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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변 길이 VLIW 명령어를 위한 디스패치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VLIW 명령어 디스패치 장치

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VLIW 명령어들을 저장하는 패킷 버퍼, 및 상기 패킷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VLIW 명령

어들 중 현재 수행될 VLIW 명령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명령어들에 대해 소정의 비트를 디코딩 하는 디코딩 유닛을 

구비한다. 상기 디스패치 장치는 디코딩 유닛에서 수행된 디코딩 결과와, 패킷 버퍼 상에 위치하고 있는 소명령어의 

위치 정보, 명령어 구성 후 명령어 상에 위치하고 있는 소명령어의 위치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각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FU로 해당 소명령어를 디스패치 한다. 그러므로, VLIW 명령어 길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단한 디코딩 로직

으로 소명령어들을 해당 FU들에게 효율적으로 디스패치 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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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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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일반적인 VLIW 프로세서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소명령어의 내부에 FU의 정보가 인코딩된 경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VLIW 명령어 디스패치 유닛 및 이를 구비한 VLIW 프로세서의 구조를 보

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디스패치 유닛에서 수행되는 가변길이를 가지는 VLIW를 위한 디스패치 동작을 보

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VLIW 명령어의 디스패치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프로그램 메모리 버스 20 : 인스트럭션 패치 유닛

30 : 루프 버퍼 200 : 디스패치 유닛

210, 220, 240 : 패킷 버퍼 250 : 디코딩 유닛

400, 500 : CM 엔진 410, 510 : FU 그룹

490, 590 : 레지스터 파일 620 : 액티브 엔진 제어 유닛(ACT)

640 : 브랜치 유닛(BRU) 1000 : VLIW 프로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초장길이 인스트럭션(Very Long Instruction Word, 이하 VLIW라 칭함) 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 가변 길

이를 가지는 VLIW 명령어를 디스패치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연산 유닛으로 구성된 단일 프로세서에서 명령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프로세서의 실행 사이클

을 빠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클럭 사이클은 슈퍼컴퓨터(super-computers)의 클럭 사이

클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 실행 사이클의 가속화는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령어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컴퓨터 처리 성능의 개선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복수 개의 명령어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구조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도 1은 일반적인 VLIW 프로세서(100)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VLIW 프로세서(100)는 컴파일러에 의해 명

령어를 스케쥴링함으로써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VLIW 프로세서(100)는 V

LIW 명령어에 의해 주기적으로 제어되는, 병렬로 연결된 복수 개의 기능 유닛(functional units ; 141-147)(이하, FU

라 칭함)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VLIW 프로세서(100)는 FU(141-147)에서 수행되는 특정 연산을 각각 독립적

으로 서술하는 이슈 슬롯들(issue slots ; 121-127)과, FU(141-147)로 오퍼랜드들(operands)을 전달하고 FU들(14

1-147)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파일(190)을 포함한다.

VLIW 프로세서(100)에 사용되는 VLIW 명령어는 n 개의 소명령어들로 구성된다. VLIW 구조의 명령어가 가질 수 있

는 최대 소명령어의 개수를 m이라 할 때, VLIW가 가지는 소명령어의 개수는 0 < n ≤ m으로 표시된다. 이 때, FU의 

전체 개수가 k 개인 경우, 상기 소명령어들을 처리하는 FU들의 개수는 k ≥ m이 된다.

일반적으로, 각 소명령어가 수행되어야 할 FU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VLIW가 FU들의 개수(즉, k)와 동일한 최대 소명령어의 개수(즉, m)를 가지도록 구성되는 것

이다. 이 경우는, VLIW 명령어를 구성하는 소명령어의 위치에 의해서 각 FU에 전송될 소명령어가 결정된다. 이를 위

해서는 소명령어들의 개수(즉, n)는 언제나 m의 값을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의 낭비를 가져오는 문제

가 있다.

각 소명령어가 수행되어야 할 FU를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명령어의 내부에 FU의 정보를 같이 인코딩(encodin

g)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도 2는 소명령어의 내부에 FU의 정보가 인코딩된 경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각각 소명령어(131-

136)에는 해당 소명령어가 어느 FU에서 사용될 지에 대한 정보가 각각 인코딩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FU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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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즉, k)가 늘어날수록 소명령어의 길이가 길어지고 사용할 FU 정보를 디코딩(decoding)하는 로직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간단한 디코딩 로직을 사용하여 가변 길이를 가지는 VLIW 명령어에 포함된 소명령어들을 해당 FU에 효율

적으로 디스패치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VLIW 프로세서는, VLIW 명령어를 구성하는 소명령어들의 위

치 정보와 상기 소명령어들의 디코딩 정보에 응답해서 상기 소명령어들을 해당 기능 회로로 디스패치 하는 디스패치 

유닛; 및 상기 디스패치 유닛으로부터 디스패치 된 상기 소명령어들에 응답해서 소정의 연산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기능 회로들을 구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산 엔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VLIW 명령어 디스패치 장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VLIW 명령

어들을 저장하는 패킷 버퍼; 및 상기 패킷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VLIW 명령어들 중 현재 수행될 VLIW 명령어를

구성하고, 상기 구성된 VLIW 명령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명령어들의 특정 비트를 디코딩 하는 디코딩 유닛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스패치 방법은, (a) 패킷 버퍼로 VLIW 명령어를 로딩하는 단

계; (b) 상기 패킷 버퍼에 저장되어 있은 상기 VLIW 명령어를 받아들여 현재 수행될 VLIW 명령어를 구성하고, 상기 

구성된 VLIW 명령어의 각 소명령어들의 특정 비트를 디코딩 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수행된 디코딩 결과와,

상기 패킷 버퍼 상에 위치하고 있는 상기 소명령어들의 위치 정보, 및 상기 구성된 현재 VLIW 명령어의 소명령어들

의 위치정보에 응답해서 각각의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해당 기능 회로를 선택하는 단계; 및 (d) 상기 선택된 기능 회로

로 해당 소명령어를 디스패치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

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VLIW 명령어 디스패치 유닛(200) 및 이를 구비한 VLIW 프로세서(1000)

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VLIW 프로세서(1000)는 인스트럭션 패치 유닛(in

struction patch unit ; 20), 루프 버퍼(loop buffer ; 30), 디스패치 유닛(dispatch unit ; 200), 복수 개의 CM 엔진들(

CM engines ; 400, 500), 액티브 엔진 제어 유닛(active engine control unit ; 620)(이하 ACT라 칭함), 및 브랜치 

유닛(branch unit ; 640)(이하 BRU라 칭함)을 포함한다. 상기 VLIW 프로세서(1000) 는, 소명령어들의 개수가 고정

되지 않은 가변 길이 VLIW 명령어를 처리한다.

인스트럭션 패치 유닛(20)은 프로그램 메모리 버스(10)를 통해 프로그램 메모리(program memory ; 미 도시됨)로부

터 VLIW 명령어를 받아들인다.

루프 버퍼(30)는, 인스트럭션 패치 유닛(20)과 디스패치 유닛(200)에 연결되어, 디스패치 유닛(200)으로부터 반복적

으로 수행되는 인스트럭션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인스트럭션 패치 유닛(20)으로 제공한다.

디스패치 유닛(200)은 패킷 버퍼(210)와 디코딩 유닛(250)으로 구성되어, VLIW 명령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명령

어들이 수행될 FU를 선택하고, 선택된 FU로 해당 소명령어를 전송한다. 그러나, 각 FU마다 할당되는 상기 소명령어

의 수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소명령어의 상위 4비트를 디코딩해서 그 값에 대응되는 FU의 정

보를 찾아낸다.

패킷 버퍼(210)는, 각각이 128 비트의 크기를 가지는 제 1 패킷 버퍼(220)와 제 2 패킷 버퍼(240)로 구성된다. 인스

트럭션 페치 유닛은 프로그램 메모리에 접근해서 인스트럭션 페치 (instruction fetch) 단위로 프로그램 코드를 가져

와서, 이를 각각의 패킷 버퍼(220, 240)에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저장한다. 상기 인스트럭션 페치 단위는 프로그램 메

모리 접근 단위로서, VLIW 명령어의 최대 길이(즉, m)보다 크거나 같아야 VLIW 프로세서가 최대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인스트럭션 페치 단위를 128 비트로 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상기 단위를 패킷(

P)이라 정의한다.

제 1 및 제 2 패킷 버퍼(220, 240)에 저장되는 VLIW 명령어는 1 개 내지 6개 의 소명령어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소

명령어는 20 비트(즉, [19:0])의 명령어로 각각 구성된다. 상기 VLIW 명령어는 패킷 버퍼 하나(220 또는 240)에 모

두 저장될 수도 있고, 두 개의 패킷 버퍼(220 및 240)에 걸쳐 저장될 수도 있다.

디코딩 유닛(250)은 패킷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VLIW 명령어에 포함된 소명령어들의 상위 비트를 디코딩 하는 데 

사용된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본 발명에 의한 디스패치 유닛(200)은 디코딩 유닛(250)에서 수행된 디코

딩 결과와, 패킷 버퍼 상에 위치하고 있는 소명령어의 위치 정보, 및 현재 수행될 VLIW 명령어 내에 위치하고 있는 소

명령어들의 위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각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FU를 결정하고, 결정된 FU로 해당 소명령어를 디스

패치 한다.

제 1 및 제 2 CM 엔진(400, 500)은 복수 개의 FU 소그룹(FUG0, FUG1, …)들이 구비된 제 1 및 제 2 FU 그룹들(41

0, 510)과, 상기 FU 그룹들(410, 510)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상기 FU 그룹들(410, 510)에서 수행된 연산 결과를 저

장하는 제 1 및 제 2 레지스터 파일(490, 590)을 각각 포함한다. 도 3에는 2 개의 CM 엔진들(400, 500)이 도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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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는 일 예에 불과하며, 설계에 따라 하나의 CM 엔진이 구비될 수도 있고, 2 개 또는 그 이상의 CM 엔진들이

구비될 수도 있다.

제 1 및 제 2 FU 그룹들(410, 510)에 있어서, FUG0으로 표시된 제 1 FU 소그룹(420, 520)은 제 1 및 제 2 ALU(arit

hmetic and logic unit)를 포함하고, FUG1로 표시된 제 2 FU 소그룹(430, 530)은 제 1 및 제 2 MAU(multiply and 

accumulate unit)을 각각 포함한다. 그리고, FUG2로 표시된 제 3 FU 소그룹(440, 540)은 제 1 및 제 2 LSU(load an

d store unit)을 포함한다. 여기서, ALU는 덧셈, 뺄셈 및 논리 연산 등의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FU이고. MAU는 곱셈

과, 그 결과를 누적시키는 연산을 수행하는 FU이다. 그리고, LSU는 데이터 메모리 접근(data memory access)과 관

련된 동작을 수행하는 FU이다.

ACT(620)는, VLIW 프로세서(1000)가 복수 개의 CM 엔진들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복수 개의 CM 엔진들 중 앞으

로 사용될 엔진을 선택한다. ACT(620)는 VLIW 명령어에 속하는 소명령어의 하위 [1:0] 비트 값을 액티브 비트(acti

ve-bit[1:0]) 값으로 설정한다. 액티브 비트(active-bit[1:0]) 값은 ACT(620)에 대응되는 다른 소명령어가 지정될 

때까지 유효하게 작용하며, 상기 액티브 비트(active-bit[1:0]) 값에 의해서 제 1 또는 제 2 CM 엔진(400, 500)이 인

에이블 된다.

BRU(640)는, 디스패치 유닛(200)으로부터 디스패치 된 소명령어와, 제 1 및 제 2 레지스터 파일(490, 590)로부터 

전송되는 FU들의 연산 결과를 받아들여, VLIW 프로세서(1000)의 프로그램 수행 플로우(flow)를 제어한다. 프로그

램의 수행 플로우를 제어하기 위한 소명령어로는, 분기(branch) 및 H/W 루프에 관련된 소명령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VLIW 프로세서(1000)를 위한 디스패치 유닛(200)의 소명령어 디스패치 방법은 다음과 같

다.

도 4 내지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디스패치 유닛(200)에서 수행되는 가변길이를 가지는 VLIW를 위한 디스패치 동작

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먼저, 도 4는 현재 수행될 VLIW 명령어가 5 개의 소명령어들(s-inst0, …, s-inst4)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명령어가 

제 1 및 제 2 패킷 버퍼(220, 240)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의 디스패치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디스패치 동작이 수행된 다음 단계의 동작으로, 수행될 VLIW 명령어가 5 개의 소명령어들(s-inst0, …, s-inst4)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 6은 현재 수행될 VLIW 명령어가 4 개의 소명령어들(s-inst0, …, s

-inst3)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명령어가 제 1 패킷 버퍼(220)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도 5에 도시된 디스패치 동

작이 수행된 다음 단계의 디스패치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제 1 또는 제 2 패킷 버퍼(220, 240)에 저장되어 있는 VLIW 명령어(도면에서 굵은 선으

로 표시된 부분 참조)는, 본 발명에 의한 디스패치 유닛(200)에 의해 참조 번호 310 내지 330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참조 번호 310 내지 330으로 표시된 각각의 VLIW 명령어는 1 내지 6 개의 소명령어들로 구성되는 가변 길이 VLIW 

명령어이다.

여기서, VLIW 명령어를 저장하는 제 1 및 제 2 패킷 버퍼들(220, 240)은 각각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 VLIW 명령어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4를 예로 들어 디스패치 유닛(200)의 동작을 설명하면, 참조 번호 310으로 표시된 VLIW 명령어는, VLIW 명령어

를 구성하는 소명령어의 위치에 따라서 IMM(immediate value operation) 포지션, NOP(no operation) 포지션 및 A

CT 포지션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IMM 포지션은 소명령어의 하위 비트[15:0]의 내용이 직접적인 값(immediate val

ue)을 나타내는데, IMM 포지션에 속하는 소명령어는 ALU 명령어 중 2-워드 소명령어와 함께 쓰였을 때만 의미 있는

소명령어가 된다.

참조 번호 310과 같이 구성된 VLIW 명령어에 포함된 각각의 소명령어들(s-inst0, …, s-inst4)은, 디스패치 유닛(20

0)에 의해서 각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FU로 디스패치 된다. 디스패치 유닛(200)에 의한 디스패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디스패치 유닛(200)은, 먼저 디코딩 유닛(250)을 이용하여 제 1 및 제 2 패킷 버퍼(220, 240)에 저장되어 있는 5 개

의 소명령어들(s-inst0, …, s-inst4)(도면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 참조)의 상위 4 비트(즉, [19:16])를 디코딩 

한다.

디코딩 결과, 디코딩 된 상위 4 비트의 값이 '0010', '0011', '0100', '0101', '0110', '0111', 또는 '1110'의 값을 가지

는 경우, ALU0 또는 ALU1이 상기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FU로서 선택된다. 이 때, 해당 소명령어가 도 4의 첫 번째 

소명령어(s-inst0)와 같이 패킷 버퍼의 홀수 번째(odd)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으면, 상기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FU로

서 ALU1이 선택된다. 그리고, 해당 소명령어가 패킷 버퍼의 짝수 번째(even)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으면, 상기 소명

령어에 대응되는 FU로서 ALU0이 선택된다.

그리고, 디코딩 된 상위 4 비트의 값이 '0000' 또는 '0001'의 값을 나타내면, 상기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FU로서 MAU

0 또는 MAU1이 선택된다.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원리로, 해당 소명령어가 패킷 버퍼의 홀수 번째(odd)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으면, 상기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FU로서 MAU1이 선택된다. 그리고, 해당 소명령어가 도 4의 

두 번째 소명령어(s-inst1)와 같이 패킷 버퍼의 짝수 번째(even)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으면, 상기 소명령어에 대응되

는 FU로서 MAU0이 선택된다.

이 외에도, 디코딩 된 상위 4 비트의 값이 '1000', '1001', '1010', '1011', 또는 '1100'의 값을 가지는 경우, LSU0 또

는 LSU1이 상기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FU로서 선택되고, 디코딩 된 상위 4 비트의 값이 '1101'의 값을 나타내면, 상

기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FU로서 BRU가 선택된다.

이 때, VLIW 명령어(130)의 IMM 포지션에 속하는 소명령어의 상위 4 비트의 값이 '1111'이고, 같은 명령어에 ALU

의 2-워드 소명령어가 속하는 경우, 해당 소명령어는 의미 있는 IMM 소명령어가 된다. 예를 들어, 디코딩 결과, 소명

령어의 상위 4 비트가 '1110'의 값을 가지면 해당 소명령어는 2-워드 소명령어가 된다. 이 경우에는 다른 소명령어를

하나 더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IMM 소명령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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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디코딩 된 상위 4 비트의 값이 '1111'이면서 해당 소명령어가 ACT 포지션에 속하는 경우, 상기 소명령어는 

ACT(620)으로 디스패치 되고, 디코딩 된 상위 4 비트의 값이 '1111'이면서 해당 소명령어가 ACT 포지션과 IMM 포

지션 모두에 속하지 않는 경우, 상기 소명령어는 NOP(no operation)가 된다. 이상과 같이, IMM 포지션, NOP 포지션

및 ACT 포지션은 소명령어의 상위 비트가 '1111'일 때만 유효한 의미를 가지도록 구성되며, 각각의 포지션은 VLIW 

명령어 내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즉, VLIW 명령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명령어의 위치는 IMM 포지션에 속하게 

되고, IMM 포지션에 속하지 않으면서 VLIW 명령어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소명령어는 ACT 포지션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VLIW 명령어에서 IMM 포지션과 ACT 포지션을 제외한 나머지 소명령어들의 위치는 NOP 포지션에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은 디스패치 규칙에 의해서 도 4에 도시된 VLIW 명령어(130)에서 소명령어들의 상위 4비트가 각각 '0011', '

0001', '1000', '1101', '1111' 이라면, 첫 번째 소명령어(s-inst0)는 제 1 FU 소그룹(420)에 구비된 ALU1로 디스패

치 되고, 두 번째 소명령어(s-inst1)는 제 2 FU 소그룹(430)에 구비된 MAU0으로 디스패치 되며, 세 번째 소명령어(

s-inst2)는 제 3 FU 소그룹(440)에 구비된 LSU1로 각각 디스패치 된다. 그리고, VLIW 명령어(130)의 네 번째 소명

령어(s-inst3)는 BRU(620)으로 디스패치 되고, 다섯 번째 소명령어(s-inst4)는 ACT(640)으로 각각 디스패치 된다.

도 4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소명령어가 제 1 CE 엔진(400)에 구비되어 있는 제 1 FU 그룹(410)으로 디

스패치 되는 예에 대해서만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일 예에 불과하며, 각각의 소명령어는 디코딩 결과에 따라서 

제 1 CE 엔진(400) 및 제 2 CE 엔진(500)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어 있는 FU 그룹(410 또는 510)으로 자유롭게 디스

패치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명령어의 상위 비트가 '0011'이고, 상기 소명령어가 패킷 버퍼의 홀수 번째(odd) 위치에 저장되어 있으

며, 액티브 비트(active-bit[1:0]) 값이 '11'인 경우, 상기 소명령어는 제 1 및 제 2 CE 엔진(400, 500)의 ALU1로 디

스패치 된다. 그리고, 소명령어의 상위 비트가 '1111'이고, 상기 소명령어가 패킷 버퍼의 짝수 번째(even) 위치에 저

장되어 있으며, 액티브 비트(active-bit[1:0]) 값이 '10'이고, 상기 소명령어가 VLIW 명령어의 IMM 포지션에 속하는

경우, 상기 소명령 어는 제 2 CE 엔진(500)의 ALU0으로 디스패치 된다. 그리고, 소명령어의 상위 비트가 '1111'이고

, 상기 소명령어가 VLIW 명령어의 ACT 포지션에 속하는 경우, 상기 소명령어는 ACT(620)으로 디스패치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디스패치 장치에 의하면, 간단한 디코딩 로직으로 가변 길이를 가지는 VLIW 명령어의 소

명령어들을 해당 FU들에게 효율적으로 디스패치 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VLIW 명령어의 디스패치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디스패치 방법은 먼저 디스패치 유닛(200)에 구비된 패킷 버퍼로 VLIW 명령어를 로딩한다(2100 단

계). 이어서, 패킷 버퍼에 저장되어 있은 VLIW 명령어를 받아들여 현재 수행될 VLIW 명령어를 구성하고, 상기 VLIW

명령어를 구성하는 각 소명령어들의 상위 4 비트를 디코딩 한다(2200 단계). 그리고 2200 단계에서 수행된 디코딩 

결과와, 패킷 버퍼 상에 위치하고 있는 소명령어들의 위치 정보, 및 구성된 VLIW 명령어의 소명령어들의 위치정보에 

응답해서 각각의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해당 FU를 선택한다(2300 단계). 여기서, 패킷 버퍼에 저장된 소명령어의 위

치 정보는, 해당 소명령어가 패킷 버퍼의 홀수 번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또는 짝수 번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위치 정보는 디코딩 결과에 의해 선택된 FU 그룹에 속하는 FU들 중에서 어느 F

U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정보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각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FU가 선택되

고 나면, 디스패치 유닛은 선택된 FU로 해당 소명령어를 디스패치 한다(2400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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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

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

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디스패치 장치 및 방법은, VLIW 명령어 길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단한 디

코딩 로직으로 소명령어들을 해당 FU들에게 효율적으로 디스패치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VLIW(Very Long Instruction Word) 명령어를 구성하는 소명령어들의 위치 정보와 상기 소명령어들의 디코딩 정보

에 응답해서 상기 소명령어들을 해당 기능 회로로 디스패치 하는 디스패치 유닛; 및

상기 디스패치 유닛으로부터 디스패치 된 상기 소명령어들에 응답해서 소정의 연산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기능 회로

들을 구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산 엔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프로세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VLIW 프로세서는

상기 디스패치 유닛으로부터 디스패치 된 소명령어에 응답해서 상기 연산 엔진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산 엔진을

인에이블 시키는 액티브 엔진; 및

상기 디스패치 유닛으로부터 디스패치 된 소명령어와 상기 연산 엔진들의 연산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VLIW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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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프로그램 수행 플로우를 제어하는 브랜치 유닛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프로세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VLIW 명령어는 명령어의 길이가 고정되지 않은 가변 길이 명령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프로세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연산 엔진은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ALU(arithmetic and logic unit)를 구비한 제 1 기능 회로 블록;

곱셈 및 상기 곱셈 결과의 누산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MAU(multiply and accumulate unit)를 구비한 제 2 기능 회로

블록; 및

데이터 메모리 억세스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LSU(load and store unit)를 구비한 제 3 기능 회로 블록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프로세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패치 유닛은

상기 VLIW 명령어를 저장하는 패킷 버퍼; 및

상기 패킷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VLIW 명령어들 중 현재 수행될 VLIW 명령어를 구성하는 각각

의 소명령어들에 대해 소정의 비트를 디코딩 하는 디코딩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프로세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버퍼는,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상기 VLIW 명령어를 로딩하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패킷 버퍼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프로세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 유닛은 상기 소명령어별로 수행된 상기 디코딩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연산 엔진에 구비된 복수 개의 기

능 회로 블록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프로세서.

청구항 8.
제 5 항 또는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 유닛은

임의의 소명령어가 상기 패킷 버퍼의 짝수 번째 위치에 저장된 경우, 상기 선택된 기능 회로 블록에 구비되어 있는 짝

수 번째 기능 회로에게 상기 소명령어를 디스패치하고,

상기 VLIW 명령어를 구성하는 해당 소명령어가 상기 패킷 버퍼의 홀수 번째 위치에 저장된 경우, 상기 선택된 기능 

회로 블록에 구비되어 있는 홀수 번째 기능 회로에게 상기 소명령어를 디스패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프로

세서.

청구항 9.
복수 개의 기능 회로들 구비한 VLIW 프로세서에 구비된 VLIW 명령어 디스패치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VLIW 명령어들을 저장하는 패킷 버퍼; 및

상기 패킷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VLIW 명령어들 중 현재 수행될 VLIW 명령어를 구성하고, 상기 구성된 VLIW 

명령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명령어들의 특정 비트를 디코딩 하는 디코딩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

W 명령어 디스패치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버퍼는,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상기 VLIW 명령어를 로딩하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패킷 버퍼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어 디스패치 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VLIW 명령어는 명령어의 길이가 고정되지 않은 가변 길이 명령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어 디스패

치 장치.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된 현재의 VLIW 명령어는 상기 소명령어의 위치에 따라서 IMM(immediate value operation) 포지션, NO

P(no operation) 포지션, 및 ACT(active engine control unit) 포지션으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

어 디스패치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IMM 포지션은 상기 VLIW 명령어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소명령어의 위치이며, 상기 IMM 포지션에 속하는 소명

령어는 2-워드 소명령어와 함께 사용될 때 IMM 소명령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어 디스

패치 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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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CT 포지션은 상기 IMM 포지션에 속하지 않으면서 상기 VLIW 명령어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소명령어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어 디스패치 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NOP 포지션은 상기 ACT 포지션 및 IMM 포지션 모두에 속하지 않는 소명령어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VLIW 명령어 디스패치 장치.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회로는,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ALU들, 곱셈 및 상기 곱셈 결과의 누산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M

AU들, 데이터 메모리 억세스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LSU들, 및 상기 VLIW 프로세서의 프로그램 수행 

플로우를 제어하는 브랜치 유닛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어 디스패치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회로는, 상기 디코딩 유닛에서 수행된 디코딩 결과, 상기 패킷 버퍼 상에 위치하고 있는 상기 소명령어들의

위치 정보, 및 상기 구성된 현재 명령어의 소명령어들의 위치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대응되는 해당 소명령어를 처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어 디스패치 장치.

청구항 18.
복수 개의 기능 회로들 구비한 VLIW 프로세서에 구비된 VLIW 명령어의 디스패치 방법에 있어서:

(a) 패킷 버퍼로 VLIW 명령어를 로딩하는 단계;

(b) 상기 패킷 버퍼에 저장되어 있은 상기 VLIW 명령어를 받아들여 현재 수행될 VLIW 명령어를 구성하고, 상기 구

성된 VLIW 명령어의 각 소명령어들의 특정 비트를 디코딩 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수행된 디코딩 결과와, 상기 패킷 버퍼 상에 위치하 고 있는 상기 소명령어들의 위치 정보, 및 

상기 구성된 현재 VLIW 명령어의 소명령어들의 위치정보에 응답해서 각각의 소명령어에 대응되는 해당 기능 회로를

선택하는 단계; 및

(d) 상기 선택된 기능 회로로 해당 소명령어를 디스패치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어 디

스패치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VLIW 명령어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패킷 버퍼들에게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어 디스패치 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VLIW 명령어는 명령어의 길이가 고정되지 않은 가변 길이 명령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어 디스패

치 방법.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회로는,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ALU들, 곱셈 및 상기 곱셈 결과의 누산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M

AU들, 데이터 메모리 억세스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LSU들, 및 상기 VLIW 프로세서의 프로그램 수행 

플로우를 제어하는 브랜치 유닛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VLIW 명령어 디스패치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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