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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정보 처리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프로세서의 내부 블럭도.

제 2 도는 제 1 도 어드레서,버스,인터페이스부내의 어드레스,레지스터군의 상세한 블럭도.

제 3 도는 프로세서(101)의 타이밍도.

제 4 도는 종래의 프로세서의 내부 블럭도.

제 5 도는 명령 트레이스 장치의 트레이스,버퍼 메모리의 덤프 리스트도.

제 6 도는 의사큐의 구성도.

제 7 도는 큐의 깊이를 산출하는 회로의 블럭도.

제 8 도는 제 5 도의 트레이스,버퍼,메모리의 내용을 편집한 결과를 도시한 도면.

제 9 도는 파이프 라인 기능을 갖는 A프로세서 내부 블럭도.

제 10 도는 레지스터(919)의 내부 상세 블럭도.

제 11 도는 테스트,프로그램도.

제 12 도는 테스트,프로그램의 메모리내의 로케이션을 도시한 도면.

제 13 도는 A프로세서의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프로세서                           102 : 어드레스,버스

103 : 데이타,버스                      104 : 내부 데이타,버스

105 : 명령 프리펫치부                106 : 명령 코드용 신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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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명령 해독부                       108 : 디코드 정보큐

109 : 디코드 정보용 신호로         110 : 명령 실행부

111 : 어드레스 생성부                112 : 어드레스용 신호로

113 : 버스 제어부                   114 : 어드레스 생성부와 명령 해독부간의 정보 수수를 위한 
신호로

115 : 버스 제어부와 명령 해독부간의 정보수수를 위한 신호로

116 : 프로세서(101)의 외부에서 판독한 데이타를 격납하는 레지스터군

117 : 명령 시행부에서 생성되고, 프로세서(101)의 외부로 기록하는 데이타를 격납하는 레지스터군

118 : 버스 제어부와 명령 실행부간의 데이타 수수를 위한 신호로

119  :  어드레스  생성부에서  생성이  되고,  프로세서(101)의  외부로  출력하는  어드레스를  격납하는 레
지스터군의 어드레스를 격납하는 부분

120  :  버스  제어부에서  생성되는  버스,스테이터스  정보를  프로세서(101)의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신
호로

121 : 프로세서(101)가 프로세서(101)의 내부와 외부간에 정보를 수수하기 위한 신호로

122  :  명령  프리펫치부의  명령큐의  상태를  도시하는  정보를  프로세서(101)의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신호로

123 : 3토글,플립,플롭

124 : 토글,플립,플롭(123)의 출력신호를 버스 제어부(113)내로 전달하기 위한 신호로

125 : 3토글,플립,플롭(123)의 출력신호를 격납하는 레지스터군(119)의 확장 부분

126 : 레지스터군(119)의 확장부분(125)을 프로세서(101) 외부로 출력하는 신호로

401 : i8086프로세서               402 : 어드레스/데이타,버스

403 : 내부 버스                       404 : 데이타,레지스터

405 : 어드레스 생성부             406 : 명령큐

407 : 큐,스테이터스 신호로    408 : 명령 코드용 신호로

409 : 내부 데이타,버스           410 : 명령 실행 제어부

411 : 명령 래치                      412 : 디코더

413 : 각종 레지스터군            414 : 산술논리연산회로

415 : 오퍼런드,레지스터         416 : 버스 제어회로

417 : 버스,스테이터스 신호용 신호로

700 : 큐의 깊이를 산출하는 회로

701 : 큐,스테이터스 신호로

702 : 디코더                       703 : 신호로

704 : 카운터                       705 : 신호로

706 : 감산로                      707 : 신호로

708 : 리세트 신호로           709 : 오아,게이트

710 : 출력 신호로               711 : 버스,스테이터스 신호로

712 : 디코더                      713 : 신호로

714 : 카운터                      715 : 신호로

716 : 큐 깊이 출력 신호로   901 : A프로세서

902 : 어드레스,버스           903 : 데이타,버스

904 : 내부 데이타,버스       905 : 명령 프리페치부

906 : 명령코드용 신호로     907 : 명령 해독부

908 : 디코드 정보큐            909 : 디코드 정보용 신호로

910 : 명령 실행부               911 : 어드레스 생성부

912 : 어드레스용 신호로     913 : 버스 제어부

914 : 명령 해독부와 어드레스부 사이의 신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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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버스 제어부와 명령 해독부 사이의 신호로

916 : A프로세서 외부에서 읽어낸 데이타를 격납하는 레지스터군

917 : 명령 실행부에서 생성되고 A프로세서 외부로 판독되는 데이타를 격납하는 레지스터군

918 : 버스 제어부와 명령 실행부간의 데이타 수수를 위한 신호로

919 : 어드레스 생성부에서 생성되어 A프로세서의 외부로 출력하는 어드레스를 격납하는 레지스터군

920 : 버스 제어부에서 생성되는 버스,스테이터스 신호 출력 신호로

921 : A프로세서의 내부와 외부에서 제어신호를 수수하는 신호로

922 : 명령프로페치부의 명령큐의 상태를 도시하는 정보를 A프로세서 외부로 출력하는 신호로

1001 : 어드레스용 신호로            1002 : 어드레스,레지스터

1003 : 레지스터(1002)의 래치 신호로

1004 : 신호로                            1005 : 어드레스,레지스터

1006 : 레지스터(1005)의 래치 신호로

1007 : 신호로.

1008 ; 어드레스,레지스터      1009 : 어드레스,레지스터(1008)용 래치 신호로

1010 : 신호로                           1011 : 어드레스,레지스터

1012 : 레지스터(1011)용 래치 신호로

1013 : 신호로

1014 : 멀티플렉서                   1015 : 선택 신호로

1016 : 어드레스 출력 신호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정보  처리장치에  관해서,  특히  마이크로,프로세서  등과  같이  반도체  칩  위에  집적된 프로
세서의  어드레스,버스  단자,  데이타,버스단자를  주로  하는  칩  단자에  나타나는(입력  혹은  출력되는) 
정보에서,  프로세서  내부에서  실행된  명령을  실행순으로  그  명령  약호에  따라서  실재로  프로세서가 
오퍼랜드로서  엑세스한  어드레스  및  그  데이타도  복원하는(명령  트레이스)  기능을  갖고,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디백크 작업에 유효한 정보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먼저,  명령의  광행  제어기능을  갖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내부구성,  특히,  명령코드의  선행 펫치제
어,  큐,스테이터스  및  버스,  스테이터스를  설명하여,  종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큐,스테이터스  및 
버스,스테이터스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또  다시,  상기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  진보한 다
단  스테이지의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는  고기능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이와  같은  고기능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상기한  명령  트레이스를  실행한  경우에  있어  결점을 
설명한다.

명령  코드,펫치  명령  해독  오퍼랜드,엑세스  명령  실행  오퍼랜드,엑세스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
본  동작  시퀀스를  전부  시퀀스로  하는  종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어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일련의  명령의  실행중에  어드레스  버스단자  및  데이타  단자에  나타나는  정보를  차례로  따르는 것만
으로  명령  트레이스를  행할  수가  있었다.  또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상기  기본  동작  시퀀스중에서, 
명령코드,펫치를  독립된  유닛에  맡겨,  명령코드,펫치  동작만을  선행제어하는  형태의  마이크로 프로
세서에  있어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일련의  명령의  처리중의  어드레스,버스단자와 데이타,버스단
자  및  명령  코드,펫치를  행하는  유니트의  내부  상태를  도시하는  스테이터스  신호의  출력단자에 나타
나는  정보를  일단  트레이스,버퍼,메모리에  시계렬  데이타로서  축적하여  두고,  선행제어되는  명령 코
드,펫치에  의해  프로세서내에  내장된  명령코드와  그후  그  명령코드가  실행된  결과를,  상기 스테이터
스  신호에  의해  대응지어지는  편집  작업을  하여  명령  트레이스를  행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마이
크로  프로세서의  명령  트레이스법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단자에  나타나는  정보를  트레이스하고 있
기  때문에,  먼저  기술한  명령  코드,펫치의  선행제어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내부구성을 
바꾸면,  그것에  따라  명령  트레이스를  위해서  내부상태를  도시하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의  단자에서 
출력하는 일이 필요하게 됨과 동시에, 명령 트레이스 법도 변경하지 않으면 않된다.

제  4  도는  종래의  프로세서의  내부  블럭도이다.  (401)은  프로세서  칩,  (402)는  어드레스  및 데이타
가  입력되는  버스단자이다.  (403)은  내부버스,  (404)는  데이타,레지스터,  (405)는  어드레스  생성부, 
(406)은  6바이트  몫의  명령큐  및  명령큐  제어부이다.  프로세서의  큐,스테이터스  정보는  명령큐 제어
부(406)에서  생성되고,  큐,스테이터스  전용의  신호로(407)를  거쳐서  프로세서(401)의  외부로 출력된
다.  명령큐(406)에서  출력된  명령코드는  신호로(408),  내부  데이타  버스(409)를  거쳐서 명령래치
(411)로  보내져,  거기에서  격납된다.  (412)는  명령코드의  디코더이며,  명령  래치(411)의  출력을 입
력으로  한다.  (410)은  명령  실행  제어부이다.  (413)은  각종  레지스터,  (414)는  산술논리회로. (41
5)는  산술논리  연산회로용의  오퍼랜드  레지스터이다.  (416)은  버스  제어부이며,  프로세서(401)의 버
스  사이클  제어,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  생성  등을  제어한다.  (417)은  버스  제어부(416)에서 생성되
는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를 프로세서(401)의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신호로이다.

제  4  도에  의거하여,  프로세서의  명령  코드  프리펫치  동작,  명령  디코드  동작,  명령  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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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의  명령코드  프리펫치  동작은,  어드레스  생성부(405)에  있어서  생성한  프리펫치용 어드레스
를  버스단자(402)를  거쳐서  도시하지  않음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로  출력하여,  도시하지  않은 메모리
내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도시하지  않은  시스템  데이타  버스에  출력된  명령  코드를 버스단자(402)에
서  내장하여,  내부버스(403)를  거쳐서  FIFO(First  In  First  Out)  구조의  명령큐(406)의  가장  후미에 
격납한다.  여기에서  프로세서의  데이타  버스가  16비트폭이라고  하면,  1회의  명령코드  프리펫치 동작
에 의해 2바이트 몫의 명령 코드(1바이트=8비트)를 명령큐(406)에 격납할 수 있다.

프로세서는  명령큐(408)의  선두에서  차례로  1명령큐(408)의  선두  가나순으로  1명령당  1바이트 몫씩
의  명령코드를  신호로(408),  내부버스(409)를  거쳐서  명령래치(411)에  격납하여,  명령코드 디코더
(412)를  사용해서  디코드한다.  디코드의  결과  생성되는  제어정보는  명령  실행  제어부  등으로 전송되
어,  디코더(412)에  있어서  디코드된  명령코드에  기술되어  있는  동작이  즉시  실행된다. 디코더(412)
에  있어서  지코드된  명령코드에  기술되어  있는  동작의  실행이  종료하면,  프로세서는 명령큐(412)에
서 다음의 1명령코드를 명령래치(411)에 내장, 디코드하여 실행하는 시퀀스를 되풀이 한다.

예를  들면,  명령큐(406)에서  인출되어서  명령  래치에  격납된  명령코드를  디코더(412)에  있어서 디코
드한  결과,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명령코드의  디코드후  메모리에서 필
요한  리드  오퍼랜드를  독출한다.  명령  실행  제어부(410)는  어드레스  생성부(405)에  대해, 메모리내
의  리드  오퍼랜드에  어드레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부여하여  버스  제어부(416)에  대해, 
메모리  리드  버스  사이클의  기동을  지령한다.  버스  제어부(416)는  명령  실행  제어부(410)로부터의 
상기한  지령에  의해,  어드레스  생성부에  있어서  생성된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메모리  리드  버스 사이
클을  가동하여,  메모리에서  얻은  데이타를  데이타  레지스터(404)에  격납하여,  메모리  리드가  완료한 
것을  명령  실행  제어부(410)에  전달한다.  명령  실행  제어부(410)는  먼저  기술한  메모리  리드  버스 
사이클  기동지령에  대한  메모리  리드완료의  정보를  버스  제어부(416)에서  수령하면  데이타 레지스터
(404)의  내용을  사용해서  필요한  처리를  한다.  따라서,  명령  실행  제어부(410)로부터의  메모리  리드 
버스  사이클  기동지령은  버스  제어부(416)가  수취하여도.  시스템  데이타  버스  및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가  다른  버스  마스터  등에  의해  전유되어  있으면,  버스  제어부(416)는  명령  실행 제어부(410)에
서  지령되고  있는  메모리  리드  버스  사이클의  기동이  불가능하므로  명령의  실행은  않된다.  버스 제
어부가  시스템  데이타  버스  및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의  사용권을  획득하여  메모리  리드  버스 사이클
을  기동하여,  메모리내의  소정의  영역에서의  데이타를  내장하여  데이타  레지스터에  기입할  때까지, 
명령의  실행은  정의한  상태로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프로세서에  있어서,  메모리  또는 I/O엑
세스를  필요로  하는  명령을  위한  메모리  엑세스  또는  I/O엑세스의  실제의  버스  사이클은,  그  명령 
실행중에 한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때에는,  명령  트레이스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디
백크가  필요하다.  명령  트레이스는  CPU가  어떤  명령을  실행하였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얻어지는가, 
1개의 명령의 실행결과가 그  명령 이후의 명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1개의 명령 또는 루
틴의  실행중에  외부로부터의  끼어  듦등이  있는  경우에  실행중의  명령  또는  프로그램  등과  같은 영향
을  받는가  등을  검토하는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 하나이다.

프로세서는  상술하는  바와  같이,  명령코드의  프리펫치가  가능하므로  프로세서의  데이타  입출력 단자
에서  프로세서내에  내장된  명령이  실행되는  타이밍은  프로세서의  내부상태에  의존한다.  프로세서는 
명령큐의  상태를  도시하는  큐  스테이터스  신호 QS1,QS0 와  버스  사이클의  종류를  도시하는  버스 스테

이터스 신호 S 4  내지 S0 를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큐  스테이터스 신호로부터는 표  1에 도시하

는 바와 같이 명령큐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로부터는 표 2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버스 싸이클의 종류를 알 수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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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명령  트레이스용  장치에  있어서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의  정보는,  프로세서내부의  명령큐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의사  명령큐를  명령  트레이스용  장치의  소프트웨어에서  실행하여,  트레이스  버퍼 메모
리내의  시계렬  데이타의  일어의  큐  스테이터스  신호,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에  의거하여,  프로세서 
내부의  명령큐를  처리의  진행에  따라서  시뮬레이트하면서,  의사  명령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프
로세서의  실제의  처리의  진행순으로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의  명령코드를  역어셈블하여  명령 약호
를  얻으므로서  편집된다.  또한.  실행된  명령이  메모리  엑세스  또는  I/O엑세스를  수반하는  명령의 경
우에는,  명령코드를  역  어셈블리하여  명령  약호를  얻음과  동시에,  실제로  메모리  엑세스  또는 I/O엑
세스가 어떠한 어드레스와 데이타를 사용해서 행하여 졌는가를 구할 필요가 있다.

상기한  프로세서의  명령  트레이스용  장치는  주로  프로세서의  실행중의  어드레스  버스의  정보, 데이
타 버스의 정보 및  제어 신호 스테이터스 정보를 축적하는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 기능,  브레이크 포
인트  설정기능,  큐상태에  뮤레이트  기능  및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의  정보  편집기능을  갖고  있다. 
명령  트레이스용  장치는  프로세서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때,  실행에  수반하여  각  버스, 입출
력  신호단자에  나타나는  데이다,  신호중에서  미리  결정된  것을  차례로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내장
시킨다.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로서는  현재  1어가  64비트정도,  용량이  64어  정도의  것에서  2K어 정도
의  것까지  실용화  되어  있다.  사용자는  프레이크  포인트  설정기능에  의해  설정한  브레이크 포인트에
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한  후,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의  정보가  편집된  결과를  보아  개발한 소
프트웨어를 첵크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프로세서는  프리펫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데이타  버스  단자에서  입력된  명령은  직접 디
코드/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큐에  일단  내장되어  여기에서  기다리게  된다.  명령큐의  막힘상태, 
현재  실행중의  명령의  종류  등에  의존되므로  일정한  것은  아니다.  상기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명령
큐의 상태 및 현재 진행중의 버스 싸이클의 종류가 각각 큐 스테이터스 정보 QS0,QS 1  및  버스 스테이

스 정보 S 0  내지 S4 로서  단자에서 외부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령  트레이스용 장치에

서는,  큐  스테이터스,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와  다른  정보와  함께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에  내장, 
브레이크  포인트에  의한  프로그램  중단  후  이것을  참조하면서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시계렬 데이
타로서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편집하여,  어떤  어드레스의  명령코드가  디코드  또는  실행되고,  그 과
정에  있어서  생기는  메모리  또는  I/O엑세스가,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의  어느  메모리  엑세스에 대
응하는가를 편집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  이같은  편집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한다.  1개의  명령이  명령큐에서  인출되는  디코드  및 실
행되어  있는  경우,  실행되어  있는  명령이  종료할때까지,  다음의  명령의  실행은  시작하지  않는다. 따
라서,  메모리  또는  I/O엑세스를  수반하는  명령이  예를  들면  2명령  연속하고  있을때라도,  각각의 메
모리  또는  I/O엑세스의  순서는  프로그램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의  순서와  동일하다.  또  다시,  메모리 
또는  I/O엑세스를  수반하는  명령을  메모리에서  내장하는  시각과,  그것이  명령큐에서  인출되는 디코
드  처리  및  실행처리에서  필요로  하는  메모리  엑세스  시각과의  차이는,  명령큐의  상태에  의존하나, 
메모리  또는  I/O엑세스의  시각은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시각과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전제
로 하여, 다음에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제  5  도에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의  기입된  데이타의  일예를  도시한다.  프레임은  트레이스  버퍼 메
모리의  번지에  해당하고,  1개의  프레임에  단번에  내장되는  1어의  정보가  기입된다.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내장된 차례로 프레임 번호가 부착되어 있다.

BHE*는  바이트  하이  인에이블  신호에서  *는  액티브  로우를  도시한다.  BHE*신호는  데이타  버스의 상
위반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것을  도시하는  신호이다.  STS는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 S 0  내지 S2 를  표 2

에  도시하고  약호로  도시한  것이다.  QSTS는  큐  스테이터스  신호 QS1,QS0 를  표  1에  도시하는  약호로 

도시한  것이다.  QDEPTH는  명령큐에  격납되어  있는  명령  코드의  바이트수이다.  DMUX는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내장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도시하고,  A는  어드레스를,  D는  데이타를  Q는  스테이터스를 도
시한다.  명령  트레이스용  장치에는  프로세서와  동등한  버스  싸이클이  배당되어  있으며,  프로세서의 
시스템  클럭마다  어드레스,  데이타,  스테이터스  등의  트레이스  데이타를  감시한다.  어드레스는 버스
싸이클 T1 에서  변화하므로, T1 에서  트레이스  데이타  1어  몫을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에  내장한다. 

이때 DMUX에는 어드레스를 도시하는 A를 기입한다.

T1 에서  출력된  어드레스에  대한  데이타는  동일  버스  싸이클의 T4 에서  확정하고  있으므로, T4 에서 1프

레임을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내장한다.  이  때  DMUX에는  D를  기입한다.  버스  스테이터스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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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의 T2 에서 T4 의  사이  유효해지나,  직전에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내장한  버스  스테이터스의 

내용과  변화한  경우만이  그  버스  스테이터스를  1프레임  몫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내장한다.  큐 스
테이터스는  기본적으로는  버스  싸이클에는  의존하지  않으나,  직전에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내장한 
트레이스  데이서의  큐  스테이터스의  내용과  변화한  경우에만,  트레이스  데이타  1어  몫을  내장한다. 
스테이터스를  내장할때에는  DMUX에는  Q를  기입한다.  이  프로세서에서는,  어드레스,  데이타  및 스테
이터스는  어느  것이나  동일한  단자에서  시분할에  입력되고  멀티플렉스되어  있기  때문에,  DMUX와 같
은  지표를  설치하여,  어드레스(A)인가,  데이타(D)인가,  스테이터스(Q)인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QDEPTH는  프로세서의  단자에서  직접  얻어지는  정보는  아니다.  큐  스테이터스(QSTS)와 
버스 스테이터스(STS)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하여 산출한다.

또한,  의사 명령 큐의 구성법에는 몇개의 방법이 있으나,  제  6  도에 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601)은  1바이트  폭의  메모리  공간에서  명령  트레이스에  충분한  용량이  확보되어  있다. 프로
세서에서는  명령코드의  프리펫치는  1바이트씩  행해지고,  버스  스테이터스가  F,DMUX가  D를  도시하는 
것으로  검지되므로  명령코드  프리펫치  동작을  시뮤레이트하려면,  의사  명령큐  기입  포인터(WP)의 내
용을  1씩  2개  증가하면서  프리펫치된  명령코드를  WP의  도시하는  메모리  번지에  기입한다.  또한, 명
령코드가  명령큐에서  인출되는  것을  시뮤레이트  하려면,  큐  스테이터스에  의해  검지할  수  있으므로, 
의사  명령큐  독출  포인터(RP)의  도시하는  메모리  번지에서  명령  코드를  인출하여,  의사  명령큐  독출 
포인터(RP)의 내용을 1만 증가한다.

QDEPTH의  값은,  명령  트레이스용  장치내에  설치된  제  7  도에  도시하는  하드웨어  회로(700)에  의해, 
프로세서가  리세트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사이에  차례로  계산된다.  그  결과는 
명령  트레이스용  장치가  버퍼  메모리내에  내장하는  1프레임  몫의  정보중에  포함된다.  제  7  도에 있
어서,  (701)은  큐  스테이터스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로,  (702)는  신호로  (701)위의  큐  스테이터스 신
호를  디코드하는  디코더이다.  디코더(702)에서  2개의  신호가  출력된다.  신호로  (703)위의  신호는, 
큐  스테이터스  신호가,  표  1  중의  약호의  F  또는  S를  표시하였을  때에  하이레벨로  되어,  신호로 
(707)위의  신호는  큐  스테이터스  신호가  표  1중의  약호에서  E를  표시하였을  때에  하이레벨로  된다. 
(704)는  모듈로(6)의  업  카운터이며,  신호로  (703)위의  신호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하는 
입상  에치를  1개  검출할때마다  카운터의  값을  1증가한다.  (705)는  카운터(704)의  출력  신호로로, 3
비트폭이다.  (708)은  프로세서  및  명령  트레이스용  장치를  포함하는  1개의  시스템의  리세트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로로,  리세트  신호는  액티브  하이이다.  (709)는  신호로(707)위의  신호와 신호로(708)
위의 리세트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논리화 게이트이다. (710)은 논리화 게이트(709)의 
출력신호이다.  (711)은  프로세서로부터의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로로, 디코더(712)
에  입력된다.  (713)은  디코더(712)의  출력신호로이며,  신호로(713)위의  신호는  버스  스테이터스 신
호가  표  2중의  약호의  F(코드  펫치)를  도시하였을  때에  하이  레벨로  된다.  (714)는  신호로(713)위의 
신호를  입력으로  하면  모듈로(6)의  업  카운터이다.  카운터(714)는  신호로(713)위의  신호의  입상 엣
지를  1개  검출할  때마다  카운터  값을  증가한다.  (715)는  카운터(714)의  출력신호로  3비트  폭이다. 
(706)은  감산기이다.  감산기(706)에는  신호로(705)  및  (715)를  사용해서  각각  카운터(704)  및 카운
터(714)의  출력신호가  입력되고,  카운터(714)의  출력신호의  값에서  카운터(704)의  출력신호의  값이 
감산되고, 그 결과가 신호로(716)에 출력된다.

제  7  도의  QDEPTH  산출용  하드웨어(700)의  동작의  개략을  설명한다.  프로세서의  큐  스테이터스  신호 
및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는  각각  신호로(701)  및  (711)에  의해  차례로  QDEPTH  산출용 하드웨어(70
0)내부에  전달된다.  시스템의  리세트신호(708)가  하이레벨로  되면  논리화  게이트(709)의  출력신호가 
하이레벨로  되어,  신호로(710)를  통해서  카운터(704),(714)에  입력된다.  카운터(704),(714)는 신호
로(710)위의  신호가  하이레벨로  되면  카운터의  출력을  0으로  리세트한다.  프로세서가  리세트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을  개시하고,  명령코드를  프리펫치하면  버스  스테이터스가  표  2중의  약호 F(코드펫
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카운터(714)의  출력이  2로  된다.  프로세서는  1회의  프리펫치  동작에  의해 2
바이트  명령  코드를  명령큐에  격납하므로,  디코더(713)는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가  표  2중의  약호 F
를  1회  검출할때마다  카운터(714)의  출력을  2씩  증가시킨다.  프로세서가  명령큐에서  1바이트의  명령 
코드를  인출하는  일은,  디코더(702)가  신호로  (701)위의  큐  스테이터스  신호가  표  1중의  약호의 
F(First)  또는  S(Subse  quent)를  검출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F  또는  S를  검출할때마다 카운터(704)
의  출력을  1씩  증가시킨다.  어떤  시점에서  감산기(706)에  의해  명령코드  프리펫치를  도시하는 카운
터(714)의  출력의  값에서,  명령큐에서  명령코드가  인출된  일을  나타내는  카운터(704)의  출력의  값을 
감한  결과가,  그  시점에서의  큐의  깊이  QDEPTE이다.  또한,  디코더(702)에  있어서  큐  스테이터스 신
호를  디코드한  결과,  표  1중의  약호  E(큐  프레쉬)가  검출되었을  때에는  디코더(702)의  1개의 출력신
호로(707)위의  신호가  하이레벨로  된다.  따라서,  논리화  게이트(709)의  출력  신호로(710)위의 신호
가  하이레벨로  되어,  카운터(704)  및  (714)가  리세트된다.  신호로(707)위의  신호에  의한 카운터
(704) 및 (714)의 리세트는, 프로세서가 명령큐의 내용을 비지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제  7  도의  QDEPTH  산출용  하드웨어  회로에  의해,  명령큐에  입출력되는  명령코드의  증감이 
시뮤레이트되어,  결과는  출력  신호로(716)위의  신호를  명령  트레이스용  장치의  버퍼  메모리내에 한
번에  내장되는  1프레임의  정보의  1부로서,  프로세서가  리세트되어서  브레이트  포인트  어드레스에 있
어서  일련의  동작을  정지할때까지의  사이에,  데이타  버스,  어드레스  버스,  큐  스테이터스  신호, 버
스 스테이터스 신호의 정보와 함께 차례로 버퍼 메모리내에 내장된다.

다음에,  제  5  도의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의  데이타를  기초로  하여  프로세서가  실제로  실행한  I/O 
또는  메모리  엑세스를  수반하는  명령을  역  어셈블하여,  명령의  실행에  수반하는  프로세서의  I/O 또
는  메모리  엑세스와  대응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선행  제어에서는,  명령이  프로세서에 내장되어서
부터  실행될때까지의  시간은  일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기  명령등과  같이  프로그램의  시퀀스를 바
꿀 가능성이 있는 명령이 포함이 되지 않는 한,  명령 실행의 차례는 명령큐에 내장된 순서와 동일한 
것을 전체로 하여 아래의 설명을 한다.

실행된  명령을  트레이스  할때에는,  명령큐가  공백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찾아내어,  트레이스의 기준
으로  한다.  명령큐가  언제  공백으로  되었는가는,  큐  스테이터스가  E를  도시하고  있는  일로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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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예를  들면  제  5  도에  있어서,  프레임(0002)나,  프레임(0022)에서는  QSTS가  E를  표시하고 
있다.  큐  스테이터스  인  경우의  직후의  명령펫치에  의해  명령큐에  내장된  명령  코드는,  명령큐의 선
도에  놓여져  가장  처음에  디코드,  실행된다.  명령코드가  바이트  가변길이(예를  들면  1바이트 명령에
서  6바이트  명령까지  있는  경우)때,  큐  스테이터스의  F에서  다음의  F까지의  1개의  F와  S의  수와의 
화가  실행된  명령의  바이트수를  도시하고  있다.  제  5  도에  있어서,  프레임(0002)에서  QSTS가  E로  된 
후,  프레임(0003)에서  어드레스가  출력되고  (DMUX가  A),  프레임(0004)에서  데이타가  내장되어 있는
(DMUX가  D)가,  STS가  F로  되어있기  때문에  프레임(0004)에서  내장된  데이타가  명령코드이며, 프레임
(0002)에서  QSTS가  E에서  명령큐가  공백이었던  직후의  명령펫치이므로,  프레임(0004)에서  내장된 명
령코드가  프레임(0004)의  단계에서  명령큐의  선두에  있다.  프레임(0006)에서  QSTS가  F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프레임(0004)에서  내장된  명령코드가  실행부에  내장된  것을  알  수  있다.  프레임(0006)의 
다음에  프레임(0011)에서  QSTS가  F를  표시할때까지의  사이에  프레임(0007)과  프레임(0010)에서 QSTS
가  S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프레임(0004)에서  내장된  프레임(0006)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명령은 3바
이트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프레임(0008)에서  명령코드가  프리펫치되어  있으므로, 프레임
(0006)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명령은,  BAEA  FF(어느것이나  16진수표시)의  명령코드를  갖고,  역 어셈
블하면  MOV  DX  FFEA라는  약호가  얻어진다.  다음  프레임(0002)의  명령큐가  공백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명령코드의 바이트수를 큐 스테이터스에서 얻어 1명령 몫의 명령코드를 얻는 방법을 되풀이한다.

프레임(0006)에서 프레임(0010)까지의 명령의 다음은, 프레임(0011)에서 프레임(14)까지의 
명령이다.  큐  스테이터스는  프레임(0011)에서  F를  표시하고,  다음에  프레임(15)에서  F를 표시할때까
지  S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프레임(0011)에서  프레임(14)까지의  사이에  실행된  명령은  1바이트 명령
이며,  프레임(0008)에서  펫치된  2바이트  몫의  명령코드중  프레임(0006)에서  프레임(0010)의 명령코
드가  아닌쪽의  1바이트의  EC(16진수  표시)라  하는  명령코드를  갖는다.  EC(16진수  표시)를  역 어셈블
하면  INAL,  DX라는  약호를  얻는다.  프레임(0013)  및  프레임(0014)에서  버스  스테이터스  STS가  I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프레임(0013)의  단계에서  출력된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I/O보트에서 프레임
(0014)의  단계에서  표시되는  데이타를  내장한  것을  표시하고  있다.  곧,  INAL,  DX라는  명령의  실행의 
과정에서 생기는 I/O엑세스는 프레임(0013) 및 프레임(0014)의 단계에서의 I/O엑세스이다.

이와같이,  큐  스테이터스 신호가 표  1의  약호의 E를  표시하고 있는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여 큐 스테
이터스  신호,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  DMUX  지표  및  데이타  버스위의  데이타,  어드레스  버스위의 어
드레스에서  1명령  몫의  명령코드를  선출하여  역  어셈블하여  명령  약호를  얻어,  명령실행에  필요로 
하는  메모리  또는  I/O엑세스를  대응시키는  일로,  프로세서가  실제로  실행한  명령을  복원할  수가 있
다.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에  1개소  기준이  되는  프레임이  있으면,  그  프레임  이후의  명령의 복원
은  큐  스테이터스  신호와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와  명령코드  프리펫치시의  데이타  버스위의  데이타를 
기초로하여,  차례로  1명령  몫씩  실행된  명령을  복원할  수가  있다.  또한,  기준을  이루는  프레임 이전
의  명령에  대해서는  큐  스테이터스  신호,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  명령코드,  프리펫치시의  데이타 버
스위의  데이타  큐의  깊이  QDEPTH의  정보를  사용해서  기준이  되는  프레임에서  시간의  경과와는 역방
향으로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의 프레임을 더듬어 가므로서 실행된 명령의 복원이 가능하다.

제  5  도에  도시한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의  데이타를  기초로  명령의  복원(트레이스)를  행한  결과는 
제 8 도에 도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다단  스테이지의  파이프  라인구조를  갖는  프로세서에  대해서  기술한다(이하,  이 프로세서
를 가령 A프로세서라 한다).

제  9  도는,  A프로세서의  내부  블럭도이다.  (901)은  A프로세서  칩.  (902)는  A프로세서의  어드레스 버
스신호로,  (903)은  A프로세서의  데이타  버스  신호로,  (904)는  A프로세서내의  데이타  버스,  (905)는 
A프로세서의  명령  프리펫치부에서,  명령  프리펫치부(905)내에는  FIFO구조의  명령큐와,  명령큐 제어
회로를  갖는다.  (906)은  명령  프리펫치부내의  명령큐의  선두에  있는  명령  해독부(907)에  전송하기 
위한  신호로,  (907)은  명령  해독부로,  명령  디코더  및  명령  해독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시퀀스  등을 
포함한다.  (908)은  명령  해독부(907)에  있어서,  디코드된  결과  얻어지는  정보중에서  명령 실행부
(910)의  동작을  지정하는  정보를  격납하는  FIFO  구조의  디코드  정보큐,  (909)는  디코드 정보큐(90
8)로  부터의  정보를  명령  실행부(910)에서  전달하기  위한  신호로,  (910)은  명령  실행부에서, 산출논
리  연산회로,  각종  레지스터  등의  하드웨어에서  이루어진다.  (911)은  명령  해독부(907)로  부터의 정
보  및  지령에  의해  어드레스  계산을  행하는  어드레스  계산을  행하는  어드레스  생성부,  (912)는 어드
레스  생성부(911)에서  생성된  어드레스를  버스  제어부(913)의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에 전달하
기  위한  신호로이다.  (913)은  A프로세서의  버스  제어부이다.  버스  제어부(913)는,  기능적으로 대별
하여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  데이타  버스  인터페이스부,  버스  싸이클  제어부의  3개의 부분으
로  나눌수가  있다.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는  A프로세서의  어드레스  버스(902)에서  A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에  대해서  정해진  어드레스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며, 각
종  어드레스를  격납하여  두는  어드레스  레지스터군(919)등의  하드웨어를  갖는다.  데이타  버스 인터
페이스부는,  A프로세서의  데이타  버스(903)를  거쳐서  시스템  데이타  버스에서  데이타를  내장하여 일
시적으로  축적하여  주는  템포러리  레지스터(916),  시스템  데이타  버스위에  데이타를  출력할때에 데
이타  출력에  앞서서  A프로세서내에서  생성된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축적하여  두는  템포러리 레지스터
(917)  등의  하드웨어를  갖는다.  버스  제어부(913)내의  버스  사이클  제어부는,  A프로세서의  버스 사
이클  제어,  버스  스테이터스  출력의  제어,  A프로세서의  외부  단자로부터의  신호로  입출력의  제어를 
행한다.  (915)는  명령  해독부(907)에서  버스  제어부(913)으로  동작을  지정하는  정보  및  버스 제어부
(913)에서  명령  해독부(907)로  버스  제어부의  내부상태를  도시하는  정보를  각각  쌍방향으로 전달하
기  위한  신호로,  (914)는  명령  해독부(907)에서  어드레스  생성부(911)로  어드레스의  생성에  필요한 
정보  및  어드레스  생성부(911)의  동작을  지정하는  정보를  공급하여,  또한  어드레스  생성부(911)에 
명령  해독부(907)로  어드레스  생성부(911)의  내부  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호로이
다.  (918)은  명령  실행부(910)내에서  생성한  데이타를  버스  제어부(913)내의  데이타  버스 인터페이
스부에  있는  템포러리  레지스터(917)로  전송하여,  또한  버스  제어부(913)내의  데이타  버스 인터페이
스부에  있는  템포러리  레지스터(916)에서  명령  실행부(910)를  전송하기  위한  신호로이다.  (920)은 A

32-7

특1993-0008686



프로세서의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로,  (921)은  메모리  리드신호나  I/O라이트  신호  등  A프로세서의 외
부로 출력되는 정보의 신호로이다. (922)는 A프로세서의 큐 스테이터스 신호이다.

A프로세서에는  명령  프리펫치부(905),  명령  해독부(907),  어드레스  생성부(911),  버스  제어부(913), 
명령  실행부가  있다.  명령  프리펫치부(905)는  프리펫치한  명령코드를  축적하는  FIFO  구조의 명령큐
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를  갖는다.  명령  해독부(907)는  명령큐에서  인출한  수  바이트의  명령코드의 
디코더와,  명령해독부의  동작을  담당하는  시퀀스,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의  디코드의  결과를  얻어진 
정보를  축적하는  FIFO  구조의  디코드  정보큐(908)등의  하드웨어를  갖는다.  어드레스  생성부(911)는 
어드레싱에  관한  하드웨어를  갖는다.  버스  제어부(913)에는  대별하여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 
데이타  버스  인터페이스부,  버스  사이클  제어부가  있다.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는  프리펫치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라이트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등의 
레지스터군(919)을  갖는다.  데이타  버스  인터페이스부는,  A프로세서의  외부로의  리드  엑세스에  의해 
얻어진  데이타를  일시  격납하는  템포러리  레지스터(916)과,  A프로세서의  외부로의  라이트  엑세스를 
위한  데이타를  일시  격납하는  템포러리  레지스터(917)를  갖는다.  버스  싸이클  제어부는  주로 시퀀스
로  이루어진다.  명령  실행부(910)에는,  산술논리  연산기,  레지스터  파일,  시프터나,  명령실행을 담
당하는 제어회로가 있다.

A프로세서의  하드웨어에서  본  발명의  설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명령 프리
펫치부의  명령큐는  1바이트폭에서  최대  8바이트의  용량으로  한다.  명령  해독부는,  명령큐에서 명령
코드를  인출할때는  1클럭에  1바이트씩  인출한다.  디코드  정보큐는  2명령  몫의  디코드  정보를 축적하
는  용량을  갖는다.  버스  제어부의  템포러리  레지스터(916)는  데이타의  1어  몫에  대해서  2개  있으며, 
각각 RDR1,RDR2 라  명명한다.  템포러리  레지스터(917)는  데이타의  1어  몫에  대해서  1개  있으며,  WDR라 

명칭한다.  프리펫치용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1어드레스  정보  몫이  있으며  PAR가  명명한다.  리드 오퍼
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1어드레스  정보  몫에  대해서  2개  있으며,  각각 RAR1,RAR2 라  명명한다. 

RAR1 은 RDR1 에, RAR2 는 RDR2 에  대응한다.  라이트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1  어드레스  정보에 

대해서 1개 있으며, WAR라 명명한다. WAR은 WDR에 대응한다.

제  10  도는  A프로세서의  버스  제어부내의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의  주요부분을  도시한 도면이
다.  신호로(912)는  제  9  도의  것과  같으며,  어드레스  생성부에  있어서  생성된  어드레스를  전송하는 
신호로이다.  (1002),(1005),(1008),(1011)는  어드레스  레지스터군이나  격납되는  어드레스의  종류에 

의해 프리펫치용 어드레스 레지스터(PAR)(1002),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1)(RAR1 )(1005),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2)(PAR2 )(1008),  라이트  오퍼랜트용  어드레스 

레지스터(WAR)(1011)라 명명한다. (1003),(1006),(1009),(1012)는 각각 제 9 도의 레지스터
(919)(1002),(1005),(1008),(1011)의  각  래치신호이다.  (1004)는  레지스터(1002)의  출력신호로, 
(907)은  (905)의  출력신호로,  (1010)은  레지스터(1008)의  출력신호로,  (1013)는  레지스터(1011)의 
출력신호로이다.  (1014)는  멀티플렉서로,  신호로(1004),(1007),(1010),(1013)  위의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선택신호에  의해  4개의  입력중에서  반드시  1개씩만을  선출해  내는  것이다. 멀티플렉서(1014)
의  출력은  어드레스  버스(902)로  출력된다.  4개의  래치신호(1003),(1006),(1009),(1012)와, 멀티플
렉서(1014)의  선택신호는  명령  해독부(907)에  있어서  생성된  신호이며,  신호로(915)를  거쳐서 전송
된다.  레지스터(1002)는  다른  3개의  레지스터(1005),(1008),(1011)가  갖지  않는  어드레스의  자동 갱
신기능(인크리멘터)을  갖는다.  래치신호(1003)에  의해  신호로(1001)  위의  어드레스가  일단 레지스터
(1002)내에  격납되면,  멀티플렉서(1014)의  출력으로서  래지스터(1002)의  출력  신호로(1004)위의 신
호가  선택되어,  버스  제어부가  명령코드  프리펫치를  위해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을  1회 종료할때
마다  레지스터(1002)의  내용이  일정한  량만  증가된다.  레지스터(1002)의  이  자동  갱신  기능에  의해, 
명령  해독부는  일단  명령코드  프리펫치용  어드레스를  레지스터(1002)에  설정한  후  분기명령  등에 의
해  다음에  새로운  명령코드  프리펫치용  어드레스를  레지스터(1002)에  설정하지  않으면  않되는 경우
까지는,  명령에드  프리펫치를  위한  버스  사이클마다  레지스터(1002)의  내용을  갱신할  필요가 없으므
로, 명령 해독부의 부하가 경감된다.

다음의 A프로세서의 동작의 개략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메모리내에  격납되어  있는  명령코드는,  A프로세서의  명령코드의  프리펫치  기능에  의해 A프로세서내
에  내장된다.  프리펫치  동작에는,  명령  해독부,  어드레스  생성부,  버스  제어부  및  명령 프리펫치부
가  관계한다.  프리펫치  동작은,  버스  제어부의  프리펫치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PAR에  명령 해독부로
부터의  지령에  의해  버스  생성부에서  프리펫치용  어드레스가  기입되면,  다음에  명령  해독부의 지령
에  의해  PAR의  내용이  갱신될때까지,  PAR의  갱신은  버스  제어부가  행한다.  버스  제어부는 A프로세서
와  시스템을  접속하고  있는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  및  시스템  데이타  버스가  공백  상태인  경우에 프
리펫치  동작을  행한다.  버스  제어부는  PAR의  내용을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에  출력하면  동시에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 BST200 에  명령코드  펫치인  코드를  출력하여,  MMIO  신호를  메모리  엑세스  상태로 한

다.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에  출력한  프리펫치용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메모리내의  어드레스의 내용
(명령코드)를  데이타  버스에서  A프로세서의  버스  제어부에  내장하여,  명령  프리펫치부의  명령큐로 
전송하여,  DAR의  내용을  갱신한다.  명령  프리펫치는  버스  제어부에서  전송되어  온  명령코드를 차례
로  명령큐의  최후에  격납한다.  명령  프래펫치부의  주된  기능은,  명령큐의  동작의  제어와,  큐 스테이
터스 QST3 -O의  출력의  제어이다.  버스  제어부의  주된  기능은,  메모리  엑세스,  I/O엑세스,  대부분의 

제어신호의  입출력  제어이다.  어드레스  생성부의  주된  기능은,  각종  어드렛싱을  위한  어드레스  계산 
등이다. 명령 해독부의 주된 기능은, 명령코드의 디코드, A프로세서내의 각 부분의 동작의 
제어이다. 명령 실행부의 주된 기능은, 산술논리영상 등, 실제로 데이타를 가공하는 일이다.

A프로세서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을  한다.  A프로세서에는  명령  프리펫치부의  명령큐와 
명령  해독부의  디코드  정보큐의  2종류의  큐가  있으므로,  2종류의  큐의  상태를  도시하기  위해서 4비
트의  큐  스테이터스  신호 QSt3-0 를  A프로세서의  외부로  출력하고  있다. QST3 는  디코드  정보큐의 선두

의 1명령 몫의 디코드 정보가 명령 실행부에 잡혔을 때에 1클럭기간 하이 레벨로 되어,  새로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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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을 표시하는 신호이다.

QST2-0 는,  A프로세서의  2종류의  큐의  상태를  제  4  표에  표시하는  바와같이  부호화하여  표시하는 신호

이다.  큐  스테이터스  신호는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생성된다.  버스  스테이터스는,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 BST2-0 와  메모리  엑세스인가  I/O엑세스인가를  표시하는  신호  MMIO와  리드  엑세스인가  라이트 엑

세스인가를  표시하는  신호  RDWR에  의해  제  5  표에  표시하는  바와같이  부호화되어  있다.  MMIO  신호는 
하이  레벨시  메모리  엑세스를,  로우  레벨시  I/O  엑세스를,  하이  임피던스  상태인때  엑세스가  없는 
것을  표시한다.  RDWR신호는  하이레벨시  리드  엑세스를,  로우,  레벨시  라이트  엑세스를,  하이 임피던
스  상태인때  엑세스가  없음을  표시한다.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 BST2-0 와,  MMIO  신호와  RDWR  신호는 

버스 제어부에 있어서 생성된다.

명령  해독부는  명령큐의  선두에  있는  명령코드에서  차례로  1바이트씩  1명령  몫의  명령코드를 인출하
여  명령코드  레지스터에  축적한다.  명령  부호기에는  명령코드  레지스터의  출력이  입력되어서 명령코
드의 디코드가 행해진다. 명령 해독부에서의 디코드에 의해, 명령 실행부의 동작을 지정하는 
정보를,  명령  실행부의  동작에  필요한  정보와,  어드레스  생성부의  동작을  지정하는  정보와  어드레스 
생성부의  동작에  필요한  정보와,  버스  제어부의  동작을  지정하는  버스  제어부의  동작에  필요한 정보
가  생성된다.  명령  실행부에  관한  정보는  디코드  정보큐에  격납된다.  어드레스  생성부  및  버스 제어
부에  관한  정보는  명령  해독부에서는  특히  래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령코드  레지스터의  내용이 
갱신되면  어드레스  생성부  및  버스  제어부에  관한  정보는  변화한다.  명령  해독부에서  보내진 어드레
스 생성부에 관한 정보 및  버스 제어부에 관한 정보는 각  어드레스 생성부,  버스 제어부내에 래치되
나,  어드레스 생성부 또는 버스 제어부의 내부 상태에 의해 명령 해독부에서 보내어 온  정보를 수취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명령 해독부에 대해, 현재 부여된 정보를 수취할 수가 없다는 
정보(비지신호)가  반신된다.  명령  해독부는,  1명령  몫의  명령코드의  디코드는,  명령  실행부의 동작
에  관한  정보를  디코드  정보큐에  격납하는  것으로  종료한다.  디코드  정보큐에  공백이  없는  경우와 
어드레스  생성부  또는  버스  제어부에서  비지신호를  수취한  경우에는,  명령  해독부의  디코드  동작을 
정지하나,  이  경우라도  명령  프리펫치부의  제어는  행한다.  명령  해독부는  명령  프리펫치부의 명령큐
의  채이는  상태를  상기  감시하여,  명령코드의  프리펫치요구의  제어도  행한다.  예를들면  명령큐가 공
백으로 된  경우 곧  명령큐에서 인출한 수  바이트로 되는 1명령 몫의 명령코드를 명령 해독부에 있어
서  디코드한  결과,  무조건  분기  명령인  것이  판명이  된  경우  등에는,  명령  해독부가  명령 프리펫치
부에  대해  즉시로  명령큐의  내용을  모두  버리도록(버지)지령을  함과  함께,  어드레스  생성부에 대해
서는  분기선의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버스  제어부로  전송하도록  지령하고,  버스  제어부에  대해서는, 
프리펫치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PAR의  내용을  어드레스  생성부  경유로  전송되어  오는  새로운 프리펫
치  어드레스  정보로  고쳐써서,  새로운  분기선  어드레스로부터의  프리펫치  동작의  기동을  지령한다. 
분기명령  해독  직후의  분기선  어드레스로  부터의  프리펫치  동작은,  A프로세서  내부에  있어서  외부 
버스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상중에서  최고  우선  순위를  부여받고  있다.  즉,  분기명령  해독직후의 분
기선  어드레스로부터의  프리펫치  동작은,  명령큐에  소정의  바이트수의  명령코드가  축적될때까지 차
례로  계속되어,  이프리팻치  동작기간중에는,  명령의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  엑세스를  위한 외부패스
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은  명령  해독부로  부터의  지령에  따라  A프로세서의  명령코드의 프
리펫치 동작이 진행한다.

명령  해독부  및  명령  실행부의  일련의  명령에  대한  동작의  차례는,  완전히  일치한다.  간단라렬로서 
어느것이나  분기명령은  아닌  명령(1)과  명령(2)가,  명령(1),  명령(2)의  순으로  어드레스의  연속된 
메모리의  영역에  격납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한다.  A프로세서의  프리펫치  기능에  의해  명령 프리펫치
부의  명령큐에  명령(1),  명령(2)의  순으로  그것의  수  바이트로  이루어지는  명령코드가  내장되고, 명
령  해독부는  명령(1)의  디코드를  종료하여  필요한  디코드  정보를  디코드  정보큐에  격납한  후에 명령
(2)의  디코드를  행한다.  따라서  명령  실행부도  디코드  정보큐에서  인출된  명령(1)의  디코드  정보를 
사용해서  명령(1)의  실행을  종료한  후에,  디코드  정보큐의  선두에  있는  명령(2)의  디코드  정보를 인
수하여, 명령(2)을 실행한다.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해독한  명령이  메모리내  또는  I/O에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인 경
우에는,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이  행해진다.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에는,  명령  해독부,  버스  제어부가 
관여하여,  명령  싱행부는  관계하지  않는다.  리드  오퍼  랜드의  선독은,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이  명령  실행부에서  실행되는  시각보다  이전에,  미리  읽어두는  것이나,  A프로세서의  내부, 외부
의 상태,  조건에 의해 항상 선독이 되어져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에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에 대
해서  설명을  한다.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의  명령코드가  명령  해독부의  명령코드 레지스
터에  격납되고,  디코더에  입력돠어서  해독이  되면,  명령  해독부에서  어드레스  생성부  및  버스 제어
부의  동작에  관한  정보로서,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  동작이  지정된다.  명령  해독이  어드레스 생성부
에  대해서  지정하는  리드  오퍼랜드  선독을  위한  동작은  리드  오퍼랜드의  어드레스  생성을  위해 필요
한 정보를 명령 해독부에서 어드레스 생성부에 제공하여 리드 오퍼랜드 선독용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생성된  리드  오퍼랜드  선독용  어드레스를  버스  제어부로  전송하는  동작이다.  명령 해독부
가  버스  제어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리드  오퍼랜드  선독을  위한  동작은,  어드레스  생성부  경유로 버
스  제어부에  전송된  리드  오퍼랜드  선독용  어드레스를,  버스  제어부의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
내의  2개의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RAR1,RAR2 의  어느쪽으로  격납할  것인가를  지정하여 

리드  오퍼랜드  선독용  어드레스를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격결하여,  리드  버스 사이
클을  기동하여  리드  오퍼랜드에  읽어  넣어,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대응하는  리드 오
퍼랜드용  데이타  레지스터에  격납을  하는  동작이다.  명령  해독부에서  버스  제어부에  대해서 지정하
는  리드  오퍼랜드  선독을  위한  동작에서는,  타이밍을  지정하지  않는다.  버스  제어부에서는,  명령 해
독부에서  상기한  리드  오퍼랜드  선독을  위한  정보를  얻으면,  프로세서  외부의  시스템  데이타  버스 
및  시스템 데이타 버스 및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의 상태,  조건에 의해 메모리 엑세스,  또는 I/O엑세
스가  가능한  때에  리드  오퍼랜드  선독을  위한  리드  버스  싸이클을  기동하여  리드  오퍼랜드를  기억 
지정된  판독  템포러리  레지스터에  격납한다.  리드  오퍼랜드  선독을  위한  리드  버스  싸이클의  기동 
타이밍은,  명령  실행부,  명령  해독부에서  제어되지  않고,  버스  제어부가  다른  유니트에서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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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어하고 있다.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은,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은,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코드의  명령 
해독부에서의  디코드  단계에서  검지된다.  명령  해독부는  어드레스  생성부  및  버스  제어부에  대해 상
기한  동작지정을  행함과  동시에,  명령  실행부에  대해,  버스  제어부가  리드  오퍼랜드를  판독한  후, 
명령  실행부가  리드  엑세스해야  할  리드  오퍼랜드 레지스터(RDR1 인가 RDR2 인가)를  명령  실행부의 동

작을  지정하는  정보로서  디코드  정보큐에  격납하여  두는,  예를들면,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디코드한 
명령이  메모리내에  2개의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인  경우에는,  제  1  오퍼랜드의 어드레스
를  RAR2로,  따라서  제  1  오퍼랜드의  데이타를  RDR2로,  제  2  오퍼랜드의  어드레스를  RAR1로,  따라서 
제  2  오퍼랜드의  데이타를 RDR1 로  격납하도록  버스제어부로  지정한  경우에는,  명령  실행부에  대해 

제  1  오퍼랜드  데이타는 RDR2 의  내용을,  제  2  오퍼랜드  데이타는 RDR1 의  내용을  사용하여  명령을 실

행하도록  디코드  정보큐에  정보를  격납하여  이명령의  디코드를  종료한다.  명령  실행부가  이  명령의 
디코드  정보를  디코드  정보큐의  선두에서  인출하여  실행할  때,  메모리내의  2개의  리드  오퍼랜드가 2
개  모드  버스  제어부에  의해  메모리에서  RDR1,RDR2에  미리  전송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령  실행부는 
본래  메모리내에  있는  2개의  오퍼랜드의  데이타를,  A프로세서내의  레지스터에  RDR하는  것만으로 얻
을  수가  있다.  메모리  엑세스에는  수  클럭을  요하나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에  의해,  메모리내의  리드 
오퍼랜드의  데이타를,  명령  실행부가  필요로  하는  시점보다  전에  미리  A프로세서  내부의  버스 제어
부내의  레지스터(본예에서는  RDR1,RDR2)로  전송하여  둘  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  실행부가 1클럭으
로  1  리드  오퍼랜드를  엑세스한  것  같이  보이므로,  명령  실행효율이  향상하고,  나아가서는 A프로세
서의 스루프트가 향상된다.

그러나,  A프로세서의  외부의  시스템  데이타  버스,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가  다른  버스  마스터에 장시
간  점유되어  있는  경우  등은,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의  명령코드가  명령  해독부에서의 
디코드  기간에,  명령  해독부에서  제공한  리드  오퍼랜드  선독에  관한  정보를  버스  제어부가 수취하여
도,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을  위한  리드  버스  싸이클의  기동은,  빨라도  A프로세서가,  현재  시스템 버
스를  점유하고  있는  버스  마스터에서  시스템  버스  점유권을  반환될때까지  대기된다.  리드 오퍼랜드
의  선독이  이와같이  대기되어  있어도,  명령  실행부에서는,  리드  오퍼랜드가  선독되어  있는가 아닌가
에  불구하고,  실제로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이  실행되고,  명령  실행부는  명령  해독부에 
의해  지정된  버스  제어부의  리드  오퍼랜드  레지스터의  내용을  독출하려고  한다.  명령  해독부에  의해 
지정된  리드  오퍼랜드  레지스터에,  리드  오퍼랜드가  선독되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명령  실행부는, 
버스  제어부가  리드  버스  싸이클을  기동하여  리드  오퍼랜드에서  데이타를  읽어  넣어  명령  해독부에 
의해  지정된  리드  오퍼랜드  레지스터에  격납하여,  이  리드  오퍼랜드  레지스터의  명령 실행부로부터
의  엑세스가  허가될때까지  명령  실행부는  동작을  정지하여  대기한다.  명령  실행부의  동작이  정지해 
버리면,  디코드  정보큐도  정지하므로,  명령  해독부의  디코드도  정지하여,  A프로세서의  주된  동작은 
모두  정지한다.  버스  제어부가  리드  버스  사이클을  기동하여  명령  해독부에  의해  지정된  입력 템포
러리  레지스터에  리드  오퍼랜드를  격납하므로써  명령  실행부의  동작이  재개되고  명령  해독부의 디코
드도  재개되어서  A프로세서의  동작이  재개된다.  본예와  같이,  메모리내  또는  I/O에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이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디코드되고,  디코드와  동시에  명령  해독부에서  어드레스 
생성부 및  버스 제어부에 대해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 동작을 지정하여,  이  명령의 디코드 정보를 디
코드  정보큐에  격납한  후,  명령  실행부에서의  명령처리가  진행되어,  명령  실행부가  디코드  정보큐의 
선두에서  이  명령을  실행할때  까지간에,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하는 
프로세서와 동등한 실력 효율로 된다.

명령  해독부에서  해독되는  일련의  명령의  순서와  버스  제어부에  있어서,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의 차
례와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예를들면  함께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2개의 명령
(3),명령(4)이,  명령(3),  명령(4)의  차례로  명령큐에  격납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한다.  명령 해독부
는  명령  큐에서  먼저  명령(3)의  수  바이트로  이루어지는  명령코드(3)를  인출하여  디코드하여,  버스 
제어부에  대해  명령(3)의  리드  오퍼랜드(3)선독을  위한  메모리  리드  엑세스를  지정하여,  명령(3)에 
관한  디코드  정보를  디코드  정보큐에  격납한다.  다음으로  명령  해독부에서  명령(4)의  수  바이트로 
이루어지는  명령코드(4)를  인출하여  디코드하여,  버스  제어부에  대한  명령(4)의  리드  오퍼랜드(4) 
선독을  위한  메모리  리드  엑세스를  지정한다.  따라서  버스  제어부는  명령  해독부에서  명령(3)의 리
드  엑세스(3)  선독을  위한  메모리  리드  엑세스  지정을  수취한  후에  명령(4)의  리드  엑세스(4) 선독
을  위한  메모리  리드  엑세스  지정을  수취하여,  버스  제어부는  명령  해독부에서  수취한  순서대로 리
드  RDR  선독  동작을  행하므로,  일련의  명령의  흐름과  버스  제어부에  있어서  리드  오퍼랜드  선독의 
순서는 일치되어 있다.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해독한 명령이 메모리내 또는 I/O에 라이트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라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여지게  된다.  라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는  것은  리드 오퍼랜
드와  등가이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라이트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의 명령코
드가  명령  해독부의  명령코드  레지스터에  격납되고,  디코더에  입력되어서  해독되면,  명령 해독부에
서  어드레스  생성부  및  버스  제어부의  동작에  관한  정보로서,  라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는  동작이 
지정된다.  명령  해독부가  어드레스  생성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라이트  오퍼랜드  뒤에  쓰기  위한 동작
을  라이트  오퍼랜드의  어드레스  생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명령  해독부에서  어드레스  생성부에 제
공하여  라이트  오퍼랜드  뒤에  쓰기위한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생성된  라이트  오퍼랜드  뒤에  쓰기 위
한  어드레스를  버스  제어부로  전송하는  동작이다.  명령  해독부가  버스  제어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라
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기  위한  동작은,  어드레스  생성부  경유에서  버스  제어부에  전송된  라이트 
오퍼랜드  뒤에  쓰기  위한  어드레스를,  버스  제어부의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내의  라이트 오퍼랜
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테  WAR에  격납하여,  라이트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이  명령  실행부에 있
어서  실행이  되고,  명령  실행부가  이  명령의  실행결과를  쓰기  시작하여  템포러리  레지스터  WDR에 격
납한  후,  라이트  버스  싸이클을  기동하여,  WAR에  격납이  되어  있는  어드레스에  WDR의  내용을  쓰기 
시작하는  동작이다.  명령  해독부에서  버스  제어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라이트  오퍼랜드후  쓰기  위한 
동작에서는,  라이트  버스  사이클의  기동의  타이밍을  지정하지  않는다.  버스  제어부에서는,  명령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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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부에서  라이트  오퍼랜드뒤에  쓰기  위한  정보를  얻어,  명령  실행부로부터의  명령  실행결과를  WDR에 
격납한  후,  A프로세서  외부의  시스템  데이타  버스  및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의  상태조건에  따라 메모
리  엑세스  또는  I/O엑세스가  가능할  때에  라이트  오퍼랜드를  쓰기  시작한다.  라이트  오퍼랜드위에 
쓰기  위한  라이트  버스  사이클의  기동의  타이밍은,  명령  실행부,  명령  실행부에서  제어되지  않고, 
버스 제어부가 다른 유니트에서 독립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또한,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의  차례가  일련의  명령의  흐름에  일치하고  있는  것과  같이  라이트 오퍼
랜드의 뒤에 쓰기의 차례도 일련의 명령의 흐름에 일치하고 있다.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같이,  고도의  파이프  라인  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A프로세서에  있어서,  리드 오
퍼랜드의  선독  및  라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기는,  버스  제어부내의  읽어넣는  템포러리  레지스터, 
써내기  템포러리  레지스터와  제어용의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고  있으며,  명령의  처리속도가  다른 
명령  실행부와  버스  제어부가  원활하게  명령을  처리하여,  또한  명령의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  상술하는  바와같이,  일련의  명령의  흐름과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명령의  처리순서는  일치되어 
있으며,  또한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의  순서  및  라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는  차례도  일련의  명령의 
흐름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  및  라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기를  위해 메모
리  엑세스  또는  I/O엑세스를  행하는  버스  제어부는,  A프로세서의  내부의  상태  및  외부의  상태에 구
속이  되어  있으므로,  버스  제어부의  메모리  엑세스  또는  I/O엑세스의  타이밍은,  A프로세서의  내부에 
있는  명령  해독부나  명령  실행부로부터로는  제어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을  위한  리드  버스  싸이클은,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의  명령코드가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디코드되어  있으므로,  이  명령의  실행이  종료할때까지의  사이에  행해지는  것은,  라이프 오퍼
랜드의  뒤에  쓰기를  위한  라이트  버스  싸이클은,  라이트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의  실행이 종
료한  후에  행해진다는  것은  명백하나,  어떤  1개를  위한  리드  오퍼랜드  선독  및  라이트  오퍼랜드 위
에 쓰기 위한 버스 싸이클이 동시에 가동될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음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A프로세스의  어셈블리  언어의  명령중에서  2개의  명령에  대해서  약호화 
동작을 정의한다.

MOV  d,s는  전송명령이다.  d는  목적지  오퍼랜드,  S는  소스  오퍼랜드이며,  S로  표시되는  오퍼랜드의 
내용이  d로  표시되는  오퍼랜드로  전송된다.  목적지  오퍼랜드  d  및  소스  오퍼랜드  S는  A프로세서내의 
레지스터  자원이라도,  메모리  내에  있어서도,  I/O  포트라도  좋다.  또한  목적지  오퍼랜드  d,  소스 오
퍼랜드  S는  직접  어드레싱  레지스터  등을  사용하는  간접  어드레싱도  가능하다.  따라서  소스 오퍼랜
드  S로서  메모리내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면  MOV  d,s는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
으로  되어,  목적지  오퍼랜드  d로서  메모리내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면  MOV  d,s는  메모리내에  라이트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으로 된다.

JUMP  adr은  무조건  분기  명령이다.  adr은  이  분기명령의  분기선  어드레스이다.  JUMP  adr의 명령코드
가  A프로세서내의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디코드되면,  명령  해독부의  지령에  의해  명령  프리펫치부의 
명령큐의  내용이  모두가  폐기되고,  버스  제어부의  프리펫치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PAR에  adr에 해당
하는  값이  격납되어서,  버스  제어부는  PAR의  내용으로  표시되는  메모리  어드레스에서  새로운 명령코
드의 프리펫치를 행한다.

제  11  도는  전송명령  MOV  d,s와  무조건  분기  명령  JUMP  adr을  사용해서  쓴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L1,L2,…L10 은  행  번호이며,  오퍼랜드의 M10,M11,M21,…M100,M101 은  모두  메모리내의  것으로  한다.  또한 오

퍼랜드의 R2,R3,R6,R7 은  명령  실행부내의  레지스터에  붙여진  번호이다.  오퍼랜드 M10,M11,…M100,M101 은 

직접 어드레싱이거나 간접 어드레싱이라도 좋다.

표 3은, 제 11 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명령 약호와 명령코드와의 대응표이다.

[표 3]

표  3에  있어서,  예를들면,  MOV  M10,  M11라는  약호의  명령은  OPCD10,  OPCD11의  명령코드를  갖는다. 
여기에서,  OPCD10,  OPCD11는  각각  1바이트  폭의  2진수의  패턴이다.  전송명령  MOV  d,3도  무조건 분기
명령 JUMP adr도 2바이트의 명령코드를 갖는 것으로 한다.

제  12  도는  제  11  도의  프로그램을  어셈블하여  얻은  오브젝트  코드를  메모리에  격납하였을  때의 메
모리내의  로케이션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  11  도중 ADR10,ADR11,…,ADR100,ADR101 은  메모리의 어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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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메모리는  1바이트  폭이다.  예를들면  메모리내의 ADR10 의  어드레스를  갖는  영역에는  명령코드 

OPCD10가  격납되어  있는  것이  도시되어  있다.  ADR10에서  ADR51까지의  어드레스와  ADR60이후의 어드
레스는 연속하여 있으나, ADR51과 ADR60이 연속하고 있다고는 한정되지 않는다.

제  13  도는  A프로세서의  내부의  각부의  동작의  타이밍의  개요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  13  도에 있어
서  게이트  지연,  어드레스와  데이타의  타이밍  관계의  상세한  것  등은  생략하고  있다.  제  13  도에는 
A프로세서  내부의  각부에서의  동작이  행해진  시각 t 1  내지 t17 와,  명령  해독부에서의  명령이  해독의 

차례와 큐 스테이터스의 출력을 표 4의 약호로 표시한 것과, 명령 실행부에서 명령의 실행의 
차례와,  버스  제어부의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에  있는  2개의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
터  RAR1와  RAR2와  라이트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WAR의  내용의  변화와,  A프로세서의  외부의 
시스템  어드레스  버스위  및  시스템  데이타  버스  위의  정보와,  A프로세서  내부의  데이타  버스 인터페
이스부의  2개의  리드  오퍼랜드용  데이타  레지스터  RDR1,RDR2와  라이트  오퍼랜드용  데이타  레지스터 
WDR의  내용의 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단,  큐  스테이터스에 대해서는 표  4중의 약호의 F와  E1만을 표
시하고 외는 생략하였다.

[표 4]

명령  해독부의  란,  명령  실행부의  란의 I1,I2,I3,JUMP,I6,I7 은  제  11  도중에  도시한  명령을  구별하기 

위한 기호로, 예를들면 I1은 MOV M10, M11이라는 약호의 전송명령이다.

명령  해독부에서는  시각 t1 (이하 t1,t2 …로  략함)에  있어서  명령 I1 (이하 I1,I2 …라  략함)의  2바이트로 

이루어지는  명령코드를  명령큐의  선두에서  차례로  인출하여, I1 의  명령해독을  행한다. I1 은 메모리내

에  리드  오퍼랜드  M11를  필요로  하므로,  명령  해독부는  어드레스  생성부에  대해  M11의  어드레스 RA1
를  생성하여  버스  제어부로  전송할  것을  지령하여  버스  제어부에  대해서  어드레스  생성부에서 전송
되는  RA1를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의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RAR1 에  격납하여, 메

모리내의  어드레스  RA1의  영역에  격납되어  있는  데이타를  선독하여  데이타  버스  인터페이스부의 리
드  오퍼랜드용  데이타  레지스터  RDR1에  격납할  것을  지령한다.  또한, I1 은  메모리내에  라이트 오퍼

랜드  M10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어드레스  생성부에  대해  M10의  어드레스  WA1를  생성하여  버스 제
어부로  전송할  것을  지정하고,  버스  제어부에  대해  어드레스  생성부에서  전송되는  WA1을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의  라이트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WAR에  격압하여, I1 의  명령  실행부에 있

어서  실행중에  버스  제어부의  데이타  버스  인터페이스부의  라이트  오퍼랜드용  데이타  레지스터 WDR
로  전송되고  격납되는  데이타를, I1 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명령  실행후에,  메모리내의  어드레스 

WA1의 영역에 격납할 것을 지령한다.

I1 의  명령  실행부에서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디코드  정보큐의  가장  후미에  격납하여 I1 의 명령해독

을  종료한다. t2 에서  명령큐의  선두에서 I2 의  2  바이트로부터  이루어지는  명령코드를  인출하여 명령

해독을  한다. I2 는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 M21 를  필요로  하므로, I1 때와  같이, M21 의  어드레스 RA2

를  어드레스  생성부에  있어서  생성시켜서  버스  제어부내에 RAR2 에  격납하며,  메모리내의  어드레스 

RA2의  영역으로부터의  데이타의  선독을  지령한다. I2 의  명령해독은 t6 에  있어서  종료한다. t6로부터

는 I3 의  명령해독을  한다. t6 에서  명령큐의  선두에서 I3 의  2  바이트로  이루어지는  명령코드를 인출하

여  명령해독을  시작한다. I3 도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  M31를  필요로  하므로, I1,I2 때와  같이, M31

의  어드레스  RA3를  어드레스  생성부에  있어서  생성시켜서  버스  제어부내의  2개의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중  이미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이  행해져서,  내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  폭의 레
지스터에  격납한다.  본  예의  경우는,  RAR1에  RA3이  격납된다.  후술하는  바와같이, t3 에  있어서  버스 

제어부가 t1 에  있어서  RAR1에  격납한 I1 의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RA1를  사용해서 I1 의  리드 오퍼

랜드의  선독을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을  기동하여,  메모리내의  어드레스  RA1의  데이타  RD1를 
RDR1에  격납하고  있기  때문에, t6 에  있어서  RAR1의  내용  RA1은  이미  불필요하게  되어  있다. 동일하

게 t5에  있어서 RAR2의 내용 RA2를 사용해서 I2의  리드 오퍼랜드 선독을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

클이  기동되어서  메모리내의  어드레스  RA2의  데이타  RD2가  RDR2에  격납되어  있기  때문에 t6 에 있어

서  RDR2의  내용  RA2도  이미  불필요하게  되어  있으며,  RAR2도  실질적으로  공백으로  되어  있다. t9 에 

있어서 I3 의  명령해독을  종료한다. t9 에서  JUMP에  대한  명령해독을  개시한다. t9 에서  명령큐의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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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차례로  2  바이트로  이루어지는  JUMP의  명령코드를  인출하여  명령해독을  한다.  JUMP는  무조건 
분기명령이며,  JUMP의  명령코드가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해독되면,  명령큐의  내용을  모두  무효로 한
다.  JUMP의  명령  코드중에  분기선  어드레스를  갖기  때문에  명령  해독부에서  이  분기선  어드레스를 
해독하여,  어드레스  생성부에  대해  이  분기선  어드레스를  해독하여  얻은  정보를  전송하여  이  분기선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버스  제어부로  전송할  것을  지령하여,  버스  제어부에  대해  어드레스 생성부에
서  전송되는  이  분기선  어드레스를  프리펫치용  어드레스  레지스터  PAR에  격납한후  PAR의  내용의 어
드레스에서  명령코드의  프리펫치를,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  및  라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기에 우선
하여야 할 것을 지정한다.

JUMP에  관해  명령  실행부에서의  실행은  없으나,  명령  실행부에  대해  "실행없음"이라는  정보를 JUMP
의  디코드  정보로서  디코드  정보큐의  가장  후미에  격납하여 t12 에  있어서  무조건  분기  명령  JUMP의 

명령해독을  종료한다. t12 에서 t13 까지는  명령  해독부는,  JUMP  명령  해독시에  공백으로  된  명령큐에, 

JUMP  명령에  의한  분기선으로부터의  새로운  명령코드의  프리펫치에  의해  명령코드가  1명령  몫  이상 
축적될때까지  동작을  정지하여  대기  상태에  있다. t13 에서  명령 I6 의  명령해독을  한다.  명령뮤의 선

두에서  2바이트로  이루어지는 I6 의  명령코드를  인출하여 I6 을  명령해독하여, I6 에  필요한  메모리내의 

리드  오퍼랜드 M61 에  대한  어드레스  RA6를  어드레스  생성부에서  생성하여,  버스  제어부내의  RAR2에 

격납하여,  RAR1의  내용  RA6을  사용해서 I6 을  위한  메모리내의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을  지정한다. I6

에  관해서  명령  실행부에서의  명령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디코드  정보큐의  가장  후미에  격납하여 t15

에  있어서 I6 의  명령해독을  종료한다. t15 에서 I7 의  명령해독을  시작한다.  명령큐의  선두에서  2 바이

트로  이루어지는 I7 의  명령코드를  인출하여 I7 의  명령해독을  행한다. I7 에는  메모리내에  라이트 오퍼

랜드 M70 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  해독부가,  어드레스  생성부에  대해 M70 에  대한  어드레스  WA7를 생

성하여  버스  제어부로  전송하도록  지령하여,  버스  제어부에  대해  어드레스  생성부에서  전송되는 어
드레스  WA7를  라이트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WAR에  격납하여, I7 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처리후  WDR로  전송되어  격납되는  데이타를  WAR의  내용의  어드레스 WA7 을  사용해서  메모리에  기록할 

것을 지령한다.

이와같은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는 t1 에서 I1 의  명령해독이  개시되고, I2 는 t2 에서, I3 은 t6 에서, JUMP

는 t9 에서, I6 은 t13 에서, I7 은 t15 에서  각각  명령해독이  개시된다.  큐스테이터스는,  1  명령몫의 명령

코드의 최초의 1  바이트가 명령큐에서 명령 해독부 인출이 되면 제 4  표중의 약호 F로 표시되는 3비
트  코드를  A프로세서의  외부로  출력하므로, t1,t2,t6,t9,t13,t15 의  직후에  큐스테이터스가  F를 표시하

고  있다.  또한,  명령해독부에  있어서 t9 에서  무조건  분기명령  JUMP의  명령코드의  명령  해독이 개시

되면, T10 에  있어서,  명령큐의  내용이  모두  무효로  되므로, t10 에  있어서  큐  스테이터스로서  제  4 표

중의 약호의 E1에 해당하는 3비트 코드가 A프로세서의 외보루 출력된다.

명령  실행부에서는 t4 에  있어서  디코드  정보큐  선두에  있던 I1 의  디코드  정보를  인출하여, I1 의 명령

실행을  한다. I1 은  메모리에  있는  리드  오퍼랜드 M11 를  메모리내의  라이트  오퍼랜드 M10 로  전송하는 

명령이다.  A프로세서는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기능을  갖고  있으며,  제  13  도의  예에  있어서는, I1 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명령  실행의  개시되는  시각 t4 에  앞서서 t3 에  있어서  A프로세서부에  있는 I1

의  리드 오퍼랜드 M11 를  독출하기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이 기동되어,  이  메모리 리드 싸이클 

기간중에 얻어지는 M11 에  대응하는 데이타 RD1가  RDR1에  격납되므로, t4 에  있어서 I1 의  명령실행이 개

시된 때에는, I1 의  리드  오퍼랜드 M11 는  이미  A프로세서 내부에 존재한다.  따라서, I1 의 명령실행에서

는,  리드  오퍼랜드 M11 를  얻기  위한  A프로세서  외부로의  엑세스가  불필요하게  되어,  A프로세서 내부

의 레지스터 RDR1에 엑세스하면, M11이 얻어지므로, I1의 명령 실행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I1 은,  메모리내에  라이트  오퍼랜드 M10 가  필요하나,  A프로세서가  라이트  오퍼랜드  뒤에  쓰기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제  13  도의 예에 있어서, I1 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명령실행이 t7 에  있어서 

종료한  때에는, I1 의  A프로세서  외부의  라이트  오퍼랜드 M10 에  대응하는  데이타  WD1가  A프로세서 내

부에  WDR에  격납되어  있으며, I1 의  메모리내로의  라이트  오퍼랜드 M10 의  기입은, I1 의 명령실행부에서

의 명령실행의 종료한 t7 이후의 t8 에  있어서  A프로세서 외부에 있는 I1 의  라이트  오퍼랜드 M10 의 쓰기

시작하기  위해  메모리  라이트  버스  싸이클이  기동되어, t8 에서  A프로세서의  WDR에  격납되어  있는, I1

의  라이트  오퍼랜드 M10 에  대응하는  데이타  WD1가  메모리내의  소정의  영역에  격납되므로서 이루어진

다.  따라서,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I1 의  명령실행기간중에는,  메모리내의  리드  오퍼랜드  독출  및 메

모리내로의  라이트  오퍼랜드를  쓰기  시작하기  위한  버스  싸이클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리드 오퍼랜
드,  라이트  오퍼랜드  모두  필요로  하는  때에는  A프로세서  내부의  레지스터  RDR1,WDR에  엑세스하면 
되므로, I1의 명령 실행기간이 큰폭으로 단축된다.

I2 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명령실행은 T7 에서  개시되고, T11 에서  종료한다. I2 가  필요로하는 메모리

내의 리드 오퍼랜드 M21는, I2의  명령 실행부에서의 명령 실행 개시 시각 t7에  앞서서 t5에  있어서 선

독되어,  A프로세서부내부의  RDR2에  격납되어  있다. I2 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명령  실행기간중 t10

에서,  명령  해독부에서  해독을  한  명령이  무조건  분기명령  JUMP였었기  때문에,  명령큐의  내용이 모
두  무효로  되어,  JUMP의  명령코드중에  지정된  분기선에서의  새로운  명령코드  프리펫치  동작이 개시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I2의 명령실행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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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명령실행은 t11 에서  개시되고, t17 에서  종료한다.  상기 t10 에서  개시되는 

JUMP  명령해독에  기인하는  분기선으로부터의  새로운  명령코드  프리펫치  동작이 t3 까지  외부버스 점

유의 최고 우선권을 얻어 계속되기 때문에, I3의 필요로하는 메모리내의 리드 오퍼랜드 M31의 

선독을, I3 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명령실행개시  시각 t11 이전에  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명령 실

행부에 있어서 I3의  명령실행은 t1v,I 3  리드 오퍼랜드 선독이 버스 점유권을 얻어, M 31 독출을 위한 메

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을  기동하여  메모리에서  A프로세서의  내부의  RDR1에 M31 에  대응하는  데이타 

RD3을  격납하고,  명령  실행부가  RDR1에  엑세스가  가능할때까지  대기를  한다.  그후, I3 의  리드 오퍼

랜드 M31 에  대응하는  데이타  RD3를  RDR1에서  명령  실행부로  인출하여 I3 의  명령실행을  행하여 t17 에 

있어서, I3의 명령실행을 종료한다.

JUMP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명령  실행은 t17 에서  개시된다.  JUMP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명령실행

은  실질적으로는  동작이  없다. t16 에  있어서, I6 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내의  리드  오퍼랜드  M61의 선

독을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이  기동되어,  M61에  대응하는  데이타  RA6가  A프로세서내의 RDR2
에 격납되어 있다.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I1,I2,I3 …이  차례로  명령해독이  행해지면,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도 I1,I2,I3…

의  차례로  명령실행이  행해지나,  예를들면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I1 의  명령해독이  개시되는  시각 t1

에서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I1 의  명령실행이 개시되는 시각 t4 까지의 시간은 A르로세서 내부 및 외부

의  제조건에  의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메모리  등 
A프로세서  외부에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이 I1,I2,I3 의  차례로  명령해독이  되면,  버스 제어부

에  있어서, I1 의  오퍼랜드의  엑세스, I2 의  오퍼랜드의  엑세스, I3 의  오퍼랜드  엑세스의  차례로 A프로

세서  외부에  엑세스한다.  예를들면 I1,I2,I3 은  함께  메모리내에  RA1,RA2,RA3을  필요로  하여,  버스 제

어부에  있어서  리드  오퍼랜드  RA1,RA2,RA3의  차례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이  기동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I3 의  리드  오퍼랜드를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은,  명령  실행부에  있어서 I3 의  명령 

실행  개시  시각 t11 보다  시간적으로  뒤로  되어 t14 에  있어서  기동되어  있는  점에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A프로세서의  외부에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의  리드  오퍼랜드의  엑세스를  위한 버
스  싸이클이  기동되는  시각은  이  명령의  명령해독에서의  명령  해독  새기  시각과  이  명의  명령  실행 
종료  시각의  사이에  있으나,  A프로세서  내부  및  외부의  제조건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일반에게는 예
측하기가  어렵다.  A프로세서의  외부에  라이트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의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
하게,  이  명령의  라이트  오퍼랜드의  엑세스를  위한  버스  사이클이  기동되는  시각,  예를  들면 I1 의 

라이트  오퍼랜드  M10의  엑세스를  위한  버스  싸이클이  기동되는  시각 t8 은  이  명령의  명령 실행부에

서의  명령  실행  종료  시각의  뒤에  있었으나,  A프로세서의  내부  및  외부의  제조건에  영향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상으로,  고도의  파이프  라인  구조를  실현하고  있고  A프로세서에  대해서,  A프로세서의  하드웨어의 
개략,  A프로세서  내부의  각  부분의  동작의  개략,  특히,  A프로세서의  명령  선독기능,  리드 오퍼랜드
의 선독기능, 라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기 기능을 설명하였다.

다음에  A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한다.  상기  8086  프로세서를 사용해
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명령  트레이스법에  의해  개발중의  소프트웨어의  데버그를 행하였으
나,  A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도  8086  프로세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여  명령 
트레이스법  및  명령  드레이스  장치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데버그를  사용해,  소프트웨어의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데버그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효율을 향상시킨다.

A프로세서의  명령  트레이스법은,  프로세서의  병령  트레이스법과  동일하다.  A프로세서용  명령 트레이
스  장치에는  A프로세서가  일련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  어드레스  버스  위의  정보,  데이타 버
스  위의  정보,  필요한  제어신호,  스테이터스  신호를  샘플링한  1프레임을  차례로  시계열  데이타로서 
축적하는  드레이스  버퍼  메모리,  브레이크  포인즈  설정기능,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의  정보의 편집
기능  등이  필요하다.  A프로세서용  명령  트에리스  장치를  사용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여, A프
로세서에  일련의  명령을  실행시켜서  예를들면  어드레스  버스에  새로운  정부가  출력된  때나 스테이터
스  신호가  변화한때  등에  1프레임을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에  내장한다.  브레이크  포인트에  있어서 
A프로세서의  동작이  정지한  후,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의  내용을  편집하여,  A프로세서가  실제로 실행
한  차례로  명령의  약호를  얻어,  또한  메모리나  I/O엑세스를  행한  명령에  대해서는  실제로  엑세스한 
어드레스와 데이타를 명령 약호와 대응시켜서 유저에 표시하지 않으면 않된다.

제  11  도에  도시한  프로그램이,  어셈블되어서  제  12  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메모리내에  격납돠어 
있는  것으로  하여,  A프로세서가  제  12  도중의  메모리  어드레스  ADR10의  근처에  있는  일련의  명령을 
실행한때에,  A프로세서용의  명령  트레이스  장치를  사용해서  명령  트레이스를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표  5는,  A프로세서용의  명령  트레이스  장치의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의  내용의  일부의 담
프리스트이다.

표  5  에  있어서,  어드레스의  란의  RA1,  ADR41…  …은,  A프로세서가  어드레스  버스위에  출력한 어드
레스,  데이타의  란의  RD1,OPCD41…  …는  A프로세서의  입출력을  위해  데이타  버스위에  나타난 데이타
이다.  BUS-STS의  란은  A프로세서가  버스  스테이터스  단자에  출력한  버스  스테이터스의  코드  및 MMIO
신호, RD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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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a]

[표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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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기  표  6에  나타낸  바와같이  약호로  F,MR,MW만을  나타내고  있다.  QSTS4의  란의  H,L은  A프로세서가 
QSTS4  단자에  출력한  신호가  하이레벨(H)였는가,  로우레벨(L)였는가를  표시하고  있다.  QSTS3-0의 란
은  A프로세서가  큐  스테이터스  단자에  출력한  큐  스테이터스의  신호를  제  4  표에  표시한  약호로  F, 
S, E1 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단의 란은,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의 내용은 아니고,  제  13  도와 표  5와 

대응짓기위해  설치한  란으로 t2 는  제  13  도중의 t2 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표  5에  도시한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의  내용의  덤프  리스트에서  A프로세서가  실제로  실행한  명령을  A프로세서가  실행한 차례
로 명령 약호를 얻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한다.

본  명령  트레이스의  기준으로서,  프로세서의  명령  트레이스법과  같이  큐  스테이터스가,  명령큐의 내
용이  모두  파지된  것을  도시하는  시점을  선택한다.  표  5에서는  프레임(021)에  있어서  QSTS3-0이 E1

(명령큐의  내용파지)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표  5의  트레시스  버퍼  메모리에서  명령  트레이스를 행하
는  기준으로  하여  프레임을  선택한다.  프레임(021)에서  QSTS3-0이 E1 을  표시한  후,  최초로 QSTS3-

0이  F를  표시하는  것은  프레임(031)이며,  프레임(031)의  다음에  QSTS3-0이  F를  표시하는  것은 프레
임(035)이다.  프레임(031)과  프레임(035)사이에서 QST3-0이  S를 표시하는 것은 
프레임(032)뿐이므로,  프레임(031)에서  명령코드의  제  1  바이트째가  명령큐에서  인출되어서  명령 해
독부로  전송된  명령은  2바이트  길이의  명령코드를  갖는  명령이다.  프레임(031)에서  명령코드의  제  1 
바이트째가  명령큐에서  인출된  명령의  가령  명령  I으로  명칭한다.  다음으로  명령  I  의  명령코드를 
선출한다.  프레임(021)에서  명령큐의  내용이  모두  파지된  후,  최초의  명령코드  펫치는 프레임(023)
과  프레임(024)이다.  프레임(023)에서는  출력한  프리펫치용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메모리내의 영역에
서  출력된  명령코드는  프레임(024)의  데이타란의  OPCD60이다.  프레임(023)  및  프레임(024)에  의해 
명령 I의  제  1  바이트째의 명령코드는 OPCD60인  것을 알  수  있다.  프레임023  및  프레임024의  다음의 
명령코드  펫치는  프레임  025  및  프레임  026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명령코드  OPCD61가  A프로세서내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2바이트  길이의  명령코드를  갖는  명령  I의  명령코드는  OPCD60,OPCD61이다. 2바
이트  길이의  명령코드  OPCD60,OPCD61을  역  어셈블하면  MOVM60,M61라는  약호가  얻어지므로,명령  I의 
명령  약호는  MOVM60,M61이다.  이하  동일한  조작을  반복하면,  프레임(035)에서  명령코드의  제  1 바이
트째를  또한  프레임(036)에서  명령코드의  2바이트째를  명령큐에서  인출된  명령은  2바이트  길이의 명
령코드를  갖는  명령에서,  명령코드는  명령  I의  프리펫치의  다음  2회의  프리펫치  즉  (027),(028)  및 
프레임(029),(030)에서의 명령코드이므로, OPCD70,OPCD71이며, 역 어셈블하면 MOVM70,M71을 얻는다.

다음으로  A프로세서가  실행한  명령이  A프로세서  외부의  메모리  또는I/O에  오퍼랜드를  갖는  경우는, 
이  오퍼랜드의  실제의  값,  곧  어떤  어드레스에  대해  어떠한  데이타를  엑세스  하였는가를  트레이스 
하지 않으면 않된다.  명령 I을  예로 하여 설명을 한다.  명령 I은,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 M61과, 
라이트  오퍼랜드  M60를  필요로  하는  전송명령이다.  A프로세서의  리드  오퍼랜드  선독기능에  의해 명
령 I의 리드 오퍼랜드가,  명령 I의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명령 해독후 명령 I의 명령 실행부에 있어
서  명령  실행  종료전의  사이에  메모리에서  독출된다.  그러나  명령  I의  MOVM60,M61의  리드 오퍼랜드
의  어드레스가  간접  어드레싱에  의해  얻어진다면,  명령  I의  리드  오퍼랜드의  어드레스의  값이  명령 
I의  명령코드중에는  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표  5의  담프  리스트중의  메모리  리드(BUS-STS가 
MR을  표시한다)를  표시하고  있는  몇개의  프레임중의  어느  프레임에서의  메모리  리드가  명령  I의 리
드 오퍼랜드의 기억을 위한 메모리 리드를 행하고 있는 프레임인가를 특정지을 수가 없다. 표 
5에는,  프레임(003)과  (004)의  메모리  리드,  프레임(010)과  (011)의  메모리  리드,  프레임(033)과 
(034)의  메모리  리드,  프레임(037)과  (039)의  메모리  리드의  4개이다.  프레임(003)과  (004)의 메모
리  리드와  프레임(010)과  (011)의  메모리  리드는  명령  I의  디코드가  행해지는  프레임(031)보다 시간
적으로  앞에  있으므로,  프레임(003)과  (004)의  메모리  리드와,  프레임(010)과  (011)의  메모리 리드
는  명령  I의  리드  오퍼랜드를  메모리에서  독출하기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은  아닌것은 명백
하다.  명령  I의  디코드가  행해지는  프레임(031)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프레임(033)과 (034)에서
의  메모리  리드,  프레임(037)과  (039)에서의  메모리  리드  및  표  5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 프레임
(39)이후에  나타나게  될  메모리  리드의  프레임이  명령  I의  리드  오퍼랜드의  메모리로부터의  독출을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인  가능성이  있으나,  그중의  어느  프레임이  명령  I의  리드  오퍼랜드를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인가를 특정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명령 I의  약호를 얻는 일은 가능
해도,  명령  I이  어떠한  값의  리드  오퍼랜드를  어떤  어드레스에서  얻었는가를  표시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명령 I의 동작의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상으로  설명을  한  바와같이,  명령코드  프리펫치  기능만을  갖는  정보처리장치에  대해,  명령 실행동
작을  이  정보처리장치  외부에  설치한  수단에  의해  추적할  수  가  있도록  정보처리장치에서  내부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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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코드  프리펫치  큐의  상태를  표시하는  정보와  버스  싸이클의  종류를  도시하는  정보의  이 정보처리
장치의  외부로의  출력을  필요  충분하도록  하는  종래의  명령  트레이스  방법은,  다단  파이프  라인 구
조를  갖고,  명령코드  프리펫치  기능,  리드  오퍼랜드  선독기능,  라이트  오퍼랜드  뒤에  쓰기  기능을 
갖는 고성능의 정보처리장치에 대해서는 하등의 효과가 없는 결점을 갖고 있었다.

본  발명은  다단  스테이지의  파이프  라인  구조를  실현하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어서, 마이크
로  프로세서  내부에  소정의  명령의  명령코드가  해독되는  출력이  변환하는  스테이터스  플립플롭과, 
이  스테이터스  플립플롭의  출력을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버스  싸이클  기간의  어드레스의  출력 타이밍
에  동기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  외부  출력하는  수단과,  마이크로  프로세서  외부에  마이크로 프로세
서의  입출력단자에  나타나는  정보를  차례로  시계열  데이타로서  축적하는  수단을  설치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스테이터스  플립플롭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외부로  출력되는  정보를 참조하
여,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버스  싸이클이  스테이터스  플립플롭의  출력을  변화시키는  소정의  명령에 
부수하는  버스  싸이클인가,  혹은  소정의  명령  이후의  명령에  부수하는  버스  싸이클인가를  구별하여 
시계열 데이타를 편집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

제  1  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의  블럭도이다.  (101)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102)는 프로세서(10
2)의  어드레스  버스  신호로,  (103)은  프로세서(101)의  데이타  버스  신호로,  (104)는 프로세서(101)
내의  데이타  버스,  (105)는  프로세서(101)의  명령  프리펫치부에서,  명령  프리펫치부(105)내에는 
FIFO  구조의  수바이트의  명령코드를  격납하는  명령큐와,  명령큐  제어회로를  갖는다.  (106)은  명령 
프리펫치부내의  명령큐의  선두에  있는  명령코드를  명령  해독부(107)로  전송하기  위한  신호로, (10
7)은  명령  해독부에서,  명령  해독부(107)내에는  수바이트의  해독중의  명령코드를  격납하는  명령코드 
레지스터와  명령  디코더와  명령  해독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시퀀서  등으로  이루어진다.  (108)은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디코드된  결과  얻어지는  정보중에서  명령  실행부(110)의  동작을  지정하는  정보를 
격납하는  FIFO  구조의  디코드  정보큐,  (109)는  디코드  정보큐,  (109)는  디코드  정보큐(108)로부터의 
정보를  명령  실행부(110)로  전달하기  위한  신호로,  (110)은  명령  실행부에서,  산술논리  연산회로, 
각종  레지스터등의  하드웨어를  갖는다.  (111)은  명령  해독부(107)로부터의  정보  및  지령에  의해 어
드레스  계산을  행하는  어드레스  생성부,  (112)는  어드레스  생성부(111)에서  생성된  어드레스를  버스 
제어부(113)의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로  전달하기  위한  신호로이다.  (113)은  프로세서(101)의 
버스  제어부이다.  버스  제어부(113)은  기능적으로  대별하여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  데이타 버
스  인터페이스부,  버스  사이클  제어부의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는 
프로세서(101)의  어드레스  버스(102)로부터  프로세서(111)를  포함하는  정보처리시스템  어드레스 버
스위에  정해진  어드레스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각종  어드레스를  격납하여  두는  어드레스 레지
스터군(119)등의  하드웨어를  갖는다.  데이타  버스  인터페이스부는  프로세서(101)의  데이타 버스
(103)를  거쳐서  시스템  데이타  버스와  프로세서(101)의  내부와의  데이타의  수수를  담당하는 부분으
로,  데이타  버스(103)를  거쳐  시스템  데이타  버스에서  데이타를  내장하여  일시적으로  축적하여  두는 
기억  텝포러리  레지스터(1116),  또한  시스템  데이타  버스위에  데이타를  출력할  때에  데이타  출력에 
앞서서  프로세서(101)내에서  생성된  데이타를  일시  축적하여  두는  기록  템포러리  레지스터(117)등의 
하드웨어를  갖는다.  버스  제어부(113)내의  버스  사이클  제어부는  프로세서(101)의  버스  사이클 
제어,  버스  스테이터스  출력  제어  프로세서(101)의  외부  단자로부터의  신호의  입출력  제어의  기능을 
갖는다.  (115)는  명령  해독부(107)가  반  제어부(113)에  대해  동작을  지정하는  정보를  공급하여, 또
한  버스  제어부(113)가  명령  해독부(107)에  의해  버스  제어부(113)의  내부  상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호로,  (114)는  명령  해독부(107)가  어드레스  생성부(111)에  대해  어드레스  생성에  필요한 정
보와  어드레스  생성부(111)의  동작을  지정하는  정보를  공급하여,  또한  어드레스  생성부(111)가  명령 
해독부(107)에  대해  어드레스  생성부(111)의  내부  상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호로를  정리하여 
도시한  것이다.  (118)은  명령  실행부(110)내에서  생성한  데이타를  버스  제어부(113)내의  데이타 버
스  인터페이스부에  있는  기록  템포러리  레지스터(117)로  전송하여,  또한  버스  제어부(113)내의 데이
타  버스  인터페이스부인  기록  템포러리  레지스터(116)에서  명령  실행부(110)로  전송하기  위한 신호
로이다,  (120)은  프로세서(101)의  버스  스테이터스  신호로,  (121)은  메모리  I/O신호(MMIO)나  리드 
라이트  신호(RDWR)  등의  프로세서(101)의  외부로  출력하는  신호로를  정리하여  도시한  것이다. (12
2)는  프로세서(101)의  큐  스테이터스  신호로이다.  (123),(124),(125),(126)은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된  하드웨어이다.  (123)은  명령  해독부(107)내에  설치된  토글  플립플롭으로  ,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분기명령이  해독될때마다  출력이  반전하는  회로이다.  (124)는  토글 플립플롭(123)
의  출력신호의  신호선,  (125)는  버스  제어부(113)내의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내의  어드레스 레
지스터군의  개개의  레지스터에  1  대  1로  대응하는  레지스터군이다.  (126)은,  레지스터군(125)의 출
력중에서 선택된 신호를 프로세서(101)외에 출력하는 신호로이다.

본  실시예는,  제  8  도에  도시한  A프로세서에,  토글  플립플롭(123),신호로(124),  레지스터군(125), 
출력  신호로(126)를  부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명령  코드  프리펫치  기능,  리드  오퍼랜드  선독 기
능,  라이트  오퍼랜드  뒤에  쓰기  기능을  비롯하여  A프로세서의  전기능이  본  실시예의 프로세서(101)
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다.

제  2  도는,  프로세서(101)내의  버스  제어부내의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의  주요부분을  도시한 
도면이다.  (201)은  제  1  도의  신호로(112)에  해당하며,  신호로(201)는  도시되지  않은  어드레스 생성
부에  있어서  생성된  어드레스를  전송하는  신호로이다.  (205),(208),(211),(214)는  어드레스 레지스
터군이다.  (205)는  프리펫치용  어드레스  레지스터(PAR),  (208)은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
터(RAR1),  (211)은  리드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RAR2),  (214)는  라이트  오퍼랜드용  어드레스 
레지스터(WAR)이다.  (206),(209),(212),(215)는  제  1  도(119)에  대응하고 (205),(209),(212),(215)
는  각각  레지스터(205),(208),(211),(214)의  래치신호이다.  (207)은  레지스터(205)의  출력신호, 
(210)은  (208)의  출력  신호로,  (213)은  레지스터(211)의  출력신호,  (216)은  레지스터(214)의 출력신
호이다. (217)은 본 발명에 새롭게 부가된 신호로이며, 제 1 도의 신호로(124)에 대응한다. 
(219),(221),(223),(225)는  각각  레지스터(219)는  레지스터(205)의  레지스터(221)은 레지스터(208)

32-17

특1993-0008686



의,  레지스터(223)은  레지스터(211)의,  레지스터(225)는  레지스터(214)의  각각  확장된  부분으로 생
각이  된다.  (220)은  레지스터(219)의,  (222)는  레지스터(221)의  (224)는  레지스터(223)의,  (226)은 
레지스터(225)의 출력 신호로이다.

(202)는  멀티플렉서로  레지스터(205)에서  출력되는  어드레스와  레지스터(208)에서  출력되는 어드레
스  레지스터(211)에서  출력되는  어드레스와  레지스터(214)에서  출력되는  어드레스의  4개의 어드레스
와,  레지스터(219)에서  출력되는  신호와  레지스터(221)에서  출력되는  신호와  레지스터(223)에서 출
력되는  신호와  레지스터(225)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4개의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선택신호(204)에서 
4개의  어드레스중에서  1개의  어드레스를  선택하여  어드레스  출력신호로(203)로  출력함과  동시에, 선
택된  어드레스의  격납되어  있던  레지스터에  대응하는  이  레지스터의  확장부분에서의  출력신호를 
(218)로  출력한다.  예를들면  선택신호(204)에  의해  레지스터(208)에서  출력된  어드레스가 선택되었
을 때에는 신호로(218)위에는 레지스터(222)의 내용이 선택되어 출력된다. 신호로
(204),(206),(209),(212),(215)는  도시하지  않은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생성된  제  1  도의 신호로
(115)를  거쳐서  버스  제어부로  이동되어  오는  신호이다.  신호로(203)는  제  1  도의  어드레스 버스
(102)에  대응하여  신호로(218)는  제  1  도의  (126)은  대응한다.  PAR205만이  어드레스의  자동 갱신기
능을  갖는다.  아래의  설명을  위해  PAR205의  확장된  부분에서,  신호로(217)위의  정보를  축적하는 부
분(219)을  PAT,  RAR1에  대해  (221)을  RAT1,RAR2에  대해  (223)을  RAT2,  WAR에  대해  (225)를  WAT라 명
명한다.

제  3  도는  제  13  도에  대응하는  타이밍  챠트를  도식화한  도면이다.  종래  예를  비교하기  쉽도록,  제 
3  도의 타이밍 챠트는,  표  3에  도시한 어셈블리 언어의 명령 약호와 명령코드를 갖는 명령을 사용해
서  기록한  제  11  도의  프로그램이  어셈블되어  제  12  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내에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프로세서(101)가  제  12  도중의  메모리  어드레스  ADR(10)의  근처에  있는 일련
의  명령을  실행할  때의  프로세서(101)의  내부  및   프로세서(101)의  외부  버스  단자에  표시되는 정보
의  시간적  상대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프로세서(101)는  상기  A프로세서의  주요  기능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제  3  도의  명령  해독부,  큐  스테이터스,  명령  실행부의  명령처리의  타이밍  및  RAR1,  RAR2, 
WAR,  RDR1,  RDR2,  WDR의  레지스터의  내용이  변화하는  타이밍,  어드레스  버스,  데이타  버스  위에 나
타나는  정보의  변화하는  타이밍  등은  제  13  도에  도시한  각  타이밍과  같다.  여기에서는  본  발명에 
의해, 새롭게 부가된 기능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제 13  도중,  토글 출력이란 제 1  도중의 명령 해독부(107)내에 본 발명에 의해 새롭게 설치된 토글, 
플리플롭(123)의  출력  신호용  신호선(124)위의  신호  레벨을  도시하고  있으며,  명령 I1 의  명령 해독

부에 있어서 명령 해독이 개시되는 시각 t1에서는 하이레벨(H)에 있는 것을 가정한다.

JUMP의  2  바이트의  명령코드가 t9 에서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명령해독이  개시되고 t10 에서  JUMP가 무

조건  분기명령인  것이  판단되면,  이  토글  플립  플롭의  출력이  반전하여  로우레벨(L)로  된다. t10 의 

후,  빨라도 제  3  도의 t17 까지는,  이  토글  플립 플롭의 출력은 모두 로우 레벨에 있다. t6 에서 프로

세서(101)  외부의  메모리에  리드  오퍼랜드  M31을  필요로  하는  명령 I3 이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명령 

해독되면,  명령  해독부는  어드레스  생성부에  대해 I3 의  리드  오퍼랜드  M31의  어드레스  RA3를 생성하

여  버스  제어부로  전송할  것을  지령한다.  동시에  명령  해독부는  버스  제어부에  대해  어드레스 생성
부에  전송되는  리드  오퍼랜드  M31의  어드레스  RA3를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내의  리드 오퍼랜드
용  레지스터  RAR1에  격납할  것을  지령한다.  버스  제어부에  대한  이  지령은,  제  2  도중의 신호로
(201)에  어드레스  생성부가  RA3을  출력하고  있는  사이에RAR1(208)의  래치  신호로(206)위에 래치신호
를  액티브로  하므로서  이루어진다.  래치  신호로(206)위의  래치  신호가  엑티브로  되면,  RAR1내에 신
호로(201)위에  RA3이  격납됨과  동시에  RAT1(221)에  (217)위의 t0 에  있어서  하이  레벨에  있는  신호가 

격납된다.  즉,  제  3  도의   도식적인 타이밍 챠트의 t6 에  있어서  신호로(201)위의  정보인  RA3를 샘플

링하여  RAR1에  격납함과  동시에,  명령  해독부내에  설치한  토글  플립  플롭(123)의  출력을  샘플링하여 
RAT1에 격납한다.

t10 에  있어서  토글  플립  플롭(123)은  무조건  분기명령의  명령코드가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명령해독

되므로서  출력을  반전한  후,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명령  해독되므로서  출력을  반전한  후,  명령 해독
부에  있어서 t13 에서  명령해독이  개시되는  명령 I6 도  프로세서(101)  외부에  리드  오퍼랜드  M61을 필

요로  하는  명령이며,  상기 I3 의  경우와  같이 t13 에  있어서,  어드레스  생성부에  있어서  생성되는 I6 의 

리드  오퍼랜드  M61의  어드레스  RA6를  RAR2에  격납함과  동시에  로우레벨에  있는  상기  토글  플립 플롭
(123)의  출력을  샘플링하여  RAT2에  격납한다. t14 에  있어서  버스  제어부는  RAR1에  격납되어  있는 I3

의  리드 오퍼랜드 M31의  어드레스 RA3을  사용해서 M31의  선독을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을 기
동한다.  제  2  도에서 t14 에  있어서  신호로(204)위의  선택신호에  의해,  멀티플렉서(202)의  2개의 출력

신호로의  출력으로서  RAR1에서  출력되어  있는 I3 의  리드  오퍼랜드  M31의  어드레스  RA3을  선택하여 

어드레스  버스(203)로  출력하고  동시에  RAT1에서  출력되고  있는  라이  레벨에  있는  신호를  선택하여 
신호로(218)로  출력한다.  제  1  도에서는, t14 에  있어서  어드레스  버스(102)에  RA3이  출력되고, 동시

에 신호로(126)에는  RAT1에  격납되어 있다.  하이레벨의 신호가 출력된다.  제  3  도의 t14 에  있어서 제 

3  도의  어드레스  버스란에  RA3이,  또한  제  1  도의  신호로(126),  제  2  도의  신호로(218)에  대응하는 
제 3 도의 AT의 란에 하이레벨(H)의 신호가 출력되어 있다.

다음으로 t16 에  있어서,  버스  제어부는  RAR2에  격납되어  있다. I6 의  리드  오퍼랜드  M61의  어드레스 

RA6을  사용해서 M61의  선독을  위해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을 기동한다.  즉, t16 에  있어서  제  1 도

의 (102),  제  2  도의 (203),  제  3  도의 어드레스 버스의 란에는 I6의  리드 오퍼랜드 M61의  어드레스 

RA6가  출력되고,  동시에  제  1  도의  신호로(6),  제  2  도의  신호로(218),  제  3  도의  AT의  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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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2에  격납되어  있는  로우  레벨의  신호가  출력되고  있다.  또한,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t10 에서 명

령  해독된  명령코드가  무조건  분기명령인  것이  판명되면,  명령  프리펫치부의  명령큐에  프리펫치되어 
있던  명령코드가  모드  무효로  되고,  A프로세서와  같이  프로세서(101)에서도  무조건  분기명령의 명령
코드내에  지정되어  있는  분기선  어드레스로부터의  명령코드의  프리펫치가  외부  버스  점유의  최고 우
선권을 얻는다.

t10 에서  명령  해독부(107)가  어드레스  생성부(111)에  대해,  JUMP  명령의  명령코드내에  지정되어  있는 

분기선을  도시하는  정보를  신호로(114)  경유로  전달하여,  이  분기선  어드레스  ADR60이  생성하고 버
스  제어부로  전송할  것을  지령하고,  버스  제어부(113)에  대해  어드레스  생성부에서  전송되어  오는 
이  분기선  어드레서  ADR60을  PAR에  격납하여,  PAR의  내용을  사용해서  명령코드의  프리펫치  동작을 
개시할  것을  지령한다.  여기에서,  어드레스  생성부(111)에서  버스  제어부(113)에  대해서  전송되는 
JUMP  명령에  의한  분기의  분기선  어드레스  ADR60을  PAR205에  격납할  때  동시에  PAR205의  확장부분 
PAT219에는, 명령 해독부내의 토글 플립 플롭(123)의 출력신호로(217)위의 신호가 격납된다.

상술하는  바와  같이  PAR205는  어드레스  자동  갱신  기능을  갖고 t10 에  있어서  JUMP  명령에  의한 분기

의  분기선  어드레스  ADR60이  격납된  후,  명령코드의  프리펫치를  위한  1회의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
클이  종료할  때마다  PAR205의  내용이  갱신되나,  PAT219의  내요은  PAR205의  이  어드레스  자동  갱신 
기능과는  관계없이,  다음으로  명령해독부(107)로부터의  지령에  의해  PAR205에  새로운  어드레스가 설
정될  때까지  불변한다.  버스  제어부(113)내의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의  멀티플렉서(202)가 선
택  신호로(204)위에  정보에  의해  프리펫치를  위해  PAR205를  선택하여  PAR의  내용을  어드레스 버스단
자(203)로  출력함과  함께,  PAR219를  선택하여  PAT의  내용을  신호로(218)위로  출력한다.  제  3  도의 
예에서는 t10 에  있어서  로우레벨에  있는  신호로(217)위의  신호를  PAT219에  샘플링하고  있기  때문에 

t10 에서 t13 까지  계속되는  분기명령  직후의  명령코드  프리펫치동작에서  신호로(126)에서,  어드레스와 

같은 타이밍으로 출력되는 신호AT는 로우레벨(L)에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무조건  분기명령의  명령코드가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명령  해독되면,  명령 해독부
내의  토글  플립플롭(123)의  출력이  변화하나,  여기에서  토글  플립플롭(123)의  출력을  변화시키는 요
인으로서  무조건  분기명령을  선택한  이유는,  무조건  분기명령은  통상의  프로그램에서는  통계적으로 
약  10스텝으로  1회는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간혹  사용되는  명령을  토글  플립  플롭(123)의 
출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사용하면,  명령  트레이스  장치의  유한한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에서 
한번에 AT가  변화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본  명령 트레이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  내지 수 
10스텝  1회  나탄나는  명령,  혹은,  그  스텝  싸이클로  강제적으로  삽입되는  명령을  사용하는  폭이 좋
다.

이상  고도의  파이프  라인구조를  실현하고  있는  A프로세서에  본  발명에  의해  새롭게  부가된 하드웨어
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다음에  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세서(101)를  사용해서 소프트웨
어를  개발할때에  사용하는  명령  트레이스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의  본  명령  트레이스법은, 
상술한  A프로세서의  경우의  명령  트레이스법에,  본  발명에  의해  새롭게  부가된  하드웨어에서 얻어지
는  정보를  추가하므로서,  상술하는  A프로세서의  경우의  명령  트레이스법의  갖고  있던  중대한 문제점
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명령  트레이스법에  의한  명령  트레이스를  행하기  위한  명령  트레이스  장치에는,  상술하는 
A프로세서의  명령  트레이스  장치와  같이,  프로세서(101)가  일련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 어
드레스  버스위의  정보,  필요한  제어신호,  스테이터스  신호  및  상기  신호로(126)에서  출력되는 신호
를 샘플링하여 차례로 시계열 데이타로서 축적하는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기능,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  내의  시계열  정보의  편집기능  등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명령 트레
이스법이  명령  트레이스의  기준으로서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에서  큐  스테이터스가  명령큐의 내용
이 모두 무효로 된 것을 도시하는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 및 본 명령 트레이스법의 이 기준점에서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내의  시계열  데이타를  추적하여  이  기준점의  직후에  실행된  1명령  몫의 명령코
드를  선출하여  역  어셈블하여  이  기준점  직후에  실행된  명령의  약호를  얻는  방법은,  상술한 A프로세
서에  대한  명령  트레이스법과  동일하다.  여기에서는  본  발명의  명령  트레이스법에  의해  가능케된, 
메모리나  I/O엑세스를  수반하는  명령에  대해서  상기한  역  어셈블에  의해  얻어진  명령  약호와,  이 명
령이 실제로 엑세스한 어드레스와 데이타를 명령약호와 대응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  11  도에  도시한  프로그램이  어셈블되어서  제  12  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내에  격납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A프로세서가  제  12  도중의  메모리  어드레스  ADR10의  근처로부터의  일련의  명령을 
실행한  때에  프로세서(101)용의  명령  트레이스  장치를  사용해서  명령  트레이스를  행하는  법을 설명
한다.  표  7은  프로세서(101)용의  명령  트레이스  장치의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의  내용의  일부의  담프 
리스트이며,  표  5와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어드레스를  출력하는  것과  동시에  신호로(126)로 출력
하는 신호가 하이레벨(H)이 있거나 로우레벨(L)에 있었던가를 표시하고 있다.

표  7  에  있어서,  프레임(021)에서  QSTS3-0가 E1 을  표시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면,  표  5에서  사용한 

방법에  의해  프레임  031,  032에서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명령  해독되는  2바이트  길이의  명령  코드를 
갖는  명령  J의  명령코드는  프레임  023,  024  및  프레임  025,  026에서  프리펫치된  2바이트의  명령코드 
OPCD60,OPCD61이며,  명령코드  OPCD60,  OPCD61을  역  어셈블하여  명령  J의  명령  약호로서  MOV  R6, M61
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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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a]

[표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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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J는,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  M61를  필요로  하는  전송명령이므로,  명령  J의  명령  트레이스를 
위해서는  명령  J의  리드  오퍼랜드  M61로서  어떠한  메모리  어드레스로부터,  어떠한  데이타가 프로세
서(101)내에  내장되었는가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로  인하여,  표  7에  새롭게  가해진  AT의 란
의 정보를 사용한다.

AT의  란의  정보는,  프로세서(101)의  어드레스  단자(102)로  출력되는  어드레스가  버스  제어부  내의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격납될때의,  명령  해독부  내의  토글  플립플롭(123)의  출력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  토글  플립플롭(123)은  명령  해독부에서  무조건  분기명령의  명령코드를  해독된 순간
에  출력을  반전한다.  무조건  분기명령의  해독은,  큐  스테이터스  QSTS  3-0이 E1 을  표시하는  것으로 

프로세서(101)외부에  즉시로  표시되기  때문에,  QSTS  3-0이 E1 을  도시하는  프레임  021의  전후의 프리

펫치를  위한  어드레스  출력시의  AT의  값을  보면,  프레임(021)전에는  AT는  하이  레벨(H)에  있으며, 
프레임(021)의  뒤에서는  AT가  로우  레벨(L)로  되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무조건  분기명령  해독 
직후에 있는 전송명령 J의 명령코드가 프레임(021)보다도 뒤에 명령 해독부에 있어서 명령 
해독되어,  이  명령  J의  리드  오퍼랜드  M61의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생성부에서  생성되고  버스 제어부
의  어드레스  레지스터군에  격납될때에  이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확장부분에는,  로우  레벨에  있는 토
글  플립플롭(123)의  출력이  격납된다.  따라서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  M61를  필요로  하는  명령 J
의  리드  오퍼랜드의  기록을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은,  프레임(021)보다  뒤의  프레임중에서, 
처음으로  AT가  L(로우  레벨)을  표시하고  있는,  명령코드  프리펫치  이외의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
이다.  표  8에서는  프레임(021)보다  뒤에  프레임(033),(034)과  프레임(037),(039)의  2회의  메모리 리
드  싸이클에  있으나,  AT의  란이  프레임(021)보다도  뒤에  처음으로  L를  표시하는  것은 프레임(037)에
서의  어드레스  출력이므로,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  M61를  필요로  하는  명령  J의  리드  오퍼랜드 
독입을  위한  버스  싸이클은  프레임(037),(039)에  있어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이며,  명령  J의 리
드  오퍼랜드  M61의  어드레스는  프레임(037)에서  RA6이며,  M61의  데이타는  프레임(039)의  RD6에인 것
이  결정된다.  다음에  동일하게  하여,  무조건  분기명령의  명령코드의  명령  해독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  J의  다음에  나타나는  메모리내에  리드  오퍼랜드를 필
요로하는  명령의  리드  오퍼랜드  기입을  위한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은,  프레임(037),(039)의 다음
에  AT가  L을  표시하는  메모리  리드  버스  싸이클인  것이  결정된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명령 메모리
내에  리드  오퍼랜드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행하여  왔으나,  이  명령  트레이스법의  명령과  오퍼랜드의 
대응을  짓는  법은,  오퍼랜드가  메모리내에  있어도  I/O내에  있어서도  완전히  동일하게  행할  수가 있
다.

이상으로  설명을  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다단  스테이지의  파이프  라인구조를  실현하고  있는  고기능 
프로세서내에서,  각  스테이지의  명령처리의  시퀀스를  정하는  명령  해독부내에,  미리  정해진  종류의 
명령의  명령코드가  명령해독되면  출력이  반전하는  토글  플립플롭을  설치해,  이  프로세서내의 어드레
스  생성부에  있어서  생성된  어드레스가  버스  제어부내의  어드레스  레지스터중의  1개의  격납될때 동
시에  이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확장부분에  상기  토글  플립플롭의  상태를  격납하여,  버스  제어부가 버
스  싸이클을  기동할때에  선택이  되는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어드레스  부분을  이  프로세서의  어드레스 
버스단자에,  어드레스  레지스터  확장부분의  정보를  이  프로세서의  정보  출력용  단자로  출력하여,  이 
프로세서용  명령  트레이스  장치에  있어서  정보  출력용  단자에  나타나는  신호를  이  프로세서의 어드
레스  버스  위에  나타나는  신호와  함께  명령  트레이스  장치의  트레이스  버퍼내에  차례로  내장하여, 
리드  오퍼랜드  선독  및  라이트  오퍼랜드  뒤에  산기를  하는  프로세서의  명령  트레이스시,  명령약호와 
이  명령의  프로세서  외부의  오퍼랜드  엑세스를,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확장부분에서  프로세서  외에 
어드레스와 함께 출력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대응짓는 명령 트레이스법이다.

표 7에 있어서, 어드레스란의 RA1, ADR41…은 프로세서(101)이 어드레스 버스 위에 출력한 
어드레스,  데이타란의  RD1,OPCD41…은  프로세서(101)의  데이타  입출력에  의해  데이타  버스위에 나타
난  데이타이다.  BUS-STS의  란은  프로세서(101)가  버스  스테이터스  단자(120)로  출력한  버스 스테이
터스  코드  및  신호로(121)위에  출력되는  MMIO신호,  RDWR신호를  표  6에  표시한  약호로  F,MR,MW만을 
표시하고  있다.  QSTS란의  H,L은  프로세서(101)가  QSTS4단자(122)로  출력한  신호가  하이  레벨(H)에 
있었는가  로우  레벨(L)에  있었는가를  표시하고  있다.  QSTS  3-0란은  프로세서(101)가  큐  스테이터스 
단자(122)로  출력한  큐  스테이터스  신호를  표  4에  표시한  약호로  F,S,E1만을  표시하고  있다.  AT의 
란은  프로세서(101)가  어드레스  버스단자(102)위에  어드레스를  출력하는  것과  동시에  신호로(126)로 
출력하는 신호가 하이 레벨(H)였는가 로우레벨(L)였는가를 표시하고 있다.

이  결과,  다단  스테이지의  파이프  라인구조를  실현하고  있는  프로세서가,  이  프로세서의  외부에 오
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의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  또는  라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기를  행하고 있
는  경우라도,  이  프로세서가  실행한  명령에  대해서  그  실행순으로  명령약호를  얻어,  프로세서의 외
부에  오퍼랜드를  필요로  하는  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의  약호와  오퍼랜드가  실제로  엑세스된때의 
어드레스와 데이타를 대응지을 수가 있다.

또한,  표  1은  8086프로세서의  큐  스테이터스의  표,  표  2는  8086프로세서의  버스  스테이터스의  표, 
표  3은  A프로세서  및  프로세서(101)의  어셈블리  언어로  쓰여진  프로그램의  명령약호와  명령코드의 
대응표,  표  4는  A프로세서  및  프로세서(101)의  큐  스테이터스의  표,  표  5는  A프로세서가,  제  12 도
에  도시한  메모리내의  ADR10의  근처에서  차례로  명령을  실행한  때의  명령  트레이스  장치의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축적된  정보의  담프  리스트,  표  6은  Az프로세서  및  프로세서(101)의  버스 스테이터스
의  표,  표  7은  프로세서(101)가  제  12  도에  도시한  메모리내의  ADR10의  근처에서  명령을  실행한 때
에 명령 트레이스 장치의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축적된 정보의 담프 리스트,  표  6은  A프로세서 및 
프로세서(101)의  버스  스테이터스의  표,  표  7은  프로세서(101)가  제  12  도에  도시한  메모리내의 
ADR10의  근처에서  차례로  명령을  실행한  때에  명령  트레이스  장치의  트레이스  버퍼  메모리에  축적된 
정보의 담프 리스트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다단  스테이지의  파이프  라인  기능을  갖는  프로세서로서,  프로세서  외부의 오퍼
랜드에  대해  리드  오퍼랜드의  선독  및  라이트  오퍼랜드의  뒤에  쓰기를  하는  프로세서에  있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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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의  완전한  명령  트레이스가  가능하게  되므로,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백크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단  스테이지  파이프  라인구조를  갖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장치에  있어서, 소
정의  명령코드가  디코드되었을때,  출력이  변화하는  스테이터스  지시수단과,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의  버스  싸이클  기간중의  어드레스의  출력  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스테이터스  지시수단의  출력을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출력하는  출력수단과,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부터  출력된  정보를 순
차적으로  시계렬  데이타로서  기억시키기  위한  기억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스테이터스  지시수단의 출
력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버스  싸이클이  상기  스테이터스  지시수단의  출력을 
변화시키는  상기  소정의  명령이전의  명령에  부수하는  버스  싸이클인가,  상기  소정의  명령  이후의 명
령에  부수하는  버스  싸이클인가를  구별하여  상기  시계렬  데이타를  편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
보 처리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상기  명령코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명령  디코더와, 디
코드되는  상기  명령코드를  래칭하기  위한  명령코드  레지스터  및  그것으로부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
한  시퀀서를  갖는  명령  디코딩  장치와,  상기  명령  디코딩  장치의  출력에  응답하여  어드레스를 발생
시키기 위한 어드레스 발생기와, 소정의 어드레스를 출력시키기 위한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장치의  데이타  버스와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간의  데이타  통신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타  버스  인터페이스부  및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버스  싸이클,  버스  스테이터스의 
출력,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로  부터의  입/출력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버스  싸이클  제어부를 갖
는 버스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가  어드레스를  래칭시키기  위한  한  그룹 어드레
스  레지스터를  가지며,  상기  데이타  버스  인터페이스부가  상기  장치  데이타  버스로부터  펫치된 데이
타를  일시적으로  기억시키기  위한  다수의  판독  일시적  레지스터와,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내에 발
생된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기억시키기  위한  일시적  레지스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터스  지시수단이  상기  명령  디코딩  장치내에  위치되며,  브랜치 명령
의  각  디코딩에  응답하여  반전된  출력을  갖는  토글  플립플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수단이  상기  토글  플립플롭의  출력을  출력시키기  위한  신호  라인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수단이 상기 어드레스 버스 인터페이스부의 각 레지스터에 1  대  1 대응
하는 한 그룹의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형  레지스터와  선택된  출력신호를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외부를 통
해 출력시키기 위한 신호 라인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장치.

청구항 8 

다단  스테이지  파이프  라인구조를  실행하며,  어드레스  발생기,  버스  제어부  및  각  스테이지의  명령 
처리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하고,  선정된  유형의  명령의  명령코드가  디코드되었을  때  출력이 반전되
는  토글  플립플롭을  갖는  명령  디코딩  장치를  포함하는  다기능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명령  트레이싱 
방법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발생기에  의해  발생된  어드레스를  상기  버스  제어부의  어드레스 레지
스터중  하나에  기억시킴과  동시에  상기  토글  플립플롭의  스테이터스를  상기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익
스텐션내로  기억시키는  단계와,  상기  버스  제어부가  버스  싸이클을  개시할때  선택되는  상기 어드레
스  레지스터의  어드레스를  상기  프로세서의  어드레스  버스  단자에  출력하고,  상기  어드레스 레지스
터의  익스텐션의  정보를  상기  프로세서의  정보  출력단자에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용  명령 
트레이서내의  정보  출력  단자상에  나타나는  신호와,  상기  프로세서의  어드레스  버스상에  나타나는 
신호를  상기  명령  트레이서의  트레이서  버퍼에  순차적으로  팻칭시키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의 명
령  트레이싱의  판독  오퍼랜드의  진전된  판독과,  기록  오퍼랜드의  포스트  기록에  대한  것일때,  상기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익스텐션으로부터  상기  프로세서의  외부로  어드레스와  함께  출력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상호  대응하는  상기  프로세서의  외부로  상기  명령의  오퍼랜드  엑세스  및  명령  기억을 행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측징으로 하는 정보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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