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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핸드헬드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집적프로세서 플랫폼

(57) 요약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시스템에서 액세스 시스템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채널을 수립히고 메모리에 결합하기

위한 제1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로 구성된다. 제2 인터페이스는 복수의 노드에 결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에 결합되고 제2 인터페이스에 결합되는데, 프로세서는

프로그램가능하게 선택 가능한한 각각의 하나 이상의 복수의 노드와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채널을 구성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복수의 노드들이 무선 멀티미디어 핸드헬드 전화에서 구현될 멀

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의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 및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메모리이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주변 인터페이스들(230);

제1 메모리(108);

상기 복수의 주변 인터페이스들(230) 각각에 상기 제1 메모리(108)를 결합하는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116);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116)과 결합되고 제1 공유 버스를 통해 상기 제1 메모리와 관련된 제1

프로세서(106) - 상기 제1 공유 버스는 상기 제1 프로세서(116)와 상기 제1 메모리(108) 양자를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다

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116)에 접속시킴 -;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116)에 접속된 제2 메모리(104); 및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116)과 접속되고, 제2 공유 버스를 통해 상기 제2 메모리(104)와 관련

되는 제2 프로세서(102) - 상기 제2 공유 버스는 상기 제1 공유 버스와는 독립적이고 상기 제2 프로세서와 상기 제2 메모

리 양자를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메모리 액세스 모듈에 접속시킴 -

를 포함하고,

등록특허 10-0682417

- 2 -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116)은 상기 복수의 주변 인터페이스들(230) 각각과 상기 제1 메모리

(108) 사이에 선택적으로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채널들을 구성하며,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116)은 상기 복수의 주변 인터페이스들(230) 각각과 상기 제2 메모리

(104) 사이에 선택적으로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채널들을 구성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으로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채널들은 상기 제1 메모리(108)와 상기 제2 메모리

(104) 사이에 구성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은 프로그램가능한 프로세서(302)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은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프로세서(302)에 결합된 다이렉트 메모리 액

세스 제어기(312, 316)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프로세서(302)는 상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312, 316)의 전용의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 채널을 통해 상기 복수의 주변 인터페이스들(230) 각각과 상기 제1 메모리(108) 사이에 선택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채널들을 구성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1 프로세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인터페이스(312);

상기 제1 프로세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인터페이스(312)와 상기 복수의 주변 인터페이스들(230) 중 하나 이상의 인터

페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버스(234); 및

데이터 통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데이터 버스(234)와 통신하는 복수의 레지스터(316)를 포함하는 프로그램가능한 제

어기(302)

를 더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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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가능한 제어기(302)는,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316)로부터 데이터를 저장 및 검색하도록 동작하여 상기 제1

프로세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인터페이스(312)와 상기 복수의 주변 인터페이스(230) 중 상기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다중 데이터 전송을 수립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제2 프로세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인터페이스(310)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제어기(302)는 상기 제1 프로세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인터페이스(312), 상기 제2 프로세서

(102), 제2 프로세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인터페이스 및 상기 복수의 주변 포트들(230) 중 하나 이상의 포트 사이에

다중 가상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채널을 수립하도록 동작 가능한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8.

제1 메모리에 접속하기 위한 제1 인터페이스, 복수의 노드들에 접속하기 위한 제2 인터페이스 및 제2 메모리에 접속하기

위한 제3 인터페이스를 갖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를 포함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시스템에서 다이렉트 메

모리 액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2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요청에 의해 특정된 노드와, 상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의 상기 제3 인터페이

스 및 상기 제1 인터페이스 중 적어도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제1 메모리와 상기 제2 메모리 중 적어도 하나의 메

모리 사이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 채널을 수립하도록 코드를 구성하는 단계 - 상기 구성 코드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를 통한 상기 제1 메모리 및 상기 제3 인터페이스를 통한 제2 메모리 각각과 복수의 노드들 각각 사이에 다이렉

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 채널을 선택적으로 수립가능함 - ; 및

상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 채널을 따라 상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와 상기 노드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실행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 채널을 통하여 전송될 데이터를 우선순위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실행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위 우선순위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는 이벤트에서 데이터의 전송을 인터럽트하는 단계; 및

상기 상위 우선순위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의 완료시에 상기 인터럽트된 데이터의 전송을 재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실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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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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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전화 등의 무선 핸드헬드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핸드헬드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의 프로세서 플랫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크기와 전력 소모가 작으며, 다중 프로세서 플랫폼의 프

로세서와 다중 주변 장치들 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서 플랫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에는 전통적인 회로 스위칭 음성과 데이터 채널에 부가하여, 고속의 패킷 데이터 네트

워크 능력이 포함된다. 동시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개인 통신, 정보, 전자 상거래, 및 오락 서비스의 호스트를 제공하는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차세대 셀룰러 시스템은 음성, 데이터 및 개인 정보 관리 능력을 갖는 무선 제품, 즉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시장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제품들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의 잠재성을 가진 휴대 정보 기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특히 디지털 셀룰러 전화에서, 프로세서 플랫폼이 2개의 주요한 프로세서 코어 : 무선 인터

페이스에 결합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코어 및 디바이스를 실행시키고 수개의 주변 장치로부터의 데이터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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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화하기 위한 호스트 프로세서 코어를 포함한다. 이러한 디바이스는 주변 장치로서, 범용 직렬 버스(USB), IrDA 표준

을 지원하는 선택 모드를 갖는 범용 비동기식 수신기/송신기(UART), 동기식 직렬 인터페이스(SSI), 멀티미디어 카드

(MMC), 및 블루투스 표준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를 각종 주변 장치와 호스트 프로세서의 메모리, 및 각종 주변 장치와 DSP의 메모리, 또한 DSP의 메모리와 호스트

프로세서의 메모리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DMA)로서 당해 기술분야에 알려진 기

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전송이 호스트 프로세서 또는 DSP를 수반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따라서, 호스트 프로세서가, 예를

들면, 특정 주변 장치로부터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로 데이터의 전송을 시작하게 하는 대신에, DMA 제어기가 데이터 전

송을 행하게 함으로써 호스트 프로세서가 보다 중요한 기능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유리하게 DMA 기술에 의해,

호스트 프로세서와 DSP로부터 단순한 데이터 전송의 번거로운 작업을 제외시킴으로써, 디바이스 내의 프로세서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DMA 제어기는 2개의 노드 사이에 하드와이어된(hardwired) 단방향성 데이터 채널을 형성한다. DMA 제어기는

데이터 전송 임무가 제거되는 프로세서와 그 메모리 모두에 액세스하는 시스템 버스와 특정 주변 장치 사이에 결합된다.

DMA 제어기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각 데이터 채널이 단방향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노드 간의 양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2개의 별도의 DMA 데이터 채널이 필요하다. 또한 각 데이터 채

널이 하드웨어로 구현되기 때문에, 한번 확립되면, 데이터 채널이 서로 다른 노드 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

을 허용하도록 재구성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중 프로세서와 다중 주변 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메모리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방향성 데이

터 채널이 하드와이어되어야 한다. 불리하게, 핸드헬드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는, 많은수의 주변 장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DMA 접속을 하드와이어하기 위한 많은 DMA 제어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호스트 프로세서와 DSP로부터 주변

장치와 각각의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 임무를 적당히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DMA 제어기가 각 주변 장치와 호스트 프로

세서 메모리와 DSP 메모리 사이에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각 DMA 제어기가 원하는 단방향성 데이터 채널을 확립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불리하게도, 소형의 핸드헬드형 적용에서는 많은 수의 DMA 제어기를 구현함으로써 프로세서 플랫폼에서 귀중한 면적이

많이 소비된다. 환언하면, 보다 많은 하드웨어 DMA 제어기가 필요함에 따라, 프로세서 플랫폼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필

요하게 되어, DMA 하드웨어에 의해 플랫폼의 더 많은 공간이 소비된다. 모든 각종 데이터 전송 경로에 대하여 전통의

DMA 하드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다중 프로세서의 효율적인 동작을 허용하는 DMA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세서 플랫폼이

요구된다.

소형의 핸드헬드 멀티미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서 플랫폼에 있어서의 또다른 관심사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력 절약에 대한 우려가 없는 프로세서 플랫폼을 채용함으로써 배터리 수명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필요한 배터리 충전 사

이의 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핸드헬드 적용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대규모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를 필요

로 하는 멀티미디어 적용에서는, 스테틱 RAM(SRAM)에 반대되는 다이나믹 RAM(DRAM)이 다이 사이즈 대 어레이 밀도

의 면에서 SRAM보다 가격적으로 훨씬 싸기 때문에, DRAM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프로세서 플랫폼에 내장된 DRAM인 내장형 DRAM(eDRAM)을 이용하여 프로세서 플랫폼이 필요로 하는 필요한 전

체 공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SRAM과 비교하여, DRAM 및 eDRAM 모두가 그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

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되어야 한다. 리프레시 제어기에 의해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리프레싱 프로세스

로 인해 데이터가 저장된 상태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소모한다. 가능한한 많은 전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DRAM을 리프레시할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전화 등의 이러한 핸드헬드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에서는, 휴대형 개인 정보 단말기(PDA)에서 볼 수 있는 액정 디스

플레이(LCD)를, 사용자가, 예를 들어,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구현된다. 전형적인 LCD는 비디오 버퍼로부터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회로로 이동되는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는, 대규모 LCD 버스가 겨우 8, 16 또는 32 비트 폭인 메

모리(예컨대, eDRAM)로부터 8, 16, 또는 32 비트의 버스로부터의 데이터를 송수신해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다. 불리하게

도, LCD 제어기와 LCD의 화상 프로세서는, DMA 기술의 시스템 메로리에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다른 주변 장치 및 디바이

스에 대하여 비디오 버퍼로서 시스템 메모리를 이용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이는 시스템 메모리로 하여금 다른 주변

장치 및 디바이스로의 액세스가 덜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비디오 화상이 LCD 상에 표시될 때에는, 시스템 메모리(예컨

대, eDRAM)가 주로 비디오 버퍼로서 동작을 하고, 또한 시스템 RAM으로서도 동작을 한다. 별도의 RAM(예컨대,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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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AM)이 비디오 버퍼로서 동작하도록 구현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가의 메모리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증가시켜 프

로세서 플랫폼이 크기가 커진다. LCD 제어기를 적당하게 지원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시스템 RAM으로서 사용되고 DMA 데

이터 전송에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메모리가 필요하다.

본 발명은 상기한 필요성 및 다른 필요성에 역점을 두어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현재 제시한 최상의 모드에 대한 다음의 설명은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고, 단지 본원 발명의 일반

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본 발명의 범주는 특허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다중 프로세서 코어, 다중 주변 장치, 및 다중 프로세서 코어의 메모리와 거기에 탑재된 각종 주변 장치와의 사

이에서 프로그램가능하고 선택 가능한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기능을 행하는 인터

프로세서 통신 모듈을 포함하는 무선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상기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

성을 다룬다. 또한, 프로세서 플랫폼은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다른 디바이스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호스

트 프로세서 메모리로부터의 비디오 버퍼링이 LCD 디스플레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줌은 물론 프로세서 플랫폼의 크기

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특징을 포함한다.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 개략

도 1을 참조하면,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호스트 프로세서, 및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

을 행하는 인터프로세서 통신 모듈(IPCM) 내의 RISC 프로세서 코어의 3개의 프로세서 코어를 갖는 무선 멀티미디어 프로

세서 플랫폼의 하이레벨 블럭도가 도시된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102)(DSP(102)라고도 부름), 랜덤 액세스 메모리

(104)(RAM, DSP 메모리 또는 DSP RAM이라고도 부름), 호스트 프로세서(106)(호스트(106) 또는 MCore라고도 부름),

내장형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108)(eDRAM(108) 또는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라고도 부름), 범용 직렬 버스(110)

(USB(110)라고도 부름), IrDA 표준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 모드를 갖는 범용 비동기식 수신기/송신기(112) (UART/IrDA

(112)라고도 부름), 멀티미디어 카드(114)(MMC(114)라고도 부름), 및 인터프로세서 통신 모듈(116)(IPCM(116)이라고

도 부름)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100)이 도시된다.

프로세서 플랫폼(100) 또는 단순히 프로세서(100)라고도 부르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100)은 DSP(102), 호스트

프로세서(106) 및 IPCM(116) 내의 RISC 프로세서 코어의 3개의 프로세서 코어를 갖는 단일의 집적 회로 또는 칩의 형태

로 되어 있다. 프로세서(100)는 "시스템 온 칩" 디자인("SOC"라고도 부름)을 대표한다. 무선 핸드헬드 멀티미디어 디바이

스의 적용에서는, 프로세서(100)의 소자들이 모두 단일의 칩 상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핸드헬드형 적용의 크기 제약

과, 개별 칩 상의 개별 프로세서들이 서로 하드와이어되고, 이로 인해 칩과 칩을 배선하는데 있어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러한 시스템 온 칩 디자인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다른 적용에서 필요하다면, 3개의

프로세서 코어, 즉 DSP(102), 호스트 프로세서(106), 및 IPCM(116)의 RISC 프로세서 코어가 개별 칩 상에 구현될 수도

있다.

동작시에, IPCM(116)은 DSP 부분(즉, DSP(102) 및 RAM(104)), 호스트 부분(즉, 호스트 프로세서(106) 및 eDRAM

(108)), 주변 장치(즉, USB(110), UART/IrDA(112), 및 MMC(114))의 세 부분을 서로 결합시킨다. 불리하게도, IPCM

(116)은 (1) 특정 주변 장치에서 DSP RAM(104) 또는 eDRAM(108)으로, (2) DSP RAM(104) 또는 eDRAM(108)에서 특

정 주변 장치로, (3) DSP RAM(104)과 eDRAM(108) 사이에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의 전송을 허용하는 프로그

램가능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DMA) 데이터 채널을 제공한다. 이 DMA 데이터 전송은 시간 좌표화(소정의 시각에 발생

함) 또는 이벤트 좌표화(요구 또는 명령시에 발생함)될 수 있다. IPCM(116)은 프로그램가능하고 선택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을 통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DMA)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축소된 명령 세트 컴퓨터(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RISC) 프로세서 코어를 갖는다. 예를 들면, IPCM(116)은 많은 수의 하드웨어 DMA 제어기를 대신하여, 예

를 들면 32개의 프로그램가능한 데이터 채널을 생성하는데, 각 데이터 채널은 상기한 3개의 방향 중 임의의 방향으로 데이

터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등가의 하드웨어 DMA 구현은 일반적으로 2*n*(c+1)의 개개의 DMA 데이터 하드

웨어 제어기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숫자 2는 2개의 방향으로의 데이터 채널을 나타내고, n은 데이터 채널의 수를 나타

내며, c는 IPCM(116)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의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c+1은 데이터 경로의 수를 나타낸다.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n=32, c=2(즉, DSP(102) 및 호스트 프로세서(106))이므로, C+1=3(즉, 데이터 경로의 수, 예컨대, 주변 장

치에서 메모리로, 메모리에서 주변 장치로 그리고 메모리에서 메모리)이 되어, IPCM(116)이 192개의 개개의 하드웨어

DMA 제어기를 대신한다. 불리하게도 이러한 많은 수의 DMA 제어기는 효율적인 가격이 아니며, 프로세서의 이용 가능 공

간을 좌우한다. 따라서, IPCM(116)은 서로 다른 노드를 서로 접속하도록 구성되거나 프로그램가능한 다수의 DMA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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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또는 데이터 경로를 제공한다. 노드는 전형적으로 RAM(104), eDRAM(108), 또는 주변 장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단일의 DMA 데이터 채널이 USB(100)에서 eDRAM(108)으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도록 프로그

램될 수 있고, 동일한 데이터 채널이 후에 DSP RAM(104)에서 MMC(114)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을 제공

하도록 재프로그램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

이는 2개의 서로 다른 노드 사이에서 후에 재구성될 수 없을 수도 있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프로그램 불가능한 단방

향 배선 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DMA 제어기로부터 출발한다. 유리하게, 칩 또는 프로세서(100)의 물리적 크기

가 중요하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위해 많은 DMA 제어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수의 주변 장치가 있는 무선 멀티미디

어 적용에서는, IPCM(116)이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 채널이 형성되는 프로그램가능한 DMA 기능을 제공한

다. 따라서, 많은 DMA 제어기가 필요하지 않고, 많은 하드웨어 DMA 제어기가 구현된다면 프로세서(100)의 전체 크기가

더 작게 만들어질 수 있다.

IPCM(116)의 기능에 의해 유리하게 호스트 프로세서(106) 및 DSP(104) 모두로부터 데이터 전송 임무를 경감한다. IPCM

(116)은 DSP(102) 및 호스트 프로세서(106) 모두의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제공하도록 전송을 행한다. 환언하면, DSP

(102) 및 호스트 프로세서(106)는 그들의 최적의 속도로 동작하고, 단순한 데이터 전송을 행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지 않도

록 설계된 중요한 작업을 행하도록 허용된다.

다음으로, 도 2를 참조하면, 도 1의 무선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의 일 실시예의 상세 블럭도가 도시된다.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102)(DSP(102)), DSP RAM(104), DSP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202), 호스트 프로세서(106)(호 프로세서(call

processor)(106)라고도 부름), 내장형 DRAM(108)(eDRAM(108)), 화상 프로세싱(206)와 구성 레지스터(208)를 포함하

는 LCD 제어기(204)(보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제어기라고도 부름), 호스트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210)를 포함하는 멀

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100)이 도시된다. 프로세서 플랫폼(100)은 또한 다음의 주변 장치(230) : USB(110), UART/

IrDA(112), 동기식 직렬 인터페이스(212)(SSI(212)라고도 부름), MMC(114), 및 블루투스 인터페이스(214)를 포함한다.

또한, IPCM(116), 이벤트 타이머(216), 데이터 경로 선택(218)(데이터 경로 선택부(218)라고도 부름), eDRAM 리프레시

제어기(220)(리프레시 제어기 (220)라고도 부름) 및 버스 인터페이스(222)를 포함한다.

또한, 다음의 버스 : 리프레시 제어기(220)에 접속된 클럭 버스(224)("c" 버스(224)라고도 부름); DSP(102), DSP RAM

(104) 및 DSP 주변 장치(202)를 IPCM(116)에 결합시키는 DSP 시스템 버스(226)("d" 버스(226)라고도 부름); 주변 장치

(230)를 이벤트 타이머(216) 및 IPCM(116)에 결합시키는 이벤트 버스(228)("e" 버스(228)라고도 부름); 호스트 프로세서

를 주변 장치(230 및 210), LCD 제어기(204), 버스 인터페이스(222), 데이터 경로 선택(218), 리프레시 제어기(220), 및

IPCM(116)에 결합시키는 호스트 시스템 버스(232)("h" 버스(232)라고도 부름); IPCM(116)을 주변 장치(230)에 결합시

키는 IPCM 버스(234)("i" 버스(234)라고도 부름); 데이터 경로 선택(218)을 eDRAM(108)에 결합시키는 메모리 버스

(236)("m" 버스(236)라고도 부름); 화상 처리(206)를 데이터 경로 선택(218)에 결합시키는 LCD 버스(238)("p" 버스

(238)라고도 부름); 리프레시 제어기(220)를 데이터 경로 선택(218)에 결합시키는 리프레시 버스(240)("r" 버스(240)라고

도 부름); 버스 인터페이스를, 예를 들면, 외부 메모리(244)에 결합시키는 외부 시스템 버스(242)("s" 버스(242)라고도 부

름); 및 IPCM(116)을 데이터 경로 선택(218)에 결합시키는 전송 버스(246)("t" 버스(246)라고도 부름)가 포함된다.

도 2에도 도시되어 있지만, DSP 주변 인터페이스(202)에 결합된 무선 하드웨어(248), 화상 프로세싱(206)에 결합된 LCD

패널(250), 버스 인터페이스(222)에 결합된 외부 메모리(244), 및 리프레시 제어기(220)에 결합된 클럭 입력부(252)는 프

로세서 플랫폼(100)의 일부분이 아니다.

프로세서 플랫폼(100)은 3개의 프로세서 코어, 즉, DSP(102), 호스트 프로세서(106), 및 IPCM(116)에 내장된 RISC 프로

세서 코어를 포함한다. 유리하게도 이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여러 특징이 집적 시스템 온칩 설계에 제한되지 않지만, 프로

세서 플랫폼(100)은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으로서 사용된다. 다음은 프로세서 플랫폼(100)의 다수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DSP(102)는 DSP 시스템 버스(226)를 통해 시스템 메모리, 예를 들어, DSP RAM

(104), 및 DSP 주변 인터페이스(202)로 인터페이싱된다. DSP RAM(104)는 DSP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저장 영역을 포함한

다. DSP 주변 인터페이스(202)는 DSP 코어(즉, 모뎀)를 무선 하드웨어(248)에 인터페이싱하여 셀룰러 무선 통신을 수행

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널리 공지되어 있으며 셀룰러 폰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호스트 프로세서(106)는 범용의 축소된 명령 세트 컴퓨터(RISC) 프로세서 또는 복

합 명령 세트 컴퓨터(CISC) 프로세서이다. LCD 제어기(204)는 외부 LCD 패널(250)의 화상을 메모리, 예를 들어 eD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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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메모리 어레이 내에 포함된 2진 비트 화상으로부터 얻도록 구성되는 디지털 로직을 포함하는 모듈이다. 호스트 주변

인터페이스(210)는 디지털 로직을 포함하고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의해 동작되는 주변 장치로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모

듈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변 인터페이스는 예를 들어 키보드 인터페이스, 범용 타이머 및 범용 I/O 포트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주변 인터페이스에는 멀티미디어 주변 장치(230)가 포함된다. USB(110)는 범용 직렬 버스(Universal Serial

Bus)로서 공지된 개방형 표준의 미디어 액세스 층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변 장치로서 구성된 로직 블럭이다. 모듈은 2개의

인터페이스 포트, 즉 구성 관리 및 제어용 h 버스(232)를 통해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인터페이싱되는 포트 및 외부 직렬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i 버스(226)를 통해 IPCM(116)에 인터페이싱되는 데이터 포트

로 구성된다.

IrDA/UART(112)는 선택적 모드로 IrDA 표준을 지원하기 위한 당해 기술 분야에서 범용 비동기 수신기/전송기로서 공지

된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주변 장치로서 구성된 로직 블럭이다. IrDA/UART(112)는 2개의 인터페이스 포트, 즉 구성 관리

용 h 버스(232)를 통해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인터페이싱되는 포트 및 외부 직렬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통과시

키기 위해 사용되는 i 버스(236)를 통해 IPCM(116)에 인터페이싱되는 데이터 포트로 구성된다.

SSI(212)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동기 직렬 인터페이스로서 공지된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주변 장치로서 구성된 로직 블럭

이다. 모듈은 2개의 인터페이스 포트, 즉 구성 관리용 h 버스(232)를 통해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인터페이싱되는 포트

및 외부 직렬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i 버스(236)를 통해 IPCM(116)에 인터페이싱되는

데이터 포트로 구성된다.

MMC(114)는 MULTIMEDIACARD에 접속하고 MULTIMEDIACARD로 동작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인터페이스이다.

MMC(114)는 2개의 인터페이스 포트, 즉 구성 관리용 h 버스(232)를 통해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인터페이싱되는 포트

및 외부 MULTIMEDIACARD 사이에서 데이터를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i 버스(236)를 통해 IPCM(116)에 인터페이

싱되는 데이터 포트로 구성된다.

블루투스 인터페이스(214)는 BLUETOOTH 개방형 표준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인터페이스이다. 블루투스 인터페

이스(214)는 2개의 인터페이스 포트, 즉 구성 관리용 h 버스(232)를 통해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인터페이싱되는 포트

및 외부 BLUETOOTH 컴플라이언트 무선 회로 사이에서 데이터를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i 버스(236)를 통해 IPCM

(116)에 인터페이싱되는 데이터 포트로 구성된다.

이벤트 타이머(216)는 e 버스(228)를 통해 IPCM(116)에 결합되고 특정 상태가 표시되는 경우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소

정의 개별 상태를 검출할 수 있는 비교 로직에 접속된 'n'수의 상태를 갖는 2진 카운터이다. 상기 카운터는 정확한 클럭 소

스에 의해 클럭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이벤트 타이머(216)는 소정 시간에서 32 이벤트까지 처리할 수 있다. 몇몇 실시

예에서, 이벤트 타이머(216)는 프로그램된 이벤트 또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을 예를들어 규칙적인 간격으

로 IPCM(116)에 시그널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IPCM(116)은 DSP(102) 프로세서, 및 USB(110), IRDA/UART(112), 블루투스 인터페이스(214) 및 MMC(114)와 같은 I/

O 주변장치(230)를 채용하는 인터프로세서 및 직렬 I/O 통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IPCM(116)은 호스트 프로세서

(106) 또는 DSP(102)와 I/O 주변 장치 사이의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DMA)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

는 구조로 전략적으로 배치된다. 또한, IPCM(116)은 DSP와 호스트 자체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 따라서, 유리하

게 IPCM(116)은 DSP(102) 또는 호스트 프로세서(106)를 포함하지 않고 데이터를 메모리에 전송하여 데이터 전송하는

프로그램가능한 DMA로서 동작한다.

DMA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된 프로그램가능한 RISC 코어는 IPCM(116) 내에 위치한다. IPCM(116)의 내부 작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도 3을 참조로 기술된다. 이 방법은 프로그램이 불가능한(예를 들어, 하드웨어 기반) 솔루션에 대

하여 다수의 이점을 제공한다. IPCM(116)의 프로그램가능한 DMA 기능은 다수의 이점을 가진다. 우선, 이것은 IRSC 코어

가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적 라우팅(dynamic routing)을 가능하게 한다. 프로그램

된 제어 하에서,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IPCM(116)은 최대 32개의 동기 DMA 데이터 채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3개의 방향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될 수 있다. DMA 데이터 전송은 이들 32개의 DMA 데이터 채널 각각에 대해 라우팅

된다. 예를 들어, 각각의 데이터 채널은 (1) 주변 장치(230)에서 메모리(예를 들어, DSP RAM(104) 또는 eDRAM(108))

사이, (2) 메모리(예를 들어, DSP RAM(104) 또는 eDRAM(108))에서 주변 장치(230) 사이, 또는 (3) 메모리(예를 들어,

DSP RAM(104) 또는 eDRAM(108))에서 메모리(예를 들어, 다른 eDRAM(108) 또는 DSP RAM(104)) 사이에서 DMA 데

이터 전송을 위한 DMA 데이터 채널로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들 32개의 프로그램된 DMA 데이터 채널은 각

각 2개의 상이한 노드 사이에 DMA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차후에 재 프로그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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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IPCM(116)은 소형 풋프린트(footprint)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다수의 노드, 즉, DSP RAM

(104), eDRAM(108), 및 다수의 I/O 주변 장치(230) 사이에 개별적으로 배선된 다수의 DMA 제어기를 대체하기 때문이

다. 이것은 다이에 대해 요구되는 게이트 또는 트랜지스터의 상당한 절감을 나타내며, 포켓 사이즈의 멀티미디어 응용 기

기에 있어서 프로세서의 크기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하다. DMA 채널의 통상적인 게이트 수는 채널 당 대략 3k 게이트이다.

이 실시예에서, IPCM(116)은 6개 이상의 하드웨어 DMA 채널이 요구되는 경우, 공간을 절약하는데 있어 이점이 된다. 바

람직하게는, 이 실시예에서, IPCM(116)은 약 6개의 실제 하드웨어 DMA 채널의 풋프린트 내에 192개의(전술한 바와 같

은) 개별적인 DMA 채널로서 동작한다.

또한, IPCM(116)은 유연하고 제거 가능하다. 상기 기술적 개념은 차세대 제품의 개선을 위해 제공된다. 플렉서블 데이터

라우팅 용량은 하드웨어 기반 엑셀러레이트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에 부가될 수 있다. IPCM(116)의 RISC 코어의 개선은

레지스터 및 새로운 명령을 부가하여 상기 개념이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IPCM(116)의 프로그램가능한 RISC 프로세서 코어는 정의될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데, 이는 프로그램가능한 RISC 코어는 호스트 메모리(즉, eDRAM(108))에 매핑된 가상 제어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이

다. API는 차세대에서 IPCM(116)이 개선될 경우 원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증대시

킨다.

다른 특징은 정지 시간 동안 슬립(sleep) 모드에 들어가도록 스마트 전력 관리가 IPCM(116)에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배터리 수명이 중요한 관심사인 포켓 사이즈 응용 기기에서 중요하다.

IPCM의 또 다른 특징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DMA 데이터가 소형-엔디안(Endian) 포맷 또는 대형-엔디

안 포맷을 사용하여 메모리(예를 들어, DSP RAM(104) 또는 eDRAM(108)) 사이에서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IPCM(116)이 다른 포맷에 따라 구성되는 상이한 타입의 프로세서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소형-엔디안 포

맷을 위해 구성된 DSP 또는 대형-엔디안 포맷을 위해 구성된 DSP는 IPCM(116)과 인터페이싱할 수 있다.

프로세서 플랫폼(100)의 다른 구성 요소는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칩에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 프로세서(106)의

RAM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되고 내장형 DRAM 또는 eDRAM(108)이라 하는 DRAM 타입의 비트 셀로 구성된 온-칩

메모리 어레이이다. 상기 어레이는 총 67,108,846 비트 셀(64M 비트)에 대한 각각의 128 비트의 65536 워드(64k 워드)

로서 구성된다. eDRAM(108)은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은 리프레시 제어기(220)에 의해 수행된다.

eDRAM(108)의 128 비트 폭은 이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LCD 제어기(204)에 대해서 최적화된다. 따라서, eDRAM

(108)은 LCD 패널(250)에 대한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 및 온-칩 비디오 버퍼로서 기능을 한다. 유리하게, eDRAM의 폭

은 LCD 제어기(204)에 의해 소모되는 액세스 사이클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호스트 프로세서(106) 및 IPCM(116)에 사용

가능한 액세스 사이클 수를 증가시킨다.

버스 인터페이스(222)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메모리 제어기로서 기능하도록 구성된 디지털 로직을 포함

하는 모듈이다. 상기 모듈은 s 버스(242)를 통해 프로세서 플랫폼(100)에 인터페이싱된 외부 메모리(244)를 지원한다. 외

부 메모리(244)는 SRAM, EPROM, FLASH 및 DRAM과 같은 다수의 개별 메모리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외부 메모리

(244)는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의해 직접 액세스될 수 있거나 IPCM(116)를 통해 DSP(102)에 의해 간접적으로 액세스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러한 프로세서의 각각의 메모리에 저장되기에는 너무 큰 호스트 프로세서(106) 및/또는 DSP(102)을

업로드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DSP(102)는 외부 메모리(244)에 저장된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실행할 수 있다. 아울러, 버스 인터페이스(222)는 호스트 프로세서(106), IPCM(116) 및

DSP(102) 사이에서 동시 처리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다중 명령 스트림 및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전화를 구현하는

단일의 집적 회로에 대한 다중 데이터 스트림(즉, MIMD)을 실행한다.

eDRAM(108)이 호스트 시스템 버스 또는 h 버스(232)의 일부 대신에 자체의 버스, 즉 m 버스(236)를 구비하기 때문에,

호스트 프로세서(106)는 버스 인터페이스(222)를 통해 외부 메모리(244)에 액세스되며, 동시에 IPCM(116)은 eDRAM

(108)에 액세스될 수 있다.

데이터 경로 선택(218)은 중재 로직(arbitration logic) 및 eDRAM(108)의 데이터 경로를 어레이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는 4개의 엔티티 중 하나에 인터페이싱하도록 설계된 미리 프로그램된 데이터 멀티플렉서를 포함한다. eDRAM(108)

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는 상기 4개의 엔티티는 32 비트의 액세스 폭을 갖는 호스트 프로세서(106), 32 비트의 액

세스 폭을 갖는 IPCM(116), 128 비트의 액세스 폭을 갖는 LCD 제어기(204) 및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은

4096 로우(row)에 대한 16ms 주기의 사이클 스틸링 리프레시를 수행하기 위한 리프레시 제어기(220)이다. 예시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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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 각각의 요청자(requestor)는 유일한 데이터 경로 버스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 p 버스(238)는 128 비트의 폭을 가

지는 반면, i 버스(246) 및 h 버스(232)는 32 비트의 폭을 가진다. 데이터 경로 선택(218)은 액세스가 부여된 디바이스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 경로를 자동적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데이터 경로 선택(218)은 예를 들어, IPCM(116) 내에서 일반적

인 32 비트 RISC 프로세서 코어를 지원하기 위해 128 비트의 와이드 어레이를 전환시킨다. 모든 경우에, 요청자에 의해 표

시되는 메모리 어드레스는 어레이로부터 정확한 데이터 요소를 참조하기 위해 고려된다. 각각의 요청자에 대한 버스 폭 및

액세스 모드는 이하의 표 1에 예시된다.

표 1 : 데이터 경로 구성

요청자 버스 폭 판독/기록 액세스 모드

호스트 코어 x32 R/W x8, x16, x32

IPCM x32 R/W x8, x16, x32

LCD 제어기 x128 판독 x128

리프레시 제어기 0 특수한 리프레시 사이클 4096 비트 셀을 요청

아울러, 일 실시예에서, 데이터 경로 선택(218)은 항상 대형-엔디안 포맷을 사용하여 eDRAM(108)에 저장하고 eDRAM

(108)로부터 검색한다. 그러나, IPCM은 소형-엔디안 포맷에 따라 동작하는 경우 소형-엔디안 포맷 또는 대형-엔디안 포

맷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데이터 경로 선택(218)은 소형-엔디안에 따른 IPCM 사이 및 eDRAM 사이의 데이터

를 대형-엔디안 포맷으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IPCM은 포맷이 구성되는 데이터 경로 선택을 알려주어야 한다.

리프레시 제어기(220)은 eDRAM 어레이 내의 비트 셀의 주기적 사이클의 리프레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DRAM

(108)에 메모리 요청을 생성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eDRAM(108)을 리프레시하는 방법은 공지된

리프레시 기법에 의해 고려되지 않은 방법으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전력 소모를 절감하도

록 설계된 다수의 특정 리프레시 기법은 도 7 내지 도 9를 참조로 기술한다.

다음은 다양한 버스 인터페이스에 대해 기술한다. 클럭 버스(224)("c" 버스)는 리프레시 제어기(220)를 시퀀싱 및 타이밍

하는데 사용되는 클럭 입력 라인이다. DSP 시스템 버스(226)("d" 버스)는 개별 어드레스 및 선택된 디바이스에 판독 및 기

록 동작을 전달하는 제어 신호에 따른 데이터 경로를 포함한다. 또한, 버스 요청 및 버스 인식 신호는 또한 IPCM(116)이

DSP 시스템 버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된다. 이벤트 버스(228)("e" 버스)는 주변 장치(230)에 의해 구동되고

데이터 이동 동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IPCM(116)의 입력 이벤트 검출 디바이스로 전송되는 신호 군이다(도 3 참조). 호스

트 시스템 버스(232)("h" 버스)는 개별 어드레스 및 선택된 디바이스에 판독 및 기록 동작을 전달하는 제어 신호에 따른 데

이터 경로를 포함한다. h 버스(232)는 다른 모든 버스에 대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또한, 버스 요청 및 버스 인식 신

호는 IPCM이 h 버스(232)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된다. IPCM 버스(234)("i" 버스)는 개별 어드레스 및 특정 주변

장치(230)에 대한 판독 및 기록 동작을 시그널링하기 위한 제어 신호에 따른 데이터 경로를 포함하는 IPCM 시스템 버스이

다. 메모리 버스(236)("m" 버스)는 양방향 버스이고 eDRAM(108)을 데이터 경로 선택(218) 모듈에 상호 접속하는데 사용

된다. 메모리 버스(236)는 128 비트의 버스 폭을 가진다. LCD 버스(238)("p" 버스)는 128 비트의 폭을 갖는 단방향 버스

이고 LCD 패널(250) 상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LCD 제어기(204)에 대한 디스플레이 화상 샘플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리프레시 버스(240)("r" 버스)는 eDRAM(108) 어레이에서 리프레시될 다음 로우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버스이다. 외부

시스템 버스(242)("s" 버스)는 개별 어드레스 및 선택된 외부 메모리(244)에 대한 판독 및 기록 동작을 전달하기 위한 제어

신호에 따른 데이터 경로를 포함한다. 외부 시스템 버스(242)는 호스트 프로세서(106) 또는 IPCM(116)에 의해 액세스 가

능하다. 전송 버스(246)("t" 버스)는 IPCM(116)으로부터 eDRAM(108) 어레이로의 액세스 요청을 전달한다. 전송 버스는

단방향이며 32 비트 데이터 경로 및 32 비트 어드레스 경로를 구비한다.

eDRAM(108)의 다른 특징은 상기 eDRAM이 호스트 프로세서(106)를 위한 RAM일뿐만 아니라 온-칩 비디오 버퍼를 제

공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eDRAM(108)은 LCD 제어기(204)를 수용하기 위하여, 128 비트 폭을 갖는다. eDRAM이

일반적인 RISC 프로세서 코어 및 호스트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32 비트 폭인 경우, eDRAM(108)은 LCD 제

어기(204)를 지원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조절되어, eDRAM을 이용한 다른 디바이스는 LCD 제어기(204)에 필적하여야 한

다. 따라서, LCD 제어기(204)는 기본적으로 eDRAM 및 IPCM(116)의 제1 사용자가 되며 호스트 프로세서(106)는 제2 사

용자가 된다. LCD 버스(238)와 동일한 폭인 매우 넓은 버퍼를 제공함으로써, LCD 제어기(204)는 단지 IPCM(116) 및 호

스트 프로세서(106)가 eDRAM(108)의 제1 사용자가 되도록 하는 eDRAM(108)에 간단히 액세스한다. 따라서, 128 비트

폭으로 eDRAM을 구성하는 경우, LCD 제어기는 단지 eDRAM 용량의 약 2-3%를 사용하여, 바람직하게는 eDRAM을 사

용하는 다른 디바이스에 97%를 남긴다. 데이터 경로 선택(218)은 상이한 크기의 버스들이 eDRAM(108)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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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AM(108)이 시스템 메모리 및 비디오 버퍼의 두배라는 점은 또한 프로세서 플랫폼(100) 상의 공간을 감소시킨다. 개

별적으로 제공되는 비디오 버퍼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이러한 개별 비디오 버퍼는 프로세서 플랫폼

상의 추가의 공간을 차지하거나 LCD 제어기(204)에 배선된 개별 집적 회로이며, 상기 집적 회로는 심지어는 보다 넓은 공

간을 차지하며 배선시 손실을 초래한다. 종래의 개별 비디오 버퍼와는 반대로, 프로세서 플랫폼(100)의 eDRAM(108)은

시스템 메모리 및 소형 풋프린트 내의 비디오 버퍼 모두로서 동작한다.

다음은 IPCM(116)의 다른 다양한 특징에 대해 기술한다.

IPCM은 DMA 데이터가 IPCM 버스(236)에 매핑된 주변 장치로부터 DSP RAM(104) 또는 eDRAM(108)로 전송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IPCM은 이러한 주변 장치(230)가 DSP(102) 및/또는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의해 사용될 수 있

도록 한다. 예를 들어, MMC(114)와 같은 데이터 저장 디바이스는 DSP(102) 또는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액세스될 수

있다. 따라서, MP3 형식의 데이터는 MMC(114)로부터 DSP(102)에 스트림되어 인터넷 오디오 플레이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응용 기기는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의해 MMC(114)에 위치한 데이터 파일을 기록 또는 판독하기 위해 IPCM

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IPCM은 DSP RAM(104) 사이의 디지털 오디오 샘플을 USB 등시(isochronous) 포트

쌍으로 이동시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스피커폰이 구현된다. 또한, IPCM(116)은 eDRAM(108) 또는 DSP RAM

(104)로부터 생성되고 및/또는 제거되는 다중 데이터 스트림을 지원한다. eDRAM(108) 및 DSP RAM(104) 각각으로부터

의 데이터 전송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IPCM(116)은 RISC 프로세서 코어(도 3을 참조로 보다 상세히 기술됨)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호하게 프로그램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태스크는 eDRAM으로부터의 DMA 데이터 전송을 통해 호스트 프로세서(106)로부터 오프-로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PCM(116)은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행된 "비트-블릿(bit-blit)" 태스크를 수

행한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비트-블릿" 태스크는 시각 디스플레이의 배경 디스플레이를 바꾸거나

화상이 시각 디스플레이 사이의 "플라이(fly)"를 초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IPCM(116)은 호스트 프로세서(106)가 다른 태

스크를 수행하지 않도록 호스트 프로세서(106) 대신에,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호스트 프로세서(106)로부터 필요

한 프로그램을 로드할 수 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IrDA 표준에 사용되는 "PPP" 또는 "LAP 층"과 같은 패킷 프로토콜 프레이머(protocol framer) 기능

들을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호스트 프로세서(106) 또는 DSP(102)를 오프-로드시키는데 있다. 다시, 호스트 프로세서

(106) 및 DSP(102)는 유리하게 이들 기능들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일 실시예에서, IPCM(116)은 호스트 프로세서(106)의 제어 및 감시하에서 패킷을 디코더에 전송함에 의해 SSI(212) 또는

UART/IrDA(112) 중 어느 하나에 결합되는 외부 MPEG 디코더를 지원한다. IPCM(116)은 외부 MPEG 디코더로부터 디

코드된 픽셀 데이터를 검색하고, 픽셀 데이터를 eDRAM(108)내에 할당된 비디오 버퍼 영역에 둔다. 이와 같이, "픽쳐-인-

데스크탑-원도우(picture-in-desktop-window)"는 LCD 패널(250)에 제공된다.

IPCM은 이벤트 타이머(216)를 이용하여,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전송이 이벤트 타이머(216)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으며, 또한 각각의 주변장치 및/또는 DSP(102) 및/또는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의해 트리거된 이벤트에 의해 활성화

된다. 따라서, 사전 프로그래밍된 DAM 데이터 전송은 소정의 시간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더욱이,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IPCM은 어떠한 이벤트도 존재하지 않을 때 저전력 모드(즉, 슬립 모드)로 들어가

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IPCM(116)은 DAM 데이터 전송들 사이에서 배터리 수명을 불필요하게 유출하지 않는다.

IPCM(InterProcrssor Communication Module)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도 1 및 2의 무선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100)의 IPCM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RISC 프로세서

코어(302)(또한 보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서(302)로서의 RISC 프로세서라 한다), 이벤트 스케쥴러(304)(또한 이벤트 검출

유닛(304), 태스크 스케쥴러(304), 또는 프로그램가능한 태스크 스케쥴러(304)로 한다), 스태틱 RAM(306)(또한 SRAM

(306)이라 한다), 판독 전용 메모리(308)(또한 ROM(308)이라 한다), DSP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유닛(310)(또한 DSP

DMA(310)라 한다), 호스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유닛(312)(또한 호스트 DMA 유닛(312)이라 한다), DSP 제어 레지

스터(314)(또한 DSP 제어 유닛(314)이라 한다), 및 호스트 제어 레지스터(316)(또한 호스트 제어 유닛(316)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IPCM(116)(또한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모듈"이라 한다)가 도시된다. 또한, DSP 시스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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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d" 버스(226)), 호스트 시스템 버스(232)("h" 버스(232)), IPCM 버스(234)("i" 버스), 및 USB(110), IrDA/UART

(112), SSI(212) 및 MMC(114)를 포함하는 주변장치(230)가 도시된다. 또한 이벤트 버스(228)("e" 버스(228))를 통한 이

벤트 스케쥴러(304)로의 이벤트 타이머 입력(318) 및 주변장치/DMA 이벤트 입력(320)이 도시된다.

DSP 제어 레지스터(314) 및 DSP DMA 유닛(310)은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d 버스(226)에 결합된다. 호스트 제어 레지

스터(316) 및 호스트 DMA 유닛(312)은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h 버스에 결합된다. IPCM(116)은 또한 여러 주변장치

(230)에 결합되는 i 버스(2334)를 포함한다. IPCM(116)내에서, RISC 프로세서 코어(302), SRMA(306), ROM(308),

DSP 제어 레지스터(314), DSP DMA 유닛(310), 호스트 제어 레지스터(316) 및 호스트 DMA 유닛(312)은 모두 i 버스

(234)에 결합된다. DSP DMA 유닛(310) 및 호스트 DMA 유닛(312) 모두는 각각 종래의 DMA 제어기의 버스 송수신기부

를 포함한다. 이벤트 스케쥴러(304)는 프로세서(302)에 결합된다. 이벤트 스케쥴러(304)로의 입력은 이벤트 타이머(318)

및 주변장치/DMA 이벤트(320)이다.

동작시, IPCM(116)은 모든 여러 가능한 데이터 전송 경로에 대한 개별적인 전용 하드웨어 DMA 채널들을 실제로 구현함

이 없이 DMA 기술을 채용한 직렬 I/O 데이터 전송 및 인터프로세서를 제공한다. 유리하게, 이들 DMA 데이터 전송을 수행

하기 위하여 IPCM(116)을 제공함에 의해, 호스트 프로세서 및 DSP 모두는 이런 태스크들로부터 해방되고 보다 중요한 태

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다. 유리하게, 하드와이어드된(hardwired) 단방향 DMA 데이터 채널을 구축하는 전통적인 DAM 회

로(또한 DMA 제어기라고 한다)와 상반되게, IPCM(116)은 (1) 선택가능한 주변장치(230)로부터 2개의 메모리들(예컨대,

DSP RAM(104) 또는 eDRAM(108)) 중 어느 하나로, (2) 2개의 메모리로부터 선택가능한 주변장치(230)로, 그리고 (3) 2

개의 메모리들 사이에서 3가지 타입의 데이터 전송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가능한 DMA 모듈이다. 따라서, IPCM(116)은 예컨대 각각이 6개 타입의 데이터 전송중 하나에

대해 구성될 수 있는 32개의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들을 구성한다. 유리하게, 종래에 공지된 바와 같이 대략 6

개의 종래의 하드웨어 DMA 제어기들의 물리적 풋프린트내에서, 일 실시예에서, IPCM(116)은 192개의 개별 DMA 제어

기들을 대체하며, 소정의 시간에서 192개의 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 구성들로부터 32개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 이들 32개의 프로그래밍된 DMA 데이터 채널들 각각은 DMA 데이터 전송들에 사용된다. 더욱이, 이들 32개의 데이터

채널들은 나중에 또는 필요할 때에 192개의 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 구성들로부터 다른 32개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는

휴대용 디바이스와 같은 공간 인식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우 가치있고 유연성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32개의 DMA 채널들중 하나는 호스트 프로세서(106)로부터 IPCM(116)으로의 제어 채널로서 보유된다.

따라서, IPCM(116)은 186개의 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 구성들로부터 31개의 DMA 데이터 채널들을 구성할 수 있다. 유

리하게, 이런 제어 채널은 호스트 프로세서로 하여금 제어 메시지를 IPCM에 전송할 수 있게 하여 31개로 구성된 DMA 데

이터 채널들의 하나 이상의 세트를 186개의 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 구성들중 다른 하나로 재구성시키게 한다. 제어 채

널이 없다 하더라도, 구성된 DMA 데이터 채널들의 전체 세트는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덤핑(dumping)되고 재구성된다.

이런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전송 능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IPCM(116)은 RISC 프로세서 코어(302), ROM(308) 및

SRAM(306)을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RISC 프로세서 코어(302)는 마이크로 RISC 프로세서 코어로 구성된다.

RISC 프로세서 코어(302)는 DMA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단문 루틴 또는 지시들(SRAM(306)에 저장됨)을 실행시키는

데 사용된다. 특정 예에서, 주문제작 RISC 프로세서 코어 및 관련된 지시 세트가 본 명세서에서 이하 더욱 설명된다. 또한

DMA 유닛들, DSP DMA 유닛(310) 및 호스트 DMA 유닛(312)이 포함되며, RISC 프로세서 코어(302)와 인터페이싱되고,

모든 DMA 전송에 대한 특정의 전용 레지스터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DSP DMA 유닛(310) 및 호스트 DMA 유닛(312)은

종래의 DMA 제어기의 버스 송수신기부로 구성된다. 종래의 DMA 제어기의 어드레스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및 카운

터는 예컨대, RISC 프로세서 코어(302)내에서 구현된다. 이와 같이, 각각의 DSP DMA 유닛(310) 및 호스트 DMA 유닛

(312) 각각은 RISC 프로세서 코어(302) 및 각각의 버스들, 예컨대 d 버스(226) 및 h 버스(232)로/로부터 2개의 결선 데이

터 경로를 나타낸다.

ROM(308)은 스타트업 스크립트(즉, 부트 코드)와, SRAM(306)에 상주하는 스크립트에 의해 참조되는 다른 공통 유틸리

티를 포함한다. ROM 스크립트의 예시적인 세트는 첨부 B에 첨부된다. SRAM(306)은 채널 스크립트를 저장하는데 사용되

는 코드 공간 영역 및 프로세서 콘텍스트 영역으로 분할된다. 채널 스크립트는 호스트 DMA 유닛(312)을 사용하여 IPCM

(116)에 의해 eDRAM 또는 외부 메모리로부터 SRAM(306)으로 다운로드된다. 다운로드는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제공

되는 커맨드 및 포인터들을 사용하여 생긴다. 각각의 프로그램가능하거나 또는 "가상"의 DMA 데이터 채널은 호스트 프로

세서의 제어하에서 "필요에 따른(as needed)"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가능한 최하위 내부 메모리 풋프

린트를 사용하면서 IPCM 기능이 넓은 범위에 있게한다. 마이크로코드 루틴은 외부 메모리, 예컨대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

에 저장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다운로드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82417

- 14 -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주변장치(230), 호스트 프로세서(106), 및 DMA 데이터 전송용 DSP RAM(102)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는 프로그램가능한 스케쥴러이다. 디들 요청들은 e 버스(228)상에서 검출되는 "이벤트"의 형태이다. 이벤트는 특정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의 동작을 제어하는데 일어나는 조건이다. 예컨대, 이벤트는 DMA 데이터 전송이 요구

되는 주변장치, 호스트 또는 DSP(예컨대, 주변장치/DMA 이벤트 입력(320))중 하나로부터의 표시이다. 이벤트는 IPCM에

게 특정 DMA 데이터 채널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을 경고하는 호스트 프로세서로부터의 신호이다. 이벤트는 또한 DMA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는 이벤트 타이머(즉, 이벤트 타이머 입력(318))로부터의 타이밍된 표시이다. 예컨대, e 버스(228)중

어느 라인에서 이벤트가 검출되는지에 따라,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요청을 행하거나 또는 DMA 전송을 요구하는 자에

게 알릴 수 있다.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요청들을 우선순위화하며 관리한다.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DMA 데이터 전송

에 대한 외부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며 검출하고, 이벤트(예컨대, DMA 데이터 전송이 수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를 특정

DMA 데이터 채널에 매핑한다. 이벤트들은 하위 우선순위 DMA 데이터 전송 이전에 고우선순위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도

록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특정 DMA 데이터 채널내에서 DMA 데이터 전송으로서 매핑된다. 더욱이, 태스크 스케쥴러

(304)는 IPCM에 의해 현재 실행되는 특정 DMA 데이터 전송이 인터럽트되어(즉, 중지되어) 고우선순위 DMA 데이터 전

송이 실행되는 "우선순위 기초 선취방식(priority-based preemption)"을 실행할 수 있다. 고우선순위 DMA 데이터 전송

이 완료될 때, 다른 고우선순위 DMA 데이터 전송이 요청될 때까지 인터럽트되는 DMA 데이터 전송은 재개시된다. 우선순

위 기초 선취방식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서에서 알려져 있으나, 종래의 DMA 제어기는 하드웨어 기초(즉, 비프로그램가능

한)이며, 따라서, 이런 선취방식을 수행할 수 없다. 유리하게, 본 실시예는 프로그램가능한 DMA 시스템에서 우선순위 기

초 선취방식을 제공한다.

다음은 IPCM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전송의 다른 타입들에서의 데이터 플로우를 간단히 설명한

다.

1. 주변 장치에서 메모리로

동작시, 여러 주변장치(230)는 프로세서 플랫폼으로 입력될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데이터가 특정 주변장

치에 도달할 때, 예컨대 MMC(114)에서, 주변장치는 이벤트 버스(228)를 통해 IPCM(116)의 태스크 스케쥴러(304)에 이

벤트를 시그널링한다.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소정 시간에서 32개의 이벤트를 핸들링할 수 있다. 이벤트는 태스크 스케

쥴러(304)에 의해 우선순위화되며 특정 DMA 데이터 채널에 매핑된다. 이벤트가 실행되면, RISC 프로세서 코어(302)는

SRAM(306)에 위치한 스트립트의 형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소프트웨어는 특정 DMA 데이터 채널에서 특정하며

특정 DMA 데이터 채널을 구성한다. 소프트웨어는 RISC 프로세서 코어(302)를 효율적으로 훈련시켜 DMA 데이터 전송이

특정 주변장치로부터 메모리 목적지, 예컨대 eDRAM 또는 DSP RAM중 어느 하나로 일어나게 한다. DMA 데이터 전송은

RISC 프로세서 코어(302)에서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되어 주변장치에서의 데이터가 i 버스(234) 및 각각의 DMA 유닛

들, 예컨대 DSP DMA 유닛(310) 또는 호스트 DMA 유닛(312)중 어느 하나를 통해 각각의 메모리로 진행한다.

유리하게, DMA 데이터 전송은 DSP 또는 호스트 프로세서중 어느 하나의 관련없이 일어난다. 더욱이, RISC 프로세서 코

어(302) 및 단일 하드웨어 DMA 회로, 예컨대, 호스트 DMA 유닛(312)을 포함하는 IPCM(116)을 사용함에 의해, 많은 다

른 DMA 데이터 경로들은 단일 하드와이어드된 DMA 유닛을 통해 구축된다. 이들 데이터 경로들 각각은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 또는 "가상" DMA 데이터 채널이라 한다. 예컨대, USB(110)로부터 DSP RAM(104)로의 DMA 데이터

채널 또는 경로와, SSI(212)로부터 DSP RAM(104)로의 다른 DMA 데이터 채널 또는 경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DSP DMA 유닛(310)을 통해 진행한다. 이롭게, 어느 하나의 DMA 채널은 예컨대 MMC(114)로부터 DSP RAM(104)로의

다른 DMA 데이터 채널로서 이후에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주변장치에서 메모리로의 DMA 데이터 채널은 DSP

DMA 유닛(310) 또는 호스트 DMA 유닛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나, IPCM(116)에 결합된 주변장치들중 어느 하나로부터 프

로그래밍가능하게 선택가능하다.

2. 메모리에서 주변장치로

이런 타입의 DMA 전송은 전송이 프로세서 플랫폼의 프로세서 코어들중 하나의 메모리로부터인, 예컨대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예컨대, eDRAM)에서 주변장치들(230)중 하나까지인 제1 타입과는 상반된다. DSP는 DSP 제어 레지스터(314)를

통해 이벤트를 우선순위화하며 이를 DMA 데이터 채널에 매핑하고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 RISC 프로세서 코어에

시그널링하는 태스크 스케쥴러(304)에 "이벤트(데이터 전송)"을 시그널링한다. DSP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데이터가 저

장되는 DSP RAM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전송되지를 나타낸다. RISC 프로세서 코어(302)는

SRAM(306)에 위치하는 스크립트의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소프트웨어는 특정 DMA 데이터 채널에 특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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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DSP RAM(104)로부터 특정 주변장치(230)으로의 DMA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RISC 프로세

서 코어(302)를 효율적으로 훈련시킨다. RISC 프로세서 코어(302)에서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송이 수행되어, 데이터가

DSP RAM으로부터 DSP RAM 유닛내의 레지스터로 카피되고, 그 후 i 버스(234)를 통해 주변장치로 전송된다.

3.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DMA 데이터 전송의 제3 타입은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이다. 예컨대, DSP 메모리(예컨대, DSP RAM(104))로부터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예컨대, eDRAM(108))으로 이벤트 데이터가 전송될 때, DSP는 IPCM(116)의 태스크 스케쥴러(304)에

이벤트를 어써트한다.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이벤트를 인식하고, 이를 우선순위화하며, RISC 프로세서 코어(302)로 하

여금 SRAM(306)로부터 스크립트를 로딩하게 하여 DSP DMA 유닛(310)을 통해 DSP RAM으로부터 RISC 프로세서 코어

(302)로 DMA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게 한다. 예컨대, 데이터는 RISC 프로세서 코어(302)내의 레지스터에 임시로 놓인다.

DMA 데이터 전송은 호스트 DMA 유닛(312)을 통해 RISC 프로세서 코어(302)와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예컨대,

eDRAM(108)) 사이에서 수행된다. 이는 "백 투 백(back to back)" DMA 데이터 전송에 효율적이다. IPCM(116)은 메모리

크기에서의 차이를 해결한다. 예컨대, DSP RAM이 16비트이고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가 32비트이면, IPCM은 16 비트

워드를 게더링하고 이들을 32 비트 워드에 패킹하여, 32 비트 워드가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에 전송되게 한다.

완전한 "백 투 백" DMA 데이터 전송이 RISC 프로세서 코어(302)를 통해 DSP RAM으로부터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에서

일어난다면, IPCM(116)은 그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있다는 것을 호스트 프로세서에 알리기 위해 호스트 프로세서에 시

그널링한다. 달리 말하자면, RISC 프로세서 코어(302)는 호스트 제어 레지스터(316)를 통해 제어 신호를 호스트 프로세서

전송하며, 데이터가 시작하는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에서의 어드레서와 얼마나 많은 워드가 그 어드레서에서 시작하는지

에 대한 위치 포인터를 호스트 프로세서에 제공한다. 이 포인트에서, 호스트 프로세서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검색한다. 대

부분의 DMA 데이터 전송이 수많은 바이트 길이(예컨대, 1000 바이트)이며 전송 완료 이벤트가 시그널링되기 전에 많이

반복되는 것을 요구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통지 프로세스는 주변장치에서 메모리로의 전송과 또한 동일하다. 즉, RISC

프로세서 코어(302)는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대기하는 각각의 프로세서 코어, 예컨대 DSP 또는 호스트 프로세서를 통지한

다.

이는 2개의 프로세서들간에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는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프로세서 브릿지와는 상반된다. 예컨대, 호스

트 프로세서가 호스트로부터 DSP로 데이터를 이동시키고자 한다면, 호스트는 DSP를 인터럽트할 필요가 있으며, DSP가

데이터 교환할 준비가 될 때까지 대기하고, 짧은 순간에 호스트 프로세서는 전송을 달성하기 위해 DSP 메모리를 제어한

다. 이는 데이터 전송 동안 DSP 및 호스트 프로세서 모두를 불리하게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따라서, 호스트 메모리 및

DSP 메모리 각각은 동일한 순간에 정지 및 통신한다.

이와 반대로, IPCM(116)은 DSP를 인터립트함에 없이 호스트 메모리로부터 RISC 프로세서 코어(302)로의 다이렉트 메모

리 액세스 데이터 전송을 허용한다.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요구되는 유일한 활동은 호스트 메모리로부터 RISC 프로세

서 코어(302)로의 데이터의 DMA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벤트를 IPCM(116)에 시그널링하도록 제어 신호를 전

송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DMA 데이터 전송은 RISC 프로세서 코어(302)로부터 DSP 메모리로 수행된다. DSP는 DSP

RAM으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한다. 이런 상황에서, DSP 또는 호스트 프로세서 어느 것도 다른 것이 전송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도 1-3의 IPCM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가능하며 선택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을 예시하는 도

면이 도시된다. IPCM(116), DSP DMA 유닛(310), 호스트 DMA 유닛(312), RISC 프로세서 코어(302), i 버스(234), d 버

스(226), 및 h 버스(232)가 도시된다. DSP DMA 유닛(310)은 제1 DSP DMA 데이터 접속(402) 및 제2 DSP DMA 데이터

접속(404)를 포함한다. 호스트 DMA 유닛(312)은 제1 호스트 DMA 데이터 접속(406) 및 제2 호스트 DMA 데이터 접속

(418)을 포함한다.

IPCM(116)은 DSP DMA 유닛(310) 및 호스트 DMA 유닛(312)를 포함한다. 각각의 DMA 유닛(310, 312)은 종래의 DMA

제어기의 버스 송수신기부를 구성하며, 2개의 하드와이어드된 DMA 데이터 접속(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들이

DMA 데이터 전송에 대해 구축되는)을 형성하며, 이들 중 하나는 RISC 프로세서 코어(302)에서 메모리로의 방향이며, 다

른 하나는 메모리에서 RISC 프로세서 코어(302)로의 방향에 있다. 이들 4개의 DMA 데이터 접속은 이들이 RISC 프로세서

코어(302)와 함께 192개(DMA 데이터 채널들중 하나가 제어 채널인 경우에는 186개)의 실제 하드웨어 DMA 제어기인 것

을 동작하도록 IPCM(116)의 RISC 프로세서 코어(302)에 의해 프로그래밍된다. 이와 반대로, 종래의 DMA 제어기는

DMA 데이터 접속을 사용하여 하나의 전용 DMA 채널이 구축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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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 RISC 프로세서 코어(302)는 디바이스들과 여러 와이어드된 DMA 데이터 접속들 사이의 스위치로서 작용

한다. 따라서, 제1 호스트 DMA 채널 데이터 접속(406)은 많은 다른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들, 예컨대, USB

(110)에서 eDRAM(108)으로의 DMA 데이터 채널, SSI(212)에서 eDRAM(108)으로의 DMA 데이터 채널, 및 MMC(114)

에서 eDRAM(108)으로의 DMA 데이터 채널과 같인 구성 또는 프로그래밍된다. 제1 호스트 DMA 데이터 접속(406)을 사

용하는 이들 다른 DMA 데이터 채널들은 이들이 하드웨어 내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욱 DMA 데이터 채널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상" DMA 데이터 채널들이라 한다. 따라서, 제1 호스트 DMA 채널(406)은 여러 주변장치들중 어느

하나로부터 또는 제2 DSP DMA 데이터 접속(404)의 출발 노드(originating node)로부터 제1 호스트 DMA 데이터 접속

(406)의 목적 단에서의 메모리, 예컨대 eDRAM(108)로의 DMA 데이터 전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가능하게 선택

가능하다. 따라서, RISC 프로세서 코어(302) 및 단일 DMA 유닛, 예컨대 호스트 DMA 유닛(312)은 많은 개별적으로 와이

어드된 종래의 DMA 제어기를 대체한다.

이와 같이, 제2 호스트 DMA 데이터 접속(408)은 출발 단 또는 노드(예컨대, eDRAM(108))로부터 여러 주변장치들중 어

느 하나 또는 제1 DSP DMA 데이터 접속(402)의 목적 노드(destination node)로의 "가상" DMA 데이터 채널들로 프로그

램가능하게 선택가능하다. 이들 가상 DMA 데이터 채널들 각각은 제2 호스트 DMA 데이터 접속(408)을 이용한다. 더욱

이, "백 투 백" DMA 데이터 채널은 RISC 프로세서 코어(302)를 경유하여 제2 호스트 DMA 데이터 접속(408) 및 제1 DSP

DMA 데이터 접속(402)를 통해 달성된다.

주문제작 RISC 프로세서 코어/IPCM

RISC 프로세서 코어가 종래 기술에서 표준 RISC 프로세서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주문제작 RISC 프로세서

는 IPCM(116)에서 성능을 개선하도록 설계된다. 다음은 도 1-4의 IPCM으로서 사용되는 주문제작 RISC 프로세서 코어

및 IPCM의 특정 실시예를 설명한다.

주문제작 RISC 프로세서 코어(302)는 16비트 명령들을 갖는 32비트 레지스터 아키텍쳐이다. 종래에 알려진 바와 같이, 8

개의 범용 32 비트 레지스터들, 4개의 플래그들(T, LM, SF 및 DF), 및 PCU 레지스터들이 있다. RISC 프로세서 코어

(302)는 2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이며 또한 ROM(308) 및 SRAM(306)을 포함한다. ROM(308)은 0k 바이트이며(256 ×32)

로서 구성됨), SRAM(306)은 8k 바이트(2048 ×32로 구성됨)이다.

주문제작 RISC 프로세서 코어(302)(이하, 단순히 RISC 프로세서 코어(302)라고 함)은 DMA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단

문 루틴을 실행하는데 사용된다. 명령 세트(SRAM(306)에 저장됨)는 로드/저장, CRC, DMA, 및 2개 이상의 사이클을 취

해 실행하는 브랜치 명령을 갖는 단일 사이클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한 명령 세트는 이하 첨부된 첨부 A에 제공된

다. i 버스(234)는 32 비트 데이터 경로 및 16 비트 어드레스 버스를 지원한다. DMA 유닛, DSP DMA 유닛(310) 및 호스

트 DMA 유닛(312)의 쌍은 RISC 프로세서 코어(302)와 인터페이싱되며, 모든 DMA 전송에 대해 특정한 전용 레지스터들

을 사용한다.

ROM(308)은 스타트업 스트립트(즉, 부트 코드)와, SRMA(306)에 상주하는 스트립트에 의해 참조되는 다른 공통 유틸리

티를 포함한다. SRAM(306)은 채널 스크립트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코드 공간 영역 및 프로세서 콘텍스트 영역으로 분할

된다. 채널 스크립트는 eDRAM(308)로부터 또는 호스트 DMA 유닛(312)를 사용하여 IPCM(116)에 의해 외부 메모리로

부터 SRAM(306)으로 다운로드된다. 다운로드는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제공되는 커맨드 및 포인터들을 사용하여 일어

난다. 각각의 프로그램가능한 또는 "가상" DMA 데이터 채널은 호스트 프로세서의 제어하에서 "필요에 따른" 기준으로 독

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가능한 최하위 내부 메모리 풋프린트를 사용하면서 IPCM 기능성의 범위를 넓히게 한다. 마

이크로코드 루틴은 외부 메모리, 예컨대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다운로드된다.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외부 이벤트를 모니터링 및 검출하고, 이벤트를 DMA 데이터 채널(이하, 간단히 채널이라 함)에

매핑하고, 개별 채널들을 사전구성된 우선순위에 매핑하는 역할을 한다. 임의의 시간에서, 태스크 스케쥴러는 IPCM(116)

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최상위 우선순위 채널을 나타낸다. 특정 IPCM 코어 명령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적합한 채널에서 실

행되는 현재 채널을 "조건부 일드(yield)"하는데 사용된다. 적합한 채널이 단지 존재한다면, 채널의 현재 실행이 선취된다.

적합한 채널들을 다르게 결정하는 2개의 "일드" 명령이 있다. 이중 제1 버전에서, 적합한 채널은 현재 채널 우선순위보다

엄격히 고우선순위를 갖는 펜딩 채널(pending channnel)이며, 제2 버전("일디지(yieldge)")에서, 적합한 채널들은 현재 채

널 우선순위보다 크거나 또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펜딩 채널이다.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32개의 입력 이벤트 포트

(이벤트 타이머 입력(318) 및 주변장치/DMA 이벤트(320))를 통해 서비스를 요구하는 디바이스들(예컨대, 채널들)을 검출

한다. 이벤트가 검출된 후, 그리고 단지 채널에 매핑된다면, 채널 이벤트는 "EP(Channel Panding)" 레지스터로 래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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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펜딩 채널들의 우선순위는 호스트 프로세서 및 DSP에 의해 설정된 제어 비트와 조합되며, 최상위 펜딩 우선순위를

업데이트시키기 위해 연속해서 평가된다. 채널 펜딩 레지스터에서의 각각의 비트는 채널 서비스 루틴이 완료될 때 채널 스

트립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소거된다.

호스트 제어 모듈(즉, 호스트 제어 레지스터(316))은 32개의 개별 채널들을 제어(즉, 채널 매핑)하는데 사용되는 어레이로

서 조직되는 여러 작은 RAM 블럭들을 포함한다. 채널 인에이블 레지스터는 가장 큰 RAM 어레이(32 비트 ×32 비트)이며,

특정 채널에 이벤트를 매핑하는데 사용된다. 제2 어레이는 우선순위 RAM이며, 채널을 프로그램가능한 1-of-7 레벨 우선

순위에 할당하는데 사용된다.

e 버스를 통해 태스크 스케쥴러에 결합되는 32개의 이벤트 입력은 여러 소스들로부터 나오며, 인터럽트 요청 신호와 유사

하다. UART 및 USB에서 발견되는 수신 레지스터 풀 및 전송 레지스터 엠프티 이벤트는 IPCM상의 이벤트 포트에 결합되

는 신호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벤트 입력들의 몇몇은 층 1 타이머(예컨대, 이벤트 타이머(304))로부터 기원된다. 층 1 타이

머 내에는 층 1 타이머의 특정한 임시 상태에 대한 이벤트를 시그널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레지스터 기초 비교/캡쳐 블

럭이 있다. 이들 이벤트들은 특정 IPCM 채널 또는 채널들을 트리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기준 데드라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2개의 프로세서들(예컨대, DSP 및 호스트 프로세서) 사이에서 "정확한(just-in-

time)" 데이터 교환을 실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IPCM의 본래 속성은 제품질을 보장하며 코어의 완전한 성능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온-칩 디버그 능력(on-chip debug

capability)을 요구한다. OnCE 호환가능한 디버그 포트는 브레이크포인트, 단일 스텝 및 트레이스 및 레지스터 덤프 능력

을 설정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모든 메모리 위치는 디버그 포트로부터 액세스가능하다.

IPCM(116)은 2개의 메모리 공간을 가진다. 이중 하나는 명령용이며 다른 하나는 데이터용이고, 이들 공간이 동일한 자원

(RAM 및 RAM 디바이스들)을 공유할 때, 시스템 버스는 IPCM이 명령 판독 및 데이터 판독 또는 기록 모두에 대한 동일한

자원을 액세스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관리한다.

16 비트 폭의 명령은 32 비트 디바이스들에 저장되며, 또한 데이터로서 액세스가능하다. 일치는 큰 엔디안이며, 이벤트 명

령 어드레스('0'에 의해 종료됨)는 32 비트 데이터(비트 [31:16])의 최상위 부분을 액세스하며, 구 명령 어드레스('I'에 의

해 종료됨)는 32 비트 데이터(비트 [15:0])의 최하위 부분을 액세한다.

명령은 IPCM ROM 및 RAM으로부터 페치될 수 있다. ROM, RAM, 주변장치(USB, UART1, UART3, MMC 및 VSAP) 및

메모리 매핑된 레지스터들은 데이터로서 액세스가능하다.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채널 상태 및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IPCM에 의해 32개의 프로그램가능하고 선택가능한 DMA 데

이터 채널(가상 DMA 채널)의 시기 적절한 실행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기초 설계이다. 태스크 스케쥴러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제공되는 32개의 이벤트 입력들중 어느 하나의 발생을 모니터링, 검출 및 레지스터, (2) 특정 이벤트

입력을 특정 채널 또는 채널들의 그룹에 링크(채널 매핑), (3) 이전에 구성된 채널에 매핑되지 않는 이벤트 무시, (4) 모든

채널 요청 서비스의 리스트 유지, (5)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우선순위 레벨(1-7)을 각각의 채널 요청 서비스에 할당, 그리

고 (6) 오버런/언더런 조건들을 검출 및 플래그한다.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 또는 가상 DMA 데이터 채널(이하, 간단히 채널)은 IPCM(116)을 통한 데이터의 플로

우를 관리한다. 플로우는 전형적으로 단방향이나, 재구성가능하거나 또는 재프로그램가능하다. IPCM은 32개의 동기에 동

작하는 채널들(0-31로 번호 매김)을 가질 수 있다. 채널 0은 IPCM(116)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스트 프로세서(106)에 의해

사용되는 전용이다. 모든 다른 채널들은 호스트 프로세서 소프트웨어에 의해 할당될 수 있다.

이벤트는 채널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조건이다. 이벤트들은 외부(즉, IPCM의 외부)에서 제어되는 조건들

(예컨대, URAT 수신 FIFO가 임계에 도달한다), 또는 내부 타이머(예컨대, 이벤트 타이머)의 시동에 의해 야기된다. IPCM

은 서로에 대해 랜덤하게 일어나는 많아야 32개의 이벤트들을 구현한다. 따라서, 이벤트들은 태스크 스케쥴러에서 수신하

도록 설계되며, 태스크 스케쥴러는 소정 시간에서 32개의 이벤트들을 조작할 수 있다.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이벤트들을 채널에 매핑하며 이벤트들을 우선순위화한다. 채널은 단일 이벤트상에 대기하면서

설치된다. 단일 이벤트가 하나 이상의 채널(예컨대, L1 타이머)을 기동할 수 있다. 이벤트에서 채널로의 매핑은 프로그램

제어하에 있다. 비트 맵을 포함하는 32개의 이벤트들 각각에 대한 레지스터가 있다. 이벤트에 의해 어느 채널이 기동되는

지를 결정하는 각각의 채널에 대한 1 비트가 있다. 또한 채널이 동작하는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32개의 채널들 각각에 대한

레지스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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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스케쥴링된 블럭은 스트립트가 재스케쥴링을 허용하는 명령을 실행할 때 펜딩 이벤트를 가지는 최상위 우선순위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스케쥴링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다중 채널들은 소정 시간에서 실행가능하다. 태스크 스케쥴러(304)(하드와이어드된 로직)는 현재 채널이 산출될 때 실행

하기 위해 최상위 우선순위 채널을 선택(pick)한다. 일드 채널들은 외부 이벤트상에서 블럭킹되거나, 또는 호스트 프로세

서(106) 또는 신호 프로세서(102)에 의해 간섭을 대기한다. I번째 채널은 다음 수식이 참일때에만 실행가능하다:

(HE[i] ] ｜HO[i[) & DDE[i] ｜DO[i]) & EP[i] ｜EO[i])

각각의 채널에서 호스트 인에이블 비트 HE[i]는 호스트 프로세서에 이해 설정 또는 소거된다. 이는 스크립트에 의해 명확

해진다.

호스트 오버라이드 인에이블 비트, HO[i]는 각각의 채널에서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설정 또는 소거된다. 이 비트를 설

정함에 의해, 호스트 프로세서(106)는 DSP(102)와 주변장치(230) 사이의 통신과 같이 관련되지 않은 채널들을 허용한다.

dsp 인에이블 비트, DE[i]는 dsp에 의해 설정 또는 소거된다. 이는 스크립트에 의해 명확해진다.

dsp 오버라이드 비트, DO[i]는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설정 또는 소거된다. 이 비트를 설정함에 의해, 호스트 프로세서는

DSP가 채널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채널 전송이 DSP와 관련되지 않을 때의 경우이다.

이벤트 펜딩 비트, EP[i]는 태스크 스케쥴러의 출력이다. 이는 스크립트에 의해 명확해진다. 또한 이벤트/채널 결합 매트

릭스를 오버라이트하기 위해 호스트에 의해 또한 설정될 수 있다.

이벤트 오버라이드 비트, EO[i]는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설정 또는 소거된다. 이 비트를 설정함에 의해, 호스트 프로세

서는 채널이 주변장치 이벤트의 대기를 정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채널이 i/o 이벤트, 예컨대, 호스트 프로세서

에서 DSP DMA로의 데이터 전송을 조작하지 않을 때의 경우이다.

HE[i], HO[i], DE[i], DO[i], ER[i] 및 EO[i] 모두는 리셋시 0으로 설정된다.

IPCM(116)은 수행 명령 또는 통지 명령의 수단에 의해 HE[i], DE[i], 및 EP[i]를 소거할 수 있다. 수행 명령은 통지 명령

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 재스케쥴링을 야기한다. 수행 및 통지 명령은 다음의 비트들 중 하나(단지 하나)를 소거할 수 있다:

HE[I], DE[I], 또는 EP[I]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여러 채널들이 적합할 때, 하드와이어드된 선택 트리는 최상위 수를 갖는 채널을 자동적으로 선택

한다: 즉, 우선순위 4를 갖는 채널 7 및 채널 24는 모두 펜딩이며, 채널 24는 실행될 다음 채널이다.

"일디지" 명령(즉, 보다 크거나 또는 동일한 경우의 산출)의 경우에, 현재 채널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채널들은 펜딩이

며, 행위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하드와이어드된 선택 트리에 의해 구동된다. 예컨대, 소정의 3개의 채널들(즉, 7, 23 및 29)는

동일한 최상위 우선순위를 가진다.

채널 7은 활성이며 "일디지"를 실행한다. 채널 29에 의해 선취된다. 채널 29가 "일디지"를 실행한 후 채널 29이 현재 채널

이기 때문에 선택가능한 채널들에 속하지 않을 때 선택된 채널인 채널(23)에 의해 선취된다. 이후, 채널(23)은 "일디지"를

실행하며, 채널(29)에 의해 선취된다. 채널 23 및 29는 이들중 하나가 종료될 때까지 매 "일디지" 이후에 스위칭을 계속한

다. 그 포인트가 채널 7이 적합하게 되는 유일한 포인트이다. 이 예에서는 어떤 다른 적합한 채널도 펜딩이 아니라고 가정

했다.

도 5를 다시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도 3의 주문제작 RISC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태스크 스케쥴러의 특정

실시예의 기능성을 예시하고 있다. 에지 검출 및 래치 유닛(502), 멀티플렉서(504), 카운터(506), 채널 인에이블 RAM

(508), 채널 펜딩 레지스터(510)(이벤트 펜딩 비트 EP[i]를 생성하는 EP), "OR" 게이트(512), "AND" 게이트(514), 채널

에러 레지스터(516), 호스트 인에이블 레지스터(518)(호스트 인에이블 비트 HE[i]를 생성하는 HE), 호스트 오버라이드

인에이블 레지스터(520)(호스트 오버라이드 인에이블 비트 HO[i]를 생성하는 HO), dsp 인에이블 레지스터(522)(dsp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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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비트 DE[i]를 생성하는 DE), dsp 오버라이드 레지스터(524)(호스트 오버라이드 비트 DO[i]를 생성하는 DO), 이

벤트 오버라이드 레지스터(526)(이벤트 오버라이드 비트 EO[i]를 생성하는 EO), 결정 트리(528), 우선순위 레지스터

(534), 최상위 펜딩 우선순위 레지스터(530)(HPPR), 및 최상위 펜딩 현재 채널 레지스터(532)(HPCR)을 도시한다.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이벤트 입력들을 처리하고 우선순위화하기 위해 3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을 포함한다. 파이프라인

의 제1 스테이지는 이벤트 입력을 스캔하며 검출된 이벤트를 활성 채널에 매핑한다. 파이프라인의 제2 스테이지는 채널

요청 서비스의 리스트(채널 펜딩 레지스터)를 유지하며, 우선순위 RAM(534)으로부터의 모든 펜딩 채널들에 우선순위를

할당하고, 제3 스테이지는 상위 우선순위 및 연관된 채널을 식별한다.

태스크 스케쥴러의 우선순위 출력은 IPCM의 RISC 프로세서 코어에 인가되며 RISC 프로세서 코어에 의해 현재 실행되는

우선순위와 비교된다. 코어는 PSW(Program Status Word)에서 현재 우선순위를 유지한다. 우선순위 기초 선취방식은 선

출 명령이 나타날 때 태스크 스케쥴러 우선순위가 현재 우선순위 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태스크 스케쥴러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아래에 설명한다.

파이프라인의 제1 스테이지(스테이지-1)는 32x1 디지털 멀티플렉서(504)(mux 또는 M1으로 나타냄)의 앞에 배치된 32

비트 에지 검출 및 래치 유닛(502)을 포함한다. MOD 32 카운터(506)는 32개 이벤트 입력들을 통해 mux(504) 선택 입력

및 mux(504) 시퀀스들을 구동한다. 스캔되는 각 대응 로직 "1"에 대해 로직 "1"이 32x32 엔트리 채널 인에이블 램(508)에

공급되어, 이벤트를 채널로 매핑한다. 스캔된 이벤트에 대응하는 에지 검출 래치는 다음 클럭 사이클에서 자동적으로 소거

된다. 이벤트 입력들중 하나에 대한 포지티브 검출은 판독 인에이블 신호를 채널 인에이블 RAM(508)에 공급한다. 이벤트

는 검출될 32 클럭까지 차지할 수 있다. 일단 검출되면, 이벤트는 채널 인에이블 RAM(508)을 통해 mux(504)로부터 1 클

럭 사이클 내에 전파될 수 있다.

제2 스테이지에서, 채널 인에이블 RAM(508)은 동일한 32 비트 카운터(506)에 의해 어드레스되고 각 채널에 걸쳐 각 이벤

트에 대해 제공되는 단일 비트를 갖는 스퀘어(32x32) 어레이이다. 채널이 인에이블되고 대응하는 이벤트가 검출되면 데이

터 출력 포트 상에 로직 "1" 출력이 채널 인에이블 RAM(508)으로부터 생성된다. 이 신호는 채널 펜딩 레지스터(Channel

Pending Register)(510) 내의 대응하는 위치로 래치된다. 검출된 이벤트는 채널 인에이블 RAM(508)으로부터 채널 펜딩

레지스터(510)까지 2 클럭 사이클 내에 전파된다. 채널 펜딩 레지스터(510)(EP)는 32개 채널 각각에 대해 1 비트를 갖는

32 비트 레지스터이다. 주의할 점은, 임의의 주어진 클럭 사이클에서 채널 펜딩 레지스터(510)로 어써트되는 채널의 수는

5 비트 카운터에 의해 선택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32 비트 마스크 내의 "1"로 설정된 비트들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채널 펜딩 레지스터(510) 내의 검출된 이벤트를 트랩하고 보유하기 위해 "현재 상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OR" 게이트(512)가 사용된다. 또한, 주의할 점은, IPCM 코어로 하여금 채널 펜딩 레지스터(510) 내의 특정 비트를 소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트 소거" 입력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대응하는 채널이 서비스된 경우 소프트웨어 명령을 통해

IPCM 코어가 이러한 동작을 실행한다.

최근, 서비스되지 않았던 이벤트가 재 어써션(reassertion)을 검출하기 위해 32 "AND" 게이트(514) 그룹이 사용된다. 즉,

이벤트가 신호되고 채널이 이미 펜딩중이라면, 그 후 대응 비트 표명 및 오버런/언더런 조건은 채널 에러 레지스터(516)

내로 래치된다. 그 다음 태스크 스케쥴러 내의 임의의 에러들이 호스트 프로세서로 시그널링된다.

파이프라인의 제3 스테이지에서는, 이전 채널 펜딩 레지스터(510)의 출력 뿐만 아니라 EO 레지스터(526), HE 레지스터

(518), HO 레지스터(520), DE 레지스터(522) 및 DO 레지스터(524)의 출력 및 우선순위 레지스터(534)(현재 우선 순위들

을 저장함)의 출력은 어느 채널들이 인에이블되고 결정 트리(528)를 통해 명령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우선순위 트리(528)는 인에이블된 채널을 사이클 대 사이클 기반에서 최상위 우선순위로 전달할 것이다((EP[i]

│EO[i]) & (HE[i] │HO[i]) & (DE[i] │DO[i])가 이러한 특정 채널에 대해 1로 설정된다면 채널 "i"는 인에이블되었다

고 말할 수 있다).

여러개의 인에이블된 채널들이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제일 먼저 검출된 채널이 선택될 것이다(검

출은 채널 31로 시작해서 아래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채널 13 및 채널 24 모두가 적합하다면, 채널 24가 선택된다).

"트리 구조(tree architecture)"는 ((EP[i] │EO[i]) & (HE[i] │HO[i]) & (DE[i] │DO[i])의 동적 수정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의 동적 수정도 허용한다.

전달 시간은 채널 펜딩 레지스터(510)에서 FIFO까지 1 클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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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들을 실행하는 도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 5의 대응하는 번호들을 참조하여 도 5의 태스크 스케쥴러의 단계들의 요약

을 아래에 설명한다.

단계 1에서, 디지털 mux(502)는 이벤트 입력들을 스캔한다. 모든 입력들은 스캔될 때까지 에지 감지되고 래치된다. 스캔

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소거된다. 단계 2에서, 이벤트 및 채널 인에이블 레지스터(508) 맵 내의 대응하는 비트가 포지티브

결과를 생산할 경우 채널 펜딩 레지스터(510) 내의 비트가 "설정"된다. 단계 3에서, 채널 펜딩 레지스터(510)(EP)는 EO,

DE, DO, HE, 및 HO 레지스터들로부터의 비트들과 연속적으로 결합하고 우선순위와 함께 결합하여 결정 트리(528)로 공

급된다. 단계 4에서, 펜딩 최상위 우선순위 레지스터(530)(HPPR) 내의 값은 RISC 프로세서 코어에 대해 현재 펜딩 최상

위 우선순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계 5에서, 채널이 펜딩되고 그 채널에서 다른 후속 이벤트가 검출될 경우 채널 에러 레

지스터(516)는 오케이젼(occasions)을 캡쳐한다. 단계 6에서, 채널이 서비스되었는 경우 IPCM 코어는 채널 펜딩 레지스

터(510) 내의 단일 비트를 소거한다. 일단 소거되면, 다른 이벤트가 검출되었을 경우 채널은 재 어써트될 수 있다.

완료 명령의 실행시 프로그램 제어 유닛은 컨텍스트 스위치 서브루틴으로 점프할 것이고(첨부물 B - IPCM의 RISC 프로

세서 코어용 ROM 스크립트 예를 참조), 현재 컨텍스트를 메모리로 누설(spill)한다. 현재 컨텍스트가 메모리로 누설된 이

후, CCR(Current Channel Register)(도 5에는 도시되지 않으나, IPCM의 RISC 프로세서 코어 내에 위치함)이 HPCR

(532)(Highest Pending Channel Register)로 변화하는 "실제 컨텍스트 스위치"가 TstPendingAndSwitch 명령의 실행시

에 발생한다.

컨텍스트 스위치 프로그램(첨부물 B 참조)는 6개 부분들: (1) 현재 컨텍스트의 스핀 기초 어드레스를 로드하는 단계, (2)

현재 컨텍스트의 레지스터들을 메모리로 누설하는 단계, (3) 펜딩 채널을 테스트하고 적절히 재연하는 단계

(TstpendingALnd Switch), (4) 새로운 컨텍스트의 기초 어드레스를 로드하는 단계, (5) 새로운 컨텍스트를 다운로드하는

단계, 및 (6) 새도우 레지스터들을 복사하는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TstPPendingAndSwitch 명령의 실행시, ((HE[i] │HO[i]) & (EP[i] │EO[i]) & (DE[i] │DO[i])의 수정 또는 우선순

위 수정으로 인해, HPPR(530)(Highest Pending Priority Register)이 더 이상 널(null)이 아니라면, RISC 코어는 휴지

(IDLE) 모드로 진입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컨텍스트 스위치 스크립트의 제2 하프(half)가 실행될 것이고 선택된 채

널의 컨텍스트가 다운로드될 것이다.

휴지 모드로 진입한 경우,(예를 들면, 메모리로의 컨텍스트 누설이 종료된 이후 HPCR/HPPR이 엠프티인 경우), 새로운 이

벤트에 대해 스크립트의 제2 하프를 계속하고 새로운 이벤트에 연관된 채널의 컨텍스트를 다운로드할 것이다.

일단 선택되면, 연관된 ((HE[i] │HO[i]) & (EP[i] │EO[i]) & (DE[i] │DO[i]) 조건이 제로로 천이하거나 또는 이러

한 채널에 연관된 우선순위가 호스트에 의해 동적으로 수정되더라도, 현재 채널 레지스터의 상태(CCR) 및 현재 채널 우선

순위(CPRi)는 수정될 없다.

서브루틴의 스필 부분(spill part)이후 HPCR/HPPR이 엠프티인 경우 일드(done_000)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

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 스크립트를 계속 진행하고 메모리로 누설한 컨텍스트를 재다운로드할 것이다.

IPCM(116)의 기능성 유닛들의 몇몇 부분들이 아래에 설명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주문제작 IPCM은 RISC 프로세서에 연결되는 순환 중복 검사(CRC) 유닛(도시 생략)을 포함한다. 8차 내지

32차로 주어진 다항식들 세트에 대해 CRC 연산이 실행될 수 있다. CRC 유닛은 2개의 32 비트 레지스터: 다항식을 선택하

는 CRC 알고리즘 CA 및 CRC 체크섬(checksum)을 포함하여 각각의 처리이후의 데이터를 축적한다.

다항식을 선택하고 연산을 개시하기 위해 양쪽 레지스터를 로딩한 이후, CRC 유닛은 매 클록 사이클마다 1 바이트를 처리

할 수 있다.

DSP DMA 유닛(310)은 RISC 프로세서 코어(302)로부터 명령들을 수신한다. DMA 액세스들을 통해 DSP 메모리로 데이

터를 기입하고 DSP 메모리로 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고 쿼츠(Quarts) DMA로 32 비트 및 16 비트 전송을 허용한다.

DSP DMA(310)가 사용하는 2개의 주요 레지스터: 쿼츠 메모리로 판독 또는 기입하기 위해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포함하

는 어드레스 레지스터(DA) 및 데이터 자체를 포함하는 데이터 레지스터(DD)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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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페치(prefetch) 및 플러시(flush) 성능 때문에, DSP DMA(310)는 RISC 프로세서 코어를 스톨링하지 않고 쿼츠 메모

리로의 액세스를 실행할 수 있어 DSP DMA(310)가 판독 또는 기입 커맨드를 대기하는 동안 다른 명령들을 실행하여 완료

시킬 수 있다.

호스트 DMA 유닛(312)은 RISC 프로세서 코어(302)(또한 IPCM 코어라고 나타냄)로부터 명령을 수신한다. DMA 액세스

를 통해 임베디드 DRAM(108) 또는 외장 메모리(244)로/로부터 데이터를 기입 및 판독할 수 있고 32 비트, 16 비트 및 8

비트 전송을 허용한다. 외부 메모리(244) 액세스는 MCORE 로컬 버스(MLB) 스위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호스트 DMA(312)가 사용하는 2개의 주요 레지스터: 쿼츠 메모리로 판독 또는 기입하기 위해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포함

하는 어드레스 레지스터(MA) 및 데이터 자체를 포함하는 데이터 레지스터(MD)가 있다.

프리페치 및 플러시 성능 때문에, 호스트 DMA(312)는 RISC 프로세서 코어(302)를 스톨링(stalling)하지 않고 호스트 프

로세서(예를 들면, MCORE) 메모리(예를 들면, eDRAM(108))로의 액세스를 실행할 수 있어 호스트 DMA 유닛(312)이 판

독 또는 기입 명령을 대기하는 동안 다른 명령들을 실행하여 완료시킬 수 있다. 주의할 점은 MCORE는 알려진 호스트 또

는 호 프로세서라는 것이다.

IPCM 버스 스위치는 호스트 DMA 유닛(312)으로 하여금 MCORE 로컬 버스(MLB)에 연결된 MCORE의 EIM 모듈을 통해

외부 메모리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또한, (MCORE 테스트 모듈, NEXUS 모듈 또는 GEM 모듈과 같은) 다른 장치들이

MLB의 제어를 받도록 한다.

또한, IPCM(116)은 내부적으로 2개의 전력 모드: 가동(RUN) 및 휴지(IDLE) 모드를 관리한다. 가동 모드에서, IPCM

(116)의 모든 모듈들은 100㎒ IPCM 클럭을 수신한다. 채널이 활성일 경우 IPCM(116)은 가동 모드이다.

휴지 모드에서는, 모든 채널들이 서비스되고 어떤 채널도 펜딩되어 있지 않는다. 이는 리셋 이후의 모드이다. IPCM 모듈들

의 대부분 - RISC 프로세서 코어, 기능성 유닛 및 버스 중재 로직(bus arbitration logic) - 은 더 이상 100㎒를 수신하지

않는다. 태스크 스케쥴러(304)는 인입 이벤트들을 샘플하고, RISC 프로세서 코어(302)가 재시작되어 새로운 채널을 서비

스할 때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작동한다. IPCM(116)의 제어 레지스터들을 보유하는 DSP 제어 모듈(314) 및 호스

트 제어 모듈들(316)은 IPCM(116)이 휴지 모드인 동안 호스트 프로세서(106) 또는 DSP(102)가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100㎒ 클럭을 수신한다. 휴지 모드는 배터리 동작 환경에서 중요한 전력을 보존한다.

또한, 호스트 프로세서는 클럭 제어기를 통해 IPCM(116)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경우, IPCM(116)은 클

럭을 전혀 수신하지 않고 IPCM(116)이 그 클럭을 재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PCM 클럭을 복구하는 것은 호스트 프로

세서에 달려있다. 이러한 기능성 모드는 IPCM(116)을 통해 어떠한 데이터 전달도 필요하지 않을 경우 유용하다.

리셋(리셋 모듈 또는 호스트 프로세서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리셋) 이후, IPCM(116)은 휴지 모드이고, 채널이 활성화

되면 어드레스 0에 위치한 부트 코드를 시작할 것이다. 포지티브 우선순위를 프로그램하고 EVTPEND 레지스터 내의 채

널 비트를 설정한 이후 호스트 프로세서가 채널을 활성화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IPCM(116)이 휴지 모드일 경우, 코어에서 명령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OnCE 디버그 동작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전에, IPCM은 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깨어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가지 가능성은 OnCE를 통해 디버그

요청을 실행한 후, 임의의 채널을 활성화하는데, 이는 IPCM 클럭을 개시할 것이고 코어는 임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디

버그 모드로 즉시 진입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OnCE관련 특정 단락에 기재되어 있다. 다른 가능성은, IPCM 클럭

게이팅을 스위치 오프하도록 JTAG 모듈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즉시 응답도록 인에이블하고 활성 채널을 가지도록 요

구하지는 않는다. 이 모드에서는, 클럭들은 어떤 IPCM 모드에서도 항상 가동한다.

IPCM(116)의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들을 동작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다음에 설명된다.

도 6을 참조하면, IPCM 및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 내의 포인터들 및 메모리 버퍼들 - 이는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

모리 액세스 데이터 채널들 각각에 대해 사용됨 - 을 도시한다. 포인터 레지스터(604)를 포함하는 테이블(602), 채널 인에

이블 레지스터(606), DSP 오버라이드 레지스터(608) 및 이벤트 오버라이드 레지스터(610)를 포함하는 IPCM이 도시되어

있다. 또한, 채널 포인트들(613)을 포함하는 테이블(612)를 포함하는 시스템 RAM(601)이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 RAM

(601)은 버퍼 포인터(616), 카운트 필드(619) 및 모드 필드(620)를 포함하는 테이블(614)도 포함한다. 시스템 RAM은 또

한 버퍼(618)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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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M(116)과 호스트 프로세서(106)(호스트 MCU라고도 함) 또는 DSP(102)중 어느 하나 사이에 사용되는 버퍼 관리 메

카니즘이 아래에 설명된다. IPCM은 활성인 각 채널에 대해 하나 이상의 메모리 버퍼들중 최소값을 갖는 것에 의존한다. 이

러한 채널 버퍼들은 MCU 및 DSP(예를 들면, DSP RAM(104))의 시스템 RAM(601)(예를 들면, eDRAM(108)) 내에 각각

위치해야 한다. MCU 및 DSP의 시스템 RAM(601) 영역에 위치하는 링크된 리스트로서 구현되는 가상 제어 레지스터들의

사용을 통해 버퍼들이 기술되고 관리된다. 호스트 MCU 포트에 대한 제어 구조가 아래에 설명된다.

테이블(602)은 IPCM(116) 내에 위치한 하드웨어 레지스터의 그룹이다. 포인터 레지스터(604)는, 포인터들(613)의 구조

인, 테이블(612)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하는 호스트 코어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32 비트 판독/기입 레지스터이다. 포인트들

(613, 604)은 시스템 RAM(601) 내의 임의의 메모리 위치를 참조할 수 있다.

테이블(612) 및 테이블(614)이 메인 시스템 RAM(601)(예를 들면, 스마트 폰의 경우 eDRAM(108)) 내에 위치하는 경우

최적 성능이 구현된다는 것을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에게 조언해야 한다.

테이블(612)은 32 엔트리들의 고정된 구성이다. 각 엔트리는 32 IPCM DMA 데이터 채널들중 하나를 나타내고 32 비트

포인터를 포함한다. IPCM(116)은 테이블(602) 내의 포인터를 사용하여 테이블(612)를 찾는다. 모든 32 채널들이 사용되

지 않는 경우에도 테이블(612)은 그 전체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 IPCM(116)은 인에이블되지 않는 채널에 대해 포인터 엔

트리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예를 들면, 채널 인에이블 레지스터(606) 내에 설정된 비트).

테이블(602, 612) 내의 포인터들의 값은 IPCM 작동 세션의 기간동안 "스태틱"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이블(614)은 동작 커맨드 및 상태 레지스터, 버퍼 크기 디스크립터(descriptor)(예를 들면, 카운트 필드(619)) 및 물리

적 버퍼(618) 자체에 대한 포인터(616)를 포함한다. 전용 테이블(614)은 32 채널들 각각에 대해 존재하여야 하고 링크된

리스트 구성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기술은 하나 이상의 버퍼(618)들이 단일 DMA 채널로 할당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버퍼

스와핑 및 데이지 체이닝(daisy chaining)과 같은 다양한 구현 기구를 인에이블시킬 수 있다.

작동시, IPCM(116)은 리스트 내에 기재된 제1 버퍼의 커맨드 레지스터 소자를 판독하고 소정의 이벤트에 의해 용량이 차

거나 또는 닫힐 때까지 그 버퍼(618)를 상승시킨다. IPCM(116)은 링크된 리스트를 다시 참조하고 선언될 경우 리스트 내

의 다음 버퍼를 오픈할 것이다. IPCM(116)이 리스트의 끝부분에 도달할 경우, 모든 버퍼(618)들은 채워지거나(filled) 또

는 폐쇄되었을(closed) 것이고, 테이블(614)에 의해 참조되는 빈약한 특정 IPCM 채널은 정지될 것이다. IPCM 내에 위치

한 채널 인에이블 레지스터(606) 내의 적당한 채널 인에이블 비트를 어써트한 다음 각 채널에 대해 테이블(614)의 콘텐츠

를 갱신하는 MCU에 의해 채널이 재시작될 수 있다.

제공되는 모드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작동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 버퍼(618)들은 선택적으로 스왑되고, 데이지 체인되거

나 또는 모듈로 모드(modulo mode)로 동작될 수 있다. 모드 레지스터 내에 적당한 제어 비트를 구성함으로써, 특정 버퍼

가 채워지거나 폐쇄될 경우 호스트 MCU 또는 DSP에 인터럽트가 발생될 수 있다.

테이블(614)의 구성 내의 모드 필드(620)는 세마포르(semaphore) 기능을 하며 "D" 비트로 나타내는 제어 비트를 포함한

다. 설정할 경우 IPCM은 버퍼는 소유하고 카운트, 포인터, 상태 및 제어 필드들은 MCU에 의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D=0일 경우, MCU는 특정 버퍼을 소유하고 IPCM은 임의의 제어 필드 또는 버퍼 공간에 기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쿼츠 DSP에 대한 채널 인터페이스는 호스트 MCU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호스트 프로세서 프로그래밍 모델

호스트 프로세서(106)(간단히 호스트라 나타냄)는 몇몇의 인터페이스 레지스터들을 통해 IPCM(116)을 제어한다. 이들은,

1 대기-상태를 필요로 하는 원스 커맨드 레지스터(Once command register, ONCE_CMD) 및 1 대기-상태를 필요로 하

는 CHENENBL RAM을 제외한 ip 버스 인터페이스 상의 0 대기-상태로 모두 액세스된다. 이들은 모두 IPCM 클럭으로 클

럭된다(이는 임의의 레지스터를 액세스하기를 원할 경우 IPCM 클럭이 작동하는 것을 호스트가 보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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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및 기입 허가된(authorized) 크기에 있어서, 판독 크기에 상관없이 임의의 판독은 레지스터의 32 비트 콘텐츠를 버스

상에 놓고(즉, 바이트 인에이블이 무시된다), 크기에 상관없이 버스(32 비트) 상의 풀 사이즈 워드를 항상 RAM으로 저장

하는 CHNENBL RAM으로 기입할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의 기입은 필요한 크기에 따라 레지스터의 콘텐츠를 갱신한다(즉,

버스로부터 레지스터로의 대응하는 바이트의 기입을 허용하도록 바이트 인에이블이 사용됨).

다음은, 본원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IPCM(116)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호스트 프로세서의 레지스터들이다.

C0PTR(채널 0 포인터). 이 레지스터는 호스트 메모리 내에 채널 0(제어 채널)에 대해 시작하는 채널 제어 블록들의 어레

이의 32 비트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호스트는 판독/기입 액세스를 가지고, IPCM은 ROM을 포함한다. 리셋시, 이 레지스터

는 모두 제로가 될 것이다. 이 레지스터는 채널(예를 들면, 채널 0)을 인에이블하기 전에 호스트에 의해 초기화되어야 한

다.

INTR- 채널 인터럽트. 이 레지스터는 32 HI[i] 비트를 포함한다. 임의의 비트가 설정되면, 호스트에 대해 인터럽트를 유

발한다. 이 레지스터는 호스트에 대한 "라이트-원(write-ones)" 레지스터이다. 호스트가 이 레지스터 내에 1 비트를 설정

할 경우, 대응하는 HI[i] 비트는 소거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그 인터럽트가 서비스될 경우 개별적인 채널 비트들을

소거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연속적인 인터럽트가 유발될 것이다. IPCM은, 대응하는 완료 명령이 실행될 때 현재 채널에

대응하는 HI[i] 비트를 설정할 책임이 있다.

STOP/STAT- 채널 스톱/채널 상태. 이 32 비트 레지스터는 각 채널에 대해 1 비트를 가진다. 이 레지스터는 호스트에 대

한 "라이트-원즈" 레지스터이다. 호스트가 이 레지스터의 비트 i에 I를 기입할 경우, HE[i] 및 START[i] 비트들은 소거된

다. 이 레지스터를 판독하면 HE[i] 비트들의 현재 상태가 생성된다.

START- 채널 시작. 이러한 32 비트 레지스터는 각 채널에 대해 1 비트를 갖는다. 이 레지스터는 호스트에 대한 "라이트-

원" 레지스터이다. 대응하는 HE[i] 비트가 소거되는 동안 START[i] 비트 어느 것도 설정되지 않는다. 호스트가 1을 기입

함으로써 START[i]를 설정하려고 할 경우, 대응하는 HE[i] 비트가 소거되면, START[i] 레지스터 내의 비트는 소거된

채로 남아있고 HE[i] 비트는 설정될 것이다. 대응하는 HE[i] 비트가 이미 설정되었다면, START[i] 비트가 설정될 것이

다. IPCM 채널 i가 완료 명령을 통해 HE[i] 비트를 소거하려고 시도할 때에, START[i] 레지스터 내의 비트는 소거될 것

이고 HE[i] 비트는 START[i] 비트의 이전 값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레지스터를 판독하여 START[i] 비트들의 현재 상

태를 생성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의해 호스트는 채널당 2개의 START 커맨드들을 파이프라인할 수 있다.

EVTOVR- 채널 이벤트 오버라이드(Channel Event Override). 이 레지스터는 32 EO[i] 비트를 포함한다. 이 레지스터

내에 설정된 비트는, 대응하는 채널을 스케쥴링할 경우, IPCM으로 하여금 이벤트들을 무시하게 한다. 이 레지스터로의 기

입은 이전 값을 오버라이트(overwrite)한다.

DSPOVR- 채널 DSP 오버라이드(Channel DSP Override). 이 레지스터는 32 DO[i] 비트를 포함한다. 이 레지스터에 설

정된 비트는, 대응하는 채널을 스케쥴링할 경우, IPCM으로 하여금 DSP 인에이블을 무시하게 한다.

HOSTOVR- 채널 호스트 오버라이드(Channel HOST Override). 이 레지스터는 32 HO[i] 비트를 포함한다. 이 레지스터

에 설정된 비트는, 대응하는 채널을 스케쥴링할 경우, IPCM로 하여금 호스트 인에이블을 무시하게 한다.

EVTPEND- 채널 이벤트 펜딩(Channel Event Pending). 이 레지스터는 32 EP[i] 비트를 포함한다. 이 레지스터를 판독

하여 어느 채널이 펜딩 이벤트들을 갖는지 호스트로 하여금 결정하게 한다. 이 레지스터 내의 비트를 설정하여 IPCM으로

하여금, 이 채널로 정해진 주변 이벤트가 발생되었는 것처럼, 스케쥴링을 재평가하게 한다(이는 "라이트-원(write-ones)"

메카니즘: "0"을 기입하는 것으로는 대응하는 비트가 소거되지 않음). 이는 채널을 시작하는데 유용하며, 그 결과 제1 이벤

트를 대기하기 이전에 초기화가 완료된다. 태스크 스케쥴러는 수신된 이벤트들에 따라 EVTPEND 레지스터 내의 비트들

을 설정할 수 있다. EP[i] 비트는, 채널 I 스크립트를 가동할 경우 완료 명령에 의해 소거될 수 있다.

DSPENMBL- 채널 DSP 인에이블(Channel DSP Enable). 이 레지스터는 (DSP 제어 모듈 또는 제어 레지스터로부터의)

32 DE[i] 비트를 포함한다. 이 레지스터는 호스트로 하여금 DSP가 인에이블한 채널이 어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다.

RESET- 리셋 레지스터(Reset Register). 이 레지스터는 2개의 제어 비트: (1) 리셋 비트(RESET[0]), 세팅될 때 IPCM으

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리셋으로 유지되게 한다. 리셋은 해제(release)될 수 있기 전에 소정의 사이클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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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사이클동안 소프트 리셋(soft_rstB low)를 활성으로 유지하는데 카운터가 사용된다. soft_rstB 신호는, 리

셋 비트가 설정될 경우 로우로 구동된다. 리셋 비트는 IPCM에 의해 소거된다. (2) resched 비트(REST[i]), 설정될 경우,

스크립트가 완료 명령을 실행한 것처럼 IPCM으로 하여금 재스케쥴(reschedule)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STOP 레지스터

를 통해 HE[i] 비트를 소거한 후 RESET 레지스터의 RESCHED 비트를 통해 재스케쥴을 강제함으로써 호스트로 하여금

채널 상의 런어웨이 스크립트(runaway script)로부터 회복되게 한다. 컨텍스트 스위치가 시작될 경우, resched 비트는

IPCM에 의해 소거된다.

EVTERR- 이벤트 에러 레지스터(Event Error Register). 이 레지스터는 인입 이벤트가 검출된 때를 호스트에게 경고하

기 위해 IPCM에 의해 사용되고, 이미 펜딩중이거나 또는 서비스되고 있는 채널을 트리거한다. 이는 아마도, 그 채널에 대

해 데이터의 오버플로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스케쥴러를 위한 "라이트-원"레지스터이며, 단지 플래그들

을 설정할 수 있고, 레지스터가 호스트에 의해 판독되는 경우 또는 IPCM 리셋동안 플래그들은 소거된다.

채널 i를 트리거하는 이벤트가 이벤트 입력 핀을 통해 수신되고 EP[i] 비트가 이미 설정된 경우 임의의 EVTERR[i] 비트

가 설정된다. EP[i] 비트는 이미 설정되어있는 까닭에 호스트가 EP[i] 비트를 설정하기 위해 시도해도 EVTERR[i] 비트

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레지스터는 DSP EVTERR과 동일하지 않다: 호스트가 판독하고 소거할 경우, 동일한 정보가 DSP 레지스터 내에

여전히 사용가능하다.

INTRMASK- 채널 인터럽트 마스크 플래그(Channel Interrupt Mask Flags). 이 레지스터는 32 인터럽트 생성 마스크 비

트들을 포함한다. 비트 INTRMASK[i]가 설정되면, 이벤트 에러가 채널 i에 검출될 때마다 HI[i] 비트가 설정되고 인터럽

트가 호스트로 송신된다(즉, EVTERR[i]는 설정됨).

PSW- 스케쥴러 상태(Scheduler status). 이것은 아래의 상태 정보를 갖는 16 비트 레지스터이다 : [4:0]CCR (현재 채널

레지스터), [7:5]CCP (현재 채널 우선순위), [12:8]NCR (다음 채널 레지스터), 및 [15:13]NCP (다음 채널 우선순위).

EVTERRDBG- 디버그용 이벤트 에러 레지스터(Event Error Register for Debug). 이 레지스터는, 판독하더라도 그 콘텐

츠가 변경되지 않는(소거되지 않는)다는 점, 어드레스는 디버그 모드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EVTERR과 동일하다. MCU OnCE가 수정없이 그 레지스터 값을 체크할 수 있다.

ONCE_ENB- OnCE Enable. 이 1 비트 레지스터는 OnCE 제어 소스를 선택한다. (0)을 소거했을 경우, JTAG는 OnCE를

제어한다. (1)을 설정할 경우, 호스트는 아래에 기술되는 레지스터를 통해 OnCE를 제어한다. 리셋 이후, OnCE 인에이블

비트는 소거된다(JTAG가 제어한다).

ONCE_CMD- OnCE 커맨드 레지스터(1 대기 상태). 이 레지스터로의 기입은 OnCE로 하여금 기입된 커맨드를 실행하게

한다. 필요할 경우, ONCE_DATA 및 ONCE_INSTR 레지스터는 이 레지스터로 커맨드를 기입하기 이전에 올바른 값으로

로드되어야 한다.

CSWADDR- 컨텍스트 스위치 어드레스(Context Switch Address). 15 비트 레지스터는 컨텍스트 스위치 어드레스(비트

13 - 0) 및 인에이블 비트(14)를 포함한다. 인에이블 비트가 설정될 경우, 컨텍스트 스위치 루틴은 비트 13-0 내에 포함되

는 어드레스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레지스터의 리셋 값은 인에이블 비트에 대해 0이고 컨텍스트 스위치

어드레스에 대해서는 10진수 32이다.

ILLINSTADDR- 부정 명령 트랩 어드레스(Illegel Instruction Trap Address). 이 레지스터의 비트 13-0은 부정 명령이

실행될 경우 IPCM이 점프하는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리셋시 0x0001이다.

CHN0ADDR- 채널 0 어드레스. 이러한 13 비트 레지스터는 부트 코드 또는 IPCM에 의해 사용된다: 리셋 이후, ROM 내의

표준 부트 루틴을 명령한다(채널 0 루틴). 그 어드레스를 변경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한 루틴을 갖는 부트 시퀀스

를 실행할 수 있다. 부트 코드의 바로 제1 명령은 상기 레지스터의 콘텐츠를 불러오고(또한 IPCM 메모리 공간으로 매핑

됨) 주어진 어드레스로 점프한다. 리셋 값은 0x0050(10진수 80)이다.

CHNENBL- 채널 인에이블 RAM. 호스트 제어 모듈은 32x32 채널 인에이블 RAM을 포함한다. 이러한 채널 인에이블

RAM은 이벤트/채널 대응 맵을 포함한다. 임의의 이벤트는 상기 RAM의 콘텐츠에 따라 채널들의 임의의 가능한 조합을 트

리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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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PRI- 채널 우선순위 레지스터. 이러한 32 레지스터의 세트는 매 채널의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그 수는 1과 7 사이에

있다. 0은 어떤 채널들도 펜딩중이지 않을 때를 검출하기 위해 IPCM 하드웨어에 의해 사용되는 예비값이다.

DSP 프로그래밍 모델

DSP(102)는 호스트 프로세서(106)(즉, 호스트)와 비교할 경우 몇몇의 인터페이스 레지스터를 통한 IPCM(116)에 대한 소

정의 제한된 제어를 가진다. 각각의 레지스트는 2개의 16 비트 워드를 차지하여 모든 32 채널들을 수용한다. 모든 레지스

터들은 호스트 프로세서 대응부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 CEVTOVR 및 CDSPOVR 레지스터들은 DSP 인터페이스로

구현되지 않는다.

C0PTR과 같은 모든 어드레스들은 쿼츠 메모리 공간(4 기가바이트) 내의 임의의 위치를 어드레스할 수 있는 하나의 32 비

트 워드로 구성된다.

모든 레지스터들은 IPCM 클럭으로 클럭된다(이는, DSP가 이러한 레지스터들을 액세스할 때 IPCM 클럭이 가동하고 있다

는 것을 호스트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독 및 기입 공인된 크기에 있어서, 판독 크기에 상관없이 임의의 판독은 레지스터의 32 비트 콘텐츠를 버스 상에 놓고

(즉, 바이트 인에이블이 무시된다), 임의의 기입은 필요한 크기에 따라 레지스터의 콘텐츠를 갱신한다(즉, 버스로부터 레지

스터로의 대응하는 바이트의 기입을 허용하도록 바이트 인에이블이 사용됨).

다음은 본원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IPCM(116)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DSP의 레지스터들을 설명한다.

C0PRT- 채널 0 포인터. 이 레지스터는 DSP 메모리 내에 채널 0(제어 채널)에 대해 CCB로 시작하는 채널 제어 블록의 어

레이의 32 비트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DSP는 판독/기입 액세스를 가지고, IPCM은 판독 액세스만 가진다. 리셋시, 이러한

레지스터는 모두 제로일 것이다. 이 레지스터는 임의의 채널들이 인에이블되기 전에 DSP에 의해 초기화되어야 한다.

INTR- 채널 인터럽트. 이 레지스터는 32 DI[i] 비트를 포함한다. 임의의 비트가 설정되면, 호스트에게 인터럽트를 유발시

킨다. 이 레지스터는 호스트에 대한 "라이트-원" 레지스터이다. 호스트가 이 레지스터 내의 비트를 설정할 경우, 대응하는

DI[i] 비트는 소거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가 서비스될 경우 개별적인 채널 비트들을 소거한다. 이렇게 하

지 못할 경우 연속적인 인터럽트를 유발시킬 것이다. IPCM은 대응하는 완료 명령이 실행될 경우 현재 채널에 대응하는 DI

[i] 비트을 설정할 책임이 있다.

STOP/STAT- 채널 스톱/채널 상태(Channel STOP/Channel Status). 이러한 32 비트 레지스터는 매 채널당 1 비트를 가

진다. 이 레지스터는 DSP에 대한 "라이트-원" 레지스터이다. DSP가 이 레지스터의 비트 I 내에 1을 기입할 경우, 대응하

는 DE[i] 및 START[i] 비트들을 소거한다. 이러한 레지스터를 판독하여 DE[i] 비트의 현재 상태를 생성한다.

START- 채널 시작(Channel Start). 이러한 32 비트 레지스터는 각 채널에 대해 1 비트를 포함한다. 이 레지스터는 DSP

에 대해 "라이트-원" 레지스터이다. 대응하는 DE[i] 비트가 소거되는 동안 어떤 START[i] 비트도 설정될 수 없다. DSP

가 1을 기입함으로써 START[i] 비트를 설정하려고 시도할 경우, 대응하는 DE[i] 비트가 소거되면, START[i] 레지스터

내의 비트는 소거된 채로 남아있고 DE[i] 비트는 설정될 것이다. 대응하는 DE[i] 비트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START

[i] 비트가 설정될 것이다. IPCM 채널 I가 완료 명령을 통해 DE[i] 비트를 소거하도록 시도할 때에, START[i] 레지스터

내의 비트는 소거될 것이고 DE[i] 비트는 START[i] 비트의 이전 값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레지스터를 판독하여

START[i] 비트들의 현재 상태를 생성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의해 DSP는 채널당 2개의 START 커맨드들을 파이프라

인할 수 있다.

EVTERR- 이벤트 에러 레지스터(Event Error Register). 이 레지스터는 인입 이벤트가 검출된 때를 DSP에게 경고하기

위해 IPCM에 의해 사용되고, 이미 펜딩중이거나 또는 서비스되고 있는 채널을 트리거한다. 이는 아마도, 그 채널에 대해

데이터의 오버플로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스케쥴러를 위한 "라이트-원" 레지스터이며, 단지 플래그들을

설정할 수 있고, 레지스터가 DSP에 의해 판독되는 경우 또는 IPCM 리셋동안 플래그들은 소거된다.

채널 i를 트리거하는 이벤트가 이벤트 입력 핀을 통해 수신되고 EP[i] 비트는 이미 설정된 경우 임의의 EVTERR[i] 비트

가 설정된다, EP[i] 비트는 이미 설정되어있는 까닭에 호스트가 EP[i] 비트를 설정하기 위해 시도해도 EVTERR[i] 비트

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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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레지스터는 호스트 EVTERR과 동일하지 않다. DSP가 판독하고 소거할 경우, 동일한 정보가 호스트 레지스터 내에

여전히 사용가능하다.

INTRMASK- 채널 인터럽트 마스크 플래그(Channel Interrupt Mask Flags). 이 레지스터는 32 인터럽트 생성 마스크 비

트들을 포함한다. 비트 INTRMASK[i]가 설정되면, 이벤트 에러가 채널 i에 검출될 때마다 DI[i] 비트가 설정되고 인터럽

트가 DSP로 송신된다(즉, EVTERR[i]가 설정됨).

PSW- 스케쥴러 상태(Scheduler status). 이것은 아래의 상태 정보를 갖는 16 비트 레지스터이다: [4:0]CCR (현재 채널

레지스터), [7:5]CCP (현재 채널 우선순위), [12:8]NCR (다음 채널 레지스터), 및 [15:13]NCP (다음 채널 우선순위).

EVTERRDBG- 디버그용 이벤트 에러 레지스터(Event Error Register for Debug). 이 레지스터는, 판독하더라도 그 콘텐

츠가 변경되지 않는(소거되지 않는)다는 점, 어드레스는 디버그 모드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EVTERR과 동일하다. DSP OnCE는 수정없이 그 레지스터 값을 체크할 수 있다.

IPCM 프로그래밍 모델

각 프로그램가능한 DMA 데이터 채널은 스크립트용 32 비트의 8개 범용 레지스터들을 포함한다. 범용 레지스터 0은 루프

명령용 전용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경우 임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능성 유닛 상태(Functional Unit State). 각 채널 컨텍스트는 기능성 유닛들의 일부분인 소정의 상태를 가진다. 이러한

상태의 특정 할당은 기능성 유닛 정의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상태는 컨텍스트 스위치 상에 저장/재기억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PC). PC는 14 비트이다. 명령은 폭이 16 비트이고 IPCM 내의 모든 메모리는 폭이 32 비트이기

때문에, PC의 하위 비트는 32 비트 워드의 어느쪽 하프(half)가 현재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지 선택한다. 제로의 하위 비트

는 워드의 최상위 하프를 선택한다(즉, 빅-엔디안).

플래그. 각 채널은 4개의 플래그들을 가진다. T 비트는 소정의 계산 및 테스트 명령들의 상태를 반영한다. 가산 또는 감산

의 결과가 제로인 경우 설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거된다. 또한, 그것은 테스트된 비트들의 카피이다. 결국, 루프 카운

터(GReg0)가 제로에 도달할 때 설정될 수 있고, 하드웨어 루프의 최종 명령이 T 플래그를 수정할 수 있는 동작인 경우, T

에 대한 그 영향이 무시되고 GReg0 상태에 의해 교체된다.

데이터 소스들을 로딩하고 목적지로 저장함으로써 유발되는 에러 조건들을 나타내는데 2개의 추가 비트, SF 및 DF가 각

각 사용된다. 액세스 에러들은 이러한 비트들을 설정하고 성공적인 트랜잭션은 이들을 소거한다. 또한, 그들은 특정 명령

(CLRF 및 LOOP)에 의해 소거될 수도 있다. SF(소스 폴트, source fault)는 로드(load) LD 및 LDF에 의해 갱신된다. DF

(목적지 폴트, destination fault)는 스토어(store) ST 및 STF에 의해 갱신된다.

액세스 에러들은 몇가지 조건: ROM으로의 기입, ROM 매핑 레지스터로의 기입, 액세스될 때 주변에서 수신된 임의의 잔

송 에러, 또는 아트 언매핑 어드레스(art unmapped address)의 액세스에 의해 유발된다.

SF 및 DF 플래그는 하드웨어 루프의 거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드웨어 루프를 시작할 때 SF 또는 DF가 설정되고

LOOP 명령에 의해 마스킹되지 않는다면, 루프 바디(loop body)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로드 또는 스토어가 대응

하는 SF 또는 DF 플래그를 설정하면, 루프는 즉시 루프 바디 내에 존재한다. 루프의 끝부분에서 T 플래그의 상태를 테스

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SF 및 DF 모두를 테스트함)은, 임의의 예상된 출구가 Greg0가 제로값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여

그 결과 T 플래그를 설정하는 것과 같이 루프가 비정상적으로 빠져나오는지를 말해준다. 이는 또한 최종 루프의 최종 명령

에 폴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최종 플래그는 루프 모드 플래그 LM인데, 이는 프로세서가 일반적으로 루프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때를 나타낸다. LOOP

명령에 의해 설정되고 최종 루프의 최종 명령의 실행 이후 소거된다.

리턴 프로그램 카운터(RPC). RPC는 4 비트이다. 점프에 의해 서브루틴 명령으로 설정되고 서브루틴 명령으로부터 리턴에

의해 사용된다. 범용 레지스터로 및 범용 레지스터로 부터 그 콘텐츠들을 전송하기 위한 명령들이 사용가능하다.

루프 모드 시작 프로그램 카운터(SPC). SPC는 14 비트이다. 루프 명령에 의해 그 직후의 위치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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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모드 종료 프로그램 카운터(EPC). EPC는 14 비트이다. 루프 명령에 의해 루프 이후의 다음 명령의 위치로 설정된다.

컨텍스트 스위칭(Context Switching). 각 채널은 8개 범용 레지스터 및 기능성 유닛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추가 컨텍스트

로 구성되는 개별적인 컨텍스트를 가진다. 활성 레지스터 및 기능성 유닛들은 활성 채널의 컨텍스트를 포함한다. 비활성

채널의 컨텍스트는 IPCM 어드레스 공간 또는 일부분인 IPCM RAM 내에 저장된다. 컨텍스트 스위치는 활성 레지스터들을

이전 채널의 컨텍스트 영역에 저장하고 새로운 채널의 컨텍스트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컨텍스트를 로드한다. 완료되기까지

정확히 47 IPCM 사이클들이 필요하다.

주문제작 컨텍스트 스위치 루틴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RAM에 가능한 어느 곳이던지 저장하고 그 시작 어

드레스를 MCORE를 통해 CSWADDR 제어 레지스터로 기입해야 한다. 이러한 옵션을 갖는 경우, 모든 로드 및 스토어가

ROM 루틴 내의 1 사이클 대신 완성하는데 2 사이클을 필요하는 것(로드/스토어를 실행하기 위한 1 사이클과 다음 명령을

페치하는 1 사이클의 합: 모든 액세스들은 RAM을 사용하며, 이는 그들이 병렬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과 같은

내장된 루틴(즉, 47 사이클)과 유사한 사이클 카운트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모리 매핑된 레지스터(Memory Mapped Register). IPCM은 시스템 버스를 통해 몇몇 레지스터에 액세스한다.

호스트 채널 0 포인터(MC0PTR). MCU 메모리 공간 내에 초기 IPCM 컨텍스트 및 스크립트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채널

0에서 가동되는 IPCM 부트 스크립트에 의해 로드된다. 이것은 판독만 가능한 레지스터이다.

DSP 채널 0 포인터(DC0PTR). DSP 메모리 공간 내에 초기 IPCM 컨텍스트 및 스크립트의 어드레스를 포함하며, 채널 0

에서 가동되는 IPCM 부트 스크립트에 의해 로드된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판독만 가능한 레지스터이다.

현재 채널 레지스터(CCR). 컨텍스트이 설치되는 채널의 5 비트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판독만 가능한 레지스터이

다.

현재 채널 우선순위(CCPR). 컨텍스트가 설치되는 채널의 3 비트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판독만 가능한 레지스터이

다.

최상위 펜딩 채널 레지스터(Highest Pending Channel Register, HPCR). 태스크 스케쥴러가 다음에 가동하기 위해 선택

한 채널의 디코드된 32 비트 수를 포함한다. 비트는 선택된 채널 또는 위치에서 "1"로 설정된다(예를 들면, HPCR이

0x04000000값을 포함하면, 채널 26은 스케쥴러에 의해 선택되는 다음 채널이다). 이것은 판독만 가능한 레지스터이다.

최상위 펜딩 우선순위(Highest Pending Priority, HDPR). 스케쥴러가 다음에 가동하기 위해 선택한 채널의 3 비트 우선

순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판독만 가능한 레지스터이다.

현재 채널 포인터(Current Channel Pointer, CCPTR). 현재 채널에 대한 컨텍스트 데이터의 개시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그 값은 CONTEXT_BASE + 20*CCR (CONTEXT_BASE = 0x0800)이다. 이것은 판독만 가능한 레지스터이다.

CHN0ADDR. MCORE에 의해 프로그램되는 채널 0 루틴의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부트의 바로 시작시에 범용 레지스터로

로딩되고 그것이 포함하는 어드레스로 IPCM이 점프한다. 디폴트로 ROM 내의 표준 부트 루틴을 명령한다.

어드레스 공간. IPCM은 2개의 내부 버스: 메모리로부터 명령을 판독하는데 사용되는 명령 버스, 및 명령 버스 상에 표시되

는 것과 동일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버스를 가지고 여기에 소정의 메모리 매핑된 레지스터(스케쥴러

상태 및 OnCE 레지스터) 및 5개 주변 레지스터(USB, UART1, UART3, MMC 및 비디오 SAP)를 더 추가된다.

명령 메모리 맵. 이는 14 비트 어드레스 버스 및 16 비트 데이터 (명령) 버스에 기초한다. 명령들은 프로그램 ROM 또는 프

로그램 RAM중 어느 하나로부터 불러온다. IPCM 스크립트는 데이터 버스로부터 볼 수 있는 프로그램 RAM의 콘텐츠를 변

경할 수 있다.

2개의 제1 명령 위치(0 및 1)들은 특별하다. 위치 0은 PC가 리셋으로 설정되는 위치이다. 위치 1은 PC가 부정 명령의 실

행시 설정되는 위치이다. 이들 위치들 모두 핸들러 루틴(handler routine)으로의 점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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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메모리 맵. IPCM 스크립트로 액세스가능한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메모리 공간 또는 IPCM에 팁한다(make tip). 이

러한 어드레스 공간은 몇개의 구성요소: ROM, RAM, 주변 레지스터 및 스케쥴러 레지스터(CCR, HPCR 및 CCPTR)와

OnCE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IPCM 스크립트는 컨텍스트 RAM, 데이터 RAM 및 주변 레지스터로 판독 및 기입할 수 있다.

어드레스 범위는 16 비트이고 데이터 폭은 32 비트이다. 그러나, 주변 레지스터(USB,등)들을 액세스할 경우 데이터 폭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기입동안 기입하기 위한 32 비트 데이터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주변 장치에 의해 무시된다.

판독 동안 32 비트 판독 데이터의 빠진 부분은 '0'들로 교체된다.

IPCM 초기화

하드웨어 리셋 이후, IPCM(116), 프로그램 RAM, 컨텍스트 RAM, 및 데이터 RAM은 예상할 수 없는 콘텐츠를 가진다. 활

성 레지스터 세트는 채널 0으로 할당되고 PC는 모든 제로들로 초기화된다. 그러나, 채널 인에이블 레지스터는 모두 제로

이기 때문에, 활성 채널들은 존재하지 않고 IPCM은 멈춘다.

IPCM을 시작하기 위해, 호스트 프로세서(106)(즉, 호스트)는 제어 채널(채널 0)에 대해 호스트 메모리 내의 소정의 채널

제어 블록들을 먼저 생성한 후, 채널 0 포인터 레지스터를 제1 제어 블록의 어드레스로 초기화한다. 그 다음, 채널 인에이

블 레지스터 내의 비트 0(채널 0에 대응함)를 설정한다.

인에이블시, IPCM(116)은 채널 0에 대해 프로그램 ROM 내의 어드레스 0에 위치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시작한다. 이

러한 ROM(308) 스크립트는 채널 0 포인터 레지스터를 판독할 것이고 내부에 포함된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제1 채널 제어

블록을 (DMA를 사용하여) 불러오기 시작한다. 블록이 유효한 커맨드를 포함하면, 커맨드(일반적으로 호스트로부터 IPCM

메모리로 소정의 것을 다운로드함)를 해석하고 커맨드를 구현하기 위해 진행하고 다음 제어 블록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무

효한 채널 커맨드가 도달될 때까지 계속되며, 스크립트가 멈추는 시점에서 호스트는 채널을 다시 재인에이블하도록 대기

한다.

사용자-정의 스크립트 상에서 IPCM 부트를 실행하기 위한 2가지 수단이 존재한다. 첫번째로, IPCM RAM 내에 임의의 코

드를 다운로드하고 상기 코드로 부트하도록 IPCM을 강제하기 위해 (MCORE 인터페이스 또는 Jtag 인터페이스중 어느 하

나를 통해) OnCE를 사용하는 것이며, 두번째로, 호스트 프로그래밍 모델 내의 CHN0ADDR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IPCM 부트 코드는 상기 레지스터의 콘텐츠를 불러오고 주어진 어드레스로 점프한다.

IPCM 스크립트의 실행은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명령 및 동작하는 데이터 컨텍스트 모두에 의존적이다. 스크립트가 실행되

도록 허용되기 전에 양쪽 모두 초기화되어야 한다. 32 채널들의 각각은 개별적인 데이터 컨텍스트를 가지나, 데이터 RAM

내의 스크립트 및 위치들을 공유할 수 있다.

호스트는 프로그램 RAM 및 데이터 RAM 내의 공간을 관리한다. 또한 IPCM 채널들을 필요로 하는 장치 드라이버로 IPCM

채널들을 할당하는 것을 관리한다. 임의의 필요한 스크립트와 데이터 값들 및 채널 초기 컨텍스트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채

널 0을 사용하여 호스트에 의해 채널들이 초기화된다. 컨텍스트는 PC를 포함하는, 레지스터들의 초기 값들을 모두 포함한

다. 그 후, 호스트(106)는 채널들을 인에이블하고 채널은 활성화되고 불러오기를 시작하며 그 스크립트로부터의 명령을

실행한다.

IPCM의 RISC 프로세서 코어용 명령 세트의 제목을 갖는 첨부된 첨부물 A를 참조하면, 여기에는 본원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IPCM(116)에 사용되는 바람직한 명령들의 완전한 세트가 설명되어 있다.

첨부물 A 기능성 유닛들의 명령 세트를 사용하는 실시예에 대응하는 호스트 프로세서 DMA 유닛 및 DSP DMA 유닛을 아

래에 더 설명한다.

기능성 유닛 명령은 명령의 하위 8 비트 내에서 발견되는 8 비트 코드가 기능성 유닛 제어 버스 상에 어써트되도록 한다.

이러한 비트들중 소정의 비트들은 몇몇의 기능성 유닛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프로그래밍 컨벤션을 설정하기 위

해, 선택 비트들은 8 비트 코드의 최상위 비트중 소정의 수로 가정한다. 또한, 소정의 수 또는 최하위 비트들은 주어진 기능

성 유닛에 의해 디코드되어 실행할 동작의 유형을 설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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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DMA 유닛(312)에 있어서, DMA 명령들은 DMA 상태 머신을 제어하고 연관된 메모리 버스 상에 DMA 사이클을

유발시킬 수 있다. 호스트 DMA 유닛과 연관된 3개의 레지스터들, 어드레스 레지스터(MA), 데이터 버퍼(MD), 및 상태 머

신 레지스터(MS)가 존재한다.

어드레스 레지스터(MA)는 다음 데이터 전송과 연관된 DMA 메모리 내에 포인터를 포함한다. 이것은 바이트 입도이다. 레

지스터를 ldf 명령으로 판독하는 것(즉, 판독)은 부작용을 가지지 않는다.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기입하는 것은 부작용을 가

질 수 있다. 버퍼 내에 값 기입 데이터가 존재하고 어드레스가 변경되면, 기입 데이터는 플러시(flush)될 것이다(즉, DMA

기입 사이클이 생성될 것이다). 프리페치 비트가 설정되고 유효한 기입 데이터가 없다면, DMA 판독 사이클은 새로운 어드

레스로 발행될 것이다.

데이터 버퍼로 또는 데이터 버퍼로 부터 데이터가 전송됨에 따라,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전송되는 바이트들의 수만큼 증가

한다. 32 비트 워드 경계부에 걸친 어드레스의 증분에 있어서, 버퍼 내의 임의의 유효한 기입 데이터는 플러시될 것이다.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MD)에 있어서, DMA 사이클은, 기입 버퍼를 로딩하는 stf 명령과 항상 연관되지 않고, 전체 크기 메

모리 전송에서 나중에 사용될 바이트들을 축적함에 따라 버퍼 레지스터 내로 전송의 서브유닛을 로딩할 수 있다. DMA 유

닛은 바이트가 유효한 것으로 상태를 유지하고 올바른 시프팅 및 새로운 데이터의 삽입을 실행한다. 버퍼가 완전히 차지

않더라도, 조건적으로 기입 버퍼를 로딩하는 명령은 결과물인 버퍼가 플러시되게 유도하고, DMA 기입 사이클을 유발한

다.

데이터 버퍼를 판독하는 ldf 명령은 데이터가 이미 불러와 있지 않으면 DMA 사이클을 유발할 수 있다. 버퍼 내의 모든 바

이트들이 전송되었다면, 각각의 판독 전달은 조건적으로 프리페치를 유발할 수 있다.

데이터 버퍼의 기입 및 판독은 각각 목적지 또는 소스 폴트들을 유발할 수 있다. MLB가 24 비트 액세스들을 지원하지 않

기 때문에, 호스트 DMA는, 3 바이트 액세스가 MLB상에 요청될 경우, 에러를 일으킨다. 그것은, 플러시 또는 페치가 요청

될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내부 MD 레지스터는, 외부 액세스가 실행되는 한 임의의 순간에 3 바이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eDRAM은 3 바이트 액세스를 지원한다.

플러시의 특별한 경우가 있다. MD로의 바이트 액세스를 사용하여, 3 활성 바이트들을 가지고 플러시를 요청하는 것이 가

능하다. MD 내의 3 활성 바이트는 eDRAM으로 올바르게 기입될 것이다. 그러나 기입이 MLB상에서 이루어지면, 액세스

는 에러를 일으킬 것이다.

상태 레지스터(MS)는 DMA 상태 머신 값을 포함한다. 정상 모드에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사실, DMA가 임의의 상태에 있는 동안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들을 저장할 필요가 있

고, 이는 컨텍스트 스위치 루틴에 의해 실행된다.

프리페치 및 플러시 관리는 IPCM RISC 머신으로 하여금 DMA 액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계속 진행하게 한다. RISC 코어가

호스트 DMA로의 프리페치(p=1) 또는 자동-플러시(f=0)을 요구할 경우, DMA가 외부 액세스를 완료하기 이전에 즉시 전

송 확인을 수신할 것이다. 이는 RISC 코어로 하여금 다른 DMA 머신을 액세스하는 것과 같이 다른 것을 실행하게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러한 메카니즘의 본래의 한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DMA가 커맨드를 저장하기 위한 FIFO 스택을 가지

지 않는 한, 프리페치/자동-플러시 커맨드가 발행되면, DMA는 이전 액세스를 완료하지 않으므로, 선행 액세스가 완료될

때 까지 전송 확인은 지연될 것이다.

다른 포인트는 에러들의 관리이다. DMA는 RISC 코어로 수신 확인을 즉시 전송하기 때문에, (MLB로의 24 비트 액세스와

같이 액세스가 금지된 것을 검출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어떠한 에러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에러가 발생하면, 후속 DMA

액세스에 대해 (전송 에러 수신 확인) 플래그될 것이다.

DMA가 적합하게 사용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프리페치/오토-플러시 특징은 하드웨어 루프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프리페치도 없거나(p=0) 또는 강제로 플러시되는(f=1) 최종 액세스는 상기 하드웨어 루프 이후에 행해

져야만 한다. 상기 액세스는 임의의 남아있는 에러를 거둘 것이다(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전 프리페치 혹은 오토-플러시

액세스로부터의 에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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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DMA 유닛(310)은 작은 제한을 갖는 호스트 DMA 유닛(312)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그것은 수정 DMA로이 32-비

트 및 16-비트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DMA 명령은 DMA 상태 머신을 제어하여 연결된 메모리 버스에서의 DMA 사이클을 유발한다. 호스트 DMA 유닛과 연결

된 3개의 레지스터, 어드레스 레지스터(DA), 데이터 버퍼(DD), 및 상태 머신 레지스터(DS)가 존재한다.

어드레스 레지스터(DA)는 다음 데이터 전달과 연결된 DMA 메모리로의 포인터를 포함한다. 그것은 바이트 입도

(granularity)를 갖는다. 1df 명령을 갖는 레지스터를 판독하면 어떠한 부작용도 갖지 않는다. 어드레스 레지스터로의 기

입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버퍼에 유효한 기입 데이터가 존재하고, 어드레스 변경된다면, 기입 데이터가 플러시될 것이

다(즉, DMA 기입 사이클이 발행될 것이다). 만일 프리페치 비트가 설정되고 어떠한 유효 기입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면, DMA 판독 사이클이 새로운 어드레스에서 발행될 것이다.

데이터 버퍼로 혹은 혹은 데이터 버퍼로부터 데이터가 전달되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전달된 바이트수만큼 증가한다. 어

드레스가 320비트 워드 경계에 걸쳐 증가한다면, 버퍼내의 임의의 유효 기입 데이터가 플러시될 것이다.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DD)에서, DMA 사이클은 기입 버퍼를 로딩하는 DMA 기입 명령과 항상 연관되지는 않는다. 상기

명령은, 이후에 전체 크기의 메모리 전달에서 사용될 바이트들을 누적할 때, 버퍼 레지스터로 전달 서브유닛을 로딩할 수

있다. DMA 상태는 바이트들이 유효하고 정확한 시프팅 및 새로운 데이터의 삽입을 행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기입 버퍼를

로딩하는 명령은 결과되는 버퍼를 플러시되도록 유발하고, 버퍼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DMA 기입 사이클을 유발

한다.

데이터 버퍼를 판독하는 DMA 판독 명령은 데이터가 아직 페치되지 않았다면 DMA 사이클을 유발할 것이다. 각 판독 전달

은 버퍼내의 모든 바이트들이 전달되면 조건적으로 프리페치를 유발할 수 있다.

데이터 버퍼의 기입 및 판독은 목적지 혹은 소스 폴트들을 각각 유발할 수 있다. 수정 DMA가 바이트 액세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DSP DMA는 권한이 없는 액세스 크기를 검출하고 그에 따라 에러를 트리거한다. 권한이 없는 사이즈는 1 바

이트 및 3 바이트이다. 그것은 플러시 혹은 페치가 요청될 때에만 발생한다. 내부 DD 레지스터는 어떠한 외부 액세스가 행

해지지 않는 임의의 순간에 1-바이트 혹은 2-바이트를 가질 수 있다.

상태 레지스터(DS)는 어떠한 부작용도 가지지 않은 채 판독된 00110000 32-비트로 구성된다.

프리페치 및 플러시 관리는 DMA 액세스가 행해지는 동안 IPCM RISC 프로세서가 진행하도록 한다. RISC 코어가 호스트

DMA로 프리페치(p=1) 혹은 오토 플러시(f=0)를 요구하면, DMA가 외부 액세스를 끝마치기 전에 전달 수신했다는 통지를

즉시 수신받을 것이다. 그것은 RISC 코어가 다른 DMA 머신을 액세스하는 것과 유사한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그 메커니즘의 고유 한계를 인식해야만 한다. DMA가 커맨드를 저장하는 FIFO 스택을 갖지 않는 한,

DMA가 그 이전의 액세스를 끝마치지 않은 동안 프리페치/오토-플러시 커맨트가 발행된다면, 전달 수신 통지는 이전 액세

스가 끝날 때까지 지연될 것이다.

다른 점은 에러 관리이다. DMA가 RISC 코어로 수신 통지를 즉시 전송하면, 어떠한 에러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된다

(만일 MLB로의 24-비트 액세스와 유사한 감추어진 액세스를 검출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에러가 발생하면, 다음 DMA 액

세스에 대하여 플래그(flag)될 것이다(전달 에러 수신 통지).

만일 DMA가 적합하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프리페치/오토-플러시 특징이 하드웨어 루프에서 사용되

는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프리페치도 없거나(p=0) 또는 강제로 플러시되는(f=1) 최종 액세스는 상기 하드웨어 루프 이후

에 행해져야만 한다. 상기 액세스는 임의의 남아있는 에러를 거둘 것이다(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전 프리페치 혹은 오토-

플러시 액세스로부터의 에러 뿐).

프로그래밍 규정

호스트 혹은 DSP에 의해 볼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래밍 모델이 IPCM의 하드웨어 구조보다는 IPCM상에서 동작되는 스크립

트에 의해 지정된다. 이들 스크랩트들 중 몇 개는 ROM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부과하는 규정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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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프로세서 측 상에서, 베이스 어드레스가 C0PTR에서 특정되는 어레이에 32개의 채널 제어 블록(CCB)이 존재한다.

각 제어 블록은 4개의 32-비트 워드를 포함한다. 제1 워드는 현재 규정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할 것이다. 제2 워드는 버퍼

디스크립터(BD)의 어레이의 기초로의 포인터를 포함한다. 제3 워드는 현재의 BD로의 포인터를 포함한다. 제4 워드는 현

재 사용되지 않는다.

채널 제어 블록의 컨텐츠는 채널이 동작되지 않을 때 호스트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

호스트 버퍼 디스크립터(도 6에 참조됨)는 프로그램가능한 크기의 어레이를 포함하며, 최종 버퍼 디스크립터가 마킹된다.

버퍼 디스크립터의 어레이는 호스트에 의해 소유되는 어떠한 논리적인 연속부 및 IPCM에 의한 나머지를 갖는 링으로서

다루어진다. 상태 비트는 각 버퍼 디스크립터의 소유를 나타낸다.

버퍼 디스크립터가 호스트에서 IPCM으로 소유를 변경하면, 카운트 필드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전송되었는지 혹은 수신

버퍼의 크기를 가리킨다. 소유가 호스트로 다시 되돌아가면, 카운트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송수신되었는지를 가리킨다.

채널 0이 커맨드된다. 버퍼 디스크립터의 커맨드 필드는 포스트와 IPCM 사이에서 통신하도록 사용된 8-비트 커맨트 코드

를 포함한다. 현재 채널 0 스크립트는 하기의 커맨드만을 인식한다. (1) 다음 커맨드에서 사용될 IPCM 어드레스를 버퍼 어

드레스 필드에 포함된 값으로 설정, (2) 버퍼 어드레스에서 호스트 메모리로부터 IPCM으로 카피, (3) 버퍼에서의 IPCM 메

모리로부터 호스트 메모리로 카피, (4)호스트 메모리에서 상위 5 비트에서의 채널 번호의 채널 컨텍스트로 카피, 및 상위

6 비트에서의 채널 번호의 채널 컨텍스트로부터 호스트 메모리로 카피한다.

DSP 측에서, 베이스 어드레스가 C0PTR에서 특정되는 어레이에 32개의 채널 제어 블록(CCB)이 존재한다. 채널 0에 대한

CCB는 사용되지 않는다. 각 채널 제어 블록은 8개의 16-비트 워드를 포함하며, 첫번째 2개의 워드는 현재 규정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할 것이다. 두번째 2개의 워드는 버퍼 디스크립터(Bd)의 어레이 기초로의 포인터를 포함한다. 세번째 2개의

워드는 현재의 BD로의 포인터를 포함한다. 네번째 2개의 워드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

다이내믹 메모리 리프레시 방법

도 2를 다시 간단히 참조하면,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즉 eDRAM을 리프레싱하는 리프레시 제어기를 포함하는 프

로세서 플랫폼이 예시된다. 리프레시 제어기(220)는 데이터 경로 선택(218)을 통해 r 버스(240)를 경유하여 eDRAM

(108)에 결합되며, 데이터 경로 선택(218)은 IPCM(116), 호스트 프로세서(106), 및 LCD 제어기(204)와 같은 다른 경쟁

장치로부터 eDRAM으로의 다중 액세스를 행한다.

당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다이내믹 메모리(ERAM 혹은 eDRAM)는 DC 전력이 제공되고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되는 것을 필요로 하여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계속 유지된다. 이에 반해, 스태틱 메모리(즉, SRAM)는 일정한 전원

이 그안에 결합되는 한, 리프레시될 필요가 없다. 프로세서 플랫폼(100)의 일 실시예의 리프레시 제어기(220)는 가능한 많

은 전력을 보존하도록 설계되어서,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이 연장된 배터리 수명으로 유리하다.

리프레시 제어기(220)는 2개의 기본 동작 모드, 즉 활성 모드 및 데이터 보유 모드를 갖는다. 활성 모드는 eDRAM(108)의

정규 동작 동안 야기된다. 활성 모드는 최종-사용자에 의해 동작되는 프로세서 플랫폼(100)을 포함하는 제품에서 어느때

에도 사용된다. 활성 모드는 이산 DRAM 구현의 기술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사이클 스틸링(stealing)" 분포 리프레시 방

법을 사용한다.

데이터 보유 모드는 프로세서 플랫폼(100)을 포함하는 제품이 동작되지 않아서 eDRAM(108)의 컨텐츠를 보유하도록 희

망될 때 야기된다. 이 데이터 보유 모드는 3개의 동작 모드, 즉 (1) 분산된 리프레시 방법, (2) "선택적 리프레시" 방법, 및

(3) "온도 보상" 리프레시 방법을 갖는다.

당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은 분산된 리프레시 방법은 메모리가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되는 동작의 활성 모드와 동

일한 반면, 선택적 리프레시 및 온도 보상 리프레시는 eDRAM 메모리 어레이에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을 감

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사용될 수 있거나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해 소모되는 전력의 전체적인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에 특히 중요한 보다 긴 배터리 수명이 결과될 수 있다.

및 분산된 리프레시 기술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공지되었으나, 리프레시 제어기(220)는 유리하게는, 다른 실시예에서 기술

에서 공지된 임의의 클럭이 사용되더라도 32KHz로 동작하는 날짜 모듈의 시간으로부터 저주파수 클럭 소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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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리프레시 제어기(220)로의 클럭 입력(252)은 프로세서 플랫폼(100)을 포함하는 제품에 사

용하는 데 필요한 날짜 클럭 시간이다. 상기 32KHz 클럭 입력(252)은 리프레시 제어기(220)내에서 다중화(×2)되고 리프

레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된다. 기술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n'개의 상태수를 갖는 리프레시 제어기(220)내에 카

운터가 제공되며, 'n'은 어레이에서의 전체 로우의 수와 같다. 카운터는 각 클럭 천이를 갖는 증가된 모듈로 'n'이다. 기술에

서 공지된 바와 같이, "감지 증폭기"는 로우내에서 선택된 비트 셀들의 실제 리프레시를 행한다.

유리하게는, 리프레시 제어기(220)는 클럭 입력으로서 이미 제공된 날짜 클럭의 시간을 사용한다. 따라서, 종래에서 행해

진 바와 같이 리프레시 제어기(220)를 동작하는 별개의 전용 클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리프레시 제어기(220)를 위한 별

개의 전용 클럭의 사용을, 전력이 오프될 때 시스템에 의해 소모되는 전력에 추가한다.

다음으로, 도 7을 참조하면 선택적 리프레시 방법이 유리하게는, 보유될 메모리 셀 수를 감소하는 대신 전력 소모를 감소

하기 위해 리프레시될 메모리(예를 들어, eDRAM(108))에서의 로우 수를 감소한다. 예를 들어, 메모리(즉, DRAM)가 복수

개의 부분으로 분할가능하면, 하나 이상의 복수개의 부분의 메모리가 모든 복수개의 부분을 리프레시하지 않고 리프레시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수개의 부분이 어레이내의 메모리의 로우일 수 있다. 따라서, 리프레시되는 메모리의 로우의

컨텐츠가 절약되는 반면, 리프레시되지 않은 메모리 로우에서 유지된 데이터의 컨텐츠는 손실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치

가 사용자에 의해 정지(예를 들어, 턴 오프)되는 동안, 호스트 프로세서(106)는 메모리, 예를 들어 eDRAM(108)내의 어떤

로우가 절약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예를 들어, 로우)이 절약될 필요가 없는지를 판정한다(단계 702). 다음으로, 호스트

프로세서(106)는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의 어떤 로우 혹은 부분을 절약하기를 희망하는지를 명령하는 리프레시 제어기

(220)에,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단계 704). 리프레시 제어기(220)는 전력이 오프되는 시간 동안, 메모리내의 확인된 로우

또는 부분들만을 리프레시하도록 구성된다. 그 후, 리프레시 제어기(220)는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예를 들어, 데이터 경

로 선택(218)을 통한 eDRAM(108))를 액세스하고, 구성된 로우를 리프레시한다(단계 706). 따라서, 전체 메모리가 리프

레시되는 대신, 메모리 중 일부분만이 리프레시되기 때문에 메모리 리프레시하는 데 전력 소모가 저감된다. 이 실시예에

서, eDRAM(108)이 크고 통상적으로 절약될 필요가 있는 전체 eDRAM(108)보다는 작기 때문에, 전력을 크게 절감한다.

리프레시 제어기(220)에 의해 구현된 선택적 리프레시 방법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메모리 어레이, 예를 들어 eDRAM

(108)내에 n개의 로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j는 리프레시될 메모리 어레이에서의 전체 로우 수로서 정의되며, 따라서 j

는 0과 n 사이에 있다. 이 때의 알고리즘은,

i=o

Refresh Rowi

i=i+1 modulo j

이다.

다시 말해서, 리프레시 제어기(220) 모듈로 'n' 카운터는 모듈로 (n-a) 로 감소되며, 'a'는 리프레시 액티비티로부터 생략될

로우 수이다.

도 8을 참조할 때, 순서도(800)는 메모리 리프레시의 온도 보상 방법을 행할 때의 도 2의 리프레시 제어기의 단계를 도시

한다. 메모리 리프레시의 온도 보상 방법은 제품 주위의 온도에 기초하여 리프레시 액티비티의 주기를 조정한다. 상온 이

하에서, 전력량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서, 배터리로 동작되는 휴대용 장치에서 배터리 수명을 증가하는 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주어진 메모리, 예를 들어 eDRAM이 보다 자주 리프레시될 필요가 있다. 종래의 기술 접근

들은 DRAM을 포함하는 제품이 보통과는 달리높은 디폴트 온도인 "최악의 경우"에 대하여 리프레싱 유닛의 리프레시 속도

를 설계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메모리는 실제로는 "오버-리프레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력 소모가 최소화

되기를 희망하는 멀티미디어 무선 휴대용 장치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 플랫폼(100)에 사용하기 위한 크기 및 전력 감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오버-리프레싱"은 필요 이상으로 리프레시 제어기를 동작하는 데 전력을 낭비하도록 주도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리프레시 제어기와는 대조적으로, 리프레시 제어기(220)에 대해 가정된 디폴트 온도는 매우 낮으며, 디폴

트 리프레시 속도가 느려서(즉, 리프레시 시간이 더 길어짐), 종종 전력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의 온도는 이러한

낮은 온도나 그 이상일 수 있으나, 다른 때에는 제품 주위 온도가 이러한 낮은 리프레시 속도 온도 이상일 것이다. 리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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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속도가 최상위 온도에 대하여 보상되지 않는 한, DRAM에 보유된 데이터는 리프레시 사이클 사이에서 손실될 것이다.

따라서, 리프레시의 온도 보상 방법은 리프레시 속도가 증가하는지 여부 혹은 전력 절감을 위해 더 느린 리프레시 사이클

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품 주위 온도를 측정한다. 제품 주위 온도가 높으면 리프레시 사이클 시간

은 감소한다.

특히, 온도 보상 리프레시 방법은 후술한 바와 같다. 첫째, +/-100ppm의 정확도로 클럭킹되며, 적어도 .1초의 해상도를

갖는 디지털 타이머 회로가 주어진다. 상기 타이머는 적합한 클럭 신호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하고 사전 프로그래밍된 시

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벤트"를 시그널링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타이머는 정수 값으로 설정되며, 측정된 사전 프로그래밍

된 값인 경과 시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레지스터를 가질 것이다. 또한, +/"j" 등급의 정확도를 갖는 x 내지 y 등급

(degree)의 표시 범위를 제공하는 전자 디지털 온도계 회로가 제공되며, 또한 본 발명에서는 "카운트"로 일컬어지는 정수

숫자가 포함된 각 소자를 갖는 "n" 소자의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예를 들어, 사전 프로그래밍된 ROM)로 이루어진 변경

표가 주어진다. 상기 어레이의 경계(즉, 소자 수)는 다음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 여기서 n은 어레이 소자의 수이며, x 및 y의 상위 및 하위 온도 제한 범위이다.

"카운트"의 절대값 및 범위는 디지털 타이머에서 제공되는 "카운트" 레지스터의 절대값 및 범위와 호환가능할 것이다. 각 "

카운트" 엔트리는 어레이내의 하나의 소자를 차지하도록 할당된다. "카운트" 엔트리는 어레이내의 제1 소자가 최하위로 측

정된 온도(즉, x)에 대응하고, 어레이내의 마지막 소자가 최상위로 측정된 온도(즉, y)에 대응하도록, 선형 상승 방법으로

어레이내에서 순서지워진다.

각 카운트 엔트리로 할당된 값은 사용될 것으로 의도되는 실제 DRAM 메모리 장치의 실제 샘플로부터 취해진 실험 데이터

로부터 만들어진다. 대안으로, "카운트"에 대한 값은 주위 온도에서의 변화 함수로서 메모리 어레이에 사용된 트랜지스터

의 누설 특성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카운트"값은 x 내지 y 등급의 범위내의

특정 온도로 데이터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최소 리프레시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레이내의 각 소자는 온도 x에서 시작

하는 주위 온도에서의 증가적 변화 및 온도 y로의 증가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소자의 컨텐츠는 데이터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리프레시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추가 허용 오차는, 디지털 온도 정확도 "j"에도 제공될 뿐만 아

니라, 유닛 변화에 메모리 동작 전압 허용 오차 및 예상된 유닛을 제공된다. 어레이의 소자들은 온도에 대하여 선형으로 순

서되며 "카운트" 값은 지수함수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온도 보상 리프레시 방법의 동작 과정은 메모리 어레이에서의 모든 로우를 리프레시함으로써 시작된다(단계 802). 리프레

시될 로우는 도 7을 참조하여 상술된 "선택적 리프레시 벙법"에 의해 결정되어, 단계 802는 메모리 어레이내의 메모리의

모든 로우(부분) 보다 리프레시가 덜 행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온도계를 사용하여 주위 온도가 측정된다(단계

804). 다음으로, 주위 온도 측정은 룩업표를 사용하여 카운트 값으로 변경된다(단계 806). 룩업표는 시뮬레이션 및 실험

데이터를 통해 결정된 서로 다른 온도에서의 다양한 리프레시 속도를 나타낸다. 만일 측정된 온도가 룩업표에 대하여 경계

이외이면, 하위 경계 "x"를 초과하는 경우의 제1 소자, 혹은 상위 경계 "y"를 초과하는 경우의 마지막 소자가 선택되어야

한다. 카운트 값은 디지털 타이머 회로에 인가된다(단계 808). 일단 타이머 "이벤트"가 끝나면, 즉 디지털 타이머 회로가

끝나면(단계 810), 모든 로우를 리프레시한다. 이에 따라, 단계 802 내지 810을 반복한다. 모든 단계들이 제품이 턴온될

때까지 무한하게 반복된다(단계 812). 따라서, 활성 리프레시 모드로 재-진입된다(단계 814).

따라서, 메모리 리프레시의 온도 보상 리프레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표준 리프레시 동작, 예를 들어 분산된 리프레시 방

법에 비해, 특히 상온 이하의 동작 환경에서 전력을 보존할 수 있다.

"선택적 리프레시 모드"와 함께 "온도 보상 모드"는 유리하게는, 최하위 가능 데이터 보유 전력을 소모하기 위해 동시에 동

작될 수 있다. 리프레시 제어기의 동작 모드는 정지된 제품 이전에, h 버스(232)를 거쳐 시그널링하는 호스트 프로세서로

구성된다. 리프레시 제어기(220)는 호스트 프로세서(106)가 활성 상태로 재-진입, 즉 전력이 턴 온되면, 동작의 "정규" 리

프레시 모드로 자동으로 되돌아간다. 데이터 보유 및 정규 동작(활성 모드) 간의 전이는 호스트 프로세서(106)로부터의 임

의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이어붙이지 않고(seamlessly) 행해진다.

도 9를 참조하면, 블록 다이어그램은 도 7 및 도 8의 선택적 리프레시 기술 및 온도 보상 리프레시 기술을 사용하는 메모리

리프레시 시스템(900)으로 도시된다. 날짜 클럭(902)의 시간, 2진 카운터(904 및 906), 비교기(908 및 910), 부분 리프레

시 레지스터(912), 호스트 프로세서(914)(호스트 MCU; 914), 카운트 레지스터(916), 메모리 어레이(918), 디지털 온도

측정(920), 온도 감지기(922), 리프레시 인에이블 플립 플롭(924), 소거 신호(926), 설정 신호(928), 리프레시 인에이블

신호(930), 및 리프레시 로우 인에이블(932)가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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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및 도 8과 관련된 설명과 일관되게, 디지털 온도 감지기(922)는 주위 온도를 측정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온도 측정(920)은 메모리로 전송되어 메모리 어레이에 저장된 룩업표에 따라 카운트값으로 변경된다. 카운트 값은 다양한

동작 온도에 대하여 리프레시 사이클 사이에서 시간 측정에 대응한다. 카운트 값은 카운트 레지스터(916)에 카피된다. 그

후, 이 카운트 값은 그 사이에 결합된 비교기(910)에 의해 2진 카운터(906)의 값과 비교된다. 2진 카운터(906)는 실시간으

로 카운트되도록, 날짜 클럭(902)의 시간에 결합된다.

2진 카운터(906)에서의 값이 카운트 레지스터(916)에서의 카운트 값과 같으면, 비교기(910)는 리프레시 사이클, 즉 리프

레시 인에이블 플립-플롭(924)은 리프레시 인에이블 신호(930)를 출력(예를 들어, 리프레시 인에이블 신호(930)는 하이

혹은 "1"이 된다)하도록, 설정 신호(928)를 출력하여, 리프레시 인에이블 플립-플롭(924)을 설정한다. 이 때, 온도에 따라

결정된 시간 이후에 메모리 온도가 리프레시된다. 설정 신호(928)는 또한, 2진 카운터(906)로 재출력되고(제로 혹은 다른

기준 시작점으로 리셋함), 디지털 온도 측정(920)으로 재출력되며, 상기 디지털 온도 측정(920)은 다음 리프레시 사이클

동안의 다음 변화가능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메모리 어레이(918)로 재-로딩된다. 만일 온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리

프레시 사이클 사이의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리프레시 사이클 사이의 시간이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도가 내려가면, 리프레시 사이클이 종종 적어지기 때문에, 리프레시 사이클 사이의 시간이 길어져서 유리하

게는 전력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호스트 프로세서는 부분 리프레시 레지스터(912)와 결합되어, 호스트 프로세서(914)는 시스템 메모리의 어느 부분

이 리프레시되는지, 예를 들어 어느 로우가 리프레시되고 어느 로우가 리프레시 되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부분 리프레시 레

지스터(912)에 값을 로딩한다. 그 후, 부분 리프레시 레지스터(912)내의 값은 그 사이에 결합된 비교기(908)에 의해 2진

카운터(904)와 비교된다. 2진 카운터(904)는 또한, 날짜 클럭(902)의 시간과 결합되지만, 또한 2진 카운터(904)와 결합된

설정 신호(928)를 비교기(910)가 출력할 때까지, 카운팅을 개시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일단 리프레시 신호(리프레시 인에

이블 신호가 출력됨)가 설정 신호(928)에 의해 리프레시 인에이블 플립-플롭(924)으로 활성화되면, 2진 카운터(904)는

카운트를 시작한다.

일단 2진 카운터(904)내의 값이 부분 리프레시 레지스터(912)의 값과 같으면, 비교기는 리프레시 인에이블 플립-플롭

(924)으로 소거 신호(926)를 출력하고 2진 카운터(904)로 재출력한다. 소거 신호는 2진 카운터(904)를 리셋하고 리프레

시 인에이블 플립-플롭이, 리프레시 인에이블 신호(930)를 인에이블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리프레시 인에이블 신호(930)

가 낮아지거나 "0"이 됨). 이것은 리프레시 처리를 효과적으로 중지하여서, (턴 오프되기 전에 호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결

정된 바와 같이) 메모리 전 부분보다는 적은 부분이 리프레시되어서 유리하게는 전력 절감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2진

카운터는 또한, 메모리(DRAM)내의 리프레시 로우 어드레스, 즉 리프레시 로우 어드레스 신호(932)에 대응하는 수를 카운

트한다.

도 9에 도시된 메모리 리프레시 시스템은 유리하게는, DRAM의 리프레시 동안 전력 소모를 상승적으로 저감하는 선택적

리프레시 기술 및 온도 보상 리프레시 기술 둘 다를 사용한다. 사용된 구성 요소는 기술에서 잘 공지되어 있다.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실시예에 따른 도 2의 리프레시 제어기(220)의 일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온도 감지기(922),

온도 측정(920), 및 메모리 어레이(918)는 개별 칩 상에 위치하는 반면, 호스트 프로세서는 동일한 프로세서 플랫폼 상에

위치된다. 부분 리프레시 레지스터(912), 비교기(908 및 910), 2진 카운터(904 및 906), 카운트 레지스터(916), 및 리프

레시 인에이블 플립-플롭(924)은 리프레시 제어기(220)의 모든 부분이다.

여기 개시된 본 발명은 특정한 실시예 및 적용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본 분야의 숙련된 자에 의해 많은 변경 및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3개의 프로세서 코어 :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호스트 프로세서, 및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기능을 행하는 인터프로세서 통신 모듈(IPCM) 내의 RISC 프로세서 코어를 구비한 무선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의 하

이레벨 블럭도.

도 2는 도 1의 무선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의 상세 블럭도.

도 3은 도 1 및 도 2의 무선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플랫폼의 인터프로세서 통신 모듈(IPCM)의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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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1, 2 및 3의 인터프로세서 통신 모듈(IPCM)에 의해 제공된 프로그램가능한 선택 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

스(DMA) 데이터 채널을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 2의 이벤트 스케쥴러의 기능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프로그램가능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데이터 채널에 각각 사용되는 호스트 프로세서 메모리 및 인터프로세서

통신 모듈 내의 포인터 및 메모리 버퍼의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2의 리프레시 제어기에 의해 행해지는 선택적인 리프레시 기술 구현시에 행해지는

단계의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리프레시의 온도 보상 방법을 행하는 경우에 도 2의 리프레시 제어기에 의해

행해지는 단계의 흐름도.

도 9는 도 7 및 도 8의 온도 보상 리프레시 기술 및 선택적인 리프레시 기술을 이용한 메모리 리프레시 시스템의 블럭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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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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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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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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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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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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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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