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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또는로컬메모리로부터수신된명령세트를실행하는프로세서및컴퓨터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의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는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코드 및 로컬 메로리로부터 공급된 다른 코드 모두를 해석

및 실행 할 수 있어서, 두 개의 다른 소스로부터의 두 개의 다른 타입을 최대 효율로 실행할 수 있고, 앞서 설명한 인터넷 또

는 인트라넷 등의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모뎀 등의 통신 인터페이스 장치, 로컬 메모리 및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은 네트워크로부터의 JAVA 코드 및 지역적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상에 있는 그러나 신뢰성있는 환

경 또는 인증된 환경내에 있는 비-JAVA 코드를 실행하는데 최적화 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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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시 명령 세트를 가지는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에 있어서,

상기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의 원시 명령으로 상기 원시 명령 세트와는 다른 컴퓨터 플랫폼 독립 명령의 세트 내의 컴퓨

터 플랫폼 독립 명령을 디코딩하기 위해 구성된 컴퓨터 플랫폼 독립 명령 대 원시 명령 번역 유닛,

메모리 및 상기 컴퓨터 플랫폼 독립 명령 대 원시 명령 번역 유닛으로부터의 상기 원시 명령을 디코팅하기 위해 구성되고,

제 1 연산 모드에서는 상기 컴퓨터 플랫폼 독립 명령 대 원시 명령 번역 유닛과 결합되고 제 2 연산 모드에서는 상기 메모

리와 결합되어 있는 명령 디코더 및

상기 명령 디코더로부터 디코딩된 원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명령 실행 유닛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

세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플랫폼 독립 명령 대 원시 명령 번역 유닛은 상기 명령 실행 유닛에 의해 세트 모드 명령의 실행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 디코더와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디코더는 VLIW 명령 디코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디코더는 CISC 명령 디코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디코더는 RISC 명령 디코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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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것으로, 특히 로컬 메모리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등의 네트워크 모두로부터

의 명령 세트(instruction set)를 실행하는 향상된 프로세서 및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와 통신 산업분야에서 많은 개인과 단체들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인터넷을 권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6월에는 대략 6,642,000개의 호스트가 인터

넷에 연결되었고, 이는 1995년 1월의 대략 4,852,000개의 호스트보다 증가된 것이다. 호스트의 수는 매년 75%정도 증가

하고 있다. 호스트들 사이에는 약 120,000의 네트워크와 27,000 이상의 웹 서버가 있다. 웹 서버의 수는 53일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7월에 1,000,000 이상의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 12,505 이상의 유즈넷 뉴스 그룹 및 10,000,000 이상의

유즈넷 리더를 가지고 있어 인터넷이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큰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것

임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이나 공용 반송파 네트워크에 대해 많은 단체와 회사들이 전용 네트워크나 회사내의 보다 효과적인 정보 분

배의 방법으로써 그들의 내부 정보 시스템을 인트라넷으로 바꾸고 있다. 인트라넷을 위한 기본적인 하부 구조는 서버와 데

스크탑을 연결하는 내부 네트워크이고, 이는 방화벽을 지나 인터넷에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 인트

라넷은 기업내에 잘 구축되어 있는 표준 개방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경유하여 데스크탑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트라넷

은 내부 정보 관리를 간소화하고 브라우저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 인트라넷을 사

용하는 기업에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 기존의 시스템과 회사의 기업체계 하부구조에 인터넷 기술을 통합하는 것은 인트라

넷을 채용하는 측에 대한 현재 기술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트라넷과 인터넷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트라넷은 사업상 안전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되고, 인터넷은 사업과 다른 분야사이의 외부 트랜잭션을 위해 사용된

다. 본원의 목적을 위해, "네트워크" 라는 용어는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포함한다. 그러나,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차이는 어

디에 사용가능한지에 따라 발생한다.

1990년대에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프로그래머는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썼다. 이 언어는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름지어졌다. (JAVA는 CA의 Mountain View에 있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상표이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초기

에 C++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되도록 의도되었던 프로그래밍 노력에 기인한 것이며, 그 결과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C++ 프로그래밍 언어와 호환된다. 그러나,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순하고, 객체지향이고, 분산형이고, 해석되지만

고성능이며, 강력하지만 안전하고, 보안되고, 능동적이고, 중간 구조이고, 호환가능하며, 다중 스레드 언어이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로부터 라이센스받은 많은 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 인터넷

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택되어졌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와 환경은 현재 프로그래밍 실무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어졌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혼란스럽고 이해가 난해하고 별로 사용되지 않는 C++ 프로그래

밍 언어의 특징들을 생략한다. 이들 생략된 특징은 주로 연산자 과부하, 다중 상속 및 광범한 자동 강제를 포함한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처럼 더 이상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프리(free)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

래밍의 작업을 단순화하는 자동 무용정보 수집을 포함한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포인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에 어레이 바운드가 명확히 검사되는 정확한 어레이를 가지며, 그것에 의해 많은 바이

러스와 귀찮은 버그에 대한 취약점을 없앤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C 인터페이스와 특수 예외 처리기를 포함한

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TCP/IP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based on Internet protocol),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및 FTP(File Transfer Protocol)과 쉽게 카피될 수 있도록 루틴의 광범한 라이브러리를

가진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네트워크된/배분된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는 바이러스

가 없고 탬퍼가 없는 시스템의 구조가 가능하다. 인증 기술은 공중-키 암호화에 기초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가상 컴퓨팅 머신 아키텍처용 명령 세트 등의 가상 머신 명령(컴퓨터 플랫폼 독립 명령)

을 해독(decode) 및 실행(execute)을 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 프로세서는 로컬 메모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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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급된 컴퓨터 명령의 제2 세트를 해독 및 실행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상기 컴퓨터 명령의 제2 세트는 상기 가상

컴퓨팅 머신 아키텍처와는 다른 컴퓨터 프로세서 아키텍처용이다. 두 개의 다른 소스로부터의 두 가지 명령 세트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의 개념은 프로세서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최대 효율을 가지게 한다.

본 발명에는 앞서 설명한 프로세서, 로컬 메모리 및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등의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모뎀 등의 통신

인터페이스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은 컴파일된 코드가 네트워크상을 통과하고 실행되는지 또는 로컬

메모리 등의 신뢰되는 환경으로부터 검색되고 실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어레이 경계 검증 등의 보안 특징을 가지거나 보안

특징 없이 상기 컴파일된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JAVA 소스 코드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하는 방법

이 포함되어 있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가상 머신 명령은 번역 유닛(translation unit)에 의해 처리된다. 상기 번역 유닛은 각각의 가상 머신

명령을 원시 명령, 원시 명령들 또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사의 SPARC 계열, 디지털 이큅먼트사의 Alpha, 실리콘 그래픽

스사의 MIPS 계열, 모토롤라/IBM/애플 파워 PC 계열, 또는 인텔 x86 및 iA4 프로세서 계열의 종래 프로세서의 실행 유닛

용 마이크로코드(microcode) 루틴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상기 첫 번째 예의 가상 머신 명령들은 RISC 프로세서용 원시

명령으로 번역되고, 두 번째 예는 CISC 프로세서용 원시 명령으로 번역되며, 세 번째 예는 VLIW(very long instruction

word) 프로세서로 번역된다. 상기 예 각각에서, 상기 번역 유닛으로부터의 원시 명령들은 종래 디코드 유닛에 의해 디코딩

되고 상기 디코딩된 원시 명령들은 종래의 실행 유닛에 의해 실행된다. 선택적으로, 만일 상기 번역 유닛이 가상 머신 명령

또는 가상 머신 명령의 세트를 위한 마이크로코드 루틴을 제공한다면, 상기 명령 디코더는 바이패스 되고 상기 마이크로코

드 루틴은 종래의 실행 유닛에 의해 바로 실행될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프로세서는 네트워크 및 로컬 메모리로 통신 접속을 하기 위해 구성된다. 이 프로세서의 제1

명령 디코더는 제1 명령 세트내의 다수의 제1 명령들을 디코딩하기 위해 구성된다. 이 프로세서의 제2 명령 디코더는 제2

명령 세트 내의 다수의 제2 명령을 디코딩하기 위해 구성된다. 상기 제2 명령 세트와 제1 명령 세트는 다르다. 이 프로세서

의 명령 실행 유닛은 상기 제1 명령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된 다수의 제1 명령을 실행하고, 상기 제2 명령 디코더에 의해 디

코딩된 상기 다수의 제2 명령에 의해 실행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제1 명령 디코더는 상기 첫 번째 명령 세트내의 세트 모드 명령을 디코딩하기 위해 구성된다. 이 세트 모드 명령에 응

답하여, 상기 세트 모드 명령으로의 다음 명령이 상기 제2 명령 디코더로 전달된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1 명령 세트 각각은 가상 머신 명령이다. 가상 머신 명령에는 연산부호(opcode)가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이 실시예에서, 상기 제1 실행은 스택-기반 실행 유닛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은 특히 가상 머신 명령의 타입 내의 실행

가능한 코드의 소스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데 매우 적합하고,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도 1) 등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

행을 위한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등의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가상 머신 명령

보다도 예를들어 로컬 메모리 또는 심지어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된 명령을 디코딩 및 실행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프로세

서가 요구된다.

한 실시예에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상기 가상 머신 명령을 실행하기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 마이크로시

스템사 아키텍처의 SPARC 계열, 디지털 이큅먼트사의 Alpha 아키텍처, 실리콘 그래픽스사의 MIPS 아키텍처, 모토롤라/

IBM/애플 파워 PC 아키텍처, 또는 인텔 x86 및 iA4 아키텍처 등의 종래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처는 번역 유닛과 함께

사용된다.

특히, 번역 유닛이 종래의 마이크로프로세에 더해져서 이 종래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가상 머신 명령 및 그 마이크로프로

세서용 원시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기 종래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듀얼 명령 세트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된다.

물론, 추가적인 마이크로코드가 상기 번역된 명령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상기 가상 머신 명령에 의해 요구된 환

경을 지원하기 위해 종래 프로세서내에 요구되기도 한다. 상기 특별한 추가가 요구되는 것은 가상 머신 명령의 세트 및 종

래의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상기 번역 유닛은 상기 가상 머신 명령을 종래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바로 교대로

실행되는 종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원시 명령 세트 내부의 명령으로 변환한다. 그러나 일부 가상 머신 명령은 상기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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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교대로 실행된 마이크로코드내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본 발명의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는 네트워크 및 로컬 메모리 등의 두 가지 다른 소스로부터의 두 개의 다른 명령 세트를

실행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명령의 세트는 컴퓨터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특정 타입용 명령을 가리킨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상기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에는 하드웨어 프로세서(100) 등의 가상 머신 명령 프로세서 및

가상 머신 명령과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제2 프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에는 여러 장점이 있

다. 예를들면, 사용가능한 명령의 수가 향상된다. 특히, 바이트코드 제한에 기초하여, JAVA 가상 머신 명령 세트내의 명령

의 수는 256 명령 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한은 몇 몇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최적값이 아니다. 상기 듀얼 명령 세트 프로

세서에 제2 명령 세트가 있기 때문에, 상기 가상 머신 명령 세트가 제공한 것 이상의 더 많은 기능이 요구되는 경우에, 상기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제2 명령 세트내의 명령 세트를 호출할 수 있고, 또는 상기 제2 명령 세트내로 완전히 기록될 수 있

다.

특히, 상기 JAVA 가상 머신 명령의 세트는 데이터스트림내의 상기 제2 프로세서를 위한 원시 명령을 포함함으로서 확장

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스트림내의 원시 명령을 실행하기에 앞서, 상기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의 모드는 상기 제2 프로

세서상의 명령 및 상기 제2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 상기 데이터스트림내의 원시 명령을 실행하도록 설정된다. 상기 제2

프로세서에 의해 원시 명령의 실행이 완료되고 나면, 상기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의 모드는 상기 가상 머신 명령을 바로

실행하는 모드로 돌아온다. 이러한 방법에서, 상기 가상 머신의 명령 공간은 상기 제2 프로세서의 원시 명령을 상기 가상

머신의 명령 공간으로 효과적으로 매핑함으로서 향상된다.

또한, JAVA 가상 머신 명세(JAVA Virtual Machine Specification)는 어레이의 경계 제한의 검사 등의 보안 검사를 엄격

히 하여 바이러스 및 다른 소프트웨어 문제점들이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보안 검사는 귀찮으며 불필요한 시간이 소비된다. 이러한 애

플리케이션을 위해,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들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실행가능한 코드가 로컬 메모리 또는 다른 신뢰

된 환경으로부터 로드될 수 있다. 실행가능한 코드가 상기 신뢰된 환경으로부터 로드되면, 상기 보안 검사는 사용되지 않

고 수행능력이 향상된다.

선택적으로,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애플리케이션의 두 버전은 두 개의 다른

가상 머신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컴파일 될 수 있다. 상기 첫 번째 가상 머신 애플리케이션은 공중 캐리어상에서

정보를 이동시키는 네트워크 등의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사용되어 상기 JAVA 가상 머신 명세에 의해 제공된 안전한 특

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두 번째 가상 머신 애플리케이션은 지역 네트워크 또는 단일 컴퓨터 등의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되어 코드 인증을 포함하지 않는 안전한 특성들 모두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아 보다 빠르게 실행된다.

아래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본 발명의 상기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는 명령을 프로세서에 제공된 명령내의 정보에

기초하여 적절한 실행 유닛으로 자동적으로 경로설정을 한다.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실시예를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 또는 가상 머신 명령을 실행하는

같은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상기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의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도 1은 가상 머신 명령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이하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본 발

명에 따른 듀얼 명령 프로세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프로세서 아키텍처 독립인 가상 머신 명령을 직접 실행한다. JAVA 가

상 머신 명령을 실행하는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수행능력은 인텔사의 PENTIUM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의 ULTRASPARC 프로세서(ULTRASPARK 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위치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스사의 등

록상표이고, PENTIUM 은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인텔사의 등록상표임)와 같이 소프트웨어 JAVA 인터프리터,

또는 JAVA 실시간 컴파일러를 가지고 동일한 가상 머신 명령을 디코딩하는 하이-앤드 CPU 보다 더 우수하며, 가격이 저

렴하고, 그리고 소비전력이 적다. 그 결과,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이동 애플리케이션에 더 적합하다. 하드웨어 프로세

서(100)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garbage collection), 스레드 동기화(thread synchronization) 등의 특징을 사용하는 가상

머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 머신 스택-기반 아키텍처를 위해서도 비슷한 장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 기초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인터프리터 및 실시간 컴파일러를 포함하는 선

택적 가상 머신 실행 환경과 비교하여, 최상의 수행능력은 아니더라도, 수행능력 특성을 위해서 매력적인 가격대를 제공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은 가상 머신 하드웨어 프로세서 실시예로 제한되지 않으며, JAVA 가상 머신을 소프트웨

어 인터프리터로서 에뮬레이팅하거나, JAVA 가상 머신 명령(배치(batch) 또는 적시(just-in-time) 중 어느 하나)을 특정

하드웨어 프로세서에 원시적인 머신 명령으로 컴파일하거나, 또는 마이크로코드내에서, 직접적으로 실리콘내에서 또는 그

들의 어떤 조합에서 JAVA 가상 머신을 실현하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구현을 포함하여, 적절한 스택-기반 또는 비스택-

기반 머신 구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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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특성을 위한 가격을 고려하면,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인터프리터로 요구되는 RAM

또는 ROM 메모리 등의 저장장치의 250 킬로바이트에서 500 킬로바이트(Kbyte)가 제거되는 장점을 가진다.

본원의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하드웨어 프로세서(100)가 가상 머신 명령을 실행하는 속도는,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와 같은 클럭레이트에서 클럭되는 펜티엄 프로세서상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서 동일

한 가상 머신 명령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프리터의 속도보다 20배나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드웨어 프로세서

(100)의 다른 시뮬레이션은 하드웨어 프로세서(100)가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와 같은 클록율에서 구동되고 동일한 가상

머신 명령을 실행하는 PENTIUM 프로세서상에서 구동하는 실시간 컴파일러보다 5배 빠르게 가상 명신 명령을 실행함을

보여준다.

소프트웨어 가상 머신 명령 인터프리터에 요구되는 메모리의 비용 환경에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용 인터넷 칩, 셀룰러 전화 프로세서, 다른 전기통신 집적회로,

또는 프로세서에 포함되고 이동가능한 장치인 다른 저전력, 저비용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된 바와 같이, 가상 머신은 실제 컴퓨팅 장치처럼 명령 세트를 가지고, 다양한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는 이론적

인 컴퓨팅 머신이다. 가상 머신 명세는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와 같은 가상 머신 구현에 의해 실행되어지는 프로세서 아

키택처 독립 가상 머신 명령 세트를 정의한다. 각 가상 머신 명령은 실행되는 특별한 작동을 정의한다. 가상 컴퓨팅 머신은

가상 머신의 기초가 되는 구현이나 가상 머신 명령을 발생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단지 가

상 머신 명령을 위한 특정 파일 포맷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실시예에서, 가상 머신 명령은 JAVA 가상 머신 명령이다. 각 JAVA 가상 머신 명령은 명령 확인 정보, 오퍼랜드 및 다른

필요 정보를 부호화하는 하나 이상의 바이트를 포함한다. 참조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부록 Ⅰ은 JAVA 가상 머신 명령의

실례(實例)가 되는 세트를 포함한다. 이용되는 가상 머신 명령의 특정 세트는 본 발명의 중요한 특색은 아니다. 부록 Ⅰ과

상기 설명의 가상 머신 명령의 측면에서 당업자라면 가상 머신 명령의 특별한 세트나 JAVA 가상 머신 명세로의 전환을 위

한 본 발명의 변형이 가능하다.

컴퓨터 플랫폼상에서 실행되는 JAVA 컴파일러 JAVAC(도 2)은, JAVA 가상 머신 설명에 따라 컴파일된 명령 세트를 포함

하는 컴파일된 명령 시퀀스(203)를 부호화하는 아키택쳐 중립 오브젝트 파일 포맷으로 JAVA 컴퓨터 언어로 쓰여진 애플

리케이션(201)을 변환한다. 그러나, 본 발명을 위해, 단지 관계 정보와 가상 머신 명령의 소스만이 필요하다. 관계 정보와

가상 머신 명령의 소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본 방법 또는 기술은 관련 정보는 본 발명에 중요하지 않다.

컴파일된 명령 시퀀스(203)는 소프트웨어 인터프리터나 적시 컴파일러와 같은 JAVA 가상 머신 이용을 구현하는 컴퓨터

플랫폼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상에서도 실행가능하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소프트웨어 구현을 능가하는 중요한 실행 이점을 제공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도 1)는 바이트코드를 포함하는JAVA 가상 머신 명령을 처리한다. 하드웨어 프

로세서(100)는 아래에 보다 정확히 설명한 바와 같이, 바이트코드의 대부분을 직접 실행한다. 그러나, 일부 바이트코드의

실행은 마이크로코드를 통해 실행된다.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 의해 직접 실행되는 가상 머신 명령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 예로써 여기에 기술되어 있다.

JAVA 가상 머신 명령의 30퍼센트는 진정한 하드웨어 번역이고, 상기 방법에서 구현된 명령은 일정한 부하와 단순한 스택

작동을 포함한다. 가상 머신 명령의 다음 50%는 대부분 하드웨어에서 실행되지만, 전체는 아니고, 하드웨어에서 약간의

펌웨어 보조를 필요로 하고, 이들은 어레이 명령과 스택 기반 동작을 포함한다. JAVA 가상 머신 명령의 다음 10%는 하드

웨어에서 구현되지만, 특별한 펌웨어 지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함수 리턴과 함수 호출을 포함한다. JAVA 가

상 머신 명령의 나머지 10%는 하드웨어에서 지원되지 않지만, 마이크로코드 및/또는 펌웨어 트랩에 의해 지원되고, 이들

은 예외 조작자(handler)와 같은 함수를 포함한다. 여기서 펌웨어는 실행이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작동을 제어할 때

ROM내에 마이크로코드가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실시예에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I/O 버스와 메모리 인터페이스 유닛(110), 명령 캐시(125)를 포함하는 명령 캐

시 유닛(120), 명령 디코드 유닛(130), 통일된 실행 유닛(140), 스택 캐시(155)를 포함하는 스택 관리 유닛(150), 데이터

캐시(165)를 포함하는 데이터 캐시 유닛(160), 프로그램 카운터 및 트랩 제어 논리(170)를 포함한다. 이들 각 유닛은 아래

에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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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유닛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본 발명으로부터 혼돈을 피하고 명백히 하기 위해, 각

유닛 내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도 1에 도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설명에 있어서, 당업자라면 유닛과 다양한 유닛 사

이에서 각 요소 사이의 결합과 상호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이프라인 단계는 패치, 디코드, 실행 및 라이트-백 단계를 포함하는 도 1에 도시된 유닛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바람직하

게는 메모리 액세스나 예외 해법을 위한 추가 단계가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 제공되어진다.

도 3은 프로세서(100)의 실시예에서 명령의 실행을 위한 4 단계 파이프라인의 도면이다. 패치 단계(301)에서 가상 머신

명령은 명령 버퍼(124)(도 1)에 위치하고 패치된다. 가상 머신 명령은 (ⅰ)명령 캐시(125)로부터 고정된 크기의 캐시 라인

이나 (ⅱ)내부 메모리중 하나로부터 패치된다.

패치에 대해, 명령 테이블 스위치와 룩업스위치는 제외하고(부록 Ⅰ 참조), 각 가상 머신 명령은 1과 5 바이트 길이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어지는 명령 모두가 패치 내에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바이트가 필요하다.

대안 실시예는 연산부호로 시작되는, 예를 들면 4 바이트와 같은 소정수의 바이트를 항상 패치한다. 이는 JAVA 가상 머신

명령(부록 Ⅰ 참조)의 95%를 위해 충분하다. 3 바이트 이상의 오퍼랜드를 요구하는 명령을 위해, 4 바이트가 패치된다면

전단부의 다른 사이클은 허용된다. 상기 경우에, 명령 실행은 오퍼랜드의 전체 세트가 아직 이용가능하지 않더라도 패치된

제1 오퍼랜드 패치로 시작되어질 수 있다.

디코드 단계(302)에서(도 3), 명령 버퍼(124)(도 1)의 전단의 가상 머신 명령은 디코딩되고 가능하다면 명령 폴딩이 수행

된다. 스택 캐시(155)는 필요할 때만 가상 머신 명령에 액세스한다. 스택(400)(도 4A 및 4B)의 최상위로 포인터 옵탑

(OPTOP)을 유지하는 레지스터 옵탑은 디코드 단계(302)(도 3)에서도 업데이트된다.

여기서 종래에는 레지스터의 값과 레지스터가 동일한 번호로 할당되었다. 더구나 다음의 논의에서 포인터를 저장하기 위

한 레지스터의 사용은 한 실시예일 뿐이다. 본 발명의 특별한 실행에 따르면, 포인터는 당업자에게 알려진 다른 실시예, 소

프트웨어 포인터, 소프트웨어 카운터, 하드웨어 카운터 또는 하드웨어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구현되어진다. 선택된 특정 구

현은 본 발명에 중요치 않고, 전형적으로 성능 절충을 위한 가격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실행 단계(303)에서 가상 머신 명령은 하나 이상의 사이클을 위해 실행된다. 일반적으로, 실행 단계(303)에서 정수 유닛

(142)(도 1)의 ALU는 데이터 캐시 유닛(DCU)(160)으로부터 저장 또는 로딩의 어드레스를 계산하기 위해, 또는 산술 연

산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만약 필요하다면 트랩은 실행 단계(303)(도 3)의 실행 끝에 순서가 정해지고 선택된다. 제어 흐

름 명령을 위해, 분기 어드레스는, 분기가 종속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303)에서 계산된다.

캐시 단계(304)는 비 파이프라인된 단계이다. 데이터 캐시(165)(도 1)는 실행 단계(303)(도 3)중에 필요하다면 액세스된

다. 단계(304)가 비 파이프라인인 이유는 하드웨어 프로세서(100)가 스택 기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하 다음의

명령은 부하에 의해 리턴되는 값에 거의 항상 종속된다. 따라서 상기 실시예에서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캐시 액세스를 위해

하나의 사이클로 고정된다. 이는 파이프라인 단계와, 바이패스와 특별 레지스터를 위한 파이프라인에 의해 채택된 다이 영

역을 줄인다.

라이트-백 단계(305)는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단계이다. 단계(305)에서 계산된 데이터는 스택 캐시(155)로 돌아와 작성된

다.

상기 실시예의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JAVA 가상 머신 스택 기반 구조를 지지하는(부록 Ⅰ 참조) 스택(400)(도 4A)을

직접 구현한다. 스택(400)상의 64 엔트리는 스택 관리 유닛(150)내의 스택 캐시(155)상에 포함된다. 스택(400)내의 일부

엔트리는 스택 캐시(155)상에 복사될 수도 있다. 데이터상의 작동은 스택 캐시(155)를 통해 실행되어진다.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스택(400)은 매서드에 대한 정보의 저장소로써 주로 사용된다. 시간에 따른 어떠한 위치에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단일 매서드를 실행한다. 각 매서드는 스택(400)상의 매서드 프레임과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

지고, 실행 환경 구조와 오퍼랜드 스택, 로컬 변수의 세트를 위해 할당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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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매서드 프레임, 즉 매서드 프레임 2(410)는 실행 단계(303)(도 3)내의 매서드 호출(invocation)상에서 하드웨어 프

로세서(100)에 의해 할당되고 현재 매서드의 프레임과 같은 현재 프레임이 된다. 다른 매서드 프레임 뿐만 아니라 현재 프

레임(410)(도 4A)도 다음 6 엔트리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고, 다양한 매서드 호출 상황에 따른다.

오브젝트 레퍼런스;

인커밍 인수;

로컬 변수;

호출자의 매서드 배경(context);

오퍼랜드 스택; 및

매서드로부터의 리턴 값.

도 4A에서, 오브젝트 레퍼런스, 인커밍 인수 및 로컬 변수는 인수와 로컬 변수 영역(421)에서 포함된다. 호출자의 매서드

배경은 실행 환경(422)에서 포함되고, 때로는 프레임 상태라 일컬어지고, 매서드 호출 명령 다음으로 JAVA 옵탑과 같은

가상 머신 명령의 주소인 리턴 프로그램 카운터 값(431), 소집(calling) 매서드의 프레임의 위치인 리턴 프레임(432), 소집

매서드의 상수 풀 테이블로의 포인터인 리턴 상수 풀 포인터(433), 현재 매서드 벡터 테이블의 기본 어드레스인 현재 매서

드 벡터(434), 및 현재 매서드 모니터의 어드레스인 현재 모니터 어드레스(435)를 차례로 포함한다.

오브젝트 레퍼런스는 매서드 호출을 위해 목표가 된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오브젝트 저장에 대한 간접 포인터이다. JAVA

컴파일러 JAVAC(도 2 참조)은 호출 명령을 발생하기 전에 오퍼랜드 스택(423)상으로 상기 포인터를 푸쉬하기 위한 명령

을 발생한다. 상기 오브젝트 레퍼런스는 매서드가 실행되는 동안 로컬 변수 제로로써 액세스 가능하다. 상기 간접 포인터

는 정적 매서드 호출을 위해 정의되는 목표 오브젝트가 없을 때 정적 매서드 호출을 위해 유효하지 않다.

인커밍 인수의 목록은 소집 매서드로부터 호출된 매서드로 정보를 전송한다. 오브젝트 레퍼런스와 같이, 인커밍 인수는

JAVA 컴파일러 발생 명령에 의해 스택(400)상으로 푸쉬되고, 로컬 변수로써 액세스될 수도 있다. JAVA 컴파일러 JAVAC

(도 2 참조)는 현재 매서드(410)(도 4A)를 위한 인수 목록을 통계적으로 발생시키고,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목록으로

부터 인수의 수를 결정한다.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비정적 매서드 호출을 위한 프레임에 나타날 때, 제 1 인수는 로컬 변수

의 하나로써 액세스 가능하다. 정적 매서드 호출에서, 제 1 인수는 로컬 변수 0이 된다.

64비트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64비트 엔티티뿐만 아니라, 64비트 엔티티중 상측 32비트, 즉 32 최상위 비트는 스택(400)

의 상측에 위치된다, 즉 스택에 마지막으로 푸시된다. 예를 들어, 64비트 엔티티가 스택(400)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경우,

64비트 엔티티의 상위 32비트부는 스택의 최상위에 있고, 64비트 엔티티의 하위 32비트부는 스택(400)의 최상위에 바로

인접한 저장 위치에 있다.

현재 매서드(410)를 위한 스택(400)(도 4a)의 로컬 변수 영역은 할당되는 임시 변수 저장 공간을 나타내고 매서드(410)를

호출하는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JAVA 컴파일러 JAVAC(도 2)는 요구된 로컬 변수의 수를 통계적으로 결정하고, 하드

웨어 프로세서(100)는 그에 따라 임시 변수 저장 공간을 할당한다.

매서드가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서 실행되는 경우, 로컬 변수는 일반적으로 스택 캐시(155)에 있게 되고, 포인터

VARS(도 1 및 도 4a)로부터의 오프셋으로서 어드레스되며, VARS는 로컬 변수의 위치를 제로로 포인트한다. 명령은 오퍼

랜드 스택(423)으로 로컬 변수 값을 로드하기 위해 제공되고, 오퍼랜드 스택으로부터 로컬 변수 영역(421)으로 값을 저장

한다.

실행 환경(422)내 정보는 호출자의 매서드 배경을 포함한다. 새로운 프레임이 현재 매서드를 위해 설계되는 경우, 하드웨

어 프로세서(100)는 호출자 매서드 배경을 새로 할당된 프레임(410)으로 푸시하고, 그 뒤에 리던 전에 호출자의 매서드 배

경을 복구하기 위해 정보를 이용한다. 포인터 FRAME(도 1 및 도 4a)는 현재 매서드의 실행 환경으로의 포인터이다. 실시

예에서, 레지스터 세트(144)(도 1)내 각각의 레지스터는 32비트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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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랜드 스택(423)은 현재 매서드 내 가상 머신 명령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된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PC

(도 1)는 연산부호와 같은 실행될 다음 명령의 주소를 포함한다. 오퍼랜드 스택(423)(도 4a)상의 위치는 명령 실행을 위한

소스 및 타겟 저장 위치 모두를 제공하는 가상 머신 명령의 오퍼랜드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오퍼랜드 스택(423)의 크

기는 JAVA 컴파일러 JAVAC(도 2)에 의해 통계적으로 결정되고,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그에 따라 오퍼랜드 스택

(423)을 위한 공간을 할당한다. 레지스터 옵탑(도 1 및 도 4a)는 오퍼랜드 스택(423)의 최상위로의 포인터를 보유한다.

호출된 매서드는 그 실행 결과를 호출자의 스택 최상위로 반환할 수 있어서, 호출자는 오퍼랜드 스택 레퍼런스로 반환값을

액세스할 수 있다. 반환값은 오브젝트 레퍼런스 또는 인수가 매서드 실행전에 푸시되는 영역에 위치된다.

JAVA 가상 머신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서드 호출이 실행 시간의 주요부분(20-40%)을 소모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상

머신 명령의 실행을 가속시키기 위해 이러한 흥미있는 타겟을 제공하면, 매서드 실행을 위한 하드웨어 지원은 좀더 완전하

게 후술되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 포함된다.

새롭게 호출된 매서드의 스택 프레임의 시작, 즉 호출자에 의해 전달된 오브젝트 레퍼런스 및 인수는 오브젝트 레퍼런스

및 인커밍 인수가 호출자(caller)의 스택의 최상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스택(400)에 이미 저장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스

택(400)상에 이러한 아이템들에 이어서, 로컬 변수들이 로드되고, 실행 환경이 로드된다.

이러한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하드웨어 프로세서(100)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환경을 로드하고, 간단한

1비트 스코어보딩과 같이 지금까지 로드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스택(400)이 완전히 로드되

지 않을지라도 가능한 한 빨리 호출(call)된 매서드의 바이트코드를 실행하려고 시도한다. 만일 이미 로드된 변수로 액세스

가 이뤄지면, 스택(400)의 로드와 실행의 중첩이 이뤄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드웨어 인터록이 발생하며 하드웨어 프로세

서(100)는 실행 환경 내 변수(들)가 로드되기를 기다리기만 한다.

도 4b는 매서드 호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를 설명하고 있다. 전체 매서드 프레임을 스택(400)에 저장하는 대신,

각각의 매서드 프레임의 실행 환경은 매서드 프레임의 오퍼랜드 스택 및 로컬 변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저장된다. 따라

서, 이 실시예에서, 스택(400B)은 로컬 변수 영역(421) 및 오퍼랜드 스택(423)만을 갖는 수정된 매서드 프레임(410B)과

같은 수정된 매서드 프레임을 포함한다. 매서드 프레임의 실행 환경(422)은 실행 환경 메모리(440)에 저장된다. 실행 환경

메모리(440)에 실행 환경을 저장하는 것은 스택 캐시(155)내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스택 캐시(155)의 크기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실행 환경 메모리(440) 및 스택 캐시(155)가 동시에 액세스될 수 있다. 따라서 매서드 실행은 스택

(400B)으로의 데이터의 로드 또는 저장과 동시에 실행 환경을 로드 또는 저장함으로써 가속화될 수 있다.

스택 관리 유닛(150)의 한 실시예에서, 실행 환경 메모리(440)의 메모리 구조 또한 스택이 된다. 수정된 매서드 프레임이

스택 캐시(155)를 통해 스택(400B)으로 푸시됨에 따라, 대응하는 실행 환경은 실행 환경 메모리(440)로 푸시된다. 예를

들어,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 매서드 프레임(0 내지 2)이 스택(400B)에 있기 때문에, 실행 환경(EE)(0 내지 2)

은 각각 실행 환경 메모리 회로(440)에 저장된다.

매서드 실행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 실행 환경 캐시는 매서드 호출동안 실행 환경을 보존하고 검색하는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될 수 있다. 스택(400)을 캐시하기 위한 스택 캐시(155), 드리블 관리 유닛(151), 및 스택 제어 유닛(152)에 대한

아래에서 좀더 상세히 후술된 구조는 실행 환경 메모리(440)를 캐시하는데 적용될 수도 있다.

도 4c는 스택(400b) 및 실행 환경 메모리(440) 모두를 지원하도록 수정된 스택 관리 유닛(150)의 실시예를 설명하고 있

다. 특히, 도 4c의 스택 관리 유닛(150)의 실시예에서는 실행 환경 스택 캐시(450), 실행 환경 드리블 관리 유닛(460), 및

실행 환경 스택 제어 유닛(470)을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실행 드리블 관리 유닛(460)은 스필(spill) 연산 또는 충전(fill) 연

산동안 실행 환경 캐시(450)와 실행 환경 메모리(440) 사이에 전체 실행 환경을 전송한다.

I/O 버스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 유닛(I/O Bus and Memory Interface Unit)

I/O 버스 및 때때로 인터페이스 유닛(110)으로 불리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유닛(110)(도 1)은 실시예에서 외부 메모리를

포함하고 선택적으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와 동일한 다이(die)에 메모리 기억장치 및/또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

는 메모리 계층구조와 하드웨어 프로세서(100)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이 실시예에서, I/O 제어기(111)는 외부 I/

O 장치와 인터페이스하고, 메모리 제어기(112)는 외부 메모리와 인터페이스한다. 본 명세서에서, 외부 메모리는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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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100) 외부에 있는 메모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외부 메모리는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와 동일한 다이상에 포함

될 수 있거나,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를 포함하는 다이의 외부에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온 및 오프 다이 부분 모두를 포함

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I/O 장치로의 요구는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의 어드레스 맵을 유지하는 메

모리 제어기(112)를 통한다. 이 실시예의 메모리 버스에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유일한 마스터이고, 메모리 버스를

사용하는 것을 중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I/O 버스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 유닛(110)과 인터페이스하는 입출력 버스의 대안은 PCI, PCMCIA, 또는 다른

표준 버스의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메모리 맵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빠른 그래픽(w/ VIS 또는 다른 기술)은 하

드웨어 프로세서(100)를 갖는 다이상에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I/O 버스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 유닛(110)은 외부 메모리로의 읽기 및 쓰기 요구를 생성한다. 특히, 인터페이스 유닛(110)

은 명령 캐시 및 데이터 캐시 제어기(121,161)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외부 메모리에 제공한다. 인터페이스 유닛(110)은 외

부 메모리로 액세스하기 위해 명령 캐시 제어기(121) 및 데이터 캐시 제어기(161)로부터의 외부 요구를 위한 중재 로직을

포함하고, 요구에 응하여 메모리 버스상의 외부 메모리로 읽기 또는 쓰기 요구를 초기화한다. 데이터 캐시 제어기(161)로

부터의 요구는 항상 명령 캐시 제어기(121)로부터의 요구에 관련하여 더 높은 우선순위로 처리된다.

인터페이스 유닛(110)은 요구하는 제어기가 데이터를 래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명령 캐시 제어기(121) 또는 읽기 사이

클상의 데이터 캐시 제어기(161)로 인지 신호를 제공한다. 쓰기 사이클에서, 인터페이스 유닛(110)으로부터의 인지 신호

는 요구하는 명령 캐시 제어기(121) 또는 데이터 캐시 제어기(161)가 하나의 미결이 있는 경우 새로운 요구를 생성하지 않

도록 흐름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 인터페이스 유닛(110)은 또한 메모리 버스상에서 외부 메모리로 생성된 에러를 처리한

다.

명령 캐시 유닛(Instruction Cache Unit)

명령 캐시 유닛(ICU)(120)(도 1)은 명령 캐시(125)로부터 가상 머신 명령을 패치하고, 명령 디코드 유닛(130)으로 명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명령 캐시 히트(hit)인 경우, 한 사이클에서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명령 캐시(125)로부터

좀더 상세히 후술되는 정수 실행 유닛(IEU)이 명령을 프로세싱할 준비가 될 때까지 명령이 보유되는 명령 버퍼(124)로 명

령을 전송한다. 이것은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내 파이프라인(300)의 나머지를 패치 단계(301)로부터 분리시킨다. 만일

배치의 명령 버퍼 타입를 지원하는 복잡도를 초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임의의 한 명령 레지스터는 대부분의

오브젝트에 충분하다. 그러나, 명령 패칭, 캐싱, 및 버퍼링은 후술된 바와 같이 명령 폴딩(folding)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명령 대역폭을 제공해야 한다.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전단은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나머지로부터 폭넓게 분리된다. 이상적으로, 사이클당 하나

의 명령이 실행 파이프라인으로 배출된다.

명령은 명령 디코드 유닛(130)으로부터의 신호에 응하여 바이트 정렬기 회로(122)에 의해 임의의 8비트 경계에서 정렬된

다. 따라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전단은 어떠한 바이트 위치로부터 패치하는 것을 충분히 처리한다. 또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는 캐시(125)의 다중 캐시 라인에 걸리는 명령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러한 경우, 연산부호가 제 1 바이트이

기 때문에, 디자인은 오퍼랜드를 위한 패치 잠재의 여분의 사이클을 묵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트 코드의 패치와 실행간

의 매우 간단한 연결 단절이 가능하다.

명령 캐시 미스(miss)의 경우,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놓쳐진 명령을 위한 외부 메모리 요구를 I/O 버스 및 메모리 인터

페이스 유닛(110)으로 생성한다. 만일 명령 버퍼(124)가 비어있거나 또는 거의 비어있으면, 명령 캐시 미스가 있는 경우,

명령 디코드 유닛(130)은 정지된다, 즉 파이프라인이 정지된다. 특히,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파이프라인(300)을 정지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명령 버퍼 비어있음 신호에 따라 사용되는 캐시 미스 때 정지 신호를 생성한다. 명령 캐시(125)

는 자기 수정 코드를 조정하기 위해 무효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명령 캐시(125)내 특정 라인

을 무효화할 수 있다.

따라서,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패치될 다음 명령, 즉 액세스될 필요가 있는 명령 캐시(125)내 명령어를 결정하고, 명령

캐시(125)내 태그 RAM 및 데이터를 위한 어드레스, 데이터, 및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캐시 히트의 경우, 4바이트의 데이

터는 한 사이클에서 명령 캐시(125)로부터 패치되고, 최대 4바이트는 명령 버퍼(124)로 쓰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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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 정렬기 회로(122)는 명령 캐시 RAM의 외부에 데이터를 정렬하고, 정렬된 데이터를 명령 버퍼(124)로 공급한다.

좀더 상세히 후술된 바와 같이, 명령 버퍼(124)내 앞의 두 개 바이트는 가상 머신 명령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디코드된

다. 좀더 상세히 후술된 바와 같이 명령 버퍼(124)는 대기행렬의 유효 명령을 탐지하고, 엔트리를 갱신한다.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또한 데이터 경로를 제공하고, 명령 캐시 미스를 처리하기 위한 제어를 제공한다. 명령 캐시 미스

의 경우,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I/O 버스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 유닛(110)으로 캐시 충전 요구를 생성한다.

외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명령 캐시(125)로 데이터를 쓰고, 상기 데이터는 또

한 명령 버퍼(124)로 우회된다. 데이터가 외부 메모리로부터 유효하게 되자마자, 그리고 캐시 충전 완료전에 데이터는 명

령 버퍼(124)로 우회된다.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명령 버퍼(124)가 가득 차거나 또는 분기 또는 트랩이 발생할 때까지 연속적인 데이터를 패치하

기를 계속한다. 한 실시예에서, 명령 버퍼(124)는 만일 버퍼(124)내에 8바이트 이상의 유효 엔트리가 있는 경우 가득찬 것

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8바이트의 데이터는 명령 캐시 유닛(120)에 의해 인터페이스 유닛(110)으로 전송된

캐시 충전 요구에 응하여 외부 메모리로부터 명령 캐시(125)로 쓰여진다. 만일 명령 캐시 미스를 처리하는 동안 분기 또는

트랩이 발생하는 경우, 미스 프로세싱이 완료된 후에만 트랩 또는 분기가 실행된다.

명령 캐시 충전 트랜잭션 동안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 오류 표시가 생성되고 가상 머신 명령에 따라 명령 버퍼(124)에 저장

된다, 즉 오류 비트가 설정되다. 라인은 명령 캐시(125)로 쓰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잘못된 캐시 충전 트랜잭션은 오류 비

트가 설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캐시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동작한다. 명령이 디코드되는 경우, 트랩이 발생된다.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또한 캐시 불가능 명령 읽기를 서비스한다. 레지스터 세트(144)내 프로세서 상태 레지스터의

ICE(instruction cache enable)비트는 로드가 캐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만일 ICE 비트가 클리어

되면, 명령 캐시 유닛(120)은 모든 로드를 캐시 불가능한 로드로 취급한다. 명령 캐시 제어기(121)는 캐시 불가능한 명령

을 위해 인터페이스 유닛(110)으로 캐시 불가능한 요구를 발생한다. 데이터가 캐시 불가능한 명령을 위해 캐시 충전 버스

상에서 유효한 경우, 데이터는 명령 버퍼(124)로 우회되고, 명령 캐시(125)로 쓰여지지 않는다.

이 실시예에서, 명령 캐시(125)는 직접 매핑되는, 8바이트 라인 크기 캐시이다. 명령 캐시(125)는 하나의 사이클 잠재

(latency)를 갖는다. 캐시 크기는 K가 킬로를 의미할 때 0K, 1K, 2K, 4K, 8K, 및 16K 바이트로 구성가능하다. 디폴트 크

기는 4K 바이트이다. 각각의 라인은 라인과 관련된 캐시 태그 엔트리를 갖는다. 각각의 캐시 태그는 20비트 어드레스 태그

필드 및 디폴트 4K 바이트 크기를 위한 1 유효비트를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서 12바이트 딥 FIFO(first-in, first-out) 버퍼인 명령 버퍼(124)는 성능상의 이유로 파이프라인(300)의 나머

지로부터 패치 단계(301)(도 3)를 단절한다. 버퍼(124)(도 1)내 각각의 명령은 관련된 유효 비트 및 에러 비트를 갖는다.

유효 비트가 설정되는 경우, 그 유효 비트와 관련된 명령은 유효 명령이다. 에러 비트가 설정되는 경우, 그 에러 비트와 관

련된 명령의 패치는 잘못된 트랙잭션이다. 명령 버퍼(124)는 명령 버퍼(124)까지 그리고 명령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통과

시키기 위해 신호를 생성하고, 명령 버퍼(124)내 유효 엔트리, 즉 유효 비트 세트를 갖는 엔트리를 기억하는 명령 버퍼 제

어 회로(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한 실시예에서, 4바이트는 주어진 사이클에서 명령 버퍼(124)로 수신될 수 있다. 최대 5바이트까지, 최대 2개 가상 머신

명령을 표시하는 것은 주어진 사이클에서 명령 버퍼(124)로 읽혀질 수 있다. 다중 바이트 가상 머신 명령의 폴딩 제공 및/

또는 두 개 이상의 가상 머신 명령의 폴딩을 제공하는 대안적인 실시예는 더 높은 입출력 대역폭을 제공한다. 당업자는 정

렬 논리, 순환 버퍼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적절한 명령 버퍼 디자인을 인식할 것이다. 분기 또는 트랩이 발생되는

경우, 명령 버퍼(124)내 모든 엔트리가 비어지고, 분기/트랩 데이터는 명령 버퍼(124)의 최상위로 이동한다.

도 1의 실시예에 통합된 실행 유닛(140)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또다른 실시예에서, 명령 디코드 유닛(130), 정수 유닛

(142) 및 스택 관리 유닛(150)은 단정도 정수 실행 유닛으로 간주되고, 부동소수점 실행 유닛(143)은 분리된 선택적 유닛

이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실행 유닛내 여러 요소는 또다른 프로세서의 실행 유닛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도 1의 여러 유닛내에 포함된 여러 요소는 한 실시예에서만 예시적이다. 각각의 유닛은 도시된 요소 모두 또는 일부로

구현될 수 있다. 다시, 비용 대 성능 절충(trade-off)에 종속하여 결정이 이뤄진다.

명령 디코드 유닛(Instruction Decod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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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가상 머신 명령은 파이프라인(300)의 디코드 단계(302)(도 3)에서 디코드된다. 실시예에서, 두 개의 가

상 머신 명령에 대응하는, 2 바이트는, 명령 버퍼(124)(도 1)로부터 인출된다. 두 개의 바이트는 병렬적으로 디코드되어 두

개의 바이트가 두 개의 가상 머신 명령 예를 들면 단일의 동등한 오퍼레이션 안으로 폴드될수 있는 스택 명령의 제 1 로드

탑 및 제 2 애드 탑의 두 개의 스택 엔트리 명령에 대응하는지 결정한다. 폴딩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가상 머신 명령에 대

응하는 단일의 동등한 오퍼레이션의 공급에 관한 것이다.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실시예에 있어서, 단일-바이트 제 1 명령은 제 2 명령과 폴드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는, 명

령 디코더 복잡성 및 증가된 명령 대역폭에 의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두개 이상의 가상 머신 명령, 예를 들면 두 개 내지 네

개의 가상 머신 명령 및 멀티-바이트 가상 머신 명령의 폴딩을 제공한다. 발명의 명칭이 "INSTRUCTION FOLDING FOR

A STACK-BASED MACHINE"이고, 마크 트렘블레이 및 제임스 마이클 오'코너등이 발명자이며,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되었으며, 여기서는 참고로 소개된 미국특허출원 제 08/786,351 호를 참조하라. 실시

예 프로세서(100)의 실시예에 있어서, 제 1 가상 머신 명령에 대응하는 제 1 바이트가 멀티-바이트 명령이면, 제 1 및 제 2

명령은 폴드되지 않는다.

선택적인 현재 오브젝트 로더 폴더(132)는, 전술한 발명의 명칭이 "INSTRUCTION FOLDING FOR A STACK-BASED

MACHINE"이고, 마크 트렘블레이 및 제임스 마이클 오 '코너등이 발명자이며,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되었으며, 여기서는 참고로 소개된 미국특허출원 제 08/786,351 호에 보다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은 명령

폴딩, 그 모의 결과가 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적화를 위한 바람직한 타겟이 되는 가상 머신 명령 시퀀스를 이용한

다. 특히, 전형적으로 이 매서드 호출은 전형적으로 대응되는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오퍼랜드 스택으로 로딩하

고 오브젝트로부터 필드를 패치한다.

퀵 변이는 가상 머신 명령 세트의 부분이 아니며(3장의 부록 I 참조), 자바 가상 머신 구현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

나, 가상의 머신 구현 내에서는, 퀵 변이는 효과적인 최적화로 판명되었다. (부록 I의 부록 A 참조; 이들은 본 명세서의 일

부분임.) 논-퀵 투 퀵 트랜슬레이터 캐시(131)에서 퀵 변이에 대한 다양한 명령을 갱신하기 위하여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퀵 가상 머신 명령에 대한 정상적인 가상 머신 명령을 변화시켜 퀵 변이로부터 얻어지는 큰 이점을 취하게 한다. 특히, 발

명의 명칭이 "NON-QUICK INSTRUCTION ACCELERATOR AND METHOD OF IMPLEMENTING SAME"이고, 마크

트렘블레이 및 제임스 마이클 오 '코너등이 발명자이며,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되었으

며, 여기서는 참고로 소개된 미국특허출원 제 08/788,805 호에 보다 상세히 설명된 바와같이, 명령의 실행 개시에 필요한

정보가 처음으로 집합되었을 때, 정보는 논-퀵 투 퀵 트랜슬레이터 캐시(131)에서의 태그로서 프로그램 카운터 PC의 값

에 따라 캐시에 저장되고 명령은 퀵-변이로 인식된다. 한 실시예에서, 이는 자가-수정 코드로 실행된다.

그와 같은 명령의 뒤이은 호출이 있게 되면, 명령 디코드 유닛(130)은 명령이 퀵-변이로 인식되었는지와 논-퀵 투 퀵 트랜

슬레이터 캐시(131)로부터 명령의 실행 개시에 필요한 정보를 단순히 검색했는지를 검지한다. 논-퀵 투 퀵 트랜슬레이터

캐시는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선택적인 부분이다.

분기와 관련하여, 퀵 분기 해상도의 매우 짧은 파이프는 대부분의 구현에 충분하다. 그러나, 예를 들면, 분기 예측기 회로

(133)등의 적절한 단순한 분기 예측 매커니즘이 도입될 수 있다. 분기 예측기 회로(133)를 위한 실행은 연산부호에 기초한

분기, 오프셋에 기초한 분기, 또는 투-비트 카운터 매커니즘에 기인한 분기를 포함한다.

JAVA 가상 컴퓨터 명세는 명령을 인보크넌버츄얼(invokenonvirtual) 로 규정하고, 연산부호(183)는 실행될 때 매서드를

호출한다. 연산부호의 뒤에는 인덱스 바이트 1 과 인덱스 바이트 2가 뒤따른다.(부록 I 참조) 오퍼랜드 스택(423)은 이 명

령이 실행될 때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와 몇 개의 인수를 포함한다.

인덱스 바이트 1 및 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 내로의 인덱스를 생성한다. 그 인덱스에서의 상수 풀내의 항목은 완전한 매

서드 기호 및 클래스를 가리킨다. 기호는 부록 I에 규정되었고 그 설명은 여기서 참고로 소개되었다.

각 매서드용의 매서드 기호인 짧고 특이한 인식기는 지시된 클래스의 매서드 테이블 내에서 향상된다. 룩업의 결과는 매서

드의 타입와 매서드용의 인수의 수를 나타내는 매서드의 블럭이다. 오브젝트 레퍼런스 및 인수는 이 매서드의 스택을 팝하

고 새로운 매서드의 로컬 변수의 초기 값이 된다. 그 후 실행은 새로운 매서드의 제 1 명령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 실행되

면, 명령 인보크버츄얼(invokevirtual), 연산부호(182) 및 인보크스태틱(invokestatic), 연산부호(184)는 방금 설명한 바

와 동일한 처리를 호출한다. 각 경우, 포인터는 매서드 블럭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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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선택적 특징이기도 한 매서드 인수 캐시(134)는, 제 1 실시예에서 사용되어, 태그로서의 매서

드 블럭에 대한 포인터를 따라, 매서드에 대한 제 1 호출 이후에 사용하기 위한 매서드의 매서드 블럭을 저장한다. 명령 디

코드 유닛(130)은 인덱스 바이트 1 과 2를 사용하여 포인터를 생성하고 그 후 포인터를 사용하여 캐시(134)내에서 그 포

인터를 위한 매서드 블럭을 검색한다. 이는 이후의 상기 매서드 호출의 배경에서 새롭게 호출된 매서드를 위한 스택 프레

임의 구축을 보다 빠르게 한다. 다른 실시예는 캐시(134)로의 레퍼런스로서 프로그램 카운터 또는 매서드 인식기를 사용

할 수 있다. 캐시 미스가 있는 경우, 명령은 정상 패션에서 실행되고 따라서 캐시(134)는 갱신된다. 어느 캐시 엔트리가 재

기록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처리는 본 발명의 특징 국면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최근에 사용된 기준이

실행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매서드에 대한 제 1 호출 이후에 태그로서 매서드의 프로그램 카운터 PC 값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매서드 블럭에 대한 포인터를 저장하기 위해 매서드 인수 캐시(134)가 사용된다. 명령 디코드 유닛(130)은 프로그램 카운

터 PC 값을 사용하여 캐시(134)에 액세스한다. 프로그램 카운터 PC 값이 캐시(134)내의 하나의 태그와 같으면, 캐시

(134)는 그 포인터와 함께 저장된 태그를 명령 디코드 유닛(130)에 공급한다. 명령 디코드 유닛(139)은 공급된 포인터를

사용하여 매서드용 매서드 블럭을 검색한다. 이들 두 실시예를 고려하면, 다른 실시예는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명확해

질 것이다.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선택적인 요소인 와이드 인덱스 진행기(136)는 명령 와이드(wide)를 위한 명령 폴딩의 특정 실

시예이다. 와이드 인덱스 진행기(136)는 연산부호 인코딩을 바로 뒤이은 가상 머신 명령을 위한 인덱스 오퍼랜드의 연장

으로 취급한다. 이 방식으로, 와이드 인덱스 진행기(136)는 명령 디코드 유닛(130)이 로컬 변수의 수가 명령 와이드를 위

한 분리된 실행 사이클을 야기하지 않고 단일 바이트 인덱스와 어드레스 가능한 수를 초과할 때 로컬 변수 스토리지(421)

로 인덱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명령 디코더(135)의 국면들, 특히 명령 폴딩, 논-퀵 투 퀵 트랜슬레이터 캐시(131), 현재 오브젝트 로더 폴더(132), 분기

예측기(133), 매서드 인수 캐시(134), 및 와이드 인덱스 진행기(136)는 소프트웨어 인터프리터 또는 적시 컴파일러를 사

용하는 실행에 있어서도 유용하며, 이는 이들 요소들은 소프트웨어 인터프리터 또는 적시 컴파일러의 동작을 가속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실행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가상 머신 명령은 예를 들면 선 프로세서, DEC 프로세서, 인

텔 프로세서, 또는 모토로라 프로세서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인터프리터 또는 컴파일러를 실행시키는 프로세서를 위한

명령으로 변환되고, 예를 들면 요소들의 동작은 그 프로세서의 실행 유지를 위해 수정된다. 가상 머신 명령으로부터 다른

프로세서 명령으로의 변환은 ROM 내의 변환기 또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변환기에 의해 가능하다.

정수 실행 유닛(Integer Execution Unit)

정수 실행 유닛(IEU)은, 명령 디코드 유닛(130), 정수 유닛(142) 및 스택 관리 유닛(150)을 포함하고, 부동소수점 관련 명

령을 제외한 모든 가상 머신 명령의 실행에 책임이 있다. 부동소수점 관련 명령은 부동소수점 유닛(143)에서 실행된다.

정수 실행 유닛(IEU)은 전방 종단에서 명령 캐시 유닛(120)과 상호작용하여 명령을 패치하고, 부동소수점 유닛(FPU)

(143)과 상호작용하여 부동소수점 명령을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캐시 유닛(DCU)(160)과 상호작용하여 관련 명령

을 로드하고 저장한다. 정수 실행 유닛(IEU)은 또한 정수 동작과 관련된 특정 가상 머신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한 명령을 포

함하는 마이크로코드 ROM(141)을 포함한다.

정수 실행 유닛(IEU)은 스택(400)의 캐시된 부분, 즉 스택 캐시(155)를 포함한다. 스택 캐시(155)는 오퍼랜드 스택과 오퍼

랜드 스택(423) 및 로컬 변수 스토리지(421) 엔트리 등의 현재 매서드와 관련된 로컬 변수 엔트리를 위한 빠른 저장을 제

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택 캐시(155)는, 스택 캐시(155)내에 나타날 수 있는 오퍼랜드 스택 엔트리 및 로컬 변수 엔

트리 모두 또는 모든 로컬 변수 엔트리 보다 적은 로컬 변수 엔트리 및 오퍼랜드 스택의 수에 따라, 현재 매서드와 관련된

로컬 변수 엔트리 및 모든 오퍼랜드 스택을 위한 충분한 기억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가 엔트리 예를 들면

매서드를 호출하기 위한 로컬 변수 엔트리 및 또는 오퍼랜드 스택은, 공간이 허용되면 스택 캐시(155)내에 나타날 수 있다.

스택 캐시(155)는, 한 실시예에서 레지스터 파일로서 물리적으로 실행되는 64 엔트리 32 비트 와이드 어레이이다. 스택 캐

시(155)는 세 개의 판독 포트를 구비하며, 이들 중 둘은 정수 실행 유닛(IEU)에 지정되고 하나는 드리블 관리 유닛(151)에

지정된다. 스택 캐시(155)는 또한 두 개의 기록 포트를 구비하며, 이들 중 하나는 정수 실행 유닛(IEU)에 지정되고 나머지

하나는 드리블 관리 유닛(151)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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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유닛(142)은 스택 캐시(155)내에서 로컬 변수 등의 변수, 및 오퍼랜드 스택 값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포인터를 유지한다. 정수 유닛(142)은 또한 스택 캐시 히트가 발생했는지 검지하기 위한 포인터를 유지한다. 실행시간 예

외는 캐치되고 마이크로코드 ROM(149) 및 회로(170)내의 정보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예외 조정기에 의해 처리된다.

정수 유닛(142)은 계산 동작을 지원하기 위한 32-비트 ALU를 포함한다. ALU에 의해 지원되는 동작은 더하기, 빼기, 시

프트, 배타적 논리합, 비교, 초과, 미만 및 바이패스 등을 포함한다. ALU는 또한 분리된 비교기가 분기 명령의 출현을 결정

하는 동안 조건적 분기의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깨끗하게 실행되는 가장 공통적인 명령 세트는 ALU 명령의 그룹이다. ALU 명령은 디코드 단계(302)

내의 스택(400)의 최상위로부터 오퍼랜드를 판독하고 실행 단계(303)내의 ALU를 사용하여 결과를 계산한다. 그 결과는

라이트-백 단계(305)에서 스택(400)에 재 기록된다. 연속되는 ALU 동작이 스택 캐시(155)에 액세스중이면 필요하게 되

는 바이패스의 두 가지 레벨이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스택 캐시 포트는 32-비트 와이드 이기 때문에, 배정도(double precision) 및 긴 데이터 동작은 두 개

의 사이클을 갖는다. 시프터는 또한 ALU의 부분으로 나타난다. 오퍼랜드가 디코드 단계(302)의 명령에 이용될 수 없거나,

또는 실행 단계(303)의 시작에서 최대이면, 인터록은 실행단계(303) 이전에 파이프라인 단계를 홀드한다.

정수 실행 유닛 IEU의 명령 캐시 유닛 인터페이스는, 명령 캐시 유닛(120)이 명령을 유효 비트를 따라 고정된 필드내의 명

령 디코드 유닛(130)으로 운반하는 유효/수용 인터페이스이다. 명령 디코더(135)는 얼마나 많은 바이트 정렬기 회로(122)

가 시프트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바이트 명령 디코드 유닛(130)이 디코드 단계(302)에서 소비할 수 있는지

시그널링함으로써 응답한다. 명령 캐시 유닛 인터페이스는 또한 명령 캐시 유닛(120)에 분기 오-예측 조건을 알리고, 실행

단계(303)내의 분기 어드레스를 알린다. 트랩은, 취해질 때, 또한 명령 캐시 유닛(120)에 비슷하게 지정된다. 명령 캐시 유

닛(120)은 어느 유효 비트도 명령 디코드 유닛(130)에 참가시키지 않음으로써 정수 유닛(120)을 홀드할 수 있다. 명령 디

코드 유닛(130)은 시프트 신호를 바이트 정렬기 회로(122)에 참가시키지 않음으로써 명령 캐시 유닛(12)을 홀드할 수 있

다.

정수 실행 유닛 IEU의 데이터 캐시 인터페이스는 유효-수용 인터페이스이고, 여기서 정수 유닛(142)은 실행단계(303)에

서 그 특성, 예를 들면 논-캐시, 특별 저장등에 따라 로드 또는 저장 동작을 데이터 캐시 유닛(160)내의 데이터 캐시 제어

기(161)에 신호한다. 데이터 캐시 유닛(160)은 데이터를 로드로 리턴시킬 수 있고, 데이터 제어 유닛 홀드 신호를 사용하

여 정수 유닛(142)을 제어한다. 데이터 캐시 히트 이면, 데이터 캐시 유닛(160)은 요구된 데이터를 리턴시키고, 그 후 파이

프라인을 해제한다.

저장 동작이면, 정수 유닛(142)은 또한 데이터를 실행 단계(303)의 어드레스에 따라 공급한다. 데이터 캐시 유닛(160)은

데이터 캐시 유닛(160)이 사용 중, 예를 들면 라인 충전 등이면, 캐시 단계(304)의 파이프라인을 홀드할 수 있다.

부동소수점 동작은 특별히 정수 실행 유닛 IEU에 의해 처리된다. 명령 디코더(135)는 부동소수점 유닛(143) 관련 명령을

패치하고 디코드한다. 명령 디코더(135)는 실행을 위한 부동소수점 동작 오퍼랜드를 디코드 단계(302)의 부동소수점 유닛

(142)으로 보낸다. 부동소수점 유닛(143)이 부동소수점 동작을 실행하면서 비지한 동안, 정수 유닛(142)은 파이프라인을

정지시키고 부동소수점 유닛(143)이 정수 유닛(142)에 결과가 유용하다고 신호할 때까지 대기한다.

부동소수점 유닛(143)으로부터의 부동소수점 준비 신호는 부동소수점 동작의 실행 단계(303)가 종료되었음을 나타낸다.

부동소수점 준비 신호에 응답하여, 결과는 정수 유닛(142)에 의해 스택 캐시(155)내로 다시 기록된다. 부동소수점 로드 및

저장은 전적으로 정수 실행 유닛 IEU에 의해 취급되며, 이는 부동소수점 유닛(143) 및 정수 유닛(142) 모두를 위한 오퍼랜

드가 스택 캐시(155)내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스택 관리 유닛(Stack Management Unit)

스택 관리 유닛(150)은 정보를 저장하고, 오퍼랜드를 실행 유닛(140)에 제공한다. 스택 관리 유닛(150)은 또한 스택 캐시

(155)의 오버플로우 및 언더플로우를 관리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택 관리 유닛(150)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 실시예에서 세 개의 판독 포트, 두 개의 기록 포트 레지스

터 파일인 스택 캐시(155), 실행 유닛(140)의 오퍼랜드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개의 판독 포트 및 하나의 기록 포트

를 위해, 그리고 라이트-백 레지스터 또는 데이터 캐시(156)로부터 스택 캐시(155)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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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신호를 제공하는 스택 제어 유닛(152), 및 오버플로우 또는 언더플로우가 스택 캐시(155)내에 있을 때마다 스택 캐시

(155) 내외의 데이터를 메모리로 추리적으로 드리블하는 드리블 관리자(151)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

서, 메모리는 데이터 캐시(165) 및 메모리 인터페이스 유닛(110)에 의해 인터페이스된 임의의 메모리 기억영역을 포함한

다.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캐시, 어드레스 가능 판독/기록 메모리 스토리지, 2차 스토리지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메모리 계

층구조를 포함한다. 드리블 관리자(151)는 또한 백그라운드 드리블링용으로만 사용되는 스택 캐시(155)의 하나의 기록 포

트 및 하나의 판독 포트를 위해 필요한 제어 신호를 제공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택 캐시(155)는 오버플로우 또는 오버라이트를 피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스택이 성장 또

는 축소하도록 보증하는 순환 버퍼로서 기능한다. 데이터 캐시(165)로부터 및 데이터 캐시로의 값의 저장 및 복원

(restore)은, 한 실시예에 있어서, 고/저 양수표(water mark)를 사용하는 드리블 관리자(151)에 의해 제어된다.

스택 관리 유닛(150)은 주어진 사이클내에서 두 개의 32-비트 오퍼랜드가 잇는 실행 유닛(140)을 제공한다. 스택 관리 유

닛(150)은 주어진 싸이클내의 단일 32-비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드리블 관리자(151)는 데이터 캐시(165)로부터의 및 데이터 캐시로의 스택 캐시(155)내외의 데이터를 추리적으로 드리블

링함으로써 스택 캐시(155)의 충전 및 스필을 다룬다. 드리블 관리자(151)는 스택 오버플로우 또는 언더플로우 조건이 검

지될 때 파이프라인을 지연시키기 위한 파이프라인 지연 신호를 생성한다. 드리블 관리자(151)는 또한 데이터 캐시 유닛

(160)으로 보내진 요청의 트랙을 유지한다. 데이터 캐시 유닛(160)으로의 단일 요청은 32-비트 연속 로드 또는 저장 요청

이다.

스택 캐시(155)의 하드웨어 구조는, 롱 오퍼랜드(배정도 정수 및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를 제외하고, 연산부호를 위한 내

재하는 오퍼랜드 패치는 연산부호 실행에 대한 지연을 더하지 않는다. 오퍼랜드 스택(423)(도 4A)내의 엔트리수 및 스택

캐시(155)내에 유지되는 로컬 변수 스토리지(422)는 하드웨어/성능 절충을 나타낸다. 적어도 몇 개의 오퍼랜드 스택(423)

및 로컬 변수 스토리지(421) 엔트리가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적어도 오퍼랜드

스택(423)의 최상위 세 개의 엔트리 및 첫 번째 4개 로컬 변수 스토리지(421) 엔트리가 바람직하게 스택 캐시(155)내에

나타난다.

스택 캐시(155)(도 1)에 의해 제공되는 하나의 주요 기능은 여분의 사이클 없이 항상 최상위 두 개의 레지스터로의 액세스

가 가능한 레지스터 파일을 에뮬레이팅하는 것이다. 작은 하드웨어 스택은, 백그라운드내의 메모리로/로부터의 값을 로드/

저장하기 위한 적당한 정보가 제공되면 충분하며, 따라서 인커밍되는 가상 머신 명령을 위한 스택 캐시(155)를 준비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택(400)상의 모든 아이템은 (크기에 관계없이) 32-비트 워드로 위치된다. 이는 많은 작은 데

이터 아이템이 사용될 때 스페이스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하고 먹싱(muxing) 또는 태깅

(tagging)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스택(400)내의 엔트리는 값을 나타내고 바이트의 수를 나타내지 않는다. 배정도

정수 및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는 두 개의 엔트리를 필요로 한다. 판독 및 기록 포트의 수를 적게 하기 위해, 두 개의 배정도

정수 또는 두 개의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를 판독하기 위한 2 사이클이 필요하다.

드리블 관리자(151)에 의해 스택 캐시(155)로부터 메모리로 오퍼랜드 스택을 스필링 및 충전하기 위한 매커니즘은 다른

몇 가지 타입에서 하나를 취할 수 있다. 어느 시간에 하나의 레지스터는 충전될 수 있거나 스필될 수 있고, 또는 몇 가지 레

지스터의 블럭은 단번에 충전되거나 스필될 수 있다. 단순한 스코어보드 매서드가 스택 관리를 위해 적절하다. 그 가장 단

순한 타입에 있어서, 단일 비트는 스택 캐시(155)내의 레지스터가 현재 유효한지 나타낸다. 또한, 스택 캐시(155)의 몇몇

실시예는 레지스터의 데이터 내용이 스택(400)에 저장되었는지 즉, 레지스터가 더티한지 나타내기 위해 단일 비트를 사용

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고 양수표/저 양수표 발견적 교수법(heuristic)은 언제 엔트리가 스택(400)에 저장되고 스택

(400)으로부터 복원되는지 결정한다(도 4A). 이와 다르게, 스택의 최상위가 고정된 또는 다르게 엔트리의 프로그램 가능

한 수에 의해 스택 캐시(155)의 하위에 접근할 때, 하드웨어는 스택(400)으로부터 스택 캐시(155)로의 레지스터의 로딩을

시작한다. 스택 관리 유닛(150) 및 드리블 관리 유닛(151)의 다른 실시예는 Mark Tremblay 및 James Michael

O'Connor 가 발명자인 제목 "METHOD FRAME STORAGE USING MULTIPLE MEMORY CIRCUITS" 이고,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소개된 미국특허출원 제 08/787,736 호를 참조하고, 또 위 발명자와 동일인

이 발명자인 본 명세서에서 참고로 소개된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고 본원과 동일자로 출원된 제목 "STACK

CACHING USING MULTIPLE MEMORY CIRCUITS"인 미국 특허출원 제08/787,617 도 참고하라.

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택 관리 유닛(150)은 또한 선택적인 로컬 변수 룩-어사이드 캐시(153)를 포함한다. 캐시(153)는

매서드의 로컬 변수 및 오퍼랜드 스택(423) 모두 스택 캐시(155)상에 위치하지 않는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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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가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로컬 변수가 액세스될 때 스택 캐시(155)에 미스가 있고, 실

행 유닛(140)은 데이터 캐시 유닛(160)에 액세스하고, 이는 결국 실행을 느리게 한다. 반대로, 캐시(153)가 있으면, 로컬

변수는 캐시(153)로부터 검색되고 실행에 지연이 없다.

로컬 변수 룩-어사이드 캐시(153)의 한 실시예가 도 4D에 스택(400)상의 매서드 0 에서 2를 위해 도시되었다. 매서드 0을

위한 로컬 변수 제로에서 M(여기서 M은 정수)이 캐시(153)의 플레인(421A_0)에 저장되고 플레인(421A_0)은 매서드 수

(402)가 제로일 때 액세스된다. 매서드 1을 위한 로컬 변수 제로에서 N(여기서 N은 정수)은 캐시(153)의 플레인(421A_1)

에 저장되고 플레인(421A_1)은 매서드 수(402)가 1일 때 액세스된다. 매서드 1을 위한 로컬 변수 제로에서 P, 여기서 P는

정수, 는 캐시(153)의 플레인(421A_2)에 저장되고 플레인(421A_2)은 매서드 수(402)가 2일 때 액세스된다. 캐시(153)

의 다양한 플레인은 크기가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지만, 전형적으로 각 캐시의 플레인은 실험적으로 결정된 고정된

크기를 갖는다.

새로운 매서드가 호출될 때, 예를 들면 매서드 2가 호출될 때, 캐시(153)내의 새로운 플레인(421A_2)이 그 매서드를 위한

로컬 변수로 로드되고, 한 실시예에서 카운터인 매서드 수 레지스터(402)는 변화(예를 들면 증가)되어 새로운 매서드의 로

컬 변수를 포함하는 캐시(153)의 플레인을 지시한다. 로컬 변수는 캐시(153)의 내에서 정렬되어 캐시(153)는 효과적으로

직접 사상 캐시임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로컬 변수가 현재의 매서드를 위해 필요할 때, 변수는 캐시(153)내의 가장 최근

플레인 즉, 매서드 수(402)에 의해 인식된 플레인으로부터 직접 액세스된다. 현재의 매서드가 예를 들면 매서드 2로 복귀

할 때, 매서드 수 레지스터(402)는 변하고, 예를 들면 감소하여 캐시(153)의 이전 플레인(421A_1)을 지시한다. 캐시(153)

는 필요한 한 넓고 깊게 만들어진다.

데이터 캐시 유닛(Data Cache Unit)

데이터 캐시 유닛(160)(DCU)은 데이터 캐시(165)내의 데이터를 위한 모든 요청을 관리한다. 데이터 캐시 요청은 드리블

링 관리자(151) 또는 실행 유닛(140)으로부터 나온다. 데이터 캐시 제어기(161)는 실행 유닛 요청에 우선권을 주면서 이

들 요처 사이를 조정한다. 요청에 응답하여, 데이터 캐시 제어기(161)는 데이터 캐시(165)내의 태그 RAM 및 데이터를 위

한 어드레스, 데이터 및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데이터 캐시 히트를 위해, 데이터 캐시 제어기(161)는 데이터 RAM 출력을

재정렬하여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 캐시 제어기(161)는 또한 데이터 캐시 미스인 경우 및 논-캐시어블 로드 및 저장인 경우, I/O 버스 및 메모리 인터

페이스 유닛(110)에 대한 요청을 생성한다. 데이터 캐시 제어기(161)는 논-캐시어블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제어 논리 및

데이터 경로를 제공하고, 캐시 미스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 경로제어 기능 및 데이터 경로를 제공한다.

데이터 캐시 히트를 위해, 데이터 캐시 유닛(160)은 로드를 위한 하나의 사이클 내의 실행 유닛(140)으로 데이터를 리턴시

킨다. 데이터 캐시 유닛(160)은 또한 기록 히트를 위한 하나의 사이클을 취한다. 캐시 미스인 경우, 데이터 캐시 유닛(160)

은 요청된 데이터가 외부 메모리로부터 이용 가능할 때까지 파이프라인을 지연시킨다. 논-캐시어블 로드 및 저장 모두를

위해, 데이터 캐시(161)는 바이패스되고 요청은 I/O 버스와 메모리 인터페이스 유닛(161)으로 보내진다. 데이터 캐시

(165)에 대한 비-정렬 로드 및 저장은 소프트웨어내에 트랩된다.

데이터 캐시(165)는 쌍방향 세트 어소시어티브, 라이트 백, 라이트 할당 및 16-바이트 라인 캐시이다. 캐시 사이즈는 0, 1,

2, 4, 8, 16 킬로바이트 사이즈로 구성 가능하다. 초기 사이즈는 8 킬로바이트이다. 각 라인은 각 라인과 관련된 캐시 저장

엔트리를 구비한다. 캐시 미스일 때, 16 바이트의 데이터는 외부 메모리로부터 캐시(165)에 기록된다.

각 데이터 캐시 태그는 20-비트 어드레스 태그 필드, 하나의 유효 비트, 및 하나의 더티 비트를 포함한다. 각 캐시 태그는

또한 교체 정책(policy)를 위해 사용되는 가장 최근 사용된 비트와 관련된다. 다중 캐시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 태그 필

드의 폭은 또한 변화될 수 있다. 프로세서 서비스 레지스터내 캐시 이네이블 비트가 세트되지 않으면, 로드 및 저장은 데이

터 캐시 제어기(161)에 의해 논-캐시어블 명령으로 취급된다.

단일의 16-바이트 라이트 백 버퍼가 교체될 필요가 있는 더티 캐시 라인을 라이트 백하기 위해 제공된다. 데이터 캐시 유

닛(161)은 판독에 최대 4 바이트를 제공하고 최대 4 바이트의 데이터는 단일 사이클내에서 캐시(161)에 기록될 수 있다.

진단상의 판독 및 기록은 캐쉬에서 실행될 수 있다.

메모리 할당 가속기(Memory Allocation 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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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시예에서, 데이터 캐시 유닛(160)은 메모리 할당 가속기(166)를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되면,

오브젝트의 필드는 외부 메모리로부터 패치되어, 데이터 캐시(165)에 저장되고, 필드는 제로로 클리어된다. 이는 시간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메모리 할당 가속기(166)에 의해 제거된다.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어떤 필드도 외부 메모리로

부터 검색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메모리 할당 가속기(160)는 단순히 제로 라인을 데이터 캐시(165)에 저장하고 데이터 캐

시(165)의 라인을 더티(dirty)로 표시한다. 메모리 할당 가속기(166)는 특히 기록-백(write-back) 캐시에 이점이 있다. 메

모리 할당 가속기(166)가 외부 메모리 액세스를 없애기 때문에, 하드웨어프로세서(100)의 성능은 향상된다.

부동소수점 유닛(Floating Point Unit)

부동소수점 유닛(FPU)(141)은 마이크로코드 시퀀서, 입력/출력 레지스터가 있는 입력/출력부, 부동소수점 가산기 즉

ALU, 및 부동소수점 곱셈/나눗셈 유닛을 포함한다. 마이크로코드 시퀀서는 마이크로코드 플로우 및 마이크로코드 분기를

제어한다. 입력/출력부는 입력/출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어, 및 입력 데이터 로딩과 출력 데이터 언로딩 레지스터를 제공

한다. 이들 레지스터는 또한 중간 결과 기억영역을 제공한다.

부동소수점 가산기-ALU는 부동소수점 가산, 부동소수점 감산, 및 전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합 논리를 포함

한다. 부동소수점 승산/제산 유닛은 승산/제산 및 나머지를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부동소수점 유닛(143)은 32-비트 데이터 경로가 있는 마이크로코드 엔진으로 구성된다. 이 데이터 경로는 종종 결과 계산

동안 여러번 재사용된다. 배정도 동작은 단정도 동작의 사이클 수보다 두배 내지 네배의 사이클을 필요로 한다. 부동소수

점 준비 신호는 주어진 부동소수점 동작의 완료에 앞서 1-사이클로 주장한다. 이는 정수 유닛(142)이 어떠한 낭비된 인터

페이스 사이클 없이 부동소수점 유닛 출력 레지스터를 판독하게 한다. 따라서, 출력 데이터는 부동소수점 준비 신호가 표

명된 후 한 사이클을 판독하기 위해 가능하다.

실행 유닛 가속기(Execution Unit Accelerator)

부록 Ⅰ의 JAVA 가상 머신 명세는 하드웨어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가상 머신 명령은 특정한 일반적 타입의 프로세서, 예

를 들면 복잡 명령 세트 컴퓨터(CISC) 프로세서, 또는 축소 명령 세트 컴퓨터(RISC) 프로세서 등에 대하여 최적화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일부 가상 머신 명령은 CISC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부는 RISC 특성을 갖는다. 이 이중 특성은 동작

및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최적화를 복잡하게 한다.

예를 들면, JAVA 가상 머신 명세는 종래의 스위치 명령문인 명령 룩업스위치(lookupswitch)를 위한 연산부호(171)를 규

정한다. 명령 캐시 유닛(120)으로의 데이터 스트링은 연산부호(171), 제로에서 3 바이트의 패딩이 뒤따르는 N-웨이 스위

치 명령문 인식을 포함한다. 패딩 바이트의 수는 첫 번째 오퍼랜드 바이트가 4의 배수인 어드레스에서 시작하도록 선택된

다. 여기서, 데이터스트림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특정 요소, 블럭, 구성요소 또는 유닛에 제공되는 정보를 나타낸다.

데이터스트림내에서 패딩 바이트를 뒤따르는 것은 일련의 부호 달린 4-바이트 크기의 쌍이다. 첫 번째 쌍은 특별하다. 첫

번째 쌍내의 제 1 오퍼랜드는, 정수 키 또는 현재 매치 값으로 불리는 스위치 명령문의 인수가 스위치 명령문내의 일치 값

의 어느것과도 같지 않을 때 사용되는 스위치 명령문를 위한 디폴트 오프셋이다. 첫번째 쌍의 제2 오퍼랜드는 데이터스트

림내에서 따라오는 여러 쌍을 한정한다.

데이터 스트림내의 각 뒤이은 오퍼랜드 쌍은 매치 값인 제 1 오퍼랜드, 오프셋인 제 2 오퍼랜드를 구비한다. 정수 키가 매

치 값의 어느 하나와 같으면, 쌍내의 오프셋은 스위치 명령문의 어드레스에 가산되어 실행이 분기되는 어드레스를 규정한

다. 반대로, 정수 키가 매치 값의 어느 것과도 같지 않으면, 첫 번째 쌍내의 디폴트 오프셋은 스위치 명령문의 어드레스에

가산되어 실행이 분기되는 어드레스를 규정한다. 이 가상 머신 명령의 직접 실행은 많은 사이클을 필요로 한다.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룩업스위치 가속기(145)는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 포함된다. 룩

업스위치 가속기(145)는 하나 이상의 룩업스위치 명령문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관련 메모리를 포함한다. 각 룩업스위

치 명령문을 위해, 즉 각 명령 룩업스위치를 위해, 이 정보는 룩업스위치 인식기 값, 즉 룩업스위치 명령문에 관련된 프로

그램 카운터 값, 복수의 매치 값 및 대응하는 복수의 점프 오프 셋 값을 포함한다.

룩업스위치 가속기(145)는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 의해 수신된 현재 명령이 관련 메모리 내에 저장된 룩업스위치 명령

문에 대응하는지 결정한다. 또한 룩업스위치 가속기(145)는 현재 명령에 관련된 현재 매치 값이 관련 메모리에 저장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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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값의 하나와 대응하는지 결정한다. 룩업스위치 가속기(145)는, 현재 명령이 메모리에 저장된 룩업스위치 명령문에 대

응되고 현재 매치 값이 메모리내에 저장된 매치 값의 하나에 대응될 때, 관련 메모리로부터의 점프 오프셋 값에 액세스하

며, 여기서 액세스된 점프 오프셋 값은 현재 매치 값에 대응된다.

룩업스위치 가속기(145)는 또한 관련 메모리가 매치와 현재 룩업스위치 명령문에 관련된 점프 오프셋 값을 이미 포함하지

않을 때, 현재 룩업스위치 명령문와 관련된 점프 오프 셋 값 및 매치를 검색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다. 룩업스위치 가속기

(145)는, 발명의 명칭이 "LOOK-UP SWITCH ACCELERATOR AND METHOD OF OPERATING SAME"이고, 마크 트

렘블레이 및 제임스 마이클 오 '코너등이 발명자이며,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여기서는 참고로 소개된 미국특허

출원 제 08/788,811 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오브젝트의 매서드의 실행 개시 과정에 있어서, 실행 유닛(140)은 매서드 벡터에 액세스하여, 매서드 벡터내의 매서드 포

인터의 하나 즉 하나의 간접(indirection) 레벨을 검색한다. 실행 유닛(140)은 액세스된 매서드 포인터를 사용하여 대응하

는 매서드 즉 두 번째 간접 레벨에 액세스한다.

실행 유닛(140)내의 간접 레벨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 오브젝트를 오브젝트에 의해 액세스되는 각 매서드의 전용 카피가

구비된다. 실행 유닛(140)은 그 후 간접의 단일 레벨을 사용하여 매서드에 액세스한다. 즉, 각 매서드는 오브젝트로부터 나

온 포인터에 의해 직접 액세스된다. 이는 매서드 포인터에 의해 이전에 도입된 간접 레벨을 제거한다. 간접의 레벨을 감소

시킴으로써, 실행 유닛(140)의 동작은 가속될 수 있다. 간접의 레벨을 감소시킴으로써, 실행 유닛(140)의 동작은 가속될

수 있다. 간접의 레벨을 감소시킴으로써 실행 유닛(140)을 가속하는 것은, 발명의 명칭이 "REPLICATING CODE TO

ELIMINATE A LEVEL OF INDIRECTION DURING EXECUTION"이고, 마크 트렘블레이 및 제임스 마이클 오 '코너등이

발명자이며,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여기서는 참고로 소개된 미국특허출원 제 08/787,846 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getfield-putfield 가속기

다른 특정 기능적인 유닛 및 구조의 다양한 변환 룩어사이드 버퍼(TLB) 타입들은 선택적으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

포함되어 상수 풀에 대한 액세스를 가속시킨다. 예를 들면, JAVA 가상 머신 명세는 실행될 때 오브젝트 내에 필드를 설정

하는 명령 풋필드(putfield), 연산부호(181)로 실행될 때 오브젝트로부터 필드를 인출하는 겟필드(getfield), 연산부호

(180)를 결정한다. 이들 명령에 있어서, 연산부호는 인덱스 바이트 1 및 인덱스 바이트 2가 뒤따른다. 오퍼랜드 스택(423)

은 명령 풋필드를 위한 값이 뒤따르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와 명령 겟필드를 위한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만을 포

함한다.

인덱스 바이트 1 및 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내로 인덱스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인덱스에서의 상수 풀내의 항목

은 클래스 이름 및 필드 이름에 대한 필드 레퍼런스이다. 항목은 바이트내 필드폭과 바이트내 필드 오프셋을 모두 갖는 필

드 블럭 포인터로 분해된다.

실행 유닛(140)내의 선택적인 겟필드-풋필드 가속기(146)는 캐시내 명령 겟필드 또는 명령 풋필드를 위한 필드 블럭 포인

터를 저장하고, 태그로써 필드 블럭 포인터로 분해된 상수 풀내에서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 인덱스에 따라, 명령의

첫 번째 호출후에 사용한다. 계속해서, 실행 유닛(140)은 인덱스 바이트 1 및 2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생성하고, 인덱스를

겟필드-풋필드 가속기(146)로 공급한다. 인덱스가 태그로써 저장된 인덱스의 어느 하나와 매치되면, 즉 히트가 있으면, 그

태그와 관련된 필드 블럭 포인터는 검색되고 실행 유닛(140)에 의해 사용된다. 반대로, 매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실행 유닛

(140)은 위에서 설명한 동작을 실행한다. 겟필드-풋필드 가속기(146)는 위에서 설명한 퀵 명령 변환 실시예에서 사용된

자가 수정 코드 없이 구현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겟필드-풋필드 가속기(146)는 태그로써 기능하는 인덱스들을 홀드하는 첫 번째 부분과, 필드 블럭 포

인터를 홀드하는 두 번째 부분을 구비한 관련 메모리를 포함한다. 인덱스가 입력부를 통해 관련 메모리의 제 1 부분에 공

급될 때, 그리고 저장된 인덱스들의 하나와 매치가 있으면, 입력 인덱스와 매치된 저장된 인덱스와 관련된 필드 블럭 포인

터는 관련 메모리의 제 2 부분으로부터의 출력이다.

바운드 검사 유닛(Bounds Check Unit)

실행 유닛(140)내 바운드 검사 유닛(147)(도 1)은 어레이의 요소로서 각각의 액세스를 검사하여 액세스가 어레이내의 로

케이션에 대한 것인지 결정하는 선택적인 하드웨어 회로이다. 액세스가 어레이 외부의 로케이션에 대한 것일 때, 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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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닛(147)은 액티브 어레이 바운드 예외 신호를 실행 유닛(140)에 발한다. 액티브 어레이 바운드 예외 신호에 응답하

여, 실행 유닛(140)은 아웃 오브 바운드 어레이 액세스를 취급하는 마이크로코드 ROM(141)에 저장된 예외 핸들러의 실행

을 시작한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바운드 검사 유닛(147)은, 그 내부에 어레이(예를 들면 프로그램 카운터 값)를 위한 어레이 인식기 및

어레이를 위한 최소값 및 최대값이 저장된 관련 메모리 요소를 포함한다. 어레이가 액세스될 때, 즉 그 어레이를 위한 어레

이 인식기가 관련 메모리 요소에 적용될 때, 그리고 어레이가 관련 메모리 요소내에 나타난다고 할 때, 저장된 최소값은 제

1 비교기 요소에 대한 제 1 입력 신호이고, 저장된 최대값은 제 2 비교기 요소에 대한 제 1 입력 신호이고, 비교기

(comparator) 요소는 때때로 비교(comparison) 요소라고도 불린다. 제 1 및 제 2 비교기 요소에 대한 제 2 입력 신호를

어레이 요소의 액세스에 관련된 값이다.

어레이 요소의 액세스에 관련된 값이 저장된 최대값보다 적거나 같을 때 및 저장된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어느

비교기 요소도 출력 신호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이들 조건중 하나가 거짓이면, 적당한 비교기요소가 액티브 어

레이 바운드 예외 신호를 생성한다. 보다 상세한 바운드 검사 유닛(147)의 설명은, 발명의 명칭이 "PROCESS WITH

ACCELERATED ARRAY ACCESS BOUND CHECKING"이고, 마크 트렘블레이 및 제임스 마이클 오 '코너등이 발명자이

며,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본 출원과 동일자로 출원되었으며, 여기서는 참고로 소개된 미국특허출원 제 08/

786,352 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JAVA 가상 머신 명세는 특정 명령이 특정 예외를 야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들 예외 조건의 검사가 구현되고,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매커니즘은 마이크로코드 ROM(147) 및 프로그램 카운터 및 트랩 제어 논리(170)내

의 정보에 의해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 제공된다. 다른 것은 트랩 벡터 스타일 또는 단일 트랩 타겟을 갖고 트랩 타입를

스택상에 푸싱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공된 트랩 핸들러 루틴이 적절한 동작을 결정하게 한다.

어떠한 외부 캐시도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아키택쳐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 어떠한 변환 룩어사이드 버퍼도 유지될

필요가 없다.

도 5는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 대한 몇 개의 가능한 부가 요소들을 나타낸다. 나타난 여

덟 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회로, 즉 본 발명의 하드웨어 프로세서(100)로서의 동일 칩 속에 집적될 수 있는 NTSC 인

코더(501), MPEG(502), 에더넷 제어기(503), VIS(504), ISDN(505), I/O 제어기(506). ATM 어셈블리/리어셈블리(507)

및 무선 링크(508)가 도시되어 있다.

도 6A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로서, 단일 실리콘 칩상에서 구현되는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690)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다.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690)는 가상 머신 명령 즉, 즉 네트워크 등으로부터 수신되는 첫번째 명령 세트를 디코딩 및

실행하고, 로컬 메모리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두번째 명령 세트를 디코딩 및 실행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상기 첫번째 및 두번째 명령 세트는 다른 컴퓨터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위한 것이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첫번째 명령 세트

는 JAVA 가상 머신 명령 등의 가상 머신 명령이고, 상기 명령의 두번재 세트는 앞서 설명한 아키텍처 등의 종래의 마이크

로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위한 원시 명령이다.

처음에는,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690)가 부팅되면,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690)상에서 실행되는 운용시스템은 보통

상기 프로세서에게 상기 원시 명령 세트내의 명령을 실행시키게 한다. 상기 가상 머신 명령 세트내의 명령들을 사용하거나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로딩되면, 상기 운용 시스템은 데이터스트림을 번역 유닛(691)으로 진행하게 한다.

한 실시예에서, 번역 유닛(691)은 가상 머신 명령에서 원시 명령까지의 인터프리터를 포함하는 ROM 이다. 이 ROM은 프

로세서(690)상의 일부 가상 머신 명령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이크로코드를 포함하기도 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인

터프리터의 소프트웨어 구현은 프로세서(690)에 의해 실현될 수 있어서 상기 데이터스트림 내의 가상 머신 명령을 원시

명령으로 전환시킨다.

번역 유닛(691)으로부터의 원시 명령들은 디코드 유닛(692)에 의해 디코딩되는데, 이 유닛은 종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아

키텍처로 사용된다. 그러면 상기 디코딩된 명령들은 종래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처로 사용을 위한 종래의 실행 유닛인

실행 유닛(693)에 의해 실행된다. 만일 마이크로코드 루틴이 번역 유닛(691)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가상 머신 명령을

구현하게 되면, 상기 마이크로코드 루틴은 실행을 위해 실행 유닛(693)으로 바로 통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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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본 발명의 특징을 해치지 않도록 도 6A에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프로세서

(690)에 다른 기능 유닛, 메모리 구성 등이 포함된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또한, 종래의 특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처

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관심있는 가상 머신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의 마이크로코드가 요구되기도 한다. 물론, 종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처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앞서 설명한 여러 캐시 및 가속 유닛이 상기 종래의 마이

크로프로세서 아키텍처 내부에 통합될 수도 있다.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690)는 상기 변역된 가상 머신 명령을 직접 실행하여 소프트웨어 인터프리터 또는 적시 컴파일

러가 필요하지 않다. 상기 번역된 가상 머신 명령이 바로 실행되기 때문에, 수행능력은 소프트웨어 인터프리터 또는 적시

컴파일러보다 우수하다.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690)의 한 실시예에서, 프로세서 상태 레지스터내의 비트는 모드 선택 비트로 정의된다. 상기 모

드 선택 비트가 첫번재 상태인 경우, 신호 MODE(도 6A)가 액티브(active) 되고 데이터스트림(695)이 디멀티플렉서(696)

를 통해 디코드 유닛(692)로 통과된다. 상기 모드 선태 비트가 두번째 상태인 경우, 신호 MODE 는 인액티브(inactive) 되

고 데이터스트림(695)은 디멀티플렉서(696)를 통해 번역 유닛(691)으로 통과되고 번역 유닛(691)로부터 번역된 명령 스

트림은 디코드 유닛(692)로 입력된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는, 가상 머신은 종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처내에서

구현된다.

도 6B에 설명된 다른 실시에에서,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600) - 때때로 프로세서(600)로 언급함 - 에는: 스택(400)(도

4A)이 될 수 있는 스택(655); 네트워크 또는 로컬 메모리로부터 명령 스트림을 수신하는 제1 명령 디코더(635); 네트워크

또는 로컬 메모리로부터 선택된 명령을 수신하는 제2 명령 디코더(660); 제1 실행 유닛(640)을 포함하는 명령 실행 유닛

(650); 및 스택(400)(도 4A)가 될 수 있는, 즉 제1 실행 유닛(640)에 의해 사용되는 스택(655)이 포함되어 있다. 당 기술분

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프로세서(600)에 다른 기능 유닛이 포함된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기능

유닛들은 본 발명에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며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제2 실행 유닛(622)에는 제1 실행 유닛(640)에 의해 요구되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코드 루틴이 포함되기도 한

다.

이 실시예에서 여러 기능 유닛이 하나의 다이 상에 도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이 특정한 실시예로

본 발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본 명세서의 개시내용에서, 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분리 프로세서, 통합

된 프로세서, 또는 다른 어느 요구되는 물리적 구조로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2 명령 디코더(660)는 스택 명령의 다른 세트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를 포함하는 - 그러나 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 당

기술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어느 타입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에에서, 제2 명령 디코더(660)는 RISC 타입 명령 디코

더이다. 이 실시예에서, 제2 실행 유닛(662)는 RISC 타입 명령 실행 유닛으로서 명령 실행 유닛(650)내의 제1 실행 유닛

(640)의 상기 스택 아키텍처와 대향하는 것으로 플랫 레지스터(flat register)와 연결되어 있다. 본 발명의 더 다른 실시예

에서, 제2 명령 디코더(660)는 CISC 타입 명령 디코더이고 제2 실행 유닛(662)는 CISC 타입 실행 유닛이다. 더 다른 실시

예에서, 제2 명령 디코더(660)는 VLIW 타입 명령 디코더이고 제2 실행 유닛(662)는 VLIW 타입 실행 유닛이다.

아래에 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제1 명령 디코더(635)는 명령 디코드 유닛(130)(도 1)내의 명

령 디코더(135)와 동일하다. 제2 명령 디코더(660)(도 6B)는 가상 모드 명령의 스트림내의 세트 모드 명령의 실행에 응답

하여 액티브되고, 명령 스트림은 제1 명령 디코더 유닛(635)으로부터 제2 명령 디코더(660)까지 토글된다. 일단 제2 명령

디코더(660)가 액티브되면, 제2 명령 디코더(660)으로부터 디코딩된 명령들은 명령 실행 유닛(650)내의 제2 실행 유닛

(662)로 공급된다.

이 구성은 여러 장점이 있다. 부록Ⅰ에 도시되어 있듯이, JAVA 가상 머신 명세는 더 다른 확장을 위한 일부 연산부호를 남

겨놓는데, 즉 상기 명세는 모든 가능한 연산부호(256)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더 다른 확장을 위한 능력조차도

원하는 모든 명령을 제공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 프로세서(600)를 가지고, 실행 유닛(662)를 위한 원시 명령은 상기

JAVA 가상 머신 명세내의 명령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 등의

관념적인 기능을 요구한다면, 이 관념적인 기능은 상기 세트 모드 명령, 그리고 원하는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실행 유닛

(662)의 원시 명령 세트내에 사용된 명령들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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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면, 256개의 제한을 넘는 가상 머신 명령의 수를 증가시키는 한 방법은 세트 모드 명령으

로서 연산부호(255) 등의 특별한 연산부호를 할당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트 모드 명령의 실행은 제2 명령

디코더(660)를 동작하게 만들고, 제2 명령 디코더(660)로 명령의 RISC 타입과 같은 제 2 명령 세트를 토글 또는 스위치하

여 JAVA 가상 머신 명세내에 지원되지 않는 게산을 수행한다.

상기 세트 모드 명령의 실행은 운용 시스템이 모드 비트의 상태를 변경시키게 만드는데, 이것은 제2 명령 디코더(660) 및

제2 실행 유닛(662)를 교대로 액티브 시키는 것이다. 계산이 완료되면, 운용 시스템은 그 완료를 검출하고 입력 데이터스

트림이 첫번째 명령 디코더(635)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드 비트를 재설정한다.

따라서, 제2 명령 실행 유닛(662)이 RISC 타입 실행 유닛인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는, 제2 명령 디코더(660) 및 제2 실

행 유닛(662)에 의해 RISC 명령을 액티브 시키고 실행시키는 방법을 도 7에서 볼 수 있다. 세트 모드 명령(701), 즉 데이

터스트림(700) 내의 연산부호(255)(도 7)은 명령 디코더(135)(도 6B)에 의해 디코딩되고 제1 실행 유닛(640)에 의해 실

행되며, 세트 모드 비트의 상태는 제2 명령 디코더(660) 및 제2 실행 유닛(662)를 액티브 시키기 위해 변경된다. 세트 모

드 명령(701)다음에 즉시 오게되는 데이터스트림(700)내의 명령은 RISC 명령, 즉 RISC 실행 유닛용 연산부호 및 그들과

관련된 오퍼랜드 이다.

다음으로, 명령 디코더(135) 또는 프로세서(600)내의 다른 하드웨어는 정보(702)를 제2 명령 디코더(660)로 경로설정하

고, 명령 디코더(135)의 디코딩을 바이패스시킨다. 예를 들어, 도 6A의 디멀티플렉서 및 신호 모드 가 프로세서(600)내에

통합될 수 있다.

도 6C는 상기 제1 명령 디코더(635), 제1 실행 유닛(640) 및 스택(655)가 각 각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의 명령 디코더

(135), 실행 유닛(140) 및 스택 캐시(155)인 본 발명의 더 다른 실시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시예에

서, 상기 제1 및 제2 실행 유닛은 분리되어 있고, 제2 실행 유닛(662)는 플랫 레지스터(664)와 연결된 RISC 실행 유닛이

다. 또한, 제2 실행 유닛(662)에 JAVA 가상 머신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된 마이크로코드가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므

로, 프로세서(600, 600A)는 연산부호를 포함하는 JAVA 가상 머신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컴퓨터 프로세서 아

키텍처용 제2 명령 세트를 실행하기 위해 최적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면, 명령을 포함하는 데이터스트림이 제1 명령 디코더(636)에 제공된다. 상기 데이터스트림

내의 미리 정의된 명령을 실행하는 즉시, 상기 데이터스트림은 액티브된 제2 명령 디코더(660)으로 토글되어 상기 데이터

스트림내의 연속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므로, 명령 세트는 두 가지 다른 타입, 즉 플랫폼 독립 명령 세트, 그리고 플랫폼 종

속 명령 세트가 본 발명의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600)에 의해 디코딩되고 실행된다. 이것은 상기 제2 실행 유닛으 연산

부호 공간이 가상 머신 연산부호 공간을 가지고 포함될 수 있게 하여 수행능력 및 가상 머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장

점을 가진다.

도 8을 참고하면, 프로세서(801)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800)의 블록 레벨 다이어그램이 도시되어 있는데, 상기 프로

세서는 본 발명의 프로세서(690,600 및 600A) 중 하나이고 모뎀(802) 및 로컬 메모리(804)와 연결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모뎀(802)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등의 네트워크와 통신하여 실행을 위한 가상 머신 명령을 수신한다. 선

택적으로, 인트라넷을 위해서는 모뎀(802)은 컴퓨터 시스템(800)의 네트워크 카드로 대체되기도 한다. 따라서, 모뎀(802)

은 네트워크와 통신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신 인터페이스 유닛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명백하듯이,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 유닛은 제1 포멧내의 제 1 명령 세트를 수신하고, 제2 포멧을 출력 신호로 하

여 제 1 명령 세트를 공급한다.

본 실시에에서, 프로세서(801)에는 두 개의 연산 모드가 있다. 첫번째 연산 모드에서, 프로세서(801)는 실행을 위해 네트

워크로부터 오직 가상 머신 명령만을 수신한다. 두번째 연산 모드에서는 상기 가상 머신 명령내의 미리 정의된 명령의 수

신이 있는 직후, 프로세서(801)는 실행을 위해 로컬 메모리(804)내에 저장되어 있는 RISC, X86, 파워 PC, 및/또는 다른

어느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위한 다른 명령을 수신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예를들어 모델링, 디멘셔널 드로잉 등

의 시각 연산용 명령과 같은 상기 가상 머신 명령내에서 구현되지 않은 명령들은 프로세서(801)를 사용하여 완전히 구현

될 수 있다. 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프로세서(801)가 명령의 제2 타입, 즉 애플리케이션이 보안을 필

요로 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네트워크로부터 비-JAVA 가상 머신 명령을 수신할 수도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프로세서(600,600A)에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예를들어, 컴퓨터 시스템(800)은 인터넷 등의 공중 캐리어 또는 로

컬 메모리(804)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제공된 JAVA 가상 머신 명령을 가진 프로세서(801)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다.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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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스템(800)의 사용자는 상기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되고 로컬 메모리(804)로부터 교대로 제공된 도 2에 도시

된 것과 같은 가상 머신 명령을 발생하기 위해 처리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이러스 또는 다른 소트프웨어 문제로부터 상대

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어느정도 확신할 수 있다.

예를들면,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가 로컬 메모리(804)내에 저장될 수 있다. 특별

한 운용 시스템 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운용 시스템 또는 그래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분으로서

상기 라이브러리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어느 컴퓨터 프로그램도 두 가지 다른 버젼

으로 컴파일 될 수 있는데, 이 중 한 버전은 다른 프로세서(600 또는 600A) 또는 다른 하드웨어 프로세서(100)에 의해 처

리를 위해 보안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상에서 제공된 것이고, 다른 버전은 로컬 메모리(804) 또는 다른 신뢰성 있는 환경 등

의 로컬 환경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상기 JAVA 언어 소스 프로그램의 두 개의 컴파일된 버전의 차이점은 로컬 메모리(804)내에 저장된 버전과 같이 논리적으

로 실행되고자 하는 컴파일된 버전은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용 버전등을 검사하는 어레이 경계와 같은 강한 보안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 소비와 불필요한 보안 검사는 필요가 없어서 지나칠 수 있다. 이것은 로컬 환경내의

프로세서(600,600A)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러나 프로세서가 공중 캐리어상에서 수신된 가상 머신 명령을 처리하

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네트워크를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생각했고, 로컬 메모리를 신뢰된 환경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설명

을 위한 것이다. 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는 인터넷, 인트라넷 또는 다른 네트워크상의 전송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신뢰된 환경을 위한 본 발명내의 특성들이 사

용될 수 있다. 비슷하게, 몇 몇 상황에서는 상기 로컬 메모리가 신뢰된 환경이 아닐 수 도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위

한 본 발명의 원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가지고 본 발명의 여러 측면의 범위 및 정신에서 벗

어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여러 방법으로 부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

명의 정신 및 범위에 놓일 수 있는 본 발명의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있을 수 있다.

부록Ⅰ

JAVA 가상 머신 명세

ⓒ1993, 1994, 1995 Sun Microsystems, Inc.

2550 Garcia Avenue, Mountain View, California

94043-1100 U.S.A.

모든 권리는 보존되었다. 이 BETA 특성은 공개되었으며, 관련 서류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그의 사용, 복사, 배포 및

편집을 제한하는 라이센스에 의해 배포된다. 이 공개 또는 관련 서류는 선 또는 그의 라이센서의 위임없이 어떤 수단에 의

해 어떤 타입로 재생산될 수 있다.

이 생산물의 일부는 UNIX 시스템 연구소와 캘리포니아대학에 각각 인가된 상표명 UNIX와 바클리 4.3 BSD 시스템즈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 공개의 제삼자의 원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선의 원천 공급자에 라이센스되어 있다.

제한된 권리 범례 : 미국정부에 의한 사용, 복사 또는 개시는 DFARS 252.227-7013(c)(1)(ⅱ) 및 FAR 52.227-19에 설정

된 제한에 구속된다.

이 매뉴얼에 기술된 공개는 하나 이상의 미국특허, 외극특허 또는 계류출원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상 표

Sun, Sun Microsystems, Sun Microsystems Computer Corporation, 선 로고,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컴퓨터 코퍼레이션

로고, WebRunner, JAVA, FirstPerson 및 Firstperson 로고 및 에이전트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이다. "Duke" 캐릭터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코포레이티드의 저작권 1992-1995 Copyright (c)이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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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권리는 보존되었다. 상표명 UNIX는 미국 및 다른 나라에서 상표등록되었으며, X/Open Company, Ltd를 통해 독점적

으로 라이센스되었다. OPEN LOOK는 노벨 인코퍼레이티드의 등록 상표이다. 여기에 언급된 모든 다른 생산물명은 그들

각각의 자신들의 상표이다.

SCD 컴플레이언트 로고를 포함하는 모든 SPARC 상표는 SPARC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이다.

SPARCstation, SPARCserver, SPARCengine, SPARCworks 및 SPARCcompiler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

드에 독점적으로 인가되어 있다. 상표 SPARC를 부착한 제품은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에 의해 개발된 구성

물에 기초한다.

OPEN LOOK 및 SunTM Graphical User Interfaces는 그의 사용자와 라이센스자에 대해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코퍼레

이티드에 의해 개발되었다. 선은 컴퓨터 산업을 위해 시각 및 도형 사용자 조화의 관점에서 연구 또는 개발한 제록스의 선

구자적 노력을 인정한다. 선은 제록스로부터 Xerox Graphical User Interface에 비독점적 라이센서를 소유하였으며 또한

OPEN LOOK GUIs와 선의 라이센스 동의에 따라 선의 라이센스를 포함한다.

X 윈도우 시스템은 MIT의 상표 및 제품이다.

이 출판물은 특정 목적 또는 비침해에 대한 시장성, 합리성의 암시적 근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떠한 종류의 근거, 표현 또는

암시없이 "그대로" 제공된다.

이 출판물은 기술적 오류 또는 기록 에러를 포함할 수 있다. 변경은 안내서에 정기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 이들 변경은 본

출판물의 새로운 증보판에 조합될 것이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코포레이티드는 적절한 시기에 이 출판물에 기재된 제

품 및/또는 프로그램을 개선 및/또는 변경을 가할 수 있다.

머리말

이 서류는 JAVA 가상 머신 및 그의 교육 프로그램의 버전 1.0을 기술한다. 우리는 컴파일러 기록자를 타겟으로 하기를 원

하는 컴파일러 기록자를 위한 명세서로서, 및 추종 JAVA 가상 머신를 구현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명세서로써

작용하도록 이 서류를 기록하였다.

JAVA 가상 머신는 실제 컴퓨터상에 소프트웨어로 에뮬레이트하는 것에 의해 구현되는 가상의 머신이다. JAVA 가상 머신

의 코드는 클래스 파일에 기억되어 있으며, 각 클래스 파일은 하나 이상의 공용 클래스 코드를 포함한다.

JAVA 가상 머신의 간단하고 능률적인 에뮬레이션은 컴퓨터의 포맷이 콤팩트하고 능률적인 바이트코드이기 때문에 가능

하다. 컴파일된 C의 본래의 코드속도 액세스의 구현은 비록 선이 구현화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컴퓨터에 바이트코

드를 변환하는 것에 가능하다.

이 서류의 나머지는 이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은 JAVA 가상 머신의 구조를 기술한다.

2장은 클래스 파일 포맷을 기술한다.

3장은 바이트코드를 기술하며,

부록 A는 JAVA 가상 머신의 선의 구현에 의한 어떤 구성을 포함한다. 명세서의 일부분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명세서

가 구현에 참조가 되도록 여기에 이들을 기술한다. JAVA 가상 머신의 다른 구현은 이용가능하며 우리는 장래 공개에서 부

록 A를 제거할 수 도 있다.

선은 JAVA 가상 머신 상표와 로고를 이 명세서의 구현에 사용하기 위해 인가할 것이다. 여러분이 JAVA 가상 머신의 구현

을 고려하여 우리와 접촉하길 원한다면 아래의 주소로 E메일을 보내주길 바라며, 우리는 여러분의 구현을 위해 100% 지

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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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Virtual Machine의 구현에 대한 명세서상의 논평이나 질문은 우리의 전자우편주소인 JAVA@JAVA.sun.com.으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1. JAVA 가상 머신 아키텍처(JAVA Virtual Machine Architecture)

1.1 지원된 데이터 형식

가상 머신 데이터 형식은 JAVA 언어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포함한다.

byte//1 바이트 부호 달린 2의 보수

short//2바이트 부호 달린 2의 보수

int//4바이트 부호 달린 2의 보수

long//8바이트 부호 달린 2의 보수

float//4바이트 IEEE 754 단정도

double//8바이트 IEEE 754 배정도

char//2바이트 부호 없는 유니코드 문자

대략 모든 JAVA형 검색은 컴파일 때 이루어진다. 전술한 초기 타입의 데이터는 JAVA의 실행을 허용하도록 하드웨어에

의해 표시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초기 값으로 작동하는 바이트코드는 예를 들면 iadd, ladd, fadd 및 dadd 명령의 오퍼랜

드 타입를 표시하며, 2개의 번호를 더한 타입는 각각 int, long, float 및 double이다.

가상 머신는 부울 타입(boolean type)를 위한 명령을 분리하지 않는다. 대신에, 정수 복귀를 포함하는 정수 명령이 부울 값

을 연산하는데 사용되며; 바이트 어레이는 부울의 어레이를 위해 사용된다.

가상 머신는 점진적인 언더플로우를 지원하며 IEEE 754 포맷에 부동소수점 포인트를 특정화한다. IEEE 포맷을 지원하지

않는 구형 컴퓨터 체계는 JAVA 분수 프로그램을 대단히 느리게 실행하게 된다.

다른 가상 머신 데이터 타입는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object //JAVA 오브젝트에 대한 4바이트 레퍼런스

returnAddress //jsr/ret/jsr＿w/ret＿w 명령으로 사용된 4바이트

주:JAVA 어레이는 오브젝트로서 처리되었다.

이 명세서는 오브젝트를 위해 어떤 특정한 내부 구조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구현에 있어서 오브젝트 레퍼런스는 한

쌍의 포인터: 하나는 오브젝트용 매서드 테이블, 다른 하나는 오브젝트를 위해 할당된 데이터로 처리된다. 다른 구현은 인

라인 캐시 보다는 매서드 테이블 처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하드웨어의 급속한 변화, 즉 현재와 2000년 사

이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변화와 유사하다.

JAVA 가상 머신 바이트코드에 의해 표현된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타입 억제를 유지하는 것이 기대되며, 구현은 이러한 타

입 억제를 위반하는 바이코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거부될 수 있다.

반면, JAVA 가상 머신는 32비트 어드레스 공간 컴퓨터에서 운전되도록 바이트코드 데오니션에 의해 한정되어지며, 이는

바이트코드를 64비트 형식으로 자동적으로 변환하는 JAVA 가상 머신의 버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전송 기술은

JAVA 가상 머신 명세서의 기술사상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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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레지스터(Resisters)

어떤 관점에 있어서, 가상 머신는 단일 매서드의 코드를 실행하며, pc 레지스터는 실행되어지는 다음 바이트코드의 어드레

스를 포함한다.

각 매서드는 메모리를 유지하기 위해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가진다.

vars 레지스터로 언급된 로컬 변수 설정;

옵탑 레지스터로 언급된 오퍼랜드 스택; 및

frame 레지스터로 언급된 실행 환경 구조

로컬 변수 크기와 오퍼랜드 스택은 컴파일 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모두는 한 번에 할당될 수 있으며, 실행환경

구조의 크기는 해석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레지스터 모두는 32비트 폭을 가진다.

1.3 로컬 변수(Local Variables)

각 JAVA 매서드는 로컬 변수의 고정 크기 설정을 사용한다. 그들은 vars 레지스터로부터의 워드 오프셋으로써 어드레스

된다. 로컬 변수는 모두 32비트 폭이다.

배정도 정수와 배정도는 제 1 로컬 변수의 인덱스로 어드레스된다(예를 들면, 인덱스를 구비한 로컬 변수는 인덱스 n 및

n+1에서의 기억을 동적적으로 사용하는 배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가상 머신 명세서는 64비트 정렬되는 로컬 변수에서의

64비트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현자는 배정도 정수와 배정도를 2개의 워드로 분할하도록 적절한 방식을 결정한다.

명령은 오퍼랜드 스택상에 로컬 변수 값을 로드하여 오퍼랜드 스택으로부터 로컬 변수내로 값을 기억하기 위해 제공되어

있다.

1.4 오퍼랜드 스택(The Operand Stack)

컴퓨터 명령은 오퍼랜드 스택, 그들의 연산 및 스택으로의 결과 복귀로부터 오퍼랜드를 모두 취한다. 우리는 인텔 486 마

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약간 또는 불규칙 레지스터를 구비한 컴퓨터상에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쉽게 에뮬레이트 하도록 스

택 조직을 선택하였다.

오퍼랜드 스택은 32비트 폭이다. 매서드에 대한 매개 변수를 패스하여 얻어진 매서드를 수신할 뿐만 아니라 연산에 대한

변수를 공급하여 얻어진 연산을 세이브하도록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면, 명령 iadd 의 실행은 2개의 정수를 함께 가산한다. 2개의 정수는 이전 명령에 의해 푸시된 오퍼랜드 스택상의 2

개의 최상위 워드인 것을 기대한다. 양 정수는 스택, added 및 오퍼랜드 스택상에 푸시된 그들의 합으로부터 팝된다. 보조

계산기가 오퍼랜드 스택상에 위치될 수 있으며 단일 오퍼랜드의 결과는 다음 계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초기 데이터 타입는 그 타입의 오퍼랜드상에서 어떻게 연산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특정 명령을 가진다. 각 오퍼랜

드는 2개의 위치를 요구하는 배정도 이중 오퍼랜드를 이상하고는 스택상의 단일위치를 요구한다.

오퍼랜드는 그들의 타입에 적합한 오퍼레이터로 연산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2개의 오퍼랜드를 푸시하여 그들을 길게

처리하면 비합법적으로 된다. 이 제한은 바이트코드 입증자에 의해 선의 구현에서 강요된다. 그러나, 작은 수의 연산(dup

연산부호s and swap)은 타입에 관계없이 주어진 폭의 열 값으로서 실행시간 데이터 영역으로 연산한다.

가상 머신 명령의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오퍼랜드 스택상의 명령의 실행 효과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성장하는 스택을 구비

한 그대로 표현되며, 각각은 32비트 워드로 분리되어 표현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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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 ..., value1, value2 ⇒ ..., value3

연산의 바로 밑의 value1을 구비한 스택의 최상에 value2를 갖는 것에 의해 연산이 시작된다. 명령 실행의 결과로써,

value1 및 value2 는 스택으로부터 팝되며 명령에 의해 계산되어진 value3 으로 대체된다. 생략으로 표현된 스택의 나머

지는 명령의 실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배정도 및 이중 타입는 오퍼랜드상에 2개의 32비트 워드를 취한다:

stack: ..., ⇒ ..., value-word1, value-word2

이 명세서는 2개의 워드가 어떻게 64비트의 배정도 또는 이중 값으로부터 선택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으며 단지 내부적으

로 일정한 특정 구현만이 필요하다.

1.5 실행 환경(Execution Environment)

명령 환경내에 포함된 정보는 동적 연결, 정상 매서드 복귀 및 이상 전파에 사용된다.

1.5.1 동적 연결(Dynamic Linking)

실행 환경은 매서드 코드의 동적 연결을 지원하는 현재 매서드 및 현재 클래스를 위해 해석자 기호 테이블에 레퍼런스를

포함한다. 클래스는 호출되어지는 매서드에 대한 매서드를 위한 코드를 파일하며 부호로 액세스되어지도록 가변될 수 있

다. 동적 연결은 동적 매서드 호출로 부호화 매서드 호출을 번역하며 아직 규정되지 않은 부호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클래

스를 로딩하며, 이들 가변의 실행 시간과 결합된 기억 구조에서 적절한 오프셋으로 가변 액세스를 변환한다.

이 매서드와 변형의 늦은 결합은 이 코드를 중단하는 매서드를 사용하는 다른 클래스로 변경된다.

1.5.2 정상 매서드 복귀(Normal Method Return)

현재 매서드의 실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값은 호출 매서드로 복귀된다. 이는 호출 매서드가 복귀 타입로 적절한

복귀 명령을 실행시킬 때 발생된다.

실행 환경은 매서드 호출 명령을 스킵하도록 적절하게 증가된 호출기의 카운터 프로그램을 구비한 호출기의 레지스터를

재기억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실행은 그후 호출 매서드의 실행 환경으로 연속된다.

1.5.3 이상 및 에러 전파(Exception and Error Propagation)

버릴 수 있는 서브클래스의 에러 또는 이상으로서 JAVA에서 알려진 이상 조건은 이하의 이유로 인해 일어난다:

필요한 클래스 파일을 찾는데 실패한 것과 같은 동적 연결 실패;

널 포인터를 통한 레퍼런스와 같은 실행시간 에러;

다른 스레드로부터 Thread.stop로 기동하는 것과 같은 비동기 사건; 및

기동 상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상이 발생할 때:

현재 매서드와 결합된 catch clauses 의 리스트가 검사된다. 각 캐시 구는 동적을 위해 명령 범위를 기술하고 조정하도록

이상의 타입를 기술하며, 그를 조정하도록 코드의 어드레스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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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이상이 적절한 명령 범위내에 있고 이상 타입가 캐시 구를 조정하는 제와 타입의 서브타입를 일으키면 이상은 캐시

구를 매치한다. 매칭 캐시 구이 발견되었다면, 시스템은 특정 조정기에 분기된다. 조정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처리는 현

재 매서드의 네스트된 모든 캐시 구가 소비될 때까지 반복된다.

리스트의 캐시 구의 오더는 중요하다. 가상 머신 실행은 첫 번째 매칭 캐시 구에 연속한다. JAVA 코드가 구성되었기 때문

에 어떠한 프로그램 카운터 값에 대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발생시키는 이상에 대해 바람직한(응용가능성을 포함하고 있

는 최내부) 이상 조정자를 찾기 위한 선형 오더에서 검색될 수 있는 단일 리스트로 한가지 매서드에 대해 모든 이상 조정자

를 소트하는 것이 가능하다. 캐시 구 매칭이 없다면 현재 매서드는 그의 결과로써 캐치되지 않은 이상을 가진다. 상기 매서

드의 실행 상태가 호출되며 이 매서드는 실행 환경으로부터 재기억되며, 이 호출기에서 발생된 이상을 통하여 실행의 전파

는 연속된다.

1.5.4 추가 정보(Additinal Information)

실행 환경은 디버깅 정보와 같은 추가의 구현-특정 정보로 확장될 수 있다.

1.6 가비지 수집 히프(Garbage Collected Heap)

JAVA 히프는 할당된 클래스 예시(오브젝트)로부터의 실행시간 데이터 영역이다. JAVA 언어는 무가치하게 수집되도록 설

계되어 있어 프로그래머에게 명백하게 이 오브젝트를 미할당하는 능력을 주지 않는다. JAVA 언어는 무가치한 수집의 어

떠한 특정 종류를 미리 제한하지 않으며: 다양한 알고리즘이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1.7 매서드 영역(Method Area)

매서드 영역은 종래의 언어에서의 컴파일된 코드에 대한 기억 또는 UNIX 프로세서에서의 텍스트 세그먼트에 대해 아날로

그적이다. 이는 매서드 코드(컴파일된 JAVA 코드)와 기호 데이터를 기억한다. 현재 JAVA 구현에 있어서, 매서드 코드는

미래에 공개 계획되어 있지만 무가치한 수집 힙의 일부분은 아니다.

1.8 JAVA 명령 세트(The JAVA Instruction Set)

JAVA 명령 세트내의 명령은 실행되어지는 연산을 특정화하는 1바이트 연산부호 및 연산에 의해 사용되어질 매개 변수 또

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0 이상의 operands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명령은 오퍼랜드가 없으며, 단지 연산부호로만 구성되어

있다.

가상 머신 실행의 내부 루프가 효과적이다:

do {

연산부호형 패치

연산부호 값에 따른 작용 실행

} while(할 것이 더 있음);

추가 오퍼랜드의 수 및 크기는 연산부호에 의해 판정된다. 추가 오퍼랜드가 크기내에 1바이트 이상이면, big-endian 오더

-high order byte first에 기억되어 있다. 예를 들면, 16비트 변수는 이하의 값의 2바이트로써 기억되어 있다:

first＿byte * 256 + second＿byte

바이트코드 명령 스트림은 그들의 명령내에 4바이트 2진수로 정렬되는 테이블스위치와 룩업스위치 명령인 실행을 구비한

단지 바이트 정열이다.

이들 결정은 컴파일된 조밀한 JAVA 프로그램에 대한 가상 머신 코드를 유지하고 실행의 어떤 가능한 비용을 콤팩트화하

는 의식 바이어스를 굴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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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한(Limitation)

클래스당 상수 풀은 65535의 최대 엔트리를 가진다. 이는 단일 클래스의 전체 복잡성의 내부 한정으로서 작용한다.

매서드당 코드의 양은 이상 테이블, 라인보호 테이블 및 로컬 변수 테이블내의 코드의 인덱스의 크기에 의해 65535 바이

트로 한정되어 있다.

이 한정에서, 주해의 오직 다른 한정은 255로 한정된 매서드 호출내의 동의 워드수이다.

2. 클래스 파일 포맷(Class File Format)

이 장은 JAVA 클래스(.class) 파일 포맷을 기술한다.

각 클래스 파일은 JAVA 클래스 또는 JAVA 인터페이스의 컴파일된 버전을 포함한다. 컴파일 JAVA 인터페이스는 이하의

명세서에 따르는 모든 클래스 파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JAVA 클래스 파일은 8비트 바이트의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16비트와 32비트 모두는 각각 16비트 또는 32비트 바이

트로 읽혀지는 것에 의해 구성된다. 바이트는 high gytes come first인 네트워크(big-endian)오더와 함께 결합되어 있다.

이 포맷은 JAVA.io.DataInput과 JAVA.io.DataOutput 인터페이스 및 JAVA.io.DataInputStream과

JAVA.io.DataOutpotStream과 같은 클래스로 지원된다.

클래스 파일 포맷은 구조 표기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구조내의 연속 충전되는 삽입 어구 또는 정렬 없이 외부적으로 표현

되어 나타난다. 가변 크기 어레이, 가변 크기 요소는 종종 호출된 테이블이며 이들 구조내의 공통 위치이다.

타입 u1, u2 및 u4는 readUnsignedByte, readUnsignedShort 및 JAVA.io.DataInput 인터페이스의 readInt와 같은 매서

드에 의해 읽혀지는 부호 없는 1-, 2-, 또는 4바이트 양을 각각 의미한다.

2.1 포맷(Format)

다음의 의사-구조(pseudo-structure)는 클래스 파일의 포맷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ClassFile {

u4 magic;

u2 minor_version;

u2 major_version;

u2 constant_pool_count;

cp_info constant_pool[constant_pool_count-1];

u2 access_flags;

u2 this class;

u2 super_class;

u2 interfaces_count;

u2 interfaces[interfaces_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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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fields_count;

field_info fields[fields_count];

u2 methods_count;

method_info methods[methods_count];

u2 attributes_count;

attribute_info attribute[attribute_count];

}

magic

이 필드는 0xCAFEBABE 값을 가져야 한다.

minor_version, major_version

이 필드들은 이러한 클래스 파일을 생성한 JAVA 컴파일러의 버전 번호를 포함한다. 가상 머신의 구현은 일반적으로 특정

메이저 버전번호의 마이너 버전번호 0-n의 일부 범위를 지원할 것이다. 만일 마이너 버전번호가 증가되면, 새로운 코드는

구 가상 머신상에서 실행하지 않을 것이지만, 최대 n+1 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 머신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주 버전 번호의 변경은 어떠한 매서드로 구 메이저 버전을 지원할 수 없는 다른 가상 머신를 요구하는 메이저 비호환성 변

경을 나타낸다.

현재 메이저 버전번호는 45이고; 현재 마이너 버전번호는 3이다.

constant_pool_count

이 필드는 클래스 파일내 상수 풀내 엔트리의 개수를 나타낸다.

constant_pool

상수 풀은 값의 테이블이다. 이들 값은 클래스 구조 또는 코드에 의해 언급되는 여러 문자열 상수, 클래스명, 필드명등이

된다.

constant_pool[0]은 항상 컴파일러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어떠한 목적으로 구현에 사용될 수 있다.

constant_pool[0] 엔트리 1 내지 constant_pool_count-1의 각각은 2.3장에 설명된 바와 같은 제 1 "태그" 바이트로 포맷

이 주어지는 가변 길이 엔트리이다.

access_flags

이 필드는 클래스, 매서드 및 필드 선언에 사용된 최대 16 변경자의 마스크를 포함하고 있다. 후술된 field_info 및

method_info의 유사한 필드상에서 동일한 인코딩이 사용된다. 다음에 인코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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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_class

이 필드는 상수 풀내 인덱스이다; constant_pool[this_class]는 CONSTANT_class이어야 한다.

super_class

이 필드는 상수 풀내 인덱스이다. 만일 super_class의 값이 제로가 아니라면, constant_pool[super_class]는 클래스이어

야 하고, 상수 풀내에 이러한 클래스의 수퍼클래스의 인덱스를 제공한다.

만일 super_class의 값이 제로라면, 정의되는 클래스는 JAVA.lang.Object이어야 하고, 어떠한 수퍼클래스도 가져서는 안

된다.

interfaces_count

이 필드는 이 클래스가 구현하는 인터페이스의 개수를 제공한다.

interfaces

이 테이블내 각각의 값은 상수 풀내 인덱스이다. 만일 테이블 값이 제로가 아니라면(0≤i<interfaces_count인 경우

interface[i]!=0), constant_pool[interfaces[i]]는 이 클래스가 구현하는 인터페이스이어야 한다.

fields_count

이 필드는 이 클래스에 의해 정의된 동적 및 정적 모두의 예시 변수의 개수를 제공한다. 상기 필드 테이블은 이 클래스에

의해 묵시적으로 정의되는 변수만을 포함한다. 그것은 이 클래스로부터 액세스 가능하지만 수퍼클래스로부터 상속되는 그

들 예시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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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이블내 각각의 값은 좀더 완벽한 상기 클래스내 필드의 설명이 된다. field_info 구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2.4 장을 참고하라.

methods_count

이 필드는 이 클래스에 의해 정의된 정적 및 동적 매서드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 테이블은 이 클래스에 의해 묵시적으로 정

의되는 매서드만을 포함한다. 상속된 매서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methods

이 테이블내 각각의 값은 좀더 완벽한 상기 클래스내 매서드의 설명이 된다. method_info 구조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

면 2.5장을 참고하라.

attributes_count

이 필드는 이 클래스에 관한 추가 속성의 개수를 나타낸다.

attributes

클래스는 그것과 관련된 임의의 개수의 선택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인지된 클래스 속성만이 "SourceFile" 속성이

되고, SourceFile 속성은 이 클래스 파일이 컴파일된 소스 파일명을 나타낸다.

2.2 기호(signatures)

기호는 어레이, 필드 또는 매서드의 타입를 나타내는 문자열이다.

기호 필드는 변수의 값 또는 기능에의 인수의 값을 나타낸다. 그것은 다음의 문법에 의해 생성된 일련의 바이트가 된다 :

<field_signature> ::= <field_type>

<field_type> ::= <base_type>|<object_type>|<array_type>

<base_type> ::= B|C|D|F|I|J|S|Z

<object_type> ::= L<fullclassname>;

<array_type> ::= <optional_size><field_type>

<optional_size> ::= [0-9]

기본 타입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B byte 지정된 바이트

C char 문자

D double 배정도 IEEE 부동수

F float 단정도 IEEE 부동수

I int 정수

J long 배정도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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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ullclassname>; ... 주어진 클래스의 오브젝트

S short 지정된 단정도수

Z boolean 참 또는 거짓

[<field sig> ... 어레이

반환 타입 기호는 매서드로부터의 값의 반환을 나타낸다. 그것은 다음의 문법에 따른 일련의 바이트가 된다:

<return_signature> ::= <field_type> | V

문자 V는 매서드가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으면, 기호는 반환값의 타입를 나타낸다.

인수 기호는 매서드로 통과된 인수를 나타낸다:

<argument_signature> ::= <field_type>

매서드 기호는 매서드가 원하는 인수 및 매서드가 반환하는 값을 나타낸다.

<method_signature> ::= (<arguments_signature>)<return_signature>

<arguments_signature> ::= <argument_signature>*

2.3 상수 풀(Constant Pool)

상수 풀내 각각의 아이템은 1바이트 태그로 시작한다. 아래의 테이블은 유효 태그 및 그 값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의 태그 바이트는 지정 상수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바이트에 따른다.

2.3.1 CONSTANT_Class

CONSTANT_Class는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기 위해 제공된다.

CONSTANT_Class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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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 tag;

u2 name_index;

}

tag

태그는 CONSTANT_Class 값을 가질 것이다.

name_index

constant_pool[name_index]는 클래스의 문자열 명을 제공하는 CONSTANT_Utf8이다.

어레이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연산부호 anewarray 및 multianewarray는 상수 풀내 CONSTANT_Class 아이템을 통해

어레이 "classes"을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클래스명은 그 기호가 된다. 예를 들어, int[][]를 위한 클래스명은 [[I ,

Thread[]를 위한 클래스명은 " [LJAVA.lang.Thread; "가 된다.

2.3.2 CONSTANT_{Fieldref,Methodref,InterfaceMethodref}

필드, 매서드 및 인터페이스 매서드는 유사한 구조에 의해 표현된다.

CONSTANT_Fieldref_info {

u1 tag;

u2 class_index;

u2 name_and_type_index;

}

CONSTANT_Methodref_info {

u1 tag;

u2 class_index;

u2 name_and_type_index;

}

CONSTANT_InterfaceMethodref_info {

u1 tag;

u2 class_index;

u2 name_and_type_index;

}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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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는 CONSTANT_Fieldref,CONSTANT_Methodref,CONSTANT_InterfaceMethodref 값을 가질 것이다.

class_index

constant_pool[class_index]는 필드 또는 매서드를 내포하는 인터페이스 또는 클래스명을 제공하는 CONSTANT_Class

타입의 엔트리가 될 것이다.

CONSTANT_Fieldref 및 CONSTANT_Methodref에서, CONSTANT_Class 아이템은 실제 클래스가 되어야 한다.

CONSTANT_InterfaceMethodref에서, 아이템은 제공된 매서드를 구현하기 위해 지원하는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한다.

name_and_type_index

constant_pool[name_and_type_index]는 CONSTANT_NameAndType 타입의 엔트리가 될 것이다. 이 상수 풀 엔트리

는 필드 또는 매서드의 기호 및 이름을 나타낸다.

2.3.3 CONSTANT_String

CONSTANT_String은 짜여진 타입의 문자열의 상수 오브젝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CONSTANT_String_info {

u1 tag;

u2 string_index;

}

tag

태그는 CONSTANT_String 값을 가질 것이다.

string_index

constant_pool[string_index]는 문자열 오브젝트가 초기화되는 값을 제공하는 CONSTANT_utf8 문자열이다.

2.3.4 CONSTANT_Integer 및 CONSTANT_Float

CONSTANT_Integer 및 CONSTANT_Float는 4바이트 상수를 나타낸다.

CONSTANT_Integer_info {

u1 tag;

u4 bytes;

}

CONSTANT_Float_info {

u1 tag;

u4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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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태그는 CONSTANT_Integer 또는 CONSTANT_Float 값을 가질 것이다.

bytes

정수에서, 4바이트가 정수값이 된다. 실수에서, 그들은 IEEE 754 표준 표시의 부동소수점값이다. 이들 바이트는 네트워크

순서(높은 바이트 먼저)에 따른다.

2.3.5 CONSTANT_Long 및 CONSTANT_Double

CONSTANT_Long 및 CONSTANT_Double는 8바이트 상수를 나타낸다.

CONSTANT_Long-info {

u1 tag;

u4 high_bytes;

u4 low_bytes;

}

CONSTANT_Double_info {

u1 tag;

u4 high_bytes;

u4 low_bytes;

}

모든 8바이트 상수는 상수 풀내 두 개 스폿을 차지한다. 만일 이것이 상수 풀내에서 nth 아이테이라면, 다음 아이템은 n+2

로 번호가 매겨질 것이다.

tag

태그는 CONSTANT_Long 또는 CONSTANT_Double 값을 가질 것이다.

high_bytes, low_bytes

CONSTANT_Long에서, 64비트 값은 (high_bytes << 32) +low_bytes가 된다.

CONSTANT_Double에서, 64비트 값의 high_bytes 및 low_bytes는 함께 표준 IEEE 754 표시의 배정도 부동소수점수를

나타낸다.

2.3.6 CONSTANT_NameAndType

CONSTANT_NameAndType은 그것이 속하는 클래스를 나타내지 않고서 필드 또는 매서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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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_NameAndType_info {

u1 tag;

u2 name_index;

u2 signature_index;

}

tag

태그는 CONSTANT_NameAndType 값을 가질 것이다.

name_index

constant_pool[name_index]는 필드 또는 매서드명을 제공하는 CONSTANT_Utf8 문자열이다.

signature_index

constant_pool[signature_index]는 필드 또는 매서드의 기호를 제공하는 CONSTANT_Utf8 문자열이다.

2.3.7 CONSTANT_Utf8 및 CONSTANT_Unicode

CONSTANT_Utf8 및 CONSTANT_Unicode는 상수 문자열 값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CONSTANT_Utf8 문자열은 비어있지 않은 ASCII 문자만을 내포하는 문자열이 문자당 1바이트만을 사용하여 표시될 수

있도록 "엔코드"되지만, 최대 16비트의 문자까지 표시될 수 있다.

0x0001 내지 0x007F 범위내 모든 문자들은 하나의 바이트로 표시된다:

빈 문자(0x0000) 및 0x0080 내지 0x07FF 범위의 문자는 한 쌍의 두 개 바이트로 표시된다.

0x0800 내지 0xFFFF 범위의 문자는 3바이트로 표시된다:

이러한 포맷과 "표준" UTF-8 포맷간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빈 바이트(0x00)는 1바이트보다 2바이트 포맷으로

인코드되어, 문자열이 빈 곳을 갖지 않도록 한다. 둘째, 1바이트, 2바이트 및 3바이트 포맷만이 사용된다. 더 긴 포맷은 인

식하지 않는다.

CONSTANT_Utf8_info {

u1 tag;

u2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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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 bytes[length];

}

CONSTANT_Unicode_info {

u1 tag;

u2 length;

u2 bytes[length];

}

tag

태그는 CONSTANT_Utf8 또는 CONSTANT_Unicode 값을 가질 것이다.

length

문자열내 바이트의 수. 이들 문자열은 종료된 빈곳이 아니다.

bytes

문자열의 실제 바이트.

2.4 Fields

각각의 필드를 위한 정보는 즉시 클래스 파일내 field_count 필드에 이어진다. 각각의 필드는 가변 길이 field_info 구조에

의해 설명된다. 이 구조의 포맷은 다음과 같다:

field_info {

u2 access_flags;

u2 name_index;

u2 signature_index;

u2 attributes_count;

attribute_info attributes[attribute_count];

}

access_flags

이것은 다양한 특성 및 그들이 다른 클래스에서 매서드에 의해 액세스할 수 있는 매서드를 설명하기 위해 클래스, 매서드

및 필드에 의해 사용된 한 세트의 16 플래그이다.

필드를 위해 설정될 수 있는 가능한 필드로 ACC_PUBLIC, ACC_PRIVATE, ACC_PROTECTED, ACC_STATIC, ACC_

FINAL, ACC_VOLATILE, 및 ACC_TRANSIEN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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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ACC_PUBLIC, ACC_PROTECTED 및 ACC_PRIVATE중의 하나는 어떠한 매서드를 위해 설정될 수 있다.

name_index

constant_pool[name_index]는 필드명인 CONSTANT_Utf8 문자열이다.

signature_index

constant_pool[signature_index]는 필드 기호인 CONSTANT_Utf8 문자열이다. 기호에 관한 추가정보를 얻으려면 "기

호" 장을 참고하라.

attributes_count

이 값은 이 필드에 관한 추가 속성의 수를 나타낸다.

attributes

필드는 그것과 관련된 임의의 수의 선택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인지된 필드 속성만이 "ConstantValue" 속성이 되

고, ConstantValue 속성은 이 필드가 스태틱 상수임을 나타내고, 그 필드의 상수값을 나타낸다.

어떠한 다른 속성은 스킵된다.

2.5 Methods

각각의 매서드를 위한 정보는 즉시 클래스 파일내 method_count 필드에 이어진다. 각각의 매서드는 가변 길이 method_

info 구조에 의해 설명된다. 구조는 다음의 포맷을 갖는다:

method_info {

u2 access_flags;

u2 name_index;

u2 signature_index;

u2 attributes_count;

attribute_info attributes[attribute_count];

}

access_flags

이것은 다양한 특성 및 그들이 다른 클래스에서 매서드에 의해 액세스할 수 있는 매서드를 설명하기 위해 클래스, 매서드

및 필드에 의해 사용된 한 세트의 16 플래그이다. 이 필드내에 다양한 비트를 제공하는 "Access Flags" 테이블 참조.

매서드를 위해 설정될 수 있는 가능한 필드로 ACC_PUBLIC, ACC_PRIVATE, ACC_PROTECTED, ACC_STATIC,

ACC_FINAL, ACC_SYNCHRONIZED, ACC_NATIVE 및 ACC_ABSTRACT가 있다.

적어도 ACC_PUBLIC, ACC_PROTECTED 및 ACC_PRIVATE중의 하나는 어떠한 매서드를 위해 설정될 수 있다.

name_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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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_pool[name_index]는 매서드명을 제공하는 CONSTANT_Utf8 문자열이다.

signature_index

constant_pool[signature_index]는 필드 기호를 제공하는 CONSTANT_Utf8 문자열이다. 기호에 관한 추가정보를 얻으

려면 "기호" 장을 참고하라.

attributes_count

이 값은 이 필드에 관한 추가 속성의 수를 나타낸다.

attributes

필드는 그것과 관련된 임의의 수의 선택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각각의 속성은 이름 및 다른 추가 정보를 갖는다. 현재, 인

지된 필드 속성만이 "Code" 및 "Exceptions" 속성이 되고, Code 및 Exceptions 속성은 각각 이 매서드를 수행하기 위해

실행되는 바이트코드 및 매서드의 실행 결과가 되도록 선언되는 JAVA 예외들을 설명한다.

어떠한 다른 속성은 스킵된다.

2.6 Attributes

속성은 클래스 포맷내 여러 다른 위치에서 사용된다. 모든 속성은 다음과 같은 포맷을 갖는다:

GenericAttribute_info {

u2 attribute_name;

u4 attribute_length;

u1 info[attribute_length];

}

attribute_name은 클래스의 상수 풀내 16비트 인덱스이다; constant_pool[attribute_name]의 값은 속성명을 제공하는

CONSTANT_Utf8 문자열이다. 필드 attribute_length는 잇따른 정보의 길이를 바이트로 나타낸다. 이 길이는 6바이트의

attribute_name 및 attribute_length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의 텍스트에서, 속성을 받아들일 때마다 현재 이해되는 속성명을 제공한다. 앞으로, 속성이 좀더 추가될 것이다. 클래

스 파일 리더(reader)는 스킵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속성내 정보는 무시한다.

2.6.1 SourceFile

"SourceFile" 속성은 다음의 포맷을 갖는다:

SourceFile_attribute {

u2 attribute_name_index;

u4 attribute_length;

u2 sourcefile_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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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_name_index

constant_pool[attribute_name_index]는 CONSTANT_Utf8 문자열 "SourceFile"이다.

attribute_length

SourceFile_attribute의 길이는 2이어야 한다.

sourcefile_index

constant_pool[sourcefile_index]는 이 클래스 파일이 컴파일된 소스 파일을 제공하는 CONSTANT_Utf8 문자열이다.

2.6.2 ConstantValue

"ConstantValue" 속성은 다음의 포맷을 갖는다:

ConstantValue_attribute {

u2 attribute_name_index;

u4 attribute_length;

u2 constantvalue_index;

}

attribute_name_index

constant_pool[attribute_name_index]는 CONSTANT_Utf8 문자열 "ConstantValue"이다.

attribute_length

ConstantValue_attribute의 길이는 2이어야 한다.

constantvalue_index

constant_pool[constantvalue_index]는 이 필드를 위한 상수값을 제공한다.

상수 풀 엔트리는 다음의 테이블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드에 적절한 타입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2.6.3 Code

"Code" 속성은 다음의 포맷을 갖는다:

Code_attrib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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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attribute_name_index;

u4 attribute_length;

u2 max_stack;

u2 max_locals;

u4 code_length;

u1 code[code_length];

u2 exception_table_length;

{ u2 start_pc;

u2 end_pc;

u2 handler_pc;

u2 catch_type;

} exception_table[exception_table_length];

u2 attributes_count;

attribute_info attributes[attribute_count];

}

attribute_name_index

constant_pool[attribute_name_index]는 CONSTANT_Utf8 문자열 "Code"이다.

attribute_length

이 필드는 초기 6바이트를 제외한 "Code" 속성의 전체 길이를 나타낸다.

max_stack

이 매서드의 실행동안 사용될 오퍼랜드 스택상의 최대 엔트리 수. 오퍼랜드 스택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본 명세서

내 다른 장을 참조.

max_locals

이 매서드에 의해 사용된 로컬 변수 슬롯의 수. 로컬 변수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본 명세서내 다른 장을 참조.

code_length

이 매서드를 위한 가상 머신 코드내 바이트의 수.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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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상기 매서드를 구현하는 가상 머신 코드의 실제 바이트이다. 메모리를 읽을 경우, 만일 코드의 제 1 바이트가 4 다

중 경계상에서 정렬되면, 연산부호 엔트리 tableswitch 및 tablelookup는 정렬될 것이다; 정렬 요구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그것에 관한 설명 참조.

exception_table_length

다음의 예외 테이블내 엔트리의 수.

exception_table

예외 테이블내 각각의 엔트리는 상기 코드내 하나의 예외 처리기를 설명한다.

start_pc, end_pc

두 개 fieldsstart_pc 및 end_pc는 예외 처리기가 활동중인 코드내 범위를 나타낸다. 양쪽 필드의 값은 코드의 시작으로부

터의 오프셋(offsets)이 된다. start_pc는 포함되고, end_pc는 제외된다.

handler_pc

이 필드는 예외 처리기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필드값은 코드의 시작으로부터의 오프셋이 된다.

catch_type

만일 catch_type이 제로가 아니라면, constant_pool[catch_type]은 이러한 예외 처리기가 파악하도록 설계되는 예외 클

래스가 될 것이다. 이 예외 처리기는 만일 실행된 예외가 주어진 클래스의 예가 되는 경우에만 호출되어야 한다.

만일 catch_type이 제로라면, 이 예외 처리기는 모든 예외에서 호출되어야 한다.

attributes_count

이 필드는 코드에 관한 추가 속성의 수를 나타낸다. "Code" 속성은 그 자신이 속성을 가질 수 있다.

attributes

"Code" 속성은 그것과 관련된 임의의 선택적 속성의 수를 가질 수 있다. 각각의 속성은 이름 및 다른 추가 정보를 갖는다.

현재, 정의된 코드 속성은 "LineNumberTable" 및 "LocalVariableTable"만이고, 양쪽 모두 디버깅 정보를 포함한다.

2.6.4 예외 테이블(Exception Table)

이 테이블은 매서드가 실행하기로 선언하는 예외를 나타내는 컴파일러에 의해 사용된다.

Exceptions_attribute {

u2 attribute_name_index;

u4 attribute_length;

u2 number_of_exceptions;

u2 exception_index_table[number_of_exce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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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_name_index

constant_pool[attribute_name_index]는 CONSTANT_Utf8 문자열 "Exceptions"가 될 것이다.

attribute_length

이 필드는 초기 6바이트를 제외한 Exceptions_attribute의 전체 길이를 나타낸다.

number_of_exceptions

이 필드는 다음의 예외 인덱스 테이블내 엔트리의 수를 나타낸다.

exception_index_table

이 테이블내 각각의 값은 상수 풀내 인덱스이다. 각각의 테이블 요소에서, (0 ≤ I < number_of_exceptions인 경우

exception_index_table[i]!=0)이면, constant_pool[exception_index+table[i]]는 이 클래스가 실행하도록 선언하는

예외가 된다.

2.6.5 LineNumberTable

이 속성은 가상 머신 코드의 부분이 상기 소스내 주어진 위치에 대응하도록 결정하기 위해 디버거 및 예외 처리기에 의해

사용된다. LineNumberTable_attribute는 다음의 포맷을 갖는다:

LineNumberTable_attribute {

u2 attribute_name_index;

u4 attribute_length;

u2 line_number_table_length;

{ u2 start_pc;

u2 line_number;

} line_number_table[line_number_table_length];

}

u2 exception_index_table[number_of_exceptions];

}

attribute_name_index

constant_pool[attribute_name_index]는 CONSTANT_Utf8 문자열 "LineNumberTable"가 될 것이다.

attribute_length

이 필드는 초기 6바이트를 제외한 LineNumberTable_attribute의 전체 길이를 나타낸다.

line_number_table_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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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드는 다음의 라인 개수 테이블내 엔트리의 수를 나타낸다.

line_number_table

라인 개수 테이블내 각각의 엔트리는 소스 파일내 라인 수가 코드내 주어진 지점에서 변경되는 것을 나타낸다.

start_pc

이 필드는 소스내 새로운 라인을 위한 코드가 시작하는 코드내 위치를 나타낸다. source_pc <<SHOULD THAT

BEstart_pc?>>는 코드의 시작으로부터의 오프셋이다.

line_number

파일내 주어진 위치에서 시작하는 라인 수.

2.6.6 LocalVariableTable

이 속성은 매서드의 동적 실행동안 주어진 로컬 변수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디버거에 의해 사용된다.

LocalVariableTable_attribute의 포맷은 다음과 같다:

LocalVariableTable_attribute {

u2 attribute_name_index;

u4 attribute_length;

u2 local_variable_table_length;

{ u2 start_pc;

u2 length;

u2 name_index;

u2 signature_index;

u2 slot;

} local_variable_table[local_variable_table_length];

}

attribute_name_index

constant_pool[attribute_name_index]는 CONSTANT_Utf8 문자열 "LocalVariableTable"가 될 것이다.

attribute_length

이 필드는 초기 6바이트를 제외한 LineNumberTable_attribute의 전체 길이를 나타낸다.

local_variable_table_length

이 필드는 다음의 로컬 변수 테이블내 엔트리의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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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_variable_table

로컬 변수 테이블내 각각의 엔트리는 로컬 변수가 값을 갖는 동안 그 코드 범위를 나타낸다. 그것은 또한 스택에서 변수가

발견될 수 있는 값을 나타낸다.

start_pc, length

주어진 로컬 변수는 start_pc와 start_pc+length 사이의 코드에서 값을 갖는다. 두 값 모두 코드의 시작으로부터의 오프

셋이 된다.

name_index, signature_index

constant_pool[name_index] 및 constant_pool[signature_index]는 로컬 변수의 이름과 기호를 제공하는

CONSTANT_Utf8 문자열이다.

slot

주어진 변수는 매서드의 프레임내 slotth 로컬 변수가 될 것이다.

3. 가상 머신 명령 세트(The Virtual Machine Instruction Set)

3.1 명령을 위한 포맷

JAVA 가상 머신 명령어는 본 명세서에서 다음 타입의 엔트리로 표현된다.

instruction name

명령의 간단한 설명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value3

명령의 기능을 설명하고, 실행동안 실시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를 나타내는 longer description.

구문 테이블내 각각의 라인은 단일 8비트 바이트를 나타낸다.

JAVA 가상 머신의 연산은 종종 스택으로부터 그들의 오퍼랜드를 취하고, 스택상에 다시 그 결과를 집어넣는다. 규칙으로

서, 본 명세서에서는 스택이 연산의 소스 또는 종단이 되는 경우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언급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명령 iload 는 "로컬 변수로부터 정수를 로드"하라는 짧은 설명을 갖는다. 묵시적으로, 정수는 스택

으로 로드된다. 명령 iadd 는 "정수 덧셈"으로 설명된다; 그 소스 및 종단 모두 스택이 된다.

계산의 제어 흐름에 영향을 주지않는 명령은 다음의 명령의 연산부호로 가상 머신 프로그램 카운터를 항상 전진시키는 것

으로 가정될 수 있다. 제어 흐름에 영향을 주는 명령만이 프로그램 카운터상에서 그들이 갖는 효과를 묵시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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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택상으로 상수 푸시(Pushing Constants onto the Stack)

bipush

1바이트 부호 달린 정수 푸시

구문:

스택: ...=> ..., value

byte1은 부호 달린 8비트 값으로 해석된다. 이 value 는 정수로 확장되고,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sipush

2바이트 부호 달린 정수 푸시

구문:

스택: ... => ..., item

byte1 및 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value 로 어셈블된다. 이 value 는 정수로 확장되고,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ldc1

상수 풀로부터 아이템 푸시

구문:

스택: ... => ..., item

indexbyte1은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기호되지 않은 8비트 인덱스로서 사용된다. 그 인덱스에서의 item 은 해결되고,

스택으로 푸시된다. 만일 문자열이 푸시되고 있고, 그것을 할당하기에 충분한 메모리가 없다면, OutOfMemoryError가 기

동된다.

주의: 문자열 푸시는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하게 한다.

ldc2

상수 풀로부터 아이템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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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스택: ... => ..., item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 기호되지 않은 16비트 인덱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인덱

스에서의 item 은 해결되고 스택으로 푸시된다. 만일 문자열이 푸시되고 있고, 그것을 할당하기에 충분한 메모리가 없다

면, OutOfMemoryError가 기동된다.

주의: 문자열 푸시는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하게 한다.

ldc2w

상수 풀로부터 long 또는 double 푸시

구문:

스택: ... => ..., constant-word1, constant-word2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 기호되지 않은 16비트 인덱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인덱

스에서의 2 워드 constant 는 해결되고 스택으로 푸시된다.

aconst_null

비어있는 오브젝트 레퍼런스 푸시

구문:

스택: ... => ..., null

빈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스택으로 푸시.

iconst_m1

정수 constant-1 푸시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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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 ..., 1

integer-1을 스택으로 푸시.

iconst_<n>

정수 상수 푸시

구문:

스택: ... => ..., <n>

타입: iconst_0 = 3, iconst_1 = 4, iconst_2 = 5, iconst_3 = 6, iconst_4 = 7, iconst_5 = 8

정수 <n>을 스택으로 푸시.

lconst_<l>

배정도 정수 상수 푸시

구문:

스택: ... => ..., <l>-word1, <l>-word2

타입: lconst_0 = 9, lconst_1 = 10

배정도 정수 <l>을 스택으로 푸시.

fconst_<f>

단정도 부동소수점 푸시

구문:

스택: ... => ..., <f>

타입: fconst_0 = 11, fconst_1 = 12, fconst_2 = 13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 <f>을 스택으로 푸시.

dconst_<d>

배정도 부동소수점 푸시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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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 ..., <d>-word1, <d>-word2

타입: dconst_0 = 14, dconst_1 = 15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 <d>을 스택으로 푸시.

3.3 스택상으로 로컬 변수 로딩(Loading Local Variables Onto the Stack)

lload

로컬 변수로부터 정수 로드

구문:

스택: ... => ..., value

현재 JAVA 프레임내 vindex에서의 로컬 변수의 value 는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iload_<n>

로컬 변수로부터 정수 푸시

구문:

스택: ... => ..., value

타입: iload_0 = 26, iload_1 = 27, iload_2 = 28, iload_3 = 29

현재 JAVA 프레임내 <v>에서의 로컬 변수의 value 은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이 명령은 오퍼랜드 <n>이 묵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n>의 vindex를 가진 iload에서와 동일하다.

iload

로컬 변수로부터 long integer 로드

구문:

스택: ... => ..., value-word1, value-word2

등록특허 10-0618756

- 49 -



현재 JAVA 프레임내 vindex 및 vindex+1에서의 로컬 변수의 value은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lload_<n>

로컬 변수로부터 long integer 로드

구문:

스택: ... => ..., value-word1, value-word2

타입: lload_0 = 30, lload_1 = 31, lload_2 = 32, lload_3 = 33

현재 JAVA 프레임내 <n> 및 <n>+1에서의 로컬 변수의 value은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이 명령은 오퍼랜드 <n>이 묵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n>의 vindex를 가진 lload에서와 동일하다.

fload

로컬 변수로부터 단정도 부동소수점 로드

구문:

스택: ... => ..., value

현재 JAVA 프레임내 vindex에서의 로컬 변수의 value은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fload_<n>

로컬 변수로부터 단정도 부동소수점 로드

구문:

스택: ... => ..., value

타입: fload_0 = 34, fload_1 = 35, fload_2 = 36, fload_3 = 37

현재 JAVA 프레임내 <n>에서의 로컬 변수의 value은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이 명령은 오퍼랜드 <n>이 묵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n>의 vindex를 가진 fload에서와 동일하다.

dload

로컬 변수로부터 double float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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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스택: ... => ..., value-word1, value-word2

현재 JAVA 프레임내 vindex 및 vindex+1에서의 로컬 변수의 value 은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dload_<n>

로컬 변수로부터 double float 로드

구문:

스택: ... => ..., value-word1, value-word2

타입: dload_0 = 38, dload_1 = 39, dload_2 = 40, dload_3 = 41

현재 JAVA 프레임내 <n> 및 <n>+1에서의 로컬 변수의 value 은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이 명령은 오퍼랜드 <n>이 묵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n>의 vindex를 가진 dload에서와 동일하다.

aload

로컬 변수로부터 오브젝트 레퍼런스 로드

구문:

스택: ... => ..., value

현재 JAVA 프레임내 vindex에서의 로컬 변수의 value 은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aload_<n>

로컬 변수로부터 오브젝트 레퍼런스 로드

구문:

스택: ... => ..., value

타입: aload_0 = 42, aload_1 = 43, aload_2 = 44, aload_3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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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JAVA 프레임내 <n>에서의 로컬 변수의 value 은 오퍼랜드 스택으로 푸시된다.

이 명령은 오퍼랜드 <n>이 묵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n>의 vindex를 가진 aload에서와 동일하다.

3.4 로컬 변수로 스택값 저장

istore

로컬 변수로 정수 저장

구문:

스택: ..., value => ...

value 은 정수이어야 한다.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vindex는 값으로 설정된다.

istore_<n>

로컬 변수로 정수 저장

구문:

스택: ..., value => ...

타입: istore_0 = 59, istore_1 = 60, istore_2 = 61, istore_3 = 62

value 은 정수이어야 한다.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n>은 value 으로 설정된다.

이 명령은 오퍼랜드 <n>이 묵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n>의 vindex를 가진 istore에서와 동일하다.

lstore

로컬 변수로 long integer 저장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value 은 long integer이어야 한다.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vindex+1은 value 로 설정된다.

lstore_<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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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변수로 long integer 저장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타입: lstore_0 = 63, lstore_1 = 64, lstore_2 = 65, lstore_3 = 66

value 은 정수이어야 한다.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n> 및 <n>+1은 value 으로 설정된다.

이 명령은 오퍼랜드 <n>이 묵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n>의 vindex를 가진 lstore에서와 동일하다.

fstore

로컬 변수로 단정도 부동소수점 저장

구문:

스택: ..., value => ...

value 은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vindex는 value 으로 설정된다.

fstore_<n>

로컬 변수로 단정도 부동소수점 저장

구문:

스택: ..., value => ...

타입: fstore_0 = 67, fstore_1 = 68, fstore_2 = 69, fstore_3 = 70

value 은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n>은 value 로 설정된다.

이 명령은 오퍼랜드 <n>이 묵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n>의 vindex를 가진 fstore에서와 동일하다.

dstore

로컬 변수로 double float 저장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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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value 은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vindex 및 vindex+1은 value 로 설정된다.

dstore_<n>

로컬 변수로 double float 저장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타입: dstore_0 = 71, dstore_1 = 72, dstore_2 = 73, dstore_3 = 74

value 은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n> 및 <n>+1은 value 로 설정된다.

이 명령은 오퍼랜드 <n>이 묵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n>의 vindex를 가진 dstore에서와 동일하다.

astore

로컬 변수로 오브젝트 레퍼런스 저장

구문:

스택: ..., value => ...

value 은 반환 주소 또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vindex는 value 로 설정

된다.

astore_<n>

로컬 변수로 오브젝트 레퍼런스 저장

구문:

스택: ..., value => ...

타입: astore_0 = 75, astore_1 = 76, astore_2 = 77, astore_3 = 78

value 은 반환 주소 또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n>은 값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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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오퍼랜드 <n>이 묵시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n>의 vindex를 가진 astore에서와 동일하다.

iinc

상수에 의해 로컬 변수 증가

구문:

스택: 변화 없음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vindex 는 정수를 포함해야 한다. const가 부호 달린 8비트 양으로 처리되는 경우, const

값만큼 그 값이 증가한다.

3.5 로드, 저장 및 증가용 Wider Index

wide

로드, 저장 및 증가에서 로컬 변수를 액세스하기 위한 와이더 인덱스.

구문:

스택: 변화없음

이 바이트코드는 다음의 바이트코드중의 하나에 선행해야 한다: iload, lload, fload, dload, aload, istore, lstore, fstore,

dstore, astore, iinc. 다음의 바이트코드의 vindex 및 이 바이트코드로부터의 vindex2는 현재 JAVA 프레임내 로컬 변수

로 부호 없는 16비트 인덱스로 어셈블된다. 다음의 바이트코드는 이 와이더 인덱스 사용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연산된다.

3.6 어레이 관리(Managing Arrays)

newarray

새로운 어레이 할당

구문:

스택: ..., size => result

size 는 정수이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어레이내 요소의 수를 나타낸다.

atype 은 할당될 어레이의 타입를 나타내는 내부 코드이다. atype 으로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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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BOOLEAN 4

T_CHAR 5

T_FLOAT 6

T_DOUBLE 7

T_BYTE 8

T_SHORT 9

T_INT 10

T_LONG 11

size 요소를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레이 atype이 할당되고, result는 이 새로운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된다.

atype의 size 아이템을 포함하기에 충분히 큰 어레이의 할당이 시도된다. 어레이의 모든 요소는 제로로 초기화된다.

만일 size가 제로보다 작다면, NegativeArraySizeExecution이 기동된다. 만일 상기 어레이를 할당하기에 충분한 메모리

가 없다면, OutOfMemoryError가 기동된다.

anewarray

새로운 레퍼런스 어레이를 오브젝트에 할당

구문:

스택: ..., size => result

size는 정수이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어레이내 요소의 수를 나타낸다.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 인덱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인덱스에서의 아이템은 해

결된다. 결과적인 엔트리는 클래스이어야 한다.

size 요소를 보유할 수 있는, 표시된 클래스 타입의 새로운 어레이가 할당되고, result는 이 새로운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

런스가 된다. 주어진 클래스 타입의 size 아이템을 포함하기에 충분히 큰 어레이의 할당이 시도된다. 어레이의 모든 요소

는 비어있는 것으로 초기화된다.

만일 size가 제로보다 작다면, NegativeArraySizeExecution이 기동된다. 만일 상기 어레이를 할당하기에 충분한 메모리

가 없다면, OutOfMemoryError가 기동된다.

anewarray는 1차원의 오브젝트 레퍼런스 어레이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new Thread[7]을 생성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사용된다:

bipush 7

anewarray <Class "JAVA.lang.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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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warray는 또한 제 1 차원의 다차원 어레이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어레이 선언:

new int[6][]

이 다음과 같은 코드로 생성될 수 있다:

bipush 6

anewarray <Class "[I">

어레이 클래스명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클래스 파일 포맷" 장에서 CONSTANT_Class를 참조.

multianewarray

새로운 다차원 어레이 할당

구문:

스택: ..., size1, size2...sizen => result

각각의 size는 정수이어야 한다. 각각은 어레이의 차원으로 요소의 수를 나타낸다.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 인덱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 인덱스에서의 아이템은 해

결된다. 결과적인 엔트리는 1 또는 그 이상의 차원의 어레이 클래스이어야 한다.

dimensions 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갖는다:

1 이상의 정수이어야 한다.

생성되는 차원수를 나타낸다. 어레이 클래스의 차원 수 이하이어야 한다.

스택에서 팝되는 요소 수를 나타낸다. 모두 제로 이상인 정수이어야 한다. 차원의 크기와 같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new int[6][3][]을 생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사용된다:

bipush 6

bipush 3

multianewarray <Class "[[[I"> 2

만일 스택상의 size 인수중의 하나가 제로보다 작다면, NegativeArraySizeExecution이 기동된다. 만일 상기 어레이를 할

당하기에 충분한 메모리가 없다면, OutOfMemoryError가 기동된다.

result는 새로운 어레이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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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차원을 생성하는 경우 newarray 또는 anewarray를 사용하기에 좀더 충분하다.

어레이 클래스명에서 정보를 얻으려면 "클래스 파일 포맷"장에서 CONSTANT_Class를 참조.

arraylength

어레이의 길이를 구함

구문:

스택: ..., objectref => ..., length

objectref는 어레이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어레이의 길이가 결정되고, 스택의 최상위에서 objectref를 교

체한다.

만일 object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iaload

어레이로부터 정수 로드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 ..., value

arrayref는 정수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는 정수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치 번호 index에서의 정수

value 가 검색되고, 스택의 최상위로 푸시된다.

만일 arrayref 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laload

어레이로부터 배정도 정수 로드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 ..., value-word1, value-word2

arrayref는 배정도 정수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는 정수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치 번호 index 에서의

배정도 정수 값이 검색되고, 스택의 최상위로 푸시된다.

만일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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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oad

어레이로부터 단정도 부동소수점 로드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 ..., value

arrayref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는 정수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치 번호

index에서의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 value 가 검색되고, 스택의 최상위로 푸시된다.

만일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daload

어레이로부터 double float 로드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 ..., value-word1, value-word2

arrayref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는 정수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치 번호

index에서의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 value 가 검색되고, 스택의 최상위로 푸시된다.

만일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aaload

어레이로부터 오브젝트 레퍼런스 로드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 ..., value

arrayref는 오브젝트 레퍼런스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는 정수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치 번호 index

에서의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검색되고, 스택의 최상위로 푸시된다.

만일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baload

어레이로부터 부호 달린 바이트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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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 ..., value

arrayref는 부호 달린 바이트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는 정수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치 번호 index에

서의 부호 달린 바이트 value가 검색되고, 정수로 확장되며, 스택의 최상위로 푸시된다.

만일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caload

어레이로부터 문자 로드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 ..., value

arrayref는 문자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는 정수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치 번호 index에서의 문자

value가 검색되고, 정수로 제로 확장되며, 스택의 최상위로 푸시된다.

만일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saload

어레이로부터 단정도 로드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 ..., value

arrayref는 단정도 정수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는 정수이어야 한다. 어레이의 위치 번호 index에서의

부호 달린 단정도 정수 값이 검색되고, 정수로 확장되며, 스택의 최상위로 푸시된다.

만일 arrayref 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iastore

정수 어레이로 저장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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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arrayref, index, value => ...

arrayref는 정수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는 정수이어야 하며, value 는 정수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

치 index에서 정수 value 가 저장된다.

만일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lastore

배정도 정수 어레이로 저장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value-word1, value-word2 => ...

arrayref는 배정도 정수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하고, index는 정수이어야 하며, value 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

다. 어레이내 위치 index에서 배정도 정수 값이 저장된다.

만일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fastore

단정도 부동소수점 어레이로 저장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value => ...

arrayref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의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하고, index는 정수이어야 하며, value는 단정도 부동

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치 index에서 단정도 부동소수점 값이 저장된다.

만일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만일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dastore

배정도 부동소수점 어레이로 저장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value-word1, value-word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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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ref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의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하고, index는 정수이어야 하며, value 는 배정도 부동

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치 index에서 배정도 부동소수점 값이 저장된다.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aastore

오브젝트 레퍼런스 어레이로 저장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value => ...

arrayref는 오브젝트 레퍼런스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하고, index는 정수이어야 하며, value 는 오브젝트 레퍼런

스이어야 한다. 어레이내 위치 index에서 오브젝트 레퍼런스 값이 저장된다.

arrayref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index가 어레이의 경계내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value의 실제 타입는 어레이 요소의 실제 타입와 일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클래스 Object 어레이의 클래스 Thread의 예시를 저장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다. 호환가

능하지 않은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는 경우 ArrayStoreException이 기동된다.

bastore

부호 달린 바이트 어레이로 저장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value => ...

arrayref는 부호 달린 바이트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하고, index는 정수이어야 하며, 그리고 value 는 정수이다.

정수 value 는 어레이내의 위치 index에 저장된다. value 가 너무 커서 부호 달린 바이트가 되지 못한다면, 절단된다.

array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index가 어레이의 경계 내부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castore

문자 어레이로 저장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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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ref는 문자의 어레이여야 하고, index는 정수이어야 하며, value 는 정수이다. 정수 index는 어레이의 위치 index에

저장된다. value 가 너무 커서 문자가 될 수 없다면, 절단된다.

array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index가 어레이의 경계 내부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sastore

단정도 어레이로 저장

구문:

스택: ..., arrayref, index, value => ...

arrayref는 단정도 어레이이어야 하고, index는 정수이어야 하며, 그리고 value 는 정수이다. 정수 value 는 상기 어레이

의 위치 index에 저장된다. value 가 너무 커서 짧게 될 수 없다면, 절단된다.

array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index가 어레이의 경계 내부에 있지 않다면

ArrayIndexOutOfBoundsException이 기동된다.

3.7 스택 명령(Stack Instructions)

nop

하는 일 없음

구문:

스택: 변화 없음

하는일 없음.

pop

상위 스택 워드 팝

구문:

스택: ..., any => ...

스택으로부터 최상위 워드를 팝함.

pop2

상위 두 개의 스택 워드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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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스택: ..., any2, any1 => ...

스택으로부터 두 개의 최상위 워드를 팝함.

dup

상위 스택 워드 복사

구문:

스택: ..., any => ..., any, any

스택상의 최상위 워드를 복사함.

dup2

상위 두 개의 스택 워드 복사

구문:

스택: ..., any2, any1 => ..., any2, any1,any2, any1

스택상의 최상위 두 워드를 복사함.

dup_x1

상위 스택 워드 복사하고, 두 개를 내려놓음

구문:

스택: ..., any2, any1 => ..., any1, any2, any1

스택상의 최상위 워드를 복사하고 스택 내에 복사한 두 개의 워드를 삽입함.

dup2_x1

상위 두 개의 스택 워드를 복사하고, 두 개를 내려놓음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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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any3, any2, any1 => ..., any2, any1, any3, any2, any1

스택상의 최상위 두 워드를 복사하고 스택 내에 복사한 두 개의 워드를 삽입함.

dup_x2

상위 스택 워드를 복사하고 세 개를 내려놓음

구문:

스택: ..., any3, any2, any1 => ..., any1, any3, any2, any1

스택상의 최상위 워드를 복사하고 스택 내에 복사한 세 개의 워드를 삽입함.

dup2_x2

상위 두 개의 스택 워드를 복사하고 세 개를 내려놓음

구문:

스택: ..., any4, any3, any2, any1 => ..., any2, any1, any4, any3, any2, any1

스택상의 최상위 두 워드를 복사하고 스택 내에 복사한 세 개의 워드를 삽입함.

swap

상위 두 개의 스택 워드를 스왑함

구문:

스택: ..., any2, any1 => ..., any2, any1

스택상의 최상위 두 성분을 스왑함.

3.8 산술 연산 명령(Arithmetic Instructions)

iadd

정수 가산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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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상기 값들은 가산되고 그들의 정수 합에 의해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ladd

배정도 정수 가산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2 => ...,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상기 값들은 가산되고 그들의 배정도 정수 합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fadd

단정도 부동소수점 가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상기 값들은 더해지고 그들의 단정도 부동소수점 합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dadd

배정도 부동소수점 가산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상기 값들은 더해지고 그들의 배정도 부동소수점 합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isub

정수 감산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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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value2는 value1에서 감산되고, 양 값 모두 그들의 정수 차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서 교체된다.

lsub

배정도 정수 감산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value2는 value1에서 감산되고, 양 값은 모두 그들의 배정도 정수 차에 의

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fsub

단정도 부동소수점 감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value2는 value1에서 감산되고, 양 값은 모두 그들의 단정도 부동

소수점 차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dsub

배정도 부동소수점 감산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value2는 value1에서 감산되고, 양 값은 모두 그들의 배정도 부동

소수점 차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imul

정수 승산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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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양 값은 모두 그들의 정수 곱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lmul

배정도 정수 승산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양 값은 모두 그들의 배정도 정수 곱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fmul

단정도 부동소수점 승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 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양 값은 모두 그들의 단정도 부동소수점 곱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서 교체된다.

dmul

배정도 부동소수점 승산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양 값은 모두 그들의 배정도 부동소수점 곱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서 교체된다.

idiv

정수 제산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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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로 나누어지고, 양 값은 모두 그들의 정수 몫에 의해 상기 스택상

에서 교체된다.

결과는 그것과 0 사이의 가장 가까운 정수로 절단된다. 0으로 나누고자 하는 시도는 기동되는 "/by zero"

ArithmeticException으로 귀착한다.

ldiv

배정도 정수 제산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로 나누어지고, 양 값은 모두 그들의 배정도 정수 몫에 의

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결과는 그것과 0 사이의 가장 가까운 정수로 절단된다. 0으로 나누고자 하는 시도는 기동되는 "/by zero"

ArithmeticException으로 귀착한다.

fdiv

단정도 부동소수점 제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로 나누어지고, 양 값은 모두 그들의 단정도 부동

소수점 몫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0으로 나누면 몫은 NaN이 된다.

ddiv

배정도 부동소수점 나누기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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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로 나누어지고, 양 값은 모두 그들의 배정도 부동

소수점 몫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0으로 나누면 몫은 NaN이 된다.

irem

정수 나머지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둘 다 정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로 나누어지고, 양 값은 모두 그들의 정수 나머지에 의해 상

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0으로 나누고자 하는 시도는 기동되는 "/by zero" ArithmeticException으로 귀착한다.

lrem

배정도 정수 나머지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 는 모두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로 나누어지고, 양 값은 모두 그들의 배정도 정수 나

머지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0으로 나누고자 하는 시도는 기동되는 "/by zero" ArithmeticException 로 귀착한다.

frem

단정도 부동소수점 나머지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둘 다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로 나누어지고, 그 몫은 정수로 잘린다. 그

곱은 value1에서 감산된다. 그 결과,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와 같이, 양 값은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result = value1 - (integral_part(value/value2)*value2)이고, 여기서 integral_part()는 짝수로 되는 같은 수를 갖는 가

장 근접한 정수로 사사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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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으로 나누고자 하면 결과는 NaN이 된다.

drem

배정도 부동소수점 나머지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둘 다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로 나누어지고, 그 몫은 정수로 잘리고, 그

다음 value2와 곱해진다. 그 곱은 value1에서 감산된다. 그 결과,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와 같이, 양 값은 상기 스택상에서

교체된다.

result = value1 - (integral_part(value/value2)*value2)이고, 여기서 integral_part()는 짝수로 되는 같은 수를 갖는 가

장 근접한 정수로 사사오입한다.

0으로 나누고자 하면 결과는 NaN이 된다.

ineg

정수 간접

구문:

스택: ..., value => ..., result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의 산술 연산 간접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되놓인다.

lneg

배정도 정수 간접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 ..., result-word1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의 산술 연산 간접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되놓인다.

fneg

단정도 부동소수점 간접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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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value => ..., result

value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의 산술 연산 간접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되놓인다.

dneg

배정도 부동소수점 간접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의 산술 연산 간접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놓는다.

3.9 논리 명령(Logical Instructions)

ishl

정수 왼쪽 시프트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의 하위 5비트에 의해 표시된 양에 의해 왼쪽으로 시프트된다. 상

기 정수 결과는 두 값 모두를 상기 스택상에 놓는다.

ishr

정수 산술 연산 오른쪽 시프트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의 하위 5비트에 의해 표시된 양에 의해 (부호 확장을 가지고) 산

술 연산적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된다. 상기 정수 결과는 두 값을 모두 상기 스택상에 놓는다.

iushr

정수 논리 오른쪽 시프트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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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의 하위 5비트에 의해 표시된 양에 의해 (부호 확장 없이) 산술 연

산적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된다. 상기 정수 결과는 두 값을 모두 상기 스택상에 놓는다.

lshl

배정도 정수 왼쪽 시프트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은 배정도 정수이어야 하고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 의 하위 6비트에 의해 표시된 양에 의해

왼쪽으로 시프트된다. 상기 배정도 정수 결과는 두 값을 모두 상기 스택상에 놓는다.

lshr

배정도 정수 산술 연산 오른쪽 시프트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은 배정도 정수이어야 하고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의 하위 6비트에 의해 표시된 양에 의해

(부호 확장을 가지고) 산술 연산적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된다. 상기 배정도 정수 결과는 두 값을 모두 상기 스택상에 놓는

다.

lushr

배정도 정수 논리 오른쪽 시프트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은 배정도 정수이어야 하고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value1은 value2의 하위 6비트에 의해 표시된 양에 의해

(부호 확장 없이) 논리적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된다. 상기 배정도 정수 결과는 두 값을 모두 상기 스택상에 놓는다.

iand

정수 불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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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그들의 비트방향 논리 and(논리곱)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놓여진다.

land

배정도 정수 불 AND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그들의 비트방향 논리 and(논리곱)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놓여진다.

ior

정수 불 OR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그들의 비트방향 논리 or(논리합)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놓여진다.

lor

배정도 정수 불 OR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그들의 비트방향 논리 or(논리합)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놓여진다.

ixor

정수 부울 XOR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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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모두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그들의 비트방향 exclusive or(배타적 논리합)에 의해 상기 스택상에

놓여진다.

lxor

배정도 정수 부울 XOR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1 및 value2는 모두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그들의 비트방향 exclusive or(배타적 논리합)에 의해 상기 스

택상에 놓여진다.

3.10 변환 연산(Conversion Operations)

i2l

정수-배정도 정수 변환

구문:

스택: ..., value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배정도 정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i2f

정수-단정도 부동소수점

구문:

스택: ..., value => ..., result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i2d

정수-배정도 부동소수점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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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value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l2i

배정도 정수-정수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result

value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하위측 32비트를 취해 정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l2f

배정도 정수-단정도 부동소수점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result

value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l2d

배정도 정수-배정도 부동소수점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f2i

단정도 부동소수점-정수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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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value => ..., result

value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정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f2l

단정도 부동소수점-배정도 정수

구문:

스택: ..., value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배정도 정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f2d

단정도 부동소수점-배정도 부동소수점

구문:

스택: ..., value => ..., result-word1, result-word2

value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

다.

d2i

배정도 부동소수점-정수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result

value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정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d2l

배정도 부동소수점-배정도 정수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result-word1, result-wo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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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배정도 정수로 변환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d2f

배정도 부동소수점-단정도 부동소수점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result

value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로 변환된다. 만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그 결

과는 value와 동일한 부호를 갖는 무한대가 되어야 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int2byte

정수-부호 달린 바이트

구문:

스택: ..., value => ..., result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부호 달린 8-비트 결과로 절단되고, 다음으로 부호는 정수로 확장된다. 그 결과는 스택

의 value를 대체한다.

int2char

정수-char

구문:

스택: ..., value => ..., result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부호 없는 16-비트 결과로 절단되고, 다음으로 0가 정수로 확장된다. 그 결과는 스택의

value를 대체한다.

int2short

짧은 정수

구문:

스택: ..., value => ...,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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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부호 달린 16-비트 결과로 절단되고, 다음으로 부호는 정수로 확장된다. 그 결과는 스택

의 value를 대체한다.

3.11 제어 전송 명령(Control Transfer Instructions)

ifeq

0인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 => ...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가 0이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 ifeq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실행은 진행된다.

ifnull

널인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 => ...

value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가 널이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상기 ifnull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lt

0보다 작은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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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가 0보다 작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

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상기 iflt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le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 => ...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상기 ifle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ne

0이 아닌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 => ...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가 0이 아니라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

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상기 ifne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nonnull

널이 아닌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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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는 오브젝트의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가 널이 아니라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상기 ifnonnull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gt

0보다 큰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 => ...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가 0보다 크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

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상기 ifgt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ge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 => ...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상기 ifge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_icmpeq

정수가 동일한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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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1이 value2와 같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

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명령 if_icmpeq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_icmpne

정수가 같지 않은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1이 value2와 같지 않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명령 if_icmpne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_icmplt

정수가 보다 작은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작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명령 if_icmplt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_icmpgt

정수가 보다 큰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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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만일 value1이 value2보다 크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명령 if_icmpgt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_icmple

정수가 작거나 같은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작거나 같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명령 if_icmple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if_icmpge

정수가 크거나 같은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value1 및 value2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크거나 같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명령 if_icmpge 다음에 오는 명령에서 진행된다.

lcmp

배정도 정수 비교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되고 비교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크

다면, 정수 값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value1이 value2와 같다면, value 0가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작다면, value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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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pl

단정도 부동소수점 비교(NaN 상의 1)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되고 비교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크다면, 정수 값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value1이 value2와 같다면, value 0가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

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작다면, value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만일 value1 또는 value2 중 하나가 NaN라면, value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fcmpg

단정도 부동소수점 비교(NaN 상의 1)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 되고 비교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크다면, 정수 값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value1이 value2와 같다면, value 0가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

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작다면, value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value1 또는 value2 중 하나가 NaN라면, value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dcmpl

배정도 부동소수점 비교(NaN 상의 -1)

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되고 비교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크다면, 정수 값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value1이 value2와 같다면, value 0가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

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작다면, value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value1 또는 value2 중 하나가 NaN라면, value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dcmpg

배정도 부동소수점 비교(NaN 상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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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스택: ..., value1-word1, value1-word2, value2-word1, value2-word2 => ..., result

value1 및 value2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되고 비교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크다면, 정수 값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value1이 value2와 같다면, value 0가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

된다. value1이 value2보다 작다면, value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value1 또는 value2 중 하나가 NaN라면, value 1이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if_acmpeg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같은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value1 및 value2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참조된 오브젝트가

동일하지 않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행은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상기 if_acmpeg 다음에 오는 명령에

서 진행된다.

if_acmpne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같지 않은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 value1, value2 => ...

value1 및 value2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상기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참조된 오브젝트가

동일하지 않다면,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행은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진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은 명령 if_acmpne 다음에 오는 명령에

서 진행된다.

g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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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의 분기

구문:

스택: 변화 없음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행은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

의 그 오프셋에서 진행된다.

goto_w

모든 경우의 분기(광역 인덱스)

구문:

스택: 변화 없음

branchbyte1, branchbyte2, branchbyte3 및 branchbyte4는 부호 달린 32-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행은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그 오프셋에서 진행된다.

jsr

서브루틴 점프

구문:

스택: ... => ..., return-address

branchbyte1 및 branchbyte2는 부호 달린 16-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jsr 다음에 즉시 따라오는 명

령의 어드레스가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jsr_w

서브루틴 점프(광역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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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스택: ... => ..., return-address

branchbyte1, branchbyte2, branchbyte3 및 branchbyte4는 부호 달린 32-비트 오프셋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

기 jsr_w 다음에 즉시 따라오는 명령의 어드레스가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이 명령의 어드레스로부터의 오프셋에서

실행이 진행된다.

ret

서브루틴으로부터 복귀

구문:

스택: 변화 없음

현재 JAVA 프레임내의 로컬 변수 vindex 는 리턴 어드레스를 포함해야 한다. 상기 로컬 변수의 내용은 상기 pc로 기록된

다.

jsr이 상기 어드레스를 상기 스택상으로 푸시하고 ret가 그것을 로컬 변수에서 얻게됨에 유의하라. 이 부조화는 의도적인

것이다.

ret_w

서브루틴으로부터 복귀(광역 인덱스)

구문:

스택: 변화 없음

vindexbyte1 및 vindexbyte2는 현재 JAVA 프레임내의 로컬 변수로 부호 없는 16-비트 인덱스내로 어셈블된다. 상기 로

컬 변수는 리턴 어드레스를 포함해야 한다. 상기 로컬 변수의 내용은 상기 pc로 기록된다.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ret 명

령을 참조하라.

3.12 함수 리턴(Function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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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turn

함수로부터 정수 리턴

구문:

스택: ..., value1 => ..., [empty]

value는 정수이어야 한다. 상기 값 value는 앞선 실행 환경의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상기 오퍼랜드 스택상의 다른 값들은

버려진다. 그러면 해석기는 그의 호출자로 제어를 되돌려보낸다.

lreturn

함수로부터 배정도 정수 리턴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empty]

value는 배정도 정수이어야 한다. 상기 값 value는 앞선 실행 환경의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상기 오퍼랜드 스택상의 다른

값들은 버려진다. 그러면 해석기는 그의 호출자로 제어를 되돌려보낸다.

freturn

함수로부터 단정도 부동소수점 리턴

구문:

스택: ..., value => ..., [empty]

value는 단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상기 값 value는 앞선 실행 환경의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상기 오퍼랜드 스택

상의 다른 값들은 버려진다. 그러면 해석기는 그의 호출자로 제어를 되돌려보낸다.

dreturn

함수로부터 배정도 부동소수점 리턴

구문: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empty]

value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상기 값 value는 앞선 실행 환경의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상기 오퍼랜드 스택

상의 다른 값들은 버려진다. 그러면 해석기는 그의 호출자로 제어를 되돌려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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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turn

함수로부터 오브젝트 레퍼런스 리턴

구문:

스택: ..., value => [empty]

value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상기 값 value는 앞선 실행 환경의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상기 오퍼랜드

스택상의 다른 값들은 버려진다. 그러면 해석기는 그의 호출자로 제어를 되돌려보낸다.

return

프로시저로부터 (무효) 리턴

구문:

스택: ... => [empty]

오퍼랜드 스택상의 모든 값들이 버려진다. 그러면 해석기는 그의 호출자로 제어를 되돌려보낸다.

breakpoint

중지 및 브레이크포인트 처리기로 제어 전송

구문:

스택: 변화 없음

3.13 테이블 점핑(Table Jumping)

tableswitch

인덱스 및 점프에 의한 점프 테이블 액세스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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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index => ...

tableswitch는 가변 길이 명령이다. 상기 tableswitch 연산부호 바로 다음으로, 다음 바이트가 4를 곱하는 어드레스에서

시작되도록 제로와 세 개의 0 사이에 패딩으로서 삽입된다. 상기 패딩 다음에 일련의 부호 달린 4-바이트 양이 온다:

default-offset, low, high, 그리고 다음으로 high-low+1이 또한 4비트 오프셋을 부호를 붙인다. 상기 high-low+1 부호

달린 4-바이트 오프셋은 0-기반 점프 테이블처럼 취급된다.

index는 정수이어야 한다. index가 low 보다 작거나 또는 index가 high 보다 크다면, default-offset가 이 명령의 어드레

스에 더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low는 index에서 감산되고, 상기 점프 테이블의 index-low번째 성분이 추출되며, 그리고

이 명령의 어드레스에 더해진다.

lookupswitch

키 매치 및 점프에 의한 점프 테이블 액세스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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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key => ...

lookupswitch는 가변 길이 명령이다. 상기 lookupswitch 연산부호 바로 직후, 4가 곱해지는 어드레서에서 다음 바이트가

시작되도록 패딩하는 것처럼 제로와 세 개의 0 사이에 삽입된다.

상기 패딩 바로 다음에 여러개의 부호 달린 4-바이트 양의 쌍이 있게된다. 첫 번째 쌍은 특별하다. 그 쌍의 상기 첫 번째 조

항은 디폴트 오프셋이고, 그 쌍의 두 번째 조항은 그 다음의 쌍의 수를 가져다 준다. 각각의 연속 쌍은 match 및 offset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key는 정수이어야 한다. 스택 상의 정수 key는 상기 match 각각과 비교된다. 그들 중 하나와 같다면, offset가 이 명

령의 어드레스에 더해진다. key가 상기 match의 어느 것과도 매치되지 않는다면, 상기 디폴트 오프셋이 이 명령의 어드레

스에 더해진다.

3.14 오브젝트 필드 조작(Manipulation Object Fields)

putfield

오브젝트내 필드 설정

구문:

스택: ..., objectref, value => ...

또는

스택: ..., objectref, value-word1, value-word2 => ...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상수 풀 항목은 클래스명

및 필드명에 대한 필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상기 항목은 상기 필드 폭(바이트 단위) 및 상기 필드 오프셋(바이트 단위)을

갖는 필드 블럭 포인터로 분해된다.

objectref에 의해 참조된 오브젝트의 처음부터 오프셋에서의 필드는 상기 스택의 최상위의 값으로 세트될 것이다.

이 명령은 32-비트와 64-비트 광역 필드 모두를 처리한다.

objectref 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가 발생된다.

지정된 필드가 스태틱 필드이면, IncompatibleClassChangeError가 기동된다.

getfield

오브젝트로부터 필드 패치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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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 objectref => ..., value

또는

스택: ..., objectref => ..., value-word1, value-word2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상수 풀 항목은 클래스명

및 필드명에 대한 필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상기 항목은 상기 필드 폭(바이트 단위) 및 상기 필드 offset(바이트 단위)을

갖는 필드 블럭 포인터로 분해된다.

objectref는 오브젝트의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objectref에 의해 참조된 오브젝트의 처음부터 offset에서의 값은 상기 스

택 최상위의 objectref를 대체한다.

이 명령은 32-비트와 64-비트 광역 필드 모두를 다룬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발생된다.

지정된 필드가 스태틱 필드이면, IncompatibleClassChangeError가 기동된다.

putstatic

클래스내 스태틱 필드 설정

구문:

스택: ..., value => ...

또는

스택: ..., value-word1, value-word2 => ...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 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상수 풀 항목은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에 대한 필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그 필드는 상기 스택의 최상위의 값을 가지도록 설정될 것이다.

이 명령은 32-비트와 64-비트 광역 필드 모두를 처리한다.

지정된 필드가 스태틱 필드이면, IncompatibleClassChangeError가 기동된다.

getstatic

클래스로부터 스태틱 필드 입수

등록특허 10-0618756

- 92 -



구문:

스택: ..., => ..., value

또는

스택: ..., => ..., value-word1, value-word2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상수 풀 항목은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에 대한 필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이 명령은 32-비트와 64-비트 광역 필드 모두를 처리한다.

지정된 필드가 스태틱 필드이면, IncompatibleClassChangeError가 발생된다.

3.15 매서드 호출(Method Invocation)

매서드 호출을 구현하는 4개의 명령이 있다.

invokevirtual 오브젝트의 런타임(가상) 타입에 기초하여 디스패치하는 오브젝트의 예시 매서드 호출. 이것은 JAVA의 정

상적인 매서드 디스패치이다.

invokenonvirtual 오브젝트의 컴파일-시간 (비가상) 타입에 기초하여 디스패치하는 오브젝트의 예시 매서드 호출. 이것은

예를 들어 keywordsuper 또는 수퍼클래스 명을 매서드 한정자로 사용 할 때 사용된다.

invokestatic 명명된 클래스의 클래스(스태틱) 매서드 호출.

invokeinterface 적절한 매서드를 찾기 위해 특정 런타임 오브젝트에 의해 구현된 매서드를 검색하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구현되는 매서드 호출.

invokevirtual

예시 매서드 호출, 런타임 타입에 기초한 디스패치

구문:

스택: ..., objectref, [arg1, [arg2 ...]], ... => ...

오퍼랜드 스택은 오브젝트의 레퍼런스 및 소수의 인수를 포함해야 한다.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

수 풀 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그 인덱스에서의 항목은 완전한 매서드 기호와 클래스를 포함한다.

오브젝트의 매서드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가 오브젝트 레퍼런스에서 복원된다. 매서드 기호는 상기 매서드 테이블에서 검

색된다. 매서드 기호는 테이블의 매서드 기호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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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업 결과는 명명된 클래스의 매서드 테이블내의 인덱스인데, 그 타입의 매서드 테이블내를 보기 위해 오브젝트의 동적 타

입와 같이 사용되며, 여기서 일치된 매서드에 대한 매서드 블럭에 대한 포인터가 발견된다. 매서드 블럭은 매서드의 타입

(고유의, 동기된 등)와 오퍼랜드 스택에 예측딘 인수의 수를 나타낸다.

매서드가 동기된 것으로 표시되면 objectref와 연관된 모니터가 입력된다.

objectref 및 인수는 매서드 스택에서 팝되고, 새로운 매서드의 로컬 변수의 초기값으로 된다. 실행은 새로운 매서드의 첫

번째 명령으로 계속된다.

오퍼랜드 스택의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매서드 호출 동안 스택 오버플로우가

검출되면, StackOverflowError가 기동된다.

invokenonvirtual

컴파일-시간 타입에 기초하여 디스패치하는 예시 매서드 호출

구문:

스택: ..., objectref, [arg1, [arg2 ...]], ... => ...

오퍼랜드 스택은 오브젝트의 레퍼런스와 소수의 인수를 포함해야 한다.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 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그 인덱스에서의 항목은 완전한 매서드 기호를 포함한다. 매서드 기호

는 매서드 테이블에서 검색된다. 매서드 기호는 테이블의 매서드 기호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제공된다.

룩업 결과는 매서드 블럭이다. 매서드 블럭은 매서드의 타입(고유의, 동기된 등)와 오퍼랜드 스택에서 예측된 인수(nargs)

의 수를 나타낸다.

매서드가 동기된 것으로 표시되면 objectref와 연관된 모니터가 입력된다.

objectref 및 인수는 이 매서드의 스택에서 팝되고 새로운 매서드의 로컬 변수의 초기값으로 된다. 실행은 새로운 매서드

의 첫번째 명령으로 계속된다.

오퍼랜드 스택상의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매서드 호출 동안 스택 오버플로우

가 검출되면, StackOverflowError가 기동된다.

invokestatic

클래스 (스태틱) 매서드 호출

구문:

스택: ..., [arg1, [arg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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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랜드 스택은 소수의 인수를 포함해야 한다.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

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그 인덱스에서의 항목은 완전한 매서드 기호 및 클래스를 포함한다. 매서드 기호는 표시된 클

래스의 매서드 테이블에서 검색된다. 매서드 기호는 클래스의 매서드 테이블의 매서드 기호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제공된다.

룩업 결과는 매서드 블럭이다. 매서드 블럭은 매서드의 타입(고유의, 동기된 등)와 오퍼랜드 스택에서 예측된 인수(nargs)

의 수를 나타낸다.

매서드가 동기된 것으로 표시되면 분류와 관련된 모니터가 들어간다.

인수는 이 매서드 스택에서 팝되고 새로운 매서드의 로컬 변수의 초기값으로 된다. 실행은 새로운 매서드의 첫번째 명령으

로 계속된다.

매서드 호출 동안 스택 오버플로우가 검출되면, StackOverflowError가 기동된다.

invokeinterface

인터페이스 매서드 호출

구문:

스택: ..., objectref, [arg1, [arg2 ...]], ... => ...

오퍼랜드 스택은 오브젝트와 nargs-1 인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포함해야 한다.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

의 상수 풀로 인덱스를 재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인덱스에서의 항목은 완전한 매서드(method) 기호를 포함한다.

오브젝트의 매서드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는 오브젝트 레퍼런스로부터 복원된다. 매서드 기호는 매서드 테이블에서 색인된

다. 매서드 기호는 테이블의 매서드 기호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제공된다.

색인 결과는 매서드 블럭이다. 매서드 블럭은 매서드의 타입(고유의, 동기된 등등)를 나타내지만, invokevirtual과

invokenonvirtual와는 달리 가용 인수의 수(nargs)는 바이트코드로부터 취해진다.

매서드가 markedsynchronized이면, objectref와 연관된 모니터가 입력된다.

objectref와 인수가 매서드의 스택에서 팝되어 새로운 매서드의 로컬 변수의 초기값이 된다. 실행은 새로운 매서드의 첫

번째 명령으로 계속된다.

오퍼랜드 스택의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매서드 호출 동안 스택 오버플로우가 검출되면

StackOverflowError이 기동된다.

3.16 예외 핸들링(Exception Handlings)

athrow

기동 예외 또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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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스택: ..., objectref => [undefined]

objectref는 기동되는 Throwable의 서브클래스인 오브젝트의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현재의 JAVA 스택 프레임은 이 클래

스 또는 이 클래스의 수퍼클래스를 캐치하는 가장 최근의 캐치 클로즈에 대하여 검색된다. 일치하는 캐치 리스트 항이 발

견되면, pc는 캐치 리스트 항으로 표시된 어드레스로 세트되고, 실행을 계속한다.

적절한 캐치 클라우즈(catch clause)가 현재의 스택 프레임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프레임은 팝되고, 오브젝트가 다시

기동된다. 하나가 발견되면, 그것은 이 예외에 대한 코드의 위치를 포함한다. pc 는 그 위치 및 실행 계속으로 리셋된다. 현

재의 스택 프레임에서 적절한 캐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프레임은 팝되고, objectref가 다시 기동된다.

만일 objectref 가 널 이라면, NullPointerException 이 대신 기동된다.

3.17 다양한 오브젝트 동작(Miscellaneous Object Operations)

new

새로운 오브젝트 형성

구문:

스택: ... => ..., objectref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에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그 인덱스에서의 항은 클래스 포인

터 class로 분해될 수 있는 클래스명이어야 한다. 다음에 그 클래스에 대한 새로운 예시가 형성되고,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

런스가 스택에 푸시된다.

checkcast

오브젝트가 지정된 타입인지 확인

구문:

스택: ..., objectref => ..., objectref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에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그 인덱스에서 스트링은

클래스 포인터 class로 분해될 수 있는 클래스명인 것으로 가정된다. objectref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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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cast는 objectref가 클래스 class의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에 가해질 수 있는지를 판정한다. 널 objectref는 어

떤 클래스에도 가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참조된 오브젝트는 class의 예시 또는 그의 수퍼클래스 중 하나이어야 한다.

objectref가 class에 가해질 수 있으면, 실행은 다음 명령으로 진행하고, objectref는 스택에 남게 된다.

objectref가 class에 가해질 수 없으면 ClassCastException이 기동된다.

instanceof

오브젝트가 지정된 타입의 것인지 판정

구문:

스택: ..., objectref => ..., result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에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그 인덱스에서의 스트링

은 클래스 포인터 class로 분해될 수 있는 클래스명인 것으로 가정된다. objectref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

다.

instanceof는 objectref가 클래스 class의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인 것으로 가해질 수 있는지를 판정한다. 이 명령은

objectref가 class의 예시 또는 그의 수퍼클래스 중 하나이면 objectref를 1로 겹쳐쓴다. 그렇지 않으면 objectref는 0으

로 겹쳐쓰여진다. objectref가 널이면, 0으로 겹쳐쓰여진다.

3.18 모니터(Monitors)

monitorenter

코드의 모니터된 영역 들어감

구문:

스택: ..., objectref => ...

objectref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인터프리터는 로크(lock) 매커니즘을 통한 objectref에 대한 배타적인 액세스를 얻고자 한다. 다른 스레드(thread)가 이미

objectref를 로크했으면, 핸재의 스레드는 오브젝트의 로크가 풀릴 때까지 대기한다. 오브젝트가 로크되어 있지 않으면,

배타적인 로크를 얻는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대신 기동된다.

monitorexit

코드의 모니터된 영역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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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스택: ..., objectref => ...

objectref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오브젝트에 대한 로크는 해제하였다. 이것이 이 스레드가 그 오브젝트

에 대하여 갖는 최종 로크이면(하나의 스레드는 단일 오브젝트에 대하여 다중 로크를 갖도록 허용된다), 오브젝트가 이용

가능한 것을 대기하고 있는 다른 스레드가 진행하도록 허용된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대신 기동된다.

부록 A: 최적화

_quick가 끝에 붙은 다음의 의사 명령 세트들은 JAVA 가상 머신 명령의 변형이다. 이들은 바이트코드를 해석하는 속도를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가상 머신 명세 또는 명령 세트의 일부는 아니고, JAVA 가상 머신 구현의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 머신 구현의 내부에서 이들은 효과적인 최적화로 판명되었다.

JAVA 소스 코드로부터 JAVA 가상 머신 명령 세트로의 컴파일러는 다만 non-_quick 명령만을 제거한다. _quick 의사 명

령이 사용되면, _quick 변형을 갖는 non-_quick의 예시는 각각 자체 _quick 변형에 의한 실행시 겹쳐쓰여진다. 그 명령 예

시에 대한 이후의 실행은 _quick 변형일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명령이 첨자 _quick를 갖는 대안을 가지면, 명령을 상수 풀을 참조한다. _quick 최적화가 사용되면, _

quick 변형을 갖는 각각의 non-_quick 명령은 다음을 수행한다.

상수 풀의 지정된 항목을 분해한다;

상수 풀의 항목이 몇가지 이유로 분해될 수 없으면 오류를 발신한다;

그것 자체를 명령의 _quick 버전으로 변환한다. 명령 putstatic, getstatic, putfield 및 getfield는 각각 2개의 _quick 버전

을 갖는다;

예정된 동작을 실행한다.

이것은 명령이 _quick 변형으로 자신을 겹쳐쓰는 부가적인 스텝을 제외하고는 _quick 최적화가 없는 명령의 동작과 동일

하다.

명령의 _quick 변형은 상수 풀의 항목이 이미 분해되었고, 이 분해는 어떤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분

해된 항목에 대해서 예정된 동작을 간단히 실행한다.

주: 몇가지 호출 매서드만이 오브젝트의 매서드 테이블로의 단일 바이트 오프셋을 지원할 뿐이다. 256 이상의 매서드를 갖

는 오브젝트에 대하여 몇몇 호출은 이런 바이트코드만으로는 빨라질 수 없다.

이 부록은 의사 명령의 연산부호 값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보이지 않고, 변경되기 때문이다.

A.1 상수 풀 분해(Constant Pool Resolution)

클래스가 판독되면, 크기가 n인 상수의 어레이 constant_pool []이 형성되고, 클래스의 한 필드에 할당된다. constant_

pool [0]은 constant_pool의 어느 필드가 이미 분해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동적으로 할당된 어레이에 대한 포인트로 세트

된다. constant_pool [1] 내지 constant_pool [nconstants-1]은 이 상수 항목에 대응하는 "타입" 필드의 포인트로 세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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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풀을 참조하는 명령이 실행될 때, 인덱스가 발생되고, 인덱스가 이미 분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onstant_pool

[0]이 검사된다. 그렇다면, constant_pool [index]의 값이 리턴된다. 그렇지 않으면, constant_pool [index]의 값은 실제

포인터 또는 데이터로 분해되고, constant_pool [index]에 어떤 값이 존재하든지 겹쳐쓴다.

A.2 스택상으로 상수 푸싱(_quick 변형)

idcl_quick

상수 풀로부터 스택으로 항목 푸시

구문:

스택: ...=>..., item

indexbyte1은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 로의 부호가 없는 8비트 인덱스로서 사용된다. 그 인덱스에서의 item 이 스택상으로

푸시된다.

idc2_quick

상수 풀로부터 스택으로 항목 푸시

구문:

스택: ...=>..., item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그 인덱스의 constant는 분해되

고, 그 인덱스의 item은 스택으로 푸시된다.

idc2w_quick

상수 풀로부터 스택으로 배정도 정수 또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푸시

구문:

스택: ...=>...,constant-word1,constant-word2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그 인덱스의 constant가 스택으

로 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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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어레이 관리(_quick 변형)

anewarray_quick

오브젝트에 새로운 레퍼런스 어레이 할당

구문:

스택: ...,size=>result

size는 정수이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어레이에서 구성요소의 수를 나타낸다.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엔트리는 클래스이어야 한다.

표시된 클래스 타입과 size 구성요소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레이가 할당되고, result는 이 새로운 어레이에 대한 레퍼

런스이다. 지정된 클래스 타입의 size 항목을 포함할 만큼 충분히 큰 어레이의 할당이 시도된다. 어레이의 모든 구성요소

는 0으로 초기화된다.

size가 0보다 적으면, NegativeArraySizeException이 기동된다. 어레이를 할당할 만큼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지 않으

면, OutOfMemoryError가 기동된다.

multianewarray_quick

새로운 다차원 어레이 할당

구문:

스택: ...,size1,size2,...sizen=>result

각 size는 정수이어야 한다. 각각은 1차원 어레이에서 구성요소의 수를 나타낸다.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생성되는 엔트리는 클래스이어

야 한다.

dimensions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갖는다.

이것은 ≥1인 정수이어야 한다. 이는 형성되는 차원의 수를 나타낸다. 이것은 ≤어레이 클래스의 차원 수이어야 한다.

이는 스택에서 팝되는 구성요소의 수를 나타낸다. 이 모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이어야 한다. 이들은 차원의 크기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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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의 size 인수 중 어느 하나가 0보다 작으면, NegativeArraySizeException이 기동된다. 어레이를 할당한 만큼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OutOfMemoryError가 기동된다.

result는 새로운 어레이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다.

A.4 오브젝트 필드 조작(_quick 변형)

putfield_quick

오브젝트의 필드 설정

구문:

스택: ...,objectref,value=>...

objectref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value는 지정된 필드에 적합한 타입의 값이어야 한다. offset은 그 오

브젝트의 필드에 대한 오프셋이다. value는 오프셋에서 오브젝트에 기록된다. objectref와 value는 모두 스택으로부터 팝

된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발생된다.

putfield2_quick

오브젝트의 배정도 정수 또는 배정도 부동소수점 필드 설정

구문:

스택: ...,objectref,value-word1,value-word2=>...

objectref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value는 지정된 필드에 적합한 타입의 값이어야 한다. offset은 그 오

브젝트의 필드에 대한 오프셋이다. value는 offset에서 오브젝트에 기록된다. objectref와 value는 스택으로부터 팝된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발생된다.

getfield_quick

오브젝트로부터 필드 패치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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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objectref=>...,value

objectref는 오브젝트에 대한 조정자이어야 한다. objectref에 의해 참조된 오브젝트로의 offset의 값은 스택 최상위의

objectref를 대체한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발생된다.

getfield2_quick

오브젝트로부터 필드 패치

구문:

스택: ...,objectref=>...,value-word1,value-word2

objectref는 오브젝트에 대한 조정자이어야 한다. objectref에 의해 참조된 오브젝트로의 offset 값은 스택 최상위의

objectref를 대체한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발생된다.

putstatic_quick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 설정

구문:

스택: ...,value=>...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 항목은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에 대한 필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value 는 그 필드에 대한 적절한 타입이어야 한다. 그 필드는 값 value를 갖도록

설정될 것이다.

putstatic2_quick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 설정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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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value-word1,value-word2=>...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 항목은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에 대한 필드 레퍼런스일 것이다. 그 필드는 단정도 정수 또는 배정도 부동 소수점 수 중 하나이어야 한다. value는 그

필드에 적당한 타입이어야 한다. 그 필드는 값 value를 갖도록 설정될 것이다.

getstatic_quick

클래스로부터 스태틱 필드 입수

구문:

스택: ...,=>...,value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 항목은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에 대한 필드 레퍼런스일 것이다. 그 필드의 값은 스택의 handle를 대체할 것이다.

getstatic2_quick

클래스로부터 스태틱 필드 입수

구문:

스택: ...,=>...,value-word1,value-word2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 항목은 클래스의 스태틱

필드에 대한 필드 레퍼런스일 것이다. 그 필드는 배정도 정수 또는 배정도 부동 소수점 수이어야 한다. 그 필드의 값은 스

택의 handle을 대체할 것이다.

A.5 매서드 호출(Method Invocation)(_quick 변형)

invokevirtual_quick

런타임 타입에 기초하여 디스패칭하는 예시 매서드 호출

구문:

등록특허 10-0618756

- 103 -



스택: ...,objectref,[arg1,[arg2...]]=>...

오퍼랜드 스택은 objectref,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 및 nargs-1 인수를 포함해야 한다. 오브젝트의 동적 타입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오브젝트의 매서드 테이블의 offset에서 매서드 블럭이 복원된다. 매서드 블럭은 매서드의 타입(고유의,

동기된 등)를 나타낸다.

매서드가 동기된 것으로 표시되면, 오브젝트와 연관된 모니터가 입력된다.

새로운 JAVA 스택 프레임에 대한 로컬 변수 어레이의 베이스는 스택의 objectref에 대한 포인트로 세트되고, objectref와

제공된 인수(arg1, arg2,...)는 새로운 프레임의 첫번째 nargs 로컬 변수를 구성한다. 매서드에 의해 사용된 로컬 변수의

전체 수가 결정되고, 로컬에 대해 충분한 공간이 남겨진 후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실행 환경이 푸시된다. 이 매서드 호출에

대한 오퍼랜드 스택의 베이스는 실행 환경후 첫번째 워드로 세트된다. 마직막으로 실행은 일치된 매서드의 첫번째 명령으

로 계속된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매서드 호출 동안 스택 오버플로우가 검출되면,

StackOverflowError이 기동된다.

invokevirtualobject_quick

특히 어레이에 대하여 클래스 JAVA.lang.Object의 예시 매서드 호출

구문:

스택: ...,objectref,[arg1,[arg2...]]=>...

오퍼랜드 스택은 objectref, 오브젝트 또는 어레이에 대한 레퍼런스 및 nargs-1 인수를 포함해야 한다.

JAVA.lang.Object의 매서드 블럭의 offset에서의 매서드 블럭이 복원된다. 매서드 블럭은 매서드의 타입(고유의, 동기된

등)를 나타낸다.

매서드가 동기된 것으로 표시되면, handle과 연관된 모니터가 입력된다.

새로운 JAVA 스택 프레임에 대한 로컬 변수 어레이의 베이스는 스택의 objectref에 대한 포인트로 세트되고, objectref와

제공된 인수(arg1, arg2,...)는 새로운 프레임의 첫번째 nargs 로컬 변수를 구성한다. 매서드에 의해 사용된 로컬 변수의

전체 수가 결정되고, 로컬에 대해 충분한 공간이 남겨진 후 새로운 프레임의 실행 환경이 푸시된다. 이 매서드 호출에 대한

오퍼랜드 스택의 베이스는 실행 환경 후 첫번째 워드로 세트된다. 마지막으로, 실행은 일치된 매서드의 첫번째 명령으로

계속된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매서드 호출 동안 스택 오버플로우가 검출되면,

StackOverflowError가 기동된다.

invokenonvirtual_quick

컴파일 시간 타입에 기초하여 디스패칭하는 예시 매서드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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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스택: ...,objectref,[arg1,[arg2...]]=>...

오퍼랜드 스택은 objectref,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 및 소수의 인수를 포함해야 한다.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

재 클래스의 상수 풀 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그 인덱스에 대한 항목은 매서드 슬롯 인덱스와 클래

스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한다. 표시된 클래스의 매서드 슬롯 인덱스에서의 매서드 블럭이 복원된다. 매서드 블럭은 매서드

의 타입(고유의, 동기된 등)와 오퍼랜드 스택에 예측된 인수의 수(nargs)를 나타낸다.

매서드가 동기된 것으로 표시되면, 오브젝트와 연관된 모니터가 입력된다.

새로운 JAVA 스택 프레임에 대한 로컬 변수 어레이의 베이스는 스택의 objectref에 대한 포인트로 세트되고, objectref와

제공된 인수(arg1, arg2,...)는 새로운 프레임의 첫번째 nargs 로컬 변수를 구성한다. 매서드에 의해 사용된 로컬 변수의

전체 수가 결정되고, 로컬에 대하여 충분한 공간이 남겨진 후 새로운 프레임의 실행 환경이 푸시된다. 이 매서드 호출에 대

한 오퍼랜드 스택의 베이스는 실행 환경후 첫번째 워드로 세트된다. 마지막으로, 실행은 일치된 매서드의 첫번째 명령으로

계속된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매서드 호출 동안 스택 오버플로우가 검출되면,

StackOverflowError가 기동된다.

invokestatic_quick

클래스(스태틱) 매서드 호출

구문:

스택: ...,[arg1,[arg2...]]=>...

오퍼랜드 스택은 소수의 인수를 포함해야 한다.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

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그 인덱스에서의 항목은 매서드 슬롯 인덱스와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한다. 표시된 클래

스의 매서드 슬롯 인덱스에서의 매서드 블럭이 복원된다. 매서드 블럭은 매서드의 타입(고유의, 동기된 등)와 오퍼랜드 스

택에 예측된 인수의 수(nargs)를 나타낸다.

매서드가 동기된 것으로 표시되면, 매서드의 클래스와 연관된 모니터가 입력된다.

새로운 JAVA 스택 프레임에 대한 로컬 변수 어레이의 베이스는 스택의 첫번째 인수에 대한 포인트로 세트되고, 제공된 인

수(arg1, arg2,...)는 새로운 프레임의 첫번째 nargs 로컬 변수를 구성한다. 매서드에 의해 사용된 로컬 변수의 전체 수가

결정되고, 로컬에 대해 충분한 공간이 남겨진 후 새로운 프레임의 실행 환경이 푸시된다. 이 매서드 호출에 대한 오퍼랜드

스택의 베이스는 실행 환경후 첫번째 워드로 세트된다. 마지막으로, 실행은 일치된 매서드의 첫번째 명령으로 계속된다.

오퍼랜드 스택의 오브젝트 조정자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매서드 호출 동안 스택 오버플로우가 검

출되면, StackOverflowError가 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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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keinterface_quick

인터페이스 매서드 호출

구문:

스택: ...,objectref,[arg1,[arg2...]]=>...

오퍼랜드 스택은 objectref,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 및 nargs-1 인수를 포함해야 한다. idbyte1과 idbyte2는 현재 클

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그 인덱스에서의 항목은 완전한 매서드 기호를 포함한다.

오브젝트의 매서드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는 오브젝트 handle 에서 검색된다.

매서드 기호는 오브젝트의 매서드 테이블에서 서치된다. 용이한 방법으로서, 슬롯 guess에서의 매서드 기호가 제일 먼저

서치된다. 이것이 실패하면, 매서드 테이블에 대한 완전한 서치가 기동된다. 매서드 기호는 테이블의 매서드 기호들 중 하

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장한다.

상기 룩업 결과가 매서스 블록이다. 상기 매서드 블록은 그 매서드의 타입(자연적, 동기화된 등)을 나타내지만 상기

bytecode 로부터 가변 인수(nargs)의 수가 취해진다.

매서드가 동기된 것으로 표시되면, handle과 연관된 모니터가 입력된다.

새로운 JAVA 스택 프레임에 대한 로컬 변수 어레이의 베이스는 스택의 handle에 대한 포인트로 세트되고, handle과 제공

된 인수(arg1, arg2,...)는 새로운 프레임의 첫번째 nargs 로컬 변수를 구성한다. 매서드에 의해 사용된 로컬 변수의 전체

수가 결정되고, 로컬에 대하여 충분한 공간이 남겨진 후 새로운 프레임의 실행 환경이 푸시된다. 이 매서드 호출에 대한 오

퍼랜드 스택의 베이스는 실행 환경후 첫번째 워드로 세트된다. 마지막으로, 실행은 일치된 매서드의 첫번째 명령으로 계속

된다.

objectref가 널이면, NullPointerException이 기동된다. 매서드 호출 동안 스택 오버플로우가 검출되면,

StackOverflowError가 기동된다.

guess는 최종 추측이다. 각각의 시간 동안 추측은 사용되었던 매서드 오프셋으로 세트된다.

A.6 다양한 오브젝트 동작(_quick 변형)

new_quick

새로운 오브젝트 형성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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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objectref

indexbyte1과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그 인덱스에서의 항목은 클래스

이어야 한다. 다음에, 그 클래스에 대한 새로운 예시가 형성되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 objectref가 스택에 푸시된

다.

checkcast_quick

오브젝트가 지정된 타입인지 확인

구문:

스택: ...,objectref=>...,objectref

objectref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그 인덱스에서의 오브젝트는 이미 분해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checkcast는 objectref가 클래스 class의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로 가해질 수 있는지 판정한다. 널 레퍼런스

가 어떤 class에도 가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objectref 타입의 수퍼클래스가 class에 대해 서치된다. 클래스가

objectref 타입의 수퍼클래스인 것으로 결정되거나 objectref가 널이면, objectref에 가해질 수 있다. class에 가해질 수

없으면 ClassCastException이 기동된다.

instanceof_quick

오브젝트가 주어진 타입인지 판정

구문:

스택: ...,objectref=>...,result

objectref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이어야 한다. indexbyte1 및 indexbyte2는 현재 클래스의 상수 풀로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상수 풀의 그 인덱스에서의 클래스 class의 항목은 이미 분해되었을 것이다.

instance of 는 objectref가 클래스 class의 오브젝트에 가해질 수 있는지를 판정한다. 널 objectref가 어떤 class에도 가

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objectref 타입의 수퍼클래스가 class에 대해 서치된다. class가 objectref 타입의 수퍼클래

스인 것으로 결정되면, result는 1(참)이다. 그렇지 않으면, result는 0(거짓)이다. handle이 널이면, result는 0(거짓)이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의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 내에 포함된 가상 머신 하드웨어 프로세서의 한 실시예의 블록 다

이어그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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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사용된 가상 머신 명령의 발생을 위한 프로세서 흐름도,

도 3은 도 1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에서 실행된 명령 파이프라인을 도시하는 도면,

도 4A는 각 매서드 프레임이 도 1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에 의해 이용되는 오퍼랜드 스택, 환경 저장 영역 및 로컬 변수 저

장 영역을 포함할 때 스택 구조의 논리적 구조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B는 각 매서드 프레임이 스택상의 오퍼랜드 스택과 로컬 변수 저장 영역을 포함하고, 매서드 프레임을 위한 환경 저장

영역이 분리 실행 환경 스택상에 포함될 때, 스택 구조의 논리 조직의 대안 실시예가 도시된 도면,

도 4C는 도 4B의 실행 환경 스택과 스택을 위한 스택 관리 유닛의 대안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4D는 도 1의 스택 관리 유닛에서 로컬 변수 룩-어사이드 캐시의 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1의 하드웨어 프로세서에 대해 여러 가능한 애드온을 도시한 도면,

도 6A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첫 번째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고,

도 6B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두 번째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고,

도 6C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세 번째 듀얼 명령 세트 프로세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고,

도 7은 RISC 또는 CISC 명령 등의 다른 명령을 디코딩 및 실행하기 위해 본 발명의 프로세서를 스위치 또는 토글하기 위

해 사용되는 바이트코드(bytecode)의 예이며, 그리고

도 8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본 발명의 상기 특징과 다른 특징들은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상술된 도면으로부터 나타내어질 것이다. 같거나 유사한

특징들은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있는 동일한 참조번호로 표시되어 있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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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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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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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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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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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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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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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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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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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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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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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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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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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b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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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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