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2-002881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G06F 9/45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2-0028814
2002년04월17일

(21) 출원번호 10-2001-0062160         
(22) 출원일자 2001년10월09일         

(30) 우선권주장 60/239,298
09/687,777

2000년10월10일
2000년10월13일

미국(US)
미국(US)

(71) 출원인 나조미 커뮤니케이션즈,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캘리포니아 95054 산타 클라라 로럴우드 로드 220

(72) 발명자 파텔머케쉬
미국캘리포니아94539프레몬트보어써클787

(74) 대리인 이영필
권석흠

심사청구 : 없음

(54) 마이크로코드 엔진을 이용한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

요약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가 제공된다.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는 디코드 스테이지 및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
다. 디코드 스테이지와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로 분리하는 것은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가 단일 자바 바이트코드를 다중 
고유 명령들로 변환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디코드 스테이지가 명령 레벨 병렬성을 구현하도록 허용한다. 변환된 명령들
을 저장하고 시스템이 인터럽트로부터 리턴할 때 변환된 명령들을 재발행하는 재발행 버퍼가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으
로, 하드웨어 가속기는 인터럽트시 플러시될 필요가 없다.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 감시기가 또한 사용된다. 고유 프로그
램 카운터 감시기가 특정 범위내에 있는 동안, 하드웨어 가속기는 자바 바이트코드들을 고유 명령들로 변환하기 위하여 
인에이블된다.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가 범위 바깥에 있을 때 하드웨어 가속기는 디스에이블되고 CPU는 메모리로부터 
획득된 고유 명령들로 동작한다.
    

대표도
도 8

색인어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 디코드, 바이트코드, 마이크로코드,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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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하드웨어 자바 가속기를 포함하는 모 발명의 시스템의 도면이다.

도 2는 모 발명의 하드웨어 자바 가속기의 사용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모 발명의 일 실시예의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의 몇몇 상세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모 발명의 시스템에서 자바 가속기 명령 번역의 일 실시예의 상세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모 발명의 일 실시예의 명령 번역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명령 레벨 병렬성을 이용한 모 발명의 일 실시예의 명령 번역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모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한 예외 바이트코드들의 표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함께 사용되는 하드웨어 가속기의 일 실시예의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사용되는 디코드 스테이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도 9의 디코드 스테이지와 함께 사용되는 명령 디코더 유닛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도 8의 실시예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의 일 실시예의 도면이다.

도 12는 도 11의 마이크로 스테이지와 함께 사용되는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 로직의 도면이다.

도 13은 도 11의 실시예와 함께 사용되는 고유 명령 구성기 유닛의 도면이다.

도 14는 도 13의 고유 명령 구성기 유닛과 함께 사용되는 레지스터 선택 로직의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스택-및-변수-레지스터 관리기를 도시한 것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의 스택-및-변수-레지스터 관리기를 도시한 것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함께 사용되는 고유 PC 감시기의 도면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함께 사용되는 재발행 버퍼의 도면이다.

도 19 및 도 2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자바(Java, 상표명)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에 의해 개발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상
기 자바 언어는, 소스에서 그리고 이진 레벨 모두에서 플랫폼들 및 운영 체제들 전역에 걸쳐 작고, 간단하며 휴대가능하
다. 이것은 상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인터넷 상에서 매우 널리 보급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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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의 플랫폼 독립성과 코드 간결성은 종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능가하는 자바의 가장 중요한 장점들이다. 종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상기 프로그램을 기계 코드 또는 프로세서 명령들로 번역하는 컴
파일러로 보내진다. 상기 프로세서 명령들은 상기 시스템의 프로세서에 고유하다. 만약 상기 코드가 인텔에 기반한 시
스템 상에서 컴파일된다면, 결과로 생기는 프로그램은 다른 인텔에 기반한 시스템들 상에서만 실행될 것이다. 만약 상
기 프로그램을 다른 시스템 상에서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사용자는 본래 소스 코드로 다시 가서 새로운 프로세서
를 위한 컴파일러를 획득하고 상기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세서에 특정한 기계 코드로 재컴파일해야한다.
    

    
자바는 다르게 동작한다. 자바 컴파일러는 자바 프로그램을 취하고, 특정 프로세서를 위한 기계 코드를 발생시키는 대
신에 바이트코드들을 발생시킨다. 바이트코드들은 기계 코드와 비슷한 명령들이지만, 어떤 프로세서에 특정되지 않는다.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바이트코드 인터프리터는 상기 자바 바이트코드를 취해 그들을 동등한 고유 프로세
서 명령들로 변환하고 상기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상기 자바 바이트코드 인터프리터는 자바 가상 머신(Java Vir
tual Machine)의 한 구성 요소이다.
    

바이트코드 형태의 상기 자바 프로그램들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한 시스템에 특정되지 않는 대신에 자바 가상 머신이 
이용가능한 한 상기 프로그램들이 어떤 플랫폼과 어떤 운영 체제 상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진 
바이트코드 파일이 플랫폼들 전역에서 실행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바이트코드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점은 실행 속도이다. 프로그램들이 컴파일되는 상기 하드웨어 상에서 직접 실행
되는 시스템 특정 프로그램들은 상기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자바 바이트코드들보다 매우 빠르게 작동
한다.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자바 가상 머신에서 상기 자바 바이트코드들을 고유 명령들로 변환하고 상기 고유 명령들
을 실행해야 한다.

상기 자바 가상 머신을 빠르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이하 JIT라 함)" 인터프리터
와, " 핫 스폿 저스트 인 타임(Hot Spot JITs) 인터프리터들로 알려진 훨씬 더 빠른 인터프리터들과 같은 기술들에 의
한 것이다. 상기 JIT 버전들은 모두 고유 프로세서 명령들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JIT 컴파일 오버헤드를 초래한다. 이들 
JIT 인터프리터들은 또한 부가적인 메모리 오버헤드를 초래한다.

    
자바의 느린 실행 속도와 JIT 인터프리터들의 오버헤드는 최소한의 메모리 사용과 저 에너지 소비를 가진 국소-비용 
해결책들을 요구하는 소비자 응용장치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가장 빠른 JIT들을 사용
하는 현존하는 프로세서들을 위한 성능 필요조건은 소프트웨어로 상기 자바 가상 머신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
여 2배 이상이다. 상기 프로세서 성능 필요조건은 슈퍼스칼라 프로세서 구조들을 채용하거나 상기 프로세서 클록 주파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만족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력 필요조건은 극적으로 증가된다. JIT 기술로 인한 메모
리 팽창은 또한 저 비용과 저 전력의 소비자 응용장치 필요조건에 거스른다.
    

소비자 응용장치들을 위한 자바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저 비용 해결책을 제공하는 자바 프로그램들을 구현
하기 위한 개선된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소비자 응용장치들을 위한 자바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저 비용 해
결책을 제공하는 자바 프로그램들을 구현하기 위한 개선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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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자바 바이트코드들을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이하 CPU라 함)를 위한 고유 
명령들로 신속하게 번역하는데 사용되는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재발행 버퍼를 
포함하고, 상기 재발행 버퍼는 하드웨어 가속기와 관련되며 관련된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 값들과 함께 상기 CPU에 발
행된 변환된 고유 명령들을 저장하는데 적합화된다. 상기 CPU가 인터럽트로부터 리턴할 때 상기 재발행 버퍼는 상기 
재발행 버퍼로부터 저장된 고유 명령 값을 재발행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를 검사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럽트들로부터의 리턴들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에 변환하기 위한 명령들을 재로드할 필요없이 효과적으
로 처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하드
웨어 가속기를 포함한다.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 감시기(native program counter monitor)를 
포함한다. 상기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 감시기는 상기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드웨어 가속기 프로그램 카운터 범위내
에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 프로그램 카운터 범위내에 있을 
때,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인에이블되고 변환된 고유 명령들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로부터 상기 중앙 처리 장치로 
송신되며, 상기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는 메모리로부터 로드하기 위한 명령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이 저장된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 범위에 대응하는 
어떤 범위내에 있도록 상기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를 속일 수 있다(spoof).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를 감시함으로써,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언제 동작될 필요가 있고 언제 동작될 필요가 없는지를 항상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프로그
램 카운터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 프로그램 카운터 범위의 바깥쪽 범위로 이동하도록 하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상기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상기 CPU로부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
로 아무런 명시적인 명령도 필요없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는데, 상기 하드웨어 가
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데 적합화된다. 상
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mrcrocode stage)를 포함한다. 상기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는 마이크
로코드 메모리를 포함한다. 상기 마이크로코드 메모리 출력은 다수의 필드들을 포함하고, 상기 필드들은 고유 명령 필
드들에 대응하는 제1 세트의 필드들 및 고유 명령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마이크로코드 제어 로직에 의해 상기 제1 세
트의 필드들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제어 비트 필드를 포함한다. 마이크로코드부의 사용은 동일한 일반 하드웨어 가속
기 구조가 다양한 중앙 처리 장치들과 작동하도록 허용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마이크로코드부는 디코드부와 
분리된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들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으로부터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도 1 내지 도 7은 모 출원의 동작을 도시한 것이다.

    
도 1은 중앙 처리 장치(26)와 관련하여 하드웨어 자바 가속기(22)의 사용을 보여주는 시스템(20)의 도면이다. 상기 
하드웨어 자바 가속기(22)는 상기 자바 가상 머신의 일부가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 하드웨어 구현
은 상기 자바 바이트코드들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자바 바이트코드들을 고유 프
로세서 명령들로 번역하는 것은 상기 하드웨어 자바 가속기(22)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행해진다. 상기 번역은 소프트
웨어로 구현될 때 상기 자바 가상 머신에서 병목 현상의 일부였다. 도 1에서 명령 캐시(24) 또는 다른 메모리로부터의 
명령들은 상기 하드웨어 자바 가속기(22)에 공급된다. 만약 이들 명령이 자바 바이트코드라면, 상기 하드웨어 자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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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22)는 이들 바이트코드들을 멀티플렉서(28)를 통하여 CPU에 공급되는 고유 프로세서 명령으로 변환할 수 있다. 
만약 비-자바 코드가 사용된다면, 상기 하드웨어 자바 가속기는 상기 멀티플렉서(26)를 사용하여 바이패스될 수 있다. 
자바 스택은 프레임, 오퍼랜드 스택, 변수들 등을 포함한다.
    

상기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는 다음 과제들 중 몇몇 또는 모두를 행할 수 있다.

1. 자바 바이트코드 디코드;

2. 가능한 곳은 어디에서든지, 명령 레벨 병렬성(instruction level parallelism, ILP)을 식별하고 인코딩하는 것;

3. 바이트코드들을 고유 명령들로 번역하는 것;

4. 상기 CPU와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 상의 자바 스택을 관리하는 것 또는 개별 스택으로서 관리하는 것;

5. 소정의 자바 바이트코드들에 대한 명령들에 관한 예외들을 발생시키는 것;

6. 고유 CPU 코드가 제공될 때 고유 CPU 동작으로 전환하는 것;

7. 배열 명령들에 관해 경계(bounds) 검사를 수행하는 것

8. 상기 CPU와 관련된 상기 레지스터 파일 상의 변수들을 관리하는 것.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바이트코드 인터프리터, 자바 레지스터 및 자바 스택의 상기 자바 가상 머신 기능들은 상기 하드
웨어 자바 가속기에서 구현된다. 불필요한 정보 수집 히프(heap)와 일정한 풀(pool) 영역은 정상 메모리에서 유지될 
수 있고 정상 메모리 참조를 통하여 액세스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이들 기능들은 하드웨어로, 예를 들어 기입 배리
어(write barrier)로 가속된다.

상기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의 주된 장점들은 상기 자바 가상 머신이 동작하는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과, 현존하는 고
유 언어 레거시(legacy) 애플리케이션들, 소프트웨어 기반 및 개발 툴들이 사용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상기 자바 
바이트코드들이 상기 고유 명령들이었던 전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레거시(legacy) 애플리케이션들에 액세스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상기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가 상기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도 1에 도시될지라도, 상기 자바 하드웨
어 가속기는 중앙 처리 장치에 통합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중앙 처리 장치는 자바 바이트코드를 상기 CPU의 주요 
부분에 의해 동작되는 상기 고유 명령들로 번역하기 위하여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 서브유닛을 가진다.

도 2는 모 발명의 일 실시예의 동작을 도시한 상태 머신도(state machine diagram)이다. 블록 32는 파워-온 상태이
다. 파워-온 동안 상기 멀티플렉서(28)는 상기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를 바이패스하도록 설정된다. 블록 34에서 상기 
고유 명령 부트-업 시퀀스가 실행된다. 블록 36은 고유 명령들을 실행하고 상기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를 바이패스시키
는 고유 모드의 시스템을 보여준다.

블록 38에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 모드로 전환한다. 상기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 모드에서, 자바 
바이트코드가 상기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22)로 전송되고, 고유 명령들로 변환된 다음 동작을 위해 상기 CPU에 보내
진다.

상기 자바 가속기 모드는 어떤 자바 바이트코드들에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들 바이트코드들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22)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상기 CPU(26)에서 처리된다. 블록 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시스템은 상기 고
유 모드로 동작하지만, 상기 자바 가상 머신은 상기 바이트코드 번역을 행하고 상기 자바 가속기 모드에서 생성된 예외
를 처리하는 가속기에서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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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로 처리하기 힘든 더 길고 더 복잡한 바이트코드들은 상기 예외들을 생성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도 7은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예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트코드들의 하나의 가능한 리스트를 도시한 표이다.

    
도 3은 모 발명의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의 일 실시예의 상세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는 자바 가
속기 명령 번역 하드웨어(42)를 포함한다. 상기 명령 번역 하드웨어(42)는 자바 바이트코드들을 고유 명령들로 변환
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자바 가속기 명령 번역 하드웨어(42)의 일 실시예가 도 4와 관련하여 하기에 더 상세히 설명된
다. 상기 명령 번역 하드웨어(42)는 하드웨어 자바 레지스터들(44)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상기 하드웨어 자바 
레지스터들은 상기 자바 가상 머신에 정의된 상기 자바 레지스터들을 저장한다. 상기 자바 레지스터들은 상기 자바 가
상 머신의 상태를 포함하고, 그 동작에 영향을 끼치며, 실행 시간에 갱신된다. 상기 자바 가상 머신내의 상기 자바 레지
스터들은 프로그램 카운터(program counter, 이하 PC라 함), 어떤 바이트코드가 실행중인지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카
운터; 오피톱(Optop),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에 대한 포인터; 프레임, 현재 방법의 실행 환경에 대한 포인터; 및 자바 
변수들(Java variables, 이하, Vars라 함), 현재 실행중인 방법의 이용가능한 제1 로컬 변수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한
다. 상기 가상 머신은 이들 레지스터들이 단일 32-비트 워드 폭이 되도록 정의한다. 상기 자바 레지스터들은 또한 하
드웨어 자바 스택(50)으로서 구현될 수 있는 상기 자바 스택에 저장되거나 상기 자바 스택은 레지스터 파일과 관련된 
상기 CPU에 저장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하드웨어 자바 레지스터들(44)은 상기 명령 번역 하드웨어(42)의 사용을 위하여 부가적인 레지
스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레지스터들은 고유 명령들에 대한 스위치를 나타내는 레지스터와 상기 시스템의 버전 
번호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자바 PC는 상기 명령 캐시(24) 또는 메모리로부터 바이트코드 명령들을 획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
에서 상기 자바 PC는 멀티플렉서(52)에서 상기 중앙 처리 장치(26)의 정상 프로그램 카운터(54)와 다중화된다. 상기 
정상 PC(54)는 상기 자바 하드웨어 바이트코드 번역의 동작 중에 사용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정상 프로
그램 카운터(54)는 상기 자바 프로그램 카운터로서 사용된다.

    
상기 자바 레지스터들은 상기 자바 가상 머신의 일부이고 상기 중앙 처리 장치(26)에 의해 동작되는 범용 레지스터들
(46 또는 48)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시스템은 자바 CPU 레지스터 파일(48) 뿐만 아니라 전통
적인 CPU 레지스터 파일(46)을 사용한다. 고유 코드가 동작되고 있을 때 상기 멀티플렉서(56)는 종래의 레지스터 파
일(46)을 상기 CPU(26)의 실행 로직(26c)에 연결한다. 상기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가 액티브할 때, 상기 자바 CPU 
레지스터 파일(48)은 상기 종래의 CPU 레지스터 파일(46)을 대신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종래의 CPU 레지스터 파일
(46)이 사용된다.
    

    
도 3 및 도 4와 관련하여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상기 자바 CPU 레지스터 파일(48) 또는 대안적인 실시예에서의 
상기 종래의 CPU 레지스터 파일(46)은,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일부분들과 몇몇 변수들을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상기 자바 가속기 명령 번역기(42)로부터의 고유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은 상기 자바 CPU 레지스
터 파일(48)에 저장된 상기 오퍼랜드 스택과 변수 값들, 또는 상기 종래의 CPU 레지스터 파일(46)에 저장된 값들에 
따라 동작할 수 있다. 데이터는, 발행된 로드/저장 명령들 뿐만 아니라 메모리 조정기(62)에 연결된 오버플로우/언더플
로우 라인(60)을 통해 상기 데이터 캐시 또는 다른 메모리(58)로부터 상기 자바 CPU 레지지터 파일(48)을 들락날락
하여 기입될 수 있다. 상기 메모리로 그리고 상기 메모리로부터의 데이터의 상기 오버플로우/언더플로우 전송은 상기 
CPU 동작과 동시에 행해질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오버플로우/언더플로우 전송은 상기 CPU가 동작하고 있지 않는 
동안 명백히 행해질 수 있다. 상기 오버플로우/언더플로우 버스(60)는 상기 자바 스택이 오버플로우하거나 언더플로우
할 때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서 데이터를 독출하거나 상기 레지스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하여 3 상태 버스 
또는 2개의 분리된 버스들로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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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PU를 위한 레지스터 파일들은 메모리로 그리고 메모리로부터 오퍼랜드 스택과 변수 값들의 로딩(loading)을 처
리하는데 사용되는 고유 명령들을 가진 단일 레지스터 파일로서 대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다수의 자바 
CPU 레지스터 파일들이 사용될 수 있다: 변수 값들을 위한 하나의 레지스터 파일, 상기 오퍼랜드 스택 값들을 위한 다
른 레지스터 파일 및 상기 방법 환경 정보를 보유하는 상기 자바 프레임 스택을 위한 다른 레지스터 파일.

상기 자바 가속기 제어기(코프로세서 유닛)(64)는 상기 하드웨어 자바 가속기를 제어하고, 상기 하드웨어 자바 레지스
터들(44)과 자바 스택(50)을 들락날락하여 독출하며, 상기 CPU 실행 로직(26c)으로부터의 " 분기 취해짐" 신호에 따
라 상기 자바 가속기 명령 번역 파이프라인을 플러시(flush)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CPU(26)는 명령 페치(26a), 명령 디코드(26b), 실행 로직(26c) 및 재기입 로직(writeback logic, 26e)으로 
나누어진다. 상기 실행 로직(26c)은 상기 고유 명령들을 실행하고 분기 명령이 취해져서 " 분기 취해짐" 신호가 발행되
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실행 로직(26c)은 분기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어드레스들을 감시한다. 도 
4는 모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자바 가속기 명령 번역기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명령 버퍼(70)는 명령 캐시로
부터 바이트코드 명령들을 저장한다. 상기 바이트코드들은 동시에 다중 바이트코드들을 디코딩하는 병렬 디코드 유닛(
72)으로 보내진다. 다중 바이트코드들은 명령 레벨 병렬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동시에 처리된다. 즉, 다중 바이트코드들
은 더 적은 수의 고유 명령들로 변환될 수 있다.
    

    
상기 디코딩된 바이트코드들은 상태 머신 유니트(74) 및 산술 로직 유니트(Arithmetic Logic Unit, 이하 ALU라 함)
(76)에 보내진다. 상기 ALU(76)는 상기 바이트코드 명령들이 상기 상태 머신(74)에 의해 더 쉽게 동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바이트코드 명령들을 재정렬하도록 그리고 계산 메모리 참조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술 기능들을 수행하
도록 제공된다. 상기 상태 머신(74)은 상기 바이트코드들을 룩-업 테이블(78)을 이용하여 고유 명령들로 변환한다. 
따라서, 상기 상태 머신(74)은 상기 룩-업 테이블(78)에서 바라던 고유 명령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를 제공한다. 메
모리에서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을 추적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기 오퍼랜드 스택 상에 얼마나 많은 
엔트리들이 배치되었는지에 관해 수를 세기 위하여 카운터들이 유지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룩-업 테이블(7
8)의 출력은 라인(80)에서 상기 고유 CPU 레지스터 파일 상에서 동작될 상기 레지스터들의 표시들과 함께 증가된다. 
상기 레지스터 표시들은 상기 카운터들로부터 유래하고 바이트코드들로부터 해석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오퍼랜드들과 변수들이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서 어떤 엔트리들에 있는지에 대한 하드웨어 표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고
유 명령들은 이것에 기초하여 구성된다. 대안적으로, 상기 레지스터 표시들은 도 3에 도시된 상기 자바 CPU 레지스터 
파일(48)에 직접 보내질 수 있다.
    

상기 상태 머신(74)은 상기 자바 CPU 레지스터 파일(48) 또는 상기 종래의 CPU 레지스터 파일(46)내의 상기 스택과 
변수들의 배열의 표시 뿐만 아니라 상기 자바 레지스터들(44)에 액세스한다. 버퍼(82)는 상기 번역된 고유 명령들을 
상기 CPU에 공급한다.

    
모 발명의 일 실시예의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의 동작이 도 5 및 도 6에 도시된다. 도 5, 섹션 I은 상기 자바 바이트코드
의 명령 번역을 보여준다. 니모닉(mnemonic, 연상 기호) iadd에 대응하는 자바 바이트코드는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의 2개 값들을 취하여 함께 가산하고 그 결과를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에 밀어넣는 정수 연산으로서 상기 자바 
가상 머신에 의해 해석된다. 상기 자바 번역 머신은 상기 자바 바이트코드를 명령 ADD R1,R2와 같은 고유 명령으로 
번역한다. 이것은, 레지스터 R1의 값을 레지스터 R2의 값에 가산하여 그 결과를 레지스터 R2에 저장하는 것을 나타내
는 상기 CPU에 고유한 명령이다. R1과 R2는 상기 오퍼랜드 스택에서 상단의 2개의 엔트리들이다.
    

    
도 5, 섹션 I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자바 레지스터는 " Value A+1" 로 증가되는 PC 값 " Value A" 를 포함한다. 
상기 오피톱(Optop) 값은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이 새로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 Value B" 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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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 Value B-1" 로 변한다. 상기 변수 리스트의 시작을 가리키는 Vars 베이스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도 5, 섹션 III
에, 도 3의 고유 CPU 레지스터 파일 또는 자바 CPU 레지스터 파일(48)의 내용들이 도시된다. 상기 자바 CPU 레지스
터 파일은 오퍼랜드 스택 값들을 포함하는 레지스터들(R0-R5)과 변수 값들을 포함하는 레지스터들(R6-R7)에서 시
작한다. 상기 고유 명령의 동작 전에, 레지스터(R1)는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 값을 포함한다. 레지스터(R6)는 제
1 변수를 포함한다. 하드웨어가 상기 레지스터 파일내의 Vars의 이용성을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Var가 이용가능
하지 않는 경우, 마이크로코드와 관련하여 상기 하드웨어는 상기 고유 CPU에 로드 명령들을 발행한다. 일단 Var의 값
이 RF(레지스터 파일)에서 갱신되면, 엔트리는 방법 콜들(calls)을 행할 때 변경되는 것과 같이 표시되고, 단지 메모리
내의 갱신된 Vars만이 메모리에 다시 기입된다. 이것은 상당히 더 높은 성능의 방법들을 초래한다. 상기 고유 명령의 
실행 후에, 레지스터(R2)는 이제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 값을 포함한다. 레지스터(R1)는 더 이상 유효한 오퍼랜드 
스택 값을 포함하지 않고, 오퍼랜드 스택 값에 의해 중복기입되도록 이용가능하다.
    

    
도 5, 섹션 IV는 데이터 캐시(58) 또는 메인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는 상기 오퍼랜드 스택과 변수들의 메모리 위치들
을 보여준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기 메모리는 어떤 가상 메모리 스킴을 도시하지 않은 상태로 도시된다. 상기 
고유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 주소인, 오피톱(Optop)은 " Value B" 이다. 상기 고유 명령이 
실행된 후,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 주소는 상기 고유 명령의 결과를 포함하는 " Value B-1" 이다. 상기 오퍼랜드 
스택 값" 4427" 이 오버플로우/언더플로우 라인(60)을 가로질러 레지스터(R1)에 기입될 수 있음을 주목하라. 상기 고
유 모드로 다시 전환할 때, 상기 자바 CPU 레지스터 파일(48)내의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메모리에 기입되어야 한다.
    

    
일관성이 상기 하드웨어 자바 레지스터들(44), 상기 자바 CPU 레지스터 파일(48) 및 상기 데이터 메모리 간에 유지되
어야 한다. 상기 CPU(26) 및 자바 가속기 명령 번역 하드웨어(42)는 파이프라인되고 상기 하드웨어 자바 레지스터들
(44)에 대한 어떤 변경들과 상기 자바 CPU 레지스터 파일(48)을 위한 제어 정보에 대한 변경들은 " 분기 취해짐" 신
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시스템은 이러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퍼들(미도시)을 사
용한다. 더욱이, 상기 자바 명령 번역은 상기 명령 번역 유닛과 CPU에서 파이프라인 해저드들(hazards)을 회피하도록 
행해져야 한다.
    

도 6은 본 발명과 함께 명령 레벨 병렬성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에서 자바 바이트코드들 iload_n과 iadd는 상
기 자바 바이트코드 번역기에 의해 단일 고유 명령 ADD R6,R1으로 변환된다. 상기 자바 가상 머신에서, iload_n은 상
기 자바 레지스터 Var에 의해 표시된 상위 로컬 변수를 상기 오퍼랜드 스택에 밀어넣는다.

모 발명에서 상기 자바 하드웨어 번역기는 상기 iload_n과 iadd 바이트코드를 단일 고유 명령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도 6, 섹션 I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자바 레지스터, PC는 " Value A" 로부터 " Value A+2" 로 갱신된다. 상기 오
피톱(Optop) 값은 " Value B" 로 남는다. 상기 값 Var은 " Value C" 로 남는다.

    
도 6, 섹션 II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고유 명령 ADD R6,R1이 실행된 후, 레지스터(R6)에 저장된 제1 로컬 변수
의 값, " 1221" 은 레지스터(R1)에 포함된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 값에 가산되고 그 결과는 레지스터(R1)에 저장된다. 
도 6, 섹션 IV에서 상기 오피톱(Optop) 값은 변하지 않지만 상기 레지스터의 상단에서의 값은 상기 ADD 명령의 결과
인, 1371을 포함한다. 본 예는 단지 2개의 오퍼랜드들만을 지원하는 고유 CPU와 동작하는 본 발명을 보여준다. 본 발
명은 또한 3개의 오퍼랜드들과 매우 긴 명령 워드(Very Long Instruction Word, VLIW) CPU들을 지원할 수 있다.
    

    
SiPush, BiPush 등과 같은 몇몇 바이트코드들을 위해, 본 발명은 상기 하드웨어 및 마이크로코드에 의해 구성되는(12
0) 고유 명령의 즉시 필드를 위한 부호 확장 데이터(sign extended data)를 이용가능하게 한다. 상기 데이터는 대안적
으로 코프로세서 레지스터로서 독출될 수 있다. 상기 코프로세서 레지스터 독출/기입 명령은 본 발명에 개요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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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드웨어 가속기에 의해 발행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마이크로코드는 상기 고유 명령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몇
몇 필드들을 가진다.
    

    
모 발명의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가 현존하는 CPU 설계와 같이 동일한 칩 상에 배치되는 내장
된 해법에 특히 아주 적합하다. 이것은 이전의 현존하는 소프트웨어 기반과 레거시(legacy)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개
발 툴들이 사용되도록 허용한다. 게다가, 본 실시예의 구조는 스마트 카드로로부터 데스크톱 해법들까지의 범위에 걸치
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맞도록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확장성은 도 4의 상기 자바 가속기 명령 번역 유닛
에서 구현된다. 예를 들어, 상기 룩-업 테이블(78)과 상태 머신(74)은 다양한 다른 CPU 구조들을 위해 변경될 수 있
다. 이들 CPU 구조들은 복합 명령 세트 컴퓨터(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CISC) 구조들 뿐만 아니라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구조들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슈퍼스칼라 CPU들 또는 
매우 긴 명령 워드(very long instruction word, VLIW) 컴퓨터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도 8 내지 도 20은 본 발명의 동작을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시스템(100)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시스템은 CPU(101)와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한다.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부는 메모리로부터 자바 바이트코드를 
수신하는 디코드 스테이지(102)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디코드 스테이지(102)는 하나 이상의 자바 바이트코드
가 단일 고유 명령으로 변환될 수 있는 명령 레벨 병렬성을 이용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100)은 
상기 디코드 스테이지(102)로부터 신호들을 수신하는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104)를 포함하고 고유 명령들을 구성하
는데 사용된다. 상기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104)는 단일 바이트코드로부터 다중 고유 명령들을 생성하는 것을 허용한
다. 재발행 버퍼(106)는 상기 변환된 명령들이 상기 CPU(101)에 송신될 때 상기 변환된 명령들의 복사본을 상기 재
발행 버퍼(106)에 저장한다.
    

    
상기 재발행 버퍼(106)는 고유 PC 값(110)을 감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가 액티브할 때,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메모리로부터 상기 명령들을 로드하는 메모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고유 PC 값을 사
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상기 고유 PC 값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가 액티브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위장된 범위(spoofed 
range)내에 유지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고유 PC 감시기(110)는 상기 고유 PC 값이 상기 위장된 범위내에 
있는지를 탐지한다. 만약 그렇다면, 멀티플렉서(112)는 상기 변환된 명령들을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로부터 상기 CPU
(101)로 송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메모리로부터의 상기 고유 명령들은 상기 CPU(101)에 로드된다. 위장된 범위에 
있을 때, 메모리로 소스되는(sourced) 어드레스들은 상기 가속기로부터의 자바 PC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 고유 PC
는 메모리로 소스된다.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면, 상기 고유 PC 값은 상기 위장된 범위의 바깥쪽 값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 상기 PC 감시기(11
0)는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의 기능을 정지시킬 것이다. 인터럽트로부터 리턴이 발생할 때, 상기 CPU(101)는 플러시될 
것이고, 인터럽트로부터의 리턴시, 상기 고유 PC 값(108)은 상기 인터럽트 이전에 상기 고유 PC 값으로 리턴된다. 그
다음 상기 재발행 버퍼(106)는 CPU(101)로부터 플러시된 저장된 고유 명령들을 상기 이전의 고유 PC 값에 대응하는 
CPU(101)로 재발행할 것이다. 상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인터럽트시 플러시될 필요도 없고, 
이전에 변환된 자바 바이트코드들이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에 재로드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상기 재발행 버퍼(106)의 
사용은 인터럽트로부터의 동작과 복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상기 CPU(101)는 레지스터 파일(113)과 관련된다. 상기 레지스터 파일은 상기 CPU의 산술 로직 유닛에 동작가능하
게 연결되어 있지만 설명을 위하여 여기에서 분리되어 도시된 고유 CPU의 정상 레지스터 파일이다. 상기 레지스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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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13)은 상기 변환된 명령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스택 및 Var 값들을 저장한다. 스택 및 변수 관리기들(114)은 
상기 레지스터 파일(113)에 저장된 어떤 정보도 추적하고 상기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 동작을 돕기 위해 상기 정보를 
사용한다.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일 실시예에서 스택 값들과 변수 값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 개수의 레지스터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6개의 레지스터들이 상위 6개의 스택 값들과 6개의 변수 값들을 위해 사용되는 6개의 레지스터
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스택 및 변수 관리기는 스택 및 변수 값들을 상기 레지스터 파일내의 다른 레지
스터들에 할당한다. 이러한 대안적인 실시예의 장점은 몇몇 경우에 있어서 상기 스택 및 Var 값들이 호출 콜(Invoke 
Call)에 기인하여 전환될 수 있고 이러한 전환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다수의 고유 명령들을 생성하는 것보다 상기 스
택 및 변수 관리기(114)에서 더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다수의 중요한 값들이 상기 시스템의 동작을 돕기 위하여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에 저장된 값들은 특히 상기 CPU의 상기 레지스터 파일들이 상기 자바 스택의 부분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될 때, 상기 시스템의 동작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준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스택 값의 상단의 표시를 저장한다. 상기 스택 값의 상단은 상기 메모리
로부터 스택 값들의 로딩에 도움을 준다. 상기 스택 값의 상단은 명령들이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로부터 레지스터에 기
반한 명령들로 변환될 때 갱신된다. 명령 레벨 병렬성이 사용될 때, 단일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의 부분인 각 스택에 
기반한 명령은 상기 자바 스택에 대한 그것의 영향을 위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오퍼랜드 스택 깊이 값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유지된다. 상기 오퍼랜드 스택 깊이는 상기 C
PU의 레지스터 파일들에서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동적인 깊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4개의 스택 값들이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되는 경우, 상기 스택 깊이 표시기는 " 4" 를 나타낼 것이다.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서 상기 스택의 깊이를 
아는 것은 상기 레지스터 파일들을 들락날락하는 스택 값들을 로드하고 저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최소 스택 깊이 값과 최대 스택 깊이 값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내에 유지된다. 상기 스택 깊이 
값은 상기 최대 및 최소 스택 깊이들과 비교된다. 상기 스택 값이 상기 최소 값 미만일 때,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
택 값들을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CPU의 레지스터 파일에 로드하기 위한 로드 명령들을 구성한다. 상기 스택 깊이가 
상기 최대 값을 초과할 때,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 값들을 상기 메모리에 다시 저장하기 위한 저장 명령들을 구성
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CPU 레지스터 파일에서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적어도 상위 4개의 엔트리들은 링 버퍼로서 
동작하고, 상기 링 버퍼는 상기 가속기에서 유지되며 오버플로우/언더플로우 유닛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또한 상기 CPU의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된 오퍼랜드들과 변수들의 표시를 저
장한다. 상기 표시들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가 들어오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로부터 변환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
들을 구성하도록 허용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또한 상기 변수 베이스(variable base) 및 오퍼랜드 베이스(operand base)
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것은 명령들의 구성이 상기 CPU의 레지스터 파일과 상기 메모리 간에 변수들과 오퍼랜드들을 
로드하고 저장하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Var가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상기 하드웨어는 로
드 명령들을 발행한다. 상기 하드웨어는 상기 Var의 메모리 위치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Var 수를 4로 곱하고 상기 
Var 베이스를 가산하는데 적합화된다. 생성된 명령은 상기 Var 베이스가 임시 고유 CPU 레지스터에 있다는 인식에 근
거한다. Var 수 곱하기 4는 구성되는 상기 고유 명령의 즉시 필드로서 이용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포인터를 상기 
Var 베이스 더하기 즉시 오프셋에 유지하는 상기 임시 레지스터의 내용이 되는 어드레스를 가진 메모리 액세스 명령일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Var의 최종 메모리 위치는 상기 가속기에 의해 저장된 명령으로서 상기 CPU에 의해 독출될 
수 있고 그다음 상기 Var는 로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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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자바 바이트코드들의 실행에 의해 갱신될 때 상기 변수들이 변경된 것으
로 표시한다.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변경된 것으로 표시된 변수들을 몇몇 바이트코드들을 위해 상기 시스템 메모리에 
복사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고유 명령들을 구성하는데, 상기 고유 명령들의 오퍼랜드들은 상기 레지
스터 파일 내용들이 상기 오퍼랜드 스택과 변수들을 위한 데이터인 적어도 2개의 고유 CPU 레지스터 파일 참조들을 포
함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디코드 스테이지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디코드 스테이지(102')는 프리페치 스테이지(
116)와 명령 디코드(118)로 나누어진다. 상기 프리페치 스테이지(116)는 메모리(미도시)로부터 원시 바이트코드들
을 수신하는 바이트코드 버퍼 및 정렬 프리페치 스테이지 유닛(120)을 포함한다. 자바 바이트코드 버퍼 제어 요소(12
2)는 상기 메모리로부터 부가적인 바이트코드들을 로드하는 때를 결정하도록 명령들을 제공한다. 어드레스 유닛(124)
은 로드하기 위한 다음 바이트코드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바 프로그램 카운터(126)를 사용한다. 상술한 바와 같
이,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가 액티브한 동안, 상기 자바 프로그램 카운터는 자바 바이트코드를 포함하는 메모리로부터 
다음 워드를 획득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고유 PC는 위장된 지역내에 유지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가 액티브한 동안 
다음 명령들을 획득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상기 바이트코드 버퍼 정렬 유닛(120)은 상기 메모리로부터 다수의 바이
트코드들을 포함한다. 상기 명령들이 상기 명령 디코드 유닛(118)으로부터 전해질 때, 다수의 바이트들이 상기 바이트
코드 버퍼 정렬 유닛(120)으로부터 제거된다. 라인(128)상의 신호는 상기 명령 디코드 유닛(118)에 의해 사용된 바
이트코드들의 수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라인(130)상의 디코딩된 데이터는 상기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에 
송신된다. 상기 데이터는 마이크로코드 시작 어드레스 데이터(130a), 인덱스/어드레스 및 Vars 데이터(130b) 및 Va
r 제어 데이터(130c)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0은 명령 디코드 유닛(118')을 보여준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다수의 바이트들이 명령 디코드 유닛으로 송신된다. 
개별 디코드 유닛들(132, 134, 136, 138 및 140)은 상기 바이트들을 수신하고 디코딩한다. 인접 바이트들의 값이 상
기 바이트가 디코딩되는 방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주목하라. 예를 들어, 바이트 A가 2-바이트 명령의 시작인 경우, 
바이트 B의 값은 상기 2-바이트 명령의 두번째 절반으로서 해석된다. 명령 레벨 병렬성 로직(142)은 상기 디코딩된 
정보를 수신하고 그다음 제1 바이트코드를 위한 상기 마이크로코드 시작 어드레스를 결정한다. 제2 바이트코드들은 변
환된 명령에 의해 액세스되는 레지스터들의 선택에 의해 상기 제1 바이트코드와 결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한 예가 
도 19 및 도 20과 관련하여 하기에 설명된다.
    

    
가속기 산술 로직 유닛(144)은 인덱스 어드레스들과 이와 동등한 것들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가속기 산술 로직 
유닛은 레지스터 풀(register pool)에 연결된다. 상기 가속기 산술 로직 유닛의 사용은 어떤 간단한 계산들이 상기 CP
U 유닛으로부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 유닛으로 이동되도록 허용하고, 따라서 상기 자바 바이트코드들이 소수의 고유 
명령들로 변환되도록 허용한다. 상기 변수 선택 + 다른 제어 유닛(146)은 어떤 레지스터들이 Vars로서 사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상기 ILP 로직 유닛(142)으로부터의 상기 Var 제어 라인은 이들 Vars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나타낸다. V
ar 및 관련된 Var 제어 라인은 상기 고유 CPU의 명령내의 각 오퍼랜드 필드를 위해 이용가능해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변수가 상기 고유 CPU 레지스터 파일에 존재하지 않을 때 고유 로드 명
령들을 발행하고,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는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내의 상기 산술 로직 유닛에 의해 계산된다.

    
도 11에 도시된 상기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104')는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 로직(148)과 마이크로코드 메모리(15
0)를 포함한다. 상기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 로직(148)은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들을 상기 마이크로코드 메모리(15
0)로 송신한다. 그다음 상기 마이크로코드 메모리(150)는 상기 어드레스의 내용들을 상기 고유 명령을 생성하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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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명령 구성기 로직(152)으로 송신한다. 각 마이크로코드 메모리 라인은 라인(154)상에 주 명령 부분, 라인(156)
상에 제어 비트들 및 라인(158)상에 갱신 스택 포인터 비트들을 포함한다.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 로직(148) 및 마이
크로코드 메모리(150)는 모두 갱신 스택 비트가 상기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 로직(148)으로 송신될 때까지 고유 명령
들의 스트링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 로직은 디코드 로직(미도시)으로부터 다른 시작 어
드레스를 획득한다. 상기 고유 명령 구성기는 라인(154)상에 상기 주 명령 부분, 상기 디코드로부터 제어 비트들, 상기 
인덱스 어드레스, Vars 및 상기 Var 제어들을 수신한다. 상기 입력들은 상기 고유 명령 구성기(152)가 상기 재발행 버
퍼 및 상기 고유 CPU로 송신된 상기 고유 명령들을 구성하도록 허용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 로직(148')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디코드 로직으로부터 오는 
시작 어드레스는 멀티플렉서(154)로 간다. 상기 멀티플렉서(154)는 상기 시작 어드레스나 증분 또는 계산된 값을 마
이크로코드 램(RAM)으로 송신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갱신 스택 비트가 설정되지 않는 반면, 상기 마
이크로코드내의 다음 요소의 어드레스는 상기 산술 로직 유닛(156)에 의해 계산되고 상기 마이크로코드 메모리(미도
시)로 송신하기 위해 상기 멀티플렉서(154)에 제공된다. 상기 마이크로코드 램 메모리내의 공간은 상기 마이크로코드 
메모리의 다른 영역으로의 점프들을 포함함으로써 보존될 수 있다. 상기 점프들은 유닛(158)에서의 계산에 의해 또는 
라인(160)상에 상기 어드레스를 제공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고유 명령 구성기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다수의 레지
스터 선택 로직 유닛들(162, 164 및 166)이 제공된다. 각 레지스터 선택 로직 유닛은 고유 명령과 함께 사용된 레지스
터를 선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수 리소스 로직 유닛(168) 및 선택 로직(170)은 특수 한 명령들의 선택을 허용한
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레지스터 선택 로직(161')을 도시한 것이다. 레지스터 결정 로직(172)은 변수 제어 비
트들, 마이크로코드 제어 비트들 및 어떤 레지스터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스택 및 Vars 레지스터 관리기 정보로부터 결
정한다. 예를 들어, 상기 명령이 스택의 상단을 로드하는 것이고 그다음 다음 바이트코드내의 스택 값의 상단을 사용하
는 것이라면 레지스터 결정 로직(172)은 레지스터(R10)가 스택 값의 상단을 포함해서 레지스터(R10)가 변환된 명령
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레지스터 재매핑 유닛(174)은 레지스터 재매핑을 행한다. 종래의 CPU들에 있어서, 몇몇 레지스터들은 예약된다. 레지
스터 재매핑 유닛(174)은 상기 디코더 로직이 상기 스택 및 Var 레지스터들이 가상이라고 가정하도록 허용하는데, 이
것은 계산들을 단순화한다. 멀티플렉서(176)는 라인(171)상의 값이 변경되지 않고 전달되도록 허용한다.

도 15는 스택-및-변수-레지스터 관리기(114')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스택-및-변수-레지스터 관리기는 
상기 CPU의 레지스터 파일의 변수 및 스택 레지스터들내에 무엇이 저장되는지에 대한 표시를 보유한다. 그다음 상기 
정보는 상기 자바 바이트코드를 디코딩하고 적합한 고유 명령들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상기 디코드 스테
이지와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에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택-및-변수-레지스터 관리기의 기능들 중 하나는 상기 스택의 상단의 표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레지스터들(R1-R4)이 상기 메모리로부터 또는 바이트코드들을 실행함으로써 상위 4개의 
스택 값들을 저장한다면, 상기 스택의 상단은 데이터가 상기 레지스터 파일을 들락날락하여 로드될 때 변경될 것이다. 
따라서, 레지스터(R2)는 상기 스택의 상단일 수 있고 레지스터(R1)는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서 상기 스택의 하단일 수 
있다. 새로운 데이터가 상기 레지스터 파일내의 상기 스택에 로드될 때, 상기 데이터는 레지스터(R3)에 로드될 것이고, 
이것은 그다음 상기 스택의 새로운 상단이 되며, 상기 스택의 하단은 R1인채 남는다. 상기 레지스터 파일내의 상기 스
택 상에 로드된 2개 이상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상기 레지스터 파일내의 스택의 새로운 상단은 R1일 것이지만 첫번째 
R1은 상기 가속기들 오버플로우/언더플로우 유닛에 의해 메모리로 재기입될 것이고, R2는 상기 CPU 레지스터 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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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부 스택의 하단이 될 것이다.
    

    
도 16은 대안적인 스택-및-변수-레지스터 관리기(114" )를 도시한 것이다. 본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레지스터 
할당표(172)가 보유된다. 상기 레지스터 할당표는 어떤 Vars 및 스택 변수들이 어떤 레지스터들에 저장되는지에 대한 
표시를 보유한다. 명령이 디코딩될 때 상기 레지스터 할당표(172)를 이용하여 Var 또는 스택 값이 상기 레지스터 파일
에 저장되는지가 검사된다. 들어오는 스택 또는 Var 값에 대한 매치(match)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CPU의 레지스터 
파일내의 값들이 사용된다. 아무런 매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기 값은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레지스터 파일로 로
드될 수 있고 상기 레지스터 할당표가 갱신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호출(invoke) 할당 로직 유닛(174)은 상기 레지
스터 할당표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다. 호출(invoke)이 발생하면, 전형적으로 몇몇 스택 및 Vars의 값들이 전환된다. 
재할당 로직(174)을 이용하여 상기 레지스터 할당표(172)내의 값들을 재할당함으로써 상기 호출 동작의 속도가 증가
될 수 있다.
    

도 17은 고유 PC 감시기(110')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고유 PC 값은 상위 범위 레지스터 및 하위 범위 레
지스터와 비교된다. 상기 고유 PC 값이 상기 범위내에 있는 경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라인(178)을 사용하여 인에
이블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디스에이블된다. 요소(180)는 상기 고유 PC 값이 상기 위장 범위의 
상단에 근접하여 오는지를 테스트한다. 그렇다면, 상기 시스템은 상기 고유 PC 유닛의 하위 값으로 점프를 유도한다.

    
도 18은 재발행 버퍼(106')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재발행 버퍼는 상기 변환된 명령들을 수신하고 관련된 고
유 PC 값과 함께 그들을 저장한다. 아무런 인터럽트도 존재하지 않는 한, 상기 고유 PC 값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다음 
명령 및 현재의 고유 PC는 상기 재발행 버퍼에 저장되며 명령이 상기 CPU에 발행된다.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CPU 파
이프라인은 실행되지 않은 명령들을 포함하여 플러시되는데, 상기 재발행 버퍼에 복사본이 존재한다. 인터럽트로부터 
리턴이 발생할 때, 상기 CPU는 플러시되고 상기 인터럽트 이전의 상기 고유 PC 값은 복원된다. 상기 복원된 고유 PC 
값은 상기 PC 값 저장부(184)에 저장된 고유 PC와 매치되는데, 이것은 구 명령 저장부(186)내의 버퍼링된 명령이 상
기 CPU에 제공되도록 한다. 상기 구 명령 저장부와 상기 PC 값 저장부는 동기화된다. 일단 모든 구 명령들이 상기 CP
U(101)에 제공되면, 상기 고유 PC 값은 저장부(184)에서 모든 구 PC 값들의 범위 바깥에 존재할 것이고, 새로운 변
환된 명령들의 제공될 것이다. 상기 재발행 버퍼의 깊이는 상기 CPU(101)내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들(미도시)의 수
에 의존한다. 분기들과 같은 어떤 조건들에서, 상기 재발행 버퍼는 플러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재발행 버퍼는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의 동작을 용이하게 한다.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CPU의 인터럽트 동작으로부터의 리턴에 
대한 상세를 알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 구조의 주된 변경을 요구함없이 다
양한 다른 CPU들과 동작할 수 있다. 상기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에 대한 변경들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가 상이한 CP
U들과 사용될 수 있도록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를 충분히 변경시킬 수 있다.
    

    
도 19 및 도 20은 본 발명의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동작을 도시한 것이다. 도 19에서, 다중 명령들이 상기 디코더 스테
이지에 의해 수신되는 것으로 도시된다. 상단의 2개의 명령들은 정수 로드들(integer loads)이고 하단 명령은 정수 가
산(integer add)이다. 상기 시스템에 의한 상기 바이트코드들의 이상적인 조합은 가산(add)이 되는 주 오피 코드(ma
in op code)와 2개의 로드들(loads)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일 것이다. 상기 시스템은 Vars 각각이 메모리에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본 예에서, iload 31은 메모리에 저장된 Var가 아니다. 따라서 상기 Var 31의 값은 메모리로부터 자유 레
지스터로 로드될 필요가 없다. 본 예에서, 상기 스택 관리기에 저장된 Var 베이스는 임시 레지스터(R10)로 로드된다. 
워드는 상기 스택의 상단에 놓여지거나, 이 경우 상기 스택의 상단을 나타내는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 놓여진다.
    

    
도 20은 iload_3 및 iload 5가 사용될 때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본 예에서, 상기 Vars 모두는 상기 레지스터 파일내에 
저장된다. 따라서, 상기 가산(add)은 상기 2개의 로드들(loads)들과 결합될 수 있다. 본 예에서, Var H는 3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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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고, Var L은 5인 것으로 표시된다. op 유형은 iadd인 것으로 표시된다. Var H 제어와 Var L 제어는 상기 Vars
가 로드 유형들(load types)이고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스택 변경의 상단은 +1이다. 이것
은 2개의 값들이 2개의 로드들을 위한 스택상에 로드되기 때문이고, 한 값은 상기 주 가산 동작의 결과로서 상기 스택
으로부터 제거된다.
    

    
실제로, 상술된 도면들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Var 3 및 Var 5는 이미 2개의 레지스터 파일들내에 
저장된다. 상기 레지스터 파일들의 값은 상기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명령들 iload 3, iload 5 및 iadd는 어떤 2개의 
레지스터들이 Var 3 및 Var 5를 저장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어떤 레지스터가 상기 스택의 새로운 상단을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행해진다. Var 3이 레지스터(R9)에 저장되고 Var 5가 레지스터(R11)에 저장되며 상
기 스택의 상단이 레지스터(R2)에 저장될 것이라면, 상기 변환된 고유 명령은 레지스터(R9)내의 값을 레지스터(R11)
내의 값에 가산하고 그 값을 레지스터(R2)에 저장한다. 따라서 상기 고유 명령은 동시에 3 바이트코드들의 동작을 행
하는데, 이것은 고유 CPU 상에서 동작되는 바와 같은 명령 레벨 병렬성을 초래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내에 산술 로직 유닛이 배치되는데, GOTO 및 GOTO_W와 같은 바이트코드들을 위한 
디코딩된 바이트코드 명령들, 상기 바이트코드 명령들 다음에 오는 즉시 분기 오프셋은 부호 확장되고 현재 바이트코드 
명령의 상기 자바 PC에 가산되며 상기 결과는 상기 자바 PC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JSR 및 JSR_W 바이트코드 명령들
은 또한 다음 바이트 코드 명령의 상기 자바 PC를 상기 오퍼랜드 스택상에 밀어넣는 것에 부가하여 이것을 행한다.

    
상기 자바 PC는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에 의해 계산된 값 만큼 증가된다. 상기 증분 값은 ILP에 기인한 하나 이상의 바
이트코드를 포함할 수 있는 현재 디코딩 동안 배치되는 바이트들의 수에 근거한다. 유사하게, SiPush 및 BiPush 명령
들은 또한 부호 확장되고, 구성되는 상기 고유 명령의 상기 즉시 필드에서 이용가능하게 된다. 몇몇 프로세서들에 있어
서, 상기 고유 명령의 상기 즉시 필드는 상기 오프셋들 또는 부호 확장된 상수들을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더 작은 비트 
폭을 가져서 상기 데이터는 메모리 매핑되거나 I/O 매핑된 독출들로서 독출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에 있어서, 하드웨어 가속기는 인터럽트시 플러시될 필요
도 없고, 이전에 변환된 자바 바이트코드들이 하드웨어 가속기에 재로드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인터럽트로부터의 동
작과 복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한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 및 시스템은 소비자 응용장치들
을 위한 자바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저 비용 및 저전력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상기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을지라도, 바람직한 실시예들과 방법들의 설명이 협의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명세서 또는 청구항에서 자바라는 용어는 기본 자바 개념들(가상 머신의 동작을 나타내
기 위한, 바이트코드들과 같은 포괄 명령들의 사용)을 사용하는 계승자 프로그래밍 언어들 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들을 커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모든 태양들이 특정 설명들, 또는 여기에서 설명된 구성들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서의 다른 변형들 뿐만 아니라, 개시된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의 
형태와 상세에 있어서의 몇몇 변경들은 본 개시를 참조하여 당업자에 명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청구항들은 본 발
명의 진정한 사상과 범위내에 있는 설명된 실시예들의 어떤 이러한 변경들 또는 변형들을 커버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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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를 가진 파이프라인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재발행 버퍼를 포함하며, 상기 재발행 버퍼는 상기 명령들의 순서에 관한 표시
와 함께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발행된 변환된 고유 명령들을 저장하는데 적합화되고, 상기 중앙 처리 장치가 인터럽트
로부터 리턴할 때 상기 재발행 버퍼가 저장된 고유 명령 값을 재발행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표시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를 포함하며, 상기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는 마이크로코
드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코드 메모리 출력은 다수의 필드들을 포함하며, 상기 필드들은 고유 명령 필드들
에 대응하는 제1 세트의 필드들 및 고유 명령을 생성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코드 제어 로직에 의한 상기 제1 세트의 필드
들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제어 비트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수신하는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
들을 수신하고 상기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로부터 마이크로코드 명령들을 생성하는데 적합화되는 마이크로코드 발생 유
닛을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마이크로코드를 수신하고 상기 마이크로코드로부터 상기 중앙 처리 장치
에 송신된 고유 명령들을 생성하는데 적합화된 마이크로코드 해석 로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오퍼랜드 스택 포인터의 상단의 표시를 저장하며, 상기 오퍼랜드 스택의 상단
은 하드웨어로 저장되고 갱신되며, 하나 이상의 스택에 기반한 명령이 단일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으로 번역될 때 상
기 스택 포인터의 상단은 각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 스택에 기반한 명령 및 명령 레벨 병렬성의 영향을 반영하도록 변
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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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된 오퍼랜드 스택부의 깊이 카운트
의 표시를 저장하며, 상기 깊이 카운트는 상기 번역 프로세스동안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된 오퍼랜드 스택부의 깊이 카운트
의 표시를 저장하며, 상기 깊이 카운트는 상기 번역 프로세스동안 갱신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스택 깊이가 
최소 깊이 미만 또는 최대 깊이 초과인지를 알기위해 검사하며, 상기 깊이가 상기 최소 깊이 미만인 경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외부 메모리로부터 상기 레지스터 파일로 오퍼랜드 스택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한 로드 명령들을 발생시키고, 
상기 깊이가 상기 최대 깊이 초과인 경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오퍼랜드 스택 데이터를 상기 레지스터 파일로부터 
상기 외부 메모리로 이동시키는 저장 명령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된 오퍼랜드들과 변수들의 표시를 
저장하며, 상기 저장된 표시들은 상기 변환 프로세스동안 사용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에 의해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고유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 파일내의 오퍼랜드 스택의 적어도 상위 4개 엔
트리들을 링 버퍼로서 저장하며, 상기 링 버퍼는 상기 가속기에서 유지되고 오버플로우/언더플로우 유닛에 동작가능하
게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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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고유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 파일내의 자바 변수들과 어떤 변수들이 상
기 고유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 파일에 있는지에 대한 표시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고유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 파일내의 변수들과 오퍼랜드들의 이용성에 
근거하여 고유 명령들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자바 바이트코드들의 실행에 의해 갱신될 때 상기 고유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
터 파일내의 변수들을 변경된 것으로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변수가 상기 고유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 파일에 존재하지 않을 때 고유 로드 
명령들을 발행하고, 메모리 어드레스는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내의 산술 로직 유닛에 의해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고유 명령들을 구성하고 상기 고유 명령들의 오퍼랜드들은 적어도 2개의 고유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 파일 참조들을 포함하며 상기 레지스터 파일 내용들은 상기 오퍼랜드 스택과 변수들을 위한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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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 GOTO" 또는 " GOTO_W" 바이트코드에 기인한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카운
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 JSR" 또는 " JSR_W" 바이트코드에 기인한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 카운터를 
발생시키며, 리턴 자바 프로그램 카운터를 계산하고 상기 리턴 자바 프로그램 카운터를 상기 오퍼랜드 스택에 밀어넣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 는 SiPush와 BiPush 바이트코드들을 부호 확장하고 구성되는 고유 명령의 즉시 
필드에 첨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 는 SiPush와 BiPush 바이트 코드들을 부호 확장하고 상기 고유 중앙 처리 장치
에 의해 독출되도록 이용가능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관련된 레지스터 파일을 가진 중앙 처리 장치; 및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을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고유한 레지스터에 기반한 명령들로 변환하는
데 적합화되고,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배치되는 바이트코드들의 수에 근거하여 증분 값을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하드
웨어 가속기내의 자바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키며, 상기 자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중 바이트코드들이 동시에 배치
되는 경우 정확한 방법으로 증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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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항 내지 제1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은 자바 바이트코드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항 내지 제1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인터럽트시 플러시(flush)되지 않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1항 내지 제1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상기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감시하는 고
유 프로그램 카운터 감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 감시기는 상기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드웨어 가속기 프로그램 카운터 
범위내에 있는 경우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를 인에이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인터럽트는 상기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 프로그램 카운터 범위를 벗어나도록 
하여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의 기능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인터럽트로부터의 리턴은 상기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가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 프로그램 카운터 범위
내로 복귀하게 하여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를 인에이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발행 버퍼는 상기 시스템이 인터럽트로부터 리턴할 때 저장되어 있는 변환된 명령들을 제공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1항 내지 제1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의 적어도 일부분들은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일부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코드 스테이지는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 로직부와 마이크로코드 메모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코드 어드레스 로직은 다중 고유 명령들이 소수의 스택에 기반한 명령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도록 어드레스들을 통해 차례로 나아가는 로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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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2항 내지 제1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관련된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 값들과 함께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발행
된 변환된 고유 명령들을 저장하는데 적합화되는 재발행 버퍼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은 상기 중앙 처리 장치가 인
터럽트로부터 리턴할 때 상기 재발행 버퍼가 저장된 고유 명령 값을 재발행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프로그램 카
운터 값을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코드는 고유 명령부를 위한 필드들과 부가 제어 비트들을 위한 필드들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비트들은 상기 고유 명령을 위한 필드들의 해석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코드 발생 유닛의 일부가 되는 디코딩 유닛을 더 포함하고, 상기 디코딩 유
닛은 상기 고유 명령들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고유 명령 구성기 유닛에 제공된 부가적인 제어 신호들을 생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1항 내지 제1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택에서 어떤 요소들이 상기 레지스터 파일내에 저장되는지를 제
어하고 상기 고유 명령들을 구성하는데 사용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스택 관리기 유닛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는 변경된 것으로 표시된 상기 변수들을 몇몇 바이트코드들을 위해 상기 시스템 
메모리에 복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가속기의 적어도 일부분들은 상기 중앙 처리 장치의 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

청구항 3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의 순서의 표시는 상기 고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택 깊이가 상기 최대 깊이를 초과하는 경우 오버플로우 플래그가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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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택 깊이가 상기 최소 깊이 미만인 경우 언더플로우 플래그가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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