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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모바일 단말기에 탑재된 듀얼 프로세서간의 통신을 듀

얼포트 램(DPRAM)을 이용함에 있어서 태스크별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처리함으로써 고속 데이터 전송 및 서비스 품질 향

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의 본 발명은 듀얼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프로세서간 통신을 DPRAM

(Dual Port RAM)을 이용하는 모바일 단말기에 있어서, 프로세서간에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과 해당 패킷 정보를 저장하는

DPRAM(130)과,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별 우선 순위를 등록하며 상대 프로세서로 전송할 데이터 패킷을 우선 순위에 따라

스케쥴링하여 상기 DPRAM(130)에 저장하고 상대 프로세서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DPRAM(130)에서 읽어

원래의 패킷으로 재조립한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전달하는 메인 프로세서(110) 및 통신 프로세서(120)를 포함하

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듀얼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의 블록도.

도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사용되는 프레임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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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사용되는 컨트롤 바이트의 구조도.

도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듀얼 프로세서의 구성도.

도5는 도4에서 패킷 프래그먼타이저의 동작 순서도.

도6은 도4에서 패킷 리어셈블러의 프레임 재조립 방법의 예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10 : 메인 프로세서 120 : 통신 프로세서

130 : DPRAM(Dual Port RAM) 131 : 전송셀 영역

132 : 수신셀 영역 133,134 : 컨트롤 레지스터

410 : 어플리케이션 태스크 420 : 포트 맵퍼(Port Mapper)

430 : 전송부 431 : 스케쥴러(scheduler)

432 : 패킷 프래그먼타이저(Packet Pragmentizer)

433 : 프레이머(Framer) 434 : DPRAM 전송 드라이버

440 : 수신부 441 : DPRAM 수신 드라이버

442 : 패킷 리어셈블러(Packet Reassembler)

443 : 패킷 디스패처(Packet Dipatch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바일(mobile)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듀얼 프로세서를 채용한 모바일 단말기에 있어서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멀티미디어 데이터(Multimedia data)의 무선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시장 요구사항 증가는 이동 중에도 음성통화, 멀

티미디어 방송, 스트리밍(streaming) 등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개인용 무선 휴대장비의 개발 토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Open OS환경에서 무선네트워크 접속 기능 및 멀티미디어 기능 지원을 추가한 PDA 폰(Phone) 및 스마트 폰

(Smart Phone) 제품이 개발 시판되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의 복합(Convergence) 제품은 대부분 듀얼 프로세서 플랫폼(Dual-Processor Platform)으로 구성된다.

즉, Microsoft Pocket PC 등과 같은 Open OS를 탑재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Word, Excel, Internet Explorer 및 각종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메인 프로세서(Main Processor)와, PCS/Cellular 혹은 기타의 무선

(Wireless)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프로세서(Communication Processor)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합 제품의 듀얼 프로세서 채용에 따라, 두 프로세서간 상호 인터페이스는 중요한 개발 이슈가 되었으며, 상호 인터페이

스를 고속 이동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제품의 성능 및 품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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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모바일 환경에서의 프로세서간 인터페이스는 이동 환경을 고려하여 전력 효율이 있어야 하며, 고속 화상 통신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상당히 고속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USB(Universal Serial Bus)를 이용한 상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있으며, 일부는

DPRAM(Dual Port RAM)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USB는 수 Mbps급의 전송을 지원하므로 고속의 패킷 전송에 적합하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상용화 및 검증되어있는 각종

드라이버(Driver)가 풍부하여 신뢰성 있는 상호 연동이 가능하다.

듀얼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해 DPRAM을 이용하는 경우는 USB를 이용하는 경우보

다 속도 및 전력소모 측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가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에는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단말기에 있어서, USB를 채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시에 전력소모

가 크고 DPRAM을 채용하는 경우 인터페이스의 비표준화로 인해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즉, 종래의 듀얼프로세서를 탑재한 이동단말기에서 듀얼 프로세서간의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USB와 DPRAM을 구비함에

있어서 단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USB를 탑재하는 경우에는 수 Mbps급의 직렬(serial) 전송을 위한 고속의 동기 클럭 구동이 필요하므로 불가피하게

큰 전력소모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동작 상태에 따라 해당 통신 포트(Port)의 Sleep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하

므로 시스템 구현이 더욱 복잡하게 된다. 또한, Sleep 알고리즘 구현으로 Idle 시의 시스템 소모전력을 줄일 수는 있으나,

서비스 이용시의 전력 소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DPRA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USB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속도 및 전력소모 측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가지게 되지

만, 인터페이스의 표준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물리 드라이버(Driver) 및 프레임(Frame) 처리 기술이 그

성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에, 본 발명은 물리 인터페이스로 DPRAM을 채택하고, 해당 DPRAM의 운용 및 통신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듀얼 씨

피유(Dual CPU) 상호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바일 단말기에 탑재된 듀얼 프로세서간의 통신을 듀얼포트 램

(DPRAM)을 이용함으로써 고속 데이터 전송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창안한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및 방

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발명은 듀얼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기에 있어서, 프레임웍(FrameWork)을 제시하여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

능하게 함은 물론 태스크별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듀얼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물리계층

인터페이스를 정하고, 해당 물리적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효율적인 데이터 및 컨트롤 패킷의 프로세스간 상호교환을 위한

데이터링크 계층(Layer)을 구현함으로써 듀얼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모바일 플랫폼(Mobile Platform)에서 서로 다른 프로

세서에 위치한 프로세스간의 효율적인 통신을 달성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다.

즉,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메인과 서브로 구분된 듀얼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프로세서간 통신을

DPRAM(Dual Port RAM)을 이용하는 단말기에 있어서, 프로세서간에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과 해당 패킷 정보를 저장하

는 DPRAM과,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별 우선 순위를 등록하며 상대 프로세서로 전송할 데이터 패킷을 우선 순위에 따라 스

등록특허 10-0619720

- 3 -



케쥴링하여 상기 DPRAM에 저장하고 상대 프로세서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DPRAM에서 읽어 원래의 패킷으

로 재조립한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전달하는 메인 프로세서 및 서브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DPRAM은 다수의 전송 셀로 이루어진 전송셀 영역과, 다수의 전송 셀로 이루어진 수신셀 영역과, 프레임 전송을 위

한 해당 셀 구분자 및 전송 또는 수신 상태를 설정하기 위한 컨트롤 레지스터를 구비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듀얼 프로세서는 타켓 태스크(task)의 우선 순위를 등록하고 해당 태스크의 서비스 요청을 활성화시키는 포트 맵퍼

(port mapper)와,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에서의 데이터를 DPRAM으로 전송하는 전송부와, DPRAM에서의 처리결과를 상

기 포트 맵퍼에 전달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전송하는 수신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송부는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부터의 데이터 패킷을 포트 맵퍼에 등록된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스케쥴링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하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스케쥴러(scheduler)와, 전송할 데이터 패킷이 DPRAM의 셀 크기보다 큰 경우 다수

의 패킷으로 분할하는 패킷 프래그먼타이저(packet fragmentizer)와, 상기 패킷 프래그먼타이저에서 전달된 패킷에 헤더

를 부가하여 프레임을 생성하는 프레이머(framer)와, 상기 프레임을 DPRAM에 라이트하는 DPRAM 전송 드라이버

(transmit driver)를 구비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수신부는 상대 프로세서로부터 DPRAM에 라이트된 해당 프레임을 읽어 들이는 DPRAM 수신 드라이버(receiver

driver)와, 상기 프레임이 하나의 프레임으로부터 분할된 프레임으로 확인되면 원래의 프레임으로 재조립하는 패킷 리어

셈블러(packet reassembler)와, 이 패킷 리어셈블러에서 전달된 프레임에서 데이터 패킷을 추출하여 타겟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전달하는 패킷 디스패처(packet dispatcher)를 구비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듀얼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DPRAM을 이용하여 프로세서

간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대 프로세서로 전송할 데이터 패킷이 확인되면 미리 등록된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스케쥴링하는 단계와, 우선 순위에 따라 전송할 데이터 패킷의 크기가 DPRAM의 셀 크기와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데

이터 패킷의 크기가 셀 크기 보다 크면 해당 데이터 패킷을 분할하는 단계와, 상기 패킷 분할 단계를 거친 해당 데이터 패

킷을 프레임으로 생성하여 DPRAM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듀얼 프레서서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DPRAM을 이용한 프로세

서간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대 프로세서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에 따른 프레임이 DPRAM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DPRAM에 프레임 저장이 확인되면 읽어들일 프레임 개수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에

서 다수의 프레임으로 확인되면 다수의 프레임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재조립하는 단계와, 상기 재조립 단계를 거친 하나의

프레임에서 원래의 데이터 패킷을 추출하여 타겟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는 본 발명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본 발명의 구체적인 흐름을 도면 및 특정 상세 설명

에서 나타내며,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멀티프로세서 모바일 플랫폼에 DPRAM을 이용한 프로세서간 통신 프로토콜(Inter-processor

communication protocol)을 구현하여 듀얼 프로세서간의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1은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위한 듀얼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의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프로세서(110)와,

통신 프로세서(120)와, 상기 메인 프로세서(110) 또는 통신 프로세서(120)로부터 데이터 패킷이 저장되면 상대 프로세서

로 전송할 데이터 패킷이 있음을 알리는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상기 메인 프로세서(110)와 통신 프로세서(120)간의 통신을

수행하는 DPRAM(130)을 구비하여 구성한다.

상기 메인 프로세서(110)와 통신 프로세서(120)는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별 우선 순위를 등록하며, 상대 프로세서로 전송할

데이터 패킷을 우선 순위에 따라 스케쥴링하여 상기 DPRAM(130)에 저장하고 상대 프로세서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

을 상기 DPRAM(130)에서 읽어 원래의 패킷으로 재조립하도록 구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구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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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효율 및 전송속도의 지원을 위해 DPRAM(130)을 이용하여 물리 계층을 설계한다.

도1에서 DPRAM(130)은 전송(Transmit)을 위한 전송 셀 영역(131)과 수신(Receiving)을 위한 수신 셀 영역(132)으로 나

누고, 각 영역(131)(132)을 N개의 일정크기의 셀(Cell)로 설정한다. 각 셀은 하나의 프레임(Frame)을 전달하기 위해 할당

되는 영역에 해당된다.

상기 전송 셀 영역(131)은 통신 프로세서(120)에 전달할 프레임을 저장하고, 상기 수신 셀 영역(132)은 메인 프로세서

(110)에 전달할 프레임을 저장한다.

도1에서 컨트롤 레지스터0(133)와 컨트롤 레지스터1(134)에는 컨트롤 바이트가 저장된다. 즉, 컨트롤 레지스터0(133)는

메인 프로세서(110)에서 통신 프로세서(120)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컨트롤 바이트(control byte)가 설정되고, 상기

컨트롤 레지스터(134)는 통신 프로세서(120)에서 메인 프로세서(110)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컨트롤 바이트가 설정된

다.

상기 컨트롤 바이트는 Cell_ID 값 또는 Sync 명령으로, 사용자가 정의한 인터페이스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상기와 같이 물리링크 구성됨을 가정하여 메인 프로세서(110)가 DPRAM(130)을 통해 통신 프로세서(120)와 프레임을 주

고받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메인 프로세서(110)에서 통신 프로세서(120)로 데이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DPRAM(130)의 원하는 번지부터 프

레임을 써넣어 주고, 컨트롤 레지스터0(Control Register0)(133)에 컨트롤 바이트(Control Byte)를 설정해 준다.

이에 따라, DPRAM(130)의 전송셀 영역(131)에 데이터 패킷이 라이트되면 상기 DPRAM(130)은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통

신 프로세서(120)에게 전송할 데이터 패킷이 있음을 알려주고 상기 통신 프로세서(120)의 인터럽트 루틴은 상기 DPRAM

(130)으로부터 전달된 프레임을 읽어내게 된다.

역으로, 통신 프로세서(120)에서 메인 프로세서(110)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상기 통신 프로세서(120)가 컨트롤

레지스터1(Control Register1)(134)을 구동하여 DPRAM(130)를 통해 메인 프로세서(110)와 통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DPRAM(130)의 영역을 다수의 셀(Cell)로 분할함에 있어서, 하나의 셀은 하나의 프레임만을 전송하

도록 분할한다.

즉, 셀의 크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되는 패킷의 크기이 가능하면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 전송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

션에서 전송되는 '최대 패킷 크기 + 프레임 오버헤드(Frame Overhead) 크기'로 정의한다.

만일, DPRAM(130)의 물리적 크기 제약으로 상기와 같이 셀 크기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각 패킷들의 길이

와 빈도수를 고려하여 DPRAM(130)의 물리적인 크기를 만족하는 한도에서 스케일(scale) 값을 조정하여 아래의 연산과

같이 셀 크기(Cell_size)를 결정한다.

Cell_size = Frame Overhead + [scale x i (Pi x Fi/N)]

여기서, Pi는 i 번째 패킷의 길이, Fi는 빈도수, N은 모든 빈도수의 합(F1 + F2 +...+ Fn)를 의미한다.

2. 메인 프로세서(110)와 통신 프로세서(120)간의 효율적 인터페이스를 위한 전송 프레임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다음 사

항을 고려한다.

1) 프로세서간 태스크(Inter-Processor Task)간의 통신을 위한 어드레싱(Addressing)을 포함하도록 한다.

2) 패킷(Packet)의 분할(Fragmentation) 및 재조립(Reassembly)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우선, DPRAM(130)의 전송셀 영역(131)과 수신셀 영역(132)에 정의된 각 셀에 저장되는 프레임은 도2에 도시한 바와 같

이, 프레임 헤더(Frame Header)와 Payload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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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레임 헤더는 각각 8비트의 타겟(target)과 소스(source)의 Task_ID, 16비트의 Length Field로 구성되며,

Payload는 0 또는 8비트의 Signal_ID와 전송할 N바이트의 어플리케이션 패킷(Application Packet)이 포함된다.

각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상기 Target Task_ID는 해당 패킷 메시지를 전송 받을 태스크(Task)와 1:1로 매핑(Mappling)되는 구분자, Source

Task_ID는 패킷을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 태스크(Application Task)와 1:1로 매핑되는 구분자, Length는 프레임 헤더를

제외한 Payload 필드의 바이트 수를 나타낸다.

상기 Signal_ID는 Payload에 전달되는 사용자 데이터가 어떤 이벤트(Event)를 나타내는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Type

Identifier 필드로서, 수신 측 어플리케이션 태스크(Application Task)에서는 해당 필드를 보고 전달된 사용자 데이터 패

킷(User Data Packet)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만일, Payload에 단편(fragment)화된 사용자 데이터(User Data)가 실리는 경우, 첫 번째 단편에는 Signal_ID가 포함되

나, 이후의 단편에는 Signal_ID없이 사용자 데이터만이 Payload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DPRAM(130)의 컨트롤 레지스터(133)(134)에 저장되는 1바이트의 컨트롤 바이트의 구조는 도3에 도시한 바와 같

다.

컨트롤 바이트가 가질 수 있는 형식은 Cell_ID 혹은 Sync_CTL이다.

상기 Cell_ID는 프레임을 저장한 셀의 ID이다. 즉, Cell_ID는 송신 측에서 프레임 송신을 위해 DPRAM(130)의 해당 셀에

프레임을 복사(Copy)한 후, 컨트롤 레지스터(Control Register)(133 또는 134)에 설정되는 정보로서, 수신 측에서는 해

당 Cell_ID로부터 프레임을 읽어내게 된다.

상기 Sync_CTL은 통신 프로세서(120)가 자신의 DPRAM 드라이버가 초기화되었음을 메인 프로세서(110)에 알리기 위한

RESET_REQ, 메인 프로세서(110)가 자신의 DPRAM 드라이버가 초기화되었음을 통신 프로세서(120)에 알리기 위한

RESET_IND, 상기 RESET_REQ 또는 RESET_IND에 대한 응답 RESET_ACK로 이루어진다.

즉, Sync_CTL은 두 프로세서간 통신 상태(State)를 일치시키기 위해 설정되는 값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이용된다.

2-1. 전원인가 및 초기화에 의해 메인 프로세서(110)의 DPRAM 드라이버가 리셋(Reset)되는 경우, 메인 프로세서(110)

의 DPRAM 송신 드라이버는 통신 프로세서(120)로 RESET_IND를 전달하여 자신의 DPRAM 드라이버가 초기화됨을 알

려주고, 통신을 위한 초기화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통신 프로세서(120)는 해당 명령 수신 후, 메인 프로세서(110)와의 통신 상태 일치를 위해 자신의 DPRAM 상태

(Status)를 초기화하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RESET_ACK를 통해 알려준다.

이에 따라, 메인 프로세서(110)는 RESET_ACK를 받으면 통신 프로세서(120)가 통신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고 통신

을 개시하게 된다.

2-2. 반대로 통신 프로세서(120)의 DPRAM 드라이버가 리셋되는 경우, 통신 프로세서(120)에서 메인 프로세서(110)로

RESET_CMD를 전송하고, 메인 프로세서(110)로부터 RESET_ACK를 수신함으로써 두 프로세서간의 통신 준비 상태를

일치시키고, 이후의 통신을 진행하게 된다.

3.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프레임 처리를 위해 메인 프로세서(110)와 통신 프로세서(120)는 도4와 같이 각기 구성한다. 도

4에서 DPRAM Physical H/W(450)는 도1의 DPRAM(130)과 동일한 것이다.

즉, 메인 프로세서(110)와 통신 프로세서(120)는 어플리케이션 태스크(110)별 우선 순위를 등록하며 상위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태스크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인터페이스 포트 데이터베이스(Port Database)를 관리하는 포트 맵퍼

(Port Mapper)(420)와, 상대 프로세서에게 전송할 데이터 패킷에 대해 상기 우선 순위 기반의 스케쥴링하여 해당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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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을 소정 크기의 프레임으로 생성한 후 DPRAM(130)에 전송하는 송신부(430)와, 상대 프로세서로부터 DPRAM(130)

에 저장된 프레임을 읽어 원래의 데이터 패킷으로 생성한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전달하는 수신부(440)를 구비하

여 구성한다.

상기 송신부(430)는 포트마다 할당된 우선 순위에 따라 패킷을 하위 프레이머(Framer)에 전달하는 스케쥴러(Scheduler)

(431)와, 상대 프로세서로 전달할 패킷을 소정 프레임 크기로 분할하는 패킷 프래그먼타이저(Packet Fragmentizer)

(432)와, 상기 분할 패킷을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프레이머(Framer)(433)와, 상기 프레임을 DPRAM(130)에 라이트

(Write)하는 DPRAM 전송 드라이버(Transmit Driver)(434)로 구성한다.

상기 수신부(440)는 상대 프로세서로부터 전달되는 프레임을 DPRAM(130)에서 수신하는 DPRAM 수신 드라이버

(Receive Driver)(441)와, 이 DPRAM 수신 드라이버(441)에서 수신되는 프레임을 원래의 데이터 패킷으로 재조립하는

패킷 리어셈블러(Packet Reassembler)(442)와, 재조립된 데이터 패킷을 목적 포트로 Dispatch하는 패킷 디스패처

(Packet Dispatcher)(443)로 구성된다.

따라서, 도4에 도시한 각각의 모듈에 대한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 포트 맵퍼(421)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태스크(Application Task)(410)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모듈로서, 어플

리케이션(410)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포트 데이터베이스(Port Database)와 인터페이스 큐(Queue)의 생성, 제거, 관리

를 수행한다.

상기 포트 데이터베이스는 포트의 구별을 위한 Port_ID, Port_Activity, Priority, Target Task_ID, Source Task_ID, 통

신을 위한 Tx 및 Rx Queue Pointer로 구성되는데, 그 운용 방법 및 동작은 다음과 같다.

상대 프로세서에 위치한 태스크와의 통신 서비스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는 초기화 시에 포트 맵퍼(420)에 포

트 개방(Port Open)을 요구한다.

포트 개방(Port Open) 요구 시 해당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는 자신의 Task_ID 및 통신하고자 하는 Target Task_ID

및 서비스 우선 순위(Priority)를 포트 맵퍼(420)에 등록한다.

상기 포트 맵퍼(420)는 해당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포트 데이터베이스(Port Database)를 생성하고, 포트 활성도(Port_

Activity)를 액티브(Active) 상태로 초기화한 후 통신을 위한 Tx 및 Rx Queue를 생성하고, 포트 데이터베이스의 각 큐 포

인터(Queue Pointer)에 연결한 후 서비스를 요청한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에 Port_ID를 리턴한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는 해당 Port_ID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할 큐(Queue)에 액세스(Access)할 수 있

다.

이후,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는 Port_ID를 이용하여 자신과 연결된 포트의 큐(Queue)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

라 해당 Tx Queue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함으로써 상대 프로세서에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Rx Queue를 통해서 상대 프로

세서의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에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다.

상기에서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에서의 송신 데이터가 포트에 연결된 Tx Queue로 전달되면 포트 맵퍼(420)는 스케

쥴러(431)를 구동하여 해당 송신데이터를 하위 계층(Layer)으로 전달한다.

반대로, 하위 패킷 디스패처(444)에서의 수신 데이터가 포트에 연결된 Rx Queue로 전달되면 포트 맵퍼(420)는 해당 데이

터를 포트 데이터베이스에 기술된 우선 순위(Priority)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로 전달한다.

또한, 포트 생성 시에 우선 순위 부여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정의한다.

예를 들어, 음성 서비스(Voice Service)나 실시간 상태 체크 등과 같은 실시간성 데이터를 다루는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포트에는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어느 정도의 지연(Latency)을 허용하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등에 할당된 포트에는

낮은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혼잡(Congestion) 시에도 각 서비스가 요구하는 QoS(Quality of Service)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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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케쥴러(431)는 각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로부터 전달되는 데이터 패킷을 우선 순위 기반으로 스케쥴링

(Priority-Based Scheduling)하여, 그 우선 순위에 따라 해당 패킷을 하위의 패킷 프래그먼타이저(432)에 전달해주는 역

할을 하는 모듈이다.

이를 위해, 스케쥴러(431)는 포트 맵퍼(420)에서 액티브로 등록된 모든 포트들의 Tx Queue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해당 Tx Queue들에 전달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대기(queuing)되어 있으면 포트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포트에 대기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패킷 프래그먼타이저(432)에 전달하는 우선

순위 기반의 스케쥴링(Priority-based scheduling)을 수행한다.

3-3. 패킷 프래그먼타이저(432)는 스케쥴러(431)에서 전달된 패킷을 도2에 정의된 프레임으로 전송하기 위해 단편화시

키는 작업을 해주는 모듈이다.

도5는 패킷 프래그먼타이저(432)의 동작 순서도를 도시한 것이다.

우선 '입력 패킷의 크기(Pkt_Size) + 프레임 헤더 크기(frame_Hd_Size)'가 셀 크기(Cell_Size)보다 큰지 판단한다.

이때, '입력 패킷 크기 + 프레임 헤더 크기'가 셀 크기보다 큰 경우 '셀 크기 - 프레임 헤더 크기'의 패킷 길이(Pkt_len)를

패킷 크기(Pkt_Size)로 설정하고 패킷 길이가 인덱스(index) 보다 작은지 확인한다.

이에 따라, 패킷 길이가 인덱스 보다 작으면 입력 패킷의 인덱스(input_Pkt[index])를 출력 패킷의 인덱스(Out_pkt

[index])로 설정하고 인덱스를 '1' 증가시킨 후 상기 패킷 길이와 인덱스를 비교하는 과정으로 복귀한다.

만일, 패킷 길이가 인덱스 보다 작지 않으면 해당 패킷을 프레이머(433)에 전달하고 '입력 패킷 크기 + 프레임 헤더 크기'

가 셀 크기보다 큰지 비교하는 과정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상기에서 '입력 패킷 크기 + 프레임 헤더 크기'가 셀 크기보다 크지 않으면 패킷 길이(Pkt_len)를 패킷 크기(Pkt_

Size)로 설정하고 패킷 길이가 인덱스(index) 보다 작은지 확인함에 따라 패킷 길이가 인덱스 보다 작으면 입력 패킷의 인

덱스(input_Pkt[index])를 출력 패킷의 인덱스(Out_pkt[index])로 설정하고 인덱스를 '1' 증가시킨 후 상기 패킷 길이와

인덱스를 비교하는 과정으로 복귀하며, 만일 패킷 길이가 인덱스 보다 작지 않으면 해당 패킷을 프레이머(433)에 전달하

고 '입력 패킷 크기 + 프레임 헤더 크기'가 셀 크기보다 큰지 비교하는 과정으로 복귀한다.

즉, 패킷 프래그먼타이저(432)는 '입력 패킷의 크기 + 프레임 헤더 크기'가 셀 크기보다 큰 경우 해당 패킷을 여러 개의 패

킷으로 분할하여 프레이머(433)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3-4. 프레이머(433)는 DPRAM(130)에 전달할 프레임을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프레이머(433)는 패킷 프래그먼타이저(432)에서 전달된 하나의 패킷 또는 다수의 단편화된 패킷(Fragmented

Packet)을 전달받아, 각각의 패킷에 도2에 정의한 프레임 헤더(Frame_Header)를 붙여서 하나 또는 다수의 프레임을 구

성하고, 이를 DPRAM 전송 드라이버(434)를 통해 상대 프로세서에 전달한다.

이때, 프레임 헤더(Frame Header)에 정의되는 Source 및 Target Task_ID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포트 데이터베이스

(Port Database)에 기술된 Source Task_ID와 Target Task_ID 값으로 설정하고, 프레임 헤더의 Length 필드는 전달된

패킷의 바이트(byte) 수로 설정하며, Frame Payload는 전달된 패킷을 바이트(byte) 단위로 복사하여 구성한다.

따라서, 도2와 같은 프레임 구성이 완료되면 프레이머(433)는 DPRAM 전송 드라이버(434)를 호출하여 상기에서 구성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레임들을 상대 프로세서로 전달한다.

3-5. DPRAM 전송 드라이버(434)는 프레이머(433)에서 전달된 프레임들을 DPRAM(130)을 통해 상대 프로세서로 전달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DPRAM 전송 드라이버(434)는 DPRAM(130)의 각 셀들을 링 버퍼(Ring Buffer)의 형태로 운용하기 위해 전송

포인터(Transmit_Pointer)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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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포인터는 현재 전송할 프레임을 저장할 DPRAM(130)의 Cell_ID를 나타내는 링(Ring) 포인터로서, 초기화 및 리셋명

령 시에 '0'으로 초기화되며, 해당 셀에 프레임이 라이트될 때마다 증가하고, 증가된 값이 최대 Cell_ID값에 도달하면 '0'으

로 리셋된다.

우선, DPRAM 전송 드라이버(434)는 전달된 프레임들을 전송 포인터가 가리키는 DPRAM(130)의 셀에 복사하고, 전송 포

인터 값을 증가시킨다.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에서 전달된 패킷의 크기가 큰 경우, 다수의 단편화된 패킷을 포함한 프

레임이 생성되므로 복수의 셀에 해당 프레임들이 저장되게 된다.

이때, 프레임 저장이 완료되면 DPRAM 전송 드라이버(434)는 전송 포인터 값을 컨트롤 레지스터(133 또는 134)에 써넣

는다.

이에 따라, 컨트롤 레지스터가 설정되면 DPRAM(130)은 상대 프로세서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전송 프레임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주게 된다.

3-6. DPRAM 수신 드라이버(441)는 DPRAM(130)의 수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핸들러로서, 인터럽트에 의해

DPRAM(130)에 프레임이 대기하고 있음이 통보되면 상기 DPRAM(130)의 해당 셀들로부터 프레임들을 읽어내어 패킷

리어셈블러(443)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DPRAM 수신 드라이버(441)는 DPRAM(130)을 링 버퍼(Ring Buffer) 형태로 운용하는데, 이를 위해 DPRAM(130)을 액

세스하기 위한 수신 포인터(Receive_Pointer)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수신 포인터는 프레임을 읽어낼 Cell_ID를 저장하며, 초기화 및 리셋 명령 시에 '0'으로 초기화되며, 셀로부터 프레임을 읽

어낼 때마다 증가하게 된다.

DPRAM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수신 포인터의 값과 DPRAM(130)의 컨트롤 레지스터(133 또는 134)에 설정된

Cell_ID 값을 비교하여 현재 DPRAM(130)에 몇 개의 프레임이 대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DPRAM(130)의 송신부(430)에서는 하나의 패킷 단위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므로, 대기하고 있는 프레임 수가 다수인 경

우에는 하나의 패킷이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나뉘어 전송됨을 의미하며, 대기하고 있는 프레임 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패킷

의 크기가 작아서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 전송되었음을 의미한다.

DPRAM 수신 드라이버(441)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인터럽트 발생 시 DPRAM(130)의 컨트롤 레지스터(133 또는 134)에 설정된 Cell_ID 값을 Rcv_Cell_ID에 읽어온다. 해당

Cell_ID값은 DPRAM(130)에서 읽게될 프레임들 중 마지막 프레임이 저장된 셀의 ID를 나타낸다.

이때, DPRAM 수신 드라이버(441)는 Rcv_Cell_ID 값과 수신 포인터의 값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읽어낼 프레임의 개수

를 구하는데, Rcv_Cell_ID가 수신 포인터 보다 큰 경우 'Num_of_Frame = Rcv_Cell_ID - Receive_Pointer' 연산을 수행

하고, Rcv_Cell_ID 가 수신 포인터 보다 작은 경우 'Num_of_Frame = Cell_ID + N - Receive_Pointer' 연산을 수행한다.

여기서, Num_of_Frame : 읽어낼 프레임 개수, Rcv_Cell_ID :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읽어온 값, N : 최대 Cell_ID 값(Ring

Buffer의 크기)

이에 따라, 프레임 개수(Num_of_Frame) 만큼의 프레임을 수신 포인터가 가리키는 셀에서 읽어 패킷 리어셈블러(442)로

전송하는데, 각 셀에서 프레임을 읽을 때에는 "Frame Header Size(4 bytes) + Frame Length Field 값" 만큼의 바이트

수를 읽어내도록 한다. 이때, 수신 포인터 값은 읽어낸 셀만큼 증가시킨다.

3-7. 패킷 리어셈블러(442)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레임을 수신하여, 원래의 패킷 전체를 포함하는 프레임으로 재조립

하여 패킷 디스패처(443)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패킷 리어셈블러(442)는 프레임을 통해 전달된 패킷이 단편화된 것인지 또는 단편화되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알기 위해 DPRAM 수신 드라이버(441)에서 산출한 프레임 개수(Num_of_Frame) 값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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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송신 측에서는 패킷 단위로 수신 측에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므로 프레임 개수(Num_of_Frame) 값이 '1'인 경우에는 하

나의 완전한 패킷이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 전달되었음을 의미하며, '1' 이상인 경우는 패킷의 크기가 커서 여러 개의 프레

임에 나누어 전달되었음을 나타낸다.

도6은 여러 개로 분할된 프레임을 하나의 데이터 패킷을 재조립하는 동작을 보인 예시도이다.

상기 패킷 리어셈블러(442)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프레임 개수(Num_of_Frame) 값이 '1'인 경우, 수신된 프레임을 바로 패킷 디스패처(443)에 전달한다.

이때, 프레임 개수(Num_of_Frame) 값이 '1' 이상인 경우, 수신된 프레임들의 Target Task_ID 필드들이 모두 동일하고,

Source Task_ID 필드들이 모두 동일한지를 검사한다.

만일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처리 프로세스 상의 오버플로우(Overflow)가 발생된 것이므로 RESET_CMD 명

령을 상대 프로세서에 전달함으로써 상대 프로세서와의 DPRAM 통신을 초기화 및 동기화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프레임 개수(Num_of_Frame) 값이 '1' 이상이고, 상기의 Task_ID 검사를 통과한 경우 도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두 번째 프레임부터는 헤더(Header)를 제거하고 프레임을 재조립하여, 완전한 패킷을 포함하는 프레임을 구성한다. 이때,

재조립된 프레임 헤더(Frame_Header)의 길이(Length)는 Payload에 전달되는 완전한 패킷의 바이트(Byte) 수가 갱신

(Update)되도록 설정한다.

3-8. 패킷 디스패처(443)는 패킷 리어셈블러(442)에서 도6과 같이 재조립되어 전달된 프레임으로부터 패킷을 추출하여

타겟 태스크(Target Task)로 디스패치(Dispatch)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패킷 디스패처(443)는 전달된 프레임의 헤더(Header)에 포함된 Target Task_ID와 같은 값을 가지면서 액티

브 플래그(Active Flag)가 설정되어진 포트 데이터베이스(Port Database)를 찾아 해당 포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Port_ID

를 얻어낸다.

각 포트에 연결된 큐(Queue)는 해당 Port_ID를 이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다.

따라서, 얻어낸 Port_ID를 통해 타겟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와 연결된 수신 큐(Receive Queue)를 액세스하여, 해당

큐에 프레임 헤더(Frame_Header)를 제외한 Payload Field를 저장하고, Frame Payload 중 Signal_ID를 읽어내어, 타겟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에 통보함으로써 타겟 어플리케이션 태스크(410)에서 수신 큐에 저장된 패킷을 액세스할 수 있

도록 한다.

한편, 상기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듀얼 프로세서 플랫폼(Dual Processor Platform)을 이용하는 모바일 장치

에서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신 프레임웍(Framework)을 제안함으로써 전력소모를 최소로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프로세서 내에 위치한 어플리케이션 태스크(Application Task)간에 고속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

송이 가능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서비스에 따른 포트의 우선 순위 적용과 스케쥴링을 통해, 통신할 데이터가 많을 경우 실시간(Real Time)

을 요하는 태스크의 패킷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QoS : Quality of Service)을 만족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본 발명은 DPRAM을 이용한 듀얼 프로세서 내 태스크간 통신 프레임웍을 구현함으로, 듀얼 프로

세서를 채용한 스마트 폰, PDA 폰 및 각종 이동 멀티미디어(Mobile Multimedia) 장치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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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미디어 모바일 플랫폼을 구비한 모바일 단말기에 있어서,

프로세서간에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과 해당 패킷 정보를 저장하고 패킷이 있음을 알리도록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듀얼포

트 메모리와,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별 우선 순위를 등록하며 상대 프로세서로 전송할 데이터 패킷을 우선 순위에 따라 스케쥴링하여 상

기 듀얼포트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대 프로세서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을 상기 듀얼포트 메모리에서 읽어 원래의 패킷

으로 재조립한 후 해당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전달하는 메인 프로세서 및 서브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듀얼포트 메모리는

다수의 전송 셀로 이루어진 전송셀 영역과,

다수의 전송 셀로 이루어진 수신셀 영역과,

상대 프로세서로 전송할 프레임에 대해 저장 위치정보(cell_ID) 및 송수신 상태 설정정보(Sync_CTL)를 나타내기 위한 컨

트롤 바이트를 저장하는 컨트롤 레지스터를 구비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각각의 셀은

상대 프로세서로 전송할 패킷의 크기와 프레임 오버헤드 크기의 합으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

신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각각의 셀은

듀얼포트 메모리의 물리적 크기에 제약이 있는 경우 각 패킷의 길이와 빈도수를 고려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Cell_size = Frame Overhead + [scale x i (Pi x Fi/N)]

여기서, Pi : i 번째 패킷의 길이, Fi : 빈도수, N : 모든 빈도수의 합 (F1 + F2 +...+ Fn)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컨트롤 바이트는 사용자 임의로 변경 가능하도록 정의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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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메인 프로세서와 서브 프로세서는

타켓 태스크(task)의 우선 순위를 등록하고 해당 태스크의 서비스 요청을 활성화시키는 태스트 인터페이스 수단과,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에서의 데이터를 상기 우선 순위 기반으로 스케쥴링하여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듀얼포트 메모리에 전

송하는 전송 수단과,

듀얼포트 메모리에 저장된 상대 프로세서로부터의 처리결과를 상기 태스크 인터페이스 수단을 경유하여 해당 어플리케이

션 태스크로 전송하는 수신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는

초기화 시에 태스크 인터페이스 수단에 포트 오픈(port open)을 요청하고 자신의 task_ID(source task_ID), 통신하고자

하는 target task_ID 및 서비스 우선 순위를 등록하며 상기 태스크 인터페이스 수단에 활성화시킨 큐(queue)에 접근하여

해당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태스크 인터페이스 수단은

임의의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부터의 포트 오픈 요청과 task_ID 및 서비스 우선순위 등록에 대해 포트 데이터베이스를 생

성하고, 통신을 위한 큐(queue)를 생성하며, 상기 포트 데이터베이스의 큐 포인터(queue pointer)에 연결한 후 활성화된

포트의 port_ID를 상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포트 맵퍼(port mapper)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전송 수단은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부터의 데이터 패킷을 태스크 인터페이스 수단에 등록된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스케쥴링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하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스케쥴러(scheduler)와,

전송할 데이터 패킷이 듀얼포트 메모리의 셀 크기보다 큰 경우 다수의 패킷으로 분할하는 패킷 분할기와,

상기 패킷 분할기에서 전달된 패킷에 헤더를 부가하여 프레임을 생성하는 프레이머(framer)와,

상기 프레임을 듀얼포트 메모리에 라이트하는 전송 드라이버(transmit driver)를 구비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패킷 분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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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프로세서로 전달할 패킷 크기와 프레임 헤더 크기의 합이 셀 크기 보다 큰 경우 해당 패킷을 분할하도록 구성됨을 특

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송신 드라이버는

듀얼포트 메모리의 각 셀에 프레임이 저장될 때마다 셀 구분자(cell_ID)에 대응하여 증가되는 전송 포인터(transmit

pointer)를 정의하여, 상기 각 셀을 링 버퍼(ring buffer) 형태로 운영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

신 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수신 수단은

상대 프로세서로부터 듀얼포트 메모리에 라이트된 해당 프레임을 읽어 들이는 수신 드라이버(receiver driver)와,

상기 프레임이 하나의 프레임으로부터 분할된 프레임으로 확인되면 원래의 프레임으로 재조립하는 패킷 리어셈블러

(packek reassembler)와,

이 패킷 리어셈블러에서 전달된 프레임에서 데이터 패킷을 추출하여 타겟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전달하는 패킷 디스패처

(packet dispatcher)를 구비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수신 드라이버는

듀얼포트 메모리의 각 셀에서 프레임을 읽어낼 때마다 셀 구분자(cell_ID)에 대응하여 증가되는 수신 포인터(receive

pointer)를 정의하여, 상기 각 셀을 링 버퍼(ring buffer) 형태로 운영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

신 장치.

청구항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수신 드라이버는

듀얼포트 메모리의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읽은 셀 구분자(cell_ID)와 수신 포인터를 이용하여 아래의 연산에 의해 읽어낼

프레임 개수를 산출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1. Cell_ID가 수신 포인터 보다 큰 경우

Num_of_Frame = Cell_ID - Receive_Pointer

2. Cell_ID가 수신 포인터 보다 작은 경우

Num_of_Frame = Cell_ID + N - Receive_Pointer

여기서, Num_of_Frame : 읽어낼 프레임 개수, Rcv_Cell_ID :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읽어온 값, N : 최대 Cell_ID 값(Ring

Buffer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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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패킷 리어셈블러는

수신 드라이버에서 산출된 프레임 개수(Num_of_Frame)를 확인하여 하나의 프레임인지 또는 다수로 분할된 프레임인지

를 판별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패킷 리어셉블러는

다수의 분할된 프레임으로 판별된 경우 수신된 다수 프레임의 source Task_ID이 모두 동일하지 않거나 target Task_ID

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면 프레임 오버플로우 발생으로 판단하여, 상대 프로세서와 듀얼포트 메모리간의 통신을 초기화, 동

기화시키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패킷 리어셈블러는

다수의 분할된 프레임으로 판별된 경우 수신된 다수 프레임의 source Task_ID이 모두 동일하고 동시에 target Task_ID

가 모두 동일하면 두 번째 프레임부터 헤더를 제거하여 하나의 프레임으로 재조립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

로세서간 통신 장치.

청구항 18.

듀얼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듀얼포트 메모리를 이용한 프로세서간 통신 방법에 있어서,

상대 프로세서로 전송할 데이터 패킷이 확인되면 미리 등록된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스케쥴링하는 단계와,

우선 순위에 따라 전송할 데이터 패킷의 크기가 듀얼포트 메모리의 셀 크기와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데이터 패킷의 크기가 셀 크기 보다 크면 해당 데이터 패킷을 분할하는 단계와,

상기 패킷 분할 단계를 거친 해당 데이터 패킷을 프레임으로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프레임을 듀얼포트 메모리에 저장하여 상대 프로세서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듀얼포트 메모리에 프레임을 저장할 때마다 셀 구분자(cell_ID)에 대응하는 전송 포인터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값이 최대 cell_ID가 되면 전송 포인터 값을 '0'으로 리셋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

로세서간 통신 방법.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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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듀얼포트 메모리를 이용한 프로세서간 통신 방법에 있어서,

듀얼포트 메모리에 수신할 프레임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듀얼포트 메모리에 수신할 프레임이 저장되어 있다고 확인되면 읽어들일 프레임 개수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에서 다수의 프레임으로 확인되면 다수의 프레임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재조립하는 단계와,

상기 재조립 단계를 거친 하나의 프레임에서 원래의 데이터 패킷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패킷을 타겟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프레임 개수는

하기의 식과 같이 듀얼포트 메모리에서 읽은 셀 구분자(cell_ID)와 프레임 읽음에 따라 증가되는 수신 포인터(receive

pointer)를 연산하여 산출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방법.

1. Cell_ID가 수신 포인터 보다 큰 경우

Num_of_Frame = Cell_ID - Receive_Pointer

2. Cell_ID가 수신 포인터 보다 작은 경우

Num_of_Frame = Cell_ID + N - Receive_Pointer

여기서, Num_of_Frame : 읽어낼 프레임 개수, Rcv_Cell_ID : 컨트롤 레지스터에서 읽어온 값, N : 최대 Cell_ID 값(Ring

Buffer의 크기)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프레임 재조립 단계는

다수의 분할된 프레임에 포함된 source Task_ID이 모두 동일하고 동시에 target Task_ID가 모두 동일하면 두 번째 프레

임부터 헤더를 제거하여 하나의 프레임으로 재조립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프레임 재조립 단계는

다수의 분할된 프레임에 포함된 source Task_ID이 모두 동일하지 않거나 target Task_ID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면 프레

임 오버플로우 발생으로 판단하여, 상대 프로세서와 듀얼포트 메모리간의 통신을 초기화, 동기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프로세서간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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