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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처리 유닛을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 호스트 인터페
이스 유닛으로 세분화하고, 프로세싱 시 프로세싱에 직접 관여하는 해당 유닛만을 구동하여 전력 소모를 줄인 저전력 
오디오 프로세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저전력 오디오 프로세서에 있어서, 인가되는 오디오 스
트림에 대한 비트 프로세싱을 수행하고,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에 응답된 포맷으로 디코딩하는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
닛; 상기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으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포맷으로 디코딩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디
지털 신호 프로세싱 알고리듬을 통해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 상기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으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추가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최종 
출력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 외부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며,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오디오 패러렐 스트
림을 상기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으로 제공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닛; 외부로부터의 전력 다운 신호 및 소스 클
럭에 응답하여 상기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 상기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 및 상기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 간의 
요청 및 인지 신호를 통해 각 유닛의 유휴 상태를 결정하고, 결정된 전력 상태를 전력 모드 신호로 출력하는 전력 제어 
유닛; 및 상기 전력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각 유닛의 클럭을 분리 생성한 후 각 유닛으로 출력하는 내부 클럭 신호 생성 
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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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오디오 프로세서, BSP, DSP, 전력 제어 유닛, 전력 모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프로세서의 블록도.

도 2는 PMU의 내부 상태 다이어그램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상기 내부 클럭 신호 생성부의 내부 블록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100 : BSP 유닛110 : DSP 유닛

120 :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130 :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닛

140 : PMU150 : 내부 클럭 신호 생성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 신호 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오디오 신호 프로세서의 프로세싱 유닛(unit)을 다수의 세부 프
로세싱 유닛으로 나누어 구동 시 프로세싱에 관여하는 유닛만을 구동시키는 오디오 신호 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오디오 프로세서 또는 신호 프로세서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Applic
ation Program)을 처리함으로써 신호 프로세싱 유닛 전체가 프로그램의 모든 플로우에서 구동이 되어 프로세서의 소
비 전력이 크며, 특히 높은 주파수로 동작하는 고성능의 복잡한 프로그램을 처리할 경우에는 구동이 불필요한 하드웨어
가 높은 주파수에서 구동되어 전력 소모가 더욱 커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써, 처리 유닛을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 디지털 신호 프로
세싱 유닛,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닛으로 세분화하고, 프로세싱 시 프로세싱에 직접 관여하는 해
당 유닛만을 구동하여 전력 소모를 줄인 저전력 오디오 프로세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저전력 오디오 프로세서에 있어서, 인가되는 오디오 스트림에 대한 비트 프로세
싱을 수행하고,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에 응답된 포맷으로 디코딩하는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 상기 비트 스트림 프
로세싱 유닛으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포맷으로 디코딩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알
고리듬을 통해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 상기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으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추가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최종 출력하는 포스트 프로
세싱 유닛; 외부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며,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오디오 패러렐 스트림을 상기 비트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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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싱 유닛으로 제공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닛; 외부로부터의 전력 다운 신호 및 소스 클럭에 응답하여 상기 비
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 상기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 및 상기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 간의 요청 및 인지 신호를 통
해 각 유닛의 유휴 상태를 결정하고, 결정된 전력 상태를 전력 모드 신호로 출력하는 전력 제어 유닛; 및 상기 전력 모
드 신호에 응답하여 각 유닛의 클럭을 분리 생성한 후 각 유닛으로 출력하는 내부 클럭 신호 생성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
어진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
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오디오 프로세서의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오디오 프로세서는 오디오 스트림에 대한 비트 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압축된 데이
터를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에 응답된 포맷으로 디코딩하는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BSP 유닛)(100), BSP 유닛(1
00)으로부터 출력되는 DSP 프로세싱 포맷으로 디코딩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DSP 알고리듬을 통해 디지털 신호 프로세
싱을 수행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DSP 유닛)(110), DSP 유닛(110)으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
받아 이퀄라이즈 프로세싱과 같은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최종 출력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
(120), 패러렐(parallel) 및 시리얼(serial) 버스를 통해 외부 디바이스와 오디오 프로세서를 인터페이스하며, 패러렐 
버스를 통해 입력되는 오디오 스트림을 BSP 유닛(100)으로 제공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닛(130), 외부로부터의 전
력 다운 신호(PwrDn) 및 소스 클럭(SourceClock)에 응답하여 BSP 유닛(100), DSP 유닛(110) 및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120) 간의 요청 및 인지 신호(Request/Ack)를 통해 각 유닛의 유휴(idle) 상태를 결정하고, 결정된 전력 상태를 
전력 모드 신호(mode)로 출력하는 전력 제어 유닛(PMU)(140), PMU(140)로부터 출력되는 전력 모드 신호(mode)
에 응답하여 각 유닛의 클럭을 분리 생성한 후 각 유닛으로 출력하는 내부 클럭 신호 생성부(150) 및 BSP 유닛(100), 
DSP 유닛(110),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120)의 프로그램 메모리(160)로 이루어지되, 프로그램 메모리(160)는 내부 
클럭 신호 생성부(150)로부터 출력되는 메모리 클럭(mem_clk)에 응답하여 구동하며, 이 메모리 클럭(mem_clk)은 
BSP 유닛(100), DSP 유닛(110),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120)이 프로세싱 동작할 때 구동된다.
    

도 1을 참조하여, 아래에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BSP 유닛(100)은 오디오 스트림에 대한 비트 프로세싱을 전담하며, 압축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DSP 프로세싱을 
위한 포맷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DSP 유닛(110)은 일반적인 오디오 알고리즘 프로세싱을 수행하고,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120)에서는 실시간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한다. 이때, 이와 같이 오디오 프로세싱이 BSP 유닛(100), DSP 유닛(
110),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120)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BSP 유닛(100)과 DSP 유닛(110), 그리
고 DSP 유닛(110)과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120) 간에 요청 신호(Request) 및 인지 신호(Ack.)를 주고 받으면서 각 
유닛의 프로세싱 시작 및 끝을 확인한다. 이때, 요청 신호(Request) 및 인지 신호(Ack.)는 PMU(140)의 입력으로 인
가된다.
    

이러한 요청 및 인지 신호(Request/Ack.)로부터 각 유닛의 유휴 상태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PMU(140)는 요청 및 
인지 신호(Request/Ack.)를 입력으로 해서 전력 상태를 규정하고, 규정된 전력 상태를 모드 신호(mode)로 출력한다.

그리고, 내부 클럭 신호 생성부(150)는 PMU(140)로부터 출력되는 모드 신호(mode)에 따라서 각 유닛으로 입력되는 
클럭 신호(bsp_clk, dsp_clk, post_clk)를 생성하여 각 유닛으로 출력하고, 각 유닛으로 입력되는 클럭 신호(bsp_clk, 
dsp_clk, post_clk)에 응답하여 어느 한 유닛이 프로세싱 동작을 할 경우에 인에이블될 수 있도록 메모리 클럭(mem_
clk)을 출력한다.

도 2는 PMU의 내부 상태 다이어그램도로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PMU의 내부 상태 천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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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PMU는 스탠바이(standby) 상태, 런 상태 및 전원 오프 상태를 가진다.

스탠바이 상태는 리셋(Reset) 이후의 디폴트(default) 상태로서, 내부 클럭 신호 생성부(150)와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닛(130)만이 소스 클럭(SourceClock)의 1/2인 프로그래머블 클럭으로 동작하고, 각 프로세싱 유닛은 스태틱 상태
로 유지되는 상태이다.

런 상태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닛(130)에서의 런 커맨드(run command) 발생 시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닛(130)이 
런 커맨드 이전에 파라미터 셋업을 수행하고, 각 유닛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클럭 마스킹을 수행하는 상태이다. 이때, 
기본 클럭은 소스 클럭(SourceClock)의 1/2를 유지하고, 전력 상태에 따라서 1분주, 2분주 및 4분주를 수행하는 상태
이다.

마지막으로, 전원 오프 상태는 스탠바이 모드에서 외부의 전력 다운 핀을 엑티브시킴으로써 천이되는 상태로서, 소스 
클럭(SourceClock)을 DC로 만든다.

다시 말해, 스탠바이, 즉 유휴 상태에서 프로세싱이 필요할 경우에 런 커맨드가 발생하여 런 상태로 천이되고, 이후, 프
로세싱이 종료되면 스탠바이 커맨드가 발생해서 다시 스탠바이 상태로 천이된다. 그리고, 스탠바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
면 외부의 전력 다운 핀을 통해 전력을 모두 끊어버리는 전원 오프 상태로 천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 소모를 획기
적으로 줄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상기 내부 클럭 신호 생성부(150)의 내부 블록도로서, 전력 다운 신호(PwrDn)에 
응답하여 DC 또는 소스 클럭(SourceClock)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멀티플렉서(200), PMU(140)로부터 출력되는 
모드 신호(mode)에 응답하여 멀티플렉서(200)의 출력을 1배 또는 2배 또는 4배로 분주하는 분주기(210) 및 각 프로
세싱 유닛의 유휴 상태에 응답하여 분주기(210)로부터 출력되는 클럭 신호 또는 DC를 선택적으로 각 프로세싱 유닛의 
클럭 신호(220, 230, 240)로 출력하는 3개의 멀티플렉서(220, 230, 240)로 이루어진다.
    

도 3을 참조하면, PMU(140)에서 규정된 전력 상태에 따라서 내부 클럭 신호 생성부(150)는 각 유닛의 클럭을 분리시
켜 공급한다.

먼저, 멀티플렉서(200)는 전력 다운 신호(PwrDn)에 따라 전원 오프 상태(전력 다운 상태) 일 때 소스 클럭(Source
Clock) 대신 DC를 선택하여 출력함으로써 클럭 입력을 끊어버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스 클럭(SourceClock)을 출력
하여 분주기(210)에서 모드(mode)에 따라서 이 소스 클럭(SourceClock)을 분주하여 각 유닛으로 인가될 클럭 신호
를 만든다.

그 후, 각 프로세싱 유닛의 유휴 상태에 따라 분주기(210)로부터 분주된 클럭 신호를 BSP 유닛(100), DSP 유닛(11
0) 및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120)으로 인가한다.

    
한편, 각 프로세싱 유닛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메모리(160)에 저장되는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플로우에서 
BSP 유닛(100)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DSP 유닛(110)의 입력이 되고, DSP 유닛(110)에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된 
데이터는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120)의 입력이 된다. 따라서, 메모리(160)는 하나의 프로세싱 유닛에 의해서만 구동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프로세싱 유닛에 의해서 구동되고, 이 메모리(160)를 구동하는 클럭 신호(mem_clk)는 각 
프로세싱 유닛의 클럭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클럭 신호 생성부(150)에서 
BSP 유닛(100)의 클럭 신호(bsp_clk)와 DSP 유닛(110)의 클럭 신호(dsp_clk)와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120)의 클
럭 신호(post_clk)를 논리합한 메모리 클럭(mem_clk)을 별도로 생성한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
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
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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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오디오 신호 프로세싱을 위해서 오디오 프로세서를 기능별로 BSP 유닛, DSP 유닛 
및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으로 나누고, 전력 제어 유닛에서 각 유닛의 상태를 분석하여 전력 상태를 결정하고, 이 결정된 
전력 상태에 따라서 내부 클럭 신호 생성부에서 3개의 프로세싱 유닛 중 하나의 프로세싱 유닛만을 동작할 수 있도록 
클럭 신호를 생성함으로써 종래의 1/2∼1/3정도되는 구동 주파수로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어 
전체 오디오 프로세서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저전력 오디오 프로세서에 있어서,

인가되는 오디오 스트림에 대한 비트 프로세싱을 수행하고,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에 응답된 포맷으로 디코딩하는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

상기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으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포맷으로 디코딩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디지
털 신호 프로세싱 알고리듬을 통해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

상기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닛으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입력받아 추가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하여 오
디오 데이터를 최종 출력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

외부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며,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오디오 패러렐 스트림을 상기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으로 제공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 유닛;

외부로부터의 전력 다운 신호 및 소스 클럭에 응답하여 상기 비트 스트림 프로세싱 유닛, 상기 디지털 신호 프로세싱 유
닛 및 상기 포스트 프로세싱 유닛 간의 요청 및 인지 신호를 통해 각 유닛의 유휴 상태를 결정하고, 결정된 전력 상태를 
전력 모드 신호로 출력하는 전력 제어 유닛; 및

상기 전력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각 유닛의 클럭을 분리 생성한 후 각 유닛으로 출력하는 내부 클럭 신호 생성 수단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오디오 프로세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유닛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

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오디오 프로세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클럭 신호 생성 수단은,

상기 전력 다운 신호에 응답하여 DC 레벨 또는 상기 소스 클럭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1 선택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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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력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선택 수단의 출력을 소정 크기로 분주하는 분주 수단; 및

상기 각 프로세싱 유닛의 유휴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분주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클럭 신호 또는 DC 레벨을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를 상기 각 프로세싱 유닛의 클럭 신호로 출력하는 제2 내지 제4 선택 수단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오디오 프로세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클럭 신호 생성 수단은,

상기 제2 내지 제4 선택 수단으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신호를 논리합하여 상기 메모리를 구동하는 메모리 구동 클럭으
로 출력하는 논리합 수단

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오디오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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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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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 8 -



공개특허 특2002-0014534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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