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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와 상위 프로세서 간에 제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직렬 정합 장치에서 내
부에 CPU를 구비하지 않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외부 디바이스의 상태를 감시
하거나 외부 디바이스로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등의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드 설계시 내부에 CPU를 사용하지 않고, 
상위프로세서의 CPU와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 범용 비동기 송수신기) 통신을 통
해 제어신호 및 데이터의 직렬 정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치 구성이 간단해지고, 디버깅이 용이하며, 
불량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UART, 직렬정합장치, 명령FIFO, 직렬-병렬변환, 명령해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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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본 발명에 의한 범용 비동기 송수신(UART) 방식 직렬 정합 장치 블럭 구성도,

도2a는 본 발명에 의한 UART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을 보인 흐름도,

도2b는 본 발명에 의한 UART 방식으로 수신된 명령을 해석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보인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UART 송수신부 2: 직렬/병렬 변환부

3: 명령 해석부 4: 제어 명령 처리부

5: 외부 상태 감시부 6: 명령 응답부

7: 병렬/직렬 변환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와 상위 프로세서 간에 제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직렬 정합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외부 디바이스의 상태를 감시하거나 외부 디바이스로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등의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드 설계시 CPU를 사용하지 않고, 상위프로세서의 CPU와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
r, 범용 비동기 송수신기) 통신을 통해 제어 및 데이터의 직렬 정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범용 비동기 송수신(U
ART) 방식 직렬 정합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부 디바이스의 상태를 감시하거나 외부 디바이스로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등의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구현할 지라도, CPU와 주변 디바이스들(ROM, RAM 등)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이 경우 CPU와 주변 디
바이스 사용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다단계의 디버깅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외부 디바이스의 상태를 감시하거나 외부 디바이스로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등의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드 설계시 
CPU를 사용하지 않고, 상위프로세서의 CPU와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 범용 비동
기 송수신기) 통신을 통해 제어 및 데이터의 직렬 정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치 구성이 간단해지고, 디
버깅이 용이하며, 불량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한 범용 비동기 송수신(UART) 방식 직렬 정합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
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범용 비동기 송수신(UART) 방식 직렬 정합 장치는,

상위프로세서의 CPU와 UART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UART 송수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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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UART 송수신부에서 출력된 직렬 방식의 데이터를 병렬 방식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직렬/병렬 변환부와;

상기 직렬/병렬 변환부에서 출력되는 병렬 방식 명령을 명령FIFO(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에 저장하고, 명령 F
IFO로부터 명령을 읽어 해석하여 해당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해석부와;

상기 명령해석부에서 출력되는 제어명령에 따라 외부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신호를 외부 디바이스로 출력하는 제어명령 
처리부와;

상기 명령 해석부에서 출력되는 외부 디바이스 상태 감시 명령에 따라 외부 디바이스의 상태를 감시하고 명령응답부로 
전송하는 외부 상태 감시부와;

상기 명령 해석부의 명령 수행 결과와 상기 외부 상태 감시부의 명령 수행의 결과를 입력받아, 해당 명령에 대한 응답신
호를 전송하는 명령 응답부와;

상기 명령 응답부에서 병렬 방식으로 출력되는 데이터를 직렬 방식으로 변환하여 상기 UART 송수신부로 전송하는 병
렬/직렬 변환부로 이루어짐을 그 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범용 비동기 송수신(UART) 방식 직렬 정합 방법은,

상기 상위 프로세서의 CPU와 UART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UART 송수신부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서 시작 
비트(start bit)를 검색하여 직렬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명령 FIFO에 저장하는 데이터수신단계와;

상기 명령 FIFO에 저장된 명령을 해석하는 명령 해석 단계와;

상기 해석 결과 등록되어 있는 명령이면 해당 명령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임시 버퍼에 저장하는 명령 수행 단계와;

상기 임시 버퍼에 저장된 정보를 UART 통신을 통해 상기 상위프로세서로 보고하는 UART송신단계를 수행함을 그 방
법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범용 비동기 송수신(UART) 방식 직렬 정합 장치 및 방법을 첨부된 도면에 의거 상
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상위프로세서와 제어신호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각종 외부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와 상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을 갖는 장치를 구현할 때, 상위 프로세서의 CPU와 UART 방식으로 제어신호 및 데이터를 송수신
하도록 하여, CPU를 구비하지 않고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UART 방식은 병렬-직렬 변환 및 직렬-병렬 
변환의 기능을 갖는 비동기 데이터 전송용의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도1은 본 발명에 의한 UART 방식 직렬 정합 장치 블럭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위프로세서의 CPU와 UART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UART 송수신부(1)와; 상기 UART 송수신부
(1)에서 출력된 직렬 방식의 데이터를 병렬 방식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직렬/병렬 변환부(2)와; 상기 직렬/병렬 변환부
(2)에서 출력되는 병렬 방식 명령을 명령FIFO(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에 저장하고, 명령 FIFO로부터 명령을 
읽어 해석하여 해당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해석부(3)와; 상기 명령해석부(3)에서 출력되는 제어명령에 따라 외
부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신호를 외부 디바이스로 출력하는 제어명령 처리부(4)와; 상기 명령 해석부(3)에서 출력되는 
외부 디바이스 상태 감시 명령에 따라 외부 디바이스의 상태를 감시하고 명령응답부(6)로 전송하는 외부 상태 감시부
(5)와; 상기 명령 해석부(3)의 명령 수행 결과와 상기 외부 상태 감시부(5)의 명령 수행의 결과를 입력받아, 해당 명
령에 대한 응답신호를 전송하는 명령 응답부(6)와; 상기 명령 응답부(6)에서 병렬 방식으로 출력되는 데이터를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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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변환하여 상기 UART 송수신부(1)로 전송하는 병렬/직렬 변환부(7)로 구성된다.
    

도2a 및 도2b는 본 발명에 의한 범용 비동기 송수신(UART) 방식 직렬 정합 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UART 송수신부(1)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서 시작 비트(start bit)를 검색하여 직렬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명령 F
IFO에 저장하는 데이터수신단계(ST11-ST13)와; 상기 명령 FIFO에 저장된 명령을 해석하는 명령 해석 단계(ST21,
ST22)와; 상기 해석 결과 등록되어 있는 명령이면 해당 명령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기 명령 응답부(6)의 임시 버퍼
에 저장하는 명령 수행 단계(ST23-ST26)와; 상기 임시 버퍼에 저장된 정보를 UART 통신을 통해 상위 프로세서로 
보고하는 UART송신단계(ST27)를 수행한다.
    

상기 데이터 수신 단계(ST11-ST13)는, 상기 UART 송수신부(1)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서 시작 비트를 검색하여, 
동기가 이루어졌으면 이 후의 8비트 데이터를 명령 FIFO에 저장한다.

상기 명령 수행 단계(ST23-ST26)는, 상기 해석 결과, 외부 디바이스 상태 보고를 위한 명령이면 외부 디바이스의 상
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상기 명령 응답부(6)의 임시 버퍼에 저장하고, 외부 디바이스 제어를 위한 명령이면 외부 디
바이스 제어를 위한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그 결과를 임시 버퍼에 저장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한 범용 비동기 송수신(UART) 방식 직렬 정합 장치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UART 송수신부(1)에서 상위프로세서의 CPU로부터 UART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신되면, 시작 비트를 검색한다(ST1
1). 그래서 동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8비트 데이터를 명령 해석부(3)의 명령 FIFO에 저장한다(ST12,ST13).

이렇게 하여 병렬 방식으로 변환된 명령 데이터는 명령 해석부(3)에서 해석하여 등록되어 있는 명령인 지를 판단한다
(ST21,ST22).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명령이 아니면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명령이면 해당 명령을 수행한다(ST23). 즉, 
외부 디바이스 상태 보고를 위한 명령이면 명령 해석부(3)는 외부 상태 감시부(5)로 상태 감시를 위한 명령을 출력하
고, 외부 디바이스 제어를 위한 명령이면 제어 명령 처리부(4)로 제어 신호 출력을 위한 명령을 출력한다. 그래서 외부 
상태 취합부(5)는 외부 디바이스의 상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임시 버퍼에 저장한다(ST24,ST25,ST26).

그래서 상기 임시 버퍼에 저장된 정보를 UART 통신을 통해 상위 프로세서 측으로 명령 수행에 대한 응답을 보고하게 
된다(ST27). 즉 명령 응답부(6)는 임시 버퍼에 저장된 정보를 명령 수행에 대한 응답으로써 병렬/직렬 변환부(7)로 
전송한다.

그리고 병렬/직렬 변환부(7)는 전송받은 병렬 방식의 데이터를 직렬 방식의 데이터로 변환한 후 UART 송수신부(1)로 
전송한다. 그래서 UART 방식으로 상위 프로세서의 CPU에 명령 수행에 대한 결과가 보고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 범용 비동기 송수신(UART) 방식 직렬 정합 장치 및 방법은, 단순한 기능을 수행
하는 디바이스와 상위 프로세서간에 제어 신호 및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상위 프로세서의 CPU와 UART 방식으로 제
어신호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하여, CPU 없이도 직렬 데이터를 정합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스트(cost) 절감 
및 기능의 단순화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내구성이 향상되고 디버깅이 용이해지며, 불량 발생률이 감소
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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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와 상위 프로세서 간에 제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직렬 정합 장치에 있어서,

상위프로세서의 CPU와 UART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UART 송수신부와;

상기 UART 송수신부에서 출력된 직렬 방식의 데이터를 병렬 방식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직렬/병렬 변환부와;

상기 직렬/병렬 변환부에서 출력되는 병렬 방식 명령을 명령FIFO(First In First Out; 선입선출)에 저장하고, 명령 F
IFO로부터 명령을 읽어 해석하여 해당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해석부와;

상기 명령해석부에서 출력되는 제어명령에 따라 외부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신호를 외부 디바이스로 출력하는 제어명령 
처리부와;

상기 명령 해석부에서 출력되는 외부 디바이스 상태 감시 명령에 따라 외부 디바이스의 상태를 감시하고 명령응답부로 
전송하는 외부 상태 감시부와;

상기 명령 해석부의 명령 수행 결과와 상기 외부 상태 감시부의 명령 수행의 결과를 입력받아, 해당 명령에 대한 응답신
호를 전송하는 명령 응답부와;

상기 명령 응답부에서 병렬 방식으로 출력되는 데이터를 직렬 방식으로 변환하여 상기 UART 송수신부로 전송하는 병
렬/직렬 변환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용 비동기 송수신(UART) 방식 직렬 정합 장치.

청구항 2.

CPU를 구비하지 않고, 상위프로세서의 CPU와 UART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직렬 정합 장치의 정합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위 프로세서의 CPU와 UART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UART 송수신부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서 시작 
비트(start bit)를 검색하여 직렬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명령 FIFO에 저장하는 데이터수신단계와;

상기 명령 FIFO에 저장된 명령을 해석하는 명령 해석 단계와;

상기 해석 결과 등록되어 있는 명령이면 해당 명령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임시 버퍼에 저장하는 명령 수행 단계와;

상기 임시 버퍼에 저장된 정보를 UART 통신을 통해 상기 상위프로세서로 보고하는 UART송신단계를 수행함을 특징
으로 하는 UART 방식 직렬 정합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수신 단계는,

상기 UART 송수신부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서 시작 비트를 검색하여, 동기가 이루어졌으면 이 후의 8비트 데이터를 
명령 FIFO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ART 방식 직렬 정합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수행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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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석 결과, 외부 디바이스 상태 보고를 위한 명령이면 외부 디바이스의 상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상기 명령 응답
부의 임시 버퍼에 저장하고, 외부 디바이스 제어를 위한 명령이면 외부 디바이스 제어를 위한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그 
결과를 임시 버퍼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ART 방식 직렬 정합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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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a

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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