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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응용상에 요구되는 압축 데이터에서 연산을 지원하는 명령 세트를 프로세서내에 포
함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저장 영역(150), 디코더(165), 및 다수의 회로
(130)를 구비한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다수의 회로들은 다수의 명령을 수행하여 압축 데이터를 조종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명령은 압축, 압축 해제, 압축 승산, 압축 가산, 압축 감산, 압축 비교, 및 
압축 시프트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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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명세서

기술분야

특히,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압축 데이터 연산 영역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전형적인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프로세서는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명령을 사용하는 다수의 비트(예, 
64)로 표현된 값에 연산하도록 이행되어 있다.  예를들어, 가산명령의 실행부는 제1의 64비트값과 제2의 
64비트값을 함께 더할 것이고 그 결과를 제3의 64비트값으로서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응용
예(예, 컴퓨터 지원협력(CSC--혼합된 미디어 데이터 조작으로 원격화상회의를 하는 집합체), 2D/3D 그래
픽, 영상처리, 비디오 압축/압축해제, 인식 알고리즘과 오디오 조작에 목적을 둔 응용예)는 소수의 비트
로 표현될 수 있는 다량의 데이터의 조작을 필요로 한다. 예를들어, 그래픽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8 또는 
16비트를 필요로 하고 사운드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8 또는 16비트를 필요로 한다.  이들 멀티미디어 응용
예의 각각은 하나 또는 다수의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고, 각각은 다수의 연산을 필요로 한다.  예를들어, 
하나의 알고리즘은 가산, 비교 그리고 시프트 연산을 필요로 한다. 

멀티미디어 응용예(동일 특성을 가진 다른 응용예까지 포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래의 프로
세서는 압축 데이터 포맷을 제공한다.  압축 데이터 포맷은 단일값을 표현하는데 전형적으로 사용된 비트
가 다수의 고정된 사이즈의 데이터 요소로 나누어지는 것중 하나이고, 각각은 분할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64비트  레지스터는  두  개의  32비트  요소로  나뉘어지고,  각각은  분리  32비트값을  나타낸다.   
추가로, 이 종래의 프로세서는 압축 데이터 유형내의 각각의 요소를 병렬로 분리하게 조작하는 명령어를 
제공한다.  예를들어, 압축 가산 명령은 제1의 압축 데이터와 제2의 압축 데이터로부터 관련 데이터 요소
를 함께 더한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 알고리즘이 다수의 데이터 요소상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5개의 연
산부를 포함한 루프를 필요로 한다면, 데이터를 압축하고 압축 데이터 명령을 사용하여 병렬로 이들 연산
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식으로, 프로세서는 멀티미디어 응용부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연산루프가 압축 데이터상에서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 연산을 포함하고 있다면(즉, 프
로세서는 적절한 명령이 부족하다), 그 데이터는 그 연산을 수행하도록 압축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산연산을 필요로 하는 멀티미디어 알고리즘과 상기된 압축 가산명령이 이용불가능하다면, 프로그
램머는 양 제1의 압축 데이터와 제2의 압축 데이터를 압축해제해야 하고(즉, 양 제1의 압축데이터와 제2
압축 데이터로 구성된 요소를 분리), 분리요소를 개별적으로 함께 더하고, 그러면 추가 압축진행을 위해 
그 결과를 압축된 결과로 압축한다.  이러한 압축과 압축해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진행시간은 압축 데이
터 포맷이 제공되는 수행 잇점을 종종 부정한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멀티미디어 알고리즘에 모든 필요
한 연산을 제공하는 한 세트의 압축 데이터 명령을 보통의 프로세서에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오늘날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한된 다이 면적으로 인하여, 추가될 수 있는 명령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압축 데이터 명령를 포함한 보통의 프로세서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인텔 코퍼레이션에 의해 제조된 

i860XP
TM
 프로세서이다.   i860XP 프로세서는 상이한 요소사이즈를 가진 일부 압축 데이터 유형을 포함하

고 있다.  추가로, i860XP 프로세서는 압축 가산 명령과 압축 비교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 
가산 명령은 캐리 체인부를 파괴하지 않으며, 프로그램머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된 연산이 넘침을 유
발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즉, 연산이 압축 데이터내의 하나의 요소로부터의 비트가 압축 데이터의 다
음 요소로의 넘침을 야기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1의 값이 '11111111'를 기억하는 8비트의 압
축 데이터에 더해진다면, 넘침이 일어나고, 결과는 '100000000'이다.  추가로, i860XP 프로세서에 의해 
지원된 압축 데이터 유형내의 소숫점의 위치는 고정된다(즉, i860XP 프로세서지원 8.8, 6.10, 8.24 숫자, 
여기서 i.j 숫자는 소숫점 다음의 i 유효비트와 j 비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머는 표현될 수 
있는 값에 대하여 제한되어 있다.  i860XP 프로세서는 단지 두 개의 명령을 지원하기 때문에, 압축 데이
터를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알고리즘에 필요한 다수의 연산을 수행할 수 없다. 

압축 데이터를 지원하는 다른 보통의 프로세서는 모토롤라 인코퍼레이티드에 의해 제조된 MC88110
TM
 프로

세서이다.   이  MC88110  프로세서는  상이한  사이즈  요소를  가진  일부  상이한  압축  데이터  포맷을 
지원한다.  추가로, MC88110 프로세서에 의해 지원된 압축 명령의 세트는 압축, 압축해제, 압축가산, 압
축감산, 압축승산, 압축비교, 및 압축회전을 포함하고 있다.

MC88110 프로세서 압축 명령은 폭 r의 필드를 발생시키는 제1레지스터 페어내의 요소의 각각의 (t
*
r)/64

(여기서, t는 압축 데이터의 요소내의 비트수이다) 유효비트를 연결시킴으로써 연산한다.  이 필드는 제2
레지스터 페어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의 유효비트를 대체한다.  그러면, 이 압축 데이터는 제3레지스터 페
어에 기억되고, r비트에 의해 좌측으로 회전된다.   이 명령의 연산예 뿐만 아니라, t ＆ r에 대한 지원
값의 표는 아래의 표 1과 표 2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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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2]

압축 명령의 이러한 이행은 두가지 잇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명령의 말단에서 회전을 수행하는데 
추가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압축 데이터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명령의 수이다.  예
를들어, 제3레지스터(위에 도시)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4개의 32비트값을 사용하려면, t=32와 r=32를 
가진 2명령은 아래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 3에 필요하다. 

[표 3]

MC88110 프로세서 압축해제 명령은 압축 데이터에서의 4, 8 또는 16비트 데이터 요소를 제로채움과 크기
(8, 16 또는 16비트)의 2배인 데이터 요소의 하위 절반에 놓음으로써 연산한다.  즉, 결과적인 데이터 요
소에서의 더 높은 순서 비트는 제로에 설정되어 있다.  이 압축해제 명령의 연산의 예는 아래의 표 4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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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C88110 프로세서 압축 승산 명령은 아래의 표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값으로 표현된 압축 데이터인 
것처럼 64비트 압축 데이터의 각각의 요소를 32비트값에 곱한다. 

[표 5]

이 승산 명령은 두 개의 드로우 백(draw back)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이 승산 명령은 캐리어 체인부
를 파괴하지 않고, 프로그램머는 압축 데이터상에서 수행된 연산은 넘침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결과
적으로, 프로그램머는 이러한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명령을 포함시키는데 필요하다.  두 번째, 이러
한 승산 명령은 압축 데이터내의 각각의 요소를 단일값(즉, 32비트값)에 곱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압축 데이터내의 어떤 요소가 32비트값에 의해 곱해지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머는 데이터내의 요소 모두 보다 적은 요소에서의 승산이 필요할때마다, 동일 승산
이 압축 데이터내의 모든 요소에 필요하도록 데이터를 준비하거나 데이터를 압축해제하는 처리시간을 버
려야 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머는 병렬로 배수의 승산기를 사용하여 배수의 승산을 수행할 수 없다.  
예를들어, 각각이 하나의 워드길이를 가진 데이터의 8개의 상이한 부분을 함께 곱하려면, 4개의 분리 승
산연산이 필요하다.   각각의 연산은 동시에 두개의 워드를 곱하고, 데이터라인을 효과적으로 소모하고 
회로소자는 16비트보다 더 높은 비트에 사용된다. 

MC88110 프로세서 압축 비교 명령은 제1압축 데이터와 제2압축 데이터로부터 관련 32비트 데이터 요소를 
비교한다.  두가지 비교의 각각은 보다 작은(<) 또는 크거나 같은(≥)을 리턴할 수 있고, 4개의 인에이블 
조합을 야기한다.  이 명령은 8비트 결과 스트링을 리턴한다; 4비트는 4개의 인에이블한 조건중 어느 것
이 충족되는지를 지시하고,  4비트는 이 비트의 완성도를 지시한다.   이 명령의 결과상의 조건 브렌치
(branch)는 두가지 방법: 1) 조건 브렌치의 시퀀스로; 또는 2) 점프 테이블로 이행될 수 있다.  이 명령
이 가진 문제는 Y > A라면, X=X+B 그밖에 X=X인 것과 같은 함수를 수행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 조건 브
렌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함수의 유사부호 번역 표현식은:

이 될 것이다.   새로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브렌치가 진행하는 곳을 불확실하게 예측함으로써 실행속도
를 높이려고 한다.  예측이 옳다면, 성능은 없어지지 않고 성능에 포텐셜을 얻는다.  그러나, 예측이 틀
리다면, 성능은 없어진다.  그러므로, 잘 예측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상기된 데이터
와 같은)를 근거로 한 브렌치는 예측 알고리즘을 파괴하는 비예측 방식으로 작용하고 더 잘못된 예측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조건 브렌치를 설정하는 비교 명령의 사용은 고비용의 성능을 
가져온다. 

MC88110 프로세서 회전 명령은 0비트와 60비트 사이의 임의의 4계수 경계부에서 64비트값을 회전시킨다
(표 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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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전명령은 레지스터로부터 이동되는 상위 비트가 레지스터의 하위 비트로 시프트되게 하므로, MC88110 
프로세서 압축 데이터내의 각각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시프트되게 지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압축 데
이터 유형내의 각각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시프트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은: 1) 데
이터를 압축해제하는 것, 2) 개별적으로 각각의 요소에 시프트를 수행하는 것, 및 3) 추가 압축 데이터 
처리를 위해 결과 압축 데이터로 그 결과를 압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전형적인 멀티미디어 응용예에 필요한 연산을 지원하는 한 세트의 압축 데이터 명령을 프로세서에 포함시
키는 장치와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기억영역은 압축 데이터를 조작하는 프로세서에 의한 실행을 위해 
다수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 이 명령은 압축, 압축해제, 압축 가산, 압축 감산, 압축 
승산, 압축 시프트, 및 압축 비교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세서는 압축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제3압축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적어도 두 개의 압축 데이터로 
데이터 요소에서의 비트부분을 압축한다.  대조적으로, 프로세서는 압축해제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제1압
축 데이터 피연산자로부터의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요소와 제2압축 데이터 피연산자로부터의 적어도 하나
의 관련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4압축 데이터를 산출한다. 

프로세서는 관련 데이터 요소를 압축 가산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적어도 두 개의 압축 데이터로부터 병렬
로 함께 분리하여 더한다.  대조적으로, 관련 데이터 요소를 압축 감산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적어도 두 
개의 압축 데이터로부터 병렬로 감산한다. 

프로세서는 관련 데이터 요소를 압축 승산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적어도 두 개의 압축 데이터로부터 병렬
로 함께 분리 승산한다. 

프로세서는 압축 데이터 피연산자내의 데이터 요소의 각각을 압축 시프트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지시 카
운트에 의해 병렬로 시프트한다. 

프로세서는 지시된 관계에 따라서 관련 데이터 요소를 적어도 두 개의 압축 데이터로부터 병렬로 분리 비
교하고 압축 비교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제1레지스터내의 압축 마스크를 결과로서 기억한다. 제1마스크 
요소내의 각각의 비트는 제1세트의 관련 데이터 요소를 비교하는 것의 결과를 지시하는 반면에, 제2마스
크 요소내의 각각의 비트는 제2세트의 데이터 요소를 비교하는 것의 결과를 지시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도면에서 제한되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동일 부호는 유사요소를 지시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파일.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데이터를 조작하는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흐
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압축 데이터 유형. 

도 5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지스터내의 압축 데이터 표현. 

도 5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지스터내의 압축 데이터 표현.

도 5c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레지스터내의 압축 데이터 표현.

도 6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사용을 지시하는 제어 신호 포맷. 

도 6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사용을 지시하는 제2제어 신호 포맷. 

압축 가산/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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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가산을 수행하는 방법. 

도 7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감산을 수행하는 방법.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개별 비트상에서 압축 가산과 압축 감산을 수행하는 회
로.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바이트 데이터상에서 압축 가산과 압축 감산을 수행하는 회로.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워드 데이터 상에서 압축 가산과 압축 감산을 수행하는 회로의 
논리도.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2배 워드 데이터상에서 압축 가산과 압축 감산을 수행하는 회로
의 논리도. 

압축 승산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상에서 압축 승산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
름도.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승산을 수행하는 회로. 

승산-가산/감산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승산-가산과 승산-감산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상에서 승산-가산 및/또는 승산-감산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압축 시프트

도 1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상에서 압축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개별 바이트상에서 압축 시프트를 수행하는 회로. 

압축

도 1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상에서 압축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9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바이트 데이터 상에서 압축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도 19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워드 데이터 상에서 압축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압축해제

도 2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상에서 압축 해제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
름도. 

도 2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상에서 압축 해제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개체 카운트

도  2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상에서  개체  카운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2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요소상에서 개체 카운트를 수행하고 결과적인 압축 데이
터에 대하여 단일 결과적인 데이터 요소를 산출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2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4개의 워드 데이터 요소를 가진 압축 데이터 상에서 개체 카운트 연
산을 수행하는 회로. 

도 2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에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하나의 워드 데이터 요소상에서 개체 카운트 연산을 
수행하는 상세회로. 

압축 논리 연산

도 2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상에서 다수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2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상에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압축 비교

도 2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상에서 압축 비교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
름도. 

도 2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개별 바이트상에서 압축 비교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실시예

이 출원서는 전형적인 멀티미디어 응용예에 필요한 압축 데이터 상에서 연산을 지원하는 한세트의 명령을 
프로세서내에서 포함시키는 장치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명세서에서, 본 발명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특정 세목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 특정 세목없이도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예에서, 공지된 회로, 구조와 기술은 본 발명이 불필요하게 애매하지 않도록 상세히 도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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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다. 

정의 

본 발명의 실시예의 명세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정의가 제공된다. 

비트 X에서 비트 Y까지:

이진수의 서브필드를 정의.  예를들어, 바이트(001110102)의 비트 6에서 비트 0까지 (2를 기준으로 도시)

는 서브필드(1110102 )를  나타낸다.  '2'다음 이진수는 기준 2를  지시한다.    그러므로, 1000 2  는 810 과 

같고, F16은 1510과 같다. 

Rx: 레지스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기억하고 제공할 수 있는 임의의 장치이다.  레지스터의 추가 기능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레지스터는 프로세서 패키지의 부분은 결코 아니다. 

SRC1, SRC2, 및 DEST:

기억영역(예,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등)을 확인. 

소스1-i 및 결과1-i:

데이터를 표현. 

컴퓨터 시스템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예시적인 컴퓨터 시스템(100)을 설명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
(100)은 정보를 처리하는 버스(101)로 연결된 프로세서(109), 및 정보통신을 위한 버스(101), 또는 다른 
통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세서(109)는 CISC 또는 RISC 유형 구조를 포함하여, 
임의 유형 구조의 중앙처리장치를 나타낸다.  컴퓨터 시스템(100)은 정보와 명령이 프로세서(109)에 의해 
실행되게 기억하는 버스(101)에 연결되어, 임의 액세스 메모리(RAM) 또는 다른 동적 기억 장치(메인 메모
리(104)로 명칭)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메인 메모리(104)는 프로세서(109)에 의한 명령 실행시 
일시적인 가변 또는 다른 매개 정보를 기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100)은 판독 전
용 메모리(ROM)(106), 및/또는 다른 정적 기억 장치를 포함하고 있고, 프로세서(109)에 대하여 정적 정보
와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 버스(101)에 연결되어 있다. 데이터 기억 장치(107)는 정보와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 버스(101)에 연결되어 있다. 

도 1은 또한 프로세서(109)가 실행유니트(130), 레지스터파일(150), 캐시(160), 디코더(165), 및 내부 버
스(170)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프로세서(109)는 본 발명을 애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시 생략된 추
가 회로소자를 포함하고 있다. 

실행 유니트(130)는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신된 명령을 실행하는데 사용된다.  보통의 프로세서로 전형
적으로 이행된 명령을 추가로 인식하려면, 실행유니트(130)는 압축 데이터 포맷상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압축 명령 세트(140)내의 명령을 인식한다.  일실시예에서, 압축 명령 세트(140)는 아래에 설명된 방식으
로 압축 연산, 압축 해제 연산, 압축 가산 연산, 압축 감산 연산, 압축 승산 연산, 압축 시프트 연산, 압
축 비교 연산, 승산-가산 연산, 승산-감산 연산, 개체 카운트 연산 및 한 세트의 압축 논리 연산(압축 
AND, 압축 ANDNOT, 압축 OR, 및 압축 XOR를 포함)을 지원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압축명령세트(14
0)가 이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일실시예가 설명되어 있고, 대체 실시예가 부세트 또는 초과 세트의 명령
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명령을 포함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응용예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대다수에 필요한 연산을 압축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 요소상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압축 해제된 압축 데이터가 필요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압축하고 압축 데이터상에서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기록될 수 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것은 특정 멀티미디어 알고리즘에 필요한 
압축 데이터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 종래의 보통 프로세서를 능가하는 성능의 잇점을 제공하고-- 즉, 멀티
미디어 알고리즘이 압축 데이터 상에서 수행될 수 없는 연산을 필요로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압축해제해야 하고, 분할 요소상에서 연산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추가 압축 처리를 위해 그 결과를 압
축 결과로 압축한다.  더욱이, 이 명령의 일부가 수행되는 발표된 방식은 다수의 멀티미디어 응용예의 성
능을 향상시킨다. 

실행 유니트(130)는 내부 버스(170)에 의해 레지스터 파일(150)에 연결되어 있다.  레지스터 파일(150)은 
데이터를 포함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프로세서(109)상의 기억 영역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측면은 압
축 데이터 상에서 연산하는 상기된 명령세트이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라서, 압축 데이터를 기억하는 
데 사용된 기억 영역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나, 레지스터 파일(150)의 일실시예는 도 2를 기준으로 나
중에 설명된다.  실행 유니트(130)는 캐시(160)와 디코더(165)에 연결되어 있다. 캐시(160)는 예를들어, 
메인  메모리(104)로부터  데이터  및/또는  제어  신호를  캐시하는데  사용된다.   디코더(165)는 프로세서
(109)에 의해 수신된 명령을 제어신호 및/또는 마이크로코드 엔트리 포인트로 디코드하는데 사용된다.  
이 제어신호 및/또는 마이크로코드 엔트리 포인트에 응답하여, 실행 유니트(130)는 적절한 연산을 수행한
다.  예를들어, 가산 명령이 수신된다면, 디코더(165)는 실행 유니트(130)가 필요한 가산을 수행하게 된
다; 감산 명령이 수신된다면, 디코더(165)는 실행유니트(130)가 필요한 감산을 수행하게 한다; 등등.  디
코더(165)는 임의 수의 상이한 기계(예, 룩-업 테이블, 하드웨어 구현체, PLA등)를 사용하여 이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코더와  실행  유니트에  의한  여러  명령의  실행은  일련의  if/then  명령문으로 
나타나고, 명령의 실행은 if/then 명령문의 일괄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if/then 처리를 논리적으로 수행하는 임의의 기계가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고려된다. 

도 1은 자기 디스크 또는 광학 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기억 장치(107) 및 관련 디스크 드라이브를 도시하
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100)은 또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장치(121)에 버스
(101)를 매체로 하여 연결되어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121)는 프레임 버퍼, 특정 그래픽 묘사 장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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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선관(CRT), 및/또는 평면 디스플레이를 포함할 수 있다. 문자 숫자와 다른 키를 포함한 문자 숫자식 입
력 장치(122)는 정보와 명령 선택부를 프로세서(109)에서 통신하기 위해 버스(101)에 전형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  다른 유형의 사용자 입력 장치는 마우스, 트랙볼, 펜, 터치 스크린, 또는 방향 정보와 명령 선
택부를 프로세서(109)에서 통신하고 디스플레이 장치(121)상에서 커서 방향을 제어하는 커서 방향키와 같
은 커서 제어기(123)이다.  이 입력 장치는 전형적으로 2개의 축, 제1축(예, x)과 제2축(예, y)에 2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장치가 평면에서 위치를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단지 2도의 
자유도를 가진 입력 장치로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버스(101)에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장치는 페이퍼, 필름 또는 유사 유형의 매체와 같은 매체상에서 명령, 
데이터 또는 다른 정보를 프린트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하드 카피 장치(124)이다.  추가로, 컴퓨터 시스
템(100)은 정보를 기록하는 마이크로폰에 연결된 오디오 디지털기와 같이, 사운드 기록을 위한 장치, 및/
또는 플레이백(125)에 연결될 수 있다.  더욱이, 이 장치는 디지털 사운드를 연산시키는 디지털-아날로그
(D/A)변환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100)은 컴퓨터 네트워크(예, LAN)에서 단말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컴퓨터 시스
템(100)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컴퓨터 서브시스템이 될 수 있다.  선택사양으로, 컴퓨터 시스템(100)은 비
디오 디지털화 장치(126)를 포함하고 있다.  비디오 디지털화 장치(126)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타고 다른 
것에 전송될 수 있는 비디오 이미지를 캡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추가로 프로세서(109)는  X86명령세트(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인텔 코퍼레이션에 의해 

제조된 펜티엄
R
 프로세서의 같은 현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명령세트)와 호환성이 있는 명령세트

를 지원한다.  그러므로, 일실시예에서, 프로세서(109)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인텔코퍼레이션에 의

해 정의된 바와 같이, IA
TM
-인텔 구조에 지원되는 모든 연산을 지원한다(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인텔에

서 이용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텔 데이터북 권1 및 권2, 1992, 1993를 참조).  결과적으로, 프로세
서(109)는 본 발명의 연산에 추가로 현존 X86 연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 발명은 X86 계열 명령 세트로 
적용된 바와 같이 설명되어 있는 반면, 대체 실시예는 다른 명령세트로 본 발명을 적용시킬수 있다.  예
를들어, 본 발명은 새로운 명령 세트를 사용하여 64비트 프로세서에 적용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파일을 설명하고 있다.  레지스터 파일(150)은 
제어/상태 정보, 정수 데이터, 부동 소숫점 데이터 및 압축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를 기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레지스터 파일(150)은 정수 레지스터(201), 레지스터(209), 상태 
레지스터(208), 및 명령 포인터 레지스터(211)를 포함하고 있다.  상태 레지스터(208)는 프로세서의 상태
를 지시한다.  명령 포인터 레지스터(211)는 실행될 다음 명령의 어드레스를 기억한다.  정수 레지스터
(201), 레지스터(209), 상태 레지스터(208), 및 명령 포인터 레지스터(211)는 모두 내부 버스(170)에 연
결되어 있다.  임의의 추가 레지스터는 또한 내부 버스(170)에 연결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 레지스터(209)는 양 압축 데이터와 부동 소숫점 데이터에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프로세서(109)는 트랙 기준 부동 소숫점 레지스터나 비트랙 기준 압축 데이터 레
지스터중 하나가 되게 레지스터(209)를 취급하여야 한다.  이 실시예에서, 기계는 프로세서(109)를 트랙
기준 부동 소숫점 레지스터와 비트랙 기준 압축 데이터 레지스터로서 연산 온(on) 레지스터(209) 사이에
서 스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이러한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09)는 비트랙 기준 부동 소숫점과 압
축 데이터 레지스터로서 레지스터(209)를 동시에 온(on) 연산시킬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다른 실시예에
서, 이 동일 레지스터는 정수 데이터를 기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물론, 대체 실시예는 많거나 적은 세트의 레지스터를 포함하도록 이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체 실시
예는 부동 소숫점 데이터를 기억하는 분할 세트의 부동 소숫점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예로서, 
대체 실시예는 각각이 제어/상태 정보를 기억한 제1세트의 레지스터, 및 각각이 정수, 부동 소숫점, 압축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제2세트의 레지스터를 포함할 수 있다.  투명도의 문제로서, 실시예의 레지스터
는 특정 유형의 회로에서 한정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실시예의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기억하고 제공할 수 있고, 여기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게 될 필요가 있다. 

여러 세트의 레지스터(예, 정수 레지스터(201), 레지스터(209))는 상이한 수의 레지스터 및/또는 상이한 
크기의 레지스터를 포함하도록 이행될 수 있다.  예를들어, 일실시예에서, 정수 레지스터(201)는 32비트
를 기억하도록 이행되는 반면, 레지스터(209)는 8비트(모든 8비트는 부동 소숫점 데이터를 기억하는데 사
용되는 반면, 64비트만이 압축 데이터에 사용된다)를 기억하도록 이행된다.  추가로, 레지스터(209)는 8
개의 레지스터(R0(212a)에서 R7(212h)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R1(212a ), R2(212b), 및 R3(212c)는 레지스

터(209)내의 개별 레지스터의 예이다. 레지스터(209)내의 32비트 레지스터는 정수 레지스터(201)내의 하
나의 정수 레지스터로 이동될 수 있다.  유사하게, 정수 레지스터내의 값은 레지스터(209)내의 레지스터
의 32비트로 이동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정수 레지스터(201) 각각은 64비트를 포함하고 있고, 데
이터의 64비트는 정수 레지스터(201)와 레지스터(209) 사이에서 이동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데이터를 조작하는 프로세서에 사용된 일반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흐름
도이다.  예를들어, 이러한 연산은 데이터를 가진 레지스터 파일(150)내의 레지스터를 캐시(160), 메인 
메모리(104), 판독 전용 메모리(ROM)(106), 또는 데이터 기억 장치(107)로부터 로드하는 로드 연산을 포
함하고 있다. 

단계(301)에서,  디코더(202)는  제어신호(207)를  캐시(160)나  버스(101)로부터  수신한다.  디코더(202)는 
수행될 연산을 결정하기 위해 제어신호를 디코드한다. 

단계(302)에서, 디코더(202)는 레지스터 파일(150) 또는 메모리내의 위치에 액세스한다.  레지스터 파일
(150)내의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내의 메모리 위치는 제어 신호(207)로 확인된 레지스터 어드레스에 따라 
액세스된다.  예를 들어, 압축 데이터 상에서의 연산에 있어서, 제어신호(207)는 SRC1, SRC2, 및 DEST 레
지스터 어드레스를 포함할 수 있다.  SRC1는 제1소스 레지스터의 어드레스이다.  SRC2는 제2소스 레지스
터의 어드레스이다.  일부 경우에, SRC2 어드레스는 모든 연산이 두 개의 소스 어드레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사양이다.   SRC2  어드레스가  연산에  필요하지  않다면,  단지  SRC1  어드레스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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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DEST는 결과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는 끝점 레지스터의 어드레스이다.  일실시예에서, SRC1 또
는 SRC2는 또한 DEST로서 사용된다.  SRC1, SRC2 및 DEST는 도 6a와 도 6b에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관련 데이터에 기억된 데이터는 각각 소스 1, 소스 2, 및 결과로서 명칭된다. 이 데이터의 각각은 길이로 
64비트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SRC1, SRC2 및 DEST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는 프로세서(109)의 어드레스가능 
메모리공간에 메모리 위치를 정의할 수 있다.  예를들어, SRC1는 메인 메모리(104)에서 메모리 위치를 확
인할 수 있고, SRC2는 정수 레지스터(201)에서 제1레지스터를 확인하고, DEST는 레지스터(209)에서 제2레
지스터를 확인한다.  여기서 설명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본 발명은 레지스터 파일(150)에 액세스하는 것
에 관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액세스는 대신 메모리에서 행해질 수 있다. 

단계(303)에서, 실행 유니트(130)는 액세스된 데이터상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단계(304)에서, 결
과는 제어신호(207)의 필요에 따라 레지스터 파일(150)로 역기억된다. 

데이터와 기억 포맷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3개의 압축 데이터 포맷이 설명되
어 있다; 압축 바이트(401), 압축워드(402), 및 압축2배 워드(403).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압축 바이
트는 8개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한 64비트 길이이다.  각각의 데이터 요소는 1 바이트 길이이다.  일반적
으로, 데이터 요소는 동일 길이의 다른 데이터 요소를 가진 단일 레지스터(또는 메모리 위치)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별부분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레지스터에 기억된 데이터 요소의 수는 데이터 
요소의 비트내의 길이에 의해 분할된 64비트이다. 

압축워드(402)는 64비트 길이이고 4개의 워드(402)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워드(402) 데
이터 요소는 16비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압축 2배 워드(403)는 64비트 길이이고 2개의 2배 워드(403)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2배 
워드(403) 데이터 요소는 32비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도 5a에서 도 5c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따라 레이스터내의 압축 데이터 기억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부호없는 압축 바이트 레지스터내의 표현(510)은 레지스터 R0(212a)에서 R7(212h)까지중 하나의 레지스터

내의 부호없는 압축 바이트(401)의 기억을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바이트 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보는 바
이트 0에 대하여 비트 7에서 비트 0까지, 바이트 1에 대하여 비트 15에서 비트 8까지, 바이트 2에 대하여 
비트 23에서 비트 16까지, 바이트 3에 대하여 비트 31에서 비트 24까지, 바이트 4에 대하여 비트 39에서 
비트 32까지, 바이트 5에 대하여 비트 47에서 비트 40까지, 바이트 6에 대하여 비트 55에서 비트 48까지, 
그리고 바이트 7에 대하여 비트 63에서 비트 56까지에 기억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이용가능한 비트
는 레지스터에서 사용된다.  이 기억 배열은 프로세서의 기억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더욱이, 8개의 데이
터 요소가 액세스된 상태로, 여기서 하나의 연산은 동시에 8개의 데이터 요소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부
호있는 압축 바이트 레지스터내 표현(511)은 부호있는 압축 바이트(401)의 기억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바이트 데이터 요소의 8번째 비트는 신호 지시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하라. 

부호없는 압축 워드 레지스터내 표현(512)은 워드 3에서 워드 0이 레지스터(209)중 하나의 레지스터에 기
억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비트 15에서 비트 0는 워드 0에 대한 데이터 요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비트 31에서 비트 16는 워드 1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비트 47에서 비트 32는 데이터 요소 워드 2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비트 63에서 비트 48은  데이터 요소 워드 3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부호 있는 압축 워드 레지스터내 표현(513)은 부호없는 압축 워드 레지스터내 표현(512)과 유사하
다.  각각의 워드 데이터 요소의 16번째의 비트만이 신호 지시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하라. 

부호없는 압축 2배 워드 레지스터내 표현(514)은 레지스터(209)가 두 개의 2배 워드 데이터 요소를 기억
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2배 워드 0은 레지스터의 비트 31에서 비트 0에 기억되어 있다.  2배 워드 
1은 레지스터의 비트 63에서 비트 32에 기억되어 있다.  부호 있는 압축 2배 워드 레지스터내 표현(515)
은 부호없는 압축 2배 워드 레지스터내 표현(514)과 유사하다.  필요한 부호비트는 2배 워드 데이터 요소
의 32번째 비트이다는 것을 상기하라.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레지스터(209)는 양 압축 데이터와 부동소숫점 데이터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
명의 이 실시예에서, 개별 프로그램밍 프로세서(109)는 어드레스된 레지스터, 예를들어 R0(212a)가 압축 

데이터 또는 부동 소숫점 데이터를 기억하는지를 추적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프로세
서(109)는 레지스터(209)의 개별 레지스터에 기억된 데이터 유형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대체 실
시예는 예를 들어, 압축 가산 연산이 부동 소숫점 데이터상에서 시도되었다면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제어 신호 포맷 

다음은 압축 데이터를 조작하는 프로세서(109)에 사용된 제어신호의 일실시예를 설명하고 있다.  본 발명
의 일실시예에서, 제어 신호는 32비트로 표현되어 있다.  디코더(202)는 버스(101)로부터 제어 신호(20
7)를 수신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디코더(202)는 또한 캐시(160)로부터 이러한 제어 신호를 수신
할 수 있다. 

도 6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사용을 지시하는 제어 신호 포맷을 설명하고 있다.  
비트 31에서 비트 26까지의 연산 필드 OP(601)는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행될 연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예를들어, 압축 가산, 압축 감산 등.  비트 25에서 비트 20까지의 SRC1(602)은 레지스터(209)에 레
지스터의 소스 레지스터 어드레스를 제공한다.  이 소스 레지스터는 제어 신호의 실행에 사용될 제1압축 
데이터, 소스 1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하게, 비트 19에서 비트 14까지의 SRC2(603)은 레지스터(209)에 
레지스터의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2소스 레지스터는 이 연산의 실행시에 사용될 압축 데이터, 
소스 2를 포함하고 있다.  비트 5에서 비트 0까지의 DEST(605)는 레지스터(209)에 레지스터의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끝점 레지스터는 압축 데이터 연산의 결과 압축 데이터, 결과를 기억할 것이다. 

비트 12에서 비트 13까지의 제어비트 SZ(610)는 제1 및 제2압축 데이터 소스 레지스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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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지시한다.  SZ(610)가 012와 같다면, 압축 데이터는 압축 바이트(401)로서 포맷된다.  SZ(610)가 

102와 같다면, 압축 데이터는 압축 워드(402)로서 포맷된다.  002 또는 112와 같은 SZ(610)는 예약되고,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이 값중 하나의 값은 압축 2배 워드(403)를 지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비트 11의 제어비트 T(611)는 그 연산이 포화 모드로 실행되는지를 지시한다.   T(611)가 1과 같다면, 포
화  연산은  수행된다.    T(611)이  0과  같다면,  비포화  연산이  수행된다.   포화  연산은  추후  설명될 
것이다. 

비트 10의 제어비트 S(612)는 부호 연산의 사용을 지시한다.  S(612)가 1과 같다면, 부호 연산은 수행된
다.  S(612)가 0과 같다면, 부호없는 연산이 수행된다. 

도 6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사용을 지시하는 제2제어 신호 포맷을 설명하고 있다.  
이 포맷은 일리노이 60056-7641, 마운틴 프로스펙트, 피. 오. 박스 7641, 인텔 코포레이션, 리터네이쳐부
에서 활용가능한 '펜티엄 프로세서 패밀리 사용자 매뉴얼'에 설명된 일반적인 정수 연산 코드 포맷과 연
관이 있다.  OP(601), SZ(610), T(611) 및 S(612)는 모두 하나의 큰 필드로 조합되어 있다.  일부 제어 
신호에 있어서, 비트 3에서 비트 5는 SRC1(602)이다. 일실시예에서, SRC1(602) 어드레스가 있다면, 비트 
3에서 비트 5는 또한 DEST(605)에 대응한다.  대체 실시예에서, SRC2(603) 어드레스가 있다면, 비트 0에
서 비트 2까지는 또한 DEST(605)에 대응한다.  다른 제어신호에 있어서, 압축 시프트 즉시 연산과 같이, 
비트 3에서 비트 5까지는 연산코드필드에서 확장을 나타낸다.  일실시예에서, 이 확장은 프로그램머가 시
프트 카운트 값과 같은 제어신호를 가진 즉시값을 포함하게 한다.  일실시예에서, 즉시값을 제어신호를 
뒤따른다.  이것은 '펜티엄 프로세서 패밀리 사용자 매뉴얼' 부록 F, 페이지 F-1에서 F-3까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비트  0에서  비트  2는  SRC2(603)를  나타낸다.   이  일반적인  포맷은  레지스터  대 
레지스터, 메모리 대 레지스터, 메모리별 레지스터, 레지스터별 레지스터, 즉시 별 레지스터, 레지스터 
대 메모리 어드레싱을 허용한다.  또한 일실시예에서, 이 일반적인 포맷은 정수 레지스터 대 레지스터, 
및 레지스터 대 정수 레지스터 어드레싱을 지원할 수 있다. 

포화/불포화의 설명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T(611)는 연산이 옵션적으로 포화하는지를 지시한다.  포화가능상태로, 연산의 
결과가 데이터의 범위를 넘침 또는 아래 넘침하는 곳에서, 그 결과는 고정될 것이다.  고정하는 것은 그 
결과를 최대 또는 최소값에 설정하는 것이 범위의 최대 또는 최소값을 초과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넘침의 경우에, 포화는 그 결과를 범위내에서 가장 낮은 값에 고장하고 넘침의 경우에 가
장 높은 값에 고정한다.  각각의 데이터 포맷에 대하여 허용가능한 범위는 표 7에 도시되어 있다. 

[표 7]

상기된 바와 같이, T(611)는 포화 연산이 수행될 수 있는지를 지시한다.  그러므로, 부호없는 바이트 데
이터 포맷을 사용하여, 연산결과=258이고 포화가 인에이블하다면, 그 결과는 연산의 끝점 레지스터에 기
억되기 전에 255에 고정될 것이다.  유사하게, 연산의 결과= -32999이고 포화로 부호있는 워드 데이터 포
맷에  사용된  프로세서(109)가  인에이블해졌다면,  그  결과는  연산의  끝점  레지스터에  기억되기  전에 
-32768에 고정될 것이다. 

압축 가산

압축 가산 연산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압축 가산 연산을 실행 유니트(130)에서 수행되게 한다.  즉, 본 발명은 제1압축 
데이터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를 개별적으로 제2압축 데이터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에 합산한다.  

도 7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가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단계(701)에서, 디코
더(202)는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신된 제어 신호(207)를 디코드한다.  그러므로, 디코더(202)는 디코드
한다:  압축 가산에 대한 연산코드; 레지스터(209)내의 SRC1(602), SRC2(603) 및 DEST(605)의 어드레스; 
포화/불포화, 부호있는/부호없는, 및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길이.  단계(702)에서, 내부 버스
(170)를 매체로 하여, 디코더(202)는 SRC1(602)과 SRC2(603) 어드레스가 주어진 레지스터 파일(150)내의 
레지스터(209)에 액세스한다.  레지스터(209)는 이 어드레스 소스 1과 소스 2 각각에서 레지스터에 기억
된 압축 데이터를 실행 유니트(130)에 제공한다.  즉, 레지스터(209)는 그 압축 데이터를 내부버스(170)
를 매개로 하여 실행 유니트(130)에 전달한다. 

단계(703)에서, 디코더(202)는 실행유니트(130)가 압축 가산 연산을 수행하게 한다.  디코더(202)는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압축 데이터 요소의 길이, 포화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부호있는 산술이 사용되는
지를 추가로 전달한다.  단계(704)에서, 데이터 요소의 길이는 어느 단계가 다음에 실행되는지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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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길이가 8비트(바이트 데이터)이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705a)
를  수행한다.   그러나,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길이가 16비트(워드  데이터)이면, 실행유니트
(130)는 단계(705b)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단지 8비트와 16비트 데이터 요소 길이 압축 
가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대체 실시예는 상이한 및/또는 다른 길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
체 실시예는 32비트 데이터 요소 길이 압축 가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데이터 요소의 길이가 8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705a)가 실행된다.  실행 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
터의 비트 7에서 비트 0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7에서 비트 0까지를 SRC2의 비트 7에서 비트 0까지
에 합산한다. 이 가산과 동시에, 실행 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15에서 비트 8까지를 만들
어, 소스 1의 비트 15에서 비트 8까지를 소스 2의 비트 15에서 비트 8까지에 합산한다.  이 가산과 동시
에 실행 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23에서 비트 16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23에서 비
트 16까지를 소스 2의 비트 23에서 비트 16까지에 합산한다.  이 가산과 동시에, 실행 유니트(130)는 결
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31에서 비트 24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31에서 비트 24까지를 소스 2의 비
트 31에서 비트 24까지에 합산한다.  이 가산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39
에서 비트 32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39에서 비트 32까지를 소스 2의 비트 39에서 비트 32까지에 
합산한다.   이  가산과  동시에  실행  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47에서  비트  40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47에서 비트 40까지를 소스 2의 비트 47에서 비트 40까지에 합산한다.  이 가산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54에서 48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54에서 비
트 48까지를 소스 2의 비트 54에서 비트 48까지에 합산한다.  이 가산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63에서 비트 56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63에서 비트 56까지를 소스 2의 비트 
63에서 비트 56까지에 합산한다. 

데이터 요소의 길이가 16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705b)가 실행된다.  실행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
터의 비트 15에서 비트 0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15에서 비트 0까지를 SRC2의 비트 15에서 비트 0
까지에 합산한다.  이 가산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31에서 비트 16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31에서 비트 16까지를 소스 2의 비트 31에서 비트 16까지에 합산한다.  이 가산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47에서 비트 32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47에서 
비트 32까지를 소스 2의 비트 47에서 비트 32까지에 합산한다.  이 가산과 동시에, 실행 유니트(130)는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63에서 비트 48까지를 만들어, 소스 1의 비트 63에서 비트 48까지를 소스 2의 
비트 63에서 비트 48까지에 합산한다. 

단계(706)에서, 디코더(202)는 끝점 레지스터의 DEST(605)어드레스로 레지스터(209)내의 레지스터를 인에
이블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DEST(605)에 의해 어드레스된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표 8a는 압축 가산 연산의 레지스터내의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비트의 제1행은 소스 1 압축 데이터의 
압축 데이터 표현이다.  비트의 제2행은 소스 2 압축 데이터의 압축 데이터 표현이다. 비트의 제3행은 결
과 압축 데이터의 압축 데이터 표현이다.  각각의 데이터 요소 아래의 수는 데이터 요소의 수이다.  예를 
들어, 소스 1 데이터 요소 0은 100010002이다.  그러므로, 데이터 요소가 길이로(바이트 데이터) 8비트이

고 부호없는, 불포화 가산이 수행된다면, 실행 유니트(130)는 도시된 바와 같이 결과 압축 데이터를 만든
다. 

결과 넘침 또는 아래넘침과 연산이 불포화를 사용하고 있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결과는 단순히 끊어
짐이 된다는 것을 상기하라.  즉. 캐리 비트는 무시된다.  예를들어, 표 8a에서, 결과 데이터 요소 하나
의 레지스터내 표현은: 100010002 +100010002=000010002가 될 수 있다.  유사하게, 아래넘침에 있어서, 결

과는 끊어짐이 된다.  끊어짐의 형태는 프로그램머가 쉽게 모듈 산술을 수행하게 한다.  예를 들어, 결과 
데이터 요소하나의 방정식은: (소스 1 데이터 요소 1 + 소스 2 데이터 요소 1) 모드(mod) 256=결과 데이
터 요소 1로서 표현될 수 있다.  더욱이, 넘침과 아래넘침은 상태 레지스터에 에러 비트를 설치함으로써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본 명세서로부터 알 수 있다. 

[표 8a]

표 8b는 압축 워드 데이터 가산 연산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요소가 길
이로(워드 데이터) 16비트이고 부호없는 불포화 가산이 수행된다면, 실행 유니트(130)는 도시된 바와 같
이 결과 압축 데이터를 만든다. 워드 데이터 요소 2에서, 비트 7(아래의 강조된 비트 I 참조)에서 비트 8
로 진보된 캐리는 데이터 요소 2을 넘침(아래의 강조된 overflow 참조)을 야기한다는 것을 상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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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b]

표 8c는 압축 2배 워드 데이터 가산 연산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산은 본 발명의 대
체 실시예에 지원된다. 그러므로, 그 데이터 요소가 길이로 (즉, 2배 워드 데이터) 32비트이고 부호없는, 
불포화 가산이 수행된다면, 실행 유니트(130)는 도시된 바와 같이 결과 압축 데이터를 만든다.  2배 워드 
데이터 요소 하나의 비트 7과 비트 15로 부터의 캐리는 각각 비트 8과 비트 16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상기
하라. 

[표 8c]

압축 가산과 보통의 가산 사이의 차이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윗예에서의 데이터는 표 9에 되풀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보통의 가산(64비트)은 그 데이터 상에서 수행된다.  비트 7, 비트 15, 비트 23, 비
트 31, 비트 39 및 비트 47에서의 이동은 각각 비트 8, 비트 16, 비트 24, 비트 32, 비트 40 및 비트 48
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라. 

[표 9]

신호/불포화 압축 가산 

표 10은 압축 데이터의 데이터 요소 길이가 8비트인 부호 있는 압축 가산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포화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과는 넘침과 아래넘침이 될 것이다.  표 10은 표 8a-8c 및 표 9와는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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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호/포화 압축 가산 

표 11은 압축 데이터의 데이터 요소 길이가 8비트인 부호 있는 압축 가산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포화가 
사용되고, 그러므로, 넘침은 최대값에 고정될 수 있고, 아래넘침은 최소값에 고정될 수 있다. 표 11은 표 
10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 요소 0과 데이터 요소 2는 최소값에 고정되어 있고, 
데이터 요소 4와 데이터 요소 6은 최대값에 고정되어 있다. 

[표 11]

압축 감산

압축 감산 연산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압축 감산 연산이 실행유니트(130)에서 수행하게 한다.  즉, 본 발명은 제2압축 데
이터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가 개별적으로 제1압축 데이터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로부터 감산되게 한다. 

도 7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감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단계(710-713)는 단계
(701-704)와 유사하다는 것을 상기하라. 

본 발명의 본 실시예에서, 단지 8비트와 16비트 데이터 요소 길이 압축 감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대체 
실시예는 상이한 및/또는 다른 길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체 실시예는 32비트 데이터 요소 
길이 압축 감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데이터 요소 길이가 8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714a, 715a)가 실행된다.  실행 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의 비트 7에서 비트 0까지를 채운다.  이 2의 채움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
의 비트 15에서 비트 8까지를 채운다.  이 2의 채움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의 비
트 23에서 비트 16까지를 채운다.  이 2의 채움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의 비트 31
에서 비트 24까지를 채운다.  이 2의 채움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의 비트 39에서 
비트 32까지를 채운다.  이 2의 채움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의 비트 47에서 비트 
40까지를 채운다.  이 2의 채움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의 비트 55에서 비트 48까
지를 채운다.  이 2의 채움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의 비트 63에서 비트 56까지를 
채운다. 단계(715a)에서, 실행유니트(130)는 단계(705a)에 일반적으로 설명된 바와 같이, 소스 1의 비트
에 소스 2의 2의 채움된 비트의 가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요소 길이가 16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714b, 715b)가 실행된다.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
스 2의 비트 15에서 비트 0까지를 채운다.  이 2의 채움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의 
비트 31에서 비트 16까지를 채운다.  이 2의 채움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의 비트 
47에서 비트 32까지를 채운다.  이 2의 채움과 동시에, 실행유니트(130) 2의 채움은 소스 2의 비트 63에
서 비트 48까지를 채운다.  단계(715b)에서, 실행유니트(130)는 단계(705b)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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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소스 1의 비트에 소스 2의 2의 채움된 비트의 가산을 수행한다. 

단계(714,715)는 제2의 수에서 제1의 수를 빼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사용된 방법인 것을 상기하라.  그
러나, 감산의 다른 형태는 종래기술에 공지되어 있고 본 발명은 2의 채움 산술을 이용하는 데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단계(716)에서, 디코더(202)는 끝점 레지스터의 끝점 어드레스를 가진 레지스터(209)를 인에이블하게 한
다.  그러므로, 결과 압축 데이터는 레지스터(209)의 DEST 레지스터에 기억되어 있다. 

표 12는 압축 감산 연산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 요소가 길이(바이트 데이터)로 8비
트이고 부호없는, 불포화 감산이 수행된다고 가정하면, 실행 유니트(130)는 도시된 바와 같이 결과 압축 
데이터를 만든다. 

[표 12]

압축 데이터 가산/감산 회로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개별 비트상에서 압축 가산 및 압축 감산을 수행하는 
회로를 설명하고 있다.  도 8은 개조된 비트 슬라이스 가산기/감산기(800)를 도시하고 있다.  가산기/감
산기(801ab)는 소스 2로부터의 2비트가 소스 1에 더해지거나 소스 1로부터 감산되게 한다.  연산과 캐리 
제어(803)는 가산 또는 감산 연산을 할 수 있는 제어신호를 제어부(809a)에 전송한다.  그러므로, 가산기
/감산기(801a)는 결과i (806a)상에 전송된 결과 비트를 만들어,  소스 2i (805a)상에 수신된 비트i 를  소스 

1i(804a)상에 수신된 비트 i에 더하거나 공제한다. Cin(807a-b) 및 Cout(808a-b)는 가산기/감산기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캐리 제어 회로소자를 나타낸다. 

비트  제어(802)는  연산으로부터  인에이블해지고  압축  데이터를  매개로  한  캐리  제어(803)는  811이 
Cini+1(807b) 및 Couti를 제어하게 한다.  예를 들어, 표 13a에서, 부호없는 압축 바이트 가산에 수행된다.  

가산기/감산기(801a)가 소스 1의 비트 7을 소스 2의 비트 7에 더하면, 연산과 캐리 제어(803)는 비트 7에
서 비트 8로의 이동의 전파를 멈추게 하여 비트 제어(802)를 인에이블하게 할 것이다. 

[표 13a]

그러나, 부호없는 압축 워드 가산이 수행되어, 가산기/감산기(801a)가 소스 1의 비트 7를 소스 2의 비트 
7에 더하는데 유사하게 사용된다면, 비트 제어(802)는 비트 8로의 이동을 전파한다.  표 13b는 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전파는 압축 해제 가산 뿐만아니라 압축 2배 워드 가산에 있어서 허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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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b]

가산기/감산기(801a)는 소스 2i(805a)를 변환하고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소스 2i(805a)의 2의 채움을 먼저 

형성함으로써 소스 1i(804a)로부터 비트 소스 2i(805a)를 공제한다.  그러면, 가산기/감산기(801a)는 이 

결과를 소스 1i(804a)에 더한다.  비트 슬라이스 2의 채움 기술은 종래기술에 공지되어 있고, 당업자는 이

러한 비트 슬라이스 2의 채움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캐리어의 전파는 비트 제
어부(802)와 연산과 이동 제어부(803)에 의해 제어된다는 것을 상기하라.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압축 바이트 데이터 상에서 압축 가산과 압축 감산을 수행하는 회로
를 설명하고 있다.  소스 1 버스(901)와 소스 2 버스(902)는 정보신호를 각각 소스 1in (906a-h)와 소스 

2in(905a-h)를 매개로 하여 가산기/감산기(908a-h)에 이동시킨다. 그러므로, 가산기/감산기(908a)는 소스 

2 비트 7에서 비트 0까지를 소스 1 비트 7에서 비트 0까지에/로부터 더하거나/뺀다; 가산기/뺄샘기(908
b)는 소스 2 비트 15에서 비트 8까지를 소스 1 비트 15에서 비트 8까지에/로부터 더하거나/뺀다, 등등.  
CTRL(904a-h)는 압축 제어(911)를 매개로 하여, 연산제어부(903)로부터, 캐리어의 전파를 불가능하게 하
는 제어신호, 가능/불가능한 포화, 및 가능/불가능한 부호있는/부호없는 산술을 수신한다.  연산 제어부
(903)는 이동 정보를 CTRL(904a-h)로부터 수신하고 다음의 가장 중요한 가산기 감산기(908a-h)에 전파하
지 않음으로써 캐리어의 전파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연산 제어부(903)는 64비트 압축 데이터에 
대하여 연산과 이동 제어부(803)와 비트 제어부(802)의 연산을 수행한다.  상기 설명과 도 1-9에서의 설
명에서 이러한 회로를 당업자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산기/감산기(908a-h)는 결과 출력(907a-h)을 매개로 하여, 결과 레지스터(910a-h)에 여러 압축 가산의 
결과 정보를 전달한다.  각각의 결과 레지스터(910a- h)는 그 결과 정보를 기억하고 결과 버스(909)를 타
고 전송한다.  그 다음, 이 결과 정보는 DEST(605) 레지스터 어드레스에 의해 확인된 정수 레지스터에 기
억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압축 워드 데이터 상에서 압축 가산과 압축 감산을 수행하는 회로
의 논리도이다.  여기서, 압축 워드 연산이 수행된다.  비트 8과 비트 7 사이, 비트 24와 비트 23사이, 
비트 40과 비트 39 사이, 및 비트 56과 비트 55사이의 캐리어의 전파는 연산 제어부(903)에 의해 인에이
블해진다.  그러므로, 가상 가산기/감산기(1008a)로서 도시된 가산기/감산기(908a,908b)는 압축 워드 데
이터 소스 2의 제1워드(비트 15에서 비트0까지)를 압축 워드 데이터 소스 1의 제2워드(비트15에서 비트 0
까지)에/로부터 더하거나/빼도록 함께 작용할 것이다; 가상 가산기/감산기(1008b)로서 도시된 가산기/감
산기(908c,908d)는 압축 워드 데이터 소스 2의 제2워드(비트 31에서 비트 16까지)를 압축 워드 데이터 소
스 1의 제2워드(비트 31에서 비트 16까지)에/로부터 더하거나/빼도록 함께 작용할 것이다, 등등. 

가상 가산기/감산기(1008a-d)는 결과 출력(1007a-d)(조합된 결과 출력(907a- b, 907c-d, 907e-f 및 907g-
h))을 매개로 하여, 결과 정보를 가상 결과 레지스터(1010a-d)에 전달한다. 각각의 가상 결과 레지스터
(1010a-d)(조합된 결과 레지스터(910a-b, 910c-d, 910e-f, 및 910g-h))는 결과 버스(909)를 타고 전달될 
16비트 결과 데이터 요소를 기억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서 압축 2배 워드 데이터 상에서 압축 가산과 압축 감산을 수행하는 
회로의 논리도이다.  비트 8과 비트 7사이, 비트 16과 비트 15사이, 비트 24와 비트 23사이, 비트 40과 
비트 39사이, 비트 48과 비트 47사이, 및 비트 56과 비트 55사이의 캐리어의 전파는 연산제어부(903)에 
의해 인에이블해진다. 그러므로, 가상 가산기/감산기(1108a)로서 도시된 가산기/감산기(908a-d)는 압축 2
배 워드 데이터 소스 2에 제1의 2배 워드(비트 31에서 비트 0까지)를 압축 워드 데이터 소스 1의 제1의 2
배 워드(비트 31에서 비트 0까지)에/로부터 더하거나/빼도록 함께 작용한다; 가상 가산기/감산기(1108b)
로서 도시된 가산기/감산기(908e- h)는 압축 2배 워드 데이터 소스 2의 제2의 2배 워드(비트 63에서 비트 
32까지)를 압축 2배 워드 데이터 소스 1의 제2의 2배 워드(비트 63에서 비트 32까지)에/로부터 더하거나/
빼도록 함께 작용한다.

가상 가산기/감산기(1108a-b)는 결과 출력(1107a-b)(조합된 결과 출력(907a- d, 907e-h))을 매개로 하여, 
결과 정보를 가상 결과 레지스터(1110a-b)에 전달한다.  각각의 가상결과 레지스터(1110a-b)(조합된 결과 
레지스터(910a-d, 910e-h))는 결과 버스(909)를 타고 32비트 결과 데이터 요소를 기억시킨다. 

압축 승산

압축 승산 연산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SRC1레지스터는 피승수 데이터(소스1)를 포함하고, SRC2레지스터는 승수 데이터
(소스2)를 포함하고,  DEST 레지스터는 승산의 결과부분(결과)을 포함할 것이다.  즉, 소스 1은 소스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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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데이터 요소에 의해 독립적으로 곱해진 각각의 데이터 요소를 가질 것이다.  승산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는 곱의 상위 또는 하위 비트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다음 승산 연산이 지원된다: 승산 하이 부호없는 압축, 승산 하이 부호 있는 압
축, 및 승산 로우 압축. 하이/로우는 승산의 결과로부터의 어느 비트가 그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지
시한다.  이것은 2N비트를 가진 결과내의 두 개의 N비트수의 결과의 승산 때문에 필요하다.  결과 데이터 
요소가 피승수와 승수의 데이터요소와 동일 사이즈이기 때문에, 결과의 절반만이 그 결과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하이는 더 상위 비트가 그 결과로서 출력되게 한다.  로우는 더 하위 비트가 그 결과로서 출력
되게 한다. 예를 들어, 소스 1[7:0]×소스 2[7:0]의 부호없는 하이 압축 승산은 결과[7:0]에 그 결과의 
더 상위 비트를 기억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하이/로우 연산 변경자의 사용은 하나의 데이터 요소에서 다음 더 높은 데이터 
요소로의 넘침의 가능성을 제거한다.  즉, 이 변경자는 프로그램머가 넘침에 무관하게 결과의 어느 비트
가 그 결과에 있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 프로그램머는 압축 승산 연산의 조합을 이용하여 
완전한 2N 비트결과를 발생시킬수 있다.  예를들어, 그 프로그램머는 승산 하이 부호없는 압축 연산을 사
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동일 소스 1과 소스 2를 사용하여, 완전한(2N)결과를 얻는 승산 로우 압축 연산
을 사용할 수 있다.  종종, 그 결과의 상위 비트는 그 결과의 단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산 하이 연
산이 제공된다.  그 프로그램머는 압축 해제 데이터 연산에 종종 필요로 되는 바와 같이, 임의의 끊임을 
먼저 수행되어야 함이 없이 그 결과의 상위 비트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소스2내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는 상이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그 프로
그램머에게 소스1내의 각각의 피승수에 대한 승수로서 상이한 값을 가지는 융통성을 제공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서 압축 데이터상에서 압축 승산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단계(1201)에서, 디코더(202)는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신된 제어 신호(207)를 디코드한다.  그러므로, 
디코더(202)는  디코드한다:  적절한  승산  연산에  대한  연산  코드;  레지스터(209)내의  SRC1(602), 
SRC2(603),  및  DEST(605)  어드레스;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길이,  부호있는/부호없는, 

하이/로우.

단계(1202)에서,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디코더(202)는 SRC1(602)과 SRC2(603) 어드레스가 주어
진 레지스터 파일(150)내의 레지스터(209)에 액세스한다.  레지스터(209)는 SRC1(602) 레지스터(소스1)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와 SRC2(603) 레지스터(소스2)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를 실행 유니트(130)에 제공한다.  
즉, 레지스터(209)는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실행 유니트(130)에 압축 데이터를 전달한다. 

단계(1130)에서, 디코더(202)는 실행 유니트(130)가 적절한 압축 승산 연산을 수행하게 한다.  디코더
(202)는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승산 연산을 위해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와 하이/로우를 추가로 
전달한다. 

단계(1210)에서,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는 어느 단계가 다음에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다.  데이터 요
소의 사이즈가 8비트(바이트 데이터)이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1212)를 실행한다.  그러나, 압축 데
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16비트(워드 데이터)이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1214)를 수행한다.  
일 실시예에서, 16비트 데이터 요소 사이즈 압축 승산만이 지원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8비트 및 16비트 
데이터 요소 사이즈 압축 승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32비트 데이터 요소 사이즈 압축 
승산이 또한 지원된다.  

데이터 성부의 사이즈가 8비트이면, 단계(1212)가 실행된다.  단계(1212)에서, 다음이 수행된다.  소스1 
비트7에서  비트0까지는  결과  비트7에서  비트0까지를  만들어,  소스2  비트7에서  비트0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15에서 비트8까지는 결과 비트15에서 비트8까지를 만들어, 소스2 비트15에서 비트8
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23에서 비트16까지는 결과 비트23에서 비트16까지를 만들어, 소스2 비
트23에서 비트16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31에서 비트24까지는 결과 비트31에서 비트24까지를 
만들어, 소스2 비트31에서 비트24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39에서 비트32까지는 결과 비트39에
서 비트32까지를 만들어, 소스2 비트39에서 비트32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47에서 비트40까지
는 결과 비트47에서 비트40까지를 만들어, 소스2 비트47에서 비트40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55
에서  비트48까지는  결과  비트55에서  비트48까지를  만들어,  소스2  비트55에서  비트48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63에서 비트56까지는 결과 비트63에서 비트63에서 비트56까지를 만들어, 소스2 비
트63에서 비트56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16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1214)가 실행된다.  단계(1214)에서, 다음이 수행된
다.  소스1 비트15에서 비트0까지는 결과 비트15에서 비트0까지를 만들어 소스2 비트15에 비트0까지에 의
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31에서 비트16까지는 결과 비트31에서 비트16까지를 만들어 소스2 비트31에서 
비트16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47에서 비트32까지는 결과 비트47에서 비트32까지를 만들어 소
스2 비트47에서 비트32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63에서 비트48까지는 결과 비트63에서 비트48까
지를 만들어 소스2 비트63에서 비트48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일 실시예에서, 단계(1212)의 승산이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이 승산은 연속적으로 
수행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 승산의 일부는 동시에 수행되고 일부는 연속적으로 수행된다.  이 논의
는 또한 단계(1214)의 승산에 적용한다. 

단계(1220)에서, 그 결과는 DEST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표 14는 압축 워드 데이터상에서의 압축 승산 부호없는 하이 연산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비트의 제1행은 소스2의 데이터 표현이다.  비트의 제3행은 결과의 압축 데이터 표현이다.  각각의 데이
터 요소 비트 아래의 숫자는 데이터 요소수이다.  예를 들어, 소스1 데이터 요소2는 11111111000000002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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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표 15는  압축 워드 데이터상에서의 승산 하이 부호있는 압축 연산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표 15]

표 16은 압축 워드 데이터사아에서의 압축 승산 로우 연산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표 16]

압축 데이터 승산 회로 

일 실시예에서, 승산 연산은 압축 해제 데이터상의 단일 승산 연산으로서 클록 사이클의 동일 수로 승산 
데이터 요소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클록 사이클의 동일 수로 실행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가 사용된다.  
즉, 레지스터는 그 데이터 요소상에서 승산연산을 수행하도록 동시에 명령된다.  이것은 아래에 더 상세
히 논의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승산을 수행하는 회로를 설명하고 있다.  연산 제어(1300)는 
승산을 수행하는 회로를 제어한다.  연산 제어(1300)는 승산 연산에 대한 제어 신호를 처리하고 다음 출
력을 가진다: 하이/로우 인에이블(1380); 바이트/워드 인에이블(1381)과 신호 인에이블(1382).  하이/로
우 인에이블(1380)은 그 결과의 하이 또는 로우 순위가 그 결과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다.  바이트/워드 
인에이블(1381)은 바이트 압축 데이터 또는 워드 압축 데이터 승산 연산이 수행되는지를 확인한다.  신호 
인에이블(1382)은 신호 승산이 사용되는지를 확인한다. 

압축 워드 승산기(1301)는 4워드 데이터 요소를 동시에 승산한다.  압축 바이트 승산기(1302)는 8바이트 
데이터 요소를 승산한다.  압축 워드 승산기(1301)와 압축 바이트 승산기(1302) 모두 다음 입력: 소스
1[63:0](1331), 소스2[63:0] (1333), 신호인에이블(1382), 및 하이/로우 인에이블(1380)을 가지고 있다. 

압축 워드 승산기(1301)는 4개의 16×16 승산기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16×16 승산기A(1310), 16×16 승
산기B(1311), 16×16 승산기C(1312), 및 16×16 승산기D(1313).  16×16 승산기A(1310)는 입력으로서 소
스1[15:0]과 소스2[15:0]를 가진다.  16×16 승산기B(1311)는 입력으로서 소스1[31:16]과 소스2[31:16]를 
가진다.   16×16  승산기C(1312)는  입력으로서 소스1[47:32]과  소스2[47:32)를  가진다.   16×16 승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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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13]는 입력으로서 소스1[63:48]과 소스2[63:48]를 가진다.  각각의 16×16 승산기는 신호 인에이블
(1382)에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16×16 승산기는 32비트 결과를 만든다.  각각의 승산기에 있어서, 다
중화기(M×0(1350), M×1 (1351), M×2(1352), 및 M×3(1353) 각각)는 32비트 결과를 수신한다.  하이/로
우 인에이블(1380)의 값에 따라, 각각의 승산화기는 그 결과의 16 상위 비트 또는 16 하위 비트를 출력한
다.  4개의 다중화기의 출력은 하나의 64비트 결과로 조합된다.  이 결과는 결과 레지스터1(1371)에 옵션
적으로 기억된다. 

압축 바이트 승산기(1302)는 8개의 8×8 승산기 회로: 8×8 승산기A(1320)에서 8×8 승산기H(1327)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8×8 승산기는 소스1[63;0](1331)과 소스2[63:0](1333)의 각각으로부터 8비트 입
력을 가진다.  8×8  승산기A(1320)는 입력으로서 소스1[7:0]과 소스2[7:0]를 가지고 있고 8×8 승산기
H(1327)는 입력으로서 소스1[63:56]과 소스2[63:56]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8×8 승산기는 신호 인에이
블(1382)에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8×8 승산기는 16비트 결과를 만든다.  각각의 승산기에 있어서, 다
중화기(예, M×4(1360)와 M×11(1367))는 16비트 결과를 수신한다.  하이/로우 인에이블(1380)의 값에 따
라, 각각의 다중화기는 결과의 8 상위비트 또는 8 하위비트를 출력한다.  8개의 다중화기의 출력은 하나
의 64비트 결과로 조합된다.  이 결과는 옵션적으로 결과 레지스터2(1372)에 기억된다.  바이트/워드 인
에이블(1381)은 연산이 필요한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에 따라, 특정 결과 레지스터를 인에이블하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 승산을 실현하는데 사용된 영역은 두 개의 8×8 수 또는 하나의 16×16 수 모두를 승산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듦으로써 감소된다.  즉, 두 개의 8×8 승산기와 하나의 16×16 승산기는 하나의 8×8 
및 16×16 승산기로 조합된다.  연산 제어(1300)는 승산에 대한 적절한 사이즈를 인에이블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승산기에 의해 사용된 물리적인 영역은 감소될 수 있으나, 압축 바이트 승산과 압축 
워드 승산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압축 2배워드 승산을 지원하는 다른 실시예에서, 하나의 승
산기는 4개의 8×8 승산, 두 개의 16×16 승산 또는 하나의 32×32승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압축 워드 승산 연산만이 제공된다.  이 실시예에서, 압축 바이트 승산기(1302)와 결과 
레지스터2(1372)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명령 세트내에 상기 압축 승산 연산을 포함시키는 잇점 

그러므로, 상기 압축 승산 명령은 소스2내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에 의한 소스1내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의 
독립 승산에 대하여 제공한다.  물론, 동일수에 의해 승산될 소스1내의 각각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알고
리즘은 소스2내의 각각의 요소에 동일 수를 기억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더욱이, 이 승산 명령은 이동 
체인을 파괴함으로써 넘침에 대항한다; 그것에 의해, 이 신뢰도의 프로그램머를 릴리스하고, 넘침을 방지
하는데 데이터를 준비하는 명령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고, 더 튼튼한 코드를 야기한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명령을 지원하지 않는 종래의 보통의 프로세서는 데이터 요소를 압축 해제하고, 승산
을 수행하고, 추가 압축 처리를 위해 결과를 압축함으로써, 이 연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므로, 
프로세서(109)는 압축 데이터의 상이한 데이터 요소를 하나의 명령을 사용하여 병렬로 상이한 승산기에 
승산할 수 있다. 

전형적인 멀티미디어 알고리즘은 다수의 승산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승산 연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령의 수를 줄임으로써, 이 멀티미디어 알고리즘의 성능은 증대된다.  그러므로, 프로세서(109)
에 의해  지원된 명령 세트에 이 승산 명령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세서(109)는 더 높은 성능 레벨에서 이 
기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다. 

승산-가산/감산

승산-가산/감산 연산 

일 실시예에서, 두 개의 승산-가산 연산은 아래의 표 17a 및 표 1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 승산-가산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표 17a는 게재된 승산-가산 연산의 간략한 표현을 도시하고, 표 17b는 게재
된 승산-가산 명령의 비트 레벨 예를 도시하고 있다. 

[표 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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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b]

승산-감산 연산은 가산이 감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제외하고 승산-가산 연산과 동일하다.  두 개의 승산-
감산 연산을 수행하는 승산-감산 명령예의 연산은 아래의 표 18에 도시되어 있다. 

[표 1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SRC1 레지스터는 압축 데이터(소스1)를 포함하고 있고, SRC2 레지스터는 압축 
데이터(소스2)를 포함하고 있고, DEST 레지스터는 소스1과 소스2상에서 승산-가산 또는 승산-감산 명령을 
수행하는 결과(결과)를 포함할 것이다.  승산-가산 또는 승산-감산 명령의 제1 단계에서, 소스1은 각각의 
중간 결과의 세트를 발생시키기 위해 소스2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에 의해 독립적으로 승산된 각각의 데이
터 요소를 가질 것이다.  승산-가산 명령을 실행할 때, 이 중간 결과는 결과의 데이터 요소로서 기억되어 
있는 두 개의 결과적인 데이터 요소를 만드는 페어에 의해 합산된다.  대조적으로, 승산-감산 명령을 실
행할 때, 이 중간 결과는 결과의 데이터 요소로서 기억되어 있는 두 개의 결과적인 데이터 요소를 만드는 
페어에 의해 공제된다. 

대체 실시예는 데이터 성내의 비트의 수를, 중간 결과에서, 및/또는 결과내의 데이터 요소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대체 실시예는 소스1, 소스2 및 결과내의 데이터 요소의 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
를 들어, 소스1과 소스2가 각각 8 데이터 요소를 가진다면, 승산-가산/감산 명령은 4 데이터 요소(두 개
의 중간 결과의 가산을 나타내는 결과내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 2 데이터 요소(4개의 중간 결과의 가산
을 나타내는 결과내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 등으로 결과를 만들도록 이행될 수 있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상에서 승산-가산과 승산 감산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단계(1401)에서, 디코더(202)는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신된 제어 신호(207)를 디코드한다.  그러므로, 
디코더(202)는 디코드한다: 승산-뎃셈 또는 승산-감산 연산에 대한 연산 코드. 

단계(1402)에서,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디코더(202)는 SRC1(602)과 SRC2(603) 어드레스가 주어
진 레지스터 파일(150)내의 레지스터(209)에 액세스한다.  레지스터(209)는 SRC1(602) 레지스터(소스1)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와 SRC2(603) 레지스터(소스2)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를 실행 유니트(130)에 제공한다.  
즉, 레지스터(209)는 압축 데이터를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실행 유니트(130)에 전달한다. 

단계(1403)에서, 디코더(202)는 실행 유니트(130)가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한다.  그 명령이 승산-가산 명
령이다면, 단계(1414)로 진행한다.  그러나, 그 명령이 승산-감산 명령이다면, 단계(1415)로 진행한다. 

단계(1414)에서, 다음이 수행된다.  소스1 비트15에서 비트0까지는 제1 32비트 중간 결과(중간 결과1)를 
만들어 소스2 비트15에서 비트0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31에서 16까지는  제2 32비트 중간 결
과(중간 결과2)를 만들어 소스2 비트31에서 16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47에서 32까지는 제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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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중간 결과(중간 결과3)를 만들어 소스2 비트47에서 32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소스1 비트63에서 48
까지는 제4 32비트 중간 결과(중간 결과4)를 만들어 소스2 비트63에서 48까지에 의해 승산된다.  중간 결
과1은 그 결과의 비트31에서 0까지를 만들어 중간 결과2에 더해지고, 중간 결과3은 그 결과의 비트63에서 
32까지를 만들어 중간결과4에 더해진다.  

단계(1415)는 중간 결과1과 중간 결과2가 그 결과의 비트31에서 0까지를 만들도록 감산되고, 결과3과 중
간 결과4는 그 결과의 비트63에서 32까지를 만들도록 감산되는 것을 제외하고 단계(1414)와 동일하다. 

상이한 실시예가 직렬로, 병렬로, 또는 직렬과 병렬 연산의 일부 조합으로 승산과 가산/감산을 수행될 수 
있다. 

단계(1420)에서, 결과는 DEST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압축 데이터 승산-가산/감산 회로 

일 실시예에서, 승산-가산과 승산-감산 연산의 각각은 압축해제 데이터상에서의 단일 승산과 동일 수의 
클록 사이클로 승산 데이터 요소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동일 수의 클록 사이클로 실행을 얻기 위해서, 
병렬 처리가 사용된다.  즉, 레지스터는 승산-가산 또는 승산-감산 연산을 그 데이터 요소상에서 수행하
도록 동시에 명령된다.  이것은 아래에 더 상세히 논의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승산-가산 및/또는 승산-감산 연산을 압축 데이터상에서 수행하는 
회로를 설명하고 있다.  연산 제어(1500)는 승산-가산과 승산-감산 명령에 대한 제어신호를 처리한다.  
연산 제어(1500)는 압축 승산-더셈기/감산기(1501)에서 인에이블(1580)상에 신호를 출력한다. 

압축 승산-가산기/감산기(1501)는  다음 입력:  소스1[63:0](1531),  소스2[63:0](1533),  및 인에이블(158
0)을 가지고 있다.  압축 승산-가산기/감산기(1501)는 4개의 16×16 승산기 회로: 16×16 승산기A(1510), 
16×16 승산기B(1511), 16×16 승산기C(1512), 및 16×16 승산기D(1513)를 포함하고 있다.  16×16 승산
기A(1510)는 입력으로서 소스[15:0]과 소스2[15:0]를 가지고 있다.  16×16 승산기B(1511)는 입력으로서 
소스1[31:16]과 소스2[31:16]를 가지고 있다.  16×16 승산기C(1512)는 입력으로서 소스1[47:32]과 소스
2[47:32]를 가지고 있다. 16×16 승산기D(1513)는 입력으로서 소스1[63:48]과 소스2[63:48]를 가지고 있
다.  16×16 승산기A(1510)와 16×16 승산기B(1511)에 의해 발생된 32비트 중간 결과는 가상 가산기/감산
기(1550)에 의해 수신되고, 16×16 승산기C(1512)와 16×16 승산기D(1513)에 의해 발생된 32비트 중간 결
과는 가상 가산기/감산기(1551)에 의해 수신된다. 

현 명령이 승산-가산 명령인지 가산-감산 명령인지를 근거로 하여, 가상 가산기/감산기(1550)와 가상 가
산기/감산기(1551)는  그것의  각각의  32비트  입력을  더하거나  뺀다.   가상  가산기/감산기(1550)의 
출력(즉, 그 결과의 비트31에서 0까지)과 가상 가산기/감산기(1551)의 출력(즉, 그 결과의 비트63에서 32
까지)은 64비트 결과로 조합되어 결과 레지스터(1571)에 전달된다. 

일  실시예에서,  가상 가산기/감산기(1551)와  가상 가산기/감산기(1550)는  가상 가산기/감산기(1108b)와 
가상 가산기/감산기(1108a)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행된다(즉, 가상 가산기/감산기(1551)와 가상 가산기/감
산기(1550)의 각각은 적절한 전파 딜레이를 가진 4개의 8비트 가산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체 
실시예는 가상 가산기/감산기(1551)와 가상 가산기/감산기(1550)를 임의 수의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 승산-가산 명령 또는 승산-감산 명령의 등가를 압축 해제 데이터상에서 연산하는 종래의 프로세서상에
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드 및 기억 연산뿐만 아니라, 4개의 분할 64비트 승산 연산과 2개의 64비
트 가산 또는 감산 연산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은 소스1과 소스1에 대한 비트16보다 높고, 결과에 대한 
비트32보다 높은 비트에 사용되는 회로소자와 데이터 라인을 소모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종
래 프로세서에 의해 발생된 전체 64비트 결과는 프로그램머에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
램머는 각각의 결과를 끊어야 할 것이다. 

명령 세트내에 상기 승산-가산 연산을 포함시키는 잇점  

상기 승산-가산/감산 명령은 다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승산-가산 명령은 복수의 승
산과  값의  누산과  승산에  사용될  수  있다.   승산-가산  명령을  이용하는  일부  알고리즘이  나중에 
설명된다. 

그러므로, 프로세서(109)에 의해 지원된 명령 세트에 설명된 승산-가산 및/또는 승산-감산 명령을 포함시
킴으로써, 이 명령이 부족한 종래의 보통 프로세서보다 적은 명령으로 다수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 

압축 시프트

압축 시프트 연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SRC1 레지스터는 시프트될 데이터(소스1)를 포함하고, SRC2 레지스터는 시프트 
카운트를 나타내는 데이터(소스2)를 포함하고, DEST 레지스터는 시프트의 결과(결과)를 포함할 것이다.  
즉, 소스1은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독립적으로 시프트된 각각의 데이터 요소를 가질 것이다.  일 실시예
에서, 소스2는 부호없는 64비트 스칼라로서 해석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소스2는 압축 데이터이고 소스1
내의 각각의 대응된 데이터 요소에 대한 시프트 카운트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산술 시프트와 논리 시프트 모두 지원된다.  산술 시프트는 특정수만큼 아래로 
각각의 데이터 요소의 비트를 시프트하고 각각의 데이터 요소의 상위 비트를 신호 비트의 초기값으로 채
운다.  압축 바이트 데이터에 있어서 7보다 크거나, 압축 워드 데이터에 있어서 15보다 크거나, 압축 2배
워드에 있어서 31보다 큰 시프트 카운트는 각각의 결과 데이터 요소가 신호 비트의 초기값으로 채워지게 
한다.  논리 시프트는 비트를 위 또는 아래로 시프트함으로써 연산할 수 있다.  시프트 우측 논리에 있어
서, 각각의 데이터 요소의 상위 비트는 0으로 채워진다.  시프트 좌측 논리는 각각의 데이터 요소의 최소
한의 유효 비트를 0으로 채워지게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시프트 우측 산술, 시프트 우측 논리 및 시프트 좌측 논리 연산은 압축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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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압축 워드에 대하여 지원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이 연산은 또한 압축 2배워드에 대하여 
지원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시프트 연산을 압축 데이터상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단계(1601)에서, 디코더(202)는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신된 제어 신호(207)를 디코드한다.  그러므로, 
디코더(202)는 디코드한다: 적절한 시프트 연산에 대한 연산; 레지스터(209)내의 SRC1(602), SRC2(603), 
및 DEST(605)  어드레스; 포화/불포화(시프트 연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님), 부호있는/부호없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님),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길이.

단계(1602)에서,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디코더(202)는 SRC1(602)와 SRC2(603) 어드레스가 주어
진  레지스터  파일(150)내의  레지스터(209)에  액세스한다.   레지스터(209)는  실행  유니트(130)에 

SRC1(602) 레지스터(소스1)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와 SRC2(603) 레지스터(소스2)에 기억된 스칼라 시프트 
카운트를 제공한다.  레지스터(209)는 압축 데이터를 내부 버스9170)를 매개로 하여 실행 유니트(130)에 
전달한다. 

단계(1603)에서, 디코더(202)는 실행 유니트(130)가 적절한 압축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게 한다.  추가로 
디코더(202)는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 시프트 연산의 유형 및 시프트의 
방향(논리 시프트에 대한)을 전달한다. 

단계(1610)에서,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는 어느 단계가 다음에 실행되는지를 결정한다.  데이터 요소의 사
이즈가 8비트(바이트 데이터)이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1612)를 수행한다.  그러나, 압축 데이터내
의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16비트(워드 데이터)이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1614)를 수행한다.  일 
실시예에서, 8비트와 16비트 데이터 요소 사이즈 압축 시프트만이 지원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32비트 데이터 요소 사이즈 압축 시프트가 또한 지원된다.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8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1612)가  실행된다.   단계(1612)에서,  다음이 
수행된다.  소스1 비트7에서 0까지는 결과 비트7에서 0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소스2 비트63에서 0
까지)에 의해 시프트된다.  소스1 비트15에서 8까지는 결과 비트15에서 8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된다.  소스1 비트23에서 16까지는 결과 비트23에서 16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된다.  소스1 비트31에서 24까지는 결과 비트31에서 24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
된다.  소스1 비트39에서 32까지는 결과 비트39에서 32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된다.  
소스1 비트47에서 40까지는 결과 비트47에서 40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된다.  소스1 
비트55에서 48까지는 결과 비트55에서 48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된다.  소스1 비트63
에서 56까지는 결과 비트63에서 56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된다.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16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1614)가 실행된다.  단계(1614)에서, 다음이 수행된
다.  소스1 비트15에서 0까지는 결과 비트15에서 0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된다.  소
스1 비트31에서 16까지는 결과 비트31에서 16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된다.  소스1 비
트47에서 32까지는 결과 비트47에서 32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된다.  소스1 비트63에
서 48까지는 결과 비트63에서 48까지를 만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된다. 

일 실시예에서, 단계(1612)의 시프트는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이 시프트는 직렬로 
수행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이 시프트의 일부는 동시에 수행되고 일부는 직렬로 수행된다.  이 논의
는 알려진 바와 같이, 단계(1614)의 시프트에 적용한다. 

단계(1620)에서, 결과는 DEST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표 19는 바이트 압축 시프트 우측 산술 연산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비트의 제2행은 소스2
의 데이터 표현이다.  비트의 제3행은 결과의 압축 데이터 표현이다.  각각의 데이터 요소 비트 아래의 
숫자는 데이터 요소수이다.  예를 들어, 소스1 데이터 요소3은 100000002이다. 

[표 19]

표 20은 압축 바이트 데이터상에서의 압축 시프트 우측 논리 연산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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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표 21은 압축 바이트 데이터상에서의 압축 시프트 좌측 논리연산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표 21]

압축 데이터 시프트 회로 

일 실시예에서, 시프트 연산은 압축 해제 데이터상에서의 단일 시프트 연산과 동일수의 클록 사이클로 가
산 데이터 요소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  동일수의 클록 사이클로 실행을 얻기 위해서, 병렬 처리가 사용
된다.  즉, 레지스터는 시프트 연산을 데이터 요소상에서 수행하도록 동시에 명령된다.  이것은 아래에 
더 상세히 설명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시프트를 압축 데이터의 개별 바이트상에서 수행하는 회로를 
설명하고 있다.  도 17은 개정된 바이트 슬라이스 시프트 회로, 바이트 슬라이스 스테이지i(1799)의 사용

을 설명하고 있다.  대다수의 유효 데이터 요소 바이트 슬라이스를 제외하고, 각각의 바이트 슬라이스는 
시프트 유니트와 비트제어부를 포함하고 있다.  대다수의 유효 데이터 요소 바이트 슬라이스는 시프트 유
니트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프트 유니트i(1711)와 시프트 유니트i+1(1771) 각각은 소스1에서의 8비트가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

되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시프트 유니트는 공지된 8비트 시프트 회로와 같이 연산한다.  각각
의 시프트 유니트는 소스1 입력, 소스2 입력, 제어 입력, 다음 스테이지 신호, 최종 스테이지 신호, 및 
결과 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프트 유니트i(1711)는 소스1i(1731) 입력, 소스2[63:0] (1733) 입

력, 제어i(1701) 입력, 다음 스테이지i(1713) 신호, 최종 스테이지i(1712) 입력, 및 결과 레지스터i(1751)

에  기억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프트 유니트i+1 (1771)는 소스1i+1 (1732)  입력, 소스

2[63:0](1733) 입력, 제어i+1(1702) 입력, 다음 스테이지i+1(1773) 신호, 최종 스테이지i+1(1772) 입력, 및 

결과 레지스터i=1(1752)에 기억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소스1 입력은 전형적으로 소스1의 8비트 부분이다.  그 8비트는 가장 적은 유형의 데이터 요소, 하나의 
압축 바이트 데이터 요소를 나타낸다.  소스2 입력은 시프트 카운트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시프트 유니트는 소스2[63:0](1733)로부터 동일 시프트 카운트를 수신한다.  연산 제어(1700)는 각각의 
시프트 유니트가 필요한 시프트를 수행할 수 있게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그 제어신호는 시프트의 유형
(산술/논리) 및 시프트의 방향으로 결정된다.  다음 스테이지 신호는 그 시프트 유니트에 대한 비트 제어
로부터 수신된다.  그 시프트 유니트는 시프트의 방향(좌/우)에 따라, 다음 스테이지 신호상에서 대다수
의 유효 비트 아웃/인을 시프트할 것이다.  유사하게, 각각의 시프트 유니트는 시프트의 방향(좌/우)에 
따라, 최종 스테이지 신호상에서 최소의 유효 비트 아웃/인을 시프트할 것이다.  최종 스테이지 신호는 
앞의 스테이지의 비트 제어 유니트로부터 수신된다.  결과 출력은 시프트 유니트가 연산하는 소스1의 부
분에서의 시프트 연산의 결과를 나타낸다. 

비트제어i (1720)는  압축 데이터 인에이블i (1706)을  매개로 하여,  연산 제어(1700)로부터 인에이블된다.   

비트제어i(1720)는 다음 스테이지i(1713)와 최종 스테이지i+1(1772)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 시프트 유니

트i(1711)가 소스1의 8 최소 유효 비트에 책임이 있고, 시프트 유니트i(1711)가 소스1의 다음 8비트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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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다고 가정하다.   압축  바이트상에서의 시프트가 수행된다면, 비트제어i (1720)는  시프트 유니트

i+1(1771)로부터의 최소 유효 비트가 시프트 유니트i(1711)의 최대 유효 비트로 전달되게 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압축 워드상에서의 시프트가 수행되면 비트제어i(1720)는 시프트 유니트i+1(1771)로부터의 최

소 유효비트가 시프트 유니트i(1711)의 최대 유효비트로 전달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표 22에서, 압축 바이트 산출 시프트 우측이 실행된다.  시프트 유니트i+1(1771)는 데이터 요

소1상에서 연산하고, 시프트 유니트i(1771)는 데이터 요소상에서 연산한다고 가정하자.  시프트 유니트

i+1(1771)는 최소 유효비트를 외부로 시프트한다.  그러나, 연산제어(1700)는 비트제어i(1720)가 최종 스테

이지i+1(1721)로부터 수신된 그 비트를 다음 스테이지i(1713)으로의 전파를 멈추게 할 것이다.  대신, 시프

트 유니트i(1711)는 상위비트를 신호비트, 소스1[7]로 채울 것이다. 

[표 22]

그러나, 압축워드 산술 시프트가 수행된다면, 시프트 유니트i+1 (1771)의 최소 유효비트는 시프트 유니트

i(1711)의 최대 유효비트로 전달될 것이다.  표 23은 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전달은 뿐만 아니라 

압축 2배워드 시프트를 허용할 것이다. 

[표 23]

각각의 시프트 유니트는 결과 레지스터에 옵션적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레지스터는 완전한 결과, 결과
[63:0](1760)가 DEST 레지스터에 전송될 때까지, 시프트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완전한 64비트 압축 시프트 회로에 있어서, 8시프트 유니트와 7비트 제어 유니트가 사용된다.  또한, 이
러한 회로는 시프트를 64비트 압축해제 데이터상에서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압축해제 
시프트 연산과 압축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는 동일 회로를 사용한다. 

명령 세트내에 상기 시프트 연산을 포함시키는 잇점 

상기 압축 시프트 명령은 소스1의 각각의 요소가 지시된 시프트 카운트에 의해 시프트되게 한다.  이 명
령을 명령 세트에 포함시킴으로써, 압축 데이터의 각각의 요소는 단일 명령을 사용하여 시프트될 것이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연산을 지원하지 않는 종래의 보통 프로세서는 압축해제 소스1에서 다수의 명령을 수
행해야 하고, 개별적으로 각각의 압축 해제 데이터 요소를 시프트하여, 추가 압축 처리를 위해 그 결과를 
압축 데이터 포맷으로 압축한다. 

이동 연산

이동  연산은  데이터를  레지스터(209)에  또는  레지스터(209)로부터  이동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SRC2(603)는 소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어드레스이고, DEST (605)는 데이터가 이동될 어드레스이다.  이러
한 실시예에서, SRC1(602)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SRC1(602)는 DEST(605)와 같다. 

이동 연산의 설명을 위해서, 레지스터와 메모리 위치 사이에 명확히 도시되어 있다.  레지스터는 레지스
터 파일(150)에서 발견되고, 메모리는 예를 들어, 캐시(160), 메인 메모리(104), ROM(106), 데이터 기억 
장치(107)에 있을 수 있다. 

이동 연산은 메모리에서 레지스터(209)로, 레지스터(209)에서 메모리로, 그리고 레지스터(209)내의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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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에서 레지스터(209)내의 제2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압축 데이터는 
정수 데이터를 기억하는데 사용된 레지스터와 상이한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이동 연
산은 데이터를 정수 레지스터(201)에서 레지스터(209)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109)에서, 압축 데이터가 레지스터(209)에 기억되고 정수 데이터가 정수 레지스터(201)에 기억
되어 있다면, 이동 명령은 데이터를 정수 레지스터(201)에서 레지스터(209)로, 및 역으로 이동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어드레스가 이동에 대하여 지시될 때, 메모리 위치(최소 유효 바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메모리 위치)에서의 데이터의 8바이트는 레지스터(209)내의 레지스터에 로드되거나, 그 레지스터로
부터 기억된다. 

레지스터(209)내의 레지스터가 지시될 때, 그 레지스터의 내용은 레지스터(209)내의 제2 레지스터로부터 
로드되거나 제2 레지스터에 이동된다.  정수 레지스터(201)가 길이로 64비트이고, 정수 레지스터가 지정
된다면, 그 정수 레지스터내의 데이터의 8바이트는 레지스터(209)내의 레지스터에 로드되거나 그 레지스
터로부터 기억된다. 

일 실시예에서, 정수는 32비트로 표현된다.  이동연산이 레지스터(209)에서 정수 레지스터(201)로 수행될 
때, 압축 데이터의 로우 32비트만이 지정 정수 레지스터로 이동된다.  일 실시예에서, 상위 32비트는 제
로화된다.  유사하게, 레지스터(209)내의 레지스터의 로우 32비트만이 정수 레지스터(201)에서 레지스터
(209)로 이동될 때 로드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09)는 레지스터(209)내의 레지스터와 메모리 사
이에 32비트 이동 연산을 지원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단지 32비트의 이동이 압축 데이터의 하이 순위 
32비트상에서 수행된다. 

압축 연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SRC1(602) 레지스터는 데이터(소스1)를 포함하고 있고, SCR2(603) 레지스터는 
데이터(소스2)를 포함하고 있고, DEST(605) 레지스터는 그 연산의 결과 데이터(결과)를 포함할 것이다.  
즉, 소스1의 부분과 소스2의 부분은 함께 결과를 발생시키도록 압축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압축 연산은 소스 압축 워드(또는 2배워드)의 하위 바이트(또는 워드)를 그 결과의 바이
트(또는 워드)로 압축함으로써, 압축 워드(또는 2배워드)를 압축 바이트(또는 워드)로 변환한다.  일 실
시예에서, 압축 연산은 쿼드 압축 워드를 압축 2배워드로 변환한다.  이 연산은 신호 데이터로 옵션적으
로 수행될 수 있다.  더욱이, 이 연산은 옵션적으로 포화로 수행될 수 있다.  대체 실시예에서, 각각의 
데이터 요소의 상위부분에서 연산하는 추가 압축 연산이 포함되어 있다. 

도 1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연산을 압축 데이터상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단계(1801)에서, 디코더(202)는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신된 제어 신호(207)를 디코드한다.  그러므로, 
디코더(202)는  디코드한다:  적절한  압축  연산에  대한  연산  코드;  SRC1(602),  SRC2(603),  및 레지스터
(209)내 DEST(605) 어드레스; 포화/불포화, 부호있는/부호없는, 및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길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SRC1(602)(또는 SRC2(603))은 DEST(605)로서 사용될 수 있다. 

단계(1802)에서, 내부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디코더(202)는 SRC1(602)과 SRC2(603) 어드레스가 주어진 
레지스터 파일(150)내의 레지스터(209)에 액세스한다.  레지스터(209)는 SRC1(602) 레지스터(소스2)에 기
억된 압축 데이터와 SRC2(603) 레지스터(소스2)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를 실행 유니트(130)에 제공한다.  
즉, 레지스터(209)는 압축 데이터를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실행 유니트(130)에 전달한다. 

단계(1803)에서, 디코더(202)는 실행 유니트(130)가 적절한 압축 연산을 수행하게 한다.  디코더(202)는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소스1과 소스2내의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와 포화를 추가로 전달한다.  포
화는 결과 데이터 요소내의 데이터 값을 최대화하는데 옵션적으로 사용된다.  소스1 또는 소스2내의 데이
터 요소 값이 결과의 데이터 요소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보다 적거나 크다면, 관련 결과 데이터 요
소는 최대 또는 최소값에 설정된다.  예를 들어, 소스1과 소스2의 워드 데이터 요소내의 신호값이 0×80
(또는 2배워드에 대한 0×8000)보다 적으면, 결과 바이트(또는 워드) 데이터 요소는 0×80(또는 2배워드
에 대한 0×8000)에 고정된다.  소스1과 소스2의 워드 데이터 요소내의 신호값이 0×7F(또는 2배워드에 
대한 0×7FFF)보다 크다면, 결과 바이트(또는 워드) 데이터 요소는 0×7F(또는 0×7FFF)에 고정된다. 

단계(1810)에서,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는 어느 단계가 다음에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데이터 요
소의  사이즈가  16비트(압축  워드(402)  데이터)라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1812)를  수행한다.   
그러나,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32비트(압축 2배워드(403) 데이터)라면, 실행 유니트
(130)는 단계(1814)를 수행한다. 

소스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16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1812)가 실행된다.  단계(1812)에서, 다음이 수
행된다: 소스1 비트7에서 0는 결과 비트7에서 0이다.  소스1 비트23에서 16은 결과 비트15에서 8이다.  
소스1 비트39에서 32는 결과 비트23에서 16이다.  소스1 비트63에서 56은 결과 비트31에서 24이다.  소스
2 비트7에서 0은 결과 비트39에서 32이다.  소스2 비트23에서 16은 결과 비트47에서 40이다.  소스2 비트
39에서 32는 결과 비트55에서 48이다.  소스2 비트63에서 56은 결과 비트31에서 24이다.  포화가 설정되
면, 각각의 워드의 상위 비트는 결과 데이터 요소가 고정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된다. 

소스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32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1814)가 실행된다.  단계(1814)에서, 다음이 수
행된다: 소스1 비트15에서 0은 결과 비트15에서 0이다.  소스1 비트47에서 32은 결과 비트31에서 16이다.  
소스2 비트15에서 0은 결과 비트47에서 32이다.  소스2 비트47에서 32는 결과 비트63에서 48이다.  포화
가  설정되면,  각각의  2배워드의  상위  비트는  결과  데이터  요소가  고정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된다. 

일 실시예에서, 단계(1812)의 압축은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이 압축은 직렬로 수
행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압축의 일부는 동시에 수행되고 일부는 직렬로 수행된다.  이 논의는 또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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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1814)의 압축에 적용한다. 

단계(1820)에서, 결과는 DEST(605)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표 24는 압축 워드 연산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예약된 HS와 LS은 각각 소스1과 소스2내의 

각각의 16비트 데이터 요소의 상위와 하위 비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AL은 소스1내의 데이터 요소(A)

의 하위 8비트를 나타낸다. 

[표 24]

표 25는 예약된 HS와 LS가 각각 소스1과 소스2내의 각각의 32비트 데이터 요소의 상위 하위 비트를 나타낸

다. 

[표 25]

압축 회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압축 연산의 효율적인 실행을 얻기 위해서, 병렬처리가 사용된다.  도 19a와 
도 19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연산을 압축 데이터상에서 수행하는 회로를 설명하고 있다.  
이 회로는 압축 연산을 포화로 옵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도 19a와 도 19b의 회로는 연산 제어(1900), 결과 레지스터(1952), 결과 레지스터(1953), 8개의 16비트에
서 8비트 시험 포화 회로, 및 4개의 32비트에서 16비트 시험 포화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연산 제어(1900)는 압축 연산을 인에이블하는 디코더(202)로부터 정보를 수신한다.  연산 제어(1900)는 
시험 포화 회로 각각에 대한 포화를 인에이블하게 하는 포화값을 사용한다.  소스 압축 데이터의 사이즈
가 워드 압축 데이터(503)이면, 출력 인에이블(1931)은 연산 제어(1900)에 의해 설정된다.  이것은 결과 
레지스터(1952)의 출력을 인에이블한다.  소스 압축 데이터의 사이즈가 2배워드 압축 데이터(504)이면, 
출력 인에이블(1932)은 연산 제어(1900)에 의해 설정된다.  이것은 출력 레지스터(1953)의 출력을 인에이
블한다. 

각각의 시험 포화 회로는 포화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시험할 수 있다.  포화에 대한 시험이 불가능하다면, 
각각의 시험 포화 회로는 거의 결과 레지스터내의 관련 위치에 하위 비트를 전달한다.  포화에 대한 시험
이 인에이블하다면, 각각의 시험포화회로는 그 결과가 고정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위 비트를 시
험한다. 

시험 포화(1910)에서 시험 포화(1917)는 16비트 입력과 8비트 출력을 각진다.  8비트 출력은 입력의 하위 
8비트이거나, 옵션적으로, 고정된 값(0×80, 0×7F, 또는 0×FF)이다.  시험 포화(1910)는 소스1 비트15
에서 0을 수신하고 시험 레지스터(1952)에 대한 비트7에서 0을 출력한다.  시험 포화(1911)는 소스1 비트
31에서 16을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2)에 대한 비트15에서 8을 출력한다.  시험 포화(1912)는 소스1 
비트47에서 32를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2)에 대한 비트23에서 16을 출력한다.  시험 포화(191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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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1  비트63에서 48을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2)에  대한 비트31에서 24를  출력한다.   시험 포화
(1914)는 소스2 비트15에서 0을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2)에 대한 비트39에서 32를 출력한다.  시험 
포화(1915)는 소스2 비트31에서 16을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2)에 대한 비트47에서 40을 출력한다.  
시험 포화(1916)는 소스2 비트47에서 32을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2)에 대한 비트55에서 48을 출력한
다.  시험 포화(1917)는 소스2 비트63에서 48을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2)에 대한 비트63에서 56을 
출력한다. 

시험 포화(1920)에서 시험 포화(1923)는 32비트 입력과 16비트 출력을 가지고 있다.  16비트 출력은 입력
의 더 하위의 16비트이거나, 고정된 값(0×8000, 0×7FFF, 또는 0×FFFF)이다.  시험 포화(1920)는 소스1 
비트31에서 0을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3)에 대한 비트15에서 0을 출력한다.  시험 포화(1921)는 소
스1 비트63에서 32을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3)에 대한 비트31에서 16을 출력한다.  시험 포화(192
2)는 소스2 비트31에서 0을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3)에 대한 비트47에서 32을 출력한다.  시험 포화
(1923)는 소스2 비트63에서 32을 수신하고 결과 레지스터(1953)의 비트63에서 48을 출력한다. 

예를 들어,  표 26에서,  포화없이 부호없는 압축 워드가 수행된다.   연산 제어(1900)는 결과 레지스터
(1952)가 결과[63:0](1960)를 출력하게 할 것이다. 

[표 26]

그러나, 포화없이 부호없는 압축 2배워드가 수행된다면, 연산 제어(1900)는 결과 레지스터(1953)가 결과
[63:0](1960)를 출력하게 할 것이다.  표 27는 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표 27]

명령 세트내에 상기 압축 연산을 포함시키는 잇점 

상기 압축 명령은 소정된 수의 비트를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소스1과 소스2내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로부
터 압축한다.  이 방식으로, 프로세서(109)는 종래의 보통 프로세서에 필요한 명령의 절반만큼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의 16비트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결과를 4개의 32비트 데이터 요
소로부터 발생시키는 것은 아래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지 하나의 명령(2명령에 대향하는 바와 같이)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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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전형적인 멀티미디어 응용예는 데이터의 다량을 압축한다.  그러므로, 절반정도 이 데이터를 압축하는데 
필요한 명령의 수를 줄임으로써, 이 멀티미디어 응용예의 성는은 증대된다. 

압축 해제 연산

압축 해제 연산 

일 실시예에서, 압축 해제 연산은 하위 압축 바이트, 결과 압축 바이트를 발생시키는 두 개의 소스 압축 
데이터의 워드 또는 2배워드, 워드, 또는 2배워드를 끼워 놓는다.  이 연산은 여기에서는 압축 로우 연산
으로 명칭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압축 해제 연산은 상위 요소(압축 해제 하이 연산으로 명칭)을 또한 
끼워놓을 수 있다. 

도 2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서 압축 해제 연산을 압축 데이터상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단계(2001)와 단계(2002)가 먼저 실행된다.  단계(2003)에서, 디코더(202)는 실행 유니트(130)가 압축 해
제 연산을 수행하게 한다.  디코더(202)는 내부 버스(170)를 매개로 하여, 소스1과 소스2내의 데이터 요
소의 사이즈를 전달한다.  

단계(2010)에서,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는 어느 단계가 다음에 실행되는지를 결정한다.  데이터 요소의 사
이즈가 8비트(압축 바이트(401) 데이터)이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2012)를 수행한다.  그러나,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16비트(압축 워드(402)  데이터)이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201
4)를 실행한다.  그러나,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32비트(압축 2배워드(503) 데이터)이
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2016)를 수행한다. 

소스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8 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2012)가 실행된다.  단계(2012)에서, 다음이 수
행된다: 소스1 비트7에서 0는 결과 비트7에서 0이다.  소스2 비트7에서 0은 결과 비트15에서 8이다.  소
스1 비트15에서 8은 결과 비트23에서 16이다.  소스2 비트15에서 8은 결과 비트31에서 24이다.  소스1 비
트23에서 16은 결과 비트39에서 32이다.  소스2 비트23에서 16은 결과 비트47에서 40이다.  소스1 비트31
에서 24는 결과 비트55에서 48이다.  소스2 비트31에서 24는 결과 비트56이다. 

소스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16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2014)가 실행된다.  단계(2014)에서, 다음이 수
행된다: 소스1 비트15에서 0은 결과 비트15에서 0이다.  소스2 비트15에서 0은 결과 비트31에서 16이다.  
소스1 비트31에서 16은 결과 비트47에서 32이다.  소스2 비트31에서 16는 결과 비트63에서 48이다. 

소스 데이터 요소의 사이즈가 32비트라고 가정하면, 단계(2016)가 실행된다.  단계(2016)에서, 다음이 수
행된다. 소스1 비트31에서 0은 결과 비트31에서 0이다.  소스2 비트31에서 0은 결과 비트63에서 32이다. 

일 실시예에서, 단계(2012)의 압축 해제는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이 압축 해제는 
직렬로 수행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압축 해제의 일부는 동시에 수행되고 일부는 직렬로 수행된다.  
이 논의는 또한 단계(2014)와 단계(2016)의 압축 해제에 적용한다. 

단계(2020)에서, 그 결과는 DEST(605)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표 29는 압축 해제 2배워드 연산(데이터 요소(A0-1 , B0-1 )의 각각은 32비트를 포함)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하고 있다. 

[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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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은 압축 해제 워드 연산(데이터 요소(A0-3, B0-3)의 각각은 16비트를 포함)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명

하고 있다. 

[표 30]

표 31은 압축 해제 바이트 연산(데이터 요소(A0-7, B0-7)의 각각은 8비트를 포함)의 레지스터내 표현을 설

명하고 있다. 

[표 31]

압축 해제 회로 

도 2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해제 연산을 압축 데이터상에서 수행하는 회로를 설명하고 있
다.  도 21의 회로는 연산 제어 회로(2100), 결과 레지스터(2152), 결과 레지스터(2153), 및 결과 레지스
터(2154)를 포함하고 있다. 

연산 제어(2100)는 압축 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디코더(202)로부터 정보를 수신한다.  소스 압축 데이터
의 사이즈가 바이트 압축 데이터(502)이면, 출력 인에이블(2132)은 연산 제어(2100)에 의해 설정된다.  
이것은 결과 레지스터의 출력을 인에이블하게 한다.   소스 압축 데이터의 사이즈가 워드 압축 데이터
(503)이면, 출력 인에이블(2133)은 연산 제어(2100)에 의해 설정된다.   이것은 출력 레지스터(2153)의 
출력을  인에이블한다.   소스  압축  데이터의  사이즈가  2배워드  압축  데이터(504)이면,  출력 인에이블
(2134)은 연산 제어(2100)에 의해 설정된다.  이것은 출력 결과 레지스터(2154)의 출력을 인에이블한다. 

결과 레지스터(2152)는 다음 입력을 가지고 있다.  소스1 비트7에서 0은 결과 레지스터(2152)에 대한 비
트7에서 0이다.  소스7 비트7에서 0은 결과 레지스터(2152)에 대한 비트15에서 8이다.  소스1 비트15에서 
8은 결과 레지스터(2152)에 대한 비트23에서 16이다.  소스2 비트15에서 8은 결과 레지스터(2152)에 대한 
비트31에서 24이다.  소스1 비트23에서 16은 결과 레지스터(2152)에 대한 비트39에서 32이다.  소스2 비
트23에서 16은 결과 레지스터(2152)에 대한 비트47에서 40이다.  소스1 비트31에서 24는 결과 레지스터
(2152)에 대한 비트55에서 48이다.  소스2 비트31에서 24는 결과 레지스터(2152)에 대한 비트63에서 56이
다. 

결과 레지스터(2153)은 다음 입력을 가지고 있다.  소스1 비트15에서 0은 결과 레지스터(2153)에 대한 비
트15에서 0이다.  소스2 비트15에서 0은 결과 레지스터(2153)에 대한 비트31에서 16이다.  소스1 비트31
에서 16은 결과 레지스터(2153)에 대한 비트47에서 32이다.  소스2 비트31에서 16은 결과 레지스터(195
3)의 비트63에서 48이다. 

결과 레지스터(2154)는 다음 입력을 가지고 있다.  소스1 비트31에서 0은 결과 레지스터(2154)에 대한 비
트31에서 0이다.  소스2 비트31에서 0은 결과 레지스터(2154)에 대한 비트63에서 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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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표 32에서, 압축 해제 워드 연산이 수행된다.  연산 제어(2100)는 결과 레지스터(2153)가 결
과[63:0](2160)를 출력하게 할 것이다. 

[표 32]

그러나, 압축 해제 2배워드가 수행되면, 연산 제어(2100)는 결과 레지스터(2154)가 결과[63:0](2160)를 
출력하게 할 것이다.  표 33은 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표 33]

명령 세트내에 상기 압축 해제 명령을 포함시키는 잇점 

상기 압축 해제 명령을 명령 세트에 포함시킴으로써, 압축 데이터가 끼워지거나 압축해제될 수 있다.  이 
압축 해제 명령은 소스2 데이터 요소 모두를 0으로 만듦으로써 압축 데이터를 압축 해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바이트를 압축해제하는 예가 아래의 표 34a에 도시되어 있다. 

[표 34a]

이 동일 압축 해제 명령은 표 3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를 끼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  끼우는 것은 
다수의 멀티미디어 알고리즘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끼우는 것은 매트릭스를 옮기고 화소를 보간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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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b]

프로세서(109)에 의해 지원된 명령 세트중 이러한  압축 해제 명령을 제공하여, 프로세서(109)는 다용도
로 쓰이고 이 기능을 요구하는 알고리즘을 더 높은 성능으로 실행할 수 있다.

개체 카운트

개체 카운트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개체 카운트 연산을 압축된 데이터로 수행가능하게 한다. 즉, 본 발명은 제1 압축 
데이터의 각각의 데이터 요소에 대한 결과 데이터 요소를 발생한다. 각각의 결과 데이터 요소는 제1 압축 
데이터의 대응 데이터 요소 각각에 설정된 다수의 비트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서는, 하나로 설정된 비
트의 총 수가 카운트된다. 

표 35a는 압축 데이터상의 개체 카운트 연산의 내부 레지스터 표현를 설명한다. 제1 로우 비트는 소스1 
압축 데이터의 압축 데이터 표현이다. 제2 로우 비트는 결과 압축 데이터의 압축 데이터 표현이다. 각 데
이터 요소 밑의 번호는 데이터 요소 번호이다. 예를 들면, 소스1 데이터 요소 0 은 10001111100010002 이

다. 그러므로, 만약 데이터 요소들이 16비트의 길이라면(워드 데이터),그리고 개체 카운트 연산이 수행되
면, 실행 유니트(130)는 도시된 바와 같이 결과 압축 데이터를 발생한다.

[표 35a]

또 다른 실시예에서, 개체 카운터는 8 비트 데이터 요소상에서 수행된다. 표 35b는 8개의 8비트 압축 데
이터 요소를 가진 압축 데이터상의 개체 카운트의 내부 레지스터 표현를 설명한다.

[표 35b]

또 다른 실시예에서, 개체 카운터는 32비트 데이터 요소상에서 수행된다. 표 35c는 두 개의 32 비트 압축 
데이터 요소를 가진 압축 데이터상에서 개체 카운트의 내부 레지스터 표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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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c]

또한 개체 카운트는 64비트 정수 데이터에서 수행될 수 있다. 즉, 하나로 설정된 비트 번호는 64비트 데
이터로 합쳐진다. 표 35d는 64비트 정수 데이터인 개체 카운트의 내부 레지스터 표현를 설명한다.             

[표 35d]

개체 카운트 실행 방법

도 22는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상에서 개체 카운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단계(2201)에서, 제어 신호(207)를 수신함에 따라, 디코더(202)는 그 제어 신호(207)를 디코드한다. 
일 실시예에서, 제어 신호(207)는 캐쉬(160)에 의해 공급된다. 따라서, 디코더(202)는 개체 카운트용 연
산 코드, 및 레지스터(209)의 SRC1(602) 및 DEST(605) 어드레스를 디코드한다. SRC2(603)은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포화/불포화, 표현/비표현된, 그리고 압축 데이터의 데이터 요소 
길이는 이 실시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발명의 본 실시예에서는, 오직 16비트 데이터 요소 길이로 압
축된 가산만이 지원된다. 그러나, 당업자는 8개의 압축된 바이트 데이터 요소와 두 개의 압축된 2배 워드 
데이터 요소로 구성된 압축 데이터로 수행될 수 있다. 

단계(2202)에서,  내부  버스(170)를  통해,  디코더(202)는  레지스터  파일(15)의  레지스터(209)를  주어진 
SRC1(602) 어드레스로 액세스한다. 레지스터(209)는 이 어드레스로 레지스터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 소스
1를 실행 유니트(130)로 공급한다. 즉, 레지스터(209)는 내부 버스(170)를 통해 압축 데이터를 실행 유니
트(130)로 전달한다. 

단계(2130)에서, 디코더(202)는 실행 유니트(130)가 개체 카운트 연산을 수행하도록 한다. 대체가능한 실
시예에서는, 디코더(202)는 내부 버스(170)를 통해 압축 데이터 요소의 길이로 통신한다. 

단계(2205)에서, 데이터 요소의 길이가 16비트라고 가정하면, 실행 유니트(130)는, 소스1의 비트 16 내지 
비트 0로 설정된 비트 번호를 합하여, 비트 16 내지 비트 0의 결과 압축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이 합산과 
병행하여, 실행 유니트(130)는 소스1의 31 내지 비트 16을 합하여,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31 내지 비
트 16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합산과 함꼐, 실행 유니트(130)는, 소스1의 비트 47 내지 비트 32를 합하여,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47 내지 비트 32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합산과 함께, 실행 유니트(130)는 소스1
의 비트 63 내지 비트 48를 합하여, 결과 압축 데이터의 비트 63 내지 비트 48를 발생시킨다.

단계(2206)에서, 디코더(202)는, 목적 레지스터의 DEST(605) 어드레스로 레지스터(209)내의 일 레지스터
를 인에이블시킨다.

하나의 데이터 요소로 개체 카운트를 수행하는 방법

도23는,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일 데이터 요소로 개체 카운트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 압
축 데이터를 위한 단일 결과 데이터 요소를 발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단계(2310a)에서, 칼
럼섬, CSum1a, 및 칼럼 캐리, CCarry1a는 소스1 비트 15,14,13 및 12로부터 발생한다. 단계(2310b)에서, 
칼럼섬, CSum1b, 및 칼럼 캐리, CCarry1b는 소스1 비트 11,10,9 및 8로부터 발생된다. 단계(2310c)에서, 
칼럼섬, CSum1c, 및 칼럼 캐리, CCarry1c는 소스1 비트 7,6,5 및 4로부터 발생된다. 단계(2310d)에서, 칼
럼섬, CSum1d, 및 칼럼 캐리, CCarry1d는 소스1 비트 3,2,1 및 0로부터 발생된다.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단계(2310a-d)는 병렬로 실행된다. 단계(2320a)에서, 칼럼섬, CSum2a, 및 컬럼 캐리, CCarry2b는 CSum1a, 
CCarry1a,  CSum1b,  및  CCarry1b로부터  발생된다.  단계(2320b)에서,  칼럼섬,  CSum2b,  및  컬럼  캐리, 
CCarry2b는 CSum1c, CCarry1, CSum1d, 및 CCarry1d로부터 발생된다.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단계(2310a-
b)는  병렬로  실행된다.  단계(2330)에서,  칼럼섬,  CSum3,  및  컬럼  캐리,  CCarry3는  CSum2a,  CCarry2a, 
CSum2b, 및 CCarry2b로부터 발생된다. 단계(2340)에서, 결과는 CSum3 및 CCarry3로부터 발생된다. 일 실
시예에서는, 16 비트로 결과가 표현된다. 본 실시예에서, 오직 비트 4 내지 비트 0가 소스1의 최대 비트 
번호를 표현하는데 필요하므로, 비트 15 내지 5는 0으로 설정된다.   소스1에 대한 최대 비트 번호는 16
이다.이것은 소스1가 11111111111111112와 같을 때 발생한다. 결과는 16이 될 것이며, 00000000000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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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64비트 압축 데이터상의 개체 카운트 연산에 대한 4개의 결과 데이터 요소를 계산하기 위하여, 
도23의 단계들은 압축 데이터의 각 데이터 요소에 대하여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서는, 4개의 16비트 결
과 데이터 요소는 병렬로 계산된다.

개체 카운트 실행 회로

도24는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4개의 워드 요소를 가진 압축 데이터에서 개체 카운트 연산을 실행하는 
회로를 설명한다. 도25는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의 한 개의 워드 데이터 요소에서 개체 카
운트 연산을 수행하는 상세한 회로를 설명한다.

도24는 소스1 버스(2401)가 소스1IN(2406a-d)을 통해 popcnt 회로(2408a-d)로 정보 신호를 전송하는 회로

를 설명한다. 그래서, popcnt 회로(2408a)는 소스1의 비트 15 내지 비트 0으로 설정된 비트 번호를 합하
여, 비트 15 내지비트 0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popcnt 회로(2408b)는 소스1의 비트 31 내지 비트 16으로 
설정된 비트 번호를 합하여, 비트 31 내지 비트 16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popcnt 회로(2408c)는 소스1의 
비트  47  내지  비트  32으로  설정된  비트  번호를  합하여,  비트  47  내지비트  32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popcnt 회로(2408d)는 소스1의 비트 63 내지 비트 48으로 설정된 비트 번호를 합하여, 비트 63 내지 비트 
48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인에이블(2404a-d)은 연산 제어(2410)으로부터 제어(2403)를 통하여 popcnt 회
로(2408a-d)를 인에이블시키는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개체 제어 연산을 실행시키고, 결과 BUS(2409)에 결
과 신호를 발생시킨다. 당업자는 도1-6b 및 도23 내지 도25와 상기 설명된 회로를 제작가능할 것이다.

popcnt 회로(2408a-d)는 결과 out(2407a-d)을 통해 결과 BUS(2409)상으로 압축 개체 카운트 연산의 결과
를 통신한다. 이 결과 정보는 DEST(605) 레지스터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된 정수 레지스터내에 기억된다. 

하나의 데이터 요소로 개체 카운트를 실행하는 회로

도25는 압축 데이터의 하나의 워드, 데이터로 개체 카운트 연산을 수행하는 상세 회로를 설명한다. 특히, 
도25는 popcnt 회로(2408a)의 일부를 설명한다. 개체 카운트 연산을 실행하는 응용 회로에 대한 최대 효
율을 얻기 위하여, 일 클록 사이클내에 연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레지스터를 액세스하고 결과
를 기억하는 것이 일정 비율의 클록 사이클을 요구한다면, 도24의 회로는 거의 일 클록 주기의 80%내에 
그 연산을 완료시킨다. 이 회로는 프로세서(109)가 일 클록 사이클내에 4개의 16 비트 데이터 요소로 개
체 카운트 연산을 수행토록 하는 장점이 있다. 

popcnt 회로(2408a)는4->2 캐리-세이브 가산기(CAS; carry-save adder)(다른 규정이 없다면, CAS는 4->2 
캐리-세이브 가산기를 지칭한다)를 사용한다. popcnt 회로(2408a-d)에 채용될 수 있는 4->2 캐리-세이브 
가산기는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4->2 캐리-세이브 가산기는 4개의 오퍼랜드를 합하는 가산기
로 두 개의 합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popcnt 회로(2408a)의 개체 카운트 연산은 16 비트를 포함하므로, 
제1 레벨은 4개의 4->2 캐리-세이브 가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4개의 4->2 캐리-세이브 가산기는 16개의 
일비트 오퍼랜드를 8개의 2비트 합으로 바꾼다. 제2 레벨은 8개의 2비트 합을 4개의 3비트 합으로 변형시
키고, 제3 레벨은 4개의 3비트 합을 2개의 4비트 합으로 변형시킨다. 다음에 4비트 전가산기는 2개의 4비
트 합을 가산하여 최종 결과를 발생시킨다. 

비록 4->2 캐리-세이브 가산기가 사용되더라도, 대체 실시예에서는 3->2 캐리-세이브 가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신에, 다수의 전가산기가 사용되지만, 이러한 구조는 도25에 도시된 실시예만큼 빠르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없다. 

소스1IN15-0 (2406a)는 소스1의 비트 15  내지 비트 0을 전송한다. 처음 4비트는 4->2  캐리-세이브 가산기

(CSA(2510a))의 입력과 연결된다. 다음 4비트는 CSA(2510b)의 입력과 연결된다. 다음 4비트는 CSA(2510
c)의 입력과 연결된다. 마지막 4비트는 CSA(2510d)의 입력과 연결된다. 각각의 CSA(2510a-d)는 두 개의 2
비트  출력을  발생한다.  CSA(2510a)의  두  개의  2비트  출력은  CSA(2520a)의  두  입력과  연결된다. 
CSA(2510b)의 두 개의 2비트 출력은 CSA(2520a)의 다른 두 입력과 연결된다. CSA(2510c)의 두 개의 2비트 
출력은 CSA(2520b)의 두 입력과 연결된다. CSA(2510d)의 두 개의 2비트 출력은 CSA(2520b)의 다른 두 입
력과 연결된다. 각각의 CSA(2520a-b)는 두 개의 3비트 출력을 발생한다. CSA(2520b)의 두 개의 3비트 출
력은 CSA(2530)의 두 개 출력과 연결된다. CSA(2520b)의 두 개의 3비트 출력은 CSA(2530)의 다른 두 개의 
입력과 연결된다. CSA(2530)은 두 개의 4비트 출력을 발생한다. 

이 두 개의 4비트 출력은 전가산기(FA2550)의 두 입력에 연결된다. FA2550은 두 개의 4비트 입력을 가산
하고, 두 개의 4비트 입력의 총합계처럼 결과 Out(2407a)의 비트 3 내지 비트 0을 통신한다. FA2550는 캐
리 출력(CO2552)을 통해 결과 Out(2407a)의 비트 4를 발생한다. 대체인에이블한 실시예에서, 5비트 전가
산기는 결과 Out(2407a)의 비트 4 내지 비트 0를 발생하는데 사용된다. 어느 경우에나, 결과 Out(2407a)
의 비트 15 내지 비트 5는 0으로 고정된다. 게다가, 전가산기로 입력되는 어떤 캐리도 0으로 고정된다. 

비록 도25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업자는 결과 Out(2407a)이 결과 bus(2409)상으로 다중 송신되거
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멀티플렉서는  Enable(2404a)에  의해 
제어된다. 이것은 다른 실행 유니트 회로가 결과 bus(2409)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한다. 

명령 세트내에 상기 개체 카운트 연산을 포함시키는 잇점

설명된  개체  카운트  명령은  소스1과  같이,  압축  데이터의  각  데이터  요소에  설정된  비트  번호를 
계산한다. 그래서, 명령 세트에 이 명령을 포함시켜, 개체 카운트 연산은 단일 명령으로 압축 데이터상에
서 실행될 수 있다. 반대로, 종래 기술의 일반 프로세서들은  압축 해제 소스1으로 많은 명령을 실행해야 
하고, 각각의  압축 해제 데이터 요소에서 개별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그리고 압축 처리를 위해 결과를 
압축한다. 

그래서, 프로세서(109)에 의해 지원되는 명령 세트내에 이 개체 카운트 명령을 제공하여, 이 기능성을 요
구하는 알고리즘의 효율이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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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연산 

논리 연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SRC1 레지스터는 압축 데이터(소스1)을 포함하고, SRC2 레지스터는 압축 데이
터(소스2)를 포함하고, DEST 레지스터는 소스1 및 소스2상에서 선택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결과(결과)
를 포함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논리 AND 연산이 선택되면, 소스1은 소스2와 논리적으로 AND 될 것이
다.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 연산이 지원된다; 논리 AND, 논리 ANDN, 논리 OR, 및 논리 XOR. 
AND,OR 및 XOR 연산은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ANDN 연산은 소스2를 소스1의 역으로 AND되게 
한다. 발명이 이러한 논리 연산과 관련하여 설명되는 반면, 대체 실시예는 다른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도26은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상에 다수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이다.     

단계(2601)에서,  디코더(202)는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신된 제어 신호(207)를 디코드한다. 그러므로, 
디코더(202)는  적절한  논리  연산(즉,  AND,  ANDN,  OR  또는  XOR)용  연산  코드;  즉  레지스터(209)의 
SRC1(602), SRC2(603) 및 DEST(605) 어드레스를 디코드한다. 

단계(2602)에서, 내부 버스(170)를 통해, 디코더(202)는 레지스터 파일(150)내의 레지스터(209)에 주어진 
SRC1(602) 및 SRC2(603) 어드래스를 액세스한다. 레지스터(209)는 SRC1(602) 레지스터(소스1)내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와 SRC2(603) 레지스터(소스2)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를 실행 유니트(130)에 공급한다. 즉, 레
지스터(209)는 내부 버스(170)를 통해 실행 유니트(130)로 압축 데이터를 통신한다. 

단계(2603)에서, 디코더(202)는 실행 유니트(130)를 압축 논리 연산중 선택된 하나를 수행하도록 한다.

단계(2610)에서, 선택된 하나의 압축 논리 연산은 다음에 실행되는 단계를 결정한다. AND 연산이 선택되
었다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2612)를 수행한다; ANDN 연산이 선택되었다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
계(2613)를 수행한다; OR 연산이 선택되었다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2614)를 수행한다; 및 XOR 연산
이 선택되었다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2615)를 수행한다. 

AND 연산이 선택되었다면, 단계(2612)가 실행된다. 단계(2612)에서, 소스1 비트 63 내지 0가 소스2 비트 
63 내지 0와 AND되어 결과 비트 63 내지 0를 발생한다.

ANDN 연산이 선택되었다면, 단계(2613)가 실행된다. 단계(2613)에서, 소스1 비트 63 내지 0가 소스2 비트 
63 내지 0와 ANDN되어 결과 비트 63 내지 0를 발생한다.

OR 연산이 선택되었다면, 단계(2614)가 실행된다. 단계(2614)에서, 소스1 비트 63 내지 0가 소스2 비트 
63 내지 0와 OR되어 결과 비트 63 내지 0를 발생한다. 

XOR 연산이 선택되었다면, 단계(2615)가 실행된다. 단계(2615)에서, 소스1 비트 63 내지 0가 소스2 비트 
63 내지 0와 XOR되어 결과 비트 63 내지 0를 발생한다.  

단계(2620)에서, 결과는 DEST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표36은 압축 데이터상의 ANDN 연산에 대한 내부 레지스터 표현를 설명한다. 제1행의 비트는 소스1의 압축 
데이터 표현이다. 제2행의 비트는 소스2의 압축 데이터 표현이다. 제3행의 비트는 결과의 압축 데이터 표
현이다. 각각의 데이터 요소 비트밑에 있는 번호는 데이터 요소 번호이다. 에를 들어, 소스1 데이터 요소 
2는 11111111 000000002 이다.

[표 36]

본 발명이 소스1과 소스2내의 대응 데이터 요소상에서 수행되는 동일한 논리 연산에 관하여 설명되는 반
면, 대체인에이블한 실시예는 대응하는 데이터 요소에서 수행되는 논리 연산이 요소를 기초로 하여 선택
되도록 하는 명령을 지원한다.

압축 데이터 논리 회로

일 실시예에서, 설명된 논리 연산은  압축 해제 데이터상에서 단일 논리 연산과 같은 수의 클록 사이클로 
다중 데이터 요소를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수의 클록 사이클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병렬 처리가 사용된
다. 

도27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압축 데이터상에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를 설명한다. 연산 제
어기(2700)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를 제어한다. 연산 제어기(2700)는 제어 라인(2780)상의 제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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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출력 선택 신호를 처리한다. 이러한 선택 신호는 논리 연산 회로(2701)로 AND, ANDN, OR, 및 XOR 연
산중 선택된 하나를 전달한다. 

논리 연산 회로(2701)는 소스1[63:0]과 소스2[63:0]을 수신하고, 선택 신호에 의해 지시된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 결과를 발생시킨다. 논리 연산 회로(2701)는 결과[63:0]을 결과 레지스터(2731)로 전달한다.

명령 세트내에 상기 논리 연산를 포함시키는 잇점

설명된 논리 명령은 AND, AND NOT, OR, 및 OR NOT을 수행한다. 이러한 명령은 데이터의 논리적 조정을 요
구하는 어떠한 응용예에서도 사용된다. 프로세서(109)에 의해 지원되는 명령 세트에 이러한 명령을 포함
하여, 이러한 논리 연산은 일 명령으로 압축 데이터에서 실행된다. 

압축 비교

압축 비교 연산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SRC1(602)  레지스터는 비교될 데이터(소스1)를 포함하고, SRC2(603)  레지스터는 
반대로 비교되는 데이터(소스2)를 포함하고, 그리고 DEST(605)  레지스터는 비교 결과(결과)를 포함하게 
된다. 즉, 소스1는 지시된 관계에 따라, 소스2의 각 데이터 요소에 의해 독립적으로 비교되는 각각의 데
이터 요소를 가질 것이다.

발명의 일 실시예서, 다음과 같은 비교 관계가 지원된다: 동등함; 보다 큰 부호; 보다 크거나 또는 동등
한 부호; 보다 큰 무부호; 또는 보다 크거나 또는 동등한 부호. 이 관계는 각 쌍의 대응하는 데이터 요소
내에서 시험된다. 예를 들어, 소스1[7:0]는 소스2[7:0]보다 크므로 결과는 결과[7:0]로 된다. 비교 결과
관계를 만족한다면, 일 실시예에서, 결과의 대응하는 데이터 요소는 모두 1로 설정된다. 만약 비교 결과
가 그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과의 대응 데이터 요소는 모두 0으로 설정된다.

도2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압축 데이터상에서 압축 비교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
도이다. 

단계(2801)에서,  디코더(202)는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신된 제어 신호(207)를 디코드한다. 그러므로, 
디코더(202)는: 적당한 비교 연산용 연산 코드; 레지스터(209)내의 SRC1(602), SRC2(603), 및 DEST(605) 
어드레스; 포화/불포화(비교 연산에서는 필요없음), 부호/무부호, 및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길
이를 디코드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SRC1(602) (또는 SRC2(603))는 DEST(605)처럼 사용될 수 있
다. 

단계(2802)에서, 내부 버스(170)를 통해, 디코더(202)는 레지스터 파일(150)내의 레지스터(209)에 주어진 
SRC1(602) 및 SRC2(603) 어드래스를 액세스한다. 레지스터(209)는 SRC1(602) 레지스터(소스1)내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와 SRC2(603) 레지스터(소스2)에 기억된 압축 데이터를 실행 유니트(130)에 공급한다. 즉, 레
지스터(209)는 내부 버스(170)를 통해 실행 유니트(130)로 압축 데이터를 전송한다.

단게(2083)에서, 디코더(202)는 실행 유니트(130)가 적절한 압축 비교 연산을 수핸하도록 한다. 디코더
(202)는 내부 버스(170)를 통해 비교 연산에 대한 관계와 데이터 요소의 크기를 더 전송한다.

단계(2810)에서, 데이터 요소의 크기는 다음에 실행되는 단계를 결정한다. 만약 데이터 요소의 크기가 8
비트(압축 바이트(401) 데이터)라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2812)를 수행한다. 그러나, 압축 데이터내
의 데이터 요소 크기가 16비트(압축 워드(402) 데이터)라면, 실행 유니트(130)는 단계(2814)를 수행한다. 
일 실시예에서, 오직 8비트 및 16비트 데이터 요소 크기의 압축 비교가 지원된다. 그러나, 또다른 실시예
에서는, 32비트 데이터 요소 크기의 압축 비교가 지원된다(압축 2배워드(403)).

데이터 요소의 크기가 8비트라면, 단계(2812)가 수행된다. 단계(28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소
스1 비트 7 내지 0은 결과비트 7 내지 0을 발생하는 소스2비트 7 내지 0과 비교된다. 소스1비트 15 내지 
8은 결과비트 15 내지 8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 15 내지 8을 비교한다. 소스1비트 23 내지 16은 결과비트 
23 내지 16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 23 내지 16을 비교한다. 소스1비트 31 내지 24은 결과비트 31 내지 24
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 31 내지 24을 비교한다. 소스1비트 39 내지 32은 결과비트 39 내지 32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 39 내지 32을 비교한다. 소스1비트 47 내지 40은 결과비트 47 내지 40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 
47 내지 40을 비교한다. 소스1비트 55 내지 48은 결과비트 55 내지 48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 55 내지 48
을 비교한다. 소스1비트 63 내지 56은 결과비트 63 내지 56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를 비교한다.

데이터 요소의 크기가 16비트라면, 단계(2814)가 실생된다. 단계(2814)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소
스1비트 15 내지 0은 결과비트 15 내지 0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 15 내지 0을 비교한다. 소스1비트 31 내
지 16은 결과비트 31 내지 16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 31 내지 16을 비교한다. 소스1비트 47 내지 32은 결
과비트 47 내지 32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 47 내지 32을 비교한다. 소스1비트 63 내지 48은 결과비트 63 
내지 48를 발생하는 소스2비트 63 내지 48을 비교한다.

일 실시예에서, 단계(2812)의 비교연산이 동시에 실행된다. 그러나, 또다른 실시예에서는, 비교연산은 연
속적으로 수행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비교연산중 약간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어느것은 연속으
로 실행된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 또한 단계(2814)의 비교연산에 적용한다. 

단계(2820)에서, 결과는 DEST(605)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표(37)은 연산보다 크게 무부호화된 압축 비교의 내부 레지스터 표현를 설명한다. 제1행의 비트는 소스1
의 압축 데이터 표현이다. 제2행의 비트는 소스2의 데이터 표현이다. 제3행의 비트는 결과의 압축 데이터 
표현에다. 각각의 데이터 요소 비트의 밑수는 데이터 요소 번호이다. 예를 들어, 소스1 데이터 요소 3은 
10000000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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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표(38)은  압축  바이트  데이터상의  연산과  같거나  보다  큰  압축  비교  부호에  대한  내부  레지스터 
표현이다.

[표 38]

압축 데이터 비교 회로

일 실시예에서, 비교 연산은  압축 해제 데이터의 단일 비교 연산과 같은 수의 클록 사이클로 다중 데이
터 요소에 발생될 수 있다. 같은 수의 클록 사이클에서 실행되기 위하여, 병렬 처리된다. 즉, 레지스터는 
데이터 요소에서 비교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동시에 명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상세히 설명된
다.

도2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압축 데이터의 각 바이트상에서 압축 비교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를 
설명한다. 도29는 수정된 바이트 슬라이스 비교 회로, 바이트 슬라이스 스테이지i(2999)의 사용을 설명한

다. 각각의 바이트 슬라이스는, 최상위 데이터 요소 바이트 슬라이스를 제외하고, 비교 유니트 및 비트 
제어부를 포함한다. 최상위 데이터 요소 바이트 슬라이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비교 유니트를 가지는 것이
다. 

비교 유니트i(2911) 및 비교 유니트i+1(2971) 각각은 소스1로부터의 8비트를 소스2로부터의 대응하는 8비트

와 비교되도록 한다. 일 실시예에서, 각각의 비교 유니트는 공지된 상기 8비트 비교 회로처럼 연산한다. 
이러한 공지된 8비트 비교 회로는 소스1로부터 소스2를 감산하는 바이트 슬라이스 회로를 포함한다. 감산 
결과는 비교 연산의 결과를 결정하도록 처리된다. 일 실시예에서, 감산의 결과는 과잉 정보를 포함한다. 
이 과잉 정보는 비교 연산의 결과가 참인지를 결정하기위해 테스트된다.

각각의 비교 유니트는 소스1 입력, 소스2 입력, 제어 입력, 다음 스테이지 신호, 마지막 스테이지 신호, 
및 결과 출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비교 유니트i(2911)는 소스1i(2931) 입력, 소스2i(2933) 입력, 제어

i(2901) 입력, 다음 스테이지i(2913) 신호, 마지막 스테이지i(2912) 입력, 및 결과 레지스터에 기억된 결

과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비교 유니트i+1 (2971)는 소스1i+1 (2932)  입력, 소스2i+1 (2934)  입력, 제어

i+1(2902) 입력, 다음 스테이지i+1(2973) 신호, 마지막 스테이지i+1(2972) 입력, 및 결과 레지스터i+1(2952)

에 기억된 결과를 포함한다. 

소스1n 입력은 전형적으로 소스1의 8비트부이다. 8비트는 가장 작은 형태의 데이터 요소인 하나의 압축 바

이트(401) 데이터 요소가다. 소스2 입력은 소스2의 대응 8비트부이다. 연산 제어기(2900)는 각각의 비교 
유니트를 필요한 비교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제어 신호는 비교 관계(즉, 보다 
큰 부호) 및 데이터 요소의 크기(즉, 바이트 또는 워드)로부터 결정된다. 다음 스테이지 신호는 비교 유
니트에 대한 비트 제어로부터 수신된다. 비교 유니트는 바이트 크기 데이터 요소보다 큰 것이 사용될 때 
비트 제어 유니트에 의해 효과적으로 결합된다. 예를 들어, 워드 압축 데이터가 비교될 때, 제1 비교 유
니트와 제2 비교 유니트사이의 비트 제어 유니트는 두 개의 비교 유니트를 하나의 16비트 비교 유니트로 
연산하도록 할 것이다. 유사하게는, 제3 및 제4 비교 유니트간의 비교 유니트는 두 개의 비교 유니트를 
하나의 비교 유니트로 연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4개의 압축 워드 데이터 요소에 대하여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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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1과 소스2의 값의 관계에 따라, 비교 유니트는 상위 비교 유니트의 결과를 하위 비교 유니트 또는 그 
반대로 전파되도록 하여 비교연산을 수행한다. 즉, 각 비교 유니트는 비트 제어i(2920)에 의해 전송된 정

보를 사용하여 비교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2배 워드 압축 데이터가 사용되면, 4개의 비교 유니트는 
서로 작용하여 각 데이터 요소에 대한 하나의 32비트 긴 비교 유니트를 형성시킨다. 각 비교 유니트의 결
과 출력은 소스1과 소스2에서의 비교 연산 결과를 나타내고 비교 유니트는 연산을 계속한다. 

비트 제어i(2920)는 압축 데이터 인에이블i(2906)을 통해 연산 제어기(2900)로부터 인에이블된다. 비트 제

어i (2920)는  다음 스테이지i (2913)  및  마지막 스테이지i+1 (2972)를  제어한다.  예를  들어,  비교 유니트

i(2911)가 소스1과 소스2의 8개 최하위 비트에 관여한다면, 비교 유니트i+1(2971)는 소스1과 소스2의 다음 

8비트에 관여한다. 만약 압축 바이트 데이터상에서 비교가 이루어 지면, 비트 제어i(2920)는 비교 유니트

i+1(2971)로부터의 결과 정보가 비교 유니트i(2911)에 전송되거나 그 역으로도 전송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

나, 만약 압축 워드상에서 비교가 수행되면, 비트 제어i(2920)는 비교 유니트i(2911)로부터의 결과(일 실

시예에서는, 오버 플로우)정보가 비교 유니트i+1로 전송되게 하고 비교 유니트i+1 (2971)로부터의 결과(일 

실시예에서는, 오버 플로우)정보가 비교 유니트i(2911)로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표 39에서, 비교치보다 큰 압축 바이트가 수행된다. 비교 유니트i+1(2971)가 데이터 요소 1에

서 연산한다면, 비교 유니트i(2911)는 데이터 요소 0에서 연산한다. 비교 유니트i+1(2971)는 워드의 최상위 

8비트를 비교하고 최종 스테이지i+1 (2972)를 통해 결과 정보를 전송한다. 비교 유니트i+1 (2911)는 워드의 

최하위  8비트를  비교하고  다음 스테이지i+1 (2913)를  통해  결과  정보를  전송한다.  그러나,  연산 제어기

(2900)는, 비트 제어i(2920)가 비교 유니트간에 최종 스테이지i+1(2972) 및 다음 스테이지i(2913)로부터 수

신된 그 결과 정보의 전파를 정지시킨다.

[표 39]

그러나, 만약 비교치보다 큰 부호의 압축 워드가 수행된다면, 비교 유니트i+1(2971)의 결과는 비교 유니트

i+1(2911)로 및 그 반대로도 전달된다. 표(40)은 이러한 결과를 설명한다. 이러한 형태의 통신은 압축 2배

워드 비교에도 허용될 것이다. 

[표 40]

각각의  비교  유니트는  결과  레지스터에  선택적으로  연결된다.  결과  레지스터는,  완료  결과, 결과
[63:0](2960)가 DEST(605)레지스터에 전송될 수 있을 때까지 비교 연산의 결과를 기억한다. 

완전한 64 비트 압축 비교 회로에 대하여는, 8개의 비교 유니트 및 7개의 비트 제어 유니트가 사용된다. 
그러한 회로는,  압축 해제 비교 연산과 압축 비교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같은 회로를 사용함으로서, 64
비트  압축 해제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명령세트내에 압축 비교 연산을 포함시키는 잇점

상기 압축 비교 명령은 압축 마스크로서 소스1과 소스2를 비교한 결과를 기억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데
이터상의 조건 브랜치는 예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브랜치 예측 알고리즘을 차단하기 때문에 프로세서 효
율면에서 비용이 든다. 그러나, 압축 마스크를 발생시킴으로서, 비교명령은 데이터를 기초로 필요한 조건 
브랜치의 수를 감소시킨다. 예를들어, 명령(if Y>A then X=X+B; else X=X)은 표(41)에 도시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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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데이터에서 수행된다(데이블(41)에 표현된 값은 16진법으로 도시된다).

[표 41]

상기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건  브랜치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브랜치  명령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브랜치를 예측하는 프로세서는 이것 및 다른 유사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비
교 명령을 사용할 때는 효율이 감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프로세서(109)에 의해 지원되는 명령 세트내에 
이러한 비교 명령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세서(109)는 높은 성능의 레벨로 이러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알고
리즘을 수행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알고리즘 예

설명된 명령세트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알고리즘 예가 이하 기술된다. 어떤 
경우에, 유사한 압축 데이터 명령은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일정한 단계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데
이터 이동, 루핑, 및 조건 브랜치를 관리하기 위해 범용 프로세서 명령의 사용이 요구되는 여러 단계들은 
다음 예에서는 생략되었다. 

1) 복소수의 곱

설명된 승산-가산 명령은 표(4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 명령으로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두 개의 복소수(즉, r1i1 및 r2i2)의 곱은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실행된다:

실수부 = r1 · r2 - i1 · i2

허수부 = r1 · r2 + i1 · i2  

만약 이 명령이 모든 클록 사이클을 완료시키면, 본 발명은 두 개의 복소수를 모든 클록 사이클과 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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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a]

또다른 예로서, 표(42b)는 세 개의 복소수를 서로 곱하도록 하는 명령을 도시한다.

[표 42b]

2) 승산 누적 연산

설명된 명령은 또한  값을 곱하고 누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 데이터 요소의 두 세트(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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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및 B1-4)는 표(43)의 아래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곱하고 누적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표(43)에 도시된 각각

의 명령은 각 클록 사이클을 완료시키는데 사용된다.

[표 43]

만약 각 세트에서 데이터 요소의 수가 8을 초과하고 4의 배수라면, 이러한 세트의 곱과 누적은 아래 표
(44)에 도시된 것처럼 수행될 때 보다 적은 명령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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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또 다른 예로서, 표(45)은 분리된 곱과 누적의 세트(A 및 B) 및 세트(C 및 D)를 표현하며, 여기서는 각각
의 세트가 2 데이터 요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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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또 다른 예로서, 표(46)은 분리된 곱과 누적의 세트(A 및 B) 및 세트(C 및 D)를 표현하며, 여기서는 각각
의 세트가 4 데이터 요소를 포함한다.

[표 46]

3) 스칼라곱 알고리즘

스칼라곱(또는 내적)은 신호 처리 및 매트릭스 연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스칼라곱은 매트릭스의 곱, 
(FIR 및 IIR 필터링과 같은)디지털 필터링 연산, 및 계산 상관 수열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많은 음성 압
축 알고리즘(즉, GSM, G.728, CELP 및 VSELP) 및 Hi-Fi 압축 알고리즘(즉, MPEG 및 서브밴드 코딩)은 디
지털 필터링과 상관 계산에 대하여 확장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스칼라곱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
러한 알고리즘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길이가 N인 두 개의 수열 A 및 B의 스칼라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스칼라곱의 계산을 실행하는 것은 수열 각각의 대응 요소들이 서로 곱해지는 누진 연산을 곱하는데 확대 
사용되고, 그 결과들은 스칼라곱 결과를 형성하기 위해 누적된다.

이동, 압축 가산, 승산-가산, 및 압축 시프트 연산을 포함함으로써, 발명은 스칼라곱 계산이 사용중인 압
축 데이터를 수행하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4개의 16비트 요소를 포함하는 압축 데이터 형태가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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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스칼라곱 계산은 :

1) 이동 명령을 사용하는 소스1을 발생하기 위해 A 수열로부터 4개의 16비트 값을 액세스;

2) 이동 명령을 사용하는 소스2를 발생하기 위해 B 수열로부터 4개의 16비트값을 액세스; 및 

3) 승산-가산, 압축 가산, 및 시프트 명령을 사용하는 상기 설명된 곱셈과 누적 계산

에 의해 4개의 값을 각각 포함하는 2개의 수열에서 수행될 수 있다.

몇몇 요소보다 큰 벡터에 대하여 표(46)에 도시된 방법이 사용되고 최종 결과는 마지막으로 서로 합쳐진
다. 기타 지원 명령은, 누산기 레지스터를 초기화하는 압축 OR 및 XOR명령, 계산의 최종 단계에서 원하지 
않은 값을 미루는 압축 시프트 명령을 포함한다. 루프 제어 연산은 프로세서(109)의 명령 세트에 이미 존
재하는 명령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4) 2차원 루프 필터

2차원 루프 필터들은 일정한 멀티미디어 알고리즘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표(47)에 도시된 필터 계수는 
영상 회의 알고리즘에 사용될 수 있어 픽셀 데이터로 저역 필터를 수행한다.

[표 47]

위치(x, y)에서의 새로운 픽셀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등식이 사용된다:  결과 픽셀 = (x-1,y-1) + 
2(x,y-1) + (x+1,y-1) + 2(x-1,y) + 4(x,y) + 2(x+1,y)   

+

(x-1,y+1) + 2(x,y+1) + (x+1,y+1)

압축,  압축 해제, 이동, 압축 시프트, 및 압축 가산을 포함함으로써, 발명은 2차원 루프 필터가 압축 데
이터를 사용하면서 실행되도록 한다. 기술된 루프 필터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 루프 필터는 두 개의 
간단한 1차원 필터로서 사용되는데, 즉 상기 2차원 필터는 두 개의 121 필터로 사용될 수 있다. 제1 필터
는 가로방향에 있고 제2 필터는 세로방향에 있다.

표 48은 8x8 블록의 픽셀 데이터를 표현한다.

[표 48]

다음 단계에서는 이 8x8 블록 픽셀 데이터의 가로 방향으로 수행된다:

1) 이동 명령을 사용하는 압축 데이터로서 8개의 8비트 픽셀값을 액세스;

2) 누적 계산동안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4개의 8비트 픽셀(소스1)을 포함하는 16비트 압축 데이터로 8
개의 8비트 픽셀을  압축 해제;

3) 소스2 및 소스3를 발생하기 위해 소스1을 두 번 복사;

4) 소스1에서 16비트만큼 우측으로  압축 해제 시프트;

5) 소스3에서 16비트만큼 좌측으로  압축 해제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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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압축 가산을 실행하여 (소스1 + 2
*
소스2 + 소스3)를 발생;

a) 소스1 = 소스1 + 소스2,

b) 소스1 = 소스1 + 소스2,

c) 소스1 = 소스1 + 소스3

7) 8x8 중간 결과열로서 결과 압축 워드 데이터를 기억; 및

8) 표(49) 아래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8x8 중간 결과열이 발생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

[표 49]

다음 단계는 8x8 중간 결과열상에서 필터의 세로방향으로 진행된다:

1) 소스1, 소스2, 및 소스3를 발생하기 위하여 이동 명령을 사용하는 압축 데이터로서 중간 결과열로부터 
4x4 블록 데이터를 액세스(즉, 예로서 표 50 참조);

[표 50]

2) 다음 압축 데이터를 가산하여 (소스1 + 2
*
소스2 + 소스3)를 발생:

a) 소스1 = 소스1 + 소스2,

b) 소스1 = 소스1 + 소스2,

c) 소스1 = 소스1 + 소스3;

3) 합의 가중치를 발생하기 위해 결과 소스1상에서 4비트만큼 우측 압축 시프트를 수행 -- 이것은 16에 
의해 효과적으로 나누어진다;

4) 16비트값을 8비트 픽셀값으로 전환하기 위해 포화된 결과 소스1를 압축;

6) 8x8 결과열로서 결과 압축 바이트 데이터를 기억(표50에 도시된 예에 대하여, 이러한 4개 바이트는 B0, 

B1, B2, 및 B4에 대한 새로운 픽셀값을 표현한다); 및

7) 전체 8x8 결과열이 발생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함.

8x8 결과열의 상부 및 하부행이 여기서 기술되지 않은 상이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결정되어 본 발명을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프로세서(109)에 압축,  압축 해제, 이동, 압축 시프트, 및 압축 가산 명령을 제
공함으로서, 본 발명은 그러한 필터에 의해 한번에 1 데이터 요소를 요구하는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종래 
일반적인 프로세서보다 상당한 효율을 제공한다.

5) 모션 평가

모션 평가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응용에 사용된다(즉, 화상 회의 및 MPEC(고화질 재생)). 화상 회의에 
관하여, 모션 평가는 단말기간에 전송되어야 하는 데이터량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된다. 모션 평가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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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비디오 블록으로 바다오 프래임을 분할하여 연산한다. 프래임1의 각 블록에 대하여는, 프래임2내
에 유사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블록이 있는지 결정된다. 만약 그러한 블록이 프래임2에 포함되면, 그 블록
은 프레임1에 관한 동적 벡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블록을 표현하는 데이터 모두를 전송하는 것
보다, 오직 동적 벡터만이 수신 터미널로 전송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 프레임1의 블록이 프
레임2내의 블록과 유사하고 같은 화면상에서 동일 하다면, 동적 벡터 0만이 그 블록으로 송신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프레임1내의 블록이 프레임2의 블록과 유사하지만 다른 화면상에서 동일하다면, 
필요한 그 블록의 새로운 위치를 가리키는 동적 벡터가 송신된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프레임1의 블록 A
가 프레임2의 블록 B 와 유사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픽셀값 사이의 완전히 상이한 차이의 합이 결정된다. 
더  작은  합이  경우,  블록  A는  블록  B와  더욱  유사하다(즉,  만약  합이  0이면,  블록  A는  블록  B와 
동일하다).

이동, 압축 해제, 압축 가산, 포화된 압축 감산, 및 논리 연산을 포함하여, 본 발명은 모션 평가가 압축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만약 2개의 16x16 블록의 영상이 압축 데이터처럼 기억된 8비트 
픽셀값의 두 개 어레이에 의해 표현된다면, 이 블록들의 픽셀값의 절대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이동 명령을 사용하는 소스1을 발생하기 위해 블록 A로부터 8개의 8비트값을 액세스한다;

2) 이동 명령을 사용하는 소스2을 발생하기 위해 블록 B로부터 8개의 8비트값을 액세스한다;  

3) 소스3를 발생하는 소스2로부터 소스1을 빼기 위해 포화된 압축 감산을 수행한다 -- 포화된 감산에 의
해, 소스3은 이 감산의 포지티브 결과만을 포함할 것이다(즉, 네가티브 결과는 제로로 될 것이다);

4) 소스4를 발생하는 소스1로부터 소스2을 빼기 위해 포화된 압축 감산을 수행한다 -- 포화된 감산에 의
해, 소스4은 이 감산의 포지티브 결과만를 포함할 것이다(즉, 네가티브 결과는 제로로 될 것이다);

5) 소스5를 발생하기 위해 소스3와 소스4상의 포화된 OR 연산을 수행한다 -- OR연산을 수행하여, 소스5은 
소스1 및 소스2의 절대값을 포함한다;

6) 16x16 블록이 처리될 때까지는 이 단계를 반복한다.

8비트 절대값의 결과는 16비트 정확도를 얻기 위해 16비트 데이터 요소로 압축 해제되고,그 다음 압축 가
산을 사용하여 가산된다. 

그래서, 이동, 압축 해제, 압축 가산, 포화된 압축 감산, 및 논리 연산들이 프로세서(109)에 제공됨으로
서, 본 발명은, 한번에 일 데이터 요소를 계산하는 연산 평가의 절대차와 가산을 수행해야 하는 종래 범
용 프로세서보다 효율이 현저히 증가된다.  

6) 이산 코사인 변형

이산 코사인 변형(DCT)은 많은 신호 처리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잘 알려진 기능이다. 영상 및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은 특히 이러한 변형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이미지 및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에서, DCT는 공간 표현로부터 주파수 표현까지 픽셀 블록을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주파수 표실에서, 화상 정보는 주파수 요소로 분할되는데, 어느것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압축 알고리즘은, 재구성된 화상 내용을 반대로 영향을 주지 않는 주파수 요소를 선택적으로 양자화하거
나 버린다. 이 방법으로, 압축이 이루어진다.

DCT의 실시예는 많으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고속 프리에 변형(Fast Fourier Transform;FFT)계산 형식을 
기초로 한 일종의 고속 변형 방법이다. 고속 변형에서, N차 변형은, N/2차 변형의 결합과 결합된 결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분해는 최소 2차 변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2 변형 핵심
은 자주 퍼터플라이 연산으로 언급된다. 버터플라이 연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X = a
*
x + b

*
y

Y = c
*
x - d

*
y

여기서 a, b, c, 및 d는 계수이고, x 및 y는 변형 출력이다.

이동, 승산-가산, 및 압축 시프트 연산을 포함하여, 본 발명은 DCT 계산이 다음 방법으로 압축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1) 이동 또는 압축 해제 명령을 사용하는 소스1(표51 참조)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x 및 y를 표현하는 두 
개의 16비트값을 액세스한다;

2) 표51 아래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2를 발생한다-- 소스2는 버터플라이 연산 수 이상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 및 

3)결과(표51을 참조)를 발생하기 위하여 소스1과 소스2를 사용하는 승산-가산 명령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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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어떤 경우에, 버터플라이 연산의 계수는 1이다. 이러한 경우에, 버터플라이 연산은 압축 및 압축 해제 명
령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단지 가산 및 감산으로 다시 발생된다.

IEEE 문헌은 역 DCT가 화상 회의용으로 실행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참조; IEEE 회로 
및 시스템 연합,'8x8 역 이산 코사인 변환을 이용하는 IEEE 표준 규격,' IEEE Std. 1180-1990, 미국 뉴욕
주 10017,뉴욕, 이스트 47 스트리트. 345, IEEE Inc, 1991년 3월 18일). 요구되는 정밀도는, 32비트 출력
을 발생하기 위하여 16비트 입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표된 승산-가산 명령에 의해 달성된다.

그래서, 이동, 승산-가산, 및 압축 시프트 연산을 프로세서(109)에 제공함으로서, 본 발명은, 한번에 DCT 
계산 일 데이터 요소를 더하고 곱해야하는 종래 범용 프로세서 이상으로 현저한 효율을 제공한다.  

대체 실시예

본발명은 각각의 상이한 연산이 분할 회로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대체 실시예는 일정한 회로
가 상이한 연산에 의해 분리되는 것처럼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는 다음 회로가 사용
된다: 1) 압축 가산, 압축 감산, 압축 비교, 및 압축 논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단일 산술 논리 유니트
(ALU); 2) 압축, 압축 해제, 및 압축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유니트; 3) 압축 승산 및 승산-가산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유니트; 및 4) 통상적인 카운트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유니트.

대응 및 별개의 항이 사용되어 2 이상의 압축 데이터에 기억된 데이터 요소간의 소정의 관계에 대하여 기
술된다. 일 실시예에서, 압축 데이터내의 데이터 요소의 비트 위치를 기초로 한다. 예를 들어, 제1 압축 
데이터중 (압축 바이트 포맷내의 비트 위치 0-7 에 기억된)데이터 요소 0은 제2 압축 데이터중 (압축 바
이트 포맷내의 비트 위치 0-7 에 기억된)데이터 요소 0에 대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대체 실시예
와는 다르다. 예를들어, 제1 및 제2 압축 데이터의 대응데이터 요소는 상이한 크기일 수 있다. 또다른 예
로서, 제1 압축 데이터의 최하위 데이터 요소가 제2 압축 데이터(등등)의 최하위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제1 및 제2 압축 데이터의 데이터 요소가 다른 순서로 각각 다른 것과 대응한다. 또다른 예에
서는, 제1 및 제2 압축 데이터의 데이터 요소와 1대1 대응하는 것 보다는, 데이터 요소들은 상이한 비율
로 대응한다(즉, 제1 압축 데이터는 제2 압축 데이터에서 2이상의 상이한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는 일 이
상의 데이터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실시예를 들어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이 설명된 실시예에 한정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과 장치는 첨부된 청구범위의 개념과 범위내에서 수정 및 대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명세서는 발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 예로서 간주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제1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연결된 기억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기억 영역내에,

제1 압축 데이터 및 제2 압축 데이터로 연산하는 압축명령으로서, 상기 제1 압축 데이터는 최소한 제1 데
이터 요소와 제2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압축 데이터는 최소한 제3 데이터 요소와 제4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데이터 요소, 상기 제2 데이터 요소, 상기 제3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제4 데
이터 요소는 각각은 비트의 세트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압축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제3 압축 
데이터를 형성시키기 위해, 상기 제1 데이터 요소, 상기 제2 데이터 요소, 상기 제3 데이터 요소, 및 상
기 제4 데이터 요소 각각의 부분을 압축하는 상기 압축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제3 압축 데이터를 형성시
키는 압축 명령;

제4 압축 데이터와 제5 압축 데이터로 연산하는 압축해제명령으로서, 상기 제4 압축 데이터는 최소한 제5 
데이터 요소와 제6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제5 압축 데이터는 상기 제5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는 
제7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6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는 제8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제5  데이터 
요소, 상기 제6 데이터 요소, 상기 제7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제8 데이터 요소 각각은 비트의 세트를 포
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압축 해제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최소한 상기 제4 압축 데이터로부터 상기 
제5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5 압축 데이터로부터 상기 제7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제6 압축 데이터를 발
생하는 압축 해제 명령; 

상기 프로세서는 압축 가산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4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5 압축 데이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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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소를 병렬로 서로 분리하여 가산하는 압축 가산 명령;

상기 프로세서는 압축 감산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4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5 압축 데이터의 대응 
데이터 요소를 병렬로 서로 분리하여 감산하는 압축 감산 명령;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압축 시프트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지시된 카운트에 의한 상기 제1 데이터 요소와 
지시된 카운트에 의한 상기 제2 데이터 요소를 최소한 병렬로 각각 시프트하는 압축 시프트 명령; 및 

상기 프로세서는 지시된 관계에 따라 상기 제4 압축 데이터 및 상기 제5 압축 데이터로부터 대응하는 데
이터 요소를 병렬로 비교하고 상기 압축 비교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레지스터에 압축 마스크 결
과를 기억하며, 상기 압축 마스크는 상기 소정수의 비트를 포함하는 최소한 제1 마스크 요소 및 제2 마스
크 요소를 각각 구비하고, 상기 제1 마스크 요소내의 각 비트는 상기 제4 압축 데이터내의 상기 제5 데이
터 요소를 상기 제5 압축 데이터내의 상기 제7 데이터 요소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상기 제2 마스크 
요소내의 각 비트는 상기 제4 압축 데이터내의 상기 제6 데이터 요소를 상기 제5 압축 데이터내의 상기 
제8 데이터 요소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는 압축 비교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
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영역은 압축 승산 명령을 더 기억하여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압
축 승산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4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5 압축 데이터의 대응 데이터 요소를 병렬
로 각각 승산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영역은 압축 승산-가산 명령을 더 기억하여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
기 제1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3 데이터 요소를 서로 곱하여 상기 제1 중간 결과를 발생하고, 상기 제2 데
이터 요소와 상기 제4 데이터 요소를 곱하여 제2 중간 결과를 발생하고, 및 상기 제1 중간 결과와 상기 
제2 중간 결과를 가산하여 상기 압축 승산-가산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제9 데이터 요소를 최종 결과로 발
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요소, 상기 제2 데이터 요소, 상기 제3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제4 데
이터 요소는 소정의 비트수를 각각 포함하고, 상기 제9 데이터 요소는 두배의 상기 소정 비트수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영역은 그안에 기억된 일반 카운트 명령을 더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일반 카운트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얼마나 많은 비트가 상기 제1 데이터 요소내에 소정값으로 설정
되고 얼마나 많은 비트가 상기 제2 데이터 요소내에 소정값으로 설정되는지를 병렬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영역은 그안에 기억된,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제1 압축 논리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4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5 압축 데이
터로부터 대응 데이터 요소와 병렬로 AND 연산을 하는 제1 압축 논리 명령;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제2 압축 논리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4 압축 데이터로부터의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5  압축 데이터로부터의 대응 데이터 요소의 논리역을 병렬로 AND  연산을 하는 제2  압축 논리 
명령;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제3 압축 논리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4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5 압축 데이
터로부터 대응 데이터 요소와 병렬로 서로 논리적 OR 연산을 하는 제3 압축 논리 명령; 및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제4 압축 논리 명령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4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5 압축 데이
터로부터 대응하는 데이터 요소와 병렬로 배타적 OR 연산을 하는 제4 압축 논리 명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는 산술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는 논리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는 우측 방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는 좌측 방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요소, 상기 제2 데이터 요소, 상기 제3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제4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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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요소 각각은 소정수의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은 상기 소정수의 비트의 절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
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5 데이터 요소, 상기 제6 데이터 요소, 상기 제7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제8 데
이터 요소 각각은 상기 소정수의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4 

제1 압축 데이터와 제2 압축 데이터를 조종하고, 상기 제1 압축 데이터는 최소한 제1 데이터 요소와 제2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압축 데이터는 최소한 상기 제1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는 제3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2 데이터 요소에 대응하는 제4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각각의 상기 제1 데이터 요소, 상
기 제2 데이터 요소, 상기 제3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제4 데이터 요소는 비트 세트를 포함하는 방법에 있
어서, 상기 방법은: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명령이 압축 명령, 압축 해제 명령, 압축 가산 명령, 압축 감산 명령, 압축 시프트 명령, 및 압축 
비교 명령중 하나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명령이 상기 압축 명령이라면, 제3 압축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제1 데이터 요소, 상기 제2 
데이터 요소, 상기 제3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제4 데이터 요소 각각의 부분을 압축하는 단계;

상기 명령이 상기 압축 해제 명령이라면, 상기 제1 압축 데이터로부터의 상기 제1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
2 압축 데이터로부터의 상기 제3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제4 압축 데이터 요소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명령이 상기 압축 가산 명령이라면, 상기 제1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2 압축 데이터의 대응하는 데이
터 요소를 병렬로 각각 가산하는 단계;

상기 명령이 상기 압축 감산 명령이라면, 상기 제1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2 압축 데이터의 대응하는 데이
터 요소를 병렬로 각각 감산하는 단계;

상기 명령이 상기 압축 시프트 명령이라면, 표현된 카운트에 의해 최소한 상기 제1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2 데이터 요소를 병렬로 각각 시프트하는 단계; 및

상기 명령이 상기 압축 비교 명령이라면, 표현된 관계에 따라 상기 제1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2 압축 데
이터로부터 대응하는 데이터 요소를 각각 병렬로 비교하고 그 결과로 압축 마스크를 발생하며, 상기 압축 
마스크는 각각 상기 소정수를 포함하는 최소한 제1 마스크 요소와 제2 마스크 요소를 가지며, 상기 제1 
마스크 요소내의 각각의 비트는 상기 제1 압축 데이터내의 상기 제1 데이터 요소를 상기 제2 압축 데이터
내의 상기 제3 데이터와 비교한 상기 결과를 표현하고, 상기 제2 마스크 요소내의 각각의 비트는 상기 제
1 압축 데이터내의 상기 제2 데이터 요소를 상기 제2 압축 데이터내의 상기 제4 데이터 요소와 비교한 결
과를 표현하는 단계로 수행되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명령이 압축 승산 명령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및 

상기 방법은:

상기 명령이 상기 압축 승산 명령이라면, 상기 제1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2 압축 데이터의 대응하는 데이
터 요소를 병렬로 각각 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명령이 압축 승산-가산 명령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및 

상기 방법은:

상기 명령이 상기 압축 승산-가산 명령이라면:

제1 중간 결과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제1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3 데이터 요소를 서로 곱하는 단계,

제2 중간 결과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제2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4 데이터 요소를 서로 곱하는 단계, 및

제5 데이터 요소를 최종 결과로 발생하기 위해 상기 제1 중간 결과와 상기 제2 중간 결과를 서로 가산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요소, 상기 제2 데이터 요소, 상기 제3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제4 
데이터 요소는 각각 소정의 비트수를 포함하고, 상기 제4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5 데이터 요소는 각각 두
배의 상기 소정의 비트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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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명령이 일반 카운트 명령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및

상기 방법은:

상기 명령이 상기 일반 카운트 명령이라면, 상기 제1 데이터 요소내에 소정값으로 설정되는 비트가 얼마
인지 및 상기 제2 데이터 요소내에 상기 소정값으로 설정되는 비트가 얼마인지를 병렬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명령이 다수의 압축 논리 명령중 하나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및 

상기 방법은:

상기 명령이 제1의 상기 다수의 압축 논리 명령이라면, 상기 제1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2 압축 데이터로
부터 서로 병렬로 대응하는 데이터 요소를 논리적으로 AND시키는 단계;

상기 명령이 제2의 상기 다수의 압축 논리 명령이라면, 상기 제1 압축 데이터로부터의 데이터 요소와 상
기 제2 압축 데이터로부터 역의 논리로 대응하는 데이터 요소를 논리적으로 AND시키는 단계;

상기 명령이 제3의 상기 다수의 압축 논리 명령이라면, 상기 제1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2 압축 데이터로
부터 서로 병렬로 대응하는 데이터 요소를 논리적으로 OR시키는 단계; 및

상기 명령이 제4의 상기 다수의 압축 논리 명령이라면, 상기 제1 압축 데이터와 상기 제2 압축 데이터로
부터 서로 병렬로 대응하는 데이터 요소를 논리적 배타적으로 OR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4 항에 있어서, 각각 시프트하는 상기 단계는 산술적인 시프트와 논리적인 시프트중 하나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1 

제 14 항에 있어서, 각각 시프트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제1 데이터 요소와 상기 제2 데이터 요소가 우측 
방향 및 좌측 방향중 하나로 시프트되도록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요소, 상기 제2 데이터 요소, 상기 제3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제4 
데이터 요소는 소정의 비트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은 상기 소정의 비트수중 절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디코더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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