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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ARM 프로세서 코어를 두 개 이상 사용하는 시스템 온 칩(System on-Chip : SoC)에서 마스터 프로세서(

master processor)가 슬레이브 프로세서(slave processor)에게 인터럽트(interrupt)를 중계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은 복수개의 ARM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시스템 온 칩 설계에서 마스터 프로세서로 지정된 프로세

서가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400)로부터 받은 인터럽트를 슬레이브 프로세서에게 재전송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공

하여 인터럽트 분배를 가능하게 하고, 동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프로세서간 통신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ARM 프로세

서 기반형 멀티프로세서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장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제 1, 제 2 ARM 프로세서와 인터럽트 중계부간의 연결을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인터럽트 중계부를 상세히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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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방법에 있어서, 마스터 프로세서의 동작을 단계별로 

나타낸 순서도,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방법에 있어서, 슬레이브 프로세서의 동작을 단계별

로 나타낸 순서도,

도 5a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방법에 있어서, 송신 프로세서의 동작을 단계별로 나

타낸 순서도,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방법에 있어서, 수신 프로세서의 동작을 단계별로 나

타낸 순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300 : 제 1, 제 2 ARM 프로세서

200 : 인터럽트 중계부 400 :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

500 : 메모리 제어부 600 : 직렬 포트 및 타이머

700 : 마스터용 인터럽트 발생부

800 : 슬레이브용 인터럽트 발생부

900 : 내부 버스 210 : 버스 정합 장치

220 :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

221 : DID[3:0] 필드 222 : 미사용 필드

223 : 클래스 필드 224 : 펜드 필드

230 :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

240 : FIQ 발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프로세서간 통신(Inter-Processor Communication : IPC)을 위한 인터럽트(interrupt) 중계 장치 및 방법

에 관한 것으로, 특히, ARM 프로세서 코어를 두 개 이상 사용하는 시스템 온 칩(System on-Chip : SoC)에서 마스터

프로세서(master processor)가 슬레이브 프로세서(slave processor)에게 인터럽트를 중계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수개의 프로세서를 이용한 멀티프로세서 시스템(multiprocessor system)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터

럽트 배분 및 프로세서간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인터럽트는 프로세서에게 비정기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것으로, 프로세서 내부 인터럽트와 외부 인

터럽트로 구분된다. 프로세서 내부 인터럽트는 프로세서가 명령어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세서 내부 하드웨어(hardwa

re)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특권 명령의 실행, 연산 장치의 오버 플로우(over flow) 발생 등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외부 인터럽트(이하, 인터럽트라 칭함)는 주변 장치 등 프로세서 외부 하드웨어의 오류 발생과 주변 하드웨어의 동작 

상태 보고에 사용된다.

위에서 서술한 일반적인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은 'M. M. Mano'가 쓴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및 'John P. 

Hayes'가 쓴 'Computer Architecture and Organization'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를 알려주는 일반적인 방법은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 신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프로세서의 인

터럽트 입력 신호는 프로세서마다 다르며 ARM 프로세서의 경우 FIQ(Fast Interrupt request)와 IRQ(Interrupt ReQ

uest)로 구성되는 두 개의 인터럽트 신호를 제공한다.

인터럽트는 프로세서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변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인터럽트 소오스(interr

upt source)에서 입력되는 인터럽트 신호를 모아서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요구 신호로 전송하는 인터럽트 제어기가 

사용된다.

복수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서간 통신이 요구된다.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에서

는 프로세서들이 특정 작업을 분할하여 동시 에 처리한다. 이때, 프로세서간에 동기화 및 상태 보고를 위해서 프로세

서간 통신이 요구되며, 공유 메모리에 임계 영역을 설정하고 임계 영역에 공통 변수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공통 변수 

방법과 프로세서간에 특정 통신 채널을 구성하고 구성된 통신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송수신 하는 메시지 패싱 방법

이 사용된다.

공유 변수를 이용한 통신은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별도의 하드웨어적인 장치 

없이 소프트웨어(software)만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메시지 패싱 방식은 메모리 공유에 관계없이 하드웨어가 제공하

는 통신 채널을 사용하게 된다.

위에서 서술한 일반적인 프로세서간 통신에 대한 내용은 'Kai Whang'이 쓴 'Advanced Computer Architecture, Par

allelism, Scalability, Programmability'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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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프로세서는 구조적 특성상 멀티프로세서 기능 예로, 인터럽트 재분배 및 통신 채널 하드웨어를 제공하지 않는

다. 또한, ARM사에서 제공하는 반도체 라이브러리인 'PrimeCell'에는 멀티프로세서 지원을 위한 설계 자원을 지원하

지 않는다.

한편, 인터럽트 분배 및 프로세서간 통신에 관한 종래의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RM 프로세서 기반의 시스템 온 칩 설계를 위하여 ARM사가 벡터 인터럽트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벡터 인터럽트 콘

트롤러(Vectored Interrupt Controller : VIC)라는 인터럽트 콘트롤러를 제공한다. 벡터 인터럽트 콘트롤러는 다수의

주변 장치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모아서 ARM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수신 신호인 IRQ와 FIQ에 점대점 연결 방식

으로 전달한다. 벡터 인터럽트 콘트롤러는 단일 ARM 프로세서용 인터럽트 제어기로 복수개의 ARM 프로세서를 내장

하는 설계에서는 각 프로세서마다 전용 벡터 인터럽트 콘트롤러를 연결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동일한 인터럽

트 소오스를 다수의 벡터 인터럽트 콘트롤러에 연결해야 하므로 인터럽트를 어떤 프로세서가 처리해야 하는지 모호

해지는 단점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복수개의 ARM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설계에서는 프

로세서간 통신을 지원해야 하며, 프로세서간 통신은 공유 메모리의 일정 영역을 이용한 통신외에 프로세서에게 비동

기로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 패싱 방법이 지원되어야 한다. 비동기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해서 프로세서 상호간에 인

터럽트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하지만 ARM사에서 제공하는 벡터 인터럽트 콘트롤러는 프로세서 상호간

통신을 위해서 복수개의 벡터 인터럽트 콘트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IBM사의 'Method and Apparatus for interrupt load balancing for PowerPC processors(US 6,189,065 B1)'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특허는 프로세서에 내장된 인터럽트 수신 하드웨어와 송신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프로세서간 인터럽트 버스를 '

Daisy-chain' 형태로 구성하고, 프로세서 내부에 인터럽트 큐와 카운터를 유지하는 구성을 갖는다. 특정 프로세서에 

인터럽트가 전달되면, 프로세서 내부의 인터럽트 카운터를 확인하여 일정 개수를 초과하면 'Daisy-chain'으로 연결된

인접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수신단으로 인터럽트를 전송하는 기능을 갖는 하드웨어와 이를 이용한 인터럽트 부하 분

배 방식을 특허의 주 요 권리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상기 특허는 인터럽트 송신 및 수신 하드웨어를 각 프로세서

내부 또는 외부에 별도로 구성하고, 인접 프로세간에 인터럽트 송신부와 수신부를 'Daisy-chain' 형태로 연결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특히 프로세서간 인터럽트 송수신을 위하여 별도의 인터럽트 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A

RM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설계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NEC사의 'Interrupt load distribution system for shared bus type multiprocessor system and interrupt load di

stribution method(US 6,237,058 B1)'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통 버스 기반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 OS)는 각 프로세서별로 인터럽트 처리 통

계를 관리하는 테이블을 통하여 각 프로세서별 인터럽트 처리 부하 내역을 저장한다. 운영 체제는 프로세서별 인터럽

트 통계 테이블을 기반으로 인터럽트 스케줄링 정보 테이블을 운영 체제 내부에 구성한다. 인터럽트 스케줄링 정보 

테이블은 인터럽트 종류별로 어떤 프로세서가 처리를 담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테이블로 사용된다.

인터럽트 스케줄링을 위해서 입출력 제어기는 내부에 인터럽트별 목적지 프로세서를 지정하는 인터럽트 목적지 정보

테이블을 내장하고 있으며, 운영 체제는 주기적으로 인터럽트 목적지 정보 테이블을 갱신하여 각 프로세서에게 균등

하게 인터럽트가 분배되도록 한다.

상기 특허는 공통 버스 기반형 다중 처리 시스템에서 운영 체제에 인터럽트 처리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출력 제어기에 내장 된 인터럽트 목적지 정보 테이블을 제어하여 인터럽트 부하의 균등한 부하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주 권리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터럽트 처리 통계를 위하여 운영 체제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입출력 제어기가 인터럽트 목적지 정보 테이블을 내장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Network Equipment Technology사의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System(US 6,154,785)'은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에서 프로세서간 통신에 관한 것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프로세서는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하여 전용 콘트롤러를 사용하며,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해서 사용된 전용 콘트롤

러는 프로세서간 통신 버스를 사용하여 상호 연결된다. 전용 콘트롤러는 통신 명령 레지스터와 세마포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지역 메모리 정합 장치, 프로세서간 통신 버스 정합 장치로 구성된다. 각 프로세서는 전용 콘트롤러의 명령

레지스터에 통신 명령을 기록함으로써 통신 요구를 발생하고, 전용 콘트롤러는 명령 레지스터를 해독하여 프로세서

간 통신 버스를 통해서 상대방 전용 콘트롤러에 통신 내용을 전송하게 된다. 각 프로세서는 전용 콘트롤러의 상태 레

지스터를 폴링하거나, 인터럽트 수신을 통해서 메시지 송신 또는 수신 결과를 인지한다. 상기 프로세서간 통신 방법은

네트워크 장비 구성에 있어서 관리 프로세서가 각 노드 프로세서와 통신하거나 네트워크 정합 장치에서 호스트 프로

세서가 네트워크 프로세서와 관리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처럼 주종 관계의 프로세서간에 적은 메시지를 주고 받는

데 적합하도록 고안되었다.

상기 특허는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해서 제안된 전용 콘트롤러와 전용 콘트롤 러간의 연결을 제공하는 프로세서간 통

신 버스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프로세서간 통신 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용 콘트롤러의 구조 및 메시지 포맷,

메시지 송수신 방법을 주 권리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각 프로세서별로 전용 콘트롤러를 가져야 하며, 전용 콘트

롤러를 연결하는 프로세서간 통신 전용 버스를 사용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복수개의 ARM 프로세서를 내장하는 시스템 온 칩 설계

에 있어서, 마스터 프로세서가 수신한 인터럽트를 슬레이브 프로세서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프로세서간 통신을 지원

하는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특허  10-0456630

- 4 -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있어서 ARM 프로세서 기반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은 마스터 프

로세서에 의해서 수신된 인터럽트를 슬레이브 프로세서로 지정된 프로세서에게 재전송하기 위해서, 버스 정합 장치를

통하여 인터럽트 재전송 명령을 수신하여 슬레이브 프로세서에 연결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구동하는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하여 인터럽트 목적지 및 종류를 지정하는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 인터럽트 내용을 지정하는 인터럽트 데이

터 레지스터와,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내용을 판독하여 특정 프로세서에 연결된 'FIQ'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구동

하는 인터럽트 신호 발생부와,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와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의 읽기 및 쓰기 접근을 위한 버스

정합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AR

M 프로세서 기반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은 임의의 두 프로세서간에 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버스 정합장치를 통하여 송

신 프로세서로부터 메시지 전송 명령을 수신하여 수신 프로세서에 연결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구동하는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하여 인터럽트 목적지 및 종류를 지정하는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와, 인터럽트 내용을 지정하는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와,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내용을 판독하여 특정 프로세서에 연결된 'FIQ'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구동하는 인터럽트 신호 발생부와,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와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의 읽기 및 쓰기 접근을 위한

버스 정합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있

어서 인터럽트 중계 방법은 마스터 프로세서가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로부터 발생된 인터럽트를 인터럽트 중계부를 

사용하여 슬레이브 프로세서로 지정된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단계에는, 마스터 프로세서가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로부

터 인터럽트를 수신하는 제 411 단계와, 마스터 프로세서가 수신된 인터럽트에 대응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하는 제 412 단계와, 마스터 프로세서가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의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를 읽는 제 413 단계와,

마스터 프로세서가 읽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 414 단계와, 마스터 프로세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 수신된 인터럽트가 마스터용인지 슬레이브용인지를 판단하는 제 415 단계와, 단계 415의 판단 결과, 마스터 프

로세서는 수신된 인터럽트가 슬레이브용 인터럽트일 경우 인터럽트 중계부로 전송할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 내용을

준비하는 제 417 단계와, 마스터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중계부의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를 읽어서 펜드 필드를 검사

하는 제 418 단계와, 마스터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중계부가 휴지 상태이면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에 인터럽트 중계 

명령을 쓰기 동작으로 처리하는 제 419 단계와, 마스터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에 벡터 인터럽트 제어

부의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의 내용을 쓰는 제 420 단계와, 마스터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펜드 필드

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요청한 인터럽트가 슬레이브 프로세서에 의해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 421 단계와

, 마스터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는 제 422 단계와, 단계 415의 판단 결과, 마스터 프로세서는 수

신된 인터럽트가 마스터용 인터럽트일 경우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하여 인터럽트를 처리하

고 단계 422를 수행하는 제 416 단계를 포함하며, 마스터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중계 요청에 따라 인터럽트 중계부를 

통하여 슬레이브 프로세서에게 FIQ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경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중계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단

계에는,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중계부로부터 FIQ를 수신하는 제 431 단계와,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FIQ 서비

스 루틴으로 점프하는 제 432 단계와,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를 읽는다 제 433 단계와, 슬레이

브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를 읽는 제 434 단계와,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읽어온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

터에서 클래스 필드를 검사하여 해당 인터럽트가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것인지 프로세서간 통신에 의한 것인지를 판

단하는 제 435 단계와, 슬레이브 프로세서는 판단 결과,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경우 중계 인터럽트 수신 루틴으로 분

기하는 제 437 단계와,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펜드 필드를 0으로 클리어하여 인터럽트를 

정상적으로 수신했음을 알리는 제 438 단계와,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해당 인터럽트의 근원지를 분석하는 제 439 단

계와,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근원지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하는 제 440 단계와, 슬레이

브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는 제 441 단계와, 슬레이브 프로세서는 단계 435의 판단 결과, 프로세

서간 통신 요청에 의한 인터럽트로 판명되면 프로세서간 통신 처리 루틴으로 분기하고 단계 411를 수행하는 제 436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인터럽

트 중계 방법은 마스터 프로세서인 임의의 송신 프로세서에서 슬레이브 프로세서인 임의의 수신 프로세서로 인터럽

트 중계부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에는, 송신 프로세서가 기 설정된 공유 메모리 영역에 고정된 크기를 

갖는 송신 메시지를 준비하는 제 530 단계와, 송신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중계부에 프로세서간 통신 요구를 의뢰하기 

위해서 프로세서간 통신 명령을 지정하는 인터럽트 명령 및 레지스터용 명령에 대응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제 531 단

계와, 송신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용 메시지 시작 주소를 준비하는 제 532 단계와, 송신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중계부의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펜드 필드를 검사하는 제 533 단계와, 송신 프로세서는 펜드 필드의 검

사 결과, 인터럽트 중계부가 가용하면, 인터럽트 중계부의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에 쓰기 동작을 통해서 통신 요

구를 발생시키는 제 534 단계와, 송신 프로세서가 메시지 시작 주소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에 

쓰기 동작을 수행하는 제 535 단계와, 송신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펜드 필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수신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수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 536 단계와, 송신 프로세서는 수신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수신했음을 확인하는 경우 메시지 전송을 완료 처리하는 제 537 단계를 포함하며, 수신 프로세서의 수신 처리 단계에

는, 수신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중계부로부터 FIQ 인터럽트를 수신하는 제 550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가 FIQ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하는 제 551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를 읽는 제 552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를 읽는 제 553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가 읽어온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에서 클래스 필드

를 검사하여 해당 인터럽트가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것인지 프로세서간 통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제 554 단계

와, 수신 프로세서의 판단 결과, 프로세서간 통신 요청에 의한 인터럽트이면 프로세서간 통신 처리 루틴으로 분기하는

제 556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에서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 시작 주소를 사용하여 메시지

를 수신하는 제 557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수신했음을 송신 프로세서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펜드 필드를 '0'으로 클리어하는 제 558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는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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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는 단계 554의 판단 결과,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인터럽트이면 중계 인터럽트 수신 루틴으

로 분기하고 단계 559를 수행하는 제 55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적용된 프로세서는 IRQ(Interrupt Request)와 FIQ(Fast Interrupt request)라는 두 개의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ARM 프로세서로서 인터럽트 수신만 가능하고 인터럽트 송신 기능을 갖지 않은 프로세서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장치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 마스터 기능을 수

행하는 제 2 ARM 프로세서(300), 슬레이브 기능을 수행하는 제 1 ARM 프로세서(100), 다수의 인터럽트 요청 신호

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마스터 프로세서로 지정된 제 2 ARM 프로세서(300)에게 전달하는 벡터 인터럽트 제

어부(400), 마스터 프로세서(300)의 요청에 따라 인터럽트를 슬레이브 프로세서로 지정된 제 1 ARM 프로세서(100)

에게 재전송 하고 동시에 프로세서간 통신을 지원하는 인터럽트 중계부(200), 마스터 프로세서에 의해서 제어되어 임

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로 마스터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마스터용 인터럽트 발생부(700), 슬레

이브 프로세서에 의해서 제어되어 임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로 슬레이브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슬레이브용 인터럽트 발생부(800), 직렬 포트 및 타이머(600), 칩 외부 메모리 접근을 제어하는 메모리 제어부(500) 

및 이들을 연결하는 내부 버스(900)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도 2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제 1, 제 2 ARM 프로세서(100, 300)와 인터럽트 중계부(200)간의 연결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동 도면에 있어서,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400)는 ARM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로 시스템 온 칩 내부의 기능 하드

웨어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우선 순위 기반으로 선택하여 마스터 프로세서로 지정된 제 2 

ARM 프로 세서(300)의 IRQ 신호로 인터럽트를 요청한다.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IRQ 신호를 통하여 수신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400)의 상태 

레지스터를 판독하여 해당 인터럽트의 근원지를 분석한다.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분석 결과, 해당 인터럽트가 슬레

이브 프로세서로 지정된 제 1 ARM 프로세서(100)에 의해 제어되는 기능부에서 요청한 인터럽트일 경우, 내부 버스(

900)를 사용하여 인터럽트 중계부(200)에 인터럽트 중계 요청과 인터럽트 내용을 전달한다.

인터럽트 중계부(200)는 수신된 인터럽트 중계 요청에 따라 슬레이브 프로세서(100)에 연결된 FIQ 신호를 구동하여 

인터럽트를 요청한다.

FIQ 신호를 통하여 인터럽트를 수신한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인터럽트 중계부(200)를 내부 버스(900)를 통해 

접근하여 해당 인터럽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하게 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인터럽트 중계부(200)를 상세히 나타낸 도면으로, 프로세서의 읽기 및 쓰기 접근을 제공하는 

내부 버스 정합 장치(210), 인터럽트 명령을 수신하는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 인터럽트의 내용을 임시 저장하

는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230), 특정 프로세서로 FIQ 인터럽트 신호를 요청하는 FIQ 발생부(240)로 구성된다.

동 도면에 있어서,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는 32비트 레지스터로 구성되며, 인터럽트 중계 또는 요청 목적지 프

로세서를 지정하는 DID[3:0] 필드(221), 미사용 필드(222), 인터럽트 중계 요청과 프로세서간 통신 요청인지를 구분

하는 클 래스 필드(class field)(223), 인터럽트가 처리중인지 여부를 표현하는 펜드 필드(pend field)(224)로 구성된

다.

DID[3:0] 필드(221)는 인터럽트의 목적지를 표현하는 부분으로 FIQ 발생부(240)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FIQ 발생부(240)는 DID[3:0] 필드(221)의 내용을 해독하여 특정 프로세서에 연결된 하나의 FIQ 신호를 구동하게 된

다.

펜드 필드(224)는 인터럽트 중계부(200)의 처리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으로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프로세서에 의해서 

1로 세트되고, 인터럽트를 수신한 프로세서에 의해서 0으로 클리어된다.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230)는 32비트 레지스터로 구성되고, 인터럽트 중계로 사용될 때는 마스터 프로세서(300)

가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400)의 상태 레지스터값을 복사해서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로 전달하는 장소로 사용되며,

프로세서간 통신을 수행할때는 공유 메모리에서 작성된 고정 크기 메시지의 시작 주소를 넘겨주는 장소로 사용된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방법에 있어서, 마스터 프로세서(300)의 동작을 단계

별로 나타낸 순서도로, 마스터 프로세서(300)가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400)로부터 발생한 인터럽트를 인터럽트 중계

부(200)를 사용하여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로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400)로부터 인터럽트를 수신한다(단계 411).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수신된 인터럽트에 대응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한다(단계 412).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400)의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를 읽는다(단계 413).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읽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의 내용을 분석한다(단계 414).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분석 결과에 따라 수신된 인터럽트가 마스터용인지 슬레이브용인지를 판단한다(단계 415).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수신된 인터럽트가 마스터용 인터럽트일 경우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하여 인터럽트를 처리한다(단계 416). 이 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여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단

계 422).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수신된 인터럽트가 슬레이브용 인터럽트일 경우 인터럽트 중계부(200)로 전송할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 내용을 준비한다(단계 417).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인터럽트 중계부(200)의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를 읽어서 펜드 필드(224)를 검사한

다(단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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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프로세서(300)는 펜드 필드(224)가 0이면 즉, 인터럽트 중계부(200)가 휴지 상태이면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

터(220)에 인터럽트 중계 명령을 쓰기 동작으로 처리한다(단계 419).

이어,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230)에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400)의 인터럽트 상태 레지

스터의 내용을 쓴다(단계 420).

마스터 프로세서(300)는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의 펜드 필드(224)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요청한 인터럽트가

슬레이브 프로세서(100)에 의해서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단계 421). 이 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

여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단계 422).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방법에 있어서, 슬레이브 프로세서(100)의 동작을 단

계별로 나타낸 순서도로, 마스터 프로세서(300)의 인터럽트 중계 요청에 따라 인터럽트 중계부(200)를 통하여 슬레

이브 프로세서(100)에게 FIQ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경우 슬레이브 프로세서(100)가 중계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인터럽트 중계부(200)로부터 FIQ를 수신한다(단계 431).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FIQ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한다(단계 432).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를 읽는다(단계 433).

이 후,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230)를 읽는다(단계 434).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읽어온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에서 클래스 필드(223)를 검사하여 해당 인터럽트가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것인지 프로세서간 통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단계 435).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판단 결과, 프로세서간 통신 요청에 의한 인터럽 트로 판명되면 프로세서간 통신 처리 루

틴으로 분기한다(단계 436). 이 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여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단계 441).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판단 결과,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경우 중계 인터럽트 수신 루틴으로 분기한다(단계 437).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의 펜드 필드(224)를 0으로 클리어하여 인터럽트를 정상적

으로 수신했음을 알린다(단계 438).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해당 인터럽트의 근원지(source)를 분석한다(단계 439).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는 근원지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한다(단계 440). 이 후, 인터

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여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단계 441).

도 5a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방법에 있어서, 송신 프로세서의 동작을 단계별로 나

타낸 순서도로, 마스터 프로세서(300)에서 슬레이브 프로세서(100)로 인터럽트 중계부(200)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

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300)가 하기의 송신 프로세서에,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100)

가 하기의 수신 프로세서에 각각 해당한다.

먼저, 송신 프로세서는 공유 메모리 영역에 고정된 크기를 갖는 송신 메시지를 준비한다(단계 530).

송신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중계부(200)에 프로세서간 통신 요구를 의뢰하기 위해서 프로세서간 통신 명령을 지정하

는 인터럽트 명령 및 레지스터용 명령에 대 응하는 내용을 준비한다(단계 531). 이 후,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230

)용 메시지 시작 주소를 준비한다(단계 532).

송신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중계부(200)의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의 펜드 필드(224)를 검사한다(단계 533).

송신 프로세서는 펜드 필드(224) 검사 결과, 인터럽트 중계부(200)가 가용하면, 인터럽트 중계부(200)의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230)에 쓰기 동작을 통해서 통신 요구를 발생시킨다(단계 534).

송신 프로세서는 메시지 시작 주소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230)에 쓰기 동작을 수행한다(단계

535).

송신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의 펜드 필드(224)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수신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수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단계 536).

송신 프로세서는 수신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수신했음을 확인하는 경우 메시지 전송을 완료 처리한다(단계 537).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한 인터럽트 중계 방법에 있어서, 수신 프로세서의 동작을 단계별로 나

타낸 순서도이다. 상기 수신 프로세서는 프로세서간 통신에 의한 메시지 수신 요구를 인터럽트 중계부(200)로부터 FI

Q 인터럽트를 수신함으로써 알 수 있다.

먼저, 수신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중계부(200)로부터 FIQ 인터럽트를 수신한다(단계 550).

수신 프로세서는 FIQ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한다(단계 551). 이어,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를 읽는다(단계 552).

다음,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230)를 읽는다(단계 553).

수신 프로세서는 읽어온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에서 클래스 필드(223)를 검사하여 해당 인터럽트가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것인지 프로세서간 통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단계 554).

수신 프로세서는 판단 결과,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인터럽트이면 중계 인터럽트 수신 루틴으로 분기한다(단계 555). 

이 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여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단계 559).

수신 프로세서는 판단 결과, 프로세서간 통신 요청에 의한 인터럽트이면 프로세서간 통신 처리 루틴으로 분기한다(단

계 556).

수신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230)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 시작 주소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수신한다(

단계 557).

수신 프로세서는 메시지를 수신했음을 송신 프로세서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220)의 펜드 필드(

224)를 0으로 클리어한다(단계 558). 이 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여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단계 5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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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복수개의 ARM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시스템 온 칩 설계에서 마스터 프로세서로 지정된 프로세서가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400)로부터 받은 인터럽트를 슬레이브 프로세서에게 재전송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공하여 인터럽

트 분배를 가능하게 하고, 동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프로세서간 통신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ARM 프로세서 기반형 

멀티프로세서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ARM 프로세서와 각 프로세서의 제어를 받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와 주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수신하여 마스터 프로세서로 지정된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요청 신호로 전달하는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를 구비하는 ARM 프로세서 기반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에 의해서 수신된 인터럽트를 슬레이브 프로세서로 지정된 프로세서에게 재전송하기 위해서, 

버스 정합 장치를 통하여 인터럽트 재전송 명령을 수신하여 슬레이브 프로세서에 연결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구동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럽트 목적지 및 종류를 지정하는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와,

인터럽트 내용을 지정하는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와,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내용을 판독하여 특정 프로세서에 연결된 'FIQ'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구동하는 인터

럽트 신호 발생부와,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와 상기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의 읽기 및 쓰기 접근을 위한 버스 정합 장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간 인터럽트 중계 장치.

청구항 2.
다수의 ARM 프로세서와 각 프로세서의 제어를 받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와 주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수신하여 마스터 프로세서로 지정된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요청 신호로 전달하는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를 구비하는 ARM 프로세서 기반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 있어서,

임의의 두 프로세서간에 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버스 정합장치를 통하여 송신 프로세서로부터 메시지 전송 명령을 수

신하여 수신 프로세서에 연결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구동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럽트 목적지 및 종류를 

지정하는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와,

인터럽트 내용을 지정하는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와,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내용을 판독하여 특정 프로세서에 연결된 'FIQ'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구동하는 인터

럽트 신호 발생부와,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와 상기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의 읽기 및 쓰기 접근을 위한 버스 정합 장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간 인터럽트 중계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는, 32비트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럽트 중계 또는 요청 목적지 프로세서를 지정하는 DID[3:0] 필드와,

미사용 필드와,

인터럽트 중계 요청과 프로세서간 통신 요청인지를 구분하는 클래스 필드와,

인터럽트가 처리중인지의 여부를 표현하는 펜드 필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간 인터럽트 중계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펜드 필드는,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프로세서에 의해서 '1'로 세트되고, 인터럽트를 수신한 프로세서에 의해서 '0'

으로 클리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간 인터럽트 중계 장치.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는, 32비트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인터럽트 중계시에는 인터럽트 내용 전달용으로 사

용되고, 프로세서간 통신시에는 고정된 크기의 메시지 시작주소 전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간

인터럽트 중계 장치.

청구항 6.
다수의 ARM 프로세서와 각 프로세서의 제어를 받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와 주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수신하여 마스터 프로세서로 지정된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요청 신호로 전달하는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를 구비하는 인터럽트 중계 방법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가 상기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로부터 발생된 인터럽트를 인터럽트 중계부를 사용하여 슬레이브

프로세서로 지정된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단계에는,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가 상기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로부터 인터럽트를 수신하는 제 411 단계와,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가 상기 수신된 인터럽트에 대응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하는 제 412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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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마스터 프로세서가 상기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의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를 읽는 제 413 단계와,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가 상기 읽은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 414 단계와,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는 상기 분석 결과에 따라 수신된 인터럽트가 마스터용인지 슬레이브용인지를 판단하는 제 415

단계와,

상기 단계 415의 판단 결과,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는 상기 수신된 인터럽트가 슬레이브용 인터럽트일 경우 상기 인터

럽트 중계부로 전송할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 내용을 준비하는 제 417 단계와,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중계부의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를 읽어서 펜드 필드를 검사하는 제 418 단

계와,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는 상기 인터럽트 중계부가 휴지 상태이면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에 인터럽트 중계 명령

을 쓰기 동작으로 처리하는 제 419 단계와,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에 상기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의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의 내용

을 쓰는 제 420 단계와,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펜드 필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요청한 인터럽트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에 의해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 421 단계와,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는 제 422 단계와,

상기 단계 415의 판단 결과,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는 상기 수신된 인터럽트가 마스터용 인터럽트일 경우 해당 인터럽

트를 처리하는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하여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상기 단계 422를 수행하는 제 416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중계 요청에 따라 상기 인터럽트 중계부를 통하여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에게 FI

Q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중계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단계에는,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중계부로부터 FIQ를 수신하는 제 431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FIQ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하는 제 432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를 읽는다 제 433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를 읽는 제 434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읽어온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에서 클래스 필드를 검사하여 해당 인터럽트가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것인지 프로세서간 통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제 435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는 판단 결과,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경우 중계 인터럽트 수신 루틴으로 분기하는 제 437 단

계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펜드 필드를 0으로 클리어하여 인터럽트를 정상적으로 수

신했음을 알리는 제 438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해당 인터럽트의 근원지를 분석하는 제 439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상기 근원지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하는 제 440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는 제 441 단계와,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는 상기 단계 435의 판단 결과, 프로세서간 통신 요청에 의한 인터럽트로 판명되면 프로세서

간 통신 처리 루틴으로 분기하고 상기 단계 411를 수행하는 제 436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간 인터럽트 중계 방법.

청구항 7.
다수의 ARM 프로세서와 각 프로세서의 제어를 받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와 주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수신하여 마스터 프로세서로 지정된 프로세서의 인터럽트 요청 신호로 전달하는 

벡터 인터럽트 제어부를 구비하는 인터럽트 중계 방법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프로세서인 임의의 송신 프로세서에서 상기 슬레이브 프로세서인 임의의 수신 프로세서로 인터럽트 중

계부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에는,

상기 송신 프로세서가 기 설정된 공유 메모리 영역에 고정된 크기를 갖는 송신 메시지를 준비하는 제 530 단계와,

상기 송신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중계부에 프로세서간 통신 요구를 의뢰하기 위해서 프로세서간 통신 명령을 지

정하는 인터럽트 명령 및 레지스터용 명령에 대응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제 531 단계와,

상기 송신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용 메시지 시작 주소를 준비하는 제 532 단계와,

상기 송신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중계부의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펜드 필드를 검사하는 제 533 단계와,

상기 송신 프로세서는 펜드 필드의 검사 결과, 상기 인터럽트 중계부가 가용하면, 상기 인터럽트 중계부의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에 쓰기 동작을 통해서 통신 요구를 발생시키는 제 534 단계와,

상기 송신 프로세서가 메시지 시작 주소를 전달하기 위하여 상기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에 쓰기 동작을 수행하는 

제 535 단계와,

상기 송신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펜드 필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수신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수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 536 단계와,

상기 송신 프로세서는 상기 수신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수신했음을 확인하는 경우 메시지 전송을 완료 처리하는 제 5

37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수신 프로세서의 수신 처리 단계에는,

상기 수신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중계부로부터 FIQ 인터럽트를 수신하는 제 550 단계와,

상기 수신 프로세서가 FIQ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하는 제 551 단계와,

상기 수신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를 읽는 제 552 단계와,

상기 수신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를 읽는 제 553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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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프로세서가 읽어온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에서 클래스 필드를 검사하여 해당 인터럽트가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것인지 프로세서간 통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제 554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의 판단 결과, 프로세서간 통신 요청에 의한 인터럽트이면 프로세서간 통신 처리 루틴으로 분기하는 제

556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에서 인터럽트 데이터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 시작 주소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 

557 단계와,

상기 수신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수신했음을 상기 송신 프로세서에게 알리기 위해서 상기 인터럽트 명령 레지스터의 

펜드 필드를 '0'으로 클리어하는 제 558 단계와,

상기 수신 프로세서가 상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탈출하는 제 559 단계와,

수신 프로세서는 상기 단계 554의 판단 결과, 인터럽트 중계에 의한 인터럽트이면 중계 인터럽트 수신 루틴으로 분기

하고 상기 단계 559를 수행하는 제 555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간 인터럽트 중계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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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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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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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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