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7

G06F 9/38

A61K 47/32

(45) 공고일자   2000년03월15일

(11) 등록번호   10-0248903

(24) 등록일자   1999년12월21일

(21) 출원번호 10-1995-0701204 (65) 공개번호 특1995-0703325
(22) 출원일자 1995년03월28일 (43) 공개일자 1995년09월20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 93/08331 (87) 국제공개번호 WO 94/08287
(86) 국제출원일자 1993년09월03일 (87) 국제공개일자 1994년04월14일

(81) 지정국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독
일  덴마크  스페인  핀랜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국내특허 : 일본  대한민국  

(30) 우선권주장 7/954084  1992년09월29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세이코 엡슨 가부시키가이샤    야스카와 히데아키

일본 도쿄도 163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초메 4-1
(72) 발명자 체릴센터

미합중국,캘리포니아95131 산호세 노오스퍼스트스트리트 2460 에스-모스시스
템스주식회사(내)

요하네스왕

미합중국 캘리포니아95131 산호세 노오스퍼스트스트리트 2460 에스-모스시스
템스주식회사(내)

(74) 대리인 박해천

심사관 :    전현진

(54) 수퍼스칼라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의 적재 및 저장연산처리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수퍼스칼라 RISC 아키텍쳐 환경에서 메모리 또는 I/O에 대한 판독 및 기록에 필요한 적재 및 
저장 연산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재 저장 유니트가 
제공되는데, 그 주 목적은 명령어 실행 유니트에 의해 사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적재 데이터를 가
져오는 것이 가능할 때마다 적재 요청을 비순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적재 연산은 어드레스 충돌 및 
기록 보류가 없는 경우에만 비순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어드레스 충돌은 이전의 명령어가 기록이 되는 
메모리 위치에 적재가 요청될 때 발생한다. 기록보류는 이전의 명령어가 저장 연산을 요청하고, 그 저장 
어드레스는 아직 계산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데이터 캐쉬 유니트는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8 바이트를 
복귀시킨다. 적재 저장 유니트는 이 데이터를 명령어 실행 유니트로 복귀되기 전에 적절하게 정렬시킨다. 
그러므로, 적재 저장 유니트의 3가지 주요 작업은 (1) 캐쉬 요청을 비순서적으로 처리하고, (2) 어드레스 
충돌을 검출하고, (3) 데이터를 정렬시키는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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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의 적재 및 저장 연산 처리 방법 및 시스템

[관련 출원에 대한 참조]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다음 출언과 관련되어 있다 : 1991년 7월 8일 Nguyen 등에 의해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EXTENSIBLE  RISC  MICROPROCESSOR  ARCHITECTURE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727,058호 및 그 연속 출원인 1992년 1월 8일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817,809호, 이들 출원
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써 병합되어 있다.

[발명의 배경]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설계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비순서적(out-of-
order)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의 적재(load) 및 저장(store)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관련 기술의 설명]

수퍼스칼라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프로세서에서의 주요 고려 사항은 병렬 및 비순서적 
실행 시 고유의 의존도(dependency)로 인한 데이터 에러를 초래하지 않고 병렬 및 비순서적으로 복수의 
명령어를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RISC 프로세서를 위한 가장 간단한 명령어 발생 방식은 프로
그램 순서대로 발생(순서적 발생 :  in-order  issue)하고 그와 동일한 순서로 기록(순서적 완료 : in-
order completion) 하는 것이다.

비순서적 완료 방식은 순서적 완료 방식 보다 복잡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연산에 있어서 수퍼스칼라 프로
세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비순서적 완료 방식은 적재 또는 부동 소수점 연산과 같은 긴 대
기 시간을 요하는 연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최대로 모든 기능 유니트 내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의 총 수까지의 명령어 수가 기능 유니트에서 실행 상태에 있게 되도록 허용된다. 기능 유니트가 
하나의 결과를 계산하는데 한 사이클 이상 걸릴 때 명령어 발생이 저지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어가 비순서
적으로 완료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기능 유니트는 이미 그 후속 명령어가 완료된 후에 명령어를 완료
할 수도 있다. 다음의 코드 시퀀스를 고려해 보자. 여기서 "op"는 연산을 나타내고 "Rn"은 번호가 붙은 
레지스터를 나타내며, ":="는 대입(assignment)을 나타낸다.

R3:=R3 op R5(1)

R4:=R3+1(2)

R3:=R5+1(3)

R7:=R3 op R4(4)

여기서, 비록 명령어가 일반적으로 비순서적으로 완료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제1 명령어의 대입은 제3 
명령어의 대입 이후에는 완료될 수 없다. 제1 및 제3 명령어를 비순서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레지스터 R3
에 홀수의 틀린 값을 남겨두게 되고, 예를 들어 제4 명령어가 틀린 오퍼랜드 값을 받게 되도록 야기할 가
능성이 있다. 제3 명령어의 결과는 제1 명령어에 대한 "출력 의존도(output dependency)"를 가지며, 제3 
명령어는 이 코드 시퀀스의 올바른 출력 값을 발생하도록 제2 명령어 이후에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결과라 계산이 더 오래 걸리는 이전의 명령어에 의해 후에 중복 기록될 수도 있다면 제3 명령어의 발
생은 저지되어야 한다.

비순서적 완료는 보다 높은 성능을 초래하지만 보다 많은 하드웨어, 즉 데이터 의존도 로직을 필요로 한
다. 데이터 의존도 로직은 비순서적 완료 시 더욱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로직이 모든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내의 모든 명령어와 디코드된 명령어 사이의 데이터 의존도를 검사하기 때문이다. 하드웨어는 
또한 결과가 올바른 순서로 기록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순서적 완료에 있어서는 의존도 
로직이 실행 중인 소수의 명령어와 디코드된 명령어 사이의 데이터 의존도를 검사하게 되고, 결과는 자연
적으로 올바른 순서로 기록된다. 비순서적 완료는 또한 기능 유니트가 결과 버스와 레지스터-파일 기록 
포트를 중재할 필요성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동시에 완료할 수 있는 모든 명령어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순서적 완료는 명령어 예외(exception)를 처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명령어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예외를 발생하며, 그 명령어는 하드웨어 단독으로 적절하게 실행될 수 없다.

순서적 발생 프로세서는 디코드된 명령어가 자원 충돌(resource conflict)을 발생하거나 미완료 명령어에 
대한 참(true) 의존도 또는 출력 의존도를 갖게될 때마다 명령어의 디코딩을 중지한다. 그러므로이 프로
세서는 비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령어가 실행가능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자원 충돌 또는 의존도가 있
는 명령어를 지나 선독(look-ahead)할 수가 없다. 종래의 해결책은 명령어가 즉시 실행될 수 있는지에 관
계없이 그 명령어를 계속해서 디코드하도록 실행 스테이지로부터 디코더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해결책은 
디코드 스테이지와 명령어 스테이지 사이에 버퍼(소위, "명령어 윈도우")를 제공함으로써 실현된다.

선독 기능(look-ahead)을 위해, 프로세서는 윈도우 내에 룸이 존재하는 한 명령어를 디코드하여 명령어 
윈도우에 배치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는 명령어(즉, 자원 충돌이나 의존도가 없는 명령
어)를 찾기 위해 윈도우 내의 명령어를 검사한다. 명령어 윈도우는 명령어 저장소(pool)를 제공하고 그러
므로 프로세서에 선독 기능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선독 기능은 명령어 윈도우의 크기와 프로세서의 명령
어 페치(fetch) 유니트(IFU)의 용량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명령어가 그 원래의 프로그램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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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관련 없이 윈도우로부터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의 발생이 비순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명령어 발생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조건은 단지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작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요구되는 것뿐이다.

어떤 특정 명령어에 대한 발생 제한 조건은 순서적 발생 시와 거의 동일하다. 즉, 자원 충돌 및 의존도가 
없을 때 명령어가 발생된다. 비순서적 발생은 동시실행을 위해 명령어를 찾는 기회를 향상시키면서 발생
에 이용 가능한 보다 큰 명령어 셋트를 프로세서에 제공한다. 그러나, 비순서적 명령어 발생 기능은 비순
서적 명령어 완료 기능이 출력 의존도 제한 조건을 초래한 만큼의 추가적인 발생 제한조건을 초래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전술한 코드 시퀀스의 예를 고려해 보자. 제3 명령어의 대입은 제2 명령어가 
실행을 시작할 때까지는 완료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제3 명령어는 올바르지 않게 제2 명령어의 제1 
오퍼랜드를  중복  기록할  수도  있다.  제3  명령어의  결과는  제2  명령어의  제1  입력  오퍼랜드에  대한 
"반(反)-의존도(anti-dependency)"를 갖는다고 한다. 용어 반-의존도는 제한 조건이 참 의존도의 제한 조
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말한다(역으로는 제외). 제1 명령어가 제2 명령어가 이용하는 값을 발생하는 대
신에, 제2 명령어가 제1 명령어가 이용하는 값을 파기하는 값을 발생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해, 프로세서는 제2 명령어가 시작될 때까지는 제3 명령어를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제2 명령어는 제1 명
령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3 명령어도 또한 제3 명령어가 독립적으로 할지라도 제1 명령어가 완료되는 
것을 대기해야 한다.

반-의존도는 주로 명령어가 비순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때에 관련되어 있다. 저지된 명령어의 입력 오
퍼랜드는 정상적인 연산 중에 후속 명령어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 그러나 스칼라 프로세서에 있어서는, 
종종 예외 조건을 정정하고 문제가 되는 명령어를 제시도함으로써 명령어 예외가 처리된다. 만일 이 명령
어가 비순서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그것이 회수(retire)될 때 그 입력 오퍼랜드가 후속 명령어에 의해 중
복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정확한 인터럽트를 지원하는 프로세서에서는 발생될 수 없
다. 이런 해결책은 프로세서가 명령어 오퍼랜드의 카피(copy)의 재개시를 허용하도록 유지되는 것을 필요
로 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 명령어에 의해 수행되는 2개의 통상적인 연산은 적재 및 저장 연산이다. 일반적으로, 적재 및 
저장 연산은 각각 메모리 위치(location)를 판독 및 수정(modify)한다. 다른 프로그램 명령어에 있어서는 
적재 및 저장이 비순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비록 적재 및 저장이 동시에 디코드될 수 있다고할지라도, 
통상적으로는 한 사이클 당 오직 한번의 저장이 발생한다. 데이터-캐쉬(data-cache)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저장 연산 보다 적재 연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프로세서가 계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값을 적재 연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만일 저장이 데이터-캐쉬에 대해 적재와 충돌하
게 되면, 저장 명령어는 통상적으로 저장이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 저장 버퍼에서 유지된다. 더욱이, 저
장은 통상적으로 다른 저장에 대해 프로그램 시퀀스의 순서대로 수행되며, 적재를 포함하여 모든 이전의 
명령어가 완료된 후에만 수행되며, 적재를 포함하여 모든 이전의 명령어가 완료된 후에만 수행된다. 이것
은 데이터-캐쉬에서 프로세서의 정순서적 상태를 유지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캐쉬 갱신(update)은 그
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장 버퍼는 저장 명령어를 
올바른 순서대로 유지하고, 이전의 명령어가 완료될 때까지 저장 명령어의 완료를 연기하는데 도움을 준
다.

저장 명령어는 모든 이전의 명령어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고 적재 명령어는 프로세서에서 계산에 필요한 
값을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 명령어에 대해 적재 명령어를 프로그램 순서대로 유지하는 것을 성능에 뚜렷
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일 모든 성행하는 저장 명령어가 완료될 때까지, 즉 가장 최근의 저장에 
선행하는 모든 명령어가 완료될 때까지 적재 명령어가 대기한다면, 그 적재 데이터에 의존하는 적재 명령
어 다음의 모든 명령어도 또한 대기한다. 이러한 성능상의문제를 피하기 위해 적재 명령어는 저장 버퍼에
서 대기하고 있는 선행 저장 명령어를 바이패스 하도록 허용되며, 적재 데이터는 후속 계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적재 명령어가 이전의 저장 명령어를 바이패스할 수 있을 때, 적재 명령어가 아직 수행되지 않은 이전의 
저장 연산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프로세서는 모든 이전의 완료되
지 않은 저장 명령어의 가상(virtual) 메모리 어드레스(가상 어드레스는메모리 관리 유니트에 의한 어드
레스 변환이 적용되기 전에 명령어에 의해 직접 계산된 어드레스이다.)에 대하여 적재 명령어의 가상 메
모리 어드레스를 비교함으로써, 그 적재 명령어가 이전의 저장 명령어에 대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참 의
존도를 검사한다. 논의를 위해, 2개의 다른 가상 어드레스가 동일한 물리적 위치를 액세스하는 것을 불가
능하게 하도록 각각의 가상 어드레스에 대해 유일한 사상(mapping)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자. 이와 같은 
가정으로 가상 어드레스 비교는 물리적 메모리 위치 사이의 모든 의존도를 검출한다. 적재 어드레스가 이
전의 저장 명령어의 어드레스에 부합하거나 또는 어떤 이전의 저장 명령어의 어드레스가 아직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적재 명령어는 저장 명령어에 대한 참 의존도를 갖는다(이 경우에 의존도는 검출될 수 없
으며,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의존도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된다). 만일 적재가 저장에 의존적이라면, 그 적
재는  데이터-캐쉬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데,  그것은  데이터-캐쉬가  올바른  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저장 명령어의 유효 어드레스가 후속 적재 명령어의 어드레스와 일치한다면, 그 적재 명
령어는 저장 데이터가 유효한 경우 저장 명령어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저장 버퍼로부터 직접 충족된다.

전술한 논의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적재 및 저장은 메모리 위치에 대한 반-의존도 및 출력 의존도를 피
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적재 명령어는 이전의 저장 명령어를 바이패스할 수 있으나 저장 명령어는 적재 
명령어를 바이패스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적재와 저장 사이에는 반-의존도가 존재할 수 없다. 저장 명령
어는 통상적으로 다른 저장 명령어에 대해 프로그램 순서대로 발생되며, 그러므로 저장 명령어 사이에는 
출력 의존도가 존재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적재 명령어는 데이터 캐쉬에서 다른 적재 명령어에 대해 프로그램 순서대로 수행된다. 이 
기술에 숙련된 살마들은 이전의 적재 명령어에 의해 프로세서에 공급되는 데이터가 새로운 적재 명령어에 
의해 공급되는 데이터 보다 계산에 필요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재 명령어가 비순서적으로수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성능상 장점이 없거나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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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개념 중 일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본원에 참조로서 병합된 다음의 문헌을 포함하여 많은 
참조 문헌에 나타나 있다. John L. Hennessy 등의 "Computer Architecture-A Quantitative Approach"(캘
리포니아 산 마테오의 Morgan  Kaufman  출판사, 1990)  및 Mike  Johnson의 "Superscalar  Microprocessor 
Desig"(뉴져지 잉글우드 클리프의 Prentice-Hall사(특히 8장, 이중 일부는 위에서 재현됨)).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수퍼스칼라 RISC 환경에서 메모리 또는 입출력단(I/O)에 대한 판독 및 기록에 필요한 적재 및 
저장 연산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명령어 기억 장치로부터 명령어를 가져
오고 예정된 다수의 명령어를 명령어 버퍼에 제공하기 위한 명령어 페치 유니트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스
트림 실행을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또한 명령어 페치 유니트에 결합되
어 명령어 버퍼로부터의 다수의 명령어를 비순서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 유니트를 포함한다.

실행 유니트는 메모리에 비순서적으로 적재 요청을 하고 정순서적으로 저장 요청을 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적재/저장 유니트(load store unit)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적재/저장 유니트의 주 
목적은 가능한 한 빠르게 명령어 실행 유니트로 적재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타당할 때마다 비순서적으
로  적재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적재  연산은  오직  어드레스  충돌(collision)이나  기록보류(write 
pending)가 없는 경우에만 비순서적으로 수행될 수있다. 어드레스 충돌은 이전의 명령어가 기록이 되는 
메모리 위치에 판독이 요청될 때 발생한다. 기록 보류는 이전의 명령어가 저장 연산을 요청하고 저장 어
드레스는 아직 계산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데이터 캐쉬 유니트는 8 바이트의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복귀(return)시킨다. 적재/저장 유니트는 명령어 실행 유니트(IEU)로 복귀되기 전에 데이터를 적절하게 
정렬시킨다. 그러므로, 적재/저장 버퍼의 3가지 주요 임무는 (1) 비순서적 캐쉬 요청의 처리, (2) 어드레
스 충돌의 검출, (3) 데이터의 정렬이다.

적재/저장 유니트는 실행되고 있는 다수의 명령어와 관련된 다수의 어드레스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어드레
스경로와, 실행되고 있는 다수의 어드레스 각각의 사이에 어드레스 충돌 및 기록 보류가 존재하고 있는지 
검출하여 신호하기 위한 어드레스 충돌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서 적재/저장 유니트는 어드레스 충
돌 및 기록 보류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적재 요청을 수행한다. 적재/저장 유니트는 또한 메모리 시스템 
및 명령어 실행 유니트에 대해 적재 및/또는 저장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경로를 포함하고 있으
며,  이 데이터 경로는 메모리 시스템으로부터 복귀되는 데이터를 정렬시켜,  쿼드-워드 경계(quad-word 
boundary)에 속하지 않은 데이터가 올바른 정렬 상태로 메모리 시스템으로부터 명령어 실행 유니트로 복
귀되도록 허용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된 특허 청구의 범위에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의 전술한 장점 및 다른 장점은 
첨부 도면과 함께 하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보다 잘 이해될 수 있게 된다.

제1도는 본 발명이 동작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처의 블록도를 도시하는 도면.

제2도는 적재/저장 유니트(LSU)(205)를 포함하고 있는 명령어 실행 유니트(IEU)(107)의 일반적인 블록도
를 도시하는 도면.

제3도는 LSU 어드레스경로(220)의 블록도를 도시하는 도면.

제4도는 LSU(205)에 위치된 어드레스 충돌 블록의 개략적 블록도를 도시하는 도면.

제5도는 LSU 데이터 경로(210)의 개략적 블록도를 도시하는 도면.

제6도는 캐쉬 라인 크로스가 있는 정렬되지 않은 정수 적재의 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7a도 내지 제7h도는 LAU(205)의 연산의 한 예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한 양호한 실시예에 다른 도면 부호 100으로 명명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
텍처가 제공되어 있다. 이 시스템 아키텍처(100)는 호스트 프로세서(105), 캐쉬 제어 유니트 및 메모리
(CCU)(11),  가상 메모리 유니트(VMU)(115),  I/O  서브 시스템(190),  메모리 제어 및 인터페이스 유니트
(MCU)(120) 및, 인터리브 메모리 뱅크(160a, 160b, 160c)(여기서 주 메모리(160)은 인터리브 연산을 위해 
구성됨)를 포함하고 있다. 

주 메모리(160)는 외부 데이터 버스(163)를 통해 MCU(120)에 접속된다. 본 발명은 멀티프로세서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고려되었으며, 다른 프로세서는 메모리 버스(163)에 접속되게 된다.

호스트  프로세서(105)는  주  메모리(160)내의  어드레스  또는  위치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실행한다. 이들 소프트웨어 명령어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제어 하에 순차적으로 호스트 프로세서(105)로 
전달된다. 종종, 명령어의 일부는 호스트 프로세서(105)가 하나 또는 그 이사의 주변 I/O 장치(135)를 억
세스 하도록 요구한다.

MCU(120)는  CCU(110)(D-캐쉬(119)와  I-캐쉬(판독 전용)(118),  IOU(150)과  주  메모리(160)사이에 데이터 
및 명령어가 전달(판독 또는 기록)되도록 하는 회로이다. MCU(120)는 스위치 중재 유니트(132)를 갖고 있
는 스위치 네트워크(145), 데이터; 캐쉬 인터페이스 회로(117), 명령어 캐쉬 인터페이스 회로(112), I/O 
인터페이스 회로(155) 및, 포트 중재 유니트(134)를 각각 포함하고 있는 포트로서 알려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메모리 포트 인터페이스 회로(148)를 포함하고 있다.

스위치 네트워크(145)는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장치 사이의 통신 수단이다. 예를들어, 스위치 네트워크
(120)에 대해 가능한 마스터 장치는 D-캐쉬(119), I-캐쉬(118), 또는 I/O 제어기 유니트(IOU)(150)가 있
으며, 가능한 슬레이브 장치로는 메모리 포트(148) 또는 IOU(150)가 있다. 스위치 네트워크(145)의 기능
은 CCU(110)(즉, I-캐쉬(118) 및 D-캐쉬 119)와 IOU(150)로부터 다양한 명령어 및 데이터 요청을 수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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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들 유니트는 버스 요청 장치(requester)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이들 요청을 수신한 후에, 스위치 중재 
유니트(132)와 포트 중재 유니트(134)는 요청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메모리 포트로 전달한다(명령
어 어드레스에 따라). 다음에, 포트(148)는 필요한 타이밍 신호를 발생하고, 외부 메모리 버스(162)에 필
요한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한다.

명령에 페치 유니트(IFU)(106)와 명령어 실행 유니트(IEU)(107)는 호스트 프로세서(105)의 주요 동작 구
성 요소이다. VMU(115), CCU(110) 및 MCU(120)는 IFU(106)와 IEU(107)의 기능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제공
된다. IFU(106)는 일차적으로 명령어의 페치 및 IEU(107)에 의한 실행 보류 명령어의 버퍼링 책임이 있으
며, 일반적으로는 다음 명령어의 페치에 사용될 차기 가상 어드레스의 계산 책임이 있다. 동시에, 명령어
는 명령어 버스(101)를 통해 I-캐쉬(118)로부터 IFU(106)에 의해 페치된다. 명령어는 "버킷(buckets)" 또
는 4-명령어 셋트에 위치된다. 명령어 셋트의 전달은 제어 버스(102)를 통해 제공되는 제어 신호에 의해 
IFU(106)와 CCU(110)사이에서조정(Coordinated)된다. 페치될 명령어 셋트의 가상 어드레스는 IFU(106)에 
의해 IFU 제어 및 어드레스 버스(103)를 통해 VMU(115)에 제공된다. VMU(115)에의 억세스를 위한 중재는 
IFU(106)와 IEU(107) 모두가 VMU(115)를 공통적인 공유 자원으로서 이용한다는 사실에 의해 유발된다. 아
키텍처(100)의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가상 어드레스의 물리적인 페이지 내의 어드레스를 정의하는 하
위 비트(low order bit)는 IFU(106)에 의해 제어 라인(102)을 통해 IFU(106)로 직접 전달된다. IFU(106)
에 의해 공급되는 가상 어드레스의 가상 상위 비트(high order bit) 버스(103, 104)의 어드레스 부에 의
해 대응되는 물리적 페이지 어드레스로의 변환을 위해 VMU(115)로 제공된다. IFU(106)에 대해, 이 물리적 
페이지  어드레스  VMU(115)로  변환  요청이  이루어진  후  내부  프로세서  사이클의  반  사이클  동안에 
VMU(115)로부터 어드레스 제어 버스(111)를 통해 CCU(110)로 직접 전달된다.

IFU(106)에 의해 페치된 명령어 스트림은 다음에 명령어 스트림 버스(108)를 통해 IEU(107)로 제공된다. 
제어 라인(109)을 통해 IFU(106)와 IEU(107) 사이에서는 제어신호가 교환된다.

IEU(107)는 양방향 데이터 버스(112)를 통해 D-캐쉬(215)로부터 데이터를 저장 및 검색한다. IEU(107) 데
이터 억세스를 위한 전체 물리적 어드레스는 제어 버스(113)의 어드레스부를 통해 CCU(110)로 제공된다. 
IEU(107)는 가상 데이터 어드레스를 CCU(110)에의 제공에 적합한 물리적 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한 자원
으로서 VMU(115)는 대응하는 물리적 어드레스를 버스(104)를 통해 IEU(107)로 복귀(return)시킨다.

CCU(110)는 호스트 프로세서(105)와 주 메모리(160) 사이의 버퍼로서 작용하도록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CCU(110)는 호스트 프로세서(105)에 가까이 위치되어 가장 최근에 액세스된 코드 또는 데이터를 홀드하는 
소형의 고속 메모리이다. CCU(110)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어드레스가 정의된 요청이 명령어 
및 데이터캐쉬(118, 119)로부터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통상적인 고-레벨 기능을 수행한다. 
억세스 요청이 명령어 또는 데이터 캐쉬(118, 119)에의 억세스에 의해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는 경우에, 
CCU(110)는 데이터 버스(101, 113)를 통한 데이터 전달을 조정 및 수행한다. 데이터 억세스 요청이 명령
어 또는 데이터 캐쉬(118, 119)로부터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CCU(110)는 주 메모리(160)의 판독 또는 
기록 억세스가 요구되는지 식별하고, 각각의 요청에 대한 발신지 및 수신지 캐쉬(118, 119)를 식별하기 
위한 충분한 제어 정보와 요청 동작이 IFU(106) 또는 IEU(107)에 의해 발생된 바와 같은 최종적인 데이터 
요청과 상호 관련되도록 허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식별 정보와 함께 대응하는 물리적 어드레스를 MCU(12
0)에 제공한다.

제2도는 IEU(107)데이터 경로의 고레벨 블록도를 도시하고 있다. IEU(107)의 목적은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에 가능한 한 많은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IEU(107)는 레지스터 파일(250), 적재/저장 유니트
(LSU)(205),  명령어  버스(IBUS)(225),  일련의  기능  유니트(260,  262,  230),  즉시  변위(immediate 
displacement) 버퍼(255), 세그먼트 베이스(segment base) 발생기(257) 및, 기록버스(270)를 포함하고 있
다. LSU(205)는 두 부분 즉, LSU 어드레스 경로(220)와 LSU 데이터 경로(210)로 나누어진다.

수퍼스칼라 제어 블록(도시 안됨)을 데이터 의존도 검사를 수행하고 원하는 기능 유니트(260, 262, 230)
가 이용 가능한 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를 함으로써 명령어가 발생될 수 있는 때를 결정한다. 일단 수퍼
스칼라 제어 블록이 명령어 발생을 결정하면, IBUS(225)는 발생된 명령어에 의해 요구되는 데이터를 검색
(레지스터 파일(250), 바이패스 데이터(280, 281) 또는 즉시 데이터(258)로부터) 한다. IBUS(225)는 기능 
유니트(260, 262, 230)로 전달될 데이터를 선택하는 다수의 멀티플렉서로 구성된다. IBUS(225)는 데이터
를 한 쌍의 버스, 즉 A버스와 B 버스로 전달한다. 선택된 데이터는 명령어에 의해 사용될, 또는 실행되고 
있는 명령어의 연산에 의해 요구될 기능 유니트(260, 262, 230)를 결정함으로써 A 버스 또는 B버스 상에 
위치된다.

대부분의 명령어 입력 및 출력은 수 개의 레지스터 파일 중 하나로부터 오거나 또는 그 파일에 저장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레지스터 파일(250)(예를 들어, 독립적인 정수, 부동 소수점, 부울 레지스터 
파일)은 32개의 실제(real) 엔트리(254)와 8개 임시 버퍼의 그룹(252)를 갖고 있다. 명령어가 완료되면 
(용어 "완료"는 연산이 완료되고 오퍼랜드가 그 수신지 레지스터에 기록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 결과는 임시 버퍼(252)내의 사전 할당된 위치에 저장된다. 이 결과는 후에 실제 레지스터(25
4)내의  적절한  장소로  이동된다.  임시  버퍼(252)로부터  실제  레지스터(254)로의  결과의  이동은 "회수
(retirement)"로 불린다. 한번에 하나 이상의 명령어가 회수될 수도 있다. 호수는 컴퓨터 프로그램 카운
터를 포함하는 머신의 "공식적인 상태(Official State)"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명령어는 IFU(106)으로부터 "버킷"으로 불리는 4개 그룹 내의 명령어 디코드 FIFO(first-in first-out)레
지스터 스택 기억장치(도시 안됨)(본원에ㅐ서 명령어 윈도우로서 언급되게 됨)를 통해  IEU(107)로 보내
진다. 버킷은 4개의 유니트, 즉 적재 유니트, 저장 유니트 및 2개의 실행 유니트로 나누어진다. 시스템
(100)이 적재, 저장, 실행 또는 이들 세 가지의 조합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로 동작하기 때문에 버킷이 
이들  4개의  유니트로나누어졌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모든  3가지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버킷을 
제공한다.

IEU(107)는 한번에 최대 4개의 명령어 버킷을 디코드하고 스케줄링한다. 명령어 윈도는 4개 버킷에 총 16
개의 명령어를 저장한다. IEU(107)는 명령어 윈도우를 검사하고 매 사이클마다 IEU(107)는 명령어 윈도우

20-5

1019950701204



로부터 최대 수의 명령어 발생을 시도한다. 버킷 내의 모든 명령어가 실행되면 그 결과를 프로세서의 레
지스터 파일(250)에 저장되고, 그 버킷은 명령어 윈도우로부터 분출되고 새로운 버킷이 명령어 윈도우에 
저장된다.

일단 명령어가 발생되면, 레지스터 파일(250)내의 레지스터는 엑세스될 수 있다. 임시 레지스터(252)는 
이전의 명령어로부터 발생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의존도를 가진 명령어가 실행될 때 억세스 된다. 레지
스터 파일(250)로부터의 데이터는 데이터 라인(254)을 통해 IBUS(225)로 전달된다.

 DAFU(230)는 LSU(205)에 의해 사용하기 위한 32 비트 선형 어드레스를 계산한다. DAFU(230)는 다른 많은 
어드레싱 모드를 지원한다. 또는  DAFU(230)는 데이터가 쿼드-워드 경계를 교차하는 경우에 두 사이클이 
걸리는 데이터의 제1 및 최종 어드레스를 계산한다. 어드레스를 형성하기 위해 최대 4개의 성분이 부가된
다. 이들 성분은 세그먼트 베이스, 베이스 레지스터, 기준화된(Scaled)인텍스 레지스터 및 변위값이다. 
세그먼트 베이스는 원하는 메모리 세그먼트의 개시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베이스 및 인덱스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파일(250)로부터의 32 비트 레지스터이다. 인덱스 레지스터는 1배, 2배, 3배 또는 8배로 승산함
으로써 기준화된다. 변위값은 명령어에서 주어지는(즉시) 상수 값이다. 어드레스 계산에 최대 호환성을 
제공하면 이들 필드 중 어느 것이 생략될 수 있다.

세그먼트 베이스는 세그먼트 레지스터 블록(257)으로 부터 온다. 세그먼트 베이스 발생기(257)는 메모리
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분(partitioned)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을 발생하고, 그 값을 데이터 라인
(266)을 통해  DAFU(230)로 전달한다. 변위값은 즉시 변위 버퍼(255)로부터 온다. 즉시 변위 버퍼(255)는 
라인(259)을 통해  DAFU(230)로, 또한 데이터 라인(258, 259)을 통해 IBUS(225)로 각각 즉시 데이터를 전
달한다.  DAFU(230)와 VMU(115)는 LSU(205)에 적재 및/또는 저장 요청의 어드레스를 제공한다. LSU(205)
는 이들 요청을 처리하여 결국 요청된 데이터를 기록 버스(270)로 복귀시킨다. 기록 버스(270)는 우선 순
위 계획에 근거하여 레지스터 파일(250)로 래치하기 위한 데이터(LSU)(205)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 또는 
기능 유니트(260, 262)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를 선택하는 일련의 멀티플렉서로 구성된다. 데이터는 기록 
버스(270)로부터 라인(275, 276)을 통해 레지스터 파일(250)로 전달된다. 적재 및/또는 저장 명령어로부
터의 데이터는 항상 최고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때때로, 2개의 명령어가 연이어 발생되고 이들 명령어가 
서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IEU(107)는 데이터를 레지스터 파일(250)에 저장하는 것을 바이패스하고 즉시  
IBUS(225)로 래치할 수도 있다. 이것은 데이터 라인(280, 291)을 통해 수행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대기하고 있는 자원은 데이터가 레지스터 파일(250)을 통해 흐르도록 대기하기 위
해 한 사이클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명령어가 실행 연산과 저장 연산을 포함하는 경우에 데이터 라인(275, 276)으로부터의 데이터도 또한 LSU 
데이터 경로(210)로 직접 제공된다. 적재 및 실행연산을수행하기 위해 LSU 데이터 경로(210)로 직접 전달
될 수 있다. 이것은 저장 데이터를 위해 임시 레지스터 파일(252)에 액세스한 것으로 평가되며 명령어 실
행시간을 증가시키게 된다.

LSU(205)의 주 목적은 가능한 한 빠르게 적재 데이터를 IEU(107)로 가져오는 것이 타당할 때마다 비순서
적으로 CCU(110)에 적재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적재 연산은 어드레스 충돌 및 기록 보류가 없는 경우
에만 비순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어드레스 충돌은 이전의 명령어가 기록이 되는 메모리 위치에서 판독
이 요청될 때 발생한다. 기록 보류는 이전의 명령어가 저장 연산을 요청하고 저장 어드레스는 아직 계산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LSU(205)는 두 부분, 즉 데이터 경로(210)와 어드레스 경로(220)로 
나누어진다. 어드레스 경로(220)는  DAFU(230), VMU(232) 및 CCU(110)와 인터페이스되고, 데이터 경로는 
기록 버스(270), CCU(110),  DAFU(230) 및 IBUS(225)와 인터페이스된다. LSU의 세 가지 두 임무는 (1) 비
순서적 캐쉬 요청 (2) 어드레스 충돌 검출 및 (3) 데이터 정렬이다.

각각의 명령어 버킷은 동일한 어드레스에 대해 적재 및 저장(그 사이에 약간의 다른 연산과 함께)연산을 
포함할 수 있고, 적재만을 포함하거나, 저장만을 포함하거나, 또는 적재와 저장 모두를 포함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므로, LSU(205)는 최대로 4개의 적재 연산과 4개의 저장 연산을 선택한다. 본 발명은 양호
한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명령어 셋트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연산을 허용하는 CISC 명령어 셋트이다.

a) R1＜-R1+[R2+(R3*2)+3]

b) [R2]＜-[R2]OR R4

여기서, [X]는 어드레스 X에 위치된 메모리 오퍼랜드를 나타낸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명령어 디코드 유니
트(도시 안됨)는 이들 CISC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RISC 시퀀스로 분류한다.

a) LOAD[R2+(R3*(2)+3]-＞Temp Register

Execute R1+Temp-＞R1

b) LOAD[R2]-＞Temp Register

Execute Temp OF R4-＞ Temp Register

STORE Temp Register to address[R2]

두 경우 모두,  DAFU(230)는 메모리 오퍼랜드의 어드레스를 계산하지만, 적재 및 저장이 동일한 어드레스
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명령어 버킷 당 오직 한번의 어드레스 계산만이 필요로 된다. CISC 명령어를 RISC 
명령어로 디코딩하는 것이 대한 설명은 본원에 참조로써 포함된, 1992년 3월 31일자 출원된, 발명의 명칭
이  "CISC  to  RISC  Instruction  Translation  Alignment  and  Decoding"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7/857,599호(대리인 참조 번호 sp032)를 참조하자. 제3도는 LSU(205)의 어드레스 경로(220)의 상세한 블
록도를 도시하고 있다. 적재 명령어는 IEU(107)에 의해 비순서적 실행을 위해 명령어 윈도우로부터 발생
되지만, 반면에 저장 명령어는 항상 정순서로 발생된다. 모든 오퍼랜드가 유효하고 어드레스 계산을 위해  
DAFU(230)가 이용 가능하면 즉시 적재 및/또는 저장을 위한 어드레스가 계산된다. LSU(205)는  DAFU(23
0)로부터 물리적 어드레스를 얻기 전에 캐쉬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차기 클럭 사이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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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U(230)와 VMU(115)로부터 물리적 어드레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캐쉬 요청은 취소된다. 만일 캐쉬 요청
이 취소되면 이것은 후에 재 발생되어야 한다.

단지 하나의 어드레스만이 각각의 명령어 버킷에 필요로 되며 적재 어드레스 및 저장 어드레스 모두로서 
작용한다. 각각의 명령어 버킷에 대해, 2개의 32-비트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버퍼(310-313)중 하나에 저장
되는데, 하나는 억세스의 제1 바이트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억세스의 최종 바이트를 위한 것이다. 하위 
12비트는   DAFU(230)로부터  준비되면  임시  버퍼(305)로  래치된다.  다음  사이클에서  상위  20비트가 
VMU(115)로부터 준비되면 모든 32비트가 적절한 어드레스 버퍼(즉, 어드레스 1 또는 어드레스 2)로 래치
된다. 어드레스 계산은 명령어 순서대로 수행되지 않으며, 대신에 레지스터 의존도가 해소되었을 때 수행
된다. 어드레스 변환 후에, 어드레스가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효 비트(도시 안됨)가 명령어의 어드
레스 버퍼(310-313)에서 설정된다. 두 어드레스 모두를 유지시키는 것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즉 어드
레스 충돌 검출과 페이지 크로싱을 위한 캐쉬 요청이다.

LSU(205)에 의해 이용되는 어드레스 IFU(106)에 이용되는 가상 어드레스와 반대로 물리적 어드레스이다. 
IFU(106)는 물리적 어드레스를 발생하기 위해 CCU(110)와 VMU(115)사이의 조정을 의존하여 가상 어드레스
로 동작하지만, IEU(107)는 LSU(205)로 하여금 물리적 어드레스 모드에서 직접 동작하도록 요구한다. 이
와 같은 요구는 물리적 어드레스를 중복하여 데이터 적재 및 저장 연산을 포함할 수도 있는 비순서적으로 
실행된 명령어가 존재하는 경우에 데이터 보전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데이터 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LSU(205)는 저장 명령어가 IEU(107)에 의해 회수될 때까지 명령어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
터를 버퍼링한다. 결과적으로, LSU(205)에 의해 버퍼링되는 저장 데이터는 오직 LSU(205)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할 수도 있다. 실행되었지만 회수되지 않은 저장 명령어와 동일한 물리적 어드레스를 조회하는 적재 
명령어는 저장 명령어가 실제로 회수될 때까지 지연된다. 이때, 저장 데이터는 LSU(205)에 의해 CCU(11
0)로 전달되어 CCU 데이터 적재 연산의 실행에 의해 즉시 적재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DAFU(230)에 의한 어드레스 계산은 한 클럭 사이클에서 이루어지고, VMU(132)에 의한 
어드레스 변환은 차기 사이클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어드레스가 적재를 위한 것이라면, 캐쉬 요청이 이루
어진다. 만일 어드레스가 저장을 위한 것이면, LSU(205)는 저장을 수행하기 전에 회수 신호가 전송될 때
까지 대기한다. 어드레스 계산의 제1 사이클에서는 이미 CCU(110)로 적재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어드레스의 하위 12-비트는 CCU(110)로 보내지고, 상위 20-비트(페이지 번호를 나타냄)는 어드레스 변환 
후 다음 사이클에서 CCU(110)로 보내진다.

적재 저장 어드레스 경로(220)가 자유로운 상태에 있으면, 라인(330)을 통해 캐쉬(110)로 즉시 요청이 이
루어질 수 있다. 적재 저장 어드레스 경로(220)에 현재 보류 중인 적재 및/또는 저장 어드레스가 없기 때
문에, 어드레스 충돌 또는 기록 보류의 위험은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캐쉬(110)로 즉시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수의 멀티플렉서를 포함하고 있는 블록(340)은 어드레스 버퍼(310-313)로 부터 캐쉬 요청에 대한 어드
레스를 선택하기 위해 이용된다.

LSU(205)는 캐쉬(110)에 요청을 하기 위해 어드레스 버퍼(즉, 예약 스테이션)(310-313)를 이용한다. 4개
의 어드레스 버퍼(310-313)(예약 스테이션으로도 언급됨)는 중앙 명령어 윈도우(도시 안됨)에 포함된 4개
의 버킷에 대응한다. IEU(107)가 디코드 유니트(도시 안됨)로부터 새로운 버킷을 요청하면, 어드레스 버
퍼(310-313)중 하나가 예약(reserved)된다. 어드레스 버퍼(310-313)는 명령어 번호에 따라 할당된다. 이
력 포인터(historical pointer)는 가장 새로운 명령어를 표시하도록 갱신된다. 이때, 적재 및/또는 저장 
연산에 포함된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명령어가 적재, 저장, 또는 둘 다 포함하는지, 또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지 알게 된다. 어드레스 버퍼(310-313)는 대응하는 명령어가 IEU(107)에 의해 회수될 때 할당 
해제된다. 할당 해제(deal location)이후에, 디코드 유니트(도시 안됨)로부터 새로운 명령어 버킷이 수신
된다. 적재 바이패스 및 비순서적 적재 실행을 위해서 저장에 대한 적재 의존도(어드레스 충돌)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적재 의존도는 어드레스 충돌이나 보류 저장 어드레스에 의해 표시된다. 이전의 명령어가 
저장 연산을 요청한 메모리 위치에서 적재 연산이 요청될 때 적재 의존도가 발생한다. 어드레스 충돌 검
출을 위해서는 적재 명령어의 제1 어드레스가 각각의 이전의 저장 명령어에 대한 2개의 어드레스(제1 및 
최종 어드레스)에 대해 비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드레스의 최종 바이트와의 추가적인 비교는 저장 
명령어가 쿼드-워드 페이지 경계를 교차하거나 정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구된다. 의존도 검 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어드레스 비트의 마스킹(masking)이 수행된다. 만일 적재 
데이터가 쿼드-워드 페이지 경계를 교차하거나 정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구된다. 의존도 검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어드레스 비트의 마스킹(masking)이 수행된다. 만일 적재 
데이터가 쿼드-워드(64비트) 경계를 교차하면,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적재 의존도를 가진 것을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저장 명령어의 2개의 어드레스에 대해 적재 명령어의 제2 어드레스를 검사
하기 위해 비교기가 이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돌이 검출되면, 적재 연산은 충돌이 있는 저장 연산이 
CCU(110)로 보내질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보류 저장 어드레스는 저장 어드레스가 아직 유효하지 않고 그
래서 어드레스를 알게 될 때까지 적재 의존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도는 LSU(205)에 의해 사용되는 어드레스 충돌 검출 블록(400)의 개략도를 도시하고 있다. 어드레스 
비교 로직은 최하위 비트 0-4가 마스킹 된 후 2개의 어드레스를 비교한다. 마스킹 후에 만일 어드레스가 
정확하게 부합한다면, 그 사이에는 충돌이 존재한다. 각각의 비교에 있어서, 두 연산 중 가장 큰 오퍼랜
드  크기가  마스킹을  제어하는데  이용된다.  0과  4사이에서  최하위  비트가  각  어드레스로  부터  마스킹 
된다. 상기 회로(400)는 각각의 어드레스 버퍼(410-413)에 대해 한번씩 4번 복제된다는 것을 주목하지(제
4도는 어드레스 버퍼(310)에 대한 어드레스 충돌 검출 블록을 도시한 것이다).

각각의 적재 명령어에 대한 제1 어드레스(405, 406)는 각각 다른 쌍의 어드레스(407, 408)에 대하여 비교
된다. 두 비교 결과는 그 유효 비트(419-424)와 AND 연산되고, 다음에 OR연산되어 함께 어드레스 매치단
(match)(430a, 430b, 430c)을 발생하게 된다. 어드레스 매치단(430)은 다음에 명령어 번호 비교단(425-
427) 및 저장 비트(431-433)와 AND 연산되어 충돌 검사단(450a, 450b, 450c)을 발생하게 된다. 명령어 번
호 비교단(425-427)은 두 명령어 사이의 상대적 에이지(age)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명령어 비교단(425)
은 어드레스 버퍼(310)내의 제1 명령어와 어드레스 버퍼(311)내의 제2 명령어 사이의 상대적 에이지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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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만일 제2 명령어가 제1 명령어 보다 더 오래되었다면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3개의 충돌 
검사단(450)은 검사되고 있는 특정 적재 명령어에 대한 어드레스 충돌 신호(460)를 발생하도록 함께 OR 
연산된다.

어드레스 충돌을 검출할 때, 각 적재 명령어의 개시(제1) 어드레스는 각 저장 명령어의 제1 및 제2 어드
레스와 비교된다. 적재 또는 저장 연산은 1부터 10바이트까지 어느 곳이든 액세스될 수도 있으므로, 충돌
이 검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드레스 마스킹이 수행된다. 이것은 신호(470-475)를 통해 수행
되며, 최하위 비트 0, 2, 3 또는 4는 서로에 대해 비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두 어드레스 모두로부터 마스
킹된다. 만일 마스킹된 어드레스가 정확하게 부합(매치)되면, 어드레스 충돌이 가능하다. 마스킹을 위한 
비트 번호(0, 2, 3, 4)는 제1 어드레스의 2개의 최하위 비트와 함께, 그 어드레스가 비교되고 있는 두 명
령어의 오퍼랜드 크기에 의존한다. 제1 어드레스의 2개의 최하위 비트는 잘못 검출되는 충돌의 수를 제한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가장 큰 오퍼랜드 크기는 다음과 같이 마스킹으로 이용한다.

오퍼랜드 크기           마스킹을 위한 비트 수

1 바이트                   0 비트 마스크

2 바이트                   1 비트 마스크(어드레스가 0에서 종료하는 경우)

                                2 비트 마스크(어드레스가 01에서 종료하는 경우)

                                3 비트 마스크(어드레스가 11에서 종료하는 경우)

4 바이트                   2 비트 마스크(어드레스가 00에서 종료하는 경우)

                                3 비트 마스크(어드레스가 1또는 10에서 종료하는 경우)

8 바이트                    3 비트 마스크

10 바이트                  4 비트 마스크

부가적으로,  적재  연산이  쿼드-워드  경계를  교차하는  어느  경우라도  어드레스  충돌이  있는  것을 
추정한다. 이것은 적재 명령어의 제1 어드레스만이 저장 어드레스에 비교되고, 어드레스 충돌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비교기의 수를 배가함으로써, 이런 제한은 없어질 수 있다. 만일 저장 어드레스가 
쿼드-워드 경계를 교차하면, 충돌이 검출되게 된다.

다음의 예는 왜 마스킹이 요구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아래의 모든 수는 2진수이다). 적재(LOAD)의 어
드레스 2는 충돌 검사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다.

예 1 :

연산               어드레스1               어드레스 2              크기              마스킹

적재                ....1001                  --                         2바이트          2 비트

저장                ....1000                 ....1101                   4바이트          2 비트

만일 적재 어드레스 1001이 마스킹 없이 1000 및 1011과 비교되었다면, 비록 저장 연상이 바이트1000, 
1001 및 1011에 실제적으로 기록하더라도 충돌은 검출되지 않게 된다. 만일 2개의 LSB가 마스킹되면, 다
음 어드레스 결과가 된다.

연산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적재             ....1000                  --

저장             ....1000                  ....1000

예 2 :

연산               어드레스1               어드레스 2              크기              마스킹

적재                ....0100                  --                         4바이트          2 비트

저장                ....0001                 ....1000                   8바이트          3 비트

만일 3개의 LSB가 마스킹되면, 다음의 어드레스 결과가 초래되고 어드레스 충돌이 검출되게 된다.

연산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적재             ....0000                  --

저장             ....0000                  ....1000

전술한 바와 같이, LSU(205)는 캐쉬 요청을 필요로 하는 최대 4개의 적재 명령어와 4개의 저장 명령어까
지 윈도우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적재 및 저장 명령어는 CCU(110)에 대해 서로 경쟁하게 되며, 후
술하는 바와 같이 그 사이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저장 명령어는 모든 다른 명령어에 대해 프로그램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저장 명령어 회수를 위해 
IEU(107)로부터 신호가 도달하면 CCU(110)로 저장요청이 발생된다. 이 신호는 모든 이전의 명령어가 종료
되었으며 예외나 잘못 예측된 브랜치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장은 머신의 상태를 취소 불
가능하게 변경시키기 때문에 저장 명령어는 보다 초기에 수행될 수 없으며, 예외나 브랜치가 발생하지 않
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장을 지연시키는 것은 버킷의 회수와 명령어 디코드 유니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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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됨)로부터 차기의 디코드된 버킷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연시키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캐쉬(119)를 이
용하는데 있어 적재보다는 저장에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적재는 이전의 저장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적재 명령어는 비순서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예외로서는 메모리-사상 I/O로부터의 판독과 같은 측면 효과가 있는 적재가 있다. 본 발명은 양호한 
실시예는 메모리-사상 입력/출력(I/O) 서브 시스템을 사용한다. 일부 I/O 장치는 판독에 의해 액세스할 
때 상태를 변경하는데, 예를 들어, 일부 FIFO버퍼는 스스로 장치-상태 레지스터 클리어링을 초래하는 차
기 데이터 항목으로 배열한다. 이런 형태의 시스템에서는 적재 바이패스가 위험스런 동작이 된다. 잘못 
예측된 브랜치나 예외로 인해 바이패스된 적재 명령어가 잘못 발생될 수도 있다. 바이패스된 적재는 시스
템 상태를 잘못 수정하도록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적재 저장 유니트가 이런 형태의 요청을 정순서로 만들도록 구성함으로써 해결된다. 적재/
저장 유니트는 또한 캐쉬 요청에 수반되는 데이터가 캐쉬 가능 한지의 여부를 통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것은  또한  프로세서로  하여금  이  데이터가  캐쉬  메모리로  즉시 라이트-드루우(write-
through)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라이트-드루우가 된다는 것을 캐쉬(110)에 통지하도록 허용한다. 시
스템 상태를 변경시키는 외부 판독 억세스는 이와 같은 캐쉬 불가능 억세스의 일종이지만, 전술한 문제점
은 이 데이터가 캐쉬 불가능하다는 것을 캐쉬(110)에 통지하는 것과 함께 정순서로 요청을 하므로써 해결
된다. 그러므로, 적재 바이패스는 아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서가 캐쉬 불가능한 적재의 바이패스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때대로의 캐쉬 불가능한 적재에 대해 잘못된 동작을 야기하지 않고 대부분의 적재 연산이 바이패
스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또한, 메모리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하는 예외가 없도록 보장하
는데  필요하다.  만일  적재가  저장에  대한  의존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장의  적재  바이패스"(load 
bypassing of stores)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적재는 2비트: 페이지-캐쉬-디스에이블 및 페이지-라이트-드루우와 관련을 갖고 있다. 
이것은 VMU(115)나 IEU(107)로부터 올 수 있다.

저장 데이터는 두 곳 중 한 곳에서 온다. 첫 번째로, 이 데이터는 64-비트 정수 저장 동안에 정수 데이터 
버스 상의 LSU(205)로 직접 발생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정수 및 부동 소수점 기능 유니트의 결과를 스누핑(Snooping)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
은 실행의 결과가 명령어에 대한 저장 데이터가 되는 공통적인 "실행 후 저장(execute-then-store)" 시퀀
스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진다.  이로 인해 "[R2]＜[R2]  OR  R4"와 같은 CISC  명령어의 결과가 명백하게 
LSU(205)로 발생되지 않고 저장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LSU(205)는 단지 CCU(110)로 한 사이클 당 하나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저장 연산에 우선 순위가 부여된
다. 저장 연산은 이 명령어가 회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 제어장치가 LSU(205)에 통지하자마자 
CCU(110)로 보내진다. 다음 우선 순위는 어드레스 충돌이나 기록 보류가 없는 어드레스버퍼(310-313)내의 
유효 어드레스를 가진 가장 오래된 적재 연산에 부여된다. 명령어 사이의 상대적인 에어지는 버퍼 위치 
및 버퍼 포인터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우선 순위는  DAFU(230)로부터 방금 도달한 새로운 
적재 연산에 부여된다. 이와 같은 마지막 경우에 있어서는, 요청이 이루어진 후 필요한 경우 적재 요청이 
취소될 때까지 어드레스 충돌 및 기록 보류가 검사되지 않게 된다.

때때로 캐쉬 실패(miss)가 발생하게 된다. 저장 명령어에 대해, CCU(110)는 이 상황을 조정하며, 이 실패
는 LSU(205)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투명적(transparent)이다. 적재 명령어에 대해, LSU(205)는 캐쉬 실패
를 통지 받으며, 데이터가 복귀되기 전에 지연이 관찰된다. 다음에 LSU(205)는 캐쉬 실패가 발생했고 그
래서 그 데이터를 대기하고 있는 명령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IEU(107)에 신호한다.

만일 원하는 데이터가 캐쉬 라인 경계를 교차하면, 적재 연산에 대해 2번 혹은 3번의 캐쉬 억세스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들 요청은 각각이 한 사이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캐쉬 라인
은 8바이트 넓이이며 000으로 끝나는 어드레스에서 정렬된다. 111에서 끝나는 어드레스에서 시작되는 80-
비트데이터 억세스에는 3개의 캐쉬 요청만이 요구된다. 데이터가 데이터 캐쉬(119)로 부터 복귀될 때 이 
데이터를 쉬프트 및 래치하기 위해 적재 정렬기(550)(제5도를 참조하여 후술됨)가 제공된다.

대부분의 적재/저장 유니트는 수신지 레지스터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를 제로-확장(zero-extend) 또는 부호
-확장(sign-extend)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수신지 레지스터의 초기값을 유지하고, 단지 
그 일부만을 변경시킨다. 이것은 물론 8비트 또는 16비트의 크기를 가진 정수 적재 데이터에 대해서만 관
련이 있다. 레지스터의 초기 내용(content)은 어드레스 계산시 LSU(205)로 보내진다. 다음에, 데이터 캐
쉬(119)로부터의 적재 데이터가 초기 데이터와 합병된다.

제5도는 LSU  정수 데이터 경로(210)의  개략도를 도시하고 있다.  LSU  데이터 경로(210)는  CCU(110)  및 
IEU(107)에 대한 적재 및/또는 저장 데이터를 전달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데이터는 라인(290)을 통해 데
이터 캐쉬(119)로부터의 적재 연산 중에, 또한 라인(275, 276, 277)을 통한 IEU(107)로부터의 저장 연산 
중에 LSU  데이터 경로(210)에 들어간다. 데이터 라인(275,  276)은 기록 버스(270)를 통해 기능 유니트
(260, 262)로부터의 LSU 데이터 경로(210)에 32비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라인(282)은 유효 어드레스 또는 
합병 데이터를 제공한다. 유효 어드레스는 그 어드레스 위치에 위치된 데이터와 달리 명령어의 결과 자체
가 어드레스일 때 LSU 데이터 경로(210)에 제공된다. 저장 데이터 라인(277)은 64비트 데이터를 LSU 데이
터 경로(210)에 제공한다. 데이터는 각각 데이터 라인(290, 292)을 통해 데이터 캐쉬(119)나 IEU(107)로 
복귀된다.

데이터 버퍼(520-526)는 데이터 캐쉬(119)에 대한 데이터 전달 중에 적재 및/또는 저장 데이터를 홀드하
기 위해 제공된다. 각각의 데이터 버퍼(520-526)와 어드레스 버퍼(310-313)사이에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
다(또한  4개의  명령어  버킷에  대해서도).  각각의  어드레스버퍼(310-313)에  대해서는  LSU  데이터 경로
(210)에 2개의 대응하는 데이터 버퍼들이 있는데, 하나는 정수 적재 및 정수 저장 데이터(8 바이트)를 위
한 것(520-526)이고, 하나는 부동 소수점 적재 및 저장 데이터(10바이트)를 위한 것(540-546)이다. 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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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부동 소수점 연산을 위한 독립된 LSU  데이터 경로를 갖고 있다.  부동 소수점 데이터 버퍼(540-
546)의 동작은 정수 데이터 경로와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동일하다. 명령어는 정수 또는 부동 소수점이기 
때문에, 2개의 유니트가 물리적으로 접속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단지 정수 데이터 버퍼(520-526)의 동작
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후술되게 된다.

제어 라인(581, 587)은 각각 멀티플렉서(560, 565)를 통한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제어 라인(582-586)은 데이터 버퍼(520, 522, 524, 526)에 대한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제공된 것
이다.

적재  연산  동안에,  데이터는  라인(290)을  통해  데이터  캐쉬(119)로부터  LSU  데이터  경로(210)로 
들어간다. 적재 데이터는 데이터를 정렬시키고(후술됨) 정렬된 적재 데이터를 멀티플렉서(530-536)로 전
달하는 정렬 블록(550)으로 들어간다. 정렬된 적재 데이터는 다음에 데이터를 요청한 명령어에 따라 데이
터 버퍼(520-526)중 하나로 래치된다. 저장 연산 동안에, 저장 데이터는 데이터 라인(275, 276, 277)을 
통해 IEU(107)로부터 LSU 데이터 경로(210)로 들어가게 되며, 다음에 적절한 데이터 버퍼(520-526)로 래
치된다.

일단 적재 및/또는 저장 데이터가 데이터 버퍼(520-526)내로 래치되면, 이 데이터는 라인(290)을 통해 데
이터 캐쉬(119)나 라인(292)을 통해 IEU로 전송될 수 있다. 모든 4개의 데이터 버퍼(520-526)는 데이터를 
멀티플렉서(560, 565)에 제공하며,이 멀티플렉서 LSU 데이터 경로(210)로부터 전달될 적절한 데이터를 선
택한다.

종종, 저장 연산을 포함하는 명령어의 결과는 주 메모리(260)내로 저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명령어가 
실행된 후에 그 결과는 데이터 라인(275, 276)을 통해 LSU 데이터 경로(210)에 직접 기록된다(먼저 레지
스터 파일(250)에 결과를 저장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LSU 데이터 경로(210)는 이 데이터를 그 명령어에 
대한 회수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적절한 데이터 버퍼(520-526)에서 홀드한다.

간헐적으로 특정 명령어는 전체 수신지 레지스터에 걸쳐 저장하도록 의도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데이
터 라인(282)을 통해 LSU 데이터 경로(210)에 "합병데이터"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만일 명령어가 단지 
8비트를 수신지 레지스터에 저장하기를 원하고 잔여 24비트는 레지스터에 보존(preserve)하고자 한다면, 
합병 연산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데이터 라인(282)은 수신지 레지스터의 초기값(즉, 합병 데이터)을 LSU 
데이터 경로(210)에 공급하게 된다. 이 합병 데이터(즉, 수신지 레지스터의 내용)는 적절한 데이터 버퍼
(520-526)내로 래치된다. 다음에, 새로운(적재) 데이터가 라인(290a)을 통해 복귀되어 정렬 블록(550)으
로 들어간다. 이 정렬 블록(550)은 데이터를 정렬시켜 멀티플렉서(530-536)에 제공한다. 다음에, 적재 데
이터는 합병 데이터를 홀드하고 있는 동안에 데이터 버퍼(520-526)로 래치된다. 일단 모든 데이터가 조립
되면, 그 데이터는 적절한 메모리 위치(즉, 데이터 캐쉬(119)나 레지스터 파일(250))로 전달될 수 있다.

종래의 적재 저장 유니트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드레스가 일정한 경계로 정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2비트 데이터 억세스는 000에서 끝나는 어드레스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양호한 실시예의 컴퓨터 아키
텍처에서는 8, 16, 32, 64 또는 80 비트 데이터의 정렬되지 않은 어드레스도 허용된다. 정렬되지 않은 어
드레스를 갖는 것은 다음의 효과가 있다. (1) 저장에 대한 적재 의존도를 위한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요구
되고, (2) 데이터가 2번의 어드레스 변환을 요하는 페이지 경계를 교차할 수도 있으며, (3) 한번의 적재
에 복수의 캐쉬 억세스가 요구될 수도 있다.

CCU(110)로부터 복귀되는 적재 데이터는 8 바이트 길이이며, 정렬되어 데이터 버퍼(520-526)내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때로는, 완전한 적재가 준비되기 전에 2개 도는 3개 셋트의 데이터가 복귀되어
야 한다(예를 들어, 한번 이상의 캐쉬 억세스가 요구될 때). 또한 이들 데이터 셋트는 비순서적으로 복귀
될 수도 있으며, 그래서 특수 처리가 요구될 수도 있다. 정수 데이터 정렬은 데이터 요청의 한 바이트에 
각각 대응하는 8개의 8-입력 멀티플렉서(8비트 넓이)를 이용하여 처리된다. CCU(110)으로부터 적재된 데
이터의 8바이트 중 어느 것이 적절한 데이터 버퍼(520-526)로 래치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8비트 선
택 라인이 사용된다. 또한, 데이터 버퍼(520-526)는 중복 기록될 수 있는 바이트를 제어하기 위해 바이트 
인에이블 된다.

제6도는 캐쉬 라인 크로싱(교차)이 있는 정렬되지 않은 정수 적재 연산의 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예
에서는, 어드레스 XXXXXXX5로부터 4바이트 적재가 요청되었다. 그러나, 이 적재 요청은 캐쉬 라인을 교차
하며, 결과적으로 2개의 적재 요청이 요구된다. 제1 캐쉬 요청이 데이터를 복귀시킨 후에, 데이터는 적재 
정렬기(550)로 전달된다. 이 적재 정렬기(550)는 마지막 3바이트를 바이트 제로에 대하여 시프트하고, 이 
마지막 3바이트는 적절한 데이터 버퍼(520-526)내로 래치된다. 데이터 버퍼의 마지막 바이트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자. 일단 제2 캐쉬 요청으로부터 데이터가 복귀되면, 캐쉬 라인의 제1 바이트가 데
이터 버퍼의 마지막 바이트로 래치된다. 또한 본 예에서는 캐쉬 라인이 정순서로 복귀되지만, 이것은 다
른 순서로 복귀될 수도 있다.

부동 소수점 데이터 정렬도 10개의 8-입력 멀티플렉서가 사용된다는 것을 재외하고도 정수 데이터 정렬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LSU(205)는 적재 촉진(load forwarding)을 지원하지 않는다. 만일 적재가 저장에 의존적이면 이 적재 연
산은 적재 요청을 하기 전에 저장 데이터가 캐쉬에 기록되는 것을 대기해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설
계에 대해서는 적재 촉진 메커니즘을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것도 내재하지 않는다. 이 기술에 
숙련된 사람은 적재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하드웨어적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LSU(205)의 양호한 실시예는 다중처리 환경을 지원한다. 각각의 명령어는 적재 및/또는 저장 뿐만 아니라 
로크(lock) 또는 로크 해제(unlock)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신호는 캐쉬로 보내지며, 이 캐쉬는 데
이터를 로크 하게 되고 메모리 및 I/O 서브시스템에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통지한다. 명령어 윈도우 
내에  로크  또는  로크  해제  명령어가  존재하면,  이들  명령어에  대해서는  적재가  정순서로  수행되어야 
하며, 즉 로크/로크 해제 명령이 있는 적재 연산을 먼저 수행하지 않고는 후속 적재 연산이 수행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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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U(205)의 동작예

표 A에는 LSU(205)의 동작을 예시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Intel 486 표기
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3개의 레지스터가 사용되고 eax, ebx, ecx로 표기되어 있다. 적재 및/또는 저장될 
데이터는 32비트의 넓이인 것으로 가정하자. 중괄호는 어드레스 위치를 나타낸다.

[표 A]

(1) mov ebx, [ecx]

(2) dec ebx

(3) of[eax], ebx

(4) (size_16) mov ebx, [eax+3]

코드의 제1 라인은 ecx에 저장된 데이터를 ebx로 이동시키며, 그러므로 이 명령어는 적재 연산을 포함한
다. 제2 명령어는 레지스터 ebx내의 값을 감소시키며, 이 명령어와 관련된 적재 또는 저장은 없다. 제3 
명령어는 eax에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ebx의 논리적 OR 연산을 행하고 그것을 [eax]에 저장하며, 이 연
산은 적재 및 저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제4 명령어는 eax+3의 어드레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16비트를 
ebx로 이동시키며, 이 명령어는 적재 연산을 포함한다.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레지스터 및 메모리는 다음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자(모든 값은 hex로 
되어 있다)

[표 B]

eax=0000_0100 [0100]=0000_4321

                        [0104]=FFFF_FFFF

ecx=0000_1201 [1200]=6500_01FF

                        [1204]=FFFF_FF87

다음의 표 C는 표 A에 도시된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도시한다.

[표 C]

mov ebx, [ecx]        EBX ＜-- [1201]=8765_0001

dec ebx                    EBX＜-- 8765_0001.1=8765_0000

or[eax], ebx            [EAX]＜-- 0000_4321 or 8765_0000=8765_4321

(SIZE_16) mov ebx, [eax+3] EBX ＜-- [0100+3]=[0103]=FF87--＞ 8765_FF87

다음에는 표 A의 명령어의 실행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게 된다.

제7a도 내지 제7b도를 참조하면, LSU(205)의 대표적인 예가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도면은 단일 사이클을 
나타낸다(예를 들어, 제7a도는 사이클 1을 나타내고 제7b도는 사이클 2를 나타낸다). 모두 4개의 어드레
스 버퍼(310-313)가 그 각각의 적재(701), 저장(702) 및 유효 비트(717)와 함께 도시되어 있다. 또한, 충
돌 비트(710), 보류 비트(715) 및 크기 표시(705)가 있다. 어드레스 0100-0107 및 1200-1207의 현재 메모
리  내용은  참조  번호  780으로  도시되어  있다.  블록(730)은  현재  캐쉬  요청을  나타낸다.  블록(740)은 
CCU(110)으로부터 방금 복귀된 데이터를 도시한다. 블록(760)은 VMU(115)로부터 복귀되는 어드레스를 나
타내고, 블록(770)은 DAFU(230)로부터 복귀되는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적재 및 저장 비트는 정순서로 셋
트되지만, 어드레스는 비순서적으로 LSU(205)에 제공될 수 있다. 블록(750)은 복귀된 데이터가 어떻게 물
리적으로 정렬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7a도를 참조하면, 제1 명령어는 "mov ebx, [ecx]"이다. 초기에, ecx에 저장된 어드레스는 LSU 어드레스
경로(220)로 전달되어야 한다. ecx에 저장된 어드레스, 즉 1201은 DAFU(230)로부터 임시 어드레스 버퍼
(305)로 전달된다. 그러나, 전체 어드레스가 필요로 되지는 않는다. 단지 처음의 12비트와 최하위 3비트
만이 임시 버퍼(305)로 전달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위 20 비트의 DAFU(230)로부터 VMU(115)로 전달되
기 때문이다. 버킷 0내의 적재 비트는 mov 연산이 적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로 셋트된다. 요청된 데
이터는 32비트이다(블록(705)에서 011로 표시됨).

이것은 LSU(205)에서 어드레스의 제1 셋트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정보는 블록(7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식별 정도(id)와 함께 즉시 CCU(110)으로 전송된다. LSU(205)는 복귀된 데이터가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를 
판단하기 위해 이 식별 정보를 이용한다. 임시 레지스터(305)가 사용되지만 LSU(205)는 VMU(115)에 의해 
변환되고 있는 어드레스가 LSU(205)로 전달되는 것을 대기한다.

제2 명령어 "dec ebx"는 어드레스 버퍼 큐(queue)로 위치되었다. dec연산은 적재나 저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어드레스 버퍼(311)와 관련된 적재 비트(701)와 저장 비트(702)는 0으로 셋트된다. 이 명령어에 
대해서는 적재나 저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어드레스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제7b 도를 참조하면, eax에 저장된 어드레스의 제1 바이트는 레지스터 어드레스 1에 위치되었고, 어
드레스의 최종 바이트는 어드레스 2에 위치되었다. 물론 둘 다 어드레스 버퍼(310)에 위치된다. 두 레지
스터 모두(어드레스 1 및 어드레스 2)가 유효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 비트는 모두셋트되
었다. 어드레스 1 및 어드레스 2는 상이한 시간에 어드레스 버퍼(310-313)로 래치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
하자. 이런 현상은 VMU(115)로부터 2번의 변환이 요구되는 페이지 크로싱이 있을 때 발생한다.

제3 명령어는 "or[eax], ebx"이다. 제3 명령어에 관련된 정보(IEU(107)에 의해 보내짐)는 어드레스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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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에 대응하는 적절한 블록 내로 들어간다. OR 명령어는 적재 및 저장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비트 모두 1로 셋트되었다. 요청된 데이터는 블록(705)에 표시된 바와 같이 32비트 길이이다. 또한, 제3 
명령어와 관련된 적재 및 저장을 위한 어드레스는 블록(770)에 도시된 바와 같이 DAFU(230)에 의해 제공
된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블록(7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쉬 요청이 이루어진다.

또한, 사이클 2동안에 제1 명령어에 대해 요청된 데이터는 캐쉬로부터 검색되어 레지스터(520)에 저장되
었다. 그러나, 블록(730)에 도시된 복귀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이다. CCU(120)는 어드레스 1200
에서 시작되는 데이터 블록을 복귀시켰지만, 명령어는 1201에서 시작되는 32비트 데이터를 요청했다. 결
과적으로, 복귀된 데이터는 블록(75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렬되어야 한다. 복귀된 데이터는 LD-ALIGN을 
00000010으로 셋트함으로써 2비트만큼 시프트되고 다음에, BYTE_SEL에 의해 데이터의 처음의 32비트가 선
택된다. 이제, 제7c도를 참조하면, LSU(205)에는 블록(770)에 도시된 바와 같이 DAFU(230)에 의해 다음
(차기) 어드레스가 제공된다. 제3 명령어와 관련된 어드레스 버퍼(312)로 래치된다. 유효 비트(717)는 모
두 셋트된다. 제1 명령어는 그 연산을 완료(즉, 데이터가 CCU(110)으로 복귀되어 IEU(107)로 전송됨)되었
기 때문에, 그 유효 비트는 이제 리셋트되었다(단지 예시 목적을 위해 버킷 넘버가 4로 리셋트 되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포인터는 명령어의 상대적 에이지의 트랙을 유지한다). 제3 명령어는 eax에 저장된 어
드레스의 페치를 필요로 한다. 일단 어드레스가 LSU(205)로 들어가면, 캐쉬 요청이 수행될 수 있다.

제4 명령어에 관한 정보, 즉 명령어가 적재 명령어이고 요청되는 데이터는 16비트 넓이(010으로 표시됨)
라는 정보는 어드레스 버퍼(313)와 관련된 적절한 블록에 도시된 바와 같이 IEU(107)으로부터 도달된다. 
그러나, 제4 명령어보다 오래된 저장 명령어(즉, 제3 명령어)가 존재한다. LSU(205)는 어떤 어드레스 버
퍼가 가장 오래된 명령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포인터를 이용한다. 이 저장 명령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버퍼(313)와 관련된 기록 보류 비트(715)가 셋트된다. 결과적으로, 이때에는 
제4 명령어에 대해 캐쉬 요청이 발생될 수 없다.

CCU(110)는 블록(7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명령어 3을 위해 데이터를 LSU(205)로 복귀시킨다. 요청된 데
이터는 어드레스 100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복귀된 데이터는 정렬될 필요가 없다. 단지 처음 32비트만이 
BYTE-SEL에 의해 선택되고 데이터는 데이터 버퍼(256)로 래치된다.

제7d도를 참조하면, 명령어 4와 관련된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버퍼(313)로 래치되고 대응하는 유효 비트는 
셋트되었다. 다음에, 어드레스 충돌 연산이 수행된다. 명령어 4로부터의 어드레스 1은 명령어 3의 어드레
스 1 및 어드레스 2와 비교되고, 그 결과로서 어드레스 충돌이 존재하는데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어드레스 버퍼(313)와 관련된 충돌 비트(710)가 셋트된다.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클 4동안에 
캐쉬 요청이 발생될 수 없다. 그러나, 캐쉬 요청은 수행될 수 없다 하더라도, 블록에 도시한 바와 같이 
명령어 4에 대한 합병 데이터가 IEU(107)로부터 도달한다. 이 합병 데이터는 레지스터 ebx로부터 오는 데
이터이다. 명령어 4가 단지 16비트 연산이기 때문에 이 합병 데이터가 요구된다. 이 합병 데이터는 데이
터 버퍼(526)내로 래치된다.

제7e도를 참조하면, 기록 A 데이터(WRA-DATA)는 IEU(107)로부터 도달한다. WRA_DATA는 명령어 3으로부터
의 OR연산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 데이터는 데이터 버퍼(524)로 래치된다. 또한 사이클 5동안에는 블록
(78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다음 버킷, 즉 버킷 1이 회수된다. 특히, 회수-차기 비트(retire-next)는 차
기 명령어가 회수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1로 셋트되고, retire-num 비트는 버킷 1내의 명령어가 회
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1이 된다. 명령어 3과 명령어 4 사이에는 여전히 어드레스 충돌이 존재한
다는 것을 주목하자.

제7f도를 참조하면, 버퍼(524)내의 데이터 값 87654321을 발생하기 위해 ebx내의 데이터와 OR연산되었다. 
사이클  6동안에,  블록(78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3  명령어가  회수된다.  명령어  3의  회수로  인해 
LSU(205)는 제4 명령어와 관련된 충돌 비트(710)를 리셋트할 수 있게 된다. 블록(730)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메모리 위치 00000100(레지스터 eax에 저장된 어드레스)에 OR 연산에 의해 발생된 값을 저장하기 위
해 캐쉬 요청이 이루어진다. 블록(78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데이터 위치에 데이터가 저장되었다.

제7g도를 참조하면, 명령어 4는 메모리 위치 0103에 데이터(레지스터 eax+3의 처음 16비트)를 적재한다. 
결과적으로, 블록(7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명령어 4와 관련된 적재 연산을 위한 캐쉬 요청이 
이루어진다.

제7h도를 참조하면, 블록(7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요청된(정렬되지 않은) 적재 데이터는 캐쉬로부터 복
귀된다. 블록(75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데이터는 다음에 3바이트만큼 데이터를 시프트함으로써 정렬
되게 되는데, 이것은 요청된 데이터가 0100이 아닌 0103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단지 처음의 16비트만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처음이 2바이트만이 정렬된 데이터로부터 선택된다. 다음에 이 16비트는 데이터 버퍼
(526)로 래치되며, 다음에 다시 레지스터 ebx에의 저장을 위해 IEU(107)로 전달된다.

비록 본 발명이 그 양호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특정하게 도시 및 설명되었지만, 이 기술에 숙련된 사람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형식 및 상세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그램 스트림을 실행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에 있어서, (a) 명령어 기억 장치로부터 명령
어를 페치하고 예정된 복수의 상기 명령어를 명령어 버퍼에 제공하기 위한 명령어 페치 유니트와; (b) 상
기 명령어 페치 유니트에 결합되어, 상기 명령어 버퍼로붙의 상기 복수의 명령어를 비순서적 방식으로 실
행하기 위한 실행 유니트를 구비하며, 상기 실행 유니트는 상기 명령어 버퍼 내의 모든 명령어들에 대하
여 비순서적으로 적재 요청을 하고 상기 명령어 저장 장치 내의 모든 명령어들에 대하여 순서대로 저장 
요청들을 하기에 적합한 적재 저장 유니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적재 저장 유니트는, (ⅰ) 상기 복수
의 명령어들에 연관된 복수의 어드레스를 관리하고 상기 메모리 시스템으로 어드레스를 제공하기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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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드레스 경로와 ; (ⅱ) 상기 어드레스 경로에 결합되어, 상기 실행되고 있는 복수의 명령어들 간에 
어드레스 충돌 및 기록 보류가 검출하고 신호하기 위한 어드레스 충돌 수단과-여기서, 상기 적재 저장 유
니트는 어드레스 충돌 및 기록 보류가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적재 요청들을 실행함-; (ⅲ) 상기 메모리 
시스템 및 상기 실행 유니트에 대한 적재 또는 저장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경로-여기서, 상기 
데이터 경로는 상기 메모리 시스템으로부터 복귀되는 데이터를 정렬함으로써 워드 경계에 속한 데이터가 
올바른 정렬상태로 상기 메모리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실행 유니트로 복귀될 수 있도록 구성됨-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경로는 상기 적재 또는 상기 저장 요청 신호의 상위 및 하위 바이트를 저
장하기 위한 복수의 어드레스 버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재 저장 유니트는 상기 데이터가 워드 경계에 속한 경우에 메모리에 복수의 메모
리 요청을 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재 저장 유니트에 접속되어, 상기 복수의 명령어에 대한 어드레스를 계산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데이터 어드레스 기능 유니트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가상 어드레스로부터 발생되는 물리적 어드레스 변환을 상기 실행 유니트 및 상기 적재 
저장 유니트에 제공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가상 메모리 유니트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
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적재 저장 유니트는 메모리 요청을 할 수 있기 전에 상기 데이터 어드레스 기능 유
니트와 상기 가상 메모리 유니트로부터 물리적 어드레스를 가져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
세서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는 CISC 명령어이고, 상기  명령어 실행 유니트는 상기 CISC 명령어를 RISC 
명령어로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재 저장 유니트는 수신지 레지스터의 원래의 내용과 메모리로부터 수신되는 데이
터를 합병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후속 저장 연산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재 또는 실행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경
로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상기 실행 유니트와 상기 적재/저장 데이터 경로 사이에 데이터 라인을 더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버퍼  내의  명령어의  상대적  에이지(age)를  표시하기  위한  이력 포인터
(historical pointer)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충돌 수단은 어드레스 충돌 또는 보류 중인 저장 어드레스가 있는지 결정함으로써 
적재 의존도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상태를 부정확하게 변경하게 될 적재 명령어들의 적재 바
이패스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저장 데이터를 직접 상기 적재/저장 데이터 경로에 제공하기 위해 기능 유니트의 결과를 
스누핑하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재 저장 유니트는 부동 소수점 연산을 위한 독립된 적재/저장 데이터 경로를 갖
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행 유니트는 복수의 실제 레지스터와 복수의 임시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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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6 

명령어들의 스트림을 실행하고 적재 명령어를 비순서적으로 발생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실행 유니트
를 가진 RISC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메모리 장치에 대한 적재 및 저장을 위한 요청을 관리하
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1) 명령어 윈도우로부터 선택된 명령어에 대한 어드레스를 계산하고, 상기 어드
레스를 적재 저장 유니트로 전달하는 단계와; (2) 상기 명령어가 적재 연산, 저장 연산, 실행 연산 또는 
상기 적재 연산, 상기 저장 연산 또는 상기 실행 연산의 조합에 관련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3) 상기 
명령어가 적재 연산을 포함하는경우에, 어드레스 충돌 및 기록 보류에 대해 검사하고 상기 검사 결과를 
신호하는 단계와; (4) 상기 검사하는 단계(3)의 결과 및 우선 순위 계획에 근거하여 상기 메모리 장치에 
요청을 수행하는 단계와-여기서, 상기 우선 순위 계획은 상기 명령어 윈도우 내의 명령어들에 대하여 비
순서적으로 상기 메모리 장치로 적재 요청들을 하고 명령어들의 스트림 내의 모든 명령어들에 대하여 순
서대로 저장 요청들을 하는 것을 포함함-; (5) 상기 적재 저장 유니트의 데이터 경로 부분에서 상기 적재 
연산 또는 상기 저장 연산으로부터 요청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6) 상기 요청된 데이터가 정렬되
지 않는 경우에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정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재 및 저장 요
청 관리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하는 단계(1)는 상기 명령어에 대한 데이터 의존도 검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재 및 저장 요청 관리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의 결과를 임시 버퍼 내의 미리 할당된 위치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재 및 저장 요청 관리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버퍼를 바이패스함으로써 데이터를 상기 적재 저장 유니트에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재 및 저장 요청 관리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저장 연산에 대한 모든 요청을 프로그램 순서대로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재 및 저장 요청 관리 방법.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의 상태를 부정확하게 변경하게 될 적재 연산의 적재 바
이패스를 방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재 및 저장 요청 관리 방법.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수신지 레지스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에 
합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재 및 저장 요청 관리 방법.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버퍼는 복수의 버킷들을 포함하되, 상기 버킷들의 각각은 동일 어드레스에 
대한 적재 및 저장, 적재 온리(load only) 또는 저장 온리(store only)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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