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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원이하의 부동소수점 벡터 또는 행렬을 많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이타프로세서에 적용해서 유효한 기

술에 관한 것으로서, 부동소수점수를 사용한 행렬연산이나 내적연산을 고정확도로 또한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내적

연산이나 벡터변환연산을 실행할 때 4개의 승산기에 8개의 부동소수점수를 부여해서 병렬동작시키고, 그것에 의한 승산

결과를 1개의 4입력 가산기에 의해 병렬적으로 가산해서 연산결과를 얻으며, 4입력 가산기의 출력에 대한 정규화나 사사

오입은 1개의 회로에 의해 실행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1회의 병렬적인 승산 및 가산에 의해서 내적을 구할 수 있고, 2입력에 대한 곱합연산마다 사사오

입을 실행하는 처리도 필요없기 때문에 내적연산의 회전대기시간이 짧고 연산정확도도 높으며 정규화 등을 위한 회로도 1

개 구비하면 좋으므로, 회로규모의 증대를 극력 억제하여 부동소수점에 의한 내적연산 등을 고속으로 또한 고정확도로 실

행할 수가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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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1예에 관한 데이타프로세서의 블럭도,

도 2는 도 1의 데이타프로세서의 주요레지스터구성의 설명도,

도 3은 상기 FPU의 1예의 블럭도,

도 4는 연산블럭의 1예의 블럭도,

도 5는 최대지수 선택부의 1예의 블럭도,

도 6은 부호선택부의 1예의 블럭도,

도 7은 얼라이너의 1예의 블럭도,

도 8은 4입력 가산기의 1예의 블럭도,

도 9는 4입력 가산기에 있어서 Inv[n]의 값에 대해서 Cin[0], Cin[1], Cin[2]를 취득할 수 있는 값을 도시한 설명도,

도 10은 캐리보존 가산기어레이와 캐리전달 가산기어레이의 상세한 1예의 블럭도,

도 11은 4-2압축기의 1예의 설명도,

도 12는 레지스터파일의 1예의 블럭도,

도 13은 레지스터파일을 구성하는 각 레지스터군의 구성 설명도,

도 14는 레지스터군의 각 레지스터회로의 1예의 구성도,

도 15는 레지스터파일의 리드포트A의 동작상태 설명도,

도 16은 레지스터파일의 리드포트B의 동작상태 설명도,

도 17은 레지스터파일의 리드포트C의 동작상태 설명도,

도 18은 내적의 응용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19는 내적연산명령에 의한 처리의 개략을 도시한 블럭도,

도 20은 내적연산명령에 있어서의 레지스터파일의 이용에 관한 사양의 1예의 설명도,

도 21은 벡터변환연산을 일반적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22는 벡터변환연산명령에 의한 처리의 개략을 도시한 블럭도,

도 23은 벡터변환 연산명령에 있어서의 레지스터파일의 이용에 관한 사양의 1예의 설명도,

도 24는 1개의 벡터변환명령에 의한 여러회의 내적연산처리의 파이프라인을 도시한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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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정현여현명령의 사양 설명도,

도 26은 정현여현명령에 이용되는 각도데이타의 포맷 설명도,

도 27은 다항근사를 위한 중심값과 각도(라디언)의 관계를 도시한 설명도,

도 28은 다항근사에 따른 정현여현명령에 의한 연산처리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29는 정현여현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계수테이블과 승산기의 피드백계를 부가한 상기 승산기 근방의 블럭도,

도 30은 도 28의 (A)에 도시되는 제1 단계에 있어서의 데이타의 흐름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31은 도 28의 (B)에 도시되는 제2 단계에 있어서의 데이타의 흐름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32는 도 28의 (C)에 도시되는 제2 단계에 있어서의 데이타의 흐름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33은 도 28의 (D)에 도시되는 제2 단계에 있어서의 데이타의 흐름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34는 내적연산명령이나 벡터변환 연산명령을 실행할 때의 연산처리에 있어서의 데이타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연

산블럭(22)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럭도,

도 35는 곱합연산기와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반올림)을 위한 회로를 2조 단순히 병렬 배치한 것을 도시한 비교설명

도,

도 36은 곱합연산기와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을 위한 회로를 4조 단순히 병렬 배치한 것을 도시한 비교설명도,

도 37은 정수연산을 위해 곱합연산기를 4개 병렬시킨 것을 도시한 비교설명도,

도 38은 데이타프로세서를 적용한 데이타처리시스템의 1예의 블럭도,

도 39는 데이타프로세서를 적용한 3차원 그래픽 처리시스템의 1예의 블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내적연산이나 행렬연산에 특히 적합하게 된 데이타프로세서, 더 나아가서는 3차원 그래픽제어에 최적인 데이타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예를들면 4원이하의 부동소수점 벡터 또는 행렬을 많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이타프로세서에 적용해서 유효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3차원 그래픽 등에서는 도형의 회전, 확대, 축소, 투시투영 및 평행이동 등에 4×4의 변환행렬을 사용한 행렬연산을 많이

사용하고, 또 수광면의 밝기 등을 결정하는데 내적(內積)연산을 이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행렬연산이나 내적연산에는 곱

합연산의 반복이 필요하게 된다. 또, 3차원 그래픽에서 취급하는 데이타에 대해서는 하이엔드의 시스템에서는 종래부터

부동소수점수가 사용되고 있었다. 게임기나 휴대정보단말 등과 같은 원가제약이 심한 분야에서도 취급하는 데이타는 정수

에서 부동소수점수로 이행하고 있다. 부동소수점수를 사용하는 쪽이 프로그래밍이 용이하고 고도의 처리에 적합하기 때문

이다.

곱합연산기는 단일기능 조작으로서 (A×B)+C의 연산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예를들면 Microprocessor Report. Vol. 8,

No. 15, November 14. 1994, PP. 6∼9 PA-8000 Combines Complexity and Speed에는 곱합연산유닛을 구비한 프로

세서가 개시되어 있지만, 곱합연산유닛의 병렬도는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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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닛케이 일렉트로닉스(닛케이PB사), 1996. 1. 15(No. 653), pp. 16∼17에는 3차원 묘화기능을 1칩에 집적한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한 기재가 있다. 이것에는 8개의 고정소수점 데이타의 연산을 1사이클에서 실행하는 곱합연산기를 조립하

고 있고 또 4×4의 행렬을 사용한 좌표변환을 2사이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소화64-3734에는 4개의 승산기 및 이 4개의 승산기의 출력을 자리수맞춤해서 가산하는 가산기

로 구성되는 승산회로에 대한 기재가 있다. 이 승산회로는 기본 워드길이(語長) 및 그 2배의 워드길이의 승산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자리수맞춤기능이 이 처리에 특히 적합하게 된 단순한 것으로서 부동소수점의 내적연산을 실행할 수는 없다.

또,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5-150944에는 여러개의 곱합연산기와 이들을 접속하는 수단을 갖는 디지탈신호 프로세서

에 대한 기재가 있다. 이 디지탈신호 프로세서는 정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5-216657에는 디지탈신호처리를 위한 고속프로세서가 기재되고, 이 고속프로세서에 의한

부동소수점 곱합연산기를 사용한 기하학적인(geometry) 처리에 관한 기재가 있다.

또,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평성5-233228에는 부동소수점 연산장치 및 그 연산방법이 개시되고, 부동소수점유닛의 사이즈

를 축소하는 수단에 대한 기재가 있다. 승산어레이를 1/2로 해서 2회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성능이 1/2로 되어 버리는데다

승산어레이 이외에는 축소되지 않으므로, 부동소수점유닛의 면적대 성능비는 저하한다.

이상 기술한 모든 종래기술은 부동소수점수를 사용한 4×4의 행렬연산이나 내적연산 등을 고속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자는 부동소수점수를 사용한 행렬연산이나 내적연산을 고속화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부동

소수점수의 곱합연산기는 회로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병렬화한 경우에는 그의 회로규모의 증대가 현저하고 상기 제1

문헌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병렬도는 2정도로서 고속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 상기 제2 문헌에 기

재된 내용에서는 4×4의 행렬을 사용한 좌표변환을 2사이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고속화는 실현되고 있지만,

비트수가 적은 정수 곱합연산기를 사용하는 성질상 연산정밀도는 희생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부동소수점수를 사용한 행렬연산이나 내적연산을 고속화할 수 있는 데이타프로세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회로규모의 증대를 극력 억제하여 행렬연산이나 내적연산을 고정확도로 또한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타프로세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데이타프로세서는 각각 다른 데이타 입력신호선군에서 부동소수점수의 가수부가 공급되고 공급된 가수부끼리의 연산

을 실행하는 여러개의 승산기, 각각의 승산기의 출력을 받아서 얼라인먼트 시프트(alignment shift)를 실행하는 얼라이너

(aligner), 상기 얼라이너의 일라인먼트 시프트 수 및 정규화전의 지수를 상기 부동소수점수의 지수부에 따라서 생성하는

지수처리부, 상기 얼라이너의 출력을 병렬적으로 가산하는 다입력 가산기 및 상기 다입력 가산기의 출력을 상기 정규화전

의 지수에 따라서 정규화하는 정규화기를 포함하는 연산부를 부동소수점 유닛에 구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개의 승산기에 의한 승산, 각 승산기에 의한 승산결과의 가산이 병렬화되는 것에 의해서, 데이타 프로세서는 부동소수

점에 의한 내적연산이나 벡터변환연산을 고속화할 수 있다. 또, 1회의 병렬적인 승산 및 가산에 의해서 내적을 구할 수 있

으므로, 2입력에 대한 곱합연산기마다 사사오입(반올림)을 실행하는 처리도 필요없기 때문에 내적연산의 회전대기시간

(latency)이 짧고 연산정확도도 높으며 또 2입력에 대한 매곱합연산을 반복하는 경우와 같이 연산순서가 다르면 연산결과

도 상이하다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데이타프로세서는 정규화 등을 위한 회로를 1개 구비하면 좋으므로, 회로규모

의 증대를 극력 억제하여 부동소수점으로 내적연산이나 벡터변환연산을 고속으로 또한 고정밀도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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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소수점수의 병렬적인 승산 및 가산에 있어서의 부(負)의 수에 대한 처리를 능률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기

연산부는 각각의 승산기에 의해 승산되는 부동소수점수의 부호에 따라서 각 승산기의 승산결과에 대한 부호를 생성하는

부호처리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얼라이너는 얼라인먼트 시프트 결과를 선택적으로 반전 또는 비반전으로 출력하는 셀렉

터를 갖고 대응하는 상기 승산결과에 대한 부호가 부인 경우에는 반전출력을 선택하고, 상기 다입력 가산기는 상기 승산결

과에 대한 부호가 부에 대응되는 얼라이너의 출력에 +1을 실행하는 캐리를 생성해서 부의 승산결과에 대해 2의 보수화 처

리를 실행하도록 하면 좋다.

연산부에 의한 연산대상 데이타 및 연산결과 데이타는 레지스터파일에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이 때, 승산기에 의한 병렬승

산을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타 모두가 레지스터파일에서 여러개의 승산기 등으로 병렬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레지

스터의 포트수 및 레지스터 지정필드의 비트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그와 같은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레지스터파일

을 레지스터 뱅크구성으로 하고, 여러개의 레지스터뱅크 또는 단수의 뱅크의 레지스터를 상기 승산기의 각각의 입력단자

에 병렬적으로 접속하도록 하면 좋다.

내적연산에 주목한 경우, 4원이하의 내적을 직접 구하는 내적연산명령을 데이타 프로세서의 명령세트에 포함시키면 좋다.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각각 여러개의 성분에 의해 표시되는 데이타끼리의 내적연산을 규정하는 상기 내적연산명령을 해

독할 수 있는 제어부를 갖고, 이 제어부는 상기 부동소수점명령을 해독해서 레지스터파일이 보유하는 데이타의 성분을 상

기 신호선군을 거쳐서 상기 연산부에 인가하고, 인가된 데이타의 내적을 상기 연산부에 연산시켜 내적의 연산결과를 상기

레지스터파일에 라이트시킨다.

행렬변환연산에 주목한 경우, 변환행렬과 벡터의 곱을 구하는 벡터변환 연산명령을 데이타프로세서의 명령세트에 포함시

키면 좋다.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각각 여러개의 성분에 의해서 표시되는 데이타와 변환행렬과의 행렬연산을 규정하는

벡터변환 연산명령을 해독할 수 있는 제어부를 갖고, 이 제어부는 상기 부동소수점명령을 해독해서 레지스터파일이 보유

하는 데이타의 성분과 상기 변환행렬의 성분을 리드하여 상기 신호선군을 거쳐 상기 연산부에 인가하고, 인가된 데이타의

내적을 상기 연산부에 연산시키고, 이 내적연산의 결과를 상기 레지스터파일에 라이트시키는 일련의 연산사이클을 연속적

으로 여러회 반복해서 실행시킨다. 이 때, 소스레지스터와 목적지(destination) 레지스터가 중첩되어도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여러회 실행되는 최후의 연산사이클에 있어서의 상기 레지스터파일의 리드동작이 최

초의 연산사이클에 있어서의 내적연산결과를 상기 레지스터파일에 라이트하는 타이밍보다 빨라지도록 상기 각각의 연산

사이클의 회전대기시간를 제어하면 좋다. 또, 이 때 상기 각 연산사이클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파일로부터의 리드를 쌍방

의 뱅크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실행하고 상기 레지스터파일로의 라이트를 한쪽의 뱅크에 대해서 실행하도록 하면, 부동소

수점 레지스터의 수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 즉, 여러개의 오퍼런드(변환행렬, 벡터데이타)를 여러개의 뱅크에 따로따로

할당해서 레지스터파일을 이용한다.

그와 같은 레지스터파일의 이용은 16비트 고정길이 부동소수점명령과 같이 레지스터 지정파일이 한정되고 그 때문에 레

지스터의 수가 제한되는 아키텍쳐에 대해서 유용하고, 또한 그와 같은 리소스가 제한된 아키텍쳐의 데이타프로세서에 있

어서 부동소수점에 의한 내적연산이나 벡터변환연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상기 연산부에 계수테이블이나 승산기의 피드백회로를 추가하는 것에 의해서, 삼각함수의 근사값을 구간분할과 고차

의 다항식 전개에 의해 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이것에 의하면, 변환행렬 등에 이용되는 정현 및 여현을 칩면적을 대

폭으로 증대시키지 않고 얻을 수가 있다.

데이타프로세서는 어드레스버스 및 데이타버스에 결합된 CPU를 더 포함하고,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이 상기 데이타버스에

결합되며,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16비트 고정길이 부동소수점 명령세트를 이용해서 부동소수점처리를 실행한다.

상기 CPU는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이 부동소수점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과 데이타를 얻는데 필요한 어드레싱처리를 실

행한다. 이것에 의해, 부동소수점유닛은 CPU와 동일한 고기능의 어드레싱모드를 서포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점에 있어서도 부동소수점명령의 16비트 고정길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밖의 목적과 새로운 특징은 본 명세서의 기술 및 첨부도면에 의해 명확하게 될 것이다.

데이타프로세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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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는 본 발명의 1예에 관한 데이타프로세서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동일도면에 도시된 데이타프로세서(1)은 32비

트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아키텍쳐를 갖고, 16비트 고정길이 부동소수점명령을 실행한다. 이 실시예

는 특히 3차원 그래픽을 충분히 서포트할 필요를 갖는 기기조립제어(예를들면 비디오게임)로의 응용에 유효하다.

이 데이타프로세서(1)은 부동소수점유닛(2)를 갖는다. 부동소수점유닛(2)가 연산을 실행하는 부동소수점수는 단정도

(single precision)로 된다. 또, 데이타프로세서(1)은 중앙처리장치(CPU)(3)을 갖고, 이 CPU(3)은 정수를 처리하는 능령

을 갖는 정수유닛으로 된다. 상기 CPU(3)은 32비트 데이타버스(4)를 거쳐서 상기 부동소수점유닛(2)에 결합되어 있다.

CPU(3) 및 부동소수점유닛(2)는 명령버스(5)를 거쳐서 명령캐시유닛(6)에서 명령을 페치한다. 명령어드레스는 CPU(3)

에서 명령캐시유닛(6)에 인가된다. 데이타캐시유닛(7)은 상기 데이타버스(4)에 접속되고, 데이타어드레스버스(8)을 거쳐

서 CPU(3)에서 데이타어드레스가 공급된다. 상기 데이타캐시유닛(7) 및 명령캐시유닛(6)은 각각 도시를 생략하는 캐시컨

트롤러 및 캐시메모리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명령캐시유닛(6) 및 데이타캐시유닛(7)은 데이타신호나 제어신호를 포함하

는 캐시버스(13)을 거쳐서 버스컨트롤러(9)에 접속된다. 명령캐시유닛(6)에 있어서의 캐시미스 등에 기인하는 외부액세스

를 위한 명령어드레스는 상기 버스컨트롤러(9)에 인가된다. 또, 데이타캐시유닛(7)에 있어서의 캐시미스 등에 기인하는 외

부액세스를 위한 데이타어드레스는 상기 버스컨트롤러(9)에 인가된다. 버스컨트롤러(9)는 그들 명령어드레스 또는 데이

타어드레스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도시된 어드레스핀이나 데이타핀 등에 결합되는 외부메모리 등을 액세스하기 위해 외부

버스사이클을 기동한다. 또, 버스컨트롤러(9)에는 타이머나 직렬통신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등의 주변회로(10)이 주변버스

(11)을 거쳐서 접속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데이타프로세서는 단결정실리콘과 같은 1개의 반도체기판에 형성되어 있다.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이하, 단지 FPU라고도 한다)(2)는 부동소수점처리를 위해 메모리에서 데이타 또는 명령을 요구하게

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FPU(2)는 데이타캐시유닛(7)의 캐시메모리에 데이타를 저장하거나 또는 해당 캐시메모리

에서 데이타를 획득하기 위한 메모리어드레싱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FPU(2)의 메모리어드레싱회로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에 의해서 칩면적을 절약하기 위함이다. 그 대신에, CPU(3)은 FPU(2) 대신에 캐시메모리 등을 어드레싱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FPU(2) 또는 부동소수점명령은 CPU(3)과 마찬가지의 강력한 어드레싱모드를 서포트할 필요는 없으며, 그 기능

을 모두 CPU(3)이 부담한다. CPU(3)은 FPU(2)를 위해 메모리에서 데이타의 페치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CPU(3)은 또

FPU(2)를 위해서 부동소수점명령을 포함한 모든 명령을 메모리에서 페치한다. 명령은 CPU(3)과 FPU(2)의 쌍방에 페치

되어 디코드된다. CPU(3)은 디코드된 명령이 CPU명령인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지시되는 정수처리를 실행한다. 또,

CPU(3)은 디코드된 명령이 FPU명령인 경우에는 FPU(2) 대신에 실행해야할 어드레싱처리 등을 실행한다. FPU(2)는 디

코드된 명령이 FPU명령인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서 지시되는 부동소수점처리를 실행한다. 또, FPU(2)는 디코드된 명령이

CPU명령인 경우에는 그 명령을 무시한다.

도 2에는 상기 데이타프로세서의 주요 레지스터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CPU레지스터는 16개의 범용레지스터r0∼r15와

그것에 대한 커넬뱅크 레지스터k0∼k7을 갖는다. 예를들면, 커넬뱅크 레지스터k0∼k7은 예외발생시에 범용레지스터

r0∼r7의 퇴피 대신에 뱅크전환제어에 의해서 이용된다.

FPU레지스터는 전면뱅크와 배면뱅크를 갖는 뱅크레지스터구성으로 된다. 전면뱅크는 16개의 레지스터f0∼f15를 갖는

다. 배면뱅크는 그것에 대응하는 16개의 레지스터b0∼b15를 갖는다. 어떤 뱅크의 레지스터를 이용할 것인지는 예를들면

제어레지스터의 제어비트의 값에 따라서 결정된다. FPU레지스터인 경우에는 또, 특정의 부동소수점명령을 실행할 때 쌍

방의 뱅크의 레지스터를 소스 레지스터 및 목적지 레지스터로서 이용한다. 그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전면뱅크

의 레지스터f0∼f15는 단정도(單精度) 포맷의 부동소수점수에 대해서는 16개의 레지스터로 되고, 배정도(倍精度) 포맷의

부동소수점수에 대해서는 8개의 레지스터(d0, d2, d4, d8, d10, d12, d14)로 되고, 각 성분이 단정도 포맷으로 인가되는

4성분을 갖는 벡터데이타에 대해서는 4개의 벡터레지스터(V0, V4, V8, V12)로 된다.

또, FPU(2)와 CPU(3)에 의해서 공유되는 통신레지스터FPUC를 갖는다. 이 레지스터FPUC는 CPU(3)과 FPU(2) 사이에

서의 데이타의 수수를 고속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상기 각 레지스터는 32비트 구성이다.

도 3에는 상기 FPU(2)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FPU(2)는 전송블럭(20), 레지스터파일(21), 연산블럭(22) 및 제어부

(23)에 의해서 구성된다. 연산블럭(22)는 그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행렬연산이나 벡터연산의 고속화를

실현한 곱합연산회로의 구성을 갖는다. 레지스터파일(21)은 도 2에서 설명한 FPU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연산블럭(22)에

대해서는 8개의 리드포트A[0], B[0], A[1], B[1], A[2], B[2], A[3], B[3]을 갖고. 연산블럭(22)에서 데이타를 받는

라이트포트X를 갖는다. 전송블럭(20)은 레지스터파일(21)의 리드포트C에서 출력되는 데이타를 데이타버스(4)로 공급하

는 버스드라이버(200), 데이타버스(4)로부터의 입력 또는 레지스터파일(21)로부터의 출력을 선택해서 레지스터파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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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이트포트Y로 공급하는 셀렉터(201)을 갖는다. 제어부(23)은 명령버스(5)에서 공급된 명령을 디코드하고, 그 디코드

결과에 따라서 전송블럭(20), 레지스터파일(21) 및 연산블럭(22)를 제어한다. 버스드라이버(200) 및 셀렉터(201)의 제어

신호 BusDrv 및 LoadCntl도 제어부(23)에 의해 형성된다.

도 4에는 연산블럭(22)의 1예가 도시된다. 연산블럭(22)는 레지스터파일의 리드포트A[0], B[0], A[1], B[1], A[2],

B[2], A[3], B[3](그들 리드포트를 간단히 A[n], B[n]이라고도 한다)에 각각 별개로 결합하는 신호선군La0, Lb0, La1,

Lb1, La2, Lb2, La3, Lb3(그들 신호선군을 간단히 Lai, Lbi라고도 한다)을 갖는다. 4개의 승산기(220a)∼(220d)에는 각

각의 신호선군Lai, Lbi를 거쳐서 부동소수점수의 가수가 승수 및 피승수로서 공급된다. 승산기(220a)∼(220d)는 각각에

공급된 승수 및 피승수를 승산해서 그의 곱 M[0], M[1], M[2], M[3](이하, 간단히 M[n]이라고도 한다)을 출력한다. 곱

M[0], M[1], M[2], M[3]은 각각에 대응되는 얼라이너(221a)∼(221d)로 공급된다.

각각의 신호선군Lai, Lbi로 공급되는 부동소수점수의 지수부는 각각 가산기(222a)∼(222d)로 공급된다. 또, 각각의 신호

선군Lai, Lbi로 공급되는 부동소수점수의 부호부는 각각 배타적 논리합게이트 EOR1∼EOR4로 공급된다.

상기 가산기(222a)∼(222d), 최대지수 선택부(223) 및 감산부(224a)∼(224d)는 지수처리부(228)을 구성한다. 가산기

(222a)∼(222d)는 승수와 피승수에 대응되는 부동소수점수의 지수부를 가산해서 그의 합E[0], E[1], E[2], E[3]을 출

력한다. 최대지수 선택부(223)은 상기 지수의 합E[0], E[1], E[2], E[3]중에서 최대의 것을 Emax로서 선택한다. 감산

기(224a)∼(224d)는 Emax에서 E[0], E[1], E[2], E[3]을 감산해서 차분Ediff[0], Ediff[1], Ediff[2], Ediff[3](이하,

간단히 Ediff[n]이라고도 한다)을 얻는다. 상기 차분Ediff[0], Ediff[1], Ediff[2]. Ediff[3]은 상기 얼라이너

(221a)∼(221d)에 의한 얼라인먼트 시프트수를 제어한다. 따라서, 각 얼라이너(221a)∼(221d)의 출력Maln[0],

Maln[1], Maln[2], Maln[3](이하, 간단히 Maln[n]이라고도 한다)는 최대지수Emax에 따른 자리수위치를 갖게 된다. 이

와 같이, 지수부(228)은 상기 차분Ediff[0], Ediff[1], Ediff[2], Ediff[3]에 의해서 상기 얼라이너(221a)∼(221d)의 얼라

인먼트 시프트수를 결정함과 동시에, 정규화전의 지수Emax를 부동소수점수의 지수부에 따라서 생성한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게이트 EOR1∼EOR4, 배타적 논리합게이트 EOR5∼EOR8 및 부호선택부(225)는 부호처리부(229)를

구성한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게이트 EOR1∼EOR4는 승수와 피승수에 대응되는 부동소수점수의 부호부를 입력해서 승수

와 피승수의 곱의 부호를 판정한다. 판정된 부호S[0], S[1], S[2], S[3]은 부호선택부(225)에 의해 상기 Emax에 따른 1

개가 Smax로서 선택된다. 상기 부호S[0], S[1], S[2], S[3]은 대표부호Smax와의 일치가 배타적 논리합게이트

EOR5∼EOR8에 의해서 판정된다. 그 판정결과 Inv[0], Inv[1], Inv[2], Inv[3](이하, 간단히 Inv[n]라고도 한다)은 대응

하는 얼라이너(221a)∼(221d)로 공급되고, 예를들면 판정결과 Inv[0], Inv[1], Inv[2], Inv[3]이 논리값"1"인 경우에는

얼라이너(221a)∼(221d)는 대응하는 곱M[n]을 반전해서 출력Maln[n]을 형성한다. 이것은 곱M[n]을 2의 보수로 변환

하기 위한 전처리로 된다. 이와 같이, 부호처리부(229)는 각각의 승산기(220a)∼(220d)에 의해 승산되는 부동소수점수의

부호에 따라서 정규화전의 부호Smax 및 이 부호Smax에 대한 각 승산기의 승산결과에 대한 부호Inv[n]을 생성한다.

4입력 가산기(226)은 상기 얼라이너(221a)∼(221d)의 출력Maln[n]을 병렬적으로 입력해서 가산한다. 4입력의 병렬가산

처리시에 상기 부호Inv[n]이 공급된다. 상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4입력 가산기(226)은 상기 2의 보수화의 전처리가 실

행되고 있는 출력Maln[n]에 대해서 그의 최하위에 +1하기 위한 처리를 상기 부호Inv[n]에 따라서 실행한다.

4입력 가산기(226)의 출력Macm은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 처리회로(227)로 공급된다. 이 회로(227)은 상기 정규화

전의 지수Emax와 가산출력Macm과 부호Smax에 따라서 정규화 및 정수화를 실행하고, 단정도 부동소수점 포맷에 적합

한 사사오입을 실행해서 부동소수점을 얻는다. 이것에 의해 얻어지는 부동소수점수는

A[0]·B[0]+A[1]·B[1]+A[2]·B[2]+A[3]·B[3]의 곱합연산결과로 된다.

도 5에는 최대지수 선택부(223)의 1예가 도시된다. 상기 E[1]과 E[0]이 대소비교기(2230)에 의해 비교되고, 큰 쪽이 셀

렉터(2231)에 의해서 선택된다. 마찬가지로, E[3]과 E[2]가 대소비교기(2232)에 의해서 비교되고. 큰 쪽이 셀렉터

(2233)에 의해 선택된다. 쌍방의 셀렉터에 의해서 선택된 것은 또 대소비교기(2234)에서 비교되고, 큰 쪽이 셀렉터(2235)

에 의해 선택된다. 셀렉터(2235)의 출력이 상기 정규화전의 지수Emax로 된다.

도 6에는 부호선택부(225)의 1예가 도시된다. 셀렉터(2250)은 상기 S[1] 또는 S[0]을 선택하고, 셀렉터(2251)은 상기

S[3] 또는 S[2]를 선택하며, 셀렉터(2252)는 셀렉터(2250)의 출력 또는 셀렉터(2251)의 출력을 선택한다. 셀렉터

(2250)∼(2252)의 선택제어신호는 상기 대소비교기(2230), (2232), (2234)의 비교판정결과신호 MaxCntl로 되고, 이것

에 의해서 Emax로서 선택된 지수에 관한 부동소수점수의 부호부가 상기 정규화전의 부호Smax로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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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는 얼라이너(221a)((221b)∼(221d))의 1예가 도시된다. 시프터(2210)은 M[n]을 입력하고, Ediff[n]에 의해서 얼

라이너수(시프트비트수)가 제어된다. 시프터(2210)의 출력은 인버터(2211)에 의해 반전되고, 인버터(2211)의 출력 또는

시프터(2210)의 출력이 Inv[n]에 의해서 셀렉터(2212)에 의해 선택되고, 선택된 값이 Maln[n]으로 된다.

도 8에는 4입력 가산기(226)의 1예가 도시된다. 이 4입력 가산기(226)은 자리수올림빼냄의 합(합출력)과 자리수올림(캐

리출력)을 캐리보존 가산기어레이(2260)에 의해 따로따로 구하고, 캐리전파 가산기(2261)에 의해 최종의 합을 얻는 시점

까지 자리수올림의 전파를 지연시키는 회로형식을 갖는다. 이 4입력 가산기(226)에 의해서 얻어지는 합Macm은 입력의

비트수에 대해서 최대2비트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입력 가산기(226)에 입력되는 곱Maln[n]은 미리 2비트 부호 확

장이 실시되어 캐리보존 가산기어레이(2260)으로 공급된다.

도 8에 있어서 상기 2의 보수화를 위한 후처리(+1)는 3비트의 캐리신호 Cin[0], Cin[1], Cin[2]에 의해서 실행된다. 상

술한 설명에서 명확한 바와 같이, 부호선택부(225)는 S[n]중의 어느 1개를 선택하므로, Inv[n]중의 적어도 1개는 반드시

논리값"0"으로 된다. 따라서, 2의 보수화의 대상은 Main[n]중의 3개 이하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검출하는 것이 OR

게이트(2262), OR게이트(2263), AND 및 OR게이트(2264)이다. 도 9에는 Inv[n]의 값에 대해서 Cin[0], Cin[1], Cin[2]

를 취할 수 있는 값이 도시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도 명확한 바와 같이 Cin[2]는 Inv[2]와 Inv[3]중의 적어도 한쪽이 논

리값"1"일 때에 논리값"1"로 되고, Cin[1]은 Inv[1]과 Inv[0]중의 적어도 한쪽이 논리값 "1"일 때에 논리값"1"로 되며,

Cin[0]은 Inv[1]과 Inv[0] 또는 Inv[2]와 Inv[3]이 모두 논리값"1"일 때에 논리값"1"로 된다.

도 10에는 상기 캐리보존 가산기어레이(2260)과 캐리전파 가산기(2261)의 상세한 논리구성의 1예가 도시된다. 상기 캐리

보존 가산기어레이(2260)은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여러개의 4-2압축기(4-2COMP) (2265)에 의해서 구성된다. 각각의

4-2압축기(2265)는 도 11의 (A)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5입력(I1∼I4, Ci)과 3출력(S, C, Co)을 갖는다. 캐리출력Co는 인

접하는 상위비트의 캐리입력Ci에 접속되기 때문에, 4-2압축기(2265)는 4개의 비트(I1)∼(I4)를 가산한다. S는 그의 가산

출력, C는 그의 가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캐리출력이다. 4-2압축기(2265)중에서는 Co가 Ci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외관상

캐리전달은 없다. 예를들면, 1개의 4-2압축기(2265)는 도 11의 (B)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2개의 전체가산기에 의해서 구

성할 수 있다. 전체가산기는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C)에 예시된 멀티플렉서MUX를 3개 사용해서 구성된다. 또한, 4-2압

축기에 대해서 기재된 문헌으로서는 신학(信學)기보(전자정보통신학회) TECHNICAL REPORT OF IEICE ICD94-135,

DSP94-91(1994-10)의 「패스트랜지스터 멀티플렉서를 적용한 교칙54×54비트승산기」(제73페이지∼제79페이지)가

있다.

도 10에 있어서 각각의 4-2압축기(2265)에는 상기 얼라이너출력Maln[0]∼Maln[3]에 있어서의 동일자리수 위치의 비

트가 하위측부터 순차 4비트단위로 공급되고 있다. Maln[0]0∼Maln[3]0은 Maln[0]∼Maln[3]에 있어서의 최하위의 4

비트를 의미하고 있다. 상기 캐리신호Cin[3]은 최하위의 4-2압축기(2265)의 캐리입력단자Ci에 인가된다. 상기 캐리전파

가산기(2261)은 여러개의 전체가산기(2261)에 의해서 구성되고, 캐리출력은 상위의 전체가산기의 캐리입력으로 된다. 전

체가산기의 한쪽의 가산입력은 4-2압축기(2265)의 합출력S로 되고, 다른 한쪽의 가산입력은 1개 상위에 배치된 4-2압축

기(2265)의 캐리출력C로 된다. 상기 캐리신호Cin[2]는 최하위의 전체가산기의 한쪽의 가산입력신호로서 인가되고, 상기

캐리신호Cin[1]은 최하위의 전체가산기의 캐리입력신호로서 인가된다.

도 12에는 레지스터파일의 1예의 블럭도가 도시되고, 도 13에는 레지스터파일을 구성하는 각 레지스터군의 구성이 도시

되며. 도 14에는 레지스터군의 각 레지스터회로의 구성이 도시된다.

레지스터파일(21)은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개의 레지스터군FR-Gr. [0]∼FR-Gr. [3]을 갖

고, 각 레지스터군FR-Gr. [m]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4개의 레지스터회로FR[m], FR[m+4], FR[m+8],

FR[m+12]를 갖는다. 도 13에 있어서 m은 0∼3의 정수이다. 각각의 레지스터회로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면뱅

크와 배면뱅크를 구성하기 위한 1쌍의 레지스터FRJ[n], FRK[n]을 갖는다. 도 14에 있어서 n은 0∼15의 정수이다. 레지

스터FRJ[n]. FRK[n]에 대한 라이트동작의 지시는 신호Write[n]에 의해서 인가된다. 라이트대상으로 되는 레지스터는

신호Bank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선택된다. 레지스터FRJ[n], FRK[n]의 출력과 단자P[n], Q[n]의 대응은 신호Bank에 의

해 셀렉터SL1, SL2에 의해 교대로 전환가능하게 된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1개의 레지스터군에 있어서 4개의 레지

스터 회로단자 P[m], P[m+4], P[m+8], P[m+12]는 2비트의 신호ReadA에 의해 셀렉터SL3에서 어느 1개가 선택되는

것에 의해서 단자R[m]에 접속가능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2비트의 신호ReadB에 의해 셀렉터SL4에서 어느 1개가 선택되

는 것에 의해서. 단자B[m]에 접속가능하게 된다. 레지스터군의 단자Q[m], Q[m+4], Q[m+8], Q[m+12]는 신호

ReadA에 의해서 제어되는 셀렉터SL5∼SL8에 의해 레지스터군 단위로 선택된다. 상기 셀렉터 SL5, SL6, SL7, SL8의 출

력과 각각의 레지스터군의 출력R[3], R[2], R[1], R[0]은 신호ReadType에 의해서 제어되는 셀렉터SL9, SL10, SL11,

SL12에 의해서 선택되고, 선택된 것이 리드포트A[3], A[2], A[1], A[0]의 출력으로 된다. 따라서, 리드포트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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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1]에서는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터군 단위로 4개의 부동소수점 레지스터에서 병렬적으로 데이타를

리드하거나 또는 개개의 레지스터군에서 1개씩 병렬적으로 데이타를 리드할 수가 있다. 또, 각각의 레지스터군의 출력

B[3], B[2], B[1], B[0]은 그대로 리드포트B[3], B[2], B[1], B[0]의 출력으로 된다. 따라서, 리드포트B[3], B[2],

B[1], B[0]에서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개의 레지스터군에서 1개씩 병렬적으로 데이타를 리드할 수가 있다. 상기

리드포트C에는 각각의 레지스터군의 출력B[3], B[2], B[1], B[0]이 신호ReadC에 의해서 셀렉터SL13에 의해 선택된

것이 접속된다. 따라서,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ReadB와 ReadC의 상태에 따라서 레지스터를 임의로 선택해서 포

트C에서 리드할 수가 있다. 상기 라이트포트X, Y로부터의 입력은 신호WriteTyPe 에 의해 제어되는 셀렉터SL에 의해서

선택된다.

내적연산

상기 FPU(2)를 사용한 내적연산에 대해서 설명한다. 예를들면, 내적은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3차원 공간에 있어서 임

의의 특정의 면에 광을 조사했을 때의 면의 밝기를 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FPU(2)는 벡터V1(=[X1, Y1, Z1, W1])과

V2(=[X2, Y2, Z2, W2])와의 내적i를 1개의 부동소수전 내적연산명령(간단히 내적연산명령이라고도 한다)ftpr Vn, Vm

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상기 내적연산명령에 의한 처리의 개략은 도 19에 도시된다. 예를들면, 레지스터파일(21)의 벡터레지스터V0에 [X1, Y1,

Z1, W1]이, V4에 [X2, Y2, Z2, W2]가 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상기 내적연산명령이 제어부(23)에 의해 해독되면,

레지스터파일(21)의 리드동작이 제어되어 승산기(220a)에 X1과 X2가, 승산기(220b)에 Y1과 Y2가, 승산기(220c)에 Z1

과 Z2가, 승산기(220d)에 W1과 W2가 각각 병렬적으로 공급된다. 도 19에서는 상기 지수처리부나 부호처리부 등의 도시

를 생략하고 있지만, 병렬적인 승산결과는 상기 얼라이너에 의한 시프트나 반전 등을 거쳐서 4입력 가산기(226)에 의해 가

산되고, 그 가산결과에 대해서 정규화 등이 실행되어 내적이 얻어진다. 얻어진 내적은 벡터레지스터V0중 W1의 값을 보유

하는 레지스터에 포트X를 거쳐서 오버라이트된다. 이와 같이, 부동소수점의 곱합연산이 병렬적으로 실행되므로, 내적연산

을 고속화할 수가 있다.

도 20에는 상기 내적연산명령에 있어서 레지스터파일의 이용에 관한 사양의 1예가 도시된다. 즉, 벡터V[m]과 V[n]의 내

적연산결과를 부동소수점 레지스터FR[n+3]에 저장한다. 벡터V[n]의 성분은 부동소수점 레지스터FR[n], FR[n+1],

FR[n+2], FR[n+3]에 로드된다. 여기에서. n은 0, 4, 8. 12중의 어느 1개이며, 또 FR[n]은 상기 전면뱅크의 레지스터fn

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 레지스터파일(21)의 구성상 레지스터FR[n]은 제어신호Bank=0인 경우에는 레지

스터FRJ[n]에 할당되고, 제어신호Bank=1인 경우에는 레지스터FRK[n]에 할당된다. 이 사양에 있어서 예를들면 도 15의

Bank=0, ReadA=0인 경우 포트 A로부터의 출력이 지정된 레지스터FRJ[0], FRJ[1], FRJ[2], FRJ[3]에 벡터데이타

V[n]을 두고, 도 16의 Bank=0, ReadB=1인 경우 포트B로부터의 출력이 지정된 레지스터FRJ[4], FRJ[5], FRJ[6],

FRJ[7]에 벡터데이타V[m]을 두면, V[n]과 V[m]의 내적연산에 필요한 8개의 성분데이타를 병렬적으로 연산블럭에 인

가해서 상술한 내적연산을 실행할 수가 있다. 연산시에는 실제로 어느 레지스터를 리드할 것인지는 내적연산명령의 레지

스터 지정필드에 의해 지정된다. 그 레지스터 지정 필드에 있어서의 레지스터의 지정에는 소스레지스터와 목적지 레지스

터의 지정에 4비트를 사용한다.

벡터변환연산

다음에. 상기 FPU(2)를 사용한 벡터변환연산에 대해서 설명한다. 주지의 4행 4열의 변환행렬은 병진, 회전, 신장 및 투시

등의 변환을 표시할 수 있고, 이 변환행렬과 벡터의 곱에 의해서 그의 변환행렬이 나타내는 벡터변환을 얻을 수가 있다. 벡

터변환연산은 일반적으로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는 변환행렬, p는 변환대상으로 되는 데이타, p' 는

변환후의 데이타이다. 그와 같은 벡터변환은 1개의 부동소수점 벡터변환 연산명령(간단히 벡터변환 연산명령이라고도 한

다)ftrv back. Vn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상기 벡터변환 연산명령에 의한 처리의 개략은 도 22에 도시된다. 예를들면, 변환행렬은 배면뱅크의 16개의 레지스터에

배치된다. 그리고, 벡터데이타[Xi, Yi, Zi, Wi]는 전면뱅크를 구성하는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이 벡터변환 연산명령에 의한 처리는 실질적으로 4회의 내적연산을 순차반복하는 처리와 동일하다. 즉, [Xi, Yi, Zi,

Wi]×[a11, a12, a13, a14]를 연산해서 그 결과를 Xi의 영역에 라이트하고, [Xi, Yi. Zi, Wi]×[a21, a22, a23, a24]를 연

산해서 그 결과를 Yi의 영역에 라이트하고, [Xi, Yi, Zi, Wi]×[a31, a32, a33, a34]를 연산해서 그 결과를 Zi의 영역에 라

이트하고, [Xi, Yi. Zi, Wi]×[a41, a42, a43, a44]를 연산해서 그 결과를 Wi의 영역에 라이트하는 처리를 순차 실행한다.

각각의 처리는 실질적으로 내적연산처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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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벡터변환 연산명령이 제어부(23)에 의해 해독되면, 상기 최초의 내적연산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데이타가 레지스터파

일(21)에서 승산기(220a)∼(220d) 등으로 각각 병렬적으로 공급된다. 도 22에서는 마찬가지로 상기 지수처리부나 부호처

리부 등의 도시를 생략하고 있지만. 병렬적인 승산결과는 상기 얼라이너에 의한 시프트나 반전 등을 거쳐서 4입력 가산기

(226)에 의해 가산되고, 그 가산결과에 대해서 정규화 등이 실행되어 내적이 얻어진다. 얻어진 내적은 Xi를 보유하는 레지

스터에 라이트된다. 이와 같은 처리를 레지스터파일의 리드대상 레지스터와 라이트대상 레지스터를 순차 변경하면서 반복

한다. 이와 같이, 부동소수점의 내적처리를 4회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의해서, 벡터변환의 결과를 고속으로 얻을 수가

있다.

도 23에는 상기 벡터변환 연산명령에 있어서 레지스터파일의 이용에 관한 사양의 1예가 도시된다. 즉, 벡터V[n]과 변환행

렬Matrix의 곱을 레지스터V[n]에 오버라이트한다. 벡터V[n]의 성분은 부동소수점 레지스터FR[n], FR[n+1],

FR[n+2], FR[n+3]에 로드된다. 여기에서 n은 0, 4, 8, 12중의 어느 1개이고, 또 FR[n]은 상기 전면뱅크의 레지스터fn

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 변환행렬은 배면뱅크를 구성하는 레지스터FV[0]∼FB[15](도 12의 b0∼b15에

대응되는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레지스터파일(21)의 구성상 레지스터FB[n]은 제어신호Bank=0인 경우에는 레지스터

FRK[n]에 할당되고. 제어신호Bank=1인 경우에는 레지스터FRJ[n]에 할당된다.

이 사양에 있어서 변환행렬Matrix는 도 15에 있어서 ReadType=1인 상태에 있어서 포트A에서 병렬적으로 출력되고, 벡

터V[n]은 포트B에서 병렬적으로 출력된다. 예를들면, 최초의 내적연산에서는 도 15를 참조하면 ReadType=1, Bank=1,

ReadA=0에 의해서 FRJ[0], FRJ[4], FRJ[8], FRJ[12]에서 변환행렬Matrix의 제1행째가 포트A에서 출력되고, 이것에

병행해서 Bank=1. ReadB=0에 의해서 FRK[0], FRK[1], FRK[2], FRK[3]에서 변환대상벡터[Xi, Yi, Zi, Wi]가 포트B

에서 출력된다. 순차 이것에 계속되는 3회의 내적연산에서는 그때마다 ReadA에 의한 선택을 1, 2, 3과 같이 변화시키면

좋다. B포트로부터의 리드대상 레지스터는 4회의 내적연산처리에 있어서 동일하게 된다.

1개의 벡터변환명령에 의한 상기 여러개의 내적연산처리는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이프라인처리에 의해 실행된다.

즉, 1개의 명령에 의해 4개의 파이프라인처리가 실행된다. 내적연산처리의 1개의 파이프는 레지스터 리드스테이지RR, 제

1 연산스테이지F1, 제2 연산스테이지F2, 제3 연산스테이지F3, 레지스터 라이트스테이지RW 및 도시를 생략한 명령페치

스테이지로 된다. 명령페치 스테이지는 당연히 레지스터 리드스테이지RR 앞에 배치되고, 또 레지스터 리드스테이지RR은

명령의 디코드처리도 포함하게 된다. 이 예에서는 승산부터 정규화까지의 연산을 3개의 연산스테이지를 거쳐서 실행하게

된다. 도 24의 (A)의 파이프라인에서 실행되는 처리는 (FB[0], FB[4], FB[8], FB[12])×V[n]의 내적연산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레지스터FR[n]에 라이트하고, (B)의 파이프라인에서 실행되는 연산처리는 (FB[1], FB[5], FB[9],

FB[13])×V[n]의 내적연산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FR[n+1]에 라이트하고, (C)의 파이프라인에서 실행되는 연산처리는

(FB[2], FB[6], FB[10], FB[14])×V[n]의 내적연산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FR[n+2]에 라이트하고, (D)의 파이프라인

에서 실행되는 연산처리는 (FB[3], FB[7], FB[11], FB[15])×V[n]의 내적연산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FR[n+3]에 라이

트하는 것으로 된다. 목적지 레지스터FR[n], FR[n+1], FR[n+2], FR[n+3]은 V[n]의 소스레지스터이기도 하다.

이 때, 일련의 4회의 내적연산처리에 있어서 선두의 파이프라인(A)에 있어서의 레지스터라이트RW는 최후의 파이프라인

(D)에 있어서의 레지스터리드RR후로 되어 있다. 바꾸어말하면, V[n]의 성분과 상기 변환행렬의 성분을 레지스터파일(21)

에서 리드해서 내적연산을 실행하고 상기 내적연산의 결과를 레지스터파일에 라이트하는 일련의 연산사이클을 연속적으

로 여러회 반복해서 실행시킬 때, 연속적으로 여러회 실행되는 최후의 연산사이클에 있어서의 상기 레지스터파일의 리드

동작이 최초의 연산사이클에 있어서의 내적연산결과를 상기 레지스터파일에 라이트하는 타이밍보다 빠르게 되도록 상기

각각의 연산사이클의 회전대기시간이 제어된다. 따라서, 소스레지스터와 목적지레지스터가 동일레지스터이더라도, 소스

레지스터에서 모든 데이타가 리드될 때까지는 라이트는 실행되지 않아 데이타V[n]이 바람직하지 않게 소실되는 경우는

없다.

벡터변환연산에 있어서의 벡터데이타의 소스레지스터와 목적지레지스터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동작상 지장은 없다. 변환

전후의 벡터데이타를 동일레지스터에 배치할 수 있으므로, 벡터변환처리를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작성이 용이해진다.

또, 3차원 그래픽 등에 있어서의 벡터변환연산은 다수의 벡터 또는 점에 대해서 실행되게 된다. 이 때, 변환전후의 데이타

가 동일레지스터에 배치되는 경우, 16개의 전면뱅크를 구성하는 부동소수점 레지스터에 4개의 벡터데이타를 로드하면 벡

터변환명령을 4회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즉, 그와 같은 16개의 부동소수점 레지스터에 대한 연산대상데이타의 로드

또는 연산결과 데이타의 메모리로의 유지동작의 회수가 적어도 좋다. 이것에 대해서, 변환전후의 데이타를 다른 레지스터

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1개의 벡터변환명령의 실행에 8개의 부동소수점 레지스터를 소비하는 결과, 연산대상데이타의 로

드나 연산결과데이타의 저장동작의 빈도가 많아지게 된다. 이 의미에 있어서 벡터변환연산에 있어서의 벡터데이타의 소스

레지스터와 목적지 레지스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레지스터 갯수가 한정된 조건하에서 벡터변환연산을 고속화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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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여현(正鉉余鉉)연산

상기 연산블럭(22)에 있어서는 상기 내적연산용 하드웨어에 계수테이블이나 승산기의 피드백회로를 추가하는 것에 의해

서, 삼각함수나 제곱근의 근사값을 구간분할과 고차의 다항식전개에 의해 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예를들면, 상기 변

환행렬은 회전변환시에 정현 및 여현을 포함하게 된다. 필요한 각도 모두에 대해서 정현 및 여현의 데이타테이블을 갖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칩면적의 증대를 무시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상기 연산블럭(22)를 이용해서 정현과 여현의 근사값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하에 설명하는 구성

을 부가한 FPU는 1개의 명령에 의해 정현과 여현을 병행해서 연산하는 정현여현명령을 실행한다. 이 정현여현명령의 사

양은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동소수점 레지스터 FR[0]에 로드된 각도데이타에 대한 정현의 값을 연산해서 결과를

레지스터FR[n]에 라이트하고, 마찬가지로 레지스터FR[0]에 로드된 각도데이타에 대한 여현의 값을 연산해서 결과를 레

지스터FR[n+1]에 라이트한다.

도 26에는 상기 각도데이타의 포맷이 도시된다. 상기 각도데이타는 1개의 부동소수점 레지스터의 상위16비트와 하위16비

트의 경계를 고정소수점위치로 하는 32비트 고정소수점수에 의해서 회전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된다. 소수점 위치를 경계

로 상위16비트는 회전수(정수)를 인가하고, 소수점위치를 경계로 하위16비트는 1회전을 2의 16승 분할해서 정의한다. 특

히, 하위16비트중의 상위2비트는 소수점이하 16비트의 데이타에 의해서 특정되는 각도가 속하는 상한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각도포맷에 있어서 예를들면 360°는 1. 0이고, 16진수의 비트패턴은 "00010000"으로 된다.

정현여현명령은 상기 각도포맷의 각도데이타에 대해서 그 정현 및 여현을 테일러전개에 의한 다항근사에 따라서 취득한

다. 도 28에는 그 연산방법이 도시된다.

상기 다항근사는 상기 각도데이타의 소수점이하 16비트를 중심값x와 이 중심값에 대한 차분값dx로 나누어서 상기 각도데

이타에 따른 정현과 여현의 값을 연산하는 것으로서, 상기 다항근사에 필요로 되는 상기 중심값x에 대한 정현 또는 여현의

값만은 테이블로서 보유한다. 상기 중심값x는 레지스터FR[0]의 소수점이하 7비트의 최하위를 영사일입(0捨1入)한 값으

로 한다. 중심값과 각도(라디언)의 관계는 도 27에 예시되어 있다. 차분dx는 레지스터FR[0]의 최하위부터 10비트를 부호

확장한 값으로 한다. 다항근사에서는 테일러전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도를 라디언으로 표현하도록 각항의 계수가 인가

되어 있다. 도 28에 도시된 S1∼S12는 승산기(220a)(FM0), 승산기(220b)(FM1), 승산기(220c)(FM2), 승산기

(220d)(FM3), 4입력 가산기(226)을 사용한 연산처리의 내용을 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S9에 있어서 다항근사식에 의한 정

현의 근사값이 구해지고(도 28에는 그 다항근사식이 도시되어 있다), S12에 있어서 다항근사식에 의한 여현의 근사값이

구해진다(도 28에는 그 다항근사식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S1∼S12의 연산은 (A)∼(D)로 도시된 파이프라인에서 처리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도데이타의 하위16비트중의

상위2비트는 소수점이하 16비트의 데이타에 의해서 특정되는 각도가 속하는 상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어부는 상기 상

위2비트의 디코드결과에 따라서(그 각도데이타에 의해서 특정되는 각도가 속하는 상한에 따라서) 상기 다항근사에 의한

S10, S12의 연산결과의 부호반전과 그 연산결과를 레지스터FR[n] 또는 FR[n+1]중의 어느쪽에 저장할 것인지의 선택을

제어해서 상기 상한에 따른 정현 및 여현의 값을 각각 할당된 레지스터FR[n] 또는 FR[n+1]에 저장하게 된다. 상한마다

의 상기 반전동작과 레지스터 선택동작은 도 28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29에는 상기 정현여현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계수테이블과 승산기의 피드백계를 부가한 상기 승산기 근방의 블럭도가

도시된다. 도 29의 회로의 기본은 도 4의 연산블럭이며, 도 4의 연산블럭(22)에 대해서 8비트 및 6비트 부호확장기(300),

계수테이블(301), 셀렉터(302)∼(312)가 추가된 점이 다를 뿐이다. 레지스터FR[0]의 각도데이타는 포트B[0]에서 인가

된다. 8비트 및 6비트 부호확장기(300)은 레지스터FR[0]의 최하위 10비트에서 차분dx를 생성하는 회로이다. 계수테이블

(301)은 도 27에 도시한 중심값에 따른 정현 또는 여현중의 어느 한쪽의 데이타를 보유하고, 각도데이타의 하위 16비트중

의 하위5비트에 의해서 지정되는 각도의 정현 및 여현의 데이타를 출력한다. 각도데이타의 하위16비트의 상위2비트는 제

어부로 공급된다. 제어부는 그의 2비트의 값에 따라서 상기 4입력가산기에 의한 가산출력의 선택적인 반전과 가산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FR[n] 또는 FR[n+1]의 선택을 제어하게 된다. 또한, 계수테이블(301)이 정현데이타를 갖는 경우에,

여현은 중심값x의 각도를 π/2에서 감산한 각도로 테이블을 참조하면 좋다. 계수테이블에 정현 및 여현의 쌍방의 데이타를

갖고 있어도 좋다.

도 30은 도 28의 (A)로 표시되는 제1 단계에 있어서의 데이타의 흐름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31은 도 28의

(B)로 표시되는 제2 스텝에 있어서의 데이타 흐름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 것이다. 이 도면에 있어서 승산기(FM0)(220a)

의 승산결과가 셀렉터(308), (311)로 피드백되고 있지만, 피드백은 소수점이하만으로 되고(상위는 0으로 한다) +1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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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32는 도 28의 (C)로 표시되는 제2 단계에 있어서의 데이타흐름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

한 것이다. 도 33은 도 28의 (D)로 표시되는 제2 단계에 있어서의 데이타흐름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32 및 도

33에 있어서 연산결과를 2번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산기의 입력래치의 갱신을 억제해서 그 값을 유지한다. 도 30∼도 32에

도시된 연산제어는 정현여현명령을 디코드하는 제어부가 실행한다.

데이타프로세서(1)의 우위성

상기 FPU(2)의 연산블럭(22)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내적연산명령이나 벡터변환 연산명령 등의 1개의 명령을 실행할 때, 4

개의 승산기(220a)∼(220d)에 8개의 부동소수점수를 인가해서 병렬 동작시키고, 그것에 의한 승산결과를 1개의 4입력 가

산기(226)에 의해 가산해서 연산결과를 얻는다. 4입력 가산기(226)의 출력에 대한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은 1개의

회로(227)에 의해서 실행한다. 도 34에는 그 연산처리에 있어서의 데이타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연산블럭(22)의 개략을

도시하고 있다.

도 35에는 상기 연산블럭(22)에 대한 비교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것은 1쌍의 부동소수점수에 대한 곱합연산기, 그 결과에

대한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을 위한 회로를 2조 마련해서 구성된다. 도 36에는 상기 연산블럭(22)에 대한 다른 비교

예로서, 상기 곱합연산기와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을 위한 회로를 4조 마련한 것이 도시되어 있다. 어떤 비교예도 곱

합연산기와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을 위한 회로를 여러조 병렬화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4×4의 1개의 내적을 연

산하는 경우에는 곱합연산,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을 위한 여러개의 회로를 단순히 병렬동작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는다. 각각의 연산결과에 대한 상관을 고려한 제어가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통상은 1조의 곱합연산기와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을 위한 회로를 4회 반복해서 동작시켜 내적을 구하게 된다. 벡터변환연산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연산

사이클이 필요하게 된다. 곱합연산,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을 위한 여러조의 회로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명령실행방법

에 의해서 대상이 다른 내적연산이나 그밖의 부동소수점 명령을 위해 병렬 동작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도 35 및 도

36에 도시된 회로구성은 각종 부동소수점 명령의 연산처리능력을 평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상기 연산블럭(22)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적연산이나 벡터변환연산을 위한 실질적인 연산사이클수를 적게 할 수 있다.

즉, 내적연산이나 리터변환연산의 고속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산블럭(22)의 구성은 내적연산이나 벡터변환연

산의 고속화에 특히 적합하게 되어 있다. 또, 1회의 병렬적인 승산 및 가산에 의해서 내적을 구할 수 있으므로, 2입력에 대

한 곱합연산마다 사사오입을 실행하는 처리도 필요하지 않다. 이것에 의해, 내적연산의 회전대기시간이 짧고 연산정확도

도 높으며, 또 2입력에 대한 매곱합연산을 반복하는 경우와 같이 연산순서가 다르면 연산결과도 상이하다는 사태도 발생

하지 않는다.

또,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회로는 곱합연산회로와 동등한 회로규모를 갖게 되므로, 도 35 및 도 36과 같이 곱합연산.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을 위한 회로를 여러조 단순히 병렬 배치한 구성에서는 병렬화에 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평균

적인 연산능력의 향상에 비해 병렬화에 의한 칩면적의 증대가 매우 커진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곱합연산, 정규화, 정수

화 및 사사오입을 위한 회로의 병렬수는 2가 타당하다고 고려되고 있다. 정수연산뿐이라면 도 37과 같이 곱합연산기를 4

개 병렬시키는 것도 현실적이지만, 정수연산인 경우에는 데이타의 자리수의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부동소수점 연산에 비

해서 연산정확도는 저감되어 버린다. 도 34의 연산블럭(22)는 정규화, 정수화 및 사사오입을 위한 회로(227)을 1개 구비

하면 좋다. 따라서, 데이타프로세서는 회로규모의 증대를 극력억제하여 부동소수점에 의해 내적연산이나 벡터변환연산의

고속화를 실현할 수 있다.

데이타프로세서(1)의 부동소수점명령은 16비트 고정길이이고, 그 때문에 부동소수점 명령에 있어서의 어드레스 지정필드

는 한정되어 부동소수점 레지스터는 16개로 된다. 이와 같은 제약하에 있어서 부동소수점 레지스터를 배면뱅크와 전면뱅

크를 갖는 레지스터뱅크 구성의 레지스터파일(21)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다. 이 때, 상기 변환행렬 전체를 저장하는데 16개

의 레지스터를 소비하므로, 벡터변환 연산명령에 있어서는 전면뱅크와 배면뱅크의 쌍방을 이용하는 명령사양으로 되어 있

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변환행렬을 배면뱅크에 배치하고, 벡터데이타를 전면뱅크에 배치한다. 이것에 의해, 부동소수점 명

령의 비트수와 레지스터 갯수라는 리소스의 제약하에 있어서도 벡터변환 연산명령의 고속실행을 보증하고 있다.

또, 벡터변환 연산명령의 실행에 있어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련의 4회의 내적연산처리는 선두의 파이프라인(A)에 있어서

의 레지스터라이트RW가 최후의 파이프라인(D)에 있어서의 레지스터리드RR 후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파이프라인화되어

있다. 따라서, 소스레지스터와 목적지레지스터가 동일레지스터이더라도, 연산대상으로 되는 벡터데이타는 바람직하지 않

게 소실되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다수의 벡터 또는 점에 대해서 벡터변환이 차례차례 실행될 때, 변환전후의 데이타가 동

일레지스터에 배치되는 경우, 16개의 전면뱅크를 구성하는 부동소수점 레지스터에 4개의 벡터데이타를 로드하면 벡터변

환명령을 4회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16개의 부동소수점 레지스터에 대한 연산대상데이타의 로드 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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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결과 데이타의 메모리로의 저장동작의 회수가 적어도 좋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벡터변환연산에 있어서의 벡터데이타

의 소스레지스터와 목적지레지스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레지스터갯수가 한정된 조건하에서 벡터변환연산을 고속

화하는데 유용하다.

또, 상기 변환행렬은 회전변환시 정현 및 여현을 포함하게 된다. 필요한 각도 모두에 대해서 정현 및 여현의 데이타테이블

(301)을 갖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 칩면적의 증대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때, 상기 연산블럭(22)는 4개의 승산기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그것에 계수테이블(301)이나 승산기의 피드백회로를 추가하는 것에 의해 삼각함수나 제곱근의 근사값을

구간분할과 고차의 다항식 전개에 의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에 의해, 정현 및 여현을 칩면적을 증대

시키지 않고 얻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정현과 여현의 다항근사의 전개식에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정현

및 여현의 값을 동시에(병렬적으로) 연산하므로. 개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 비해 정현 및 여현의 값을 고속으로 얻을 수가

있다.

도 38에는 그와 같은 데이타프로세서를 적용한 데이타처리 시스템의 블럭도가 도시된다.

동일도면에 있어서 (1)은 상기 데이타프로세서, (401)은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402)는 DRAM(401)에 대

한 어드레스 멀티플렉스 제어나 리프레시제어를 실행하는 DRAM제어부, (403)은 SRAM이다. SRAM(403)은 데이타프로

세서(1)의 작업영역이나 데이타의 일시기억영역 등에 이용된다. (404)는 데이타프로세서(1)의 OS(Operating System) 등

을 보유하는 ROM이다. (405)는 주변장치 제어부로서, 대표적으로 도시된 외부기억장치(405) 및 키보드(407)이 접속되어

있다. (408)은 프레임버퍼(409)나 도시하지 않은 묘화 및 표시제어 논리회로를 구비한 표시컨트롤러이며, 디스플레이

(410)에 대한 묘화제어와 표시제어를 실행한다. (411)은 전원회로, (412)는 대표적으로 도시된 버스이다. 데이타프로세서

(1)은 3차원 그래픽처리에 많이 이용되는 내적연산이나 벡터변환연산 등을 부동소수점에 의해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다.

또, 부동소수점명령의 비트수 및 레지스터갯수 등이 한정된 소스하에서 상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데이타프로세서(1)

의 원가도 낮게 억제할 수가 있다. 따라서, 도 38의 데이타처리 시스템은 시스템의 원가를 억제해서 3차원 그래픽처리를

고정밀도로 또한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원가의 제약은 심하지만 고기능 및 고속화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임기나 휴대정보단말 등에 적용해서 우수한 데이타처리 시스템을 실현할 수가 있다.

도 39는 도 38의 데이타처리 시스템에 렌더링 코프로세서(413)을 추가한 3차원 그래픽처리 시스템이다. 3차원 그래픽처

리는 기하학적인 처리와 렌더링처리에 의해서 구성된다. 데이타프로세서(1)은 특히 기하학적인 처리에 많이 이용되는 내

적연산이나 벡터변환연산 등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도 38의 데이타처리 시스템에 렌더링 코프로세서(413)을 추

가하는 것에 의해서 고정밀도의 고속인 3차원 그래픽처리를 실행할 수가 있다. 또한, 도 39의 3차원 그래픽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렌더링 코프로세서(413)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데이타프로세서(1)중의 CPU에 의해 렌더링처리를 실행시키는 것

에 의해서도 3차원 그래픽처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실시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변경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예를들면, 도 1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데이타프로세서는 메모리 관리부 등의 그 밖의 기능블럭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데이타프로세서는 수퍼스칼라아키텍쳐를 채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2개의 파이프를 갖는 경우, 한쪽의 파이프에서는

벡터변환 연산명령 등을 실행하고, 다른쪽의 파이프에서는 벡터변환 연산명령을 위한 벡터데이타를 메모리에서 레지스터

파일로 로드하거나 벡터변환 연산의 결과를 레지스터파일에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또, 승산기의 병렬 배치갯수는 4개 이상이어도 좋다. 또, 지수처리부나 부호처리부의 구성, 4입력 가산기의 구성은 상기 실

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적절히 변경가능하다.

또, 본 발명의 데이타프로세서는 게임기나 휴대정보단말의 제어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기기조립제어 등

의 용도에 널리 이용할 수가 있다.

발명의 효과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데이타프로세서는 부동소수점에 의한 내적연산이나 벡터변환연산의 고속화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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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프로세서는 정규화 등을 위한 회로를 1개 구비하면 좋으므로, 회로 규모의 증대를 극력 억제해서 부동소수점에 의

해 내적연산이나 벡터변환연산의 고속화를 실현할 수가 있다.

벡터변환 연산명령에 있어서는 전면뱅크와 배면뱅크의 쌍방을 이용하는 명령사양으로 되어 있고 변환행렬을 배면뱅크에

배치하고 벡터데이타를 전면탱크에 배치하는 것에 의해서, 부동소수점 명령의 비트수와 레지스터갯수라는 리소스의 제약

하에 있어서도 벡터변환 연산명령의 고속실행을 보증할 수 있다.

또, 벡터변환 연산명령의 실행에 있어서 일련의 4회의 내적연산처리는 선두의 내적연산처리에 있어서의 레지스터라이트

가 최후의 내적처리에 있어서의 레지스터리드후로 되도록 각 내적처리의 회전대기시간을 제어하므로, 소스레지스터와 목

적지 레지스터가 동일레지스터이더라도 연산대상으로 되는 벡터데이타는 바람직하지 않게 소실되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부동소수점 레지스터에 대한 연산대상 데이타의 로드 또는 연산결과 데이타의 메모리로의 저장동작의 회수가 적어도 좋아

레지스터갯수가 한정된 조건하에서 벡터변환연산을 고속화하는데 유용하다.

또, 상기 연산부에 계수테이블이나 승산기의 피드백회로를 추가하는 것에 의해 삼각함수의 근사값을 구간분할과 고차의

다항식 전개에 의해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변환행렬 등에 이용되는 정현 및 여현을 칩면적을 대폭으로 증대시

키지 않고 얻을 수가 있다.

데이타프로세서는 부동소수점명령의 비트수 및 레지스터갯수 등이 한정된 리소스하에 있어서 3차원 그래픽처리에 많이

이용되는 내적연산이나 벡터변환 연산 등을 부동소수점에 의해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으므로, 상기 데이타프로세서를 적

용한 데이타처리시스템은 시스템의 원가를 억제하고 3차원 그래픽처리를 고정밀도로 또한 고속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 따

라서, 원가의 제약은 심하지만 고기능 및 고속화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는 게임기나 휴대정보단말 등에 적용해서 우수한

데이타처리 시스템, 3차원 그래픽처리 시스템을 실현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 다른 데이타입력 신호선군에서 부동소수점수의 가수부가 공급되고 공급된 가수부끼리의 승산을 실행하는 여러개의

승산기와;

상기 여러개의 승산기에 대응해서 마련되고, 각각의 승산기의 출력을 받아서 얼라인먼트 시프트를 실행하는 여러개의 얼

라이너와;

상기 여러개의 얼라이너의 얼라인먼트 시프트수 및 정규화전의 지수를 상기 부동소수점수의 지수부에 따라서 생성하는 지

수처리부와;

상기 여러개의 얼라이너의 출력을 병렬적으로 가산하는 다입력 가산기와;

상기 다입력 가산기의 출력을 상기 정규화전의 지수에 따라서 정규화하는 정규화기를 포함하는 연산부를 갖는 부동소수점

유닛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부는 각각의 승산기에 의해 승산되는 부동소수점수의 부호에 따라서 각 승산기의 승산결과에 대한 부호를 생성

하는 부호처리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얼라이너는 얼라인먼트 시프트 결과를 선택적으로 반전 또는 비반전으로 출력하는 셀렉터를 갖고, 대응하는 상기 승

산결과에 대한 부호가 부인 경우에는 반전출력을 선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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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입력 가산기는 상기 승산결과에 대한 부호가 부에 대응되는 얼라이너의 출력에 +1을 실행하는 캐리를 생성해서 부

의 승산결과에 대해 2의 보수화처리를 실행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상기 각각의 승산기의 데이타입력 신호선군에 접속되는 리드포트와 상기 연산부의 출력에 접속되

는 라이트포트를 구비하는 레지스터파일을 더 갖고,

상기 레지스터파일은 상기 리드포트에 병렬적으로 접속가능한 여러개의 뱅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각각 여러개의 성분에 의해서 표시되는 데이타끼리의 내적연산을 규정하는 부동소수점명령을 해

독할 수 있는 제어부를 더 갖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부동소수점명령을 해독해서 상기 레지스터파일이 보유하는 데이타의 성분을 상기 신호선군을 거쳐서

상기 연산부에 인가하고, 인가된 데이타의 내적을 상기 연산부에 연산시키고, 내적의 연산결과를 상기 레지스터파일에 라

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각각 여러개의 성분에 의해서 표시되는 데이타와 변환행렬과의 행렬연산을 규정하는 부동소수점

명령을 해독할 수 있는 제어부를 더 갖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부동소수점명령을 해독해서 레지스터파일이 보유하는 데이타의 성분과 상기 변환행렬의 성분을 리드

하여 상기 신호선군을 거쳐서 상기 연산부에 인가하고, 인가된 데이타의 내적을 상기 연산부에 연산시키고, 이 내적연산의

결과를 상기 레지스터파일에 라이트시키는 일련의 연산사이클을 연속적으로 여러회 반복해서 실행시키고, 연속적으로 여

러회 실행되는 최후의 연산사이클에 있어서의 상기 레지스터파일의 리드동작이 최초의 연산사이클에 있어서의 내적연산

결과를 상기 레지스터파일에 라이트하는 타이밍보다 빠르게 되도록 상기 각각의 연산사이클의 회전대기시간을 제어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각 연산사이클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파일로부터의 리드를 쌍방의 뱅크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실행하

고, 상기 레지스터파일로의 라이트를 한쪽의 뱅크에 대해서 실행하기 위한 레지스터 선택제어를 실행하는 것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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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파일은 각 뱅크에 16개의 레지스터를 갖고,

상기 승산기는 4개 마련되며,

상기 부동소수점명령은 16비트 고정길이 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각도데이타에 대한 정현 및 여현을 테일러전개에 의한 다항근사에 따라서 취득하기 위한 부동소수

점명령을 해독할 수 있는 제어부 및

상기 다항근사에 필요로 되는 중심값에 대한 정현 또는 여현의 값을 보유하는 테이블을 더 갖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레지스터파일에 대한 레지스터리드에 의해서 각도데이타를 연산블럭에 인가하고, 각도데이타에 대한

정현 및 여현을 상기 다항근사에 따라서 연산블럭에 연산시키고, 연산결과를 레지스터파일에 라이트하는 것이며,

상기 각도데이타는 고정소수점수의 소수점이하의 n비트에 의해서 1회전을 2의 n승 분할해서 정의하는 포맷을 갖고,

상기 다항근사는 상기 각도데이타의 소수점이하의 n비트를 상기 중심값과 이 중심값에 대한 차분값으로 나누어 상기 각도

데이타에 따른 정현과 여현의 값을 연산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점이하의 n비트에 있어서의 상위2비트는 각도의 상한을 지시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상위2비트의 디코드결과에 따라서 상기 다항근사에 의한 연산결과의 부호반전과 그 연산결과를 저장

하는 레지스터파일의 레지스터의 선택을 제어하고, 상기 상한에 따른 정현 및 여현의 값을 각각에 할당된 레지스터에 저장

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10.

성분이 각각 부동소수점수로 인가되는 4×4의 내적연산을 1개의 부동소수점 명령에 의해 실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유닛

을 구비하고,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연산블럭과 이 연산블럭으로 연산대상데이타를 공급하고 또한 상기 연산블럭에 의해 연산된 연산

결과 데이타가 공급되는 레지스터파일을 포함하며,

상기 연산블럭은

부동소수점수의 가수부의 승산을 실행하는 4개의 승산기와,

상기 4개의 승산기에 대응해서 마련되고, 각각의 승산기의 출력을 받아서 얼라인먼트 시프트를 실행하는 4개의 얼라이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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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4개의 얼라이너의 얼라인먼트 시프트수 및 정규화전의 지수를 상기 부동소수점수의 지수부에 따라서 생성하는 지수

처리부와,

상기 4개의 얼라이너의 출력을 병렬적으로 가산하는 4입력 가산기와,

상기 4입력 가산기의 출력을 상기 정규화전의 지수에 따라서 정규화하는 정규화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프로세서.

청구항 11.

성분이 각각 부동소수점수로 인가되는 4×4의 변환행렬과 각각 부동소수점수로 인가되는 4원 성분을 갖는 벡터와의 곱의

연산을 4×4의 내적연산을 연속 4회 반복해서 실행하는 연산을 1개의 부동소수점명령에 의해 실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유닛을 구비하고,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연산블럭과 이 연산블럭으로 연산대상데이타를 공급하고 또한 상기 연산블럭에 의해 연산된 연산

결과 데이타가 공급되는 레지스터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연산블럭은

부동소수점수의 가수부의 승산을 실행하는 4개의 승산기와,

상기 4개의 승산기에 대응해서 마련되고, 각각의 승산기의 출력을 받아서 얼라인먼트 시프트를 실행하는 4개의 얼라이너

와,

상기 4개의 얼라이너의 얼라인먼트 시프트수와 정규화전의 지수를 상기 부동소수점수의 지수부에 따라서 생성하는 지수

처리부와,

상기 4개의 얼라이너의 출력을 병렬적으로 가산하는 4입력 가산기와,

상기 4입력 가산기의 출력을 상기 정규화전의 지수에 따라서 정규화하는 정규화기를 포함하고,

상기 레지스터파일은 각각 16개의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2개의 레지스터뱅크를 갖고,

상기 변환행렬은 한쪽의 뱅크에 할당되고,

상기 벡터는 다른쪽의 뱅크에 할당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어드레스버스 및 데이타버스에 결합된 CPU를 더 포함하고,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상기 데이타버스에 결합되고, 16비트 고정길이 부동소수점 명령세트를 사용해서 부동소수점처리

를 실행하고,

상기 CPU는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이 부동소수점 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과 데이타를 얻는데 필요한 어드레싱처리를

실행하는 것이고,

상기 CPU 및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1개의 반도체기판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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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데이타 프로세서;

CPU 및,

상기 데이타프로세서에 접속되고 상기 CPU로 액세스되는 데이타RAM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프로세서는

각각 다른 데이타 입력선군에서 부동소수점수의 가수부가 공급되고 공급된 가수부끼리의 승산을 실행하는 여러개의 승산

기와,

상기 여러개의 승산기에 대응해서 마련되고, 각각의 승산기의 출력을 받아서 얼라인먼트시프트를 실행하는 여러개의 얼라

이너와,

상기 여러개의 얼라이너의 얼라인먼트 시프트수 및 정규화전의 지수를 상기 부동소수점수의 지수부에 따라서 생성하는 지

수처리부와,

상기 여러개의 얼라이너의 출력을 병렬적으로 가산하는 다입력 가산기와,

상기 다입력 가산기의 출력을 상기 정규화전의 지수에 따라서 정규화하는 정규화기를 포함하는 연산부를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성분이 각각 부동소수점수로 인가되는 4×4의 내적연산을 1개의 부동소수점명령에 의해 실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유닛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15.

중앙처리장치와 부동소수점유닛을 구비하고,

상기 중앙처리장치 및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공통의 명령세트의 명령을 실행하고,

상기 명령세트는 상기 부동소수점 유닛에 의해 실행되는 내적연산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소수점유닛은

부동소수점수의 가수부를 승산하기 위한 여러개의 승산기,

상기 여러개의 승산기의 출력을 받아서 얼라인먼트시프트를 실행하는 얼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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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동소수점수의 지수부에 따라서 정규화전의 지수를 생성하는 지수처리부,

상기 얼라이너의 출력을 가산하는 다입력가산기 및

상기 다입력가산기의 출력을 상기 정규화전의 지수에 따라서 정규화하는 정규화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

세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내적연산명령은 4요소의 벡터와 다른 4요소의 벡터의 내적연산을 실행하는 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

세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내적연산명령은 단일의 명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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