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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효율적으로 접속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를 구비하는디지탈 신호 처리기

요약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 및 보조 처리기(140)를 포함한다. 보조 처리기(140)는, 상기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의 어드레스 공간 내에 국부 메모리(141, 145, 147)를 포함한다. 보조 처리기(140)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로부터의 명령에 응답한다.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는 보조 처리기(140)의 국부 메모리(141,

145, 147)로부터/로 데이터를 자율적으로(autonomously) 전송한다. 보조 처리기 명령은 소정의 메모리 어드레스에 맵핑

된 명령 FIFO 메모리(141)에 저장된다. 제어 명령은, 국부 메모리(141, 145, 147)로의 메모리 전송이 완결될 때까지, 보조

처리기(140)를 정지시키는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을 포함한다. 전송 데이터 동기화 명령은, 보조 처리기가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에 신호를 보내 국부 메모리(141, 145, 147)로부터의 메모리 전송을 트리거링하게 한다. 인터럽트 명령

은, 보조 처리기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를 인터럽트하게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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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디지탈 신호 처리기, 재구성, 보조 처리기, 필터, 동기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와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의 결합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와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 간의 메모리 맵 논리 결합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필터 알고리즘에 적절한 메모리 관리 기술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전용 버스로 연결된 두 개의 보조 처리기를 포함하는 도 1의 결합에 대한 대안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다양한 필터 동작을 수행하도록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의 입력 포맷터(input formatter)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도 6에 도시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의 재구성 가능한 데이터 경로 코어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도 6에 도시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의 출력 포맷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실수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경로 코어를 통한 데이터 흐름 접속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복소수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경로 코어를 통한 데이터 흐름 접속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계수 갱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경로 코어를 통한 데이터 흐름 접속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고속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경로 코어를 통한 데이터 흐름 접속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

120 : 액세스 회로

140 :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신호 처리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코어 데이터 처리기 및 재구성 가능한 보조 처리기를 구비한 디

지탈 신호 처리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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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및 비디오 처리에 있어서, 디지탈 신호 처리는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많은 경우에서, 하나의 디지탈 처리

기가 종래의 다수의 분리된 아날로그 소자들을 대체할 수 있다. 디지탈 신호 처리에 의한 처리 용량의 증가는 종래 기술에

비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장치 및 기능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처리는 현재의 장치들보다 복잡한 기능 및 특성을 요구하

게 했으며, 새로운 유형의 장치들을 요구하게 한다. 몇몇 경우에서, 이러한 요구는 풀 프로그램 가능(full programmable)

디지탈 신호 처리기에 원하는 기능성을 효과적으로 부여하는 능력을 능가했다.

이러한 필요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와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을 결합하는

것이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는 제어 기능 및 몇 가지 신호 처리를 조절하도록 프로그래밍된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의 풀 프

로그램 가능성(full programmability)은 상이한 프로그래밍을 통한 제품 차별화를 가능하게 한다. ASIC은 공통적으로 수

행되고 시간 임계인 일정한 코어 기능을 위해 처리 하드웨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집적 회로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

라, 동일한 칩 상에 디지탈 신호 처리기 및 ASIC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를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 ASIC와 디지탈 신호 처리기 간에

효율적인 접속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 전형적으로,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관리된다. 많은 경우에서, 데이터 처리기는,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가 동작할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 포인터 및 명령을 제공

해야만 한다. 안전한 설계를 위해, 전형적으로 디지탈 신호 처리기에 여분의 시간을 제공하여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를 서

비스한다. 이것은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가 완전히 사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두번째 문제점은 설계에 소비되는 시간 상의

문제이다. 다른 기능을 설계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제품 싸이클이 감소되어 왔다. 이것은 새로운 기능을 신속하게 설

계하는 것을 중요하게 한다. 프로그램 및 인터페이스를 재사용하는 능력은 설계 싸이클의 단축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러나, ASIC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 내에서 구현되는 고정된 기능은 용이하게 재사용될 수 없다. 전형적인 ASIC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는 좁은 범위의 문제에 적절한 일련의 한정된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설계는 밀접하게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에서도 신속하게 재사용될 수 없다. 더욱이, 디지탈 신호 처리기와 ASIC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 간의 인터페이스는 특

정 제품에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 및 보조 처리기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보조 처리기는 상기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의 어드레스 공간 내에 국부 메모리를 가진다. 보조 처리기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로부터의 명령에 응답하

여,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와 함께, 상기 국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 소정의 데이터 처리 동작을 수행한

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의 제어에 따르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direct memory access

circuit)를 포함한다.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는 보조 처리기의 국부 메모리로/로부터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autonomously) 전송한다.

보조 처리기는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그에 대응하도록 자신을 구성하여, 일련의 관련된 데이터 처리 동작을 수행한다. 보

조 처리기 명령은 명령 선입선출 메모리(command first in first out memory)에 저장된다. 명령 선입선출 메모리는 소정

의 메모리 어드레스에 맵핑되어 있다.

보조 처리기는 다양한 제어 명령에 응답한다. 수신 데이터 동기 명령은, 메모리의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국부 메모리

로의 메모리 전송 완료를 시그날링(signalling)할 때까지 처리 명령을 중단시킨다. 전송 데이터 동기 명령은, 보조 처리기

가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에 신호를 보내 국부 메모리로부터의 소정의 메모리 전송을 트리거링한다. 인터럽트 명령은,

보조 처리기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를 인터럽트하게 한다.

각각의 명령은 국부 메모리 내의 데이터 입력 위치 지시를 포함한다. 보조 처리기는, 지시된 데이터 입력 위치에서 시작하

여 국부 메모리로부터의 데이터를 재호출(recall)한다. 각각의 명령은 국부 메모리 내의 데이터 출력 위치 지시를 포함한

다. 보조 처리기는, 결과 데이터를 지시된 데이터 입력 위치에서 시작하여 국부 메모리에 저장한다. 입력 데이터는 입력 버

퍼로서의 역할을 하는 순환 구조 메모리 영역 내에 저장된다. 결과 데이터는 출력 버퍼로서의 역할을 하는 순환 구조 메모

리 영역에 저장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 및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를 포함하는 회로(100)를 도시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집적 회로 내에 형성된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종래의 구조일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와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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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데이터 전송을 위해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를 제어하도록 변경(adapting)된다.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130)는 내부 데이터 버스(101) 및 어드레스 버스(103)를 대응 외부 데이터 버스(131) 및 외부 어드레스 버스(133)에 각

각 인터페이스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130)는 종래의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가진다. 집적 회로(100)

는, 종래의 특징 및 회로들을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집적 회로(100)에 캐시 메모리를 추가하면, 실질적으로 성능이

향상됨에 유의한다. 도 1에 도시된 부분은 다른 종래의 부품 설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부

품들은 단지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의 추가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데이터 버스(101) 및 어드레스 버스(103)를 지나 집적 회로(100)의 다른 부

분에 결합된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명령 메모리(141), 보조 처리기 논리 코어(143), 데이터 메모

리(145) 및 계수 메모리(coefficient memory)(147)를 포함한다. 명령 메모리(141)는 콘딧(conduit)의 역할을 하며, 이것

에 의해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의 동작을 제어한다. 이러한 특징은 도

2에 더 도시될 것이다. 보조 처리기 논리 코어(143)는 명령 메모리(141) 내에 저장된 명령에 응답하여, 보조 처리 연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조 처리 기능은 보조 처리기 논리 코어(143)와 데이터 메모리(145) 및 계수 메모리(147) 간의 데이터

교환을 포함한다. 데이터 메모리(145)는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에 의해 처리된 입력 데이터를 저장하

며,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의 연산 결과도 저장한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도 2와 관련하여 아

래에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계수 메모리(147)는, 보조 처리기 논리 코어(143)에 의해 사용되며 불변 또는 상대적으로

불변인 처리 파라미터-'계수'라 칭함-를 저장한다. 데이터 메모리(145) 및 계수 메모리(147)가 분리된 부분들로 도시되었

지만, 이들을 하나의 일체형 메모리의 다른 부분으로서 채용하는 것도 용이할 것이다.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승산 누산 보조 처리기(multiply accumulate co-processor)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의 일체형 메모리 데이터 및 계수를

위한 두 개의 판독 포트와 출력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한 두 개의 기입 포트를 갖는 것이 가장 양호하다. 재구성 가능한 하

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는, 동일 집적 회로 상에서 보조 처리기 논리 코어(143)에 물리적으

로 인접하여 배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물리적 인접은, 보조 처리기 논리 코어(143)가 원하는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는 데 필요한 넓은 메모리 버스들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도 2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와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 간의 메모리 맵핑된 인터페이스를 도

시한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는 명령 메모리(141)를 통해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를 제어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명령 메모리는 선입선출(FIFO) 메모리이다. 명령 메모리(141)의 기입 포트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의 어드레스 공간 내에서 하나의 메모리 위치에 맵핑된 메모리이다. 따라서,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명령 메모리(141)로의 입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어드레스에 명령을 기입함으로써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

(140)를 제어한다. 명령 메모리(141)는 두 개의 전방향 포인터(circularly oriented pointer)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입 포인터(151)는, 명령 메모리(141) 내에서 다음에 수신되는 명령이 저장될 위치를 포인팅한다. 명령 메모리(141)의

소정의 어드레스에 기입이 있을 때마다, 기입 포인터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물리적 위치를 선택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입

후, 기입 포인터(151)는 명령 메모리(141) 내의 다음 위치를 포인팅하도록 갱신된다. 기입 포인터(151)는, 최종 위치로부

터 최초 위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전방향이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판독 포인터(153)를 사용하

여, 명령 메모리(141)로부터의 명령을 수신된 순서대로(선입선출) 판독한다. 판독 포인터(153)는 명령 메모리(141) 내에

서 다음에 판독될 명령을 저장하는 위치를 포인팅한다. 판독 포인터(153)는 이러한 각각의 판독 후 명령 메모리(141) 내의

다음 위치를 참조하도록 갱신된다. 판독 포인터(153)도 전방향이며, 최종 위치에서 최초 위치까지 포괄한다는 것에 유의

한다. 명령 메모리(141)는, 기입 포인터(151)가 판독 포인터(153)를 패싱(passing)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을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기입 포인터(151)와 판독 포인터(153)가 동일한 위치를 참조할 때, 기입을 거절하고 메모리 오류 신호

를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에 전송함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명령 메모리(141)의 FIFO 버퍼는 풀 상태일 수

있으며, 이에 추가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 메모리(145) 및 계수 메모리(147)는 둘 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의 데이터 어드레스 공간 내에 맵핑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버스(101)는 메모리(149)에 양방향으로 결합된다. 전술한 대안적인 실시예에 따라, 데이

터 메모리(145) 및 계수 메모리(147)는 메모리(147)의 일부로서 형성된다. 메모리(147)도 보조 처리기 논리 코어(143)에

의해 액세스 가능하다(도 2에는 도시되지 않음). 도 2는 메모리(149) 내에 있는 세 개의 제한된 영역의 메모리를 도시한다.

아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될 바와 같이,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상이한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는 수 개

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적 회로(100)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데이터를 데이터 메모리(145)에 로딩하고, 계

수를 계수 메모리(147)에 로딩함으로써,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터 및 계수를 제어한

다. 대안적으로,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데이터 및 계수를 일체형 메모리(149)에 로딩한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이러한 데이터 전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를 제어하여 이러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게 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특히, 오디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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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디오 처리 응용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은 예측 가능한 입력 장치로부터 예측 가능한 속도로 수신된다. 따라서, 디지

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에 있어서,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가 외부 메모리로부터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

리기(140)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로의 전송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처리될 데이터의 전송 후, 디지털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에 원하는 신호 처리

알고리즘에 관한 명령을 보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명령은 소정의 어드레스로의 메모리 기입에 의해, 재구성 가능한 하드

웨어 보조 처리기(140)에 전송된다. 수신된 명령은 선입선출 체계로 명령 메모리 내에 저장된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의 각각의 계산 명령은 각각의 수행될 기능을 지정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재구성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재구성 가능한 하

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승산기 및 가산기와 같이, 상이하지만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이한 방식으로 함께 접

속될 수 있는 일련의 기능 단위를 가진다. 각각의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에 대해 선택된 일련의 관련 기능은

기능의 수학적 유사성에 기초할 것이다. 이러한 수학적 유사성은 유사한 하드웨어가 복수의 기능에 대해 재구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명령은 데이터 처리기 명령 방식의 연산 코드를 통해 각각의 계산을 지시한다.

각각의 계산 명령은 계산에서 사용될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데이터 공간을 지정하는 방법으로는 여

러 가지 적절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명령은, 블록 내에서 개시 어드레스 및 데이터 워드 또는 샘플의 수를 지정할 수 있

다. 데이터 크기는 파라미터로서 지정되고, 또는 계산 유형을 한정하는 연산 코드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명령은 입력 데이터의 데이타 크기, 개시 어드레스 및 종료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 있다. 입력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지정

하는 공지된 간접적인 방법도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명령은, 개시 어드레스, 데이터 크기 및 데이터 블록 내의 샘플

의 수와 종료 어드레스와 같은 파라미터 중 어느 하나를 저장하는 메모리 위치 또는 레지스터로의 포인터를 포함할 수 있

다.

각각의 계산 명령은 각각의 명령을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어드레스 범위를 지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정은 입력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에 관해 상기에 언급된 방법들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서, 계산 기능

은 필터 기능일 수 있으며, 처리에 따른 출력 데이터의 양은 입력 데이터의 양과 거의 동등할 것이다. 다른 경우에서, 출력

데이터의 양은 입력 데이터의 양보다 많거나 적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결과 데이터의 양은 입력 데이터의 양 및 요구

되는 계산 기능의 유형으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개시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것은 모든 출력 데이터가 저장될 위

치를 지정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처리 동안 입력 데이터에 중복 기입(overwrite)하는 방식으로 출력 데

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안적으로, 출력 데이터는 메모리의 다른 부분에 기입될 수 있으며, 입력 데이터는 적어

도 일시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 입력 데이터가 재사용될 지의 여부에 따라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한다.

도 3은 두 개의 메모리 영역을 대안적으로 포함하는 하나의 유용한 기술을 도시한다. 하나의 메모리 영역(144)은 보조 처

리기 기능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대적으로 일정한 계수는 계수 메모리(147) 내에 저장된다. 이 데이터는 보

조 처리기 논리 코어(143)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재호출된다(1 판독). 출력 데이터는 제2 메모리 영역(146)에 기입된다(1

기입). 데이터 메모리 영역(144)의 사용 후,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는 전에 사용된 데이터 위에 다음 블록을 위한

데이터를 중복 기입한다(2 기입). 동시에,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는,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에

의해 중복 기입되어 있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한다(2 판독). 입력 데이터 및 결과 데이터를 위한 이러한 두 개의 메

모리 영역은 순환 버퍼로 구성될 수 있다. 복수의 관련 기능을 필요로 하는 제품에서, 순환 버퍼로 정의되는 분리 메모리

영역이 사용될 수 있다. 순환 버퍼로서 구성되는 하나의 메모리 영역이 각각의 개별적인 기능에 할당될 것이다.

계산 명령의 포맷은 고급 언어로 된 서브루틴 호출 명령의 포맷과 거의 유사한 것이 바람직하다. 즉, 명령은 수행될 각각의

계산 기능을 지정하는 서브루틴 명칭과 기능면에서 유사한 명령 명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각의 명령은

명령 유형 내에서 유효한 선택을 지정하는 일련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직접적인 양(direct

quantity) 또는 변수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들은 원하는 양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위치로의 포인터이다.

이러한 파라미터의 수 및 유형은 명령 유형에 의존한다. 이 서브루틴 호출 포맷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에 기입된

프로그램을 재사용하는 데 중요하다. 사용시, 프로그래머 또는 컴파일러는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터브 서브루틴(stub subroutine)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터브 서브루틴은 단순히 서브루틴 파라미터를

수신하고,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해당하는 보조 처리기 명령을 형성한다. 그 다음, 스터브 서브루틴은 이러한 명령을, 재

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에 전송된 명령을 위해 보존된 소정의 메모리 어드레스에 기입한 후, 복귀한다. 본

발명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의 계산 용량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 따라서, 특정 제품의 처리 조

건은 일정 시점에서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와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의 조합을 필요로 할 수 있

다. 보다 나중의 시점에서, 명령 집합 호환 가능한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의 유효한 계산 용량은 증가하여, 재구성 가능

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를 필요로 하는 기능이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에 의한 소프트웨어 내에서 수행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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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종래의 프로그램 코드는, 새롭고 보다 성능 좋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로 용이하게 변환될 수 있다. 이것은, 대

체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에 의해 지원되는 각각의 명령에 대해 독립적인 서브루틴을 제공함으로써 성취

된다. 그 다음, 본래의 프로그램에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에 명령을 전송하기 위해 서브루틴 스터브를 채

용하는 각각의 위치는 대응 서브루틴 호출에 의해 대체된다. 따라서, 광범위한 재프로그래밍은 방지된다.

하나의 데이터 블록에 대한 처리가 완결된 후, 데이터는 데이터 메모리(145) 또는 일체형 메모리(149)로부터 전송될 수 있

다. 이러한 2차 전송은, 출력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하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의 직접 작용 또는 직

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의 도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출력 데이터는 처리 출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

우에, 데이터는 유틸라이제이션 장치에 전송된다. 대안적으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의 출력 데이터

는 진행 중인 작업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형적으로 데이터는 나중의 검색 및 다른 처리를 위해 집적 회로(100)

외부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될 것이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다른 사용을 준비한다. 이러한 다른 사용은 동일한 기능의 추가적인 처리일

수 있다. 이 경우에서, 전술한 처리는 새로운 데이터 블록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다른 사용은, 다른 기

능의 처리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새로운 데이터는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메모리에 로딩되어야 하며, 새로운 명령이 로딩되고, 처리된 데이터 출력 또는 다른 처리를 위해 판독된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하나 이상의 제품 알고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디

지탈 신호 처리 작업은 다수의 유사한 기능예를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처리는 다수의 유사한 필터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모든 필터 기능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가 이러한 시스템에서 동작할 때, 개별 샘플보다 데이터 블록에 대

해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가 기능 A, B

및 C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이러한 기능들은 순차적일 수 있고,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에 의해 수행되는 기

능과 인터리빙될 수 있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우선 데이터 블록 상에 기능 A를 수행한다. 이 기

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행된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직접적으로 또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의 제어

하에, 데이터를 메모리(149)의 메모리 영역(155)에 로딩한다. 처리될 데이터의 양을 지정하는 기능 A를 위한 구성에 관한

명령이 생성되면,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기능 A를 수행하고 그 명령에 의해 지정된 메모리 영역

(155)의 한 부분에 결과 데이터를 저장한다. 유사한 처리가 수행되어,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가 메모리

영역(157)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기능 B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메모리 영역(157)에 복귀시키게 한다. 기능 수행은 기

능 B를 위한 데이터 블록의 크기와 무관한 크기를 가지는 블록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

어 보조 처리기(140)는 메모리 영역(159) 내의 데이터에 기능 C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메모리 영역(159)에 복귀시키게 된

다. 기능 C를 수행하기 위한 블록 크기는 기능 A 및 B에 대해 선택된 블록 크기와 무관하다.

블록 처리의 유용성은 본 예시로부터 알 수 있다. 세 개의 기능 A, B 및 C는 전형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며 반드시 동일할 필

요는 없는 데이터 흐름 속도를 가진다. 각각의 기능에 대한 특정한 하드웨어 설비는 기능의 일반성과 재구성 가능한 하드

웨어의 재사용 가능성을 손상시킨다. 또한, 하드웨어 내에서 각각의 기능에 할당된 자원들을 매칭시켜, 하드웨어의 균형과

효율적인 사용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진다. 재구성한 하드웨어가 사용되는 경우, 구성 요소들 간의 스위칭을 위한 간접 비용

이 추가된다. 세 개의 기능을 통한 흐름에 대해 샘플 바이 샘플 체계(sample by sample basis)로 동작하는 것은 이러한 재

구성 스위치의 수가 최대화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최적보다 적을 것이다. 따라서 기능들 간의 스위칭에 대해

재구성하기 전에 데이터 블록 상에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 이러한 간접 비용은 절감될 것이다. 또한, 각각의 기능에 소비

되는 시간의 양을 선택함으로써 기능들 간의 자원을 할당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블록 처리는 일

반적으로 샘플 레벨에서 기능들 간의 스위칭보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로부터의 제어 간접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이다.

다양한 기능 A, B 및 C에 대해 선택된 블록 크기는 필요한 상대 데이터 속도 및 데이터 크기에 의존할 것이다. 또한, 디지

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에 할당된 작업 및 그들 각각의 계산 조건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상적으로,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 및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가 거의 완전하게 로딩된다. 이것은 자원에 대한 최적의 사용을 가

능하게 한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 및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의 이러한 균형잡힌 로딩은 재구

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10)를 계산의 50%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알고리즘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10)가 최소로 요구되는 계산의 절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

(140) 상에 구현되는 추가의 특징은 로딩을 매칭시키기 위해 제품에 추가될 수 있다. 이것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

(140) 내에 여분의 계산 자원을 사용하게 한다. 계산 처리의 로딩은 정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정적인 계산 할당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40) 및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10)가 둘 다 고정되고 알려진 기능을 수행할 때

최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계산 로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40) 및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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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10) 간에 계산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

조 처리기(110)에 의해 수행되는 처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40)에 의해 수행되

는 처리만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4는 보다 양호한 동작의 인터럽트를 가능하게 하는 메모리 관리 기술을 나타낸다. 블록(401, 402 및 403)으로 구성된

데이터(400)는 유한 임펄스 필터(finite impulse filter)의 윈도우(410)를 패싱한다. 처리 A, B 및 C는 데이터 메모리(145)

내의 순환 버퍼(421, 431 및 441)에 각각 응답하여 동작한다. 이러한 순환 버퍼는 이력(history)이 보관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다른 처리에 후속하는 다음 블록을 처리할 때, 이력 데이터는 사용될 예측 가능한 어드레스에서 유효하다. 이 이력

데이터는 다음 블록을 위해 새롭게 기입된 데이터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러한 기술은, 메모리 공간이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클리어될 필요가 있을 때 유효하다. 그러한 경우에서, 이력 데이

터는 필터 처리의 복귀시 플러시(flush)되고 재로딩될 것이다. 대안적으로, 다음 블록에 필요한 이력 데이터는 메모리

(145)의 다른 영역 또는 외부 메로리 인터페이스(130)에 접속된 외부 메모리로 이동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

이라도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불리하다. 이것은 인터럽트 서비스 또는 본래 작업으로의 복귀를 지

연시킨다.

바람직한 대안이 도 4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메모리 내의 위치에 결과 데이터를 기입하는 동안, 현재 샘플은 메모

리의 더 작은 영역에 기입된다. 예를 들어, 순환 버퍼(421)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는 이력 버퍼(423)에 기입되고, 순환 버퍼

(431)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는 이력 버퍼(433)에 기입되며, 순환 버퍼(441)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는 이력 버퍼(443)에 기

입된다. 이력 버퍼(423, 433, 443) 각각은 필터 윈도우(410)와 같은 대응 필터 윈도우의 폭에 따라 이력을 저장하는 데 필

요한 크기를 갖는다. 데이터 블록의 처리 완료시, 이 제한된 영역 내에 가장 최근의 이력이 저장된다. 보조 처리기가 인터

럽트되어야만 하는 경우, 순환 버퍼(421, 431 및 441) 내의 데이터는 이력 버퍼(423, 433 및 443) 내에 저장된 이력 데이

터를 소거하지 않고 클리어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인터럽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재로딩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를 없앤다. 많은 필터 작업에서, 충분한 기입 메모리 대역폭은 여분의 싸이클없이 이력 버퍼에의 기입을 성취

하는 데 유효하다. 이러한 기술의 다른 이점은 전술한 것들보다 순환 버퍼(421, 431 및 441)에 할당될 필요가 있는 메모리

가 적다는 것이다. 전술한 기술들에서, 순환 버퍼는 데이터 블록 전체 및 필요한 이력 데이터와 동일한 추가양을 포함하도

록 충분히 커야만 한다. 도 4에 도시된 기술은 순환 버퍼(421, 431 및 441)의 크기를 한 블록의 데이터만 저장할 만큼 감

소시킬 수 있다.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처리에 유용한 많은 알고리즘은 조절 계수를 포함한다. 즉, 시간에 따라 수행되는 기능을 변화시키

는 몇몇의 피드백 경로가 존재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일례는, 채용된 특정 라인 및 원격 모뎀(far end modem)의 동작에

조절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모뎀이다. 초기에, 블록 모드에서 이러한 조절 가능을 수행하는 것은 이들 조절 기능의 수

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많은 기능들에 포함된 수학적 처리를 검토해보면 다른 것들을 알 수 있다. 특

정 시간에서 수행될 수 있는 조절의 양은 일반적으로 조절 계산에 유효한 데이터의 양에 의존한다. 이 유효한 데이터의 양

은 데이터가 샘플 바이 샘플 체계로 처리되는지 또는 샘플 블록 체계로 처리되는지의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실제로, 조

절 속도는 거의 동일할 것이다. 샘플 바이 샘플 체계 상의 조절은 많은 작은 스텝에서 완전 조절된 계수를 향한 수렴을 유

발할 것이다. 데이터 블록 체계 상의 조절은 더 적은 스텝 및 더 많은 스텝 내의 수렴을 유발할 것이다. 이것은 블록 처리의

경우에서, 더 많은 양의 유효 데이터가 정정에 대해 더 큰 에러항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균 수렴 경사는 두 경우

에 대해 동일하다. 전술한 모뎀의 경우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조절이 초기화 스텝에서 수행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조절 필터가 이동 타겟을 추적해야만 하는 경우, 샘플 바이 샘플 체계

의 조절이 블록 체계의 조절보다 양호함이 명백할 것이다. 예를 들어, 후속하는 처리가 블록 크기의 시간의 역수보다 큰 주

파수로 변하는 경우, 블록 체계의 조절이 샘플 바이 샘플 체계 조절에 비해 작은 스텝에서 불필요한 헌팅(hunting)을 예방

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 체계의 조절 필터링은 샘플 바이 샘플 체계의 조절 필터링에 비해 일반적인 단점은 갖지 않는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의 명령 집합은 제어 기능을 위한 수 개의 비계산 명령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조절 기능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와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 간의 협동에서 유용

할 것이다. 이러한 비계산 명령의 제1은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이다. 이 명령은 전형적으로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

(120)에 의해 관리되는 데이터 전송과 함께 사용될 것이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

(120)를 통한 입력 데이터 전송의 설정에 의해 처리를 제어한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에 두 개의 명령을 보낼 것이다. 첫번째 명령은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이다. 두 번째 명령은 원하는 계

산 명령이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선입선출 기초 상의 명령 메모리(141)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에 따라 동작한

다.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이 도달하면,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는 중지될 것이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로부터 입력 데이터 전송 완료를 지시하는 제어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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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상태(idle)로 유지된다. 이러한 입력 데이터 전송의 완료시, 다음 블록을 위한 데이터가 데이터 메모리(145) 또는 일체

형 메모리(149)에 저장됨에 유의한다.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는 복수의 대기 데이터 전송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것

은 본 기술 분야에서 복수의 DMA 채널로서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은, 수신 데이터 동

기화 명령의 전송 전에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에 알려진 대응 DMA 채널임을 유의한다.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

(120)는 완결된 데이터 전송 각각의 채널 번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것은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가, 완

결된 직접 메모리 액세스와 대응하는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을 매칭시킬 수 있게 한다.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

리기는, 완결된 직접 메모리 액세스 신호가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 내에서 지정된 것과 동일한 DMA 채널에 의해 지시되

기만 하면 다음 명령으로 진행한다.

이 완결 신호에 후속하여,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명령 메모리(141) 내의 다음 명령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이 다음 명령은 방금 로딩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계산 명령이다. 이 계산 명령은 앞의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이 완결될 때까지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로딩되는 것을 보장한다.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과 계산 명령의 조합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 상의 제어 부담을 감소시킨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입력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를 설정하고, 명령 쌍을 재구성 가능

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로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입력 데이터 전송이 계산 동작에 앞서 완결되는 것을 보장

한다. 이것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가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의 기능을 제어하는 데 필요로 하

는 소프트웨어 간접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는 입력 데이터 로딩 동작의 완결 신호를

보내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로부터의 인터럽트를 수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

트를 서비스하기 위해 기입되어야만 한다. 게다가, 이러한 인터럽트는 보조 처리기 명령을 명령 메모리로 전송하기 위한

문맥 스위치(context switch) 및 인터럽트로부터 복귀하기 위한 다른 문맥 스위치를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수신 데이

터 동기화 명령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 내의 상당한 공간이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다른 비계산 명령은 전송 데이터 동기화 명령이다. 전송 데이터 동기화 명령은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의 역과 거의 동일

하다. 전송 데이터 동기화 명령의 도달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동작을 트리거

링한다. 이 직접 메모리 액세스 동작은 다른 시스템 위치에서의 저장을 위한 데이터 메모리(145) 또는 일체형 메모리(149)

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한다. 이 직접 메모리 액세스 동작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에 의해 프리셋될 수 있고, 전송 데이터 동기

화 명령의 도달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로부터의 신호 수신과 함께 시작될 수 있다. 직접 메모리 액세

스 회로(120)가 복수의 DMA 채널을 지원하는 경우에서, 전송 데이터 동기화 명령은 트리거링되는 DMA 채널을 지정해야

만 한다. 대안적으로, 전송 데이터 동기화 명령은, 둘 이상의 채널이 지원되는 경우 DMA 채널을 포함하여 직접 메모리 액

세스 회로(120)를 위한 제어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송 데이터 동기화 명령의 수신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

어 보조 처리기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와 직접 통신하여 적절한 직접 메모리 액세스 동작을 설정하고 개시한다.

다른 가능한 비계산 명령은 동기화 완료 명령이다. 동기화 완료 명령의 수신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

는 인터럽트를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에 보낸다. 이러한 인터럽트를 수신하면,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재

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에 미리 보내진 모든 명령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응용에 따라서는, 전송 및 수신 데

이터 동기화 명령보다 인터럽트에 의해 제어하는 것이 더 양호할 수 있다. 전송 및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을 이용하여 재

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를 위한 수 개의 명령을 대기시키고, 대기 종료시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00)를

인터럽트하는 것도 양호할 수 있다. 이것은,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에 의해 대기된 동작에 후속하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에 의한 보다 높은 레벨의 제어 기능에 유용할 것이다.

도 5는 회로(100)의 다른 가능한 배열을 나타낸다. 도 5에 도시된 회로(100)는 두 개의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

기를 나타낸다.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는 제1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 및 제2 재구성 가능한 하

드웨어 보조 처리기(180)를 이용하여 동작한다. 전용 버스(185)가 제1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40)와 제2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180)를 연결한다. 이 보조 처리기들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의 메모리 공간

을 공유하는 전용 메모리를 가진다. 데이터는 전용 버스(185)를 지나 하나의 보조 처리기 기입에 의해 다른 보조 처리기의

전용 메모리에 포함되는 어드레스 범위로 전송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각각의 보조 처리기는 다른 보조 처리기의 입력 포

트를 향하는 출력 포트를 가질 수 있으며, 전용 버스(185) 내에 포함되는 보조 처리기들 사이에 링크도 포함할 수 있다. 이

러한 구성은 데이터가, 하나의 보조 처리기에 의해 관리되는 한 유형의 동작에서 제2 보조 처리기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유형의 동작으로 흐르는 제품의 경우에 유용하다. 이 전용 버스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가 직접적으로 또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를 통해 데이터 핸드 오프를 관리할 필요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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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내지 도 9는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의 예시적인 구성을 도시한다. 이 특정 보조 처리기는 다중 승산-누

산기(multiple multiply-accumulator)로 언급된다. 복수의 승산에 대한 합산이 형성되는 승산-누산 연산은 신호 처리에

서 많이 사용된다. 많은 필터 알고리즘은 이러한 기능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도 6은 다중 승산-누산기(140)의 일반적인 전체 구성을 도시한다. 데이터 메모리(145) 및 계수 메모리(147)는 128 비트

워드로 기입될 수 있다. 이 기입 동작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 또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120)에 의해 제어된

다. 어드레스 생성기(150)는 보조 처리기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터 및 계수의 재호출을 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이 판독

동작은 각각의 메모리로부터 128 비트의 데이터 워드 상에 수행된다.

이 재호출된 데이터 워드들은 입력 포맷터(160)에 공급된다. 입력 포맷터(160)는, 일반적으로 128 비트 워드를 원하는 계

산에 필요한 순서로 배열하기 위한 다양한 시프트 및 정렬 동작을 수행한다. 입력 포맷터는 128 비트(8×16 비트) Data X,

128 비트(8×16 비트) Data Y 및 64비트(2×32 비트) Data Z를 출력한다.

이들 세 개의 데이터 스트림은 데이터 경로(170)에 공급된다. 데이터 경로(170)는 보조 처리기의 연산 부분이다. 아래에

설명될 바와 같이, 데이터 경로(170)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될 수 있는 복수의 하드웨어 승산기 및 가산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승산-누산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경로(170)는 두 개의 가산기 데이터 스트림을 출력한다. 이들 각각은 432 비

트 데이터 워드이다.

이들 두 개의 데이터 스트림은 입력을 출력 포맷터(180)에 공급한다. 출력 포맷터(180)는, 두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두 개

의 메모리에 재기입하기 위해 두 개의 128 비트 데이터 워드로 재배열한다. 이들 기입 동작을 위한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생성기(150)에 의해 계산된다. 이러한 재배열은 메모리 워드 경계 상의 배열을 관리할 수 있다.

보조 처리기(140)의 동작은 제어 유닛(190)의 제어 하에 있다. 제어 유닛(190)은 명령 메모리(141)로부터의 명령을 재호

출하고, 보조 처리기(140) 내에 대응하는 제어를 제공한다.

입력 포맷터(160)의 구조가 도 7에 도시된다. 128 비트의 두 개의 데이터 스트림 각각은 멀티플렉서(205 및 207) 각각의

입력에 공급된다. 각각의 멀티플렉서는 독립적으로 대응 레지스터(215 및 217) 내의 저장을 위한 하나의 입력을 선택한

다. 멀티플렉서(205)는 레지스터(215)의 내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스트림을 재싸이클링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멀티플렉서

(207)는 단지 입력 데이터 스트림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멀티플렉서(201 및 203)는 레지스터(215)의 내용을 선택

할 수 있거나 또는 그들 각각의 레지스터(211 및 213)의 내용을 재싸이클링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멀티플렉서(209)는 시

프터(221)의 상위 비트에 공급하기 위해 레지스터(211 또는 213)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한다. 더 낮은 비트가 레지스터

(215)로부터 공급된다. 이들 128 비트는 복제/교환 유닛(223)에 공급된다. 복제/교환 유닛(223)은 입력의 일부를 완전

128 비트로 복제할 수 있고, 또는 데이터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레지스터(225) 내에 저

장된다. 이것은 데이터 경로(170)에 입력되는 Data X를 형성한다. 멀티플렉서(207)의 출력은 멀티플렉서(233)에 직접적

으로 공급되고, 레지스터(217)를 통해서도 공급된다. 멀티플렉서(233)는 자신에게 공급된 비트로부터 192 비트를 선택한

다. 상위 128 비트는 데이터 경로(170)에 입력되는 Data Y를 형성한다. 이들 비트는 멀티플렉서(235)를 통해 재순환될 수

있다. 하위 64 비트는 데이터 경로(170)에 입력되는 Data Z를 형성한다.

도 8은 데이터 경로(170)의 구조를 블록도의 형태로 도시하고 있다. 입력 포맷터로부터 공급된 Data X 및 Data Y 입력의

다양한 세그먼트가 이중 승산 가산기(dual multiply adder)(310, 320, 330 및 340)에 공급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및

제2의 16비트 데이터 워드 Data X[0:1] 및 Data Y[0:1]는 이중 승산 가산기(310)에 결합되고, 제3 및 제4의 16비트 데

이터 워드 Data X[2:3] 및 Data Y[2:3]는 이중 승산 가산기(320)에 결합되며, 제5 및 제6의 16비트 데이터 워드 Data X

[4:5] 및 Data Y[4:5]는 이중 승산 가산기(330)에 결합되고, 제7 및 제8의 16비트 데이터 워드 Data X[6:7] 및 Data Y

[6:7]는 이중 승산 가산기(340)에 결합된다. 이러한 각각의 유닛은 동일하므로, 이중 승산 가산기(310)만이 상세하게 설

명된다. 최하위 16 Data X 및 Data Y 비트는 승산기(311)로의 입력을 공급한다. 승산기(311)는 16비트 입력쌍을 수신하

여, 32비트 곱을 생성한다. 이러한 곱은 한 쌍의 파이프라인 출력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32비트 출력은 부호 확장 유닛

(313) 및 8비트 좌측 레지스터(314)에 공급된다. 부호 확장 유닛(313)은 최상위 비트인 곱의 부호 비트를 40비트로 반복

한다. 8비트 좌측 시프터(314)는 32비트 곱을 좌측으로 시프트시키고, 빈 최하위 비트들은 제로로 채워진다. 이러한 두 개

의 40비트 양은 40비트 가산기(319)의 제1 입력의 응용에 대해 멀티플렉서(316)에서 선택된다. 유사한 형태로, 그 다음

최상위의 16 Data X 및 Data Y 비트가 승산기(312)의 각각의 입력에 공급된다. 승산기(312)는 두 개의 16비트 입력을 수

신하여, 32비트 곱을 생성한다. 이 곱은 한쌍의 파이프라인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8비트 우측 시프터(315)는 곱을 우측으

로 8비트 시프트시키고, 빈 최상위 비트는 제로로 채워진다. 멀티플렉서(317)는 이들 세 개의 값 중에서 선택한다. 제1 양

은 입력에서의 16 Data X 비트와 16 Data Y 비트의 연결이다. 이 입력은 승산기(312)가 바이패스될 수 있게 한다.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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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유닛(318)에 의해 부호 확장된) 선택된 32비트는 승산기(311)에 의해 생성된 곱에 가산된다. 제2 양은 승산기(312)

에 의해 제공되는 곱이다. 제3 양은 8비트 우측 시프터(315)의 시프트된 출력이다. 멀티플렉서(317)로부터 선택된 양은

부호 확장 유닛(318)에 의해 40비트로 부호 확장된다. 부호 확장된 40비트 양은 40비트 가산기(319)로의 제2 입력이다.

16비트 입력 인자가 32비트만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가산기(319)에는 40비트가 제공되어 복수의 승산 누산에 동적 범위를

제공한다.

각각의 이중 승산 가산기 유닛(310, 320, 330 및 340) 내의 가산기(319)의 출력은 제1 가산기 스테이지 출력 adder_st1_

outp으로서 제공된다. 32의 최상위 가산기 출력 비트만이 출력에 접속된다. 이것은 4×32비트 또는 128비트만을 제공한

다.

40비트 가산기의 제2 스테이지는 가산기(353 및 355)를 포함한다. 가산기(353)는 이중 승산 가산기 유닛(310 및 320)의

출력을 가산한다. 가산기(355)는 이중 승산 가산기 유닛(330 및 340)의 출력을 가산한다. 2개의 다른 데이터 경로는 제2

가산기 스테이지에서 합류된다. Data Z 입력의 최하위 32비트는 파이프라인 레지스터(351)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32비

트의 양은 부호 확장 유닛(352)에서 40비트로 부호 확장된다. 유사한 형태로, Data Z 입력의 최상위 비트는 파이프라인 레

지스터(357)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이러한 양은 부호 확장 유닛(358)에 의해 40비트로 확장된다.

제3 가산기 스테이지는 가산기(361, 363, 367 및 368)를 포함한다. 가산기(361)는 40비트 폭이다. 이것은 가산기(353)의

출력과 부호 확장된 최하위 Data Z 비트를 가산한다. 이 합의 최상위 32 비트는 제3 스테이지 출력 adder_st3_outp의 일

부로서 공급된다. 유사하게, 가산기(363)는 40비트 폭이며, 가산기(355)의 출력과 부호 확장된 최상위 Data Z 비트를 가

산한다. 이 합 중 최상위 32비트는 제3 스테이지 출력 adder_st3_outp의 일부로서 공급된다. 가산기(367 및 368)로의 접

속은 훨씬 더 복잡하다. 가산기(367)로의 제1 입력은 제2 스테이지의 가산기(353)의 출력 또는 멀티플렉서(364)에 의해

선택된 재순환된 출력이다. 멀티플렉서(371)는 재순환 양에 따라 8개의 파이프라인 레지스터 중에서 선택을 한다. 가산기

(367)로의 제2 입력은 멀티플렉서(365)에 의해 선택된다. 이것은 부호 확장 유닛(353)에 의해 보호 확장된 최하위 Data Z

입력, 가산기(368)의 직접 출력, 가산기(355)의 출력, 또는 고정된 라운딩 양 rnd_add이다. 고정된 라운딩 양 rnd_add의

가산은 가산기가 다른 입력에서 그 양을 라운딩하게 한다. 가산기(367)의 출력은 입력을 가변 우측 시프터(375)에 공급한

다. 가변 우측 시프터(375)는 합을 0 내지 15비트 중 선택된 양만큼 우측 시프트시킨다. 그 출력 중 최상위 32비트는 제3

스테이지 출력의 일부를 형성한다. 가산기(368)로의 제1 입력은 가산기(355)의 출력이다. 가산기(368)로의 제2 입력은

멀티플렉서(366)에 의해 선택된다. 멀티플렉서(366)는 가산기(353)의 출력, 부호 확장 유닛(358)에 의해 부호 확장된 최

상위 Data Z 입력, 재순환 입력 또는 고정된 라운딩 양 rnd_add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멀티플렉서(373)는 가산기(368)

의 출력에서 8개의 파이프라인 레지스터 중 재순환 양을 선택한다. 가산기(368)의 출력은 입력을 가변 우측 시프터(377)

로 공급한다. 가변 우측 시프터(377)는 합을 0 내지 15비트 중 선택된 양만큼 우측 시프트시킨다. 그 출력의 최상위 32비

트는 제3 스테이지 출력 adder_st3_outp의 다른 부분을 형성한다.

도 9는 도 6에 도시된 출력 포맷터의 구조를 도시한다.

도 10 내지 도 13은 다수의 승산 누산 보조 처리기(160)가 구성될 수 있는 수 개의 방식을 도시한다. 이러한 예시들에서의

데이터 흐름은 데이터 경로(170) 내의 멀티플렉서의 적절한 선택에 의해 성취된다. 아래의 설명은, 원하는 데이터 흐름의

성취와 관련있을 때의 대응하는 멀티플렉서 선택을 설명한 것이다.

도 10은 실수 유한 임펄스 필터(real finite impulse filter)(FIR) 내의 데이터 흐름을 도시한 것이다. 데이터(D0 내지 D7)

및 계수(C0 내지 C7)는 각각의 승산기(311, 312, 321, 322, 331, 332, 341 및 342)에 공급된다. 이러한 경우에서, 이중

승산 가산기 유닛(310) 내의 멀티플렉서(317)에 대응하는 멀티플렉서들은 각각의 승산기(312, 322, 332 및 342)의 곱을

선택한다. 곱의 쌍들은 가산기(319, 329, 339 및 349) 내에서 합산된다. 이러한 합의 쌍들은 가산기(353 및 355) 내에서

더 합산된다. 가산기(353 및 355)에 의해 형성된 합은 가산기(368) 내에서 가산된다. 이러한 경우에서, 멀티플렉서(366)

는 가산기(368)로의 제2 입력에 대해 가산기(353)에 의해 생성된 합을 선택한다. 가산기(367)는 누산 연산을 수행한다.

멀티플렉서(364)는 재순환을 위한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서(371)의 출력을 가산기(363)로의 제1 입

력으로서 선택한다. 멀티플렉서(365)는 가산기(368)의 출력 및 가산기(363)로의 제2 입력을 선택한다. 가산기(367)는 필

터 출력을 생성한다. 이러한 데이터 흐름은 미리 합산된 곱을 이용하여 형성된 8개의 곱의 합을 생성한다. 이러한 연산은

일반적으로 승산 누산으로 공지되어 있으며, 필터 기능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도 7에 도시된 것과 같은 데이터 경로(170)

의 구조는 8 곱의 누산된 합 계산을 허용한다. 이것은,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110)에 의해 제공되는 전형적인 단일 곱

누산에 비해 이 데이터 흐름 내의 처리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도 11은 복소수 FIR 필터(complex FIR filter)의 데이터 흐름을 도시한다. 이 데이터 흐름은 도 7에 도시된 실수 FIR 필터

와 유사하다. 데이터 및 계수는 각각의 승산기(311, 312, 321, 322, 331, 332, 341 및 342)에 공급된다. 이중 승산 가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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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310) 내의 멀티플렉서(317)에 대응하는 멀티플렉서들은 각각의 승산기(312, 322, 332 및 342)의 곱을 선택한다. 곱

의 쌍들은 가산기(319, 329, 339 및 349)에서 합산된다. 이러한 합들의 쌍은 가산기(353 및 355)에서 다시 합산된다. 실

수 및 허수 부분은 가산기(367 및 368)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된다. 멀티플렉서(365)는 가산기(367)로의 제2 입력을 위

해 가산기(353)의 합을 선택한다. 멀티플렉서(364)는 재순환을 위해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들을 선택하는 멀티플렉서(371)

의 출력을 가산기(363)로의 제1 입력으로서 선택한다. 가산기(368)는 가산기(355)의 합을 제1 입력으로서 수신한다. 멀

티플렉서(366)는 가산기(368)로의 제2 입력을 위해 멀티플렉서(373)의 재순환 출력을 선택한다. 따라서 가산기(367 및

368)의 쌍은 승산 가산 연산의 실수 및 허수 부분을 생성한다.

도 12는 계수 갱신 동작 내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도시한다. 에러 항(E0 내지 E3)은, 승산기(311, 321, 331 및 341) 내에

서 대응 가중항(W0 내지 W3)에 의해 승산된다. C0 내지 C3로 갱신될 현재 계수는 멀티플렉서(317, 327, 337 및 347)에

의해 선택된 가산기(319, 329, 339 및 349)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력된다. 각각의 곱은 가산기(319, 329, 339 및 349) 내

의 현재값에 가산된다. 이러한 경우에서, 출력은 가산기 스테이지 1 출력 adder_st1_outp을 지나 가산기(319, 329, 339

및 349)에 의해 생성된다.

도 13은 고속 푸리에 변환(FFT) 연산 내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도시한다. FFT 동작은 16비트×16비트 승산 연산에서 출발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성취된다. 각각의 이중 승산 가산기(310, 320, 330 및 340)는 쌍을 이룬 승산기(311과 312,

321과 322, 331과 332, 341과 342) 각각의 입력에서 각각의 16비트 양(A0 내지 A3)을 수신한다. 승산기(311, 321, 331

및 341)는 32비트 양(B0H 내지 B3H) 중 최상위 16비트를 수신한다. 승산기(312, 322, 332 및 342)는 32비트 양(B0L 내

지 B3L) 중 최하위 16비트를 수신한다. 시프터(314, 315, 324, 325, 334, 335, 344, 345)는 곱을 정렬하는 데 사용된다.

멀티플렉서(316, 326, 336 및 346)는 각각의 가산기(319, 329, 339 및 349)로의 제1 입력에 대해 각각의 8비트 우측 시

프터(314, 324, 334 및 344)를 선택한다. 멀티플렉서(317, 327, 337 및 347)는 각각의 가산기(319, 329, 339 및 349)에

대한 제2 입력으로서 각각의 8비트 우측 시프터(315, 325, 335 및 345)로부터의 우측 시프트된 양을 선택한다. 이렇게 반

대 방향으로 향하는 두 개의 8비트 시프트는 16비트×32비트 승산에 대한 부분적인 곱들을 정렬하기 위한 효율적인 16비

트 시프트를 제공한다. 이러한 합들의 쌍은 가산기(353 및 355) 내에서 합산된다. 가산기(361)는 Data Z0 입력을 가산기

(353)로부터의 출력에 가산한다. 멀티플렉서(364)는 가산기(367)로의 제1 입력으로서 가산기(353)의 합을 선택한다. 멀

티플렉서(365)는 Data Z0 입력을 가산기(367)로의 제2 입력으로서 선택한다. 가산기(368)는 가산기(355)의 합을 제1 입

력으로서 수신한다. 멀티플렉서(366)는 Data Z1 입력을 가산기(366)에의 제2 입력으로서 선택한다. 가산기(363)는 가산

기(355)의 합과 Data Z1 입력을 합산한다. FFT 동작의 출력은 가산기(361, 367, 368 및 363)의 합 출력에 의해 제공된

다.

아래의 목록은 도 3 내지 도 6에 도시된 다수의 승산 누산 유닛(140)의 데이터 결로(17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몇몇 명

령의 부분적인 목록이다.

vector_add_16b(len, pdata, pcoeff, pout)

vector_add_32b(len, pdata, pcoeff, pout)

vector_mpy_16b(len, pdata, pcoeff, pout)

vector_mpy_1632b(len, pdata, pcoeff, pout)

vector_mpy_32b(len, pdata, pcoeff, pout)

scalar_vector_add_16b(len, pdata, pcoeff, pout)

scalar_vector_add_32b(len, pdata, pcoeff, pout)

scalar_vector_mpy_16b(len, pdata, pcoeff, pout)

scalar_vector_mpy_1632b(len, pdata, pcoeff, pout)

scalar_vector_mpy_32b(len, pdata, pcoeff, 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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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작에 대해, 동작 명칭은 데이터 크기를 지시한다. "len" 파라미터 필드는 함수의 길이를 나타낸다. "pdata" 파라

미터 필드는 입력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작 메모리 어드레스로의 포인터이다. "pcoeff" 파라미터 필드는 필터를 위한 계수

를 포함하는 시작 메모리 어드레스로의 포인터이다. "pout" 파라미터 필드는 출력을 수신하기 위한 시작 메모리 어드레스

로의 포인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포인터는 데이터 메모리(145) 및 계수 메모리(147) 또는 일체형 메모리(149)

내의 각각의 위치를 포인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FT_real(fft_size, pdata, pcoeff, pout)

FFT_complex(fft_size, pdata, pcoeff, pout)

도 10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고속 푸리에 변환 연산은 32비트 데이터 및 16비트 계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fft_size 파리미터 필드는 함수의 크기를 한정한다. 나열된 다른 파라미터 필드들은 상기에 설명한 것과 같다.

FIR_real(us, ds, len, blocksize, pdata, pcoeff, pout)

FIR_complex_real(us, ds, len, blocksize, pdata, pcoeff, pout)

FIR_complex_real_sum(us, ds, len, blocksize, pdata, pcoeff, pout)

FIR_complex(us, ds, len, blocksize, pdata, pcoeff, pout)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 연산은 데이터 및 계수의 형태에서 상이하다. FIR_real 연산은 실수 데이터 및 실수 계수를 채용한

다. FIR_complex_real 연산은 복소수 데이터 및 실수 계수를 사용한다. FIR_complex_real_sum 연산은 복소수 데이터

및 실수 계수를 채용하여 복소수 및 실수 부분을 개별적으로 합산한다. FIR_complex 연산은 복소수 데이터 및 복소수 계

수를 채용한다. us 파라미터 필드는 업샘플링 속도를 지시한다. ds 파라미터 필드는 다운 샘플링 속도를 지시한다. 블록크

기 파라미터 필드는 채용되는 연산 블록의 크기를 지시한다. 다른 파라미터 필드는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모든 명령들의 파라미터는 직접값(immediate value)일 수 있으며, 또는 데이터, 계수 및 출력 위치를 위한, 보조 처

리기 메모리로의 16비트 어드레스 포인터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장의 유한 임펄스 명령이 약 5개의 16비트 명령 워

드를 요구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적은 양의 버스 트래픽이다. 대안적으로, 파라미터 필드는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

제한된 레지스터 집합으로부터의 레지스터를 지시할 수 있다.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 8개 레지스터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명령 워드 내에서 각각 3비트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한정된 수의 특정 필터 설정만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하드웨어 보조 처리기와 디지탈 신호 처리기 간에 효율적인 접속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능에 따

라 프로그램 및 인터페이스를 재사용하여 설계 싸이클을 단축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의 집적 회로 상에 배치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상기 데이터 버스 및 상기 어드레스 버스에 접속되고, 보조 처리기 명령을 생성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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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버스, 상기 어드레스 버스 및 상기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에 접속되는 보조 처리기 -상기 보조 처리기는 상

기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의 어드레스 공간 내에 국부 메모리를 가지며, 상기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에 의해 생성되는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와 함께 상기 국부 메모리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소정의 데이터 처리

동작을 수행하며, 소정의 메모리 어드레스에 기입된 데이터에 응답하는 입력 및 상기 보조 처리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출력

을 가지는 명령 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 메모리를 포함함- ; 및

상기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의 제어 하에, 상기 보조 처리기의 상기 국부 메모리로부터의 데이터 전송 및 상기 국부 메모

리로의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여, 메모리 내의 선정된 어드레스들 간에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

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처리기는 수신 데이터 동기화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가 상기 국부 메모리로의 데이터

의 소정의 메모리 전송 완결을 시그날링할 때까지 처리 명령들을 중지시키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처리기는 전송 데이터 동기화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직접 메모리 액세스 회로를 시그날링하여, 상기 직접 메모

리 액세스 회로가 상기 국부 메모리로부터의 데이터의 소정의 메모리 전송을 트리거링하도록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처리기는 상기 명령들에 응답하여 자신을 그에 대응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일련의 관련된 데이터 처리 동작을 수

행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 처리기는 인터럽트 명령에 응답하여, 인터럽트 신호를 상기 디지탈 신호 처리기 코어에 전송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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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명령은 상기 국부 메모리 내의 데이터 입력 위치의 표시를 포함하고,

상기 보조 처리기는 상기 명령들에 응답하여, 상기 표시된 데이터 입력 위치에서 시작하는 상기 국부 메모리로부터의 데이

터를 재호출(recall)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각의 명령은 상기 국부 메모리 내의 데이터 입력 위치의 표시를 포함하고,

상기 보조 처리기는 상기 명령들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에 대응하는 데이터 처리 동작으로부터의 결과 데이터를 상기 표시

된 데이터 입력 위치에서 시작하여 상기 국부 메모리 내에 저장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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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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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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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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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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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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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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