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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정보를 고속 시리얼로 전송하는 양방향 통신장치 및 방법

(57) 요약

멀티미디어 정보를 고속 시리얼로 전송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양방향 통신 장치에서는, 호스트

디바이스가 체크 패킷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고속 전송하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상기 고속 전송과 다른 분리된 규

약에 따른 응답 패킷을 공유된 고속 채널을 통하여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 저속 전송한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호스트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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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채널; 및

상기 공유된 채널을 통하여,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부터 고속 통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 저속 통신

정보를 송신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의 체크 패킷의 고속 전송에 응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

스가 상기 고속 전송과 다른 규약에 따른 응답 패킷을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 저속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체크 패킷을 전송할 지를 결정하는 타이머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의 응답 패킷을 기반으로 상기 체크 패킷을 전송하는 주기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양방향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의 응답 패킷을 기반으로 온/오프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패킷은,

페이로드 사이즈, 패킷 타입, 유효 플래그, 및 동기 패턴을 가지는 명령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

신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 플래그가 무효를 나타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응답 패킷을 무시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 플래그가 유효를 나타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응답 패킷에 포함된 패킷 타입에 따

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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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타입 자체가 실행 가능한 정보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패킷 타입에 따른 명령을 실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타입 자체로서 실행 가능한 정보가 아니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

스로부터 상기 페이로드 사이즈에 해당하는 길이의 데이터를 더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패킷 타입

에 따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다수 픽셀들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상기 고속 통신 정보로서 전송하는 이미지

센서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상기 이미지 센서를 제어하는 데이터를 상기 저속 통신 정보로서 전송하는 모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일정 영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규격으로 처리하여 처리된 영상 데이터를 상기

고속 통신 정보로서 전송하는 모뎀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상기 모뎀을 제어하는 데이터를 상기 저속 통신 정보

로서 전송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장치.

청구항 12.

공유된 채널을 통하여, 호스트 디바이스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간에 한쪽 방향으로는 고속 통신 정보를 전송하고, 역 방

향으로는 저속 통신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체크 패킷을 고속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체크 패킷에 응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상기 고속 전송과 다른 규약에 따른 응답 패킷을 상기 호스트 디

바이스로 저속 전송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체크 패킷을 전송할지는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의 타이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의 응답 패킷을 기반으로 상기 체크 패킷을 전송하는 상기 타이머의 주

기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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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의 응답 패킷을 기반으로 상기 타이머가 온/오프될 수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방법.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패킷은,

페이로드 사이즈, 패킷 타입, 유효 플래그, 및 동기 패턴을 가지는 명령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

신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 플래그가 무효를 나타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응답 패킷을 무시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양방향 통신 방법.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 플래그가 유효를 나타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응답 패킷에 포함된 패킷 타입에 따

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타입 자체가 실행 가능한 정보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패킷 타입에 따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방법.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타입 자체로서 실행 가능한 정보가 아니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

스로부터 상기 페이로드 사이즈에 해당하는 길이의 데이터를 더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패킷 타입

에 따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고속 시리얼로 전송하기 위한 양방향 통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세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신 또는 수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세서는

반대 방향으로는 고속으로 통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도 1은 디바이스들 간의 송신(Tx: Transmission) 및 수신(Rx: Receipt)이 모두 고속 채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종래의

양방향 통신 방식의 일례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송신 및 수신을 위한 동일한 링크(link) 규약(protocol)을 이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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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방향으로는 저속 채널로 충분한 경우에 그 방향으로 링크 인터페이스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비용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전이중(Full-duplex) 방식에서는 양방향의 고속 채널들과 해당 하드웨

어가 부담이고, 반이중(Half-duplex) 방식에서는 채널 공유(sharing)를 위한 제어의 부담도 있다.

도 2는 한쪽 방향으로는 고속 채널 및 역 방향으로는 저속 채널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종래의 양방향 통신 방식의 다른 예

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역 방향으로 저속 채널로 충분한 경우에 그 방향으로 저속 채널을 사용하므로, 고속 채널을 이용할

때보다 링크 인터페이스를 위한 하드웨어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고속 채널과 저속 채널을 위한 별도의 링크 규약과 별

도의 링크 인터페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채널 공유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 3은 저속 통신을 위하여 고속 채널을 공유하면서 한쪽 방향으로는 고속 및 역 방향으로는 저속의 통신을 수행하는 종래

의 양방향 통신 방식의 또 다른 예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역방향의 저속 통신을 위하여, 저속 통신 패킷이 특화된 형태로

만 전송이 지원되거나 고속 채널에 사용되는 패킷(packet)의 한 필드(field)의 형태로만 전송될 수 있다. 내셔널 세마이컨

덕터(National Semiconductor)의 한 칩인 MPL(Mobile Pixel Link)이나, 퀄컴(Qualcomm)의 MDDI(Mobile Display

Digital Interface) 규약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MDDI에 따른 데이터 전송 표준에서는, 도 4와 같이 역 방향의 저속 통신

패킷이 독립된 패킷 형태로 전송되지 못하고, 고속 채널에 사용되는 패킷의 한 필드의 형태로 캡슐(capsule)화되어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및 순서에 제한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저속 통신을 위하여 고속 채널을 공유하면서도, 고속과 저속의 분리된 패

킷을 이용하여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하는 시리얼 양방향 통신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고속과 저속의 분리된 패킷을 이용하여 채널 공유하여 시리얼 양방향 통신하

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통신 장치는, 호스트 디바이스; 공유된 채널; 및 상기 공유된

채널을 통하여,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부터 고속 통신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 저속 통신 정보를 송신

하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의 체크 패킷의 고속 전

송에 응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상기 고속 전송과 다른 규약에 따른 응답 패킷을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 저

속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체크 패킷을 전송할 지를 결정하는 타이머를 가진다. 상기 타이머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

스로부터의 응답 패킷을 기반으로 상기 체크 패킷을 전송하는 주기를 결정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의 응답

패킷을 기반으로 온/오프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응답 패킷은 페이로드 사이즈, 패킷 타입, 유효 플래그, 및 동기 패턴을 가지는 명령어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유효 플

래그가 무효를 나타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응답 패킷을 무시하고, 상기 유효 플래그가 유효를 나타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응답 패킷에 포함된 패킷 타입에 따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패킷 타입 자체가 실행 가능한 정보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패킷 타입에 따른 명령을 실행하고, 상기 패킷

타입 자체로서 실행 가능한 정보가 아니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페이로드 사이

즈에 해당하는 길이의 데이터를 더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패킷 타입에 따른 명령을 실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통신 방법은, 공유된 채널을 통하여, 호스트 디바이스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간에 한쪽 방향으로는 고속 통신 정보를 전송하고, 역 방향으로는 저속 통신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체크 패킷을 고속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체크 패킷에

응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상기 고속 전송과 다른 규약에 따른 응답 패킷을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로 저속 전송

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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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양방향 통신 장치(500)의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양방향 통신 장치(500)는

호스트 디바이스(510),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 및 채널(530)을 구비한다.

상기 채널(530)은 고속 통신을 위하여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와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를 연결하는 고속 채

널로서,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의 정보 송신과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520)로부터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의 정보 송신에 공유된다.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는 상기 공유된 고속 채널

(530)을 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 고속 통신 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는 상기 공

유된 고속 채널(530)을 통하여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 저속 통신 정보를 송신한다. 즉, 상기 양방향 통신 장치(500)

는 저속 통신을 위하여 상기 공유된 고속 채널(530)을 공유하면서 한쪽 방향(forward)으로는 고속 및 역 방향(reverse)으

로는 저속의 통신을 수행한다.

도 5의 양방향 통신 장치(500)가 적용될 수 있는 이미지 픽업(pick-up) 시스템(600)에 대한 예가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이미지 픽업 시스템(600)은 CMOS 이미지 센서(610), 모뎀(modem)(620) 및 LCD와 같은 디스플

레이 장치(630)를 포함한다. 상기 이미지 픽업 시스템(600)은 디지털 스틸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일 수 있다.

상기 이미지 센서(610)는 다수의 픽셀들을 구비하는 APS(Active Pixel Sensor) 어레이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촬상하고,

촬상된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상기 고속 통신 정보로서 상기 모뎀(620)으로 전송한다. 상기 모뎀(620)은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서 및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하는 콘트롤러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모뎀(620)은 상기 이미지

센서(610)를 제어하는 소용량의 데이터를 상기 저속 통신 정보로서 상기 이미지 센서(610)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관계에

서, 상기 이미지 센서(610)는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서 역할하고, 상기 모뎀(620)은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520)로서 역할 한다.

또한, 상기 모뎀(620)은 상기 이미지 센서(610)로부터 수신한 영상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630)가 요구하는 디스

플레이 규격으로 처리하여 처리된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상기 고속 통신 정보로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630)로 전송한

다. 또한, 상기 디스플레이 장치(630)는 상기 모뎀(620)을 제어하는 소용량의 데이터를 상기 저속 통신 정보로서 상기 모

뎀(620)으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상기 모뎀(620)은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서 역할하고, 상기 디스플레

이 장치(630)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서 역할 한다.

한편, 도 5에서,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는 데이터 프로세서(511)와 링크 인터페이스(512)를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511)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 송신될 대용량의 고속 통신 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

(511)는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콘트롤러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링크 인터페이스(512)

는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511)로부터 수신된 고속 통신 정보를 고속 링크 규약에 따라 처리하고, 상기 공유된 고속 채널

(530)을 통하여 상기 처리된 고속 통신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 송신한다. 또한, 상기 링크 인터페이스

(512)는 상기 공유된 고속 채널(530)을 통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부터 수신된 저속 통신 정보를 저속 링크

규약에 따라 처리하고, 상기 처리된 저속 통신 정보를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511)로 전달한다.

도 5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는 데이터 프로세서(521)와 링크 인터페이스(522)를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프

로세서(521)는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 송신될 소용량의 저속 통신 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521)는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의 전반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콘트롤러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링크 인터페이스(522)는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521)로부터 수신된 저속 통신 정보를 저속 링크 규약에 따라 처리하고, 상기 공유된 고속 채널(530)

을 통하여 상기 처리된 저속 통신 정보를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 송신한다. 또한, 상기 링크 인터페이스(522)는 상

기 공유된 고속 채널(530)을 통하여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부터 수신된 고속 통신 정보를 고속 링크 규약에 따라 처

리하고, 상기 처리된 고속 통신 정보를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521)로 전달한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고속 통신을 위하여 일반적인 규약에 따른 패킷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속 통신에서는 고속 통신에

이용되는 규약에 따른 패킷을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종래 방법과는 달리, 고속 통신에 이용되는 규약과 다른 분리된 규약에

따른 패킷을 이용한다.

도 7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도 5의 양방향 통신 장치(500)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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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호스트 디바이스(510)의 링크 인터페이스(512)는 고속 링크 규약에 따라 처리한 고속 통신 정보를 공유된 고속 채널

(530)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 전송한다(S710).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의 링크 인터페이스(512)는 상

기 고속 통신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 전송하면서 주기적으로 RCMD(Reverse Command) 타이머를 체

크하여, RCMD 체크 패킷을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 전송할 지를 결정한다(S720). 상기 RCMD 타이머는 상기

링크 인터페이스(512)에 포함될 수 있고, 상기 RCMD 체크 패킷을 전송하는 주기를 결정한다.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

의 링크 인터페이스(512)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부터 수신할 저속 통신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공유된 고속 채널(530)을 통하여 상기 RCMD 체크 패킷을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 고속 전송한다(S730).

이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의 링크 인터페이스(522)는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부터의 상기 RCMD

체크 패킷을 수신하여, 고속 링크 규약에 따라 처리하고, 상기 처리된 정보를 데이터 프로세서(521)로 전달한다. 상기 데이

터 프로세서(521)의 처리에 따라, 상기 RCMD 체크 패킷에 응답할 패킷이 있다면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의 링크

인터페이스(522)로 출력한다. 상기 링크 인터페이스(522)는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521)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저속 링크

규약에 따라 처리하고, 상기 공유된 고속 채널(530)을 통하여 상기 처리된 응답 패킷을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 저속

송신한다. 도 8과 같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 저속 전송되는 응답 패킷으로서 먼저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31:0])가 전송된다(S740).

본 발명에서는,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 고속 전송되는 고속 통신 정보나

RCMD 체크 패킷을 전송하는 규약과 다른 분리된 규약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부터 상기 호스트 디바

이스(510)로 응답 패킷을 저속 전송한다.

즉, 상기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31:0])는, 도 9와 같이, 페이로드 사이즈(payload size)(RCMD[31:16]),

패킷 타입(packet type)(RCMD[15:9]), 유효 플래그(valid flag)(RCMD[8]), 및 동기 패턴(sync pattern)(RCMD[7:0])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페이로드 사이즈(RCMD[31:16])는 상기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

[31:0])에 후속하여 전송될 데이터(RDATA)의 길이를 나타낸다. 상기 패킷 타입(RCMD[15:9])은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

(510)가 상기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31:0])와 후속 페이로드 데이터(RDATA)를 수신하여 실행할 연산의

종류를 나타낸다. 상기 유효 플래그(RCMD[8])는 상기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31:0])가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낸다. 상기 동기 패턴(RCMD[7:0])은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가 동기 신호를 생성하는데 이용되고, 상

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는 동기 신호의 타이밍에 따라 상기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31:0])와 후속 페이로

드 데이터(RDATA)를 수신한다.

한편, 상기 단계 S740에서,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의 링크 인터페이스(512)가 상기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31:0])를 수신하면, 상기 링크 인터페이스(512)는 상기 동기 패턴(RCMD[7:0])에 따른 타이밍에 따라 유효 플래

그(RCMD[8])를 체크한다(S750). 이때, 상기 유효 플래그(RCMD[8])가 무효를 나타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의

링크 인터페이스(512)는 상기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31:0])와 후속 페이로드 데이터(RDATA)를 무시한

다. 상기 유효 플래그(RCMD[8])가 유효를 나타내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의 링크 인터페이스(512)는 상기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31:0])를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511)로 전달하고, 이에 따라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

어, RCMD[31:0])에 포함된 패킷 타입(RCMD[15:9])에 따라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S770).

상기 패킷 타입(RCMD[15:9]) 자체로서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패킷 타입(RCMD[15:9])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 자체에서 실행될 인터럽트(interrupt) 정보 등을 나타낼 때,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는 상

기 패킷 타입에 따른 해당 인터럽트 명령 등을 실행한다.

상기 패킷 타입 자체로서 실행 가능한 정보가 아니면,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의 링크 인터페이스(512)는 상기 클라이

언트 디바이스(520)로부터 상기 페이로드 사이즈(RCMD[31:16])에 해당하는 길이의 데이터(RDATA0~RDATAn)를 더

수신하여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511)로 전달한다(S760). 이에 따라, 상기 패킷 타입(RCMD[15:9])이 나타내는 명령이 상

기 데이터 프로세서(511)에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0과 같이, 상기 패킷 타입(RCMD[15:9])이 "AHB SINGLE

WRITE"이고, 페이로드 사이즈(RCMD[31:16])가 2인 경우에, 어드레스 RDATA0이 가리키는 레지스터에 RDATA1을 저

장한다. 도 11의 예에서는, 상기 패킷 타입(RCMD[15:9])이 "AHB BURST WRITE"이고, 페이로드 사이즈(RCMD

[31:16])가 5인 경우에, 어드레스 RDATA0부터 시작하여 일정 레지스터에 4워드(word) RDATA1~RDATA4를 저장한

다.

한편, 이와 같은 호스트 디바이스(510)의 상기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31:0]) 실행에 의하여, 상기 RCMD

타이머의 체크 패킷 전송 주기와 턴온/턴오프(turn-on/turn-off)가 변경될 수 있다. 즉, 상기 RCMD 타이머를 제어하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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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터를 할당하고, 상기 RCMD 명령어 정보(예를 들어, RCMD[31:0]) 실행에 의하여, 일정 비트(예를 들어, RCMD_

TIMER[31])는 온/오프 제어값, 나머지 비트(예를 들어, RCMD_TIMER[30:0])는 체크 패킷 전송 주기 값이 업데이트 되

도록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통신 장치(500)에서는, 호스트 디바이스(510)가 체크 패킷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로 고속 전송하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520)가 상기 고속 전송과 다른 분리된 규약에 따른 응답 패킷을 공

유된 고속 채널(530)을 통하여 상기 호스트 디바이스(510)로 저속 전송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양방향 통신 장치에서는, 저속 통신을 위하여 고속 채널을 공유하면서도, 저속 통신을 위

한 정보가 고속 통신의 패킷과 다른 별도의 패킷으로 통신하므로, 양 방향 통신을 위한 정보 전달 방식 및 순서에 제한이

없다. 상기 양방향 통신 장치는 한쪽 방향으로는 고속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하고 역 방향으로는 저속 정보를 통

신하는 시스템에 적은 하드웨어 부담만으로 적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종래의 양방향 통신 방식의 일례이다.

도 2는 종래의 양방향 통신 방식의 다른 예이다.

도 3은 종래의 양방향 통신 방식의 또 다른 예이다.

도 4는 도 3에서 MDDI 방식의 패킷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양방향 통신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6은 도 5의 양방향 통신 장치가 적용될 수 있는 예이다.

도 7은 도 5의 양방향 통신 장치의 동작 설명을 위한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패킷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9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전송하는 RCMD 명령어 정보 패킷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0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호스트 디바이스로 한 워드를 전송하는 경우의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도 11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부터 호스트 디바이스로 4 워드를 전송하는 경우의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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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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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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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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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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