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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프로세싱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적합한 분기 예측기

요약
여기에 개시된 분기 예측기는 분기 히스토리와 분기 명령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ID까지 고려하여 분기 예측
참조(reference)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분기 예측 테이블을 액세스하기 위한 인덱스를 발생한다. 따라서,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에서 콘텍스트 스위칭(context switching)이 자주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될 때에도 본 발명의 분기 예측기는 높은 분기 예측 적중률을 갖는다.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
em) 입장에서 분기 예측 적중률이 향상됨에 따라 파이프라인의 정지(stall) 현상이 감소되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단
축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글로벌 히스토리 스킴을 기반으로 한 분기 예측기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블록도; 그리고
도 2는 글로벌 히스토리 스킴에 근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기 예측기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
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기 예측기의 제어 수순을 보여주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프로그램 메모리 20 : 명령어 페치 유닛
30 : 명령어 디코더 40 : 실행 유닛
50 : 분기 예측기 52 : 히스토리 레지스터
54 : 해시 로직 56 : 분기 예측 테이블
58 : 어드레스 선택 회로 60 : 분기 예측 적중/실패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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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분기 예측기에 관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멀티-프로세싱 환경 하에서 뛰어난
적중률을 보이는 분기 예측기에 관한 것이 다.
종래의 프로세서들은 일반적으로 SISD(Single Instruction Single Data) 프로세서였다. SISD 프로세서는 단일 명령
어 스트림과 단일 데이터 스트림을 받아들여 각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SISD 프로세서 구조
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프로세서의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병렬 프로세싱 구조가 개발되었다. 그러한 병렬 프로세싱 모델 가운데 하나가 파
이프라인(pipeline) 프로세싱이다. 간단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에서,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이
단계들은, 예를 들면, 페치(fetch) 단계, 디코드(decode) 단계, 실행(execute) 단계이다. 상기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에
서, 명령어들은 겹쳐진 형태로 파이프의 각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수행된다.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들의 성능은 분기(branch) 동작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분기 동작들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명
령어의 흐름 방향을 바꾸므로 파이프라인 길이를 길게 한다. 이는 분기 명령어가 페치될 때 다음 실행(페치)될 명령어
의 어드레스를 즉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페치 단계는 정지(stall)되고, 분기 어드레스가 계산될 때까지 지
연된다. 일반적으로 분기 어드레스는 실행 단계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페치 단계는 파이프라인의 디코드 및 실행 단
계동안 정지된다. 분기 명령어가 완전히 실행되고 나면 분기할 방향을 알 수 있고, 올바른 타겟 어드레스에서 안전하
게 명령어를 페치할 수 있다. 즉, 조건부 분기 명령어(conditional branch instruction)의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인 지의
여부를 판 단하고, 다음 실행될 명령어를 페치하기 위해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program counter; PC)의 값을 결정하
는 시점 사이에 1 사이클(cycle) 이상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낭비되는 사이클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분기 여부를 예측하여 파이프라인을 진행시키
는 '분기 예측(branch prediction)'이 채용되었다. 분기 예측은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조건이 참인지 또는 거짓인 지의
여부를 판별하여 분기될 어드레스가 계산되고 있는 동안 연속적으로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분기될 어드레스
를 임의로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분기 예측이 맞으면 임의로 실행한 명령어들이 옳게 실행된 것이고, 파이프라
인의 정지가 발생되지 않는다. 반면, 분기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분기되어야 할 타겟으로 다시 분기해야 한다. 이 때에
는 잘못 실행된 명령어들을 제거하고(flush), 올바로 분기된 명령어들을 재실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분기 예측이 실패했을 때 미리 예상하고 진행시킨 사이클이 쓸모 없게 되는 것을 분기 예측 실패 페널티(b
ranch misprediction penalty)라 한다.
분기 예측 실패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적 분기 예측(static branch prediction)과 동적 분기 예측(dyna
mic branch prediction)이 있다. 정적 분기 예측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러가 분기 명령어의 테이큰(take
n; 분기 타겟 어드레스로 분기하는 경우)과 낫-테이큰(not-taken; 물리적으로 분기 명령어의 바로 다음 명령어로 진
행하는 경우)을 판단하여 프로그램 코드를 재배열하는 방법이다. 동적 분기 예측은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과거 행적(
히스토리)에 비 추어 테이큰/낫-테이큰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동적 분기 예측 방법이 정적 분기 예측 방
법에 비해 더 높은 적중률을 갖는다.
동적 분기 예측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마다 카운터를 두어 루프 명령어(예를
들면, for, do, loop 등)에서 뛰어난 적중률을 갖는 퍼-어드레스 히스토리 스킴(per-address history scheme) 및 ifthen과 같은 인접 분기 명령어에서 뛰어난 적중률을 보이는 글로벌 히스토리 스킴(global history scheme)이 있다.
하드웨어 부담 측면에서 글로벌 히스토리 스킴이 퍼-어드레스 히스토리 스킴에 비해 선호된다. 글로벌 히스토리 스
킴에 근거한 분기 예측기가 Scott McFarling에 의해 1993년 6월, Western Research Laboratory의 Technical Not
e TN-36에 "Combining Branch Predictors" 라는 제목으로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분기 예측기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기 동작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즉, 프로세스 ID는 고
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일 프로세싱일 때 뛰어난 적중률을 보이는 동적 분기 예측 방법일지라도 하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에서 다수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멀티-프로세싱(multi-processing) 환경 하에서는 분기 예
측 적중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분기 예측 적중률이 낮아지면 분기 예측 실패 페널티가 증가하고 이는 곧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에서 다수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멀티-프로세싱 환경 하
에서 뛰어난 적중률을 보이는 분기 예측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2-

등록특허 10-0395763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멀티프로세싱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분기 예측기는: 일련의 이전 분기 명령어들의 분기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히스토리 레지스터, 현
재 분기 명령어가 속하는 프로세스의 ID,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 그리고 상기 분기 히스토리의 조합으로
부터 인덱스를 생성하는 해시 로직,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상기 해시 로직으로부터 생성된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출력하는 분기 예측 테이블,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로부터 출력되는 분기 예
측 참조 데이터에 응답하여,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에 포함된 타겟 어드레스 또는 물리적으로 상기 분기 명령어의 다
음에 위치하는 명령어의 어드레스 가운데 하나를 분기 예측 어드레스로 선택 출력하는 어드레스 선택 수단 그리고 상
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와 분기 예측 어드레스를 비교하여, 상기 히스토리
레지스터에 저장된 분기 히스토리 및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에 저장된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갱신하는 분기 예측
결과 검사기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은 상기 해시 로직으로부터 생성된 인덱스에 의해 선택 가능한 복
수 개의 업/다운 세츄레이팅 카운터들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히스토리 레지스터는 쉬프트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상기 해시 로직은,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가 속하는 프로세스의 ID,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 그리고 상기
분기 히스토리를 익스클루시브-오아 연산하여 상기 인덱스를 생성한다.
상기 분기 예측 결과 검사기는,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와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가 서로 일치하는 지를 비교하고, 비교 결과에 대응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실
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와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가 서로 일치하면 논리 '1'의 제어 신호를, 그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논리 '0'의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선택 수단은 상기 제어 신호가 논리 '0'일 때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
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를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로 변경하여 출력한다.
또, 상기 업/다운 세츄레이팅 카운터는 상기 제어 신호가 논리 '1'일 때 업 카운트하고, 그리고 상기 제어 신호가 논리
'0'일 때 다운 카운트한다.
그리고,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상기 제어 신호를 삽입하여 상기 분기 예측 결과를 제 1 방향으로 쉬프트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기 예측 테이블
을 참조하여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분기 어드레스를 예측하는 방법은: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가 속하는 프로세스의
ID,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 그리고 일련의 이전 분기 명령어들의 분기 히스토리의 조합으로부터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을 액세스하기 위한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인덱스에 응답하여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로부터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 상기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에 응답하여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에 포함된
타겟 어드레스 또는 물리적으로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 다음에 위치하는 명령어의 어드레스 가운데 하나를 분기 예
측 어드레스로 선택 출력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분기 히스토리와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에 저장된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기 예측 방법은,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
드레스와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가 서로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와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기 실제적인 분기 어
드레스를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로 변경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작용)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서,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에서 다수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멀티-프로세싱
환경에서 뛰어난 적중률을 보이는 분기 예측기가 구현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 제 1 도 내지 제 3 도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에 구성되는 주요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프로그램 메모리(10), 명령어 페치 유닛(20), 명령어 디코더(30), 실행 유
닛(40), 그리고 분기 예측기(50)를 포함한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10)는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0)으로부터의 어
드레스(PC)에 응답하여 매 사이클마다 명령어를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0)으로 제공한다. 상기 명령어 디코더(30)는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0)에서 페치된 명령어를 받아들여 디코드하고, 디코드된 코드를 상기 실행 유닛(40)으로 제
공한다. 이 때, 디코드된 명령어가 조건부 분기 명령어이면,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가 속하는 프로세스의 ID와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에 포함된 타겟 어드레스(TARGET)를 분기 예측기(50)로 제공한다.
상기 프로세스 ID는, 예를 들면 4 비트 데이터(최대 16 개 프로세스들에 대응하는 ID를 나타낼 수 있음)이고, 상기 명
령어 디코더(30)에서 현재 디코드된 명령어가 속하는 프로세스의 ID를 나타낸다. 예컨대, 현재 디코드된 명령어가 제
0 프로세스에 속하는 명령어이면 상기 프로세스 ID는 이진수 '0000'의 값을 가지며, 상기 현재 디코드된 명령어가 제
1 프로세스에 속하는 명령어이면 상기 프로세스 ID는 이진수 '0001'의 값을 갖는다.
상기 분기 예측기(50)는 상기 명령어 디코더(30)로부터 제공되는 프로세스 ID와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0)으로부터
제공되는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PC)를 받아들여 글로벌 히스토리 스킴을 기반으로 한 분기 예측 어드레스(PREAD
DR)를 발생한다.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PREADDR)는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0)으로 제공된다. 상기 실행 유닛(
40)은 상기 디코더(30)에서 디코드된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인 지를 판별하고, 판별 결과에 따라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NEXTADDR)를 발생한다. 상기 분기 예측기(50)는 자신이 예측한 어드레스(PREADDR)와
상기 실행 유닛(40)에서 발생된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NEXTADDR)가 서로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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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PREADDR, NEXTADDR)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분기 예측이 적중(hit)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
되지 않으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 예측이 실패(miss)한 것이므로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NEXTADD
R)로 재분기하기 위해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PREADDR)를 상기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NEXTADDR)로 변경하
여 출력한다. 이러한 분기 예측기의 상세 회로가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글로벌 히스토리 스킴을 기반으로 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기 예측기(50)는 히스토
리 레지스터(52), 해시 로직(54), 분기 예측 테이블(56), 어드레스 선택 회로(58) 그리고 분기 예측 결과 검사기(60)를
포함한다.
상기 히스토리 레지스터(52)는, 예를 들면 8 비트 레지스터이고, 최근의 분 기 명령어부터 8 번째 이전 분기 명령어까
지의 분기 히스토리(즉, 분기 예측 적중/실패 여부; GH)를 저장한다. 상기 히스토리 레지스터(52)의 각 비트들은 분기
예측이 적중한 경우 이진수 '1'의 값을 가지며, 분기 예측이 실패한 경우 이진수 '0'의 값을 갖는다.
상기 해시 로직(54)은 상기 명령어 디코더(30)로부터 제공되는 프로세스 ID,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0)으로부터 제
공되는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PC) 그리고 상기 히스토리 레지스터(52)에 저장된 분기 히스토리(GH)를 받아들여
해시(hash) 알고리즘에 따른 연산을 수행한다. 이 해시 로직(54)은 익스클루시브-오아(exclusive-OR) 로직 회로로
구성되어, 상기 프로세스 ID,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PC) 및 분기 히스토리(GH)를 익스클루시브-오아 연산하여 출
력한다. 단, 상기 프로세스 ID는 4 비트이므로, 상기 히스토리(GH)와 타겟 어드레스(TARGET)의 8 비트와 동일하도
록 4 비트 데이터 '0000'을 프로세스 ID의 최상위 비트에 부가하여 연산한다. 다음 표 1은 상기 분기 히스토리(GH),
프로세스 ID, 및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PC)를 익스클루시브-오아 연산한 결과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이다.
[표1]

위 표는 글로벌 히스토리[7:0], 프로세스 ID[3:0],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7:0]일 때, 기존 분기 예측기의 일 예인 g
share 8/8의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7:0]) XOR (글로벌 히스토리[7:0])" 연산에 따른 해시 인덱스와 프로세스 ID
를 이용한 본 발명의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7:0]) XOR (글로벌 히스토리[7:0]) XOR (0000, 프로세스 ID[3:0])"
연산에 따른 해시 인덱스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인 테이큰, 낫-테이큰을 선택하기 위해 참조(reference)로 삼을 카운터를 선택할 때 종래의 gs
hare는 프로세스 ID가 서로 달라졌을 때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ID가 달라지면 참조(reference)로 사
용되던 카운터들을 버려야 하나, 본 발명은 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프로세스 ID 에 관련된 참조를 버릴 필
요가 없다. 즉, 분기 예측시 서로 간섭(aliasing)영향을 줄임으로써 실행 시간이 단축되고 분기 예측 히트율이 향상된
다.
상기 해시 로직(54)으로부터 출력되는 패턴은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56)의 인덱스 신호(HI)로 제공된다.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56)은 상기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TARGET)로 분기할 것(테이큰; TAKEN)인지 또는
물리적으로 상기 분기 명령어 다음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할 것(낫-테이큰; NOT-TAKEN)인 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
기 예측 참조(reference) 데이터들을 저장한다. 이 분기 예측 테이블(56)은 각각 서로 다른 인덱스에 의해 선택되는
N 개의 카운터들로 구성된다. 상기 해시 로직(54)으로부터 출력되는 패턴(HI)이 8 비트이므로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
(56)은 최대 2 8 개의 카운터들로 구성된다.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56)을 구성하는 카운터들은 각각 2 비트 업/다운
세츄레이팅 카운터(saturating counter)이다.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2 비트 업/다운 세츄레이팅
카운터는 '00', '01', '10' 그리고 '11'의 네 가지 상태를 가지며, 이 상태들은 업/다운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변화된다.
단, '00'에서 다운 제어 신호가 입력되더라도 그 상태는 '00'을 유지하며, '11'에서 업 제어 신호가 입력되더라도 '11'
을 유지한다.
상기 카운터에 저장된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에 따른 테이큰 또는 낫-테이큰 여부가 다음 표 2에 개시되어 있다.
[표 2]

-4-

등록특허 10-0395763

상기 해시 로직(54)으로부터 출력되는 패턴(HI)에 의해 선택된 카운터에 저장되어 있는 분기 예측 참조(reference)
데이터 가운데 최상위 비트(MSB)만이 상기 어드레스 선택 로직(58)으로 제공된다.
상기 어드레스 선택 회로(58)는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56)로부터 제공된 1 비트의 분기 예측치가 '0'이면 물리적으로
분기 명령어 다음에 있는 명령어의 어드레스(PC+k; k는 명령어 길이, 단위 : 바이트)를 선택하고, 상기 1 비트의 분
기 예측치가 '1'이면 상기 명령어 디코더(30)로부터 제공되는 분기 명령어에 포함된 타겟 어드레스(TARGET)를 선택
출력한다.
상기 분기 예측 결과 검사기(60)는 분기 예측값(T/NT)과 상기 실행 유닛(40)의 조건 분기 판단식 결과가 서로 일치
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해서 서로 일치하는 경우(즉, 분기 예측이 적중한 경우)에는 '1'의 값을, 그리고 두 어드레스(PR
EADDR, NEXTADDR)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즉, 분기 예측이 실패한 경우)에는 '0'의 값을 제어 신호(H/M)로서
출력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1' 또는 '0'의 값을 가지는 제어 신호(H/M)를 받아들인 히스토리 레지스터(52)는 최
하위 비트(LSB)에 상기 제어 신 호(H/M)를 삽입하면서 왼쪽 쉬프트(shift left)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상기 히스토리
레지스터(52)에 저장된 분기 예측 결과(GH)가 이진수 '01101110'이고 현재 분기 명령어에 대한 분기 예측이 적중한
경우(즉, 상기 제어 신호가 '1'인 경우), 상기 히스토리 레지스터(120)에는 이진수 '11011101'이 저장된다.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56)은 상기 분기 예측 적중/실패 검사기(60)로부터 발생된 '1' 또는 '0'의 값을 가지는 제어 신
호(H/M)를 받아들여 상기 해시 로직(54)으로부터 출력되는 패턴(HI)에 의해 선택된 카운터의 데이터를 갱신한다. 즉,
상기 제어 신호(H/M)가 '1'이면 '1' 만큼 업 카운트를 수행하고, 상기 제어 신호(H/M)가 '0'이면 '1' 만큼 다운 카운트
를 수행한다.
상기 어드레스 선택 회로(58)는 상기 제어 신호(H/M)가 '1'이면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으나, 상기 제어 신호(H/M)
가 '0'이면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56)로부터 제공된 상기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T/NT)에 따라 분기 예측 어드레스
를 변경하여 출력한다. 즉, 상기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T/NT)가 테이큰에 대응한 경우에는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
0)으로부터 제공된 분기 명령어 다음에 위치하는 명령어의 어드레스(PC+k)를 분기 예측 어드레스(PREADDR)로 변
경하여 출력한다. 반면, 상기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T/NT)가 낫-테이큰에 대응한 경우에는 상기 명령어 디코더(30)
로부터 제공된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TARGET)를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PREADDR)로 변경하여 출력한
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기 예측기의 제어 수순을 보여주는 플로우 차트이다. 상기 분기 예측기(
50)는 상기 명령어 디코더(30)로부터 프 로세스 ID가 입력되고,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0)으로부터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PC)가 입력되면(단계 S110) 분기 예측 동작을 개시한다.
단계 S112에서는, 분기 예측기(50) 내의 해시 로직(54)이 상기 명령어 디코더(30)로부터 제공되는 프로세스 ID,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0)으로부터 제공되는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PC) 그리고 히스토리 레지스터(52)에 저장된 분기
히스토리(GH)를 원천(source)으로 하여 해시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써 분기 예측 테이블(56)의 인덱스(HI)를
생성한다. 상기 해시 로직(54)으로부터 출력되는 인덱스(HI)는 분기 예측 테이블(56)을 구성하는 복수 개의 카운터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 신호이다.
단계 S114에서는, 상기 인덱스(HI)에 의해 선택된 분기 예측 테이블(56)의 카운터로부터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T/N
T)가 독출된다.
계속해서 단계 S116에서는, 어드레스 선택 회로(58)가 상기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T/NT)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어
디코더로부터 제공되는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TARGET) 또는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0)으로부터 제공되는
물리적으로 상기 분기 명령어 다음에 위치하는 명령어의 어드레스(PC+k)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분기 예측 어드레
스(PREADDR)를 발생한다. 한편, 명령어 실행 유닛(40)은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서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NEXTADDR)를 생성한다.
단계 S118에서, 분기 예측 결과 검사기(60)는 상기 명령어 실행 유닛(40)으로부터 출력되는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
(NEXTADDR)와 상기 어드레스 선택 회로(58)로부터 출력된 분기 예측 어드레스(PREADDR)가 서로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분기 예측이 적중(hit) 또는 실패(miss)하였는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분기 예측이 적중(hit)한 경우 그 제어는 단계 S120으로 진행하여 분기 예측 테이블(58)에 저장된 분기 예측 참조 데
이터를 '1' 만큼 증가시키고, 상기 히스토리 레지스터(52)에 저장된 분기 예측 결과의 최하위 비트(LSB)에 '1'을 삽입
하면서 왼쪽 쉬프트를 수행한다(단계 S122).
분기 예측이 실패(miss)한 경우, 그 제어는 단계 S130으로 진행하여 분기 예측 어드레스를 변경하여 출력한다. 낫-테
이큰으로 분기 예측한 경우에는 상기 명령어 디코더(30)로부터 제공된 분기 명령어의 타겟 어드레스(TARGE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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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테이큰으로 분기 예측한 경우에는 상기 메모리 페치 유닛(20)으로부터 제공된 분기 명령어 다음에 위치하는
명령어의 어드레스(PC+k)를 분기 예측 어드레스(PREADDR)로 변경하여 출력한다. 상기 변경된 분기 예측 어드레스
(PREADDR)는 상기 명령어 페치 유닛(20)으로 제공된다. 계속해서, 분기 예측 테이블(58)에 저장된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1' 만큼 감소시키고(단계 S132), 상기 히스토리 레지스터(52)에 저장된 분기 예측 결과의 최하위 비트(LSB
)에 '0'을 삽입하면서 왼쪽 쉬프트를 수행한다(단계 S134).
분기 예측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기 예측 테이블(56)을 정
확하게 액세스하는 것이다. 즉,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56)을 구성하는 2 8 개의 카운터들 가운데 어느 것이 현재 디
코드된 분기 명령어의 테이큰/낫-테이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지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러개의 프로세스가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스케쥴 알고리즘(schedule algorithm)에 따라 콘텍스트 스위칭(context
switching)하면서 실행되는 경우, 종래의 분기 예측기가 학습(learning) 시킨 분기 예측 테이블은 쓸모 없게 되므로
모두 무효(invalid)로 되고 다시 분기 예측 테이블을 학습(learning)시켜야 한다. 여기서 학습(learning)의 의미는 현
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따라 분기 예측률이 향상되도록 분기 예측 테이블의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갱신 및
추가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따라서, 분기 예측기가 일정 분기 예측률을 낼 수 있기까지 소요되는 학습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여러 프로세스를 함께 실행시키는 OS 입장에서 봤을 때 분기 예측률이 높을 수 없다. 본 발명은 콘텍스트
스위칭이 있더라도 프로세스 ID로 분기 예측 테이블의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선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기 예
측 테이블을 모두 무효(invalid) 시킬 필요가 없다. 즉, 콘텍스트 스위칭시 마다 수반되던 분기 예측 학습 시간(branch
predictor learning time)을 없앴을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OS 입장에서 봤을 때 분기 예측률이 기존 분기
예측기보다 월등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분기 예측기(50)는 분기 예측 결과(GH)와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PC)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ID
까지 고려하여 분기 예측 테이블(56)을 액 세스하기 위한 인덱스(HI)를 발생한다. 따라서,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될 때에도 본 발명의 분기 예측기(50)는 높은 분기 예측 적중률을 갖는
다.
이 실시예에서는 글로벌 히스토리 스킴에 기반을 둔 분기 예측기를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
에 불과하며 어떤 다이내믹 분기 예측기(예를 들면, gshare, combined, bi-mode, per-address 등)에서도 적용 가능
하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분기 예측기는 히스토리와 타겟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ID까지 고려하여 분기 예
측 테이블을 액세스하기 위한 인덱스를 발생한다. 따라서,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들
이 동시에 수행될 때에도 본 발명의 분기 예측기는 높은 분기 예측 적중률을 갖는다. 분기 예측 적중률이 향상됨에 따
라 파이프라인의 정지(stall) 현상이 감소되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단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의 멀티프로세싱 환경에서 사용되는 분기 예측기에 있어서:
일련의 이전 분기 명령어들의 분기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히스토리 레지스터와;
현재 분기 명령어가 속하는 프로세스의 ID,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 그리고 상기 분기 히스토리의 조합으
로부터 인덱스를 생성하는 해시 로직과;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상기 해시 로직에서 생성된 인덱스에 대응하는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출력
하는 분기 예측 테이블과;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로부터 출력되는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에 응답하여,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에 포함된 타겟 어
드레스 또는 물리적으로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다음에 위치하는 명령어의 어드레스 가운데 하나를 분기 예측 어드
레스로 선택 출력하는 어드레스 선택 수단; 그리고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와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히
스토리 레지스터에 저장된 분기 히스토리 및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에 저장된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갱신하는 분
기 예측 결과 검사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기 예측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은 상기 해시 로직으로부터 생성된 인덱스에 의해 선 택 가능한 복수 개의 업/다운 세츄레이팅
카운터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기 예측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히스토리 레지스터는 쉬프트 레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기 예측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해시 로직은,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가 속하는 프로세스의 ID,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 그리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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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히스토리를 익스클루시브-오아 연산하여 상기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기 예측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기 예측 결과 검사기는,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와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가 서로 일치하는 지
를 비교하고, 비교 결과에 대응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비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기 예측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는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 드레스와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가 서
로 일치하면 논리 '1'의 제어 신호를, 그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논리 '0'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
기 예측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선택 수단은,
상기 제어 신호가 논리 '0'일 때 상기 현재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를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로 변경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기 예측기.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는, 상기 제어 신호가 논리 '1'일 때 업 카운트하고, 그리고 상기 제어 신호가 논리 '0'일 때 다운 카운트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기 예측기.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상기 제어 신호를 삽입하여 상기 분기 예측 결과를 제 1 방향으로 쉬프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기 예측기.

청구항 10.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기 예측 테이블을 참조하여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분기 어드레스를 예측하는 방
법에 있어서: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가 속하는 프로세스의 ID,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스 그리고 일련의 이전 분기 명
령어들의 분기 히스토리의 조합으로부터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을 액세스하기 위한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인덱스에 응답하여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로부터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와;
상기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에 응답하여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에 포함된 타겟 어드레스 또는 물리적으로 상기 조
건부 분기 명령어 다음에 위치하는 명령어의 어드레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분기 히스토리와 상기 분기
예측 테이블에 저장된 분기 예측 참조 데이터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분기 예측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와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가 서로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실행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와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기 실제적인 분기 어드레스를 상기 분기 예측 어드레스로 변경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건부 분기 명령어의 분기 예측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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