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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E버스 심볼 엔코딩 처리회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CE버스 심볼 엔코딩 처리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CE버스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데이타 로맷도.

제2도는 본 발명 CE버스 심볼 엔코딩 처리회로에 대한 블록도.

제3도는 제2도에 대한 상세 블록도.

제4도는 제3도 각부에 대한 파형도.

제5a도의 내지 5d도는 본 발명의 신호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마이크로프로세서                 2 : 래치

3 : 시프트레지스터                    4 : 카운터

5 : 로드신호발생부                    6 : 클럭신호발생부

7 : EOP검출부                          7A : 직렬/병렬 시프트레지스터

8 : 모뎀                                    FF1-FF7 : 플립플롭

ND1,ND2 : 낸드게이트             NOR1-NOR6 : 노아게이트

I1 : 인버터                               EXOR1-EXOR3 : 익스클루시브 오아게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CE버스 규격의 프로토콜중 심볼 엔코딩 처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속통신을 
수행시  소프트웨어  처리상에서는  과부하를  초래하여  오류가  발생되고,  또한  프로세서가  동시에  다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여  심볼  엔코딩을  하드웨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CE버스 심볼 엔코딩 처리 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CE버스의  프로토콜(Application  Layer,  Network  Layer,  Data  Link  Layer,  Physical Laye
r)중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처리해  왔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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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의 프로세서가 한가지 통신메체[PL(Power Line), CX(Coxial Cable), TP(Twist Power), 
IR(Intra Red)들 중에서 한가지 매체]만 전담하여 처리하여 10Kbps의 고속통신이 가능하다.

제1도는  CE버스  피지컬  레이어(Physical  Layer)에서의  데이타  포맷를  보인  것으로  로직  “1”에 대
해서는  1  UST(10Kbps  통신의  경우  100μsec),  로직  “0”에  대해서는  2  UST,  포맷  종료  로직(EOF  : 
End  Of  Format)에  대해서는 3  UST,  패킷  종료  로직(EOP  :  End  Of  Packet)에  대해서는 4  UST의 고전
위 또는 저전위 레벨의 구간을 갖는다.

따라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러한  데이타를  직접  생성하기  위하여  100μsec마다  인터럽트  처리를 
하여야하므로  소프트웨어  처리에  과부하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두가지의  피지컬  레이어  즉, 미디어
를 동시에 처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

CE버스를  가전제품에  적용시  기기와의  인터레이스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어플
리케이션  레이어를  처리해야되는  경우에나  PL과  IR,  CX와  IR,  TP와  IR등과  같이  두가지  통신  매체를 
동시에 처리하고자 할 경우 종래에 있어서 하나의 프로세서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결함이 있었다.

본  발명은  이와같은  종래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토콜중  프로세서의  처리에  부하를 가중시
키는  데이타  링크  레이어의  심보루  엔코딩을  TTL게이트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창안한 것으로 이를 첨부한 도면에 상세히 설명한다.

제2도는  본  발명  CE버스  심볼  엔코딩  처리회로에  대한  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스템 
전체를  총괄제어함과  아울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타를  8비트씩  구분하여  이를  1  UST(Unit  Symbol 
Time)마다  출력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1)와,  래치(2)를  통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에  출력되는 
8비트  데이타를  공급받아  이를  1  UST마다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시프트레지스터(3)와,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1)로부터  공급되는  소정  주기의  클럭을  카운트함과  아울러,  데이타가  상기 시프트레지스터
(3)에  데이타를  로딩시키기  위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에  인터럽트신호(INT-MSB)를  출력하는 
카운터(4)와,  상기  카운터(4)의  출력신호를  공급받아  상기  시프트레지스터(3)에  로드신호를 출력하
는  로드신호발생부(5)와,  상기  카운터(4)의  출력신호를  공급받아  상기  시프트레지스터(3)에 클럭신
호를  공급하는  클럭발생부(6)와,  상기  시프트레지스터(3)의  출력데이타를  스캔하여  일련의  데이타 
종지점(End  Of  Packet)이  검출되는  순간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에  인터럽트신호(INT-EOP)를 출력
하는  EOP  검출부(7)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에  출력되는  전송인에이블  신호(TX-EN)에  의하여 
앤드게이트(AD2)의  출력신호가  유효할  때  그  앤드게이트(AD2)를  통해  상기  시프트레지스터(3)의 츨
력데이타를  공급받아  이를  변조하여  출력하는  모뎀(8)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
의 작용 및 효과를 제3도 내지 제5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데이타  전송요구신호가  발생되면,  마이크로프로세서(1)는  첫번째  8비트  데이타를  래치(2)에 라이트
(Write)한  후,  제4도의  (b)에서와  같이  세트신호(SET)를  고전위로,  제4도의  (c)에서와  같이 리세트
신호(RESET)를  약  25μsec  동안  저전위로  하여  카운터(4)에  출력함과  아울러,  1/2  UST 클럭신호
(CLK)를 출력한다.

이에  따라  상기  카운터(4)의  출력신호에  의하여  플립플롭으로  구성된  로드신호발생부(5)에  제4도의 

(e)에서와  같이,  저전위인 로드신호 가  출력되는  순간  그  저전위의 로드신호 에  의하여  상기 

래치(2)에  래치된  8비트  데이타가  시프트레지스터(3)를  통해  클럭신호발생부(6)에  출력되는 클럭신
호에  동기되어  1UST마다  순차적으로  출력되고,  이때,  제4도의  (d)에서와  같이  송신 인에이블신호
(TX-EN)도 고전위를 유지하므로 그 직렬 데이타는 앤드게이트(AD2)를 통해 모뎀(8)으로 전달된다.

이후,  제4도의  (h)에서와  같이  4  UST가  경과되는  시점에서  카운터(4)의  플립플롭(FF4)에  상승에지의 
인터럽트신호(INT-MSB)가  발생이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는  그  인터럽트신호(INT-MSB)를 인

지하여 다음 8비트 데이타를 상기와 같이 래치(2)에 라이트하게 된다.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가  상기와  같이  처음  8비트  데이타를  래치(2)에  모두  라이트한  후, 로드신

호발생부(5)에서  발생되는 로드신호 에  의하여  그  래치(2)에  래치되어  있는  8비트  데이타가  상기 

시프트레지스터(3)를  통해  로드되어  전송  종료시까지  80μsec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상기 마이
크로프로세서(1)는  800μsec  마다  8비트  데이타를  상기와  같이  래치(2)에  라이트하는  일만  반복하면 
된다.

한편,  EOP  검출부(7)에서  직렬/병렬레지스터(7A)의  출력단자(QA-QD)에  모두  저전위(논리치  0)가 출
력되는  순간  익스클루시브오아게이트(EXOR1-EXOR3)에  저전위(논리치  0)에  출력되므로  이때, 노아게
이트(NOR4,  NOR5)에  저전위가  출력되어  제4도(g)의  종단부에서와  같이  노아게이트(NOR6)에 고전위
(논리치  1)가  출력되는데,  이  고전위가  데이타  전송의  끝을  알리는  신호(End  Of  Paket)로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가  이를  인터럽트  신호로  인지하여  전송인에이블신호(TX-EN)를  저전위로 인액티
브(Inactive)시키는  동시에  세트신호(SET)를  저전위로  인액티브시킨후,  1/2  UST  클럭신호(CLK)를 정
지시켜 데이타 전송을 완료하게 된다.

또한,  전송도중  미디어(전송선로)상에서  데이타  충돌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상기  인터럽트 신호
(INT-EOP)의 처리방법을 취하므로써 전송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프로토콜중  프로세서의  처리에  부하를  가중시키는 데이
타  링크  레이러의  심볼  엔코인을  TTL게이트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므로써  한개의 프로세
서로의 기능을 배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스템  전체를  총괄제어함과  아울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타를  소정  비트씩  구분하여  이를  1 UST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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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력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1)와,  래치(2)를  통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에  출력되는 데이타
를  공급받아  이를  1  UST마다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시프트레지스터(3)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
로부터  공급되는  소정  주기의  클럭을  카운트함과  아울러,  데이타가  상기  시프트레지스터(3)에 데이
타를  로딩시키기  위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에  인터럽트신호(INT-MSB)를  출력하는 카운터(4)

와,  상기  카운터(4)의  출력신호를  공급받아  상기  시프트레지스터(3)에 로드신호 를  출력하는 로

드신호발생부(5)와,  상기  카운터(4)의  출력신호를  공급받아  상기  시프트레지스터(3)에  클럭신호를 
공급하는  클럭발생부(6)와,  상기  시프트레지스터(3)의  출력데이타를  스캔하여  일련의  데이타 종지점
이 검출되는 순간,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에 인터럽트신호(INT-EOP)를 출력하는 EOP 
검출부(7)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에  출력되는  전송인에이블  신호(TX-EN)에  의하여 앤드게이트
(AD2)의  출력신호가  유효할  때  그  앤드게이트(AD2)를  통해  상기  시프트레지스터(3)의  출력데이타를 
공급받아 변조하여 출력하는 모뎀(8)으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CE버스 심볼 엔코딩 처리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카운터(4)의  클럭단자(CLK1),  출력단자(Q1)를  노아게이트(NOR1)의  양입력단자에 각
기  접속하고,  상기  카운터(4)의  출력단자(Q2),  (Q3)를  노아게이트(NOR2)의  양입력단자에  각기 접속
하며,  상기  노아게이트(NOR2)의  출력단자를  인버터(I1)를  통해  일측  입력단자가  상기 노아게이트
(NOR1)에  접속된  낸드게이트(ND2)의  타측입력단자에  접속한  다음  이의  출력단자를  플립플롭(FF7)의 
클리어단자(CL)에  접속하고,  상기  노아게이트(NOR1),  (NOR2)의  출력단자를  낸드게이트(ND1)의 입력
단자에  접속하여  이의  출력단자를  일측  입력단자가  상기  카운터(4)의  출력단자(Q4)에  접속된 노아게
이트(NOR3)의  타측  입력단자에  접속하며,  상기  노아게이트(NOR3)의  출력단자를  상기 플립플롭(FF7)
의  클럭단자(CLK)에  접속하여  이의  출력단자(Q)를  일측  입력단자가  상기  카운터(4)의 출력단자(Q1)
에  접속된  앤드게이트(AD1)의  타측  입력단자에  접속하여  클럭신호발생부(6)를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CE버스 심볼 엔코딩 처리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직렬/병렬  시프트레지스터(7A)의  출력단자(QA-QD)를  익스클루시브 오아게이트
(EXOR2),  (EXOR3)의  입력단자에  순차적으로  접속함과  아울러  그  직렬/병렬  시프트레지스티(7A) 출력
단자(QA),  (QC)를  익스클루시브  오아게이트(EXOR1)의  양입력단자에  각기  접속한후,  상기 익스클루시
브  오아게이트(EXOR2),  (EXOR3)의  출력단자를  노아게이트(NOR5)의  양입력단자에  각기  접속함과 아울
러,  상기  익스클루시브  오아게이트(EXOR4)의  출력단자를  일측입력단자가  접지단자에  접속된 노아게
이트(NOR4)의  타측입력단자에  접속하고,  상기  노아게이트(NOR4),  (NOR5)의  출력단자를 낸드게이트
(ND2)의  입력단자에  각기  접속한  다음,  이의  출력단자를  일측입력단자가  상기  카운터(4)의 출력단자
(Q5)에  접속된  노아게이트(NOR6)의  타측입력단자에  접속하여  상기  EOP  검출부(7)를  구성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CE버스 심볼 엔코딩 처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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