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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컴퓨터 시스템은 동시에 동작할 수 있는 3개의 처리기, 즉 스칼라 처리기, 벡터 처리기 및 비트스트림 처
리기를 포함한다. 비디오 데이터를 엔코딩 또는 디코딩함에 있어서, 벡터 처리기는 단일 명령 다중 데이
터 처리기에 의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동작, 예를 들어 이산여현변환(DCT)과 움직임 보상을 수행
한다.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허프만 및 RLC 엔코딩 또는 디코딩을 수행한다.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컴퓨터 시스템
이 여러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문맥들을 절환할 수 있다. 스칼라 처리기 및 벡터 처리
기는 단일 산술 또는 불 명령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단일 산술 또는 불 
명령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비디오 데이터 처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
그램될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미디어 카드의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처리기의 블록도.

제3도는 도 2에 도시된 처리기의 일부인 비트스트림 처리기의 블록도.

제4도 내지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

제7도는 제2도에 도식된 처리기의 펌웨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제8도 및 제9도는 제1도의 시스템을 위한 어드레스 맵을 보여주는 도면.

제10도는 제2도에 도시된 처리기의 DSP 코아를 나타내는 블록도.

제11도는 제2도에 도시된 처리기의 일부인 벡터 처리기에 적용된 파이프라인을 나타내는 도면.

제12도는 제11도의 벡터 처리기의 기능적인 블록도.

제13도는 제11도의 벡터 처리기에 있어서 실행 데이터 경로를 나타내는 도면.

제14도는 제11도의 벡터 처리기에 있어서 로드 및 저장 데이터 경로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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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도는 제2도의 처리기의 캐쉬 시스템의 블록도.

제16도는 제15도의 캐쉬 시스템에 있어서의 명령 데이터 캐쉬를 나타내는 도면.

제17도는 제2도의 처리기에 있어서 캐쉬 제어 유니트의 데이터 경로 파이프 라인을 나타내는 도면.

제18도는 제2도에 도시된 시스템에 있어서 캐쉬 제어 유니트의 어드레스 처리 파이프라인을 위한 데이터 
경로를 나타내는 도면.

제19도 내지 제22도는 제2도의 처리기에 있어서 스테이트 머쉰을 나타내는 도면.

제23도는 제15도의 캐쉬 시스템에서 사용된 어드레스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제24도는 제2도의 처리기에 있어서 버스를 나타내는 도면.

제25도는 제2도의 처리기에 있어서 중재 제어 유니트를 나타내는 도면.

제26도 내지 제29도는 제2도의 처리기에 대한 타이밍도.

제30도 내지 제32도는 제2도의 처리기에 있어서 메모리 리퀘스트 신호를 나타내는 도면.

제33도는 제2도의 처리기에 있어서 버스 중재 제어 유니트를 나타내는 도면.

제34도 내지 제36도는 제2도의 처리기에 대한 타이밍도.

제37도 및 제38도는 제2도의 처리기에 있어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제39도 및 제40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대한 가상 프레임 버퍼(VFB)를 나타내는 도면.

제41도은 제1도의 시스템에 대한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제42도 및 제43도는 제2도의 시스템에 대한 메모리 콘트로러를 나타내는 도면.

제44도는 제2도의 시스템에 대한 어드레스 콘트롤러를 나타내는 도면.

제45도 및 제46도 제1도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포맷들을 나타내는 도면.

제47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있어서 스테이트 머쉰을 나타내는 도면.

제48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콘트롤러의 블록도.

제49도 내지 제51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대한 타이밍도.

제52도 및 제53도는 제2도의 처리기에 있어서 장치 인터페이스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

제54도 내지 제56도는 제1도의 시스템의 각 부에 대한 블록도.

제57도 내지 제59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있어서 레지스터들을 나타내는 도면.

제60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있어서 프레임 버퍼 및 비디오 윈도우를 나타내는 도면.

제61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대한 타이밍도.

제62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있어서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도면.

제63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대한 타이밍도.

제64도 내지 제66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버퍼들을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컴퓨터에 의한 비디오 데이터 처리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는 시스템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시스템 데이타에는 정지 및/또는 
동화상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비디오 데이터가 포함된다. 또한, 시스템 데이터에는 오디오 데이터, 예를 
들어 동화상의 사운드 트랙이 포함될 수 있다. 비디오 데이터를 고속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및 회로를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비디오 데이터를 고속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및 회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몇가
지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은 동시에 동작할 수 있는 3개의 처리기, 즉 스칼라 
처리기, 벡터 처리기 및 비트 스트림 처리기를 포함한다. 비디오 데이터를 엔코딩 또는 디코딩함에 있어
서, 벡터 처리기는 단일 명령 다중 데이터(Single Iinstruction Multiple Data:SIMD) 처리기에 의해 효율
적으로 수행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는, 1) 이산여현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DCT)와 같은 선형 데이터 변환, 2) 움직임 보상이 있다.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워드 또는 반워
드(half-words) 보다 특정 비트상에서의 동작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는 예를 
들어 MPEG-1, MPEG-2, H.261 및 H.263에 사용되는 허프만(huffman) 및 RLC 엔코딩과 디코딩이 있다. 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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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리기는 하이 레벨 비디오 처리(예를 들어, 픽쳐 레벨 처리)를 수행하고, 벡터 및 비트스트림 처리기
의 동작을 동기화시키고, 외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한다.

몇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그 결과,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는 2개 이상의 모임과 영상 회의를 할 수도 있다. 비트스트림 처리기에서는 여러 
가지 비트스트림이 실시간적으로 동시에 엔코딩 또는 디코딩되도록 문맥들(contexts)을 절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몇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스칼라 및 벡터 처리기는 각각 처리기가 단일 산술 명령 또는 불(boolean) 명령
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프로그램가능하다.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단일 산술 명
령 또는 불(boolean) 명령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프로그램가능하지 않다. 오
히려,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한 세트의 비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전체적인 비디오 데이터 처리동작을 수행
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비트스트림 처리기가 단일 산술 명령 또는 불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
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트스트림 처리기가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다. 스칼라 및 벡터 처리기가 프로
그램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디오 데이터 엔코딩 및 디코딩 표준에서 변형된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용
이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멀티미디어 처리기(110)를 포함하는 미디어 카드(100)를 나타낸 것이다. 실시예에 있어서, 멀티미
디어 처리기(110)는  그  사양이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삼성 반도체 주식회사에서 만들어지는 타입  
MSP-1EX(상표) 처리기이다. 처리기 MSP-1EX는 아래에 있는 블록  A에 기술되어 있다.

처리기(110)는 로컬 버스(105)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도시안됨)과 통신한다. 몇가지 실시예에 있
어서, 버스(105)는 32비트, 33MHz PCI 버스이다.

처리기(110)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는 D/A(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112)에 결합된다. 비
디오 부분 뿐만 아니라, 디지탈 비이오 데이터는 오디오 부분, 예를 들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포함할 
수 있다. 변환기(112)의 출력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TV 세트(도시안됨) 또는 다른 시스템에 결합
될 수 있다.

몇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처리기(110)는 A/D(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도 4 내지 6 참조)로 ㅂ터 출력되
는 디지탈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 포트를 포함한다.

처리기(110)는 코덱(114)에 연결된다. 코덱(114)은 테이프 레코더(도시안됨) 또는 다른 장치로 부터 아날
로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한다. 코덱(114)은 전화선(도시안됨)으로 부터 아날로그 전화 데이터를 수신한
다.  코덱(114)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탈화한 후,  이를 처리기(10)로  전송한다.  코덱(114)은 처리기
(110)로 부터 디지탈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들 데이터를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하고, 필요에 따라 이 아날
로그 데이터를 전송한다.

처리기(110)는 버스(122)에 의해 메모리(120)에 연결된다. 도 1에 있어서, 메모리(120)는 
SDRAM(synchronous DRAM)이고, 버스(122)는 64비트, 89MHz 버스이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다른 메모리, 버
스 폭, 및 버스 속도가 사용된다. 비동기 메모리 및 버스들이 몇가지 실시예에 사용된다.

카드(100)의  몇가지  실시예는  르  누옌을  출원인으로  하여  본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된  Multiprocessor 
Operation in a Multimedia Signal Processor라는 발명의 명칭을 갖는 미합중국 특허출원 명세서(변리사 
참조번호:M-4364 US)를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미합중국 특허출원 명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본 발명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도  2는  처리기(110)의  일실시예에  따른  블록도이다.  처리기(110)은  스칼라  처리기(210),  벡터 처리기
(VP;220) 및 비트스트림 처리기(BP; 245)를 포함한다. 몇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처리기(210)는 40MHz로 
동작하며, 공지된 표준 ARM7 명령어 세트를 지원하는 32비트 RISC 처리기이다. 벡터 처리기(220)는 80MHz
로 동작하며, 288 비트 벡터 레지스터들을 구비한 단일 명령 다중 데이터(SIMD) 처리기이다. VP(220)의 
일실시예는 송 등을 출원인으로 하여 본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된 Efficient Context Saving and Restoring 
in a Multitasking Computing System Environment라는 발명의 명칭을 갖는 미합중국 특허출원 명세서(변
리사 참조 번호:M-4365 US)에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미합중국 특허출원 명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본 발
명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처리기(210,220)는 단일 산술 명령 또는 불 명령 또는 이들 명령의 시퀀스를 수
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몇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비디오 데이터를 고속으로 행하기 위해서 비트스트림 처리기(245)는 단일 산출 
명령 또는 불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프록램되지 않도록 설계된다. 특히, BP(245)는, ADD, OR, ADD AND 
ACCUMULATE등과 같은 단일 명령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없다. 오히려, BP(245)는 부록 A의 10장에 
기술되어 있는 비디오 데이터 처리 동작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된다. 이와 동시에, 스칼라 처리기(210)와 
벡터 처리기(20)는 단일 산술 또는 불 명령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처리기(110)는 
비디오 표준에서 변형을 도모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칼라 처리기(210)과 벡터 처리기(220)는 캐쉬 서브시스템(230)에 연결된다. 
캐쉬  서브시스템(230)은  버스(IOBUS;240)와  버스(FBUS;250)에  연결된다.  몇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IOBUS(240)는 32비트, 40MHz 버스이고, FBUS(250)는 64 비트, 80MHz 버스이다.

IOBUS(240)는 비트스트림 처리기(245), 인터럽트 콘트롤러(248), 전 2중 통신(full-duplex) UART 유니트
(243)과 4개의 타이머(242)에 연결된다. FBUS(250)는 메모리 버스(122; 도 1 참조)에 연결된 메모리 콘트
롤러(258)에  연결된다.   FBUS(250)는  PCI  버스(105)에  연결된  PCI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255)에 
연결된다. 또한, FBUS(250)는 비디오 D/A(112;도 1 참조), 코덱(114)과 경우에 따라 비디오 A/D 변환기
(도  4  내지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음)를  인터페이스하는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인터페이스 회로
(252;Customer ASIC으로도 불리워짐)에 연결된다. 또한, 처리기(110)는 메모리 데이터 이동기(290)를 포

105-3

1019970034995



함한다.

처리기(110)는 여러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리기(110)의 사용자가 2
개 이상의 모임과 영상 회의를 하는 경우, 처리기(110)는 사용자가 여러 개의 모임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비디오 및 오디오 처리를 수행한다. 다중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기(110)는 
문맥 절환을 지원한다. 이는 BP(245)가 다중 데이터 스트림들 사이를 절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상 회의
에 있어서, 각 데이터 스트림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별개의 모임으로 부터 올 수 있다. 대안으로, 사용자가 
영상 회의에 첨가하여 동시에 영상 회의 또는 영화 상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데이
터 스트림이 영화 채널로 부터 올 수 있다. 문백 절환은 부록 A의 10.12절에 기술되어 있다. 문맥이 절환
되면, 스칼라 처리기(210)는 현재 문맥들을 저장하고, 다른 문맥을 처리하기 위하여 BP(245)를 초기화시
킨다.

BP(245)는 다음과 같은 비디오 데이터 포맷 즉,

1. ISO/IEC 표준 11172(1992) 에 기술되어 있는 MPEG-1;

2. 문서 ISO/IEC JTC 1/SC 29 N 0981 Rev(1995. 3. 31)에 기술되어 있는 MPEG-2;

3. IUT-T 권고 H.261(1993. 3)에 기술되어 있는 H.261; 및 

4.드래프트 IT-T 권고 H.263(1996. 5. 2)에 기술되어 있는 H.263을 처리할 수 있다.

비디오 데이터는 스칼라 처리기(210), 벡터 처리기(220) 및 비트스트림 처리기(245)로 나누어져 처리됨으
로써 고속 처리가 실현되도록 한다. 좀더 상세하게는, 벡터 처리기(220)는 선형 변환(DCT 또는 역DCT)과 
움직임 보상을 수행한다.

이들 동작은 벡터 처리기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들 동작은 때때로 데이터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수행
되는 동일한 명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비트스트림 처리기(245)는 허프만 디코딩 및 엔코딩과 지그재
그 비트스트림 처리를 수행한다.

스칼라 처리기(210)는 비디오 및 오디오 역다중화와 동기화 및 I/O 인터페이싱 작업을 수행한다.

엔코딩 및 디코딩 동작의 예는 부록 A의 10.6.1절 및 10.6.2절에 나타나 있다. 엔코딩 동작에 있어서, 압
축되지 않은 디지탈 데이터가 버스(105)를 통해 프레임 메모리(120) 또는 호스트 시스템(도시안됨)으로 
부터 도착한다. 몇가지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 인터페이스 회로(252)는 비디오 A/D 변환기를 포함하고, 
압축되지 않은 데이터가 변환기로 부터 도착한다. 벡터 처리기(220)는 양자화, DCT 및 움직임 보상을 수
행한다. 비트스트림 처리기(245)는 VP(220)의 출력을 수신하고, GOB(Group of Blocks)들 및 슬라이스들을 
생성한다. 특히, BP(245)는 허프만 및 RLC 엔코딩과 지그재그 비트스트림 처리를 수행한다. 스칼라 처리
기(210)는  BP(245)의  출력을  수신하고,  픽쳐  계층  부호화(picture  layer  coding),  GOP(group  of 
pictures) 부호화 및 시퀀스 계층 부호화를 수행한다. 이후, 스칼라 처리기(210)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
이터를 다중화하고, 부호화된 데이터를 버스(105 또는 122)를 통해 저장 장치 또는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네트워크로의 전송은 몇가지 실시예에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 인터페이스 회로(252)로의 전송을 포
함한다.

디코딩에 있어서, 처리는 역으로 수행한다. 스칼라 처리기(210)는 시스템 데이터를 비디오 및 오디오 성
분으로 역다중화하고, 비디오 데이터의 시퀀스 계층, GOP 및 픽쳐 계층 디코딩을 수행한다. 그 결과 생성
되는 GOB들 또는 슬라이스들은 비트스트림 처리기(245)로 공급된다. 처리기(245)는 지그재그 처리와 허프
만 및 RLC 디코딩을 수행한다.  VP(220)는 BP(245)의 출력을 수신하여 역양자화, IDCT 및 움직임 보상을 
수행하다. VP(220)는 필요로 하는 경우(예를 들어, 픽쳐 이미지의 에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
의 전처리를 수행하고, 복원된 디지탈 픽쳐들을 장치 인터페이스 회로(252) 또는 저장 장치로 공급한다. 
스칼라 처리기(210), 벡터 처리기(220)와 비트스트림 처리기(245)는 여러 블록의 데이터에 대하여 병렬로 
동작할 수 있다.

스칼라 처리기(210)가 픽쳐 계층 및 상위 계층들을 처리함으로써, 처리기 내부의 통신을 감소시킨다. 이
는 픽쳐 계층 및 상위 게층들이 제어 및 I/O 기능을 위해 스칼라 처리기(210)에서는 사용되지만, 벡터 처
리기(220) 및 비트스트림 처리기(245)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예로는 프레임들을 장치 인터페이스 회로(252)로 전송하기 위해 스칼라 처리기(210)에서 사용되는 
프레임 레이트를 들 수 있다.

도 3은 비트스트림 처리기(245)의 일실시예에 따른 블록도이다. 도 3에 도시된 신호들은 브록 A의 10.5절
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신호들은 비트스트림 처리기(245)와 IOBUS(240; 도 2 참조)간의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BP(245)에 있어서, 이들 신호들은 SRAM(320)을 포함하는 IOBUS 인터페이스 유니트(310)에 의해 
처리된다. 또한, BP(245)는 VLC FIFO 유니트(330), VLC LUT ROM(340), 제어 스테이트 머쉰(350)과, 레지
스터 파일과 SRAM을 포함하는 BP 코아 유니트(360)을 포함한다. 도 3의 블록은 부록 A의 10.4절에 기술되
어 있다.

ROM(340)은 4가지 표준 즉, MPEG-1, MPEG-2, H.261 및 H.263에 대하여 허프만 엔코딩 및 디코딩시 사용되
는 룩업테이블을 포함한다. 테이블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ROM(340)은 768*12 비
트의 작은 사이즈를 가진다.

작은 사이즈는 테이블을 공유하고, 부록, A의 4절에 기술되어 있는 다른 기술들에 의해 실현된다.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마련되는 본 발명의 정신이나 분야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 
발명이 다양하게 게조 및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알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임의의 회로, 클럭 게이트 또는 이들 실시예의 타이밍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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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비트스트림 처리기에서는 여러 가지 비트스트림이 실시간적으로 동
시에 엔코딩 또는 디코딩되도록 문맥을 절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비트스트림 처리기가 단일 산술 명령 또는 불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되지 않도록 함
으로써 비트스트림 처리가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데이터를 엔코딩 또는 디코딩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선형 변환을 수
행하는 벡터 처리기, 상기 벡터 처리기의 출력을 압축하거나, 상기 벡터 처리기로 입력하기 위하여 비디
오 데이터를 복원하는 비트스트림 처리기, 및 상기 벡터 처리기와 상기 비트스트림 처리기의 동작을 동기
화시키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처리를 
중지하고 다른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처리를 개시하도록 상기 제어 회로에 의해 인터럽트되어, 상
기 시스템이 두 개의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실시간적으로 엔코딩 또는 디코딩할 수 있도록 상기 비트스
트림 처리기가 두 개의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거의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
이터 엔코딩 또는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은 동화상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엔코딩 또는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3 

비디오 데이터를 엔코딩 또는 디코딩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선형 변환을 수
행하는 벡터 처리기, 및 상기 벡터 처리기의 출력을 압축하거나, 상기 벡터 처리기로 입력하기 위하여 비
디오 데이터를 복원하는 비트스트림 처리기를 포함하며; 상기 벡터 처리기는 단일 산술 또는 불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고, 상기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단일 산술 또는 불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될 수 없음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엔코딩 또는 디코딩 시스템.

청구항 4 

비디오 데이터를 엔코딩 또는 디코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선형 변환을 수행
하는 벡터 처리기, 및 상기 벡터 처리기의 출력을 압축하거나, 상기 벡터 처리기로 입력하기 위하여 비디
오 데이터를 복원하는 비트스트림 처리기를 포함하며; 상기 벡터 처리기는 단일 산술 또는 불 명령을 실
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고, 상기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단일 산술 또는 불 명령을 실행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램될 수 없음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엔코딩 또는 디코딩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각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은 동화상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데이터 
엔코딩 또는 디코딩방법.

[부록 A]

MSP-1EX 시스템 사양

제1장 기술적인 개요

이 장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자가 보여 주는 멀티미디어 신호처리기(MSP-x)의 기술적인 개요를 
설명한다.

1.1 기능

멀티미디어 신호처리기(MSP-x)는 퍼스널 컴퓨터 및 주문자  제품 응용을 위한 광범위한 직접된 기능을 제
공하기 위하여 일군의 단일 칩 VLSI 장치들을 형성하다.

MSP군은 최적의 비용/성능을 위해 계산된 대한 단일 명령 다중 데이타(SIMD) 모델을 적용하는 강력한 벡
터 처리기 구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완전한 프로그램 가능성

* ARM 명령어 세트 구조에 기초를 둠

* 직접된 40MHz ARM7 RISC CPU 코아

* 고성능 디지탈 신호 처리를 위한 80MHz 벡터 처리기 

* 9 비트 정수 ALU 동작을 위한 2.56 Gops

* 16 비트 정수 승산-누적 동작을 위한 2.56 Gops

* 32 비트 IEEE 플로팅 포인트 가산을 위한 640 Mflops

* 32 비트 IEEE 플로팅 포인트 승산 ＆ 가산을 위한 1280 Mfl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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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인 주문형화 또는 그래픽스 기능을 위한 미사용의 10Kgates

* 0.65μm 3.3v/5c CMOS 기술에 기초를 둠

* 128 핀-128 핀 캐키지

MSP는 초기에 4개의 주요 기능을 지원한다.

* 비디오

* 오디오/사운드

* 원거리 통신

* 2D/3D 그래픽스(선택)

1.1.1 비디오

* 모든 기능이 펌웨어에서 프로그램가능하다.

* 실시간 MPEG-1 디코딩 및 엔코딩

* 실시간 MPEG-2 디코딩

* 거의 실시간적인 MPEG-2 엔코딩

* 실시간 H.324 디코딩 및 엔코딩

* 임의의 스크린 사이즈 또는 해상도에 대한 이미지 스케일링

* RGB와 YUV간의 색공간 변환

* 픽쳐 윤곽강조 및 잡음 감소를 위한 이미지 필터링

* 4/3 풀다운 변환

1.1.2 오디오/사운드

* 모든 기능이 펌웨어에서 프로그램가능하다.

* 실시간 MPEG-1 오디오 디코딩 및 엔코딩

* 실시간 MPEG-2 오디오 디코딩 및 엔코딩

* 실시간 H.320 및 H.324 오디오 디코딩 및 엔코딩

* 실시간 G.728 및 G.723 음성 코딩

* 실시간 사운드블라스터 에뮬레이션

* 웨이브테이블 합성

* FM 합성

1.1.3 원거리 통신

1.1.3.1 모뎀

* 표준 비동기 COM 포트 인터페이스(NS 16550A UART 호환가능)

* 28.8K로부터 2.4 Kbps까지의 V.34

* 4800, 9600 무부호화 및 9600 bps 트렐리스 부호화에 대한 데이타 레이트를 갖는 CCITT-V.32bis

* Hayes AT 명령어 세트 호환성

* 호출 진행 모니터

* V.25bis 오토다이얼

* DTMF 및 펄스 다이얼링

* 비동기 에러 복구 프로토콜

* V.42 에러 정정

1.1.3.2 팩시밀리

* 9600 bps 또는 7200 bps의 V.29

* 4800 bps 또는 2400 bps V.27

* 호출 진행 모니터

* DTMF 및 펄스 다이얼링

* G3 트랜스퍼들

* T.4/T.30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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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전화 응답

* 전화기 세트 또는 마이크로폰을 통해 인사말 녹음

* 수신된 전화에 대해 자동 응답하여 미리 녹음된 메세지 응신

* 전화를 건 사람으로 부터 메시지 녹음

* 전화를 건 사람이 남긴 메시지 재생

1.1.4 2D/3D 그래피스(선택)

* BITBLT

* 2D 라인＆폴리곤 드로잉 및 쉐이딩

* 3D 포인트, 라인 및 삼각형에 대한 지오메트리＆채광 계산

* 텍스쳐 매핑으로 3D 칼라 계산

* 블렌딩

1.2 하드웨어 구조

1.2.1 개요

MSP-1 멀티미디어 코프로세서 군은 집적도 레벨, 비용 및 성능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도록 설계한다. MSP-1 처리기를 포함하는 블록도는 도 4에 나타나 있다.

MSP-1 군은 다음과 같은 핀-아웃 옵션을 포함한다.

* MSP-1은 외부 SDARM을 사용하지 않고 엔트리-레벨로 사용되도록 설계된다.

* MSP-1EX은 외부 SDRAM과 인터페이싱을 위한 32비트 베모리를 포함한다.

* MSP-1F는 외부 SDRAM과 인터페이싱을 위한 64비트 메모리를 포함한다.

* MSP-1G는 집적된 SVGA 콘트롤러, 고속화된 3D 그래피스 가속이 부가된 RAMDAC을 포함한다.

도 5는 MSP-1E 처리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1.2.2 외부 코덱

도 6은 외부 코덱과 함께 MPS-1 처리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1.2.2.1 MPS-1EX의 재료 목록

다음은 MSP-1EX에 대하여 제시된 재료 목록이다.

* MSP-1EX

* 512K × 32 비트 동기 DRAM

* NTSC/PAL 엔코더(삼성의 KS0119)

* 오디오 ＆ 원거리통신 코덱(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AD1843)

* 기타(캐패시터들, 저항들, 증폭기들, 콘넥터들, 등)

* 프린트된 회로기판

1.3 마이크로 구조

1.3.1 개요

기본적으로 MSP 마이크로 구조는 매우 강력한 DSP 코아와 주문자에 의해 규정된 메모리＆I/O 서비시스템
으로 구성된다.(도 2 참조) DSP 코아는 다음을 포함한다.

* 40MHz로 동작하고 일반적인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32비트 ARM7 RISC CPU

* 80MHz  동작하고 신호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벡터 처리기

* 80MHz러 동작하고, 2KB 명령 캐쉬, 5KB 데이타 캐쉬 및 16KB ROM  캐쉬를 가지는 공유된 캐쉬 서브시스
템. 데이타 캐쉬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 80MHz로 동작하고 내부의 많은 FBUS 주변기기와 인터페이스하는 고속 64  비트 버스(FBUS)

* 40MHz로 동작하고 많은 IOBUS 주변기기와 인터페이스하는 저속의 32 비트 버스(IOBUS)

내부의 FBUS 주변기기는 다음을 포함한다.

* 32 비트 33MHz PCI 버스 인터페이스

* 64 비트 SDRAM 메모리 콘트롤러

* 8채널 DMA  콘트롤러

* 주문자 ASIC 로직 블록, 주문자 ASIC 로직 블록은 여러가지 아날로그 코덱에 대한 인터페이스들과 주문
자가 규정한 I/O 장치들을 포함하는 총 10Kgates를 제공한다. 인터페이스 로직은 삼성의 KS0119 NTSC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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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더 및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AD1843 코덱을 지원한다.

* 호스트(Pentlure) 메모리로부터 MSP 로컬 SDRAM 메모리까지 데이타를 DMA 하는데 사용되는 메모리 데이
타 이동기

*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처리하는 비트스트림 처리기

* 16450 UART  시리얼 라인

* 8254-호환가능한 타이머

* 8259-호환가능한 인터럽트 콘트롤러

또한, MSP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초기화 인터럽트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레지스터(MPS 제어 레지스
터)를 포함한다.

1.4 MSP-1EX 핀 설명

1.4.1 총:256핀

1.4.2 PCI 버스 인터페이스(53 핀)

CLK 클럭 입력 핀

RSTL 입력 핀 리셋, 액티브 로우

AD[31:0] 어드레스 및 데이타 버스 핀

C_BE0L 콘트롤＆바이트 0 인에이블 핀, 액티브 로우

C_BE1L 콘트롤 ＆ 바이트 1 인에이블 핀, 액티브 로우

C_BE2L 콘트롤 ＆ 바이트 2 인에이블 핀, 액티브 로우

C_BE3L 콘트롤 ＆ 바이트 3 인에이블 핀, 액티브 로우

PAR 패리티 핀

FRAMEL 사이클 프레임 핀, 액티브 로우

IRDYL개시자 준비 핀, 액티브 로우

TRDYL타겟 준비 핀, 액티브 로우

STOPL정지 처리 핀, 액티브 로우

LOCKL락 처리 핀, 액티브 로우

IDSEL초기화 장치 선택 입력 핀

DEVSEL장치 선택 핀, 액티브 로우

REQL버스 요청 핀, 액티브 로우

GNTL버스 승인 핀, 액티브 로우

PERRL패리티 에러 핀, 액티브 로우

SERRL시스템 에러 핀, 액티브 로우

INTAL인터랍트 핀, 액티브 로우

1.4.3 기타(6핀)

TCKJTAG 테스트 클럭 입력 핀

TDIJTAG 테스트 데이타 입력 핀

TD0JTAG 테스트 데이타 출력 핀

TMSJTAG 테스트 모드 선택 입력 핀

TRSTLJTAG 테스트 리셋 입력 핀

CLK 클럭 입력, 이는 40MHz 클럭 입력 핀이다.

1.4.4 KS0119 NTSC/PAL 엔코더 인터페이스(24핀)

SFRS3 와이어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KS0119로 출력되는 프레임 동기

SCLKKS0119 로 출력되는 시리얼 클럭

SDAT 시리얼 데이타 I/O

BGHSMSP 에 입력되는 수평동기신호

BGVSMSP 에 입력되는 수직동기신호

MSSEL 마스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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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15:0]KS0119 로 출력되는 픽셀 데이타

BGCLKKS0119 로 출력되는 픽셀 클럭

PROMCSLBIOS PROM 칩 선택

1.4.5 AD1843 오디오 ＆ 원거리통신 코덱 인터페이스(6핀)

A43SCLK 시리얼 클럭 입/출력. SCLK는 버스 마스터(BM) 핀이 HI로 구동될 경우 클럭을 시리얼 버스에 대
한 출력으로 공급하고, BM 핀이 LO로 구동될 경우 클럭을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양방향 신호이다.

A43SDFS 시리얼 데이타 프레임 동기 입/출력. SDFS는 버스 마스터(BM) 핀이 HI로 구동될 경우 프레임 동
기신호를 시리얼 버스에 대한 출력으로 공급하고, BM 핀이 LO로 구동될 경우 프레임 동기신호를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양방향 신호이다.

A43SDI MSP 로 부터 출력되는, AD1843에 대한 시리얼 데이타 데이타 입력 핀. 모든 제어 및 재생 트랜스
퍼들은 16비트 길이 MSB이다.

A43SD0AD1843 로 부터 출력되는 MSP로 입력되는 시리얼 데이타 출력 핀. 모든 스페이스  제어 레지스터 
독출 및 재생 트랜스퍼들은 16비트 길이 MSB 이다.

1.4.6  메모리 버스 인터페이스(87핀)

RAS1L 출력 핀(액티브 로우). 이는 MA[11:0]으로 부터의 로우 어드레스를 선택된 SDRAM 뱅크의 내부 로우 
어드레스 버프로 래치하는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이다.

CAS 1L 출력 핀(액티브 로우). 이는 MA[11:0]으로 부터의 칼럼 어드레스를 선택된 SDRAM 뱅크의 내부 칼
럼 어드레스 버퍼로 래치하는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이다.

MWEL 출력 핀(액티브 로우). 이는  SDRAM에 대한 기입 인에이블이다.

MAI[11:0] 출력 핀. SDRAM에 대하여 다중화된 로우 및 칼럼 어드레스 신호.

MD[63:0] 입/출력  SDRAM 데이타 핀

MA23 출력 핀. 메모리 어드레스 비트23

MA24 출력 핀. 메모리 어드레스 비트24

DQM 출력 핀. 클럭 이후 SDRAM 데이타를 하이 임피던스로 만들고, 출력을 마스크시킨다.(이 핀은 동기 
DRAM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MCKE 출력 핀. 다음 클럭 사이클에서 부터 동작을 중지시키기 위해 SDRAM의 시스템 클럭을 마스크시킨다.

MCS0L 출력 핀(액티브 로우), 하위 32 비트에 대한 SDRAM 칩 선택

MCS1L 출력 핀(액티브 로우). 상위 32 비트에 대한 SDRAM 칩 선택

MR. DYH 출력 핀. SDRAM 준비 신호.

MEMCLK 출력 핀. 이는 SDRAM에 대한 클럭 출력 핀이다.

1.4.7 전원

VDD3.3 볼트 전원 핀

VCC5 볼트 전원 핀

VSS 접지 핀

[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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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1EX 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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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펌웨어 구조

1.5.1 개요

MSP는 벡터화된 DSP 펌웨어 라이브러리(벡터 처리기에서 실행됨)들의 매우 최적화된 결합 및 시스템 관리 
기능(ARM7에 의해 실행)을 통해 강력하고 개방적인 응용환경을 많이 제공한다.

MSP는 신호 처리 개발과 호스트 응용 개발을 분리함으로써, 스케일러블 성능, 비용 효과적인 멀티미디오 
＆ 통신, 사용하기 편리함 및 다루기 쉬움을 제공한다.  또한, 응용 개발과 유지 비용을 감소시킨다.

1.5.2 펌웨어 구조

MSP 펌웨어 시스템 구조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음영이 진 영역은 MSP 시스템 요소를 나타내고, 나
머지 여백은 내재하는 PC 응용 및 동작 시스템을 나타낸다.

1.5.2.1 MOSA(멀티미디어 동작 시스템 구조)

MSP의 실시간 동작 시스템 커널은 ＂MOSA＂라 하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시간 커널 MMOSA의 서브세
트이다.

MOSA는 실시간적이고, 튼튼하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선매권이 있는 동작 시스템으로서, MSP상에서 
구현된 멀티미디오 응용을 위해 활용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을 수행한다.

* 호스트 윈도우 95와 윈도우즈 NT와의 인터테이싱

* 호스트로부터 선택된 응용 펌웨어의 다운 로딩

* ARM7 및 벡터처리기에서 수행하기 위해 MSP 태스크의 스케쥴링

* 메모리 ＆ I/O 장치를 포함하는 모든 MSP 시스템 자원의 관리

* MSP 태스크들간의 통신의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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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P 관련된 인터럽트, 예외 및 스테이터스 조건들의 리포팅

MOSA는 ARM7 상에서 배타적으로 동작한다.

좀 더 상세한 것은 MMOSA 실시간 커널 사양을 참조하기로 한다.

1.5.2.2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모듈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 모듈은 데이타 압축, MPEG 비디오 ＆ 오디오, 음성 코딩 및 합성, 사운드블라스터 
호환가능한 오디오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보드범위의 모듈들을 제공한다.  각 모듈은 MSP 환경으로 
최적화되고,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1.5.3 텔레콤 라이브러리

1.5.3.1 개요

적절한 DSP 펌웨어와 함께, MSP는 인터셉트되는 음성 응용을 지원하고, 걸려오는 전화 호출에 응답하고, 
하드디스크 상에 메시지를 저장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스피커는 반 2중(half-duplex) 스
피커 폰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수 있다.  걸려오는 전화 및 거는 전화의 진행이 감지
되어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또한, 전화 진행 톤은 프로그램 제어하에 선택된 전화기의 송수화기, 시스템 
스피커, 스테레오 헤드폰 또는 오디오 출력 채널들을 통해 들을 수 있다.

1.6 프로그래밍 모델

1.6.1 개요

하드웨어 관점에서 볼 때, MSP는 두 개의 CPU와 많은 집적된 주변장치들을 포함하는 단일 칩 해결안이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볼 때, MSP는 PCI 버스상에 존재하는 고성능 디지탈 신호 처리(DSP) 장치이다.

호스트 CPU에 의한 MSP의 제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 PCI 버스를 통해 MSP 제어 ＆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들의 기입  독출, 또는

* 호스트 시스템 메모리에 존재하는 공유된 데이타 구조

* MSP 로컬 메모리에 존재하는 공유된 데이타 구조

MSP 프로그램 수행은 항상 ARM7 CPU로 시작하며, 이는 순차적으로 벡터 처리기에 있는 제2 종속적인 실행 
스트림을 초기화시킬 수 있다.  ARM7 CPU와 벡터 처리기 사이의 제어 동기화는 ARM7에 있는 임의의 코프
로세서 명령(STARTVP, INTVP, TESTVP)과, 벡터 처리기에서의 특수한 명령(VJOIN, VINT)에 의해 수행된다.  
ARM7 CPU와 벡터 처리기 사이의 데이타 전송은 ARM7에서 실행되는 데이타 이동 명령에 의해 수행될 수 있
다.

ARM7 CPU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터럽트 ＆ 예외 처리 뿐만 아니라, 호스트 인터페이스, 자원 관리, 
I/O 장치 처리를 담당한다.  벡터 처리기는 모든 디지탈 신호 처리 및 코프로세서 인터럽트(ARM7에서 벡
터 처리기로 발생됨)와 하드웨어 스택 오버플로우(벡터 처리기에서)와 같은 임의의 특수한 인터럽트를 담
당한다.

또한, MSP는 여러가지 I/O 장치에 대하여 인터페이싱하기 위하여 집적된 주변기기를 많이 포함한다.  모
든 주변 장치들의 어드레스는 메모리 맵핑되고, 따라서 표준 메모리 로드 ＆ 저장 명령(ARM7 CPU 또는 벡
터 처리기 중 하나에 의해)으로 억세스 될 수 있다.

1.6.2 전원 인가, 리셋 ＆ 초기화

전원이 인가된 후,  MSP는 기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셀프-테스트 시퀀스로 들어간다.  셀
프-테스트 시퀀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모든 내부 MSP 레지스터의 초기화

* MSP의 모든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도체 칩의 셀프-테스트 진단 수행

그리고, 셀프-테스트 시퀀스는 〈tds〉 초 근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프-테스트 시퀀스의 끝
에서, MSP는 다음을 포함하는 MSP 펌웨이를 수행할 준비를 한다.

* MSP의 초기화 소프트웨어의 로딩 및 실행

* MSP의 실시간 동작 시스템 커널 MMOSA의 로딩 및 실행

MSP는 다음의 3가지 종류의 리셋을 지원한다.

* PCI 버스에 의한 하드웨어 제어 시스템 리셋

* MSP 제어 레지스터에 있는 PCI 시스템 리셋 비트에 의한 소프트웨어 제어시스템 리셋

* MSP 제어 레지스터에 있는 벡터 재개시 비트에 의한 소프트웨어 제어 재개시(restart)

1.6.3 PCI 배열 레지스터들

PCI 버스에 대한 I/O 장치로서, MSP는 PCI Rev 2.1에 정의되며 테이블 2에 나타나 있는 한 세트의 배치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테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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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배열 레지스터들

1.6.3.1 장치 ＆ 벤더 식별자 레지스터

좀 더 상세한 것은 PCI 버스 사양 Rev 2.1 참조.

1.6.3.2 스테이터스 ＆ 커맨드 레지스터

좀 더 상세한 것은 PCI 버스 사양 Rev 2.1 참조.

1.6.3.3 클래스 코드 ＆  교정 식별자 레지스터

좀 더 상세한 것은 PCI 버스 사양 Rev 2.1 참조.

MSP-1EX에 대해, 클래스 코드는 03으로 정의되고, 서브 클래스는 0이다.

1.6.3.4 기타 레지스터

좀 더 상세한 것은 PCI 버스 사양 Rev 2.1 참조.

1.6.3.5 MSP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MSP BASE)

이 레지스터는 MSP 장치를 위한 베이스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이 어드레스는 호스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Windows 95/NT)에 의해 기입되고, MSP 하드웨어에서 사용되어 메모리를 어드레싱한다.

1.6.3.6 VFB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VGA 가상 프레임 버퍼를 위한 베이스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이 어드레스는 호스트 시스템 
소프트웨어(Windows 95/NT)에 의해 기입되고, MSP 하드웨어에서 사용되어 VGA 프레임 버퍼를 에뮬레이션
한다.

1.6.3.7 확장 ROM 베이스 어드레스

좀 더 상세한 것은 PCI 버스 사양 Rev 2.1 참조.

1.6.3.8 인터럽트 라인 레지스터

좀 더 상세한 것은 PCI 버스 사양 Rev 2.1 참조.

1.6.4 ARM7 CPU

ARM7 RISC CPU는 MSP의 마스터 처리기로서, 32비트 데이타 경로를 포함하며 표준 ARM7 명령 세트 구조로 
이루어진다.  또한, ARM7은 벡터처리기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특수한 코프로세서 명령을 포함한다.

1.6.5 벡터 처리기

벡터 처리기는 MSP의 DSP 엔진으로서, 288 비트 데이타 경로를 포함하며, ARM7에 대해 코프로세서로 동작
한다.  이러한 기능은 벡터 처리기 구조 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벡터 처리기(220)는 80MHz로 동작하며, 6 스테이지의 파이프라인 즉, 페치(fetch),  디코딩(decode), 유
출인(issuer), 레지스터 억세스(register access), 실행(execute) 및 기입(write)을 포함한다.  이는 DSP 
관련 처리를 위해 최적화된다.

1.6.6 가상 메모리 관리

MSP-1EX는 가상 메모리 관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1.6.7 인터럽트 ＆ 실행 처리

105-15

1019970034995



MSP에서 인터럽트  실행 처리는 대부분 ARM7에 의해 행해진다.

내부의 모든 입/출력 장치 인터럽트들은 내부의 8254 인터럽트 콘트롤러로 들어가서, 이들간의 우선순위
를 결정하여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를 다음 처리를 위해 ARM7로 보낸다.

1.6.8 물리적인 메모리 어드레스 맵

ARM7 및 벡터 처리기 프로그램은 도 8에 나타나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에 따라서 메모리 매핑된 모든 MSP 
입/출력 장치들을 보여준다.

ARM7(또는 벡터 처리기)에 의해 보여지는 MSP 어드레스 맵은 0에서부터 시작하여 4GB까지 확장된다.

2GB에서 4GB까지의 영역에 있는 어드레스들은 다음의 관계식에 따라서 0에서 2GB까지의 호스트(펜티엄) 
PCI 어드레스로 매핑된다.

호스트 PCI 어드레스 : =ARM7 어드레스 - 8000 0000 (in hex)

이러한 매핑에 의해 ARM7(또는 벡터 처리기)은 0에서 부터 2GB까지의 호스트 PCI 메모리 어드레스를 억세
스하기 위해 2GB에서 부터 4GB까지의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있다.  ARM7은 2GB 이상의 호스트 PCI 메모리 
어드레스에 대해서는 억세스하지 못한다.

또한, 호스트(펜티엄) 프로그램들은 도 9에 나타나 있는 다소 제한된 물리적인 메모리에 따라서 메모리 
매핑된 모든 입/출력장치들을 보여준다.

호스트(펜티엄)에서 볼 때,

* MSP_BASE는 MSP 어드레스 맵의 시작이다.

* MSP_BASE + 7DFFFFF는 MSP 어드레스 맵의 끝이다.

* MSP 어드레스 맵은 128MB 범위에서만 정의된다.

[테이블 3]

MSP I/O 장치 어드레스 맵

1.6.9 MSP 호스트 제어 레지스터

MSP-1EX는 호스트(펜티엄 프로세서)에 의한 초기화 및 인터럽트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레지스터를 포함
한다.

[테이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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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제어 레지스터 정의

bit 〈0〉PCI 시스템 리셋.  

이 비트는 MSP 관련된 모든 내부/외부 입출력장치들을 포함하는 전체 MSP 시스템 하드웨어를 완전히 리셋
시키기 위하여 호스트(펜티엄)에서 사용된다.  PCI 시스템을 리셋시킨 후, MSP는 ARM7, 벡터 처리기 및 
I/O 장치에 대한 칩상의 모든 셀프-테스트 진단 실행을 포함하는 표준 리셋 시퀀스를 처리할 것이다.  이
러한 리셋은 하드웨어 시스템 리셋과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bit 〈1〉ARM7 ＆ 벡터 처리기 재개시.  이 비트는 ARM7과 벡터 처리기를 재개시키기 위해 
호스트(펜티엄)에서 사용된다.  이 재개시는 MSP가 정상적인 리셋 시퀀스를 전혀 처리하지 않고, 칩상의 
셀프-테스트 진단을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PCI 시스템 리셋과 구별된다.  이 비트가 
설정되며, ARM7은 어드레스 0에서 실행을 개시하고, 벡터처리기는 아이들 모드(idle mode)로 들어간다.  
이 때, 어떠한 내부 혹은 외부 I/O 장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bit 2호스트(펜티엄)로부터의 MSP 인터럽트 요청.  이 비트는 MSP를 직접 인터럽트 하기 위해 호스트(펜
티엄)에서 사용되고, ARM7을 인터럽트 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부 8259 프로그램 가능한 인터럽트 콘트롤러
(PIC)의 입력들 중 하나에 연결된다.  이 비트는 호스트(펜티엄)에 의해 설정되고, ARM7에 의해 클리어된
다.

bit 〈31〉PCI 호스트 인터럽트 인지.  이 비트는 MSP가 발생한 PCI 호스트 인터럽트 요청을 인지하기 위
해 호스트(펜티엄)에서 사용된다.  이 비트는 호스트(펜티엄)에 의해 설정되고, ARM7에 의해 클리어된다.

bit 〈31:4〉예약

1.6.10 MSP ARM7 제어 레지스터

MSP-1EX는 ARM7 프로세서에 의해 호스트를 인터럽트하는데 사용되는 특수한 레지스터를 가진다.

[테이블 5]

MSP ARM7 제어 레지스터 정의

bit 〈0〉MSP로부터의 PCI 호스트 인터럽트.  이 비트는 PCI 버스상의 PCI INTA# 핀의 액티브 확인을 통
해 호스트를 인터럽트하기 위해 MSP에서 사용된다.  이 비트는 ARM7에 의해 설정되고, PCI 버스를 통해 
호스트(펜티엄)에 의해 클리어된다.

bit 〈31:1〉예약

1.6.11 MSP 내부 μROM

내부 ROM은 전체 16 KByte로 되어 있고, 다음을 포함한다.

* μROM 초기화 소프트웨어

* 셀프-테스트 진단 소프트웨어

* 다양한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 다양한 라이브러리 서브루틴들

* 명령 및 데이타 상수를 위한 캐쉬

어드레스 맵은 다음 테이블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테이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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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μROM 어드레스 맵

1.6.12 MSP 내부 SRAM

내부의 SRAM은 MSP의 벡터  제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VCSR)에 의해 정해지는 선택사항에 따라서 캐쉬 
또는 로컬 메모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로컬 메모리 모드에 있어서, 어드레스 공간은 위치 〈MCP_BASE〉:040 0000에서 시작하여 내부 SRAM부로 
매핑된다.

1.6.13 MSP 내부의 주변장치

또한, MSP는 2개의 내부 버스, 즉 64비트, 80MHz로 동작하는 Fbus와 32비트, 40MHz로 동작하는 IObus 상
에 존재하는 많은 주변장치를 가진다.

Fbus 상의 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 외부의 동기 DRAM을 위한 메모리 콘트롤러

* 가상 프레임 버퍼 인터페이스

* 외부 PCI 버스를 위한 PCI 버스 콘트롤러

* 커스터머 ASIC 인터페이스

* 8 채널 DMA 콘트롤러

*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호스트 메모리와 SDRAM간의 데이타 전달을 위해)

* KS0122 코덱 시리얼 라인

* KS0119 코덱 시리얼 라인

* AD1843 코덱 시리얼 라인

한편, IObus상의 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 8254-호환가능한 프로그래머블 인터벌 타이머

* 8259-호환가능한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콘트롤러(8 레벨)

* 16450-호환가능한 UART 시리얼 라인

* MPEG 비트스트림 디코딩 ＆ 엔코딩을 위한 비트스트림 처리기

이러한 주변장치들의 레지스터 어드레스 맵은 테이블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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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7]

내부 주변장치 레지스터 어드레스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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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IOBUS 주변장치들

1.6.14.1 8254-호환가능한 프로그래머블 인터벌 타이머

MSP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 8254-호환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인터벌 
타이머를 포함한다.

*3개의 독립적인 16비트 카운터를 가진다.

* 6개의 프로그래머블 카운터 모드를 지원한다.

모든 카운터들은 제어 워드 레지스터에 기입하는 것과 초기 카운트에 의해 프로그램된다.

* 제어 워드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타이머에 대한 다양한 제어정보를 가진다.  이 레지스터의 비트 정의는 테이블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테이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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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워드 레지스터

*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타이머에 대한 스테이터스 정보를 가진다.

* 카운터 0,1,2

이 3개의 레지스터는 주로 타이머에 대해 카운팅하는 소자이다.  각 카운터는 16비트 폭을 가지며, 프리
셋이 가능하고, BCD 모드의 각 이진수에서 다운 카운트한다.  이 레지스터의 입력, 게이트 및 출력은 제
어 워드 레지스터에 저장된 MODES의 선택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 3개의 카운터는 완전히 독립적이다.

1.6.14.2  8259-호환가능한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콘트롤러(PIC)

MSP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콘트롤러는 모든 x86-기반 퍼스널 컴퓨터에서 매우 일반적인 표준 8259이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8개 레벨의 우선순위를 지원한다.

* 프로그래머블 인터럽트 모드들

* 개별적인 요청 마스크 능력

MSP-1EX에서, 8개 레벨의 인터럽트 입력은 여러가지 I/O 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 레벨 0 (가장 높음)는 8254 타이머에 할당된다.

* 레벨 1은 가상 프레임 버퍼(VFB)에 할당된다.

* 레벨 2는 DMA 콘트롤러를 포함하는 커스터머 ASIC 로직 블록에 할당된다.

* 레벨 3은 비트스트림 처리기에 할당된다.

* 레벨 4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에 할당된다.

* 레벨 5는 〈tbd〉에 할당된다.

* 레벨 6은 〈tbd〉에 할당된다.

* 레벨 7은 16550 UART에 할당된다.

인터럽트 콘트롤러의 출력은 ARM7 RISC CPU의 인터럽트 요청 라인(nFIQ)에 결합된다.

* 레지스터 설명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PIC의 동작을 초기화하는데 사용되는 3개의 8비트 레지스터가 있다.

* 초기화 커맨드 워드 1 (ICW1)

* 초기화 커맨드 워드 2 (ICW2) : MSP-1EX에는 사용하지 않음.

* 초기화 커맨드 워드 3 (ICW3) : MSP-1EX에는 사용하지 않음.

* 초기화 커맨드 워드 4 (ICW4) 

또한, 다음과 같은 PIC의 동작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3개의 8비트 레지스터가 있다.

* 동작 제어 워드 1 (OCW1)

* 동작 제어 워드 2 (OC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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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제어 워드 3 (OCW3)

이들 모든 레지스터들은 어드레스 부분(bit〈0〉)과 데이타 부분 모두에 특수하게 엔코딩된다.  좀 더 상
세한 것은 표준 8259 사양을 참조하기로 한다.

[테이블 9]

8259 레지스터 설명

1.6.14.3  16450-호환가능한 UART 시리얼 라인

MSP는 외부 시리얼 I/O 장치들과의 인터페이스로 사용되는 16450-호환가능한 UART 시리얼 라인을 포함한
다.  좀 더 상세한 것을 표준 16450 사양을 참조하기로 한다.

1.6.14.4  비트스트림 처리기

*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비디 비트스트림 데이타를 처리하는 특수화된 로직블록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변길이 허프만 디코딩 및 엔코딩

* 지그재그 저장 포맷인 비디오 데이타의 언팩킹 및 팩킹

* 다양한 비트-레벨 처리

비트스트림 처리기는 동시적인 처리 유니트로 동작하고, 벡터 처리기 또는 ARM7에 의해 소프트웨어로 제
어된다.  좀 더 상세한 것은 비트스트림 처리기 부분을 참조하기로 한다.

1.6.15  FBUS 주변장치들

FBUS 주변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 커스터머 ASIC 로직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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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채널 DMA 콘트롤러

* 삼성의 KS0119에 대한 비디오 엔코더 시리얼 라인 인터페이스

*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AD1843에 대한 오디오 ＆ 텔레콤 시리얼 라인 인터페이스

1.6.16.1  ASIC 인터페이스 로직 인터페이스

이 절은 외부의 모든 코덱들과 커스터머가 규정한 ASIC 로직 블록둘에 대한 인터페이스 로직을 포함한다.  
이 블록은 모두 하드웨어로 구현되고, 프로그램-비저블(program-visible)  레지스터는 구비하지 않는다.  
좀 더 상세한 것은 ASIC 인터페이스 부분을 참조하기로 한다.

1.6.16.2  DMA 콘트롤러

MSP-1EX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칩상의 DMA 콘트롤러를 구비한다.

* 8개의 독립적인 DMA 채널

* 개별적인 DMA 채널에 대한 인에이블/디스에이블 제어

* 메모리 트랜스퍼 또는 역트랜스퍼에 대한 IO 장치

* 어드레스 증가 및 감소

좀 더 상세한 것을 ASIC 인터페이스 부분을 참조하기로 한다.

1.6.15.3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

또한, MSP-1EX는 특수한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를 구비한다.  이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는 호스트(펜티엄) 
메모리와 MSP 로컬 SDRAM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타를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레지스터들을 포함하는 특수한 DMA 콘트롤러이다.

* MSP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 : 이 32비트 레지스터는 메모리 데이타 트랜스퍼의 초기에 SDRAM 메모리 
어드레스를 정의한다.  이 레지스터는 ARM7에 의해 기입 또는 독출될 수 있고, 초기값은 ARM7에 의해 로
드되어야 한다.  어드레스는 데이타 트랜스퍼 사이즈를 근거로 하여 증가된다.

* 호스트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 : 이 32비트 레지스터는 메모리 데이타 트랜스퍼의 초기에 호스트 메모
리 어드레스를 정의한다.  이 레지스터는 ARM7에 의해 기입 또는 독출될 수 있고, 초기값은 ARM7에 의해 
로드되어야 한다.  어드레스는 데이타 트랜스퍼 사이즈를 근거로 하여 증가된다.

* MSP 정지 어드레스 레지스터 : 이 32비트 레지스터는 메모리 데이타 트랜스퍼의 마지막에 SDRAM 메모리 
어드레스를 정의한다.  이 레지스터는 ARM7에 의해 기입 또는 독출될 수 있고, MSP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
터와 비교하여 사용된다.  만약, 이들이 매칭되면,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는 MSP의 End-Of-Process 신호를 
발생한다.

* 호스트 정지 어드레스 레지스터 : 이 32비트 레지스터는 메모리 데이타 트랜스퍼의 마지막에 호스트 메
모리 어드레스를 정의한다.  이 레지스터는 ARM7에 의해 기입 또는 독출될 수 있고, 호스트 현재 어드레
스 레지스터와 비교하여 사용된다.  만약, 이들이 매칭되면,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는 호스트의 End-Of-
Process 신호를 발생한다.

*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 이 레지스터는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와 관련된 스테이터스 정보를 포함한다.  
비트 엔코딩은 다음과 같다.

〈0〉 : MSP EOP.  이 비트는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가 MSP의 정지 어드레스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정한
다.  만약, ARM7이 소오스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초기화한다면, ARM7은 0080 0000 (hex)로 리셋된다.  
이 비트는 ARM7에 의해서 독출만 행해지고, 기입은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1〉 : HOST EOP.  이 비트는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가 호스트의 정지 어드레스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정한다.  만약, ARM7이 호스트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초기화한다면, ARM7은 8000 000 (hex)로 리셋된
다.  이 비트는 ARM7에 의해서 독출만 행해지고, 기입은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 제어 레지스터 : 이 레지스터는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이 비트 엔코딩은 
다음과 같다.

〈0〉 : 방향.  이 비트는 데이타 트랜스퍼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비트가 0 (디폴트)인 경우 데이타 트
랜스퍼의 방향은 호스트(펜티엄) 메모리로부터 MSP SDRAM 메모리이고, 이 비트가 1인 경우 데이타 트랜스
퍼의 방향은 SDRAM으로부터 호스트 메모리이다.  이 비트는 ARM7에 의해 기입되어야 한다.

〈1〉 :  인터럽트 인에이블.  이 비트는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가 데이타 트랜스퍼의 마지막에 ARM7을 인
터럽트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비트는 ARM7에 의해 기입되어야 한다.

〈2〉 :  DMA  인에이블.  이 비트는 메모리 데이타 이동기가 동작하도록 인에이블시킨다.  이 비트는 
ARM7에 의해 기입되어야 한다.

〈3〉 :  데이타 트랜스퍼 사이즈.  이 비트가 0(디폴트)인 경우 각 메모리의 데이타 트랜스퍼 사이즈는 
32바이트이고, 1인 경우 64바이트이다.  이 비트는 ARM7에 의해 기입되어야 한다.

1.6.15.4  KS0119 비디오 엔코더 시리얼 라인 인터페이스

KS0119 비디오 엔코더 시리얼 라인 인터페이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코덱으로부터의 독출 데이타를 포함하는 더블-버퍼 수신 데이타 버퍼 레지스터

105-24

1019970034995



* 코덱으로의 기입 데이타를 포함하는 더블-버퍼 전송 데이타 버퍼 레지스터

* 시리얼 라인에 대한 여러가지 제어  스테이터스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테이블 10]

KS0119  비디오 엔코더 시리얼 라인 인터페이스 레지스터들

제어 ＆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비트 엔코딩은 다음과 같다.

bit 〈0〉 :  수신 데이타가 꽉 찬 상태이다.  이 비트는 시리얼 라인이 KS0119 코덱으로부터 8비트의 데
이타를 수신한 경우 설정된다.  만약 인터럽트 인에이블(bit 〈7〉)이 설정되면 인터럽트 요청 또한 ARM7
로 발생할 것이다.

bit 〈1〉 :  전송 데이타 버퍼가 비어 있는 상태이다.  이 비트는 시리얼 라인이 KS0119로 데이타를 보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다.  만약 인터럽트 인에이블(bit 〈7〉)이 설정되면 인터럽트 요청 또
한 ARM7로 발생할 것이다.

bit 〈7〉 :  인터럽트 인에이블.  이 비트는 ARM7로 인터럽트 요청을 인에이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1.6.15.5  AD1843 오디오 ＆ 텔레콤 시리얼 라인 인터페이스

AD1843 시리얼 라인 인터페이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코덱으로부터 독출된 데이타를 포함하는 한 세트의 더블-버퍼링된 레지스터

* 코덱으로 기입하고자 하는 데이타를 포함하는 한 세트의 더블-버퍼링된 레지스터

* 시리얼 라인에 대한 여러가지 제어  스테이터스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좀 더 상세한 것은 AD1843 코덱 인터페이스 부분을 참조하기로 한다. 

1.6.16  명령 성능

테이블 11은 매 사이클이 12.5ns인 벡터 처리기 사이클 카운트에서의 명령성능을 나타낸다.  외부 메모리 
버스 폭은 64비트로, 40MHz의 페이지 모드 클록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든 명령 성능은 32바이트 
벡터 모드로 주어진다.  규칙은 다음과 같다.

* 라스(ras) : 외부 메모리가 첫번째 억세스를 하는데 요구되는 사이클의 수.  일반적으로 75ns 또는 6개
의 사이클을 필요로 한다.

* 레이턴시(latency) : 첫번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사이클의 수

* 레이트(rate) : 유사한 연속적인 명령 실행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클의 수 레이턴시가 레이트와 동일할 
경우, 하나의 숫자만 사용된다.

[테이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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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실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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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DSP 코아

이 장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에서 보여주는 DSP 코아의 사양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2.1 개요

DSP 코아는 MSP에서 기초적인 요소로서, 모든 연산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이 DSP 코아는 다음과 같이 구
성된다.

* 40MHz로 동작하며, 실시간 OS, 인터럽트 및 예외 처리, 입출력 장치 관리등과 같은 범용 데이타 처리용
으로 사용되는 32비트 ARM7 RISC CPU.

* 80MHz로 동작하며, 이산여현변환, FIR 필터링, 콘벌루션, 비디오 움직임 추정 등과 같은 디지탈 신호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벡터 처리기. 이 벡터 처리기는 ARM7에 의해 초기화되며, ARM7과 동시적으로 동작가
능하고, 특수한 제어명령에 의해 ARM7과 동기된다.

* 80MHz로 동작하며, ARM7을 위한 1KB의 명령 캐쉬와 1KB의 데이타 캐쉬, 벡터 처리기를 위한 을 위한 
1KB의 명령 캐쉬와 4KB의 데이타 캐쉬, ARM7 및 벡터 처리기를 위한 공유된 16KB의 집적된 명령  데이타 
캐쉬 ROM으로 구성되는 캐쉬 서브시스템. 벡터 처리기용 데이타 캐쉬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제어
될 수 있다. 캐쉬 서브시스템은 32비트 데이타 버스를 통해 ARM7과 인터페이스하고, 128비트 데이타 버스
를 통해 벡터 처리기와 인터페이스한다.

* 비트스트림 처리기, 인터럽트 콘트롤러, 타이머 및 UART와 같은 여러가지 내부 주변기기들과 인터페이
스하는 32비트, 40MHz 입력 ＆ 출력 버스(IOBUS).

* PCI 버스 콘트롤러, 메모리 콘트롤러, DMA 콘트롤러 및 커스터머 ASIC 로직 블록과 인터페이스하는 64
비트, 80MHz 고속 입/출력 버스(FBUS).

DSP 코아의 블록도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다.

2.2 ARM7 RISC CPU

2.2.1 개요

ARM7 RISC CPU는 범용의 32비트 RISC 프로세서 코아이다. 이 ARM7 RISC CPU는 표준 코프로세서 인터페이
스를 통해 벡터 처리기와 인터페이스하고, 실시간 OS, IO 장치 인터럽트 처리 및 호스트 CPU와의 통신과 
같이 대부분의 비연산적인 집중기능들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ARM7 CPU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전력 민감성 응용에 이상적인 매우 정적인 동작.

* 저전력 소비:0.6mA/MHZ @ 3V 제작.

* 고성능:25MIPs @ 40MHz(40MIPs 피크) @ 3V.

* 크고 작은 동작 모드들.

* 실시간 응용을 위한 고속 인터럽트 응답(40MHZ에서 22클록 사이클)

* 간단하나 강력한 명령 세트.

* 약 6mm
2
의 매우 컴팩트한 레이아웃.

2.2.2. 레지스터들

ARM7은 31개의 범용 레지스터와 6개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즉 총 37개의 레지스터를 가진다. 프로그래
머에게는 16개의 범용 레지스터와 한 두개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제공된다. 유저, 슈퍼바이저, IRQ, 
FIQ, Abort  및 Undefined과 같은 모든 프로세서 모드에서, R0와 R15는 직접적으로 억세스가능하다.

R15를 제외한 모든 레지스터들은 범용으로 사용되며, 데이타 또는 어드레스값을 유지시키는데 사용된다. 
R15는 프로그램 카운터(PC)를 유지한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인 CPSR-현재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는 ALU 플래그와 현재 모드 비트들을 가지고 있다.

R14는 서브루틴 링크 레지스터로 사용되고, 브랜치 및 링크 명령이 수행되었을때 한 벌의 R15 데이타를 
수신한다. 다른 경우에는 R14는 범용 레지스터로도 사용될 수 있다.

[테이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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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레지스터들 및 프로그램 카운터

[테이블 13]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들

2.2.3 예외

예외는 명령 처리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조건을 말하며, 이는 제어 흐름의 변경을 초래한다. ARM7 예
외 동작의 7가지 타입에 대하여 상위 우선순위에서 하위 우선순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리셋(reset)(최상위 우선순위)

* 취소(abort)(데이타)

* FIQ

* IRQ

* 취소(abort)(프리페치)

* 정의되지 않은 명령 트랩,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최하위 우선순위)

[테이블 14]

예외 벡터 테이블

2.2.4 명령 세트

모든 ARM7 명령은 조건부로 실행되는데, 이는 ARM7 명령이 CPSR 레지스터에 있는 N, Z, C, V 플래그의 값
에 의존하여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ARM7 명령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 브랜치 및 링크된 브랜치(B, BL)

* 데이타 프로세싱(AND, EOR, SUB, RSB, ADD, ADC, SBC, RSC, TST, TEQ, CMP, CMN, ORR, MOV, BIC, MVN)

* PSR 트랜스퍼(MRS, M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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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산 및 승산-누적(MUL, MLA)

* 싱글 데이타 트랜스퍼(LDR, STR)

* 블록 데이타 트랜스퍼(LDM, STM)

* 싱글 데이타 스왑(SWP)

* 소프트웨어 인터럽트(SWI)

* 코프로세서 데이타 동작(CDP)(이는 한 그룹의 명령이다.)

* 코프로세서 데이타 트랜스퍼(LDC, STC)

* 코프로세서 레지스터 트랜스퍼(MRC, MCR)

2.3 벡터 처리기

2.3.1 개요

벡터 처리기는 최대 성능을 위해 단일 명령 다중 데이타(SIMD) 구조를 이용하는 강력한 디지탈 신호 처리
기로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중 데이타 요소 상에서 병렬로 동작하는 파이프라인된 
RISC 엔진으로 구성된다. 다중 데이타 요소는 576비트 벡터로 패킹되고, 이는 다음과 같은 레이트로 계산
될 수 있다.

* 매 12.5ns-사이클 마다 32개의 8/9비트 고정 소수점 산술 연산 또는

* 매 12.5ns-사이클 마다 16개의 16비트 고정 소수점 산술 연산 또는

* 매 12.5ns-사이클 마다 8개의 32비트 고정 소수점 또는 부동 소수점 산술 연산

2.3.2 실행 파이프라인들

벡터 처리기는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6단계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한다. 대부
분의 32비트 스칼라 연산이 사이클당 하나의 명령비율로 파이프라인되는 반면, 대부분의 576비트 벡터 연
산은 매 2개의 사이클마다 하나의 명령 비율로 파이프라인된다. 모든 로드 ＆저장(Loads ＆ Stores)는 산
술 연산과 겹쳐지고, 별도로 로드 ＆ 저장 하드웨어에 의해 독립적으로 실행된다.

설계의 복잡도와 성능을 조화시키기 위해, 벡터 처리기는 자원 및 데이타 종속성 체킹을 위한 하드웨어 
인터록을 순서없이 사용하여, 명령들을 발생하거나 실행할 수 있다. 이 특징은 로드 및 저장으로 인하여 
데이타 캐쉬가 분실되는 기간의 성능을 특히 대폭적으로 개선시킨다.

2.3.3 하드웨어 마이크로구조

벡터 처리기는 도 12에 설명된 바와 같이 4개의 주 기능 블록으로 구성된다.

* 명령어 페치 유니트(IFU)

* 명령어 디코더 ＆ 발행기

* 명령어 실행 데이타 경로

* 로드 ＆ 저장 유니트(LSU)

명령어 페치 유니트는 명령어의 프리페칭 및 브랜치와 점프와 같은 명령어들의 서브루틴에 대한 흐름을 
제어하는 프로세싱을 담당한다. IFU는 현재 실행 스트림에 대하여 프리페치된 명령어로 된 16개의 엔트리 
큐와, 브랜치 타겟 스트림에 대하여 프리페치된 명령어로 된 8개의 엔트리 큐를 가진다. IFU는 매 사이클
마다 명령어 캐쉬로 부터 8개의 명령어를 수신할 수 있다.

명령어 디코더 ＆ 발행기는 모든 명령어에 대한 디코딩 및 스케쥴링을 담당한다. 비록 발행기는 실행 자
원과 오퍼랜드 데이터 유효성에 따라서 비순차적인 ㄷ부분의 명령어를 스케쥴할 수 있지만, 디코더는 사
이클당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고, 항상 IFU로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하는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다.

벡터 처리기는 12.5ns/cycle로 동작하는 여러개의 288비트 데이터 경로(도 13 참조)를 통해 그 성능의 대
부분을 실현하며, 이때 다음을 포함한다.

* 사이클당 2개의 독출 및 2개의 기입을 지원할 수 있는 4개 포트를 가진 레지스터 파일

* 8번의 32비트 승산(정수 또는 부동 소수점 포맷), 16번의 16비트 승산 및 32번의 8비트 승산 중 어느 
하나의 연산시마다 12.5ns를 생성하는 8개의 32*32 병렬 승산기

* 8번의 36비트 ALU 연산(정수 또는 부동 소수점 포맷), 16번의 16비트 ALU 연산 또는 32번의 8비트 ALU 
연산 중 어느 하나의 연산시마다 12.5ns를 생성하는 8개의 36비트 ALU

로드 ＆ 저장 유니트는 각각 도 14에 설명된 바와 같이 288비트 폭을 갖는 별개의 독출 ＆ 기입 데이터 
버스들을 통하여 데이터 캐쉬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2.3.4 인터럽트  예외

벡터 처리기는 다음의 2가지 특수 조건만을 인식한다.

* ARM7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되는 CPINT(코프로세서 인터럽트) 명령어

* 벡터 처리기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되는 서브루틴 명령어로의 내포형 점프(nested jump) ＆ 승산의 결과
인 하드웨어 스택 오버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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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처리기가 이들 2가지 특수 조건을 처리하는 좀 더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벡터 처리기 구조 문서
를 참조할 것.

MCP에서 발생되는 그외 다른 인터럽트 및 예외 조건들은 오로지 ARM7에 의해서 처리된다.

2.4 캐쉬 서브시스템

2.4.1 개요

캐쉬 제어 유니트(CCU)는 ARM7 코아, 벡터 실행 유니트(LSU, IFU), 메모리(MCU, PCI, DMA, CODEC) 및 IO 
디바이스들(BP, UART, 타이머, 인터럽트 콘트롤러)와 인터페이스한다. CCU는 고속(80MHz)의 FBUS와 저속
(20MHz)의 IOBUS와 인터페이스한다. CCU는 사실상 모든 내부 CPU 코아 유니트와 주변 IO 디바이스들 사이
의 중앙 데이터 전송 유니트이다. MSP 칩에서 CCU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MSP-1E 시스템 스펙에 있는 
블록도(pp. 1-10)를 참조할 것.

매우 고성능의 캐쉬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CCU 설계는 모든 독출 및 기입 동작을 지원하는 프로토콜
에 근거한 트랜잭션(transaction)을 사용한다. 메모리를 억세스할 필요가 있는 임의의 유니트는 CCU 제어 
유니트로 리퀘스트(request)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제어 유니트에 있는 아비터(arbiter)는 고정된 우선순
위에 근거하여 리퀘스트를 승인하고,  리퀘스터(requestor)로  'transaction_id'를  회신한다.  리퀘스터는 
이 'transaction_id'를 저장하여, 데이터가 실제 도착하였을 때 회신된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CCU 제어가 하나의 유니트(캐쉬 미스(cashe miss)가 발생한 경우 많은 사이클을 필요로 할 수 있음)로부
터 온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유니트로부터 새로운 리퀘스트가 다른 'transaction_id'와 함께 
다음 사이클에서 승인될 수 있다. 리퀘스트를 펜딩(pending)시키는 이러한 방법에서는 다른 유니트로부터
의 연속적인 리퀘스트를 차단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고성능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CCU는 하나
의 사이클에서 하나의 독출 리퀘스트와 하나의 기입 리퀘스트를 동시에 억셉트하여 승인할 수 있다.

메모리에 대한 인터페이스 유니트(FBUS)는 4개 엔트리의 어드레스 큐와 1개 엔트리의 라이트-백(write-
back) 래치로 이루어진다. 최선의 상태에서, FBUS는 ARM 명령어 캐쉬로부터 오는 하나의 펜딩 리필(독출) 
리퀘스트, VEC 명령어 캐쉬로부터 오는 하나의 펜딩 리필(독출) 리퀘스트, VEC 데이터 캐쉬로부터 오는 
하나의 기입 리퀘스트와, 더티(dirty) 캐쉬 라인으로 인해 VEC 데이터 캐쉬로부터 오는 하나의 라이트-백 
리퀘스트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캐쉬 메모리 자체는 고성능을 위해 최적화된다. MSP 캐쉬 시스템은 칩상(on-chip)의 캐쉬 SRAM과 
캐쉬  ROM를  가진다.  캐쉬  SRAM은  ARM  CPU와  벡터  코아  또는  명령어와  데이터  사이의  데이터 스래싱
(thrash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4개의 서로 다른 뱅크로 나누어진다. 캐쉬 ROM은 ARM7과 벡터 코아를 위
해서 고속 및 고밀도의 데이터 저장 영역을 제공한다. 비록 태크(tag)가 캐쉬 ROM에 대하여 변경되지는 
않지만, 유효 비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데이터가 외부 메모리로부터 반송된다. 요약하면, 칩상의 캐쉬 
메모리는 다음과 같은 블록들을 포함한다.

* 1KB의 직접 매핑된 명령어 캐쉬와, 1kB의 직접 매핑되며 ARM7에 대한 32비트 데이터 버스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라이트-백 데이터 캐쉬

* 1KB의 직접 매핑되며 벡터 명령어 페치 유니트에 대한 256비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명령어 캐쉬

* 4KB의 직접 매핑되며 벡터 실행 유니트에 대한 256비트 버스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라이트-백 데이터 캐
쉬. 데이터 캐쉬는 듀얼 포트로 되어 있으며, 80MHz의 매 사이클마다 256비트의 독출 데이터를 제공하고 
256비트의 기입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다.

* 4KB VEC 데이터 캐쉬는 소프트웨어 제어하에 스크래치-패드(scaratch-pad) 연산으로 형성될 수 있다.

* ARM7 및 벡터 처리기에서 사용하기 위해 공유 및 집적된 명령어 ＆ 데이터 ROM 캐쉬. ARM7에 대한 인터
페이스는 그의 명령어 캐쉬와 동일한 32비트 버스를 통하여, 벡터 처리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그의 명령
어 캐쉬와 동일한 256비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 5개의 포트:

- ARM7을 위한 독출/기입 포트

- 벡터 처리기의 명령어 페치 유니트를 위한 독출 포트

- 벡터 처리기의 로드/저장 유니트를 위한 독출/기입 포트

- 벡터 처리기의 IOBUS를 위한 독출/기입 포트

- FBUS를 위한 독출/기입 포트

* ARM7 CPU 명령어 캐쉬를 위한 32*256비트 SRAM(∼1KB)

* ARM7 CPU 데이타 캐쉬를 위한 32*256비트 SRAM(∼1KB)

* 벡터 처리기 데이타 캐쉬를 위한 128*256비트 SRAM(∼4KB)

* 벡터 처리기 명령어 캐쉬를 위한 32*256비트 SRAM(∼1KB)

* 데이타 ＆ 명령어 캐쉬를 위한 512*256비트 SRAM(∼16KB)

벡터 데이터 캐쉬의 제어는 하드웨어 제어 또는 소프트웨어 제어에 의해 수행된다.

2.4.2 캐쉬 서브시스템 구조

도  15는  MSP  캐쉬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다음  블록들:IDC(Instruction  Data  Cashe),  캐쉬  ROM, 
CCU_DATA_DP, CCU_ADR_DP, CCU_CTL 및 CCU_SM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서브 블록은 다음에 좀 더 상세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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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어 된다.

2.4.2.2. IDC

명령어 및 데이터 캐쉬(IDC; 도 16 참조)는 칩상의  SRAM  메모리로서, 명령어 및 데이터 캐쉬 억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캐쉬는  하나의  어레이에  대해  4개의  뱅크:ARM_IC(1KB),  ARM_DC(1KB), 
VEC_IC(1KB) 및 VEC_DC(4KB)로 구성된다. 임의의 사이클에서, 이 캐쉬는 하나의 독출 리퀘스트와 하나의 
기입 리퀘스트를 억셉트한다. 태크 RAM은 두 개의 독출 포트를 가진다. 독출 포트 어드레스와 기입 포트 
어드레스는 히트 또는 미스 조건에 대하여 내부 캐쉬 태그와 비교된다. 데이터 RAM은 독출 포트 어드레스
에 의해 억세스되는 하나의 독출 포트만을 가진다. 또한, 태그 RAM과 데이터 RAM은 서로 다른 세트의 기
입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기입되어진다. 그러므로, 캐쉬 어레이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4세트의 캐쉬 뱅크 
선택신호와 3세트의 라인 인덱스를 필요로 한다.

IDC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라이트-백 규칙으로 직접 매핑된다.

*  캐쉬  라인  사이즈는  64B이지만  데이터  폭은  32B이며,  이는  MSP  칩의  벡터  데이터  폭  사이즈에 
해당한다.

* 각 라인은 두 개의 유효 비트를 가지는데, 하나는 하이 벡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우 벡터를 
위한 것이다. 또한, 데이터 캐쉬는 각각의 벡터에 대하여 하나씩 즉, 두 개의 더티 비트를 가진다.

* ARM_IC, ARM_DC 및 VEC_IC를 위한 태그 사이즈는 22비트(어드레스 비트 10-비트 31)이고, VEC_DC를 위
한 태그 사이즈는 20비트(어드레스 비트 12-비트 31)이다.

* ARM_IC, ARM_DC 및 VEC_IC를 위한 라인 인덱스 비트는 5비트(어드레스 비트 5-비트 9)이고, VEC_DC를 
위한 라인 인덱스 비트는 7비트(어드레스 비트 5-비트 11)이다.

* VEC_DC(4KB)는 소프트웨어 제어하에 스크래치-패드로 재형성될 수 있다.

*  V_CLEAR  신호는  캐쉬  라인  유효  비트  모두를  한번에  전체적으로  리셋시키는데  사용된다.  차후에 
V_CLEAR는 개별적인 뱅크만 선택적으로 리셋시킬 수 있을 것이다.

2.4.2.3 데이터 경로 파이프라인

도 17 참조.

2.4.2.4 어드레스 경로 파이프라인

어드레스 처리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이터 경로는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다.

CCU ADDRESS DP

2.4.3 인터페이스

2.4.3.1 데이터 타입

CCU는 테이블 15에 설명되는 여러개의 리퀘스팅 유니트로부터 오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처리한다.

[테이블 15]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처리할 경우의 CCU 동작

2.4.3.2 ARM 인터페이스

ARM7 CPU 코아가 MSP 칩의 주파수의 1/2(40MHz)로 동작하는 반면, CCU는 MSP 칩의 주파수(80MHz)로 동작
한다. 이들 두 개 클럭간의 동기화는 설계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클럭 발생기 유니트는 CLK1의 상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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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MCLK를 절환한다. 또한, ARM7에 연결된 전체적인 리셋 신호는 CLK1와 MCLK가 로우인 경우 해제
(de-assert)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두 개의 유니트는 적절히 동기화된다.

ARM7은 명령어와 데이터용으로 하나의 입력 버스(ARM_DATA〈31:0〉)만을 가지지만 MSP 칩은 전용의 명령
어 캐쉬(ARM_IC, 1KB)와 데이터 캐쉬(ARM_DC, 1KB)를 구비한다. CCU는 ARM_NOPC를 사용하여 이들 두 종류
의 리퀘스트를 구별할 수 있다.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CCU는 메인 캐쉬와 ARM7 코아 사이에 위치하는 마이크로 명령어 캐쉬
(UI_CACHE, 32B)와 마이크로 데이타 캐쉬(UD_CACHE, 32B)를 부가한다. 이들 캐쉬는 각각 연속적인 코드와 
데이터로 되어 있는 8워드를 가진다. 이들 마이크로 캐쉬는 그 자신의 태그(27비트), 태그 비교기와 유효 
비트를 가진다. 유효 비트들은 시스템 리셋기간 동안 모두 클리어된다.

ARM7 마이크로 캐쉬들은 실제의 캐쉬보다는 오히려 프리-페치 버퍼의 역할을 수행한다. ARM7 독출 기간동
안, 어드레스(ARM_A〈31:0〉)는 항상 태그와 비교된다. 히트는 ARM_DATA〈31:0〉를 통해 명령어 또는 데
이터를 리드 백(read  back)한다. 이후 하나의 마이크로 캐쉬는 어드레스, 데이터 타입 및 다른 제어정보
와 함께 리퀘스트를 CCU로 보낸다. CCU의 아비터 로직은 모든 유니트로부터 온 리퀘스가 독출 리퀘스를 
만드는 것을 승인한다. 현재, 승인을 얻음에 있어서 ARM7은 다른 블록들에 대하여 최상위 우선순위를 가
진다. 그 이유는 ARM7의 마이크로 캐쉬가 미스를 가지지 않는 한, ARM7이 리퀘스트를 만드는 경우가 드물
기 때문이다. 그러나, CCU는 여러개의 사이클 리퀘스트 또는 어드레스 큐 충만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내
부의 홀드 사이클을 가질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외부의 리퀘스트는 전혀 승인되지 않는다.

ARM7로부터의  기입은  어드레스가  UD_TAG을  히트할  경우  항상  UD_CACHE를  무효화시킨다. 라이트-쓰루
(write-through) 또는 라이트-백(write-back) 캐쉬로서 UD_CACHE를 설계함에 있어 어떤 시도도 행해지지 
않았다. UD_CACHE 기입 히트시 무효화시킴에 의해, ARM_CD와 UD_CACHE  사이의 데이터를 일치시킬 수 있
다.

CCU는 ARM_IC 또는 ARM_DC로 독출 또는 기입 리퀘스트를 보내는 동안 arm_nwait를 제어한다. 일반적으로, 
CCU는 기입 기간동안에는 arm_nwait을 홀드시키지 않는다. 일단 기입 리퀘스트가 ccu_write_hold2를 보지 
않고 승인되면, ARM7은 그저 다음 사이클에서 ARM_DATA〈31:0〉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CCU는 데
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내부의 기입 버퍼를 가진다. ARM7은 명령어 행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나, CCU
는 비록 데이터가 메인 캐쉬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의 사이클에 대해 arm_nwait을 홀드시킨다. 만약 독출 
리퀘스트가 메인 캐쉬를 미스한 경우, 데이터가 외부의 메인 메모리로부터 반송될 때까지 더 많은 사이클
이 홀드된다. 도 19에 도시된 ARM_CCU 인터페이스 상태 머쉰은 CCU가 arm_nwait을 제어하는 조건을 설명
한다.

도 19에 있어서:

START:리퀘스트가 없거나, 독출 데이터가 반송되거나, 홀드없이 기입 리퀘스트가 발생된 경우 상태 머쉰
을 위한 스타트 상태

HOLD:CCU는 독출 또는 기입을 위한 ARM7 리퀘스트를 승인하고, 홀드 신호로 승인을 취소한다.

TAG:CCU는 독출 어드레스로 태그를 체킹한다.

MISS:독출 어드레스는 하나의 미스를 가지고, ccu는 리필 리퀘스트를 외부의 dram으로 보낸다.

DATA:독출 데이터가 반송되고, CCU는 반송된 데이터를 마이크로 데이터 캐쉬로 보낸다.

2.4.3.3. FBUS 인터페이스

CCU_FBUS 인터페이스 상태 머쉰(F_SM)는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20에 있어서:

IDLE:아이들 상태

REQ:독출 또는 기입 리퀘스트를 FBUS 아비터로 보낸다.

GRT1:승인 사이즈가 8B보다 크다.

GRT2:승인 사이즈가 16B보다 크다.

GRT3:승인 사이즈가 24B보다 크다.

GRT4:맨 마지막 사이클에 대한 구동 데이타

데이터 수신 상태 머쉰(D_SM)은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21에 있어서:

IDLE:아이들 상태

ONE:Fdata〈63:0〉으로부터 첫번째 8B 데이터를 수신한다.

TWO:Fdata〈63:0〉으로부터 두번째 8B 데이터를 수신한다.

THREE:Fdata〈63:0〉으로부터 세번째 8B 데이터를 수신한다.

FOUR:Fdata〈63:0〉으로부터 네번째 8B 데이터를 수신한다.

REFILL:데이터를 리퀘스터로 반송하기 전에 IDC를 리필한다.

RDY:데이터를 리퀘스터를 반송할 준비를 한다.

2.4.4 독출 및 기입 동작

독출 및 기입 상태 머시인은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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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독출 동작

MSP에서 IDC(Instruction and Data Cache)는 3단의 파이프라인 사이클:리퀘스트 사이클, 태그 사이클 및 
데이터 사이클로 동작한다. 캐쉬 히트 상황에서, IDC는 매 사이클에서 명령어 또는 데이터를 반송할 수 
있다.

캐쉬 콘트롤러 유니트(CCU)는 캐쉬 SRAM 억세스를 위해 ARM7, 벡터 처리기 유니트, FBUS와 IOBUS 사이의 
중재를 담당한다. CCU는 이들 4개의 마스터로부터의 버스 리퀘스트를 감시하여 특정의 ID 번호를 가진 승
자에게 버스를 승인한다. CCU는 또한 캐쉬를 억세스하고 태그를 비교하기 위해 캐쉬 어드레스 버스와 독
출/기입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캐쉬 히트가 있는 경우, 중재에서 이긴 버스 마스터는 독출/기입 동작을 위해 캐쉬를 억세스할 수 있다. 
캐쉬 미스가 있는 경우, CCU는 메인 메모리로부터 반송되는 분실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리퀘스트를 발
생시킨 다음 버스 마스터를 도와준다. 그래서, 캐쉬 미스를 갖는 버스 마스터는 ID 번호를 유지해야만 한
다. 이후, 리퀘스트된 데이터가 캐쉬에 있으면, CCU는 GRANT 신호를 동일한 ID 번호를 가진 데이터를 분
실한 버스 마스터로 보낸다. 이 버스 마스터는 데이터를 억셉트하거나 무시한다.

캐쉬 미스가 발생한 경우, 메인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하여 라인 페치가 수행된다. 라인 사이즈
는 64바이트로 정의되고, 따라서 CCU는 메인 메모리로부터 캐쉬로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하여 8번의 연속
적인 메모리 억세스(매회 64비트)를 실행한다.

* 리퀘스트 사이클:

CCU는  CLK1에서  여러개의  유니트(ARM,  IFU,  LSU,  IO)로부터  독출  리퀘스트를  억셉트한다.  리퀘스터는 
CLK1의  초기에  리퀘스트  신호(lsu_req)와  독출/기입  신호(lsu_rw)를  표시한다.  CLK1의  끝에서  CCU는 
ccu_grant_id[9:0]를 구동함으로써, 이들 독출 리퀘스트중 하나를 승인한다. ccu_grant_id[9:6]가 리퀘스
터의  unit_id와  정합되면,  리퀘스트가  승인된다.  리퀘스터는  ccu_grant_id[5:0]가  리퀘스트와  관련된 
transaction_id이기 때문에 ccu_grant_id[5:0]를 래치해야 한다.

리퀘스트가 승인되면, 리퀘스터는 어드레스(lsu_adr[31:0])와 CLK2에서 캐쉬 오프 동작(lsu_ccu_off) 및 
데이터 타입(lsu_vec_type[1:0], lsu_data_type[2:0])과 같은 다른 제어 정보를 CCU로 보낸다.

CLK2의 끝에서 ccu_rd_hold_2가 표시되지 않으면, 리퀘스트는 완전히 CCU로 넘어가고 리퀘스트된 데이터
는 얼마 후 반송된다. 그러나, ccu_rd_hold_2가 표시되면, CLK1에서 승인된 리퀘스트는 취소하면서 리퀘
스터는 계속 어드레스와 제어정보를 보낸다. 이전의 모든 grant_id 정보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는 동일한 독출 리퀘스트를 다시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 ccu_rd_hold_2는 CLK2에서 CCU에 의해 
해제될 때까지 CLK1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ccu_rd_hold_2는 타이밍 임계신호로서, 리퀘스터로 CCU가 현재 사이클에서 다른 일을 처리하느라고 바빠
서, 승인된 리퀘스트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데 사용된다.

* 태그 사이클

리퀘스트가 승인되고, 나중에 리퀘스트 사이클에서 취소되지 않은 경우, 리퀘스트는 캐쉬 억세스의 태그 
비교 단계로 들어간다. CCU는 태그 독출을 위한 라인을 선택하기 위하여 어드레스(lsu_adr[11:5])와 뱅크 
선택신호(리퀘스터)를 사용한다. 태그 히트 신호(ccu_lsu_hit_2)는 CLK2의 끝에서 알려진다. 데이터는 히
트 상황을 위해 다음 사이클에서 반송된다. 독출 포트 태그가 출력되어 CLK에 의해 래치된다.

또한, 어드레스 큐 스테이터스는 이 사이클에서 평가된다. 태그 미스와 'almost_full_address_queue'는 
'ccu_rd_hold_2' 신호를 표시한다. CCU 상태 머쉰은 어떤 새로운 독출 리퀘스트도 처리하지 않지만, 중지
된 태그 비교를 재시도한다.

각각의 캐쉬 라인(64B)는 두 개의 벡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태그 히트를 얻기 위하여 억세스된 벡터의 유
효 비트가 유효해야 할 것이다. 두배의 벡터(64B) 데이터 독출을 위해서는, 태크 히트를 얻기 위해 두 개
의 유효 비트가 유효해야만 한다. cc_off 동작은 항상 태그 미스를 유발시키고, 리퀘스트는 어드레스 큐
에 게시된다.

* 데이터 사이클

이는 CCU가 데이터를 리퀘스터로 반송하는 사이클이다. 데이터는 CLK1에서 구동되는 하위 16B와 CLK2에서 
구동되는 상위 16B와 함께 ccu-dout[127:0] 상에 올려진다. 64B 데이터 리퀘스트인 경우, 전송을 종결시
키기 위하여 하나의 부가적인 사이클이 사용된다.

CCU는 데이터가 다음 CLK1에서 반송될 것이라는 것을 리퀘스터로 알려주기 위하여 항상 ccu_data_id[9:
0]을 CLK2의 초기의 1/2 사이클에서 구동한다. 리퀘스터는 적절한 반송 데이터를 위하여 항상 
ccu_data_id[9:0]을 비교한다. 또한, 반송 데이터의 지시자로서 태그 히트가 사용된다.

만약 태그 사이클에서 태그 미스가 있고, 어드레스 큐가 충만해 있지 않으면, CCU는 CLK1에서 분실된 어
드레스, id 정보 및 다른 제어정보를 4개 엔트리 어드레스 큐로 게시하면서 캐쉬 라인 페치를 시작한다. 
현재,  각각의  어드레스  큐는  대략  69비트의  정보를  포함한다.  CLK2에서  메모리  어드레스  래치가 
로드되어, FBUS 리퀘스트가 다음 CLK1에서 발생된다.

2.4.4.2 기입 동작

IDC에서 기입 동작은 3단의 파이프라인 사이클:리퀘스트 사이클, 태그 사이클 및 데이터 기입 사이클로 
동작한다. 기입 어드레스 히트 상황에서, IDC는 매 사이클에서 캐쉬 데이터 어레이로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다.

* 리퀘스트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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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는 CLK1에서 여러개의 유니트(ARM, LSU, IO)로부터 기입 리퀘스트를 억셉트한다. 리퀘스터는 CLK1의 
초기에 리퀘스트 신호(lsu_req),  독출/기입 신호(lsu_rw)와  벡터 타입(lsu_vec_type[1:0])를  표시한다. 
CLK1의 끝에서 CCU는 이들 기입 리퀘스트중 하나를 승인한다. 서로 다른 유니트에 대한 기입 승인은 승인 
신호(ccu_lsu_wr_grant)를 직접 리퀘스팅 유니트로 표시하는 것에 의해 실현된다. 반송되는 데이터가 전
혀 없으므로 리퀘스트 유니트가 CCU로부터 transaction_id를 수신할 필요는 없다. CLK2에서, 리퀘스터는 
어드레스(lsu_adr[31:0]), cc_off 신호(lsu_ccu_off) 및 데이터 타입(lsu_data_type[2:0])을 공급해야 한
다.

독출 경우에 마찬가지로, 비록 리퀘스트가 승인은 되었지만 현재 사이클에서 처리되지 않았음을 리퀘스트
로 알려주기 위해서 CCU는 CLK2의 끝에서 ccu_wr_hold_2를 표시한다. 리퀘스터는 ccu_wr_hold_2가 해제될 
때까지 어드레스, cc_off 신호와 데이터 타입 정보를 계속 구동한다. 이후, 다음 사이클에서 리퀘스터는 
기입 데이터를 ccu_dout[127:0]로 공급한다.

* 태그 사이클

리퀘스트가 승인되고, 나중에 리퀘스트 사이클에서 취소되지 않은 경우, 리퀘스트는 캐쉬 억세스의 태그 
비교 단계로 들어간다. 이 사이클은 기입 포트 어드레스 태그를 비교한다. CCU는 캐쉬용 라인을 선택하기 
위하여 어드레스(lsu_adr[11:5])와  뱅크 선택신호(리퀘스터)를  사용한다.  태그 히트 신호(ccu_lsu_hit_
2)는 CLK2의 끝에서 알려진다. cc_off 기입은 항상 태그 미스를 유발시키고, 기입 데이터는 외부의 기입
을 위해 FBUS상에 올려진다.

리퀘스터는 CLK1에서 하위 16B와 CLK2에서 상위 16B와 같이 ccu_din[143:0]로 데이터를 구동하는 것을 시
작한다. 64B 데이터 전송인 경우, 데이터를 구동하기 위하여 리퀘스터는 하나의 부가적인 사이클을 취한
다. CCU는 이 데이터를 홀드하기 위하여 내부의 기입 데이터 래치를 가진다. 이 기입이 캐쉬를 히트시키
거나(실제 데이터를 캐쉬에 기입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두 개의 사이클이 사용됨), 캐쉬를 미스시킬 경우
(데이타를 기입하기 위해 매우 적은 사이클이 사용됨), 리퀘스터는 기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데이터 기입 사이클

이 사이클은 캐쉬 히트 상황을 위해 CCU가 실제 데이터를 캐쉬에 기입하는 사이클이다. 태그 사이클에서 
태그 미스가 있는 경우, CCI는 이를 데이터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르게 처리한다.

데이터 타입이 32B이고 라인이 클린(clean)인 경우(두개의 벡터도 클린임), CCU는 그저 현재의 라인을 새
로운 타그와 새로운 데이터를 오버라이트한다. 또한, 억세스중인 벡터를 유효 및 더티한 것으로 표시하는 
반면, 동일한 라인의 다른 벡터는 무효한 것으로 둔다.

데이터 타입이 32B보다 적은 경우, 이 사이클은 부분적으로 데이터 기입이 행해진다. 이 부분 데이터는 
일시적인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CCU는 분실된 반 라인(32B)를 메모리로부터 페치한 후 로드하여 캐쉬로 
반송한다. 이후, 부분 데이터는 적절한 바이트 인에이블 신호와 함께 캐쉬 라인으로 기입된다.

더티 캐쉬 라인을 갖는 모든 기입 미스에 대하여, CCU는 먼저 더티 라인을 복사한다. 더티 데이터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CCU는 승인 로직으로 홀드를 표시하여 새로운 독출 또는 기입 리퀘스트가 승인
되지 않도록 한다. 이후, 더티 캐쉬 라인 데이터를 페치하기 위하여 더티 라인을 사용하여 내부의 독출이 
시작된다. 결국, 라이트 백 어드레스 및 데이터는 메모리로 공급된다.

2.4.5 프로그래밍 모델

캐쉬  서브시스템은  모두  로드  ＆  저장  명령어를  사용한  하드웨어로  제어되므로, 소프트웨어-비저블
(software-visible) 레지스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4.5 IDC 및 ROM 어드레스 포맷은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다.

제3장 IOBUS 설명

이 장은 하드웨어 디자이너에서 보여주는 IOBUS의 사양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다.

3.1 개요

IOBUS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저속의 표준적인 주변 장치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버스는 MSP 캐쉬 
제어 유니트(CCU), 비트스트림 처리기(BSP)와 타이머/인터럽트 콘트롤러와 UART와 같은 모든 다른 IO 주
변 장치들간의 메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버스의 포맷은 인텔사의 IO 버스와 매우 유사하다. 버
스 아비터 제어 로직은 리퀘스트에 대해 버스를 항상 감시하고, 라운드-로빈(round-robin) 체계를 사용하
여 적절한 리퀘스트-승인을 발생시킨다. 잠재적인 버스 마스터는 항상 버스-리퀘스트를 표시하고, 버스를 
점유하기 전에 버스-승인이 표시되기를 기다린다. 버스 마스터는 항상 프로토콜에 따른 기간 동안 어드레
스와 제어 라인을 구동한다.

IOBUS는 전체적으로 40MHz로 동작하는 동기 버스이다. MSP IOBUS상에서 모든 승인은 리퀘스트가 액티브로 
샘플링된 후 첫번째 사이클에서 발생한다. 이 버스는 4개 사이클(4개의 버스트)에 대하여 16바이트 전송
까지 처리가능하다. 이는 버스 마스터에 의해 리퀘스트된 전송 사이즈를 버스 아비터로 알려주는 두 개의 
사이즈 비트를 사용함으로써 실현된다.

IOBUS는 32비트 어드레스와 데이터 멀티플렉서를 가진다. 어드레스는 항상 데이터 이전에 먼저 나타난다. 
IOB_ALE(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는 어드레스를 래치하기 위해 수신중인 디바이스가 사용한다. 비록 
8비트 디바이스가 버스에 연결되더라도 모든 버스 억세싱은 32비트 전송을 가정한다. 정상적인 규칙에 의
하면,  8비트  디바이스는 버스의 하위  8비트[7:0]를  사용하고,  16비트  디바이스는 버스의 하위 16비트
[15:0]를 사용한다. 만약 16비트 디바이스가 8비트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원한다면, 8비트 디바이스가 데
이터를 찾아서 래치할 수 있도록 버스의 하위 8비트에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 놓아야 한다. 동일한 기간에 
여러개의 리퀘스트가 있는 경우, 승인되지 않은 리퀘스터는 IOBUS 아비터가 승인할 때까지 항상 그들의 
리퀘스트를 홀드시켜야 한다. 이러한 체계로 허용된 리퀘스트에 대해 많은 버스-억세싱 사이클 즉,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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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전송(최대 16바이트)가 있다. 블록 전송은 항상 각각 여러개의 32비트 전송으로 나뉘어진다.

모든 버스 승인은 IOBUS 아비터에 의해 발생된다. 그러나, 항상 어드레스(유효시)를 감시하고, 목적지로 
적절한 칩 선택(다음 클럭 사이클에 대하여)을 발생시키는 병렬 디코딩 로직이 있다. 칩 선택은 항상 단 
하나의 사이클에 대해 유효하고, 이후 어드레스가 모든 독출 및 기입 리퀘스트를 위해 표시된다. 각각의 
IOBUS 노드는 입력으로 전용의 칩 선택을 가진다. 핀 설명 및 타이밍도를 참조할 것.

2비트 사이즈 정보는 버스 아비터로부터 승인된 다음 마스터에 의해 발생되고, 이후 2개의 버스 사이클에 
대하여 유효하다. CS가 버스 전송 사이클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시되면, 선택된 슬레이브는 사이즈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독출 또는 기입시, IOBUS 아비터는 새로운 리퀘스트를 찾기 시작하기 전에, 버스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전송 사이즈의 트랙을 유지한다. 버스트-버스 전송시(독출 또는 
기입시) 데이터간에는 차이가 전혀 없다.

데이터 독출 전송에 있어서, 데이터가 유효한 시점을 리퀘스터로 알려 주며, 이 데이타 래치를 시작하기 
위하여 READY 신호가 사용된다. 이 READY 신호는 버스 마스터와 슬레이브에 의해 발생된다.

이 프로토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IOBUS 노드들은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전에 IOBUS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인터페이스는 다음 스펙을 만족시켜야 한다.

3.2 핀 설명

이하, 버스 마스터측에서 본 시스템 IOBUS를 위한 어드레스, 데이터 및 제어 신호 정의를 설명하기로 한
다. IOBUS 구조 정의를 보여주는 도 24를 참조할 것. 전술한 바와 같이, IOBUS는 다중화된 어드레스/데이
타 버스이다.

xxx는 리퀘스터 명칭(ccu, bsp, urt, tmr, int)을 나타내는 3개의 문자 코드이다. 

* 시스템 IOBUS 신호 정의

3.3 로직 정의

IOBUS 중재 제어 유니트는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다.

3.4 IOBUS 타이밍

IOBUS 독출 타이밍(전송 사이즈=1 워드(4 바이트))은 도 26에 도시된 바와 같고, IOBUS 기입 타이밍(전송 
사이즈=1 워드(4 바이트))은 도 27에 도시된 바와 같고, IOBUS 독출 타이밍 전송 사이즈=4 워드(16 바이
트))은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고, IOBUS 기입 타이밍(전송 사이즈=4 워드(16 바이트))은 도 29에 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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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다.

제4장 FBUS 설명

이 장은 하드웨어 디자이너 측면에서 FBUS의 스펙을 기술한 것이다.

4.1 개요

메모리 콘트롤러, PCI, 커스터머 주문형반도체 및 캐쉬 서브시스템은 비다중화된 어드레스 및 데이터 버
스 라인을 통해 시스템 버스 ＂FBUS＂와 인터페이스 한다.

하나의 중앙 FBUS 중재 제어 로직을 리퀘스트를 감시하고, 우선순위 체계를 사용하여 승인을 발생한다. 
버스 마스터(어드레스 및 데이터 소스)는 항상 버스 리퀘스트를 표시하고, 승인을 기다린다. 정상상태에
서, 승인은 버스를 펜딩하는 리퀘스트가 또 다른 마스터/슬레이브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동일한 사이클에
서 발생한다(모든 승인은 결합적으로 발생된다). 일단 모터가 버스 승인을 수신하면, 어드레스/데이타/제
어 라인은 다음 사이클로 보내진다. ＂데이타 준비＂ 신호는 항상 다음 사이클 래치를 시작하였음을 수신
기로 알려주기 위하여 실질적인 데이터를 처리한다.

버스 대역폭을 최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4개의 연속적인 리퀘스트는 파이프 라인 백 투 백(back to back) 
방식으로 수신/전송되고, 4개의 리퀘스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리퀘스트 FIFO＂를 필요로 한다. 메모리 
콘트롤러는 4개의 딥(deep) 리퀘스트 FIFO와 2개의 딥 데이터 FIFO를 가진다. 이러한 프로토콜 특성으로 
인하여, AF_FULL과 DF_FULL 신호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각각 어드레스 FIFO 풀과 데이터 FIFO 풀을 나타
낸다. FBUS는 승인 카운터 및 리퀘스트 사이즈 버스를 사용하여 8, 16 및 32 바이트의 데이터 전송을 지
원한다.

각각의 FBUS 유니트는 버스를 리퀘스트하기 위한 제어 로직을 가진다. 이 로직은 응용(메모리/PCI/캐쉬 
등)에 따라서 유니트마다 다르다. 그러나, 실제의 버스 중재 유니트는 각 유니트에 대해 동일하고, 모든 
서브모듈에서 중복된다. 이 유니트는 외부 버스 마스터/슬레이브와 내부 유니트 로직 사이의 매체로서 작
용한다. 예를들면, 메모리 콘트롤러의 경우, 일단 CAS가 액티브되면, 메모리 콘트롤러는 FBUS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내부 신호를 통해 내부 리퀘스트를 FBUS 중재 로직으로 표시한다. 이 리퀘스트에 
응신하여, FBUS 콘트롤러는 메모리 콘트롤러에 대해 외부인 시스템으로 리퀘스트를 표시하고, 승인을 기
다린다. 일단 승인이 수신되면, 어드레스/데이타/제어는 응신의 첫번째 엔트리와 메모리 콘트롤러에 있는 
데이터 FIFO로부터 전송된다.

메모리 콘트롤러에 대한 시스템 리퀘스트 사이즈는 1 바이트에서부터 최대 32비트 사이즈까지가 될 수 있
다. 32 바이트 이상의 리퀘스트 사이즈인 경우, 소스/리퀘스터는 FBUS 사이즈 비트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리퀘스트를 초기화한다. 이는 SDARM 메모리 버스(1 또는 2개의 SAMSUNG SDRAM 1M*16)의 한계로 인한 것이
다.

SDRAM은 나머지 시스템에 의해 요구되는 완전한 32 바이트를 실현하기 위하여 8개의 랩(wrap) 길이에 대
해 프로그램된다. 32 바이트 이하의 리퀘스트인 경우, 32바이트 모두가 SDRAM으로부터 페치되지만, 원하
는 수의 바이트만 목적지로 전송된다.

또한, 10개의 비트 리퀘스터 ID 버스는 칩 선택 신호(어드레스/데이타와 동일한 사이클)로 유효화된다.

모든 FBUS 노드는 3 비트의 목적지 ID를 FBUS 아비터로 발생한다. 이들 3 비트는 리퀘스트와 함께 유효화
되고, 리퀘스트의 목적지를 나타낸다. 목적지  ID비트[1:0]는 다음과 같이 입력되는 리퀘스터 ID로부터 
디코딩된다.

리퀘스터 ID[9:6] 소스 목적지 ID[1:0]

0000 예약 N/A

0001 ARM 7N/A

0010 FUN/A

0011 LSUN/A

0100 CCU0

0101 ASIC11

0110 MEM01

0111 PCI10

1XXX 예약

목적지 ID 비트[2]는 독출/기입 리퀘스트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는 FBUS가 어드레스 리퀘
스트(독출)와 어드레스/데이타 리퀘스트(기입)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도와준다.

정상상태에서, 승인 카운터 비트 grCNT[1:0]는 리퀘스터가 버스를 필요로 하는 FBUS 사이클의 수를 나타
낸다. 백 투 백 리퀘스트에 대하여, 리퀘스트는 버스 마스터로 리퀘스트의 길이를 알려준다. FBUS 마스터 
콘트롤러는 두 개의 승인 카운터 비트에 따라서 승인을 표시한다.

FBUS는 포스트된 독출을 지원하는 스플릿 트랜잭션 버스이다. 이는 리퀘스터가 버스를 리퀘스트하며, 일
단 승인되면 이 FBUS는 어드레스를 구동하고 트랜잭션을 종료한다. 잠시 후, 슬레이브/데이타 소스는 목
적지 ID를 사용하고, 동일한 리퀘스트를 리퀘스터를 반송하면서 데이터를 반송한다. 이러한 특성은 버스 
대역폭을 대폭 향상시키고, 다른 마스터가 FBUS를 더 빨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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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상세한 것은 타이밍도를 참조할 것.

4.2 핀 설명

이하, 시스템 FBUS의 어드레스, 데이터 및 제어 신호를 설명하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FBUS는 비다중화된 어드레스/데이타 버스이다.

＂xxx＂는 리퀘스터 명칭(mem, pci, asc, ccu)을 나타내는 3개의 문자 코드이다.

[테이블 16]

시스템 FBUS 신호 정의

도 30은 메모리 독출 리퀘스트 FBUS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고, 도 31은 메모리 기입 리퀘스트 FBUS 플로우
를 나타낸 것이고, 도 32는 마스터/슬레이브 ＂비메모리＂ 리퀘스트 FBUS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고, 도 33
은 중앙의 FBUS 중재 제어 유니트를 나타낸 것이다.

도 34 내지 36은 FBUS 타이밍도로서 도 34는 메모리 리퀘스트 FBUS 타이밍을 나타낸다(8 바이트 데이터 
전송을 보여 주며, 16/32/64/128 바이트의 복수개의 데이터 사이클이 사용된다). 도 35는 메모리 독출 리
퀘스트 FBUS 타이밍을 나타내고(전송 사이즈=8 바이트), 도 36은 메모리 백 투 백 기입 리퀘스트(전송 사
이즈=32 바이트)를 나타낸 것이다.

제5장 PCI 버스

이 장은 PCI 코아와, 내부 FBUS와 인터페이스하는 PCI 글루(glue) 로직의 스펙을 설명한 것이다.

5.1 개요

MSP_1E PCI 콘트롤러는 PCI 버스 스펙 개정판 2.1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이 표준 스펙을 참조할 것.

PCI 유니트는 두개의 메인 섹션:PCI 코아와 FBUS '글루' 로직을 포함한다.

PCI 코아는 주로 33MHz의 PCI 버스 속도로 동작하는 외부의 PCI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한다. FBUS '글루' 
로직은 80MHz로 동작하는 삼성 FBUS와 인터페이스한다. 이 '글루'로직은 PCI 코아와 FBUS 사이를 인터페
이스 한다. 속도 동기화는 서브블록들의 두개의 엔드에서 FIFO를 사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삼성의 PCI 코아는 또한 가상적인 프레임 버퍼 로직과, FBUS를 통해 ARM7과 인터페이스하는데 필요한 모
든 VFB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이 PCI 유니트에 대하여 유일한 특징은 호스트 CPU MSP 칩과 MSP 칩으로부터 호스트 CPU로의 인터럽트 처
리이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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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삼성 PCI 코아 블록도는 도 37에 도시된 바와 같다.

5.2 PCI  FBUS 인터페이스 로직(도 38 참조)

PCI 코아의 서브블록은 MSP 내부 FBU와 SAND 마이크로의 PCI 코아와 인터페이스한다. 어드레스와 데이터
는 두 개의 엔드에서 FIFO에 저장된다. 이 서브 블록은 또한 PCI 신호와 FBUS 클럭을 동기화시키는 역활
을 한다.

PCI 코아 로직은 FBUS 마스터 및 슬레이브 디바이스일 수 있다. 대부분의 억세스는 64 비트 FBUS를 통해 
로컬 SDRAM 메모리로 향한다. FBUS 프로토콜의 설명을 위해서는 FBUS 장을 참조할 것.

PCI FBUS 제어 로직은 또한 가상 프레임 버퍼 레지스터와 제어를 포함한다. 이 레지스터는 FBUS를 통해 
ARM 에 의해 프로그램 된다. 블록도 참조할 것.

5.3 PCI VFB 로직

도 39는 VFB  블록도이고, 도 40은 VFB 레지스터이다.

5.3 PCI 코아 로직

MSP PCI 코아는 PCI 2.1 스펙을 완전히 만족한다. 추가된 사항은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MSP 리셋을 위해 
부가된 레지스터의 수이다.

ARM7에 있는 소스트웨어는 MSP 제어 레지스터의 MSP(bit〈3〉)으로부터 PCI 호스트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세팅함으로써 호스트 CPU를 인터럽트할 수 있다. 이는  PCI 버스(INTA#)에 있는 인터럽트 핀을 세팅함으
로써 PCI 코아 로직이 호스트 CPU를 인터럽트하도록 한다. 이후, 호스트 CPU는 MSP 제어 레지스터에 있는 
PCI 호스트 인터럽트 인지(bit〈4〉)를 통해 인터럽트를 인지한다. 이는 인터럽트 라인이 인액티브 상태
가 되도록 한다.

MSP PCI 코아는 또한 기본적으로 ARM7에 대한 인터럽트인 호스트 CPU로부터의 인터럽트를 억셉트할 수 있
다. PCI 스펙이 임의의 인터럽트 입력 핀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MSP 제어 레지스터에 있는 호스트로부터
의 MSP 인터럽트 리퀘스트(bit〈2〉)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호스트 CPU는 ARM7에 대한 인터
럽트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비트를 설정할 수 있다. 다음, 일단 호스트 인터럽트를 인지하면, ARM7은 이 
레지스터를 클리어시킨다. 도 41에 있는 블록도를 참조할 것.

도 41에 대하여, PCI 공간이 아닌 MSP 영역으로 매핑된 3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PCI 코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PCI 2.1 스펙을 참조할 것.

제6장 메모리 콘트롤러

6.1

이 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측면에서 메모리 콘트롤러의 스펙을 설명한 것이다.

6.2 개요

MSP 메모리 콘트롤러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며, 비용과 성능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위한 프로그램 가
능성 레벨을 가진다. 메모리 콘트롤러는 80MHz로 동작하는 메인 시스템 버스 FBUS와 DRAM 칩과 인터페이
스한다. 80MHz 클럭 주파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초기의 설계 단계에서 동기 DRAM이 사용된다.

결국, 메모리 서브시스템은 표준 고속 페이지 DRAM, 확장된 데이터 출력(EDO) DRAM 과 동기 DRAM을 지원
한다. 메모리 뱅크 사이즈는 인터리빙 가능한 2개의 외부 뱅크로 제한된다.

초기의 동기 DRAM 메모리 콘트폴러는 DRAM을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특징을 가진다. 다음은 기본
적인 제1패스 메모리 콘트롤러 특징을 나타낸다.

* 삼성의 동기 DRAM 지원

* 두개의 SDRAM 칩을 사용한 하나의 메모리 뱅크(1M*16)

* Cas-Before-Ras(CBR) 리프레쉬 지원

* 독출-수정-기입(Read-Modify_Write) 동작을 초기화하는 부분적인 기입 지원

* 내부의 뱅크 인터리브 지원(MA[11]을 통한 핑퐁)

* 80MHz 메로리와 프로세서 버스(1:1) 주파수 매치

* 프로그래머블 리프레쉬율

* 시스템 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드레스와 데이터 큐잉

* 매뉴얼 두개 뱅크 프리챠지 지원

MSP 메모리 콘트롤러는 두개의 메인 서브 구성요소:데이터 콘트롤러와 어드레스 콘트롤러를 가진다. 데이
터 콘트롤러는 DRAM으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세서 버스로부터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한 독
출 및 기입 데이터 큐를 가진다. 데이터 콘트롤러는 또한 바이트 기입을 위한 RMW 로직을 포함한다. 데이
터 콘트롤러에 대한 모든 제어는 어드레스 콘트롤러로부터 발생한다.

어드레스  콘트롤러는  리퀘스트  큐,  응신  ID  큐,  메모리  억세스  디코딩  로직,  레이지  비교기  로직, 
RAS/CAS 상테 머쉰, 리프레쉬 상태 머쉰과, 데이터 콘트롤러에 의해 사용되는 필요한 모든 제어신호들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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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AM 메모리 클럭은 시스템 클럭과 동일하다. SDRAM은 상기 한벌의 각 제어신호를 수신한다.

6.2.1 메모리 콘트롤러 블록도는 도 42에 도시된 바와 같다.

6.2.2 메모리 콘트롤러 플로우는 도 43에 도시된 바와 같다.

6.3 어드레스 콘트롤러(AC)

메모리 콘트롤러에서 어드레스 콘트롤러 섹션은 데이터 콘트롤러를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DRAM 
제어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MSP 메모리 콘트롤러의 이 섹션은 또한 FBUS 인터페이스의 어드레스와 
제어 경로를 담당한다. 다음의 블록도는 어드레스 콘트롤러 유니트의 여러개의 서브-섹션을 나타낸다.

6.3.1 어드레스 콘트롤러 블록도는 도 44에 도시된 바와 같다.

6.3.2 메모리 콘트롤러 리퀘스트 FIFO

MSP 메모리 콘트롤러는 실질적인 메모리 콘트롤러 상태 머쉰으로의 디스패치(dispatch)를 위한 FBUS 어드
레스와 제어 정보를 저장하는 4개의 딥 리퀘스트 FIFO를 가진다. 리퀘스트 FIFO의 각각의 엔트리는 특정 
엔트리의 유효함을 나타내는 ＂유효＂ 비트를 가진다. 메모리 콘트롤러 상태 머쉰은 항상 ENTRY_0인 FIFO
에 있는 최하위 엔트리를 지원한다. 일단 리퀘스트가 제공되고,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CAS)가 액티브되면 
메모리 콘트롤러는 이 엔트리를 클리어시키기 위해 클리어 신호를 표시한다. FIFO FULL/EMPTY 스테이터스
에 다라서, 배럴 쉬프트가 유효한 내용을 엔트리 0으로 쉬프트시키기 위핸 초기화된다.

MSP 메모리 콘트롤러 리퀘스트 FIFO 포맷은 도 45에 도시된 바와 같다. 

6.3.3 메모리 콘트롤러 어드레스 디코드/맵

어드레스 디코딩 로직은 주로 11 비트의 SDRAM 행 어드레스 MA[10:0]와 8 비트의 열 어드레스 MA[7:0]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어드레스 라인은 SDRAM 어드레스 입력[11:0]으로 직접 구동된다. 메모리 
어드레스 비트[11]은 성능을 위해 내부 SDRAM 뱅크와 개선된 메모리 버스 사용 사이를 토클하는데 사용된
다.

이 메모리 어드레스는 다음을 나타내는 레지스터를 통해 주어지는 프로그래머블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여 
발생된다.

- 현재 시스템 캐쉬 라인 사이즈

- 내부 뱅크의 수

- 내부 뱅크 인터리빙

시스템 캐쉬 라인 오프셋은 32 바이트 캐쉬 라인에 대하여 5 비트이다. 도 46은 16 MB DRAM을 위한 FBUS 
시스템 어드레스로부터 발생되는 제안된 메모리 어드레스 포맷을 보여준다.

이 다중화된 메모리 어드레스는 메모리 콘트롤러 상태 머쉰에 의해 지시되는 RAS와 CAS 스트로브를 가진 
하나의 사이클에 대하여 유효하다.

MCU는 독출-수정-지입 동작을 지시함이 벗이 8바이트 기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FBUS 어드레스의 
bit[2]는 항상 어드레스만을 스타팅하기 위하여 제로이다. 이 비트는 다음과 같이 스타팅 어드레스를 나
타내는 3개 비트 중 하나인 SDRAM 어드레스의 bit[0]으로 매핑된다.

Faddr[4:2] 기입 시퀀스(WRAP=8)

000 0-1-2-3-4-5-6-7

010 2-3-4-5-6-7-0-1

100 4-5-6-7-0-1-2-3

110 6-7-0-1-2-3-4-5

이들은 모두 우수의 스타팅 어드레스이며, MCU에 의해 지원되는 시퀀스이다.

모든 독출 동작은 32 바이트를 가정하고, 스타팅 어드레스는 (000)=rna[2:0]=Faddr[4:2]이다.

6.3.4 메모리 콘트롤러 상태 머쉰

MSP 메모리 콘트롤러는 하나의 마스터 콘트롤러 상태 머쉰을 가진다. 이 상태 머쉰은 SDRAM  제어신호를 
위한 모든 타이밍(RAS/CAS/WE/CS/DQM)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태 머쉰은 항상 엔트리 0에 있는 유
효 엔트리를 위해 리퀘스트 FIFO를 모니터한다. 일단 유효 비트가 검출되면, 상태 머쉰은 SDRAM 시퀀스 
개시를 시작한다. 또한, RAS 프리챠지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페이지 비교기로부터 페이지_히트 
신호를 모니터한다.

RAS 프리챠지는 현재의 액티브/개방 뱅크상에서 수행된다. 매뉴얼 프리챠지 시퀀스는 제로인 상태를 액티
브시키기 위하여 CS, RAS, WE와 MA[10]을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부 뱅크 선택 비트  MA[11]는 프리
챠지하기 위한 뱅크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독출의 경우:프리챠지 커맨드는 데이터 충돌을 피하기 위하
여 데이터 SDRAM으로부터 수신된 이후 표시된다. 기입의 경우, 프리챠지는 마지막 비트의 데이터가 메모
리에 기입된 이후 발행된다. 일단 프리챠지 커맨드가 완료되면, 특정 뱅크는 다음의 메모리 동작을 위해 
아이들(idle) 상태가 된다. SDRAM 스펙에 따르면, 프리챠지 커맨드는 tRAS(min)(여기서는 60ns)이 만족된 
후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4인 랩(wrap) 길이로 인하여 메모리 콘트롤러 상태 머쉰은 데
이터가 메모리에 독출/기입된 후 프리챠지 커멘드를 발생시킨다.

다음은 MSP 메모리 콘트롤러와 같이 사용되는 SDRAM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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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17]

SDRAM 파라미터

* tRAS는 동기 DRAM의 60ns 열 억세스 타임을 실현시키기 위해 5 사이클로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 콘트
롤러 타이밍도를 참조할 것.

6.3.4.1 상태 머쉰 다이아그램

도 47은 SDRAM 메모리 콘트롤러 RAS/CAS 상태 머쉰 다이아그램을 나타낸다.

6.4 메모리 콘트롤러 리프레쉬

동기 DRAM은 각각의 저장 셀에 있는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 32ms(15.6ns)마다 리프레쉬될 필요가 
있다. 동기 DRAM은 또한 두개 모드의 리프레쉬:자동 리프레쉬와 셀프 리프레쉬를 지원한다.

6.4.1 SDRAM 자동 리프레쉬

표준의 자동 리프레쉬를 사용하며, 두 개의 내부 뱅크가 내부 카운터에 의해 교번적으로 리프레쉬된다. 
행(row)의 수가 4096이기 때문에 자동 리프레쉬는 DRAM 전체를 리프레쉬하기 위하여 2048 자동 리프레쉬 
사이클을 필요로 한다.

자동 리프레쉬 커맨드는 CKE와 WE가 하이이고, CS, RAS  CAS가 로우임을 표시하는 것에 의해 발생된다. 
이 커맨드는 두개의 뱅크가 아이들 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표시된다.

자동 리프레쉬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tRC(min)/사이클 시간=100ns(spec)/12.5ns=8사이클(80MHz)

6.4.2 SDRAM  셀프 리프레쉬

셀프 리프레쉬는 삼성의 SDRAM에 사용되는 또 다른 모드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유지 및 저전력 동
작을 위해 바람직한 리프레쉬 모드이다. 여기서, SDRAM은 내부 클럭과 CKE를 제외한 모든 입력 버퍼를 디
스에이블시킨다.

CS, RAS, CAS와 CKE가 로우이고, WE가 하이인 경우 셀프 리프레쉬 모드로 들어간다. 셀프 리프레쉬 모드
는 SDRAM 클럭의 슈팅과 CKE 신호를 사용한 재시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MSP 메모리 콘트롤러는 이 리프레
쉬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6.4.3 매뉴얼 리프레쉬

이 리프레쉬 모드는 상태 머쉰/카운터 설계를 요구한다. 카운터는 매 15.6us 마다 타임아웃되고, 메모리 
콘트롤러 로직으로 리프레쉬 스트로브를 표시한다.

다음, 메모리 콘트롤러는 현재의 리프레쉬를 종료하고, 즉시 SDRAM 리프레쉬 사이클을 초기화한다. 이 사
이클은 아이들 상태에서의 제한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확히 자동 리프레쉬 사이클과 유사하다.

6.5 데이터 콘트롤러(DC)

메모리 콘트롤러에서 데이터 콘트롤러 섹션은 주로 프로세서로부터 데이터를 기입하거나, SDRAM으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한 데이터 큐로 제공된다. 이 콘트롤러는 또한 모든 부분적인 기입시(바이크 기입)
를 위한 기입 병합 로직을 가진다. 부분적인 기입은 먼저 DRAM 독출을 시작한 다음, 데이터를 병합하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수정된 워드를 메모리로 다시 기입한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기입 시퀀스 다음의 임의
의 리프레쉬는 성능 히트를 취해야만 한다.

6.5.1 데이터 콘트롤러 블록도는 도 48에 도시된 바와 같다.

6.6 핀 서명

이 콘트롤러는 다음의 팩키지 핀들을 제공한다.

* RAS_I:출력 핀(액티브 로우). 이는 MA[11:0]으로부터의 행 어드레스를 선택된 DRAM 뱅크의 내부 행 어
드레스 버퍼로 래치하기 위한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이다.

* CAS_I:출력 핀(액티브 로우). 이는 MA[11:0]으로부터의 열 어드레스를 선택된 DRAM 뱅크의 내부 열 어
드레스 버퍼로 래치하기 위한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이다.

* WE_I:출력 핀(기입시 액티브 로우). DRAM의 기입 인에이블 입력 핀을 구동하기 위한 것이다.

* MA[11:0]:출력 핀들. DRAM에 대한 다중화된 행 및 열어드레스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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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QM:출력 핀. 클럭 이후 SDRAM 출력을 하이 임피던스로 두고, 출력을 마스크하라.(이 핀은 동기 DRAM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 CS_I:출력 핀(액티브 로우). 선택된 SDRAM 동작을 위해 디스에이블 또는 인에이블된다.(이 핀은 동기 
DRAM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 CLK:출력 핀. 이는 동기 DRAM에 대한 클럭 출력 핀으로서, SDRAM에서만 사용되고 MSP의 시스템 클럭과 
동일한 위상을 가진다.

6.7  메모리 콘트롤러 타이밍도는 도 49  내지 51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49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삼성의 SDRAM으로 가정.

- 80MHz로 동작하는 메모리와 시스템.

- 하나 또는 두개의 외부 SDRAM(1M*16).

- 메모리로부터 라인을 페치하기 위한 4/8 프로그래머블 랩 길이.

- tRCD=3.

- tCAS=3.

- 내부 딜레이=2 클럭.

- 메모리 레이턴시=8사이클(8*12.5=100ns).

- 메모리로부터의 시스템 데이터는 중재(독출 데이타)를 위해 2개 사이클 만큼 지연된다.

6.8 프로그래머블 모델

프로그래머 측면에 메모리 콘트롤러에 관련된 제어 레지스터는 다음과 같다.

6.8.1  SDRAM 리셋 레지스터(R/W)

이 레지스터는 각각의 시스템 리셋 이후 리셋된다. 이는 SDRAM 파워 온 시퀀스를 시작하는 reset_sdram  
신호를 전달하는 1 비트 레지스터이다. 시스템 리세시 이 레지스터는 1로 설정된다. SDRAM을 동작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 레지스터를 클리어시켜야 한다.

bit 0은 시스템 리셋으로 설정되고, SDRAM을 동작시키기 위해 클리어된다.

프로그래밍 어드레스:

Faddr[31:20]=12'h010

Faddr[3:0]=4'b1011

6.8.2 SDARM 버스트 타입 레지스터(R./W)

이 레지스터는 SDRAM  버스트 타입을 프로그램한다. 이는 순차적인 버스트 타입에 대해 제로로 프로그램
되는 1 비트 레지스터이다.

프로그래밍 어드레스:

Faddr[31:20]=12'h010

Faddr[3:0]=4'b1010

bit 0은 시스템 리셋으로 설정되고, SDRAM을 동작시키기 위해 클리어된다.

6.8.3  SDRAM 리프레쉬 레지스터(R/W)

이 레지스터는 SDRAM 리프레쉬 값을 프로그램한다. 이는 FBUS를 통해 프로그램되는 12 비트 
레지스터이다.

프로그래밍 어드레스:

Faddr[31:20]=12'h010

Faddr[3:0]=4'b1001

bit 11-0은 시스템 리셋으로 설정되고, 4E0으로 리프레쉬 값으로 프로그램된다.

6.8.4 SDRAM RAS 프리퍄지(tRP) 레지스터(R/W)

이 레지스터는 SDRAM RAS 프리챠지 값을 프로그램한다. 이는 FBUS를 통해 프로그램되는 3 비트 레지스터
이다.

프로그래밍 어드레스:

Faddr[31:20]=12'h010

Faddr[3:0]=4'b1000

bit 2-0은 시스템 리셋으로 설정되고, 1 또는 2 또는 3으로 프로그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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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SDRAM CAS 레이턴시(tCAC) 레지스터(R/W)

이 레지스터는 SDRAM CAS 레이턴시를 프로그램한다. 이는 FBUS를 통해 프로르램되는 3 비트 
레지스터이다.

프로그래밍 어드레스:

Faddr[31:20]=12'h010

Faddr[3:0]=4'b0011

bit 2-0은 시스템 리셋으로 설정되고, 1 또는 2 또는 3으로 프로그램된다.

6.8.6 SDRAM RAS CAS 레이턴시(tRCD) 레지스터(R/W)

이 레지스터는 SDRAM RCD 레이턴시를 프로그램한다. 이는 FBUS를 통해 프로그램되는 3 비트 
레지스터이다.

프로그래밍 어드레스:

Faddr[31:20]=12'h010

Faddr[3:0]=4'b0010

bit 2-0은 시스템 리셋으로 설정되고, 1 또는 2 또는 3으로 프로그램된다.

6.8.7 SDRAM WRAP LENGTH 레지스터(R/W)

이 레지스터는 데이터에 대한 SDRAM의 랩 길이를 프로그램한다. 이는 FBUS를 통해 프로그램되는 3 비트 
레지스터이다.

프로그래밍 어드레스:

Faddr[31:20]=12'h010

Faddr[3:0]=4'b0001

bit 2-0은 시스템 리셋으로 설정되고, 1 또는 2 또는 4 또는 8로 프로그램된다.

6.8.8 SDRAM NOP TIME 레지스터(R/W)

이 레지스터는 파워 온 시퀀스를 위한 SDRAM의 NOP 시간을 프로그램한다. 이는 FBUS를 통해 프로그램되는 
16 비트 레지스터이다.

프로그래밍 어드레스:

Faddr[31:20]=12'h010

Faddr[3:0]=4'b0000

bit 15-0은 시스템 리셋으로 설정되고, 클럭 주파수에 따라서 200us로 프로그램된다.

제7장 ASIC 인터페이스

이 장은 ASIC 인터페이스 유니트의 스펙을 설명한 것이다.

7.1 개요

ASIC 인터페이스 유니트(도 52 참조)는 하나의 프로그래머블 32 비트 DMA,

여러개의 FIFO와 제어 블록을 가진다. ASIC 인터페이스 블록은 80MHz로 동작하는 메인 시스템 버스(FBU
S)와, MSP, AD1843(오디오, 전화), KS0122(비디오 캡쳐), KS0119와 VGA를 인터페이스하는 CODEC 인터페이
스 블럭을 인터페이스한다. 현재의 가정은 임의의 동기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모든 CODEC 인터페이스와 
DMA 콘트롤러를 완전한 FBUS 속도로 동작시키는 거이다.

커스터머 ASIC 블록은 3개의 주요 섹션:FBUS 마스터/슬레이브 인터페이스, MSP 8-채널 DMA 콘트롤러와 실
제의 CODEC을 가진다. 데이터는 FBUS로부터 CODEC으로 전달되거나, CODEC으로부터 FBUS로 전달된다. 그러
나, 어드레스는 오로지 DMA 콘트롤러로부터 발생된다. 그러면, 이 어드레스는 FBUS 인터페이스 유니트로 
매핑된 FBUS 일 수 있다. 다른 FBUS 노드로부터의 모든 기입은 오로지 CODEC 섹션에 있는 레지스터만 프
로그램한다. 다른 모든 트래픽에서는 사이즈 및 ID 정보를 가진 응신을 독출해야 한다. FBUS 스펙을 참조
할 것.

다음은 ASIC 인터페이스 유니트에 대한 특징이다.

* 32 비트 기본 DMA 기능을 지원(8개의 채널--각 CODEC에 대하여 하나씩).

* 2개의 4딥 * 64 비트 데이터 FIFO.

* 1개의 1딥 * 52 비트 리퀘스트 FIFO.

* 1개의 2딥 * 52 비트 응신 FIFO.

* FBUS와 CODEC 인터페이스 블록을 위한 마스터/슬레이브를 지원.

* 동작 주파수:80MH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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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에 대한 IO, IO에 대한 메모리 간의 억세스 지원.

* KS0119용으로 사용되는 채널 0을 위한 최상위 우선순위 지원.

* KS0119에 대하여 고성능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 어드레스 버스 지원.

이 커스터머 인터페이스 로직은 3개의 서로 다른 CODEC을 지원한다.

* 오디오 및 전화  CODEC(AD18/43). 이 CODEC은 DMA 콘트롤러와 통신하는 양방향 64 비트 데이터 버스를 
가진다. (채널 4→DAC1, 채널 5→DAC2, 채널 6→ADC 레프트, 채널 7→ADC 라이트)

* 비디오 캡쳐 CODEC(KS0122). 이 CODEC은 양방향 64 비트 데이터 버스를 가지며, DMA(채널 2)에 대하여 
M→IO, IO→M 리퀘스트를 초기화할 수 있다.

* 비디오 벡엔드(backend) CODEC(KS0119). 이 CODEC은 메모리 콘트롤러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수신한다.
(채널 0)

ASIC 인터페이스 블록

7.2 직접 메모리 억세스(DMA) 콘트롤러

DMA 콘트롤러는 어드레스 발생 및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을 가진다. 이 DMA 콘트롤러는 8개의 
독립적인 채널을 가진다. 각 채널은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정지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가진다. 시작 
및 정지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배치 블록을 통해 미리 프로그램된다.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8개의 
CODEC 중 하나로부터 DMA 리퀘스트가 발생할 때마다 로드된다. 일단 FBUS가 억세스를 승인하면, 이 DMA 
어드레스는 현재 어드레스가 정지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매치될때까지 매 사이클마다 증가한다. 그 시점에
서 DMA 콘트롤러가 신호 EOP(End Of Process)를 발생한다. 이 신호는 프로세스로 인터럽트를 유발한다. 8
개의 모든 DMA  채널은 멀티플렉서와 어레스 비교 블록을 제어하는 공통의 중재 유니트를 가진다.

이 DMA 콘트롤러는 IO와 메모리, 메모리와 IO,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의 억세스를 지원한다. CODEC이 DMA
와 통신하고자 할때마다 CODEC은 DMA_REQ 신호를 표시하고, DMA로부터 DMA 인지신호인 DACK를 기다린다. 
일단 인지되면, CODEC은 M-IO 신호와 데이터를 구동한다. DMA 콘트롤러는 승인된 ＂DACK＂에 따라서 적절
한 채널을 선택한다. 블록도 참조할 것.

7.3 DMA 레지스터 설명

7.3.1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

각 채널은 모든 어드레스가 8 바이트로 배열될 것을 요구하는 29 비트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bits〈
31:3〉)를 가진다. 사실상, 이 레지스터는 29 비트 카운터이다. 이 레지스터는 ARM7에 의해 독출되며, 초
기값은 FBUS를 통해 ARM7로부터 로드된다. 이 어드레스는 데이터 전송 사이즈에 근거하여 증가된다.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있는 어드레스는 멀티플렉서를 통해 FBUS상의 어드레스를 로드하기 위하여 어드레스 
발생 블록으로 전송된다.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어드레스 값을 홀드시킨다.

7.3.2 정지 어드레스 레지스터

각 채널은 모든 어드레스가 8 바이트로 배열될 것을 요구하는 29 비트 정지 어드레스 레지스터(bits〈
31:3〉)를 가진다. 이 레지스터에는 FBUS를 통해 ARM7에 의해 기입된다. 이 값들은 비교 블록에서 현재 
어드레스와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만약 현재 어드레스가 정지 어드레스와 일치하면, DMA 콘트롤러는 각 채널에 대해 EOP 신호를 
발생시킨다.

7.3.3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각 채널이 정지 어드레스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한다. Bits〈7:0〉
은 어느 채널이 정지 어드레스에 도달하였는지를 규정하고, ARM7이 CCU를 통해 현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초기화하였을때 리셋된다.

이 레지스터는 ARM7에 의해 독출되며, ARM7은 이 레지스터를 기입할 수 없다.

7.3.4 제어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DMA 콘트폴러의 동작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Bits〈7:0〉는 어느 DMA 채널이 동작을 위
해 인에이블되었는지를 규정한다. 이 비트들은 해당하는 채널이 정지 어드레스에 도달할때마다 리셋되고, 
ARM7은 동작을 재개시하기 위해서 이 비트들을 설정한다. 임의의 채널 인에이블 비트가 0인 경우, DMA는 
비록 CODEC이 DMA로 DMA로 DMA_REQ를 보내더라도 해당 CODEC으로 DMA_ACK를 보내지 않는다. Bits〈19:16
〉은  DMA  채널  중  어느  쌍이  더블-버퍼로서  동작하기  위하여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규정한다. 
예를들어, 채널 0과 채널 1이 더블-버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채널 0의 현재 어드레스가 정지 어드레스
에 도달한 경우 DMA 콘트롤러는 자동적으로 채널 1을 절환하고, 채널 1의 현재 어드레스가 정지 어드레스
에 도달한 경우 DMA 콘트롤러는 자동적으로 채널 0을 절환한다. Bit〈28:21〉은 각 채널의 독출/기입 모
드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한다. 만약 이들 비트 중 임의의 비트가 ARM7에 의해 1로 설정되면, 해당 채널은 
독출 동작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채널들은 기입 동작을 위해 사용된다. Bir〈31〉은 DMA가 EOP 신호를 
인터럽트 콘트롤러로 보내었는지 여부를 규정한다. 만약 이 비트가 ＂0＂이면, DMA는 임의의 채널이 정지 
어드레스에 도달하더라도 EOP를 보내지 않는다.

7.3.5 마스크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에 있는 각 비트는 마스크 레지스터에 있는 마스트 비트와 연결되어 있다. 마스트 비트가 
＂0＂이면, 제어 레지스터에 있는 해당 비트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방지한다. 초기에는 이 레지스터〈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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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FFFFFFF(hex)로 설정된다.

7.3.6 프로그래밍

시작 및 정지 어드레스는 FBUS를 통해 ARM7에 의해 프로그램된다.

FBUS 매핑값은 다음과 같다.

CCU → 0040_0000-007F_FFFF,

MCU → 0080_0000-047F_FFFF,

PCI → 0840_0000-FFFF_FFFF.

어드레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Address[26:0]은 테이블 18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테이블 18]

DMA 레지스터 어드레스 맵

[테이블 19]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엔코딩

[테이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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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레지스터의 엔코딩

7.4  CODEC 초기화

커스터머 ASIC 유니트는 각 CODEC의 초기화를 지원한다. 실질적으로는, ARM7이 커스터머 ASIC 유니트를 
통한 CODEC 초기화를 담당한다.

커스터머 ASIC 유니트의 각 CODEC에 대한 리퀘스트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어드레스 디코더를 가지고 있
다. 커스터머 ASIC  유니트는 임의의 CODEC과 통신하고자 할때마다, CODEC으로 리퀘스트 신호를 보내고 
CODEC으로부터 인지신호를 기다린다. 인지 신호를 수신한 후, 커스터머 ASIC 유니트는 데이터와 어드레스
를 CODEC으로 보낸다.

ARM7이 CCU를 통해 임의의 CODEC에 있는 배치 데이터를 읽고자 하는 경우, 커스터머 ASIC 유니트는 어드
레스를 CODEC으로 보낸다. 커스터머 ASIC 유니트는 CODEC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면 트랜잭션 Ⅸ)를 CCU
를 반송한다. 이 시점에서, 배치 데이터가 CCU를 통해 ARM7로 전송된다.

(테이블 21)

CODEC 배치 레지스터 FBUS 어드레스 맵

도 53은 커스터머 ASIC 회로망을 나타낸 것이다.

4. I/O 핀 정의

(테이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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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머 ASIC 유니트에 대한 I/O 핀 정의

제 8 장  AD1843 CODEC 인터페이스

8.1

이 장은 AD1843 CODEC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8.2 개요

AD1843 CODEC 인터페이스 블록은 AD8143 시리얼 버스와 MSP DMA 모듈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것이다.  
AD1843은 시리얼 포트를 통하여 데이터 및 제어/스테이터스 정보를 송신 및 수신한다.  AD1843은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4개의 핀 : SDI, SDO, SCLK, SDFS를 가진다.  SDI 핀은 AD1843에 대한 시리얼 데
이터 입력을 위한 것이고, SDO 핀은 AD1843로부터의 시리얼 데이터 출력을 위한 것이다.  SCLK 핀은 시리
얼 인터페이스 클럭을 위한 것이다.

AD1843 내부와 외부의 통신에서 데이터 비트는 SCLK의 상승에지 이후 전송되고, SCLK의 하강 에지에서 샘
플링될 것을 요구한다.  SDFS 핀은 시리얼 인터페이스 프레임 동기를 위한 것이다.  AD1843 CODEC 인터페
이스는 마스터 모드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는 SCLK와 SDFS 신호가 AD1843에 의해 발생되어짐을 의미한다.  
디폴트 SCLK 주파수는 12.288MHz이고, 하나의 프레임 사이클은 48KHz이다.

CODEC 인터페이스의 기본 구조는 DMA에 기초를 둔 것이다.  AD1843 인터페이스는 4개의 서로 다른 DMA 채
널 : DAC1에 대한 채널 4, DAC2에 대한 채널 5, ADC 레프트에 대한 채널 6, ADC 라이트에 대한 채널 7을 
지정한다.  DMA로부터 또는 DMA로의 채널 전송의 사이즈는 1회에 64비트이다.  그러므로, DMA 채널 4와 
채널 5는 2개의 서로 다른 32비트 데이터(레프트를 위한 16비트와 라이트를 위한 16비트)를 전송한다.  
한편, DMA 채널 6과 채널 7은 1회에 4개의 서로 다른 16비트 데이터를 CODEC 인터페이스로부터 SDRAM으로 
보낸다.

DAC1과 DAC2 인터페이스는 각 채널의 플래그 비트가 설정되었을 때 데이터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DAC1과 DAC2 인터페이스는 플래그 비트를 체킹한 다음 DMA를 요청한다.  플래그 비트가 리셋되면, DAC1과 
DAC2 인터페이스 DMA 리퀘스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플래그 비트의 실제 동작은 DMA 클럭에 의해 제어
된다.  DMA 블록은 플래그 비트가 리셋되면 DMA 인지신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ADC 레프트 및 라이트의 
FIFO가 차 있지 않으면, DMA 리퀘스트는 발생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ADC 플래그 레지스터를 체크하
여, 데이터 버스를 통해 남아있는 데이터를 독출해야 한다.  데이터 버스를 통해 이들 데이터를 독출한 
다음, FIFO는 비게 되고, FIFO가 차게 되면 DMA 리퀘스트를 발생시킨다.

AD1843 제어 레지스터는 제어 워드 입력에 있는 제어 레지스터 어드레스와 함께 독출/기입 리퀘스트를 전
송함으로써 독출 및 기입된다.  독출이 요청되면, 어드레싱된 제어 레지스터의 내용은 다음 프레임 동안 
전송되고, 기입이 요청되면, 기입되어질 데이터는 AD1843 슬롯 1로 전송되어야 한다.  MSP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래머는 CODEC에 있는 제어 레지스터를 독출 또는 기입하기 이전에 제어 플래그 레
지스터를 체크해야 한다.  제어 플래그 레지스터의 플래그 비트가 설정되면, CODEC 레지스터의 독출 및 
기입 동작이 가능하다.

8.3  DMA 채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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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채널 4 DAC1 레프트, 라이트

DMA 채널 5 DAC2 레프트, 라이트

DMA 채널 6 DAC 레프트

DMA 채널 7 DAC 레프트

8.4  DMA에 대한 데이터 포맷

데이터 사이즈는 64비트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8.5 기본 어드레스

04CO_4000 DAC1 BASE

04CO_5000 DAC2 BASE

04CO_6000 ADCL BASE (레프트 채널)

04CO_7000 ADCR BASE (라이트 채널)

8.6  레지스터 맵

8.7  레지스터 정의

8.7.1  제어 레지스터 기입 데이터 입력

최상위비트(MSB)는 전송되어진 최초 데이터 입력 비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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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제어 워드 입력

r/w  독출/기입 리퀘스트.  제어 레지스터로부터의 독출 또는 제어 레지스터로의 기입이 매 프레임마다 
발생한다.  ＂1＂로 설정한 것은 제어 레지스터 독출을 나타내는 반면, 이 비트를 ＂0＂으로 리셋시키는 
것은 제어 레지스터 기입을 나타낸다.

ia4:0 독출 또는 기입을 위한 제어 어드레스 레지스터

8.7.3  제어 레지스터 데이터 출력

이전 프레임에서 어드레싱된 제어 레지스터의 내용

8.7.4  ADC 플래그 레지스터

r4v-rlv 유효 ADC 라이트 데이터가 버퍼에 있다.  버퍼에 있는 어느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지시한다.

r4v-1lv 유효 ADC 레프트 데이터가 버퍼에 있다.  버퍼에 있는 어느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지시한다.

8.7.5  ADC 레프트 첫 번째 데이터

버퍼에 있는 ADC 레프트 첫 번째 데이터

8.7.6  ADC 레프트 두 번째 데이터

버퍼에 있는 ADC 레프트 두 번째 데이터

8.7.7  ADC 레프트 세 번째 데이터

버퍼에 있는 ADC 레프트 세 번째 데이터

8.7.8  ADC 레프트 네 번째 데이터

버퍼에 있는 ADC 레프트 네 번째 데이터

8.7.9  제어 플래그 레지스터

wfl 제어 레지스터 기입 플래그.  설정되면 CODEC은 제어 레지스터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를 한다.

rfl 제어 레지스터 독출 플래그.  설정되면 CODEC은 제어 레지스터 데이터를 전송할 준비를 한다.

제 9 장  비디오 코덱

9.1  개요

비디오 코덱 로직은 평가(evaluation) 보드 상의 KS0119와 KS0122 칩에 대해 인터페이스하고, MSP 칩에 
있는 DMA 모듈에 대해 인터페이스한다.  KS0119 코덱은 또한 스크린 리프레쉬 동작을 제공한다.  이 동작
을 위해 MCU 모듈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 경로가 도 54와 같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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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상위 모듈 정의

상위 모듈은 도 55에서와 같은 3개의 서브 모듈을 가진다.

- KS0119 스크린 리프레쉬 모듈

- KS0122 비디오 데이터 캡쳐 모듈

- KS0119 및 KS0122 칩 배치 레지스터를 억세스하는 3-와이어 시리얼 호스트 인터페이스 모듈

9.3  DMA 채널 지정

DMA CH0 KS0119 코덱

DMA CH1 예약

DMA CH2 KS0122 코덱

DMA CH3 예약

DMA CH4 AD1843 오디오 코덱

DMA CH5 AD1843 오디오 코덱

DMA CH6 AD1843 오디오 코덱

DMA CH7 AD1843 오디오 코덱

DMA CH8 예약

DMA CH9 예약

9.4  3-와이어 호스트 인터페이스 모듈

이 모듈은 칩 내부의 모든 레지스터가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 억세스되는 KS0119와 KS0122 칩에 대하
여 인터페이스한다.  3 와이어 시리얼 인터페이스 모듈은 이 칩들에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을 지원하며, 
KS0119와 KS0122 인터페이스 로직을 위한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도 3을 참조할 것.

9.5  EPROM 인터페이스

KS0119 IO 핀들은 시스템이 리셋된 후 바로 프로그램 데이터를 로드하는데 사용되며 MSP-1EX 부트 초기화
의 일부인 외부 EPROM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사용된다.  좀 더 상세한 것은 핀 지정을 참조할 것.

EPROM은 C0 000H에서 DF FFFH까지의 어드레스로 매핑된 메모리이다.

9.6  KS0119 레지스터 설명

KS019는 04B0 0000과 동일한 기본 어드레스 CODEC_REQO를 가지며, 이는 04DBF FFFF까지 확장된다.

9.6.1  KS0119 레지스터 어드레스 맵

KS0119 레지스터 어드레스 맵

9.6.2  프레임 사이즈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도 57에 도시된 바와 같이, CODEC 칩으로 전송되는 프레임 사이즈를 제어하며, 최소 프레
임 길이는 3바이트이다.

9.6.3  칩 ID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CODEC 칩 ID 값을 저장하는데, KS0119 기입에 대해서는 03H, KS0119 독출을 위해서는 83H
를 저장한다.

9.6.4  제어/데이타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다음번  전송되는  바이트가  레지스터  인덱스  또는  데이터  바이타라는  사실을  CODEC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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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0119에 전해준다.  KS0119에 대하여, 08H는 다음번 바이트가 인덱스임을, 09H는 다음번 바이트가 데이
터임을 나타낸다.

9.6.5  인덱스/데이타 0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이전 바이트로 전송된 값에 따라서, CODEC 칩 배치 레지스터에 대한 인덱스 값 또는 데이
타 0 바이트를 저장한다.  프로그래밍 참조부의 통신 프로토콜 참조할 것.

9.6.6  데이터 1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CODEC 레지스터 Index+1에 기입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9.6.7  데이터 2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CODEC 레지스터 Index+2에 기입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9.6.8  데이터 3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CODEC 레지스터 Index+3에 기입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9.6.9  KS0119 로직 제어 레지스터

KS0119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비트 지정은 도 58에 도시된 바와 같다.

9.6.10  HS 및 VS 극성

이 레지스터는 수평 동기와 수직 동기신호의 극성을 정의한다.  0 값은 액티브 로우로 정의되는 반면, 1 
값은 액티브 하이로 정의된다.  비트 지정은 다음과 같다.

Bit 0 : VS 극성

Bit 1 : HS 극성

9.6.11  HS 오프셋

액티브 신호는 이 오프셋 값 이후 발생되며, 이 오프셋 값은 00H로 정의된다.

9.6.12  VS 오프셋

액티브 신호는 이 오프셋 값 이후 발생되며, 이 오프셋 값은 00H로 정의된다.

9.6.13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도 59에 도시된 바와 같다.

9.6.14  독출 데이터 시리얼 인터페이스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독출 플래그가 비지(busy) 상태에서 준비(reasdy) 상태로 천이를 나타낸 다음, 시리얼 포
트로부터의 유효 데이터를 저장한다.

9.6.15  독출 PROM 데이터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PROM 플래그가 준비 상태인 경우 유효 데이터를 저장한다.

9.6.16  프로그래밍 레퍼런스

9.6.16.1  배치 및 초기화

비디오 디스플레이 하드웨어는 두 가지 모드 즉, VGA 오버레이 모드와 VGA 에뮬레이션 모드로 동작하도록 
제어된다.

이 모드 동작은 로직 제어 레지스터에 있는 비트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제어된다.

MSSEL : VGA 오버레이 모드인 경우 0,

VGA 에뮬레이션 모드인 경우 1.

VGA 오버레이 모드에서는 PC 시스템상에 VGA 카드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 모니터 케이블은 MSP 카드에 연결된다.

- 지원되는 VGA 해상도는 800 * 600 까지이다.

디스플레이 버퍼는 VGA 세팅에서와 같은 사이즈일 것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VGA  프레임  버퍼에서  칼라  키  사각  영역이  채워지는  비디오  윈도우를  설정하기 
위하여, 비디오 데이터는 MSP SDRAM에서 VGA 프레임 버퍼에 있는 사각영역과 동일한 사이즈와 위치의 사
각 영역에 기입되어져야 한다.  도 60 참조할 것.

KS0119 칩은 칼라 키를 인식하고, VGA 입력 포트를 비디오 입력 포트로 절환한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DMA 채널 0 시작 어드레스를 SDRAM 비디오 출력 버퍼의 상위 왼쪽에 설정하고, DMA 레코드 길이는 VGA 카
드에 설정된 해상도와 비디오 데이터에서 사용된 화소당 비트(4:2:2=화소당 16비트)에 따라 설정된다.

9.6.16.2  KS0119에 대한 시리얼 프로토콜 3-와이어 인터페이스

KS0119 칩에 있는 배치 레지스터를 설정할 경우,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 주변 칩으로 전송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개의 프레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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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프레임은 배치 레지스터의 인덱스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두 번째 프레임은 데이터(레지스터의 내용)의 독출 또는 기입을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프레임 사이즈 레지스터를 적절한 길이로 설정하고, 시리얼 억세스 비트를 1로 설정한
다.  그러면, 프레임 사이즈 레지스터를 변경하기 전에 프레임에 필요한 모든 바이트를 소프트웨어에 의
해 로드하고, CODEC 인터페이스 로직은 프레임의 시리얼화가 개시되기 전에 모든 바이트가 로드될 때까지 
기다린다.

첫 번째 전송되는 프레임은 인덱스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프레임 사이즈는 3이다.  도 61을 참조할 
것.

두 번째 프레임은 레지스터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프레임 사이즈는 3이다.

각 데이터 바이트 이후, 칩은 인덱스를 1씩 자동으로 증가시키고, 이는 복수 바이트의 데이터를 4개 데이
터 바이트까지 지원하는 CODEC 인터페이스 로직으로 전송함으로써 연속적인 레지스터들을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독출 또는 기입 동작이 수행된 경우, 소프트웨어에 의해 독출 동작시 유효 데이터를 위한 스테이터스 레
지스터의 독출 및 기이 플래그를 체크하거나, 다음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기입 플래그=준비(ready) 인
지를 체크한다.

다음 예는 KS0119 데이터 쉬트를 설정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두 개의 레지스터가 연속적인 인덱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 두 바이트는 단일 프레임으로 로드될 수 있다.  
우선,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 83H 값(프레임 사이즈=3, 시리얼 억세스 비트 설정)을 가지는 로드 프레임 사이즈 레지스터
(Address=04B0_0000H)

-03H 값을 가지는 로드 ID 레지스터 (Address=04B0_0001H)

- 로드 데이터/제어 바이트 : KS0119로 다음번 바이트가 인덱스임을 알려주는 08H 값
(Address=04B0_0002H)

- 6AH 값을 가지는 로드 인덱스 레지스터(Address=04B0_0003H)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프레임 사이즈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출하여 프레임 전송을 개시하
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있는 기입 플래그는 비지(busy) 상태로 설정된다.  다음번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에 의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있는 플래그를 체크한다.  플래그가 준비상태에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의해 다음번 프레임을 위한 값을 로드할 수 있다.

9.7  KS0122 레지스터 설명

KS0122는 04C0 2000에 해당하는 기본 어드레스를 가지며, 이는 0420 2FFF까지 확장된다.

9.7.1  KS0122 레지스터 어드레스 맵

9.7.2  프레임 사이즈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도 62에 정의한 바와 같이, CODEC 칩으로 전송되는 프레임 사이즈를 제어하며, 최소 프레
임 길이는 3바이트이다.

9.7.3  칩 ID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CODEC 칩 ID 값을 저장하는데, KS0122 기입에 대해서는 04H, KS0122 독출을 위해서는 84H
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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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제어/데이타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다음번  전송되는  바이트가  레지스터  인덱스  또는  데이터  바이타라는  사실을  CODEC  칩 
KS0122로 전해준다.  KS0122에 대하여, 00H는 다음번 바이트가 인덱스임을, 01H는 다음번 바이트가 데이
터임을 나타낸다. 

9.7.5  인덱스/데이타 0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이전 바이트로 전송된 값에 따라서, CODEC 칩 배치 레지스터에 대한 인덱스 값 또는 데이
타 0 바이트를 저장한다.  프로그래밍 참조부의 통신프로토콜 참조할 것. 

9.7.6  데이터 1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CODEC 레지스터 Index+1에 기입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9.7.7  데이터 2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CODEC 레지스터 Index+2에 기입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9.7.8  데이터 3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CODEC 레지스터 Index+3에 기입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9.7.9  KS0122 로직 제어 레지스터 

KS0122 제어 레지스터에 대한 비트 지정은 다음과 같다. 

bits 〈1:0〉

00 4:2:2 포맷 

01 4:1:1 포맷 

10 CCIR656 포맷 

9.7.10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bits 〈1〉 : 필드 스테이터스 

0 : 우수 필드 

1 : 기수 필드 

bits 〈0〉 : VS 스테이터스 

0 : 1에서 0까지의 VS 

1 : 0에서 1까지의 VS 

9.7.11  독출 데이터 시리얼 인터페이스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는 독출 플래그가 비지(busy) 상태에서 준비(reasdy) 상태로 천이를 나타낸 다음, 시리얼 포
트로 부터의 유효 데이터를 저장한다. 

9.7.12  KS0122에 대한 시리얼 프로토콜 3-와이어 인터페이스 

KS0122 칩에 대한 배치 레지스터를 설정할 경우,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 주변 칩으로 전송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개의 프레임이 필요하다. 

- 첫 번째 프레임은 배치 레지스터의 인덱스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 두 번째 프레임은 데이터(레지스터의 내용)의 독출 또는 기입을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프레임 사이즈 레지스터를 적절한 길이로 설정하고, 시리얼 억세스 비트를 1로 설정한
다.  그러면, 프레임 사이즈 레지스터를 변경하기 전에 프레임에 필요한 모든 바이트를 소프트웨어에 의
해 로드하고,  CODEC 인터페이스 로직은 프레임의 시리얼화가 개시되기 전에 모든 바이트가 로드될 때까
지 기다린다. 

첫 번째 전송되는 프레임은 인덱스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프레임 사이즈는 3이다.  도 63을 참조할 
것. 

두 번째 프레임은 레지스터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프레임 사이즈는 3이다. 

각 데이터 바이트 이후, 칩은 인덱스를 1씩 자동으로 증가시키고, 이는 복수 바이트의 데이터를 4개 데이
터 바이트까지 지원하는 CODEC 인터페이스 로직으로 전송함으로써 연속적인 레지스터들을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독출 또는 기입 동작이 수행된 경우, 소프트웨어에 의해 독출 동작시 유효 데이터를 위한 스테이터스 레
지스터의 독출 및 기입 플래그를 체크하거나, 다음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기입 플래그=준비(ready) 인
지를 체크한다. 

다음 예는 KS0122 데이터 쉬트를 설정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크로마 키 바이트 0와 바이트 1에 대한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 레지스터를 위한 인덱스는 바이트 0에 
대해 6AH, 바이트 1에 대해 6BH이다.  KS0122 데이터 쉬트 참조할 것. 

105-52

1019970034995



두 개의 레지스터가 연속적인 인덱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 두 바이트는 단일 프레임으로 로드될 수 있다.  
우선,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 83H 값(프레임 사이즈=3, 시리얼 억세스 비트 설정)을 가지는 로드 프레임 사이즈 레지스터(Address = 
04B0_0000H) 

- 03H 값을 가지는 로드 ID 레지스터(Address=04B0_0001H) 

- 로드 데이터/제어 바이트 : KS0122로 다음번 바이트가 인덱스임을 알려주는 08H 값
(Address=04B0_0002H) 

- 6AH 값을 가는 로드 인덱스 레지스터 (Address=04B0_0003H)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프레임 사이즈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출하여 프레임 전송을 개시하
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있는 기입 플래그는 비지(busy) 상태로 설정된다.  다음번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에 의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있는 플래그를 체크한다.  플래그가 준비상태에 있으면, 
소프트웨어에 의해 다음번 프레임을 위한 값을 로드할 수 있다. 

제 10 장비트스트림 처리기 

10.1 

이 장은 비디오 데이터 압축 및 신장 응용을 위한 주요 MSP 처리 엔진 중의 하나인 비트스트림 처리기
(BP)를 설계하기 위한 기능적인 요구조건을 설명한다. 

10.2  약어 

A/V 오디오 및 비디오 

BP 비트스트림 처리기(MSP 블록) 

CCU 캐쉬 제어 유니트(MSP 블록) 

CIF 29.97Hz에서 352 * 288의 휘도 샘플 해상도를 갖는 공통 중간 포맷 

DCT 이산 여현 변환 

DMA 직접 메모리 엑세스 

DSM 디지탈 저장 미디아 

FBUS 빠른 버스(MSP 내부 데이타 버스) 

GOB 블록 그룹 

GSTN 일반 스위치 텔레폰 네트워크(이미 공지된 PSTN)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I/F 인터페이스 

IOBUS 입출력 버스(MSP 내부 주변 버스) 

ITU-T-601 29.97Hz에서 720x480과 25Hz에서 720x576 각각의 샘플 해상도를 가지는 칼라 텔레비젼 신호의 
디지탈  코딩용  테이블준(이전에는  CCIR  601  이라  함.)도  그러나,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720X480  또는 
704X480이 될 수 있다. 

LSB 최소 비트 

LUT 룩-업 테이블 

MPEG 움직임 영상 익스퍼트 그룹 

MSB 최대 시그니피선트 비트 

MSP 삼성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기 

QCIF 29.97Hz에서(176x144의 휘도 해상도를 갖는 Quarter_CIF 

RLC 런_길이 레벨 코드 

SDRAM 동기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 

SIFNTSC 용 29.97Hz에서 352x240 및 PAL 용 25Hz에서 352x288의 휘도해상도를 갖는 MPEG-1 비디오 테이블
준용 정보 입력 및 포멧 

TSD 정의될 것임 

VLC 가변길이 코드 

VP 벡터 프로세서(MSP블록) 

10.3  주요 특징 

MPEG-1, MPEG-2, H.261 및 H.263의 엔코딩 및 디코딩 응용과 슬라이스(또는 GOB)층을 이루고 해석하는 신
텍스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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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RLC처리를 수행 

* MPEG-1, MPEG-2, H.261 및 H.263 비디오 표준에 있는 모든 호프만 테이블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호프
만 코드 처리를 수행. 

* 2개의 순방향/역방향 지그-재그 스캔 변환 법칙을 지원 

* 731.4Mbits/sec(32-bit @ 40MHz)의 최대전송 레이트로 인터페이스 하는 IOBUS 

* 최대 동작 클럭 주파수는 40MHz 

* 호프만 코텍 룩-업 테이블을 위한 9.2Kbit ROM을 포함 

* 320 byte내부 SRAM을 포함 

* 선점 및 협력문맥 스위칭 모드를 지원 

* 제어 경로를 위한 목적게이트 계산은 6Kgates 더하기 RAM 및 ROM  

10.4  개요 

비트 스트림 처리기(BP)는 4개의 MSP 내부 주변 장치중 하나이다.  이것은 비디오 압축 및 복원 상태의 
여러 비트 스트림을 지원하기 위해 하드웨어 조직 블록이다. 

이런 장치는 특히, MSP 내부의 VP 및 ARM7이 이러한 비트 조작에 맞게 충분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_레젤 처리를 위해서 설계되었다. 

이러한 BP는 731.4Mbits/sec의 최대 전송 속도를 갖는 IOBUS라고 불리는 32비트 버스를 통해서 데이타를 
송수신한다. 

그리고 BP는 독립적인 처리장치로서 동작하고, ARM7 또는 VP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된다. 

더욱 특히, BP는 슬라이드 또는 GOB 및 그 이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엔코딩 및 디코딩하고, 그
리고  CCU로부터/로  데이타를  송수신한다.   상기  BP는  또한,  순방향  및  역방향  지그_재그  변환을 
수행하고, 차분 DC계수를 엔코딩 및 디코딩한다. 

더욱이, 이러한 BP는 디코딩에서 차분 움직임 벡터를 사용하여 움직임 벡터를 복원하고, 2개의 특수한 모
든 즉, MPEG-2 엔코딩에서 듀얼_프라임 모드와 H.263 엔코딩 및 디코딩에서 예측모드를 제외하고 엔코딩
에서는 반대동작을 수행한다. 

만약, BP가 단순한 모드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면, BP는 일단 슬라이드 또는 GOB를 처리하면서 시작하고, 
BP는 슬라이스 또는 GOB 처리가 완료된 후에 인터럽트 된다.  이러한 동작은 전이중 모드가 슬라이스 또
는 GOB를 인터리브에 의해 엔코딩 및 디코딩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ARM7이 BP를 다른 작업으로 순간적으로 스위칭 시키길 원한다면, BP는 현재의 슬라이스 또는 GOB가 
완료되기 전에 BP과정을 완료하는 선점 컨텍트 스위칭 모드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도 3은 BP의 블럭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BP는 다섯개의 블럭 IOBUS인터페이스 장치, VLC FIFO 장치, VLC LUT ROM, 제어
상태머신 및 BP코어장치를 포함한다.  입출력 데이타는 16x32비트 램을 포함하는 IOBUS 인터페이스 장치
에 의해 동작된다.  이것은 모든 데이타 이동 및 인터럽 요구를 지원한다.  VLC FIFO 장치는 데이터 디코
딩 동작을 위해 다음 데이타 워드를 준비하고, 그리고 데이타 엔코딩 동작을 위해 출력 데이타 패킹을 수
행한다. 

VLC 룩업 테이블 롬은 모든 호프만 코드 처리를 위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768x12bit 크기를 가
진다.  제어상태 머신을 설계시 모든 엔코딩 및 디코딩을 제어한다.  BP 코어장치는 가산기, 비교기, 배
럴시프터, 레지스터 파일 및 128x16비트 RAM을 포함하는 작은 프로세서이다.  비트조작은 상기 코어에 유
용하다. 

10.5  신호 정의 

BP 외부 인터페이스에 요구되는 신호는 테이블 23에 나타나 있다. 

문자 ＂1＂의 끝에 있는 신호는 엑티브_로우를 나타낸다. 

테이블1의 ＂방향＂ 컬럼에서, ＂B＂, ＂I＂ 및 ＂O＂는 양방향 신호로서 입력신호 및 출력신호를 각각 
의미한다. 

(테이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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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신호 정의 

10.6  엔코딩/디코딩용 데이타 흐름도 

여기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비디오 엔코딩 및 디코딩 응용의 데이타 흐름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오디오 
데이타 흐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10.6.1  엔코딩 경우 

단계E1 : 로(RAW/ A/V 데이타 입력) 

보통 입력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가 샘플링 되고, 외부 코덱에 위해 디지탈화 되고 그리고 사용자 ASIC에 
공급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PC환경에서, 어떤 VGA 제어 보드는 또한 프레임(grabber)와 사운드 캡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로(RAW)A/V 데이타는 사용자 ASIC 또는 PCI 버스 인터페이스 중 어느 하나로 부터 
전달된다.  커스텀 ASIC 또는 PCI 버스는 32BYTES의 적은 버퍼를 포함한다.  이 버퍼에 있는 데이타는 
DMA조작을 이용한 FBUS를 통해서 외부 SDRAM에 전달된다.   이러한 데이타의 이동은 전원이 리셋된 후 
ARM7에 의해 초기화 된다. 

단계E2 : VP에 의한 프리 필터링 

먼저, VP는 VP데이타 개시(일반적으로 스크라치 패드 영역)의 SDRAM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타를 페치한다.  
그리고, VP는 이러한 화소를 일시적으로 필터링하고 공간을 스케일링한다.  프리 필터링을 한 후, 영상의 
해상도는 정상적으로 ITU_T_601사이즈에서 CIF로 또는 QCIF사이즈로 변환된다.  이 VP는 외부 SDRAM에 대
한 프리 필터된 결과를 기록한다. 

단계E3 : VP에 의한 데이타 압축 

VP는 이에 대응되는 표준에 제시된 법칙에 따라 압축이 수행되도록 다시 VP 데이타 캐쉬 안으로 SDRAM의 
프리 필터된 데이타를 페치한다.  정상적으로, VP는 순방향 DCT/순방향 적응 양자화, 움직임예측, 매크로
블록 타입 결정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한  후,  VP는  다시  VP데이타  캐시안으로  적당한  헤드정보를  갖는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 VP데이타 캐시 영역은 BP입력버퍼로서 이용된다.  버퍼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플
래그 신호가 이용된다. 

단계E4 : ARM7에 의한 BP 초기화 

실제적으로 BP가 동작되기 전에, ARM7은 BP의 초기 레지스터를 초기화 해야 한다. 

이러한 초기화는 파워온 리셋신호가 인가된 후 128 사이클 동안에는 수행되지 않는다.  특히, ARM7은 입
출력 버퍼 어드레스 및 BP명령 레지스터를 초기화 시켜야 되고, 슬라이스 또는 GOB 내에서 부호화된 매크
로 블록의 수를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레지스터를 초기화 한 후, ARM7은 BP과정을 수행하도록 BP인에이블 플레그를 세트해야 된다. 

단계E5 : BP에 의한 비트스트림 과정 

만약 입력 2개의 버퍼중 어느 1개가 풀(full)인 경우,  BP는 IOE JS를 통해서 데이타의 읽기를 시작한다.  
즉 BP는 버퍼가 풀인 경우에만 데이타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BP는 지그_재그 포맷에서 8x8블록 데이
타를 변환시킨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직접적으로 RLC 및 호프만 부호화 된다. 

이러한 호프만 부호화된 결과는 ARM7데이타 캐쉬 또는 SDRAM 중의 어느 하나로 전송될 수 있다.  BP는 상
기 버퍼가 오버플로우 되지 않도록 비워있는 경우에만 출력 버퍼에 라이트 해야 한다.  이 과정의 마지막 
예를 들면, 처리된 매크로블록의 수가 ARM7에 의해 지정된 매크로블록의 수와 같은 경우, BP는 마지막 데
이타의 바이트 및 위치에서 ARM7과 인터럽트 하게 되고 현재 슬라이스 또는 GOB 과정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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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E6 : ARM7에 의해 비트스트림 형성과 A/V 멀티플렉싱 

ARM7은 호프만 부호화된 데이터 및 신텍스 변수를 결합하여 마지막 비트 스트림을 만들고, 그 과정을 반
복한다. 

그리고 ARM7은 또한 슬라이스 또는 GOB 멀티플렉스 오디오 및 비디오 비트 스트림의 상부층과 조작할 수 
있다.  이 결과는 ARM7에 의해 SDRAM에 쓰여진다. 

단계E7 : VP에 의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비디오 회의용 선택) 

비디오 전화 또는 비디오 화상회의 응용을 위해서 상기 단계6까지는 VP가 H.324 GSTN 비디오 전화용 V.34 
모뎀 또는 H.320 ISDN 비디오 회의단말용 1400 계열 인터페이스와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기능을 
수행하였다. 

단계E8 : 마지막 비트 스트림 출력 

SDRAM에 저장된 마지막 비트스트림은 커스팀 ASIC 또는 PCI 버스중 어느 하나에 전송된다.  정상적으로 
사용자 ASIC 블록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사용되고, 그리고 PCI 버스 인터페이스는 기록장치(예를들면, 
HDD) 데이타 저장을 위해 이용된다. 

이 데이타가 이동시에는 ARM7에 의해 초기화된 DMA 데이타 전송을 이용한다. 

10.6.2  디코딩 경우 

단계 D1 : 비트스트림 페치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압축된 비트스트림은 CD-ROM 드라이버, HDD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중 어느 하나
로부터 공급된다. 

그러므로, 이 비트스트림은 커스텀 ASIC 또는 PCI 버스중 어느 하나가 된다.  커스텀 ASIC 또는 PCI 버스
의 32byte 버퍼에 저장된 데이타는 DMA를 이용한 SDRAM에 전송된다. 

단계 D2 : VP에 의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비디오 회의용 선택) 

비디오 회의에서, 데이타는 먼저, VP에 의해 V.34 또는 1400계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루틴이 수행된다.  
VP는 SDRAM에 대한 결과를 라이트한다. 

단계 D3 : ARM7에 의해 A/V 디멀티플렉싱 및 헤더 분석 

ARM7은 SDRAM 내에서 있는 데이타를 ARM7 데이타 캐시로 이동시키고, A/V 비트스트림 디멀티플렉싱을 수
행한다.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위해, ARM7은 또한, 모든 시작코드를 검색하고 그리고 슬라이스 GOB가 검
출될 때까지 헤더를 분석한다.  ARM7은 복호화된 비트스트림 신텍스 변수를 ARM7에 의해 SDRAM의 특별영
역에 저장시킨다.  디멀티플렉싱된 오디오 및 비디오 비트스트림은 SDRAM에 있는 레이트 버퍼 각각에 전
송된다.  각 동작을 위해 레이트 버퍼의 사이즈를 다르게 해도 된다.  예를들면, 비디오 속도 버퍼 사이
즈를 위해 MPEG-1은 370Kbits로 MPEG-2 SMS 1.835Mbits로 권고한다. 

단계 D4 : ARM7에 의한 BP 초기화 

이 단계의 수행은 단지, 부호화된 매크로 블록의 수에 대해 레지스터를 초기화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서브섹션에 있는 단계 E4와 같다.  다시 말해, 초기화는 파워온 리셋 신호가 인가된 
후 128 사이클 동안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단계 D5 : BP에 의한 비트스트림 과정 

특별한 슬라이스 또는 GOB를 위해 BP를 초기화 시킨 후, 복원된 데이타는 2개의 버퍼에 전송한다. 

BP는 풀 플러그의 상태를 검사하는 IOBUS를 통해서 데이타를 읽는다.  BP는 만약, 입력 데이타가 헤드워
드를 포함하고 있다.  신텍스 변수를 분석한다. 

만약 BP가 계속되는 다음 비트를 호프만 코드로 인식하면, 각 호프만 코드용 최상 4사이클 이내에 호프만 
디코딩을 수행한다.  만약, 호프만 디코드가 DCT AC 계수이면, 호프만 디코드된 결과는 64 화소 성분을 
나타내는 디코드된 RLC가 된다. 

재현 화소는 이와 반대로, 지그_재그로 변환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VP가 순방향 양자화를 수행하도록 2
개의 출력버퍼에 전송된다.  BP는 슬라이스 또는 GOB가 아닌 초기코드를 검출한 후 이러한 과정을 계속 
수행한다.  만약, 이것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BP는 마지막에 사용된 데이타에 대해 바이트 및 비트 위치
정보를 갖는 ARM7을 인터럽트 시킨다.  그러면, ARM7은 다음 슬라이스 또는 GOB시작 코드를 검색하고 이
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단계 D6 : VP의 데이타 복원 

단계 D5의 결과를 사용하여, VP는 역양자화, 역 DCT 및 움직임 버퍼를 이용한 영상재현을 수행한다.  부
호화 과정을 완료한 후, VP는 SDRAM 안에 그 결과를 저장한다. 

단계 D7 : VP의 이후 과정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타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로 전송되기 전에, 화소는 VP가 바람직한 출력 해상도 
및 이미지를 얻도록 위의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SDRAM에 저장될 것이다. 

단계 D8 : (RAW)A/V 데이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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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SDRAM 내부의 재현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타는 DMA를 이용해 출력된다.  다시, 이러한 데이타
의 이동은 ARM7에 의해 초기화 된다.  현재의 비디오 오버레이 기술은 PCI버스가 비디오 소스에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타는 커스텀 ASIC 또는 PCI 버스중 어느 하나에 전송될 것이다. 

10.7  프로그래밍 모델 

10.7.1  BP베이스 장치 어드레스 

BP는 다음의 32비트 기본 장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 

〈MSP_BASE〉〈BP_BASE〉〈Address_Offset〉

여기서,  〈MSP_BASE〉는  MSP  베이스  PCI  장치  어드레스에 의해  규정된  5비트이고,  〈BP_BASE〉는  7'b 
1111100과 같은 7비트이며, 〈Address_Offset〉은 BP내부 레지스터에 할당된 20비트이다. 

그러므로,  전체 MSP  I/O  장치 어드레스 맵에서 BP에 할당된 어드레스 범위는 27'h  7C0_0000에서 27'h 
7CF_FFFF이다. 

10.7.2  내부레지스터 사양 

내부레지스터 세트는 테이블 24에 나타나 있으며, 테이블 2에 나타난 모든 레지스터는 ARM7 또는 VP에 의
해 쓰여지거나 읽혀질 수 있다. 

(테이블 24) 

BP 내부 레지스터 

* BP-MODE[31:0](리드온리,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비디오 표준 타입과 다양한 화상레벨 정보를 
정의하고, 상세한 것은 서브섹션 10.8.1에서 볼 수 있다. 

* BP_CONTROL[31:0](리드/라이트, 디폴트 값은 32 'h 0000_0000)-이 레지스터는 BP 동작을 위해 다양한 
제어 변수를 포함한다.  ARM7 또는 VP는 이 레지스터에 있는 각 플레그를 세트할 것이고, 어떤 플레그는 
BP에 의해 리셋된다.  비트사양은 서브섹션 10.8.2에서 볼 수 있다. 

* IBUF0_START[31:0](리드/라이트,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BP입력 양방향 버퍼의 입력 버퍼 0이 
되도록 초기 어드레스를 ARM7에 의해 정의하여 초기화 한다.  IBUF0_START용 초기화값은 항상 IBUFO_END 
보다 작으며, IBUFO_START[3:0] 4'b0000과 같다. 

* IBUF0_END[31:0](리드온리,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BP 입력 양방향 버퍼의 입력버퍼 0으로 마지
막 어드레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은 섹션 10.11에 기술되어 있다. 

* IBUF1_START[31:0](리드/라이트,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BP입력 더블버퍼의 입력버퍼가 1이 되
도록 ARM7의 시작어드레스를 초기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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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UF1_START의 초기화 값은 항상 IBUF1_END  보다 작으며, IBUF1_START[3:0]은 4'b0000과 같게 된다.  
이런 내용은 섹션 10.11에 기술되어 있다. 

IBUF1_END[31:0](리드온리,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BP입력더블버퍼의 입력버퍼가 1이 되도록 마지
막 어드레스를 정의한다.  이런 내용은 섹션 10.11에 기술되어 있다. 

* OBUF0_START[31:0](리드/라이트,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BP 출력 더블버퍼의 출력버퍼가 0이 되
도록 ARM7의 시작 어드레스를 초기화 시킨다. 

OBUF0_START의 초기화 값은 OBUFO_END 보다 항상 작으며 OBUFO_START[3:0]은 4'b0000과 같다.  이런 내용
은 섹션 10.11에 기술되어 있다. 

* OBUF0_END[31:0](리드온리,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 BP출력더블버퍼의 출력버퍼가 0이 되도록 마지
막 어드레스를 정의한다.  이런 내용은 섹션 10.11에 기술되어 있다. 

* OBUF1_START[31:0](리드/라이트,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ARM7에 의해 BP출력더블버퍼의 출력버
퍼 1이 되도록 ARM7의 시작어드레스를 초기화한다. 

OBUF1_START의 초기화 값은 OBUF1_END 보다 항상 작고, OBUF1_START[3:0]은 4'b0000과 같다.  이런 내용
은 섹션 10.11에 기술되어 있다. 

* OBUF1_END[31:0](리드온리,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BP출력더블 버퍼의 출력버퍼 1이 되도록 마
지막 어드레스를 정의한다.  이런 내용은 섹션 10.11에 기술되어 있다. 

*SAVE_ADR[31:0](리드온리,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선점 컨텍트 스위칭모드가 요구될 경우, BP내
부 컨텍트를 저정하도록 SDRAM의 초기 어드레스로 정의한다.  관련자료는 서브섹션 10.12.1을 참조바람. 

* VALID_BYTE_ADR[31:0](리드/라이트,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디코딩에서 입력더블버퍼 또는 엔코
딩에서 출력더블버퍼의 마지막 유효 데이타 바이트 위치를 나타낸다.  이 레지스터의 목적은 ARM7 및 BP 
사이에서 핸드 세이킹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효바이트 데이타의 유효비트 위치를 위해 추가
적인 정보가 또한, 요구되는데, 이런 것은 BP_CONTROL[31:0] 레지스터내에 포함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섹션 10.13에 있음. 

* BP_STATUS[31:0](리드/라이트, 디폴트값은 32 'h0000_0000)- 이 레지스터는 BP의 다양한 내부의 상태를 
나타낸다.  최하 2바이트(예를들면, BP_STATUS[15:0])의 모든 비트 위치는 ARM7_IRQ를 1로 세트할 수 있
는 인터럽트 조건이다.   이  레지스터는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다.   ARM7  또는 VP는  어드레스 
27'h7CO_0050을 사용하는 풀 32-비트 레지스터를 리드 또는 라이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ARM7 및 VP는 비트 단위로 BP_STATUS 레지스터의 내용을 라이트(또는 리세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P
는 또한, BP_STATUS의 각 비트당 27'h7CO_0030에서 27'h7CO_004F 범위의 어드레스를 할당함으로써 특징적
인 내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비트 내용은 서브섹션 10.8.3에 기술되어 있다. 

*BP_INT_MASK[15:0](리드온리, 디폴트값은 16hFFFF)이 레지스터의 각 비트는 상기 BP_STATUS[15:0]에 의
한 인터럽트 조건에 대응되고, BP_STATUS[15:0] 내부에서 코딩되기 전의 조건을 갖는 논리적인(and-ed)이
다. 만약 하나의 마스크 비트가 0으로 세트되면, 대응 인터럽트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0(예를들면, 디스에
이블 됨)으로 세트한다. 이러한 인터럽트에 대한 한세한 내용은 섹션 10.9에 기술되어 있다. 

*V_MB_SIZE[7:0](리드온리,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부호화 또는 복호화되는 화상의 수직사이즈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  값은  매크로블록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만약  수직사이즈가  288펠이면, 
V_MB_SIZE[7:0]=288/16=8이  된다.  ARM7은  BP  엔코딩  및  디코딩  동작을  매번  시작  되기전에  설정해야 
한다. 

*H_MB_SIZE[7:0](리드온리, 디폴트값 없음)-이 레지스터는 부호화 또는 복호화되는 화상의 수평사이즈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  값은  매크로블록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만약  수직사이즈가  352펠이면, 
H_MB_SIZE[7:0]=352/16=2된다. ARM7은 BP 엔코딩 및 디코딩 동작을 매번 시작 되기전에 설정해야 한다. 

*ARM7_IRQ[0](라이트온리, 디폴트값은 ＂0＂)-이 레지스터는 ARM7에 인터럽트를 요구하기 위한 1비트 플
레그이고, ARM7_IRQ 출력포트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플레그는 만약 BP_STATUS[15:0]의 임의 비트가 
＂1＂로 세트되면, 세트된다. 그리고 ARM7은 이 플레그를 리세트 시킨다. 

10.8 BP I/0 데이타워드 포맷 

이 섹션에서는 BP 입출력용 명령어 데이타 및 매크로블록 데이타 워드포멧을 포함한다. 

10.8.1 BP_MODE 레지스터 포멧 

27'h7C0_0000  어드레스의 32비트 BP_MODE  레지스터는 테이블 25에 주어진 다음의 포멧을 가지고 있다. 
즉, BP_MODE[31]=PARAM_SET2[7]과 BP_MODE[0]=SF[0]을 나타낸다. 

[테이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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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_MODE 레지스터 포멧 

*standard_format[SF]_사용되는 비디오 표준은 테이블 26에 정의되어 있다. 상기 SF는 항상 BP가 모든 비
디오 엔코딩 및 디코딩 응용에 인에이블 되기전에 ARM7에 의해 정의 되어야 한다. 

[테이블 26] 

SF의 정의 

*picture_type(PT)-영상 코딩 타입은 테이블 27에 정의되어 있다. 

PT용 값 00은 MPEG-1, MPEG-2 및 H 263 응용을 위한 특수한 경우이다. 특히, D_영상은 비록 MPEG-2에 사
용되지 않더라도 MPEG-2용 영상타입으로 할당된다. 왜냐하면 MPEG-1  비트스트림이 MPEG-2  비트스트림의 
서브세트이기 때문이다. 

[테이블 27] 

PT의 정의 

*picture_structure(PS)-영상구조 정보는 테이블 28에 정의되어 있다. 다시, PS용 값 00은 비논리적이어
서 에러를 가져온다. 

[테이블 28] 

PS의 정의 

*parameter_set 0,1 및 2(PARAM_SET 0, PARAM_SET 1, PARAM_SET 2)-이러한 3바이트는 MPEG-1, MPEG-2 및 
H.263에 사용되는 다양한 변수로 정의된다. 각 변수 세트용 정의는 테이블 29 및 30에 기술되어 있다. 

[테이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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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_SET0의 정의 

*intra_dc_precision(IDP)-MPEG-2에 정의된 2비트 인트라 dc Precision변수는 MPEG-1 응용에서 00으로 세
트되어야 한다. 

*top_field_first(TFF)-움직임 벡터 엔코딩 및 디코딩에 사용되는 MPEG-2용 플레그이다. 

*frame_pred_frame_dct(FPFD)-MPEG-2용 플레그는 프레임_DCT  및 플레임 예측이 사용되는 것을 나타낸다. 

*cancealment _ motion _ vectors(CMV) 또는 advamced _ prediction _ mode(AP)-MPEG-2에서, 이 플레그는 
움직임 벡터가 영상간 매크로블록에 사용되는 것을 나타낸다. H.263에서, 이 플레그는 만약, 어드밴드이
드 예측모드가 ON이면, 1로 세트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세트된다. 다른 표준을 위해서 이 플
레그는 0으로 세트되어야 한다. 

*intra_vlc_format(IVF)-MPEG-2용 플레그는 영상간 매크로블록을 위한 VLC 테이블 형태를 결정한다. 

*altermate-scan(AS)-MPEG-2용 플레그는 부호화 및 복호화되는 계수의 차수를 결정한다. 

*vertical_size_flag(VSF)  또는 continuous_presence_multipoint(CPM)-MPEG-1  및 MPEG-2에서, 이 플레그
의 영상의 수직크기가 2800 라인을 넘으면 1로 세트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세트되어야 한다. H.263에
서, 이 플레그는 연속적으로 현재 멀티포인트 모드가 사용되면 1로 세트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세트된
다. 

[테이블 30] 

PARAM_SET1 및 PARAM_SET2의 정의 

10.8.2 BP_CONTROL 레지스터 포멧 

BP_CONTROL[31:0] 레지스터(어드레스 27'h7C0_0004)를 위한 비트 사양은 테이블 31에 나타나 있다. 

[테이블 31] 

BP_CONTROL 레지스터 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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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_enable(BP-EN)-이 플레그가 ARM7 또는 VP에 의해 1로 세트될때, BP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모
든 다른 레지스터 구조는 이 플레그가 세트되기 전에 완료된다. 만약 BP가 과정을 마쳤다면, 이 플러그는 
BP에 의해 클리어된다. 

*software_reset(SOFT_RESET)-플레그가 ARM7 또는 VP에 의해 세트될 때, BP는 현재의 과정을 중단하여 디
폴트 상태에서 모든 초기 레지스터로 리턴하여, 아이들 상태가 된다. ARM7은 BP-EN 플레그를 세팅하여 BP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BP 하드웨어 리세트 신호는 엑티브로우이다. 

*pause(PAUSE)-플레그가 ARM7 또는 VP에 의해 1로 세트될때, BP는 현재의 과정동작을 중지한다. 사용자는 
BP_EN 플레그를 설정함으로서 중지 동작이 실행된다. 

*detect_start_code(DETECT_START_CODE)-플레그가 ARM7  또는 VP에 의해 1로 세트시, BP는 IBUFO에 있는 
데이타 가운데서 다음 시작코드를 찾는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IBUFO_START 및 IBUFO_END를 위한 바람직
한 어드레스를 세트해야한다. 이러한 명령어는, 만약 BP가 아이들 상태이면, 적절하게 동작할 것이다. 그
러므로, ARM7은 만약 BP가 아이들이 아닌 경우 이 명령을 외부로 보내기 전에 소프트웨어 리세트 명령은 
우선적으로 BP로 보내야 한다. 

*seep(STEP)-이 플레그가 ARM7 또는 VP에 의해 1로 세트되면, BP는 현재 동작과정의 한 상태를 수행한다. 
이것은 디버깅하는데 매우 필요한 특징이다. ARM7은 이 단계동작이 인에이블하도록 중지 명령을 우선적으
로 보내야 한다. 

*context_switching_mode(CTX_MODE)-플레그가 1로 CTX_SWITCH를 세팅하여 ARM7 또는 VP에 의해 1로 세트
시, BP는 선점 스위칭모드를 수행한다. 만약 이것은  CTX_SWITCH가 1로 세팅됨에 따라 0으로 세트되면, 
BP는 협력 컨텍트 스위칭 모드를 수행한다. 1로 CTX_SWITCH를 세팅하지 않고, CTX_MODE를 세팅하는 것은 
BP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컨텍트 스위칭의 상세한 내용은 섹션 10.2를 참조. 

*context_reload_request(CTX_RELOAD)-플레그가 ARM7 또는 VP에 의해 ＂1＂로 세트시, BP는 SDRAM에 이미 
저장된 컨텍트를 다시 로드한다. 그러면 BP는 어드레스 SAVE_ADR[31:0]로부터 저장된 컨텍트를 읽는다. 
컨텍트 스위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섹션 10.12를 참조. 

*error_handle_mode(ERR_HANDLE_MODE)-이 플레그는 전송된 압축비트 스트림에서 에라가 발생시 BP에 에러
복구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입력비트 스트림이 무효 데이타일 경우, BP는 ARM7을 인터럽트시키고 이 플레그의 내용을 체크한다. 이 
플레그가 ＂1＂로 세트시, BP는 자동적으로 다음 시작 코드를 찾는다. 만약, 시작코드가 슬라이스 또는 
GOB라면, BP는 이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이 플레그가 ＂0＂으로 세트시, BP는 다음 시작코드를 찾지않고 
아이들 상태로 동작한다. BP와 ARM7 사이의 핸드세이킹은 섹션 10.13에 기술되어 있따. 

*number_of_macroblocks_to_be_encoded(NO_MBS[15:0])-이 레지스터는 슬라이스 또는 GOB에서 부호화된 메
크로 블록의 수를 나타내는 16비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65535까지의 비트 분해능을 사용하여, 메크로블록
은 슬라이스 또는 GOB에서 엔코딩된다. 여기서, ＂0＂의 값은 메크로블록의 수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10.8.3 BP_STATUS 레지스터 포맷 

BP_STATUS[31:0] 레지스터(어드레스 27'h 7CO_0050)은 테이블 32에 나타나 있다. 

[테이블 32] 

BP_STATUS 레지스트 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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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_buffer_0_done(IBUF0_DONE)-플레그는 입력버퍼 0에 있는 데이타를 상기 BP에 의해 모두 사용된다. 
이 플레그는 BP에 의해 세트되고, ARM7 또는 VP에 의해 클리어된다. 이러한 플레그는 인터럽트 상태를 나
타낸다. 

*input_buffer_1_done(IBUF1_DONE)-이 플레그는 입력버퍼 1에 있는 데이타가 상기 BP에 의해 모두 사용된 
것을 나타낸다. 이 플레그는 BP에 의해 세트되고, ARM7 또는 VP에 의해 클리어된다. 이러한 플레그는 인
터럽트 상태를 나타낸다. 

*output_buffer_0_full(OBUF0_FULL)-이 플레그는 BP에 의해 출력 버퍼 0이 채워진 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플레그는 BP에 의해 세트되고 그리고 ARM7 또는 VP에 의해 클리어된다. 이러한 플레그는 인터럽트 
상태를 나타낸다. 

*output_buffer_1_full(OBUF1_FULL)-이 플레그는 BP에 의해서 출력 버퍼 1이 채워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플레그는 BP에 의해 세트되고 그리고 ARM7 또는 VP에 의해 클리어된다. 이러한 플레그는 인터럽트 
상태를 나타낸다. 

*BP_processing_done(BP_DONE)-이 플레그는 상기 BP가 슬라이스 또는 GOB를 엔코딩하거나 또는 디코딩시 
슬라이스 또는 GOB가 아닌 시작 모드를 검출한 것을 나타낸다. 이 플레그는 BP에 의해 세트되고 그리고 
ARM7 또는 VP에 의해 클리어된다. 이러한 플레그는 인터럽트 상태를 나타낸다. 

*context_switching-done(CTX_SW_DONE)-이 플레그는 BP가 컨텍트 스위칭 모드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될
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플레그는 BP에 의해 세트되고 그리고 ARM7 또는 VP에 의해 클리어된다. 이
러한 플레그는 인터럽트 상태를 나타낸다. 

*context_reload_done(CTX_RELOAD_DONE)-이 플레그는 BP가 어드레스 SAVE_ADR[31:0]로부터 저장된 컨텍트
를 위해 재로드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플레그는 BP에 의해 세트되고 그리고 ARM7 또는 
VP에 의해 클리어된다. 이러한 플레그는 인터럽트 상태를 나타낸다. 

*BP_error_flag(BP_ERR)-이  플레그는  에러가  데이타를  처리하는  동안에  BP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플레그는 BP_ERR_CODE[7:]0(=BP_ STATUS) [31:24]이 제로가 아닐 경우 세트된다. 상세한 내
용은 서브세트 10.9.2에서 찾을 수 있다. 

*input_buffer-0_full(IBUF0_FULL)-이 플레그는 입력버퍼 0에 있는 데이타가 ARM7 또는 VP에 의해 채워진
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플레그는 ARM7 또는 VP에 의해 세트되고, BP에 의해 클리어된다. 

*input_buffer-1_full(IBUF1_FULL)-이 플레그는 입력버퍼 1에 있는 데이타가 ARM7 또는 VP에 의해 채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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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플레그는 ARM7 또는 VP에 의해 세트되고  BP에 의해 클리어된다. 

*output_buffer-0_done(OBUF0-DONE)-이 플레그는 출력버퍼 0에 있는 데이타가 ARM7 또는 VP에 의해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플레그는 ARM7 또는 VP에 의해 세트되고 BP에 의해 클리어된다. 

*output_buffer-1_done(OBUF1_DONE)-이 플레그는 출력버퍼 1에 있는 데이타가 ARM7 또는 VP에 의해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플레그는 ARM7 또는 VP에 의해 세트되고 BP에 의해 클리어된다. 

*valid_bit_position(VALID_BIT_POS[2:0])-다음과정을 위해 VALID_BYTE_ADR[31:0]에 저장되어 있는 3비티 
정보는 데이타 바이트 가운데 유효한 비트 위치를 나타낸다. 비디오 엔코딩에서, BP는 값을 설정해야 되
고, ARM7은 이 비트 위치로부터 다음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비디오 디코딩에서, ARM7은 값을 설정해야하
고, BP는 이러한 비트 위치로부터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BP_error_code(BP-ERR_CODE[7:0])-8비트 정보는 BP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제로 값
은 어떤 에러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상세한 내용은 서브섹션 10.9.2에 있다. 

10.8.4 디코딩하기 위한 입력데이타 포멧과 엔코딩하기 위한 출력데이타 포멧 

이러한 경우에, 데이타는 실질적으로 압축된 비트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타는 초기 코드, 헤
더 변수 및 이에 대응되는 표준에 따라 압축된 데이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비트 스트림은 바이트 단
위별로 패킷되지만, 그러나 어떤 동작에서는 바이트를 할당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비트 스트림은 여러가
지의 슬라이스 또는 GOB를 위한 데이타를 포함한다. 

10.8.5 엔코딩하기 위한 입력 데이타 포멧과 디코딩을 위한 출력 데이타 포멧 

이런 경우에, 데이타는 실질적으로 메크로블록 헤더 정보, 움직임 데이타 및 화소 계수 데이타로 이루어
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데이타용 포멧은 다음에 정의된다. 

10.8.5.1 매크로블록 헤더 워드 

매크로블록 헤더는 항상 6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테이블 33에 주어진 다음의 데이타 포멧을 가지고 
있다. 

[테이블 33] 

매크로블록 헤드 워드 포멧 

여기서, 상기 테이블에 나타난 변수는 다음에 정의된다. 

*vertical_macroblock_address(VMA) 또는 group_number(GRN0)-이러한 바이트는 1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
는 수직 매크로블록의 위치를 나타낸다. 제1수직 위치는 0이 아닌, 1로 기재되어 있다. 예외적인 경우, 
H.261 엔코딩시, 이러한 필드는 블록 그룹의 위치를 나타내는 groupf_number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horizontal_macroblock_address(HMA)  또는  macroblock_position(MBPS)-이러한  필드는  1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는 수평 매크로블록의 위치를 나타낸다. 제1수평 위치는 0이 아닌, 1로서 기재되어 있다. 예외적
인 경우, H.261 엔코딩시, 이러한 필드는 GOB중에서 매크로블록의 33 가능성있는 위치중에서 어느하나를 
나타낸다. 

*macroblock_intra(I)-만약, 현재의 매크로블록이 영상간 부호화되면, 1로 세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세트된다. 

*macroblock_patterm(P)-만약, 현재의 매크로블록이 부호화된 블록을 포함하면, 1로 세트되고, 그렇지 않
은 경우는 0으로 세트된다. 

*macroblock_quant(Q)-만약,  현재의  매크로블록이  새로운  양자  척도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1로 
세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세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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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block_motion_forward(MF)-만약,  현재의 매크로블록이 순방향 예측이라면,  1로  세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세트된다. 

*macroblock_motion_backward(MB)-만약, 현재의 매크로블록이 역방향 예측 또는 H.263에서 B-blocks을 포
함한다면, 1로 세트되고, 그렇지 안은 경우는 0으로 세트된다. 

*dct_type(DT), loop_filter(LF) 또는 advanced_prediction(M4)-바이트2의 비트[5]는 각각의 동작에서 다
른 의미를 가진다.  MPEG-1에서는 이것이 사용되지 않는다. MPEG-2에서는 dct_type을 의미한다. 만약, 매
크로블록이 필드 DCT  코딩되었다면, 이 플레그는 1로 세트된다. 만약, 프레임 DCT 코딩되었다면, 0으로 
세트되어야 한다. H.261에서, 이 플레그는 만약, 루프 필터가 현재의 매크로블록에서 사용되었다면 세트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0으로 세트된다. H.263에서, 만약 현재의 매크로블록이 어드밴스 예측 모드를 사
용하였다면, 1로 세트되고, 그렇지 않다면 0으로 세트된다. 

*motion_type(MT)-2비트 필드는 테이블 34 및 35에서 의미하는 MPEG-2에서 사용된 frame_motion_type 또
는 fieldmotion_type을 나타낸다. 

[테이블 34] 

frame_motion_type의 의미 

[테이블 35] 

field_motion_type의 의미 

*quantizer_scale(Q_SCALE)-DCT 계수 레벨의 재현 레벨을 스케일링하도록 범위 1에서 31까지 표시되지 않
은  정수이다.  모든  매크로블록  헤더는,  비록  그  값이  이전  매크로블록(즉,  macroblocks_quant는 
제로이다)의 값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수에 맞는 적정한 값을 포함해야 한다. 엔코딩에서, 사용자
는 이러한 필드에 적당한 값을 라이트시킬 책임이 있다. 디코딩시에, BP는 이 필드에 호프만 디코드된 
quantizer scale값을 라이트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매크로블록이 이 필드에 호프만 코드를 포함하지 않
는다. BP는 이전 매크로블록의 스케일 값을 써야한다. 

*coded_block_pattern_0(CBP_0)-6비트 코드는 현재의 매크로블록에서 부호화된 블록을 나타낸다. 

여기서,  

CBP_0[5] ⇒ 휘도(Y) 0블록 

CBP_0[4] ⇒ 휘도(Y) 1블록 

CBP_0[3] ⇒ 휘도(Y) 2블록 

CBP_0[2] ⇒ 휘도(Y) 3블록 

CBP_0[1] ⇒ 색상 블루(Cb)블록 

CBP_0[0] ⇒ 색상 레드(Cr) 블록 

*coded_block_pattern_1(CBP_1)-H.263에서 BP  프레임의 B-blocks을 위한 추가적인 coded_blocks_pattern
이다. 여기서, 

CBP_1[5] ⇒ 휘도(Y) 0블록 

CBP_1[4] ⇒ 휘도(Y) 1블록 

CBP_1[3] ⇒ 휘도(Y) 2블록 

CBP_1[2] ⇒ 휘도(Y) 3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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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_1[1] ⇒ 색상 블루(Cb)블록 

CBP_1[0] ⇒ 색상 레드(Cr) 블록 

*logical_channerl_indicator(LCI)-GOB 논리적 채널을 위한 2비트 정보는 단지 H.263에서 연속적인 현재 
멀티 포인트에서만 사용된다. 

*frame_id(FID)-H.263용 GOB 프레임 ID의 2비트 정보 

*macroblock_address_indicator(MBA_INC)-현재의 매크로블록 어드레스가 증가하는 값을 나타내기 위해 2
바이트 정보를 나타낸다. 이 정보는 항상 추가적인 정보로서 BP에 의해 제공되며, 사용자는 입력 포멧에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입력 매크로블록 헤더 워드에서 규정한 어떤 값을 BP에 의해 무시될 것이다. 

*previous_dc_luminance(PRE_DC_Y)-이전  매크로블록에서  휘도  블록의  dc값을  위한  2바이트정보이다. 
만약, 매크로블록이 스킵되면, 리세트값이 전송된다. 이 정보는 항상 추가적인 정보로서 BP에 의해 제공
됨으로서, 사용자는 입력 포멧에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입력 매크로블록 헤더 워드에서 규정한 어
떤 값은 BP에 의해 무시될 것이다. 

*previous_dc_chrominance_blue(PRE_DC_Cb)-이전 매크로블록에서 블루 색채블록의 dc값을 위한 2바이트정
보이다. 만약 매크로블록이 스킵되면, 리세트 값이 전송된다. 이 정보는 항상 추가적인 정보로서 BP에 의
해 제공됨으로써, 사용자는 입력 포멧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입력 매크로블록 헤더 워드에서 규
정한 어떤 값은 BP에 의해 무시될 것이다. 

*previous_dc_chrominance_red(PRE_DC-Cr)-이전 매크로블록에서 레드 색채블록의 dc값을 위한 2바이트정
보이다. 만약 매크로블록이 스킵되면, 리세트값이 전송된다. 이 정보는 항상 추가적인 정보로서 BP에 의
해 제공됨으로서, 사용자는 입력 포켓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입력 매크로블록 헤더 워드에서 규
정한 어떤  값은 BP에 의해 무시될 것이다. 

10.8.5.2 motion 데이타 워드 

각  매크로블록  헤더는  만약,  매크로블록이  motion  벡터를  포함한다면,  추가적인  헤더  워드를  가져야 
하면, 먼저 MPEG-1 및 MPEG-2의 경우를 고려한다. 이러한 표준은 다음 과정중에서 어느 하나가 일어날 
때,  motion 벡터를 위해 테이블 36에 도시된 추가적인 헤더 워드 포멧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건 1) MF=1 또는 (I=1 및 CMV=1)일때, 

조건 2) MB=1일 때 

[테이블 36] 

MPEG-1 및 MPEG-2를 위한 일반적인 motion 벡터 데이타 포맷 

테이블 36에서, 모든 요소의 값을 헬프-펠 정밀도가 된다. 상기 FS0, FS1, FS2  및 FS3은 각 motion 벡터
에서 필드선택을 확인하기 위한 1비트 플레그이다. 만약, 어떤 필드도 선택되지 않는다면, 상기 플레그는 
0으로 세트되야 한다. 왜냐하면 MPEG-1은 필드 선택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이러한 플
레그는 0으로 세트된다.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가 듀얼 프라임 motion 벡터의 MPEG-2 엔코딩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순방향 
motion 벡터는 16바이트(실질적으로, 8바이트가 사용됨)로 구성되고, 포멧은 테이블 37에서와 같이 된다. 
정상적으로, BP는 비디오 엔코딩 응용에서 움직임 벡터값을 차분값으로 변환할 것이다. 그러나, 테이블 
37에 움직임 벡터성분은 호프만 엔코더에서 바로 그 입력이 되는 차분 값이다. 듀얼프라임움직임 벡터는 
MPEG-2 디코딩 응용의 경우 BP에 의해 동작된다. 

[테이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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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2 엔코딩용 듀얼 프라임 모드에서 움직임 벡터 데이타 포멧 

상기 H.261 및 H.263은 다소의 다른 움직임 벡터 데이타 포멧을 가진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 바이트로 
어떤 움직임 벡터 성분값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MF 및 M4 플레그의 내용에 따라서, 대응되는 움직임 
보상 매크로블록은 적어도 2개이며, 그리고 많은 경우 10개의 motion 벡터 성분을 가질 것이다. 상기 움
직임 벡터 데이타의 데이타 포멧은 테이블 38에 나타나 있다. 

[테이블 38] 

H.261 및 H.263을 위한 motion 벡터 데이타 포멧 

10.8.5.3 픽셀 계수 데이타 워드 

4개의 비디오 압축 표준은 양자화 레벨을 위해 서로 다른 최대 픽셀비트 길이를 가진다. 이러한 비교는 
테이블 39에 나타나 있다. 

[테이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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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픽셀 비트 분해능 

그러므로, MPEG 및 비디오 화상회의 표준용 픽셀 데이타 포멧은 테이블 40에서 볼수있는 것과 같이, 차이
가 있다. 

[테이블 40] 

픽셀 계수 데이타 포멧 

10.9 인터럽트 조건 

BP는 만약에, 이 섹션에서 기술된 인터럽트 조건에서 적합하면, ARM7_IRQ 플레그를 확인하여 ARM7을 인터
럽트한다. 상기 BP는 2개의 인터럽트 조건의 세트 즉, 디폴트 및 에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
들은 BP_STATUS[15:0]에 저장되어 있다. 만약, 어느 하나의 비트가 BP에 의해 세트되면, ARM7_IRQ 신호를 
엑티브시킬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BP_INT_MASK[15:0]레지스터의 대응되는 비트를 세팅시킴으로써 모두 
마스크할 수 있다. 

10.9.1 디폴트 인터럽트 조건 

*Default condition 0(BP_STATUS[0])-입력버터 0의 처리가 끝났을때, 또한 상기 BP가 IBUF0-DONE 플레그
를 또한 세팅시키는 ARM7_IRQ을 확인해야 한다. 

*Default condition 1(BP_STATUS[1])-입력버퍼 1의 처리가 끝났을때, 또한 상기 BP가 IBUF1_DONE 플레그
를 세팅시키는 ARM7_IRQ을 확인행 한다. 

*Default condition 2(BP_STATUS[2])-입력버퍼 0의 처리가 끝났을때, 또는 상기 BP가 OBUF0-DONE 플레그
를 세팅시키는 ARM7_IRQ을 확인해야 한다. 

*Default condition 3(BP_STSTUS[3])-입력버퍼 1의 처리가 끝났을때, 또한 상기 BP가 OBUF1_FULL 플레그
를 세팅시키는 ARM7_IRQ를 확인해야 한다. 

*Default condition 4(BP_STATUS[4])-비디오 엔코딩의 경우, ARM7에 의해 설계된 슬라이스 또는 GOB를 마
칠때나, 또는 비디오 디코딩의 경우 슬라이스 또는 GOB가 아닌 초기 코드에 도착하였을때, 또는 상기 BP
는 BP_DONE 플레그를 세팅하는 ARM7_IRQ을 확인해야 한다. 

*Default condition 5(BP_STATUS[5])-선점 컨텍트 스위칭모드에서 컨텍트 저장 동작을 마쳤을때, 또는 협
력 컨텍트 스위칭모드에서 현재의 슬라이스 또는  GOB를 마쳤을때, 상기 BP는 CTX_SW_DONE 플레그를 세팅
하는 ARM7_IRQ을 확인해야 한다. 

*Default  condition  6(BP_STATUS[6])-컨텍트 로드가 다시 동작했을때, 상기 BP는 또한 CTX_RELOAD_DONE 
플레그를 세팅하는 ARM7_IRQ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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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condition 7(BP_STATUS[7]_현재, BP_STATUS[7]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트는 0으로 세
트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이러한 디폴트 인터럽트 조건은 BP_INT_MASK[7:0]를 사용하여 마스크되도록 
권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동작에서는 사용자가 Default condition 1을 마스크하길 원할 수도 있
다. 

10.9.2 에러 인터럽트 조건 

만약 에러가 BP에서 발생되면, 상기 BP는 ARM7 인터럽트 요구가 되도록 BP_ERR 플레그를 세트한다. 이와 
동시에, 상기 BP는 상기 BP-STATUS 레지스터에 있는 BP_ERR_CODE 필드에서 제로가 아닌 값 중에서  적당
한 데이타를 세트한다. 이러한 8비트 BP_ERR_CODE는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BP_CODE=8'b0000_0000;어떤 에러도 발생하지 않음 

*BP_ERR_CODE=8'b0000_0001;BP_MODE 레지스터에 부적당하게 세팅됨 

*BP_ERR_CODE=8'b0000_0010;부적당하게 수평 매크로블록 위치가 세트됨 

*BP_ERR_CODE=8'b0000_0011;부적당하게 수직 매크로블록 위치가 세트됨 

*BP_ERR_CODE=8'b0000_0100;매크로블록 어드레스 증가에 대한 부적당한 VLC 

*BP_ERR_CODE=8'b0000_0101;매크로블록 타입에 대한 부적당한 VLC 

*BP_ERR_CODE=8'b0000_0110;매크로블록 motion 코드에 대한 부적당한 VLC 

*BP_ERR_CODE=8'b0000_0111;부적당한 취소 motion 벡터 마커 비트 

*BP_ERR_CODE=8'b0000_1000;부호화된 블록패턴에 대한 부적당한 VLC 

*BP_ERR_CODE=8'b0000_1001;블록 DCT dc 사이즈에 대한 부적당한 VLC 

*BP_ERR_CODE=8'b0000_1010;부적당한 DCT dc 값 

*BP_ERR_CODE=8'b0000_1011;블록 DCT ac 계수에 대한 부적당한 VLC 

*BP_ERR_CODE=8'b0000_1100;하나의 매크로블록에서 블록의 #이 64를 초과한다. 

*BP_ERR_CODE=8'b0000_1101;부적당한 f_CODE값(예를 들면, 값이 0이다) 

*BP_ERR_CODE=8'b0000_1110;블록 DCT ac 계수에 대한 부적당한 VLC 

*BP_ERR_CODE=8'b0000_1111;부적당한 IBUF 및 OBUF 어드레스 설정 

*BP_ERR_CODE=8'b0000_0000;BP 입출력 버퍼용 시작 어드레스의 최하위 4비트는 제로가 아니다. 

다른 BP_ERR_CODE값은 저장된다. 

10.10 상세한 기능성 요구 

10.10.1 IOBUS 인터페이스 

BP와 CCU 사이에서의 모든 데이타 이동은 IOBUS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상기 IOBUS는 다중화된 어드레스 
및 데이타를 포함하는 32비트 @40MHz 동기 버스이다. 적어도 7사이클은 상기 IOBUS를 통해서 16바이트  
데이타를 전달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상기 IOBUS의 최대 전달 속도는 91.4Mbytes/sec(=731.4Mbits/sec) 

상기 BP는 모든 IOBUS 리드 및 라이트 전송을 위해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가 될 수 있다. 상기 BP가 마스
터로서 동작할 때, IOBUS 아비터에 리퀘스터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약, 상기 IOBUS가 없다면, 상기 아비
터는 상기 BP에게 주고, 그리고 디바이스 셀렉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상기 IOBUS를 통한 데이타의 경쟁은 다음의 3개의 카테고리중에서 어느 하나일 것 이다. 즉, 2 또는 4개
의 픽셀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32비트 픽셀 데이타와, 32비트 압축비트 스트림 워드와, 엔코딩 및 디코딩 
동작을 위한 신텍스/제어 변수중 하나이다. IOBUS 인터페이스에 관한 타이밍도와 같은 정보에 추가하여 
사용자는 상기 MSP IOBUS 사양을 검토하도록 권고된다. 

10.10.2 블록 레이어 과정 

10.10.2.1 지그-재그 스캔 규정 

상기 BP는 MPEG 비디오 표준에서 제시된 두개의 지그-재그 스캔 변환 메트릭스를 지원한다. VP 및 BP 사
이에서 전송되는 이러한 8*8블록 데이타는 모두 64개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10.10.2.2 RLC 코드 

RLC 디코딩을 위해서, 상기 BP는 DCT ac 계수의 호프만 디코드 결과에 따라서 제로 및 레벨 데이타를 발
생한다. 만약, 데이타가 하나의 8*8 블록으로 생기기 전에 64개의 픽셀 end_of_block신호가 검출된다면, 
상기 RLC 디코더는 나머지제로 데이타를 만들게 된다. RLC 엔코딩을 위해서, 상기 BP는 모호한 제로 데이
타를 카운트하고 다음의 NON-제로 데이타와 결합함으로써 런-길이 및 레벨 코드를 발생시킨다. 만약, 남
아있는 데이타 모두가 제로와 같다면, 남아있는 데이타를 위해 RLC을 발생하기 보다는 end-of-block을 발
생시키면 된다. RLC 코드를 위한 동작 사이클은 이와같이 발생된 제로의 수만큼 진행된다. 

10.10.2.3 호프만 코드 

상기 BP 호프만 코드는 MPEG-1, MPEG-2, H.261 및 H.263 비디오 테이블준에 권고된 모든 호프만 테이블을 
지원한다. 모든 롬 워드가 12비트인 경우, 모든 테이블은 룩-업 테이블에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단순하거나 또는 무척 복잡한 것을 갖는 어떤 호프만 테이블은 하드와이어드(hardwired)  로직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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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룩-업-테이블 롬을 사용하여 구현하는 상기 디코더 테이블은 테이블 41에 
요약되어 있다. 

[테이블 41] 

호프만 디코더 룩업 테이블을 위해 요구되는 롬 사이즈 

상기 엔코더 테이블은 상기 디코더 테이블보다 더 큰 롬 사이즈를 요구하는 내용이 테이블 42에 요약되어 
있다. 

[테이블 42] 

호프만 엔코더 룩업 테이블을 위해 요구되는 롬 사이즈 

테이블 41 및 42로부터, 호프만 엔코더 및 디코더를 위해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롬의 사이즈는 768*12비트
이다. 상기 테이블은 스터핑 코드, escape_code, DCT계수의 사인 비트 및 스테이트 머신에 의해 조작되는 
end_of_block 코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상기 각각의 호프만 코드를 위해 동작 사이클은 테이블 43에 정리되어 있다. 

[테이블 43] 

105-69

1019970034995



호프만 코드용 처리 사이클 

마지막으로, JPEG 코딩 테이블은 상기와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면, 구현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
나, dc_coeff_next_0 테이블에서는 JPEG 엔코딩 응용이 사용될 수 있다. 

10.10.2.4 차분 dc 값 

인트라 블록의 경우에, 상기 BP는 또한, 8*8 블록 데이타의 첫번째 요소의 차분 dc 계수를 계산하고 그리
고 이미 전송된 차분 dc 계수를 가지고 dc 값을 재현한다. 

10.10.2.5 비 코드화된 블록 

상기 BP는 코드화되지 않은 블록을 지원하지 않는다. 상기 VP 및 ARM7은 비부호화된 블록을 수행한다. 상
기 VP 및 ARM7이 이러한 종류의 블록을 처리하도록, 상기 BP는 매크로블록 헤더의 워드에 나타나 있는 
coded_block_pattern에서 비 코드화된 블록을 나타낸다. 

10.10.2.6 블록전송의 순서 

엔코딩 및 디코딩을 위해 전송된 하나의 매크로블록에서 블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휘도(Y) 블록 0,1,2 
및 3, 색상 블루(Cb) 및 색상 red(Cr)  블록이다. 

10.10.3 매크로블록 레이어 과정 

10.10.3.1 차분 motion 백터 

상기 BP는 상기 motion 추정 결과로부터 차분 motion 벡터를 계산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송된 
차분 motion 벡터를 가지고  motion 벡터를 재현한다. 

*첫번째 경우는 MPEG-2 비디오 엔코딩에서 경우의 듀얼 프라임 모드이다. 이 경우에서, 상기 BP에 전송된 
움직임  벡터는  벡터'[0][0][1:0]이고,  벡터'[r][0][1:0)은  아니다(MPEG-2  비디오  표준의  7.6.3.6절 참
조). 

*둘째의 경우는 H.263의 어드밴스이드 예측 모드이다. 이경우, 4개의 motion벡터 및 이러한 값이 차분 값
으로서 상기 BP로부터/로 전송되어야 한다. 

10.10.3.2 스킵된 매크로블록 

상기 BP는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지원하지 않는다. 상기 VP 및 ARM7은 이와같이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처리
한다. 위와같이 스킵된 매크로블록을 처리하기 위한 상기 VP 및 ARM7에서, 상기 BP는 상기 매크로블록의 
헤더 워드에 수평 및 수직 매크로블록 어드레스를 라이트한다. 

10.10.3.3 매크로블록 스터핑 코드 

MPEG-1에서, 한 사이클에서 매크로블록 스터핑 코드가 만약, 생긴다면 상기 BP는 이것을 버려야 한다. 그
러나, MPEG-1 엔코딩에서, BP는 사용자가 매크로블록 레이어 헤더 내의 매크로블록 스터핑 코드를 포함되
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터핑 코드는 출력 비디오 레이트버퍼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그
러므로, 매크로블록 스터핑 코드를 삽입하는 대신에, 시작 코드들 사이에 제로 스터핑 비트를 삽입하도록 
권고한다. 

MPEG-1 및 MPEG-2 응용을 위해서, 비트 스트림 출력은 슬라이스 레이어까지 바이트-얼라이먼트되어야 한
다. 비록 비트 스트림 출력이 픽쳐 레이어까지 바이트-얼라이먼트되더라도, H.263 응용을 위해서는 GOB 
레이어까지 바이트-얼라이먼트시킨다. 그러나, H.261 엔코더의 출력은 바이트-얼라인먼트되지 않는다. 그
러므로, ARM7에서 루틴을 형성하는 비트스트림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되어진다. IOBUS를 통
한 마지막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의 양이 엔코딩의 경우 16비트 이하인 경우, BP는 슬라이스의 끝에 
제로를 채우는 동작(zero-fill)을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10.10.4.2 엑스트라 슬라이스 정보 

디코딩에 있어서, BP는 MPEG-1 또는 MPEG-2 비트스트림의 슬라이스 헤드에 포함되는 임의의 엑스트라 슬
라이스 정보를 버린다. 엔코딩에 있어서, BP는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임의의 엑스트라 슬라이스 정보를 
삽입시키지 않는다. 만약 사용자가 여전히 MPEG-1 또는 MPEG-2 비트스트림에 이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하
는 경우에는 BP에 의해 미리 엔코딩된 비트스트림에 이 정보를 삽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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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4.3 인트라 슬라이스 

MPEG-2 슬라이스 레이어 비트스트림에 있어서, intra_slice라 하는 파라미터는 현재 슬라이스가 인트라 
매크로블록으로만 구성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 정보는 디코딩 과정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고속 
전진 또는 고속 후진 기능을 수행할 경우 DSM  응용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BP는 디코딩 응
용일 경우 이 정보를 버리고, 엔코딩 응용일 경우 슬라이스 레이어 헤더에 있는 intra_slice에 0을 삽입
한다. 

10.10.4.4 슬라이스 또는 GOB 스타트 코드 

MPEG-1, MPEG-2, H.261에 있어서, 픽쳐는 적어도 하나의 슬라이스 또는  GOB 스타트 코드를 가진다. 그러
나, H.263 픽쳐는 GOB 스타트 코드와 헤더 정보를 가지지 않는다. 특히, 임의의 H.263 픽쳐에서 첫번째 
GOB는 스타트 코드와 헤더 정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입력되는 비트스트림이 H.263을 위한 것일 
경우, BP 상태 머쉰은 매크로블록 레이어를 바로 처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트스트림이 디코딩되는 
동안 GOB 스타트 코드가 발견되면, BP는 스타트 코드를 디코딩하고, ARM7을 인터럽트하지 않으면서 처리
과정을 계속 수행한다. 

10.11 입력/출력 더블 버퍼 인터페이스 

10.11.1 일반적인 설명 

입력 및 출력 버퍼는 더블 버퍼로 구현된다. 그러므로 도 64와 도 65에 도시된 바와같이 IBUF0, IBUF1, 
OBUF0, OBUF1이라고 하는 4개의 메모리 버퍼를 사용하게 된다. 

도 64와 도 65에서와 같이, 각각의 버퍼는 시작 및 끝 어드레스와 충만 및 완료 플래그를 가진다. 각 버
퍼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각 버퍼에 대한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에 적절한 값을 기입해야 
한다. 

일반 버퍼용 소스 프로세서는 버퍼에 대한 기입을 완료하면, 충만 플래그를 설정하고, 다른 뱅크에 대한 
기입을 개시한다. 뱅크용 싱크 프로세서는 억세스되는 뱅크가 다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되면, 데이터를 독
출한다. 뱅크가 비어 있으면, 싱크는 완료 플래그를 설정하고, 다른 뱅크의 충반 플래그를 체크한다. 

4개의 시작 어드레스는 소절 10.7.02에 설명한 바와 같이 BP의해 업데이트된다. 시작 어드레스를 위한 각
각의 레지스터는 BP가 입력 또는 출력 버퍼를 억세스할 때마다 BP에 의해 억세스되는 맨 마지막의 바이트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그러므로,  ARM7은 IBUF0_DONE, IBUF1_DONE, OBUF0_FULL, OBUF1_FULL 플래그중 어
느 하나가 설정되면 해당 시작 어드레스를 설정한다. 

또한, 시작 어드레스의 마지막 4비트는 항상 ARM7에 의해 제로로 설정된다. 그 이유는 FBUS, CCU와 IOBUS 
사이의 내부  데이터 얼라인먼트 구조 때문이다. 또한, 각 버퍼 사이즈의 전체 바이트 수가 16의 배수가 
되도록 각각의 끝 어드레스를 설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소 버퍼 사이즈는 MPEG-1과 MPEG-2에 대해 
64바이트, H.261과 H.263에 대해 128바이트일 것이 권고된다. 이에 ARM7에 대한 BP의 빈번한 인터럽트로 
인한 성능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0.11.2 비정상적인 버퍼 스테이터스의 처리 

두개의 출력 버퍼가 채워지면, BP는 처리를 중지시키고, 입력 더블 버퍼 스테이터스에 상관없이 아이들 
상태로 떨어진다. OBUF0_DONE 또는 OBUF1_DONE 플래그가 설정되면 BP는 자동적으로 이 아이들 상태로부터 
빠져 나온다. 

두개의 입력 버퍼가 비워지면, BP는 처리를 중지할 필요가 없고, 내부에 남아있는 데이터의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처리를 계속한다. 그러나, 두개의 입력 버퍼가 비워지면, BP는 바로 ARM7을 인터럽트한다. 남
아있는 데이터 처리의 종료 이후, 입력 버퍼들이 여전히 비워져 있으면, BP는 아이들 상태로 떨어진다. 
IBUF0_FULL 또는 IBUF1_FULL 플래그가 설정되면, 다시 BP는 자동적으로 이 상태로 부터 빠져 나온다. 

이 소절에서 기술하는 아이들 상태는 이 사양서에서 기술한 다른 아이들 상태와 다르다. 왜냐 하면, 다른 
아이들 상태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통상 ARM7의 제어 커맨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10.11.3 I/O 버퍼의 물리적인 구현:예 

대부분 BP 입력 및 출력 버퍼의 위치와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다. 사용자는 VP 데이터 캐
쉬, ARM 7 데이터 캐쉬 또는 SDRAM의 스크래치 패드 영역에서 버퍼를 구현한다. BP 입력 및 출력 더블 버
퍼의 구현이 다소 제한적일지라도, 상기 버퍼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여기서, 비디오 디코딩 응용에 있어서 레이트 버퍼의 구현에 대한 특수한 예를 들기로 한다. 이 경우, 사
용자는 BP 입력 버퍼를 순환 버퍼로 구현하고자 한다. 여기서, SDRAM을 사용하며, 완전한 레이트 버퍼는 
도 66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개의 블록으로 분할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초기에,  사용자는  Rate_Buffer_Block_0과  Rate_Buffer_Block_1을  각각  IBUF0과  IBUF1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IBUF0_START=Rate_Buffer_Address_0; 

IBUF0_END=Rate_Buffer_Address_1; 

IBUF1_START=Rate_Buffer_Address_2; 

IBUF1_END=Rate_Buffer_Address_3 

IBUF0에 있는 데이터(즉, Rate_Buffer_Block_0에 있는 데이터)가 BP에 의해 모두 사용되면, BP는 ARM7을 
인터럽트한다. 그러면, ARM7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Rate_Buffer_Blokc_2을 IBUF0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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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UF0_START=Rate_Buffer_Address_4; 

IBUF0_END=Rate_Buffer_Address_5. 

IBF1에 있는 데이터가 BP에 의해 모두 사용되면, BP는 ARM7을 인터럽트한다. 그러면, ARM7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으로서 Rate_Buffer_Block_3을 IBUF1로 설정한다. 

IBUF1_START=Rate_Buffer_Address_6; 

IBUF1_END=Rate_Buffer_Address_7. 

Rate_Buff_Block_2에 잇는 데이터가 BP에 의해 모두 사용되면, ARM7은 첫번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
드레스를 설정함으로써 Rate_Buffer_Block_0을 IBUF0으로 다시 설정한다. 

그러므로, 순환 버퍼는 단순히 이러한 완전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이 예는 BP 더블 버
퍼의 사용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매우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0.12 문맥 스위칭 

하나 이상의 응용이 MSP를 구동시킬 경우,  ARM7  동작 시스템은 BP가 현재 작업을 종결시키고, 다른 작
업으로 전환되도록 명령한다. 이 과정은 통상 ＂문맥 스위칭＂이라 한다. BP는 다음에 기술되는 두가지 
종류의 문맥 스위칭 모드를 지원한다. 

10.12.1 강제배제형(preemptive)문맥 스위칭 

강제배제형 문맥 스위칭은 BP가 현재 8*8 화소 블록 처리를 수행하고 나서 정상적인 처리를 종료하였음을 
의미한다. ARM7은 BP_CONTROL[6:5] 레지스터에 있는 CTX_SWITCH와 CTX_MODE 플래그를 11로 설정함으로써, 
강제배제형 문맥 스위칭 모드를 명령한다. 현재 블록 처리가 완료되면, BP는 나중의 처리를 위해 내부 문
맥을 외부 SDRAM으로 보낸다. 

BP는 문맥 저장을 완료하면, BP_STATUS[5]에 위치한 CTX_SW_DONE 플래그를 설정함으로써 ARM7을 인터럽트
한다. 그러면, ARM7은 BP의 입출력 버퍼의 모든 내용을 저장하고, 다른 작업을 위해 BP를 초기화시킨다. 

이 모드는 BP가 ARM7의 문맥 스위칭 리퀘스트를 가능한한 빨리 응답하도록 한다. 최악의 경우, BP는 현재 
블록 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약 150사이클(=3.75usec)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는, 블록 처
리를 완료하기 위해 수다스의 사이클을 필요로 한다고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12.2 협조형(cooperative)문맥 스위칭 

협조형 문맥 스위칭에 의하면 BP에서 문맥 저장 과정을 없앨 수 있다. 이는 모든 슬라이스 또는 G0B 레이
어 처리시 BP 내부 상태를 모두 초기화시켜야 하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이 모드에서, BP는 현재 슬라
이드 또는 G0B의 정상적인 처리를 계속하고 나서 처리를 완결시킨다. 

ARM7은 BP_CONTROL[6:5] 레지스터에 있는 CTX_SWITCH와 CTX_MODE 플래그를  ＂10＂로 설정함으로써, 협조
형 문맥 스위칭 모드를 명령한다. 현재 슬라이드 또는 G0B 처리가 완료되면, BP는 BP_STATUS[5]에 위치한 
CTX_SW_DONE 플래그를 설정함으로써 ARM7을 인터럽트한다. 그러면, ARM7은 BP의 입출력 버퍼의 모든 내용
을 저장하고, 다른 작업을 위해  BP를 초기화시킨다. 

10.12.3 문맥 재로드  

이전 작업을 절환하기 위하여, BP는 어드레스 SAVE_ADR[31:0]으로부터 SDRAM에 저장된 문맥을 
재로드한다. 이 문맥 재로드를 요청하기 위하여, BP가 아이들 상태에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리퀘스트를 
위한  가능한  상황은  BP_DONE이  설정된  경우,  CTX_DONE  또는  ARM7이  소프트웨어로  BP를  리셋시킨 
경우이다. 그래서, ARM7이 BP_CONTROL[7]에 있는 CTX_RELOAD 플래그를 설정하면, BP는 아이들 상태에서 
빠져나와 저장된 문맥을 독출하기 시작한다. 

BP는 문맥 재로드 동작을 완료하고 나서 CTX_RELOAD_DONE 플래그를 설정하여 ARM7을 인터럽트한다. 그러
면, ARM7은 BP의 내부 레지스터를 초기화시키고, 이전 작업 처리를 위해 BP를 인에이블시킨다. 

10.13 작업  핸드쉐이킹 

이 절은 BP가 처리를 마친 경우 작업 핸드쉐이크를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다룬다. 여기서, ＂마지막 데이
터를 위한 포인터의 업테트＂란 BP가 VALID_BYTE_ADR[31:0]와 VALID_BIT_POS[2:0]에 각각 적절한 값을 기
입하였음을 의미한다. 

10.13.1 엔코딩의 경우 

정상 상태에서, 엔코딩을 위한 입력 데이터는 VP로부터 공급된다.  입력 더블 버퍼 중 하나가 VP에 의해 
채워지면, BP는 IOBUS를 통해 데이터의 독출을 개시한다. 처리가 종료되는 시점(즉, 처리된 매크로블록의 
수가 ARM7에 의해 지정된 매크로블록의 수와 동일한 경우)에서 BP는 BP_DONE 플래그를 설정하여 ARM7을 
인터럽트하고 아이들 상태로 떨어진다. 

유효 데이터를 위한 포인터는 슬라이스 또는 G0B에 대한 ＂압축된 비트 스트림의 끝＂을 나타낸다. 또한, 
VALID_BYTE_ADR[31:0]은 출력 더블 버퍼 중 하나에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ARM7은 이 압축된 비트 스트림과 상위 레이어 헤더를 결합시켜 최종 비트 스트림을 형성하고, 처리과정을 
반복한다. 출력 더블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소진시키기 전에 ARM7이 BP를 재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적어도 하나의 출력 더블 버퍼를 소진시키고, BP가 재개시되었을 때 포인터는 BP에 의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마지막 데이터를 위한 포인터는 그대로 둠으로써 가능하다. 

10.13.2 디코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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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RM7은 슬라이스 또는 G0B 스타트 코드(존재시)를 탐색한다. 스타트 코드가 발견되면, ARM7은 BP를 
초기화하고  인에이블시킨다.  BP에서  허프만  디코딩,  RLC  디코딩  및  역  지그재그  스캔  변환을  수행한 
다음, 데이터는 VP 처리를 위해 출력 버퍼로 전송된다. BP는 이 처리 루틴을 넌-슬라이드 또는 넌-G0B 스
타트 코드가 검출될 때까지 계속한다. 이들이 검출되면, BP는 ＂넌-슬라이드 또는 넌-G0B 스타트 코드의 
엔드＂에 사용되는 마지막 데이터를 위해 포인터를 설정하여 ARM7를 인터럽트한다. 다음, ARM7은 스타트 
코드를 디코딩하여 다음번 슬라이드 또는 G0B 코드가 발견될 때까지 헤더 해석(parsing)을 수행한다. 

10.13.3 압축된 비트 스트림에서 발견된 에러 

실제의 데이터가 전화선 및 공중 스위칭망을 통해 전송되는 화상 전화 응용에 있어서, 몇 개의 무효 데이
터가  입력되는  비트  스트림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BP는  ARM7을  인터럽트하여 
ERR_HANDLE_MODE 플래그를 체크해야  한다. 만약 BP가 특정의 응용을 위해 인에이블되기 전에 사용자가 
에러 처리 모드를 결정할 경우에는 안전하다. 

ERR_HANDLE_MODE 플래그가 ＂1＂로 설정되면, BP는 자동적으로 다음번 스타트 코드를 찾아낸다. 스타트 
코드가 슬라이스 또는 G0B를 위한 것일 경우, BP는 정상적인 처리를 계속한다. 이 모드는 매우 효율적인
데, 그 이유는 BP가 ARM보다 더 신속하게 스타트 코드를 찾아낼 수 있고, BP가 다음번 스타트 코드를 찾
는 동안 ARM7이 다른 처리 루틴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라이스 또는 G0B 레이어와는 다른 
스타트 코드가 발견되면, BP는 BP_DONE 플래그를 설정하여 ARM7을 다시 인터럽트하고, 아이들 상태로 떨
어진다. 이러한 경우, 마지막 데이터를 위해 사용된 포인터는 다음번 스타트 코드의 엔드를 지시해야 한
다. 

ERR_HANDLE_MODE  플래그가 ＂0＂으로 설정되면, BP는 다음번 스타트 코드를 찾지 않고 아이들 상태로 떨
어진다. 이러한 경우, 마지막 데이터를 위해 사용된 포인터는 에러가 발견된 위치를 지시해야 한다. 이 
모드는 사용자가 ARM7 명령어를 이용하여 오염된 비트 스트림을 디버깅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다. 

부록 B 

MPC 비트스트림 처리기 

비트 스트림 처리기(BP)는 비디오 데이터 엔코딩 및 디코딩 응용에 중요한 MSP 처리 코아 중 하나이다. 
BP는 MPEG 슬라이스 계층 엔코딩 및 디코딩, 그리고 H.261/H.263 블록 그룹(G0B) 계층 엔코딩 및 디코딩
을 처리한다. 디코딩 응용에 있어서, BP는 각 매크로블록에 포함된 전체 정보를 벡터 처리기 및 ARM-7 코
아에 제공한다. 

비트 스트림 처리기 하드웨어는 4개의 기능 블록으로 나누어진다. 

* I/O 제어 및 디코딩 유니트를 포함하는 IOBUS 포트 인터페이스 

* BP 제어 스테이트 머쉰 

* BP 레지스터 멀티플렉서, 레지스터, 산술 논리 유니트(ALU) 및 멀티플렉서, FIFO 제어 유니트를 포함하
는 코덱 코아 

* VLC FIFO 유니트 

* 코덱 어드레스 발생기와 함께 룩업 ROM을 포함하는 VLC 코덱 

VLC LUT ROM(340; 도 3 참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0 방법론 

룩업  테이블  유니트는  허프만  엔코딩  및  디코딩의  핵심이다.  이  유니트는  MPEG-1,  MPEG-2,  H.261  및 
H.263 사양에 포함된 모든 VLC 테이블들을 지원하고, 삼성 MSP에 의해 지원된다. 이들 테이블의 대부분은 
12비트 폭을 갖는 ROM으로 구현된다. 그러나 룩업 처리가 너무 단순하거나, ROM 테이블의 사이즈에 맞지 
않을 경우, 특수한 엔코딩 및 디코딩이 적용될 것이다. 이 계층에 있는 4가지 사양 모두는 많은 가변길이 
코드를 17비트까지 포함한다. 엔코딩 값 또는 디코딩값 이외에, 코드 사이즈 및 유효 코드 지시자가 엔코
딩 및 디코딩을 위해 제공되어 처리가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VLC  테이블을 엔코딩 또는 디코딩하기 
위해 종래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ROM 테이블 및 어드레스 발생기가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1.1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만약 어드레스 발생기를 설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ROM 테이블을 가능한한 많이 공유한다. 

* 엔코딩 또는 디코딩에 근거하여 VLC 테이블을 재배열한다. 

* 허프만 코드에 기초하여, '0' 카운트와 '1' 카운트를 먼저 디코딩한다. 

* 부호 또는 우수/기수와 같은 1비트 플래그를 사용하여 테이블 사이즈를 줄인다. 

* 가능하다면 하나의 ROM 위치를 '상위'와 '하위'로 분리한다. 

* ROM 테이블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VLC의 최하위 비트들(LSBs)를 사용하여 어드레스 발생기를 간
소화한다. 

이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다. 최종 ROM 테이블 사이즈는 768*12 비트로 문제를 수반하기에는 훨씬 작다. 
록업은 ROM 테이블 어드레스 발생기와 ROM테이블 록업 처리에 의해 수행된다. 어드레스 발생기는 테이블 
종류, 모드 및 VLC값과 같은 입력신호를 디코딩하여 ROM테이블의 어드레스를 발생시킨다. 이후, ROM 테이
블값 및 다른 정보로부터 엔코딩 또는 디코딩 데이타가 얻어진다. 디코딩 테이블은 두가지 포맷을 가지는
데, 하나는 VLC 코드당 하나의 ROM 위치를 갖는 DCT 계수에 적용되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ROM 위치가 상
위 6비트와 하위 6비트로 분할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에 적용된다. 따라서, 각 위치는 두가지 VLC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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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엔코딩 테이블은 두가지 포맷을 가지는데, 하나는 H. 263의 TCOEF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테이블에 대한 것이다. 각 ROM 위치는 엔코딩 응용을 위해 하나의 허프만 코드를 포함한다. ROM 테
이블의 사이즈는 768*12 비트이다.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테이블 1] 

VLC 디코딩 ROM 테이블 맵 

[테이블 2] 

VLC 엔코딩 ROM 테이블 맵 

1.2 디코딩 

디코딩에 대한 모든 테이블은 '0' 또는 '1' 카운트에 근거하여 재배열된다. VLC 코드의 MSB가 '0이면 '0' 
카운트가 인가되고, '0'이 아니면 '1' 카운트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코드 '00001xxx'의 경우 4개의 '
0'을 가지며, 코드 '1110xxx'의 경우 3개의 '1' 카운트를 가진다. 디코딩 과정은 먼저 '0'/'1' 카운트를 
디코딩하여, VLC 코드의 '0'/'1' 카운트를 ROM 테이블 어드레스 발생기로 출력한다.  

이후, 어드레스 발생기는 코드의 나머지를 디코딩하여 어드레스를 발생시킨다. 어드레스는 두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오프셋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마스크된  어드레스로서  VLC  테이블로  부터 
얻어진다. 어드레스는 두개 부분에 대한 논리합(OR)으로 부터 얻어진다. 어드레스 발생기에 의해 제공되
는 다른 정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VLC code size 

* Special Flag:2 비트 플래그는 H.261에서 'ESCAPE', 'END OF BLOCK', 'STUFFING',  또는 'START CODE'
에 대한 디코딩 스테이트 머쉰을 나타낸다. 

* High data extract enable:유효 데이타는 상위 6비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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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even enable:이 플래그는 디코딩이 VLC의 LSB를 테이블에 근거한 부호 또는 우수 비트로 추출해
야 함을 지시한다. 

*  Valid VLC 

* Mask shift bits 및 mask:이 두 신호는 마스크된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인가된다. 

ROM 테이블에 대하여, MPSG-2의 테이블 14, 15과 H. 263의 테이블 12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위치에 상위와 
하위 비트 포맷으로 형성된 데이타가 저장된다. 

1.2.1 테이블 12/MPEG-2 

이 테이블은 테이블 2-B. 5c/MPEG-1 및 테이블 5/H. 261과 동일하다. 

ROM 테이블 포맷:비트 10∼6:런; 비트 5∼0:레벨 

1.2.2 테이블 15/MPEG-2 

테이블 14/MPEG-2와 동일한 런, 레벨 및 VLC  코드를 가지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대부분은 테이블 14/ 
MPEG-2와 공유한다. 

ROM 테이블 포맷:비트 10∼6:런; 비트 5∼0:레벨 

1.2.3 테이블 12/H. 263 

이 테이블은 MPEG-2의 테이블 14, 15와 비교할 때 한개 이상의 출력값 'LAST'를 가진다. 

ROM 테이블 포캣:비트 11:LAST; 비트 10∼4:런; 비트 3∼0:레벨 

1.2.4 움직임 코드/매크로블록 증가분 

이  절은  테이블  1/MPEG-2,  테이블  10/MPEG-2,  테이블  2-B.1/MPEG-1,  테이블  2-B.4/MPEG-1,  테이블 
1/H.261, 테이블 3/H.261 및 테이블 10/H. 263을 다른다. 

움직임 코드에 대하여, VLC=1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LSB가 부호비트이다. 매크로블록 증가분에 대하여 LSB
는 VLC=1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값 플래그이다. 따라서, 테이블을 반만 디코딩한다. 타일(tile)부호/
우수 비트를 무시할 경우, 테이블 10/H. 263의 상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두가지 종류의 테이블은 동일한 
VLC값과 디코딩값을 가진다. 디코딩된 값은 6비트까지 발갱하고, 이는 두개의 테이블값을 하나의 위치에 
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테이블 10/H.263의 하위 부분의 디코딩값이 다른 것들과 다를지라도, 타일 
이진값은 고정점 때문에 동일하다. 즉, 이 모든 테이블을 다루기 위해 고정점으로 16 1/2개의 위치를 사
용한다. ROM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하나의 간단한 FSM을 사용한다. 응용에 있어서, 움직임 코드가 
디코딩되는 경우, ROM 테이블은 절대값을 제공한다. 한편, 어드레스발생기가 부호 비트를 인에이블시키면 
디코더는 LSB를 추출하는데, 케이스 '1'은 -, '0'은 +를 의미한다. 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f (sign_enable==1) 

increment-value=sign*ROM_table-value; 

else 

increment_value=ROM_table_value; 

만약 매크로블록 어드레스 증가 테이블이 디코딩된다면, 그 결과는 ROM테이블값과 우수 플래그로부터 얻
어진다. 예를 들어, ROM 테이블은 '5'의 값을 제공 한다. 우수 플래그가 '하이'이면 '10'의 결과를 얻고, 
우수 플래그가 '로우'이면 '11'의 값을 얻는다. 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f(even_enable==1) 

increment_value=(ROM_table_value1) 

|  (∼even_bit); 

| 

else 

increment_value=ROM_table_value; 

ROM 테이블 포맷:비트 11∼6:상위 데이타; 비트 5∼0:하위 데이타 

1.2.5 매크로블록 패턴 

이 절은 테이블 9/MPEG-2, 테이블 2-B.3/MPEG-1, 테이블 4/ H.261(CBP)를 다룬다. 

디코딩된 값은 6비트까지 발생하는데, 이는 한개의 위치에 두개의 데이타를 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들 테이블을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32개의 위치가 사용된다. 

ROM 테이블 포맷:비트 11∼6:상위 데이타; 비트 5∼0:하위 데이타 

1.2.6 매크로블록 타입 

이 절은 테이블 2,3,4/MPEG-2, 테이블 2-B.2/MPEG-1, 테이블 2/H.261(MTYPE) 및 테이블 3,4/H.263(MCBP
C)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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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딩된 값은 5비트까지 발생한다. 여기서도 상위/하위 데이타 개념을 사용한다. ROM 어드레스를 발생시
키기 위하여  한개의 간단한 FSM이 사용된다. 

ROM테이블 포맷:비트 11∼6:상위 데이타; 비트 5∼0:하위 데이타 

비록, 몇개의 비트들이 각 사양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매크로 블록 타입의 포맷은 MPEG에 
근거하여 각 사양에 대해 세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H.263은 정보 요구에 근거하여 2단계 디코딩을 필요
로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3 비트 매크로블록 타입을 갖는 디코딩 MCBPC 

* 매크로블록 타입, PB 플래그 및 픽쳐 타입에 근거한 매크로블록 타입 록업 VLC 테이블에서 매크로블록 
타입의 포맷은 다음과 같다. 

[테이블 3] 

MPEG의 매크로블록 타입 포맷 

[테이블 4] 

H. 263의 MCBPC 포맷 

[테이블 5] 

H. 261의 매크로블록 타입 포맷 

테이블 4로부터, 3비트 매크로블록 타입 뿐만 아니라 2비트 크로마 패탄을 얻는다. 여기서, 매크로블록 
타입은 0∼4까지의 범위를 갖는 3비트 값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매크로블록 타입 종류는 제2
단계에서 디코딩된다. 

디코딩 룩업 테이블은 다음과 같다. 

[테이블 6] 

H. 263의 매크로블록 타입 디코딩 룩업 테이블 

1.2.7 DCT DC 사이즈 

이 절은 테이블 12,13/MPEG-2,  테이블 2-B.5/MPEG-1을 다룬다. VLC  구조로 인하여 '1'카운트는 여기서 
'0' 카운트 대신 사용된다. 

ROM테이블 포맷:비트 10∼6:상위 데이타:크로마; 비트 5∼0:하위 데이타:휘도. 비트 11과 비트 5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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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1.2.8  CBPY 

이 절은 테이블 9/H.263을 다른다. 이 테이블은 두 세트의 데이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인터픽쳐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트라픽쳐에 대한 것이다. 한 세트의 값은 다른 세트의 값을 반전시킨 것으로서, 
ROM에 한 세트의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인트라 데이타가 ROM에 위치한다 하나의 4비
트 값이 CBPY값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ROM 테이블 포맷:비트 9∼6:상위 데이타; 비트 3∼0:하위 데이타. 비 11∼10과 비트 5∼4는 예약되어 있
다. 

1.2.9 듀얼 프라임(dual prime) 및 모드 

이 절은 테이블 11/MPEG-2 및 테이블 7/H.263을 다룬다. 

이 두개의 테이블은 매우 간단하고 작아서 직접 디코딩될 수 있다. 

1.3 엔코딩 

디코딩 절과 마찬가지로, 엔코딩 과정은 '0'/'1'카운트 개념을 사용한다. ROM 테이블은 '0'/'1' 카운트, 
'0' 또는 '1' 카운트에 대해 첫번째 1에 뒤따라는 코드의 크기 및 첫번째/마지막 '1'에 따르는 VLC 코드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포맷에 따르면, ROM 테이블의 사이즈는 테이블 12/H. 263에서 특수 엔코딩
으로 해결되는 4가지를 제외하고는 12비트로 제한될 수 있다. 포맷은 다음과 같다. 

[테이블 7] 

일반적인 엔코딩 포맷 

[테이블 8] 

테이블 12/H. 263 엔코딩 포맷 

상기 테이블에서, VLC 코드 사이즈는 첫번째/마지막 '1'을 뒤따르는 VLC 코드의 사이즈이다. VLC 코드는 
첫번째/마지막 '1'을 뒤따르는 VLC 코드이다. '0' 카운트의 경우, 첫번째 '1'을 뒤따르는 VLC 코드가 추
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VLC 코드는 마지막 '1'을 뒤따르는 비트들로 부터 취출되어져야 한다. 엔코딩
에서 '1' 카운트의 적용은 디코딩에서와 다르다. '1' 카운트는 '1 카운트 플래그가 어드레스 발생기에 의
해 인에이블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VLC의 MSB가 1이지만, '1' 카운트 플래그가 로우인 경우, 
ROM 테이블의 '0'/'1' 카운트 부분은 0이 될 것이며, 이는 '0' 카운트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예는 엔코딩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룬다. 

예 1:VLC=0000011001, one_count_enable=0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결과:0101 100 01001 

테이블 12/H.263에 대한 결과:101 100 001001 

예 2:VLC=11001, one_count_enable=0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결과:0000 100 0101 

테이블 12/H.263에 대한 결과:000 100 001001 

예 3:VLC=11001, one_count_enable=1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결과:0010 011 00001 

테이블 12/H.263에 대한 결과 

일반적인 어드레스는 옵셋과 입력 값의 가산으로서 발생된다. 

1.3.1 테이블 14/MPEG-2 

이  테이블은  테이블  2-B.5c/MPEG-1  및  테이블  5/H.261과  동일하다.  이  엔코딩은  'RUN',  'FIRST  DC', 
'ESCAPE', 'END OF BLOCK' 입력을 처리한다. 

엔코딩 결과:어드레스를 발생하기 위하여 레벨 또는 런과 함께 가산되도록 인가되는 옵셋 어드레스 

1.3.2 테이블 15/MPEG-2 

두 테이블이 동일한 런, 레벨 및 VLC 코드를 가지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대부분은 테이블 14/MPEG-2를 
공유한다. 몇가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1'  카운트가 적용된다. 이 엔코딩은 'RUN',  'LEVEL',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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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ESCAPE', 'END OF BLOCK' 입력을 처리한다. 

엔코딩 결과:옵셋  어드레스 및 '1' 카운트 지시자 

1.3.3. 테이블 12/ H.263 

상술한 바와 같이, 이 테이블은 매우 특수하다. 이를 다루기 위하여 다른 포맷을 사용한다. 불행히도, 
VLC코드를 나타내는데 12비트를 사용할 수 없는 몇가지 예외가 있다. 그 예외는 테이블 9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들 예외는 ROM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은 특수하게 엔코딩될 수 있다. 

[테이블 9] 

12/H.263에서 엔코딩의 예외 

엔코딩은 'RUN' 및 'ESCAPE' 입력을 처리한다. 

엔코딩 결과:어드레스를 발생하기 위하여 레벨 또는 런과 함께 가산되도록 인가되는 옵셋 어드레스 

1.3.4 움직임 코드/매크로블록 증가분 

이  절은  테이블  1/MPEG-2,  테이블  10/MPEG-2,  테이블  2-B.  1/MPEG-1,  테이블  2-B.4/MPEG-1,  테이블 
1/H.261, 테이블 3/H.261 및 테이블 10/H.263을 다룬다. 

디코딩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모든 테이블에 대하여 하나의 ROM 테이블과 하나의 FSM을 공유할 
수 있다. ROM테이블로 부터 얻어지는 VLC 코드는 완전한 VLC 코드를 만들기 위하여 부호/우수 비트와 결
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엔코딩 FSM에서 처리하는 입력값들은 그 LSB가 프랙션 비트(fraction bit)인 
움직임 코드에 대한 절대값과 1비트 오른쪽으로 쉬프트된 매크로블록 어드레스 증가분이다. 

엔코딩은 'STUFFING' 및 'ESCAPE'를 처리한다. 

1.3.5 매크로블록 패턴 

이 절은 테이블 9/MPEG-2, 테이블 2-B.3/MPEG-1을 이룬다. 

어드레스는 옵셋과 패턴 값을 가산한 값이다. 

1.3.6 매크로블록 타입 

이 절은 테이블 2,3,4/MPEG-2, 테이블 2-B.2/MPEG-1을 다룬다. 

1.3.7 테이블 3.4/H.263(MCBPC) 

픽쳐 타입, 매크로블록 타입 및 스터핑(stuffing) 플래그에 대한 정보가 ROM 테이블 어드레스 옵셋을 발
생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어드레스는 옵셋 어드레스와 CBPC의 합이다. 

1.3.8 테이블 2/H.261(MTYPE) 

어드레스 발생기가 매우 복잡하여 구현에 대해 생각할 가치가 없다. 

1.3.9 CBPY 

디코딩 부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인트라 픽쳐 데이타만을 엔코딩한다. 픽쳐 타입이 인터 픽쳐인 경우 데
이타는 먼저 반전되어야 한다. 

어드레스는 옵셋과 CBPY값을 가산한 값이다. 

1.3.10 DCT DC 사이즈 

이 절은 테이블 12,13/MPEG-2, 2-B.5/MPEG-1을 다룬다. 

휘도  및  크로마에  대한  몇개의  VLC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몇개의  ROM  테이블을 
공유한다. 옵셋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크로마 플래그 및 몇개 비트의 값이 사용된다. 옵색과 실
제 값을 가산함으로써 ROM 어드레스를 얻을 수 있다. 

1.3.11 듀얼 프라임(dual prime) 및 모드 

이 절은 테이블 11/MPEG-2 및 테이블 7/H.263을 다룬다. 

이 두개의 테이블은 매우 간단하고 작아서 직접 엔코딩될 수 있다. 

2.0 하드웨어 설명 

VLC 엔코딩/디코딩에 대한 하드웨어는 'VLC' 블럭에  포함된다. 이 블록은 세개의 서브 블록들을 포함한
다.  이들  블록들은  ROM테이블  어드레스  또는  디코딩/엔코딩  데이타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적용된다. 
'VLC_DEC'는 VLC를 디코딩하여 ROM 테이블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VLC_ENC'는 VLC를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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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하기 위한 블록으로서, ROM 테이블 어드레스 또는 H. 263의 TCOEF 테이블을 위한 특수 엔코딩을 발생
시킨다. 'LOOKUP'은 ROM 테이블 값 또는 특수 엔코딩된 값에 근거하여 VLC 데이타를 출력한다. 

2.1 VLC 디코딩 어드레스 발생기 

VLC_DEC의 핵심은 디코딩 FSM이다. 이 FSM은 입력 정보를 디코딩하여 어드레스 발생을 제어한다. FSM의 
입력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 ZERO/ONE Count(15비트):0/1 카운트 값을 제공한다. 

* ZERO ONE Count(4비트):0/1 카운트 값을 제공한다. 두가지 다른 비트-카운트 신호를 사용하는 목적은 
입력 데이타 공유로 인해 게이트 주문자(gate customer)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15
비트가 사용된다. 

* ONE Count enable(1 비트):'1' 카운트 시작 

* 테이블 타입(6비트):테이블 타입 

[테이블 10] 

VLC_DEC FSM 테이블 타입 포맷 

*모드(9비트):동작 모드 

[테이블 11] 

VLC_DEC FSM 모드 포맷 

사양 및 픽쳐 타입에 대한 정의는 핀 정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하드웨어를 간소화하고 ROM 억세스 시간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수한 알고리즘이 ROM 테이블 어드레스를 발
생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옵셋 어드레스(OFFSET)를 발생시킨다. 

단계 2:4비트 쉬프트 양(MASK_SHFT)을 발생시키고, 이 양과 함께 라이트 쉬프트 16 비트 FIFO_DATA를 발
생시킨다. 이후, 4개의 최하위 비트들(FOL_DATA)을 추출한다. 

단계 3:단계 2에서 얻어지는 4개 비트들을 반전시킨다. 

단계 4:단계 3에서 얻어지는 데이타(MASK)를 마스크하기 위하여 4비트 마스크 신호를 발생시킨다. 

단계 5:단계 4의 결과를 옵셋 어드레스와 논리합시킨다. 그 결과는 ROM 테이블 어드레스이다. 

이들 단계를 결합시키면 다음과 같다. 

Address=OFFSET|(BITREVERSE(Bit(3∼0) of (FIFO_DATA〉〉MASK_SHFT) ＆ (MASK) 

FSM의 출력은 다음과 같다. 

* MASK(4비트):마스크 데이타 

* OFFSET(9비트):ROM 테이블 옵셋 어드레스 

* MASK_SHFT(4비트):쉬프트 양 

* SIZE(5비트):VLC사이즈 

*SPECIAL_FLAG(3비트):디코딩을 위한 여분의 정보 

[테이블 12] 

VLC_DEC의 특수 플래그의 정의 

*VALID_VLC(1비트):유효 VLC 코드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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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_DATA_INDICATOR(1비트):ROM데이타 중 상위 6비트를 출력한다. 

입력 핀들: 

* FOL_DATA(4비트):쉬프트된 FIFO_DATA(상술한 단계 2 참조) 

* CNT(4비트):0/1 카운트 

*ONE_CNT_EN(1비트):'1' 카운트 지시자 

*MODE(14비트):테이블 타입 및 다른 정보 

정의는 다음과 같다. 

[테이블 13] 

VLC_DEC에서 MODE 포맷 

사양:00=MPEG-1; 01-MPEG-2; 10=H.261; 11=H.263; 

픽쳐타입:00=예약; 01=인트라; 10=예측; 11=양방향; 

*FIFO_DATA(16비트); 데이타는 VLC를 포함한다. 

출력 핀들: 

* ROM_ADR(10비트):ROM테이블 어드레스 

* MASK_SHFT(4비트):FIFO_DATA에 대한 쉬프트양(상술한 단계 2 참조) 

* SIZE(5비트):VLC 사이즈 

* SPECIAL_0(3비트):특수 플래그(FSM 출력 참조) 

* VALID_VLC(1비트):유효 VLC 플래그 

*HIGH_DATA(1비트):우스 플래그의 부호로 VLC의 LSB를 추출하라는 지시자 

*FULL_DATA(1비트):DCT 계수 디코딩시 하이인 완전한 12비트 데이타 구조 

*TABLE(6비트):FSM 입력에 정의됨 

*T_MODE(9비트):FSM 입력에 MODE로 정의됨 

2.2. VLC_ENC 

VLC 엔코딩 코아 부분에서와 같이, VLC_ENC는 가변길이 코드를 엔코딩한다. 이 부분의 출력은 ROM 테이블 
어드레스  또는  VLC의  특수  엔코딩이다.  1.0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엔코딩  데이타  구조는  H.263에서 
TCOEF의 몇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비트 데이타 포맷을 따른다. 비록 10비트 가산기가 ROM 테이
블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지만, 하드웨어 관점에서 볼때에는 VLC_DEC부분보다 훨씬 더 간단
하다. 

VLC_DEC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핵심은 VLC_ENC라 하는 FSM이다. 다른 FSM, ENC_SP는 특수 엔코딩을 위
해 사용된다. 

FSM VLC_ENC의 입력신호는 이 부분의 입력 핀들과 동일하다. 

* LAST(1비트):H.263의 TCOEF에 대한 LAST의 값 

* RUN/VALUE(6비트):DCT 계수 테이블이 엔코딩되는 중이면, 이 입력은 RUN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값, 즉  패턴을 의미한다. 

* LEVEL(6비트):DCT 계수 레벨 

*SPECIAL_FLAG(2비트):VLC_DEC 부분에서 정의된 특수 플래그 

* TABLE(6비트):VLC_DEC와 동일 

*MODE(9비트):VLC_DEC와 동일 

ROM 어드레스 발생은 매우 간단하다. FSM은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값(런) 또는 레벨 또는 0에 더
해지는 옵셋 어드레스를 제공한다. 이들 VLC들이 동일 한 사이즈와 '0' 카운트를 가지기 때문에 특수 엔
코딩을 위해서는, 출력은 코드로 복원되는 2개의 최하위비트들이다. 

출력 핀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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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_CNT_FLG(1비트):VLC 구조가 '1' 카운트를 사용함을 알린다. 

* SIGN_EN_BIT:VLC구조가 부호/우수 비트를 VLC LSB로 둠을 알린다. 

* SPECIAL_ENCODE(1비트):특수 엔코딩 플래그 

* VLC(2비트):특수 엔코딩된 VLC 코드 LSB들 

* ADR_A(16비트):옵셋 어드레스, 상위 6비트는 0이다. 

* ADR_B(16비트):어드레스의 또 다른 부분. 상위 10비트는 항상 0이다. 

2.3 룩업 

이 절은 VLC 데이타의 엔코딩/디코딩을 제공한다. 이 블록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처리한다. 

* 규칙적인 12비트 엔코딩/디코딩 ROM 테이블 값 출력 

* 비트 상위/하위 디코딩 데이타 출력 

* 특수 엔코딩 데이타 복원  

요구한 바와 같이, 출력 데이타는 0으로 메워진다. 

입력 핀들: 

* D_ADR(10비트):ROM 어드레스를 디코딩한다. 

* E_ADR(10비트):ROM 어드레스를 엔코딩한다. 

* ENCODE(1비트):1:엔코딩; 0:디코딩 

* HIGH(1비트):상위 6비트 플래그를 추출한다. 

* ENABLE(1비트):완전한 12비트 데이타 플래그 

* VLC(2비트):특수 엔코딩 코드 

* SPECIAL_ENCODE(1비트):특수 엔코딩 코드  

출력 핀들: 

LOOKUP(16비트):VLC 코드 〈/CLAIM〉〈/SDOCL〉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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