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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세서 및 데이타처리장치

요약

저장 프로그램방식의 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서, 하드웨어의 코스트를 그다지 증가하는 일 없이 레지스터 
파일의 데이타길이보다 긴 데이타 길이의 데이타의 연산처리를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제공
하기 위해, 레지스터 파일과 화소연산기장치 사이에 레지스터 파일의 비트폭의 2배의 비트폭을 갖는 제1
롱레지스터, 제2롱레지스터, 제2롱레지스터의 데이타를 부분적으로 갱신하는 롱레지스터 갱신장치를 마련
하고, 명령 레지스터에 롱레지스터 갱신화소 연산명령이 저장되면, 롱레지스터 갱신장치는 제2롱레지스터
의 데이타의 일부와 레지스터파일에서 리드된 데이타의 일부를 연결하고, 셀렉터를 거쳐서 화소연산기와 
제2롱레지스터에 부가하고, 화소연산기는 제1롱레지스터와 셀렉터에서 부가되는 데이타 사이의 연산을 실
행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하드웨어의 코스트를 그다지 증가하는 일 없이 레지스터 파일의 데이타길이보다 
긴 데이타길이의 데이타간의 연산처리를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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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동화상 처리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제1, 제2롱레지스터를 도시한 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화소연산기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롱레지스터 갱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레지스터 파일로의 휘도 데이타의 저장 상태를 도시한 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의 프로그램예를 도시한 도.

제8도는 종래의 프로세서의 프로그램예를 도시한 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화소연산기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한 블럭도.

제10도는 동화상 데이타 압축처리에서 실행되는 프레임간의 근사화소블럭의 탐색범위를 도시한 도.

제11도는 종래의 프로세서의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12도는 종래의 프로세서에 있어서의 레지스터 파일로의 휘도 데이타의 저장 상태를 도시한 도.

제13도는 종래의 프로세서에 있어서의 근사화소 블럭 탐색의 수순을 도시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저장 프로그램방식의 프로세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동화상 데이타 등을 포함하는 멀티미디
어 데이타의 처리에 적합한 구성에 관한 것이다.

동화상 데이타를 압축하는 방식으로서는  ISO/MPEG로서 알려져 있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서는 움직임 
보상을 실행하기 위해 동화상을 구성하는 여러개의 프레임간에서 서로 화상이 근사하고 있는 부분을 탐색
한다. 그리고, 이 서로 근사하고 있는 부분의 위치의 변화를 동화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임 벡터로
서 부호화하는 것에 의해 동화상 데이타의 압축을 실행한다.

이와 같은 탐색은 제10도의 커런트 프레임(80)중의 커런트 매크로 블럭이라고 불리우는 16화소×16화소의 
영역의 화상이 제1도의 참조 프레임(81)중의 서치윈도우 중 어느 부분과 가장 근사하고 있는지를 검색하
는 것에 의해 실행된다.

여기서, 화상간의 근사의 평가에는 식 1에 나타내는 평가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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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탐색은 이 평가식의 값이 가장 작아지는 (u,v)의 조
합을 탐색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식  1의  평가식을  고속으로  연산하기  위한  종래의  프로세서로서는  「MICROPROCESSOR  REPORT, 
DECEMBER 5, 1994」의 pp.16에 기재된 SUN Microsystems의 U1tra SPARC이 존재한다. 이 프로세서에서는 
식 2에 나타나는 연산을 1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다.

[식 2]

이 프로세서의 구성의 개요를 제11도에 도시한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 프로세서는 로드 저장 처리장치(9130), 식 2에 나타난 연산을 실행하는 화소연산 
처리장치(9133), 그 밖의 연산을 실행하는 여러개의 연산장치(9131), (9132), 64비트폭의 여러개의 레지
스터로 이루어지는 레지스터 파일, 각각의 처리장치에 대응해서 마련한 명령 레지스터(30)∼(33), 그 명
령 레지스터(30)∼(33)으로 명령을 공급하는 명령공급유닛(912), 명령열을 기억한 주기억장치 등이 접속
되어 있는 시스템 버스와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화소연산 처리장치(9133)은 레지스터 파일에서 리드된 데이타를 제1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8개
의 8비트 데이타의 집합으로서 취급한다. 그리고, 레지스터 파일에서 리드된 2조의 8개의 8비트 데이타에 
대해서 식 2에 나타낸 연산을 실행한다.

이와 같은 프로세서에 있어서, 화소연산 처리장치(9133)에 식 2의 연산을 실행시키는 연산명령을 사용해
서 식 1을 최소로 하는 (u,v)의 조합을 발견하는 처리는 제13도와 같은 수순으로 실행된다.

즉, 제13도의 스텝 404는 스텝 402, 409, 410의 작용에 의해서 0-15의 각 v에 대해서 반복해서 실행된다. 
또, 스텝 407도 마찬가지로 0-15의 각 v에 대해서 실행되지만, 또 각  v의 값마다 스텝 403, 405, 406의 
작용에 의해서 1-15 사이의 각 j의 값에 대해서 반복해서 실행된다.

다음에, 식 3에 의해서 정의되는 r(j,u,v)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제13도의 스텝 404, 407에서는 상기 반복
처리 사이에 0-15 사이의 u의 각각에 대해서 0-15 사이의 j와 0-15 사이의 v의 각 조합(j,u,v)에 대해서 
r(j,u,v)을 구한다. 스텝 404는 j=0에 대해서 r(j,u,v)을 구하고, 스텝 407은 1-15 사이의 j에 대해서 
r(j,u,v)를 구한다.

[식 3]

또,  이들의  스템에서는  상기  처리  사이에  동일  (u,v)   조합에  대해서  0-15의  각  j  에  대해서  구한 
r(j,u,v)의 합을 Ruv로서 구한다. 이것은 v를 고정하고 스텝 404에서 0-15 사이의 u 에 대해 j=0의 경우
의  r(O,u,v)를  구하고,  스텝  407에서의  0-15  사이의  u에  대해서  1-15의  각  j에  대해서  r(j,u,v)를 
구하고, uv의 조합마다 마련되는 파라미터 Ruv에 가산해서 처리를 0-15 사이의 각 v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에 의해 실현된다.

그리고, 구해진 Ruv 중 먼저 구한 Ruv보다 작은 것만을 남기고(스텝 72), 마지막에 남은 Ruv에 대응하는 
(u,v)의 조합을 식 1을 최소로 하는 (u,v)로 한다. 여기서, (j,u,v)의 특정의 조합에 대한 R(j,u,v)를 산
출하기 위해서는 식 2에 나타나는 연산을 2회, 0-7의 i에 대하면 8-15의 i에 대해서 각각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이 프로세서에 의하면, 식 2에 나타나는 연산과 이 연산의 전처리로서의 데이타의 리드나 
연산에 사용하는 데이타의 작성을 팽대한 회수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술한 서치윈도우를 좁게 하는 것에 의해 상기 연산의 회수를 적게 해서 처리를 고속화할 수도 있
지만, 이와 같이 하면 압축효율이 저하하거나 동화상의 화질이 저하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제11도에 도시한 프로세서를 식 1에 나타난 연산을 1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에 
의해 처리를 고속화하는 것이 고려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화소연산 처리장치(9133)의 입력비트폭을 넓힘과 동시에 레지스터 파일의 비트폭
도 넓혀서 동시에 보다 많은 화소데이타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과, 이와 같이 하
면,  레지스터 파일의 규모가 증대해 버린다.  또,  화소연산 처리장치(9133)  이외의  다른 연산처리장치
(9131)-(9133)에서는 그 정도의 비트폭의 데이타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전체로 볼 때 효율적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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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는 할 수 없다.

또, 레지스터 파일에서 리드할 수 있는 데이타의 개수를 늘리고, 여러개의 화소연산 처리장치에 있어서 
병렬로 식 2의 연산을 실행시키도록 하는 것에 의해 처리를 고속화하는 것도 고려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  경우에도  하드웨어  규모가  크게  증대하여  하드웨어의  코스트가  매우  증대하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하드웨어의 코스트를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레지스터 파일의 데이타길이보다 긴 데이타
길이의 데이타의 연산처리를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병렬로 데이타를 리드할 수 있는 적어도 2개의 레지스터를 포함한 
여러개의 비트폭 N의 레지스터를 구비한 레지스터 파일을 갖는 프로세서로서, 명령을 저장하는 명령 레지
스터, 비트폭 M(단, MN)의 레지스터인 제1롱레지스터, 상기 제1롱레지스터에서 리드한 데이타의 일부를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서 리드된 데이타의 일부로 치환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
된 명령에 따라서 생성하는 갱신부, 상기 레지스터 파일의 여러개의 레지스터에서 병렬로 리드된 데이타
를 연결한 M비트폭의 데이타 또는 상기 갱신부가 생성한 M비트폭의 데이타의 한쪽의 상기 명령 레지스터
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선택하는 선택부 및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에 소정의 연산을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연산기를 갖고, 상기 제1롱레지스터는 상기 선택부
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를 제공한다.

또, 이와 같은 프로세서로서, 상기 레지스터 파일의 여러개의 레지스터에서 병렬로 리드된 데이타를 연결
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저장하는 M비트폭의 레지스터인 제2
롱레지스터를 더 구비하고, 상기 연산기는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와 상기 제2롱레지스터
에서 리드된 M비트폭의 데이타 사이에 상기 소정의 연산을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관한 프로세서에 의하면, 우선 예를 들면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어느 특정의 명령이 저장된 경
우에 상기 선택부는 상기 레지스터 파일의 여러개의 레지스터에서 병렬로 리드된 데이타를 연결한 M비트
폭의  데이타를 선택하고, 상기 제1롱레지스터는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저장한다.

그리고, 그 후에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다른 특정의 명령이 저장된 경우에는 상기 갱신부는 상기 제1롱레
지스터에서 리드한 데이타의 일부를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서 리드된 데이타의 일부로 치환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생성하고, 상기 선택부는 상기 갱신부가 생성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선택하고, 상기 제1롱레지
스터는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저장하고, 상기 연산기는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
폭의 데이타에 소정의 연산을 실시한다. 즉, 상기 다른 특정의 명령이 부여될 때마다 제1 롱레지스터에 
저장된 M비트폭의 데이타의 일부를 레지스터 파일에서 리드한 데이타의 일부로 치환하는 것에 의해 갱신
하고, 갱신한 M비트의 데이타에 대해서 연산을 실시한다.

따라서, 1명령에 대해서 레지스터 파일이 비트폭보다 비트폭이 큰 데이타의 부분적 갱신과 갱신한 데이타
의 연산을 실행할 수 있어 처리가 고속화된다. 또, 레지스터 파일의 비트폭은 연산하는 데이타의 비트폭
보다 작아도 되므로, 하드웨어 코스트도 그다지 증가하는 일이 없다.

이하, 본 발명의 1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도에 본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를 적용한 동화상 처리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중, (91)이 본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이고, 프로세서(91)은 시스템버스(92)를 거쳐서 주기억장치(9
3)에 접속되어 있다. 또, 마찬가지로, 프로세서(91)은 시스템버스(92)를 거쳐서 2차 기억장치(94)나 통신
장치(96)이나 비디오 입출력장치(95) 등이나 그 밖의 I/O장치(97)에 접속되어 있다. 주기억장치(93)에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작업데이타가 기억되어 있다. 또, 주기억장치(93)상에는 화상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기억하는 프레임 버퍼 등도 구성되어 있다.  비디오 입출력장치(95)는  동화상을 촬영하는 비디오카메라
(951)이나 동화상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952) 사이에서 비디오신호의 입출력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구성의 동화상 처리시스템에 있어서 비디오카메라(951)에서 비디오 입출력장치(95)에 의해서 
폐치된 동화상의 데이타는 주기억장치(93)내의 프레임 버퍼로 전송된다. 그리고, 주기억장치(93)내의 동
화상데이타는 프로세서(91)에 의해서 처리되고, 그 결과가 2차 기억장치(94)에 저장되거나 통신장치(96)
에 의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보내진다.

다음에, 본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91)의 내부구성을 제2도에 도시한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91)은 4개의 리드 포트와 3개의 라이트 포트를 갖는 64비트
폭의 레지스터 파일(2), 정수연산 처리장치(101), 다른 명령용 연산처리장치(102), 각각의 연산처리장치
에 대응해서 마련한 명령 레지스터(30), (31), 로드 저장 처리장치(100), 명령공급유닛(912) 및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911)을 구비하고 있다. 또,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레지스터 파일의 비트폭의 2배인 
128비트로 이루어지는 제1롱레지스터(12)와 제2롱레지스터(13), 128비트폭의 2개의 입력데이타를 처리하
는 화소연산기(11), 제2롱레지스터(13)의 내용을 갱신하는 롱레지스터 갱신장치(14)가 마련되어 있다.

레지스터 파일(2)는 예를 들면 R0-R63의 64개의 64비트폭의 레지스터로 이루어지고, 4개의 리드 포트와 3
개의 라이트 포트에 의해 4개의 레지스터로부터의 데이타리드와 3개의  레지스터로의 라이트를 동시에 실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제1도에 도시한 주기억장치(93)중의 프레임 버퍼에는 동화상 데이타로서 동화상을 구성하는 프레
임마다 화소의 휘도를 나타내는 1화소 당 8비트의 휘도데이타의 배열이 저장된다. 동화상이 컬러인 경우
에는 동화상 데이타로서 화소의 색성분을 나타내는 예를 들면 1화소당 8비트의 2종류의 색데이타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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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장된다.

주기억장치(93)에 저장된 휘도 데이타 중 연산에 사용되는 휘도 데이타는 연산에 앞서 로드 저장 처리장
치(100)의 제어하에 주기억장치(93)에서 리드되고,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911)과 셀렉터(16)을 거쳐서 
레지스터 파일(2)내에 저장된다. 레지스터 파일(2)의 각 레지스터에는 앞서 제1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8
비트의 휘도 데이타가 저장된다.

그리고, 제1도의 주기억장치(93)에 기억된 프로그램의 명령은 명령공급유닛(912)에 의해서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911)을 통해서 순차 리드 되고, 명령의 종류에 따라서 제2도의 명령 레지스터(30) 또는 명령 
레지스터(31)에 저장된다.

명령 레지스터(31)내의 명령에 따라서 레지스터 파일(2)의 리드 포트 중 2개와 다른 명령용 연산처리장치
(101), 화소연산기(11), 롱레지스터갱신장치(14), 화소연산 소오스 셀렉터(15), 셀렉터(16), 레지스터 파
일(2)의 라이트 포트가 제어된다.

마찬가지로, 명령 레지스터(30)내의 명령정보에 따라서 레지스터 파일(2)의 리드 포트중 2개와 정수연산 
처리장치(101), 로드 저장 처리장치(100), 셀렉터(16), 레지스터 파일(2)의 라이트 포트가 제어된다. 상
술한 휘도 데이타의 레지스터 파일(2)로의 주기억장치(93)로부터의 로드도 이 명령 레지스터(30)에 저장
된 명령에 따라서 로드 저장 처리장치(100)에 의해서 실행되게 된다.

여기서, 명령 레지스터(30)에 저장된 1명령의 실행과 명령 레지스터(31)에 저장된 1명령의 실행은 병렬적
으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또, 이들 명령의 실행에 따르는 레지스터 파일(2)의 리드 및 라이트를 병렬
적으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 본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는 로드 명령이나 저장명령이나 가산명령, 
다음의 3개의 특징적인 명령을 서포트한다. 즉, 롱레지스터 저장명령, 롱레지스터 저장화소 연산명령, 롱
레지스터 갱신화소 연산명령의 3개의 명령을 서포트한다.

이들 명령은 명령공급유닛(912)에 의해서 명령 레지스터(31)에 저장된다.

명령 레지스터(31)내에 롱레지스터 저장명령이 저장되면, 명령 레지스터(31)의 정보에 따라서 레지스터 
파일(2)내의 2개의 레지스터가 선택되고, 이들 2개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64비트폭의 2개의 데이타가 병렬
로 2개이ㅡ 리드 포트로 출력된다. 그리고, 출력된 2개의 데이타를 연결한 128비트폭의 데이타가 제1 롱
레지스터(12)내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 본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는 로드 명령이나 저장 명령이나 가산명령, 
다음의 3개의 특징적인 멍령을 서포트한다. 즉, 롱레지스터 저장명령, 롱레지스터 저장화소 연산명령, 롱
레지스터 갱신화소 연산면령의 3개의 명령을 서포트한다.

이들 명령은 명령 공급유닛(912)에 의해서 명령 레지스터(31)에 저장된다.

명령 레지스터(31)내에 롱레지스터 저장명령이 저장되면, 명령 레지스터(31)의 정보에 따라서 레지스터 
파일(2)내의 2개의 레지스터가 선택되고, 이들 2개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64비트의 폭의 2개의 데이타가 
병렬로 된 2개의 리드 포트로 출력된다. 그리고, 출력된 2개의 데이타를 연결한 128비트폭의 데이타가 제
1롱레지스터(12)내에 저장된다.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31)내에 롱레지스터 저장화소 연산명령이 저장되면, 롱레지스터 저장명령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명령 레지스터(31)내의 명령에 따라서 레지스터 파일(2)내의 2개의 레지스터가 선택되고, 
64비트폭의 2개의 데이타가 리드 포트로 출력된다. 그리고, 출력된 2개의 데이타를 연결한 128비트폭의 
데이타가 화소연산 소오스 셀렉터(15)로 전달된다.

화소연산 소오스 셀렉터(15)는 연결된 128비트폭의 데이타를 선택하고 출력한다. 화소연산 소오스 셀렉터
(15)에서  출력된  데이타는  제2롱레지스터(13)와  화소연산기(11)로  전달된다.  또,  이때, 제1롱레지스터
(12)에 저장되어 있는 128비트폭의 데이타도 화소연산기(11)로 전달된다.

제2롱레지스터(13)로  전달된 128비트폭의 데이타는 제2롱레지스터(13)에  저장된다.  한편, 화소연산기(1
1)는 제1롱레지스터(12)에서 전달된 128비트폭의 데이타와 화소연산 소오스 셀렉터(15)에서 전달된 128비
트폭의 데이타 사이에서 화소연산을 실행한다. 그 화소연산의 결과는 명령 레지스터(31)의 명령으로 지정
된 레지스터 파일(2)의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여기서, 화소연산기(11)의 내부구성을 제4도에 도시한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 화소연산기(11)에서는 제1롱레지스터(12)와 화소연산 소오스 셀렉터(15)에서 입력
하는 2개의 128비트의 데이타인 제1화소연산 소오스 데이타(501) 및 제2화소연산 소오스 데이타(502)를 
각각 화소연산 소오스 요소 데이타 X0(5010)와 같이 8비트폭의 수치데이타 16개의 배열로 간주하고, 식 4
에 나타나는 수식을 연산하는 것이다.

[식 4]

단, 차연산기(51)는 입력하는 2개의 화소연산 소오스 요소 데이타의 차의 절대값을 계산하는 연산기이고, 
다입력가산기(52)는 각각의 차연산기(51)의 결과의 총합을 계산하는 계산기이다. 총합은 64비트폭의 데이
타로서 출력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65비트째로의 캐리업은 무시하고 있다.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31)내에 롱레지스터 갱신 화소연산명령이 저장되면, 명령 레지스터(31)의 명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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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레지스터 파일(2)내의 1개의 레지스터가 선택되고, 64비트폭의 데이타가 1개의 리드 포트로 출
력되고, 롱레지스터 갱신장치(14)로 전달된다. 또, 명령 레지스터(31)의 명령에 포함되는 위치정보와 시
프트정보가 롱레지스터 갱신장치(14)로 전달된다. 또, 이것을 병행해서 롱레지스터 갱신장치(14)에는 제2
롱레지스터(13)의 내용도 전달된다.

여기서, 롱레지스터 갱신장치(14)의 내부구성을 제5도에 도시한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롱레지스터 갱신장치(14)에는 명령 레지스터(31)의 명령에 따라서 레지스터 파일(2) 
중, 1개의 레지스터에서 리드된 64비트폭의 데이타가 제1소오스 데이타선(210)을 통해서 연결원 데이타
(601)로서 전달된다. 또, 제2소오스 데이타선(220)을 통해서 명령 레지스터(31)내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
는 위치정보(604)와 시프트정보(605)가 전달된다.

연결원 데이타(601)는 연결원 데이타 시프터(61)에 의해서 위치정보(604)에 따라서 좌측으로 시프트된다. 
위치정보(604)의 수치를 n으로 한 경우의 시프트량은 8n비트이다. 이것에 의해서 연결된 데이타(601)는 n
요소 데이타(n화소의 휘도 데이타)만큼 좌측으로 시프트되고, 시프트후에 연결원 데이타 시프터(61)에 남
은 64비트폭의 데이타인 연결원 데이타 시프터 출력신호(610)로서 출력된다.

연결원 데이타 시프터 출력신호(610)의 64비트폭의 데이타와 제2롱레지스터 출력 데이타선(130)을 통해서 
제2롱레지스터(13)에서 입력한 126비트폭의 데이타인 연결지 데이타(602)는 연결되고, 연결 시프터(62)로 
전달된다. 연결시프터(62)는 연결된 192비트폭의 데이타를 시프트량 정보(605)에 따라서 좌측으로 시프트
하고, 롱레지스터 갱신 데이타선(140)상에 좌측 128비트의 데이타를 시프트결과로서 출력한다. 시프트량 
정보(605)의 수치를 n으로 한 경우의 시프트량은 8n비트이다.

이와 같은 롱레지스터 갱신장치(14)에 의해서 제2롱레지스터(13)의 내용을 임의의 화소분만큼 좌측으로 
시프트하여 우측에 빈 화소만큼을 제1소오스 데이타선(210)상의 임의의 인접한 화소에서 충전한 데이타를 
생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롱레지스터 갱신장치(14)에서 출력된 128비트폭의 데이타(140)(연결시프터(62)출력)는 롱레지스
터 갱신데이타선(140)을 통해서 화소연산 소오스 셀렉터(15)로 전달된다. 화소연산 소오스 셀레터(15)는 
롱레지스터 갱신데이타선(140)상의 데이타를 선택하고 출력한다.

화소연산 소오스 셀렉터(15)로부터의 출력데이타는 제2롱레지스터(13)과 화소연산기(11)로 전달된다. 또, 
이것과 병행해서 제1롱레지스터(12)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도 화소연산기(11)로 전달된다.

제2롱레지스터(13)에 전달된 데이타는 제2롱레지스터(13)에 저장된다.

한편, 화소연산기(11)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제1롱레지스터(12)에서 전달된 데이타와 화소연산 소오스 셀렉
터(15)에서 전달된 데이타 사이에서 연산을 실행한다. 그 화소연산의 결과는 명령 레지스터(31)의 명령으
로 지정된 레지스터 파일(2)의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이상, 본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91)이 서포트하는 3개의 명령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이와 같은 3개의 명령을 사용해서 앞서 제13도에 도시한 처리에 있어서 스텝 404나 스텝 
407에서 실행되는 특정의 (j,v)의 조합에 대해서 식 3의 r(j,u,v)의 u=0~u=15까지의 값을 구하는 처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설명한다.

지금, 특정의 (j,v)의 조합에 대해서 식 3의 r(j,u,v)의 u=0~u=15까지의 값을 구하는 처리라고 하는 것은 
제6도에 도시한 서치윈도우의 특정행에서 순차 좌측끝으로 되는 화소를 1개씩 우측으로 어긋나게 하면서 
선택한 16화소의 조16개의 각각과 커런트 프레임의 커런트 매크로 블럭의 특정행의 16화소의 휘도 데이타
의 차를 구하고, 그 총합을 구하는 처리에 상당한다.

우선, 이 연산처리에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레지스터 파일(2)의 레지스터 R20, R21에 커런트 프레임의 
커런트 매크로 블럭의 특정행의 16화소의 휘도 데이타를 저장한다. 저장된 휘도 데이타와 화소의 관계는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고, 좌측의 8화소를 R20에, 우측의 8화소를 R21에 저장한다. 또, 마찬가지로 레지
스터 파일(2)의 레지스터 R30-R33에는 서치윈도우의 특정행의 31화소의 휘도 데이타를 저장한다. 저장되
는 휘도 데이타와 화소의 관계는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고, 좌측끝의 것부터 8화소씩 순번으로 R30, R31
…, R32의 순으로 저장된다. 또한, 서치윈도우의 가로크기는 31화소이므로, R32의 우측끝에 8비트는 연산
에 사용되지 않는 화소의 휘도 데이타가 저장되거나 또는 휘도 데이타가 저장되게 된다.

다음에, 롱레지스터 저장명령, 롱레지스터 저장화소 연산명령, 롱레지스터 갱신화소 연산명령 및 이 처리
에서 사용하는 가산명령의 포맷을 표 1에 나타내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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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 표 중의 LR1은 제1롱레지스터(12)를, LR2는 제2롱레지스터(13)을 나타내고, 화살표는 우변의 연산결
과를 좌변의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 화살표의 우변에 있는 Rn 또는 LRn은 레지스터 Rn 
또는 LRn에 저장된 데이타를 나타내고, Rni 또는 LRni는 레지스터 Rn 또는 LRni에 저장된 데이타의 제(8
×i)비트에서 제(8×i+7)비트의 8비트의 휘도 데이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또, //는 //의 양측의 휘
도 데이타 또는 휘도 데이타열을 연결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 롱레지스터 갱신화소명령의 제3오퍼랜드의 #1이 상술한 위치정보(604)이고, 제4오퍼랜드의 #m이 상술
한 시프트량정보(605)이다.

이와 같이 명령의 포맷을 정한 경우, 특정의 (j,v)의 조합에 대해서 식 3의 r(j,u,v)의 u=0~u=15까지의 
값을 구하는 처리는 제7도에 도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다.

단, 롱레지스터 저장화소 연산명령, 롱레지스터 갱신화소 연산명령 화소연산기(11)의 처리는 파이프라인
처리가 가능하고, 그 레이턴시는 3스텝으로 하였다. 또, 가산명령과 롱레지스터 저장명령의 레이턴시는 1
스텝으로 하였다. 또한, 제4도의 각 차연산기(51)와 다입력 가산기(52) 사이에 래치를 삽입하는 것에 의
해 롱레지스터 저장화소 연산명령, 롱레지스터 갱신화소 연산명령 화소연산기(11)의 처리의 레이턴시는 3
으로 된다.

또, 슈퍼스컬러 또는 VLIW아키텍쳐에 의해서 명령 레지스터(30)에 저장된 정수연산 처리장치(101)에서 실
행되어 가산명령과 상술한 바와 같이 명령 레지스터(31)에 저장되어 실행되는 다른 명령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실행이 가능한 명령을 1행에 기술하였다.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코팅예에서는 20스텝에서 레지스터 파일의 레지스터 파일 R0~R15에 특정의 
(j,v)의 조합에 대해서 구한 식 3의 r(j,u,v)의 u=0~u=15까지의 값이 저장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측열에 있어서 제1행째에서 롱레지스터 저장명령 idLR에 의해서 제1롱레지스터(12)
에 레지스터 파일(2)의 레지스터 R20, R21에 저장되어 있는 커런트 프레임의 커런트 매크로 블럭의 특정
행의 16화소의 휘도 데이타를 저장하고, 제2행째에서 롱레지스터 저장 화소 연산명령 idLR dist에 의해서 
제1롱레지스터(12)에 저장된 커런트 매크로 블럭의 j행째의 16화소의 휘도 데이타와 레지스터 R30, R31에 
저장된 서치윈도우의 특정행의 좌측끝의 16화소의 휘도 데이타의 차의 합을 구함과 동시에 이 서치윈도우
의 특정행의 좌측끝의 16화소의 휘도 데이타를 제2롱레지스터(13)에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3행째~제
17행째까지에서 롱레지스터 갱신 화소연산명령 updLRdist에 의해서 제2롱레지스터(13)에 저장되어 있는 
휘도 데이타를 8비트 시프트해서 제2롱레지스터(13) 중의 가장 좌측 화소의 휘도 데이타를 폐기하고, 대
신에 제2롱레지스터(13) 중의 가장 우측 화소의 휘도 데이타를 레지스터 파일에서 리드하고 연결한 데이
타를 작성하고 이것과 제2행째에서 제1롱레지스터(123)에 저장된 커런트 매크로 클럭의 j행째의 16화소의 
휘도 데이타와의 차의 합을 구하고 있다.

또, 좌측열에서는 가산명령 add에 의해서 제5행째~제29행째에서 우측열의 제2행째~제17행째에서 구한 합
을 순차 가산하고 있다. 화소연산기 처리의 레이턴시는 3스텝이므로, add명령은 비로서 상기 차의 합을 
구하는 명령이 나온 제2행째의 3스텝후의 제5행째부터 개시되고 있다. 여기서, 참고로 상술한 종래의 프
로세서(제11도 참조)에 의해서 특정의 (j,v)의 조합에 대해서 식 3의 r(j,u,v)의 u=0~u=15까지의 값을 구
하는 처리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제8도에 도시한다.

상기한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 중의 명령dist는 식 2에 나타낸 연산을 실행하는 화소연산명령, 
allign은 레지스터 파일의 2개의 레지스터에서 리드한 2개의 64비트폭의 데이타를 연결하고, 좌측으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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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시프트하여 시프트후에 좌측에서 64비트를 데이타로서 추출하는 화소배치명령이다.

단, 화소연산명령dist는 파이프라인처리가 가능하고, 그 레이턴시는 2스텝으로 하였다. 가산명령과 롱레
지스터 저장명령의 레이턴시는 1스텝으로 하였다. 또, 슈퍼스컬러 또는 VLIW아키텍쳐에 의해서 다른 연산
장치에서 실행되는 다른 종류의 명령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실행이 가능한 명령을 1행에 
기술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화소연산명령dist로 커런트 프레임의 커런트 매크로 블럭의 특정행의 16화소중의 8화
소의 휘도 데이타와 서치윈도우의 특정행의 8화소의 휘도 데이타 사이의 차의 합을 구하고, 가산명령add
로 구한 합을 순차 가산하고, 화소배치명령allign으로 다음회의 연산에 사용하는 서치윈도우의 특정행의 
8화소를 우측으로 1화소 갱신하는 처리를 서치윈도우의 특정행의 가장 좌측의 8화소로부터 16회 반복해서 
실행한다.

또, 이 처리와 교대로 화소연산명령dist로 커런트 프레임의 커런트 매크로 블럭의 특정행의 16화소 중의 
나머지 8화소의 휘도 데이타와 서치윈도우의 특정행의 8화소의 휘도 데이타 사이의 차의 합을 구하고, 가
산명령add로 구한 합을 순차 가산하고, 화소배치명령 align으로 다음 회의 연산에 사용하는 서치윈도우의 
특정행의 8화소를 좌측으로 1화소 갱신하는 처리를 서치윈도우의 특정행의 가장 우측의 8화소로부터 16회 
반복해서 실행한다.

단, 이 프로그램은 상술한 ultraSPARC의 것과는 달리 대략 알 수 있을 정도의 간략화 한 것이다.

제8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명령에 의해서 상기 처리를 실현하는 경우에는 49스텝을 필요로 하
고 있다.

제7도와 제8도의 경우를 비교하면, 본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가 이 처리를 약 2.5배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본 실시예에 관한 프로세서의 구성에 의하면 화소연산기(11)에 있어서 16화소의 휘도 
데이타 사이의 연산을 한번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나 연산에 사용하는 서치윈도우의 16화소의 휘도 이타
의 갱신, 갱신한 데이타, 커런트 매크로 블럭의 16화소 사이의 연산을 1명령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등에 
의한 것이다.

또,  본 실시예에서 사용한 제1롱레지스터(12),  제2롱레지스터(13),  롱레지스터 갱신장치(14),  화소연산 
소오스 셀렉터(15)에 의해서 증가하는 하드웨어량은 레지스터 파일의 리드 포트수를 늘리거나 레지스터 
파일의 비트폭을 넓히는 경우의 하드웨어 증가량보다 적어도 된다.

또한,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화소연산기(11)를 식 4에 나타낸 연산을 실행하는 것으로 했지만, 화소연산기
(11)를 다른 연산을 실행하는 것으로 해도 좋고, 또 화소의 연산이 아닌 일반 데이타의 연산을 실행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예를 들면, 화소연산기(11)를 식 5에 나타내는 수식을 연산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식 5]

이 경우의 화소연산기(11)의 구성을 제9도에 도시한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 구성은 앞서 제4도에 도시
한 구성에 있어서의 차연산기(51)를 승산기(53)로 치환한 구성을 갖고 있다. 승산기(53)은  2개의 요소 
데이타의 곱을 계산하는 연산기이다.

이와 같은 화소연산기(11)는 식 6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은 시계열 데이타의 필터 연산 등에 응용할 수 있
다.

[식 6]

이와 같은 응용에 의하면, 탭수가 많고, 따라서 양호한 응답특성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처리속도가 고속인 
필터를 실현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하드웨어의 코스트를 그다지 증가하는 일 없이 레지스터 파일의 데이타길이보다 긴 데
이타길이의 데이타간의 연산처리를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병렬로 데이타를 리드할 수 있는 적어도 2개의 레지스터를 포함한 여러개의 비트폭 N의 레지스터를 구비
한 레지스터 파일을 갖는 프로세서로서, 명령을 저장하는 명령 레지스터, 비트폭 M(단, MN)의 레지스터인 
제1롱레지스터, 상기 제1롱레지스터에서 리드한 데이타의 일부를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서 리드된 데이타
의 일부로 치환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생성하는 갱신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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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레지스터 파일의 여러개의 레지스터에서 병렬로 리드된 데이타를 연결한 M비트폭의 데이타 또는 상기 
갱신부가 생성한 M비트폭의 데이타의 한쪽의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선택하는 선택
부 및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에 소정의 연산을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
라서 실시하는 연산기를 갖고, 상기 제1 롱레지스터는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상기 명
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트 파일이 여러개의 레지스터에서 병렬로 리드된 데이타를 연결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저장하는 M비트폭의 레지스터인 제2롱레지스터를 
더 구비하고, 상기 연산기는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와 상기 제2롱레지스터에서 리드된 M
비트폭의 데이타 사이에 상기 소정의 연산을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제1종의 명령이 저장된 경우에 상기 제2롱레지스터는 상기 레지스
터 파일의 여러개의 레지스터에서 병렬로 리드된 데이타를 연결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저장하고, 상기 명
령 레지스터에 제2종의 명령이 저장된 경우에 상기 선택부는 상기 레지스터 파일의 여러개의 레지스터에
서 병렬로 리드된 데이타를 연결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선택하고, 상기 제1롱레지스터는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저장하고, 상기 연산기는 상기 제2롱레지스터에서 리드된 M비트폭의 데이타와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 사이에 소정의 연산을 실시하고,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제3종의 
명령이 저장된 경우에 상기 갱신부는 상기 제1롱레지스터에서 리드한 데이타의 일부를 상기 레지스터 파
일에서 리드된 데이타의 일부로 치환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생성하고, 상기 선택부는 상기 갱신부가 생성
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선택하고, 상기 제1롱레지스터는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저장
하고, 상기 연산기는 상기 제2롱레지스터에서 리드된 M비트폭의 데이타와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
의 데이타 사이에 소정의 연산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부는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서 리드된 데이타를 시프트하는 제1시프터 및 상기 
제1시프터에서 시프트된 데이타와 상기 제1롱레지스터에서 리드한 데이타를 연결한 데이타를 시프트하고, 
시프트후의 데이타 중의 소정의 범위에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출력하는 제2시프터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기가 실시하는 연산은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여러개로 분
할한 여러개의 제1요소데이타의 각각에 대해서 상기 제1요소데이타 및 상기 제2롱레지스터에서 리드된 데
이타를 여러개로 분할한 여러개의 제2요소데이타 중의 상기 M비트폭의 데이타중의 위치에 관해서 상기 제
1요소데이타와 대응하는 제2요소데이타의 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각 제1요소데이타에 대해서 구한 차의 
절대값의 총합을 구하는 연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기가 실시하는 연산은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여러개로 분
할한 여러개의 제1요소데이타의 각각에 대해서 상기 제1요소데이타 및 상기 제2롱레지스터에서 리드된 데
이타를 여러개로 분할한 여러개의 제2요소데이타 중의 상기 M비트폭의 데이타중의 위치에 관해서 상기 제
1요소데이타와 대응하는 제2요소데이타의 곱을 구하고, 각 제1요소데이타에 대해서 구한 곱의 총합을 구
하는 연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7 

여러개의 명령을 포함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타를 기억한 기억수단 및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프로그램 중
의 명령을 순간 페치해서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구비한 데이타 처리장치로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기억
수단에서 페치한 명령을 저장하는 명령 레지스터, 병렬로 데이타를 리드할 수 있는 적어도 2개의 레지스
터를 포함한 여러개의 N비트폭의 레지스터를 구비한 레지스터 파일, 상기 레지스터 파일의 각 레지스터와 
상기 기억수단 사이의 데이타의 전송을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제어하는 수단, 상기 
기억수단에서 페치한 명령을 저장하는 명령 레지스터, M비트폭의 레지스터인 제1롱레지스터, 상기 제1롱
레지스터에서 리드한 데이타의 일부를 상기 레지스터 파일에서 리드된 데이타의 일부로 치환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생성하는 갱신부, 상기 레지스터 파일의 여러개의 
레지스터에서 병렬로 리드된 데이타를 연결한 M비트폭의 데이타 또는 상기 갱신부가 생성한 M비트폭의 데
이타의 한쪽의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선택하는 선택부 및 상기 선택부가 선택한 M
비트폭의 데이타에 소정의 연산을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실시하고, 연산의 결과를 
상기 레지스터 파일의 레지스터에 라이트하는 연산기를 갖고, 상기 제1롱레지스터는 상기 선택부가 선택
한 M비트폭의 데이타를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에 따라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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