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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 및방법

요약

본 발명은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

용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는 인터럽트 제어신호에 의해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그래픽 데이터

중 소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어 정보를 출력하는 제1 데이터 처리부,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그래픽 데이터가

입력되면, 상기 소정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럽트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1 데이터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제어 정

보에 따라 상기 소정의 데이터 이외의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목적 어드레스와 크기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제2 데이터 처리

부, 상기 목적 어드레스와 크기가 계산된 그래픽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혼합하여 출력하는 그래픽 처리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그래픽 데이터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으로 처리하여 시스템 밴드위쓰를 줄이고 작은 크기의

하드웨어로 칩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으며 수정 및 디버깅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소프트웨어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 이다.

등록특허 10-0601606

- 1 -



도 2는 종래의 하드웨어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 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 이다.

도 4a∼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EIA-775

OSD(On Screen Display) 그래픽 데이터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확산과 발전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제품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DVD 플레이어(Digital

Video Disk Player), 케이블 셋탑 박스(Cable Settop Box), 디지털 VCR, 디지털 텔레비젼 등과 같은 디지털 제품들은 하

나의 공통된 네트워크에 연결될 필요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의 IEEE 1394 시리얼 버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규격이 생기고 이를 구현하는 장치들이 고안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소프트웨어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 이다.

1394 링크(Link)(10)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는 PCI 인터페이스(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Interface)(11)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시스템 버스인 PCI 버스로 전송된다. PCI 버스로 전송된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 PCI/AGP 시스템 버스(PCI/Accelerated Graphics Port System Bus) 인터페이스(12)를

거쳐 CPU 메모리(13)인 SDRAM에 기록된다. CPU 메모리(13)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EIA-775에서 정의한 프레임 이라는

가변 길이의 시퀀스(Sequence) 데이터이다. 각 프레임은 OSD 데이터 포맷에 따라 다른 수의 서브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서브 프레임은 Set_OSD_pixel_format, 4_bit_OSD_data, 8_bit_OSD_data, Uncompressed_16_bit_data, Fill_

region_with_constant, Clear_OSD로 구성되어 있다. 각 프레임의 구성은 Set_OSD_pixel_format의 OSD_layout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EIA-775에 정의된 4-bit 컬러를 위한 Set_OSD_pixel_format을 보면 순수한 OSD 픽셀 데이터뿐만 아니라 픽

셀당 비트수, 픽셀 형태, 컬러 룩업 테이블(CLUT : Color Look Up Table)등 많은 제어 데이터와 데이터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CPU(14)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CLUT 데이터는 CPU 메모리(Center Processing Unit

Memory)(13)에 저장한다.

연이어 입력되는 4_bit_OSD_data는 디스플레이될 사각형의 위치와 크기 데이터와 실제 픽셀 데이터가 있다. CPU(14)는

픽셀 데이터와 CLUT를 이용하여 16-bit의 OSD 픽셀을 만들고 컬러 매트릭스 변환하여 CPU 메모리(13)에 기록한다. 그

리고 CPU(14)는 위치 값에 대응되는 시스템 메모리의 목적 어드레스를 계산하고 CPU 메모리(13)에 저장되어 있는 OSD

데이터를 읽어서 PCI/AGP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12), PCI 인터페이스(11), MMU(Memory Management Unit)(15)를

통하여 시스템 메모리(16)의 목적 어드레스 위치에 저장한다. 그래픽 프로세서(Graphic Processor)(17)는 MMU(15)를

거친 최종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16)로부터 읽어서 영상 데이터와 혼합하여 출력된다.

도 2는 종래의 하드웨어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 이다.

1394 링크(Link)(20)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는 CPU(25)의 도움 없이 파서(Parser)

(21)라는 별도의 하드웨어에서 처리된다. 그러므로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는 PCI 인터페이스(22), PCI/AGP 시스

템 버스 인터페이스(23)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밴드위쓰(Bandwidth)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처

리된 데이터는 MMU(26)를 거쳐 시스템 메모리(27)에 직접 저장된다. 그래픽 프로세서(28)는 MMU(26)를 거친 최종 데이

터를 시스템 메모리(27)로부터 읽어서 영상 데이터와 혼합하여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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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서와 같이 그래픽 데이터 처리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처리된다면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는 PCI 인터페이스

(11)를 통하여 CPU(14)에서 처리되므로 PCI 시스템 밴드위쓰를 많이 차지하게 된다. 즉,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PCI 버스

를 두 번 거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 동작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동작 주파수를 높이거나 시스템 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러나 동작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 만큼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게이트 소자를 사용하여 칩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설계에 있어서

동작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검증시간이 증가하고 설계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 2에서와 같이 그래픽 데이터 처리가 하드웨어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스템 버스인 PCI 버

스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밴드위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복잡합 Set_OSD_pixel_format의 첫 번째 두개의

32-bit 데이터 데이터를 하드웨어로 분석하고 처리하므로 그 만큼 설계의 어려움과 게이트 수가 증가하고 디버깅이 어려

운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오류 발생 시에 소프트웨어 방식에서는 오류 수정이 가능하지만, 하드웨어 방식에서는 오류

수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를 소프

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인 과제는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을 제공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는 인

터럽트 제어신호에 의해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그래픽 데이터중 소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어 정보를

출력하는 제1 데이터 처리부;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그래픽 데이터가 입력되면, 상기 소정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럽트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1 데이터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소정의 데이터 이외의 그래

픽 데이터에 대한 목적 어드레스와 크기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제2 데이터 처리부; 및 상기 목적 어드레스와 크기가 계산된

그래픽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혼합하여 출력하는 그래픽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은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그래픽 데이터 중 소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어정보를 출력하기 위해 인터럽트

를 발생시키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의 제어정보에 따라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그래픽 데이터의 목적

어드레스 및 크기를 계산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계산된 목적 어드레스에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크기를 메모

리에 저장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 이다.

도 3에 도시된 장치는 1394 링크(30), 1394 링크(30)로부터 입력되는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의 처리 및 제어를 수

행하는 데이터 처리부(31), PCI 인터페이스(32), PCI/AGP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33), CPU(34), CPU 메모리(35),

MMU(36), 시스템 메모리(37), 그래픽 프로세서(38)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서 데이터 처리부(31)는 1394 링크(30)로부터 입력되는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를 저장하는 1394 FIFO

(선입선출 : First-In First-Out)(31-1), 1394 FIFO(31-1)에 저장된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의 처리 및 제어하는

파서(31-2), 파서(31-2)의 제어 하에 그래픽 데이터 중 Set_OSD_pixel_format의 첫 번째 두 개의 32-bit 데이터를 저장

하는 PCI FIFO(31-3), 파서(31-2)에서 처리한 4/8-bit 데이터에 대한 16-bit 데이터를 가리키는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

등록특허 10-0601606

- 3 -



는 CLUT(31-4), CLUT(31-4)의 데이터에 대한 컬러 스페이스 변환을 수행하는 매트릭스 변환부(Matrix Conversion)

(31-5), 파서(31-2)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37)에 저장하기 위한 제어를 수행하는 DMA(직접 메모리 접근 :

Direct Memory Access)(31-6)로 구성된다.

이어서,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1394 FIFO(31-1)는 1394 링크(30)를 통하여 외부에 입력되는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를 저장한다.

파서(31-2)는 1394 FIFO(31-1)에 저장된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를 리드하여 EIA-775에서 정의한 Set_OSD_

pixel_format, 4_bit_OSD_data, 8_bit_OSD_data, Uncompressed_16_bit_data, Fill_region_with_constant, Clear_

OSD와 같은 서브 프레임을 처리한다.

특히, 프레임의 처음을 나타내는 Set_OSD_pixel_format의 첫 번째 두 개의 32-bit 데이터는 PCI FIFO(31-3)에 저장한

다. 저장이 완료되면 파서(31-2)는 PCI 인터페이스(32) 및 PCI/AGP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33)를 통하여 CPU(34)에

인터럽트(Interrupt)를 발생하여 PCI FIFO(31-3)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CPU(34)에서 분석한 Set_OSD_pixel_format 데이터는 PCI/AGP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33) 및 PCI 인터페이스(32)를

통하여 파서(31-2)의 CFR(제어 기능 레지스터 : Control Function Register, 미도시)에 저장된다. 파서(31-2)의 CFR에

저장된 Set_OSD_pixel_data의 제어 정보에 따라 나머지 서브 프레임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파서(31-2)는 CFR에 저장된 레지스터 값에 따라 EIA-775에서 규정한 데이터 처리 동작을 수행한다. 파서(31-2)의 CFR

에 저장된 레지스터 데이터가 4-bit 또는 8bit 컬러 포맷인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CLUT(31-4)로 다운로드하고 CLUT

(31-4)로부터 4/8-bit 픽셀 데이터에 대한 어드레스 정보를 리드한다.

그리고 연이은 서브 프레임 데이터인 4_bit_OSD_data, 8_bit_OSD_data를 1394 FIFO(31-1)로부터 리드하여 시스템 메

모리(37)에 기록될 목적 어드레스와 크기를 계산하여 DMA(31-6)의 CFR에 저장하고 4_bit_OSD_data 또는 8_bit_OSD_

data를 CLUT(31-4) 어드레스로 사용하여 CLUT(31-4)로부터 16-bit OSD 픽셀 데이터를 읽고 매트릭스 변환부(31-5)

에서 컬러 스페이스 변환을 거친 후 DMA(31-6)를 통하여 시스템 메모리(37)의 지정된 위치에 저장한다.

EIA-775에서 정의한 Set_OSD_pixel_format에서 4-bit 또는 8-bit 픽셀 포맷을 가지는 경우에는 CLUT를 가지고 있다.

서브 프레임인 4_bit_OSD_data, 8_bit_OSD_data에 있는 OSD 픽셀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라기 보다는 CLUT(31-4)에

있는 16-bit 데이터를 가리키는 어드레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CLUT(31-4)는 16-bit 픽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라 할 수 있다.

매트릭스 변환부(31-5)는 SMPTE274m과 2SMPTE170m 두 가지 칼라 스페이스를 가지고 이 둘 사이의 컬러 스페이스

변환이 필요한 경우 컬러 스페이스 변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파서(31-2)의 CFR에 저장된 레지스터 데이터가 압축되지 않은 16-bit 포맷인 경우, CLUT(31-4) 변환이 필요 없으므로

Uncompressed_16_bit_data를 리드하여 매트릭스 변환부(31-5)에서 컬러 스페이스 변환을 거쳐서 지정된 위치에 DMA

(31-6)를 이용하여 시스템 메모리(37)에 저장한다.

파서(31-2)의 CFR에 저장된 레지스터 데이터가 Fill/Clear 영역 포맷인 경우, Fill_value 또는 0의 픽셀 데이터를 DMA

(31-6)를 통하여 지정된 위치에 동일한 값을 시스템 메모리(37)에 기록한다.

그래픽 프로세서(38)는 MMU(26)를 거쳐 최종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27)에서 리드하여 영상 데이터와 혼합하여 출력한

다.

도 4a ∼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의 동작을 보이는 흐름도 이

다.

도 4에 도시된 흐름도는 1394 FIFO에 OSD 그래픽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40), 1394 FIFO로부터 OSD

그래픽 데이터를 리드하는 단계(41), 새로운 프레임이 감지되었는지 판단하는 단계(42), 감지된 프레임중 Set_OSD_

pixel_format의 첫 번째 두 개의 32-bit 데이터를 PCI FIFO에 저장하는 단계(43), CPU(44)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단

계(44), 파서의 CFR에 저장된 데이터가 4/8-bit 컬러 포맷인지 판단하는 단계(45), 1394 FIFO로부터 4/8-bit 픽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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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리드하여 CLUT로 다운로드 하는 단계(46), CLUT로부터 4/8-bit 픽셀 데이터에 대한 어드레스를 리드하고 16-bit

픽셀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47), 파서의 CFR에 저장된 데이터가 압축되지 않은 16-bit 픽셀 포맷인지 판단하는 단계

(48), 1394 FIFO로부터 압축되지 않은 16-bit 픽셀 데이터를 리드하는 단계(49), 파서의 CFR에 저장된 데이터가 Fill/

Clear 영역 포맷인지 판단하는 단계(50), 1394 FIFO로부터 Fill/Clear 영역의 데이터를 리드하는 단계(51), DMA의 CFR

에 저장하는 단계(52), 매트릭스 변환하는 단계(53), 매트릭스 변환된 OSD 픽셀 데이터를 DMA로 전송하는 단계(54),

DMA로 전송된 OSD 픽셀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55)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서 CPU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단계(44)는 CPU 프로세싱 단계(44-1), 파서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단계(44-2), PCI FIFO로부터 Set_OSD_pixel_format의 첫 번재 두 개의 32-bit 데이터를 리드하는 단계(44-3)

, 리드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44-4), 분석 결과를 파서의 CFR에 저장하는 단계(44-5)로 구성된다.

이어서,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394 링크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EIA-775 OSD 그래픽 데이터가 1394 FIFO에 저장되었는지 판단하여 OSD 그래

픽 데이터를 리드한다(40,41단계).

OSD 그래픽 데이터를 리드하여 새로운 프레임이 감지되면, 감지된 프레임 중 Set_OSD_pixel_format의 첫 번째 두 개의

32-bit 데이터를 PCI FIFO에 저장한다(42,43단계).

PCI FIFO에 데이터 저장이 완료되면 CPU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44단계).

일반적으로 프로세싱을 수행하고 있던 CPU는 파서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는지 판단한다(44-1,44-2단계).

파서로부터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PCI FIFO로부터 Set_OSD_pixel_format의 첫 번째 두 개의 32-bit 데이터를 리드하여

분석한다(44-3,44-4단계).

분석한 결과를 PCI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파서의 CFR에 저장한다(44-5단계).

파서의 CFR에 저장된 데이터가 4/8-bit 컬러 포맷인지 판단한다(45단계).

파서의 CFR에 저장된 데이터 4/8-bit 컬러 포맷인 경우 1394 FIFO로부터 4_bit_OSD_data, 8_bit_OSD_data를 CLUT로

다운로드하고 4_bit_OSD_data, 8_bit_OSD_data에 대한 어드레스 정보를 리드하여 16비트 픽셀 데이터를 출력한다

(46,47단계). 4_bit_OSD_data, 8_bit_OSD_data에는 디스플레이될 사각 영역을 표시하는 정보가 있어, 파서는 이 데이터

를 입력으로 하여 실제 시스템 메모리의 목적 어드레스를 계산한다.

파서의 CFR에 저장된 데이터가 압축되지 않은 16-bit 픽셀 포맷인 경우에는 1394 FIFO로부터 Uncompressed_16_bit_

data를 리드한다(48,49단계).

파서의 CFR에 저장된 데이터가 Fill/Clear 영역 포맷인 경우에는 1394 FIFO로부터 Fill_region_with_constant, Clear_

OSD를 리드한다(50,51단계).

47단계, 49단계, 51단계의 데이터들은 파서에서 시스템 메모리에 기록될 목적 어드레스와 크기를 계산하여 DMA의 CFR

에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매트릭스 변환을 수행한다(52,53단계).

매트릭스 변환된 OSD 픽셀 데이터를 DMA로 전송하여 시스템 메모리의 지정된 위치에 저장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기다리

는 모드로 들어간다(54,55단계)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시스템 버스의 많은 밴드위쓰를 차지하는 CLUT, 4_bit_OSD_data, 8_bit_OSD_

data, Uncompressed_16_bit_data, Fill_region_with_constant, Clear_OSD와 같은 서브 프레임의 그래픽 픽셀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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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버스를 통하지 않고, CLUT나 하드웨어로 처리하고 복잡한 Set_OSD_pixel_format의 첫 번째 두 개의 32-bit 데이터

는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여 기존의 시스템 자원을 이용하면서 시스템 밴드위쓰를 줄이고 작은 크기의 하드웨어로 칩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으며 수정 및 디버깅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레임의 데이터 포맷에 따라 다른 수의 서브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그래픽 데이터의 처리 장치로서,

인터럽트 제어신호에 의해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상기 프레임 그래픽 데이터가 입력되면 상기 프레임의 처음을

나타내는 소정의 그래픽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어 정보를 출력하는 제1 데이터 처리부;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상기 프레임 그래픽 데이터가 입력되면, 상기 프레임의 처음을 나타내는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럽트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1 데이터 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프레임의 처음을

나타내는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목적 어드레스와 크기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제2 데이터 처리부; 및

상기 목적 어드레스와 크기가 계산된 그래픽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혼합하여 출력하는 그래픽 처리부를 포함하는 소프

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처리부와 제2 데이터 처리부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

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 처리부에서 계산된 목적 어드레스에 상기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크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상기 서브 프레임 그래픽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1 저장수단;

상기 서브 프레임 그래픽 데이터 중 상기 프레임의 처음을 나타내는 소정의 그래픽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2 저장수단;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하여 상기 제2 저장수단에 저장된 소정의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 처리기로 전송하고 상기 제2 데

이터 처리기의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제1 저장수단에 저장된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목적 어드레스와 크기를 계산하는 파

서;

상기 파서에서 처리한 그래픽 데이터를 저장하는 컬러 룩업 테이블;

상기 컬러 룩업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컬러 스페이스 변환을 수행하는 매트릭스 변환부; 및

등록특허 10-0601606

- 6 -



상기 파서 및 매트릭스 변환부에서 처리한 그래픽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한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5.

프레임의 데이터 포맷에 따라 다른 수의 서브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그래픽 데이터의 처리 방법으로서,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상기 프레임 그래픽 데이터가 입력되면, 인터럽트를 발생하고, 상기 프레임의 처음을 나타

내는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여 제어 정보를 출력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의 제어정보에 따라 IEEE 1394를 통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그래픽 데이터 중 상기 프레임의 처음을 나타내

는 소정의 그래픽 데이터의 목적 어드레스 및 크기를 계산하는 제2단계;

상기 제2단계에서 계산된 목적 어드레스 및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크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소프트

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의 제어정보가 4/8-bit 컬러 포맷인 경우, 컬러 룩업 테이블로부터 상기 포맷에 대한 목적 어드레스 및 소정

비트수의 그래픽 데이터를 출력시켜 매트릭스 변환후에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의 제어정보가 압축되지 않은 16-bit 픽셀 포맷인 경우, 상기 제2단계에서 목적 어드레스 및 크기를 계산하

여 상기 메모리의 목적 어드레스에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크기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의 제어정보가 Fill/Clear 영역의 포맷인 경우, 제2단계에서 목적 어드레스 및 크기를 계산하여 상기 메모리

의 목적 어드레스에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크기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복합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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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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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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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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