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특허 10-1100470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9/46 (2006.01) G06F 1/26 (2006.01)
G06F 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7026399
(22) 출원일자(국제출원일자) 2006년03월28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3월28일
(85) 번역문제출일자 2007년11월13일
(65) 공개번호
10-2007-0121840
(43) 공개일자
2007년12월27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6/011327
(87) 국제공개번호
WO 2006/113068
국제공개일자
2006년10월26일
(30) 우선권주장
11/107,492 2005년04월14일 미국(US)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20020007387 A1
US20040216106 A1
전체 청구항 수 : 총 8 항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11년12월29일
10-1100470
2011년12월22일

(73) 특허권자
밉스 테크놀로지스 인크.
미국 캘리포니아주 94043 마운틴 뷰 찰스톤 로드
1225
(72) 발명자
존스, 대런, 엠.
미국 94022 캘리포니아주 로스 알토스 릴마 레인
1035
(74) 대리인
양영준, 백만기

심사관 :

지정훈

(54) 멀티쓰레드 프로세서에서의 자동 저전력 모드 호출을 위한장치 및 방법

(57) 요 약
프로세서는 다중 쓰레드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코어를 포함한다.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내부 프로세서 코
어 컴포넌트 및 외부 프로세서 코어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다중 쓰레드들 모두가 차
단되고 그 후 자동으로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로 진입하는 때를 식별한다.

대 표 도 -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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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다중 쓰레드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코어; 및
상기 프로세서 코어 내의 스케줄러 컴포넌트 및 상기 프로세서 코어 외부의 정책 관리자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 - 상기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상기 다중 쓰레드들 모두가 차단되고 그 후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로 자동으로 진입하는 때를 결정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기준에 대하여 상기 다중 쓰레드들의
실행 상태를 평가함 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차단된 쓰레드가 대기 명령어를 받는 때를 나타내는 기준을 평가하도록 구성되
는 프로세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차단된 쓰레드가 일드(yield) 명령어를 받는 때를 나타내는 기준을 평가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차단된 쓰레드가 차단중인 쓰레드간 통신(ITC) 액세스를 받는 때를 나타내는 기
준을 평가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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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차단된 쓰레드가 외부 프로세서 코어 컴포넌트로부터의 중단된 우선 순위 요청
을 받는 때를 나타내는 기준을 평가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대기 명령어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상기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로 진입하도
록 구성되는 프로세서.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로 진입하기 전에 하우스키핑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프
로세서.
청구항 15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 매체로서,
다중 쓰레드들을 실행하기 위해 프로세서 코어를 정의하는 실행가능한 명령어; 및
상기 프로세서 코어 내의 스케줄러 컴포넌트 및 상기 프로세서 코어 외부의 정책 관리자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를 특정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명령어 - 상기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상기 다중 쓰레
드들 모두가 차단되고 그 후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로 자동으로 진입하는 때를 결정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기준에 대하여 상기 다중 쓰레드들의 실행 상태를 평가하며, 상기 프로세서 코어 및 상기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
러는 프로세서 내에 있음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 매체.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멀티쓰레드 프로세서에서의 전력 관리에 관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저전

력 모드 프로세서 상태를 자동으로 호출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기술들을 이용한다.
크로프로세서는 고정 주파수에서 실행중인 클록 신호를 사용해 동작한다.
로세서의 회로들은 그들 개개의 기능(function)을 수행한다.
는 프로그램의 집합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마이

각각의 클록 사이클에서, 마이크로프

마이크로프로세서 성능의 일 측정은 프로그램 또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은 그것

의 클록 주파수,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클록 사이클의 평균 수(또는 달리 표현하면, 매 클록 사이클마
다 실행되는 명령어의 평균 수), 및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집합에서 실행되는 명령어 수의 함수이다.
[0003]

반도체 과학자들 및 기술자들은, 주로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것에 의해, 좀더 빠른 전환 시간
(switching time)을 초래하면서, 계속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좀더 빠른 클록 주파수에서 실행될 수 있게
한다.

실행되는 명령어 수는, 그것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에 의해서 영향받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될 태스크에 의해 대체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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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개념이 큰 성능 증가를 실현해왔다.
[0004]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클록 주파수 뿐만 아니라, 매 클록 사이클당 명령어를 향상시킨 병렬 처리의 일 개념은,
다수 명령어의 실행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들 내에서 중첩하는 파이프라이닝(pipelining)이
다.

이상적인 상황으로, 각각의 클록 사이클마다, 하나의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을 따라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그 명령어에 대해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스테이지로 이동한다.

이와 같이, 각각의 개개 명령어가 완

료하는 데는 다수의 클록 사이클이 필요하지만, 개개 명령어의 다수 사이클이 중첩하기 때문에, 명령어당 클록
사이클의 평균 수는 감소된다.

파이프라이닝의 성능 향상은, 프로그램의 명령어가 그것을 허용하는 정도까지,

다시 말해, 명령어가 실행을 위해 그것의 선행자(predecessors)에 의존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의 선행자와 병
렬로 실행될 수 있는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는데, 이것을 흔히 명령어-레벨 병렬 처리(instruction-level
parallelism)라고 한다.

명령어-레벨 병렬 처리가 동시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이용되는 다른 방법은 매

클록 사이클당 실행을 위해 다수 명령어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흔히 수퍼스칼라

(superscalar) 마이크로프로세서라고 한다.
[0005]

상기 논의는 개개 명령어 레벨에서의 병렬 처리와 관련이 있다.
달성될 수 있는 성능 향상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명령어-레벨 병렬 처리의 이용을 통해

제한적 명령어-레벨 병렬 처리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제약 및 다른

성능-제약 쟁점으로 인해, 흔히 쓰레드-레벨 병렬 처리라고 하는, 병렬 처리를 명령어의 블록, 시퀀스, 또는 스
트림의 레벨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최근 재개되었다.
는 스트림이다.

쓰레드는 단순히 프로그램 명령어의 시퀀스 또

멀티쓰레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인터리브형, 블록형, 또는 동시 멀티쓰레딩과 같은, 다양한

쓰레드의 명령어의 인출(fetching) 및 발행(issuing)을 지시하는 일부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 동시에 다중 쓰레
드들을 실행한다.

멀티쓰레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통상적으로, 다중 쓰레드들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능 유닛

(예를 들어, 명령어 인출 및 디코드 유닛, 캐시, 분기 예측 유닛, 및 로드/저장(load/store), 정수, 부동 소수
점,

SIMD

등의

실행

유닛)을

동시발생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멀티쓰레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명령어를 인출 및 발행하기 위한 쓰레드 사이에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해, 다수 프로그램 카운터 및 범용 레지스터 세트와 같은, 각 쓰레드의 고유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리소스 또는 컨텍스트의 다수 세트를 포함한다.
[0006]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멀티쓰레딩하는 것에 의해 제기되는 성능-제약 쟁점의 일례는, 캐시 미스(cache miss)가 통
상적으로 비교적 긴 지연을 갖는다는 것이다.

동시대 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액세스

시간은 캐시 히트 액세스 시간(cache hit access time)보다 크기가 일차수(one order) 내지 이차수 정도 큰 것
이 일반적이다.

캐시에서 손실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명령어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가 올 것을 대기하며 파이

프라인에서 지연된다.

따라서, 단일-쓰레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중 일부 또는 전부는 다

수 클록 사이클 동안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휴지(idle) 상태일 수 있다.

멀티쓰레드 마이크로프로세서

는, 메모리 인출 대기 동안 다른 쓰레드로부터의 명령어를 발행하여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페이지 장애에 대
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수행하는 태스크 전환(task switch)과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그것보다 좀더 미세한 입
상(granularity) 레벨에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며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멀티쓰레딩하는 것에 의해 제기되는 성능-제약 쟁점의 다른 예들은 파이프라인 지연

및, 데이터 의존성으로 인해; 또는 분할 명령어, 부동 소수점 명령어 등과 같은 긴 지연 명령어로 인해; 또는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 충돌로 인해, 파이프라인 지연에 수반되는 휴지 사이클이다.

이번에도, 다른 쓰레드로

부터의 명령어를, 그렇지 않으면, 휴지 상태일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로 발행할 수 있는 멀티쓰레드 마이크로프로
세서의 능력은, 쓰레드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집합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크게 감소시
킬 수 있다.
[0007]

멀티쓰레딩 및 다른 기술을 통해 달성되는 증가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성능은 증가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전력 소비
를 발생시킨다.

전력 소비는 다수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결정적인 팩터이다.

조가 증가하고 있다.
의해 예측된다.

따라서, 전력 관리 기술에 대한 강

대다수 전력 관리 기술은 프로세서 상태의 프로액티브 이해(proactive understanding)에

다시 말해, 전력 관리 동작은 프로세서 동작의 전체적인 이해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프로세싱

처리율 및 전력 관리 트레이드오프(tradeoffs)의 가중(weighing)을 통해 호출된다.
스킴에 의존한다.

그러한 기술은 복잡한 제어

프로세서 상태에 관한 비교적 적은 정보에 의존하는 간단한 제어 스킴을 통해 전력 보존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상적으로, 그러한 기술은 최소한의 프로세서 성능 패널티로 자동으로 호출

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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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본 발명은 다중 쓰레드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코어를 갖춘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

(bifurcated thread scheduler)는 내부 프로세서 코어 컴포넌트 및 외부 프로세서 코어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다중 쓰레드들 모두가 차단되고 그 후 자동으로 디폴트(default) 저전력 슬립 모드
로 진입하는 때를 식별한다.

일 실시예에서,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러는, 차단된 쓰레드가 대기(wait) 명령어,

일드(yield) 명령어, 쓰레드간 통신(ITC; inter-thread communication) 액세스 차단, 및 외부 프로세스 코어
컴포넌트로부터의 중단된 우선순위 요청을 받을 때를 식별하도록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도, 분기형 쓰레드 스케

줄러는, wait 명령어를 발행하지 않고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로 진입하도록 구성된다.

분기형 쓰레드 스케줄

러는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로 진입하기 전에 하우스키핑 기능들(housekeeping functions)을 수행할 수도 있
다.
[0009]

본 발명은 또한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전력 관리 방법도 포함한다.

다중 쓰레드들이 실행된다.

모두가 차단되는 것으로 식별될 때, 자동으로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로 진입된다.

다중 쓰레드들

쓰레드가 더 이상 차단되

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저전력 슬립 모드가 종료된다.

실 시 예
[0018]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파이프라인형 멀티쓰레딩 마이크로프로세서(100)를 예시한다.
적 멀티쓰레딩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본 발명의 개념을 개시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예시

본 발명의 개념은 다른 멀티

쓰레딩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0019]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복수의 쓰레드를 동시에 실행하도록 구성된다.

여기에서 실행 쓰레드 또는 명령어 스

트림이라고도 지칭하는 쓰레드는 프로그램 명령어의 시퀀스 또는 스트림을 포함한다.

쓰레드는 마이크로프로세

서(100)에서 실행중인 상이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100)에서 실행중인 동일한
프로그램의 상이한 부분으로부터의 명령어 스트림일 수 있거나, 또는 그 조합일 수 있다.
[0020]

각각의 쓰레드는 연관된 쓰레드 컨텍스트(TC; thread context)를 가진다.

쓰레드 컨텍스트는, 레지스터

(registers) 또는 래치(latches)와 같은, 저장 요소의 집합, 및/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0)의 저장 요소에 쓰
레드의 실행 상태를 설명하는 비트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쓰레드 컨텍스트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0)에서 동

시에 실행중인 다른 실행 쓰레드와 공유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쓰레드에 고유한 개개 쓰레드의 상태를 설명한
다.

쓰레드 각각의 상태를 쓰레드 컨텍스트에 저장하는 것에 의해,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명령어를 인출 및

발행하기 위한 쓰레드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는

프로그램 카운터(PC), 범용 레지스터 세트, 및 쓰레드 제어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이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
(100)의 레지스터 파일(112)에 포함된다.
[0021]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다양한 쓰레드의 명령어의 인출 및 발행을 지시하는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 쓰레드를
동시에 실행한다.
에서 설명된다.

다중 쓰레드들로부터의 명령어의 디스패치를 스케줄링하기 위한 다양한 실시예가 본 명세세
명령어의 "발행" 및 "디스패치"라는 용어는 본 명세서에서 교환 가능하게 사용된다.

멀티쓰레

드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다중 쓰레드들이 마이크로프로세서(100)의 기능 유닛(예를 들어, 명령어 인출 및
디코드 유닛, 캐시, 분기 예측 유닛 및, 로드/저장, 정수, 부동 소수점, SIMD, 및 다른 실행 유닛 등의 실행 유
닛들)을 동시발생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0022]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0)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인출된 프로그램 명
령어, 특히, 다양한 쓰레드의 명령어를 캐싱하기 위한 명령어 캐시(102)를 포함한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

(100)는 다중 쓰레드들의 명령어를 명령어 캐시(102) 및/또는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명령어 인출기(104)에 결합
된 명령어/스키드 버퍼(106)로 동시에 인출하도록 결합된 명령어 인출기(104) 또는 명령어 인출 파이프라인
(104)을 포함한다.
pipeline)을 포함한다.
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명령어 인출 파이프라인(104)은 4-스테이지 파이프라인(four-stage
명령어/스키드 버퍼(106)는 명령어 스케줄러(108) 또는 쓰레드 스케줄러(108)에 명령어

일 실시예에서, 각 쓰레드는 자신만의 명령어/스키드 버퍼(106)를 가진다.

각 클록 사이클에서,

스케줄러(108)는 쓰레드 중 하나로부터 명령어를 선택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100) 파이프라인의 실행 스테이지
내에서의 실행을 위한 명령어를 발행한다.

레지스터 파일(112)은 스케줄러(108)에 결합되어, 명령어를 실행하

는 실행 유닛(114)에 명령어 피연산자(operand)를 제공한다.
결합된 데이터 캐시(118)를 포함한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실행 유닛(114)에

실행 유닛(114)은, 정수 실행 유닛, 부동 소수점 실행 유닛, SIMD 실행

유닛, 로드/저장 유닛, 및 분기 실행 유닛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23]

일 실시예에서, 정수 실행 유닛 파이프라인은 4 스테이지: 레지스터 파일(112)이 액세스되는 레지스터 파일(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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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스테이지, 주소 발생(AG; address generation) 스테이지, 실행(EX) 스테이지, 및 메모리 세컨드(MS;
memory second) 스테이지를 포함한다.
수행된다.

EX 스테이지에서는, (덧셈, 뺄셈, 시프트 등과 같은) 간단한 ALU 연산이

추가적으로, 데이터 캐시(118)는, 제1 클록 사이클 동안 EX 스테이지에서 액세스되고 제2 클록 사이

클 동안 MS 스테이지에서 액세스되는 2-사이클 캐시이다.

각 쓰레드 컨택스트는 그 자신의 레지스터 파일(11

2)을 포함하고, 각 레지스터 파일은 그 자신의 프로그램 카운터(PC), 범용 레지스터 세트, 및 쓰레드 제어 레지
스터를 포함한다.
를 인출한다.

명령어 인출기(104)는 각 쓰레드 컨택스트의 프로그램 카운터 값에 기초해 쓰레드의 명령어

실행 유닛(114) 중 일부는, 다소 광범위하게, 파이프라인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

한, 마이크로프로세서(100) 파이프라인은, 명령어 결과를 레지스터 파일(112)에 후기입하는 후기입 스테이지
(116;write-back stage)도 또한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0) 파이프라인은 실행 유닛

(114)과 후기입 스테이지(116) 사이에 결합된 예외사항 해결(exception resolution) 스테이지도 포함한다.
[0024]

일 실시예에서, 실행 유닛(114)은 특정 쓰레드의 명령어가 실행을 위해 커밋(commit)되었음을 지시하기 위해 각
각의 쓰레드 컨텍스트와 연관된 TC_instr_committed 신호(124)를 발생시킨다.

명령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100)

파이프라인에 의해 플러시(flush)되지 않을 것이 보장되는 대신 궁극적으로 실행을 완료하기 위해 커밋된다면,
명령어는 실행을 위해 커밋된 것으로, 이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마이크로프로세서(100)의 아키텍처 상태를 업데
이트한다.

일 실시예에서, 다수의 명령어가 매 클록 사이클마다 커밋될 수도 있고, TC_instr_committed 신호

(124)는 그 클록 사이클 동안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커밋된 명령어 수를 지시한다.
(124)가 스케줄러(108)에 제공된다.

TC_instr_committed 신호

TC_instr_committed 신호(124)에 응답하여, 스케줄러(108)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요구되는 QoS(quality-of-service)를 실현하기 위해 스케줄러(108)의 쓰레드 스케줄링 정책에 의해
사용되는, 쓰레드에 대한 가상 수위 지시자(virtual water level indicator)를 업데이트한다.
[0025]

TC_instr_committed 신호(124)는 개개의 명령어/스키드 버퍼(106)에도 제공된다.

TC_instr_committed 신호

(124)에 응답하여, 명령어/스키드 버퍼(106)는 포인터를 업데이트하여 버퍼(106)로부터 명령어를 효과적으로 제
거한다.

종래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명령어들은 종래의 명령어 버퍼로부터 제거되고 실행을 위해 발행된다.

그러나, 명령어/스키드 버퍼(106)는, 명령어가 실행을 위해 발행된 후에도, 계속해서 명령어를 저장한다.

명령

어는, 실행 유닛(114)이, 개개의 TC_instr_committed 신호(124)를 통해, 명령어가 실행을 위해 커밋되었음을 지
시할 때까지 명령어/스키드 버퍼(106)로부터 제거되지 않는다.
[0026]

스케줄러(108)는 실행 유닛(114)에 실행가능한 TCs 신호(132)를 제공한다.

실행가능한 TCs 신호(132)는 쓰레드

컨텍스트 중 어떤 것이 실행가능한지를, 즉, 스케줄러(108)가 현재 어느 쓰레드 컨텍스트로부터 명령어를 발행
할 수 있는지를 특정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쓰레드 컨텍스트가 활성(active)이며 (Halted, Waiting,

Suspended, 또는 Yielded 등의) 다른 조건에 의해 차단되지 않으면, 쓰레드 컨텍스트는 실행가능하다.

특히,

실행 유닛(114)은, 지연된 쓰레드 컨텍스트의 명령어를 플러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TCs 신호(132)를 이용해, 지연된 쓰레드 컨텍스트가 유일하게 실행가능한 쓰레드 컨텍스트인지의 여부를 판정한
다.
[0027]

실행 유닛(114)은 스케줄러(108)에 지연 이벤트 신호(126)를 제공한다.

지연 이벤트 신호(126)는 특별한 지연

이벤트 신호(126)에 의해 특정된 이유로 인해 실행 유닛(114)에서 명령어가 지연되었거나 지연될 것임을 지시한
다.

또한, 지연 이벤트 신호(126)는 지연된 명령어의 쓰레드 컨텍스트를 식별하는 식별자를 포함한다.

유닛(114)은 스케줄러(108)에 비지연 이벤트 신호(128)도 제공한다.

실행

지연 이벤트 신호(126)에 응답하여, 스케

줄러(108)는, 관련된 비지연 이벤트(128)가 시그널링될 때까지, 지연된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명령어를 발행
하는 것을 중단한다.
[0028]

명령어에 응답하여 실행 유닛(114)을 지연시킬 이벤트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첫번째, 명령어는 데이터 캐시(118)에서 손실된 로드 명령어로부터의 데이터와 같은, 이용불가능한 데이터

에 의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덧셈 명령어는, 데이터 캐시(118)에서 손실된 선행 로드 명령어 및 피연산자

가 아직까지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불가능한 피연산자를 특정할 수도 있다.
두번째, 명령어는, 예를 들어, divide 또는 다른 긴 산술 명령어(other long arithmetic instruction) 등의 장
기 실행 명령어(long-running instruction) 또는 코프로세서(coprocessor) 레지스터로부터 값을 이동시키는 명
령어로부터의 데이터에 의존할 수도 있다.
[0029]

세번째, 명령어는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충돌을 도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마이

크로프로세서(100)는 단일 분할기 회로(single divider circuit)를 포함한다.

분할기가 이미 divide 명령어를

실행중이라면, 제2 divide 명령어는 제1 divide 명령어가 종료하기를 대기하면서 지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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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0)

명령어

세트는

명령어

캐시(102)의

management operations)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의 그룹을 포함한다.

저급

관리

동작(low-level

명령어 캐시 관리 명령어(instruction

cache management instruction)가 이미 실행중이라면, 제2 명령어 캐시 관리 명령어는 제1 명령어 캐시 관리 명
령어가 종료하기를 대기하면서 지연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서,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진행

중인 데이터 캐시(118) 리필을 저장하기 위한 비교적 적은 수의 슬롯을 포함하는 로드 큐(load queue)를 포함한
다.

로드 명령어가 데이터 캐시(118)에서 손실될 때, 손실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획득하기 위해, 로드

큐 엔트리가 할당되고 프로세서 버스 트랜잭션이 개시된다.
에 저장된 다음 데이터 캐시(118)에 기입된다.
기입될 때, 로드 큐 엔트리는 해방된다.

데이터가 버스 상에서 리턴될 때, 그것은 로드 큐

버스 트랜잭션이 완료되어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 캐시(118)에

그러나, 로드 큐가 풀(full)일 때, 로드 손실은 파이프라인 지연을 발

생시킨다.
[0030]

네번째, 명령어는 EHB(Execution Hazard Barrier) 명령어를 뒤따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

(100) 명령어 세트는, 모든 실행 위험이 소거될 때까지, 명령어 실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
용되는 EHB(실행 위험 배리어) 명령어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EHB 명령어를 뒤따르는 명령어는, EHB 명령어

가 철수될 때까지 파이프라인에서 지연할 것이다.
[0031]

다섯째, 명령어는 그것의 동일한 쓰레드 컨택스트에서 쓰레드간 통신(ITC) 공간으로 어드레싱된 로드 또는 저장
명령어를 뒤따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ITC 로드 또는 저장에 뒤따르는 동일한

쓰레드 컨텍스트에서 명령어가 지연하게 하면서 임의적인 긴 시간 동안 차단할 수 있는 동기화된 저장 공간을
포함하는 ITC 공간으로의 로드 또는 저장을 지원한다.
[0032]

반대로, 비지연 이벤트(128)의 예로는 다음의 것: 데이터 캐시(118)에서 손실된 로드 데이터가 리턴되는 것; 분
할기 회로, 명령어 캐시(102), 또는 로드 큐 슬롯과 같은,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가 해방되는 것; 쓰레드간 통
신(ITC) 공간으로의 EHB 명령어, 장기 실행 명령어, 또는 로드/저장 명령어가 완료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33]

실행 유닛(114)은, 파이프라인의 실행 부분(즉, 스케줄러(108) 아래쪽의 파이프라인 부분)에서 특정 쓰레드의
명령어들이 플러시되었거나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와 연관된 TC_flush 신
호(122)도 발생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명령어를 플러시하거나 무효화하는 단계는 파이프라인의 명령어와 연관

된 유효 비트를 소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이는, 파이프라인이 명령어의 결과에 응답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100)의 아키텍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방지한다.

실행 유닛(114)이 TC_flush 신호(122)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한가지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쓰레드의 명령어가 실행 유닛(114)에서 지연할 때이다.

명령어에 대해

발생된 결과는 무시될 것이므로 정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령어를 무효화하거나 플러시하는 단계는 명령어
가 지연될 이유를 제거한다.

바람직하게도, 지연중인 명령어를 플러시하는 것에 의해, 계속해서 다른 쓰레드의

명령어가 실행되어 실행 파이프라인의 실행 대역폭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다음에서 부연되는 바와 같
이, 마이크로프로세서(100)의 전반적인 성능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지연중인 쓰레드

의 명령어만이 플러시되고, 이는, 실행 유닛(114) 파이프라인에 존재하는 다양한 쓰레드로부터의 명령어 구성에
의존하여, 플러시에 의해 도입되는 파이프라인 버블 수를 바람직하게 감소시킬 수 있고, 일부 경우들에서는, 지
연중인 명령어와 연관된 하나의 버블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TC_flush 신호(122)는, 쓰레드

컨텍스트의 커밋되지 않은 모든 명령어가 플러시되었음을 지시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실행 유닛(114)은 실행

유닛(114)에 존재하는 커밋되지 않은 명령어 수, 즉, 지연중인 쓰레드 컨텍스트의 지연중인 명령어 및 임의의
새로운 명령어의 수보다 적게 플러시할 수 있지만, 지연중인 명령어보다 오래된, 쓰레드 컨텍스트의 커밋되지
않은 명령어는 플러시하지 않는다.

이 실시예에서, TC_flush 신호(122)는 실행 유닛(114)에 의해 플러시된 명

령어 수도 지시한다.
[0034]

TC_flush 신호(122)는 실행 유닛(114)에 의해 그들 개개의 명령어/스키드 버퍼(106)에 제공된다.

명령어/스키

드 버퍼(106)는 TC_flush 신호(122)를 사용해 버퍼(106)에서의 명령어 상태를 복구(roll back)한다.

명령어/

스키드 버퍼(106)는, 플러시되지 않기 위해, 명령어가 커밋될 때까지 계속해서 명령어를 저장하기 때문에, 플러
시되는 임의 명령어가, 명령어 캐시(102)로부터 재인출될 필요없이, 명령어/스키드 버퍼(106)로부터 후속적으로
재발행될 수 있다.

이는, 다른 쓰레드로부터의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행 파이프라인으로부

터 지연된 명령어를 플러시하는 것과 연관된 패널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명령어 인출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령어를 재인출해야 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다른 것 중에서도, 대체로 프로세서 클록 주기에서의 감소로 인해, 종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에서보
다 명령어 캐시가 액세스에 좀더 많은 클록 사이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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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령어 재인출과 연관된 패널티는 좀더 초창기 설계에서는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의 클록 사이클일 수 있
다.
[0035]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스케줄러(108)가 분기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마이크로프로세서(100)
내의 스케줄러(108)를 예시하는 블록도가 도시된다.
및 정책 관리자(PM; 604) 부분을 포함한다.

분기형 스케줄러(108)는 디스패치 스케줄러(DS; 602) 부분

디스패치 스케줄러(602) 부분은 마이크로프로세서(100)의 프로세서

코어(606) 내에 포함되는 반면, 정책 관리자(604) 부분은 프로세서 코어(606) 외부에 포함된다.

프로세서 코어

(606)는, 고객에 의해 개별화되지 않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0) 부분인 반면, 정책 관리자(604)는 고객에 의해
개별화 가능하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 코어(606)는, 소프트 코어(soft core)라고도 부르는, 합성가능 코

어(synthesizable core)이다.

합성가능 코어의 설계는, 흔히 합성 도구라고 부르는,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해

제조가능한 표현(manufacturable representation)으로 빠르고 쉽게 감소될 수 있다.
[0036]

프로세서 코어(606)는 정책 관리자(604)에게 복수의 신호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628)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

에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로의 입력 및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로부터의 출력은, 바람직하게 비-코어(noncore) 정책 관리자(604) 로직이, 그렇지 않다면, 분기형 스케줄러에 의해 도입될 수도 있는 소정 타이밍 문제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서 코어(606)와 인터페이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등록된다.

더 나아가, 인

터페이스(628)는 고객의 이해를 쉽게 하는데, 이는, 정책 관리자(604) 스케줄링 정책의 설계를 용이하게 한다.
[0037]

이하의 표 1에서는, 일 실시예에 따른 정책 관리자 인터페이스(628)를 포함하는 다양한 신호가 도시된다.
은 신호 이름, 정책 관리자(604)에 관련한 신호 방향, 및 각 신호의 간단한 설명을 특정한다.

표 1

표 1은, 마이크

로프로세서(100)가 최대 9개 실행 쓰레드와 연관된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 9개 쓰레드 컨텍스트를 포함하는 실시
예를 설명한다.

더 나아가, 실시예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0)가 2개에 달하는 VPE(virtual processing

elements)로서 구성될 수 있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사실상 MIPS32 또는 MIPS64

ISA(Instruction Set Architecture)를 준수하고, 사실상 MIPS PRA(Privileged Resource Architecture) 및
MIPS MT ASE(Multithreading Application Specific Extension)에서 특정된 코프로세서 0에 부응하는 쓰레드 제
어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표 1에서 CP0라고 하는, 제어 코프로세서 0를 포함한다.
개는 CP0 레지스터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된다.

표 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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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9]

[0040]
[0041]

이하에서는, 표 1에서 특정된 정책 관리자 인터페이스(628)의 특정 신호 중 일부가 부연될 것이다.

정책 관리

자(604)는 PM_TC_priority(652) 출력을 통해 디스패치 스케줄러(602)에 대한 개개 쓰레드 컨텍스트의 우선 순위
를 특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PM_TC_priority(652)는 2개 비트를 포함하고,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정책

관리자(604)가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4개의 상이한 우선 순위를 특정할 수 있게 한다.

정책 관리자(604)는,

각각의 PM_TC_block(654) 출력에 대해 참값을 발생시키는 것에 의해,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명령어를 발행하
는

것을

중단할

것을

디스패치

스케줄러(602)에

지시한다.

이와

같이,

정책

관리자(604)는,

PM_TC_priority(652) 및 PM_TC_block(654) 출력을 통해, 디스패치 스케줄러(602)가 다양한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명령어를 발행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0042]

프로세서 코어(606)는 PM_gclk(658)를 정책 관리자(604)에게 제공하고, 이로 인해, 정책 관리자(604)는
PM_gclk(658)에 기초해 PM_TC_priority(652)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개개

PM_TC_state(642) 입력을 통해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상태를 전달한다.
레드 컨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8개 상태 중 하나일 수 있다.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쓰

InActive: 쓰레드 컨텍스트가 실행 쓰레드와 현재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스패치 스케줄러(602)가 쓰레드 컨텍스트의 명령어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Active: 쓰레드 컨텍스트가 실행 쓰레드와 현재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른 차단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디스
패치 스케줄러(602)가 쓰레드 컨텍스트의 명령어를 발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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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벤트에 대해 차단되게 하는 yield 명령어를 실행하였으므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가 실행을 위해 쓰
레드 컨텍스트의 명령어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Halted: 쓰레드 컨텍스트가 쓰레드 컨텍스트 자체에 의해

또는 다른 쓰레드에 의해 중단되었으므로, 디스패치 스케줄러가 실행을 위해 쓰레드 컨텍스트의 명령어를 발행
하지 않을 수도 있다.

Suspended: 쓰레드가 DMT 또는 DVPE 명령어를 실행하였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100) 또는

VPE가 현재 예외를 서비스중이므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가 실행을 위해 쓰레드 컨텍스트의 명령어를 발행하
지 않을 수도 있다.

DMT 명령어는 VPE에 대한 멀티쓰레딩 동작을 보류한다.

세서(100)에 대한 멀티쓰레딩 동작을 보류한다.

DVPE 명령어는 전체 마이크로프로

Waiting on ITC: 쓰레드에 의해 실행된 로드/저장 명령어에 의

해 특정되는 쓰레드간 통신(ITC) 공간의 위치로부터/위치에 데이터를 로드/저장하기 위해 대기하면서 쓰레드 컨
텍스트가 차단되므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가 실행을 위해 쓰레드 컨텍스트의 명령어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Waiting due to WAIT: 쓰레드가,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까지 쓰레드 컨텍스트가 차단되게 하는 WAIT 명령

어를 실행하였으므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가 실행을 위해 쓰레드 컨텍스트의 명령어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Used as SRS: 쓰레드 컨텍스트 레지스터 세트가 쉐도우 레지스터 세트 동작을 위해 사용되므로 쓰레드

컨텍스트가 실행 쓰레드와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연관될 수 없기 때문에, 디스패치 스케줄러(602)가 쓰레드 컨
텍스트의 명령어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0043]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개개 PM_TC_inst_issued(646) 입력을 통해, 그것이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명령어
를 발행하였음을 정책 관리자(604)에게 전달한다.

실행 유닛(114)은, 개개 PM_TC_instr_committed(644) 입력

을 통해, 그것이 쓰레드 컨텍스트의 명령어를 커밋하였음을 정책 관리자(604)에게 전달한다.
PM_TC_instr_committed(644)

신호는

명령어의

실행이

완료되었음을

지시한다.

일 실시예에서,

다른

실시예에서,

PM_TC_instr_committed(644) 신호는, 명령어가 플러시되지 않을 것이, 즉, 궁극적으로 실행을 완료할 것이 보장
되지만, 아직까지는 완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현저한 특징은(salient point)은,

PM_TC_instr_committed(644) 입력이, 일부 명령어는 이론적으로 디스패치되고 결코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
로, (PM_TC_inst_issued 입력(646)에 의해 전달되는) 단지 디스패치된 명령어가 아닌, 실행된 명령어에 관한 정
보를 정책 관리자(604)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쓰레드는 특정 QoS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

로, 이것은 정책 관리자(604)에게 중요한 차이점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PM_TC_instr_committed 신호

(644)는 TC_instr_committed 신호(124)의 등록 버전(registered version)이다.

이와 같이, 프로세서 코어

(606)는, PM_TC_inst_issued(646), PM_TC_instr_committed(644), 및 PM_TC_state(642) 입력을 통해, 다양한 쓰
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명령어의 발행 및 실행에 관한 피드백 및 쓰레드 컨텍스트의 상태를 제공한다.
[0044]

일 실시예에서는,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도 정책 관리자(604)에게 완화 기능(relax function)을 제공하는데,
완화 기능의 목적은, 애플리케이션 쓰레드 컨텍스트가 완전한 프로세서 대역폭을 요구하지 않을 때, 마이크로프
로세서(100)가, 실제로 슬립(sleep)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능은, 마치 스케줄링된 추가 쓰레드 컨텍스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동작한다.

완화

그러나, 완화 쓰레드 컨텍스트

(relax thread context)가 발행을 위해 선택될 때,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명령어를 발행하지 않는다.

정책

관리자(604)는, 증분을 위해 RELAX_RATE를 사용하고 완화된 명령어 슬롯이 완료할 때 감분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후술되는 TC_LEVEL(918) 카운터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매 VPE에 대하여) RELAX_LEVEL 카운터를 유지
한다.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소프트웨어가 RELAX_RATE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TCSchedule

레지스터(902)와 유사한 VPESchedule 레지스터를 매 VPE마다 포함한다.

완화 기능은 표 1에서 특정된

PM_vpe_relax_enable

쓰레드

신호를

통해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되고,

완화

컨텍스트

우선

순위는

PM_vpe_relax_priority 신호를 통해 특정된다.
[0045]

일 실시예에서는,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도 정책 관리자(604)에게 예외 기능을 제공하는데, 예외 기능의 목적
은 예외 쓰레드 컨텍스트가 정규 쓰레드 컨텍스트(normal thread contexts)로부터 자신만의 독립적인 우선 순위
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책 관리자는, 증분을 위해 EXC_RATE를 사용하고 예외 명령어 슬롯이 완료할

때 감분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후술되는 TC_LEVEL(918) 카운터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EXC_LEVEL 카운터를 (매
VPE에 대하여) 유지한다.

VPE에 대해 예외 모드가 인에이블되고 예외가 취해질 때, 그 다음으로, VPE의 쓰레드

컨텍스트는 모두 예외 우선 순위(exception priority)로 설정될 것이다.
VPESchedule 레지스터를 통해 EXC_RATE를 특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는

예외 기능은 표 1에서 특정된 PM_vpe_exc_enable 신호를

통해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되고, 예외 쓰레드 컨텍스트 우선 순위는 PM_vpe_exc_priority 신호를 통해 특정
된다.
[0046]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도 2의 디스패치 스케줄러(602) 및 명령어/스키드 버퍼(106)와 연관된 명령어 선택 로직
(202)을 좀더 상세하게 예시하는 블록도가 도시된다.

명령어 선택 로직(202)은 비교기(714)에 의해 제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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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스(724;muxes)의 트리를 포함한다.
수신한다.

각각의 먹스(724)는 2개의 상이한 쓰레드 컨텍스트로부터 명령어(206)를

각각의 먹스(724)는 DS_TC_priority(208)와 연관된 명령어(206)도 수신한다.

각각의 먹스(724)와

연관된 비교기(714) 또한 2개의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한 쌍의 DS_TC_priority 신호를 수신하고 그것의 연관
된 먹스(724)를 제어하여 최고 DS_TC_priority(208)의 명령어(206) 및 DS_TC_priority(208)를 선택한다.

선택

된 명령어(206) 및 DS_TC_priority(208)는, 최종적인 먹스(724)가 실행 파이프라인으로의 제공을 위해 최고
DS_TC_priority(208)의 selected instruction(204)을 선택할 때까지, 트리 아래쪽으로 전파한다.
[0047]

도 3은 디스패치 스케줄러(602)의 로직, 즉, stalled 지시자(704), 발행가능한 명령어 로직(708), 및 라운드-로
빈 로직(712;round-robin logic)을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서, stalled 지시자(704) 및 발행가능한 명령어 로

직(708)은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가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DS_TC_priority(208)를 발생시키도록, 디
스패치

스케줄러(602)

내에서

반복된다.

대조적으로,

라운드-로빈

로직(712)은

각각의

가능한

PM_TC_priority(652)에 대해 한번씩 인스턴스화되어 각각의 PM_TC_priority(652)에 대한 라운드-로빈 지시자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도 3은, 정책 관리자(604)가 4개의 가능한 PM_TC_priority(652) 중 하나를 특정할 수

있는 실시예를 예시하고, 따라서, 라운드-로빈 로직(712)은 디스패치 스케줄러(602)에서 4번 인스턴스화되어 4
개의 개개 라운드-로빈 지시자를 발생시킨다.
[0048]

일 실시예에서, 라운드-로빈 지시자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0)의 매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하여 1개 비트를 포함
한다.
다.

그것의 개개 쓰레드 컨텍스트와 연관된 라운드-로빈 지시자의 비트는 라운드-로빈 비트(748)로서 제공된
라운드-로빈 비트(748)가 참이면, 현재 동일한 PM_TC_priority(652)의 나머지 쓰레드 컨텍스트 중에서, 그

것이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발행될 차례의 쓰레드 컨텍스트이다.
[0049]

발행가능한 명령어 로직(708)은 도 1의 실행 유닛(114)으로부터 비지연 이벤트 신호(128) 및 지연 이벤트 신호
(126)를, 도 2의 정책 관리자(604)로부터 PM_TC_block(654) 신호를, 명령어/스키드 버퍼(106)로부터 empty 신
호(318)를,

그리고

TC

상태(742)

신호를

수신한다.

PM_TC_state(642) 신호와 유사한 정보를 전달한다.

일

실시예에서,

TC

상태(742)

신호는

도

2의

발행가능한 명령어 로직(708)은, 쓰레드 컨텍스트를 식별하

는 지연 이벤트 신호(126)에 응답하여, stalled 지시자(704)를 지연된 쓰레드 컨텍스트를 마킹하도록 설정한다.
발행가능한 명령어 로직(708)은, 지연 이벤트(126)에 응답하여, 상태 또한 저장하여 지연의 이유를 기억한다.
반대로, 발행가능한 명령어 로직(708)은, 비지연 이벤트(128)가 지연의 이유과 관련되어 있으면, stalled 지시
자(704)를 비지연 이벤트 신호(128)에 응답하여 소거한다.
하여 발행가능한(746) 신호를 발생시킨다.

발행가능한 명령어 로직(708)은 그것의 입력에 응답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명령어/스키드 버퍼(106)의 판독 포인터에

의해 포인팅되는 명령어(206)가 발행가능하면, 발행가능한(746) 신호는 참이다.

일 실시예에서는, TC 상태 신

호(742)가, 쓰레드 컨텍스트가 Active 상태이며 (Halted, Waiting, Suspended, 또는 Yielded인 것과 같은) 다
른 조건에 의해 차단되지 않으면, 명령어는 발행가능하고, stalled 지시자(704)는 거짓이며, PM_TC_block(654)
및 empty(318) 신호는 거짓이다.
[0050]

발행가능한(746) 비트, PM_TC_priority(652) 비트, 및 라운드-로빈 비트(748)는 조합되어 DS_TC_priority(20
8)를 생성한다.
트(748)는
bits)이다.

도 3의 실시예에서, 발행가능한 비트(746)는 MSB(most significant bit)이고, 라운드-로빈 비

LSB(least

significant

bit)이며,

PM_TC_priority(652)는

2개의

MSB(middle

significant

관찰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발행가능한 비트(746)가 DS_TC_priority(652)의 MSB이기 때문에, 발행

불가능 명령어(non-issuable instruction)는 모든 발행가능한 명령어보다 낮은 우선 순위일 것이다.

반대로,

하나 이상의 쓰레드 컨텍스트가 발행가능한 명령어를 가지며 동일한 최고 PM_TC_priority(652)를 가지면, 라운
드-로빈 비트(748)는 쓰레드를 선택하는데만 사용된다.
[0051]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도 3의 디스패치 스케줄러(602)의 동작을 예시하는 흐름도가 도시된다.
흐름은 블록 802에서 시작된다.

[0052]

블록 802에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각각의 PM_TC_priority(652)에 대해 각각의 라운드-로빈 지시자를 초
기화한다.

[0053]

흐름은 블록 804로 진행한다.

블록 804에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쓰레드 컨텍스트가 발행가능한 명령
어(206)를 갖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다시 말해,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발행가능한 명령어 로직

(708)은 발행가능한(746) 신호에 대한 값을 발생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발행가능한 명령어 로직(708)은, TC

상태 신호(742)가, 쓰레드 컨텍스트가 Active 상태에 있으며 (Halted, Waiting, Suspended, 또는 Yielded인 것
과 같은) 다른 조건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고 지시하는 경우에만, 발행가능한(746) 신호에 대해 참 신호를 발
생시키고, stalled 지시자(704)는 거짓이며, PM_TC_block(654) 및 empty(318) 신호는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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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806)으로 진행한다.
[0054]

판정 블록 806에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쓰레드 컨텍스트 각각을 위한 발행가능한(746) 신호를 검사하는
것에 의해, 발행가능한 명령어(126)를 가진 임의의 쓰레드 컨텍스트의 존재 여부를 판정한다.
않으면,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807)로 진입된다.
소정의 하우스키핑 태스크가 수행된다.

존재하지

일부 실시예에서는, 저전력 슬립 모드로 진입하기 전에,

예를 들어, 하우스키핑 태스크는 보류중인 트랜잭션을 버퍼로부터 플러

시하는 단계 또는 장기 실행 동작(예를 들어, divides)을 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드는 감소된 임의의 전력 상태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저전력 슬립 모

일 실시예에서, 저전력 슬립 모드는, 어떤 파이프라인

동작도 수행하지 않는 것에 의해 감소된 전력을 실현한다.
[0055]

그 다음, 흐름은, 하나 이상의 쓰레드 컨텍스트가 발행가능한 명령어를 가질 때까지, 블록 804로 복귀한다.

발

행가능한 명령어의 존재시에, 필요하다면,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는 탈출된다(808).
[0056]

블록 810에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쓰레드 컨텍스트의 발행가능한(746) 비트, 쓰레드 컨텍스트의
PM_TC_priority(652), 및 쓰레드 컨텍스트의 PM_TC_priority(652)의 라운드-로빈 비트(748)에 기초해, 쓰레드
컨텍스트 각각의 명령어(206)에 대한 DS_TC_priority(208)를 발생시킨다.

[0057]

흐름은 블록 812로 진행한다.

블록 812에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최고 DS_TC_priority(208)의 명령어(206)를 발행한다.

다시 말해,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발행가능한 명령어를 가진 그리고 최고 PM_TC_priority(652)를 가진 쓰레드 컨텍스트
로부터 명령어를 발행한다.

다수 쓰레드 컨텍스트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쓰레드

컨텍스트의 PM_TC_priority(652)에 대한 라운드-로빈 비트(748)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이, 발행할 차례인 쓰
레드 컨텍스트로부터 명령어를 발행한다.
[0058]

흐름은 블록 814로 진행한다.

블록 814에서, 라운드-로빈 로직(712)은, 명령어가 발행되도록 선택된 쓰레드 컨텍스트의 그것에 기초해,
PM_TC_priority(652)에 대한 라운드-로빈 지시자를 업데이트한다.

[0059]

흐름은 블록 804로 복귀한다.

이와 같이, 도 4는, 본 발명이 자동으로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로 진입하기 위한 기술을 포함한다는 것을 예
시한다.

간단한 기준(즉, 쓰레드의 차단 상태)에 기초해 이 모드로 진입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한 제어 기술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복잡

더 나아가, 디폴트 저전력 슬립 모드는 전력 보존을 초래하지만, 모든 쓰레드가

이미 차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프로세서 성능을 열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에도 주목한다.
[0060]

본 발명의 다양한 구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 구현에서는, 모든 유닛이 휴지 상태이고 실행가능한 쓰레드

컨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최상위 클록 게터(top level clock gater)만이 클록을 셧다운(shut down)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MIPS32 34K Processor Core Family Instruction Set로부터의 명령어를 사용해, 다음의 조건
중: WAIT 명령어가 실행되고, yield 명령어가 실행되며, Halt 비트가 설정되고, free 비트는 설정되지 않으며,
쓰레드 컨텍스트는 ITC 액세스를 대기중이라는 조건 중 어떤 것도 충족되지 않을 때, 쓰레드 컨텍스트는 실행가
능한하다는 것이 개시된다.

이 실시예는, yield 및 ITC 인터페이스의 로직 중 적어도 일부가 자유-실행(free-

running) 프로세서 클록(예를 들어, gfclk) 상태에 해당됨으로써, 그 블록에서의 외부 활동이 코어를 깨울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0061]

이제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도 2의 정책 관리자(604) 및 TCSchedule 레지스터(902)를 예시하는 블록
도가 도시된다.

[0062]

마이크로프로세서(100)는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TCSchedule 레지스터(902)를 포함한다.

TCSchedule

레지스터(902)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능하고, 소프트웨어가 정책 관리자(604)에게 쓰레드 스케줄링 힌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TCSchedule 레지스터(902)는 도 2 및 표 1과 관련하여 앞서

논의된 코프로세서 0 레지스터 내에, 특히, 정책 관리자(604) 내에 포함된다.
필드:

TC_LEVEL_PARAM1(908),

PRIO(916)를

포함한다.

TCSchedule 레지스터(902)는 6개

TC_LEVEL_PARAM2(906), TC_LEVEL_PARAM3(904), TC_RATE(912), OV(914), 및
도

5의

실시예에서,

TC_LEVEL_PARAM1(908),

TC_LEVEL_PARAM2(906),

TC_LEVEL_PARAM3(904), 및 TC_RATE(912) 필드는 4개 비트를 포함하고, PRIO(916) 필드는 2개 비트를 포함하며,
OV(914) 필드는 단일 비트이다.
[0063]

도 5에 도시된 정책 관리자(604) 로직은 제어 로직(924); 그것의 출력을 제어 로직(924)에 제공하도록 결합되는
비교기(922); 그것의 출력을 비교기(922)로의 입력으로서 제공하도록 결합되는 TC_LEVEL(918) 레지스터; 및 그
것의 출력을 TC_LEVEL(918) 레지스터로의 입력으로서 제공하도록 결합되는 3개의 입력 먹스(926)를 포함한다.
먹스(926)는, 그것의 제1 입력에서, 정확한 값을 보존하기 위한 TC_LEVEL(918) 레지스터의 출력을 수신한다.
먹스(926)는 그것의 제2 입력에서, 그것의 입력이 TC_LEVEL(918) 레지스터의 출력인 감분기(932)의 출력을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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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먹스(926)는 그것의 제3 입력에서, 그것의 입력이, TC_LEVEL(918) 레지스터의 출력 및 TC_RATE(912)를

2만큼

곱셈한

곱셈기(938)의

출력을

덧셈하는

덧셈기(936)의

출력인

증분기(934)의

출력을

수신한다.

TC_RATE(912)는 쓰레드 컨텍스트의 소정 실행 속도, 즉, 매 단위 시간당 완료될 명령어 수의 지시이다.

도 5의

실시예에서, TC_RATE(912)는, 매 16 클록 사이클마다 완료되어야 할, 쓰레드의 명령어 수를 지시한다.

방금 열

거된 로직은 도 5에서 한번씩만 도시되지만, 이 로직은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정책 관리자(604) 내에
서 반복되어,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PM_TC_block(654) 및 PM_TC_priority(652) 신호를 발생시키고,
PM_TC_state(642), PM_TC_inst_committed(644), PM_TC_inst_issued(646), 및 PM_gclk(658) 신호를 수신한다.
[0064]

정책 관리자(604)는 변경된 리키-버킷 알고리즘(leaky-bucket algorithm)을 이용해 스케줄러(108)의 고급 쓰레
드 스케줄링 정책을 실현한다.

TC_LEVEL(918) 레지스터는 버킷 내의 수위와 유사하다.

TC_LEVEL(918)은 본질

적으로, 쓰레드 컨텍스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량(amount of work)의 측정이다.
TC_LEVEL(918) 레지스터는 0으로 초기화된 12-비트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입력을 선택하는지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928)을 발생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제어 로직(924)은 먹스(926)가 어떤

매 32 클록 사이클마다, 먹스(926)는

TC_LEVEL(918) 레지스터에 저장하기 위한 증분기(936)의 출력을 선택하는데, 이는, TC_LEVEL(918)을 (TC_RATE
* 2 + 1)의 양만큼 증가시킨다.

일 실시예에서는, TC_RATE(912)에 기초해, TC_LEVEL(918) 업데이트 사이의 클

록 사이클 수도 프로그램 가능하다.

다른 클록 사이클에서, PM_TC_instr_committed 신호(644)가 쓰레드 컨텍스

트에 대한 명령어가 실행을 위해 커밋되었음을 지시하면, 먹스(926)는 TC_LEVEL(918)을 감분하기 위한 감분기
(932)의 출력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는, 쓰레드의 TCSchedule 레지스터(902)의 값을 조정하는 것

에 의해, 쓰레드 컨텍스트의 버킷에서의 가상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 5의 실시예에서, TC_RATE(912)

의 값은, 마이크로프로세서(100)가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실행하고자 하는, 매 16 클록 사이클마다의 명령어
수를 지시한다.
[0065]

리키 버킷에서의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물을 좀더 높은 속도에서 새게 하는 수압도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TC_LEVEL_PARAM 필드(904/906/908)는 가상 수압 범위를 정의하는 단조 증가 값(monotonically increasing
values)으로써 프로그램된다.

비교기(922)는 TC_LEVEL(918)을 TC_LEVEL_PARAM(904/906/908)과 비교하고 그것

의 결과를 제어 로직(924)에 제공하는데, 제어 로직(924)은, TC_LEVEL(918)이 해당되는 가상 수압 범위에 기초
해, PM_TC_priority(652)를 발생시킨다.

도 5의 리키-버킷에 의해 예시되는 바와 같이, TC_LEVEL(918)의 최대

유효 니블(most significant nibble)이 TC_LEVEL_PARAM3(904) 값을 초과하면, 제어 로직(924)은 3(최고 우선
순위)의 PM_TC_priority(652) 값을 발생시키고; TC_LEVEL(918)의 최대 유효 니블이 TC_LEVEL_PARAM3(904) 값과
TC_LEVEL_PARAM2(906)

값

사이이면,

제어

로직(924)은

2의

PM_TC_priority(652)

값을

발생시키며;

TC_LEVEL(918)의 최대 유효 니블이 TC_LEVEL_PARAM2(906) 값과 TC_LEVEL_PARAM1(908) 값 사이이면, 제어 로직
(924)은 1의 PM_TC_priority(652) 값을 발생시키고; TC_LEVEL(918)의 최대 유효 니블이 TC_LEVEL_PARAM1(908)
값 미만이면, 제어 로직(924)은 0(최저 우선 순위)의 PM_TC_priority(652) 값을 발생시킨다.

유사하게,

PM_TC_priority(652) 레벨을 증가시키는 것은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명령어를 발행하기 위한 디스패치 스케줄
러(602)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 한편, PM_TC_priority(652) 레벨을 감소시키는 것은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명령어를 발행하기 위한 디스패치 스케줄러(602)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킨다.
[0066]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프로세서(100)를 사용하는 일부 실시예들에서, 상이한 쓰레드는, TC_RATE(912)
필드를 사용해 프로그램 가능한 상이한 명령어 실행 속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상이한 쓰레드는 상

이한 해상도(resolutions), 즉, 명령어 실행 속도가 측정되는 시간 간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일부

쓰레드는, 어쩌면 높은 실행 속도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최소 시간 간격이 지나도록 명령어 실행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쓰레드는 특정 QoS를 요구한다.

도 5 및 그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관찰될 수 있는 바와

같이, TC_LEVEL_PARAM(904/906/908)은 각각의 쓰레드에 대해 요구되는 해상도를 실현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비교적 서로 근접한 TC_LEVEL_PARAM(904/906/908)을 할당하는 것에 의해, 좀더 높은 해상도가 실현될 수 있는
반면, 비교적 멀리 떨어진 TC_LEVEL_PARAM(904/906/908)을 할당하는 것은 좀더 낮은 해상도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는,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가 명령어 실행 속도에 대해 필요한 해상도를 실현하도록
TC_LEVEL_PARAM(904/906/908)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 정책 관리자(604)를 통해 소정 QoS를 실현할 수도 있다.
[0067]

OV 비트(914)가 설정되면, 제어 로직(924)은 TC_LEVEL_PARAM(904/906/908), TC_RATE(912), 및 TC_LEVEL(918)의
값을 무시하는 대신, PRIO 필드(916)에서 특정된 값과 동일한 PM_TC_priority(652) 신호에 대한 값을 발생시킨
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는 리키-버킷 정책을 우회하여, 필요하다면, 쓰레드 컨텍스트 중 하나 이상의 우선

순위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
[0068]

일 실시예에서, TC_LEVEL(918)이 소정 클록 사이클 수 동안 그것의 최대값으로 포화하면, 마이크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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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는, 특히, TCSchedule 레지스터(902) 중 하나 이상에서의 값을 변경하는 것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좀더 높
은 레벨에서 쓰레드 스케줄링을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터럽트를 시그널링한다.

일 실시예에서,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마스크될 수도 있다.
[0069]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0) 명령어 세트는, 쓰레드 컨텍스트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쓰레
드 컨텍스트에 대해 명령어를 발행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스케줄러(108)에 지시하기 위해 실행할 수도 있는
yield 명령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쓰레드가 YIELD될 때, 정책 관리자(604)는 쓰레드의 TC_LEVEL(918)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디스에이블함으로써, 쓰레드가 YIELD 해제(unYIELD)될 때까지, 쓰레드의 PM_TC_priority
는 보존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쓰레드의 PM_TC_priority가 증가하게 하는 것과

유사하게, 쓰레드의 TC_LEVEL(918)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그에 따라, 쓰레드가 YIELD 해제될 때, 쓰레드는
일시적으로 높은 우선 순위를 가져 반드시 쓰레드가 쓰레드의 펌프를 시동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일 실시예

에서, YIELD된 쓰레드에 대한 정책 관리자(604)의 거동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프로그램 가능하다.
[0070]

특정 수의 비트가 PM_TC_priority(652), TC_LEVEL_PARAM(904/906/908), TC_RATE(912), TC_LEVEL(918) 등을 특
정하는데 사용되는 실시예가 설명되지만, 스케줄러(108)는 어떤 식으로든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값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스케줄러(108)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0)가 사용될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상이한 여러 개의 비트, 우선 순위, 레벨, 속도 등을 사용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더 나아가, 변경된 리키-버킷 쓰레드 스케줄링 정책을 이용하는 정책 관리자(604)가 설명되었지만,

정책 관리자(604)는, 여전히 분기형 스케줄러(108)의 이점을 향유하면서, 다양한 쓰레드 스케줄링 정책 중 어떤
것이든 이용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정책 관리자

(604)는, 모든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PM_TC_priority(652) 출력이 동일한 값으로 고정되는 간단한 라운드-로
빈 쓰레드 스케줄링 정책을 이용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

시분할 방식으로, PM_TC_priority(652) 출력이 쓰레드 컨텍스트의 TCSchedule 레지스터(902)에서 특정된 다수의
연속적인

클록

사이클

동안

하나의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최고

우선

순위로

상승된

다음,

PM_TC_priority(652) 출력이 쓰레드 컨텍스트의 TCSchedule 레지스터(902)에서 특정된, 어쩌면 상이한, 다수의
연속적인 클록 사이클 동안 다른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한 최고 우선 순위로 상승되는 식의 시분할 쓰레드 스케
줄링 정책을 이용한다.
[0071]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0) 명령어 세트는 이용가능한 쓰레드 컨텍스트를 할당하고 새롭게 할당된
쓰레드 컨텍스트 내에서 새로운 쓰레드의 실행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FORK 명령어를 포함한다.
쓰레드

컨텍스트가

새로운

쓰레드

컨텍스트를

FORK할

때,

부모

쓰레드

일 실시예에서,

컨텍스트(parent

TC)에

대한

TC_RATE(912)는 부모 쓰레드 컨텍스트 자체와 자식 쓰레드 컨텍스트(child TC) 사이에서 균일하게 분할되는데,
다시 말해, 새로운 TC_RATE(912)는 2만큼 나누어진 예전의 TC_RATE(912)이다.

이것은, 쓰레드 컨텍스트가 원래

할당된 것보다 많은 프로세싱 대역폭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점을 가진다.
[0072]

상기한 바로부터 관찰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케줄러(108)를 분기하는 것은 프로세서 코어(606)에 포함되는 디
스패치 스케줄러(602)가 비교적 간단해질 수 있게 하며, 이로 인해, 디스패치 스케줄러(602)는 면적 및 전력의
관점에서 비교적 작아질 수 있고 쓰레드 스케줄링 정책의 애플리케이션 특정 복잡도를 프로세서 코어(606) 외부
의 정책 관리자(604)에게 맡긴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복잡한 정책 관리자(604)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

로, 여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스케줄러(108)가 분기되지 않았다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부과되었을 추
가 면적 및 전력 요구 사항의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는 유용하다.
[0073]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도 5의 정책 관리자(604)의 동작을 예시하는 블록도가 도시된다.

동작

이 도 6에서는 단일 쓰레드 컨텍스트에 대해서만 도시되지만, 도 6에서 특정된 동작은 각각의 쓰레드 컨텍스트
에 대한 정책 관리자(604) 내에서 발생한다.

흐름은 블록 1002에서 시작한다.

[0074]

블록 1002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TC_LEVEL(918)을 0으로 초기화한다.

[0075]

블록 1004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PM_gclk(658)의 1개 사이클을 대기한다.

흐름은 블록 1004로 진행한다.
흐름은 판정 블록 1006으로 진행

한다.
[0076]

판정 블록 1006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흐름이 판정 블록 1006에 도달한 마지막 시점 이후로 32개
PM_gclk(658)가 똑딱거리며 지나갔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지나가지 않았다면, 흐름은 판정 블록 1012로 진행

하고; 지나갔다면, 흐름은 블록 1008로 진행한다.
[0077]

블록 1008에서, TC_LEVEL(918)은 TC_RATE(912) 값의 2배 + 1만큼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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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078]

판정 블록 1012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PM_TC_instr_committed(644)가 참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참이 아

니라면, 흐름은 판정 블록 1016으로 진행하고; 참이라면, 흐름은 블록 1014로 진행한다.
[0079]

블록 1014에서, TC_LEVEL(918)은 감분된다.

[0080]

판정 블록 1016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OV 비트(914)의 설정 여부를 판정한다.

흐름은 판정 블록 1016으로 진행한다.
설정되지 않았다면, 흐름은

판정 블록 1022로 진행하고; 설정되었다면, 흐름은 블록 1018로 진행한다.
[0081]

블록 1018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PRIO(916) 필드의 값과 동일한 PM_TC_priority(652)에 대한 값을 발생시킨
다.

[0082]

흐름은 블록 1004로 복귀한다.

판정 블록 1022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TC_LEVEL(918)이 TC_LEVEL_PARAM3(904) 값보다 큰지를 판정한다.
크지 않다면, 흐름은 판정 블록 1026으로 진행하고; 크다면, 흐름은 블록 1024로 진행한다.

[0083]

블록 1024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PM_TC_priority(652)에 대해 3(최고 우선 순위)의 값을 발생시킨다.

흐름

은 블록 1004로 복귀한다.
[0084]

판정 블록 1026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TC_LEVEL(918)이 TC_LEVEL_PARAM2(906) 값보다 큰지를 판정한다.
크지 않다면, 흐름은 판정 블록 1032로 진행하고; 크다면, 흐름은 블록 1028로 진행한다.

[0085]

블록 1028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PM_TC_priority(652)에 대해 2의 값을 발생시킨다.

흐름은 블록 1004로

복귀한다.
[0086]

판정 블록 1032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TC_LEVEL(918)이 TC_LEVELJP ARAM1(908) 값보다 큰지를 판정한다.
크지 않다면, 흐름은 블록 1036으로 진행하고; 크다면, 흐름은 블록 1034로 진행한다.

[0087]

블록 1034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PM_TC_priority(652)에 대해 1의 값을 발생시킨다.

흐름은 블록 1004로

복귀한다.
[0088]

블록 1036에서, 정책 관리자(604)는 PM_TC_priority(652)에 대해 0(최저 우선 순위)의 값을 발생시킨다.

흐름

은 블록 1004로 복귀한다.
[0089]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가 상술되었지만, 이것은, 제한이 아닌, 일례로써 제시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된 컴퓨터 업계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형태 및 세부 사항에

서의 다양한 변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0090]

예를 들어, (예를 들어, "CPU(Central Processing Unit)",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DSP(digital
signal processor), 프로세서 코어, "SOC( System on Chip)", 또는 임의의 다른 프로그램 가능 디바이스 내에
또는 거기에 결합된) 하드웨어로 구현된 저전력 가상 쓰레드 이외에, 구현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저장하
도록 구성된 컴퓨터 사용 가능(예를 들어, 판독가능한) 매체에 배치된 소프트웨어(예를 들어, 소스, 오브젝트,
또는 기계어와 같은, 임의 형태로 배치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코드, 프로그램 코드, 명령어 및/또는 데이터)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설명된 장치 및 방법의 기능, 가공, 모델링,

시뮬레이션, 설명 및/또는 테스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예를

들어, C, C++), GDSII 데이터베이스, Verilog HDL, VHDL 등을 포함하는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s),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회로(즉, 스케매틱(schematic)) 캡처 도구의 사용을 통
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자기 디스크, 광학 디스크(예를 들어, CD-ROM, DVD-ROM 등)

를 포함하는 임의의 공지 컴퓨터 사용 가능 매체에 그리고 컴퓨터 사용 가능(예를 들어, 판독가능한) 전송 매체
(예를 들어, 반송파 또는 디지털, 광학, 또는 아날로그-기반 매체를 포함하는 임의의 다른 매체)에서의 구체화
된 컴퓨터 데이터 신호로서 배치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포함하는 통신 네

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0091]

여기에서

설명된

장치

및

방법은,

(예를

들어,

HDL로

구체화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코어와

같은,

SIP(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코어에 포함될 수 있고 집적 회로의 생산시에 하드웨어로 변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웨어의 조합으로서 구체화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설명되는 장치 및 방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
따라서, 본 발명이 상술된 예시적 실시예 중 어떤 것으로 제한되어서

는 안되며, 다음의 청구항 및 그것의 등가물에 따라서만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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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0]

본 발명은, 첨부 도면들과 함께 고려되는 다음의 상세한 설명과 관련하여 더욱 완전히 이해된다.

[0011]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멀티쓰레딩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예시하는 도면.

[0012]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이용되는, 디스패치(dispatch) 스케줄러 및 정책 관리자(policy manager)를
포함하는, 분기형 스케줄러를 예시하는 도면.

[0013]

도 3은 도 2의 분기형 스케줄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디스패치 스케줄러를 예시하는 도면.

[0014]

도 4는 도 3의 디스패치 스케줄러와 연관된 프로세싱 동작을 예시하는 도면.

[0015]

도 5는 도 2의 분기형 스케줄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정책 관리자를 예시하는 도면.

[0016]

도 6은 도 5의 정책 관리자와 연관된 프로세싱 동작을 예시하는 도면.

[0017]

유사한 참조 번호들은 몇몇 도면 전체에 걸쳐 대응되는 부분들에 적용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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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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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 18 -

등록특허 10-1100470

도면4

- 19 -

등록특허 10-1100470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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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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