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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흐름 제어 및 다중 처리 유니트를 가진 상 압축 코프로세서(IMAGE COMPRESSION 
COPROCESSOR WITH DATA FLOW CONTROL AND MULTIPLE PROCESSING UNITS)

요약

본 발명은 단일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분할 코프로세서(410)에 관한 것이다. 제어버스는 내부 전역버스
(416)를 통해 다수의 다른 특수목적 처리유니트(414,420,422,424,426,428)에 접속되는 제어 유니트(418)
를 가진다. 각각의 처리 유니트는 특히 압축 및 분할처리에서 단지 일정 단계만을 조절하기 위해 설계된
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발명의 명칭]

데이터 흐름 제어 및 다중 처리 유니트를 가진 상 압축 코프로세서(IMAFE COMPRESSION COPROCESSOR WITH 
DATA FLOW CONTROL AND MULTIPLE PROCESSI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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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2도는 본 발명을 이용한 상 압축 시스템의 블록도이며;

제3A∼3F도는 오퍼랜드 RAM, 그로 인한 패킷, 인에이블된 명령 패킷, 토큰 어드레스 메모리 및 두 개의 
프로세스 패킷 포맷에 대한 도면이며;

제3G도는 상이한 데이터 블록 구성에 대한 도면이며;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 압출 코프로세서의 블록도이다.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프로세서를 동작시키는 제어 유니트; 상기 제어 유니트수단에 접속된 내부버스; 및 
상기 버스에 각각 접속되며, 상 압축/분할처리에서 한 그룹단계의 서부세트를 실행하기 위한 다수의 특수
목적 처리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특수목적 처리수단이 다른 특수목적 하드웨어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프로그램이 데이터 흐름 프로그램이며, 상기 제어 유니트수단이 명령 및 데
이터 토큰을 상기 버스를 통해 상기 다수의 특수목적 처리수단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
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데이터 토큰이 하나 이상의 데이터 블록 또는 데이터 벡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데이터 토큰이 데이터 토큰으로서 상기 토큰을 식별하며 접속된 데이터 블
록의 수를 지시하는 토큰 기술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이 상기 처리수단에 대한 데이터 또는 제어신호와 별개로 패킷으로 상기다수의 
처리수단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다수의 상기 처리수단이, 상기 버스에 접속되며, 상기 명령중의 하나를 보유하기 위한 
명령 레지스터 수단; 상기 버스에 접속되며, 상기 데이터 토큰중의 적어도 하나를 보유하기 위한 버퍼수
단; 상기 버퍼수단 및 상기 명령 레지스터 수단에 접속되며, 상기 서브세트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처리 논
리수단; 및 상기 명령 레지스터수단 및 상기 버퍼수단에 접속되며, 상기 명령 레지스터 및 버퍼와 버스의 
인터페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상태 기계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 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마스터 호스트 프로세서에 접속하기 위한 호스트 인터페이스 포트; 상기 버스 및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 포트시이에 접속되며, 상기 마스터 호스트 프로세서와 통신하기 위해 상기 토큰형식 
및 실행길이 형식사이의 데이터를 변환시키기 위한 실행길이 프로세서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마스터 호스트 프로세서에 접속하기 위한 호스트 인터페이스 포트; 및 상기 버스 및 상
기 호스트 인터페이스 포트사이에 접속되며, 상기 호스트 프로세서가 상기 버스에 토큰을 직접 삽입하여 
토큰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토큰 인터페이스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를 외부 비디오 메모리에 접속하기 위한 비디오 인터페이스; 및 상기 버스를 
외부 호스트 프로세서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
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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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니트 수단이, 상기 버스에 접속되며, 상기 제어 유니트 수단 및 상기 다수
의 처리수단사이에 상기 버스의 사용을 조정하기위한 버스 조정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니트수단이 외부 호스트로부터 로드된 적어도 제1 및 제2프로스램을 보유하
는 명령 메모리 및 상기 제1프로그램으로부터 상기 제2프로그램의 완료전까지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 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역버스 및 보조 인터페이스사이에 접속되며, 외부 보조 프로세서를 상기 전역버
스에 접속하기 위한 보조 유니트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
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1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니트수단에 접속된 세마포르 레지스터; 데이터 토큰을 액세스할 때 상기 세
마포르 레지스터의 카운트를 변경하며, 상기 세마포르 레지스터에서 세마포르값을 검사하여 만일 상기 세
마포르값이 최대값을 초과한다면 새로운 데이터 토큰이 액세스되는 것을 막으며, 상기 제어 유니트에 존
재하는 데이터 토큰으로 상기 카운트를 변경하는 상기 데이터 흐름 프로그램에서의 다수에 세마포르 명령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제1세마포르 명령은 데이터 토큰을 요구하는 각각의 명령전에 상기 카운트를 검사하여 
감소시키며, 제2세마포르 명령은 각각의 데이터 토큰이 상기 제어 유니트에 존재한 후에 상기 카운트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1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니트수단에 접속된 세마포르 레지스터; 수와 제어 필드를 가진 상기 데이터 
흐름 프로그램에서의 다수의 명령; 및 명령에서 상기 제어 필드의 상기 수와 상기 세마포르 레지스터의 
카운트를 비교하여, 상기 수가 상기 카운트에 매칭될 때 처리하기 위한 상기 제어 유니트수단 통해 상기 
명령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
세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필드에서의 상기 수가 시퀸스에서 하나의 수이며, 단지 하나의 명령만이 동
시에 전송되도록 상기 세마포르 레지스터에서 상기 카운트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1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니트가, 상기 내부 버스에 접속된 내부 버스 인터페이스; 상기 내부 버스 
인터페이스에 접속되며, 상기 특수명령 처리수단에 전송될 명령을 보유하기 위한 인에이블 명령 큐 수단; 
상기 내부 버스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데이터 토큰 메모리; 및 상기 인에이블 명령 큐 수단에 접속되며, 
상기 인에이블 명령 큐 수단에 명령을 제공하기 위한 갱신 유니트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
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사기 갱신 유니트 수단은, 명령이 상기 인에이블 명령 큐 수단에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
기 위한 제1수단; 상기 명령에 연관된 데이터 토큰이 상기 데이터 토큰 메모리에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수단; 상기 명령에 의해 요구된 상기 특수목적 처리수단중의 하나가 사용중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3수단; 및 결정하기 위한 상기 제1, 제2 및 제3수단에 응답하는 상기 인에이블 명령 큐 수단에 상기 명
령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명령 큐 수단이 완전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4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 유니트수단이, 세마포르 레지스터; 및 상기 데이터 토큰 메모리에 데이터 토
큰을 액세스할 때 상기 세마포르 레지스터에서 카운트를 변경하며, 상기 세마포르 레지스터에서 세마포르
값을 검사하여 만일 상기 세마포르값이 최대값을 초과한다면 새로운 데이터 토큰이 액세스되는 것을 막으
며, 상기 카운트를 상기 제어 유니트에 존재하는 데이터 토큰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 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22 

제3항에 있어서, 제1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이 상기 프로그램에서 단지 한 번만 실행될 
수 있는 CRTOKEN 명령을 포함하며, 상기 제1레지스터가 제1값을 가질때만 상기 CRTOKEN 명령이 실행되며, 
상기 CRTOKEN 명령이 실행된 후 상기 제1레지스터가 상기 제1값을 가정할 수 있게 하며, 상기 코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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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기 제1레지스터를 상기 제1값과 다른 값으로 변경하는 리세트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23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토큰에 대한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기 위한 블록 할당메모리; 포인터를 상기 
메모리의 블록에 저장하며, 각각의 상기 포인터가 데이터 토큰에 대응하는 토큰 어드레스 메모리; 및 상
기 토큰 오드레스 메모리에 접속되며, 상기 포인터를 변경함으로써 하나의 데이터 토큰으로부터 다른 데
이터 토큰까지 한블럭의 데이터를 복사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토큰에 대한 기술자를 저장하기 위한 헤더 메모리를 더 포함하며, 상기 토
큰 어드레스 메모리가 상기 헤더 메모리에서 기술자 및 각각의 데이터 토큰에 대한 상기 블록 할당 메모
리에서 한블럭의 데이터 모두에 포인터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
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25 

제19항에 있어서, 외부 프로세서에서의 기능 유니트가 사용중인 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4수단을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특수목적 처리수단중의 하나가 외부 처리유니트와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보조 인터
페이스이며, 상기 제4수단이 상기 보조인터페이스 유니트에 상황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상황표가 각각의 기능유니트에 대한 기억위치를 가진 상황 레지스터이며, 제1기능 
유니트를 상기 외부 프로세서에서 지정하는 명령의 전송에 상기 상황 레지스터의 제1상황비트를 세팅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외부 프로세서의 상기 제1기능 유니트로부터 결과 패킷의 수용상으로 상기 제1상황비
트를 클리어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
세서.

청구항 28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버스 인터페이스가 카운트를 변경하여 상기 갱신 유니트수단에서 세마포르값
을 검사한 후 결과 토큰에 세마포르 명령의 오퍼란드를 복사하는 스칼라 프로세서 유니트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일 반도체칩상에 집적된 상 압축 코프로세서.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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