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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기명령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브랜치 타겟 버퍼 및 그를 이용한 분기 예측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슈퍼 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효율적인 BTB 방법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단일 BTB 엔트리를 이용하여, 분기 명령어 페치 이전에 BTB를 
조회하여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를 효율적으로 페치하는 슈퍼 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효율적
인 BTB 방법을 제공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단일 BTB 엔트리를 이용하여 분기 명령어 페치 이전에 BTB를 조회하여 분기 명렁어인 타겟 어드레스를 페
치하고, BTB 내부에 분기 조회 명령어와 분기 명령어간의 사이클 인터벌을 보상하기 위해서 BTBDP 사이클 
정보를 저장하는 슈퍼 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효율적인 BTB 방법을 제공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슈퍼 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단일 BTB 엔트리를 이용하여, 분기 명령어 
페치 이전에 BTB를 조화하여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를 효율적으로 페치하는 슈퍼 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효율적인 BTB 방법으로 사용됨.

대표도

도5

색인어

BTB 엔트리 포맷도, 브랜치 타겟 버퍼, 슈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슈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파이프라인 각 스테이지 별로 간략히 도시한 블록도.

도2는 종래의 분기 명령어 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3은 종래의 또다른 분기 명령어 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4는 종래의 분기 명령어 처리 과정에서 BTB에 등록되는 다수의 엔트리를 도시한 개념도.

도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 분기 명령어 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BTB의 사용 엔트리와 분기 명령어 간의 사이클 인터벌을 도시한 도면.

도7은 종래의 BTB 엔트리 포맷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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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은 본 발명의 BTB 엔트리 포맷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분기 예측을 위한 브랜치 타겟 버퍼(Branch Target Buffer, 이하 BTB라 함)를 포함하는 슈퍼스
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BTB 엔트리를 분기 명령에 대한 단일 BTB 엔트리로 구성하
여 분기 명령어 페치(Branch Instruction Fetch) 이전에 BTB를 억세스하여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
를 효율적으로 페치하는, 분기 명령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브랜치 타겟 버퍼 및 그를 이용한 분기 예측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슈퍼스칼라  구조의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  명령어 파이프라인
(Pipeline) 방식을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방식을 채택한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파이프라
인의 단계를 높이면,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수행주기가 짧아지므로 성능의 향상을 기할 수 있으
나,  분기 명령어 수행시에는 분기 지연 사이클(branch  delay  cycle)의  증가로 인한 분기 손실(branch 
penalty)이 커져 전체 프로세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기인한 정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에 기인한 동적인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는데, 종래의 
정적인 방법은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비용이 작은 반면에 분기 손실을 충분히 감소시키지 못하고, 소프트
웨어 호환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인텔(Intel)의 펜티움(Pentium), P6 등과 같은 최근의 마이
크로프로세서에서는 구현 비용이 크지만 분기 손실 사이클을 충분히 감소시키면서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BTB는 분기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Instruction Pointer, 이하 IP라 함) 및 예측된 분기 타겟 명령
어(predicted branch target instruction)의 IP를 저장하는 독립된 분기 명령어 캐쉬(Cache)로서, 이를 
참조하여 분기 지연 사이클 동안 예측된 분기 타겟 명령어의 페치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분기 방향의 예
측이 실제 수행 결과와 일치할 경우에 분기 명령어의 수행을 단위 파이프라인 사이클 내에 완료할 수 있
다.  

또한, 최근의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타겟 명령어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페치하기 위해서 BTB 억세
스 시 분기 명령어의 IP대신에 분기 명령어 바로 전 사이클에서 페치되는 명령어의 IP를 이용해서 BTB를 
억세스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 방식의 문제점은 여러 개의 명령어를 단일 사이클에 페치하여 수행하는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명령어의 페치 시퀀스의 변경에 따라 BTB를 억세스하는 IP가 달라지게 
되어 이에 따라 BTB 엔트리를 낭비하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분기 명령어의 페치를 기준으로 해서 
1사이클 전까지는 페치될 수 있는 명령어 중에서 분기 명령어와의 명령어 인터벌(interval)이 가장 작은 
명령어의 IP를 이용해서 BTB를 억세스하고, 또한 BTB 엔트리 내부에 억세스하는 명령어와 분기 명령어 간
의 사이클 인터벌(N)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여 BTB억세스후 N사이클 후에 분기 타겟을 페치하게 함으로써, 
단일 BTB 엔트리 구성으로 효율적인 분기 타겟 페치가 가능한 브랜치 타겟 버퍼 및 그를 이용한 분기 예
측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다중 파이프라인 구조의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분기 명
령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브랜치 타겟 버퍼에 있어서, 상기 분기 명령어의 1 사이클 이전까지 페
치 가능하며, 상기 분기 명령어와의 인터벌이 가장 작은 분기 억세스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 및 예
측된 분기 타겟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상기 분기 명령어별로 각각 저장하는 다수의 엔트리를 포
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은 분기 명령어의 1 사이클 이전까지 페치 가능하며, 상기 분기 명령어와의 인터벌이 가장 
작은 분기 억세스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 및 예측된 분기 타겟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상기 
분기 명령어별로 각각 저장하는 다수의 엔트리로 이루어진 브랜치 타겟 버퍼를 포함한 다중 파이프라인 
구조의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분기 명령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분기 예측 방법에 있
어서, 상기 분기 명령어의 페치를 기준으로 해서 1 사이클 전까지 페치될 수 있는 명령어 중에서 상기 분
기 명령어와의 명령어 인터벌이 가장 작은 분기 억세스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이용해 상기 브랜
치 타겟 버퍼의 엔트리를 억세스하는 단계; 및 상기 억세스 후, 상기 분기 억세스 명령어와 상기 분기 명
령어 사이의 사이클 인터벌만큼 지난 후에 분기 타겟 명령어를 페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상세히 살펴본다.

도1은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파이프라인 각 스테이지 별로 간략히 도시한 블록도로서, 11은 명
령어  캐쉬(Instruction  Cache),  12는  프리페치  큐(Prefetch  Queue),  13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nstruction  Register),  14는  인스트럭션  디코더(Instruction  Decoder),  15는  기능  유닛(functional 
unit),  16은  조건  체크  블록(condition  check  block),  17은  인스트럭션  어드레스  디코더(Instruction 
Address  Decoder),  18은  레지스터 파일(Register  File),  19는  어드레스 생성 유닛(Address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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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으로  이루어지며,  PF(Prefetch),  IA(Instruction  Address),  ID(Instruction  Decoder),  AG(Address 
Generation), EXE(Execution), WB(Write-Back)의 6단계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된다. 

PF 스테이지는 명령어 페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명령어 캐쉬(11) 및 외부 메모리로부터 프리페치 큐
(12)에 명령어를 미리 가져오는 프리페치 단계이다.

IA 스테이지는 각 파이프라인에서 프리페치 큐(12)로부터 명령어를 페치하고, 다음 IP를 계산하는 단계이
다. 

ID 스테이지는 각 파이프라인 별로 두 개의 디코더를 통해 명령어를 디코드하는 단계로서, 페치된 명령어
가 각 파이프라인의 동일 사이클에서 동시 수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체크도 이루어진다.(두 파이프라인의 
Pairing 체크) 

AG 스테이지는 인스트럭션 디코더(14)로부터 출력된 정보를 입력받아 오퍼랜드(operand)의 어드레스를 계
산하고, 계산 결과를 레지스터 파일(18)로 출력하는 단계이다. 

EXE  스테이지는  실제  연산  수행  단계이며,  분기  명령어  수행  시에  분기  관련된  플래그(flag)를 세팅
(setting)한다.

WB 스테이지는 수행 결과를 레지스터 파일(18)에 라이트(write)하는 단계이며, 분기 명령어 수행 시에 분
기 조건을 최종적으로 체크한다. 이 때, 분기 명령어 수행 시에 분기 명령어의 조건 체크는 파이프라인의 
EXE 스테이지의 결과를 받아서 WB 스테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체크 결과가 프리페치 큐(12)를 제어한다.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X- 및 Y- 로 명명된 2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정하여 설명한다. 

도2는 종래의 분기 명령어 처리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Ti는 i번째 사이클을 의미하고, Xi 및 Yi는 Ti
동안에 X 및 Y 파이프 각각에서 페치되는(IA) 명령어를 나타낸다. T1에서 분기 명령어가 페치되면, T5에 
분기 타겟 어드레스가 결정되고, 타겟 명령어는 T6에 프리페치되어 T7에서 페치되므로 5개의 분기 손실 
사이클이 발생된다. 

도3은 종래의 또다른 분기 명령어 처리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분기 명령어가 프리페치된 바로 다음 사
이클에서 분기 타겟 명령어가 프리페치되게 하려면, 분기 명령어의 바로 전 사이클에 페치되는 명령어인 
previous(X2 Y2)의 IP를 이용하여 BTB를 미리 억세스하고, B-previous(X1 Y1) 명령어의 페어링 여부를 확
인한 후에 최종적인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를 결정한다. 이 때, BTB에 등록되는 BTB 억세스 어드레
스는  previous  명령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편의상  X  파이프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등록한다. 이러한 방법의 분기 예측은 분기 명령어의 분기 손실 사이클이 0이 되나, 분기 명령어 전에 페
치된 명령어들의 페어링 조건에 따라서 BTB에 등록되는 어드레스가 변하게 되어 도4에 도시된 것과 같이 
BTB에 다수개의 엔트리로 저장된다. 도4는 종래의 분기 명령어 처리 과정에서 BTB에 등록되는 엔트리를 
도시한 것으로서, 이를 참조하면, b는 분기 명령어를 나타내고, b-n은 분기 명령어 보다 n-명령어 전 명
령어를 나타낸다. 점선으로 표시된 경계는 같은 사이클에 수행되는 다른 명령어를 나타내고, 실선은 다른 
사이클에서 수행되는 명령어를 나타낸다. (a), (b), (c) 각각의 경우에 분기 명령어 바로 전 사이클의 X-
파이프에서 페치되는 명령어는 b-3, b-2, b-1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IP를 BTB 엔트리에 등록해야 된다. 

도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 분기 명령어 처리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분기 명령어의 페치를 기준으로 
해서, 1사이클 전까지는 페치될 수 있는 명령어 중에서 분기 명령어와의 명령어 인터벌이 가장 작은 명령
어(b-2 : X1 Y1)의 IP를 이용해서 BTB를 억세스한다. 그리고, BTB 엔트리 내부에 억세스하는 명령어와 분
기 명령어 간의 사이클 인터벌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X-파이프에 대해서는 Nx, Y-파이프에 대해서는 Ny 
후 분기 타겟 명령어(X3 Y3)를 페치한다. Nx 및 Ny는 분기 명령어가 X- 및 Y-파이프에서 페치되었을 때의 
수행 결과에 따라 BTB에 등록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분기 예측 방법에 따라, 단일 BTB 엔트리(b-2의 IP)를 이용해서 수퍼스칼라 마이크
로프로세서의 분기 예측을 수행한다.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BTB의 사용 엔트리(b-2의 IP)와 분기 명령어 간의 사이클 인터벌을 도시한 것으로
서,  (a)에서  본  바와  같이  b-2가  X-파이프에서  페치되면  분기  명령어  간의  사이클  인터벌은  최소 
1사이클, 최대 3사이클이 된다. 이때, P-스톨(stall)은 명령어 b-4 및 b-3이 페어링이 되지 않음으로 인
한 추가 지연 사이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b-2가 IA 스테이지에 있을 때 b-4와 b-3은 ID 스테이지에 
있게 된다.  만약 b-4  및  b-3이  페어링되지 않으면 b-3과  b-2가  다음 사이클에 서  ID스테이지에 있게 
되어, b-4 및 b-3이 페어링 되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추가의 지연 사이클이 생긴다. 같은 방법으로 b-2가 
Y-파이프에서 페치되면 분기 명령어 간의 사이클 인터벌은 최소 1 사이클, 최대 4사이클이 된다. 

도7은 종래의 BTB 엔트리 포맷으로서, 억세스 어드레스, 타겟 어드레스, 유효 비트(valid bit) 및 히스토
리 비트(history bit)가 할당되어 억세스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타겟 어드레스를 먼저 구한 후에 유효 비
트를 이용하여 타겟 어드레스의 진위 여부를 체크하고, 분기 히스토리 비트로 분기 명령어의 방향 예측을 
결정한다. 

도8은 본 발명의 BTB 엔트리 포맷으로서, 억세스 어드레스, 타겟 어드레스, 유효 비트, 히스토리 비트 및 
b-2가 X-파이프 및 Y-파이프에서 페치될 경우의 분기 명령어 간의 사이클 인터벌, Nx 및 Ny를 추가 할당
되어, 억세스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타겟 어드레스를 먼저 구한 후에 유효 비트를 이용하여 타겟 어드레스
의 진위 여부를 체크하고, 분기 히스토리 비트로 분기 명령어의 방향 예측을 결정한 후 할당된 사이클 인
터벌 정보를 이용하여 Nx 혹은 Ny 사이클 후에 분기 타겟 명령어를 페치한다.

본 발명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단일 BTB엔트리를 
이용해 분기 명령어 페치 이전에 BTB를 억세스하고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를 페치하는 방법을 제공
한다. 이를 위해서, 분기 명령어 1사이클 이전까지는 페치될 수 있으며 분기 명령어와의 명령어 인터벌이 
제일 작은 명령어의 IP를 BTB에 할당하고, 분기 억세스 명령어와 분기 명령어 간의 사이클 인터벌을 보상
하기 위해서 BTB 엔트리에 사이클 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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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
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
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종래 방식으로 단순히 분기 명령어 1사이클 전 명령어의 IP를 이용해 
BTB를 억세스할 경우, 여러 개의 명령어를 단일 사이클에 페치하여 수행하는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
서에서 명령어의 페치 시퀀스의 변경에 따라 BTB를 억세스하는 IP가 달라지게 되어 BTB의 엔트리를 낭비
하게 되는 데, 본 발명에서는 단일 BTB 엔트리 구성이 가능하여 종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
며,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단일 BTB 엔트리 구성으로 분기 명령어 페치 이전에 BTB를 억세스하여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를 효율적으로 페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 파이프라인 구조의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분기 명령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브랜
치 타겟 버퍼에 있어서,

상기 분기 명령어의 1 사이클 이전까지 페치 가능하며, 상기 분기 명령어와의 인터벌이 가장 작은 분기 
억세스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 및

예측된 분기 타겟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

를 상기 분기 명령어별로 각각 저장하는 다수의 엔트리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브랜치 타겟 버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엔트리는,

상기 분기 억세스 명령어와 상기 분기 명령어 간의 사이클 인터벌을 보상하기 위한 상기 인터벌 정보를 
더 포함하는 브랜치 타겟 버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엔트리는,

상기 분기 억세스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 상기 분기 타겟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 제1 파이프
라인에서 분기 억세스되는 경우의 상기 인터벌 정보, 제2 파이프라인에서 분기 억세스되는 경우의 상기 
인터벌 정보, 상기 분기 타겟 인스트럭션 포인터의 유효함을 나타내는 유효 비트 및 히스토리 비트를 포
함하는 브랜치 타겟 버퍼.

청구항 4 

분기 명령어의 1 사이클 이전까지 페치 가능하며, 상기 분기 명령어와의 인터벌이 가장 작은 분기 억세스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 및 예측된 분기 타겟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상기 분기 명령어별로 
각각 저장하는 다수의 엔트리로 이루어진 브랜치 타겟 버퍼를 포함한 다중 파이프라인 구조의 수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분기 명령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분기 예측 방법에 있어서,

상기 분기 명령어의 페치를 기준으로 해서 1 사이클 전까지 페치될 수 있는 명령어 중에서 상기 분기 명
령어와의 명령어 인터벌이 가장 작은 분기 억세스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포인터를 이용해 상기 브랜치 타
겟 버퍼의 엔트리를 억세스하는 단계; 및

상기 억세스 후, 상기 분기 억세스 명령어와 상기 분기 명령어 사이의 사이클 인터벌만큼 지난 후에 분기 
타겟 명령어를 페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분기 예측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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