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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슈퍼 스칼라 컴퓨터 시스템의 리네임 레지스터 와 구조화된레지스터를 관리하는 방법 및 컴퓨터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슈퍼 스칼라 컴퓨터 시스템(superscalar computer system)의 레지스터 리네이밍(renaming) 및 
할당(allocation)에 관한 것이다. 인스트럭션 스트림(instruction  stream)  내의 다수의 인스트럭션들이 
특정 논리 레지스터(logical register)로부터 판독되거나 또는 기록될 때, 상기 논리 레지스터는 다수의 
물리 레지스터(physical register)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리 레지스터당 여러개의 리네임 레지스터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상기 리네임 레지스터들 중 가
장  오래된  레지스터는  인-오더  상태(in-order  state)인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화된  상태(architected 
state)를 정의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레지스터 인스턴스(instance)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인-오더 상태 및 다
양한  리네임  인스턴스(instance)를  표시하는  레지스터들은  하나의  공통  원형  버퍼(common  circular 
buffer)에 보유된다. 논리 레지스터당 두 개의 포인터(pointers)들이 있는데, 인-오더 포인터인 첫 번째 
포인터는 인-오더 상태를 표시하는 레지스터를 가리키고(point) 있으며, 리네임 포인터인 두 번째 포인터
는 가장 최근의 리네임 인스턴스를 가리킨다.

대표도

도9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순서와 무관(out-of-order)하게 실행되는 처리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순서와 무관하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예시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어드레스된 논리 레지스터
(addressed logical register)는 물리 레지스터로 리네임되어야 하는 도면.

도 3은 레지스터 리네이밍(renaming) 및 할당 유닛을 포함하는 순서와 무관하게 실행되는 처리 시스템의 
상세 도면.

도 4는 완료 상태(completion status)를 정확하게 모니터하여 정확한 시점에 인터럽트를 허용하기 위하여 
보전 영역(reservation  station)이 리오더 버퍼(reorder  buffer)와 어떻게 상호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구조화된(architected) 레지스터 내용 및 임시적인 레지스터 내용을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레
지스터 파일(register file)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도 2의 프로그램 예에 적용되는 레지스트들을 할당하고 리네이밍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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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할당자 어레이(allocator array), 및 인-오더 및 리네임 포인터를 포함하고 있는 할당자 어레이의 
엔트리(entry) 중 하나가 도시되어 있는 도면.

도 8a는 보전 영역 엔트리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8b는 물리 소스 레지스터들을 특정하는데 사용되는 식별자(identifier)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8c는  물리  타겟  레지스터(target  registers)들을  특정하는데  사용되는  식별자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9는 보전 영역, 리오더 유닛(reorder unit), 도 7에 따른 할당자, 및 도 5에 따른 레지스터 파일을 포
함하는 슈퍼 스칼라 컴퓨터 시스템의 구현을 보여주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인스트럭션 메모리                101 : 인스트럭션 캐쉬

102 : 인스트럭션 디코더                103 : 보전 영역

104 : 분기 유닛                             105 : 정수 유닛

106 : 로드/스토어 유닛                  107 : 레지스터 파일

108 : 리오더 버퍼                         109 : 데이터 캐쉬

110 : 데이터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스트럭션들을 순서에 무관하게(out-of-order)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레지스터들을 할
당(allocation)하고 리네이밍(renaming)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architected register values)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머신 상태(architected machine state)
를 계속 추적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가 발명된 후 오랫동안, 프로세서들은 인스트럭션들을 순차적으로(sequential order) 실행하여 왔
다. 이는 인스트럭션들이 프로그램 시퀀스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순서로 하나씩 프로세서의 실행 유닛
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프로세서의  레지스터들  중  임의의  레지스터에  대한  판독/기록  동작(read/write 
operation)은 프로그램에 의해 표시된 시퀀스와 정확히 동일한 시퀀스로 일어난다. 따라서, 레지스터 및 
레지스터 값 간에는 1-대-1 대응관계가 존재한다. 실행시 임의의 주어진 시점에서, 레지스터 식별자는 해
당 레지스터에 보유된 값을 정확히 식별한다. 이 레지스터 값은 또한 실제 머신 상태를 표시하며 구조화
된 레지스터 값이라고 언급될 수 있다. 

더 많은 인스트럭션 처리량, 및 그에 따른 더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하여, 클록 사이클당 다수의 독립적인 
인스트럭션들을 발행(issue)(즉, 실행을 개시)하는 프로세서들이 등장하였다. 그러한 프로세서들을 슈퍼 
스칼라 프로세서(superscalar  processor)라고 한다. 데이터 의존성(data  dependency),  프로시져 의존성
(procedural dependency), 또는 리소스 충돌(resource conflict)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수의 인스트럭션
들이 단일 사이클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존성 및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시퀀스 내의 첫 번째 
인스트럭션만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그  결과  슈퍼  스칼라  구조  내의  다수의  기능  유닛(functional 
units)들이 완전히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성능 프로세서의 개발에 있어서의 다음 단계는 순서에 무관한(out-of-order) 처리의 도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순서에 무관한 프로세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인스트럭션 시퀀스에 따르지 않고, 인스트럭션
들을 순차적이 아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인스트럭션 A가 타겟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타겟 데이터가 인스트럭션 B에 의해 소스 데이터로서 필요
하다면, 데이터 의존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인스트럭션들이 순서에 무관하게 발행되면, 레지스터와 레지
스터 값 간의 대응관계가 깨진다. 특정 논리 레지스터에 대한 각 기록 액세스(write access)가 레지스터
의 새로운 인스턴스(instance)를 생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여러개의 레지스터 
값들이 병렬로 존재할 수 있다. 

상이한 레지스터 인스턴스들의 값들은 서로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논리 레지스터당 다수의 값들
을 보유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레지스터 어레이(register arrays)가 제공된다. 인스트럭션들이 임의의 실
행 유닛에 디스팻치(dispatch)되기 전에, 어드레스된 논리 레지스터들 중 어느 인스턴스들이 사용될 것인
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주어진 순간의 논리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실제 저장 셀(storage cell)을 식별하는 
것을 보통 "레지스터 리네이밍(register renaming)"이라고 부른다.

특정 논리 레지스터의 새로운 인스턴스는 논리 레지스터에 대한 기록 액세스가 일어날 때마다 생성된다. 
따라서, 임의의 레지스터를 갱신하는 각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의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를 생성하고, 각 
새로운 인스턴스에 대하여 레지스터 어레이 내의 물리 레지스터가 할당된다. 

논리 레지스터가 갱신될 때마다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를 할당하는 경우, 오래된(old) 레지스터 인스턴스
를 제거하는 메카니즘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은 무한한 양의 레지스터 인스턴스를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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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인스턴스의 값이 대체되어 상기 값에 대한 참조가 더 이상 없게 되면, 인스턴스는 제거될 수 있다.

인스트럭션들을 순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프로세서의 정의된 "상태(state)"가 항상 존재한다. "정확한 
인터럽트(precise interrupts)"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정의된 상태는 중지(suspend)되어 있는 
프로그램용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예외(exception)가 발생하면, 프로세서는 상기 정의된 상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분기(branch)가 잘못 예측되고 또한 상기 분기 뒤를 따르는 여러개의 인스트럭션들이 투
기적(speculatively)으로  실행된  경우,  프로세서는  잘  정의(well-defined)되고,  비투기적인  머신 상태
(non-speculative machine state)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상태 및 해당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들이 순서에 무관한 처리 시스템에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인스트럭션들이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구조화된 상태는 순서
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화된 인-오더(in-order)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완
료되고 또한 선행하는 모든 인스트럭션들이 완료되었으면, 인스트럭션의 결과가 해당 레지스터의 인-오더 
상태로서 저장될 수 있으며 상기 인스트럭션은 "퇴거(retired)"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순서
와 무관한 처리 시스템의 구조화된 상태는 완료된 인스트럭션들의 연속적인 열(continuous string) 중에
서 가장 최근에 완료된 인스트럭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구조화된 대응 레지스터 값들은 상기 인스트
럭션이 완료된 순간의 값들이다. 예외(exception)가 발생하고, 잘못 예측된 분기(mispredicted branche
s)가 발생할 경우, 머신은 상기 구조화된 상태에서 인스트럭션 실행을 재개한다. 

상이한 레지스터 인스턴스를 핸들링(handling)하고 상기 구조화된 인-오더 상태를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개념은 레지스터 파일과 함께 조합된 형태로 리오더 버퍼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스트
럭션이 디코딩될 때, 리오더 버퍼의 최상부(top)에 있는 엔트리가 할당된다. 상기 리오더 버퍼는 선입 선
출(FIFO) 버퍼로 구현된다. 인스트럭션이 완료되면, 인스트럭션의 결과 값이 할당된 엔트리에 다시 기록
된다. 값이 버퍼의 최하부(bottom)에 도달하고 예외(exception)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값은 레지스터 파
일에 기록된다. 값이 최하부에 도달할 때 인스트럭션이 완료되지 않으면, 리오더 버퍼는 인스트럭션이 완
료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다양한 레지스터 인스턴스의 투기적 값(speculative value)은 리오더 버퍼
에 보유되고, 레지스터 파일은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을 보유하며, 이에 따라 인-오더 상태를 정의한다. 
예외 또는 잘못 예측된 분기가 발생하는 경우, 리오더 버퍼는 무시되고 인-오더 버퍼가 액세스된다. 

이러한 해결 방법에서의 하나의 단점은 레지스터 값이 상기 리오더 버퍼 엔트리로부터 레지스터 파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레지스터 파일의 값들이 액세스된다.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들을 보유하기 위해 개별 레지스터 파일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상이한 해법들이 존
재한다. 상이한 레지스터 인스턴스들의 임시 값(temporary values)들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리오더 
버퍼에 보유되거나, 또는 인스트럭션 윈도우(instruction window) 자체에 보유되거나, 또는 개별 임시 레
지스터 어레이에 보유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해법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단점을 가진다: 즉, 저장 장
치가 구현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레지스터 값들이 임시 레지스터 저장 장치로부터 구조화된 인-오더 레지
스터 값들을 보유하는 레지스터 파일 또는 레지스터 어레이로 전송되어야 한다.

J.  Wang,  S.  Garg  및  T.  Deosaran에  의해  "A  system  and  method  for  retiring  instructions  in  a 
superscalar microprocessor"라는 명칭으로 국제 출원된 PCT/JP93/00553호에서는, 순서에 무관한 처리 시
스템의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 및 리네임 인스턴스(rename instance)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출원에서 개시된 방법에 따르면, 순서에 무관하게 실행된 인스트럭션들의 결
과는 선행하는 모든 인스트럭션들이 실행을 완료할 때까지 임시 버퍼에 먼저 저장된다. 

선행하는 모든 인스트럭션들의 실행이 완료되고, 선행 인스트럭션들의 결과가 레지스터 어레이에 순서대
로 저장되었다면, 알고자하는 인스트럭션의 결과가 상기 레지스터 어레이에 기록될 수 있으며 상기 인스
트럭션은 퇴거(retired)된 것으로 간주된다. 레지스터 어레이 데이터의 완전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위
하여, 선행하는 모든 인스트럭션들의 결과가 기록될 때까지는 인스트럭션의 결과가 레지스터 어레이에 기
록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머신 상태가 순서적으로 갱신된다. 상기에서 기술된 해법은 인스트럭
션 결과를 임시 저장 장치 위치에 할당하고 기록하는 수단, 레지스터 어레이가 인-오더(in-order)로 갱신
되도록 인스트럭션의 결과를 임시 저장 장치로부터 레지스터 어레이로 전달하는 수단, 후속 동작들을 위
해 임시 저장 장치 및 레지스터 어레이 모두를 액세스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레지스터 값을 "최종 레지스터 값(final register values)"을 보유하고 있는 레지스터 에레이로 전
송함으로써 레지스터 값을 퇴거(retire)시키는 동작이 수행된다. 상기 임시 레지스터 어레이와 상기 최종 
레지스터 어레이 간에는 일정한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이 필요하다.

특정 논리 레지스터의 실제 값이 결정된 경우, 상기 임시 레지스터 파일 내에 인스턴스가 하나라도 존재
하는지를 먼저 체크하여야 한다. 임시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상기 최종 레지스터 어레이가 액
세스되어야 한다. 2 단계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이러한 방법은 추가 로직을 필요로 하며, 시간이 소요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순서에 무관한 처리 시스템에서 논리 레지스터들의 임시 리네임 인스턴스 및 구조화된 
값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는 처리 시스템이 구조화된 상태로 신속히 복구
(recovery)될 수 있도록 종래 기술 에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오더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들과 리네임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레지스
터들 간의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피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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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은 특허 청구 범위 제 1항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및 특허 청구 범위 제 10항
에 따른 방법에 의해 해결된다.

본 발명의 컴퓨터 시스템은 논리 레지스터들의 구조화된 상태들을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들(physical 
registers) 및 논리 레지스터들의 리네임 인스턴스들(rename instances)을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들 양
자를 포함하는 어레이 수단 및 물리 레지스터의 집합 중에서 어느 물리 레지스터가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상기 구조화된 상태를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제 1 표시 수단(indication means)을 갖는 것을 특
징으로한다.

하나의 어레이 내에 구조화된 상태들을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 및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들을 모두 가짐으로써, 필요한 저장 장치의 양이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칩 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는 상기 제 1 표시 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물리 레지스터들
은 전혀 변경되지 않고, 그 대신 상기 제 1 표시 수단이 변경된다. 따라서, 레지스터 값을 임시 어레이로
부터 레지스터 파일로 전송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결과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가 퇴거되면, 다른 물리 레지스터가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 이는 제 1 표시 수단을 적절히 갱신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물리 레지스터의 집합 중에서 어느 물리 레지스터가 리네임 인스턴스들 중
에서 순서적으로 가장 최근의 것을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표시하는 제 2 표시 수단을 가진다.

상기 제 2 표시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논리 레지스터들을 물리 레지스터들로 리네임시키는 것이 훨씬 간
단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된다. 실제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정확한 물리 레지스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
기 제 2 표시 수단을 판독하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가 할당되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순서적으로 가장 최근의 것인 물리 레지스터
를 표시하기 위하여 제 2 표시 수단이 갱신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제 1 표시 수단 및/또는 제 2 표시 수단이 포인터(pointers)로 
구현되는데, 포인터는 물리 레지스터의 집합 중에서 어느 물리 레지스터가 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상태를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표시한다.

상기 표시 수단을 포인터로 구현하는 일은 논리 레지스터당 몇 비트들만을 필요로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상기 표시 수단을 구현하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이다. 상기 포인터의 갱신은 상기 포인터를 
증가시킴으로써 간단히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어레이 수단이 원형 어레이 수단(circular array means)으로 구현되
는데, 여기서 논리 레지스터들 중의 하나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었지만,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
태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않는 물리 레지스터들은 새로운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시 사용
(resuable) 가능하다.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가 커미트(committed)될 때마다 상기 물리 레지스터가 재 할당될 
수 있으므로, 적은 수의 물리 레지스터들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필요한 저장 장치의 양이 감소되며, 
필요한 칩 면적이 줄어든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의 기능 유닛당 여러개의 레지스터 파일이 존재하므로 특
히 중요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논리 레지스터들 중의 하나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를 해제하며, 논리 레지스터의 리네임 인스턴스와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
들로 이루어진 집합중에서 순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을 결정하며, 물리 레지스터의 집합 중에서 어느 물리 
레지스터가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제 1 표시 수단을 갱신하는 
퇴거 수단을 더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이러한 실시예는, 특허 청구 범위 제 10항에 청구된, 컴퓨터 시스템의 논리 레지스
터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물리 레지스터로 이루어진 집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응된다. 이 방법은 논
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를 해제하는 단계, 및 논리 레지스터의 리네임 인
스턴스를 나타내며 또한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중 
순서적으로 가장 오래된 하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화된 상태가 순서대로 진행할 때, 실제 인-오더 레지스터를 퇴거시키고, 새로운 구
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 순서의 물리 레지스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장점은 상기 
구조화된 상태를 연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데이터 이동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상기 제 1 
표시 수단이 적절히 변경된다. 이러한 방법은 포인터를 증가시킴으로써 용이하게 수행되는데, 여기서 포
인터는 신속하고 간단히 갱신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해제된 레지스터는 새로운 리네임 인스턴스를 나타
내기 위하여 즉시 재 사용될 수 있다.

도 1에는, 순서에 무관한 처리 시스템의 전형적인 셋업(setup)이 도시되어 있다. 인스트럭션들은 인스트
럭션 메모리 (100)으로부터 펫취(fetch)되어 인스트럭션 캐쉬 (101)에 순서대로 버퍼링(buffering)된다. 
다음으로,  인스트럭션들은  인스트럭션  디코더  (102)에서  공통  내부  인스트럭션  포맷(common  internal 
instruction format)으로 디코드된다. 하나의 외부 인스트럭션을 여러 개의 작은 내부 인스트럭션들로 분
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내부 인스트럭션은 그 후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된다. 또한, 인스트럭션 
디코드 유닛 (102)은 의존성 해결(dependency resolution)을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의존성 해결이라 
함은  각각의  인스트럭션들의  소스  및  타겟으로  사용되는  논리  레지스터에  실제의  물리적인  저장 셀
(storage cell)이 할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계(stage)에서는, 프로그램 실행중에 발생하는 각 
논리 레지스터의 상이한 인스턴스들을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1-4

1019970065346



또한, 분기 예측(branch prediction)이 인스트럭션 디코딩 단계에서 수행된다. 

그 다음으로, 인스트럭션들은 보전 영역(reservation station) (103)으로 전달된다. 인스트럭션의 각 타
겟 레지스터 인스턴스마다 리오더 버퍼 (108)에 하나의 엔트리가 생성된다. 따라서, 리오더 버퍼는 논리 
레지스터들의 인스턴스들을 나타내는 모든 물리 레지스터들을 발생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식별한다. 인
스트럭션들은 필요한 모든 소스 데이터가 계산될 때까지는 보전 영역에서 대기한다. 특정 인스트럭션에 
의해 필요한 소스 데이터가 선행 인스트럭션의 타겟 데이터로 이미 계산된 경우에는, 이 타겟 데이터는 
레지스터 파일 (107)에 저장되었다 나중에 가져올 수 있다. 특정 인스트럭션에 의해 필요한 소스 데이터
가 아직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은 다른 실행 유닛들로부터 전달되는 결과들을 모니터하여야 
한다. 

특정 인스트럭션의 모든 소스 데이터가 도달된 경우, 인스트럭션의 타입에 따라, 그리고 실행 유닛들의 
가용성(availability) 여부에 따라 인스트럭션 자신이 실행 유닛들 중의 하나로 디스팻취(dispatch)될 수 
있다. 분기(branch)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스트럭션은 분기 유닛 (104)로 디스팻취되어야 하며, 정수 연
산은 정수 유닛(들) (105) 중의 하나로 전달되어야 하고,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인스트럭션들은 로드/스토
어 유닛들 (106) 중의 하나로 디스팻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인스트럭션은 해당 기능 유닛에 의해 처
리되어 인스트럭션의 타겟 데이터가 계산될 수 있다. 메모리 액세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로드/스토어 유
닛 (106)이 데이터 캐쉬 (109)를 통하여 데이터 메모리 (110)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또는 데이터 메모리
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소위 "커미트 프로세스(commit process)"는 인스트럭션을 퇴거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는 상기 인
스트럭션의 타겟 레지스터 값들이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스트럭션들은 항상 
순서에 따라(in-order)  커미트(committed)된다. 따라서,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들과 함께 퇴거 포인터가 
머신의 정확한 상태를 정의한다. 이러한 머신 상태는 더 이상 쉽게 변경되지 않고, 순서적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정확한 인터럽트가 가능하게 된다.

하나의 동일한 레지스터로부터 판독되거나 또는 그 레지스터에 기록되는 인스트럭션이 실행될 때, 인스트
럭션들의 순차적인 순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순차적인 실행 요구 조건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동일한 리
소스(resource)를 액세스하는 상이한 인스트럭션들 간의 데이터 의존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존성 해결 방법은 상이한 물리 레지스터들을, 예를 들면 논리 레지스터와 같은, 리소스의 상이한 인스
턴스에 할당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방법을 "레지스터 리네이밍(register  renam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순서와 무관한 처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도 2는 레지스터 리네이밍을 프로그램 예(program example)를 통해 도시하고 있다. 레지스터 R3의 상이한 
인스턴스의 발생이 도 2의 우측 열에 표시되어 있다. 

인스트럭션 (200)에서 레지스터 R2 및 R3의 내용이 OR되어, 그 결과가 레지스터 R2에 다시 기록된다. 여
기서, 레지스터 R3(예시에서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스 레지스터)는 소스 레지스터로만 사용된다. 따라
서, R3의 이러한 인스턴스를 우측 열에 표시된 바와 같이 R3.1로 부르기로 한다. 

다음으로, "조건 분기(branch on condition)" (201)이 수행된다. 분기가 일어나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
하는 조건은 레지스터 M1이 가지고 있다. 레지스터 R1 및 R2는 점프-어드레스(jump-address)를 계산하기 
위하여 변위(displacement)와 함께 사용되는 인덱스(index) 및 베이스(base) 값을 가지고 있다. 분기가 
일어나는 경우, 프로그램은 R1, R2, 및 변위에 의해 표시되는 어드레스에서 실행을 계속한다. 

다음 인스트럭션 (202)는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펫취하는 로드 동작이다. R4, R3, 및 변위는 각각의 메
모리 어드레스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펫취된 메모리 내용은 레지스터 R3에 저장된다. 따라서, R3가 (주
소 연산에 대한) 소스 오퍼랜드(source operand)로서 먼저 사용되며, 그 후 타겟 오퍼랜드로 사용된다. 
소스로 사용되는 레지스터 인스턴스는 인스트럭션 (200)에서 사용되는 인스턴스 R3.1과 동일하다. 로드-
동작(load-operation)이 R3의 내용을 갱신할 것이기 때문에 R3의 다른 인스턴스는 인스트럭션 (202)의 타
겟에 할당되어야 한다. 인스트럭션 (202) 다음의 인스트럭션들이 소스로서 R3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갱
신 때문에 인스트럭션들이 인스턴스 R3.1의 값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
지스터 R3의 새로운 물리 인스턴스(R3.2)가 로드 동작 (202)의 타겟에 할당되어야 한다. 

인스트럭션 (203)에서, 덧셈 동작(add operation)이 수행된다. R1, R2, 및 변위를 사용하는 어드레스 연
산이 어드레스를 결정하고, 상기 어드레스의 내용은 R3의 내용에 더해진다. 결과는 R3에 저장된다. 따라
서, R3가 소스로서 먼저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타겟으로 사용된다. R3가 인스트럭션 (202)에서 가장 최
근에 갱신되었으므로, 인스트럭션 (203)에서 사용되는 소스 레지스터 값은 인스트럭션 (202)의 타겟 레지
스터 값인 R3.2와 동일하다. 인스트럭션 (203)의 타겟에 대해서는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가 할당되어야 하
고, 새로운 레지스터 인스턴스인 R3.3가 인스트럭션 (203)의 타겟으로 할당된다. 

저장 동작(store operation) (204)는 R1의 내용을 R4, R3, 및 변위(displacement)에 의해 결정되는 어드
레스에 저장한다. 인스턴스가 R3.3인 R3는 어드레스 연산에 있어서 소스 오퍼랜드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인스트럭션 (205)에서 R1, R2, 및 변위에 의해 결정되는 어드레스가 액세스되고, 그 내용은 레
지스터 R3의 내용과 OR된다. 상기 OR-동작의 결과는 R3에 다시 저장된다. 상기 OR-동작의 소스 레지스터 
인스턴스는 R3.3이며, R3.0이 타겟으로 할당된다. 이하에서 설명하게 될 방법에서는, 각 레지스터에 대해 
오직 4 개의 다른 레지스터 인스턴스만이 레지스터 파일에서 주어진 시간에 핸들링될 수 있기 때문에, 3
에서 0으로 순환이 일어난다. 물론, 더 큰 수의 리네임 인스턴스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인스트럭션 (206)은 R3의 내용을 R3(R3는 인덱스 및 베이스 레지스터 둘 다로 사용됨) 및 변위에 의해 결
정되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저장한다, 여기서 소스 레지스터 인스턴스로 사용된 것은 R3.0이다.

인스트럭션 (207)에서는, 어드레스 (R4, R3, 변위)에 대한 로드 액세스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R3에 저장
된다. R3는 (어드레스 연산에 대한) 소스, 및 타겟 둘 다로서 사용된다. R3.0이 인스트럭션의 소스 레지
스터 인스턴스이므로, R3.1이 새로운 타겟 레지스터 인스턴스로 할당된다.

21-5

1019970065346



도 2에 나타난 프로그램 시퀀스를 살펴볼 때, 인스트럭션 스트림(instruction stream)의 상이한 세그먼트
(segment)들 (208 내지 212)에서 R3의 다른 인스턴스들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R3.0을 소스로 
사용하는 인스트럭션들 (206) 및 (207)은 인스턴스 R3.0이 계산된 이후에만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은 인스트럭션 (206) 또는 (207)이 디스팻취되기 전에 인스트럭션 (205)가 실행되어야 하지만, 인스트럭
션 (206)이 먼저 디스팻취되는지 또는 인스트럭션 (207)이 먼저 디스팻취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스트럭션들이 인스트럭션들의 순차적인 순서에 무관하게 실행함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새로운 레지스터 인스턴스가 인스트럭션의 타겟으로 나타나면 상기 레지스터 인스턴스를 
소스 레지스터로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을 디스펫칭하는 것은 상기 레지스터 인스턴스가 계산될 때까지 연
기되어야 한다. 

도 3에는, 슈퍼 스칼라 컴퓨터 시스템의 상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3은 상이한 레지스터 인스턴스
의 핸들링을 강조한다. 도 1에서와 같이, 인스트럭션 메모리 (300)에 보유되어 있는 인스트럭션들은 먼저 
인스트럭션 캐쉬 (301)로 전송된다. 다음으로, 인스트럭션들은 프리디코드 유닛(predecode unit) (302)로 
전송되는데, 프리디코드 유닛은 외부 인스트럭션 스트림의 인스트럭션들을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하는데 
적합한 공통 인스트럭션 포맷으로 변환시킨다. 이러한 인스트럭션 포맷에서는, OP-코드, 최대 두 개의 소
스 레지스터들, 인스트럭션이 메모리에 액세스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드레스 연산(address arithmetic)에 
사용되는 두 개의 레지스터, 및 최대 두 개의 타겟 레지스터들을 위한 데이터 필드가 존재한다. 

외부 인스트럭션 스트림의 일부일 수 있는 인스트럭션 시퀀스가 도시되어 있는 도 2의 왼쪽 열을 살펴보
면, 외부 인스트럭션 스트림의 인스트럭션은 판독 또는 갱신되는 논리 레지스터들을 참조하기만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하나의 논리 레지스터가 인스트럭션 실행 중에 상이한 물리 인스턴스들을 가질 수 있
다는 전반적인 문제점은 상기 스테이지에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다. 외부 인스트럭션 스트림의 인스트
럭션들이 순서적으로 처리되는 한, 상기 문제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인스트럭션들
이 인스트럭션들의 정규 순서와는 무관하게 실행되면, 동일한 논리 레지스터의 상이한 물리 인스턴스들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도 2의 우측 열의 논리 레지스터 R3에 대하여 나타나 있다. 

상기 문제점은 하나의 물리 레지스터를 논리 레지스터의 각 인스턴스에 할당함으로써 해결된다. 이는 인
스트럭션이 특정 논리 타겟 레지스터를 갱신하여,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
다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가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상기 인스턴스가 다
른 인스트럭션에 의해 소스로 사용될 때마다 동일한 물리 레지스터가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의 논리 레지
스터에 다수의 인스턴스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논리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물리 레지스터들도 역
시 다수개 존재할 수 있다. 

어느 물리 레지스터가 특정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되는 논리 레지스터에 대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적당한 
물리 레지스터로 상기 논리 레지스터를 대체하며(레지스터 리네이밍), 또 어떤 논리 레지스터의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를 할당하는 작업은 "레지스터 리네이밍 및 할당 유닛
(register renaming and allocation unit)" (304)에 의해 수행된다.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가 할당될 때마다, "레지스터 리네이밍 및 할당 유닛" (304)는 리오더 버퍼 (305)에 
역시 통지한다. 리오더 버퍼는 각 물리 타겟에 대하여 특정 논리 레지스터의 특정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엔트리를 가진다. 각 리오더 버퍼 엔트리는 물리 레지스터, 대표 논리 레지스터, 및 상기 물리 레지스터
의 완료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 기술할 구현예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최대 32개의 리오더-버퍼
(reorder-buffer) 엔트리들이 존재하게 된다.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가 "레지스터 리네이밍 및 할당 유닛" 
(304)에 의해 할당될 때마다 리오더 버퍼 내에 하나의 엔트리가 생성된다. 인스트럭션들이 프리디코드 단
계에서 여전히 순서적으로 처리되면, 리오더 버퍼 엔트리들이 역시 순서적으로 생성되는데, 이는 논리 레
지스터의 앞선 인스턴스(early  instance)를  나타내는 엔트리가 동일한 논리 레지스터의 나중 인스턴스
(later instance)에 해당하는 엔트리보다 항상 선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리오더 버퍼 엔트리는 또한 자신의 타겟 레지스터의 완료 상태를 포함한다. 물론, 엔트리가 생성될 때 
완료 상태는 "미 완료(not completed)" 상태이다. 특정 레지스터 값이 계산되면, 자신의 해당 리오더 버
퍼엔트리의 완료 상태는 "완료(completed)"로 바뀐다. 리오더 버퍼는 순환(wrap-around) 버퍼로 구현되는
데, 32개 까지의 엔트리를 가질 수 있다. 

인스트럭션 버퍼 (303)은 보전 영역(reservation station)에 적합한 포맷을 가지는 외부 인스트럭션 스트
림의 두 개의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한다. 논리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리네이밍 및 할당 유닛" (304)에 의
해 적당한 물리 레지스터로 대체되었고,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가 할당되어야 할 때마다 적당한 엔트리가 
리오더 버퍼 (305)에 생성된다. 

이제, 인스트럭션들은 보전 영역 (306)으로 전달될 준비가 되었다. 보전 영역은 가능한 엔트리를 16개까
지 가지고 있는 순환 버퍼로 구현된다. 

인스트럭션들은 보전 영역 (306)에서 자신들의 소스 오퍼랜드들(source operands)을 대기한다. 인스트럭
션의 모든 소스 오퍼랜드들이 도달하면, 인스트럭션은 기능 유닛들 중의 하나로 인스트럭션이 디스팻취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신호(signal)한다. 인스트럭션들은 인스트럭션들의 순차적인 순서에 무관하게 기능 
유닛들로 디스팻취되는데, 이는 선행 또는 후속 인스트럭션이 이미 디스팻취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인스트
럭션의 디스팻취가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스트럭션들은 인스트럭션의 타입(type)에 따
라서 기능 유닛들 가운데 하나로 디스팻취된다: 분기는 분기 유닛 (307)로 전달되고, 정수 연산은 정수 
유닛 (308)에 의해 수행되며,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모든 인스트럭션들은 로드/스토어 유닛 (309)로 디스
팻취된다. 로드/스토어 유닛은 데이터 캐쉬 (311)을 통하여 데이터 메모리 (312)와 데이터를 교환한다.

레지스터 파일 (310)의 하나의 카피(copy)가 각 기능 유닛에 부착되어 있다. 임의의 레지스터 파일에 변
경이 일어나면, 다른 기능 유닛들에 있는 다른 레지스터 파일들이 갱신된다. 각 레지스터 파일 (310)은 
그때까지 할당된 모든 물리 레지스터들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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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물리 레지스터가 특정 논리 레지스터의 인스턴스에 해당하면, 레지스터 파일 (310)은 그때까지 계산된 
논리 레지스터의 인스턴스들의 값을 가진다. 

레지스터  파일의  하나의  카피를  각  기능  유닛에  매우  근접하여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기능  유닛들 
(307), (308) 및 (309) 중 하나로 전달된 인스트럭션은 자신의 각 소스 레지스터들의 값들을 액세스하여
야 한다. 이러한 레지스터 값들은 레지스터 파일 (310)의 로컬 카피(local copy)에 저장된다. 결과 데이
터가 생성되면, 이 결과 데이터는 로컬 레지스터 파일에 기록된다. 인스트럭션의 논리 소스 및 타겟 레지
스터가 이미 프리디코드 유닛 (302)에서 물리 레지스터들로 리네임되었으므로 기능 유닛으로 전달된 인스
트럭션은 레지스터 파일의 물리 소스 및 타겟 레지스터들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므로, 논리 레지스터들
을 물리 레지스터들로 더  이상 번역할 필요가 없다.  상기 번역은 "레지스터 리네이밍 및  할당 유닛" 
(304)에 의해 프리디코드 유닛 (302)에서 이미 완료되었다. 각 기능 유닛에 레지스터 파일의 하나의 로칼 
카피를 저장함으로써, 레지스터들의 내용에 액세스하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커미트 프로세스(commit process) 동안에, 이들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생성된 타겟 레지스터 값들은 구조
화된 레지스터 값들로 바뀐다. 따라서, 커미트 또는 퇴거 프로세스는 머신의 구조화된 상태를 정의한다. 
이 구조화된 상태는 오래된(old) 것으로부터 더 최근의 인스트럭션들로 순차적인 순서로 진행하며, 이에 
의해 논리 레지스터들의 해당 임시 인스턴스(provisional instance)들을 구조화된 유효한 레지스터 값들
로 변환한다.

커미트 프로세스의 동작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오더 버퍼 (305)에 저장되어 있는 상이한 타겟 레
지스터 인스턴스들의 완료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커미트 프로세스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가장 
오래된 인스트럭션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퇴거 포인터 (retire pointer)(313)은 상기 인스트럭션
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가리킨다. 이 인스트럭션은 인스트럭션의 결과를 아직 이용할 수 없으므로 아직은 
퇴거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인스트럭션들, 및 퇴거 포인터에 의해 정의된 엔트리에 선행하는 모든 해
당 타겟 레지스터들은 커미트될 수 있다. 해당 인스트럭션들은 보전 영역으로부터 제거되며, 타겟 레지스
터 값들은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들로 바뀐다. 따라서, 구조화된 상태 (314)는 퇴거 포인터 (313)이 가리
키고 있는 리오더 버퍼 엔트리에 선행하는 타겟 레지스터 값들에 의해 정의된다. 

보전 영역과 리오더 버퍼 간의 상호 작용은 도 4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질 것이다. 보전 영역 (400)은 인
스트럭션들을 16개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보전 영역 엔트리들 (402) 중의 하나가 도시되어 있다. 보전 
영역 엔트리는 인스트럭션의 OP-코드, 소스 레지스터들에 대한 데이터 필드(data fields), 타겟 레지스터
들, 및 어드레스 계산을 포함하고 있다. 각 인스트럭션은 타겟 레지스터들을 2 개까지 액세스할 수 있다.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속하는 타겟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리오더 버퍼 (401) 내에 하나의 엔트리가 생성된
다. 각각의 새로운 타겟 레지스터는 특정 논리 레지스터의 새로운 인스턴스에 해당한다. 물리 레지스터 
및 논리 레지스터 양자는 각각의 리오더 버퍼 엔트리 (404) 및 (411)에서 식별된다.

보전 영역 엔트리 (402)와 인스트럭션에 의해 사용되는 타겟 레지스터(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해
당 리오더 버퍼 엔트리 (404) 간의 연결은 리오더 버퍼 포인터 (403)에 의해 설정된다. 리오더 버퍼 포인
터는 보전 영역 엔트리 (402)의 일부이다.

각 리오더 버퍼 엔트리 (404)에는, 리오더 버퍼 엔트리(reorder buffer entry: ROB)에 포함된 타겟 레지
스터들 (404)의 완료 상태를 모니터하는 데이터 필드 (405)가 더 존재한다. 처음에는, 타겟 레지스터의 
상태는 "미완료(not-completed)" 상태 (405)이다. 

보전 영역 엔트리의 모든 소스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지면, 인스트럭션은 실행 유닛들 (408) 중의 하나로 
디스팻취될 수 있다. 도 4의 예에서는, 인스트럭션 (409)가 실행 유닛 (408)에 의해 이제 막 처리되는데, 
이는 인스트럭션이 실행 유닛의 파이프라인의 소정의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인스트럭션과 함께, ROB-
포인터 (410)이 실행 유닛 (408)로 전달되었다. 따라서, 인스트럭션 (409)와 리오더 버퍼 (411) 내의 인
스트럭션의 해당 엔트리 간의 연결은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도중에도 유지된다.

대개 실행 유닛의 파이프 라인의 끝에 있는, 인스트럭션 실행 결과가 이용 가능하게 되면 ROB의 완료 상
태는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뀐다. 따라서, 리오더 버퍼 (401)은 순차적인 순서로 논리 레지스터들의 
상이한 인스턴스들에 대한 식별자들을 포함하며, 상기 레지스터 인스턴스들의 값이 이미 계산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한다.

보전 영역 (400)은 순환되는 어레이로 구현되며, 그 관리는 포인터들에 의해 수행된다. 정확한 포맷으로 
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이 인스트럭션 버퍼 (303)으로부터 보전 영역 (400)으로 전달되어야 할 때마다, 적
당한 엔트리 위치가 인-포인터(in-pointer) (406)에 의해 결정된다. 인스트럭션이 하나 또는 두 개의 타
겟 레지스터를 어드레스할 경우, 리오더 버퍼에 대한 엔트리도 또한 생성되어야 한다. 

리오더 버퍼 (401)은 또한 원형 버퍼(circular buffer)로 구현된다. 리오더 버퍼의 인-포인터 역할을 하
는 할당 포인터(allocation pointer) (407)이 존재한다. 할당 포인터는 다음 엔트리가 생성되어야 하는 
리오더 버퍼 내의 특정 위치를 가리킨다. 

할당 포인터 (407)이 새로운 인스트럭션들의 타겟들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반면, 퇴거 포인터 (412)는 오
래된 타겟 레지스터 값들을 퇴거시키는데 필요하다.

퇴거 포인터 (412)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가장 오래된 타겟 레지스터를 가리킨다. 커미트 프로세스는 퇴
거 포인터가 가리키는 엔트리보다 더 오래된 엔트리(보다 앞선 시퀀스를 의미함)들의 타겟 레지스터들을 
커미트한다. 이러한 사실은 각각의 엔트리들이 프리(free) 상태가 되고, 타겟 레지스터 값들이 머신의 "
공식적인(official)" 상태를 나타내는 구조화된 레지스터들의 값들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커
미트 프로세스는 퇴거 포인터 (412)가 가리키고 있는 엔트리보다 선행하는 ROB-엔트리에 해당하는 보정 
영역 내의 모든 인스트럭션들을 제거한다. 인스트럭션들을 순서와 무관하게 실행하면 역시 변하기 쉽고 
제거하기 쉬운 논리 레지스터들의 임시 인스턴스들을 다수개 생성한다. 그러나, 순차적인 인스트럭션 스
트림 내의 정의된 지점인 정확한 구조화된 상태 (413)가 또한 존재하는데, 이 경우 구조화된 상태는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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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션 스트림 내의 상기 정의된 지점에 대응하는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들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레지스터 파일의 구조 및 관리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레지스터 파일 어레이의 레이아웃
(layout)이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기능 유닛(예를 들면, 분기 유닛 (307), 정수 
유닛 (308), 및 로드/스토어 유닛 (309))당 부착된 하나의 레지스터 파일 어레이 (310)가 존재하여야 한
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각 레지스터 파일 어레이는 상이한 레지스터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각 열
(column)이 16개의 엔트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4개의 데이터 열 (500), (501), (502), 및 (503)을 포함하
고  있으며,  역시  16개의  엔트리들로  이루어진  I0/I1카운터들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특별  열(extra 
column) (510)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열은 각 행의 각각의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에 대한 포인터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인터를 "인-오더 포인터(in-order pointers)"라고 한다. 하나의 데이터 열 내
의 엔트리의 길이는 36비트인 반면, I0/I1 열의 엔트리는 단지 2비트로 이루어진다.

4개의 데이터 열 (500), (501), (502), (503)의 16개의 행 각각은 하나의 논리 레지스터의 상이한 인스턴
스들의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행 (504)는 논리 레지스터 R7의 상이한 물리 인스턴스들을 포함한다. 따
라서, 행 (505)는 논리 레지스터 R10의 상이한 인스턴스들을 가진다. 36비트 길이의 행 엔트리들 각각은 
엔트리가 속하는 행으로 나타내어지는 논리 레지스터의 인스턴스 값을 포함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예에서는, 논리 레지스터 R7의 3 개의 물리 인스턴스 (506),  (507),  (508)가 있다. 열 
2(column 2) (502)의 R7 레지스터 값은 R7의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을 포함한다. 열 3(column 3) (503)의 
데이터 필드 (507)은 R7의 제 1 임시 인스턴스를 나타내며, 열 0(column 0) (500)의 데이터 필드 (508)은 
R7의 제 2 임시 인스턴스를 가진다. 제 3 임시 인스턴스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열 1(column 
1) (501)의 데이터 필드는 비어 있다. 제안된 레지스터 파일 어레이는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이외에도 
하나의 논리 레지스터에 대하여 3개까지의 임시 인스턴스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아래에서는, 논리 레지
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논리 레지스터 (506)의 "인-오더 상태(in-order state)"라고 부르며, 동일한 논
리 레지스터 (507), (508)의 추가적인 물리 인스턴스를 리네임 레지스터라고 부르기로 한다. 

I0/I1 열 (510)은 논리 레지스터당 2 비트를 제공한다. 이들 2 비트는 자신의 행 내의 4개의 가능한 데이
터 필드들 중 어느 필드가 논리 레지스터의 인-오더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I0/I1의 상태가 
"0"인 경우 구조화된 상태는 열 0 (500)의 데이터 필드에서 발견되고, I0/I1의 상태가 "1"인 경우 구조화
된 상태는 열 1 (501)의 데이터 필드에서 발견되며, I0/I1의 상태가 "11"인 경우 열 3이 인-오더 상태를 
보유한다. 논리 레지스터 R7 (504)를 나타내는 행(row)을 살펴보면, I0/I1 (511)의 상태가 "10"이므로 레
지스터 R7의 구조화된 값은 열 2 (502)의 일부인 데이터 필드 (506)에서 발견된다. 

다른 예로, 레지스터 R10 (505)을 나타내는 행(row)이 주어져 있다. I0/I1 데이터 필드 (512)는 "1"을 포
함하고 있는데, 이는 열 1의 일부인 데이터 필드 (513)이 논리 레지스터 R10의 구조화된 값을 가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각 논리 레지스터에 대하여 하나의 인-오더 값이 항상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열 2의 데
이터 필드 (514)에 포함된 R10에 대하여 하나의 리네임 인스턴스가 존재한다. R10에 대하여 제 2 및 제 3 
리네임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열 3 및 열 0의 데이터 필드 (515) 및 (516)은 비어 있다.

도 6은 도 2의 프로그램 예를 통해, 특정 논리 레지스터의 새로운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할당하고, 물리 
레지스터들에 대한 논리 레지스터들을 리네이밍하며, 머신의 구조화된 상태를 연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
해 오래된(old) 레지스터 인스턴스들을 퇴거시키는데 도 5의 레지스터 어레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를 보여준다.

인스트럭션 (600) 내지 (607)은 도 2의 인스트럭션 (200) 내지 (207)에 정확히 대응한다. 또한, 논리 레
지스터 R3의 인스턴스들만이 나타나 있다.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동안에 나타나는 R3의 인스턴스들은 도 
2의 오른쪽 열에 도시된 것들이다. 

초기에, 퇴거 포인터 (609)는 "조건 분기(branch on condition)" 인스트럭션 (601)을 가리킨다. 선행하는 
"OR" 인스트럭션 (600)은 소스 레지스터로 인스턴스 R3.1을 사용한다. 상기 인스턴스 R3.1은 로드 인스트
럭션 (602)에 의해 소스 레지스터로 여전히 사용된다. 시스템의 구조화된 상태 또는 인-오더 상태는 퇴거 
포인터가 가리키는 인스트럭션 바로 앞의 모든 레지스터들의 상태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인스턴스 R3.1
은 머신의 인-오더 상태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도 5에 따른 레지스터 파일에 의해 상이한 레지스터 인스턴스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도시되
어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레지스터 파일의 레지스터 R3에 대한 행(row)이 나타나 있다. 도 6은 프
로그램의 실행 중에 상기 행(row)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여준다.

초기에, 카운터 I0/I1의 내용은 "1" (611)이다. 따라서, 상기 카운터는 레지시터 파일 행의 제 2 데이터 
필드 (610)을 가리킨다. 이는 데이터 필드 (610)에 값이 포함되어 있는 인스턴스 R3.1이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기 행의 다른 3개의 엔트리들은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포함할 것이다.

프로그램 실행이 진행되면, 로드 인스트럭션 (602)가 처리될 것이다. 상기 로드 인스트럭션은 소스로 인
스턴스 R3.1을 사용하여 레지스터 R3에 기록한다. 따라서, R3의 새로운 실제 인스턴스인 R3.2가 나타나고 
(209),  상기  새로운  인스턴스를  수용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리  레지스터가  할당될  것이다.  단계 
(612)에서, 리네임 인스턴스 (613)이 인스턴스 R3.2에 할당된다. 소스 레지스터로 R3.2를 사용하는 각 인
스트럭션은 데이터 필드 (613)을 액세스하여야 한다.

덧셈 동작(add instruction) (603)은 소스로 R3.2를 사용하여 타겟 레지스터 R3에 기록한다. 새로운 인스
턴스 R3.3에 대해서, 다른 리네임 레지스터 데이터 필드 (615)가 레지스터 파일 내에 할당된다 (614).

R3의 다음 인스턴스는 OR 동작 (605)에 의해 생성될 것이다. OR 인스트럭션은 타겟 레지스터인 R3에 기록
하여 인스턴스 R3.0을 생성한다. 단계 (616)에서, 리네임 레지스터 데이터 필드 (617)가 인스턴스 R3.0을 
나타내기 위하여 할당된다.

레지스터 파일의 각각의 행은 구조화된 인스턴스와 최대 3개의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포함할 수 있다. 모
든 리네임 인스턴스들 (613), (615), (617)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커미트 프로세스가 오래된 레지스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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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스들을 퇴거시킬 때까지는 리네임 인스턴스들이 추가로 할당될 수 없다.

로드 인스트럭션 (602) 및 타겟 레지스터 인스턴스 R3.3을 생성한 덧셈(add) 인스트럭션 (603)은 퇴거된 
것으로 가정하자. 이는 레지스터 인스턴스 R3.2가 R3 (618)의 새로운 구조화된 값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
타낸다. 이는 인오더 포인터 I0/I1을 "10"로 증가시킴으로써 표시되는데, "10"는 R3.2에 대한 데이터 필
드 (619)를 가리킨다. R3.3 (622) 및 R3.0 (623)에 대한 리네임 인스턴스들은 계속 존재하게 되지만, 데
이터 필드 (621)은 더 이상 점유된(occupied) 상태가 아니다.

인스트럭션 디코딩이 더 진행되면, 로드 인스트럭션 (607)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로드 인스트럭션은 소
스로 R3.0을 사용하며 타겟으로 R3.1을 사용한다. 데이터 필드 (621)이 더 이상 어떠한 리네임 인스턴스
도 가지지 않으므로, 데이터 필드는 단계 (624)에서 R3.1에 대한 리네임 인스턴스 (625)로서 할당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토어 인스트럭션(store  instruction)  (604)가 퇴거된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하는 레지스터 
상태가 구조화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레지스터 인스턴스 R3.3은 레지스터 R3의 새로
운 구조화된 상태가 된다 (626). 데이터 필드 (627)를 가리키기 위하여 카운터 I0/I1은 "11"로 증가된다 
(628). 데이터 필드 (629)는 더 이상 어떠한 레지스터 인스턴스도 포함하지 않는다.

인스턴스 R3.3은 스토어 인스트럭션 (606)이 퇴거되는 즉시 프리(free)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그 
순간에 R3.0이 R3의 새로운 구조화된 값이 되기 때문이다 (630). 카운터 I0/I1은 "0"이 되어 (632) 제 1 
데이터 필드를 가리킨다 (631). 이 시점에서, 점유되지 않은 데이터 필드가 두 개 존재한다.

도 7은 레지스터 리네이밍 및 할당 스테이지에서 정확한 물리 레지스터들이 어드레스(address)되는 것을 
책임지고(responsible)있는 할당자(allocator)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할당자는 논리 레지스터당 
하나의 엔트리를 포함하고 있는 어레이 구조이다. 예시에서는, 각각이 레지스터 파일의 행(row)에 의해 
나타내어진 16개의 논리 레지스터 R0 내지 R15가 존재한다. 따라서, 10 비트 길이인 할당자의 각 엔트리
는 레지스터 파일의 하나의 행에 해당한다. 

카운터 I0/I1은 상기 행 내의 4 개의 엔트리들 중에서 어느 것이 인-오더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
낸다.  I0/I1  카운터는  두  번  존재한다:  레지스터  파일  내에  하나의  특별  열(extra  column)  (도  5의 
(510))이 있는데, 이는 I0/I1 카운터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각 할당자 엔트리 (702) 내에 I0/I1 카운터
의 또 하나의 카피가 존재한다.

특정 논리 레지스터의 오래된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이 퇴거되어야 할 때마다, 이러한 퇴거 동작은 해당 
인-오더 포인터 I0/I1를 간단히 증가시킴으로써 수행된다. 따라서, 제 1 리네임 인스턴스가 새로운 인-오
더 레지스터가 된다. 앞의 인-오더 레지스터는 제거되어 빈 상태(vacancy)로 나타나 새로운 리네임 인스
턴스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리네이밍 및 할당 프로세스 양자를 위해 가장 최근의 리네임 인스턴스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각 할당자 엔트리의 일부 (703)인, "리네임 포인터(rename pointer)" R0/R1에 의해 수행된다. 예시를 위
하여 도 5로 되돌아 가보자. 레지스터 R7에 대한 행 (504)에서는, 열 2(column 2)가 인-오더 상태 (506)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0/I1은 "10"이다 (511). 또한, 두 개의 리네임 인스턴스들 (507) 및 (508)이 
존재한다. 데이터 필드 (508)이 가장 최근의 리네임 인스턴스이므로, 해당 할당자 엔트리 내의 R0/R1 카
운터의 값은 따라서 "0"이다.

소스 레지스터로서 논리 레지스터 R7이 액세스되는 경우에, R0/R1에 의해 표시되는 실제 리네임 인스턴스 
(508)이 액세스되어야 한다.

타겟 레지스터로서 논리 레지스터 R7이 액세스되는 경우에, R7의 새로운 믈리 인스턴스가 첫 번째로 할당
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할당자 엔트리 내의 R0/R1 카운터를 "10"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수행된다. 따라서, 
그 전에는 비어 있는 상태였던 데이터 필드 (509)가 R7의 제 3 리네임 인스턴스로서 할당된다. R0/R1의 
상태가 이제 "1"이므로, 그 이후의 판독 액세스들 모두는 데이터 필드 (509) 내의 할당된 새로운 리네임 
인스턴스를 참조할 것이다. "리네임 포인터(rename pointer)"인 카운터 R0/R1은 항상 가장 최근의 리네임 
인스턴스를 가리킨다. 

각 할당자 엔트리에는 U0/U1 (704)인 제 3 카운터가 존재하는데, 이는 몇 개의 리네임 인스턴스들이 존재
하는지를 표시한다. 제 3 카운터 값은 카운터 R0/R1 및 I0/I1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레지스터 파일 엔트리 (701)당 하나의 비트가 존재하는데, 이는 레지스터 인스턴스들 각각에 대하
여 결과 데이터가 이미 계산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이 비트들은 보전 영역 내의 각각의 소스 유효 비트들
에 직접 대응한다. 인스트럭션이 필요로 하는 결과가 도달하고, 상기 인스트럭션이 보전 영역으로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경우, 상기 비트들은 필수적이다. 이 비트들은 인스트럭션에 인스트럭션의 소스 데이터가 
도달되었음을 통지한다.

도 8a에는 보전 영역 엔트리의 포맷이 도시되어 있다. 외부 인스트럭션 스트림의 각 인스트럭션은 프리디
코드 유닛 (302)에서 상기 포맷으로 변환된다. 인스트럭션 버퍼에 포함되어 있는 인스트럭션들은 이미 정
확한 포맷을 가지고 있다.

각 보전 영역 엔트리에는 인스트럭션의 OP-코드 (800)에 대한 데이터 필드가 존재한다. 또한, 인스트럭션
의 물리 소스 레지스터들을 특정하는 4개의 소스 데이터 필드 (801), (802), (803), (804)가 존재한다. 
상기 소스 데이터 필드들 중 S0 (801) 및 S1 (802)인 두 개의 필드는 인스트럭션의 오퍼랜드들을 직접 특
정한다. 데이터 필드 A0 ("인덱스(index)" 레지스터)(803) 및 A1 ("베이스(base)" 레지스터)(804)는 어드
레스 연산에 사용되는 물리 소스 레지스터들을 특정한다. 이러한 소스 데이터 필드들 각각에 대하여, 해
당 물리 레지스터의 내용이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유효 비트(valid bit) (808)이 존재한다.

인스트럭션의 실행 중에 생성된 데이터는 역시 특정화되어야 하는 인스트럭션의 타겟 레지스터들에 기록
된다. 데이터 필드 T0 (805) 및 T1 (806)은 결과가 기록되어야 할 물리 레지스터들을 특정한다. 도 4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각 보전 영역 엔트리 내에 리오더 버퍼 포인터 (807)이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리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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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내의 해당 엔트리에 대한 연결을 설정한다.

데이터 필드 S0, S1, A0, A1, T0 및 T1 (801) 내지 (806)의 각각에는 소정의 물리 범용 레지스터가 특정
되어야 한다. 도 8b 및 8c에는, 정확한 물리 레지스터의 식별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도 8b는 보전 영역 엔트리의 소스 데이터 필드 S0 (802), A0 (803) 및 A1 (804)의 포맷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인스트럭션 자체로부터 알려진 논리 레지스터 번호가 비트 0 내지 3으로 주어진다. 다음으로,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실제 물리 인스턴스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되는 R0/R1 값을 할당자(allocator)로
부터  각각의  소스  데이터  필드  (810)으로  카피(copy)함으로써  달성된다.  상기  2  비트  길이의 서픽스
(suffix)는 인스트럭션의 인자(argument)로 사용되는 논리 레지스터의 물리 리네임 인스턴스를 특정한다. 
그 다음 비트 (811)은 어드레스된 물리 레지스터의 내용이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신호(signal)하는 유
효 비트(valid bit)이다.

타겟 데이터 필드 (T0, T1)의 경우에는, 어드레스된 논리 레지스터의 새로운 물리 인스턴스가 맨 먼저 할
당되어야 하므로 소스 데이터 필드와는 상황이 다르다. 타겟 데이터 필드의 비트 0 내지 3은 타겟 레지스
터의 논리 레지스터 번호 (812)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인스트럭션 자체로부터 이미 알려져 있다. 다음
으로,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실제 물리 인스턴스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해당 물리 레지스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R0/R1의 내용을 단지 카피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가 될 수 있다. 그 대신, 상기 논리 레
지스터의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는 R0/R1의 내용을 각각의 타겟 데이터 필드 (813)의 비트 4 및 5에 카피
하기 전에 해당 할당자 엔트리 내의 카운터 R0/R1을 증가시킴으로써 할당된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레지스터 파일 내에 점유되지 않은(non-occupied) 엔트리가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또한 체크되어야 한다. 
레지스터 파일 내에 점유되지 않은 엔트리가 없으면, 할당(allocation)은 앞선 레지스터 인스턴스들 중 
일부가 퇴거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도  9는  순서와  무관한  처리  시스템의  전체에  대한  개관을  보여준다.  도  9는  인스트럭션  프리디코드 
(900), 보전 영역 (901), 리오더 유닛 (902), 할당자 (903) 및 레지스터 파일 (904) 간의 기능적인 의존
성(functional dependencies)을 보여준다. 

인스트럭션 캐쉬 (301)로부터 펫취되고 공통 인스트럭션 (common instruction) 포맷으로 변환되어 인스트
럭션 버퍼 (303)에 저장되는 인스트럭션이 인스트럭션 프리디코드 유닛 (900)에서 분석(analyzed)된다. 
인스트럭션 버퍼 내의 엔트리는 논리 소스 및 타겟 레지스터들만을 포함하는데, 이는 외부 인스트럭션에 
의해 이미 제공되었다.

오퍼랜드2-레지스터 (906)이 논리 레지스터인 것으로 가정하자. 이 경우에, 적당한 물리 레지스터 인스턴
스를 생성하기 위하여 레지스터 리네이밍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상기 논리 레지스터
에 해당하는 R0/R1 카운터의 값이 할당자 어레이로부터 판독되어야 한다 (907). R0/R1 카운터는 상기 논
리  레지스터의  가장  최근에  할당된  물리  인스턴스를  가리킨다.  인스트럭션  버퍼  엔트리가  보전  영역 
(901)으로  전달되면,  바로  전에  결정된  R0/R1  값이  오퍼랜드2-레지스터  식별자  (908)에  대한 서픽스
(suffix)로서 더해진다. 

다음으로, 오퍼랜드1-레지스터 (905)가 논리 타겟 레지스터인 것으로 가정하자. 이 경우, 새로운 물리 레
지스터 인스턴스가 할당되어야 한다. 이는 할당자 (903)을 액세스하여 오퍼랜드1-레지스터에 의해 정의된 
논리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R0/R1 값을 증가시킴으로써 수행된다 (910). 따라서,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새
로운 물리 리네임 인스턴스가 존재하기 시작한다. 인스트럭션이 인스트럭션 버퍼로부터 보전 영역으로 전
달되면,  새로운  (증가된)  R0/R1  값이  논리  오퍼랜드1-레지스터  (911)에  대한  서픽스(suffix)로 부가
(append)된다.

또한, 논리 타겟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각 할당된 물리 인스턴스에 대해서 리오더 유닛 (902) 내에 하나의 
엔트리가 생성되어야 한다. 리오더 유닛 내의 엔트리들은 순차적인 순서로 생성된다 (917). 리오더 유닛 
내의 가장 오래된 커미트되지 않은 엔트리는 "퇴거될 다음 타겟 레지스터"를 특정하므로, 가장 최근에 할
당된 타겟 레지스터 인스턴스를 위하여 생성되어야 하는 엔트리는 "퇴거될 마지막 타겟 레지스터" (912)
를 특정한다. 

레지스터 리네이밍 및 할당 단계의 결과로서, 보전 영역 (901) 내의 각 오퍼랜드 데이터 필드는 레지스터 
파일 (904) 내의 하나의 특정 물리 레지스터 인스턴스를 확실히 식별하도록 하는 R0/R1 값을 가진다. 따
라서, 각 보전 영역 엔트리에 포함된 정보는 레지스터 파일 (904)로부터 소스 레지스터 데이터를 직접 판
독하도록 하며 (912), 레지스터 파일 (904)에 타겟 레지스터 데이터를 직접 기록하도록 한다 (913). 

마지막으로, 논리 레지스터의 오래된 물리 인스턴스를 퇴거시키는 프로세스가 기술된다. 퇴거될 다음의 
물리 타겟 레지스터 인스턴스는 리오더 버퍼 유닛 (902)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엔트리에 의해 특정된다. 레
지스터 파일 내의 특정 논리 레지스터의 가장 오래된 인스턴스는 실제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낸다. 특정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값을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파일의 열(column)은 자신의 인-오더 포인터 및 상
기 논리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I0/I1 카운터에 의해 주어진다.

특정 논리 레지스터의 실제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I0/I1 카운터가 단순히 증가되
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이전의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은 상실되며, 또한 이전의 제 1 리네임 인스턴스가 
새로운 구조화된 레지스터 값으로 된다.

각 논리 레지스터에 대한 I0/I1 카운터들은 할당자 (903) 및 레지스터 파일 (904) 양자 내에 포함된다. 
특정  타겟  레지스터를  퇴거시키기  (914)  위해서는,  할당자  (915)  및  레지스터  파일  (916)  내의  해당 
I0/I1 값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양한 레지스터 인스턴스(instance)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
하는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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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논리 레지스터(logical registers)들―여기서 각 논리 레지스터는 적어도 하나의 물리 레지스터(physical 
register)로 이루어진 집합에 의해 표시되며, 물리 레지스터로 이루어진 집합들 각각은 논리 레지스터들 
중 논리 레지스터의 비투기적 구조화된 상태(non-speculative architected state)를 나타내는 하나의 물
리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진 상기 집합의 상기 물리 레지스터들 중 다른 레지스
터들은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리네임 인스턴스(rename instances)를 나타냄―을 어드레스(addressing)하
는 인스트럭션(instructions)들을 순서에 무관하게(out-of-order)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a) 상기 논리 레지스터들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상기 물리 레지스터들, 및 상기 논리 레지스터들의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나타내는 상기 물리 레 지스터들 양자(兩者)를 포함하는 어레이(array) 수단,

b)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지는 각 집합 중에서 어느 레지스터가 상기 논 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
를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제 1 표 시(first indication)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
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집합 중 어느 물리 레지스터가 리네임 인스턴스
들 중 순서적으로 가장 최근의 것을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표시하는 제 2 표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인스트
럭션들을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표시 수단이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집합 중 어
느 물리 레지스터가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포인터(pointers)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스트럭션들을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
스템.

청구항 4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표시 수단이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집합 중 어
느 물리 레지스터가 리네임 인스턴스들 중 순서적으로 가장 최근의 것을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포인터(pointers)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스트럭션들을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 수단은 원형 어레이 수단(circular  array 
means)으로 구현되며; 물리 레지스터들은 지금까지는 논리 레지스터들 중 하나의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
된 상태를 나타내었으나 더 이상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지 않으며 새로운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시 사용(reusable)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인스트럭션들을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 레지스터들의 새로운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나타
내는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들을 할당하기 위한 할당 수단(allocation means)을 더 포함하는 인스트럭션들
을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집합 중 어느 물리 레지스터가 리네임 인스턴스
들 중 순서적으로 가장 최근의 것을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물리 레지스터들이 할
당되면, 상기 할당 수단이 상기 제 2 표시 수단을 갱신하는 갱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스트럭션들을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 2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순서적으로 가장 최근의 인스턴스를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로 주어진 논리 레지스터를 리네이밍하기 위한 리네이밍 수단―여기서 상기 순서
적으로 가장 최근의 인스턴스는 제 2 표시 수단에 액세스함으로써 결정함―을 더 포함하는 인스트럭션들
을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a) 상기 논리 레지스터들 중 하나의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 내는 물리 레지스터를 해제시
키고,

b)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나타내며 또한 상기 논리 레 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
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지는 각각 의 집합 중 순서적으로 가장 오래된 물리 레지스터를 결정하
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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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진 각각의 집합 중 어느 물리 레지스터가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상기 제 1 표시 수단을 갱신하는 퇴거 수단을 더 포함하는 인스트
럭션들을 순서에 무관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논리 레지스터(logical registers)들―여기서 각 논리 레지스터는 적어도 하나의 물리 레지스터(physical 
register)로 이루어지는 집합으로 표시되며, 물리 레지스터로 이루어진 집합들 각각은 논리 레지스터들 
중 논리 레지스터의 비투기적 구조화된 상태(non-speculative architected state)를 나타내는 하나의 물
리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진 상기 집합의 상기 물리 레지스터들 중 다른 레지스
터들은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리네임 인스턴스(rename instances)를 나타냄―을 어드레스(addressing)하
는 인스트럭션(instructions)들을 순서에 무관하게(out-of-order)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논리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의 물리 레지스터로 이루어지는 집합을 관리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를 해제시 키는 단계 및

b)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나타내며, 또한 상기 논리 레 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지는 각각 의 집합 중에서 순서적으로 가장 오래된 물리 레지스터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물리 레지스터 집합 관리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집합 중 어느 물리 레지
스터가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제 1 표시 수단을 포함하며, 상
기 방법은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지는 각각의 집합 중 어느 물리 레지스터가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구
조화된 상태를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결정하는 상기 제 1 표시 수단을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물리 레
지스터 집합 관리 방법.

청구항 12 

제 10항 또는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 레지스터들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상기 물리 레지스터
들, 및 상기 논리 레지스터들의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나타내는 상기 물리 레지스터들 양자를 포함하는 어
레이(array) 수단을 더 제공하는 물리 레지스터 집합 관리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 수단은 원형 어레이 수단(circular array means)으로 구현되며, 지금까지
는 논리 레지스터들 중 하나의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었으나 더 이상 상기 논리 레지스
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 물리 레지스터들이 새로운 리네임 인스턴스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
시 사용(reusable)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리 레지스터 집합 관리 방법.

청구항 14 

제 10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표시 수단은 물리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지는 각
각의 집합 중 어느 물리 레지스터가 상기 논리 레지스터의 구조화된 상태를 실제로 나타내는지를 결정하
는 포인터(pointers)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리 레지스터 집합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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