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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병렬처리장치 및 병렬처리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전체 블록도.
제1(b)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전체 블록도.
제1(c)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전체 블록도.
제2도는 종래예의 전체 블록도.
제3도 내지 제5도는 제2도에 나타낸 구성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챠트.
제6도는 또 하나의 종래예의 전체 블록도.
제7도 및 제8도는 제6도에 나타낸 구성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챠트.
제9도는 RISC형 계산기의 딜레이드(delayed) 분기 명령처리 플로우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명령일람을 나타낸 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명령 포맷을 나타낸 도.
제12도와 제13도는 본 발명의 병렬처리에 있어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챠트.
제14(a)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전체 블록도.
제14(b)도는 병렬처리에 있어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챠트.
제15도 내지 제17도는 병렬처리에 있어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챠트.
제18도 내지 제25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수차처리에 있어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챠트.
제26도 내지 제31도는 본 발명의 별렬처리에 있어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챠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명령캐시
102 : 래치
104 : 제1명령 레지스터

101 : 프로그램 카운터 연산기
103 : 프로세서스테이터스레지스터
105 : 제2명령 레지스터

106 : 제1명령 디코더

107 : 제2 명령 디코더

108 : 제1연산 유니트

109 : 제2연산 유니트

110 : 레지스터 파일

111 : 시이퀀스(sequencer)

112 : 메모리어드레스레지스터(MAR)
113 :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MDR)
114 : 메모리 라이트 레지스터(MWR)
115 : 데이터 캐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미니컴, 마이컴등의 CPU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속동작에 적합한 병렬처리장치 및 병렬처리방
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부터, 계산기의 고속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연구가 행해지고있다. 대표적인 수법에 파이프라인이
있다. 파이프라인이란, 하나의 명령의 처리를 완전하게 끝마치고 나서 다음의 명령을 시작하는 것이 아
니고, 하나의 명령을 복수스테이지로 나누어, 최초의 명령이 2번째의 스테이지에 도달하였을때, 다음 명
령의 최초의 스테이지의 처리를 시작하는 버킷릴레이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
서는, 도미다 마사하루저 병렬 계산기 구성론 소황당 p. 25 내지 68에 상세하게 거론되어 있다. n단 파
이프라인 방식을 사용하면, 각각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명령은 하나이지만, 전체로
서 n개의 명령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파이프라인 피치마다, 하나의 명령의 처리를 끝낼수가 있다.
그리고, 계산기의 명령 아키텍취가 그 처리방식, 처리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은 주지이다. 명령 아키
텍취의 관점에서 계산기를 분류하면, CISC(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와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로 분류된다.
CISC에서는 복잡한 명령을 마이크로명령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이에 대하여, RISC에서는 명령을 간단한
것으로 압축하는 대신에, 마이크로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하드 와이어드 논리에 의한 제어로 고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하, 종래의 CISC, RISC의 양자에 대하여, 하드웨어개요와 그 파이프라인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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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CISC형 계산기의 일반적 구성을 설명하는 도이다.
200은 메모리 인터페이스, 201은 프로그램 카운터(PC), 202는 명령캐시, 203은 명령레지스터, 204는 명
령디코더, 205는 어드레스계산 제어회로, 206은 마이크로 명령을 격납해두는 제어기억장치(Control
Storage)(CS), 207은 마이크로 명령카운터, 208은 마이크로 명령레지스터, 209는 디코더, 210은 메모리
와 데이터를 수수하는 레지스터 MDR(Memory Data Register), 211은 메모리상의 오퍼랜드어드레스를 나타
내는 레지스터 MAR(Memory Address Register), 212는 어드레스 가산기, 213은 레지스터 파일, 214는
ALU(Arithmetic and Logic Unit)이다.
동작의 개요를 설명한다. PC(201)에 의하여 표시된 명령이, 명령캐시로부터 취출되고, 신호(217)를 통하
여, 명령레지스터(203)에 세트된다. 명령디코더(204)는 멸령을 신호(218)를 통하여 받아, 마이크로 명령
의 선두어드레스를 신호(220)를 통하여, 마이크로명령카운터(207)에 세트한다. 또, 어드레스계산방법을
신호(219)를 통하여, 어드레스계산제어회로(205)에 지시한다. 어드레스 계산 제어회로(205)는, 어드레스
계산에 필요한 레지스터의 독출, 어드레스 가산기(212)의 제어등을 행한다. 어드레스 계산에 필요한 레
지스터는 레지스터파일(213)로부터 버스(226, 227)를 통하여 어드레스가산기(212)에 송출된다. 한편, 마
이크로 명령은 1머신사이클 마다 CS(206)로 부터 독출되고, 디코더(209)에 의해 디코드되어, ALU(214),
레지스터파일(213)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224는 이들의 제어신호이다. ALU(214)는 레지스터로 부터 버
스(228, 229)를 통하여 보내지는 데이터를 연산하고, 다시 레지스터 파일(213)에 격납한다. 메모리인터
페이스(200)는, 명령이 페치, 오퍼랜드의 페치등, 메모리와의 수수를 행하는 회로이다.
다음에, 제2도에서 나타낸 계산기의 파이프라인 동작을 제3, 4, 5도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파이프라인은
6단이다.
IF(Instruction
Fetch)스테이지에서는,
명령캐시(202)로부터
명령이
독출되어,
명령레지스터(203)에 세트된다. D(Decode)스테이지에서는, 명령 디코더(204)에 의하여, 명령의 디코드가
행해진다. A(Address)스테이지에서는 어드레스가산기(212)에 의하여, 오퍼랜드의 어드레스계산이 행해진
다. OF(Operand Fetch)스테이지에서는, 메모리 인터페이스(200)를 통하여, MAR(211)에서 지시된 어드레
스의
오퍼랜드가
페치되고,
MDR(210)에
세트된다.
다음에
EX(Execution)스테이지에서는,
레지스터파일(213) 및 MDR(210)로부터, 데이타가 호출되고, ALU(214)에 보내져, 연산된다. 마지막으로,
W(Write)스테이지에서는, 연산결과가 레지스터파일(213)중의 한개의 레지스터에 버스(230)를 통하여 격
납된다.
그리고, 제3도는 기본명령의 하나인 가산명령(ADD)을 연속하여 처리하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1머신사
이클마다 1명령이 처리되어 있고, ALU(214), 어드레스 가산기(212) 모두 매 사이클 병렬로 동작되고 있
다.
제4도는, 조건부 분기명령 BRACC의 처리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TEST 명령에서 플랙이 생성된다. 제4도는
조건성립시의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플랙생성이 EX스테이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점프선(先)명령의
페치까지에 3사이클의 대기사이클이 발생한다. 파이프라인 단수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 대기사
이클은 증가하여, 성능향상의 넥(NECK)이 된다. 제5도는 복잡한 명령의 실행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명령(1)이 복잡한 명령이다. 복잡한 명령이란 스트링코피와 같이 다수의 메모리엑세스가 있는 명령등으
로, 통상 EX스테이지를 다수회 연장함으로써 처리된다. EX스테이지는 마이크로명령에 의하여 제어된다.
마이크로명령은, 1머신사이클로 1회 엑세스된다. 즉, 복잡한 명령은, 마이크로프로그램을 복수회 독출함
으로써 처리한다. 이때, EX스테이지에는 하나의 명령 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명령(제5도의
명령2)은 대기시켜진다. 이와 같은 때에는, ALU(214)는 항상 동작하고 있으나, 어드레스가산기(212)에는
여유가 생겨버린다.
다음에, RISC형 계산기에 대해 설명한다. 제6도는 RISC형 계산기의 일반적 구성을 설명하는 도이다. 601
은 메모리인터페이스, 602는 프로그램카운터, 603은 명령캐시, 604는 시이퀀서(Sequencer), 605는 명령
레지스터, 606은 디코더, 607은 레지스터파일, 608은 ALU, 609는 MDR, 610은 MAR이다.
제7도에 기본명령의 처리플로우를 나타낸다. IF(Instruction Fetch)스테이지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터(602)에서 지시되는 명령이, 명령캐시로부터 독출되어, 명령레지스터(605)에 세트된다. 또, 시이
퀀서(604)는 명령신호(615), ALU(608)로 부터의 플랙신호(616)에 의하여 프로그램카운터(602)를 제어한
다. R(Read)스테이지에서는, 레지스터파일(607)로 부터, 명령으로 지시된 레지스터가, 버스(618, 619)를
통해 ALU(608)에 전송된다. 또, E(Execution)스테이지에서는, ALU(608)에 의하여, 연산이 행해진다. 마
지막으로 W(Write)스테이지에서는, 연산된 결과가 레지스터파일(607)에, 버스(620)를 통하여 격납된다.
RISC형 계산기에서는 명령을 기본적인 명령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산은 레지스터-레지스터 사이로 한정되어 있고, 오퍼랜드 페치를 수반하는 명령은 로드명령과 스토어
명령 뿐이다. 복잡한 명령은 기본명령을 조합함으로써 실현한다. 또, 마이크로 명령은 사용되지 않고,
명령레지스터(605)의 내용이 직접디코더(606)에서 디코드되어, ALU(608)등을 제어한다.
제7도는 레지스터-레지스터간 연산이 처리플로우를 나타내고 있다. 파이프라인은 명령이 간단하므로 4단
계로 족하다.
제8도는 조건분기시의 처리 플로우를 나타내고 있다. CISC형 계산기에 비해, 파이프라인 단수가 적기 때
문에, 대기사이클이 적다. 제8도의 예에서는, 대기사이클은 1사이클 뿐이다. 더욱이 RISC형 계산기에서
는, 이 1사이클의 대기사이클도 유효하게 이용하는 딜레이드분기방식이 채용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방식은, 제9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BRACC 명령에 계속되는 ADD명령을 대기사이클 사이에 실행하는 방
식이다. 이와 같이 컴파일러가 분기명령의 다음에 명령을 채워넣음으로써, 낭비가 되는 대기사이클을 완
전히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효율좋게 실행할 수 있는 RISC형 계산기도 1머신 사이클에서 1명령 밖에 실행할 수 없
다고 하는 결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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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최근의 RISC형 계산기에서는, 일본국 공개 특허공보 소63-49843호 축소명령 세트컴퓨터와 같
이, 레지스터 파일을 공용하는 복수의 연산 유니트를 설치하고, 명령을 간단하게 하여 파이프라인 단수
를 적게하고, 또한 1머신 사이클에 복수의 명령을 독출하여, 복수연산유니트를 제어하는 방식이 고안되
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RISC형 계산기는, 단일의 연산 유니트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명령을 처리하고 있기 때
문에, 복수의 연산유니트를 사용하여 복수의 명령을 병렬실행해버리면 동일한 동작을 보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개입중단 처리에서는 m개의 명령이 동시에 처리되기 때문에 m개의 명령단위에 개입중단을 받
아들이게 되어 종래의 순차처리의 동작과 달라져 버린다. 또, 1명령단위에 명령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지
는 디버거(debugger)등의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결점이 있다.
한편, 상기 특수한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게
고, 또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은, 충분히
를 사용하여 설명한 딜레이드 분기명령을 포함한
와 동일한 실행결과를 얻을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되나, 대부분의 종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가능하게 하
유용하다. 이와같은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9도
m개의 명령을, 어떻게 병렬실행하면 순차 실행한 경우
해결하는 점에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병렬처리와 순차처리와의 호환성을 가지게 하고 처리 능력을 높이는 기능을 양립시키
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병렬동작에 있어서, 특수한 종래의 소프트웨어는 정상동작할 수 없어도, 대부분
의 종래의 소프트웨어를 정상동작시키고, 또, 고속실행할 수 있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1의 특징은 독출하고자하는 명령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카운터와, 지시된 명령을 격납하는 m
개의 명령레지스터와, 데이터가 격납되는 레지스터파일과, 레지스터파일을 공유하는 m개의 연산유니트
와, 프로그램카운터가 지시하는 번지로 부터 연속하는 m개의 명령을 독출하고, 이 m개의 명령을 m개의
연산유니트에서 처리하는 복수명령 병렬처리와 프로그램카운터가 지시하는 번지로부터 1개의 명령을 독
출하여 m개의 연산유니트중 1개에서 처리하는 순차처리 중의 어느 처리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처리 상태 식별 수단과, 처리 상태 식별수단이 나타내는 값에 따라 프로그램카운터를 m씩 또는 1씩 증가
시키는 가를 선택하는 수단과, 복수명령병렬처리와 순차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시키는 수단을 구비한 것
이다. 이 구성에 의하여, 병렬처리와 순차처리와의 호환성을 가지게하여, 양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할수
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종래의 소프트웨어의 순차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처리상태 식별수단을 OFF로 하
여 프로그램카운터를 1씩 증가시켜, 1개의 명령을 독출하여 연산유니트에서 처리를 한다.
한편,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복수명령 병렬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처리상태식별수단을 ON으로하여 프
로그램카운터를 m씩 증가시키고, m개의 명령을 독출하여, m개의 명령을 m개의 연산유니트에서 병렬처리
한다. 또, 상기 2개의 처리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면, 처리 상태식별수단을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는 식
별전환명령을 추가하고, 처리상태식별수단에 따라 기억장치로부터 m명령 또는 1명령씩 독출하여 m개의
연산유니트 또는 연산유니트에서 명령을 처리한다.
본 발명의 제2특징은, 독출하고자 하는 명령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카운터와, 지시된 명령을 격납하는 m개
의 명령레지스터와, 데이터가 격납되는 레지스터파일과, 레지스터 파일을 공유하여 연산을 실행하는 연
산유니트와, 프로그램카운터가 지시하는 번지로부터 연속하는 m개의 명령을 독출하여, 이 m개의 명령을
m개의 연산유니트에서 처리하는 복수명령 병렬처리수단과, 조건부 분기명령 및 무조건 분기명령을 가지
고 프로그램카운터에 의하여 독출되는 m개의 명령중 조건부 분기명령의 조건이 성립되었을때, 조건부 분
기명령 직후의 딜레이드 슬롯 명령의 번지 보다도 뒤의 명령의 실행을 억제하는 조건부 분기명령 처리수
단과.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독출되는 m개의 명령중에 무조건 분기명령이 있을 때에 무조건 분기명
령 직후의 딜레이드 슬롯명령의 번지보다 뒤의 명령의 실행을 억제하는 무조건분기명령 처리수단을 구비
한 것이다.
이와같은 구성에 의하여, 먼저, m개의 명령을 독출하고, m개의 명령을 해독하여 K번째에 분기명령이 있
는 것을 조사한다. 다음에 1번째로 부터 K+1번째의 명령을 K+1개의 연산유니트에서 실행함과 동시에 K+2
번째로부터 m번째 명령의 실행을 억제한다. K번째 분기명령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분기선의 번지 nm+h의
계산과 조건의 성립여부를 계산하고, 다음에 nm번지로 부터 m개의 명령을 독출한다. 그리고, 다음에 nm
번지로부터 nm+h-1번지의 명령의 실행을 억제함과 동시에 nm+h번지로부터 (n+1)m번지의 명령을 실행한
다. 이에 의하여 복수의 연산유니트가 병렬로 동작하기 때문에 복수의 명령을 효율좋게 실행할수 있고,
더욱이 분기명령도 순차실행과 동일한 처리결과로 할 수가 있다.
또, 상기 제1및 제2의 특징을 가지는 병렬처리장치는, LSI에 조립할수가 있다. 또, 병렬처리와 순차처리
에 호환성을 가지게한 병렬처리방법 및, 병렬처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종래의 소프트웨어를 정상으로 동
작시킬 수 있는 병렬처리방법도 실현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0도는, 본 실시예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서의 명령일람이다.
기본 명령은 모두 레지스터간 연산이다. 분기명령에는, 무조건분기명령(BRA), 조건부분기명령(BRACC)(cc
는 분기조건을 나타낸다). 서브루틴에의 분기명령(CALL), 서브루틴으로부터의 귀환명령(RTN)의 4가지가
있다. 그외에, 로드명령(LOAD)과 스토어명령(STOR)이 있다. 설명의 형편상, 데이터형은 32비트 정수만으
로 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어드레스는 32비트(4바이트)마다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하
였다. 또, 처리상태 플랙 변경명령에는, 분기선 명령으로부터 복수명령의 동시 독출을 개시하여, 복수의
연산유니트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처리상태 플랙을 ON으로 하는 병렬화분기명령(PEXB)과 분기선명령으
로부터 1개의 명령의 독출을 개시하여, 제1연산유니트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처리상태플랙을 OFF로 하
는 순차화분기명령(SEXB명령)이 있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명령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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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1머신 사이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더욱 명령을 증가시
켜도 좋다.
제11도에 명령 포맷을 나타낸다. 명령은 모두 32비트의 고정길이이다. 기본명령중의 F, S1, S2, D필드
는, 각각 연산결과를 플랙에 반영하는가의 여부를 지시하는 비트, 제1소스레지스터를 지시하는 필드,
제2소스레지스터를 지시하는 필드, 디스티네이션레지스터를 지시하는 필드이다.
본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제1(a)도이다. 100은 명령캐시, 101은 32비트의 프로그램카운터를 생성
하는 프로그램카운터연산기, 102는 프로그램 카운터치를 유지하는 래치, 103은 처리상태플랙 PE(116)를
유지하는 프로세서 스테이터스레지스터, 143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1 또는 2 만큼 가산하는 셀렉터, 104
는 32비트의 제1명령레지스터, 105는 32비트의 제2명령레지스터, 106은 제1명령디코더, 107은 제2명령디
코더, 108은 제1연산유니트, 109는 제2연산유니트, 110은 레지스터파일, 111은 시이퀀서, 112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MAR), 113은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MDR), 114는 메모리 라이트 레지스터(MWR), 115
는 데이터 캐시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1머신 사이클의 사이에 두가지 명령이 병렬로 독출되고 실행된다. 본 실시예에서의 기
본 파이프라인 처리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 제12도 내지 제15도이다. 파이프라인은 IF(Instruction
Fetch), R(Read), EX(Execution), W(Write)의 4단이다.
다시 제1(a)도를 사용하여, 본 실시예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IF스테이지에서는, 프로세서스테이터스레지스터(103)의 처리상태플랙 PE(116)의 값이 ON일때,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지시되는 두개의 명령이 독출되고, 버스(117, 118)를 통하여 각각 제1명령
레지스터(104)와 제2명령레지스터(105)에 세트된다. PC가 짝수일때는, PC번지의 명령이 제1명령레지스터
에, PC+1번지의 명령이 제2명령레지스터에 격납된다. 또 PC가 홀수일때에는 제1명령레지스터에는 NOP명
령어, 제2명령레지스터에는 PC번지의 명령이 세트된다. 즉, 시이퀀서(111)는 프로그램카운터를 제어하는
회로이다. 제1명령레지스터, 제2명령레지스터 모두 분기명령이 아닐때에는, 프로그램카운터에는 앞 프로
그램카운터치 +2의 값을 래치(102)에 세트한다. 분기시에는, 분기어드레스를 계산하여 프로그램 카운터
에 세트한다. 조건분기시에는, 제1연산유니트(108)로부터의 플랙정보(120) 및 제2연산유니트(109)로부터
의 플랙정보(119)로부터, 분기의 성부를 판정하고, 분기선 어드레스정보(121)와 분기제어정보(122)를 사
용하여 프로그램카운터연산기(101)를 제어한다.
다음에 기본명령처리시의 R스테이지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R스테이지에서는, 제1명령레지스터(104)의 내용이 제1명령디코더(106)에서 디코드되고, 또, 제2명령레지
스터(105)의 내용이 제2명령디코더(107)에서 디코드된다. 그 결과, 제1명령레지스터(104)의 제1소스레지
스터 필드(S1)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27)를 통하여, 제2소스레지스터 필드(S2)에서 지
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28)를
통하여,
제1연산유니트(108)에
송출된다.
또,
제2명령레지스터(105)의 제1소스레지스터필드(S1)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29)를 통하여,
제2소스레지스터필드(S2)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30)를 통하여, 제2연산유니트(109)에
송출된다.
다음에 EX스테이지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EX스테이지에서는, 제1명령레지스터(104)의 오페코드의
내용에 따라 제1연산유니트(108)에 있어서, 버스(127, 128)에 의하여 보내져온 데이터간의 연산을 행한
다. 병렬하여, 제2명령레지스터(105)의 오페코드의 내용에 따라 제2연산유니트(109)에 있어서,
버스(129, 130)에 의하여 보내져온 데이터간의 연산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W스테이지의 동작을 설명한
다. W스테이지에서는 제1연산유니트(108)의 연산결과가 버스(131)를 통하여, 제1명령레지스터의 디스티
네이션필드(D)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에 격납된다. 또, 제2연산유니트(109)의 연산결과가 버스(132)를
통하여, 제2명령레지스터의 디스티네이션필드(D)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에 격납된다.
제1(b)도는, 제1(a)도에 처리상태 플랙 변경수단을 부가한 것이다. 즉, 144, 145는 각각 제1연산유니트,
제2연산유니트로서, PEXB 및 SEXB 명령이 실행되었을때, 플랙값의 데이터를 처리상태 플랙 PE(116)에 전
달하는 데이터선이다. 146은 처리상태 플랙 PE(116)에 데이터를 기입할때 필요한 셀렉터이다.
제12도는 기본명령을 연속해서 처리하는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1머신사이클에 2명령씩 처리된다. 여
기서 제12도에서 2명령씩 처리되는 내부의 상부쪽이 제1연산유니트의 처리를, 하부쪽이 제2연산유니트의
처리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이 예에서는, 제1연산유니트와 제2연산유니트는 항상 병렬로 동작하고 있다.
제13도는 제1명령으로서 로드명령, 또는 스토어명령, 제2명령으로서 기본명령을 연속해서 처리하는 플로
우를 나타낸 것이다. 로드명령 실행시에는, R스테이지에서, 제1명령레지스터의 S2필드에서 지시되는 레
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28)를 통하여, MAR(112)에 전송된다. 다음에, EX스테이지에서, 데이터캐시로부
터 버스(133)를 통하여, 오퍼랜드를 페치한다. 최후로, W스테이지에서 페치된 오퍼랜드가, 버스(134)를
통하여, 제1명령레지스터의 디스티네이션필드(D)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에 격납된다. EX스테이지에서 1
머신사이클로 오퍼랜드를 페치하는 것은, 제1(a)도와 같이 고속데이터캐시(115)를 구비하고 있으면, 가
능하다. 특히 제1(a)도에 나타낸, 계산기 전체가 반도체 기판상에 집적되고, 명령캐시, 데이터캐시 모두
완칩화되어 있는 경우등은 용이하다. 물론, 캐시가 미스힛트한 경우에는, 1머신사이클로 오퍼랜드페치를
종료할 수는 없다. 이와같은 것에는, 시스템클록을 정지하고, EX스테이지를 연장하면 된다. 이것은 종래
의 계산기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스토어명령실행시에는, R스테이지에 있어서, 제1명령레지스터의 제1소스레지스터필드(S1)에서 지
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데이터로서, 버스(135)를 통하여 MWR(114)에 전송된다. 또 동시에, 제1명령
레지스터의 제2소스레지스터필드(S2)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어드레스로서, 버스(128)를 통하
여, MAR(112)에 전송된다. 다음에 EX스테이지에서, MAR(112)에서 지시되는 번지에, MWR(114)내의 데이터
가 기입된다. 제13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로드명령, 스토어명령은 그 명령, 예를들면 도면중의 ADD명령
과 함께 1머신사이클에 2명령씩 처리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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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b)도는, 제2명령으로서 무조건점프 BRA명령실행시의 처리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이 도는
후술하는 다른 실시예의 설명에도 사용한다. BRA명령이 독출되면, R스테이지에 있어서 시이퀀서(111)는
디스플레이스멘트필드(d)와 프로그램카운터와의 가산을 행하여, 프로그램카운터의 레치(102)에 세트한
다. 이 사이에 BRA명령의 다음 번지의 명령과 그 다음 번지의 명령(제14(b)도 명령1과 명령2)이 독출된
다. 그 다음의 사이클에, 점프선의 2명령이 독출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명령 1, 2모두 실행가능한 하드
웨어로 되어 있다. 즉, 점프명령처리시도, 대기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수법은, 딜레이드분기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RISC형의 종래 계산기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단, 종래의 RISC형 계산기에서는,
점프명령의 어드레스계산중에 1명령 밖에 실행할 수 없었으나, 본 실시예에서는 점프명령의 어드레스계
산 중에도, 2명령 동시처리되기 때문에 더욱 처리능력을 높일수가 있다.
CALL명령, RTN명령의 처리플로우도 마찬가지이다. 컴파일러에 의하여 분기명령의 어드레스계산중에 가능
한한 유효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코드생성하나,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을때에는 제14(b)명령(1, 2)
을 NOP명령으로 해둔다. 이 때에는, 실질적으로 1머신 사이클의 대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단수가 얕기 때문에, 종래예에서 설명된 CISC형의 계산기에 비해, 분기시의 오버헤드를 작게할수가 있다
는 이점이 있다.
제15도는 제2명령으로서 조건분기명령 BRACC명령실행시의 처리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ADD, F로 나타낸
명령으로 플랙의 세트가 행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분기의 가부가 결정된다. 그때도, 제14(b)도를 사용
하여 설명한 무조건 분기명령처리시와 마찬가지로 BRACC명령이 놓여져 있는 번지의 다음의 명령, 제15도
명령(1)과, 그 다음의 명령, 제15도 명령(2)이 독출되어 처리되고, 이 2명령의 처리플로우중 W스테이지
에 있어서는, BRACC명령의 분기조건의 성부에 관계없이 연산결과의 레지스터 파일에의 기입이 행해진다.
제16도는, 제1명령으로서 무조건 분기명령 BRA명령 실행시의 처리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BRA명령과 명
령(1)이 독출되면, R스테이지에 있어서 시이퀀서(111)는 디스플레이스멘트필드(d)와 프로그램카운터와의
가산을 행하고, 프로그램카운터의 래치(102)에 세트함과 동시에 명령(1)의 오퍼랜드의 리드를 병렬처리
한다. 이 사이에 명령(1)의 다음 번지의 명령(2)과 그 다음 번지의 명령(3)이 독출된다. 본 실시예에서
는, 분기명령과 명령(1)을 병렬실행하고, 또 명령(2)과 명령(3)도 실행가능한 하드웨어로 하고 있다.
즉, 분기명령을 포함하는 2명령을 병렬실행함과 동시에, 그 다음의 2명령도 실행가능하게하고 있다. 통
상의 딜레이드분기 명령에서는, 분기명령 직후의 1명령만을 병렬실행하나, 본 실시예의 분기명령은,
제14(b)도의 경우에는 분기명령 직후의 2명령을 실행하고, 한편, 제16도의 경우에는, 분기명령 직후의 3
명령을 실행하고 있어, 통상의 딜레이드 분기와는 다르다. 즉, 딜레이드분기 명령을 포함하는 m명령은
병렬실행되고, 더욱이 계속되는 m명령이 분기 시간을 이용하여 실행되는 점이 다르다. 이에 의하여, 고
도의 병렬처리가 실현가능하다. 한편, 제17도는, 제1명령으로서 조건부 분기 명령 BRACC명령 실행시의 처
리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제16도의 처리플로우와 마찬가지로, BRACC명령과 명령(1)은 병렬실행되고,
점프선명령(1 및 2)으로 분기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명령(2)과 명령(3)은, 조건의 성부에 관계없이 실행
된다. 이에 따라 고도의 병렬실행이 가능하게 되고, 제15도와 제17도로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분기명
령 직후의 명령은 각각 2명령과 3명령이 실행된다. 이와 같이 분기 명령이 제1명령으로서 존재하거나 또
는 제2명령으로서 존재하나, 그 장소에 따라 분기시에 실행되는 명령수가 다르다.
이상, 제12, 13, 14(b), 15, 16, 17도를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세서 스테이터스레지스터(103)
의 처리상태플랙 PE(116)의 값이 ON일때에는, 1머신 사이클에 2명령씩 처리하기 때문에, 그 처리능력이
최대 2배로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프로세서스테이터스레지스터(103)의 처리상태 플랙 PE(116)의 값이 OFF일때에는, 제어신호(136)를
거쳐 프로그램 카운터는 +1 만 증가하도록 제어함과 동시에, 명령캐시(100)는, 32비트길이의 1개의 명령
을 버스(117)를 거쳐 제1명령레지스터(104)에 독출하도록, 제어신호(137)에 의하여 제어된다. 또, 제어
신호(136)는, 제1명령디코더(106)와 제2명령디코더(107)에 들어가 있고, 이 결과 제1명령디코더는 제1명
령레지스터(104)의 명령을 제1연산유니트(108)에서 처리하도록 동작함과 동시에, 제2명령디코더는 제2연
산유니트를 정지하도록 동작한다. 이 결과, 제1연산유니트에 의한 순차처리를 행할 수가 있다.
다음에, 제1(b)도를 사용하여 프로세서스테이터스레지스터(103)의 처리상태 플랙 PE(116)의 값이 OFF일
때 파이프라인 동작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IF스테이지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지시되는 하나의 명령이 독출되고, 버스(117)를 통하여,
제1명령레지스터(104)에 세트된다. 또한, 버스(118)는, 처리상태플랙 PE(116)은 값이 OFF일때, 유효한
명령은 출력되지 않는다. 시이퀀서(111)는 프로그램카운터를 제어하는 회로이다. 제1명령레지스터가 분
기명령이 아닐때에는, 프로그램카운터에는 앞프로그램카운터치 +1의 값을 래치(102)에 세트한다. 분기시
에는, 분기어드레스를 계산하여 프로그램카운터에 세트한다. 조건분기시에는, 제1연산유니트(108)로부터
의 플랙정보(120)로 부터, 분기의 성부를 판정하고 분기선 어드레스정보(121)와 분기제어정보(122)를 사
용하여 프로그램카운터연산기(101)를 제어한다.
다음에,
기본명령처리시의
R스테이지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R스테이지에서는,
제1명령레지스터(104)의 내용이 제1명령디코더(106)에서 디코드된다. 그 결과, 제1명령레지스터(104)의
제1소스레지스터필드(S1)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27)를
통하여,
제2소스레지스터필드(S2)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28)를 통하여, 제1연산유니트(108)에
송출된다.
다음에 EX스테이지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EX스테이지에서는, 제1명령레지스터(104)의 오페코드의
내용에 따라 제1연산유니트(108)에 있어서, 버스(127, 128)에 의하여 송출되어온 데이터간의 연산을 행
한다.
마지막으로

W스테이지의

동작을

설명한다.

W스테이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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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131)를 통하여, 제1명령레지스터의 디스티네이션필드(D)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에 격납된다.
제18도는 기본명령을 연속해서 처리하는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1머신 사이클에 2명령씩 처리되는 능
력은 있으나, 1명령씩 처리된다.
제19도는 로드명령, 스토어명령을 연속해서 처리하는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로드명령 실행시에는, R
스테이지에서, 제1명령레지스터의 S2필드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28)를 통하여,
MAR(112)에 전송된다. 다음에, EX스테이지에서, 데이터캐시(115)를 통하여, 오퍼랜드를 MDR(113)에 페치
한다. 마지막으로, W스테이지에서 페치된 오퍼랜드가, 버스(134)를 통하여, 제1명령레지스터의 디스티네
이션필드(D)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에 격납된다.
다음에 스토어 명령실행시에는, R스테이지에 있어서, 제1명령레지스터의 제1소스레지스터필드(S1)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데이터로서, 버스(135)를 통하여 MWR(114)에 전송된다. 또 동시에, 제1명령
레지스터의 제2소스레지스터필드(S2)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어드레스로서, 버스(128과 131)를
통하여 MAR(112)에 전송된다. 다음에 EX스테이지에서, MAR(112)에서 지시되는 번지에, MWR(114)내의 데
이터가 기입된다. 제19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로드명령, 스토어명령이 연속되어도, 1머신 사이클에 2명
령씩 처리하는 능력은 있으나 1명령씩 처리할수가 있다.
제20도는 무조건 점프 BRA명령실행시의 처리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BRA명령이 독출되면, R스테이지에
있어서 시이퀀서(111)는 디스플레이스멘트필으(d)와 프로그램카운터와의 가산을 행하여, 프로그램카운터
의 래치(102)에 세트한다. 이 사이에 BRA명령의 다음 번지의 명령이 독출된다. 그 다음의 사이클에, 점
프선의 명령이 독출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명령(1)을 실행가능한 하드웨어로 하고 있다. 즉, 점프명령
처리시도, 대기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다.
프로세서스테이터스레지스터(103)의 처리상태플랙 PE(116)의 값이 OFF일때에 대하여 설명해 왔으나, ON
일때와 비교해 보면, 본 실시예에서는 딜레이드분기중에 행해진 명령(2), 명령(3)은 실행할 수 없게 되
었으나, 종래의 RISC형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점프명령의 어드레스계산중에 1명령 실행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의 처리상태플랙 PE(116)의 값이 OFF일때, 종래와 호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
다. CALL명령, RTN명령의 처리 플로우도 마찬가지이다. 컴파일러에 의하여, 분기명령의 어드레스 계산중
에 가능한한 유효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코드 생성하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때에는 제20도
명령(1)을 NOP명령으로 해둔다. 이때에는, 실질적으로는 1머신사이클의 대기가 발생한다.
제21도는 조건분기명령 BRACC의 처리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ADD, F로 나타낸 명령으로, 플랙의 세트가
행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분기의 성부가 결정된다. 이때도, 제20도를 이용하여 설명한 무조건분기명령
과 마찬가지로 BRACC명령이 위치하고 있는 번지의 다음의 명령, 제21도 명령(1)이 독출되어 처리되고, 이
명령의 처리플로우중 W스테이지에 있어서는, BRACC명령의 분기조건의 성부에 관계없이 연산결과의 레지스
터 파일에의 기입이 행해진다.
이상, 제18도 내지 제21도를 사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세서스테이터스레지스터(13)의 처리상태
플랙 PE(116)의 값이 OFF일때에는, 1명령씩 처리시켜, 종래의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을 유지한다는 이점이
있다.
이상, 고도의 병렬처리 수단과 종래의 소프트웨어 호환을 유지하는 순차처리수단을 가지며, 처리상태 플
랙에 의거한 처리수단 전환방식의 실시예를 나타내었다.
본 실시예의 순차처리수단은, 1명령씩 독출하여 제1연산 유니트에서 실행하는 방식이었으나, 제1(b)도로
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2개의 명령 레지스터(104, 105)가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카운터는 +2씩
증가시키도록 제어하여, 제1명령레지스터(104) 및 제2명령레지스터(105)에 2개의 명령을 독출하여 보존
하고,
제1명령레지스터(104)의
명령을
제1연산유니트(108)에서
실행하고,
계속해서,
제2명령레지스터(105)의 명령을 제2연산 유니트(109)에서 실행하는 수단을 설치함으로써도 실현할 수 있
다. 즉, 명령캐시는 분기명령을 제외하고, 2회에 1회의 비율로 동작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제1(b)도를 사용하여 프로세서스테이터스레지스터(103)의 처리상태 플랙 PE(116)의 값이
OFF일때의 m명령을 독출하여 순차처리하는 수단의 동작을 설명한다.
IF스테이지에서는, 프로그램카운터에 의하여 지시되는 2개의 명령이 독출되고, 버스(117, 118)를 통하
여, 각각 제1명령레지스터(104)와 제2명령레지스터(105)에 세트된다. PC가 짝수일때에는, PC번지의 명령
이 제1명령레지스터에, PC+1번지의 명령이 제2명령레지스터에 격납된다. 또, PC가 홀수일때에는, 제1명
령레지스터에는 NOP명령이, 제2명령레지스터에는 PC번지의 명령이 세트된다. 즉, 시이퀀서(111)는 프로
그램카운터를 제어하는 회로이다. 제1명령레지스터, 제2명령레지스터 모두 분기명령이 아닐때에는, 프로
그램 카운터에는 앞프로그램카운터치 +2의 값을 래치(102)에 세트한다. 분기시에는, 분기어드레스를 계
산하여 프로그램카운터에 세트한다. 조건분기시에는, 제1연산유니트(108)로 부터의 플랙정보(120) 및,
제2연산유니트(109)로
부터의
플랙정보(119)로
부터,
분기의
성부를
판정하고,
분기선
어드레스정보(121)와 분기제어정보(122)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카운터 연산기(101)를 제어한다. 또한,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제1명령레지스터와 제2명령레지스터에 보존된 각각의 명령은, 뒤의 스테이지에서 순차
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각 머신사이클 마다 명령캐시를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2머신 사이클에 한번
동작시키면 된다.
다음에 기본명령처리시의 R스테이지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하나. R스테이지에서는, 제1명령레지스터(104)
의 내용이 제1명령디코더(106)에서 디코드되고, 계속해서 다음의 스테이지에서, 제2명령레지스터(105)의
내용이 제2명령디코더(107)에서 디코드된다. 그 결과, 제1명령레지스터(104)의 제1소스레지스터필드(S1)
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27)를 통하여, 제2소스레지스터필드(S2)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
의 내용이 버스(128)를 통하여, 제1연산유니트(108)에 송출된다. 또, 계속해서 다음의 스테이지에서,
제2명령레지스터(105)의 제1소스레지스터필드(S1)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29)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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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스레지스터필드(S2)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30)를 통하여, 제2연산유니트(109)에
송출된다.
다음에 EX스테이지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EX스테이지에서는, 제1명령레지스터(104)의 오페코드의
내용에 따라 제1연산유니트(108)에 있어서, 버스(127, 128)에 의하여 보내져온 데이터간의 연산을 행한
다. 이어서 다음의 스테이지에서, 제2명령레지스터(105)의 오페코드의 내용에 따라 제2연산 유니트(109)
에 있어서, 버스(129, 130)에 의하여 보내져온 데이터간의 연산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W 스테이지의 동작을 설명한다. W스테이지에서는 제1연산유니트(108)의 연산결과가
버스(131)를 통하여, 제1명령레지스터의 디스티네이션필드(D)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에 격납된다. 또,
이어서 다음의 스테이지에서, 제2연산유니트(109)의 연산결과가 버스(132)를 통하여, 제2명령레지스터의
디스티네이션필드(D)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에 격납된다.
제22도는, 기본명령(ADD)을 연속하여 처리하는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1머신 사이클에 2명령씩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1명령씩 처리된다. 즉, 2개의 ADD명령은 동시에 페치되나, 최초의 ADD명령만이
R스테이지의 처리를 실행한다. 한편, 두번째의 ADD명령은, 1머신 사이클 대기한 후 R스테이지의 처리를
실행한다. 여기서 제22도에서 2명령씩 처리되는 것중 상부측이 제1연산유니트의 처리를, 하부측이 제2연
산유니트의 처리를 나타내고 있다.
제23도는 로드명령, 스토어 명령을 연속해서 처리하는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로드명령실행시에는, R
스테이지에서, 제1명령레지스터의 S2필드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버스(128)를 통하여,
MAR(112)에 전송된다. 다음에, EX스테이지에서, 데이터캐시로 부터 버스(133)를 통하여, 오퍼랜드를 페
치한다. 마지막으로, W스테이지에서 페치된 오퍼랜드가, 버스(134)를 통하여, 제1명령레지스터의 디스티
네이션필드(D)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에 격납된다. EX스테이지에서 1머신 사이클로 오퍼랜드를 페치하는
것은, 제1(a)도와 같이 고속데이터캐시(115)를 구비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에 스토어명령 실행은, 로드명령의 R스테이지실행 후, R스테이지에 있어서 제2명령 레지스터의 제2
소스레지스터필드(S1)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데이터로서, 버스(135)를 통하여 MWR(114)에 전
송된다. 또, 동시에, 제2명령레지스터의 제2소스레지스터필드(S2)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의 내용이 어드
레스로서, 버스(129)를 통하여 MAR(112)에 전송된다. 다음에 EX스테이지에서, MAR(112)에서 지시되는 번
지에, MWR(114)내의 데이터가 기입된다. 제23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로드명령, 스토어명령이 연속되어
도, 1머신사이클에 2명령씩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1명령씩 처리할 수가 있다.
제24도 내지 제27도는, 무조건 점프 BRA명령과 계속되는 번지의 명령(1)실행시의 처리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제24도와 제25도는 제1명령에, 제26도와 제27도는 제2명령에 각각 무조건 점프 BRA명령이
존재하고 있을 때의 파이프라인처리 플로우를 나타내고 있고, 또, 제24도와 제26도는 점프선 명령이 제1
명령에 상당하는 번지에 있을때, 제25도와 제27도는 점프선 명령이 제2명령에 상당하는 번지에 있는 경
우이다. BRA명령이 명령 레지스터로부터 독출되면, R스테이지에 있어서 시이퀀서(111)는 디스플레이스멘
트필드(d)와 프로그램카운터와의 가산을 행하고, 프로그램카운터의 래치(102)에 세트한다. 이 사이에
BRA명령의 다음 번지의 명령이 다음의 사이클에서 실행된다. 그리고, 다음 다음의 사이클에, 점프선의 2
명령이 독출된다.
여기에서, 무조건 점프 BRA명령이 제2명령에 있을때(제26도, 제27도), BRA명령 다음 번지의 명령을 포함
하는 2명령을 IF스테이지에서 명령 캐시로부터 독출하나, 제1명령은 실행하나, 제2명령은 실행하지 않고
점프선 명령을 실행하도록 제어되어 있다. 즉, 분기명령의 다음 명령보다 뒤의 명령이 명령레지스터에
보존되어 있어도 그것들은, 실행되지 않고 무효화 된다.
또, 점프선 명령이 제2명령에 상당하는 번지에 있을때(제25도, 제27도), 점프선 명령을 포함하는 2명령
을 IF스테이지에서 명령캐시로부터 독출하나, 점프선의 제1명령은 실행하지 않고 점프선의 제2명령만을
실행하도록 제어되고 있다. 즉, 점프선 명령 보다 앞의 명령이 명령레지스터에 보존되어 있어도 그것들
은, 실행되지 않고 무효화 된다. 또한, CALL명령, RTN명령의 처리플로우도 마찬가지이다.
제28도 내지 제31도는, 조건분기 명령 BRACC명령과 명령(1)의 실행시의 처리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여
기서, 제30도와 제31도는 제1명령에, 제28도와 제29도는 제2명령에 각각 조건분기명령 BRACC명령이 존재
하고 있을때의 처리플로우이고, 또, 제28도와 제30도는 점프선 명령이 제1명령에 상당하는 번지에 있을
때, 제29도와 제31도는 점프선 명령이 제2명령에 상당하는 번지에 있는 경우의 처리플로우이다. 제28도
내지 제31도는 ADD, F로 표시한 명령으로 플랙의 세트가 행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분기의 성부가 결정
된다. 이때도, 제24도 내지 제27도를 사용하여 설명한 무조건 분기 명령처리시와 마찬가지로 BRACC명령이
두어져 있는 번지의 다음의 명령(1)이 실행되고, 명령(1)의 처리플로우중 W스테이지에 있어서는, BRACC명
령의 분기조건의 성부에 관계없이 연산결과의 레지스터 파일에의 기입이 행해진다.
제30도와 제31도와 같이 BRA명령이 제1명령으로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BRACC명령이 명령레지스터로 부터
독출되면, R스테이지에 있어서 시이퀀스(111)는 디스플레이스멘트필드(d)와 프로그램카운터와의 가산을
행하여, 프로그램카운터의 래치(102)에 세트함과 동시에 명령(1)의 오퍼랜드 리드를 병렬처리한다. 이
사이에 명령(1)의 다음 번지의 명령이 다음의 사이클에서 실행된다. 그리고, 다음 다음의 사이클에, 점
프선의 2명령이 독출된다.
한편, 조건분기명령 BRACC명령이 제2명령에 있을때(제28도, 제29도), BRACC명령의 다음 번지의 명령을 포
함하는 2명령을 IF스테이지에서 명령캐시로 부터 독출하나, 제1명령은 실행하지만, 제2명령은 실행하지
않고 점프선 명령을 실행하도록 제어되어 있다. 즉, 조건분기명령의 다음 명령보다 뒤의 명령이 명령레
지스터에 보존되어 있어도, 그것들은 조건성립일때는, 실행되지 않고 무효화 된다.
또, 조건분기 명령이 실행되어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점프한다. 점프선 명령이 제2명령에 상당하는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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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을때(제29도, 제31도), 점프선 명령을 포함하는 2명령을 IF스테이지에서 명령캐시로부터 독출하나,
제1명령은 실행하지 않고 제2명령의 점프선 명령을 실행하도록 제어되어 있다. 즉, 점프선 명령 보다 앞
의 명령이 명령 레지스터에 보존되어 있어도 그것들은 실행되지 않고 무효화된다.
이상, m 명령을 동시에 독출하여 m개의 연산유니트에서 순차 처리하는 수단의 동작을 설명하였으나, 결
과적으로는,
프로그램카운터는
+2씩
증가시키도록
제어하여,
제1명령레지스터(104)
및
제2명령레지스터(105)에 2개의 명령을 독출하여 보존하고, 제1명령레지스터(104)의 명령을 제1연산 유니
트(108)에서 실행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제2명령 레지스터(105)의 명령을 제2연산유니트(109)에서
실행하는 수단(순차처리)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명령캐시는, 분기명령을 제외하고, 2
회에 1회의 비율로 동작하면 된다.
이상, 고도의 병렬처리 수단과 종래의 소프트웨어 호환을 유지하는 순차처리 수단을 가지고, 처리상태
플랙에 의거한 처리수단 전환 방식의 실시예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실시예의 병렬실행처리수단은, 제1(a)도의 프로세서스테이터스레지스터(103)의 처리상태플랙
PE(116)의 값이 ON일때, 1머신사이클로 2명령씩 처리시키기 때문에, 그 처리 능력을 최대2배로 향상시킬
수 있으나, 제14도 내지 제1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딜레이드분기명령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종래 소프
트웨어와의 호환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딜레이드분기명령의 후속의 1명령만을 실행하는 제어수단
을 설치함으로써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의 호환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1(c)도는 제1(b)도에 제어
신호선(147)을 부가한 것이다. 즉, 제2명령디코더(107)에서 딜레이드분기명령을 해독하고 있을때는, 후
속의 딜레이슬롯 명령은 제1명령레지스터(104)에 존재한다. 그러나, 제2명령레지스터(105)에 보존하고
있는 명령은, 실행해서는 안되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제2명령디코더(107)가 딜레이드 분기명령을 검출시
에 제어신호선(147)을 거쳐 제2명령레지스터(105)의 내용을 무효화함으로써 딜레이드분기명령에 후속하
는 1명령만을 실행한다. 또, 제1명령디코더(106)에서 딜레이드분기명령을 해독하고 있을 때는, 후속의
딜레이슬롯 명령은 제2명령디코더(107)에서 해독중이고, 병렬실행해도 문제는 없다. 이상과 같이 제어신
호선(147)을 사용하여 제2명령레지스터(105)의 내용을 무효화함으로써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다음에, 처리상태플랙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병렬처리를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한 대부분의 종래의 소프
트웨어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분기명령을 제외한 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2명령씩 처리하고, 분기명령은 다음에
계속하는 하나의 명령만(제14(b)도 내지 제17도의 명령(1)만)실행하고, 나머지 명령의 실행은 억제하는
수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14(a)도는 항상 병렬처리를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구성이다. 즉, 프로그램카운터연산기(101)는, 항
상 +2가 가산된다(143). 그러나, 제어신호선(147)을 사용하여 제2명령레지스터(105)의 내용을 무효화함
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유지할수가 있다. 이하에 제14(b)도 내지 제17도를 사용하여 제14(a)도에
나타낸 구성의 동작을 설명한다. 또한 제14(b)도는, 상기한 실시예의 것을 사용한다.
제14(b)도는, 제2명령으로서 무조건 점프 BRA명령 실행시의 처리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BRA명령이 독
출되면, R스테이지에 있어서 시이퀀서(111)는 디스플레이스멘트필드(d)와 프로그램카운터와의 가산을 행
하여, 프로그램카운터의 래치(102)에 세트한다. 이 사이에 BRA명령에 계속되는 번지의 명령(1)과
명령(2)이 독출되고, 그 다음의 사이클에, 점프선의 2명령이 독출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명령(1)만을
실행하고, 명령(2)의 실행을 억제한다. 즉, 종래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얻기 위하여, 분기명령 BRA에
계속되는, 1명령 밖에 실행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즉, 제14(b)도의 명령(2)은, 제14(a)도의 제2
명령디코더(107)에서 NOP명령과 등가의 처리가 되도록 신호선(147)을 거쳐 제어하던가, 또는, 제2명령의
레지스터파일에의 기입을 억제하도록 제어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컴파일러에 의하여, 분기명령의 어드
레스 계산중에 가능한한 유효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코드생성하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때에
는 제14(b)도의 명령(1)을 NOP명령으로 해둔다. 이때에는, 실질적으로는 1머신 사이클의 대기가 생긴다.
제15도는, 제2명령으로서 조건분기 명령 BRACC명령 실행시의 처리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ADD, F로 나타
낸 명령으로, 플랙의 세트가 행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분기의 성부가 결정된다. 이때에도, 제14(b)도를
사용하여 설명한 무조건분기명령과 마찬가지로 BRACC명령이 위치하고 있는 번지의 다음의 명령, 제15도의
명령(1)과 명령(2)이 독출되고, 명령(1)의 처리 플로우중 W스테이지에 있어서는, BRACC명령의 분기조건의
성부에 관계없이 연산결과의 레지스터 파일에의 기입이 행해지고, 한편, 명령(2)의 실행은 억제한다.
즉, 제15도의 명령(2)은, 제14(a)도의 제2명령디코더(107)에서 NOP명령과 등가의 처리가 되도록 제어하
든가, 또는, 제2명령의 레지스터 파일에의 기입을 억제하도록 제어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때에는,
실질적으로 1머신 사이클의 대기가 생긴다.
또, 제16도는, 제1명령으로서 무조건점프 BRA명령실행시의 처리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BRA명령과
명령(1)이 독출되면, R스테이지에 있어서 시이퀀서(111)는 디스플레이스멘트필드(d)와 프로그램카운터와
의 가산을 행하고, 프로그램카운터의 래치(102)에 세트함과 동시에, 명령(1)의 오퍼랜드를 리드한다. 이
사이에 다음의 명령(2)과 명령(3)이 독출된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사이클에, 점프선의 명령(1)과 명령(2)
이 독출된다. 그러나, 종래의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얻기 위하여, 분기명령 BRA명령과 계속되는
명령(1)은, 병렬로 실행하나 명령(2)과 명령(3)의 실행은 억제한다. 즉, 제16도의 명령(2), 명령(3)은
제14(a)도의 제1명령의 디코더(106), 제2명령디코더(107)에는 NOP명령과 등가의 처리가 되도록 제어하던
가, 또는, 제2명령, 제3명령의 레지스터파일에의 기입을 억제하도록 제어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컴파
일러에 의하여, 분기명령의 어드레스 계산중에 가능한한 유효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코드 생성하
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때에는 제16도의 명령(1)을 NOP명령으로 해둔다. 이 때에는, 실질적으로 1
머신 사이클의 대기가 생긴다.
제17도는, 제1명령으로서 조건분기명령 BRACC명령 실행시의 처리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다. ADD, F로 나타

25-9

등록특허10-0208889
낸 명령으로, 분기상태 플랙의 세트가 행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분기의 성부가 결정된다. 이 때도,
제16도를 이용하여 설명한 무조건 분기명령과 마찬가지로 BRACC명령과 계속되는 번지의 명령(1)이 동시에
독출되고, 명령(1)의 처리 플로우중 W스테이지에 있어서는, BRACC명령의 분기조건의 성부에 관계없이 연
산결과의 레지스터파일에의 기입이 행해진다. 또, 제17도의 명령(2)과 명령(3)은, 제14(a)도의 제1명령
디코더(106)와 제2명령디코더(107)에 있어서 NOP명령과 등가의 처리가 되도록 제어하던가, 또는, 제2명
령과 제3명령의 레지스터파일에의 기입을 억제하도록 제어하던가, 또는, 분기명령이 제1명령인 경우에
는, 명령(1)을 병렬실행후에 점프선 명령(1)으로 분기하도록 제어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상,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정상실행 가능하게 하고, 또 병렬실행에 의하여 고속화하는 방식의 동작을
제14(a)도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제14(b)도, 제15도의 명령(2), 제16도, 제17도의 명
령(2), 명령(3)의 실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1사이클의 대기사이클을 유효하게 이용한 종래
의 딜레이드분기방식의 호환성을 유지할수가 있고, 또한, 그 외의 명령은 기본적으로는 2명령 병렬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종래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과 1에서 2배의 사이로 처리성능을 향상시킬수 있는 양쪽
의 효과가 있다.
이상, 분기명령을 중심으로 병렬실행처리 수단을 설명하였으나, 당연히 제1명령과 제2명령의 조합에 의
하여, 양 명령을 동시에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를 경합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하에 경합을 설명한다.
1. 로드, 스토어명령의 조합.
2.
제1명령의
디스티네이션레지스터필드(D)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와,
제2명령의
제1소스레지스터필드(S1)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 또는, 제2명령의 제2소스레지스터필드(S2)에서 지시되
는 레지스터가 일치할때.
상기 경합일때, 1.은 데이터캐시를 복수의 명령으로 부터 동시에 엑세스할 수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본
실시예 특유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캐시를 2포트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또, 2.에 대해서는,
제14도의 제1명령 디코더와 제2명령 디코더에 있어서 서로의 소스레지스터 필드와 디스티네이션레지스터
필드의 일치 비교를 행하고, 일치한 경우에는 제2명령을 NOP명령으로 변경시켜 버림으로써 실현할 수 있
다. 즉, 제1명령의 디스티네이션레지스터필드(D)에서 지시된 레지스터와 제2명령의 2개의 소스레지스터
필드에서 지시되는 레지스터가 일치한 경우에, 제2명령을 NOP명령으로 변경하여 제1명령과 NOP명령을 병
렬실행처리하고, 다음의 사이클에서는, 제1명령을 NOP명령으로 변경하여 NOP명령과 제2명령을 병렬실행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상, 병렬실행시의 경합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 발명의 모든 실시예는, 2개의 명령 디코더와 2개의 연산유니트를 구비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
나, 분명하게 4대 8대로 증가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
본 발명의 최후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도의 프로세서스테이터스레지스터(103)의 처리상태 플
랙 PE(116)에 대해서이다. 본래, 처리상태 플랙 PE(116)은, 종래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필요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하드웨어 전환을 행하기 위한 정보원으로서의 전환 가능한 수단, 및 전환하기 위한 명
령에 의하여 그것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용시스템, 이제부터 작성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실행하면 되는 시스템등에서는, 시스템
에 조립할때 한쪽으 기능밖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처리로서는, 병렬실행처리수단
과 순차실행처리수단의 양쪽 수단을 구비하여 두고, 구축하는 시스템에 따라 한쪽의 수단만을 조립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 기능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프로세서스테이터스레지스터(103)의
처리상태플랙 PE(116)를 초기화시, 리세트시에 명령에 의하여 어느한쪽에 세트하는 수단이 있다. 또, 마
이크로프로세서등 LSI의 경우, LSI와 외부에서 신호를 교환하는 핀을 사용하여, 상기 두가지 수단을 전
환하는 수단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순차처리형 계산기 상에서 동작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상동작시키고, 또
한, 고도의 병렬처리 기능을 사용하여, 더욱 고속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시간을 단축할수가 있다.
또, 대부분의 종래 소프트웨어를 정상 동작시키고, 또 고도의 병렬처리기능을 사용하여, 보다 고속실행
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모리(100)로부터 독출하고자 하는 명령들을 지시하는 프로그램 카운터(101);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지시된 명령들을 각각 저장하는 복수의 명령 레지스터(104, 105); 연산을 실행하는 복수의 연산 유
니트(108, 109); 및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101)에 의하여 지시된 상기 메모리(100)의 어드레스로부터 독
출된 복수의 연속적인 명령들을 상기 복수의 연산 유니트(108, 109)내에서의 병렬처리하도록 하거나, 또
는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101)에 의하여 지시된 상기 메모리(100)의 어드레스로부터 독출되며 상기 복수
의 연산 유니트(108, 109)에 각각 대응하는 연속적인 명령들이 명령 레지스터(104, 105)로부터 각각의
연산 유니트에 공급될 때, 상기 연속적인 명령들이 서로 다른 연산 유니트에 의해 순차처리되도록, 상기
복수의 연산 유니트(108, 109)를 제어하는 제어수단(PEXB, SEXB, PE, 11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처리상태 구별수단(116)과 상기 처리상태 구별 수단에 의하여 지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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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의 증가값으로 m또는 1을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상태 구별수단은 최소한 상기 m개의 연산유니트(108, 109)의 처리상태를 지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카운터는 시퀀서(111)에 의하여 제어되고, 상기 시퀀서는 배선된 논리 회
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카운터는 시퀀서(111)에 의하여 제어되고, 상기 시퀀서는 마이크로프로그
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독출된 m개 명령에 포함된
조건 분기명령의 조건의 성립에 응답하여, 실행될 명령의 어드레스 뒤에 위치되고 상기 m개 명령에 포함
되는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건 분기명령 처리수단(147)이 제공되고; 상기 프로그램카운터에
의하여 독출된 상기 m개의 명령에 포함된 무조건 분기명령에 응답하여, 실행될 명령 뒤에 위치되고 상기
m개 명령에 포함되는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기 위한 무조건 분기명령 처리수단(147)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건 및 무조건 분기명령 처리수단(147)은 분기명령이 명령디코더(106, 107)에 의
하여 디코딩 될 때,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명령 레지스터(104, 105)의 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건 분기 명령 처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독출된 m개의 명령에
포함된 k번째(여기서, k = 1, 2, …, m-1) 명령에 존재하는 조건 분기명령에 응답하여 조건의 성립 또는
불성립에 관계없이 최소한 k번째 명령과 k+1번째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고, 또한 조건의 성립에 응답하여
k+2번째 명령과 후속의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고 분기를 발생시키도록 하고; 상기 무조건 분기명령 처
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독출된 m개의 명령에 포함된 k번째(여기서, k = 1, 2, …, m-1)
명령에 존재하는 무조건 분기명령에 응답하여, 최소한 k번째 명령과 k+1번째 명령을 실행하고, k+2번째
명령과 후속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여 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건 분기명령 처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독출된 m개의 명령에 포
함된 m번째 명령에 존재하는 조건 분기명령에 응답하여, 조건의 성립 또는 불성립에 관계없이 상기 조건
분기명령을 포함하는 상기 m개의 명령에 후속하는 m개의 명령에 포함된 제1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고, 조
건의 성립에 응답하여 제2명령과 상기 제2명령에 후속하는 모든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고 분기를 발생
시키며; 상기 무조건 분기명령 처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독출된 m개의 명령에 포함된 m
번째 명령에 존재하는 무조건 분기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무조건 분기명령을 포함하는 상기 m개의 명령
에 후속하는 m개의 명령에 포함된 제1명령을 실행하고, 제2명령과 상기 제2명령에 후속하는 모든 명령들
의 실행을 억제하고 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건 분기 명령 처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독출된 m개의 명령에
포함된 k번째(여기서, k = 1, 2, …, m-1) 명령에 존재하는 조건 분기명령에 응답하여, 조건의 성립 또
는 불성립에 관계없이 최소한 k번째 명령과 k+1번째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고, 또한 조건의 성립에 응답
하여 k+2번째 명령과 후속의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며, 상기 무조건 분기명령은 어드레스 nm+h로 분기
하여, 어드레스가 nm 내지 nm+h-1인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며, 어드레스가 nm+h 내지 (n+1)m인 명령들
이 각각 대응하는 상기 연산 유니트에서 실행되게 하고; 상기 무조건 분기명령 처리수단은 상기 프로그
램 카운터에 의해 독출된 m개의 명령에 포함된 k번째(여기서, k = 1, 2, …, m-1) 명령에 존재하는 무조
건 분기명령에 응답하여, 최소한 k번째 명령과 k+1번째 명령을 실행하고, k+2번째 명령과 후속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며, 상기 무조건 분기 명령은 어드레스 nm+h로 분기하여, 어드레스가 nm 내지 nm+h-1인 명
령들의 실행을 억제하며, 어드레스가 nm+h 내지 (n+1)m인 명령들이 각각 대응하는 상기 연산 유니트에서
실행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건 분기명령 처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독출된 m개의 명령에 포
함된 m번째 명령에 존재하는 조건 분기명령에 응답하여, 조건의 성립 또는 불성립과 관계없이, 상기 조
건 분기명령을 포함하는 상기 m개의 명령에 후속하는 m개의 명령에 포함된 제1명령을 실행하고, 조건의
성립에 응답하여 제2명령과 상기 제2명령에 후속하는 모든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고, 상기 조건 분기명
령은 어드레스 nm+h로 분기하여, 어드레스가 nm 내지 nm+h-1인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며, 어드레스가
nm+h 내지 (n+1)m인 명령들이 각각 대응하는 상기 연산 유니트에서 실행되도록 하고; 상기 무조건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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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처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독출된 m개의 명령에 포함된 m번째 명령에 존재하는 무조
건 분기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무조건 분기명령을 포함하는 상기 m개의 명령에 후속하는 m개의 명령에
포함된 제1명령을 실행하고 제2명령과 상기 제2명령에 후속하는 모든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고, 상기
무조건 분기명령은 어드레스 nm+h로 분기하여, 어드레스가 nm 내지 nm+h-1인 명령들의 실행을 억제하며,
어드레스가 nm+h 내지 (n+1)인(여기서 n = 1, 2, …이고 1hm)명령들이 각각 대응하는 연산유니트에서 실
행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건 분기명령 처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독출된 m개의 명령에 포
함된 소정의 어드레스에 존재하는 조건 분기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m개의 명령과 상기 m개의 명령의 어
드레스에 후속하는 어드레스의 m개의 명령을 실행하고 조건의 성립 또는 불성립에 관계없이 분기를 발생
시키며, 상기 무조건 분기명령 처리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 독출된 m개의 명령에 포함된 소
정의 어드레스에 존재하는 무조건 분기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m개의 명령과 상기 m개의 명령의 어드레스
에 후속하는 어드레스의 m개의 명령을 실행하고 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병렬처리 장치는 대규모 집적(Large Scale
Integretion)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14
프로그램 카운터(101)를 이용하여 독출될 명령을 지시하는 단계; 지시된 명령들을 복수의 명령
레지스터(104, 105)에 저장하는 단계; 데이터를 레지스터 파일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레지스터 파
일을 공유하는 복수의 연산 유니트(108, 109)에서 연산을 수행할 때, 실행수단이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101)에 의하여 지시된 어드레스로부터 복수의 연속적인 명령들을 독출하고 상기 복수의 연산유니
트에서 상기 복수의 명령들을 처리하는 복수 명령의 병렬처리, 또는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지
시된 어드레스로부터 하나의 명령을 독출하고 상기 복수의 연산 유니트 중 다른 하나에서 각각 상기 하
나의 명령을 처리하는 연속적인 명령들의 순차처리를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연속적인 명령들은 명령 레지스터(104, 105)로부터 각 연산 유니트(108, 109)에 명령이 공급될 때,
각각 상기 복수의 연산 유니트(108, 109)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어떠한 처리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지시하는, 즉,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지시
된 어드레스로부터 m개의 연속적인 명령들을 독출하고 상기 m개의 명령들을 m개의 연산 유니트에서 처리
하는 복수 명령 병렬처리, 또는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지시된 어드레스로부터 하나의 명령을
독출하고 상기 연산 유니트들 중 하나에서 상기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 순차처리를 지시하는 단계, 및,
처리상태 구별수단에 의하여 지시된 값에 따라서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의 증가로서 m또는 1을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방법.
청구항 16
메모리로부터 독출해야 할 명령을 지시하는 프로그램 카운터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지시된
명령을 각각 저장하기 위한 복수의 명령레지스터와, 연산을 실행하기 위한 복수의 연산유닛과, 상기 프
로그램 카운터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연속하는 복수의 명령을 상기 복수의 연산유
닛에서 병렬처리하던가, 또는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n개의
연속한 명령을 순차처리하던가 어느 한쪽의 처리를 행하도록, 상기 복수의 연산유닛을 제어하는 제어수
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복수의 연산유닛이 1개씩 차례로 처리하도록 상기 복수의 명령레
지스터로부터 상기 n개의 연속한 명령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17
메모리로부터 독출해야 할 명령을 지시하는 프로그램 카운터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지시된
명령을 각각 저장하기 위한 복수의 명령레지스터와, 연산을 실행하기 위한 복수의 연산유닛과, 상기 프
로그램 카운터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연속하는 복수의 명령을 상기 복수의 연산유
닛에서 병렬처리하던가, 또는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n개의
연속한 명령을 순차처리하던가 어느 한쪽의 처리를 행하는, 상기 복수의 연산유닛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복수의 연산유닛 처리의 개시가 다르도록 상기 복수의 명령레지스
터로부터 상기 n개의 연속한 명령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18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연산유닛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은, 처리상태 전환명령 또는,
핀을 거쳐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제어신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처리상태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19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처리상태 식별수단에 의하여 지시되는 값에 따라 m 또는 1값을 증가시키
도록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를 제어하는 수단을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20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를 제어하기 위한 시퀀서를 더욱 포함하고, 상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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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서는 배선된 논리회로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21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를 제어하기 위한 시퀀서를 더욱 포함하고, 상기 시
퀀서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처리 장치.
청구항 22
메모리로부터 독출해야 할 명령을 지시하는 프로그램 카운터와,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하여 지시된
명령을 각각 저장하기 위한 복수의 명령레지스터와, 연산을 실행하기 위한 복수의 연산유닛과, 상기 프
로그램카운터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복수의 명령을 상기 복수의 연산유닛에서 병렬
처리하던가 또는 순차처리하던가 어느 한쪽의 처리를 행하게 함과 동시에, 병렬처리를 행하는 경우 상기
명령의 소스 레지스터와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의 내용의 일치 비교를 행하여, 일치하였을 경우에는 상
기 독출된 복수의 명령을 순차처리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처리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 복수의 상기 명령레지스터, 복수의 상기 연산유닛 및 상기 제
어수단이 동일한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처리 장치.
청구항 24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장치는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를 제어하기 위한 시퀀서를
더욱 포함하고, 상기 시퀀서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처리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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