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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코어 프로세서의 구성을 변경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일 실시예에서, 스로틀 모듈(또는 스로틀 로

직)은 현재 실행중인 프로그램의 병렬 기능의 양을 결정하여, 그 프로그램의 스레드의 실행을 다양한 코어 상에서 변경시

킬 수 있다. 병렬 기능의 양이 많은 경우, 프로세서는 적은 전력을 소비하도록 구성된 코어 상에서 더 많은 수의 스레드를

동작시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병렬 기능의 양이 적은 경우, 프로세서는 더 좋은 스칼라 성능을 위해 구성된 코어 상에서

더 적은 수의 스레드를 동작시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세서의 코어의 속성 값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 로직(monitor logic);

상기 코어의 상기 속성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전력 소비량을 결정하는 변환 로직(convert logic); 및

상기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명령 메트릭(instruction metric) 당 에너지를 조정하는 제어 로직(control

logic)

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의 상기 속성은 코어 동작 상태(core running state)인 프로세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소비량은, 상기 코어 동작 상태에, 상기 코어가 상기 코어 동작 상태에 있는 경우 클럭 당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

을 곱함으로써 결정되는 프로세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의 상기 속성은 클럭 당 방출된 명령의 수인 프로세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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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력 소비량은, 상기 클럭당 방출된 명령의 수에, 클럭 당 명령마다 소비된 에너지의 양을 곱함으로써 결정되는 프로

세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의 상기 속성은 상기 코어의 기능 블록의 활성 상태(active state)인 프로세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소비량은, 상기 기능 블록의 상기 활성 상태에, 상기 기능 블록이 상기 활성 상태에 있는 경우 클럭 당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곱함으로써 결정되는 프로세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은 코어 공급 전류(core supply current)인 프로세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소비량은 상기 코어 공급 전류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구동 전압 및 구동 주파수를 조정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큰 코어 및 작은 코어 사이에서 프로그램의 스레드

(thread)를 이동시키는 프로세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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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상기 코어 내의 선택적 성능 회로(optional performance

circuitry)를 턴온시키는 프로세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상기 코어 내의 선택적 추론 회로(optional speculation

circuitry)를 턴온시키는 프로세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소비량과 희망 전력 소비 사이의 차이를 산출하는 차이 로직(difference logic)을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소비량과 희망 전력 소비 간의 상기 차이의 시간 적분을 결정하는 적분 회로(integration circuitry)를 더 포함하

는 프로세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샘플링 방법에 따라 상기 제어 로직에게 상기 전력 소비량을 제공하는 샘플링 회로(sampling circuitry)를 더 포함하는 프

로세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빠른 피드백 제어를 가능케 하는 클럭 스로틀 회로(clock throttle circuitry)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8.

제1 유형의 복수의 제1 코어;

제2 유형의 복수의 제2 코어; 및

상기 제1 유형의 복수의 제1 코어 또는 상기 제2 유형의 복수의 제2 코어 중 하나에 스레드를 할당하는 모듈

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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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전력 예산(power budget)에 따라 상기 스레드를 할당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할당 테이블에 따라 상기 스레드를 할당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신규 스레드를 상기 복수의 제2 코어 중 하나에 할당하고 기존 스레드를 상기 복수의 제1 코어 중 하나로부터

상기 복수의 제2 코어 중 하나로 이동시키는 스레드 이동 로직(thread migration logic)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스레드 이동 로직은 논리 코어를 물리 코어에 매핑하는 테이블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스레드 이동 로직은 운영체제 스케줄러에 대응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형의 코어는 설계에 의해 상기 제2 유형의 코어보다 높은 성능을 갖는 프로세서.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형의 코어는 구성에 의해 상기 제2 유형의 코어보다 높은 성능을 갖는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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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에 일련의 스레드를 할당하는 단계;

상기 프로세서 코어의 소비 전력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상기 소비 전력과 희망 전력 간의 오차 값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오차 값에 기초하여 상기 할당으로부터 천이(transitioning)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천이 단계는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 내의 더 강한 코어(more powerful core)와 덜 강한 코어(less powerful

core) 사이에서 상기 일련의 스레드의 상기 할당을 변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천이 단계는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 내에 더 강한 코어와 덜 강한 코어를 구성함으로써 상기 더 강한 코어와 상기

덜 강한 코어 사이에서의 상기 일련의 스레드의 상기 할당을 변경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오차 값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오차 값을 시간에 대해 샘플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일련의 동작 스레드를 결정하는 단계; 및

각각의 상기 스레드를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 중 하나에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상기 할당 단계는 전력 예산에 대응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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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는 제1 유형 및 제2 유형의 코어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는 제1 유형 및 제2 유형의 코어로서 설계된 코어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신규의 스레드를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로부터 제2 유형의 코어에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일련의 동작 스레드 중 하나를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 내의 제1 유형의 코어로부터 상기 제2 유형의 코어로 이동

시키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계는 스레드 이동 로직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계는 운영 체제 스케줄러에 대응하는 방법.

청구항 37.

프로세서의 코어의 속성 값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 로직, 상기 코어의 상기 속성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전력 소비량

을 결정하는 변환 로직, 및 상기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명령 메트릭 당 에너지를 조정하는 제어 로직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오디오 입출력 로직; 및

상기 프로세서를 상기 오디오 입출력 로직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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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의 상기 속성은 코어 동작 상태이고, 상기 전력 소비량은 상기 코어 동작 상태에, 상기 코어가 상기 코어 동작 상

태에 있는 경우 클럭 당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곱함으로써 결정되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의 상기 속성은 클럭 당 방출된 명령의 수이고, 상기 전력 소비량은 상기 클럭 당 방출된 명령의 수에, 클럭 당 명

령마다 소비된 에너지의 양을 곱함으로써 결정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의 상기 속성은 상기 코어의 기능 블록의 활성 상태이고, 상기 전력 소비량은 상기 기능 블록의 상기 활성 상태

에, 상기 기능 블록이 상기 활성 상태에 있는 경우 클럭 당 소비된 에너지의 양을 곱함으로써 결정되는 시스템.

청구항 4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은 코어 공급 전류이고, 상기 전력 소비량은 상기 코어 공급 전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구동 전압 및 구동 주파수를 조정하는 시스템.

청구항 43.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큰 코어 및 작은 코어 사이에서 프로그램의 스레드를 이

동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44.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상기 코어 내의 선택적 성능 회로를 턴온시키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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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상기 코어 내의 선택적 추론 회로를 턴온시키는 시스템.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샘플링 방법에 따라 상기 제어 로직에게 상기 전력 소비량을 제공하는 샘플링 회로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1 유형의 복수의 제1 코어, 제2 유형의 복수의 제2 코어, 및 상기 제1 유형의 복수의 제1 코어 또는 상기 제2 유형의 복

수의 제2 코어 중 하나에 스레드를 할당하는 모듈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오디오 입출력 로직; 및

상기 프로세서를 상기 오디오 입출력 로직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전력 예산에 따라 상기 스레드를 할당하는 시스템.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할당 테이블에 따라 상기 스레드를 할당하는 시스템.

청구항 50.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신규 스레드를 상기 복수의 제2 코어 중 하나에 할당하고 기존 스레드를 상기 복수의 제1 코어 중 하나로부터

상기 복수의 제2 코어 중 하나로 이동시키는 스레드 이동 로직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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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스레드 이동 로직은 논리 코어를 물리 코어에 매핑하는 테이블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52.

일련의 스레드를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에 할당하는 수단;

상기 프로세서 코어의 소비 전력을 모니터링하는 수단;

상기 소비 전력과 희망 전력 간의 오차 값을 산출하는 수단; 및

상기 오차 값에 기초하여 상기 할당으로부터 천이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천이 수단은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 내에 더 강한 코어와 덜 강한 코어를 구성함으로써 상기 더 강한 코어와 상기

덜 강한 코어 사이에서 상기 일련의 스레드의 상기 할당을 변경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오차 값을 시간에 대하여 적분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55.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오차 값을 시간에 대하여 샘플링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56.

일련의 동작 스레드를 결정하는 수단; 및

각각의 상기 스레드를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 중 하나에 할당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프로세서로, 상기 할당은 전력 예산에 대응하는 것인 프로세서.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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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는 제1 유형 및 제2 유형의 코어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58.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는 제1 유형 및 제2 유형의 코어로서 설계된 코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59.

제56항에 있어서,

신규의 스레드를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로부터 제2 유형의 코어에 할당하는 수단, 및

상기 일련의 동작 스레드 중 하나를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 내의 제1 유형의 코어로부터 상기 제2 유형의 코어로 이동

시키는 수단

을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6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소비량과 희망 전력 소비 사이의 차이를 산출하는 차이 로직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소비량과 희망 전력 소비 간의 상기 차이의 시간 적분을 결정하는 적분 회로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2.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천이 수단은 상기 일련의 프로세서 코어 내의 더 강한 코어 및 덜 강한 코어 사이에서 상기 일련의 스레드의 할당을

변경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프로세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스칼라(scalar)와 병렬 자원 요건(parallel resource requirement)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프로그램

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며, 특히 다중 코어를 사용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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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시예에서, 컴퓨터 워크로드(workload)는, 고유의 병렬 기능(parallelism)을 갖지 않는(확실하게 스칼라인) 것으로

부터 충분한 양의 병렬 구조를 갖는(확실히 병렬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하여(in a continuum) 동작하며, 이러한 특성

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세그먼트 단위마다 변화할 수 있다. 통상적인 스칼라 워크로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툴, 오피스 제

품군(office productivity suites), 및 운영체제 커널 루틴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병렬 워크로드는 3D 그래픽, 미디어 프로

세싱, 및 학술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스칼라 워크로드는 클럭 당 명령(instruction per clock; IPC)을 0.2 내지 2.0의

범위로 방출하고, 반면 병렬 워크로드는 4 내지 수천 IPC 범위의 처리량을 달성할 수 있다. 후자의 높은 IPC는 명령 레벨

의 병렬구조(instruction-level parallelism) 및 스레드 레벨의 병렬구조(thread-level parallelism)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종래 기술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흔히 스칼라 또는 병렬적 성능 중 하나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계되어 왔다. 고성능

스칼라 성능을 얻기 위해, 흔히 실행 대기 시간(execution latency)을 가능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유효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마이크로아키텍처 기술은 추론적 실행(speculative execution), 분기 예측 및 캐싱(caching)을 포함한

다. 고성능 스칼라 기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비순차적인, 매우 추론적인, 깊은 파이프라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낳았다. 높

은 병렬적 성능을 얻기 위해, 가능한 많은 실행 처리량(대역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처리량을 증가시키기 위

한 마이크로아키텍처 기술은 넓은 수퍼스칼라 프로세싱, 단일 명령 복수 데이터 방식의 명령(single-instruction-

multiple-data instruction), 칩 레벨의 멀티 프로세싱 및 멀티스레딩을 포함한다.

스칼라와 병렬 작업 양쪽에서 모두 잘 동작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가지

문제는 짧은 대기 시간을 얻는데 필요한 설계 기술은 일부 경우에 있어서 높은 처리량을 얻는데 필요한 설계 기술과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가용한 병렬 기능의 양에 따라 각 명령을 처리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로직 구현, 소프트웨어 모듈 할당, 버스 및 기타 인터페이스 시그널링 기술, 및 상

세 연산과 같은 수많은 상세 내용이 본 발명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열된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그러한 상

세 내용이 없이도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다른 예에서, 제어 구조, 게이트 레벨의 회로 및 전체 소프트

웨어 명령 시퀀스는 발명을 모호하게 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당업자는, 첨부된 명세서로, 별도의 실험 없이

적절한 기능성을 구현할 수 있다. 소정 실시예에서, 발명은 Intel® Corporation에 의해 생산된 것과 같은 Pentium® 겸용

프로세서의 멀티코어 구현 형태로 개시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Intanum 프로세서 패밀리 겸용 프로세서, X-Scale® 패밀

리 겸용 프로세서, 또는 다른 회사 또는 설계자의 임의의 프로세서 아키텍처로부터의 다양한 종류의 다른 임의의 범용 프

로세서와 같은, 다른 종류의 프로세서로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실시예는, 그래픽, 네트워크,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또

는 임의의 다른 공지의 또는 다른 방식의 가능한 종류의 프로세서와 같은, 특정 목적의 프로세서를 포함하거나 그러한 프

로세서에 대한 실시예일 수 있다.

전력 효율은 와트(watt) 당 IPS(instruction-per-second)의 값으로 측정될 수 있다. IPS/watt 메트릭(metric)은 명령 당

에너지와 동등하고, 또는 더 정확히는, 아래 식과 같이 IPS/watt는 명령 당 에너지의 역수에 비례한다.

(IPS)/(Watt) = (명령)/(줄(Joule))

명령 메트릭(instruction metric) 당 에너지의 중요한 특성은 명령 처리에 필요한 시간의 양에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이 명령 당 에너지를 처리량 성능에 유용한 메트릭으로 만든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전력 소비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처리된 모든 명령과 함께 충전 또는 방전되는

커패시터로 모델링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단순화를 위해, 누설 전류와 단락 스위칭 전류(short-circuit switching

current)는 무시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 명령 당 에너지는 단 두 가지값에 종속될 수 있다: 즉, (인출에서 방출까

지) 각 명령 처리에 토글된 커패시턴스의 양과, 전력 공급 전압이다. 즉, 이하의 잘 알려진 공식이다.

E = C V2 / 2

이는 일반적으로 커패시터에 적용되는 공식이며, 마이크로프로세서에도 적용될 수 있다. E는 명령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

이고, C는 명령 처리에 토글된 커패시턴스의 크기이며, V는 전력 공급 전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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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는 고정된 전력 예산(budget), 예를 들면 100 와트, 내에서 동작할 수 있다. 소정 시간 간격에 걸쳐 평균

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전력 소비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에 관계없이 전력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일부 형태의 동적 열 관리(dynamic thermal management)를 통

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칩 레벨의 멀티프로세서는 예를 들면 클럭당 0.2 명령을 방출하고 있는지 또는 20 명령을 방

출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고정된 전력 예산 내에 남기 위해 활동성을 조절(또는 스로틀(throttle))할 수 있다.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 본 예에서 칩 레벨 멀티프로세서는 MIPS/watt를, 또는 대등하게는 에너지/명령을, 100:1 이상의 범위로 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고성능의 스칼라 성능과 높은 처리량 성능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디자인하는 한 가지 접근법은 소프트

웨어에서 가용하거나 가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병렬 기능의 양에 따라 각 명령을 처리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동적

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병렬 기능의 양이 적은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몇몇 명령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용

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고, 병렬 기능의 양이 많은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각 명령을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 작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 이는 이하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 = (EPI) x (IPS)

여기서 P는 고정된 전력 예산이고, EPI는 방출된 명령 당 평균 에너지이며, IPS는 전체 프로세서 코어를 통해 초당 방출된

명령의 총 수이다. 본 실시예는 총 멀티프로세서 칩 전력을 거의 일정한 레벨에서 유지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명령 당 에너지 비율을 얻기 위해 시모스(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CMOS) 전압 및 주

파수 스케일링이 이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로직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전력 공급 전압 및 클럭 주파수를 필요한 성

능 및 전력 레벨에 따라 조화롭게(in unison) 변형시킨다. 칩 레벨 멀티프로세서의 총 전력 소비를 고정된 전력 예산 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압 및 주파수 스케일링이 이하와 같이 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낮은 스레드 병렬 기능의 위상에 있어

서, 최상의 스칼라 성능을 위하여 몇몇 코어가 높은 전력 공급 전압과 고주파수를 이용하며 동작할 수 있다. 높은 스레드

병렬 기능의 위상에 있어서, 최상의 처리량 성능을 위하여 많은 코어가 낮은 공급 전압과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며 동작할

수 있다. 비활성(inactive) 코어에 대하여는 낮은 전력 소모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휴면 트랜지스터(dynamic

sleep transistor) 및 바디 바이어스(body bias)와 같은 누설 제어 기술(leakage control technique)이 이용될 수 있다.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일 실시예에 따른, 전압과 주파수에 의해 구성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의 개략적인 다이

어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코어1(120), 코어2(130), 코어3(140) 및 코어4(150)가 도시되어 있으나, 다른 실시예에서는 프

로세서 내에 4개 이상 또는 이하의 코어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코어는 전압 제어 회로 및 클럭 주파수 제어 회로를

구비할 수 있다. 도 1은 코어1(120)이 전압 제어 회로(122) 및 주파수 제어 회로(124)를 구비하고 있음을 명시하나, 다른

코어도 동등한 회로를 구비할 수 있고, 또는 전압 제어 회로 및 주파수 제어 회로가 특정 코어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분리

된 로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스로틀 모듈(110)은 정보를 취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병렬 기능의 양을 결정하거나 예

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병렬 기능의 양은 지원되는 동시 스레드의 수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초당

방출된 명령의 총 수, 또는 추론적 멀티스레드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분기 명령의 수와 같은, 다른 메트릭이 병렬 기능의

양을 나타내는데 이용될 수 있다. 스로틀 모듈(110)은 병렬 기능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운영체제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로틀 모듈(110)은 프로세서와 코어 내의 하드웨어 로직을 이용하여 이러한 결

정을 할 수 있다. 상기 결정은 연속적 기반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로틀 모듈(110)이 프로그램 내의 병렬 기능의 양을 결정하는 각 시간마다, 코어(120, 130, 140, 150)는 신호 라인(112,

114, 116 및 118)을 통해 전압과 클럭 주파수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신호 라인(112, 114, 116 및 118)

은 또한 코어를 온오프시키거나, 코어를 포함하는 전력 공급처(power well)로부터 전력을 제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

른 실시예에서, 코어는 클럭 게이팅(clock gating) 또는 명령 고갈(instruction starvation) 기술에 의해 턴오프(turn off)

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현재 스레드 레벨 병렬 기능의 양이 이전 양을 임계치 값 이상 초과할 경우, 스로틀 모듈은 더

많은 수의 코어 상에서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것 외에, 각 코어의 전압 및 클럭 주파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더 많은 수의 스레

드를 동작시키는 것으로의 천이(transition)를 개시할 수 있다. 이전에 턴오프되었던 코어는 더 많은 수의 스레드를 지원하

기 위해 턴온(turn on)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스레드 레벨 병렬 기능의 양이 이전 양보다 임계치 값 이상 적을 경

우, 스로틀 모듈은 더 적은 수의 코어 상에서 스레드를 동작시키지는 것 외에, 일부 코어의 전압 및 클럭 주파수를 증가시

킴으로써 더 적은 수의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것으로의 천이를 개시할 수 있다. 이전에 턴온되었던 일부 코어는 더 적은 수

의 스레드를 지원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턴오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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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성능과 전력의 범위를 측정하는데 서로 다른 마이크로아키텍처가 사용될 수 있는, 단일 명령 집합 아키텍처

(single-instruction-set-architecture; ISA) 혼성 멀티코어 마이크로프로세서(heterogeneous multi-core

microprocessor)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칩 레벨의 멀티프로세서는 두 가지 유형의 프로세서 코

어로부터 생산될 수 있으며, 이는 큰 코어(large core)와 작은 코어(small core)로 지칭된다. 두 유형의 코어는 동일한 명

령 집합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공유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 캐시 일관성(cache coherency)을 이용하며, 마이크로아키텍

처에 있어서만 상이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두 유형의 코어는 유사한 명령 집합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고, 또는 작

은 코어는 큰 코어의 명령 집합의 서브집합을 구현할 수 있다. 큰 코어는 비순차적인, 수퍼스칼라의, 깊은 파이프라인 시스

템(machine)일 수 있고, 반면 작은 코어는 순차적인, 스칼라의, 짧은 파이프라인 시스템(machine)일 수 있다. 인텔 펜티엄

4 프로세서와 인텔 i486 프로세서는 두 코어 계층의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

령 집합 아키텍처를 동작시키는 두 개 이상의 계층 또는 두 개 이상의 성능 레벨의 코어가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칩 레벨 멀티프로세서는 하나의 큰 코어와 25개의 작은 코어를 포함하며, 상기 두 유형의 코어는 전력 소비

면에서 25:1의 비율을, 스칼라 성능에 있어서 5:1의 비율을, 명령 당 에너지 범위에서 5:1의 비율을 가진다. 칩 레벨 멀티

프로세서 또는 본 실시예는 이하와 같이 동작할 수 있다. 낮은 스레드 레벨 병렬 기능의 경우, 큰 코어가 최상의 스칼라 성

능을 위해 동작할 수 있다. 높은 스레드 레벨 병렬 기능의 경우, 복수의 작은 코어가 최상의 처리량 성능을 위해 동작할 수

있다.

어느 순간에 있어서나,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하나의 큰 코어 또는 25개의 작은 코어 중 한쪽을 동작시킬 수 있다. 가용 소프

트웨어 스레드의 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비대칭 멀티프로세서(asymmetric multiprocessor)는 스레드를 큰

코어와 작은 코어 사이에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스레드 이동(thread-migration) 로직

이 구현될 수 있다.

실무상, 큰 코어를 스위치 오프하는 시점에서의 처리량 성능의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감소시키기 위해 몇몇의 작은

코어가 큰 코어와 동시에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전의 예에서, 큰 코어를 스위치 오프하고 두 개의 작은

코어를 스위치 온함으로써 3개 단위의 처리량의 불연속성이 야기될 수 있다. 손실된 총 처리량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력 공급이 단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5개까지의 작은 코어를 큰 코어와 동시에 동작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동작 스레드를 이용하여 불연속성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오늘날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대표하는 두 유형의 코어를 이용하여, 4:1 범위의 명령 당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미래의 마이

크로프로세서가 보다 높은 레벨의 스칼라 성능을 계속하여 얻게 됨에 따라, 가능한 명령 당 에너지의 범위는 아마도 6:1 또

는 그 이상 비율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싱 전력 및 전력 소비에 의해 선택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의 개

략적인 다이어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프로세서는 수 개의 큰 코어, 즉 A코어를 포함할 수 있고, 또한 다수의 작은 코어, 즉

B코어를 포함할 수 있다. A코어1(220), A코어2(222) 및 B코어1 내지 60(230-262)이 도시되어 있으나, 다른 실시예에서

는 프로세서 내에 두 개의 A코어와 60개의 B코어 이상 또는 이하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

스로틀 모듈(210)은 여기서도 정보를 취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병렬 기능의 양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

다. 일 실시예에서, 병렬 기능의 양은 지원되는 동시 스레드의 수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전에 기술된 것과 같이 병

렬 기능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메트릭이 사용될 수 있다. 스로틀 모듈(210)은 병렬 기능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운영 체제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로틀 모듈(210)은 프로세서와 코어 내의 하드웨

어 로직을 이용하여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상기 결정은 연속적 기반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용 소프트웨어 스레드의 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 1의 프로세서는 스레드를 큰 A코어와 작은 B코어

사이에서 이동시킬 수 있는 스레드 이동 로직(thread-migration logic)(212)을 포함할 수 있다. 큰 A코어를 스위치 오프

하는 시점에서의 처리량 성능 불연속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 개의 작은 B코어를 큰 A코어와 동시에 동작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할 수 있다. 손실된 총 처리량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를 들면 5개까지의 작은 코어를 큰 코어와 동시에 동작

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의 동작 스레드를 이용하여 불연속성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스로틀 모듈(210)이 프로그램 내의 병렬 기능의 양을 결정하는 매 시간마다, 신호 라인(224 내지 266)을 이용하여 A코어

와 B코어로의 전력 증감을 개시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현재 병렬 기능의 양이 이전 양을 임계치 이상 초과하는 경우,

스로틀 모듈(210)은, 스레드 이동 로직(212)을 이용하여, 더 많은 수의 B코어 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더 많은 수의 스레드

를 동작시키는 것으로의 천이를 개시한다. 이전에 턴오프되었던 B코어는 더 많은 수의 스레드를 지원하기 위해 턴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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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턴온되었던 임의의 A코어는 턴오프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병렬 기능의 양이 이전 양보다 임계치 이상 적은

경우, 스로틀 모듈은 더 적은 수의 A코어 상에서 스레드를 동작시킴으로써 더 적은 수의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것으로의 천

이를 개시한다. 이전에 턴온되었던 B코어는 더 이상 적은 수의 스레드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음에 따라 턴오프될

수 있고, A코어는 더 적은 수의 스레드를 지원하기 위해 턴온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큰 코어를 스위치 오프하

는 시점에서의 처리량 성능의 불연속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 개의 B코어를 A코어와 동시에 동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스로틀 모듈은 피드백 루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스로틀의 제어 동작(예

로, 스레드를 동작시킬 코어의 종류와 수에 대한 결정)은 입력 값(예로, 스레드에 대한 코어의 할당 및 구성)에 영향을 주도

록 회귀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 A코어(220, 222)는 25개의 B코어(230 내지 262)와 동일한 양의 전력을

소비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전력 소비 비율이 이용될 수 있다. 프로세서는 총 전력 예산을 두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다. 각 부분에 대해, 전력 예산은 하나의 A코어와 5개까지의 B코어를 동시에 동작시키거나, A코어

는 동작시키지 않고 30개까지의 B코어를 동시에 동작시키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력 예산은 다른 방식으

로 분할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동작 스레드(running thread; RT)의 수는 표 1에 따라 A코어의 수(quantity of A cores; QAC) 및 B코어

의 수(quantity of B cores; QBC)에 할당될 수 있다.

[표 1]

동작 스레드의 수가 증가하고, 새로운 스레드가 시작되는 경우(인터프로세서 인터럽트를 경유한 실시예에서), 스로틀 모듈

은 현재 동작 스레드(currently-running thread)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동작 스레드의 수에 따라, 새로운 스레드는

상기 표 1에 따라 A코어 또는 B코어에 할당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레드 수가 12에서 13으로 또는 36에서

37로 증가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대해, A코어에서 동작 중인 기존 스레드는 B코어 상에서 동작하도록 이동될 것

이다. 이러한 이동이 완료되면, 이동한 기존 스레드와 새로운 스레드 모두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실시예에서

새로운 스레드는 시작할 때 딜레이를 보일 수 있다.

동작 스레드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유사한 프로세스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스레드가 종료하고, 스레드의 코어가 정지되

는 경우, 남은 스레드 중 하나를 B코어 상으로부터 A코어 상에서 동작하도록 잠재적으로 이동시키는데 다양한 방법이 이

용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면, 동작 스레드의 수가 13에서 12로, 또는 37에서 36으로 감소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특정 시간 간격 내에 단 한 번만 이동이 허용되도록 주기적인 타이머가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스레드가 빠르게

생성되고 종료되는 경우에 있어서 너무 빈번한 스레드 이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은 스레드는

특정 시간 간격까지 동안 B코어 상에 남아 동작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스로틀 모듈은 소프트웨어에 공개적으로(transparently) A코어로부터 B코어로 이동을 수행할 수 있다. 스

로틀 모듈의 스레드 이동 메카니즘은 논리 코어(logical core)를 물리 코어(physical core)로 매핑하는 테이블, 코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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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인터럽트, 코어의 프로세서 상태를 복제하는 마이크로코드(microcode) 또는 하드와이어드 로

직(hardwired logic) 및 프로세서의 코어 간의 상호 연결 네트워크(interconnect network)를 포함할 수 있다. 논리 코어

의 수는 B코어의 수와 일치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로틀 모듈은 소프트웨어에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A코어로부터 B코어로 이동을 수행할 수 있다. 스

레드 이동은 운영 체제 스케줄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운영 체제는 현재 스레드가 동작중인 코어의 수를 추적하고, 새로

운 스레드를 코어에 할당하며, 스레드를 A코어에서 B코어로(또는 B코어에서 A코어로) 이동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 스

레드 이동은 하드웨어 구현의 측면에서 상기 기술된 것과 동등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스로틀 모듈 동작

은 운영 체제에는 공개되지 않으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는 공개될 수 있다.

전력 소비를 조정하는 다른 한가지 방법은 로직 블록(logic block)의 크기 또는 기능성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큰

어레이(array) 사이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변 크기의(variable-sized) 스케줄러, 캐시, 변환 색인 버퍼(translation

look-aside buffer; TLB), 분기 예측기, 및 기타 선택적인 성능 회로가 스위칭 커패시턴스(또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동적으로 리사이즈되는 어레이외에, 실행 유닛, 파이프라인 스테이지(pipeline stage) 및 기타 선택적인

성능 회로를 동적으로 디스에이블(disable)시킴으로써 작은 코어의 성능으로 그 성능을 강등시키는 큰 코어를 설계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기술은 통합적으로 적응 프로세싱(adaptive processing)으로 알려져 있다.

칩 레벨의 멀티프로세서의 일 실시예는 다음과 같이 동작할 수 있다. 낮은 스레드 병렬 기능의 위상에 있어서, 좋은 스칼라

성능을 위해 각 코어 상에서 가용한 선택적 성능 회로의 첫번째 집합(예로, 전부 또는 많은 수)을 이용하여 수 개의 코어가

동작될 수 있다. 높은 스레드 병렬 기능의 위상에 있어서, 좋은 처리량 성능을 위해 각 코어 상에서 적은 수의 선택적인 성

능 회로를 이용하여 많은 수의 코어가 동작될 수 있다.

어레이 사이즈를 줄이고 실행 유닛을 디스에이블시키는 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명령 당 토글된 커패시턴스를 감소시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스위칭 커패시턴스는 함께 동작할 작은 코어를 설계하는 것만큼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사용되지

않는 실행 하드웨어는 차단(gate off)될 수 있으나, 코어의 물리적인 크기는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계속 활성상태인 하드

웨어 블록과 연관된 배선 길이는 작은 코어에 있어서보다 긴 채로 남을 수 있다.

명령 당 에너지에 있어서 가능한 감소를 예측하는 것은 큰 비순차적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평면도를 검사하여 프로세서를

작은 순차적 머신으로 변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선택적인 성능 회로가 차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

다(블록은 물리적으로 제거될 수 없음을 유의). 차단되는 프로세서 코어 영역의 비율은 이렇게 측정될 수 있으며, 이는 스

위칭 커패시턴스를 감소시키는 것에 근접할 수 있다. 수학식 2에서, 명령 당 에너지는 대략 스위칭 커패시턴스의 양에 비

례한다.

대략적으로 근사하면 일부 경우에서 50%까지의 스위칭 커패시턴스가 차단될 수 있으며, 이는 명령 당 에너지에 있어서

1x 내지 2x의 감소를 가져온다. 일부 실시예에서, 클럭 게이팅 뿐만 아니라 동적 휴면 트랜지스터 및 바디 바이어스와 같

은 누설 제어 기술의 이용은 명령 당 소비되는 에너지의 감소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일 실시예에 따른, 선택적인 성능 회로에 의해 구성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도 3의 프로세서는 4개의 코어, 즉 코어1(320), 코어2(370), 코어3(380) 및 코어4(390)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4개 이상 또는 이하의 코어가 사용될 수 있다. 코어1(320)은 다양한 선택적 성능 회로를

보인다. 스케줄러A(334)는, 턴온(turn on)될 경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택적 스케줄러B(336)에 연결될 수 있다. 실

행 유닛1(340)은, 턴온될 경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택적 실행 유닛2 내지 4(342, 344, 346)에 연결될 수 있다. 제

로 레벨(L0) 캐시A(322)는, 턴온될 경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L0 캐시B(324)에 연결될 수 있다. TLB A(326)는, 턴온

될 경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TLB B(328)에 연결될 수 있다. 재구성 버퍼(reorder buffer; ROB)(338)는 가변적인 수

의 라인을 가질 수 있거나, 또는 비순차적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전부 턴오프(turn off)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파이프

라인 스테이지(330)와 분리된, 프리페치 스테이지(prefetch)(332)는 파워 온된 경우 추론적인 인출(fetch)을 수행한다. 다

른 실시예에서, 기타 선택적인 성능 회로가 사용될 수 있다.

스로틀 모듈(310)은 여기서도 정보를 취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병렬 기능의 양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스로틀 모듈(310)은 도 1 및 2와 관련하여 상기 기술된 것과 유사할 수 있다. 스로틀 모듈(310)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병렬 기능의 양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각 시점에, 스로틀 모듈(310)은 신호 라인(312, 314, 316

및 318)을 통해 코어(320, 370, 380 및 390)로 하여금 전력이 증감하는 선택적 성능 회로의 수를 변경하도록 조종한다.

일 실시예에서, 신호 라인(312, 314, 316 및 318)은 또한 코어(320, 370, 380 및 390)를 온오프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현재 병렬 기능의 양이 이전 양을 임계치 값 이상 초과할 경우, 스로틀 모듈은 더 많은 코어 상에서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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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작시키는 것 외에, 각 코어 내의 턴온된 선택적 성능 회로를 감소시킴으로써 더 많은 수의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것으

로의 천이를 개시한다. 이전에 턴오프된 코어는 더 많은 수의 스레드를 지원하기 위해 턴온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현

재 병렬 기능의 양이 이전 양보다 임계치 이상 작을 경우, 스로틀 모듈은 더 적은 수의 코어 상에서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것 외에, 일부 코어에서 턴온된 선택적 성능 회로를 증가시킴으로써 더 적은 수의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것으로의 천이를

개시한다. 이전에 턴온되었던 일부 코어는 더 적은 수의 스레드를 지원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턴오프될

수 있다.

잘못 추론된(misspeculated) 명령, 예를 들면 잘못 예측된 분기(mispredicted branch)를 따른 명령으로 인해 낭비되는 에

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추론 제어(speculation control)가 제안되어 왔다. 추가적인 에너지는 잘못 추론된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 토글된 커패시턴스에 기인한다. 잘못 추론된 명령의 결과는 폐기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이미 소비

된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는 차후의 올바르게 추론된(방출된) 명령이 부담함으로써 책임지워질 수 있다.

파이프라인 게이팅(pipeline gating)은 하나 이상의 낮은 신뢰도(low-confidence)의 분기 예측으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명령들로 파이프라인이 차는 것을 막는 기술이다. 추론 제어를 이용하는 일 실시예에서, 칩 레벨 멀티프로세서는 다

음과 같이 동작할 수 있다. 낮은 스레드 병렬 기능의 위상에 있어서, 좋은 스칼라 성능을 위해 수 개의 코어가 증가된 양의

추론을 사용하여 동작할 수 있다. 높은 스레드 병렬 기능의 위상에 있어서, 좋은 처리량 성능을 위해 많은 코어가 각 코어

상의 감소된 양의 추론을 이용하여 동작할 수 있다.

스케줄러와 재구성 버퍼 엔트리(entry)의 수의 감소는 또한 추론될 수 있는 명령의 수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변 사이즈

코어 기술과 추론 제어 간에 일부 중복이 존재한다. 캐시, TLB 및 분기 예측기와 같은 기타 프로세서 자원의 크기는 가능

한 추론의 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선택적인 추론 회로에 의해 구성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도 4의 프로세서는 4개의 코어, 즉 코어1(420), 코어2(470), 코어3(480) 및 코

어4(490)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4개 이상 또는 이하의 코어가 사용될 수 있다. 코어1(420)은 다양한 선택적

인 추론 회로를 보여준다. 프리페치 스테이지(430)는 명령을 추론적으로 인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분기 예측기(434)는

프로그램 분기의 추론적 실행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기타 예측기(436)는 일부 실시예에서 루프 예측기 또는 다른

형태의 추론적 실행을 지원하는 기타 형태의 예측기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더 많은 선택적 추론 회로가 사용될 수

있다.

스로틀 모듈(410)은 여기서도 정보를 취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에 있어서 존재하는 병렬 기능의 양에 대

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용될 수 있다. 스로틀 모듈(410)은 일반적으로 도 1, 2 및 3과 관련하여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동작

할 수 있다. 스로틀 모듈(410)이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병렬 기능의 양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각 시점에, 스로틀 모듈(410)

은 신호 라인(412, 414, 416 및 418)을 통해 코어(420, 470, 480 및 490)로 하여금 전력이 증감되는 선택적 추론 회로의

수를 변경시키도록 한다. 일 실시예에서, 신호 라인(412, 414, 416 및 418)은 또한 코어(420, 470, 480 및 490)를 온오프

시키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현재 병렬 기능의 양이 이전 양을 임계치 이상 초과할 경우, 스로틀 모듈은 더

많은 수의 코어 상에서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것 외에 각 코어의 턴온된 선택적 추론 회로를 감소시킴으로써 더 많은 수의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것으로의 천이를 개시한다. 이전에 턴오프되었던 코어는 더 많은 수의 스레드를 지원하기 위해 턴온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 병렬 기능의 양이 이전 양보다 임계치 이상 적은 경우, 스로틀 모듈은 더 적은 수의 코어

상에서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것 외에 일부 코어의 턴온된 선택적 추론 회로를 증가시킴으로써 더 적은 수의 스레드를 동작

시키는 것으로의 천이를 개시한다. 이전에 턴온되었던 일부 코어는 더 적은 수의 스레드를 지원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턴오프될 수 있다.

도 1, 2, 3 및 4와 관련하여 상기 설명된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 스로틀 모듈은 총 칩 전력을 고정된 전력 예산 내에 유지하

기 위해 멀티프로세서의 동작을 조정한다. 스로틀 모듈 하드웨어는 초당 방출된 명령의 총 수에 반비례하는 명령 당 에너

지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수학식 3을 만족할 수 있다. 과전력(over power) 상황에 대응하여, 여러 실시예에 있어서 스로

틀 모듈은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동작을 취할 수 있다: 즉, 전압과 주파수를 낮추거나(도 1에서의 전압 및 주파수 스케

일링의 경우), 스레드를 큰 코어에서 작은 코어로 이동시키거나(도 2에서의 비대칭 코어의 경우), 선택적 성능 회로의 용량

을 감소시키거나(도 3에서의 가변 사이즈 코어의 경우), 또는 추론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도 4에서 추론 제어의 경우).

각 경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 하여금 더 많은 스레드를 동시에 동작시키도록 요청함에 따라 실질 처리량은

증가하지만 기존 스레드는 느려지는 특이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프로세서를 큰 대칭적

(symmetrical) 칩 레벨 멀티 프로세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현재의 공유 메모리 멀티프로세서 프로그래

밍 모델을 위해 작성된 소프트웨어는 수정 없이 계속 동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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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 5를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코어와 스로틀(throttle) 모듈의 세부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M개의 프로세서 코어1 내지 M(502 내지 508)은, 여러 실시예에 있어서, 도 1에서

의 전압과 주파수에 의해 구성 가능한 코어, 도 2에서의 프로세싱 전력 및 전력 소비에 있어서 변화하는 큰 코어 및 작은 코

어, 도 3에서의 선택적 성능 회로에 의해 구성 가능한 코어, 도 4에서의 선택적 추론 회로에 의해 구성 가능한 코어, 또는

이들 유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합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다른 유형의 코어가 사용될 수 있다.

모니터1 내지 M(512 내지 518)은 연관된 코어 및 보조 프로세서 회로의 하나 이상의 속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일부 실

시예에서, 이러한 속성은, 코어가 동작중인지 정지 상태인지, 클럭 사이클 당 방출된 명령의 순간 수(instantaneous

number), 코어의 주어진 임의의 기능 블록이 활성(active) 상태인지 휴지(idle) 상태인지, 코어 내부의 것과는 다른 프로세

서의 주어진 임의의 기능 블록이 활성(active) 상태인지 휴지(idle) 상태인지, 그리고 공급 전류 및 코어의 온도(또는 다이

(die)의 온도)를 포함할 수 있다. 코어 내부의 것과는 다른 프로세서의 기능 블록은 공유 캐시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와 같

은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공급 전류는 전류 센서 레지스터(current sensor resistor) 및 아날로그-디지털(A/D) 컨버터를

경유하여 측정될 수 있다. 온도는 열 다이오드(thermal diode) 및 A/D 컨버터를 경유하여 측정될 수 있다. 모니터1 내지

M(512 내지 518) 각각은 이러한 속성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모니터링 값을 출력할 수 있다.

전력 변환 로직(convert-to-power logic)(530)은 모니터1 내지 M(512 내지 518)으로부터의 모니터링 값을 수신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에 있어서, 모니터링 값은 전력 소비 단위로 변환될 수 있다. 모니터링 값이 코어가 동작중인지 정지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실시예에 있어서, 코어 동작(또는 정지) 상태에, 코어가 동작(또는 정지) 상태에 있는 동안 매 클럭 소

비되는 에너지의 평균량을 곱함으로써, 모니터링 값은 전력 소비로 변환될 수 있다. 그 후 이 산출값을 프로세서 내의 모든

코어에 대해 합산할 수 있다. 모니터링 값이 클럭 사이클 당 방출되는 명령의 순간 수를 나타내는 실시예에 있어서, 명령의

수에 클럭 당 명령마다 소비되는 에너지의 평균량을 곱함으로써, 모니터링 값은 전력 소비로 변환된다. 그 후 이 산출값을

프로세서 내의 모든 코어에 대해 합산할 수 있다. 모니터링 값이 코어의 주어진 임의의 기능 블록이 활성 또는 휴지 상태인

지를 나타내는 실시예(또는 코어 내부의 것과는 다른 프로세서의 주어진 임의의 기능 블록이 활성 또는 휴지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실시예)에 있어서, 활성(또는 휴지) 상태에, 블록이 활성(또는 휴지) 상태에 있는 동안 클럭 당 소비되는 에너지

의 평균량을 곱함으로써, 모니터링 값은 전력 소비로 변환될 수 있다. 그 후 이 산출값을 각 코어의 모든 블록에 대해, 또한

프로세서의 모든 코어에 대해 합산할 수 있다. 코어 내에 있지 않은 블록을 감안하는 경우, 그 산출값도 합산에 포함될 수

있다. 각각의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합산 결과는 클럭 주파수에 공급 전압의 제곱을 곱한 값에 비례하는 값을 곱함으로

써 전압 및 주파수에 대해 조정될 수 있다.

모니터링 값이 각 코어의 공급 전류를 나타내는 실시예에 있어서, 모니터링 값은 공급 전류에 공급 전압을 곱함으로써 전

력 소비로 변환될 수 있다.

모니터링 값이 코어 또는 다이의 온도를 나타내는 실시예에 있어서, 도 5의 회로는 거의 일정한 전력 소비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대신 거의 일정한 코어 또는 다이 온도를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전력 변환 로직(530)의 변환된 전력 소비(또는 다이 온도) 출력값과 희망 전력 소비값(또는 희망 다이 온도값)의 차이를 계

산하기 위해 차이 계산 로직(compute-difference logic)(534)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차이는 "오차" 값(error value)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분 로직(538)은 일 실시예에서, 차이 계산 로직(534)에 의해 제공된 오차값의 시간에 대한 적분에 비례하는 적분값을 제

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적분은 누산기(accumulator)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으며, 이는 가산기(adder) 및 레지스터를 이

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누산기는 오버플로우를 막기 위해 상단 및 하단 경계에 포화(saturated)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누산기의 출력은, 예를 들면 2 내지 6개의 정수 비트와 2 내지 16개의 분수 비트(fractional bit)를 갖는 고정 소수점(fixed

point) 2진수일 수 있다. 누산기의 최상위 비트만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는 출력이 느리게 변화하도록 하는 속성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분 로직(538)의 이용은 시간에 대한 오차값을 0으로 감소시키도록 하기 위한 느린 피드백 루프

(550)에 도움이 된다. 순간 전력 소비는 실질적으로 클럭 사이클마다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분 로직(538)을 이용하는

것은 오차값이 전력인 경우 매우 유용하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적분 로직(538)은 오차값에 비례하는 값을 출력하는 로직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오차값이 온

도인 경우 유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로직은 오차값의 시간 미분에 비례하는 값, 또는 상기 값 모두의 소정의 선

형 조합을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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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로직(544)은 특정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적분값은 도 5의 로직의 속도에 비하여 느리게 변화할 수

있지만, 적분 로직(538)으로부터의 적분값은 매 클럭 사이클마다 변화할 수 있다. 일부 제어 기술은 시스템 손실이 거의 없

이 매 클럭 사이클마다 동작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샘플링은 필요하지 않다. 다른 제어 기술에 있어서, 적분 로

직(538)의 출력이 변동 지점 근방에 있는 경우 매 클럭 진동하는 값을 줄일 수 있도록 샘플링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고정 샘플링 기술이 샘플 로직(544)에 사용될 수 있다. 고정된 클럭 사이클 수(N)에 한번 값이 샘플링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술은 상기 값이 매 N 클럭 사이클에 한번 이상 빈번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은 N 클럭 사이클 이하의 시간 간격 동안 제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며, N 클럭 사이클의 시간 간격과 비교할 때

적분이 느린 경우에 최상으로 동작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력 기술(hysteresis technique)이 샘플 로직(544)에 사용될 수 있다. 샘플 로직(544)의 출력은 입력값

과 출력값의 차이가 임계치 값(T)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변화할 수 있다. 상기 차이가 T를 초과하는 경우 출력값은 입력값

으로 대체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력값은 변화하지 않고 남을 수 있다.

느린 피드백 루프(550)를 사용하는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 로직(548)이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도 1의 경우와 같

이, 공급 전압 및 주파수를 변경시킴으로써 코어가 전력 소비를 변화시키는 경우, 제어 로직(548)은 공급 전압과 주파수의

변경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전력 공급 전압을 변경시키는 것은, 100ms와 같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 실시예에서, 테이블 또는 로직 블록이 전력 공급 전압 및 주파수를 설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표 2는 다양한 값의 제어 값(control value; CV)에 대하여 그러한 테이블 또는 로직 블록의 예를 보여준

다.

[표 2]

일 실시예에서, 도 2의 경우와 같이, 스레드가 큰 코어 및 작은 코어에 할당될 수 있는 경우, 제어 로직(548)은 소프트웨어

에 공개적으로 스레드를 코어에 할당하고 제어값에 따라 스레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스레드 이동 메카니즘은 "논리" 프로

세서 코어를 "물리" 프로세서 코어에 매핑하는 테이블 또는 로직 블록을 포함할 수 있다. 스레드 이동 메카니즘은 또한 이

동이 요청되었음을 알리는 인터럽트, 프로세서 상태를 복제하는 마이크로코드 또는 등가 로직, 및 다양한 프로세서 코어들

간의 상호접속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노출된 논리 프로세서의 수는 동작중인 작은 코어의 수와 동일할

수 있다. 전력 예산이 허락하는 경우 작은 코어를 큰 코어로 대용할 수 있다. 큰 코어를 제어값의 역할로 사용하는 계획에

이용되는 테이블 또는 로직 블록이 일 실시예에 있어서 표 3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표 3]

여기서 큰 코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스레드는 작은 코어 상에서 동작할 것이라는 단순화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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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도 3의 경우와 같이, 자원이 동적으로 변화 가능한 코어에 스레드가 할당될 수 있는 경우, 제어 로직(548)

은 코어의 기능 유닛의 수 또는 용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제어값을 부여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코어의 용량을 변화

시키는 것이 어레이를 채우거나 다시 기록되게, 또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채우도록 할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경우, 변경을

위해 사용된 시간은 10ms의 범위 내일 수 있다. 코어 기능 유닛을 제어값의 역할로 사용하는 계획에 테이블 또는 로직 블

록이 이용될 수 있다. 기능 유닛을 제어값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계획에 이용된 테이블 또는 로직 블록은 일 실시예에서 표

4와 같이 주어질 수 있으며, 상기 기능 유닛은 코어의 실행 유닛일 수 있다.

[표 4]

일 실시예에서, 도 4의 경우와 같이, 추론의 양이 동적으로 변화 가능한 코어에 스레드가 할당될 경우, 제어 로직(548)은

코어 내에서 허용된 추론의 양을 변경시킬 수 있는 제어값을 부여할 수 있다. 코어 내의 추론의 양을 제어값의 역할로 사용

하는 계획에 테이블 또는 로직 블록이 이용될 수 있다. 추론의 양을 제어값의 역할로 조정하는데 이용되는 테이블 또는 로

직 블록이 일 실시예에서 표 5와 같이 주어질 수 있으며, 상기 추론의 양은 코어의 비추론적(non-speculative) 명령에 앞

서 추론적으로 실행하는 명령의 수로 주어질 수 있다.

[표 5]

많은 실시예에서, 프로세서 코어는 다양한 상기 속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세서는 전압 및 주파수 스케일링

이 가능하고, 또한 추론적 실행의 양이 조정 가능한 코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도 2의 큰 A코어와 작은 B코어

도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전압 및 주파수 스케일링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대해, 전압 및 주파수는 고정되어, 큰

A코어는 높은 전압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되고 작은 B코어는 낮은 전압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압 및 주파수의 조정 범위는 큰 A코어와 작은 B코어 간에 상이할 수 있다. 큰 A코어와 작은 B코어 간의 이동을 보조하기

위해, 작은 B코어가 애초에 높은 전압과 주파수에서 동작하고 있는 경우, 스레드는 큰 A코어로부터 작은 B코어로 이동할

수 있다. 일단 큰 A코어가 동작하고 있지 않게 되면 B코어의 전압 및 주파수는 추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다시 한번, 테이블 또는 로직 블록은 스레드를 큰 A코어 또는 작은 B코어에 할당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스레드를

코어의 전압 및 주파수에 할당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을 제어값의 역할로 만드는데 이용되는 테이블 또는 로

직 블록은 일 실시예에서 표 6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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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느린 피드백 루프(550)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이득(gain)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테이블

또는 로직 블록에 있어서 각 단계(gradation)의 전력 효과를 사이즈 면에서 유사하게 만듦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소정 실시예에 있어서, 빠른 피드백 루프(560)가 이전 논의된 느린 피드백 루프(550)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클럭 조

절(clock throttling)은 명령 당 에너지의 양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일 실시예에서 클럭 스로틀(540)이 사용될 수

있다. 클럭 스로틀(540)을 사용하는 것은 상기 논의된 느린 피드백 루프(550) 기술이 하나 이상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바람직할 수 있다.

소정의 경우에 있어서, 빠른 피드백 루프(560)는 과전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짧은 대기시간의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어

플리케이션은 느린 피드백 루프(550)가 응답할 시간을 가질 때까지만 유효하게 남을 수 있다. 빠른 피드백 루프(560)가 구

현되지 않은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세서 및 그 전력 전달 시스템은 느린 피드백 루프(550)의 응답 시간 만큼 지속되는 과전

력 상황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빠른 피드백 루프(560)가 추가된 경우, 과전력 상황은 빠른 피드백 루프(560)의

응답 시간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응답 시간은 10ns 범위에 있을 수 있다.

클럭 스로틀(540)은, 차이 계산 로직(534)에서 산출된 오차값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소정 충격 계수(duty cycle)로 코어

클럭을 온오프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하나의 단순한 실시예에서, 오차값이 고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클럭은 소정

사이클 수 동안 정지될 수 있다. 이러한 연산은 매 클럭 사이클마다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완전히 파이프라이닝된다. 소정 사

이클 수는, 전력을 어느 정도 희망 전력 이상(느린 피드백 루프(550)가 응답하도록 할 수 있는 값)으로, 그러나 최대 전력

을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제한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클럭 스로틀(550)은 차이 계산 로직(553)이 제공한 오차값의 크기(예를 들면 프로세서가 전력 임계치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동작하고 있는지)에 따라 충격 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충격 계수와 오차값은 표 7과

같이 관련될 수 있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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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 6을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른 코어 구성으로의 변화를 도시하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프

로세스는 블록(610)에서 시작하며, 다양한 스레드를 가용한 코어에 할당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스레

드의 수가 결정되고, 각 스레드는 코어에 할당된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은 운영 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러한 결정은 하드웨어 로직에 의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에 의

해 이루어질 수 있다. 블록(614)에서, 각 코어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의 양이 모니터링되고, 관측된 전력 소비와 희망 전력

소비 사이에서 오차값이 산출된다. 다양한 실시예에서, 도 5와 관련하여 상기 논의된 임의의 모니터링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그 후 블록(618)에서, 도 5와 관련하여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블록(614)의 오차값은 적분 또는 샘플링 기술, 혹은

양쪽 모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블록(618)은 선택적(optional)이다. 블록(618)의 출력은 소정 시

간 간격 동안의 오차값이 코어 구성 변경에 대한 성능 손해(penalty)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큰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까지 코어 구성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어값일 수 있다.

판단 블록(622)에서, 시간 동안의 오차값이 코어 구성의 변경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는 판단 블록(622)을 '아니오' 경로로 이탈할 수 있으며 상기 프로세스가 반복된

다. 그러나, 상기 차이가 충분한 경우, 프로세스는 판단 블록(622)을 '예' 경로로 이탈할 수 있다.

블록(626)에서, 제어값에 따라 전압 및 주파수가 변경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전압 및 주파수는 상기 표 2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제어값에 대해 변경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다양한 코어의 전압 및 주파수가 이와 같이 모두 변경될 수 있다. 다

른 실시예에서, 전압 및 주파수는 다양한 코어 상에서 서로 다르게 변경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프로세스는 블록

(610)에서 반복된다.

이제 도 7을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른 코어 구성으로의 변화를 도시하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프

로세스는 블록(710)에서 시작하며,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레드를 가용한 코어에 할당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스레드의 수가 결정되고, 각 스레드는 코어에 할당된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은 운영 체제와 같은 소

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러한 결정은 하드웨어 로직에 의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블록(714)에서, 각 코어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의 양이 모니터링되고, 관측된 전력 소비

와 희망 전력 소비 사이에서 오차값이 산출된다. 다양한 실시예에서, 도 5와 관련하여 상기 논의된 임의의 모니터링 기술

이 사용될 수 있다. 그 후 블록(718)에 있어서, 도 5와 관련하여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블록(714)의 오차값은 적분 또는

샘플링 기술, 혹은 양쪽 모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블록(718)은 선택적(optional)이다. 블록

(718)의 출력은 소정 시간 간격 동안의 오차값이 코어 구성 변경에 대한 성능 손해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큰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을 때까지 코어 구성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어값일 수 있다.

판단 블록(722)에서, 시간 동안의 오차값이 코어 구성의 변경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는 판단 블록(722)을 '아니오' 경로로 이탈할 수 있으며 상기 프로세스가 반복된

다. 그러나, 상기 차이가 충분한 경우, 프로세스는 판단 블록(722)을 '예' 경로로 이탈할 수 있다.

블록(726)에서, 스레드는 제어값에 따라 코어들 간에 재할당(re-allocate)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스레드는 상기 표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값에 대하여 특정 수의 큰 코어에 재할당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큰 코어의 수는 표 3과 같이

주어지고, 큰 코어 상에서 동작할 수 없는 스레드는 작은 코어로 재할당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스레드를 코어로 재

할당하는 다른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프로세스는 블록(710)에서 반복된다.

이제 도 8을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른 코어 구성으로의 변화를 도시하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프

로세스는 블록(810)에서 시작하며,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레드를 가용한 코어에 할당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스레드의 수가 결정되고, 각 스레드는 코어에 할당된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은 운영 체제와 같은 소

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러한 결정은 하드웨어 로직에 의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블록(814)에서, 각 코어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의 양이 모니터링되고, 관측된 전력 소비

와 희망 전력 소비 사이에서 오차값이 산출된다. 다양한 실시예에서, 도 5와 관련하여 상기 논의된 임의의 모니터링 기술

이 사용될 수 있다. 그 후 블록(818)에 있어서, 도 5와 관련하여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블록(814)의 오차값은 적분 또는

샘플링 기술, 혹은 양쪽 모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블록(818)은 선택적(optional)이다. 블록

(818)의 출력은 소정 시간 간격 동안의 오차값이 코어 구성 변경에 대한 성능 손해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큰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을 때까지 코어 구성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어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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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블록(822)에서, 시간 동안의 오차값이 코어 구성의 변경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는 판단 블록(822)을 '아니오' 경로로 이탈할 수 있으며 상기 프로세스가 반복된

다. 그러나, 상기 차이가 충분한 경우, 프로세스는 판단 블록(822)을 '예' 경로로 이탈할 수 있다.

블록(826)에서, 코어 내의 선택적 회로의 양은 표 4에 주어진 바와 같이 제어값에 따라 턴온 또는 턴오프될 수 있다. 일 실

시예에서, 온 또는 오프되는 실행 유닛의 수는 상기 표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제어값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

에서, 기타 선택적인 성능 회로가 제어값에 따라 턴온 또는 턴오프될 수 있다. 이러한 기타 선택적인 성능 회로는 스케줄

러, 캐시, 변환 색인 버퍼, 스케줄러 및 재구성 버퍼를 포함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프로세스는 블록(810)에서 반복

된다.

이제 도 9를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른 코어 구성으로의 변화를 도시하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프

로세스는 블록(910)에서 시작하며,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레드를 가용한 코어에 할당하는 동작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스레드의 수가 결정되고, 각 스레드는 코어에 할당된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은 운영 체제와 같은 소

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러한 결정은 하드웨어 로직에 의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블록(914)에서, 각 코어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의 양이 모니터링되고, 관측된 전력 소비

와 희망 전력 소비 사이에서 오차값이 산출된다. 다양한 실시예에서, 도 5와 관련하여 상기 논의된 임의의 모니터링 기술

이 사용될 수 있다. 그 후 블록(918)에 있어서, 도 5와 관련하여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블록(914)의 오차값은 적분 또는

샘플링 기술, 혹은 양쪽 모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블록(918)은 선택적(optional)이다. 블록

(918)의 출력은 소정 시간 간격 동안의 오차값이 코어 구성 변경에 대한 성능 손해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큰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을 때까지 코어 구성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어값일 수 있다.

판단 블록(922)에서, 시간 동안의 오차값이 코어 구성의 변경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는 판단 블록(922)을 '아니오' 경로로 이탈할 수 있으며 상기 프로세스가 반복된

다. 그러나, 상기 차이가 충분한 경우, 프로세스는 판단 블록(922)을 '예' 경로로 이탈할 수 있다.

블록(926)에서, 코어 내의 추론의 양은 상기 표 5에 주어진 바와 같이 제어값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추론

적으로 실행되는 명령의 수는 상기 표 5에 도시된 것과 같이 제어값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기타 방법

이 제어값에 따라 추론의 양을 변화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추론의 양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기타 방법은 프리페치 유닛

(prefetch unit), 분기 예측기 또는 다른 형태의 예측기를 온오프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프로세스는

블록(910)에서 반복된다.

이제 도 10A 및 10B를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두 실시예에 따른, 스로틀 및 복수의 코어를 구비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시

스템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도 10A의 시스템은 프로세서, 메모리 및 입출력 장치가 시스템 버스에 의

해 상호접속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도시하고, 반면 도 10B의 시스템은 프로세서, 메모리 및 입출력 장치가 다수의 지점간

인터페이스(point-to-point interface)로 상호접속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도시한다.

도 10A의 시스템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명료한 설명을 위해 프로세서(40, 60) 두

개만 도시한다. 프로세서(40, 60)는 레벨1 캐시(42, 62)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0A의 시스템은 버스 인터페이스(44, 64,

12, 8)를 경유하여 시스템 버스(6)와 연결된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 버스(6)는 Intel®

Corporation이 생산하는 펜티엄®급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이용되는 전면 버스(front side bus)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서, 기타 버스가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 있어서 메모리 컨트롤러(34) 및 버스 브리지(32)는 통합적으로 칩셋으로

지칭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칩셋의 기능은 도 10A에 도시된 것과는 달리 물리적 칩 간에 분할될 수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34)는 프로세서(40, 60)로 하여금 시스템 메모리(10)로부터 및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 EPROM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36)으로부터 판독 및 기록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BIOS

EPROM(36)은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를 사용할 수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34)는 메모리로 하여금 시스템 버스(6)

상의 버스 에이전트에게 전달되는 또한 버스 에이전트로부터 전달되는 데이터를 판독 및 기록할 수 있게 하는 버스 인터페

이스(8)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34)는 또한 고성능 그래픽 인터페이스(39)를 통해 고성능 그래픽 회로(38)와

연결될 수 있다. 소정 실시예에서 고성능 그래픽 인터페이스(39)는 진보된 그래픽 포트 AGP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메모

리 컨트롤러(34)는 시스템 메모리(10)로부터의 데이터를 고성능 그래픽 인터페이스(39)를 통해 고성능 그래픽 회로(38)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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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B의 시스템은 또한 하나 또는 여러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명료한 설명을 위해 프로세서(70, 80) 두 개만 도시한다. 프

로세서(70, 80)는 메모리(2, 4)와 접속하는 로컬 메모리 컨트롤러 허브(memory controller hub; MCH)(72, 82)를 각각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70, 80)는 지점간 인터페이스 회로(78, 88)를 사용하여 지점간 인터페이스(50)을 통해 데이터를

상호교환할 수 있다. 프로세서(70, 80)는 지점간 인터페이스 회로(76, 94, 86, 98)를 사용하여 개별 지점간 인터페이스

(52, 54)를 통해 칩셋(90)과 데이터를 각각 상호교환할 수 있다. 칩셋(90)은 또한 고성능 그래픽 인터페이스(92)를 경유하

여 고성능 그래픽 회로(38)와 데이터를 상호교환할 수 있다.

도 10A의 시스템에 있어서, 버스 브리지(32)는 시스템 버스(6) 및 버스(16) 간에 데이터가 상호교환되게끔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실시예에서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또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

일 수 있다. 도 10B의 시스템에 있어서, 칩셋(90)은 버스 인터페이스(96)를 경유하여 버스(16)와 데이터를 상호교환할 수

있다. 두 시스템에 있어서, 버스(16) 상에 다양한 입출력 I/O 장치(14)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일부 실시예에서 이는 낮은 성

능의 그래픽 컨트롤러, 비디오 컨트롤러 및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다른 버스 브리지(18)가 버스

(16) 및 버스(20) 간에 데이터가 상호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버스(20)는 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버스, IDE(integrated drive electronics) 버스, 또는 USB(universal serial bus) 버스일 수

있다. 추가적인 I/O 장치가 버스(20)와 연결될 수 있다. 이들은 키보드 및 마우스를 포함하는 커서 조종 장치(22), 오디오

I/O(24), 모뎀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통신 장치(26), 및 데이터 저장 장치(28)를 포함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코드(30)는 데이터 저장 장치(28)에 저장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28)는 고정된 자기 디스크, 플로

피 디스크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광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자기 테이프, 또는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하는 비휘발

성 메모리일 수 있다.

전술한 명세서에서, 발명은 특정한 실시예에 대한 참조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첨부된 청구항에 나열된 바와 같은 발명의

넓은 의미와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명세서와 도면은 한

정의 측면보다는 예시의 의미로 간주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의 도에 있어서 한정이 아닌 예시의 방법으로 도시된 것이며, 유사한 참조 부호는 유사한 구성 요소

를 나타낸다. 도면에서,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전압과 주파수에 의해 구성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싱 전력 및 전력 소비에 의해 선택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의 개략적인 다이어

그램.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선택적인(optional) 성능 회로에 의해 구성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의 개략적인 다이어

그램.

도 4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선택적인 추론 회로에 의해 구성 가능한 코어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의 개략적인 다

이어그램.

도 5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코어와 스로틀(throttle) 모듈의 세부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의 개략적인 다이어

그램.

도 6은 본 명세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른 코어 구성으로의 변화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본 명세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른 코어 구성으로의 변화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8은 본 명세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른 코어 구성으로의 변화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9는 본 명세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른 코어 구성으로의 변화를 도시하는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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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A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로틀과 복수의 코어를 구비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개략적인 다이어

그램.

도 10B는 본 명세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스로틀과 복수의 코어를 구비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개략적인 다이

어그램.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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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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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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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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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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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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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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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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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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