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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 소수점부는, 벡터 레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로서 사용할 수도 있는 32개의 레지스터를 포함한 레지스터 뱅크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그 연산시에 사용될 데이터 값을 포함한 레지스터를 가리키는 적어도 하나의 레지

스터 지정 필드를 포함한다. 더욱 많은 오페코드를 인코딩하거나 더욱 많은 레지스터를 허용하는데 이용 가능한 명령어 비

트 공간의 증가는, 레지스터가 그 레지스터 필드 자체 내에 벡터 또는 스칼라로서 취급되고 있는지를 인코딩함으로써 제공

된다. 또한, 그 명령어의 하나의 레지스터용 레지스터 필드는, 다른 레지스터가 벡터 또는 스칼라인지를 인코딩할 수도 있

다. 이 레지스터를, 보다 쉬운 디코드를 허용하는 오페코드와는 무관하게 그 명령어의 레지스터 필드내의 값들을 사용하여

초기에 액세스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데이터 처리장치, 부동 소수점부, 벡터 레지스터, 스칼라 레지스터, 명령 디코더

명세서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벡터(vector) 및 스칼라(scalar) 데이터 처리 레지스터를 갖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으로,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그것 내에 오페코드(opcode)부와 하나 이상의 레지스터 지정 필드들을 포함한다. 어

떤 시스템에서는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로서 취급할 수도 있다. 벡터 레지스터는, 그 데이터 처

리 명령어가 그 시퀀스내에 있는 각 데이터 값에 관한 연산을 반복하는 대로 따로따로 연산하는 자신의 데이터 값을 각각

저장하는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진 시퀀스를 지정한다. 반대로, 스칼라 레지스터는 다른 레지스터와 무관하게 연산하는 단

일 값을 저장한 단일 레지스터이다.

벡터 레지스터들을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전적으로 스칼라 연산에 관하여 많은 장점들을 갖는다. 단일 데이터

처리 명령어만이, 수행(보통 FIR 필터와 같은 DSP 기능)될 복수의 유사 데이터 처리 연산을 지정하는데 필요하므로, 필요

한 명령 밴드폭을 감소할 수 있다. 단순성 때문에 바람직한 단일 발생 기계(single-issue machine)의 경우(즉, 사이클마다

하나의 명령어를 페치(fetch) 및 디코딩한다), 다른 벡터 명령어에 관해 병렬로 실행하는 다기능부로 고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

첨부 도면들 중의 도 16 및 도 17은, 크레이 1(Cray 1) 프로세서 레지스터 뱅크 및 디지털 이큅먼트 사(DEC;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멀티티탄(MultiTitan) 프로세서 레지스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종래의 양 프로세서는,

벡터 및 스칼라 레지스터를 제공한다. 이 DEC 멀티티탄 프로세서는, Jouppi 등등에, "A United Vector/Scalar Floating

Point Architecture" Computer Architecture News, Vol. 17, No. 2, 1/4/89에 설명되어 있다.

크레이 1의 경우에, 별도의 벡터 및 스칼라 레지스터 뱅크(10, 12)를 제공한다. 16비트 명령어는, 벡터 또는 스칼라로서 취

급되는 명령어에 지정된 레지스터들의 다른 조합에 대응한 개별 오페코드를 제공한다. 이는, 이들의 다양한 조합을 나타내

는데 필요한 오페코드의 수가 증가된다는 단점이 된다. 더욱이, 스칼라 및 벡터 레지스터가 별도의 레지스터 뱅크(10, 12)

내에 제공되기 때문에, 그 레지스터 뱅크(10, 12)중의 어느 것이 지정된 특별 레지스터에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

어도 부분적으로 디코딩될 필요가 있다. 이 추가적인 디코드 필요 조건은, 가능하면 초기에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 값

들을 판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부여된다.

크레이 1 프로세서는, 8개의 스칼라 레지스터와 8개의 벡터 레지스터를 어드레싱되게 하는 3비트 레지스터 지정 필드 R1,

R2, R3를 사용한다. 실제, 각 벡터 레지스터는, 다른 데이터 값을 각각 저장할 수 있고, 길이 레지스터(16)내에 저장된 벡

터 길이 값과 마스크 레지스터(18)내에 저장된 마스크 비트들에 따라 순차로 액세스될 수 있는 레지스터의 스택(stack)들

을 포함한다. 그러나, 3비트 레지스터 필드에 의해 허용되는 8개의 스칼라 레지스터로만 제한하는 것은, 보다 많은 수의 레

지스터를 목표로 할 수 있으면 보다 빠른 코드를 산출할 수 있는 현대의 컴파일러의 중요한 단점이 된다.

또한, 멀티티탄 프로세서는, 각 레지스터가 스칼라로서 또는 벡터 레지스터의 일부로서 연산할 수도 있는 단일 레지스터

뱅크(20)를 제공한다. 멀티티탄 프로세서는 32 비트 명령어를 사용하여 그 데이터 처리 연산을 지정한다. 이 대량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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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비트 공간으로, 그 명령어들 자체가, 레지스터들이 벡터인지 또는 스칼라인지를 지정하는 필드 VS2, VS3을 포함하고,

벡터 길이(Len)를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큰 유연성을 허용하지만, 충분한 명령어 비트 공간은, 여러 상황에서 충

분한 명령어 세트의 공급을 허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오페코드 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벡터/스칼라 필드들이 그 명령어내

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된다. 더욱이, 그 명령어 자체내에 벡터 길이의 공급은, 자체 수정 코드

에 의지하지 않고 벡터 길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또한, 이 멀티티탄 기술은, 실제로 사용될 가망성

이 매우 없는(예를 들면, V=S op S ; 벡터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진 시퀀스는 2개의 스칼라 레지스터에 관해 수행된 연산 결

과로 채워진다) 벡터 및 스칼라 레지스터의 조합에 동일한 명령어 비트 공간 자원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 명령어 비트 공간

을 다소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 다른 정보 처리장치가 US-A-5,437,043에 개시되어 있다. 이 장치는, 스칼라 레지스터로서 보류된 레지스터 R0-R7

과, 스칼라 레지스터의 크기의 4배이고 일반적으로 벡터 레지스터로서 사용된 레지스터 R8-R31을 갖는 레지스터 뱅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적어도 상술한 시스템의 한계의 일부에 역점을 두어 다루는데 있다.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치는,

각각이 벡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로서 사용되어 동작할 수 있는 복수의 레지스터를 갖는 레지스터 뱅크와,

적어도 실행을 위해 연산을 지정하는 연산 지정 코드와 상기 레지스터 뱅크내의 제 1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제 1 레지스터

지정 필드를 갖는 상기 데이터 처리 명령어 중의 적어도 하나를 디코딩하는 명령 디코더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주어진 레지스터를 스칼라 레지스터 또는 벡터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연산(operation)을 실행하도록

동작할 수 있되,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가,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에 오퍼랜드(operand)가 한번 저장된 상기 연산을 실행하

는 것을 포함하는 스칼라 레지스터가 되면서 실행하고,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가,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용 레지스터 지정

필드에 따라 선택된 상기 레지스터 뱅크의 소정 시퀀스의 레지스터이내에 오퍼랜드가 복수회 저장된 상기 연산을 실행하

는 것을 포함하는 벡터 레지스터가 되면서 실행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1 레지스터 지정 필드에 응답하고, 상기 제 1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

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상기 연산 지정 코드와 무관하다.

본 발명은, 그 레지스터를 벡터 또는 스칼라로서 취급하는지를 그 레지스터 필드 자체가 표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

서, 레지스터 필드만을 근거로 하여 레지스터가 초기에 액세스하게 하는 오페코드를 디코딩할 필요가 없고, 그 스칼라 및

벡터 레지스터가 단일 레지스터 뱅크내에 함께 제공됨에 따라, 그들의 사용으로 보다 큰 유연성을 허락한다. 게다가, 그 레

지스터가 스칼라 또는 벡터인지를 인코딩하기 위해 레지스터 지정 필드를 사용하므로, 다른 용도용 명령어 비트 공간이 없

다. 실제로, 본 발명의 기술은, 순차로 명령어 비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큰 레지스터 뱅크를 어드레싱 가능하

게 하는 유효한 명령어 인코딩을 이롭게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데이터 처리 명령어 중의 상기 적어도 하나는, 제 2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제 2 레지

스터 지정 필드를 갖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2 레지스터를 스칼라 레지스터 또는 벡터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2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할지를 판

단하기 위해 상기 제 1 레지스터 지정 필드에 응답한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제 1 레지스터가 벡터 또는 스칼라인지 그리고 제 2 레지스터가 벡터 또는 스칼라인지의

상관 관계를 설정하여 활용한다. 실제로, 일부 조합이 종종 사용되고, 일부는 종종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그 종종 사용된 조합을 지원하고 그들을 제 1 레지스터 필드 값으로 인코딩하여서, 제 2 레지스터의 성질을 별도로 인

코딩해야 하는 것을 피하고서 활용할 수도 있다.

보기 드문 조합을 실제로 요구할 경우, 추가 명령어를 사용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망성이 없는 조합은 매우 드물어

서, 명령어마다의 제 2 레지스터의 성질을 인코딩하지 않을 때의 이득이, 원하는 드문 조작을 지정하는 여분의 명령어들을

제공하기 위한 예비 요구보다 더 중요하다.

등록특허 10-0563219

- 3 -



일부 실시예에서는 상관 관계가, 제 1 레지스터가 스칼라이고 제 2 레지스터가 벡터일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 1 레지스

터 및 제 2 레지스터가 둘다 벡터 또는 둘다 스칼라와 상관 관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원리는, 상기 데이터 처리 명령어들 중의 상기 적어도 하나가 제 3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제 3 레지스터 지정 필

드를 갖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더욱 유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3 레지스터를 스칼라 레지스터 또는 벡터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3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할지를 판

단하기 위한 상기 제 2 레지스터 지정 필드에 응답한다.

이 바람직한 특징은, 제 2 레지스터 지정 필드를 사용하여 명령어 비트 공간을 더 절감하는 제 3 레지스터의 벡터 또는 스

칼라 성질을 인코딩하는 것이다.

그 벡터들의 벡터 또는 스칼라 성질을 인코딩하기 위해 레지스터 지정 필드들을 사용하므로, 모든 스칼라 및 벡터 레지스

터들의 조합이 용이하게 인코딩되지 않는다. 특별한 문제는, VopS 또는 SopV의 순서가 차이가 있고 이들의 두가지 가능

성에 대한 그 레지스터 필드내의 별도의 인코딩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비교환적인 연산의 경우에 발생한다. 이 문제는, 상

기 연산 지정 코드가 비교환적인 연산들에 대응한 비교환적인 코드 값을 가질 경우, 상기 비교환적인 코드 값들 중 적어도

일부가 같은 연산에 대응한 쌍으로 구성되지만 반대의 오퍼랜드 순서로도 구성된다.

벡터 길이 및 벡터 스트라이드(stride)(시퀀스 내의 레지스터 수들간의 갭(gap))는 그 명령어 오페코드내에 지정될 수 있

다. 그렇지만, 벡터 길이 및 벡터 스트라이드는, 벡터 제어 레지스터내에 저장된 값들에 의해 바람직하게 제어된다. 이들

길이 및 스트라이드 값은, 모든 벡터 레지스터를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적용한다. 이로 인해 불리한 불가변성이 유도된다

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길이와 스트라이드 값들을 혼합하기 위한 요구는 드물고, 이 방법에 의해 주어진 능력보

다 그 이상 중요하므로, 자체 수정 코드 필요없이 벡터 길이 및 스트라이드를 전체적으로 변경한다.

추가로, 그 벡터 제어 레지스터내에 저장된 길이 값은, 스칼라에 대응한 길이 값을 검출하여서 데이터 처리 명령어용 모든

레지스터들이 스칼라인지를 빠르게 표시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서처럼 임의의 벡터 레지스터가 실제 스칼로

서 연산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스칼라 연산의 초기 표시는, 타이밍 한계를 극복할 명령어 디코드에 유용하다.

레지스터 지정 필드 값들을, 레지스터가 벡터 또는 스칼라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상이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

레지스터 지정 필드 값들을 각각 다른 의미로 인코딩하는 범위로 나누기 위해 빠른 명령어 디코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유

리하다.

실제로, 스칼라 레지스터가 종종 반복적으로 사용된 값들을 저장하는 동안, 많은 수의 다른 값을 저장하려는 그들의 성질

에 의해 스칼라 레지스터들보다 더 많은 벡터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로서 제공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코딩된 것내의 벡터 레지스터와 스칼라 레지스터 사이에 3 대 1 비의 비율은, 양호한 밸런스(balance)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파일러용 목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레지스터들의 수와, 모든 레지스터들을 사용하는데 충분할 만큼 긴 레지스터

필드들을 고려하는데 필요한 요구된 명령어 비트 공간과의 사이에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32 레

지스터를 제공하는데 좋은 절충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메모리와, 상기 레지스터 뱅크내의 레지스터들 사이의 데이터 값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전송 제어기를 포함하되, 상기 전송 제어기는 상기 메모리와 상기 레지스터 뱅크내의 일련의 레지스터와의 사이에 일련의

데이터 값을 전송하기 위한 다중 전송 명령어에 응답한다.

다중 전송 명령어(즉, 하나의 명령어로 전송된 많은 워드들)를 지원하는 전송 제어기의 공급으로, 로딩되거나 로딩되지 않

은 레지스터들이 벡터 레지스터인지에 상관없이 새로운 값으로 그 레지스터 뱅크가 효과적으로 리프레시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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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 처리장치에 사용되면서, 부동 소수점부내에 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부동 소수점 코프로세서 형태와 같은 메인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추가로 구성된 그 부동 소수점부는, 종종 그들

에 이용할 수 있는 명령어 비트 공간에서의 제약에 직면함과 동시에, 벡터 및 스칼라 레지스터가 지원되는 큰 레지스터 뱅

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본 발명은 특히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요구된 주어진 오페코드용 벡터 및 스칼라 레지스터의 조합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곱셈-누적 연

산의 경우 본 발명에 매우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벡터와 스칼라의 다른 조합과 본 발명의 벡터/스칼라 레지스터 인코딩 기술간의 일치는, 제 1 레지스터

는 목적지(destination) 레지스터, 제 2 레지스터는 제 1 소오스(source) 레지스터 및 제 3 레지스터는 제 2 소오스 레지스

터인 곳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일 정밀도 값을 개별로 나타내거나 배정밀도 값을 쌍으로 나타내도록 데이터 슬롯들을 배치함으로써, 그 레지스터 자원

들의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디코드 속도는, 벡터 또는 스칼라용으로 사용되는 제 1 레지스터인 바로 그 지점에 그 주어진 레지스터내의 값을 사용하여

서 향상시킬 수도 있으므로, 데이터 처리 명령어내에 규정된 값에 관한 임의의 조작을 수행하지 않고서 이 레지스터에 대

한 액세스를 시작하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에 따른 데이터 처리 방법은,

각각이 벡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로서 사용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복수의 레지스터를 갖는 레지스터 뱅크에 데이터 값들

을 저장하는 단계와,

적어도 상기 실행을 위한 연산을 지정하는 연산 지정 코드와 상기 레지스터 뱅크내의 제 1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제 1 레지

스터 지정 필드를 갖는 데이터 처리 명령어 중 적어도 하나를 명령 디코더로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주어진 레지스터를 스칼라 레지스터 또는 벡터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연산을 실행하되,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가,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에 오퍼랜드가 한번 저장된 상기 연산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스칼라 레지스터가 되

면서 실행하고,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가,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용 레지스터 지정 필드에 따라 선택된 상기 레지스터 뱅크

의 소정 시퀀스의 레지스터내에 오퍼랜드가 복수회 저장된 상기 연산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벡터 레지스터가 되면서

실행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1 레지스터 지정 필드에 응답하고, 상기 제 1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

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상기 연산 지정 코드와 무관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하겠다.

도 1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개략도이고,

도 2는 스칼라 및 벡터 레지스터를 지원하는 부동 소수점부(FPU; Floating Point Unit)를 나타내고,

도 3은 단일 정밀도 연산의 경우에, 주어진 레지스터가 벡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이고,

도 4는 배정밀도 연산의 경우에, 주어진 레지스터가 벡터 또는 스칼라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5는 단일 정밀도 연산 동안에 각 부분 집합(subset)내의 랩핑(wrapping)으로 그 레지스터 뱅크를 부분 집합으로 나눈

것을 나타내고,

도 6은 배정밀도 연산 동안에 각 부분 집합내의 랩핑으로 그 레지스터 뱅크를 부분 집합으로 나눈 것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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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내지 도 7C는 코프로세서 명령어의 메인 프로세서 도면, 코프로세서 명령어의 단일 및 배정밀도 코프로세서 도면,

코프로세서 명령어의 단일 정밀도 코프로세서 도면을 각각 나타내고,

도 8은 단일 및 배정밀도 코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메인 프로세서를 나타내고,

도 9는 단일 정밀도 코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메인 프로세서를 나타내고,

도 10은 수신(accept) 신호가 수신된 코프로세서 명령에 대해 메인 프로세서로 복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단일 및 배

정밀도 코프로세서내의 회로도,

도 11은 수신 신호가 수신된 코프로세서 명령에 대해 메인 프로세서로 복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단일 정밀도 코프로

세서내의 회로도,

도 12는 메인 프로세서내의 핸들링 외의 정의되지 않은 명령어를 나타내고,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코프로세서의 소자를 나타낸 블럭도이고,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레지스터 제어의 동작과 명령어 발생 로직(logic)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1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 내용의 예를 나타내고,

도 16은 크레이 1 프로세서내의 레지스터 뱅크를 나타내고,

도 17은 멀티티탄 프로세서내의 레지스터 뱅크를 나타낸다.

도 1은 메인 프로세서(24), 부동 소수점부 코프로세서(26), 캐시 메모리(28), 메인 메모리(30) 및 입출력 시스템(32)을 구

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22)을 나타낸다. 여기서, 메인 프로세서(24), 캐시 메모리(28), 메인 메모리(30) 및 입출력 시스

템(32)은 메인 버스(34)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코프로세서 버스(36)는 메인 프로세서(24)를 부동 소수점부 코프로세서

(26)에 연결한다.

연산에 있어서, 메인 프로세서(24)(또한, ARM 코어로서 언급함)는, 캐시 메모리(28), 메인 메모리(30) 및 입출력 시스템

(32)과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 처리 연산을 제어하도록 데이터 처리 명령어의 스트림을 실행한다.

이때의 데이터 처리 명령어의 스트림 내에 코프로세서 명령어가 삽입된다. 메인 프로세서(24)는, 이들 코프로세서 명령어

를 부가 코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형태로서 인지한다. 따라서, 이 메인 프로세서(24)는, 임의의 부가 코프로세서가 코

프로세서 명령어를 수신한 곳으로부터 코프로세서 버스(36)에 관한 이들 코프로세서 명령어를 발생(issue)한다. 이 경우

에, 부동 소수점부 코프로세서(26)는, 검출하려고 할 임의의 수신된 코프로세서 명령어를 수신하여 실행할 것이다. 이 검

출은 코프로세서 명령어내의 코프로세서 번호 필드를 통하여 한다.

도 2는 그 부동 소수점부 코프로세서(26)를 더욱 상세하게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부동 소수점부 코프로세서(26)

는, 32개의 32비트 레지스터(도 2에 적게 도시함)로 구성된 레지스터 뱅크(38)를 포함한다. 이들 레지스터는, 32 비트 데

이터 값을 각각 저장하는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64비트 데이터 값을 함께 저장한 쌍으로서 연산할 수

있다. 부동 소수점부 코프로세서(26)내에 파이프라인식 곱셈 누적부(40)와 로드 저장 제어부(42)로 구성되어 있다. 적합한

상황에서, 그 곱셈 누적부(40)와 로드 저장 제어부(42)는, 로드 저장 제어부(42)가 그 곱셈 누적부(40)에 의해 사용되지 않

은 데이터 값들을 메인 프로세서(24)를 통해 부동 소수점부 코프로세서(26)에게/로부터 전송하는 동안, 레지스터 뱅크

(38)내의 데이터 값들을 산술 연산(곱셈 누적 연산 뿐만 아니라 다른 연산들도 포함)을 수행하는 곱셈 누적부(40)와 동시

에 연산할 수 있다.

수신된 코프로세서 명령어는, 부동 소수점부 코프로세서(26)내의 명령어 레지스터(44)내에 래치된다. 이렇게 단순한 면에

서 코프로세서 명령어는, 3개의 레지스터 지정 필드 R1, R2 및 R3(사실, 이들 필드는, 쪼갤 수도 있고 전체 명령어 내에 다

르게 흩어질 수도 있다)에 뒤따르는 오페코드부로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레지스터 지정 필드 R1, R2 및

R3은, 수행되는 데이터 처리 연산을 위한 목적지, 제 1 소오스 및 제 2 소오스의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 뱅크(38)내의 레지

스터들에 대응한다. 벡터 제어 레지스터(46)(추가 기능을 포함하는 보다 큰 레지스터의 일부일 수도 있음)는, 부동 소수점

부 코프로세서(26)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는 벡터 연산용 길이 값과 스트라이드 값을 저장한다. 또한, 이 벡터 제어 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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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46)를 초기화하고 벡터 제어 레지스터 로드 명령어에 따라 길이 및 스트라이드 값으로 갱신할 수도 있다. 이 벡터 길이

및 스트라이드 값을 부동 소수점부 코프로세서(26)내에 전체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이 값들이 자체 수정 코드에 의존하지

않고서 전체를 기반으로 동적으로 변경되게 한다.

레지스터 제어 및 명령어 발생부(48), 로드 저장 제어부(42) 및 벡터 제어부(50)를 함께 고려하여 명령 디코더 역할의 주요

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레지스터 제어 및 명령어 발생부(48)는, 오페코드와 3개의 레지스터 지정 필드 R1, R2 및 R3에

응답하고, 그 오페코드에 관한 임의의 디코드를 수행하지 않거나 그 벡터 제어부(50)를 사용하지 않고서 먼저 초기 레지스

터 액세스(어드레스) 신호들을 레지스터 뱅크(38)에 출력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초기 레지스터 값들에 직접 액세스하므로

보다 빠른 실행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벡터 레지스터가 지정될 경우, 벡터 제어부(50)는 3비트 증분기(가산기)(52)를

사용하여 필요한 레지스터 액세스 신호의 시퀀스를 발생한다. 이 벡터 제어부(50)는, 레지스터 뱅크(38)의 어드레싱을 수

행할 때에 그 벡터 제어 레지스터(46)내에 저장된 길이 값과 스트라이드 값에 응답한다. 레지스터 스코어 보드(54)는, 그

파이프라인식 곱셈 누적부(40)와 동시에 동작하는 로드 저장 제어부(42)가 어떤 데이터 일관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레지스터 록킹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이 레지스터 스코어 보드(54)를 레지스터 제어 및 명령어 발생부(48)의 일부

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

명령어 레지스터(44)내의 오페코드는, 수행하려는 데이터 처리연산의 성질(예를 들면, 명령어가 가산, 감산, 곱셈, 나눗셈,

로드, 저장...등인지를)을 지정한다. 이는 지정되는 레지스터의 벡터 또는 스칼라 성질과 무관하다. 또한, 이는 곱셈 누적부

(40)의 명령어 디코딩 및 셋업(set-up)을 단순화시킨다. 제 1 레지스터 지정 값 R1과 제 2 레지스터 지정 값 R2는, 오페코

드에 의해 지정된 연산의 벡터/스칼라 성질을 함께 인코딩한다. 일반적으로, 그 인코딩에 의해 지원된 3가지 경우는,

S=S*S(예를 들면, C 코드 블럭으로부터 C 컴파일러에 의해 발생된 것과 같은 기본적인 임의 수학적 계산), V= V op S(예

를 들면, 벡터 성분의 크기) 및 V= V op V(예를 들면, FIR 필터와 그래픽 변형과 같은 매트릭스 연산)가 있다(이러한 경우

에, "op"는 일반적인 연산을 나타내고, 구문법(syntax)은 목적지=제 2 오퍼랜드 op 제 1 오퍼랜드의 형태가 된다). 또한,

일부 명령어(예를 들면, 비교, 제로 또는 절대값과 비교)는 목적지 레지스터(예를 들면, 출력이 조건 플래그임)가 없을 수도

있거나 보다 소수의 입력 오퍼랜드(제로와의 비교는 하나의 입력 오퍼랜드만 가짐)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벡터

/스칼라 성질과 같은 옵션을 지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오페코드 비트 공간이 있어서, 레지스터의 전 범위를 각

오퍼랜드(예를 들면, 비교는, 항상 레지스터가 무엇이든지 완전히 스칼라일 수도 있음)에 이용할 수 있다.

명령 디코더의 주요 부분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레지스터 제어 및 명령어 발생부(48) 및 벡터 제어부(50)는, 지정된 데이

터 처리 연산의 벡터/스칼라 성질을 판단하여 제어하기 위한 제 1 레지스터 지정 필드 R1 및 제 2 레지스터 지정 필드 R2

에 응답한다. 벡터 제어 레지스터(46)내에 저장된 길이 값이 1의 길이(제로의 저장 값에 해당함)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스

칼라 연산만의 초기 표시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 3은 단일 정밀도 모드에서 레지스터 지정 값으로부터 벡터/스칼라 성질을 디코딩하는데 사용된 처리 로직을 나타낸 흐

름도이다. 단계 56에서는, 벡터 길이가 전체적으로 1(길이 값 제로와 같음)로 세트되었는지에 관하여 검사한다. 그 벡터 길

이가 1일 경우, 모든 레지스터를 단계 58에서는 스칼라로서 취급한다. 단계 60에서는, 목적지 레지스터 R1이 SO 내지 S7

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한다. 이것이 그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그 연산은, 단계 62에서 나타낸 것처럼, 모두 스

칼라이고 S= S op S의 형태이다. 단계 60에서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목적지를 단계 64에 나타낸 것처럼 벡터로 판

단한다. 이 목적지가 벡터일 경우, 그 인코딩은 제 2 오퍼랜드를 역시 벡터로서 취급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존재하는 2

가지 가능성은 V= V op S와 V= V op V가 있다. 제 1 오퍼랜드가 S0 내지 S7 중 하나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66의 검사에

의해 옵션을 판단한다. 제 1 오퍼랜드가 SO 내지 S7중 하나일 경우, 연산은 V= V op S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산은 V=

V op V이다. 이 상태를 단계 68 및 70에서 각각 인식한다.

벡터 길이가 1로 세트되었을 경우, 레지스터 뱅크(38)의 모든 32개의 레지스터는, 연산의 스칼라 성질이 목적지용으로 사

용될 수도 있는 레지스터의 범위를 제한하는 단계 60의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단계 58에서 인지될 것이기 때문에 스칼라

로서 사용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단계 60의 검사는, 혼합된 벡터 및 스칼라 명령어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

모든 스칼라 연산을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혼합된 벡터 및 스칼라 모드에서 연산할 때, 만약 제 1 오퍼랜드가 스칼라

일 경우, 그것은 SO 내지 S7중 임의의 것일 수도 있는 반면에, 제 1 오퍼랜드가 벡터일 경우, 그것은 S8 내지 S31 중 임의

의 것일 수도 있다. 그 제 1 오퍼랜드가 벡터일 경우 레지스터 뱅크 내에 이용 가능한 레지스터의 수가 3배라면, 벡터 연산

을 사용할 때 데이터 값의 시퀀스를 가지는데 필요한, 일반적으로 보다 큰 레지스터 수를 채택한다.

수행하기를 바라는 공통연산은 그래픽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수행될 변형은 4*4 매트릭스

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오퍼랜드는, 이러한 계산수단에 재사용하여 벡터로서 조작될 수 있는 레지스터에 매트릭스 값이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 픽셀(pixel) 값은, 재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벡터로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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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4개의 레지스터에 보통 저장된다. 매트릭스 연산의 출력은, 보통은 4개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스칼라(별도의

벡터 행 곱을 누적함)이다. 입출력 값을 이중으로 출력하기를 바라는 경우, 24개(16+4+4)의 벡터 레지스터와 8개(4+4)

의 스칼라 레지스터에 대한 필요 조건에 만족할 것이다.

도 4는 도 3에 대응한 흐름도이지만, 이 경우에서는 배정밀도 모드를 나타낸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배정밀도 모드에서,

레지스터 뱅크(38)내의 레지스터 슬롯은 논리 레지스터 D0 내지 D15에 있는 16개의 64-비트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해

쌍으로 동작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레지스터의 벡터/스칼라 성질의 인코딩은, 단계 60과 66의 검사가 각각 단계 72와 74

에서의 "목적지가 D0 내지 D3 중의 하나인가?"와 "제 1 오퍼랜드가 D0 내지 D3중의 하나인가?"가 된다는 점에서 도 3의

것을 변경한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레지스터 지정 필드 내에 레지스터의 벡터/스칼라 성질을 인코딩하는 것은, 명령어 비트 공간의 상당한 감

소를 제공하지만, 뺄셈 및 나눗셈과 같은 비교환적인 연산에 대해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 레지스터 구성이 V= V op S 인

경우, 비교환적인 연산을 위한 제 1 및 제 2 오퍼랜드 사이의 대칭성의 결여는, 비교환적인 연산용 2개의 다른 오퍼랜드 옵

션을 나타내는 SUB, RSUB 및 DIV, RDIV 와 같은 오페코드의 쌍을 포함하도록 명령어 세트를 연장함으로써, 레지스터 값

들을 스와핑(swapping)하는 추가 명령어 없이 해결할 수 있다.

도 5는 레지스터 뱅크(38)의 부분 집합내의 벡터 랩핑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단일 정밀도 모드에서는, 레지스터 뱅크를,

어드레스 SO 내지 S7, S8 내지 S15, S16 내지 S23 및 S24 내지 S31인 4개의 레지스터 범위로 쪼갠다. 이 범위는, 토막 토

막으로 만들어져서 인접한다. 도 2를 참조하여, 8개의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이들 부분 집합에 대한 랩핑 기능은, 벡터 제어

부(50)내의 3비트 증분기(가산기)(52)를 이용하여서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부분 집합 경계가 교차할 경우,

그 증분기는 다시 랩(wrap)할 것이다. 이 간단한 구현은 레지스터 어드레스 공간내의 8개의 워드 경계에 관한 부분 집합의

정렬에 의해 용이하게 된다.

도 5를 참조하여, 레지스터의 랩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벡터 연산을 설명한다. 제 1 벡터 연산은, 시작 레지스

터(Start Register) S2, 벡터 길이 4(벡터 제어 레지스터(46)내의 길이 값을 3으로 나타냄) 및 스트라이드 1(벡터 제어 레

지스터(46)내의 스트라이드 값을 0으로 나타냄)을 지정한다. 따라서, 명령어가, 이들 전체 벡터 제어 파라메터 세트를 가

진 벡터로서 레지스터 S2를 참조하여 디코딩되기 위해 실행될 경우, 그 명령어는 레지스터 S2, S3, S4 및 S5내의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각각 4번 실행될 것이다. 이러한 벡터가 부분 집합 경계와 교차하지 않으므로, 벡터 랩핑은 없다.

두 번째 예에서, 시작 레지스터는 S14, 길이는 6 및 스트라이드는 1이다. 이에 따라, 그 명령어를 레지스터 S14부터 시작

하여 6번 실행하게 될 것이다. 다음 레지스터는 S15를 사용한다. 이 레지스터는 다시 스트라이드만큼 증가하여, 그 레지스

터 대신에 S16을 사용할 경우, 그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S8이 되게 랩핑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3번 더 실행되어 전

체 시퀀스 S14, S15, S8, S9, S10 및 S11을 완료한다.

도 5의 마지막 예는, 시작 레지스터 S25, 길이 8 및 스트라이드 2를 나타낸다. 이때의 첫 번째 레지스터는 S25를 사용하

고, 이것은 스트라이드 값 2에 따라서 S27, S29 및 S31을 수반한다. 그 레지스터 S31의 사용에 따라, 다음 레지스터 값은

그 부분 집합의 시작으로 되돌아가서 랩핑하고, 스트라이드 2를 고려하여 레지스터 S24로 넘어가서, 레지스터 S25를 사용

하여 연산을 실행한다. 증분기(52)는, 벡터 레지스터간에 이동할 때의 현재 값에 스트라이드를 가산하는 3비트 가산기의

형태일 수 있다. 따라서, 그 스트라이드는, 다른 스트라이드 값을 그 가산기에 공급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도 6은 배정밀도 모드내의 레지스터 뱅크(38)의 랩핑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모드에서, 레지스터의 부분 집합은, D0 내지

D3, D4 내지 D7, D8 내지 D11 및 D12 내지 D15를 포함한다. 배정밀도 모드에서 증분기의 역할을 하는 가산기로 입력된

최소값은, 배정밀도 스트라이드 1에 해당하는 2이다. 배정밀도 스트라이드 2는, 그 가산기에 4의 입력을 필요로 한다. 도

6에 나타낸 첫 번째 예는, 시작 레지스터 D0, 길이 4 및 스트라이드 1이다. 이에 따라 벡터 레지스터 시퀀스는 DO, D1, D2

및 D3이 된다. 부분 집합 경계들이 교차되지 않으므로, 이 예에서 랩핑은 없다. 두 번째 예에서는, 시작 레지스터가 D15,

길이가 2 및 스트라이드가 2이다. 이에 따라 벡터 레지스터 시퀀스는 D15와 D13이 된다.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로드 저장 제어부(42)는 출력에 5-비트 증분기를 구비하고, 로드/저장 다중 연산은 벡터 연산에 인

가된 레지스터 랩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단일 로드/저장 다중 명령어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수의 연속적인 레지스터를 액세스(access) 가능하게 한다.

이 랩핑 구성을 잘 이용한 연산의 예는, 4개의 신호값 및 4개의 탭 단위로 분할된 FIR 필터가 있다. 구문법 R8-R11 op

R16-R19가 벡터 연산 R8 op R16, R9 op R17, R10 op R18 및 R11 op R19를 나타내는 경우, FIR 필터 연산은 다음과 같

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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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탭을 R8-R15에 그리고 8개의 신호 값을 R16-R23에 로드

R8-R11 op R16-R19 하고 그 결과를 R24-R27에 넣음

R9-R12 op R16-R19 하고 그 결과를 R24-R27에 누적

R10-R13 op R16-R19 하고 그 결과를 R24-R27에 누적

R11-R14 op R16-R19 하고 그 결과를 R24-R27에 누적

R8-R11에 새로운 탭을 재로드

R12-R15 op R16-R19 하고 그 결과를 R24-R27에 누적

R13-R8 op R16-R19 하고 그 결과를 R24-R27에 누적(R15→R8 랩)

R14-R9 op R16-R19 하고 그 결과를 R24-R27에 누적(R15→R8 랩)

R15-R10 op R16-R19 하고 그 결과를 R24-R27에 누적(R15→R8 랩)

R12 내지 R15에 새로운 탭을 재로드

탭이 없을 경우, R16-R19에 새로운 데이터를 재로드

R12-R15 op R20-R23 하고 결과를 R28-R31에 넣음

R13-R8 op R20-R23 하고 결과를 R28-R31에 누적(R15→R8 랩)

R14-R9 op R20-R23 하고 결과를 R28-R31에 누적(R15→R8 랩)

R14-R10 op R20-R23 하고 결과를 R28-R31에 누적(R15→R8 랩)

나머지는 상기와 같음.

상기 내용으로부터 로드는, 다중 누적과는 다른 레지스터가 되어, 병렬로 발생할 수 있다(즉, 이중 버퍼링을 달성함)는 것

을 주목해야 한다.

도 7a는 메인 프로세서(24)가 코프로세서 명령어를 도시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메인 프로세서는, 그

명령어 내에 (분할될 수 있는) 필드(76)의 비트 조합을 사용하여 그 명령어를 코프로세서 명령어로서 식별한다. 표준 ARM

프로세서 명령어 세트내의 코프로세서 명령어는, 그 메인 프로세서에 첨가된 코프로세서(들)가 특정 코프로세서 명령어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도록 코프로세서 번호 필드(78)를 포함한다. DSP 코프로세서(예를 들면, ARM에

의해 제조된 Piccolo 코프로세서) 또는 부동 소수점부 코프로세서와 같은 다른 형태의 코프로세서는, 다른 코프로세서 번

호들을 할당하여서, 동일한 코프로세서 버스(36)를 사용하여 단일 시스템 내에 별도로 어드레싱을 할 수 있다. 또한, 코프

로세서 명령어는, 코프로세서에 의해 사용된 오페코드와, 코프로세서 레지스터에서의 목적지, 제 1 오퍼랜드 및 제 2 오퍼

랜드를 각각 지정하는 3개의 5-비트 필드를 포함한다. 코프로세서 로드 또는 저장과 같은 일부 명령어에서, 메인 프로세서

는 코프로세서 명령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디코딩하여서, 그 코프로세서와 메인 프로세서가 바라는 데이터 처리 연산을

동시에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이 메인 프로세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명령어 디코드의 부분으로서 코프로세서 번

호 내의 인코딩된 데이터 형태에 응답할 수 있다.

도 7b는 배수 및 단일 정밀도 연산을 지원하는 코프로세서가 수신한 코프로세서 명령어를 해석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코프로세서는, 2개의 인접한 코프로세서 번호가 할당되고, 코프로세서 번호의 최상위 3비트를 사용하여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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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겟 코프로세서인지를 식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코프로세서 번호의 최하위 비트는, 타겟 코프로세서를 식별하기 위

한 여분이고, 대신 코프로세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 사용된 데이터 형태를 지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데이

터 형태는, 단일 또는 배정밀도가 되는 데이터 크기에 대응한다.

배정밀도 모드에서 레지스터 수는, 32에서 16으로 효과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레지스터 필드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레지스터의 디코드는, 코프로세서 명령어내의 알려진 위치에 있는 자

체 포함된 필드로부터 직접 이용할 수 없고, 코프로세서 명령어의 다른 부분의 디코딩에 의존한다. 이는 복잡하여 나쁘고

코프로세서 연산을 늦게 할 수 있다. 데이터 형태를 인코딩하기 위해 코프로세서 번호의 최하위 비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오페코드가 그 디코드를 단순화시키고 급속하게 진행하는 데이터 형태와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7c는 도 7b의 코프로세서에 의해 지원되는 데이터 형태의 부분 집합인 단일 데이터 형태만을 지원하는 코프로세서가

그 코프로세서 명령어를 해석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에, 전체 코프로세서 번호는, 그 명령어를 수신하는지 않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에서, 코프로세서 명령어가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 형태인 경우, 그것은 다른

코프로세서 번호에 대응하고 수신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메인 프로세서(24)는,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 형태의 연산을

핸들링(handling)하여 에뮬레이트 하는 미정의된 명령어 예외에 의지할 수 있다.

도 8은 메인 프로세서 역할을 하고 코프로세서 버스(82)를 통해 단일 및 배정밀도 데이터 형태를 지원하는 코프로세서(84)

와 통신하는 ARM 코어(80)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나타낸다. 코프로세서 번호를 포함하는 코프로세서 명령어는,

명령어 스트림의 범위내에서 충돌될 경우 코프로세서 버스(82)상의 ARM 코어(80)로부터 발생된다. 그래서, 코프로세서

(84)는, 그 자신의 코프로세서 번호와 비교하여, 일치가 일어나면 ARM 코어(80)로 되돌아온 수신(accept) 신호를 발생한

다. 그 수신 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그 ARM 코어는 미정의된 명령어 예외(Undefined Instruction Exception)를 인지

하여, 그 메모리 시스템(86)에 저장된 예외 핸들링 코드(exception handling code)를 참조한다.

도 9는 코프로세서(84)를, 단일 정밀도 연산만을 지원하는 코프로세서(88)로 바꾸어서 수정된 도 8의 시스템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 코프로세서(88)는 단일 코프로세서 번호만을 인지한다. 따라서, 도 8의 코프로세서(84)에 의해 실행되는 원시

명령어 스트림내의 배정밀도 코프로세서 명령어는 단일 정밀도 코프로세서(88)에 의해 수신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메모리 시스템(86)내의 미정의된 예외 핸들링 코드는 배정밀도 에뮬레이션 루틴을 포함

할 수 있다.

배정밀도 명령어를 에뮬레이트하기 위한 요구는 이들 명령어를 천천히 실행하게 하지만, 단일 정밀도 코프로세서(88)는,

그 배정밀도 코프로세서(84)보다 더 작고 더 값쌀 수 있고, 이중 위치 명령어가 매우 드물 경우에 얻은 전송 이득(net

benefit)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도 10은 단일 및 배정밀도 명령어를 지원하고, 2개의 인접한 코프로세서 번호를 갖는 코프로세서(84)내의 명령어 래치 회

로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 코프로세서 명령어내의 코프로세서 번호의 최상위 3비트 CP#[3:1]은, 그 코프로세서(84)

에 할당된 것들과 비교된다. 이 예에서, 코프로세서(84)가 코프로세서 번호 10과 11을 가진 경우, 2진수 101에 대한 코프

로세서 번호 CP#[3:1]의 최상위 비트를 일치시킴으로써 비교를 할 수 있다. 일치할 경우, 수신 신호는 ARM 코어(80)로

되돌아가고, 코프로세서 명령어는 실행을 위해 래치된다.

도 11은 도 9의 단일 정밀도 코프로세서(88)내의 등가 회로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 단일 코프로세서 번호만이 인지되

어 디폴트(Default)에 의해 사용된 단일 정밀도 연산을 한다. 코프로세서 명령어를 수신하여 래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비교

는, 코프로세서 번호의 전체 4비트 CP#[3:0]와 단일 임베디드(embedded) 코프로세서 번호인 2진수 1010 사이에서 수

행한다.

도 12는 도 9의 실시예의 미정의된 예외 핸들링 루틴이 배정밀도 에뮬레이션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 트리거(trigger) 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미정의된 명령어 예외를 발생했던 명령어가 코프로세서 번호인 2진수 1011을 갖는 코프로세

서 명령어인지를 검사한다(단계 90). 이 검사 결과, 예(Y)일 경우, 이는 배정밀도(Double precision) 명령어이어서 메인 프

로그램 플로우로 복귀하기 전에 단계 92에서 에뮬레이트 할 수 있다. 다른 예외 형태는, 단계 90의 검사에 의해 예가 아닐

경우 그 이상의 단계들에 의해 검사되어 핸들링될 수도 있다.

도 13은 32비트 레지스터마다 저장된 데이터 형태를 식별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포맷 레지스터 FPREG(200), 또는

레지스터 뱅크(220)의 데이터 슬롯의 사용을 나타낸다. 상술한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슬롯은 32-비트 데이터 값(데이터

워드)을 저장하기 위한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로서 개별적으로 동작할 수 있거나, 64-비트 데이터 값(2개의 데이터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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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장하기 위한 배정밀도 레지스터로 제공하는 또 다른 데이터 슬롯과 쌍으로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FPREG 레지스터(200)는, 임의의 특정 데이터 슬롯이 이에 저장된 단일 정밀도 또는 배정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

는지를 식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 13에 나타낸 것처럼, 레지스터 뱅크(220)에 있는 32개의 데이터 슬롯이 16쌍의 데이터 슬롯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제 1 데이터 슬롯이 이에 저장된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을 가질 경우,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그 쌍에 있는 다른 데이터 슬롯

은,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만을 저장하는 구성으로 되고, 배정밀도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임의의 다른 데이터 슬롯

과 연결(link)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데이터 슬롯의 임의의 특정 쌍이 2개의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 또는 1개의 배정밀도

데이터 값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것이 확실하다. 이 정보는, 레지스터 뱅크(220)의 데이터 슬롯들로 구성된 각각의 쌍과 관

련된 단일 비트의 정보에 의해서 식별될 수 있음에 따라,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그 FPREG 레지스터(200)는 레지스터 뱅크

(220)의 데이터 슬롯들로 구성된 각각의 쌍에 저장된 데이터 형태를 식별하기 위한 16비트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다.

이에 따라, FPREG 레지스터(200)는, FPU 코프로세서(26)내의 다른 레지스터와의 일관성을 위해 16-비트 레지스터로서

예를 들거나, 16개의 여유 비트 정보를 갖는 32-비트 레지스터로서 예를 들 수 있다.

도 15는 레지스터 뱅크(220)내에 있는 6개의 데이터 슬롯 쌍을 나타내고, 이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6개의 배정밀도

데이터 값 또는 12개의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데이터 슬롯내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

의 예를, 배정밀도 데이터 값의 32개의 최상위 비트를 나타낸 DH, 배정밀도 데이터 값의 32개의 최하위 비트를 나타낸 DL

및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을 나타낸 S로 도 15에 도시하였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FPREG 레지스터(200)내의 대응 엔트리(Entry)를 도 15에 도시하였다. 이 바람

직한 실시예에 따라, "1"값은, 그 데이터 슬롯의 관련 쌍들이 배정밀도 데이터 값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FPREG

레지스터(200)에 저장되고, "0"값은, 대응 데이터 슬롯 쌍 중의 적어도 하나가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을 포함한 것 또는 양

데이터 슬롯들이 초기화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양 데이터 슬롯들이 초기화되지 않을 경우, 그 데

이터 슬롯중의 하나가 초기화되지 않고 그 쌍에 있는 다른 데이터 슬롯이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을 포함할 경우, 또는 그

쌍에 있는 양 데이터 슬롯들이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을 포함할 경우, 논리적인 "0" 값이 그 FPREG 레지스터(200)의 대응

비트에 저장된다.

상술한 것처럼, 바람직한 실시예인 FPU 코프로세서(26)는 단일 정밀도 또는 배정밀도 데이터 값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도 있고, 메인 프로세서(24)에 의해 발생된 코프로세서 명령어는 임의의 특정 명령어가 단일 정밀도 또는 배정밀도 명령어

인지를 식별한다(도 7b 및 관련 설명 참조). 하나의 명령어가 코프로세서에 의해 수신되는 경우, 디코딩 및 실행을 위해 레

지스터 제어 및 명령어 발생부(48)로 전달된다. 이 명령어가 로드 명령어일 경우, 레지스터 제어 및 명령어 발생 로직(48)

은, 로드 저장 제어부(42)에 명령하여 메모리로부터 그 식별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데이터를 레지스터 뱅크(220)의 지정

된 데이터 슬롯에 저장한다. 이 때에, 코프로세서는 단일 정밀도 또는 배정밀도 데이터 값이 검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로드 저장 제어부(42)는 동작한다. 따라서, 로드 저장 제어 로직(42)은, 32-비트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 또는

64-비트 배정밀도 데이터 값을 경로(225)를 통해 레지스터 뱅크(220)내에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 뱅크 입력 로직(230)

에 전달한다.

로드 저장 제어부(42)에 의해서 레지스터 뱅크(220)로 로딩되는 데이터에 추가하여, 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슬롯 쌍마다 단일 정밀도 또는 배정밀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들의 정보가 추가 가능하

도록 포맷 레지스터 FPREG(200)에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이 데이터를 그 포맷 레지스터 FPREG(200)에 저

장한 후, 레지스터 뱅크로 데이터를 로딩하여서, 이 정보를 레지스터 뱅크 입력 로직(230)에 이용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레지스터 뱅크(220)에 있는 데이터의 내부 포맷은 외부 포맷과 동일함에 따라,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은 32-비트 데이터 값으로서 저장되고, 배정밀도 데이터 값은 레지스터 뱅크(220)내의 64-비트 데이터 값으로서 저장

된다. 레지스터 뱅크 입력 로직(230)은 FPREG 포맷 레지스터(200)에 액세스하므로, 수신되고 있는 데이터가 단일 또는

배정밀도인지를 알고서, 이러한 실시예에서, 레지스터 뱅크 입력 로직(230)은, 경로(225)상으로 수신된 데이터를 레지스

터 뱅크(220)의 적합한 데이터 슬롯(들)에 저장하는 구성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레지스터 뱅크내의

내부 표현 방식이 외부 포맷과 다른 경우, 레지스터 뱅크 입력 로직(230)은 필요한 변환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

면, 번호는, 전형적으로 지수 제곱된 기본 값에 곱해진 1.abc...로서 나타내고 있다. 효율을 위해, 전형적인 단일 및 배정밀

도 표현 방식은, 10진 소수점의 왼쪽에 1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비트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1의 뜻을 함축한 것으로

서 취급한다. 1에 필요한 레지스터 뱅크(220)내의 사용된 내부 표현방식을 명백하게 나타낼 경우, 레지스터 뱅크 입력 로

직(230)은 필요한 데이터 변환을 수행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데이터 슬롯은 전형적으로 레지스터 뱅크 입력 로직(230)

에 의해서 발생된 추가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서 32-비트보다 약간 다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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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데이터 값을 레지스터 뱅크(220)에 로딩하여, 로드 저장 제어부(42)는, 데이터를 코프로세서(26)의 하나 이상의

시스템 레지스터, 예를 들면 사용자 상태 및 제어 레지스터 FPSCR(210)에 로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FPSCR 레지스터(210)는, 사용자 액세스 가능 구성 비트와 예외 상태 비트를 포함하고, 그 바람직한 실시예 설명의 끝부분

에 제공된 부동 소수점부의 구조 설명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된다.

레지스터 제어 및 명령어 발생부(48)가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들을 갖는 레지스터 뱅크(220)에 있는 특정 데이터 슬롯들을

식별하는 저장 명령어를 수신하는 경우, 그에 따라 로드 저장 제어부(42)는 명령을 받고, 그 필요한 데이터 워드들은 레지

스터 뱅크 출력 로직(240)을 통해 레지스터 뱅크(220)에서 로드 저장 제어부(42)로 판독된다. 레지스터 뱅크 출력 로직

(240)은, 판독되는 데이터가 단일 또는 배정밀도 데이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FPREG 레지스터(200) 내용에 액세스한

다. 그래서, 적합한 데이터 변환을 적용하여 레지스터 뱅크 입력 로직(230)에 의해서 적용된 임의의 데이터 변환으로 전환

하고, 그 데이터를 경로(235)를 거쳐 로드 저장 제어 로직(42)에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림직한 실시예에 따라, 이 저장 명령어가 배정밀도 명령어일 경우, 코프로세서(26)는 명령어가 배정밀도 데이

터 값에 적용된 연산의 두 번째 모드에서 연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배정밀도 데이터 값은 짝수 데이터 워드를 포함

하므로, 연산의 두 번째 모드에서 발생된 임의의 저장 명령어는 전형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을 갖는 짝수의 데이터

슬롯을 식별한다. 그렇지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홀수 데이터 슬롯이 지정된 경우, 로드 저장 제어부(42)는

FPREG 레지스터(200)의 내용을 읽어서 레지스터 뱅크(220)로부터 그 식별된 짝수 데이터 슬롯을 저장하기에 앞서 그 내

용들을 먼저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전송된 데이터 슬롯은, 저장되어야 할 그 식별된 데이터 슬롯으

로부터 카운팅한 데이터 슬롯 수(즉, 데이터 워드의 수)를 나타내는 수를 수반한, 레지스터 뱅크에 있는 특정 데이터 슬롯

을 식별하는 기본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된다.

이에 따라, 예로서, 그 저장 명령어가 레지스터 뱅크(220)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슬롯을 기본 어드레스로서 주고 33개의

데이터 슬롯을 지정할 경우, 이는 모든 32개의 데이터 슬롯의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하게 하지만, 그 지정된 데이터 슬롯의

수는 홀수이므로, FPREG 레지스터(200)의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시킨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단일 명령어를 사용하여 메모리에 있는 레지스터 뱅크의 내용과 레지스터 뱅크(220)의 여러 가지 데

이터 슬롯 내에 저장된 데이터 형태를 식별하는 FPREG 레지스터(200)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 이는 그 FPREG 레지스

터(200)의 내용을 확실히 저장하기 위해 별도의 명령어가 발생되는 것을 피하게 하고, 그에 따라 메모리로의 저장 또는 메

모리 처리로부터 로드 동안의 처리 속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이 기술은, 필요하다면 단일 명령어를 사용하여, FPSCR 레지스터(210)와 같은 추가 시스템

레지스터가 메모리에 저장 가능하게 하는 한 단계 이상일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것처럼, 32개의 데이터 슬롯을 가진 레

지스터 뱅크(220)의 예를 고려하여, 33개의 데이터 슬롯이 저장 명령어에서 식별될 경우, FPREG 레지스터(200)는, 레지

스터 뱅크(220)에 있는 32개의 데이터 슬롯의 내용에 추가하여 메모리에 저장될 것이다. 그러나, 레지스터 뱅크에 있는 데

이터 슬롯의 수를 초과한 상이한 홀수가, 예를 들면 35로 식별될 경우, 이는, FPREG 레지스터(200)의 내용과 레지스터 뱅

크(220)의 데이터 슬롯에 추가하여 메모리에 FPSCR 레지스터(210)의 내용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로드 저

장 제어부(42)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코프로세서는, 그 이상의 시스템 레지스터, 예를 들면 코프로세서에 의해 명령

어들을 처리하는 동안에 일어난 예외를 식별하는 예외 레지스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이한 홀수가 저장 명령어, 예를 들

면 37로 식별될 경우, 이는 FPSCR 레지스터(210), FPFEG 레지스터(200) 및 레지스터 뱅크(200)의 내용에 추가하여 하

나 이상의 예외 레지스터의 내용을 추가로 저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로드 저장 제어부(42)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저장 또는 로드 명령어를 초기화하는 코드가 레지스터 뱅크 내용인지를 모르는 경우 특히 유용하고, 이때의 레

지스터 뱅크 내용은 레지스터 뱅크로의 다음의 검색을 위한 메모리에 임시로만 저장된다. 그 코드가 레지스터 뱅크 내용인

지를 아는 경우, FPREG 레지스터(200)의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하는데는 역시 불필요하다. 레지스터 뱅크 내용인지를 모

르는 코드의 일반적인 예는, 문맥 전환 코드 및 프로시저(procedure) 호출 엔트리 및 출구(exit) 루틴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FPREG 레지스터(200)의 내용은, 레지스터 뱅크의 내용에 추가하여 메모리에 효과적으로 저장될 수 있

고, 실제 상술한 것처럼, 특정한 다른 시스템 레지스터가 요구하는 대로 저장될 수 있다.

연속적인 로드 명령어의 수신에 관하여 유사한 처리를 이용한다. 이에 따라, 홀수 데이터 슬롯을 지정하는 배정밀도 로드

명령어를 수신하자마자 로드 저장 제어부(42)는, FPREG 레지스터(200)의 내용이 FPREG 레지스터(200)에 로딩되게 하

고, 이어서 임의의 시스템 레지스터의 내용이 로드 명령어내의 식별된 슬롯 수를 나타내고, 이어서 짝수 데이터 워드가 레

지스터 뱅크(220)의 지정 데이터 슬롯에 저장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술한 실시예를 고려하여, 로드 명령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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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데이터 슬롯의 수가 33일 경우, FPREG 레지스터 내용은 32개의 데이터 슬롯의 내용을 수반한 FPREG 레지스터

(200)에 로딩된다. 이와 유사하게, 로드 명령어에 지정된 데이터 슬롯의 수가 35일 경우, FPSCR 레지스터(210)의 내용은

역시 상술한 내용들에 추가하여 FPSCR 레지스터에 로딩된다. 끝으로, 지정된 데이터 슬롯의 수가 37일 경우, 임의의 예외

레지스터 내용도 상술한 내용에 추가하여 예외 레지스터에 로딩된다. 특정 홀수와 연관된 특정 동작은 전체적으로 임의대

로이고, 원하는 대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명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저장 및 로드 명령어를 실행할 경우에 레지스터 제어 및 명령어 발생 로직(48)

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단계 300에서는, 데이터 워드 수(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슬롯 수와 동일한 것)

가, 명령어에 있는 식별된 첫 번째 레지스터 수, 즉 기본 레지스터(base register)와 함께 그 명령어로부터 판독된다. 그래

서, 단계 310에서는, 명령어가 배정밀도 또는 단일 정밀도 명령어인지를 식별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코프로세서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상술한 것처럼, 그 명령어가 배정밀도 명령어인지를 판단한다.

그 명령어가 배정밀도 명령어일 경우, 그 처리는, 단계 320으로 진행하여, 명령어에 지정된 워드 수가 홀수인지를 판단한

다. 이 실시예를 위해, FPREG 레지스터(200)에 추가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 레지스터를 선택적으로 전송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워드 수가 홀수일 경우, 이는 FPREG 레지스터(200) 내용이 전송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에 따라서,

단계 325에서는, FPREG 레지스터의 내용이 로드 저장 제어부(42)에 의해 전송된다. 그래서, 단계 327에서는 워드 수가 1

씩 감소되고, 그 처리는 단계 330으로 진행한다. 단계 320에서 워드 수가 짝수로 판단되었을 경우, 그 처리는 단계 330으

로 직접 진행한다.

단계 330에서는, 워드 수가 0(zero)보다 큰지를 판단한다. 만약 크지 않을 경우, 명령어가 완료되었다고 간주하고, 그 처리

는 단계 340에서 빠져나간다(EXIT). 그러나, 워드 수가 0 보다 클 경우, 그 처리는 단계 332로 진행하여, 배정밀도 데이터

값(즉, 2개의 데이터 슬롯의 내용)은 첫 번째 지정된 레지스터 수에 전송되거나 이 레지스터 수로부터 전송된다. 그 후, 단

계 334에서는, 워드 수가 2씩 감소되고, 단계 336에서는 레지스터 수가 1씩 증가된다. 상술한 것처럼, 실제로, 레지스터

는, 실제로 배정밀도 명령어의 경우 2개의 데이터 슬롯으로 구성되어서, 레지스터 카운트가 1씩 증가하는 것은 데이터 슬

롯 수가 2씩 증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프로시저는 단계 330으로 복귀하여, 워드 수가 0보다 큰지를 계속하여 판단하고, 이러한 처리를 반복한다. 워

드 수가 0에 도달할 경우, 그 처리는 단계 340에서 빠져나간다.

단계 310에서 그 명령어가 배정밀도 명령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 처리는 단계 350으로 진행하여, 다시 워드 수

가 0 보다 큰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그 처리가 단계 352로 진행한 경우,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이, 그 명령어에 있는 식별

된 첫 번째 레지스터 수에 전송되거나 이 레지스터 수로부터 전송된다. 그후, 단계 354에서는, 워드 수가 1 씩 감소되고,

단계 356에서는 레지스터 수 카운트가 다음 데이터 슬롯을 지정하도록 1씩 증가된다. 그 후, 처리는 단계 350으로 복귀하

여, 워드 수가 0보다 큰지를 계속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이 처리를, 워드 수가 0인 시간까지 반복하여, 단계 360에서 그 처

리 시간이 될 경우 빠져나간다.

이상과 같은 방법은, 레지스터 뱅크 내용, 예를 들면 문맥 전환 코드 또는 프로시저 호출 엔트리 및 출구 시퀀스를 모르고

있는 코드를 실행할 경우 매우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경우, 그 동작 시스템은, 레지스터의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 내용에 의존하는 레지스터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방법은, 데이터 워드의 홀수를 지정하는

단일 저장 또는 로드 명령어로 이들 코드 루틴이 기록되게 한다. 코프로세서가 레지스터 내용 정보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명령어에 있는 데이터 워드의 홀수를 필요 사항으로서 해석하여, 레지스터 뱅크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지정하

는데 필요한 포맷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메모리로부터 로드한다. 이 유연성으로 유일한 동작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레지스터 내용 정보를 필요로 하는 코프로세서를 지원하기 위한 요구를 제거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로 코드내의 분리 동작에서 레지스터 내용 정보를 로드하여 저장할 필요성을 제거한다. 레지스터 내용

정보를 로드하여 저장하기 위한 옵션이 명령어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메모리 액세스가 불필요하다. 이는 코드

길이를 감소하고 잠재적으로 시간을 절약한다.

상기 설명된 기술을 포함하는 부동 소수점부의 구조적인 설명을 아래에 설명한다.

1.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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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Pv1은, ARM 프로세서 모듈로 사용하기 위한 코프로세서로서 구현되도록 설계된 부동 소수점 방식(FPS; floating

point system) 구조(architecture)이다. 이 구조의 구현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통합할 수 있거나, 그 구현

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보충하거나 IEEE 754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명세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의 조합을 이용하여 완전 IEEE 754 호환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2개의 코프로세서 번호가 VFPv1에 의해 사용되는데, 여기서 10은 단일 정밀도 오퍼랜드로 연산하는데 사용되고, 또한 11

은 배정밀도 오퍼랜드로 연산하는데 사용된다. 단일 및 배정밀도 데이터 사이에 변환을, 소오스 오퍼랜드 코프로세서 공간

에서 연산하는 2변환 명령어로 수행한다.

VFPv1 구조는 다음의 특징들을 포함한다:

· 지원 코드로 하드웨어에 있어서의 IEEE 754와 완전 호환성.

· 소오스 오퍼랜드로서 각각 어드레스 가능한 32개의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 또는 목적지 레지스터.

· 소오스 오퍼랜드로서 각각 어드레스 가능한 16개의 배정밀도 레지스터 또는 목적지 레지스터.(배정밀도 레지스터들은

물리적인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들과 오버랩)

· 벡터 모드는 부동 소수점 코드 밀도의 상당한 증가와 로드 및 저장 연산의 동시성을 제공한다.

· DSP 및 그래픽 동작을 향상시키기 위해 8개의 순환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를 갖는 4개의 뱅크 또는 4개의 순환 배정밀도

레지스터를 갖는 4개의 뱅크.

· 비정상 핸들링 옵션은 IEEE 754 호환성(부동 소수점 에뮬레이션 패키지로부터 지원됨)간에 선택하거나 또는 고속 플러

시 투 제로(Flush-to-zero) 능력을 선택한다.

· IEEE 754 호환 결과와 완전 파이프라인식으로 연결된 곱-누적의 구현 예정.

· C, C++ 및 Java를 위해 FFTOSIZ 명령어로 정수 변환하기 위한 고속 부동 소수점.

구현기를 선택하여 하드웨어에서 VFPv1을 완전히 구현하거나 하드웨어 및 지원 코드의 조합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의

VFPv1은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구현할 수 있다.

2. 용어

이 명세는 다음의 용어를 사용한다.

자동 예외(Automatic exception) - 각각의 예외 인에이블 비트의 값에 상관없이 지원 코드를 항상 바운스(bounce)하는

예외 조건. 만약 예외가 자동이라면 구현 옵션중의 선택. 섹션 0, 6 의 예외 처리(Exception Processing) 참조.

바운스 - 사용자 트랩(trap) 제어기를 호출하거나 또는 그밖의 사용자 코드의 정상적인 흐름을 인터럽트하지 않고서 전체

적으로 지원 코드에 의해 제어되는 동작 시스템에 보고된 예외.

CDP - FPS용 '코프로세서 데이터 처리(Coprocessor Data Processing)', CDP 연산은, 로드 또는 저장 연산이라기 보다

는 오히려 산술연산이다.

ConvertToUnsignedInteger(Fm) - Fm의 내용을 부호 없는 32-비트 정수 값으로 변환. 이 결과는, 32-비트 부호 없는

정수의 범위 밖의 부동 소수점 값의 최종 라운딩(rounding) 및 핸들링을 위한 라운딩 모드에 의존한다. 무효(INVALID) 예

외는, 부동 소수점 입력 값이 음의 값이거나 32-비트 부호 없는 정수 보다 너무 클 경우 가능하다.

ConvertToSignedInteger (Fm) - Fm의 내용을 부호 있는 32-비트 정수 값으로 변환. 이 결과는, 32-비트 부호 있는 정수

의 범위 밖의 부동 소수점 값의 최종 라운딩 및 핸들링을 위한 라운딩 모드에 의존한다. 무효 예외는, 부동 소수점 입력 값

이 32-비트 부호 있는 정수 보다 너무 클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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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UnsignedIntToSingle /Double(Rd) - 32-비트 부호 없는 정수로서 해석된 ARM 레지스터(Rd)의 내용을 단일 또

는 배정밀도 부동 소수점 값으로 변환. 목적지 정밀도가 단일이면, 변환 연산에 있어서 부정확한(INEXACT) 예외가 가능

하다.

ConvertSignedIntToSingle /Double(Rd) - 32-비트 부호 있는 정수로서 해석된 ARM 레지스터(Rd)의 내용을 단일 또는

배정밀도 부동 소수점 값으로 변환. 목적지 정밀도가 단일이면, 변환 연산에 있어서 부정확한 예외가 가능하다.

비정상화된 값(Denormalized value) - (-2Emin < x < 2Emin) 범위에 있는 값을 나타냄. 단일 및 배정밀도 오퍼랜드 또는

비정상에 대한 IEEE 754 포맷에서, 비정상화된 값은 제로 지수를 가지고, 선행 자리 비트는 1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0이

다. 이 IEEE 754-1985 명세는, 비정상화된 오퍼랜드의 발생 및 조작이 정상적인 오퍼랜드와 같은 정밀도로 수행되는 것

을 요구한다.

디스에이블된 예외(Disabled exception) - 0으로 세트된 FPSCR에 있는 관련 예외 인에이블 비트를 가진 예외를 '디스에

이블된'으로서 언급한다. 이들 예외에 대한 IEEE 754 명세는 정확한 결과를 되돌리는 것으로 정의한다. 예외 조건을 발생

하는 연산은, IEEE 754의 정의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지원 코드로 바운스 할 수 있다. 또, 이 예외는 사용자 예외 핸들러

에 보고되지 않을 것이다.

인에이블된 예외(Enabled exception) - 1로 세트된 각각의 예외 인에이블 비트를 가진 예외. 본 예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

용자 핸들러는 트랩(trap)할 것이다. 예외 조건을 발생하는 연산은 IEEE 754의 정의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지원 코드로

바운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외는 사용자 예외 핸들러에게 보고될 것이다.

지수(Exponent) - 제시된 수의 값을 판단할 때에 2 제곱된 정수를 보통 나타내는 부동 소수점 수의 성분. 이 지수는 종종

부호 있는 또는 비편향(unbiased) 지수라 부른다.

소수(Fraction) - 함축된 2진 소수점의 오른쪽에 놓인 자리(significand)의 필드.

플러시 투 제로 모드(Flush-To-Zero Mode) - 이 모드에서, 라운딩이 비정상화된 값으로 변환되기 보다는 오히려 제로로

서 처리된 후 (-2Emin < x < 2Emin) 범위에 있는 모든 값.

하이(High)(Fn/Fm) - 메모리에 나타낸 것처럼 배정밀도 값의 상위 32 비트[63:32].

IEEE 754-1985 - "2진 부동 소수점 연산의 IEEE 표준", ANSI/IEEE Std 754-1985, 미국 전기 전자 학회(IEEE), Inc.

New York, New York, 10017. 이 표준은, 종종 IEEE 754 표준으로서 언급되었고, 데이터 형태, 정확한 연산, 예외 형태

및 핸들링, 부동 소수점 방식용 오류 경계를 정의한다. 대부분의 프로세서는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

합의 표준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무한대(Infinity) - ∞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IEEE 754의 특수 포맷. 이 지수는 정밀도에 대해 최대이고, 그 자리는 모두 제

로이다.

입력 예외(Input exception) - 주어진 연산에 대한 하나 이상의 오퍼랜드가 하드웨어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예외 조건. 이

때의 연산은 연산 완료를 위해 지원 코드를 바운스 한다.

중간 결과(Intermediate result) - 라운딩 전의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내부 포맷. 이 포맷은, 목적지 포맷보다

큰 지수 필드 및 자리 필드를 가진다.

로우(Low)(Fn/Fm) - 메모리에 나타낸 것처럼 배정밀도 값의 하위 32 비트[31:0].

MCR - "ARM 레지스터로부터 코프로세서로 이동(Move)". FPS의 경우, 이는 ARM 레지스터와 FPS 레지스터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 또는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명령어를 포함한다. 32 비트의 정보만이 단일 MCR 클래스 명령어를 이용하여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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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C - "코프로세서로부터 ARM 레지스터로 이동(Move)". FPS의 경우, 이는 FPS와 ARM 레지스터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 또는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명령어를 포함한다. 32 비트의 정보만이 단일 MRC 클래스 명령어를 이용하여 전송된다.

NaN - 번호 없음, 부동 소수점 포맷에 인코딩된 기호 엔티티(Symbolic entity). 시그널링 및 비 시그널링 또는 정지

(quiet)의 2가지 형태의 NaN이 있다. 시그널링 NaN은, 오퍼랜드로서 사용된다면 무효 오퍼랜드 예외를 발생한다. 정지

NaN은 시그널링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산술 연산을 통해 전달한다. NaN의 포맷은, 비 제로 자리를 갖는 모두 1인 지수 필

드를 갖는다. 시그널링 NaN을 나타내기 위해 소수(fraction)의 최상위 비트는 O인 반면에, 정지 NaN은 그 비트가 1로 세

트된다.

보류(Reserved) - 제어 레지스터 또는 명령어 포맷에 있는 필드는 그 필드가 구현에 의해 정의되는 경우 '보류'이거나, 그

필드의 내용이 0이 아닌 경우 예측 불가능한(UNPREDICTABLE) 결과를 산출한다. 이들 필드는, 향후 구조의 확장용도로

보류되거나 특수한 구현이다. 그 구현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모든 보류 비트들은, 0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0으로서 판독될

것이다.

라운딩 모드(Rounding Mode) - IEEE 754 명세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계산을 마치 무한 정밀도, 즉, 2개의 단일 정밀도

값의 곱이 그 자리의 2배 비트 수에 대한 자리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이다. 그 자리의 목적 정밀도 라

운딩에 있는 값을 나타내는 것이 종종 필요하다. IEEE 754 표준은, 4개의 라운딩 모드, 즉 가장 근접하게 라운드(RN;

Round to Nearest), 제로 또는 절단(Chop)으로 라운드(RZ; Round to Zero), 플러스 무한대로 라운드(RP; Round to Plus

infinity) 및 마이너스 무한대로 라운드(RM; Round to Minus infinity)가 있다. 상기 첫 번째 모드는, '짝수'를 만드는 자리

의 최하위 비트가 0이면, 같은 경우 자리 올림(tie case rounding up)으로 중간점에서 라운딩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상기

두 번째 모드는, 임의의 비트를 그 자리의 오른쪽으로 효과적으로 절단하는, 항상 잘라버림(rounding down)을 수행하고,

C, C++ 및 Java 언어에 의해 정수 변환에 사용된다. 그 나머지 두개의 모드는, 구간 연산(interval arithmetic)에 사용된

다.

자리(Significand) - 함축된 2진 소수점의 왼쪽에 명시 또는 암시 선행 비트와, 오른쪽에 있는 소수 필드로 구성된 2진 부

동 소수점 수의 구성요소.

지원 코드(Support Code) - IEEE 754 표준과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보상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이 지원 코드는, 초월수 계산과 같은 하드웨어의 범위를 넘은 연산을 수행하는 루틴으로 구성된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지원되지 않는 입력 또는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입력으로 분할되는 것과 같은 지원 함수(supported functions)와, IEEE

754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외 조건을 처리하는 예외 핸들러로 구성된 세트의 2가지 구성요소를 갖도록 구성

되어 있다. 이때, 지원 코드는, 임의의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 형태 또는 데이터 표시(예를 들면, 비정상 값 또는 십진 데이

터 형태)의 적절한 핸들링을 예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구현 함수(implemented functions)를 수행하는데 요구된다. 상기 루

틴이 기록되어 그 루틴의 출구에서 사용자의 상태를 조심해서 복원하는 경우 FPS를 그 중간 계산에 이용할 수도 있다.

트랩(Trap) - 각각의 예외 인에이블 비트가 FPSCR에 세트된 예외 조건. 사용자의 트랩 핸들러가 실행될 것이다.

미정의(UNDEFINED) - 미정의된 명령어 트랩을 발생하는 명령어를 나타냄. ARM 예외에 관한 많은 정보에 대한 ARM 구

조 참조 메뉴얼을 참조한다.

예측불가능(UNPREDICTABLE) - 신뢰할 수 없는 명령어 또는 제어 레지스터 필드 값의 결과. 이 예측불가능 명령어 또

는 결과는, 보안 홀을 나타내지 않거나, 프로세서 또는 그 시스템의 임의의 부분을 홀트(halt) 또는 행(hang)하지 않아야 한

다.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Unsupported Data) - 하드웨어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종료를 위한 지원 코드로 바운스되는 특정

데이터 값. 이들 데이터는, 무한대, NaN, 비정상 값 및 제로를 포함한다. 구현은, 이들 값중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지원되는 것 또는 연산을 종료하기 위해 지원 코드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지원

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로서 생기는 임의의 예외는, 그 예외에 대한 대응하는 예외 인에이블 비트가 세트된 경우 사용자 코

드에 트랩핑될 것이다.

3. 레지스터 파일(Register File)

3.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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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소오스 또는 목적지 오퍼랜드로서 완전히 정의된 5-비트 레지스터 인덱스내에 모두 개별적으로 어드레스 가능

한 32개의 단일 정밀도 및 16개의 배정밀도 레지스터를 제공한다.

32개의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는, 16개의 배정밀도 레지스터와 중복되는, 즉, D5으로의 배정밀도 데이터 기록은 S10 및

S11의 내용을 중복기재(overwrite)한 것이다. 컴파일러 또는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머가, 중복된 구현에서 단일 정밀도 데

이터 기억장치로서 레지스터의 사용과 배정밀도 데이터 기억장치의 반으로서 레지스터의 사용간에 레지스터 사용상의 충

돌을 알도록 하는 일이다. 하나의 정밀도로 제한되는 레지스터 사용을 보증하도록 구성된 하드웨어가 없어서, 이것을 위반

할 경우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다.

VFPv1은, 스칼라 모드에서 이들 레지스터에 액세스를 제공하고, 한개, 두 개, 또는 세 개의 오퍼랜드 레지스터는 목적지

레지스터에 기록된 결과를 산출하는데 사용되고, 또는 벡터 모드에서 지정된 오퍼랜드는 레지스터 그룹을 참조한다.

VFPv1은, 단일 정밀도 오퍼랜드에 대해서 단일 명령어에 있는 8개의 구성 요소까지 및 배정밀도 오퍼랜드에 대해서 4개

의 구성 요소까지에 대한 벡터 연산을 제공한다.

[표 1]. LEN 비트 인코딩

LEN 벡터 길이 인코딩

 000  스칼라

 001  벡터 길이 2

 010  벡터 길이 3

 011  벡터 길이 4

 100  벡터 길이 5

 101  벡터 길이 6

 110  벡터 길이 7

 111  벡터 길이 8

벡터 모드는, 비-제로 값을 LEN 필드에 기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때, LEN 필드가 0을 포함하는 경우, FPS는 스칼라

모드에서 연산하고, 그 레지스터 필드는 플랫(flat) 레지스터 모델에서 32개의 개별적인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 또는 16개

의 배정밀도 레지스터를 어드레싱함으로서 해석된다. LEN 필드가 비-제로일 경우, FPS는 벡터 모드에서 연산하고, 그 레

지스터 필드는 레지스터의 벡터를 어드레싱함으로써 해석된다. LEN 필드의 인코딩을 위해 표 1을 참조한다.

LEN 필드를 변경하지 않고 스칼라 및 벡터 연산을 혼합하는 수단은, 목적지 레지스터의 명세를 통해서 가능하다. 스칼라

연산은, 목적지 레지스터가 레지스터들(S0-S7 또는 D0-D3)의 첫 번째 뱅크에 있을 경우 벡터 모드에 있는 동안 지정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섹션 0을 참조한다.

3.2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 사용법

FPSCR에서 LEN 필드가 0일 경우, 32개의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는 번호 S0 내지 S31이 이용 가능하다. 임의의 레지스터

가 소오스 또는 목적지 레지스터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실례 1.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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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일 정밀도(코프로세서 10) 레지스터 맵은, 실례 1에 도시된 것처럼 나타낼 수 있다.

FPSCR에 있는 LEN 필드가 0보다 클 경우, 그 레지스터 파일은 실례 2에 도시된 것처럼, 8개의 순환 레지스터로 구성된 4

개의 뱅크로서 동작한다. 벡터 레지스터 V0 내지 V7의 첫 번째 뱅크는, 스칼라 레지스터 S0 내지 S7과 중복(overlap)되

고, 각 오퍼랜드에 대해 선택된 레지스터에 따라 스칼라 또는 벡터로서 어드레싱된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한 레지스터 사용

법은 섹션 0, 3.4를 참조한다.

실례 2. 순환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

예를 들어, FPSCR에서 LEN이 3으로 세트되는 경우, 참조 벡터 V10은 레지스터 S10, S11, S12 및 S13이 벡터 연산에 포

함되게 한다. 이와 유사하게, V22는 S22, S23, S16 및 S17이 연산에 포함되게 한다. 벡터 모드에서 레지스터 파일을 액세

스할 때, 순서에 있어서 V7 다음의 레지스터는 V0이고, 이와 유사하게, V8은 V15 다음이고, V16은 V23 다음이며, V24

는 V31 다음이다.

3.3 배정밀도 레지스터 파일

FPSCR에서 LEN 필드가 0일 경우, 16개의 배정밀도 스칼라 레지스터는 이용 가능하다.

실례 3. 배정밀도 레지스터 맵

임의의 레지스터는, 소오스 또는 목적지 레지스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레지스터 맵은 실례 3에 도시된 것처럼 나타낼

수 있다.

FPSCR에서 LEN 필드가 0보다 클 경우, 4개의 순환 레지스터로 구성된 4개의 뱅크에 있는 4개의 스칼라 레지스터와 16

개의 벡터 레지스터는, 실례 4에 도시된 것처럼 이용 가능하다. 벡터 레지스터 V0 내지 V3의 첫 번째 뱅크는, 스칼라 레지

스터 D0 내지 D3과 중복된다. 이 레지스터는, 스칼라로서 또는 각 오퍼랜드에 대해 선택된 레지스터에 따라 어드레싱된

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한 레지스터 사용법은 섹션 0, 3.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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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 4. 순환 배정밀도 레지스터

섹션 0에서 단일 정밀도 실시예이므로, 배정밀도 레지스터는 4개의 뱅크 내에서 순환하고 있다.

3.4 레지스터 사용법

스칼라와 벡터간에 3개의 연산을 지원한다(OP2는 부동 소수점 코프로세서에 의해 지원된 임의의 2개의 오퍼랜드 연산일

수 있고, OP3은 임의의 3개의 오퍼랜드 연산일 수 있다).

다음 설명의 경우, 레지스터 파일의 '첫 번째 뱅크'는, 단일 정밀도 연산용 레지스터 S0-S7으로서 그리고 배정밀도 연산용

레지스터 D0-D3으로서 정의된다.

· 스칼라D = OP2 스칼라A 또는 스칼라D = 스칼라A OP3 스칼라B 또는 스칼라D = 스칼라A * 스칼라B + 스칼라D

· 벡터D = OP2 스칼라A 또는 벡터D = 스칼라A OP3 벡터B 또는 벡터D = 스칼라A * 벡터B + 벡터D

· 벡터D = OP2 벡터A 또는 벡터D = 벡터A OP3 벡터B 또는 벡터D = 벡터A*벡터B + 벡터D

3.4.1 스칼라 연산

2개의 조건은 스칼라 모드에서 FPS가 연산하게 한다.

1? FPSCR에서 LEN 필드는 0이다. 목적지 및 소오스 레지스터는, 단일 정밀도 연산용 스칼라 레지스터 0 내지 31과 배정

밀도 연산용 스칼라 레지스터 0 내지 15중의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이때의 연산은 명령어에 명백하게 지정된 레지스터에

관해서만 수행한다.

2? 목적지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파일의 첫 번째 뱅크에 있다. 소오스 스칼라는 임의의 다른 레지스터일 수 있다. 이 모드

는, FPSCR에서 LEN 필드를 변경할 필요 없이 스칼라 및 벡터 연산의 중간 혼합을 허용한다.

3.4.2 스칼라 및 벡터 소오스와 벡터 목적지를 포함하는 연산

이 모드에서 연산하기 위해서는, FPSCR의 LEN 필드가 0보다 크고, 그 목적지 레지스터가 레지스터 파일의 첫 번째 뱅크

에 없다. 스칼라 소오스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파일의 첫 번째 뱅크에 있는 임의의 레지스터일 수 있고 나머지 임의의 레지

스터가 벡터B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그 동작이, 소오스 스칼라 레지스터가 멤버(member)일 경우 또는 벡터

D가 LEN 구성요소 미만의 벡터B와 중복하는 경우, 즉 벡터D와 벡터B가 동일 벡터이어야 하거나 모든 멤버에서 완전히 별

개인 경우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섹션 0에 있는 요약 표를 참조한다.

3.4.3 벡터 데이터만을 포함하는 연산

이 모드에서 연산하기 위해서는, FPSCR의 LEN 필드가 0보다 크고, 목적지 벡터 레지스터가 레지스터 파일의 첫 번째 뱅

크에 없다. 벡터A 벡터의 개개의 구성요소는, 벡터B에 있는 대응한 구성요소와 조합되어 벡터D에 기록된다. 그 레지스터

파일의 첫 번째 뱅크에 없는 임의의 레지스터는 벡터A에 대해 이용 가능하고, 모든 벡터는 벡터B에 대해 이용 가능하다.

다음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동작이, 소오스 및 목적지의 양 벡터가 LEN 구성요소 미만으로 중복될 경우 예측 불가능하다.

그들은 동일하거나 모든 멤버에서 완전히 별개이다. 섹션 0의 요약 표를 참조한다.

주목할 것은, 연산의 FMAC 패밀리에 대해, 목적지 레지스터 또는 벡터는 항상 누적(Accumulate) 레지스터 또는 벡터라

는 것이다.

3.4.4 연산 요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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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단일 및 배정밀도 2 및 3 개의 오퍼랜드 명령어에 대한 레지스터 사용법 옵션을 제시한다. '임의의(Any)'는

지정된 오퍼랜드에 대한 정밀도에서 모든 레지스터의 이용가능성을 나타낸다.

[표 2]. 단일 정밀도 3개의 오퍼랜드 레지스터 사용법

 LEN 필드  목적지 레지스터  제1 소오스 레지스터  제2 소오스 레지스터  연산 형태

 0  Any  Any  Any  S=SopS 또는 S=S*S+S

 non-0  0 - 7  Any  Any  S=SopS 또는 S=S*S+S

 LEN 필드  목적지 레지스터  제1 소오스 레지스터  제2 소오스 레지스터  연산 형태

 non-0  8 - 31  0 - 7  Any  V=SopV 또는 V=S*V+V

 non-0  8 - 31  8 - 31  Any  V=VopV 또는 V=V*V+V

[표 3]. 단일 정밀도 2개의 오퍼랜드 레지스터 사용법

 LEN 필드  목적지 레지스터  소오스 레지스터  연산 형태

 0  Any  Any  S= op S

 non-0  0 - 7  Any  S= op S

 non-0  8 - 31  0 - 7  V= op S

 non-0  8 - 31  8 - 31  V= op V

[표 4]. 배정밀도 3개의 오퍼랜드 레지스터 사용법

 LEN 필드  목적지 레지스터  제1 소오스 레지스터  제2 소오스 레지스터  연산 형태

 0  Any  Any  Any  S=SopS 또는 S=S*S+S

 non-0  0 - 3  Any  Any  S=SopS 또는 S=S*S+S

 non-0  4 - 15  0 - 3  Any  V=SopV 또는 V=S*V+V

 non-0  4 - 15  4 - 15  Any  V=VopV 또는 V=V*V+V

[표 5]. 배정밀도 2개의 오퍼랜드 레지스터 사용법

 LEN 필드  목적지 레지스터  소오스 레지스터  연산 형태

 0  Any  Any  S= op S

 non-0  0 - 3  Any  S= op S

 C:\-0  4 - 15  0 - 7  V= op S

 non-0  4 - 15  8 - 31  V= op V

4. 명령어 세트

FPS 명령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MCR 및 MRC - ARM과 FPS 사이의 연산을 전송

·LDC 및 STC - FPS와 메모리 사이의 연산을 로드 및 저장

·CDP - 데이터 처리 연산

4.1 명령어 동시성

FPS 구조 명세의 취지는, 2단계의 동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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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식 기능부와 CDP 기능을 갖는 병렬 로드/저장 연산. 중요한 성능 이득은, 이들 연산과 병렬로 실행하기 위해 일

반적으로 연산을 처리하면서 레지스터 의존성이 없는 로드 및 저장 연산을 지원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

4.2 명령어 직렬화

FPS는, 현재 실행하는 모든 명령어가 완료되고 각각의 예외 상태가 알려질 때까지 그 FPS가 ARM을 사용-대기(Busy-

Wait)하게 하는 단일 명령어를 지정한다. 예외가 진행중인 경우, 그 직렬화 명령어는 취소되고 그 ARM에서 예외 처리를

시작한다. FPS에서 그 직렬화 명령어는,

·FMOVX - 부동 소수점 방식 레지스터에 대한 판독 또는 기록

이 있다.

부동 소수점 방식 레지스터에 대한 임의의 판독 또는 기록을 현재 명령어가 완료할 때까지 멈추게 한다. 시스템 ID레지스

터에 대한 FMOVX(FPSID; FMOVX to the System ID Register)는, 선행하는 부동 소수점 명령어로 일어난 예외를 일으

킨다. 사용자 상태(User Status)와 제어 레지스터(Control Register)의 판독/변경/기록(FPSCR)(FMOVX를 사용하여)을

수행하는 것은, 예외 상태 비트(FPSCR[4:0])를 클리어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4.3 정수 데이터를 포함하는 변환

부동 소수점과 정수 데이터사이의 변환은, 정수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 명령어와 그 변환을 수행하는 CDP 명령어

로 구성된 FPS에서 2단계 처리이다. 임의의 산술 연산을 FPS 레지스터에 있는 정수 데이터에 관해 시도하는 경우, 그 결

과는 정수 포맷에서 예측 불가능하여서 이러한 임의의 연산은 피해야 한다.

4.3.1 FPS 레지스터에서 정수 데이터를 부동 소수점 데이터로 변환

정수 데이터는, MCR FMOVS 명령어를 사용하여 어느 ARM 레지스터로부터든 부동 소수점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에 로딩

될 수도 있다. FPS 레지스터의 정수 데이터를, 정수 투 플로우트(integer-to-float) 패밀리 연산으로 단일 또는 배정밀도

부동 소수점 값으로 변환하여 목적지 FPS 레지스터에 기록한다. 이 목적지 레지스터는, 그 정수 값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경

우 소오스 레지스터가 된다. 이때의 정수는, 부호 있는 또는 부호 없는 32-비트량이다.

4.3.2 FPS 레지스터에 있는 부동 소수점 데이터를 정수 데이터로 변환

FPS 단일 또는 배정밀도 레지스터의 값을, 플로우트 투 정수(float-to-integer) 패밀리 명령어를 가진 부호 있는 또는 부

호 없는 32-비트 정수 포맷으로 변환한다. 그 결과, 정수는 목적지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에 위치한다. 이때의 정수 데이터

를 MRC FMOVS 명령어를 사용하여 ARM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4.4 레지스터 파일 어드레싱

단일 정밀도 공간(S=0)에서 연산하는 명령어는, 그 명령어 필드에 이용 가능한 5비트를 오퍼랜드 액세스를 위해 사용한

다. 이때, 상위 4비트는 Fn, Fm 또는 Fd로 레이블된(labeled) 오퍼랜드 필드에 포함되고, 그 어드레스의 최하위 비트는 각

각 N, M, 또는 D에 있다.

배정밀도 공간(S=1)에서 연산하는 명령어는, 그 오퍼랜드 어드레스의 상위 4비트만을 사용한다. 이들 4비트는, Fn, Fm 및

Fd 필드에 포함된다. N, M 및 D 비트는, 대응하는 오퍼랜드 필드가 오퍼랜드 어드레스를 포함할 경우 0을 포함해야 한다.

4.5 MCR(ARM 레지스터에서 코프로세서로 이동; Move to Coprocessor from ARM 레지스터)

이 MCR 연산은, FPS에 의해 ARM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의 전송 또는 사용을 포함한다. 이는, ARM 레지스터로부터 단

일 정밀도 포맷 또는 한 쌍의 ARM 레지스터에서 FPS 레지스터까지의 배정밀도 포맷에 있는 데이터를 이동하고, ARM 레

지스터에서 단일 정밀도 FPS 레지스터까지의 부호 있는 또는 부호 없는 정수 값을 로딩하고, 제어 레지스터에 ARM 레지

스터의 내용을 로딩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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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 명령어에 대한 포맷은 실례 5에 나타내었다.

실례 5. MCR 명령어 포맷

[표 6]. MCR 비트 필드 정의

비트 필드 정의

 Opcode  3-비트 연산 코드(표 7 참조)

 Rd  ARM 소오스 레지스터 인코딩

 S 연산 오퍼랜드 크기.

0 - 단일 정밀도 오퍼랜드

1 - 배정밀도 오퍼랜드

 N 단일 정밀도 연산:

목적지 레지스터 최하위 비트

배정밀도 연산:

0으로 세트되어야 하거나 그 연산이 미정의됨

시스템 레지스터 이동

보류

비트 필드 정의

 Fn 단일 정밀도 연산:

목적지 레지스터 어드레스 상위 4비트

배정밀도 연산:

목적지 레지스터 어드레스

시스템 레지스터 이동:

0000 - FPID (코프로세서 ID 번호)

0001 - FPSCR(사용자 상태 및 제어 레지스터)

0100 -FPREG(레지스터 파일 내용 레지스터)

기타 레지스터 인코딩은 보류이고 여러 가지 구현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

 R  보류 비트들

[표 7]. MCR 오페코드 필드 정의

Opcode

필드

이름 연산

 000  FMOVS  Fn=Rd(32비트, 코프로세서 10)

 000  FMOVLD  로우(Fn)=Rd(배정밀도 로우 32비트, 코프로세서 11)

 001  FMOVHD  하이(Fn)=Rd(배정밀도 하이 32비트, 코프로세서 11)

 010-110  보류  

 111  FMOVX  시스템 레지스터=Rd(코프로세서 10 공간)

주석 : 32-비트 데이터 연산만이 FMOV[S, HD, LD] 명령어에 의해 지원된다. ARM 레지스터 또는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

에 있는 데이터만이 FMOVS 연산에 의해 이동된다. 2개의 ARM 레지스터 FMOVLD 및 FMOVHD 명령어로부터 배정밀도

오퍼랜드를 전송하기 위해서, 하위 반과 상위 반을 각각 이동한다.

4.6 MRC(코프로세서로부터 ARM 레지스터로 이동/ 부동 레지스터 비교; Move to ARM Register from Coprocessor/

Compare Floating Reg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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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MRC 연산은, FPS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의 ARM 레지스터로의 전송을 포함한다. 이는, 단일 정밀도 값 또는 부동 소

수점 값을 정수로 변환한 결과를 ARM 레지스터로 이동하거나 배정밀도 FPS 레지스터를 2개의 ARM 레지스터로 이동하

고, CPSR의 상태 비트를 이전 부동 소수점 비교 연산의 결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MRC 명령어의 포맷은 실례 6에 도시되어 있다.

실례 6. MRC 명령어 포맷

[표 8]. MRC 비트 필드 정의

비트필드 정의

 Opcode  3비트 FPS 연산 코드(표 9 참조)

 Rd  ARM 목적지* 레지스터 인코딩

 S 연산 오퍼랜드 크기.

0 - 단일 정밀도 오퍼랜드

1 - 배정밀도 오퍼랜드

비트필드 정의

 N 단일 정밀도 연산:

목적지 레지스터 최하위 비트

배정밀도 연산:

O으로 세트되어야 하거나 연산이 미정의됨

시스템 레지스터 이동

보류

 M  보류

 Fn 단일 정밀도 연산:

목적지 레지스터 어드레스 상위 4비트

배정밀도 연산:

목적지 레지스터 어드레스

시스템 레지스터 이동:

0000 - FPID(코프로세서 ID 번호)

0001 - FPSCR(사용자 상태 및 제어 레지스터)

0100 - FPREG(레지스터 파일 내용 레지스터)

기타 레지스터 인코딩은 보류하고 여러 가지 구현은 다를 수 있음.

 Fm  보류

 R  보류

* FMOVX FPSCR 명령어에 대해서, 상기 Rd 필드가 R15(1111)를 포함할 경우, CPSR의 상위 4비트는 결과적인 조건 코

드로 갱신될 것이다.

[표 9]. MRC 오페코드 필드 정의

Opcode필드 이름 연산

 000  FMOVS  Rd=Fn(32비트, 코프로세서 10)

 000  FMOVLD  Rd=Low(Fn)Dn의 하위 32비트가 전송됨.(배정밀도 로우 32비트, 코프로

세서 11)

 001  FMOVHD  Rd=High(Fn) Dn의 상위 32비트가 전송됨.(배정밀도 하이 32비트, 코프

로세서 11)

 010 - 110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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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FMOVX  Rd=시스템 레지스터

주석 : MCR FMOV 명령어 주석 참조.

4.7 LDC/STC(로드/저장 FPS 레지스터)

LDC 및 STC 연산은 FPS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부동 소수점 데이터는, 그 ARM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갱신

되었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어서 단일 데이터 전송 또는 다중 데이터 전송의 정밀도에서 전송될 수 있다. 이동 다중 연산

에서 데이터 구조에 대한 다중 오퍼랜드 액세스는 물론, 꽉찬 내림차순 스택과 빈 오름차순 스택 구조를 지원한다. LDC 및

STC에 대한 다양한 옵션의 설명을 위한 표 11을 참조한다.

실례 7에 LDC 및 STC 명령어의 포맷이 도시되어 있다.

실례 7. LDC/STC 명령어 포맷

[표 10]. LDC/STC 비트 필드 정의

비트 필드 정의

 P  프리/포스트 인덱싱(0=포스트(post), 1=프리(pre)

 U  업/다운 비트(0=다운, 1=업)

비트 필드 정의

 D 단일 정밀도 연산:

소오스/목적지 레지스터 최하위 비트

배정밀도 연산:

0으로 세트되어야 함

 W  재기록 비트(0=재기록 하지 않음, 1=재기록)

 L  방향 비트(0=저장, 1=로드)

 Rn  ARM 기본 레지스터 인코딩

 Fd 단일 정밀도 연산:

소오스/목적지 레지스터 어드레스 상위 4비트

배정밀도 연산:

소오스/목적지 레지스터 어드레스

 S 연산 오퍼랜드 크기.

0 - 단일 정밀도 오퍼랜드

1 - 배정밀도 오퍼랜드

 오프셋/전송 수  부호 없는 8-비트 오프셋 또는 FLDM(IA/DB) 및 FSTM(IA/DB)를 위해 전송하기 위한 단일 정

밀도 (배정밀도 레지스터 카운트의 2배)레지스터의 수. 전송에 있어서 최대 워드 수는, 16개

의 단일 정밀도 값 또는 8개의 배정밀도 값을 허용하는 16이다.

4.7.1 로드 및 저장 연산을 위한 일반적인 특징

다중 레지스터는, 벡터 연산에 의해 사용된 4개 또는 8개의 레지스터 경계를 가로질러 랩핑하지 않고 레지스터 파일을 통

해 선형적으로 로딩 및 저장한다. 과거의 레지스터 파일 끝을 로드하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

이중 로드 또는 저장 배수(multiple)에 대한 오프셋이 홀수 레지스터 카운트 17이하를 포함할 경우, 그 구현은 또 다른 32-

비트 데이터 항목을 기록하거나 또 다른 32-비트 데이터 항목을 판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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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이터 항목은, 그것들이 로드 또는 저장되기 때문에 레지스터의 내용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레지스터 파

일 포맷이 정밀도용 IEEE 754 포맷과는 다르고 각 레지스터는 메모리에 있는 그것을 식별하는데 요구되는 타입 정보를 갖

는 구현에 유용하다. 오프셋이 홀수이고 그 수가 단일 정밀도 레지스터의 수보다 클 경우, 이는 그 레지스터의 문맥 전환과

모든 시스템 레지스터를 초기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표 11]. 로드 및 저장 어드레싱 모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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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LDC/STC 연산 요약

표 12는, LDC/STC에 있는 P, W 및 U 비트에 대한 허용 가능한 조합과, 각 유효 연산에 대한 오프셋 필드의 기능을 나타낸

다.

[표 12]. LDC/STC 연산 요약

 P  W  U  오프셋 필드  연산

 0  0  0   미정의

 0  0  1  Reg count  FLDM/FSTM

 0  1  0   미정의

 0  1  1  Reg count  FLDMIA/FSTMIA

 1  0  0  오프셋  FLD/FST

 1  0  1  오프셋  FLD/FST

 1  1  0  Reg Count  FLDMDB/FSTMDB

 1  1  1   미정의

4.8 CDP(코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Coprocessor Data Processing)

CDP 명령어는,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 파일로부터의 오퍼랜드를 포함하고, 그 레지스터 파일에 재기록될 결과를 산출하는

모든 데이터 처리 연산을 포함한다. 특정 관심사중에 FMAC(연쇄된 곱셈-누적) 연산과, 2개의 오퍼랜드에 관한 곱셈을 수

행하고 제 3 오퍼랜드를 가산하는 연산이 있다. 이 연산은, IEEE 라운딩 연산을 제 3 오퍼랜드의 가산전에 곱에 관해 수행

한다는 점에서 통합(fused) 곱셈-누적 연산과는 다르다. 이는 자바(Java) 코드가 FMAC 연산을 유용하게 하여 별도의 곱

셈 및 가산 연산이 되면서 곱셈-누적 연산의 속도를 향상시킨다.

CDP 그룹에 있는 2개의 명령어는, FPS 레지스터의 부동 소수점 값을 정수 값으로 변환하는데 유용하다. FFTOUI[S/D]

는, FPSCR에 있는 현재 라운딩 모드를 사용하여, 단일 또는 배정밀도의 내용을 FPS 레지스터에 있는 부호 없는 정수로 변

환한다. FFTOSI[S/D]는, 부호 있는 정수로 변환한다. FFTOUIZ[S/D] 및 FFTOSIZ[S/D]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변환을 위해 FPSCR 라운딩 모드를 무효로 하고, 임의의 소수 비트를 절단한다(truncate). FFTOSIZ[S/D]의 기능은,

부동 수를 정수로 변환하는데 C, C++ 및 자바가 필요하다. 이때 FFTOSIZ[S/D] 명령어는, 변환을 위해 FPSCR로부터

RZ까지에 있는 그 라운딩 모드 비트의 조정을 요구하지 않고서 그 능력을 제공하여서, FFTOSIZ[S/D] 연산으로의 변환을

위한 사이클 카운트를 감소시키는데, 이는 4 내지 6 사이클을 절감한다.

그 CDP CMP 명령어를 사용하여 비교 연산을 수행하고나서, ARM CPSR 플래그 비트에 그 결과의 FPS 플래그 비트

(FPSCR[31:28])를 로드하기 위한 MRC FMOVX FPSCR 명령어가 뒤따른다. 이때의 비교 연산은, 비교 오퍼랜드중 하나

가 NaN일 경우 무효 예외의 가능성이 제공되고 또 가능성 없이 제공된다. FCMP 및 FCMP0은, 비교 오퍼랜드중 하나가

NaN일 경우 무효를 신호로 알리지 않고, 또한 FCMPE 및 FCMPE0는 예외를 신호로 알린다. 상기 FCMP0 및 FCMPE0

는, Fm 필드에 있는 오퍼랜드와 0을 비교하고 그에 따라서 FPS 플래그를 세트한다. FMOVX FPSCR 연산 후, 다음과 같

이 ARM 플래그 N, Z, C 및 V를 정의한다.

N 미만

Z 같음

C 크거나 같음 또는 명령을 받지 않음

V 명령을 받지 않음

CDP 명령의 포맷은 아래 실례 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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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 8. CDP 명령어 포맷

[표 13]. CDP 비트 필드 정의

비트 필드 정의

 오페코드  4-비트 FPS 연산코드(표 14 참조)

 D 단일 정밀도 연산: 목적지 레지스터 최하위 비트

배정밀도 연산: 0으로 세트되어야 함

비트 필드 정의

 Fn 단일 정밀도 연산:

소스 A레지스터 상위 4비트 OR 확장 오페코드 최상위 4비트

배정밀도 연산:

소스 A 레지스터 어드레스 OR 확장 오페코드 최상위 4비트

 Fd 단일 정밀도 연산: 목적지 레지스터 상위 4비트

배정밀도 연산: 목적지 레지스터 어드레스

 S 연산 오퍼랜드 크기:

0 - 단일 정밀도 오퍼랜드

1 - 배정밀도 오퍼랜드

 N 단일 정밀도 연산:

소스 A 레지스터 최하위 비트

확장 오페코드 최하위 비트

배정밀도 연산:

0으로 세트되어야 함

확장 오페코드 최하위 비트

 M 단일 정밀도 연산: 소스 B 레지스터 최하위 비트

배정밀도 연산: 0으로 세트되어야 함

 Fm 단일 정밀도 연산: 소스 B 레지스터 어드레스 상위 4비트

배정밀도 연산: 소스 B 레지스터 어드레스

4.8.1 오페코드

표 14는, CDP 명령어의 중요한 오페코드를 나타낸다. 모든 니모닉(mnemonics)은, [OPERATION][COND][S/D] 형태

이다.

[표 14]. CDP 오페코드 명세

오페코드

필드

연산 이름 연산

 0000  FMAC  Fd=Fn*Fm+Fd

 0001  FNMAC  Fd=-(Fn*Fm+Fd)

 0010  FMSC  Fd=Fn*Fm-Fd

 0011  FNMSC  Fd=-(Fn*Fm-Fd)

 0100  FMUL  Fd=Fn*Fm

 0101  FNMUL  Fd=-(Fn*Fm)

 0110  FSUB  Fd=Fn-Fm

 0111  FNSUB  Fd=-(Fn-Fm)

 1000  FADD  Fd=Fn+Fm

1001-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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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1100  FDIV  Fd=Fn/Fm

 1101  FRDIV  Fd=Fm/Fn

 1110  FRMD  Fd=Fn%Fm(Fd=Fn/Fm후 소수 좌측)

 1111  확장  2개의 오퍼랜드 연산을 위한 연산을 지정하기 위해 Fn 레지스터 필드 사용(표 15

참조)

4.8.2 확장된 연산

표 15는 오페코드 필드에 있는 확장 값을 사용하여 이용가능한 확장 연산을 나타낸다. 모든 명령어는 직렬화 및 FLSCB 명

령어의 제외를 가진 [OPERATION][COND][S/D] 형태이다. 그 확장 연산용 명령어 인코딩은, Fn 오퍼랜드, 즉, {Fn

[3:0], N}용 레지스터 파일 내에 인덱스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다.

[표 15]. CDP 확장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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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벡터화 가능한 연산. 이 LEN 필드를 무시하고, 특정 레지스터에 관한 스칼라 연산을 수행한다.

5. 시스템 레지스터

5.1 시스템 ID 레지스터(FPSID)

이 FPSID는, FPS 구조와 정의된 구현 ID 값을 포함한다.

실례 9. FPSID 레지스터 인코딩

이 워드는, 모델, FPS의 특징 세트 및 수정 및 마스크 세트 번호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 FPSID는 읽기 전용이

고, 그 FPSID에 쓰기는 무시된다. FPSID 레지스터 레이아웃에 대한 실례 9를 참조한다.

5.2 사용자 상태 및 제어 레지스터(FPSCR)

FPSCR 레지스터는, 사용자 액세스 가능 구성 비트와 예외 상태 비트를 포함한다. 구성 옵션은, 예외 인에이블 비트, 라운

딩 제어, 벡터 스트라이드 및 길이, 비정상적인 오퍼랜드 및 결과의 핸들링, 및 디버그(debug) 모드의 사용을 포함한다. 이

레지스터는, FPS를 구성하고 종료된 연산의 상태를 문의하기 위해 사용자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 코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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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 10. 사용자 상태 및 제어 레지스터(FPSCR)

그것은 문맥 전환 동안에 저장 및 복원되어야 한다. 31 내지 28 비트는, 가장 최근의 비교 명령어로부터의 플래그 값을 포

함하고, FPSCR의 읽기를 사용하여 액세스될 수 있다. 이러한 FPSCR은 위의 실례 10에 도시되어 있다.

5.2.1 비교 상태 및 처리 제어 바이트

31 내지 28비트는, 가장 최근의 비교 연산 결과와 특정 상황에서 상기 FPS의 산술 응답을 지정하는데 유용한 몇몇의 제어

비트를 포함한다. 비교 상태 및 처리 제어 바이트의 포맷은, 실례 11에 나타내었다.

실례 11. FPSCR 비교 상태 및 처리 제어 바이트

[표 16]. FPSCR 비교 상태 및 처리 제어 바이트 필드 정의

레지스터 비트 이름 기능

 31  N  비교결과는 미만이었음

 30  Z  비교결과는 같았음

 29  C  비교결과는 크거나 같음 또는 명령을 받지 않았음

 28  V  비교결과는 명령을 받지 않았음

 27 : 25  보류  

 24  FZ 플러시 투 제로

0: IEEE 754 언더플로우 핸들링(디폴트)

1: 플러시 타이니(Tiny) 제로가 됨

목적지 정밀도용 정상 범위보다 작은 임의의 결과는 목적지에 기록된 제로가 된다. 이 언

더플로우 예외 트랩을 얻지 못함.

5.2.2 시스템 제어 바이트

이 시스템 제어 바이트는, 라운딩 모드, 벡터 스트라이드 및 벡터 길이 필드를 제어한다. 이 비트는 실례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지정되어 있다. VFPv1 구조는, 사용을 위한 레지스터 파일 스트라이딩(striding) 메카니즘과 벡터 연산을 통합시킨

것이다. 스트라이드 비트를 00으로 세트할 경우, 벡터 연산에 선택된 다음 레지스터는 그 레지스터 파일에 있는 이전 레지

스터 바로 뒤의 레지스터가 된다. 정상 레지스터 파일 랩핑 메카니즘은 스트라이드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1의 스트라

이드는, 모든 입력 레지스터 및 출력 레지스터를 2씩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FMULEQS F8, F16, F24

은, 다음의 비벡터 연산:

FMULEQS F8, F16, 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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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ULEQS F10, F18, F26

FMULEQS F12, F20, F28

FMULEQS F14, F22, F30

1 레지스터라기 보다는 오히려 2 레지스터만큼 레지스터 파일에 곱셈을 하기 위한 오퍼랜드를 효과적으로 '스트라이딩'을

수행한다.

실례 12. FPSCR 시스템 제어 바이트

[표 17]. FPSCR 시스템 제어 바이트 필드 정의

레지스터 비트 이름 기능

 23 : 22  RMODE 라운딩 모드 세트

00 : RN(Round to Nearest; Default)

01 : RP(Round towards Plus Infinity)

10 : RM(Round towards Minus Infinity)

11 : RZ(Round towards Zero)

 21 : 20  STRIDE 벡터 레지스터 액세스를 세트:

00 : 1(Default)

01 : 보류

10 : 보류

11 : 2

 19  보류(R)  

 18 : 16  LEN 벡터 길이. 벡터연산용 길이 지정.(모든 인코딩이 실행마다 이용가능

한 것이 아니다)

000 : 1(Default)

001 : 2

010 : 3

011 : 4

100 : 5

101 : 6

레지스터 비트 이름 기능

 18:16  LEN 110 : 7

111 : 8

5.2.3 예외 인에이블 바이트

예외 인에이블 바이트는, 15 : 8 비트를 점유하고, 예외 트랩 인에이블을 포함한다. 이 비트는 실례 13에 도시된 것처럼 지

정되어 있다. 이 예외 인에이블 비트는 부동 소수점 예외 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IEEE 754 명세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이러

한 비트가 세트된 경우, 그 예외는 인에이블되고, FPS는 현재 명령어에 관한 예외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 가시 트랩

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신호로 보낸다. 그 비트가 클리어된 경우, 그 예외는 인에이블되지 않고, FPS는 그 예외 조건의 경

우에 사용자 가시 트랩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지 않고, 수학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발생한다. 예외 인에이블

비트에 대한 디폴트는 디스에이블된다. 예외 핸들링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IEEE 754 표준을 참조한다.

일부 구현은, 예외가 디스에이블된 경우에도 하드웨어 능력 이외의 예외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지원코드에 대한 바운스를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코드를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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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 13. FPSCR 예외 인에이블

[표 18]. FPSCR 예외 인에이블 바이트 필드

레지스터 비트 이름 기능

 15 : 13  보류  

 12  IXE 부정확한 인에이블 비트

0 : 디스에이블(디폴트)

1 : 인에이블

 11  UFE 언더플로우 인에이블 비트

0 : 디스에이블(디폴트)

1 : 인에이블

 10  OFE 오버플로우 인에이블 비트

0 : 디스에이블(디폴트)

1 : 인에이블

 9  DZE 0으로 나눈 인에이블 비트

0 : 디스에이블(디폴트)

1 : 인에이블

 8  IOE 무효 오퍼랜드 인에이블 비트

0 : 디스에이블(디폴트)

1 : 인에이블

5.2.4 예외 상태 바이트

예외 상태 바이트는, FPSCR의 7:0 비트를 점유하고 예외 상태 플래그 비트를 포함한다. 각 부동 소수점 예외를 위한 하나

인, 5개의 예외 상태 플래그 비트가 있다. 이들 비트는 '곤란(sticky)'한 것으로서, 즉 검출된 예외로 세트된 경우, 그들은

FPSCR로의 FMOVX 기록 또는 FSERIALCL 명령어에 의해 클리어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트는 실례 14에 도시된 것처럼

지정되어 있다. 인에이블된 예외의 경우, 대응하는 예외 상태 비트를, 자동으로 세트하지 않는다. 지원 코드의 태스크는,

적합한 예외 상태 비트를 필요할 때마다 세트하는 것이다. 일부 예외는, 자동적인, 즉, 그 예외 조건이 검출될 경우, FPS가

예외 인에이블 비트의 세트 방법에 상관없이 연속적인 부동 소수점 명령어에 관해 바운스할 것이다. 이는, IEEE 754 표준

에 의해 요구된 많은 관련 예외 처리중의 일부가 하드웨어에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되게 한다. 예에서

는, FZ 비트가 0으로 세트된 언더플로우 조건을 든다. 이 경우에, 정확한 결과는, 그 결과의 지수와 라운딩 모드에 따라 비

정상화된 수이다. FPS는, 구현자(implementer)로 하여금 바운스할 옵션을 포함한 응답을 선택하게 하고, 정확한 값을 산

출하여 이 값을 목적지 레지스터에 기록하기 위한 지원 코드를 사용하게 한다. 언더플로우 예외 인에이블 비트가 세트된

경우, 사용자의 트랩 핸들러를 그 지원코드가 연산을 완료한 후 호출한다. 이 코드는, FPS의 상태를 바꾸고 되돌아가거나,

그 처리를 종료시킨다.

실례 14. FPSCR 예외 상태 바이트

[표 19]. FPSCR 예외 상태 바이트 필드 정의

레지스터 비트 이름 기능

 7 : 5  보류  

 4  IXC  부정확한 예외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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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FC  언더플로우 예외 검출

 2  OFC  오버플로우 예외 검출

 1  DZC  0으로 나눈 예외 검출

 0  IOC  무효 연산 예외 검출

5.3 레지스터 파일 콘텐트 레지스터(Register File Content Register; FPREG)

이 레지스터 파일 콘텐트 레지스터는, 현재 동작중인 프로그램에 의해 해석되어질 때 그 레지스터의 콘텐트를 적절하게 나

타내주기 위해 디버거(debugger)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특권 레지스터(privileged register)이다. 이

FPREG는, 레지스터 파일에 있는 각 배정밀도 레지스터에 대해 1비트인 16비트를 포함한다.

실례 15. FPREG 레지스터 인코딩

그 비트를 세트한 경우, 그 비트에 의해 나타낸 물리적 레지스터 쌍을 배정밀도 레지스터로서 표시하는데 있다. 이 비트를

클리어한 경우, 그 물리적 레지스터는 한개 또는 2개의 단일 정밀도 데이터 값을 초기화하지 않거나 포함한다.

[표 20]. FPREG 비트 필드 정의

 FPREG 비트  비트 세트  비트 클리어

 C0  D0 유효  S1 및 S0 유효 또는 비초기화

 C1  D1 유효  S3 및 S2 유효 또는 비초기화

 C2  D2 유효  S5 및 S4 유효 또는 비초기화

 C3  D3 유효  S7 및 S6 유효 또는 비초기화

 C4  D4 유효  S9 및 S8 유효 또는 비초기화

 C5  D5 유효  S11 및 S10 유효 또는 비초기화

 C6  D6 유효  S13 및 S12 유효 또는 비초기화

 C7  D7 유효  S15 및 S14 유효 또는 비초기화

 C8  D8 유효  S17 및 S16 유효 또는 비초기화

 C9  D9 유효  S19 및 S18 유효 또는 비초기화

 C10  D10 유효  S21 및 S20 유효 또는 비초기화

 C11  D11 유효  S23 및 S22 유효 또는 비초기화

 C12  D12 유효  S25 및 S24 유효 또는 비초기화

 C13  D13 유효  S27 및 S26 유효 또는 비초기화

 C14  D14 유효  S29 및 S28 유효 또는 비초기화

 C15  D15 유효  S31 및 S30 유효 또는 비초기화

6. 예외 처리

FPS는, 2개의 모드, 즉 디버그 모드 및 정상 모드중의 하나에서 동작한다. FPSCR에 DM 비트가 세트된 경우, FPS는 디버

그 모드에서 동작한다. 이 모드에서, FPS는, ARM이 그 명령어의 예외 상태가 알려지기 까지 대기하다가 동시에 하나의 명

령어를 실행한다. 이는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가 명령어 흐름에 대해 정밀하다는 것을 확인시키지만, 많은 실행시간을 희

생시킨다. 이 FPS는, 자원(resource)을 허용할 경우 ARM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어와, 예외 조건의 검출에 관한 신호 예외

를 수신한다. ARM으로의 예외 보고는, 벡터 연산이 뒤따르고 그 벡터 연산과 병렬로 실행하는 로드 또는 저장 연산의 경

우에 부동 소수점 명령어 스트림 예외에 대하여 항상 정밀하다. 이러한 경우, 로드 연산을 위한 레지스터 파일 또는 저장

연산을 위한 메모리의 콘텐트는 정밀하지 않다.

6.1 지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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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의 구현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의 조합에 따른 IEEE 754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 타입과 자

동 예외에 대해, 지원 코드는 하드웨어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적합한 결과를 목적지 레지스터에 되돌리고, 사용자의 트

랩 핸들러를 호출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 코드의 흐름을 수정하지 않고서 사용자 코드로 되돌아간다. 하드웨

어만이 부동 소수점 코드의 처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보인다. 이 특징들을 제어하기 위해 지원코드에 대

한 바운싱은, 그 특징을 수행하거나 처리할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지만, 이 상황들의 발생은 사용자 코드, 임베디드 응용,

잘 기록된 수치 응용에 일반적으로 극소하다.

이 지원코드는 2가지 구성요소, 즉, 초월 계산과 같은 하드웨어의 범위 이상의 연산뿐만 아니라, 지원되지 않는 입력 또는

예외를 발생하는 입력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같은 지원 함수를 수행하는 루틴으로 구성된 라이브러리와, IEEE 754 컴플라

이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외 트랩을 처리하는 예외 핸들러로 구성된 세트를 가진다. 이 지원코드는, 임의의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 타입 또는 데이터 표시(예; 비정상 값)의 적절한 핸들링을 에뮬레이트하기 위한 구현 함수를 수행하는데 필요

하다. 이 루틴은, 루틴의 출구(Exit)에서 사용자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복원할 경우 그들의 중간 계산에서의 FPS를 이용하

는데 기록될 수도 있다.

6.2 예외 보고 및 처리

정상 모드에서의 예외를, 예외 조건이 검출된 후에 발생된(issued) 다음 부동 소수점 명령어의 ARM에 보고한다. ARM 프

로세서, FPS 레지스터 파일 및 메모리의 상태는, 예외가 일어날 때 위반 명령어에 대해서 정밀하지 못하다. 충분한 정보를

그 지원 코드에 이용 가능하여서, 정확하게 그 명령어를 에뮬레이트하고 그 명령어로부터 생기는 임의의 예외를 처리한다.

일부 구현에 있어서, 지원 코드는, 무한대, NaN, 비정상 데이터 및 제로를 포함한 특정 IEEE 754 데이터로 일부 또는 모든

연산을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현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들 데이터를 언급하고, 사용자 코드에 대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지원 코드에 대해 바운스하며, 목적지 레지스터로 끝난 지정된 IEEE 754로 보답한다. 그

연산으로 인한 임의의 예외는, 예외용 IEEE 754 규칙을 지킨다. 이는, 대응한 예외 인에이블 비트가 세트된 경우 사용자

코드로의 트랩핑을 포함한다.

IEEE 754 표준은, FPSCR에서 인에이블된 예외의 경우와 디스에이블된 예외의 경우 예외 조건에 대한 응답을 정의한다.

VFPv1 구조는, IEEE 754 명세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경계를 지정하지 않는다.

6.2.1 지원되지 않는 연산 및 포맷

FPS는, 십진 데이터 또는 십진 데이터로 또는 십진 데이터로부터의 변환을 갖는 어떠한 연산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들 연

산은, IEEE 754 표준을 필요로 하고, 그 지원 코드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십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바라는

함수를 위한 라이브러리 루틴을 필요로 한다. 이 FPS는, 십진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십진 데이터를 사용하는 명령어를 트

랩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6.2.2 FPS가 디스에이블 또는 예외일 경우 FMOVX의 사용

감시(SUPERVISOR) 또는 미정의(UNDEFINED) 모드에서 실행된 FMOVX 명령어는, 그 FPS가 ARM으로 예외 신호를 보

내지 않고서 예외 상태에 있거나 디스에이블 되어 있는 경우(그 구현이 디스에이블 옵션을 지원하는 경우) FPSCR을 판독

및 기록하거나 FPSID 또는 FPREG를 판독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특별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변형 및 추가를 본 발명

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종속항 특징의 다양한 조합은,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

나지 않고서 독립항의 특징을 작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이 벡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로서 사용되어 동작할 수 있는 복수의 레지스터를 갖는 레지스터 뱅크(3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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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실행을 위해 연산을 지정하는 연산 지정 코드(OP)와 상기 레지스터 뱅크내의 제 1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제 1 레지

스터 지정 필드(R1)를 갖는 상기 데이터 처리 명령어 중의 적어도 하나를 디코딩 하는 명령 디코더(42, 48, 50)를 포함하

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주어진 레지스터(R1, R2, R3)를 스칼라 레지스터 또는 벡터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연산을 실행하도

록 동작할 수 있되,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가,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에 저장된 오퍼랜드에 관해 상기 연산을 한번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스칼라 레지스터가 되면서 실행하고,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가,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용 레지스터 지정 필드

에 따라 선택된 상기 레지스터 뱅크의 소정 시퀀스의 레지스터 내에 저장된 오퍼랜드에 관해 상기 연산을 복수회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벡터 레지스터가 되면서 실행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1 레지스터 지정 필드(R1)에 응답하고, 상기 제 1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

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상기 연산 지정 코드와 무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명령어 중의 상기 적어도 하나는, 제 2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제 2 레지스터 지정 필드(R2)를 갖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2 레지스터를 스칼라 레지스터 또는 벡터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2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할지를 판

단하기 위해 상기 제 1 레지스터 지정 필드(R1)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레지스터가 스칼라 레지스터일 경우 상기 제 2 레지스터는 스칼라 레지스터이고, 상기 제 1 레지스터가 벡터 레

지스터일 경우 상기 제 2 레지스터는 벡터 레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명령어 중의 상기 적어도 하나는, 제 3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제 3 레지스터 지정 필드(R3)를 갖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3 레지스터를 스칼라 레지스터 또는 벡터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3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할지를 판

단하기 위해 상기 제 2 레지스터 지정 필드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5.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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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산 지정 코드는, 비교환적인 연산에 대응한 비교환적인 코드 값을 가지고, 상기 비교환적인 코드 값 중 적어도 일부

가 같은 연산에 대응한 쌍으로 구성되지만 반대의 오퍼랜드 순서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6.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가 벡터 레지스터일 경우, 상기 연산을 반복하는 동안 상기 소정 시퀀스의 레지스터에 있는 레지스터

의 수를 지정하는 길이 값을 저장하고, 상기 길이 값을 상기 데이터 처리 명령어가 사용된 모든 벡터 레지스터에 적용하는

벡터 제어 레지스터(46)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길이 값이, 상기 소정 시퀀스에 있는 상기 레지스터의 수가, 상기 데이터 처리 명령어에 사용된

모든 레지스터가 스칼라 레지스터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인 것을 지정하는지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벡터 제어 레지스터(46)는, 상기 소정 시퀀스 레지스터의 상기 레지스터 사이에 레지스터 수의 증가를 지정하는 스트

라이드 값을 저장하고, 상기 스트라이드 값을 상기 데이터 처리 명령어가 사용된 모든 벡터 레지스터에 적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9.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레지스터 지정 필드가 제 1 N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상기 제 1 레지스터는 벡터 레지스터이고, 상기 제 1 레

지스터 값이 상기 제 1 N값의 범위와 다른 제 2 M값의 범위를 가질 경우 상기 제 1 레지스터는 벡터 레지스터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M > N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M=3*N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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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레지스터 지정 필드가 제 1 P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상기 제 3 레지스터는 벡터 레지스터이고, 상기 제 2 레

지스터 값이 상기 제 1 P값의 범위와 다른 제 2 Q값의 범위를 가질 경우 상기 제 3 레지스터는 벡터 레지스터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P > Q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P=3*Q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5.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메모리와, 상기 메모리와 상기 레지스터 뱅크내의 레지스터 사이의 데이터 값의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전송 제어기를 포함

하되, 상기 전송 제어기가 상기 메모리와 상기 레지스터 뱅크내의 일련의 레지스터 사이의 일련의 데이터 값을 전송하기

위해 다중 전송 명령어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6.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 뱅크와 상기 명령 디코더는 부동 소수점부의 일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부동 소수점부는, 곱셈 누적 연산을 실행하기 위한 곱셈 누적부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8.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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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산의 결과를, 목적지 레지스터로서 동작하는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1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레지스터는, 상기 연산을 위한 제 1 입력 오퍼랜드를 저장하는 제 1 오퍼랜드 레지스터로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레지스터는, 상기 연산을 위한 제 2 입력 오퍼랜드를 저장하는 제 2 오퍼랜드 레지스터로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1.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및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 뱅크는 32개의 레지스터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및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는, 연산하여 단일 정밀도 값을 저장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조정되거나 또는 연산하여 배정밀도 값을 저장하

기 위해 쌍으로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3.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및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 지정 필드는,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할 경우 상기

소정 시퀀스의 레지스터내의 시작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청구항 24.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및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명령어 내에 지정된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가 임의의 레지스터 지정 필드와는 무관하게 벡터 레

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인지를 정의하는 오페코드에 있는 적어도 하나 그 이상의 데이터 처리 명령어에 응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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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각각이 벡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터로 사용되어 동작할 수 있는 복수의 레지스터를 갖는 레지스터 뱅크에 데이터 값들을 저

장하는 단계와,

적어도 상기 실행을 위한 연산을 지정하는 연산 지정 코드와 상기 레지스터 뱅크내의 제 1 레지스터를 지정하는 제 1 레지

스터 지정 필드를 갖는 상기 데이터 처리 명령어 중 적어도 하나를 명령 디코더로 디코딩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주어진 레지스터를 스칼라 레지스터 또는 벡터 레지스터로서 사용하여 연산을 실행하되,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가,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에 저장된 오퍼랜드에 관해 상기 연산을 한번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스칼라 레지스터

가 되면서 실행하고,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가, 상기 주어진 레지스터용 레지스터 지정 필드에 따라 선택된 상기 레지스터

뱅크의 소정 시퀀스의 레지스터 내에 저장된 오퍼랜드에 관해 상기 연산을 복수회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벡터 레지스터

가 되면서 실행하고,

상기 명령 디코더는, 상기 제 1 레지스터 지정 필드에 응답하고, 상기 제 1 레지스터를 벡터 레지스터 또는 스칼라 레지스

터로서 사용하여 상기 연산을 실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상기 연산 지정 코드와 무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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