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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세서의커스텀오퍼레이션들을위한방법및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1995년 9월 1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0/003,140호와 1995년 9월 25일자로 출원<1>
된 미국 가출원 제 60/004,642호의 이익을 청구한다.

다음의 출원들이 VLIW 프로세싱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참조 문헌으로 결합되어 있다.<2>

발명의 명칭이 "Data Processing Module And Video Processing System Incorporating Same(데이<3>
터 처리 모듈과 이를 내장한 비디오 프로세싱 시스템)"인 미국 특허 제 5,103,311호,

발명의 명칭이 "VLIW Processor Which Uses Path Information Generated By A Branch Control <4>
Unit To Inhibit Operations Which Are Not On A Correct Path(올바른 경로에 있지 않은 오퍼레이션을 금
지하기 위해 브랜치 제어에 의해 발생된 경로 정보를 이용하는 VLIW 프로세서)"인 미국 특허 제 5,450, 
556호,

발명의 명칭이 "Mutiport Memory Bypass Under Software Control(소프트웨어의 제어하의 멀티포<5>
트 메모리 바이패스)"인 미국 특허 5,313,551호,

발명의 명칭이 "VLIW Processor With Less Instruction Issue Slots Than Functional Units(기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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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보다 적은 명령 이슈 슬롯을 가진 VLIW 프로세서)"인 미국 특허 출원 제 07/998,080호",

발명의 명칭이 "Processing  Device  Including  A  Memory  Circuit  And  A  Group  of  Functional <7>
Unit(기능 단위의 그룹과 메모리 회로를 포함하는 처리 장치)"인 미국 특허 출원 제 07/594,534호,

발명의 명칭이 "Exception Recovery In A Data Processing System(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의 예<8>
외 리커버리)"인 미국 특허 출원 제 08/358,127호,

발명의 명칭이 클립핑 기능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의 커스텀 오퍼레이션 방법 및 장<9>
치와, 싱글 명령의 제어하에서 병렬 프로세싱하는 다중 오퍼랜드를 이용한 커스텀 오퍼레이션 방법 및 장
치인 동시에 제출된 출원.

배경기술

1. 발명의 분야<10>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들을 실행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예를 들어 고품질의 <11>
비디오 및 오디오를 처리하여 특정화된 고기능의 오퍼레이션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에서 사용하
기 위한 커스텀 오퍼레이션에 관한 것이다.

2. 관련 기술의 설명<12>

시스템은 다기능 PC 증강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일반 목적 CPU와 추가 유니트를 포함하고 있다. <13>
커스텀, PC는 다표준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림을 처리하여야 하며, 유저는 가능하다면 압축 해제 및 압축
을 원한다. PC에서 사용되는 CPU칩들은 저해상도의 실시간 비디오 압축을 하면서, 고품질의 비디오 압축 
해제 및 압축은 가능하지가 않다. 또한 유저는 시스템의 반응능력을 회생하지 않고 시스템이 라이브 비디
오 및 오디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 목적 및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근간으로한 응용에 있어서, 하이레벨의 언어로 프로그<14>
램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적 컴파일러와 단순 프로그래밍 모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형 
어드레스 포인터의 조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형의 선형 어드레스 공간, 일반 목적 레지스터, 레지스
터와 레지스터간 오퍼레이션과 같은 어떤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쳐 특징들을 필요로 한다. 최근에 일반
적으로 선택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아키텍쳐는 현재 64 비트들과 128비트들 시스템이 개발중 이지만 32비
트들 선형 어드레스, 32 비트들 레지스터, 32 비트들 정수 오퍼레이션이다.

그러나, 많은 알고리즘으로 데이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비트들 수(즉, 32 비트들 시스템<15>
의 32 비트들)를 이용한 데이터 오퍼레이션은 고가의 실리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MPEG 비디오 시스
템의 압축 해제와 같은 중요한 멀티미디어 응용이 8비트들 데이터 항목을 다루는 대부분의 실행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작은 데이터 항목을 조정하기 위해 32, 64, 128 비트들 오퍼레이션을 이용하면 구현 시 
32, 64, 128 비트들 실행 하드웨어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스텀 오퍼레이션은 데
이터 항목들을 동시에 오퍼레이션하여 적은 구현 비용으로 중요 요소에 의해 성능을 향상한다.

비록, 다른 수단을 통한 유사한 성능 증대가 달성될 수 있을 지라도, 예를 들어 주기당 커스텀의 <16>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의 상위 넘버를 실행마면, 다른 수단은 저렴한 목표 응용을 위해 다른 수단은 일반
적으로 고가인 것을 피한다. 부가적으로, n 비트들의 작은 데이터  항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m 비트들 오
퍼레이션, 예를 들어 32 비트를 오퍼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은(여기서, n＜m이다), 구현시 m 비트들 오퍼레
이션 하드웨어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다.

종래의 DSP(디지털 신호 처리) 오퍼레이션은 모듈로값(modulo value)을 계산하고 있다. 본 발명<17>
의 클립핑 또는 포화 오퍼레이션(saturation operation)은 레지스터의 물리적 한계를 초과하여 실행하는 
데이터를 프로세싱이 발생하는 신호 처리 응용에서 특히 값어치가 있다. 종래에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
면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의 다른 끝에서 맵된다. 신호 처리에 있어서, 이러한 주기적인 
매핑은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우 작은 오디오 볼륨은 종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최상위 끝에서 맵
되어야 한다. 제어 응용 및 비디오/오디오 응용에 있어서 모듈로 값은 제어 범위나 세기 범위가 포화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특허 5,239,654로부터 단일 32 비트 명령 또는 다중 16 또는 18비트 명령들과 같은 어떤 명<18>
령들을 프로세서가 수행하는지를 제어하는 옵션들 레지스터를 갖는 프로세서가 공지된다. 이 프로세서가 
가산과 같은 그러한 명령을 실행할 때, 명령은 프로세서가 32비트 가산과 같은 입력 레지스터의 컨텐츠상
에 단일 32비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거나, 동일 입력 레지스터의 컨텐츠상에 두 개의 16비트 오퍼레이션 
또는 4개의 8비트 오퍼레이션들을 수행(두개의 16비트 가산, 또는 4개의 8비트 가산과 같음)하도록 제어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19>

본 발명은 특수 목적의 내장된 솔루션의 장점, 즉 저렴한 비용 및 칩 수의 장점과, 일반 목적 프<20>
로세서 재프로그램 능력의 장점들을 유지하면서 실시간 멀티미디어 능력을 제공하는 PC 시스템과 같은 시
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PC 응용에 있어서, 본 발명은 고정 기능의 멀티미디어 칩의 능력을 능가하
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저가로 고성능의 멀티미디어를 달성하는 것이다.<21>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응용들의 작은 커널(kernel)들에서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22>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과도한 바이트 조정 명령 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캐시/메모리 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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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폭의 완전한 이점을 달성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미디어 응용의 성능을 향상하는 고기능 오퍼레이션을 제공하는 것<24>
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오퍼레이션 실행시 특정화된 비트들 실행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이용<25>
하는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미디어 응용과 같은 특수 응용에 맞추어진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26>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단일 명령의 제어하에서 병렬 처리를 위한 복수 오퍼랜드를 저장하는 <27>
복수 오퍼랜드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샘플들이 8비트들이거나 16비트들인 오디오 및/
또는 비디오 응용에서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트렁크드 범위(truncated range)의 정확한 측면에서 오디오나 비디오 신호와 <28>
같은 수신 신호를 유지하기 위한 클립핑 오퍼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커스텀의 PC를 위한 재프로그램 가능한 다목적 플러그인 카드에서 비디오폰과 같은 단<29>
일 목적의 저렴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MPEG-1, MPEG-2와 같은 대중적인 멀티미디
어 표준을 손쉽게 구현하는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강력한 일반 목적 CPU에 입각한 본 발명
의 방향은 개방형이거나 독점이든지 각종 멀티미디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

소스 코드 레벨에서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정의하면 비용과 성능간의 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30>
점을 가진다. 강력한 컴파일러는 비휴대용 어셈블러 프로그래밍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친숙한 기능 호출 신택스(a familiar function call syntax)로 개선된 DSP형 오퍼레이션으로 소스 
코드로부터의 강력한 로우 레벨의 오퍼레이션이 이용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은 청구항 1의 특징부에 의해 특징된다.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31>
스템은 제 1 및 제 2 명령을 둘 다 포함하는 명령 세트를 가지는 프로세서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
한다. 재 1 명령은 프로세서가 전체적으로 입력 레지스터로부터 M비트 입력 데이터에 대한 오퍼레이션하
도록 제어한다. 제 2 명령은 프로세서가 병렬적으로 각각 M비트 입력 데이터의 N비트들 상에(여기서 N＜
M) Q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하도록 제어한다. 제 1 및 제 2 명령은 프로세서가 이 방식으로 오퍼레이션하도
록 항상 제어한다. 그 결과 M비트 입력 데이터로부터 Q N 비트 수(bit number)들 상에 또는 전체적으로 M
비트 입력 데이터에 대한 오퍼레이션하도록 프로세서를 각각의 명령이 제어하는 지를 선택하기 위한 명령
들을 실행하는 어떤 제어 비트들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 제 1 및 제 2 명령은 가산과 같은 산술적으
로  동일  타입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명령들의  실행은  클립핑(clipping)  또는 포화
(saturation) 오퍼레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명령들은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과 이점은 당업자라면 이후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이해할 수 <32>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최상의 모드가 단지 일실시예로서 도시되고 기술되었다. 본 발명
의 다른 상이한 실시예들이 가능하며 본 발명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각종 변형이 가능하고 도면 및 설
명은 본 발명의 일례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증 시스템의 블록도.<33>

도 2는 CPU 레지스터 아키텍쳐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34>

도 3(a)은 메모리 매트릭스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35>

도 3(b)은 일례로서 실행될 태스크를 도시하는 도면.<36>

도 4는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이용하는 바이트 전치 행렬(byte-matrix transposition)의 응용예를 <37>
도시하는 도면.

도 5(a), 5(b)는 도 4에서 도시한 바이트 전치 행렬을 실행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리스트를 도시<38>
하는 도면.

도 6은 dspiadd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39>

도 7은 dspuadd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40>

도 8은 dspidualadd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41>

도 9는 dspuguadaddui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42>

도 10은 dspimul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43>

도 11은 dspuml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44>

도 12는 dspidualmul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45>

도 13은 dspisub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46>

도 14는 dspusub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47>

도 15는 dspidualsub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48>

도 16은 ifir16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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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은 ifir8ii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50>

도 18은 ifir8ui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51>

도 19는 ufir16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52>

도 20은 mergelsb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53>

도 21은 mergelsb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54>

도 22는 mergemsb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55>

도 23은 pack161sb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56>

도 24는 pack16msb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57>

도 25는 packbytes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58>

도 26은 guadavg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59>

도 27은 guadumulmsb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60>

도 28은 ume8ii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61>

도 29는 ume8uu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62>

도 30은 iclipi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63>

도 31은 uclipi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64>

도 32는 uclipi 오퍼레이션을 도시하는 도면.<65>

실시예

이후, 본 발명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66>

도 1은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되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상기 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동기적 <67>
동적(synchronous  dynamic)  RAM  (SDRAM)과 입력되거나/및 출력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들에 대한 
인터페이스하는 외부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기에서는, 32 비트들 CPU가 VLIW 프로세서 코어(processor core)를 형성한다. CPU는 32비트<68>
들 선형 어드레스 공간(linear address space)과 128개의 일반용으로 사용되는 32비트들 레지스터들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레지스터들이 뱅크들로(bank)분리되지 않는다. 대신에, 오퍼레이션은 어
떠한 오퍼랜드 (operand)에 대해서 어떠한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CPU가 VLIW 명령-세트 구조를 사용하므로, 최대 5개의 오퍼레이션지시가 나오<69>
게된다.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은,  이  보기에서는,  정수  및  부동점 수학단위(floating-point  arithmetic 
units)와 데이터-패러렐(data-parallel) dsp와 같은 단위들과 CPU내에 있는 27개의 기능단위들 중 5개를 
가리키게 된다.

본 발명을 사용하는 CPU의 작업세트(operation set)는 표준 비디오 압축과 비압축<70>
(decompression) 알고리즘의 수행을 빨리 수행시키는 멀티미디어 작업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프로세서 오
퍼레이션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 개의 특별한 또는"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은 단일한 명령으로 지시된 몇몇 
오퍼레이션들 중 한 개인 오퍼레이션이다. 이 보기에서는 5개의 오퍼레이션들이 최대 11개의 마이크로프
로세서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할 수 있다. VLIW, RISC 또는 다른 구조에서 수행되는 멀티미디어 오퍼레이션
들은 멀티미디어 응용을 위해 엄청난 처리량(throughput)을 가져오게 된다. 본 발명은 이러한 멀티미디어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32, 63,128,... 비트들로 된 한 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다.

도 2는 CPU 레지스터 구조의 한 보기를 도시하고 있다. 본 실시예의 CPU는 r0...r127로 표시된 <71>
128개의 일반목적용 32비트들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레지스터(r0,r1)들은 특수 목적
을 위해 사용되며, r2에서 r127까지는 일반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서가 한 클락주기 마다 항 개의 기다란 명령어를 출력한다. 각각의 이러<72>
한 명령어는 몇 개의 오퍼레이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5개의 작업들) 각각의 오퍼
레이션은 RISC 기계 명령어와 대응한다. 그 차이점은 오퍼레이션의 수행이 일반목적지 레지스터의 내용에 
따라 수행된다는 점이다.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는, 예를 들면, 정수표현 또는 부동점 표현형태로 되어 있다.<73>

정수들은, 본 실시예에서, 2진수와 정수들의 보수(complement) 비트들 패턴들로 표현된 '부호없<74>
는 정수(또는 부호없는)' 또는 '부호 있는 정수(또는 부호)'로 가정된다. 정수들에 대한 계산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만약에 결과가 충분히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면, 돌아온 비트들 패턴은 작업 설명부분에 
정의된 것과 같이, 오퍼레이션을 지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가감(add and 
subtract) 형태의 오퍼레이션들을 위해 랩 어라운드하는 것(wrap around), dsp 형태의 작업들을 위해 최
소 또는 최대 값에 대해 클램핑하는 것 (clamping)  또는 64  비트들의 결과값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least  significant)  32  비트들을  돌려보내는  것(returning)이  있다.  (보기:  정수/부호가  없는 곱셈
(multifly))

본 실시예는 32 비트들 구조이므로, 멀티미디어 오퍼레이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값들에 대해서<75>
는 부동점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64비트들,128비트들,...구조에 대해서는 부동점표현은 멀티미
디어 오퍼레이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값들에 대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일 정확도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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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32 비트들)IEEE-754 부동점 표현과/또는 2배 정확도를 표현하는(64비트들)IEEE-754 부동점 표현
은 데이터 값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진다.

본 발명의 구조에 있어서, 모든 오퍼레이션들은 선택적으로 "가드(guard)"되어진다. 가드된 오퍼<76>
레이션은 "가드" 레지스터(rguard)에 있는 값에 따라, 조건적으로 실행한다. 예를 들면, 가드된 정수 합
산(iadd)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  보기에서는,  "if  r23  then  r14  :=  r14  +  r10"  이다.'if  r23'은  r23내에  있는  LSB(Least <78>
Significant Bit)에 따라 TRUE 또는 FALSE를 판별한다. r23의 LSB에 따라서, r23은 변하지 않거나, 또는 
r14와 r10의 정수 합을 포함하도록 설정되어진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만약 LSB가 1로 
평가가  되면,  목적지  레지스터(destination  register:  rdest),  이  예에서는  r13,  이  기록된다. 가드
(guarding)는 프로그래머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의 상태들, 즉 레지스터의 값들, 메모리 내용 그리고 장치 
상태들에 관한 영향을 제어한다.

본 발명에 있는 메모리는 바이트 어드레스가 가능하다(byte addressable). 부하들(loads)과 저장<79>
장치(stores)들은 자연적으로 정렬된다. 즉 16비트들의 부하 또는 저장장치는 2의 배수인 어드레스를 처
리하고 있다. 32 비트들의 부하 또는 저장장치는 4의 배수인 어드레스를 처리하고 있다. 기술자들은 이러
한 이론을 쉽게 수정할 수 있다.

계산작업은 레지스터를 프로세싱하는 작업들(register-to-register operations)이다. 특정 오퍼<80>
레이션은 한 개 도는 두 개의 소스(source) 레지스터에 대해 행해진다. 그리고 결과가 목적지 레지스터
(rdest)에 입력된다.

커스텀(custom) 작업들은 특별한 계산 작업들이며, 정상적인 계산작업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81>
러한 커스텀 오퍼레이션들은 멀티미디어 응용분야에 대해서 수행된다. 본 발명의 커스텀 작업들은 특수하
며, 다른 응용 분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성능을 대폭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고기
능의 오퍼레이션들이다. 커스텀 오퍼레이션들이 응용 소스 코드(application source code)에 적절하게 포
함되었을 때에, 본 발명은 필립스 전자회사에서 만든 Trimedia TM-1 칩과 같은 병렬 마이크로프로세서 이
용할 수 있다.

일반 목적과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을 위해, 고수준의 언어로 된 프로그래밍이 바람직하<82>
다. 최적의 컴파일러(optimizing compilers)와 단일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크
고 선형인 어드레스 공간, 일반 목적용 레지스터들과, 선형 어드레스 포인터(pointers)들의 제어를 직접 
지원하는 레지스터 방식의 작업들과 같은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조의 특징들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2개의 16 비트들 데이터 아이템(item)들 또는 4개의 8비트들 데이터 아이템들을 동시<83>
에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32비트들 자원들(resources)과 같은 시스템 전체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
다. 이러한 자원들을 사용하게 되면, 단지 구현 비용을 약간만 증가시킴으로써, 주요 인자에 의한 성능
(performance by significant factor)을 개선시킬 수 있다. 게다가, 상기 과정은 표준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원들을 근거로 하여 높은 실행속도를 얻게된다.

몇몇 고기능의 커스텀 오퍼레이션들은 조건 브랜치(branches)들을 생략시킬 수 있다. 상기 이론<84>
은 스케줄러(scheduler)가 TM-1 명령어를 갖고 있는 필립스 TM-1 칩과 같은 본 발명의 시스템의 각 명령
어내에 있는 5개의 오퍼레이션 슬롯(slot)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개의 슬롯들을 
모두 채우는 과정은 계산과정이 중요한 멀티미디어 응용분야의 내부 루프(inner loop)에서 중요하다. 커
스텀 오퍼레이션들은 본 발명이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매우 높은 멀티미디어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표 1은 본 발명의 커스텀 오퍼레이션들의 목록이다. 몇 가지 커스텀 오퍼레이션들은 각각의 오퍼<85>
랜드(operand)와 결과들이 서로 다른 몇몇 형태에서 존재한다. 서로 다른 므니모닉이나 또는 이름들이 할
당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형태에  대한  므니모닉(mnemonics)은  적절한  오퍼레이션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이하 여백-<86>

46-5

1019970703017



표 1. 함수형에 의해 리스트되는 커스텀 연산<87>

본 발명의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보기가 제시되어 있다. 이 보기는 바이<89>
트-매트릭스(byte-matrix) 치환(transposition)이며, 커스텀 오퍼레이션들이 작은 커늘(kernel)내에서 처
리속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커스텀 오퍼레이션들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곳에서와 
같이, 이 경우에서는 커스텀 오퍼레이션들의 성능은 병렬상태에 있는 많은 데이터 아이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메모리 내에 있는 모두 차 있고, 바이트로 된 4*4 매트릭스를 치환시키는 작업을 보<90>
기로 하자. 매트릭스는 8비트들의 픽셀(pixel) 값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3a)는 메모리 내에 있는 매트
릭스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으며, 도(3b)는 표준 수학적 표시로 수행될 작업을 도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어로 이 오퍼레이션을 수행시키는 과정은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91>
고 바로 수행되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시간이 소요된다. 상기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은 바이트를 적
재(load) 시키기 위해 12 개의 부하-바이트(load-byte) 명령어를 수행시킨다. (왜냐하면, 16 바이트들 중 
단지 12개만이 재배열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위치들에 있는 메모리내에 바이트
를 다시 저장시키기 위해서, 12 개의 저장-바이트 명령어들을 수행시킨다. 다른 방법은 4 개의 부하-단어 
명령어들을 수행시키고, 적재된(loaded) 단어들의 바이트들을 레지스터 내에 재배열시키며, 4 개의 저장-
단어 명령어들을 수행시킨다. 불행하게도, 레지스터 내에 바이트들을 재배치시키는 일은 바이트들을 적절
하게 이동시키고 마스크하기 위해서(shift and mask), 많은 명령어들을 요구하고 있다. 24 개의 적재와 
저장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은 적재/저장 장치내에 있는 이동과 마스킹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더 짧은 명령 
시퀀스(sequence)를 만들어낸다.

24 개의 적재/저장과정을 수행할 때의 문제점은 적재와 저장 과정들이 늦게 처리된다는 것이다. <92>
상기 과정들은 최소한 캐시(cache)와 메모리 서열( hierarchy)내에 있는 속도가 늦은 층(layers) 들을 엑
세스해야 한다. 게다가 32 비트 워드 방식의 억세스가 빨리 진행이 될 때에, 바이트 적재와 저장과정을 
수행하는 단계는 캐시/메모리 인터페이스(interface)의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은 바이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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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명령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캐시/메모리 밴드폭을 최대한 활용하는 빠른 알고리즘(fast algorithm)
이 바람직스럽다.

본 발명은 바이트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병렬형태로 합치며 (merge)(mergemsb, mergelsb), 16 <93>
비트들의 반어들(half-words)과 바이트들을 채우는(pack)(pack16msb, pack16lsb)명령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명령어들 중 4개는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으며, 바이트들을 단어들 내에 채우는 처리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게 된다.

도 4는 바이트 행렬 전위의 예에 대한 이 구조들의 응용을 예시한다. 도 5(a)는 행렬 전위를 구<94>
현하기 위해 필요한 오퍼레이션 리스트를 도시한다. 실제 명령으로 어셈블될 때, 이 커스텀의 오퍼레이션
들은 예를 들어 한 명령에 다섯가지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속관계만큼 단단히 패킷될 것이다. 
도 5(a)에서 로우 레벨 코드는 단지 예시 목적상 도시되었다.

도 5(a)에서 4개의 로드 워드 오퍼레이션이 연속하는 제 1 순열은 입력 행렬의 패킷 워드를 레지<95>
스터(r10,r1,r12, 및 r13)에 전달한다. 4개의 합병 오퍼레이션 (mergemsb와 mergelsb)의 제 2 순열은 레
지스터(r14,r15,r16  및  r17)에  중간결과를  생성한다.  이때,  다음  4개  팩  오퍼레이션(pack16msb  와 
pack16lsb)의 순열은 원래 오퍼랜드를 대처할 수 있거나 또는 또 다른 계산에 원래 행렬의 오퍼랜드를 필
요로 한다면 각 레지스터에 전위 행렬을 저장할 것이다(TM-1 최적 C 컴파일러는 이러한 분석을 자동적으
로 실행할 수 있다). 본 예에서, 전위행렬은 각 레지스터(st32d), 레지스터(r18,r19,r20 및 r21)에 저장
된다. 마지막 4개의 스토어 워드 오퍼레이션은 메모리내 마지막 위치에 전위 행렬을 저장시킨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이용한다면 바이트 행렬 전위는 4가지 워드 오퍼레이<96>
션과 4가지 스토어 워드 오퍼레이션(가능한 최소) 및 레지스터-레지스터 8가지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을 
필요로 한다. 도 5(b)는 동등한 C 언어 프래그먼트를 예시한다.

24 로드와 스토어 바이트 명령을 이용하는 브루트 포스 코드에 관한 알고리즘을 근거로한 커스텀 <97>
오퍼레이션이 단지 본 예에서의 8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만 이점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점
은 보다 크다. 먼저,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이용한다면, 메모리 검색 횟수는 24번에서 8번으로 감소된다. 
즉, 인수 3에 의해 감소된다. 메모리 검색이 레지스터-레지스터 오퍼레이션보다 느리므로 메모리 검색의 
감소는 중요한 사항이다.

더욱이, TM-1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능을 개발하기 위한 본 시스템<98>
(TM-1 시스템)의 컴파일 시스템 기능은 코드를 근거로 한 커스텀의 오퍼레이션에 의해 향상된다. 구체적
으로, 컴파일 시스템은 메모리 검색 횟수와 레지스터-레지스터 오퍼레이션 횟수와 균형을 맞출 때 코드의 
최적 스케줄(배열)을 보다 쉽게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는 단일 주기에서 처
리될 수 있는 메모리 검색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 단지 메모리 검색만을 포함하는 코드의 긴 
순열은 긴 TM-1명령에서 빈 오퍼레이션 슬롯을 초래하므로 하드웨어의 최대 성능이 낭비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예를 통해서 본 발명의 커스텀 오퍼레이션의 이용이 계산을 실행하는데 필<99>
요되는 절대적인 오퍼레이션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과 또한 각 CPU의 최대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
고자 하는 컴파일 시스템 제품 코드에 도움이 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전 MPEG 비디오 디코
딩 알고리즘을 위한 이러한 MPEG 영상 재생등과 같은 다른 응용과 작동 판단 커널은 비록 충분하지는 않
더라도 본 발명의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이용함으로써 이로울 수 있다.

본 발명은 표 1에 열거된 커스텀 오퍼레이션을 포함한다. 이들 커스텀 오퍼레이션의 각 오퍼레이<100>
션이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아래에 주어진 기능 코드에서, 표준 심볼, 문장(syntax)등이 이용된
다.  예를  들어,  temp1과  temp2는  임시  레지스터를  나타낸다.  또한,  예에서  처럼,  기능  temp1← 
sign_ext16to32(rsrc1<15:0>)에서 temp1은 16내지 32비트들(부호 비트들 확장)로 확장되는 부호비트들(이 
예에서, 15번째 비트들이다)에 의해 rsrc1레지스터의 15:0 비트들(비트들 0내지 15)과 함께 로드된다. 유
사하게, temp2← sign_ext16to32(rsrc1<16:31>)은 rsrc1의 16번째부터 31번째 비트들이 추출되고(그리고 
계산을 위하여 0내지 15번째 비트들에 배치된다), 그리고 이 예에서는 31번째 비트들인 부호비트들이 16
번째 내지 32 번째 비트들로 부호 확장된다. 이 부호 확장은 이 예에서는 정수인 부호화된 값에 대해 이
용된다. 부호화되지 않은 값에 대해, 0이 채워진다. 예를 들어, zero_ext8to32(rsrc1<15:0>)는 15내지 0
비트들의 값이 이용되고 있고, 8내지 32번째 비트들은 0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rsrc1,rsrc2와 
rdest는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용 가능한 레지스터중 임의의 레지스터이다.

아래 열거된 각 오퍼레이션에 대해, 이 오퍼레이션은 rguard에 특정 guard를 선택적으로 취한다. <101>
guard가 존재한다면, 이 예에서, LSB는 목적지 레지스터의 수정을 제어한다. 이 예에서, rguard의 LSB가 
1이라면, 이 예에서, rdest가 기록되고, 그렇지 않으면, rdest는 변경되지 않는다.

dspiabs :  dspiabs는  클립핑된  부호  절대  값  오퍼레이션,  즉  h_dspiabs에  대한 수우도-오피<102>
(pseudo-op)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 기능을 갖는다.

dspiabs 오퍼레이션은 스케줄러에 의해 일정한 제 1 배열의 0을 갖는 h_dspiabs로 변형된 수우도 <104>
오퍼레이션이며, 제 2 배열은 dspiabs배열과 같다. 일반적으로 수우도 오퍼레이션은 어셈블리 소스 파일
에 이용되지 않는다. h_dspiabs는 동일 기능을 실행한다.:그러나, 이 오퍼레이션은 제 1 배열에서 처럼 0
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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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iabs오퍼레이션은 rsrc1의 절대값을 계산하고, [2
31
-1...0]범위 또는 [0x7fffffff...O]로 상<105>

기 결과를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rdest(목적지 레지스터)로 이 축소된 값을 저장한다. 모든 값들은 부호
화된 정수이다.

dspidualabs: dspidualabs는 부호화된 16비트들 하드웨어 오퍼레이션 (h_dspidualabs에 대한 수<106>
우도-오피:하드웨어 dspidualabs)의 이중 클립핑 절대 값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 기능을 갖는다.

dspidualabs 오퍼레이션은 이 예에서, 제 1 변수로서 상수 0과 제 2 변수로서 dspidualabs 변수<108>
와 같이 스케쥴러에 의해 h_dspidualabs 로 변형되는 수도우 (pseudo) 오퍼레이션이다.

dspidualabs 오퍼레이션은 2개의 16비트들 클립핑된 부호 절대 값 계산을 rsrc1의 하이 및 로우 <109>
16비트들  하프워드에  관하여  각각  실행된다.  2개의  절대값은  범위  [0x0..0x7fff]로  간략되고,  그리고 
rdes의 대응 하프워드로 기록된다. 모든 값들은 부호화된 16비트들 정수이다. h_dspidualabs는 동일 기능
을 실행한다.: 그러나, 이 오퍼레이션은 제 1 배열에서 처럼 0을 필요로 한다.

dspiadd: dspiadd는 클립핑된 부호 가산 오퍼레이션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110>
갖는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piadd오퍼레이션은 부호화된 rsrc1+rsrc2의 합을 계산하여 32비트들 <112>

부호 범위[2
31
-1...-2

31
] 또는 [0x7fffffff...0x8OOOOOOO]로 상기 결과를 간략하고 그리고 이 클립핑된 값

을 rdest 에 저장한다. 모든 값은 부호화된 정수이다.

dspuadd: dspuaddd는 클립핑된 부호 가산 오퍼레이션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113>
갖는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puadd오퍼레이션은 부호화된 rsrc1+rsrc2의 합을 계산하여 32비트들 <115>

부호 범위[2
32
-1...0] 또는 [0xffffffff...O]로 상기 결과를 간략하고 그리고 이 클립핑된 값을 rdest 에 

저장한다.

dspidualadd: dspidualadd는 부호화된 16비트들 하드웨어 오퍼레이션의 이중 클립핑 가산이다. <116>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 기능을 갖는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pidualadd 오퍼레이션은 2개의 16비트들 클립핑된 부호 합계산을 <118>
rsrc1과 rsrc2의 하이 및 로우 16비트들 하프워드의 각 쌍에 관하여 각각 실행된다. 2가지 합은 범위 

[2
15
-1...2

15
] [0x7fff...0x8OOO]로 간략되고, 그리고 rdest의 대응 하프워드로 기록된다. 모든 값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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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된 16비트들 정수이다.

dspuguadaddui: dspuguadadui는 부호화되지 않은 바이트, 그리고 부호화된 바이트 오퍼레이션의 <119>
이중 클립핑 가산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 기능을 갖는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puguadadui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대응 8비트들 바이트의 4<121>
개의 각 쌍의 각 합을 4번 실행한다. rsrc1에서 바이트는 부호화되지 않은 값으로 간주된다.: rsrc2에서 
바이트는 부호화된 값으로 간주된다. 4번의 합은 부호화되지 않은 범위 [255...0] 또는 [0xff...O]로 간
략된다.: 그러므로, 바이트 합의 결과는 부호화되지 않는다. 모든 계산은 정확하게 계산된다.

dspimul: dspimul은 클립핑된 부호 곱셈오퍼레이션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122>
는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pimul 오퍼레이션은 곱 rsrc1x rsrc2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범위<124>

[2
31
-1...-2

31
]  또는 [0×7fffffff...0×8OOOOOOO]으로 제한하며, 상기 제한된 값을 rdest에 저장시킨다. 

모든 값은 부호 정수이다.

dspumu1: dspumu1은 제한된 부호없는 곱셈 오퍼레이션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함수를 갖<125>
는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pumu1 오퍼레이션은 부호없는 곱 rsrc1×rsrc2을 계산하고, 그 결<127>

과를 부호없는 범위 [2
31
-1...0] 또는 [0×ffffffff]로 제한하며, 제한된 값을 rdest에 저장시키다.

dspidualmul: dspidualmul은 부호 16비트들 하프워드 오퍼레이션의 이중 제한된 곱셈이다.<128>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pidualmul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2개의 하이 및 로우 16비<130>

트들 하프워드쌍상에 독립적으로 부호 곱으로 제한된 2개의 16비트들을 계산한다. 2개의 곱은 범위 [2
15
-

1...-2
15
] 또는 범위[0×7fff...0×8OOO]으로 제한되며, rdest의 대응하는 하프워드에 기입된다. 모든 값

은 부호 16비트들 정수이다.

dspisub :  dspisub는  제한된  부호  감산  오퍼레이션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함수를 <131>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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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pisub 오퍼레이션은 차분 rsrc1-rsrc2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범위 <133>
[0×8OOOOOOO...0×7fffffff]로 제한하며, 제한된 값을 rdest에 저장시킨다. 모든 값은 부호 정수이다.

dspusub: dspusub는 제한된 부호없는 감산 오퍼레이션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함수를 갖<134>
는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pusub 오퍼레이션은 부호없는 차분 rsrc1-rsrc2를 계산하고, 그 결<136>
과를 부호화되지 않은 범위[0.0×ffffffff]로 제한하며, 상기 제한된 값을 rdest에 저장시킨다.

dspidualsub: dspidualsub은 부호 16비트들 하프워드 오퍼레이션의 이중 제한된 감산이다. 상기 <137>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함수를 갖는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dspidualsub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2개의 하이 및 로우 16비<139>
트들 하프워드 쌍상에 독립적으로 부호 차분으로 제한된 2개의 16비트들을 계산한다. 2개의 차분은 범위 

[2
15
-1...-2

15
] 또는 범위[0×7fff...0×8OOO]으로 제한되며, rdest의 대응하는 하프워드에 기입된다. 모든 

값은 부호 16비트들 정수이다.

ifir16: ifir16은 부호 16비트들 하프워드의 곱의 합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함수를 갖<140>
는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ifir16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대응하는 2개의 16비트들 하프<142>
워드쌍 각각의 2개의 독립된 곱을 계산하고, 상기 2개의 곱은 합해지며, 그 결과는 rdest에 기입된다. 따
라서, 곱 및 곱의 최종 합계는 부호가 달린다. 모든 계산은 오차없이 수행된다.

ifir8ii: ifir8ii는 부호 바이트 오퍼레이션의 곱의 부호 합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함<143>
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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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ifir8ii는 rsrc1과 rsrc2의 4개의 대응하는 8비트들 바이트쌍 각각의 <145>
4개의 독립된 곱을 계산한다. 4개의 곱은 합산되며, 그 결과는 rdset에 기입된다. 모든 값이 부호있다고 
가정하면, 이에 따라 곱 및 곱의 최종 합은 부호가 달린다. 모든 계산은 오차없이 수행된다.

ifir8ui: ifir8ui은 부호없는/부호 바이트 오퍼레이션의 곱의 부호 합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146>
다음의 함수를 갖는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ifir8ui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4개의 대응하는 8비트들 바이<148>
트쌍 각각의 4개의 독립된 곱을 계산한다. 4개의 곱은 합산되며, 그 결과는 rdset에 기입된다. rsrc2에서
의 바이트가 부호없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rsrc2에서의 바이트가 부호달린다고 가정하면, 이에 따라 곱 
및 곱의 최종 합은 부호가 달린다. 모든 계산은 오차없이 수행된다.

ufir16: ufir16은 부호없는 16비트들 하프워드 오퍼레이션의 곱의 합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149>
음의 함수를 갖는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ufir16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2개의 대응하는 16비트들 하프<151>
워드쌍 각각의 2개의 독립된 곱을 계산하고, 2개의 곱은 합산되며, 그 결과는 rdest에 기입된다. 모든 하
프워드가 부호없다고 가정하면, 이에 따라 곱 및 곱의 최종 합은 부호가 없다. 모든 계산은 오차없이 수
행된다. 곱의 최종 합은 rdest에 기입되기 전에 범위 [0×ffffffff...O]으로 제한된다.

ufir8uu: ufir8uu는 부호없는 바이트 오퍼레이션의 곱의 부호없는 합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152>
음의 함수를 갖는다: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ufir8uu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4개의 대응하는 8비트들 바이<154>
트쌍 각각의 2개의 독립된 곱을 계산하고, 4개의 곱은 합산되며, 그 결과는 rdest에 기입된다. 모든 바이
트는 부호가 없다고 가정하면, 모든 계산은 오차없이 수행된다.

mergelsb :  mergelsb는 최하위 바이트(least-significant  bytes)  머지 (merge)  오퍼레이션이다. <155>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함수를 갖는다: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mergelsb 오퍼레이션은 인수 rsrc1과 rsrc2로부터 rdest에 2개의 최<157>
하위 바이트쌍 각각을 인터리브한다. rsrc2로부터의 최하위 바이트는 rdest의 최하위 바이트에 팩되고, 

46-11

1019970703017



rsrc1으로부터의 최하위 바이트는 제 2 최하위 바이트 또는 rdest에 팩되고, rsrc2로부터의 제 2 최하위 
바이트는 rdest의 제 2 최상위 바이트에 팩되고, rsrc1으로부터의 제 2 최하위 바이트는 rdest의 최상위 
바이트에 팩된다.

mergemsb: mergemsb는 최상위 바이트 머지 오퍼레이션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함수를 갖<158>
는다: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mergemsb 오퍼레이션은 인수 rsrc1과 rsrc2로부터의 2개의 최상위 바<160>
이트쌍 각각을 rdest에 인터리브한다. rsrc2로부터의 제 2 최상위 바이트는 rdest의 최하위 바이트에 팩
되고, rsrc1으로부터의 제 2 최상위 바이트는 제 2 최하위 바이트 또는 rdest에 팩되고, rsrc2로부터의 
최상위 바이트는 rdest의 제 2 최상위 바이트에 팩되고, rsrc1으로부터의 최상위 바이트는 rdest의 최상
위 바이트에 팩된다.

pack16lsb: pack16lsb는 팩 최하위 16비트들 하프워드들 오퍼레이션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161>
음의 함수를 갖는다: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pack16lsb 오퍼레이션은 인자 rsrc1과 rsrc2에서 rdest로의 2개의 최<163>
하위 하프워드를 저장한다. rsrc1으로부터의 하프워드는 rdest의 최상위 하프워드에 저장되고, rsrc2로부
터의 하프워드는 최하위 하프워드 또는 rdest에 저장된다.

pack16msb: pack16msb는 팩 최상위 16 비트들 오퍼레이션이다. 상기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함수를 <164>
갖는다: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pack16msb  오퍼레이션은  두  각각의  최상위  하프워드를  독립변수 <166>
rsrc1과  rsrc2에서  rdest로  저장한다.  rsrc1에서의  하프워드는  rdest의  최상위  하프워드로  저장되고 
rsrc2에서의 하프워드는 rdest의 최하위 하프워드로 저장된다.

packbytes: packbytes는 팩 최하위 바이트 오퍼레이션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기능을 갖는<167>
다: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packbytes 오퍼레이션은 두 각각의 최하위 바이트를 독립변수 rsrc1과 <169>
rsrc2에서 rdest로 저장한다. rsrc1에서의 바이트는 rsrc1의 제2-하위 바이트로 팩되고 rsrc2에서의 바이
트는 rdest의 최하위 바이트로 저장된다. rdest의 두 최상위 바이트는 zero로 채워진다.

quadavg :  quadavg는  부호없는  바이트-방식  쿼드  평균  오퍼레이션(unsigned  byte-wise  quad <170>
average operation)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quadavg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8-비트들 바이트에 대응하는 <172>
네개의 각각의 쌍의 네개의 분리 평균을 계산한다. 전체 바이트는 부호없는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평균
의 최하위 8비트들은 rdest의 해당 바이트에 기록된다.

46-12

1019970703017



quadumulmsb: quadumulmsb는 부호없는 쿼드 8-비트들 곱셈 최상위 오퍼레이션이다. 이 오퍼레이<173>
션은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quadumulmsb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8-비트들 바이트에 대응<175>
하는 네개의 각 쌍의 네 분리 곱을 계산한다. 전체 바이트는 부호없는된 것으로 간주된다. 각 16-비트들 
곱의 최하위 8 비트들은 rdest의 해당 바이트에 기록된다.

ume8ii: ume8ii는 부호 8-비트들 차의 절대 값의 부호없는 합 오퍼레이션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176>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도 28에 도시한 바와 같이, ume8ii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부호 8-비트들 바이트에 대응<178>
하는 네개의 각 쌍의 네 분리 차분을 계산하고, 네 차의 절대값을 합하고, 그 합을 rdest에 기록한다. 전 
계산은 정확도의 손실 없이 실행된다.

ume8uu: ume8uu는 부호없는 8-비트들 차분의 절대값의 합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기능을 <179>
갖는다.

도 29에 도시한 바와 같이, ume8uu 오퍼레이션은 rsrc1과 rsrc2의 부호없는 8-비트들 바이트에 <181>
대응하는 네개의 각 쌍의 네 분리 차분를 계산한다. 네 차분의 절대값들이 합해지고 그 합은 rdest에 기
록된다. 전체 계산은 정확도의 손실 없이 실행된다.

iclipi: iclipi는 클립 부호-대-부호 오퍼레이션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182>

iclipi  오퍼레이션은  부호없는  정수  범위  (-rsrc2-1)로  클리프된  rsrc1의  값을  rsrc2로 <184>
복귀한다.  독립변수  rsrc1은  부호  정수로  간주되고;  rsrc2는  부호없는  된  정수로  간주되고  0과 
0x7fffffff사이의 값을 가져야 한다.

uclipi: uclipi는 클립 부호 대 부호없는 오퍼레이션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기능을 갖는<185>
다.

uclipi 오퍼레이션은 부호없는 정수 범위 0으로 클리프된 rsrc1의 값을 rsrc2로 복귀한다. 독립<187>
변수 rsrc1은 부호없는 정수로 간주되고; rsrc2는 부호없는 정수로 간주된다.

uclipu: uclipu는 클립 부호없는 대 부호없는 오퍼레이션이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의 기능을 <188>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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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ipu 오퍼레이션은 미표신 정수 범위 0으로 클리프된 rsrc1의 값을 rsrc2로 복귀한다. 독립변<190>
수 rsrc1과 rsrc2는 부호없는 정수로 간주된다.

상기 커스텀 멀티미디어 오퍼레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응용은 낮은 비용으로 멀티미디어 기<191>
능을 갖는 고 병렬식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현하는 이점을 갖는다.

상기 명세에서, 본 발명이 VLIW와 RISC와 슈퍼 스칼라 등의 명령 서식을 사용하는 많은 고 병렬<192>
식 마이크로프로세서 구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기술에 있어 숙
련된 사람은 상기 개념에 기초한 부가적 오퍼레이션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트의 쿼드 
클리프된 감산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히 기술에 있어 숙련된 사람은 상기 명세에 기초
한 이 오퍼레이션을 쉽게 발전시킬 수 있다.

멀티미디어 기능을 실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커스텀 오퍼레이션의 시스템과 방법을 적절히 설명<193>
하였다.

본 명세에서, 본 발명의 우선의 실시예만을 도시하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194>
명은 다양한 또 다른 조합과 환경에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표현된 바의 발명 개념의 의도 내에서 바꾸고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입력 레지스터들로서, 각각의 상기 입력 데이터는 M 비트들을 포함하며, 
각각의 입력 데이터는 단일(single number)의 M 비트 제 1 오퍼랜드 데이터로서 및 복수(plurality of 
numbers)의 N 비트 제 2 오퍼랜드 데이터로서 선택하여 사용가능하며, 상기 N은 M 비트들보다 작은, 상기 
입력 레지스터들과,

명령 세트를 갖도록 배열되는 프로세서로서, 상기 명령 세트는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입력 데이터의 상기 제 1 오퍼랜드 데이터에 대해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여 M비트들을 포함하는 제 1 결과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제어하는 제 1 명령을 포함하고, 상기 명령 세트는 상기 제 1 명령 대신에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가 병렬적으로 상기 입력 데이터의 상기 제 2 오퍼랜드 데이터에 대해 복수의 Q 오퍼레
이션들을 수행하여 상기 Q 오퍼레이션들의 각각이 N비트들을 포함하는 제 2 결과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제
어하는 제 2 명령을 포함하는, 상기 프로세서와,

각각 상기 제 1 또는 제 2 명령의 실행 결과로서, 상기 제 1 결과 데이터 및 Q 그룹들의 상기 제 
2 결과 데이터를 M비트들의 하나의 출력으로서 선택하여 저장하기 위한 M비트들의 목적지 레지스터를 포
함하며,

상기 제 1 명령은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입력 데이터의 상기 제 1 오퍼랜드 데이터에 
대해 상기 오퍼레이션을 수행하여 M비트들을 포함하는 제 1 결과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 
2 명령은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가 병렬적으로 상기 입력 데이터의 상기 제 2 오퍼랜드 데이터에 대해 
Q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하도록 항상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명령들의 제어하에 수행되는 오퍼레이션들은 다른 수의 비트들을 포함하는 오
퍼랜드들에 대해 실행되는 것을 제외하고 산술적으로 동일한 오퍼레이션들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Q 오퍼레이션들은 클립핑(clipping)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서로에 대해 두 개의 M 비트 수들(bit numbers)을 가산하기 위한 제 1 수단과 
병렬적으로 N비트 수들의 Q쌍들을 가산하는 제 2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명령은 상기 프로세서가 상
기 제 1 오퍼랜드 데이터를 M 비트 수에 가산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 2 명령은 상기 프로세서가 각각의 
또다른 오퍼랜드 데이터에 상기 복수의 N비트 제 2 오퍼랜드 데이터의 각각을 가산하도록 제어하여, N비
트 수들 중 개개의 하나와 상기 또다른 오퍼랜드 데이터 중 개개의 하나의 개개의 합들을 각각 생성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개개의 클립핑된 결과들을 생성하기 위해 각각의 합을 특정 범위 내로 클립핑하는 수단
을 포함하고, 각각의 클립핑된 결과는 N비트들이 되며;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는 상기 개개의 클립핑된 결과들을 함께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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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각각의 계산이 N비트들의 개개의 절대값을 생성하는, 각각의 오퍼랜드 데이터의 절대값을 계산하
는 수단과;

개개의 클립핑된 결과들을 생성하기 위해 각각의 개개의 절대값을 특정 범위내로 클립핑하는 수
단으로서, 각각의 클립핑된 결과는 N비트들이되는, 상기 클립핑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는 상기 개개의 클립핑된 결과들을 함께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병렬적으로 N비트 수들의 Q쌍들을 곱하는 제 1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 2 명
령은 개개의 또다른 오퍼랜드 데이터와 상기 복수의 N비트 제 2 오퍼랜드 데이터의 각각을 곱하여, N비트 
수들 중 개개의 하나와 상기 또다른 오퍼랜드 데이터 중 개개의 하나의 개개의 곱들을 각각 생성하도록 
상기 프로세서를 제어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개개의 클립핑된 결과들을 생성하기 위해 각각의 곱을 특정 
범위 내로 클립핑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각각의 클립핑된 결과는 N비트들이 되며;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는 상기 개개의 클립핑된 결과들을 함께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병렬적으로 N비트 수들의 Q쌍들을 감산하는 제 1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 2 
명령은 개개의 또다른 오퍼랜드 데이터로부터 상기 복수의 N비트 제 2 오퍼랜드 데이터의 각각을 감산하
여, 상기 N비트 수들 중 개개의 하나와 상기 또다른 오퍼랜드 데이터 중 개개의 하나의 개개의 차를 각각 
생성하도록 상기 프로세서를 제어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개개의 클립핑된 결과들을 생성하기 위해 각각의 
차를 특정 범위 내로 클립핑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각각의 클립핑된 결과는 N비트들이 되며;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는 상기 개개의 클립핑된 결과들을 함께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세트는 제 3 명령을 포함하고, 이는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제 2 오퍼랜드 
데이터의 복수의 N비트 수들 각각의 최상위 비트들(msb)의 세트를 검색하도록 항상 제어하며, 최상위 비
트들(msb)의 각각의 세트는 상기 최상위 비트들의 최상위 비트들(mmsb)과 상기 최상위 비트들의 최하위 
비트들(lmsb)로서 공급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최상위 비트들의 최상위 비트들(mmsb)을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들로서 저장하는 저장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저장 수단은 또다른 오퍼랜드 데이터의 최상위 비트들의 
최상위 비트들을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의 다음 최상위 비트들로서 저장하고, 상기 저장 수단은 또다른 오
퍼랜드 데이터의 최상위 비트들의 최하위 비트들(lmsb)을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의 최하위 비트들로서 저
장하고,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제 2 오퍼랜드 데이터의 최상위 비트들의 최하위 비트들(lmsb)을 상기 목
적지 레지스터의 다음 최하위 비트들로서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세트는 제 3 명령을 포함하고, 이는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제 2 오퍼랜드 
데이터의 복수의 N비트 수들 각각의 최하위 비트들(lsb)의 세트를 검색하도록 항상 제어하며, 최하위 비
트들(lsb)의 각각의 세트는 상기 최하위 비트들의 최상위 비트들(mlsb)과 상기 최하위 비트들의 최하위 
비트들(llsb)로서 공급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최하위 비트들의 최상위 비트들(mlsb)을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들로서 저장하는 저장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저장 수단은 또다른 오퍼랜드 데이터의 최하위 비트들의 
최상위 비트들을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의 다음 최상위 비트들로서 저장하고,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또다
른 오퍼랜드 데이터의 최하위 비트들의 최하위 비트들(llsb)을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의 최하위 비트들로
서 저장하고,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제 2 오퍼랜드 데이터의 최하위 비트들의 최하위 비트들(llsb)을 상
기 목적지 레지스터의 다음 최하위 비트들로서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세트는 제 3 명령을 포함하고, 이는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가 각각의 제 1 오퍼랜드 
데이터의 최하위 비트들(lsb)의 세트를 검색하도록 항상 제어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최하위 비트들을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의 최하위 비트들로서 저장하는 저
장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저장 수단은 또다른 오퍼랜드 데이터의 최하위 비트들을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
의 다음 최하위 비트들로서 저장하고, 상기 저장 수단은 상기 목적지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들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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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트 값들로 저장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2, 4, 8 내지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오퍼랜드 데이터는 오디오 처리 및 비디오 처리 중 적어도 하나에 사용하기 위한 복수
의 신호 값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2, 4, 8 내지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은 반도체 기판 상에 집적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3 

제 1, 2, 4, 8 내지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제 1 및 제 2 명령을 실행하도록 배열되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명령에 특
정 조건이 각각 달성되었는지에 의존하여 상기 컴퓨터 시스템의 프로그래머 가시 상태에 대한 상기 제 1 
및 제 2 명령의 실행이 실행되거나 또는 실행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

요약

커스텀 오퍼레이션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세서 시스템에 사용한다. 
이런 커스텀 오퍼레이션은 특수 목적과 부가된 솔루션 즉, 저비용과 칩 수의 이점과, 일반 목적의 프로세
서의 프로그램 재작성 능력을 유지하는 반면에 실시간 멀티미디어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PC 시스템과 같
은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커스텀 오퍼레이션은 오퍼랜드 데이터를 갖는 입력 데이터를 공급
하고, 오퍼랜드 데이터에 대해 오퍼레이션을 실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목적지 레지스터에 공급하는 컴퓨
터 시스템에서 동작한다. 실행된 오퍼레이션은 클립핑 또는 포화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오디오와 비디오 
처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입력 레지스터에서의 선택 오퍼랜드 데이터에 대해 병렬 오퍼레
이션을 실행하고 목적지 레지스터에 그 결과를 저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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