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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은 실행 파이프라인의 상이한 단내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명령어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일련의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과 병렬을 이루어,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은 상기 명령어가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진되는 것처럼 해당하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전진시킨다. 어드레스 파이프라이닝은 파이프라
인 프로세서의 프로그래머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명령어를 추적하는 수단을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함으로써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의 달리 엄폐된 동작을 이해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이외에도,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은 상기 파이프라인의 
어느 주어진 단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되어 졌는지를 나타내는 명령어 상태 레지스터 및 실제로 절점을 트리거한 명령어
의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카운터 어드레스 절점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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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선행기술의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

도 2 는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의 제 1 실시예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3 - 단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

도 3 은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의 제 2 실시예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4 단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를 보여주는 블록 다
이어그램.

도 4 는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의 제 3 실시예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파이프라인 프로세서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
그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및 기계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
체적으로 기술하면, 본 발명은 상이한 파이프라인 기계의 용도를 최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상이한 파이프라인 기
계의 동작 특성을 관찰 및 이해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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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술의 설명

    
파이프라인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 유니트가 여러 명령어중 적합한 부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배치된 일련의 유
니트 또는 단 ( stage ) 에서 명령어 실행이 발생하는 컴퓨터 프로세서이다. 예비 인출, 인출, 디코드, 실행, 및 라이트 
- 백 ( write - back ) 과 같은 2 개이상의 파이프라인 기계의 단은 상이한 명령어상에서 각기 동시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파이프라이닝은 어느 주어진 시간에 여러 프로그램 명령어가 인출, 디코딩 또는 실행되는 여러 단
에 있는 명령어를 인출 및 디코딩 ( 예비처리 ) 하는 방법이다. 이상적으로는, 파이프라이닝은 상기 기계가 명령어를 대
기시킬 필요성을 없게 함으로써 실행 시간을 줄인다. 즉, 한 명령어의 실행이 완료되는 경우, 다음 명령어가 준비 및 대
기한다.미국, 매사추세추에 소재하는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에 의해 제조된 DECchip 21064 ( 또한 DEC 
Alpha 또는 DEC Alpha AXP 로 지칭됨 ) 는 파이프라인 기계의 일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DEC Alpha 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파이프라인은 상이한 명령어를 병렬
로 실행하는 여러 단을 지닌다.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은 4 개의 단을 지닐 수 있다. 제 1 단은 새로운 명령어를 인출하
고, 제 2 단은 앞서 인출된 명령어를 디코딩하며, 제 3 단은 미리 디코딩된 명령어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어떤 오퍼랜
드를 인출하고, 마지막으로, 제 4 단은 명령어가 인출, 디코딩되어지고 그 모든 오퍼랜드가 인출되어진 후에 명령어를 
실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에서의 파이프라인의 4 개의 단은 인출, 디코드, 오퍼랜드 인출 및 실행 기능을 한다. 이러
한 파이프라인은 실행 파이프라인으로 지칭되는데, 그 이유는 상기 파이프라인이 프로그래머의 코드를 실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범용 컴퓨터 프로세서 파이프라인이 언급되어져 왔지만, 디지탈 신호 프로세서 ( DSP ) 또는 디스코 
제어기와 같은 기계를 기초로한 어떠한 명령어도 파이프라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선행기술의 프로세서 파이프라인의 또 다른 예는 미국, 일리노이에 소재하는 Motorola, Inc. 에 의해 제조된 Motorol
a 68020 마이크로 프로세서이다. 이러한 프로세서는 도 1 에 도시된 바와같은 명령어 인출 및 디코드 유니트를 포함한
다. 이러한 유니트는 명령어를 동시에 인출, 디코딩 및 실행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명령어 파이프라인 (2) 은, 명령
어가 처리될때 명령어가 이동하는 여러 단 ( 3, 4, 5 ) 을 포함한다. 상기 파이프라인 (2) 은 단지 메모리 및 상기 파이
프라인 (2) 사이에 존재하는 버퍼인 캐쉬 유지 레지스터 (1) 에 의해 공급된다. 순서기 (6) 및 제어 유니트 (7) 는 파
이프라인의 여러개의 단 ( 3, 4 , 5 ) 에 포함된 값에 응답하여 상기 파이프라인 (2) 을 포함하는 프로세서를 구동시킨
다. 실행 유니트 (8) 는 주로 상기 프로세서의 계산요소이다. 어느 주어진 시간에, 상기 프로세서는 4 워드의 명령어 또
는 4 개로 분할된 워드 크기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 A (3) 가 처리될 다음 명령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상기 실행 유니트 (8) 는 방금 실행되어진 명령어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단 B (4) 는 즉시 오퍼랜드와 같은 현재 명령어를 완료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단 C (5) 는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히 디코딩되고 유효화된 명령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 구조의 부분에 대한 목적은 인출 및 디코드 동작을 나타내는 명령어의 실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거하는 것
이다. 이는 이전의 명령어가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동안 이들 동작이 병렬로 행해지기 때문에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어 예비 인출 및 디코딩의 바람직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보다 신속한 실행이다.
    

    
이상적으로, 파이프라인 기계상에서 실행하는 한세트의 명령어는 비 - 파이프라인 기계상에서 실행하는 동일한 일련의 
명령어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비 - 파이프라인 기계상에서 실행하는 동일한 일련의 명령어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프
로그래머는, 우선 한 레지스터가 판독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레지스터가 다음 명령어로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프로그래머의 코드가 명시한 경우, 파이프라인 기계가 프로그래머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순서가 그러한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가 명령어의 순서를 바꿀 경우, 프로그래머는 레지스터가 우선 기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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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판독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래머는, 비 - 파이프라인 기계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가 명시한 
순서로 파이프라인이 프로그래머의 명령을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경우에, 파이프라이닝은 투명하다라고 말
하여지는 데, 그 이유는 상기 파이프라이닝이 명령어의 실행에 어떤 바람직스럽지 못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도
입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비 - 파이프라인 기계 및 투명 파이프라인 기계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파이프
라인 기계가 명령어 실행을 곧바로 실행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파이프라인은 투명하지 않다. 파이프라인이 부작용을 갖고 이러한 부작용이 변칙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실재성이 있다. 예를들면, 2 개의 상이한 명령어 순서, 즉 ABC 및 ACB 는 논리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파이프라인 기
계상에서 실행된 경우에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이리하여 파이프라인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는 프로그래머가 특정한 
값을 계산할 때 어떤 결과가 기대될 지를 알기란 어렵기때문에 문제이다. 프로그래머는 계산 결과를 일관되게 결정하고 
이러한 결과가 기계를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때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프로
그래머가 계산될 값을 기대하는 순서를 파이프라인이 스크램블 ( scramble ) 시킬 경우, 그러한 값이 결과적으로 정확
하게 계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작용은 실행순서 문제보다 검출하는 데 휠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예를들며, 파이프라인 DSP 기계는 명령어에 대하여 
다수의 동작을 이행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레지스터 및 산술 논리 유니트 ( ALU ) 를 포함하는 어드레스 유니트를 사
용하여 다음 오퍼랜드가 적재될 곳으로 부터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DSP 는 몇가지 부작용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상기 
어드레스 유니트의 레지스터는 명령어로 직접 액세스되거나 증분 어드레스 포인터 명령어로 간접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다. 특정 메모리 오퍼랜드를 갖는 적재 누산기 ( LACC ) 와 같은 명령어가 이행되는 경우, 상기 오퍼랜드는 메모리
로 부터 인출된 다음에 상기 누산기내로 적재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동일한 명령어 라인상에서, 상기 DSP 는 또한 
어드레스 포인터를 전진시키고 상기 어드레스 포인터에 오프셋을 부가시키며, 여러 다른 기능을 이행한다. 동일 성분의 
명령어에 대한 이와 같은 상이한 기능 모두때문에, 프로세서 설계 결함의 결과로서, 최소한 2 가지의 기능이 파이프라
인의 동일한 단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러한 성분의 명령어는 2 가지 기능이 동일한 단에서 동일한 레
지스터를 액세스할 경우 한정되지 않은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의 시나리오가 문서화되어지지않는 한, 
프로그래머는 단지 최종계산 효과만을 관찰하고 그러한 계산 효과가 어떻게 얻어졌는지를 궁금해할 수 있다. 선행기술
의 파이프라인은 한 명령중 상이한 부분의 실행순서가 엄폐됨으로써 문서화될 경우나 시행착오 경험을 통해서 단지 이
해될 수 있는 부작용이 존재하는 블랙 박스이다.
    

    
부작용을 초래시키는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은 2 개의 상이한 명령어, 예를 들면 " increment address register one " 
및 " write a new value to address register one " 이 서로 다음에 오는 경우에 생긴다. 부작용을 알지 못하는 프로
그래머는, 비록 양자의 명령어가 동일한 레지스터를 액세스할지라도 양자의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이행되도록 기록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 increment address register one " 이 " write a new 
value to address registr one " 과는 파이프라인의 상이한 단에서 실행되기때문에, 2 개의 명령어는 한정되지 않은 
결과와의 경쟁을 초래함과 동시에 register one 을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극히 빈번하게 생길 수 있다.
    

불행하게도, 파이프라인 기계의 복잡성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문서화하기에는 극히 어려우며 비용이 든다. 생길 수 있
는 명령어 및 데이타 순서의 상이한 순열의 수는 방대하다. 따라서, 여러 부작용이 대개 문서화되지 않는다는 점은 놀라
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종종, 파이프라이닝 부작용의 특성 및 완전한 충돌은 상기 기계를 프로그래밍하여야 하는 사용
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상기 기계의 설계자에 의해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파이프라인 부작용이 한 번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결과로서 사후에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부작용을 검출하
기란 어려울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파이프라인의 각각의 단이 상이한 기능을 동시에 이행하고 2 개의 단사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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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는 여러 부가적인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을 통과할때까지 분명해지지 않을 수 있다. 선행기술의 파이프라인 기계
는 상이한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의 상이한 단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를 결정하도록 파이프라인 단들을 조사하는 어떠한 
수단도 제공하지 못한다. 비록 선행기술의 파이프라인 기계에 상태 기계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어떤 지점에서, 어느 부
분이, 어느 명령어중에서, 어느 파이프라인 단에 특정한 상태를 야기시켰는지를 결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때 필
요한 것은 부작용이 식별될 수 있고 여러 명령어의 충돌이 정확히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하는 것과 같은 여러 명령어의 진행 및 효과를 동시에 추적하는 수단이다.
    

파이프라인이 정확하게 동작하기 위하여, 실행될 실제 명령어만이 파이프라인의 상이한 단각각에 저장될 필요가 있다. 
명령어의 본래 메모리 어드레스는 파이프라인의 적합한 기능에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부작용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령어의 어드레스이다.

    
어느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의 각각의 단에서 실행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파이프라인 동작의 완전한 상황이 추
론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그때 프로세서의 디버거에 의해 사용되어 어느 명령어 순서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정확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각각의 명령어에 관한 각각의 단의 효과는 순서를 통해 단
한번의 단계를 밟음으로써, 또는 절점 ( breakpoint ) 을 설정함으로써 추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파이프
라인의 동작에 관한 시계를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하는 수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필요한 것은 어느 명령어가 
어느 주어진 시간에서 파이프라인의 어느 단에 있으며 명령어들이 어느 곳에 실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더우
기, 필요한 것은 절점이 도달되어진 후 파이프라인에 관한 상태 및 어느 명령어에 의해 프로세서가 절점에 도달하게 했
던 표시이다.
    

부작용에 관한 어느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없애도록 프로그램을 디버깅시키는 것이상으로, 프로그램은 
부작용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용하도록 최적화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시간 또는 공간 임계 요건을 갖는 용도
에 대해 유효하다. 바꾸어 말하면, 부작용이 완전히 이해된 경우, 그러한 부작용은 업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의 
개수, 또는 업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축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여러 디지탈 신호처리 ( DSP ) 용도는 범용 프로세서와 같은 프로그램가능한 DSP 상에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
된다. 그러나, DSP 용도는, 소리, 장면, 처리 제어등과 같은 실생활 신호를 처리하여야 할때, 실시간 제약을 지니면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용도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 그들의 성능 요구가 증가한다. 프로그램가능한 DSP 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프로그램가능한 DSP 의 파이프라인이다. 그러한 파이프라인은 DSP 가 높은 처리능력을 갖추게 하여 상기 
프로세서의 클록과 동일한 속도로 복잡한 ( 다수의 ) 동작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예를들면, 40MHz DSP 는 초당 4 
천만번의 MAC ( 승산 및 누산 )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의 도전중 하나는 DSP 의 최대 허용 성능의 이점을 얻기위하여 파이프라인의 유일한 동작 특성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파이프라인 부작용의 존재에 의해 달성된다. 상술된 바와같이, 파이
프라인의 동작은 프로그래머가 기록하는 코드에 관하여 항상 프로그래머에 투명하지 않다. 더우기, 범용 프로세서에 대
한 파이프라인에 있어서와 같이, DSP 파이프라인의 동작은 DSP 프로그래머에게 가시화될 수 없다 ( 즉, 파이프라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떠한 레지스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 단지 코드에 관한 효과가 관찰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범용 파이프라인 프로레서에서와 같이, DSP 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극히 복잡한 엔진이므로 명령어 및 데이타의 특정한 
순서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상이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문서화하기란 극히 어렵다.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가능한 DSP 의 설계자가 파이프라인 동작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프로그래머에게 도움을 주며 프
로그래머의 코드를 주어진 용도에 대해 최적화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비록 성능이 DSP 및 실시간 프로그래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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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이점을 준다하더라도, 하기에 기술되는 본 발명은 어느 파이프라인 기계 또는 프로세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파이프라인내로의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은 또한 파이프라인의 동작을 디버깅하고 개
선하도록 프로세서의 기획 및 설계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이한 파이프라인 기계의 용도를 최적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상이한 파이프라인 기계의 동작 특성을 관
찰 및 이해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기 목적 및 다른 목적은 파이프라인 기계에서의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은 프로그래머가 파이프라인의 동작을 관찰하고 결과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의 동작을 가시화시킴으로써 코드를 
최적화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한 수단은 또한 프로세서 설계자가 파이프라인 설계를 디버
깅 및 개선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은 주 실행 파이프라인과 병렬로 동작하는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상기 파이프라인에 
내재하는 어느 명령어가 절점을 트리거했는 지를 나타내는 레지스터, 및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 단계 각각이 실행되어졌
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레지스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과 병렬을 이루는 보조 파이프라인 구조의 형태로된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은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의 상이한 단을 통해 이동할 때 명령어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도록 
제공된다.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은 실행 파이프라인의 각각 해당하는 단에 대해 하나의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을 통해 명령어의 전진을 트리거하는 데 사용되는 실행 파이프라인 제어 신호는 또한 상기 어드레스 파
이프라인을 통해 해당 어드레스를 전진시키는 데 사용된다. 파이프라인 제어 논리는 현재 특정한 단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되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상태 신호를 파이프라인의 각각의 단에 대해 발생시킨다. 본 발명은 각각의 단 상태 신호의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명령어 상태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은 절점을 트리거한 명령어의 메모리 어
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하면, 어드레스가능한 선입선출 ( FIFO ) 시프트 레지스터 파일은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의 
상이한 단을 통해 이동할때 명령어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도록 제공된다. 상기 파이프라인을 통해 명
령어의 전진을 트리거하는 데 사용되는 파이프라인 제어 신호는 또한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 파일을 통해 해당 어드레스
를 클록시키는 데 사용된다. 상기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파이프라인 제어 논리는 현재 특정한 단에 존재하는 명령어
가 실행되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상태 신호를 파이프라인의 각각의 단에 대해 발생 및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는 또한 절점을 트리거한 명령어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특징 및 이점은 이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 도면을 참작하면 이해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프로세서의 실행 파이프라인과 병렬로 부가된,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으로 지칭되는 제 2 파이프라인을 제공한
다. 이러한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은 현재 파이프라인에 존재하는 명령어의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
라인은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과 동일한 단의 개수를 지니고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과 동시에 전진된다. 어드레스 파이프
라인의 각각의 단은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에 해당 명령어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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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 또는 디버거 ) 가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의 값을 독출할 수 있도록 판독될 수 있다.
    

도 2 를 참조하면,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40) 을 포함하는 3 단 파이프라인 (30) 시스템이 예시되어 있다. 실행 파이
프라인 (30) 은 데이타 버스 (10) 로 부터 명령어를 판독한다. 그와 동시에,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40) 은 어드레스 
버스 (20) 로 부터 명령어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판독한다.

    
도 2 에 도시된 3 단 실행 파이프라인 (30) 은 명령어 단 (50), 오퍼랜드 단 (60), 및 실행 단 (70) 을 포함한다. 상
기 도시된 실시예가 특정한 기능 명칭으로 여러 실행 단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기 여러 단은 본 발명에 의해 향상될 특
정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에 의존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단의 개수는 파이프라인 구현으로 
부터 구현까지 변하며, 도 3 및 이하 첨부된 기술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본 발명의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은 파이
프라인의 다수의 단을 수용하도록 일정비율로 정해질 수 있다.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40) 은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 (30) 의 명령어 단 (50) 에 해당하는 명령어 어드레스 레지스터 
(80),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 (30) 의 오퍼랜드 단 (60) 에 해당하는 오퍼랜드 어드레스 레지스터 (90), 및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 (30) 의 실행 단 (70) 에 해당하는 실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100) 를 포함한다. 명령어가 상기 실행 파이
프라인 (30) 을 통해 전진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메모리 어드레스는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40) 의 해당 레지스
터 ( 80, 90, 100 ) 를 통해 전진 한다. 이를테면, 데이타 버스 (10) 로 부터 판독된 명령어는 이 명령어가 처리되는 
것처럼 상기 명령어 단 (50) 으로 부터 상기 오퍼랜드 단 (60) 으로 이동하고 상기 오퍼랜드 단 (60) 으로 부터 상기 
실행 단 (70) 으로 이동한다. 그와 동시에, 상기 명령어의 메모리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버스 (20) 로 부터 명령어 어드
레스 레지스터 (80) 로 판독되고, 상기 명령어가 상기 명령어 단 (50) 으로 부터 상기 오퍼랜드 단 (60) 으로 이동하
는 경우,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는 상기 명령어 어드레스 레지스터 (80) 로 부터 오퍼랜드 어드레스 레지스터 (90) 로 
이동된다. 마찬가지로, 상기 명령어가 상기 오퍼랜드 단 (60) 으로 부터 상기 실행 단 (70) 으로 이동되는 경우,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는 상기 오퍼랜드 어드레스 레지스터 (90) 로 부터 실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100) 로 전진된다.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40) 의 레지스터 ( 80, 90, 100 ) 는 상기 시스템의 메모리 어드레싱 요구의 크기를 수용할 정
도로 충분히 넓다. 16 - 비트 폭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40) 은 전형적인 폭의 일례로서 도시되어 있다.
    

    
파이프라인 제어부 (110) 에 의해 발생된 Advance - Pipe 신호 (20) 는 명령어가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 (30) 의 다
음단으로 이동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신호이다. 이러한 신호 또는 그의 기능적인 등가는 모든 파이프라인 시스
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신호이다. 이는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 (30) 이 상기 단 ( 50, 60, 70 ) 모두에 대해 
현재 사이클내에서 그의 동작 모두를 완료했을때에 단정되며 그러한 명령어는 전진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Advan
ce - Pipe 신호 (20) 는, 상기 실행 단 (70) 내의 명령어가 실행되어졌고, 상기 오퍼랜드 단 (60) 에 필요한 오퍼랜
드가 판독되어졌으며 상기 명령어 단 (50) 내의 명령어가 디코딩되어졌을 때 단정된다. 본 발명은 상기 Advance - P
ipe 신호 (200) 를 사용하여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 (30) 을 통해 명령어의 전진을 트리거함과 아울러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40) 을 통해 메모리 어드레스의 전진을 트리거한다. 따라서, 상기 Advance - Pipe 신호 (200) 는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 (30) 의 각각의 단 ( 50, 60, 70 ) 뿐만 아니라 상기 어드레스 레지스터 ( 80, 90, 100 ) 각각에 공
급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40) 의 어드레스 레지스터 ( 80, 90, 100 ) 각각에 존재하는 메
모리 어드레스는 실행 파이프라인의 해당하는 단 ( 50, 60, 70 ) 각각에 존재하는 명령어와 동기 상태로 유지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태양은 여러 어드레스 레지스터사이로 이송되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판독하는 것을 제공한다. 멀티
플렉서 ( MUX ; 150 ) 는 상기 어드레스 레지스터사이로 이송되는 값에 대한 어드레스가능한 액세스를 허용한다. 사
용자 또는 디버거 시스템은 선택된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레지스터 판독 버스 (210) 상에 이송시키는 멀티플렉서 (15
0) 를 통해 바람직한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에 부가하여, 본 발명은 또한 명령어 상태 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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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30) 를 통해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 (30) 의 각각의 단 ( 50, 60, 70 ) 의 상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디버거는 프로그래머가 그의 프로그램을 통해 단 한번의 단계를 밟거나 절점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프로그래
머는 특정한 명령어에 절점을 설정하거나 프로세서의 실행을 정지 ( 예컨대, 어드레스 X 가 액세스되어진 경우 차단 ) 
하는 특정한 상태를 규정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프로그래머는 절점이 정확히 발생하였던 때 ( 즉, 어느 명령어가 실
제로 절점을 트리거하였는지 ) 를 알기를 원한다.

절점이 특정한 명령어상에 설정된 경우, 프로세서는 그러한 명령어가 실행 단에 도달하였을때 차단한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 설정된 경우, 프로세서는 그러한 조건의 만족되었을때 차단한다. 이는 실행단계동안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므
로, 실제로 프로세서를 정지하게 한 명령어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부가적인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레지
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 어드레스 절점 ; program counter address breakpoint ; PCABP ) 레지스터 (140) 로 지칭
된다.

    
절점에 도달한 경우, 파이프라인 제어부 (110) 는 Address - Select 신호 (190) 를 통해 멀티플렉서 (120) 에 신호
를 보내어 절점이 도달되게 한 단을 선택한다. 프로세서를 정지하게 한 명령어가 현재 실행 단 (70) 에 있는 경우, PC
ABP 레지스터 (140) 는 실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100) 의 내용을 래치한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서를 정지하게 한 명
령어가 현재 오퍼랜드 단 (60) 에 있는 경우, PCABP 레지스터 (140) 는 오퍼랜드 어드레스 레지스터 (90) 의 내용을 
래치시킨다. 프로세서를 정지하게한 명령어가 현재 명령어 단 (50) 에 있는 경우, PCABP 레지스터 (140) 는 명령어 
어드레스 레지스터 (80) 의 내용을 래치시킨다.
    

    
프로세서를 정지하게한 명령어의 현재 단 및 메모리 어드레스를 아는 것이외에도, 프로그래머는 프로세서가 정지되기전
에 실행 파이프라인 (30) 의 단계각각이 완료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는 파이프라인 제어부 (110) 에 의
해 발생되는, 파이프라인 단에 대해 하나의 상태 신호를 갖는 한세트의 상태신호 ( 160, 170, 180 ) 에 의해 용이해진
다.이들 신호는 실행 파이프라인 (30) 에서의 해당하는 단 ( 50, 60, 70) 이 실행을 완료했는지를 나타낸다. 상기 상
태 신호 ( 160, 170, 180 ) 의 상태는 명령어 상태 레지스터 (130) 에 저장된다.
    

    
도 2 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명령어 상태 레지스터 (130) 는 3 개의 비트를 저장한다. 각각의 비트는 실행 
파이프라인 (30) 의 해당하는 단계가 완료되어졌는지를 나타내는 명령어 상태 신호 ( 160, 170, 180 ) 에 해당한다. 
ExecEx 신호 (180) 는 현재 실행 단 (70) 에 존재하는 명령어가 실행되었는지를 나타내고, OperEx 신호 (170) 는 
오퍼랜드 단 (60) 에 규정된 오퍼랜드가 인출되었는지를 나타내며, InstrEx 신호는 명령어 단 (50) 내의 명령어가 디
코딩되어졌는지를 나타낸다.
    

    
예를들면, 현재 오퍼랜드 단 (60) 에 존재하는 명령어에 의해 트리거되어진 판독동작상에 설정된 조건부 절점이 존재
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더우기, 동일한 파이프라인 사이클내에 ( 예컨대, 다음 Advance - Pipe 신호 (200) 가 단정
되기전에 ) 현재 실행 단 (70) 에 존재하는 명령어는 조건부 명령어이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고 그러한 조건이 만족
되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명령어 단 (50) 에 존재하는 명령어는 이전의 명령어가 브랜치 
( branch ) 명령어이며 상기 파이프라인 (30) 이 매립 ( flush ) 될것이기 때문에 디코딩되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기
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명령어 상태 레지스터 (130) 는 2 진값 " 010 " 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2 진 값은 실행 단 (7
0) 에 존재하는 명령어가 실행되어지지 않았고, 오퍼랜드 단 (60) 에 존재하는 명령어가 오퍼랜드를 인출하였으며, 명
령어 단 (50) 에 존재하는 명령어가 디코딩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프로그래머 ( 또는 디버거 ) 에 즉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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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도 3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240) 은 4 단 실행 파이프라인 (230) 을 수용하도록 확
대 도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240) 은 파이프라인의 다수의 단으로 용이
하게 확대된다.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 (230) 의 인출 단 (245) 은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240) 내의 해당하는 인출 어
드레스 레지스터 (275) ( 및 관련 액세스 버스 ) 를 지니고 그러한 시스템은 3 단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을 이
행한다. 도 2 의 3 단 파이프라인 시스템과는 유일하게 다른 주요 변경은 부가적인 상태 신호 ( FetchEx ; 355 ) 가 
부가적인 인출 단 (245) 을 처리하기 위해 명령어 상태 레지스터 (330) 에 공급하도록 부가되어 졌다는 점이다. 상기 
FetchEx 신호 (355) 는 단순히 새로운 명령어가 인출되어졌는지를 나타낸다. 그밖에는 3 단 대 4 단 파이프라인에 대
해 구성된 본 발명간에 어떤 다른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은 단순히 더 많은 어드레스 레지스터, 
상태 신호, 및 관련 지원 하드웨어를 부가시킴으로써 다수의 단과 협동하도록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질 수 있다.
    

도 4 는 본 발명의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500) 의 다른 한 실시예를 보여준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개별 어드레스 레지
스터는 어드레스가능한 선입선출 (FIFO) 시프트 레지스터 파일로 대체되어 있다. 이러한 실시예는 이전의 실시예의 방
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주된 차이점은 하드웨어 구현이라는 점이다.

본 발명의 구조 및 동작 방법에 있어서의 여러 다른 변형 및 수정예는 본 발명의 범위 및 사상으로 부터 이탈하지 않고
서 당업자에게 자명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와 연관지어 기술되었지만, 주장하고자 하는 발명은 
그러한 특정실시예에 부당하게 국한되어선 안되다는 점을 이해하여야한다. 이하의 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
며 이들 청구범위에 속하는 구조 및 방법 그리고 그들의 등가예가 본 발명에 포함하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그러므로, 본 발명은 상이한 파이프라인 기계의 동작 특성을 관찰 및 이해하여 상이한 파이프라인 기계의 용도를 최적
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 복수개의 단 및 파이프라인 제어 회로를 지니는 실행 파이프라인;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과 병렬을 이루어 명령어 식별자를 순차적으로 및 동기적으로 저장하는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으로
서,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의 복수개의 단의 각 단에 대하여 최소한 하나의 개별 액세스가능한 해당하는 저장 디바이스
를 포함하는 어드레스 파이프라인; 및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의 저장 디바이스에 접속되고, 실행 시에 사전 정의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명령어의 명령어 식
별자를 저장하는 어드레스 절점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청구항 2.

(정정) 명령어를 처리하는 실행 파이프라인 ;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에서 처리된 명령어 각각에 해당하는 명령어 식별자를 순차적으로 및 동기적으로 저장하는 수단
;

상기 순차적으로 및 동기적으로 저장하는 수단에 내재하는 명령어 식별자에 액세스하는 수단; 및

명령어 식별자를 상기 순차적으로 및 동기적으로 저장하는 수단에 접속되고, 실행 시에 사전 정의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명령어의 명령어 식별자를 저장하는 어드레스 절점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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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정정) 복수개의 명령어 처리 단 및 파이프라인 제어 회로를 지니는 실행 파이프라인을 포함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용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일련의 저장 장소를 지니는 전자 저장 디바이스로서, 최소한 하나의 저장 장소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의 복수개의 단 각
각에 대응하는 전자 저장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일련의 저장장소의 각 저장 장소가, 개별적으로 어드레스 가능하고, 특정값을 저장하도록 동작가능하며, 파이프라
인 전진 신호의 수신시에 상기 일련의 저장장소 내의 다음 저장장소로 상기 값을 시프트시키도록 구성되고,

상기 값은 명령어에 관계되고, 상기 어드레스 파이프라인은, 상기 저장 장소에 접속되고, 실행시에 사전 정의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명령어에 관계된 값을 저장하는 어드레스 절점 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어드레스 파이
프라인.

청구항 4.

(정정) 복수개의 단을 지니는 파이프라인에서 및 파이프라인 제어회로의 제어하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 및

상기 실행 파이프라인의 복수개의 단의 각 단에 대하여 최소한 하나의 개별 액세스가능한 저장 디바이스 내에, 상기 실
행 파이프라인과 병렬로 명령어 식별자를 순차적으로 및 동기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
이프라이닝 방법.

청구항 5.

(정정)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

실행 파이프라인에서 처리된 명령어 각각에 해당하는 명령어 식별자를 순차적으로 및 동기적으로 저장하는 단계; 및

순차적으로 및 동기적으로 저장하는 수단에 내재하는 명령어 식별자에 액세스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순차적으로 및 동기적으로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명령어 식별자를 일련의 레지스터에 기입하는 단계, 및 상기 명령어
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이동함에 따라서 상기 명령어 식별자를 일련의 레지스터를 따라 시프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액세스하는 단계는,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여 일련의 레지스터 중으로부터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이닝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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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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