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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넓은 데이타 폭의 프로세서에서 다기능 데이타 정렬기

요약

넓은 데이타 폭의 프로세서는 로드/저장 명령을 위한 데이타를 정렬시키고 산술 논리 명령을 위한 데이타
를 쉬프트하거나 회전시키는 정렬기를 구비한 실행유닛을 갖는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명령을 위
한 동일한 회로와 실행 유닛의 사용은 정렬 회로가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드/저장 유닛에서 한번 
그리고 산술 논리 유닛에서 한번 전체적인 회로 크기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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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의 블럭도.

제2도는 저장/로드 및 데이타 엘리먼트 쉬프트 명령을 위한 실행 유닛의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정렬기의 블럭도.

제4(a)도, 제4(b)도 및 제4(c)도는 로드 및 저장을 위한 데이타 엘리먼트 프로세스에 대한 도면.

제5(a)도 및 제5(b)도는 우 및 좌 데이타 엘리먼트 쉬프트 연산을 각각 도시하는 도면.

제6도, 제7도, 제8도 및 제9도는 제3도의 정렬기에서 회로 블럭의 내부 엘리먼트에 대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SIMD 프로세서                110 : 명령어 훼치 유닛

120,122 : 명령어 디코더            130 : 벡터 레지스터 화일

134 : 오퍼런드 정렬 MUX            140,142 : 실행 유닛

144 : 누산기                       150 : 파이프라인 제어 유닛

152 : 레지스터 화일 스코어보드     154 : 자원 스코어보드

160 : 판독 제어 회로               170 : 송출 제어 회로

210 : 명령어 큐                    220 : 어드레스 발생기

225 : 어드레스 큐                  230 : 제어 회로

240 : 정렬기                       250 : 메모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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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쉬프트 명령을 위한 데이타를 조작하거나 또는 
로드/저장 명령을 위한 데이타를 정렬시키는 회로에 관한 것이다.

프로세서는 전형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특정 연산을 수행하는 특수화된 회로 
유닛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프로세서는 로드/저장 명령에 의해 필요로 되는 메모리를 액세스하
는 로드/저장 유닛, 및 소스 오퍼런드에 대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쉬프트 또는 부울린 연산을 수
행하는 명령에 의해 필요로 되는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산술 논리 유닛(ALU)을 구비한다. 프로세서에 있
는 다양한 회로 유닛은 전형적으로 유닛의 특수한 기능에 맞게 되어 있으며 다른 회로 유닛에 의해 사용
할 수 없는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데이타  정렬은  SIMD(단일  명령  복수  데이타)  프로세서와  같은  넓은  데이타  폭의  프로세서(wide  data 
width processor)의 로드/저장 유닛에서 바람직한 기능이다. 데이타 정렬없이, 메모리 시스템을 액세스하
는 명령은 데이타 폭의 정수 곱인 정렬된 어드레스에 한정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래밍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타 정렬은 정렬 하드웨어가 흔히 데이타 폭 내의 임의의 위치에서 데이타 폭 내의 다
른 임의의 위치로 바이트를 이동시킬 수 있는 멀티플렉서의 네트웍을 포함하기 때문에 SIMD 프로세서에 
구현하기에는 비싼 기능이다. 예를 들어, 32-바이트 데이타 폭을 위한 데이타 정렬 하드웨어는 각각 1-바
이트 데이타 포트를 갖는 32개의 32-대-1 멀티플렉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렬 하드웨어는 상당
한 집적 회로 면적을 점유하고 SIMD 프로세서 집적 회로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르면, 프로세서는 로드/저장 명령에 필요한 데이타를 정렬시키고 쉬프트 명령에 필요한 오퍼
런드 내에서 데이타 엘리먼트를 쉬프트시키기 위해 적응된 정렬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정렬기는 로
드/저장 명령 및 쉬프트 명령에 사용된다. 다수 기능을 위한 정렬기의 사용은, 로드/저장 유닛에 한개 그
리고 ALU에 한개인 두개의 개별적인 정렬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회로 면적과 프로세서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상기 정렬기는 특히 각각의 데이타 엘리먼트가 하나 이상의 데이타 바이트인 다수 데이타 엘
리먼트를 갖는 데이타 벡터를 처리하는 SIMD 프로세서에 적합하다. 데이타 벡터에서 데이타 엘리먼트의 
위치를 바꾸는 쉬프트 연산은 데이타 벡터에서 홀수 곱의 바이트 수인 베이스 어드레스에 데이타를 정렬
시키는데 필요한 유형의 데이타 조작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는, 레지스터 화일; 메모리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정렬기를 구비한 프로세서이다. 
상기 정렬기는 레지스터 화일로부터 하나 또는 두개의 데이타 값을 수신하고 메모리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거쳐 메모리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타 값을 로드하도록 결합된 입력 선택 회로를 구비한다. 다수의 입력이 
레지스터 화일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정렬기는 레지스터 화일로부터 데이타에 대해 쉬프트와 회전 연산을 
실행하고 로드와 저장 데이타를 정렬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입력 선택 회로는 두
개의 데이타 값을 선택하고, 정렬기는 회전 회로가 회전하는 중간 값을 구성하기 위해 두개의 값으로부터 
데이타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엘리먼트 선택 회로를 구비한다. 선택된 데이타 엘리먼트는 실행되고 있는 
명령에 의존하고, 이와 같은 선택으로 회전 회로는 데이타 정렬 및 좌 및 우 쉬프트와 회전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SIMS(단일 명령 복수 데이타) 프로세서와 같은 넓은 데이타 폭의 프로세서는 
로드/저장 명령에 필요한 데이타 정렬과, 쉬프트 명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타 엘리먼트 이동 연산을 
수행한다. 메모리 액세스 명령과 산술 논리 명령 모두를 위한 동일한 정렬기의 사용은 프로세서를 집적 
회로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전체 회로 면적을 감소시키므로 제조 비용을 줄인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IMD 프로세서(100)를 도시한다. 프로세서(100)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되어  “DEFERRED  STOR  E  DATA  READ  WITH  SIMPLE  ANTI-DEPENDENCY  PIPELINE 
INTERLOCK CONTROL IN SUPERSCALAR PROCESSOR”라는 발명의 명칭을 갖는 미합중국 특허출원 명세서(변리
사 참조번호 : M-4709)를 참조할 수 있으며, 상기 미합중국 특허출원 명세서의 전체 내용은 본 발명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적합한 명령어 세트에 관해서는 “SINGLE-INSTRUCTION-
MULTIPLE-DATA PROCESSING IN A MULTIMEDIA SIGNAL PROCESSORDEFERRED STORE”라는 발명의 명칭을 갖는 
1996. 8. 19자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699,597호를 참고할 수 있으며, 상기 미합중국 특허출원 명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본 발명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08/699,597호에는 본 발명의 특징이 
이용될 수 있는 대체 프로세서 아키텍춰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SIMD  프로세서(100)는 슈퍼스칼라 프로세서이고, 명령어 훼치 유닛(IFU)(110),  이중 명령어 디코더(120 
및 122), 벡터 레지스터 화일(130), 스칼라 레지스터 화일(132), 및 병렬로 연산할 수 있는 이중 실행 유
닛(140 및 142)을 구비한다. 명령어 디코더(120)는 실행 유닛(140)이 예를 들어 소스 오퍼런드를 덧셈, 
뺄셈, 곱셈, 또는 나눗셈을 수행하는 산술 논리 명령을 실행한다. 명령어 디코더(122)는 실행 유닛(142)
이 실행하는 로드/저장 명령 및 데이타 엘리먼트 쉬프트 명령과, IFU(110)으로 복귀된 데이타 또는 조건 
코드를 필요로 하는 분기 명령을 디코드한다. 본 발명에 서술된 바와 같이, 로드/저장 명령은 프로세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로드, 저장, 또는 다른 명령과, 오퍼런드 내에서 데이타 엘리먼트 위치의 산술 또는 
논리적, 좌 또는 우 쉬프트, 회전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명령을 참조한다.

각 클럭 사이클마다, IFU(110)는 하나의 명령이 각각의 디코더(120와 122)를 위한 것인 최대 두개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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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훼치 업한다. IFU(110)는 만일 디코더(120)가 프로그램 순서에서 다음 명령을 디코드할 수 있고 디코
더(122)가 프로그램 순서에서 다음 명령의 바로 뒤에 오는 두번째 명령을 디코드할 수 있다면 가능한 병
렬 디코딩 및 실행을 위해 래치(114)에서 한개 그리고 래치(116)에 한개인 두개의 명령을 로드한다. 그렇
지 않으면, IFU(110)는 래치(114 또는 116)에서 디코더(120) 또는 디코더(122)에 대해 프로그램 순서에서 
단지 하나의 명령, 즉 다음 명령만을 로드한다.

디코드 단계 동안, 디코더(120 및 122)는 훼치된 명령에 의해 필요한 소스 오퍼런드의 레지스터 수를 결
정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각각의 명령은 기껏해야 3개의 소스 오퍼런드만을 갖는다. 래치(124)는 디
코더(124)에 의해 디코드된 명령의 소스 오퍼런드의 레지스터 수를 보유한다. 래치(126)는 디코더(120)에 
의해 디코드된 명령의 소스 오퍼런드의 레지스터 수를 보유한다. 각각의 벡터 레지스터 화일(130) 및 스
칼라 레지스터 화일(132)은 최대 6개의 소스 오퍼런드가 사이클마다 판독될 수 있도록 3개의 판독 포트를 
갖는다.

파이프라인 제어 유닛(150)은, 멀티플렉서(135)를 통해 래치(124 및 126)로 부터 어떤 레지스터 번호 및/
또는 이전에 송출된 저장 명령을 위해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 번호가 레지스터 화일(130 및 
132)의 판독 포트로 라우트되는지를 선택하는 판독 제어 회로(160)를 포함한다. 선택 프로세스에서, 판독 
제어(160)는 소스 오퍼런드중 어느 것이 송출된 명령에 의해 기록될 지를 결정하기 위해 레지스터 화일 
스코어보드(152)를 점검한다. 만일 소스 오퍼런드가 송출된 명령에 의존하면, 소스 오퍼런드는 계류중인 
명령에 판독-후-기록(RAW) 의존성을 가지며, 레지스터 화일(130 또는 132)에 있는 값은 아직 유효하지 않
다. 판독 제어(160)는 다음 클럭 사이클 동안 레지스터 화일(130 및 132)로부터 판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소스  오퍼런드를  선택하지  않지만,  오퍼런드는  실행  유닛(140  또는  142)으로부터  포워드될  수  있다. 
(RAW)의존성을 갖는 명령을 위한 다른 소스 오퍼런드가 레지스터 화일(130 및 132)로부터 선택되어 판독
될 수 있다. 만일 RAW 의존성을 갖는 소스 오퍼런드를 위한 판독을 제거한후, 명령은 3개 이상의 벡터 오
퍼런드 또는 3개 이상의 스칼라 오퍼런드를 판독할 것을 필요로 하고, 판독 제어 회로(160)는 하나의 명
령, 프로그램 순서에서 다음 명령에 대해 레지스터 번호만을 선택하거나 또는 다음 명령이 스칼라이든지 
또는 벡터이던지 동일한 종류의 3개의 소스 오퍼런드를 필요로 하면 디코더(120 및 122)를 정체시키고, 
동일한 종류의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한 판독이 이전에 송출된 명령에 필요하다.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되어 출원번호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RESERVATION STATION DESIGN IN VECTOR 
ARCHITECTURE TO REDUCE REGISTER READ PORTS”라는 발명의 명칭을 갖는 미합중국 특허출원 명세서(변리
사 참조번호 : M-4708_US)에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위한 오퍼런드 포워딩에 대한 회로 및 프로
세스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미합중국 특허출원 명세서의 전체내용은 본 발명에서 참조로 인
용된다.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되어 출원번호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합중국 특허출원 명세서(변리사 
참조번호 : M-4709_US)에는 저장 명령의 처리 및 저장 데이타의 판독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판독 단계 동안, 멀티플렉서(135)는 판독될 레지스터 화일(130 및 132)에서 레지스터를 위한 레지스터 번
호를 선택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벡터 레지스터 화일(130)은 32 벡터 레지스터의 2개 뱅크로 구성된 
64개의 32-바이트(또는 256-비트) 벡터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벡터 레지스터는 각각 다수의 데이타 엘리
먼트를 포함하는 데이타 벡터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32-바이트 데이타 벡터는 32개의 16-비트 데이타 
엘리먼트, 16개의 16-비트 데이타 엘리먼트, 또는 8개의 32-비트 데이타 엘리먼트를 포함할 수 있다. 스
칼라 레지스터 화일(132)은 32개의 32-비트 스칼라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각각의 스칼라 레지스터는 단일 
8-비트, 16-비트, 또는 32-비트 값을 보유한다. 오퍼런드 정렬 멀티플렉서(134)는 레지스터 화일(130 및 
132)로부터 판독된 데이타와, 실행 유닛(140 및 142)으로부터 포워드된 결과를 실행 유닛(140 및 142)을 
위한 오퍼런드를 각각 보유하는 오퍼런드 래치(136 및 138)에 보낸다.

파이프라인 제어 유닛(150)에서 송출 제어 회로(170)는 래치(136 및 138)에서 필요한 소스 오퍼런드가 유
효한지를 결정하고, 실행 단계로 명령을 송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이용가능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자
원 스코어보드(154)를 점검한다. 명령의 송출은 오퍼런드 래치(138)로부터 소스 오퍼런드를 처리하는 실
행 유닛(140 또는 142)을 개시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실행 유닛(140)은 32-바이트 데이타 경로를 가
지며, 데이타 엘리먼트에 대한 데이타 유형에 따라 32, 16 또는 8병렬 산술 연산을 수행한다. 실행 유닛
(140)은 하나 또는 두개 클럭 사이클로 정수 산술 연산을 완료하고, 3 클럭 사이클로 부동 소수점 연산을 
완료한다. 실행 유닛(142)은 이하에 서술되는 로드, 저장, 및 데이타 엘리먼트 이동 연산을 수행한다.

기록 제어 회로(180)는 실행 유닛(140 및 142)으로부터의 결과의 라우팅을 제어하고, 누산기(144)로부터 
출력한다. 실행 유닛(140 및 142)으로부터의 결과는 누산기(144)에 저장될 수 있거나 기록 단계 동안 레
지스터 화일(130 또는 132)에 기록하기 위해 기록 백 멀티플렉서(146)를 통해 래치(148) 및 송출될 명령
에 대해 오퍼런드 포워딩하기 위해 오퍼런드 정렬 멀티플렉서(134)로 라우트될 수 있다.

제2도는 메모리 시스템(250)에 접속된 실행 유닛(142)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메모리 시스템(250)은 레벨-
1 데이타 캐쉬와 같은 온-칩 메모리 또는 오프-칩 레벨-2 캐쉬 시스템을 통해 주 메모리에 접속된 스크래
치 패드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실행 유닛(142)은 온-칩 메모리, 레벨-2 캐쉬, 또는 주 메모리에 있는 
데이타 위치를 액세스할 수 있는 로드/저장 명령을 실행한다. 따라서, 저장 또는 로드를 완료하는데 필요
한 시간은 캐쉬 미스가 존재하는 가와 같은 요인에 따른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메모리 액세스는 온-칩 
스크래치 패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최소 3 클럭 사이클이 걸린다.

파이프라인 정체를 줄이기 위해, 실행 유닛(142)은 송출 제어 회로(170)로부터 최대 4개의 로드 또는 저
장 명령을 보유하는 명령 큐(210)를 포함한다. 명령 큐(210)에 결합된 어드레스 발생기(220)는 명령에 대
해 유효 어드레스를 계산한다. 상용된 어드레싱 모드에 따라, 유효 어드레스 산출은 스칼라 레지스터 화
일(132)로부터 하나 또는 두개의 값 및/또는 명령으로부터 중간 값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어드레스 큐
(225)는 명령 큐(210)의 명령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값을 보유하고, 제어 유닛(230)은 실행 유닛(142)의 
내부 연산을 제어하고 메모리 시스템(250)과 인터페이스한다.

메모리 시스템(250)을 액세스하기 위해, 제어 회로(230)는 메모리 시스템이 요구를 수락하는 지를 결정하
기 위해 메모리 시스템(250)으로부터의 비지 신호를 점검한다. 만일 메모리 시스템이 비지가 아니면, 제
어 회로(230)는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어드레스 큐(225)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 및 명령을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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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저장 데이타를 나타내는 데이타 신호를 어써트한다. 로드 연산의 경우, 제어 회로(230)는 메모리 
시스템(250)이 데이타 버스(245)에서 정렬기(240)로 로드 데이타를 판독하는 액세스를 허락할 때까지 대
기한다. 핸드쉐이크 신호는 실행 유닛(142)이 이에 따라 응답할 수 있도록 큐(210 및 225)의 어떤 명령이 
액세스 허여되는 지를 가리킨다.

프로세서(100)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32-비트  유효  어드레스 EA[31  :  0]를  이용하지만,  메모리 시스템
(250)의 캐쉬 라인은 27의 최상위 어드레스 비트 EA[31 : 5]에 의해 식별된 32-바이트 데이타 벡터이다. 
유효 어드레스 EA[31 : 0)의 최하위 비트 EA[4 : 0]가 제로와 같지 않을때 데이타 벡터의 정렬되지 않은 
로드 또는 저장이 발생한다. 정렬되지 않은 로드의 경우, 실행 유닛(142)은 메모리 시스템(250)으로부터 
두개의 데이타 벡터, 어드레스 EA[31 : 5]로부터 32-바이트 데이타 벡터, 및 어드레스 EA[31 : 5]+1로부
터 32-바이트 데이타 벡터를 요구하고, 요구 데이타 벡터는 두개의 로드 데이타 벡터로부터 구성된다. 정
렬되지 않은 저장의 경우, 정렬기는 메모리 시스템(250)이 두개 캐쉬 라인에 저장하기 위해 엘리먼트가 
정확한 위치에 있도록 저장 데이타에 데이타 엘리먼트를 회전시킨다.

제3도는 정렬기(240)의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정렬기(240)는 입력 선택 회로(310), 엘리
먼트 선택 회로(320), 및 회전 회로(330)를 구비한다. 입력 선택 회로(310)는 정렬기(240)에 대한 입력 
데이타 벡터를 선택한다. 데이타 엘리먼트 쉬프트 또는 회전 연산의 경우, 입력 선택 회로(310)는 오퍼런
드 래치(138)로부터 벡터 오퍼런드 A와, 오퍼런드 A가 쉬프트될 때 결과로 나타나는 벡터로 쉬프트되는 
하나 이상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공급하는 오퍼런드 B(벡터 또는 스칼라)를 선택한다. 정렬되지 않은 저장 
연산의 경우, 입력 선택 회로(310)는 래치(138)로부터 저장 데이타를 선택한다. 로드 연산의 경우, 입력 
선택 회로(310)는 부속된 메모리 시스템(205)으로부터 데이타 벡터를 선택한다.

엘리먼트 선택 회로(320)에 대한 입력 신호는 입력 선택 회로(310)로부터 신호 a[225:0] 및 b[255:0]를 
구비한다.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엘리먼트 선택 회로(320)는 i가 0과 7 사이이고 j가 0과 3사이인, 
32 멀티플렉서 MiJ를 구비한다. 각각의 멀티플렉서 MiJ는 두개의 8-비트 입력 포트와 8-비트 출력 포트를 
갖는다. 각각의 32 멀티플렉서는 32-바이트 벡터의 워드를 식별하는 인덱스 w0와 w7과 워드 내의 바이트
를 가리키는 b0과 b3 사이의 인덱스에 의해 가리켜진 엘리먼트 위치와 연관되어 있다.

제3도에서, 엘리먼트 선택 회로(320)에서 32 멀티플렉서를 위한 선택 신호 ps[31:0]는 신호 b[255:0]의 
최우측 바이트를 선택하기 위해 1로 세트된 N 최하위 비트와 신호 a[255:0]의 최좌측 바이트를 선택하기 
위해 제로로 세트된 32-N 최상위 비트를 갖는다. 변환기(326)는 신호 N[4:0]를 신호 ps[31:0]에 있는 세
트된 비트의 스트링으로 변환한다. 만일 b[255:0]의 32-N 최우측 바이트가 선택되려 한다면, 멀티플렉서
(324)는 가산기(322)로부터 32-N를 나타내는 신호를 선택한다. 멀티플렉서 Mij는 출력 신호 p[255:0]의 
워드 i에 있는 바이트 j가 신호 a[255:0] 또는 신호 b[255:0]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선택한다. 회전 회로
(330)는 0과 31 바이트 위치 사이에서 신호 p[255:0]의 바이트를 우로 회전시킨다. (32-N) 바이트 위치만
큼 우회전은 물론 32-바이트 데이타 폭에 대해 N 바이트 위치만큼 좌회전에 상당한다.

제4(a)도 및 제4(b)도는 최하위 비트 EA[4:0]가 비제로 정수 N를 나타내는 유효 어드레스 EA[31:0]로부터 
정렬되지 않은 로드에 대한 정렬기(240)의 연산을 도시한다. 정렬되지 않은 로드의 경우, 실행 유닛(14
2)은 어드레스 EA[31:5]로부터 데이타 벡터(410)를 그리고 어드레스 EA[31:5]+1로부터 데이타 벡터(440)
를 요구한다. 메모리 시스템(250)이 요청된 데이타 벡터(410)를 반환할 때, 입력 선택 회로(310)와 엘리
먼트 선택 회로(320)는 신호 p[255:0]로서 데이타 벡터(410)를 선택하고, 회전 회로(330)는 유효 어드레
스 EA[31:0]로부터의 32-N 최우측 바이트를 갖는 결과로 나타나는 데이타 벡터(440)를 나타내는 출력 신
호 out[255:0]을 발생하기 위해 신호 p[255:0]를 우로 N바이트 회전시킨다. 벡터(430)는 레지스터 화일
(130)의 목적지 레지스터에 기록된다. 메모리 시스템(250)이 반환된 데이타 벡터(440)를 반환할 때, 입력 
선택 회로(310)와 엘리먼트 선택 회로(320)는 데이타 벡터(440)를 신호 p[255:0]로서 선택한다. 회전 회
로(330)가 유효 어드레스 EA[31:0]에서 32-데이타 바이트 벡터로부터 N 최좌측 바이트를 갖는 결과로 나
타나는 데이타 벡터(460)를 나타내는 출력 신호 out[255:0]을 발생하기 위해 신호 p[255:0]를 우로 N 바
이트 회전시킨다. 정렬되지 않은 로드를 완료하기 위해, 벡터(460)는 목적지 레지스터에 있는 N-최우측 
바이트만이 바뀌도록 기록 마스크로 레지스터 화일(130)에 기록된다.

정렬되지 않은 저장 명령의 경우, 메모리 시스템(250)은 두개의 캐쉬 라인에 기록하고, 정렬기(240)는 메
모리 시스템(250)에 대해 저장 데이타 벡터의 엘리먼트를 정렬한다. 제4(c)도는 최하위 유효 어드레스 비
트 EA[4:0]가 비제로 값 N을 가리키는 정렬되지 않은 저장에 대해 정렬기(240)의 연산을 도시한다. 정렬
되지 않은 저장의 경우, 입력 선택 회로(310)와 엘리먼트 선택 회로(320)는 레지스터 화일(130)로부터의 
저장 데이타 벡터(470)를 신호 b[255:0]와 신호 p[255:0]로서 각각 선택한다. 회전 회로(330)는 메모리 
시스템(250)으로 출력되는 출력 신호 out[255:0]을 발생하기 위해 신호 p[255:0]를 N 바이트 위치 회전시
킨다. 메모리 시스템(250)은 신호 out[255:0]과 정렬되지 않은 어드레스 EA[31:0]의 수신시 두개의 캐쉬 
라인에  신호  출력  [255:0]을  기록한다.  EA[31:5]에  의해  식별된  라인의  경우,  신호  out[255:0]은 
N(N=EA[4:0]) 최좌측 바이트만을 선택하는 기록 마스크를 사용하여 기록된다. EA[31+5]+1에 의해 식별된 
라인의 경우, 신호 out[255:0]은 32-N 최우측 바이트만을 선택하는 기록 마스크를 사용하여 기록된다.

정렬되지 않은 로드 및 저장 연산에 필요에 따라 데이타를 정렬시키는 것 이외에, 정렬기(240)는 데이타 
엘리먼트 쉬프트 및 회전 연산을 수행한다. 제5(a)도는 정렬기(240)가 데이타 벡터(520)를 N 바이트 위치
를 우로 쉬프트하고 데이타 벡터(510)가 데이타 벡터(520)의 좌측으로부터 쉬프트 인되는 N 데이타 엘리
먼트를  공급하는  연산을  도시한다.  오퍼런드  래치(138)는  동시에  입력  선택  회로(310)가  각각  신호 
b[255:0]와 a[255:0]를 선택하는 데이타 벡터(510 및 520)를 공급한다. 제3스칼라 소스 오퍼런드는 값 N
을 가리킬 수 있다. 벡터(510 및 520)로부터, 엘리먼트 선택 회로(320)는 데이타 벡터(510)의 N 최우측 
바이트와 데이타 벡터(520)의 (32-N)최좌측 바이트를 선택하여 신호 p[255:0]로서 표현된 중간 데이타 벡
터(530)를 구성한다. 다음에 회전 회로(330)는 데이타 벡터(530)의 N 최우측 바이트를 벡터 결과(540)의 
N 최좌측 바이트 위치로 이동시키고 데이타 벡터(530)의 (32-N) 최좌측 바이트를 출력 신호 아웃 [255:
0]으로 표현된 결과로 나타나는 데이타 벡터(540)의 (32-N) 최우측 바이트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데이타 
벡터(530)의 바이트 위치를 회전시킨다. 벡터 결과(540)는 이때 벡터 레지스터 화일(130)의 목적지 레지
스터에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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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a)도의 좌쉬프트는 다른 쉬프트 연산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전 좌 
명령은 결과로 나타나는 데이타 벡터(540)를 구성하기 전에 엘리먼트 선택 회로(320)가 그 전체를 중간 
벡터(530)로서 선택하는 단일 벡터 소스 오퍼런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데이타 엘리먼트(즉, 
데이타 엘리먼트 크기에 따라 4-바이트의 1-바이트, 2-바이트)에 의한 좌 쉬프트의 경우, 데이타 벡터
(510)는 데이타 벡터(530)에서 최우측 바이트 위치의 경우 엘리먼트 선택 회로(320)가 선택하는 데이타 
엘리먼트를 제공하는 스칼라 소스 오퍼런드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데이타 벡터(320)로부터 
선택되지 않은 데이타 엘리먼트는 벡터 결과(540)가 벡터 레지스터 화일(130)에 기록될 때 스칼라 레지스
터 화일(132)에 기록되는 스칼라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데이타 엘리먼트 쉬프트의 경우, 소스 
오퍼런드는 쉬프트 값 N이 데이타 엘리먼트 유형에 의해 암시되기 때문에 쉬프트 값 N을 가리킬 필요는 
없다. 또한, 부수적인 회로는 엘리먼트 선택 회로(320)와 병렬로 제공되어 예를 들어 두개의 소스 데이타 
벡터로부터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셔플하거나 또는 단일 소스 데이타 벡터로부터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두
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벡터로 언셔플하는 다른 엘리먼트간 이동 명령을 구현할 수 있다.

제5(b)도는 데이타 벡터(510)가 결과로 나타나는 데이타 벡터(560)의 우측으로 쉬프트될 바이트를 공급하
는, 데이타 벡터(520)를 N 바이트 위치 좌로 쉬프트하는 것을 도시한다. 입력 선택 회로(310)는 데이타 
벡터(510 및 520)를 각각 나타내는 신호 a[255:0] 및 b[255:0]를 선택한다. 좌 쉬프트의 경우, 엘리먼트 
선택 회로(320)는 데이타 벡터(520)의 (32-N) 최우측 바이트와, 신호 p[255:0]로 표현된 중간 데이타 벡
터(550)를 형성할 때 정위치에 남아 있는 데이타 바이트(510)의 N 최좌측 바이트를 선택한다. 회전 회로
(330)는 데이타 벡터(550)의 N 최좌측 바이트를 데이타 벡터 결과(560)에 있는 N 최우측 바이트 위치로 
그리고 데이타 벡터(550)에 있는 (32-N)최우측 바이트를 데이타 벡터(560)에 있는 (32-N) 최좌측 바이트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데이타 벡터(550)를 32-N 바이트 위치 우로 회전시킨다. 결과로 나타나는 데이타 
벡터(560)는 이때 벡터 레지스터 화일(130)에 기록될 수 있다. 좌 쉬프트는 회전 연산을 구현하거나 또는 
하나의 데이타 엘리먼트만큼 쉬프트하기 위해 우 쉬프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전 회로(330)의 예시적인 실시예는 5-비트 신호 SHIFT[4:0]에 의해 제어되
는 3개의 서브블럭(332,334, 및 336)을 구비한다. 블럭(332)은 신호 p[255:0]로 표현된 32-바이트 데이타 
벡터를 비트 SHIFT[4]의 값에 따라 16 또는 0 바이트 위치만큼 회전시킨다. 블럭(334)은 블럭(332)로부터
의 신호 w4[255:0]를 비트 SHIFT[3:2]의 값에 따라 12, 8, 4 또는 0바이트 위치만큼 우로 회전시킨다. 블
럭(336)은 블럭(334)로부터의 신호 w[255:0]를 비트 SHIFT[1:0]의 값에 따라 3, 2, 1 또는 0바이트 위치
만큼 우로 회전시킨다. 멀티플렉서(344)는 신호 SHIFT[4:0]를 N 바이트 위치만큼 우로 쉬프트하기 위한 
값 N과 또는 N 바이트 위치만큼 좌로 쉬프트하기 위해 32-N와 같게 세트시킨다.

제7도, 제8도 및 제9도는 각각 회전 회로(330)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블럭(332,334 및 336)을 도시한다. 
블럭(332)은 만일 비트 SHIFT[4]가 세트되면 최우측 128비트와 최좌측 128비트를 스왑하도록 결합된 128-
비트 입력 및 출력 포트를 갖는 두개의 2:1 멀티플렉서(710 및 720)를 구비한다. 블럭 32-비트 입력 및 
출력 포트를 갖는 8개의 4:1  멀티플렉서(800,810,820,830,840,850,860  및 870)을 구비한다. 멀티플렉서
(800,810,820,830,840,850,860 및 870)는 신호 w4[255:0]를 12, 8, 4, 또는 0바이트(즉, 3, 2, 1 또는 0
워드 위치)만큼 우로 회전시킬 필요에 따라 출력 포트가 각각 32-바이트 신호 w[255:0]의 32-비트 워드의 
위치 w0 내지 w7에 연관되어 있고, 입력 포트가 신호 w4[255:0]의 32-비트 워드의 위치 w0 내지 w7에 각
각 결합되어 있다. 블럭(336)은 8-비트 입력 및 출력 포트를 갖는 제9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32 4:1 멀티
플렉서를 구비한다. 제9도의 각각의 멀티플렉서는 32-바이트 출력 신호 out[255:0]의 바이트와 연관되어 
있고, 입력 포트가 상기 연관된 바이트 위치의 좌측에 대해 0, 1, 2, 및 3인 신호 w[255:0]의 바이트에 
결합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넓은 데이타 폭의 프로세서는 로드/저장 명령을 위한 데이타를 정렬시키고 산술 논리 명령을 
위한 데이타를 쉬프트하거나 회전시키는 정렬기를 구비한 실행 유닛을 갖는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
의 명령을 위한 동일한 회로와 실행 유닛을 사용함으로써 정렬 회로가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로드/
저장 유닛에서 한번 그리고 산술 논리 유닛에서 한번 전체적인 회로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마련되는 본 발명의 정신이나 분야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 
발명이 다양하게 개조 및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상기 많은 설명이 32-바이트 데이타 폭을 갖는 프로세서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본 발명의 
대체 실시예는 임의의 데이타 폭 W을 포함한다. 또한, 우 쉬프트를 수행하는 특수한 회전 회로는 데이타
를 좌로 회전시키는 회로와 같은 다른 종류의 회로로 교체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세서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 정렬되지 않은 유효 어드레스를 갖는 로드/저장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데이타를 정렬시키기 위해 정렬기(aligner)로서 데이타를 쉬프트하는 단계; 및 쉬프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정렬기로서 데이타를 쉬프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명령의 실행은, 레지스터 화일로부터 제1소스 오퍼런드를 판독하는 단계; 
결과로 나타나는 오퍼런드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정렬기로서 상기 제1소스 오퍼런드의 데이타 엘리먼트
를 쉬프트하는 단계; 및 상기 레지스터 화일에 상기 결과로 나타나는 오퍼런드를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동작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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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명령의 실행은, 제1 및 제2소스 오퍼런드가 W 데이타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상기 레지스터 화일로부터 제2소스 오퍼런드를 판독하는 단계; 및 N가 비제로 양의 정수인, 상기 제2소스 
오퍼런드로부터의 N 데이타 엘리먼트와 상기 제1소스 오퍼런드로부터의 (W-N) 데이타 엘리먼트를 포함하
는 중간 값을 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중간 값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회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제1
소스 오퍼런드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쉬프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의 동작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저장 명령의 실행은, 상기 로드/저장 명령에 대해 유효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단계; 쉬프트될 데이타를 공급하는 저장 오퍼런드를 판독하는 단계; 제1값을 발생하기 위해, 상기 정렬기
로 상기 저장 오퍼런드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쉬프트하는 단계; 상기 제1값을 메모리 시스템의 제1어드레
스에 기록하는 단계; 제2값을 발생하기 위해, 상기 정렬기로 상기 저장 오퍼런드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쉬
프트하는 단계; 및 메모리 시스템의 제2어드레스에 상기 제2값을 기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프로세서 동작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엘리먼트의 쉬프트 단계는, 상기 저장 오퍼런드로부터 데이타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저장 오퍼런드로부터의 상기 선택된 데이타 엘리먼트와 상기 저장 오퍼런드 이외의 
소스로부터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구비한 중간 값을 구성하는 단계; 및 상기 중간 값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회전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의 동작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오퍼런드 이외의 소스로부터의 데이타 엘리먼트는 더미(dummy) 값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의 동작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오퍼런드 이외의 소스는 상기 메모리 시스템으로부터 판독된 값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프로세서의 동작 방법.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명령의 실행은, 레지스터 화일로부터 제1소스 오퍼런드를 판독하는 단계; 
결과로 나타나는 오퍼런드를 발생하기 위해, 정렬기로서 상기 제1소스 오퍼런드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쉬
프트하는 단계; 및 상기 레지스터 화일에 상기 결과로 나타나는 오퍼런드를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의 동작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드/저장 명령의 실행은, 상기 유효 어드레스와 제1정렬되지 않은 어드레스 간의 
차이 N가 비제로(non-zero)인, 상기 로드/저장 명령에 대해 유효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단계; 메모리 시스
템에 있는 상기 제1정렬되지 않은 어드레스의 제1값을 판독하는 단계; 제2정렬되지 않은 어드레스와 상기 
제1정렬되지 않은 어드레스 간의 차이 W가 비제로(non-zero)인, 메모리 시스템에 있는 제2정렬되지 않은 
어드레스로 부터 제2값을 판독하는 단계; 상기 제1값으로부터의 (W-N)최우측 데이타 엘리먼트와 상기 제2
값으로  부터의  N  최좌측  데이타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중간  값을  구성하는  단계;  및  결과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정렬기로서 상기 중간 값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회전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명령의 실행은, 레지스터 화일로부터 제1소스 오퍼런드를 판독하는 단계; 
결과로 나타나는 오퍼런드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정렬기로서 상기 제1소스 오퍼런드의 데이타 엘리먼트
를 쉬프트하는 단계; 및 상기 레지스터 화일에 상기 결과로 나타나는 오퍼런드를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의 동작 방법.

청구항 11 

프로세서에 있어서, 레지스터 화일, 메모리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정렬기를 구비하고; 상기 정렬기는, 
제1데이타 값 및 상기 레지스터 화일로부터의 제2데이타 값 및 상기 메모리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거쳐 메
모리 시스템으로부터 제3데이타 값에 결합되며, 상기 제1, 제2, 및 제3데이타 값을 포함하는 세트로부터 
선택되는 제4 및 제5값을 표현하는 제1 및 제2신호를 제공하는 입력 선택 회로, 입력 선택 회로에 결합되
고, 상기 제4값으로부터의 제1세트의 데이타 엘리먼트와 제5값으로부터의 제2세트의 데이타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제6값을 표현하는 제3신호를 발생하는 엘리먼트 선택 회로, 및 상기 제3신호의 데이타 엘리먼트
를 회전시키도록 결합된 회전 회로,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로드 명령을 실행하는 경우, 상기 입력 선택 회로는 상기 제1신호가 상기 메모리 시스
템으로부터의 제3데이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선택하고, 쉬프트 명령을 실행하는 경우, 상기 입력 선택 회
로는 상기 제1신호가 상기 레지스터 화일로부터의 제1데이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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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각각의 데이타 엘리먼트는 바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제5, 및 제6값의 각각은 W 데이타 엘리먼트를 구비하고, 상기 엘리먼트 선택 
회로는 W 멀티플렉서를 구비하고, 각각의 멀티플렉서는 상기 제4, 제5, 및 제6에 존재하는 데이타 엘리먼
트 위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도면

    도면1

    도면2

13-8

1019970034999



    도면3

    도면4a

    도면4b

13-9

1019970034999



    도면4c

    도면5a

    도면5b

13-10

1019970034999



    도면6

    도면7

13-11

1019970034999



    도면8

13-12

1019970034999



    도면9

13-13

1019970034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