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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IMD 머신의 실행 파이프라인에서 인스트럭션들은 바람직하기로는 인스트럭션 디코드 단계에서 모니터된
다.  1/x 또는 1/sqrt(x) 역수 연산 검출시, 데이터 부분들은 주어진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로직으로 전
송된다.  전송된 인스트럭션의 부분들은 x의 데이터 값과 결과가 기록될 타겟 어드레스(또는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로직은 산술 유닛에 의한 반복 처리를 위한 n비트 시드를 발생하며, 각각의 SIMD 프로세서에
서 룩업 표들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를 제거한다.

대표도

도2b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그래픽 프로세싱 시스템의 블록도,

도 2a는 도 1의 그래픽 서브시스템 블록을 보다 상세히 도시한 도면,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하나의 SIMD 프로세서를 예시하는 간략화된 블록도,

도 3은 그래픽 프로세싱에 적합한 통상적인 SIMD 머신의 고급 블록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SIMD 머신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뉴톤 랩슨 식을 그래프적으로 해석한 도면,

도 6은 32비트 부동소수점 수의 표시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입력 및 출력의 부동 소수점 표시를 도시한 도면,

도 8a는 역수 연산을 위한 논리 흐름도,

도 8b는 본 발명에 따른 역수 연산을 위한 시드 발생을 도시하는 로직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가능한 객체들을 표현하기 위해 그래픽 관련 계산들을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 특히, 그래픽 관련 계산들을 수행하는 단일 인스트럭션 복수 데이터(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SIMD) 프로세서들에 관한 것이다.

도 3 및 4를 참조하면, SIMD 머신에서 몇 개의 프로세서들(예를 들면, P0 내지 P3)이 상이한 데이터에 대
해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실행한다.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는 메모리(1)로부터 인출되어,  메모리 제어기
(2), 공유 버스 또는 크로스바 스위치 장치(3), 인스트럭션·데이터 디스패치 및 수집기(4)를 통해 프로
세서에 입력된다.  그리고 나서, 프로세서들은 매우 촘촘히 동작하여, 인스트럭션에 따라, 그들의 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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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겟 레지스터로 또는 메모리(1)로 출력한다.  임의의 프로세서는 자신의 마스크 비트(a mask bit)를 
세트함으로써 계산에서 빠질 수도 있다.  통상, 각 프로세서는 자체적인 레지스터 세트를 갖는다.  이들 
프로세서는 별도의 장치들로서 구현될 수도 있고, 단일 칩에 통합될 수도 있다.

SIMD 머신은 그래픽 시스템의 기하학적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구현시에, (기하학적 처리
가 수행될) 정점들은 SIMD 머신의 프로세서에 제각기 대응하는 그룹들로 분할된다.  메모리 제어기(2)는 
기하학적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메모리(1)로부터 할당된 프로세서(P0-P3)로 정점 데이터(x, y, z, w 좌
표들, Nx, Ny, Nz, 법선 좌표들)를 로딩한다.  할당된 프로세서는 이 정점 데이터에 대해 기하학적 처리
(예를 들면, 좌표 변환, 조명(lighting), 클리핑(clipping), 원근 투사(perspective projection))를 수행
한다.  통상, 1/x 역수 연산은, 정점의 원근 투사를 위해, 텍스쳐 매핑 계산(texture mapping 
calculations)을  위해,  그리고  컬러와,  텍스쳐  좌표들,  알파(alpha)(투명도(transparency))  및 심도
(depth)와 같은 다른 파라미터 기울기(slope) 계산을 위해 사용된다.  1/sqrt(x) 역수 연산은 정점 법선, 
라이트 벡터들 등의 정규화에 사용된다.

1/x 및 1/sqrt(x) 연산들은 제각기 두 단계들, 즉, 시드(즉, 초기 추정) 단계(seed phase)와 정련 단계
(refinement phase)로 나뉘며, 이들은 제각기 시드 인스트럭션 및 정련 인스트럭션으로 지칭된다.  정련 
단계는 소망하는 결과의 정확도에 따라 몇 개의 정련 인스트럭션을 가질 수 있다.  1/x에 대한 처리 순차
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처리 순차는 다른 통상의 인스트럭션들에 선행하거나 후속될 수도 있다.

1/x 및  연산은 그래픽 파이프라인의 기하학적 처리 부분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며, 이들을 실행하는 
데는 상당량의 처리 시간과 자원이 소비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x 연산은 기하학적 객체들의 원근 투사에 사용될 수 있고,  연산은 조명 
계산들을 수행하는데 이용되는 벡터들을 정규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연산은 하나의 정점에 대해 
적어도 한 번 실행되며, 전체 정점 처리 시간중 대략 총 20%를 소비(이를 목적으로 특수 기법이 전혀 사
용되지 않은 경우)한다.  원근 보정 텍스쳐 매핑(perspective correct texture mapping)이 또한 수행되는 
경우, 이 지수는 전체 처리 시간의 30%까지 상승한다.  따라서, 기하학적 파이프라인에서 정점 처리 속도

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x 및  연산들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래의 경우, 1/x 및 1/sqrt 계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ROM을 사용한 룩업 표(lookup table)를 채용한 
것이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각 표의 방대한 사이즈로 인해 SIMD 아키텍처에는 효과적이지 못
하다.

미국  특허  제  5,457,779  호에서  하벨(Harvell)은  컴퓨터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통상의  SIMD 
머신, 특히, 4 프로세서 또는 기하학적 엔진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이 특허의 칼럼 3에 앞서 설명된 
1/x 계산이 언급되어 있다.

컴퓨터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복잡한 기하학적 객체들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총 처리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1/x 및 1/sqrt(x) 연산들을 실행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법을 제공하는 것이 소망됨을 이
해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오랫동안 소망되어 온 필요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 1 목적 및 장점은 1/x 및 1/sqrt(x)의 수학적 연산들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된 기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은 ROM을 이용한 룩업 표가 필요없이 1/x 및 1/sqrt(x) 함수들의 계산을 돕
기 위한 하드웨어 기반 기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르면, SIMD 머신의 실행 파이프라인내의 인스트럭션들이 바람직하기로는 인스트럭션 디코드 
단계에서 모니터된다.  1/x 또는 1/sqrt(x) 시드 인스트럭션 검출시, 인스트럭션 부분들이 주어진 인스트
럭션을 수행하는 조합 로직으로 전송된다.  이 전송된 인스트럭션 부분들은 x의 데이터 값과, 결과가 기
록될 타겟 어드레스(또는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1/x 및 1/sqrt(x) 시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조합 로
직이 이하에 상세히 설명된다.

1/x 및 1/sqrt(x)용 시드 인스트럭션은 전형적으로 소스 레지스터 및 타겟 레지스터를 갖는다.  다음 인
스트럭션이 현재 인스트럭션의 결과에 의존하는 경우, 일단 인스트럭션이 송출되면, 머신은 다음 인스트
럭션을 송출하기 전에 현재 인스트럭션이 완료되기를 기다린다.  다른 경우에, 프로세서가 수퍼스칼러
(superscalar)(둘 이상의 산술 유닛을 가짐) 머신이면 다음 인스트럭션은 각 프로세서의 다른 유닛으로 
송출될 수 있다.  시드 인스트럭션이 디코딩된 후, 각각의 프로세서에 대응하는 x 값이 인스트럭션내에 
지정된 소스 레지스터에 위치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시드 로직은 타겟 레지스터에 시드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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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종료시에 각각의 프로세서는 자신의 x 값에 대한 시드를 갖고 있게 된다.  다음 단계는 이 시
드를 사용하여 근사치를 정련해서 더욱 정확한 결과를 획득하는 반복 단계이다.  정련 인스트럭션은 시드 
인스트럭션으로부터의 결과를 사용하여, 이후 설명되는 바와 같이 정련 동작을 수행한다.  일단 필요한 
정련이 수행되면, 프로세서들은 정련 인스트럭션에 후속하여 다른 인스트럭션들을 실행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이상의 측면 및 다른 측면들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그래픽 프로세싱 시스템(100)의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도 1에 도시된다.  도
시된 바와 같이, 이 그래픽 프로세싱 시스템(100)은 시스템 버스(106)를 통해 시스템 메모리(104)에 결합
된 시스템 제어 프로세서(102)를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104)는 하나 이상의 3차원 모델들/화면들에 
포함된 객체들을 정의하는 그래픽 데이터를 저장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RAM)를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104)는 또한, 메모리(104)에 저장된 그래픽 데이터로 정의되는 3차원 모델들/
화면들을 통해 진행하거나 또는 그들을 수정하기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user-interface)를 제공하는, 
시스템 제어 프로세서(102)상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각각의 객체를 정의하는 
그래픽 데이터는 기본형상(primitive)의 좌표 및 속성(예를 들면, 컬러)을 포함한다.  이들 기본형상은 
입방체, 선 또는 면과 같은 기하학적 개체이다.  대표적으로 이 기본형상은 3개의 정점으로 정의되는 삼
각형이다.  이 경우, 시스템 메모리(104)는 3차원 화면을 이루는 객체들의 면들을 정의하는 삼각형들에 
대한 정점들의 순서화된 리스트를 포함한다.  또한, 시스템 메모리(104)는 각각의 기본형상에 대응하는 
기본형상 식별자 리스트와 이 기본형상들이 어떻게, 어디에 디스플레이될 것인지를 지정하는 변환 매트릭
스들을 저장할 수 있다.  입/출력(input/output;I/O) 장치(108)는 시스템 버스(106)를 통해 시스템 제어 
프로세서(102)에 인터페이스한다.  이들 I/O 장치(108)는 텍스트 입력용의 키보드, 템플릿 또는 터치 패
드와, 사용자 입력용의 마우스, 트랙볼 또는 라이트 펜과 같은 포인팅 장치와, 음성 입력용의 음성 인식
장치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래픽 프로세싱 시스템(100)은 또한 시스템 버스(106)를 통해 시스템 메모리(104)에 인터페이스하는 그
래픽 서브시스템(110)을 포함한다.  이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본 발명의 교시에 가장 많이 관련된 것
으로 도 2a에 보다 상세히 도시된다.  전반적으로,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디스플레이 장치(112)의 디
스플레이 영역에 화소들의 어레이로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시스템 메모리(104)에 저장된 그래픽 데이
터를 제공하도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커맨드하에 동작한다.  이 디스플레이 장치(112)는 화
소들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래스터 스캔 기법 또는 액정 디스플레이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픽 
서브시스템(11)에 의해 발생된 화소 데이터는 디지탈 형태이며, 통상 디스플레이 장치(112)는 아날로그 
형태의 화소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 경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digital-to-analog 
converter;DAC)(114)가 그래픽 서브시스템(110)과 디스플레이 장치(112) 사이에 위치되어, 화소 데이터를 
디지탈 형태로부터 디스플레이 장치(112)를 구동하기에 적합한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한다.

본 발명의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이후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래머블 시퀀서, 메모리, 정수 프로세싱 유닛(들) 및 부동 소수점 유닛(들)을 포함하는 게이트 어레
이 또는 칩 세트를 이용하여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본 명
세서에서 전체로서 참조로 인용된 미국 특허 제 4,876,644 호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병렬 및/또는 파이프라
인형 아키텍처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프로세서와 함께 소프트웨어적
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이 때 프로세서는 통상의 범용 프로세서일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템 
제어(호스트) 프로세서의 일부이거나 호스트 프로세서(102)와 일체화된 코프로세서의 일부일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2a를 참조하면,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자신의 동작을 감독하는 제어 유닛 또는 
그래픽 제어 프로세서(110b)를 포함한다.  임의의 장면을 표시하라는 그래픽 명령 수신시, 제어 유닛 또
는  그래픽  제어  프로세서(110b)는  그래픽  명령들과  연관된  그래픽  데이터를  렌더링  엔진(rendering 
engine) 또는 기하학적 서브시스템(110c)으로 보낸다.  렌더링 엔진(110c)은 그래픽 명령들과 연관된 그
래픽 데이터를 모델 좌표계(model coordinate system)로부터 화면 좌표계(a view coordinate system)로 
변환하며, 사전결정된 화면 크기로 그래픽 데이터를 클리핑한다.  또한, 적용될 음영 알고리즘(shading 
algorithm)에 따라, 다양한 위치들(즉, 기본형상의 정점들 및/또는 주어진 기본형상에 의해 커버되는 화
소들)에서 일루미네이션 모델(illumination model)이 산출된다.  그리고 나서, 변환 및 클리핑된 그래픽 
데이터는, 변환된 기본형상을 화소들로 변환하고 통상 각 화소에서의 각 기본형상의 기여도를 저장하는 
래스터화 단계(110d)로 보내진다.  렌더링 엔진(110c)은 다양한 아키텍처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아
키텍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폴리(Foley) 등의 'Computer Graphics:Principles and Practice', pp. 
855-920 (2nd Ed.1990)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렌더링 엔진(110c)은 SIMD 프로세
서로서 구현된다.

통상, 프레임 버퍼(110f)는 도 1에 도시된 디스플레이 장치(112)의 각 화소에 대한 컬러를 표시하는 화소 
데이터를 저장한다.  화소 데이터는 디스플레이 장치(112)상에 디스플레이되기 위해 프레임 버퍼(110f)로
부터 주기적으로 출력된다.  바람직하기로는, 프레임 버퍼(110f)는 각기 n비트 길이를 갖는 행 및 열의 
매트릭스로서 배열된다.  특정 행 및 열 어드레스는 통상 디스플레이 장치(112)의 디스플레이 영역내 화
소 위치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0, 1)의 (행, 열) 어드레스는 디스플레이 장치(112)의 위치 (0, 1)에
서의 화소에 대응할 수 있다.  각 행은 통상 디스플레이 장치(112)의 특정 주사 라인의 화소들을 표시하
며, 각 열은 통상 디스플레이 장치(112)의 수직 라인을 따라 정렬된 화소들을 표시한다.  각 화소 어드레
스의 n 비트는 화소에 관련되는 정보를 인코딩한다.  예를 들어, Z버퍼(110e)에서 각 화소 어드레스에 저
장된 n비트는 그 화소에서 가시적인(visible) 객체의 심도를 표시한다.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2개의 프레임 버퍼를 포함할 수 있으며, 두 프레임 버퍼중 하나가 활동 디스플
레이부(active display portion)로서 동작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후속하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갱신된다.  
어느  하나의  프레임  버퍼가  시스템(100)의  필요에  따라  활동  상태로부터  비활동  상태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환이 이루어지는 특정 방식은 본 발명에 관련되지 않는다.

또한, 프레임 버퍼(110f)의 구성이 디스플레이 장치(112)의 디스플레이 영역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프레
임 버퍼(110f)에 저장된 화소 값들에 대한 스케일링 연산이 수행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프레임 버퍼에 
저장된 이미지의 축소 및 확대가 행해진다.  확대는 화소 컬러 값들을 복제하거나 컬러 값들간에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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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또는 쌍일차(bilinear) 보간을 수행하여 프레임 버퍼(110f)에 저장된 최초의 화소 값들간의 갭
을 채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축소는 인접하는 화소들의 컬러 값들의 평균을 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도 2a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통상의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자신의 동작을 감독하는 
그래픽 제어 프로세서(110b)를 포함한다.  그래픽 제어 프로세서(110b)는 제어 버스(110g)를 통해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들을 제어한다.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버
스 인터페이스(110a)를 통해 시스템 버스(106)에 연결되며, 시스템 버스(106)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시
스템 버스(106)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시스템 버스(106)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버스  인터페이스(110a)에  연결된  기하학적  서브시스템(110c)  및 래스터화기
(rasterizer)(110d)를 포함한다.  래스터화기(110d)는 Z-버퍼(110e)  및 프레임 버퍼(110f)에 연결된다.  
기하학적 서브시스템(110c)은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변환 및 클리핑(clipping) 동작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하학적 서브시스템(110c)은 필요에 따라 그래픽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104)에 저장된 모
델(model)의 고유 좌표계(intrinsic coordinate system)로부터 세계 좌표계(world coordinate system)로 
변환한다.  이것은, 다수의 모델링 변환 매트릭스들이 연쇄된 단일 변환 매트릭스에 의해 각각의 기본형
상의 정점들을 변환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적용될 음영처리 방법(shading method)에 따라, 각
각의 원시 함수 또는 정점과 연관된 하나 이상의 표면 수직 벡터들이 변환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하학적 서브시스템(110c)은 또한 각각의 기본형상에 대하여, 그 기본형상의 좌표를 세계 좌표계로부터 
화면 좌표계(a view coordinate system)로 변환하는 시계 변환(a viewing transform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화면 좌표계의 원점은 바람직하기로는 가시 윈도우의 중앙에 놓인다.  그래픽 데이터가 삼각형들
의 정점들로 구성된 경우, 시계 변환 연산에 의해 화면 좌표계에서의 삼각형들의 정점들의 리스트가 생성
된다.  또한, 기하학적 서브시스템(110c)은 바람직하게 각 기본형상의 화면 좌표들에 대해 원근법에 의한 
투사를 수행하여 원근법적으로 도시된 영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하학적 서브시스템(110c)의 변환 연산
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폴리(Foley), 밴 댐(Van Dam), 화이너(Feiner) 및 휴즈(Hughes)에 의한 
'Computer Graphics Principles and Practice', pp. 201-281, 866-869(1990년 제 2 판)에 개시된 것을 참
조할 수 있다.

기하학적 서브시스템(110c)은 또한 클리핑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본형상들이 클리핑 범위
(a clipping volume)에 대해 클리핑되어, 변환된 기본형상들의 잠재적으로 가시가능한 클리핑된 부분들을 
형성한다.  또한, 기하 서브시스템(110c)은 클리핑 연산으로부터 출력된 기본형상들의 정점 좌표들을 래
스터화기(110d)에 의해 요구되는 정규화된 장치 좌표계에 매핑한다.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이러한 단계
의 결과는 정규화된 장치 좌표계에서의 정점들의 리스트로서, 이것은 기본형상들의 잠재적인 가시 부분들
을 기술한다.  클리핑 연산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폴리(Foley), 밴댐(Van Dam), 화이너(Feiner) 및 휴즈
(Hughes)에 의한 'Computer Graphics Principles and Practice', pp. 110-132, 924-945, 869-870(1990년 
제 2 판)에 개시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은 3차원 화면/모델(view/model)의 객체들의 표면에 대한 광원의 영향을 시
뮬레이트(simulate)하는  조명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조명  계산은  (a)  보는  사람(a 
viewer)의 특성, (b) 렌더링되는 객체의 특성 및 (c) 하나 이상의 광원의 특성에 의존한다.  보는 사람의 
특성은 렌더링되는 객체들에 대한 보는 사람의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객체의 특성은 객체를 정의하는 
각 삼각형 정점의 위치 및 법선 벡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광원의 특성은 광의 유형(주변 광, 방향
성 광, 스포트라이트 등)에 의존하며, 강도, 컬러, 방향, 감쇠 인수 및 원뿔 각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
한 라이팅 계산을 수행하는 단계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폴리, 밴 댐, 화이너 및 휴즈에 의한 
'Computer Graphics Principles and Practice', pp. 721-814에 개시되어 있다.

전형적으로, 조명 계산은 화면내 객체들의 삼각형의 모든 정점에 대한 렌더링 처리중에 한 번 수행된다.  
따라서, 조명 계산은 기하학적 서브시스템(110c)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조명 계산은 모든 화
소에 대해 계산될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래스터화기(110d)에 의해 수행되는 음영 계산과 관련
하여 성취된다.  이 경우, 라이팅 계산은 래스터화기(110d)에 의해 수행되는 음영 계산에 포함된다.

래스터화기(110d)의 동작은 3개의 작업, 즉, 스캔 변환(scan conversion), 음영표시(shading) 및 가시성 
판정(visiblity determination)으로 나뉘어진다.  스캔 변환은 기본형상들의 잠재적 가시부를 개개의 화
소들로 분해한다.  음영표시는 각 화소의 컬러를 계산한다.  그리고 가시성 판정은 각 화소에서 기본형상
의 z좌표(또는 심도값(depth value))를 이용하여 기본형상에 대해 '가시(visible)' 화소들의 세트를 계산
한다.  따라서, 기본형상의 잠재적 가시부로 덮여지는 각 화소에 대해 래스터화기(110d)는 화소 정보, 예
를 들면, 기본형상의 컬러 및 심도를 생성하며, 적절한 때에, 주어진 화소에서의 기본형상의 컬러 정보 
및 심도를 제각기 프레임 버퍼(110f) 및 Z-버퍼(110e)내의 대응하는 위치에 기록한다.  래스터화기(110
d)의  동작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폴리,  밴담,  화이너  및  휴즈에  의한  'Computer  Graphics 
Principles and Practice', pp. 649-720, 870-871(1990년 제 2 판)에 개시되어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전
체로서 참조로 인용되는 비.씨.리앙(B.C. Liang) 등의 미국 특허 제 4,805,116 호에 개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되었던 바와 같이, SIMD(단일 인스트럭션 복수 데이터) 머신에서는, 몇 개의 프로세서가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지만,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 동작한다.  프로세서는 
촘촘하게 동작한다.  프로세서들이 동일한 메모리를 액세스하므로, 메모리에 대해 높은 대역폭을 갖는 것
이 필수적이고 동일한 메모리 위치들에 대한 경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이다.  SIMD 기술은 흔
히 최저 비용의 접근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앞서 설명되었던 바와 같이, 연산 1/x 및 1/sqrt(x)은 그래픽 파이프라인의 기하학적 처리 부분에서 
매우 자주 수행된다.  1/x 연산은 기하학적 객체들의 원근 투사, 텍스쳐 매핑, 컬러 및 다른 파라미터 기
울기 계산들에 사용되며, 1/sqrt(x) 연산은 조명 계산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벡터를 정규화하는데 사용
된다.  이들 연산은 정점마다 한 번씩 실행되며, 모두 합하면 전체 정점 처리 시간중 상당한 부분을 소모
한다.  따라서, 도 1 및 도 2a의 그래픽 서브시스템(110)의 기하학적 파이프라인에서 정점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1/x 및 1/sqrt(x) 연산들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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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ROM을 기반으로 한 룩업 표(lookup tables)는, 시드 근사(approximate seeds)에 이어 뉴턴 
랩슨 반복(Newton Raphson iteration)을 제공하며, 1/x 및 1/sqrt(x) 연산의 계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 사용되었다.  이들 기법은 통상의 컴퓨터 아키텍쳐에 대해 아주 잘 동작하지만, SIMD 아키텍쳐에는 그
다지 적합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SIMD 어레이에서는 모든 프로세서가 룩업 표의 상이한 요소를 동시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룩업 표에 대한 액세스는 직렬화되며, 프로세서는 자
신이 룩업 표를 액세스할 차례가 될 때까지 몇 사이클을 하는 일 없이 기다릴 수 있으므로, 고가의 컴퓨
팅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프로세서 클럭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메모리 액세스 속도가 비교적 완만
하게 증가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접근법의 또 
하나의 단점은, SIMD 어레이에 더욱 많은 프로세서가 추가됨에 따라 낭비되는 총 자원은 증가한다는 것이
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설명된다.

1/x 및  연산에 대한 뉴턴 랩슨 반복식은 우선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테일러(Taylor)의 이론에 의해, f(x) = 1/x인 경우,

이고, 여기서 R0는 x0 입력에 대한 룩업 표에 저장된 값이다.

단지 처음 두 항을 사용하여,

이 된다.  상기한 방정식 세트중 마지막 식은, 개선된 출발 근사치(an improved starting approximatio
n)로서 새로이 계산된 R1을 사용하고 동일한 기법을 다시 적용하여 계산을 반복함으로써 얻어진다.

도 5는 앞서의 식에 대한 기하학적 설명을 위한 도면이다.

1/x에 대한 테일러 급수의 처음 3개 항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다음으로, 에 대한 반복 단계들을 도출하는 과정이 설명된다.  테일러의 이론에 의해, f(x)= 이

면,

이 된다.  상기 급수중 단지 처음 두 항만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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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테일러 급수의 처음 3개 항을 사용하여 다음이 얻어진다.

1/x 및  모두에 대해 테일러 급수의 처음 2개 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은, 보다 나은 
시드를 얻기 위한 사이클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계속되는 반복에 대해 이용가능한 컴퓨터 사이클을 사용
하는 것이 더욱 빠른 수렴(convergence)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뉴턴 랩슨 반복식은 종속 연산으로 이루어진다.  즉, 한 단계로부터의 결과는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획득되어야 한다.  이것은, 산술 유닛에 대한 프로세서들의 파이프라인 처리 밀도가 클 때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골드슈미트(Goldshmidt)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하의 골드슈미트 반복 기법으로 주어진다.

2-x 연산은 정규 감산을 수행할 필요없이 단순히 비트를 반전시킴으로써 1의 보수 계산으로 수행된다.

본 발명의 개시된 내용에 따르면, 각 프로세서내에 룩업 표 출력을 즉석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회로가 제
공된다.  시드 로직(seed logic)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이하에서 설명된다.  이 시드 로직을 구현하기 위
한 추가의 로직은 수십개 정도의 게이트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프로세서내의 전체 회로에 비해 비교적 
작다.

(32 비트) 부동 소수점 수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시되며, 즉, (-1)
s
×1.f×2

e-127
로 된다.

그러므로, 부동 소수점 수의 역수는

이 되고, 여기서 이며 h는 253-e이다.

도 7은 입력 및 출력의 부동 소수점 표현을 예시한다.

k비트의 룩업 표가 사용된 경우는 가수(mantissa) f의 k MSB로 인덱스되는 2
k
 개의 엔트리가 제공된다.  i

번째 가수 표 엔트리에 대응하는 g는 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수의 역평방근은 이 되며, 여기서 부호 s가 0

이라는 가정하에, 이고, h는 이다.

지수(exponents)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가 구별되어야 한다.  종래에는, 이것이 2개의 표 세트, 
즉, 홀수 지수에 대한 표와 짝수 지수에 대한 표를 사용함으로써 수행되었다.

그러나 전체 표 사이즈를 감소시키고 단지 하나의 표를 제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법이 바람직하다.

부동 소수점 수의 역평방근은

이 되며,  여기서 이고, 

이며, (e-127)이 짝수인 경우 이고, (e-127)이 홀수인 경우 p=1이다(이 때 s는 0인 
것으로 가정됨).

본 기법에 따르면, k비트 표인 경우 가수 f의 k MSB로 인덱스되는 2
k
개의 엔트리가 존재한다.  i번째 가수 

표 엔트리에 대응하는 g는 로 주어지며, 여기서 k가 홀수인 경우 이고, k가 짝수인 

경우 q=1이다.

도 8a는 1/x의 경우에 대한 역수 계산 흐름을 예시하며, 도 8b는 시드 발생 로직을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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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프로세서(P0-P3)를 갖는 SIMD 머신에서 역수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입력:I3, I2, I1, I0(I3는 P3, I2는 P2, I1은 P1, I0는 P0로의 입력임)

출력:Q3,  Q2,  Q1,  Q0(P3는 Q3,  P2는 Q2,  P1은 Q1,  P0는 Q0를, 식들, 즉, Q3=1/I3,  Q2=1/I2,  Q1=1/I1, 
Q0=1/I0에 의해 산출함)

알고리즘:

I3, I2, I1, I0의 각 입력 I에 대해

n비트(예를 들면, n=3) 시드를 계산

m회(예를 들면, m=3) 반복 :: new_seed = seed(2.0-seed*I)

seed = new_seed

결과 Q를 출력

시드 발생 연산은 다음과 같다.

시드의 부호 = 입력의 부호

시드에 대한 지수 h = 1/x에 대하여 127-e(입력 데이터에 대한 지수), 또는 1/sqrt(x)에 대하여 (379-
e)/2

시드에 대한 가수 g 는 시드 표 회로에 의해 발생됨.

시드 표 회로로의 입력은 입력 데이터 가수의 n개의 MS 비트,

시드 표 회로의 출력은 시드 가수의 n개의 MS 비트.

따라서, 시드 = [(-1)**s]*(1+g)*(2**(h-127))이고, 여기서 **는 지수연산(exponentiation)을 표시한다.

도 8b의 지수 반전기(exponent reverser)(200)는 앞서 설명되었던 h=253-e 연산을 실행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시드 표 구현이 설명된다.  단일프로세서(uniprocessor) 해법의 경우, 지수와 
가수 모두에 대해 룩업 표가 사용되었다.  예로서, 256 엔트리 8비트 표가 지수에 대해 사용되고 2048 엔
트리 11비트 표가 가수에 대해 사용된다.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룩업 표는 SIMD 머신의 각 산술 
유닛에서 복제하기에는 너무 크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접근법에서는 표들이 로직 회로에 의해 효율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작게 만들
어져서, 그들의 값을 ROM 표에 저장할 필요를 없앤다.  더욱이, 지수 부분에 대해서는 표가 전혀 사용되
지 않는다.  대신에, 결과값의 지수 부분이 산술 유닛을 사용하여 바람직하게 계산된다.  가수 부분에 대
해서는, SIMD 머신내의 각 산술 유닛이 가수 표를 즉석에서 발생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한다.

이제 3비트 가수 시드 표와 4비트 가수 시드 표에 대해 설명되고, 이들 표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로직이 
도출된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기초하여, 1/x에 대한 3비트 가수 표는 다음 표 1에 도시되는 바와 같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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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표를 발생하기에 적합한 로직은 불리언 형식(Boolean form)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기초하여, 에 대한 3비트 가수 표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상기 표를 발생하기에 적합한 로직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기초하여, 1/x에 대한 4비트 가수 표는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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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기 표를 발생하기에 적합한 로직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기초하여, 에 대한 4비트 가수 표는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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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기 표를 발생하는데 적합한 로직은 다음과 같다.

가수 표 사이즈와 반복 횟수를 변화시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으며, 각각의 조합에 대한 최대 상대 에러
(maximum relative error)가 결정되었다.  그 결과값들이 다음의 표 5 및 표 6에 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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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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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기 표들에서, 반복 회수가 3일 때 3비트 표로부터 4비트 표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2비트 표로부터 3비트 
표로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 에러의 개선이 훨씬 더 큼이 주목된다.  본 바람직한 실시예는 3비트 표에서 
3회 반복을 사용하거나 4비트 표에서 2회 반복을 사용한다.  선택은 주어진 응용에서 허용될 수 있는 에
러의 양 및 사이클 계수에 의존한다.

이제부터는 도 2b를 참조하여 도 3의 프로세서들(P0-P3)중 하나와 같은 SIMD 프로세서의 예시적인 실시예
에서 도 8b의 시드 로직 발생회로를 설명한다.  SIMD 프로세서는 그래픽 서브시스템(110), 특히, 기하 서
브시스템(110c) 및 가능하다면 래스터화기(110d)의 모두 또는 일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용된다.

프로세서는 I/O 블록(206)에 결합된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207) 및 대응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208)을 
포함한다.  예로서,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207)은 4 내지 6개의 인스트럭션을 위한 저장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207)의 출력단은 실행될 인스트럭션을 인스트럭션 디코더(209)에 제공
한다.  인스트럭션 디코더(209)는 이러한 1/x 또는 1/sqrt(x) 형식의 인스트럭션에 응답하여, 부동 소수
점 데이터 값을 부동 소수점 입력 레지스터(201)로 경로배정하도록 데이터 멀티플렉서(210)를 제어한다.  
다른 인스트럭션 형태들(예를 들면, 승산, 가산, 감산, 등)과 연관된 데이터는 이와 달리 산술 유닛(21
1)으로 직접 경로배정된다.  입력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201)로 경로배정된 데이터 값은 처리된 후, 지수 
반전기(200) 및 시드 로직 블록(202)으로부터 출력되며, 그 결과는 출력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203)에 제
공되어, 출력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203)는 시드 값(즉, 본 발명에 따라 발생된 1/x 또는 1/sqrt(x)의 초
기 산출치)을 포함하고 있게 된다.  발생된 시드 값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반복 처리(예를 들면, 3비
트  시드  표에서  3회  반복  또는  4비트  시드  표에서  2회  반복)를  위해  산출  유닛(211)의  입력단에 
공급된다.  최종 결과치는 원하는 정확도를 갖는 1/x 또는 1/sqrt(x)의 계산된 값이다.  산술 유닛(211)
의 출력단에는 또한 멀티플렉서(212)가 제공되어, 결과치를 레지스터 화일(213)내의 인스트럭션-지정 레
지스터(an  instruction-specified  register)로  경로배정하거나  시스템  메모리(104)내에  저장하기  위해 
I/O 블록(206)으로 되경로배정한다.

실시중에, 가수 전체가 아니라 가수의 몇 MSB(예를 들면, 3 또는 4비트)만이 입력 레지스터에 제공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시드 로직(202)의 출력에 0들이 첨가되어 제 1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 산술 유
닛에 제공된다.

멀티플렉서(210)는, 데이터 소스에 따라, 시드 로직 블록(202)의 입력을 데이터 파이프라인(208) 대신에 
레지스터 파일(213)의 출력에 접속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퀀서(214)는, 인스트럭션 단위로 다양한 로직 블록들의 정확한 마이크로시퀀싱을 보장하도록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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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에 제어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인스트럭션 사이클 클럭과 분리되어 동작한다.

레지스터들(201, 203)중 하나 또는 둘은, 클럭 속도, 조합 시드 로직 블록을 통한 전파 지연(202) 및 다
른 인자들에 따라, 몇몇 실시예에서 선택사양적일 수 있다.  또한, 몇몇 실시예에서, 지수 반전기(200)의 
기능은 산술 유닛(211)으로 구현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로직 블록(200)으로서 제공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어느 경우든, 지수 반전기는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1/x에 대해 (127-e) 연산을, 1/sqrt
(x)에 대해 (379-e)/2 연산을 수행한다.

이상 본 발명이 그의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특별히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당분야에 숙련된 자라면 그 형
식 및 세부사항에 있어서 발명의 범위 및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것
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각각의 SIMD  프로세서에서 룩업 표들을 제공해야 할 필요없이 1/x  및 
1/sqrt(x)의 수학적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개선된 기법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① 그래픽 데이터(graphics data)를 저장하는 메모리―상기 그래픽 데이터는 부호 필드(a sign field) 부
분, 지수 필드(an exponent field) 부분 및 가수 필드(a mantissa field) 부분을 갖는 부동 소수점 형식
(floating point format)으로 표현됨―와,

②  상기  메모리에  연결되어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기  그래픽  데이터를  준비하는  그래픽  프로세서(a 
graphics processor)―상기 그래픽 프로세서는 SIMD 아키텍쳐로 구성된 다수의 프로세서들을 구비함―를 
포함하되, 

상기 각 프로세서는 부동 소수점 형식으로 표현된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상기 부분들에 대해 역수 연산
(reciprocal operations)을 수행하고, 상기 각 프로세서는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상기 부분들을 입력하기 
위해 메모리에 결합된 입력단들을 갖는 조합 로직 회로(a combinatorial logic circuit)를 포함하며, 상
기 로직 회로는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입력된 부분들에 근거해 시드 값(a seed value)을 제공하는 출력단
을 갖는

데이터 프로세서(a data processor).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프로세서는 (127-e) 연산을 구현하는 지수 반전기(a exponent reverser)를 포함하며, 여기서 e는 
1/x 형식의 역수 연산의, 부동 소수점 형식으로 된 입력 그래픽 데이터 값의 지수 필드인 데이터 프로세
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프로세서는 (379-e)/2 연산을 구현하는 지수 반전기를 포함하며, 여기서 e는 1/sqrt(x) 형식의 
역수 연산의, 부동 소수점 형식으로 된 입력 그래픽 데이터 값의 지수 필드인 데이터 프로세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로직 회로는, 상기 입력 그래픽 데이터의 가수 필드(f) 부분의 n개의 MSB에 결합된 n개의 입력단과, 
출력 가수 필드(g) 부분의 n개의 MSB에 결합된 n개의 출력단을 구비하는 시드 로직 블록(a seed logic 
block)을 포함하는 데이터 프로세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각 프로세서에서 적어도 상기 출력 가수 필드는 산술 유닛(an arithmetic unit)의 입력단에 결합되
어 상기 산술 유닛에 시드 값을 제공하며, 상기 산술 유닛은 중앙의 마이크로코드의 제어하에 시드 값으
로 시작하는 역수 연산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정련하도록 동작하는 데이터 프로세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산술 유닛은 골드슈미트 반복 기법(Goldshmidt iterative technique)에 따라 동작하는 데이터 프
로세서.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3이고, 상기 역수 연산은 1/x 형식이며, 상기 입력 가수 필드의 상기 3개의 MSB는 X2, X1, X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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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되, X2가 MSB이고, 상기 3개 출력은 Y2, Y1, Y0로 표시되며, 상기 로직 회로는 다음과 같은 연산

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데이터 프로세서.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3이고, 상기 역수 연산은 1/sqrt(x) 형식이며, 상기 입력 가수 필드중 상기 3개 MSB는 X2, X1, 

X0로 표시되되, X2가 MSB이고, 상기 3개 출력은 Y2, Y1, Y0로 표시되며, 상기 로직 회로는 다음과 같은 연

산

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데이터 프로세서.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4이고, 상기 역수 연산은 1/x 형식이며, 상기 입력 가수 필드의 상기 4개 MSB는 X3, X2, X1, X0로 

표시되되, X3가 MSB이고, 상기 4개 출력은 Y3, Y2, Y1, Y0로 표시되며, 상기 로직 회로는 다음과 같은 연산

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데이터 프로세서.

청구항 1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4이고, 상기 역수 연산은 1/sqrt(x) 형식이며, 상기 입력 가수 필드의 상기 4개 MSB는 X3, X2, 

X1, X0로 표시되되, X3가 MSB이고, 상기 4개 출력은 Y3, Y2, Y1, Y0로 표시되며, 상기 로직 회로는 다음과 

같은 연산

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데이터 프로세서.

청구항 11 

그래픽 데이터 계산(graphics data calculations)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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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수의 데이터 프로세서상에서 수학적 역수 연산을 병렬로 실행하는 단계―상기 각 데이터 프로세서는 
부동 소수점 형식으로 표현된 상이한 그래픽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함―와,

② 상기 각 데이터 프로세서에서, 상기 그래픽 데이터의 n개의 MSB 가수 비트에 결합된 n개의 입력단과, 
산술 유닛의 입력단에 연결된 n개의 출력단을 갖는 조합 로직 회로를 이용하여, 상기 수학적 역수 연산을 
위한 시드 값을 발생하는 단계와,

③ 산술 유닛에서 상기 시드 값을 반복적으로 정련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그래픽 데이터 계산 수행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데이터 프로세서는 127-e 연산 또는 (379-e)/2 연산중 하나를 실행하는 지수 반전기를 포함하며, 
상기 e는 부동 소수점 형식으로 된 입력 그래픽 데이터 값의 지수 필드인 그래픽 데이터 계산 수행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산술 유닛은 127-e 또는 (379-e)/2 형식을 갖는 지수 반전 단계를 수행하며, 상기 e는 부동 소수
점 형식으로 된 입력 그래픽 데이터 값의 지수 필드인 그래픽 데이터 계산 수행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3이고, 상기 수학적 역수 연산은 1/x 형식이며, 상기 입력 가수 필드의 3개 MSB는 X2, X1, X0로 

표시되되, X2가 MSB이고, 상기 3개의 출력은 Y2, Y1, Y0로 표시되며, 상기 로직 회로는 다음과 같은 연산

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그래픽 데이터 계산 수행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3이고, 상기 수학적 역수 연산은 1/sqrt(x) 형식이며, 상기 입력 가수 필드의 3개 MSB는 X2, X1, 

X0로 표시되되, X2가 MSB이고, 상기 3개 출력은 Y2, Y1, Y0로 표시되며, 상기 로직 회로는 다음과 같은 연

산

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그래픽 데이터 계산 수행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4이고, 상기 수학적 역수 연산은 1/x 형식이며, 상기 입력 가수 필드의 4개 MSB는 X3, X2, X1, X0

로 표시되되, X3가 MSB이고, 상기 4개 출력은 Y3, Y2, Y1, Y0로 표시되며, 상기 로직 회로는 다음과 같은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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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그래픽 데이터 계산 수행 방법.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n은 4이고, 상기 수학적 역수 연산은 1/sqrt(x) 형식이며, 상기 입력 가수 필드의 4개 MSB는 X3, X2, 

X1, X0로 표시되되, X3가 MSB이고, 상기 4개 출력은 Y3, Y2, Y1, Y0로 표시되며, 상기 로직 회로는 다음과 

같은 연산

을 구현하도록 구성되는 그래픽 데이터 계산 수행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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