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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프로세서 회로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멀티프로세서회로 시뮬레이터는 디버거 인터페이스,  동기장치,  RISC프로세서 시뮬레이터,  벡터프로세서 
시뮬레이터, 공유되는 메모리, 코프로세서 인터페이스 모듈 및 이벤트 모듈을 포함한다. 멀티프로세서 시
뮬레이터는 RISC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벡터프로세서 시뮬레이터를 실행가능한 단일프로세스와 단일 어드
레스영역으로 연결한다. 동기장치는 다수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간의 명령실행의 시뮬레이션을 인터리브
한다. 동기장치는 어느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가장 늦은 클럭킹에 기초하여 실행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클럭킹은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에 해당하는 클럭시뮬레이터들이 갖는 값들을 비교함으로서 실행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입력 및 출력의 블럭도.

도 2는 도 1의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일실시예의 논리 흐름도.

도 4는 도 3의 시뮬레이터 병렬처리 블럭에서 수행되는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논리 흐름도.

도 5는 도 2의 시뮬레이터에 의해 시뮬레이션되는 프로세서의 클럭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4의 처리과정보다 클럭시뮬레이터의 주파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논리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의 회로의 시뮬레이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중프로세서(dual processor)회로의 시뮬레이션에 관
한 것이다.

부록A에 대한 참조

본 명세서의 일부인 부록 A는 본 발명의 컴퓨터프로그램 실시예로서,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
다. 부록 A는 저작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자는 미국 특허 및 상표국의 특허파일 또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특허명세서를 팩시밀리 복사할 수 있다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저작권이 취소된다.

일반적으로, 전자회로 설계와 설계된 회로의 대량생산사이에는 큰 시간간격이 존재한다. 대량생산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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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자하기전에 제조업자는 회로설계가 타단하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로를 테스트한다. 개개의 회로단위
로 회로를 제조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회로의 테스트에 물리적이 제한이 따르게 된다. 회로의 
소량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로설계자들은 낮은 비용 및 새로운 회로 설계의 정확한 테스트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컴퓨터 시뮬레이터들간의 신호전달은 임시 파일들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하나의 시뮬레이터가 임시 파일
을 할당하고, 그 임시파일에 기입을 행한 다음 그 할당을 취소한다. 제2의 시뮬레이터는 상기의 동일한 
임시파일을 할당하고, 전송될 데이타를 독출한 후, 상기 임시파일의 할당을 취소한다. 결과적으로, 두 시
뮬레이터간의 정보전달은 긴 일련의 명령들을 수반하게 되어 시뮬레이터의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시뮬레
이터들간의 정보전달을 위한 다른 방법들은 파이프와 버퍼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 구조를 처리하는
데도 역시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전통적인 시뮬레이터들은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에 존재하는 정보
전달 능력을 시뮬레이션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회로요소들은 임시파일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의 시뮬레이터보다 향상된 성능을 갖는 이중프로세서 회로의 세뮬레이터가 요구된다. 또한, 
기초가 되는 전자회로에 존재하는 신호전달 동작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시뮬레이터가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의한 새로운 이중프로세서 회로 시뮬레이터는 각각의 분리된 시뮬레이터들을 연결하고 이 시뮬
레이터들간의 명령의 실행을 인터리브한다. 이 새로운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는 정확한 시뮬레이션과 
기초가 되는 집적회로의 동작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동기장치(synchronizer)는 RISC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벡터프로세서 시뮬
레이터의 조정된 동작을 처리한다.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입력은 기초가 되는 RISC프로세서의 실행
가능한 파일과 기초가 되는 벡터 프로세서의 실행가능한 파일을 조합하여 이루어진 조합된 실행가능한 파
일로 구성된다. 동기장치는 외부루프내의 RISC프로세서와 관련된 조합된 실행가능한 파일로부터 명령을 
페치(fetch)한다. 동기장치는 RISC프로세서와 관련된 모든 명령이 수행되면 동작을 종료시킨다.

동기장치는 벡터프로세서가 초기화시켜야 하는 명령신호를 제외한 명령의 실행을 RISC프로세서 시뮬레이
터가 시뮬레이션하도록 한다. 벡터프로세서가 요구될 경우 동기장치는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를 
시뮬레이션한다.

병렬처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동기장치는 우선 벡터프로세서 시뮬레이터를 동작시킨 다음, RISC프로세
서 시뮬레이터에 해당하는 클럭시뮬레이터를 초기시간으로 세트시킨다. 벡터프로세서에 해당하는 클럭시
뮬레이터는 동일한 초기시간으로 세트된다.

동기장치는 병렬처리가 요구되는 동안 내부루프를 실행한다. 병렬처리가 더이상 요구되지 않으면, 동기장
치는 외부루프로 되돌아간다. 내부루프에서, 동기장치는 RISC클럭 시뮬레이터와 벡터클럭 시뮬레이터를 
비교하며, RISC클럭 시뮬레이터가 더 늦으면, 동기장치는 조합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부터 RISC명령
을 페치한다. 이 명령은 RISC프로세서 시뮬레이터상에서 시뮬레이션된다. 시뮬레이션한 후에 RISC프로세
서가 명령을 실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이 RISC클럭 시뮬레이터의 값에 더해진다. 그런 다음, 동기장치
는 내부루프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벡터클럭 시뮬레이터가 RISC클럭 시뮬레이터와 같거나 RISC클럭 시뮬레이터 보다 낮으면, 동기장치는 조
합된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벡터프로세서 명령을 페치한다. 이 명령은 벡터프로세서 시뮬레이터상
에서 시뮬레이션된다. 시뮬레이션후, 벡트프로세서가 명령을 실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이 벡터클럭 시
뮬레이터의 값에 더해진다. 그런 다음, 동기장치는 내부루프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RISC프로세서와 벡터프로세서간의 정보전달은 공유되는 메모리를 이용하므로써 이루어진다. RISC프로세서
는 벡터프로세서 레지스터의 기입(write)이나 독출(read)을 행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하면, 다수의 프로세서회로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회로는 이중프로세서 집적회로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새로
운 이중클럭 시뮬레이션방법은 단단하게 연결된 두개의 독립적인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간의 명령실행 시
뮬레이션을 인터리브한다. 집적회로상의 이중 프로세서를 나타내는 두개의 독립적인 프로세서 시뮬레이터
들은 하나의 공유되는 어드레스공간으로 통합된다. 두개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은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메모리를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명령실행이 동기됨으로써 시뮬레이터 프로세서들은 시뮬레이션 
명령실행을 교대로 행한다. 이와 같이 하여 집적회로상에서 가능한 병렬실행이 시뮬레이션된다. 별도의 
클럭시뮬레이터는 각각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구비된다. 다음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선
택된 실제의 프로세서는 가장 나중의 클럭시뮬레이터와 관련된 프로세서이다. 이와 같이 명령실행의 시뮬
레이션이 행해지도록 하면 명령실행의 순서가 실제의 이중프로세서 집적회로의 실행순서의 하나의 명령내
에 있게 되는 것이 확실해진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코어 이미지(core image)(102)는 두개의 다른 프로그램을 
위한 실행가능한 파일들로 이루어진 조합된 실행가능한 파일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한 프로
그램은 ARM7프로세서 (ARM7 프로세서 프로그램)를 동작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은 벡터
프로세서(벡터 프로세서 프로그램)를 동작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ARM7 프로세서 ARM프로세서 또는 
ARM이라고도 한다. 벡터프로세서는 벡터 코프로세서 또는 VCP라고도 한다. 각각의 프로그램의 실행가능한 
파일은 코드부분영역과 데이타부분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두개의 다른 프로그램은 공유되는 변수들 및 개
개의 변수들을 가질 수 있다. 코어 이미지(102)의 일예를 부록 B에 나타내었다. 부록 B에서 코어 이미지
(102)는 ARM7프로세서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부분(A1-A4 라인)과, ARM7프로세서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타부
분(A5라인), 벡터프로세서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부분(A6-A7라인) 및 벡터프로세서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
타부분(A8)을 순서대로 포함한다. 이 코어 이미지(102)는 이중 프로세서 시뮬레이터(104)의 입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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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104)는 명령-레벨 시뮬레이터이다.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104)는 두개의 프
로세서 시뮬레이터간의 명령실행의 시뮬레이션을 인터리브함으로써 두 프로세서상에서의 병렬 명령실행을 
시뮬레이션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한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는 ARM7 RISC프로세서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다른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는 벡터프로세서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한다. ARM 7RISC프로세서
를 위하여 설정된 구조와 명령은 영국, 케임브리지의 Advance RISC Machines Ltd.에 의해 제공되는 문서
번호: ARM DDI 0010G의 ARM7DM Data Sheet에 기술되어 있다. ARM7DM 데이타쉬트는 본 명세서의 참고문헌
으로서 함께 기술된 것이다. ARM7 레지스터와 명령은 본 명세서의 참고문헌으로서 함께 기술되는 미국특
허 출원번호 08/699,303, 변리사 사건번호 M-4368의 Methods and Apparatus for Processing Video Data에
도  기술되어  있다.  ARM7  RISC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일예인  ARMULATOR는  영국,  케임브리지의  Advance 
RISC Machines Ltd.에 의해 상용화된 것이다. 벡터프로세서를 위해 설정된 구조와 명령은 본 명세서의 참
고문헌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삼성 반도체의 Preliminary MSP-1EX System Specification 및 MSP 
Architecture  Specification에  기술되어  있다.  벡터프로세서  레지스터와  명령은  미국특허  출원번호 
08/699,597,  변리사 사건번호 M-4355의 Single-Instruction-Multiple-Data  Processing  in  a  Multimedia 
Signal Processor에 기술되어 있다. 벡터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일예는 멀티미디어 명령 레벨 시뮬레이션
툴(Multimedia Instruction Level simulation Tool; MINT)로서, 이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삼성반도체의 
Architecture and Design Specification of MINT에 기술되어 있다.

ARM7 RISC프로세서와 벡터프로세서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본 발명을 특정한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로 제한
시키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를 고려하면, 본 발명의 원리는 적절한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를 채용하는한 
프로세서의  특정구조에서도  모든  이중프로세서  회로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RM7 RISC프로세서는 종래의 구조인 다목적프로세서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104)는 ARM7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벡터프로세서를 하나의 공유되는 어드레스영
역에 단단하게 연결시킨다. 이들 두개의 다른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은 우산과 같은 구조의 프로세서에 
있어서의 우산살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각각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동작의 한 과정으로서 함께 실행
된다.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104)는 명령실행의 시뮬레이션을 인터리브한다. 예를 들면, ARM7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명령실행을 시뮬레이션한 다음, 벡터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명령실행을 시뮬레이션하고, 이
어서 ARM7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동작이 이어진다. 시뮬레이터의 동작은 이와 같은 뛰어넘는(leap-frog) 
형태로 병렬로 실행되어야 하는 명령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104)는 어떤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가장 나중의 클럭킹 기술을 통해 다음에 동
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별도의 클럭시뮬레이터가 각각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대해 제공된다. 명령을 
페치하기 전에 두개의 클럭시뮬레이터들의 비교되어 어느것이 더 나중의 것인가가 결정된다. 가장 나중의 
클럭시뮬레이터와 관련된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한 다음 프로세서 시뮬레이터
가 된다.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104)의 동작은 두개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간의 동기를 유지함으로써 이중프로
세서 집적회로상에서의 실행순서와 비교했을때 명령들이 하나의 명령이상 벗어나서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
터(104)는 코어 이미지(102)의 입력에서 동작하는 이중프로세서 집적회로로부터 인가되는 결과를 모사하
는 시뮬레이션 결과(106)를 생성한다. 시뮬레이션결과(106)는 코어 이미지(102)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
기를 나타내는 작업데이타를 포함한다. 시뮬레이션 결과(106)는 코드를 디버그(debug)하고 작업수치들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104)의 구조를 도 2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이중프로
세서 시뮬레이터(104)의 최상부는 디버거 인터페이스(debugger interface)(202)이다. 이 디버거 인터페이
스(202)는 프로세서 제어 및 디버그 명령을 사용자로부터 받는다. 디버거 인터퍼에스(202)는 레지스터를 
디스플레이하고, 프로그램 명령들을 목록화하고, 변수들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

령을 받는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디버거 인터페이스(20)는 윈도즈 95
TM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사양에 맞도록 변형될 수 있다. 윈도즈 95
TM
 은 워싱턴 레드몬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상용화

된 것이다.

동기장치(204)는 디버거 인터페이스(202)와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104)의 나머지 요소들사이의 제어를 
행하는 부분이다. 디버거 인터페이스(202)는 동기장치로 명령을 전달하고 동기장치로부터 데이타를 인가
받는다. 동기장치(204)는 메모리위치 ARM7 clk(216) (ARM7프로세서 클럭의 시뮬레이션을 위한)와 메모리
위치 VPclk(218)(벡터프로세서 클럭의 시뮬레이션을 위한)를 포함한다. 동기장치(204)는 두개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인 ARM7프로세서 시뮬레이터(206)(ARM7 시뮬레터(206)라고도 함)와 벡터프로세서 시뮬레이터
(208)( VP시뮬레이터(208)라고도 함)에 연결된다. 정보는 동기장치(204)와 두개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
(206,208)사이의 양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다.

ARM7시뮬레이터(206)와 VP시뮬레이터(208)는 메모리억세스 모듈(210),  코프로세서모듈(212)  및 이벤트모
듈(214)을 공유한다. 메모리억세스 모듈(210)의 일부는 두 프로세서 시뮬레이터(206,208)에게 보여진다. 
메모리억세스 모듈(210)은 두개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개개의 변수와 공유하는 변수를 유지하도록 한
다. 메모리억세스 모듈(210)은 ARM7프로세서의 레지스터의 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 위치(ARM7 reg 
mem)(220)와 벡터프로세서의 레지스터의 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위치(VP reg mem)(222)를 구비하고 
있다. 코프로세서 모듈(212)은 두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간의 데이타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
다. 이벤트 모듈(214)은 리셋, 배제(exception) 및 인터럽트와 같은 이벤트를 처리한다. 메모리(210), 코
프로세서 모듈(212) 및 이벤트 모듈(214)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ARM7시뮬레이터(206)와 VP시뮬레이터(208)를 단단하게 연결함으로써 이중프로세서 회로구조의 정밀한 복
사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벡터프로세서 시뮬레이터(208)는 이중프로세서 집적회로상의 상태레지스
터를 나타내는 메모리위치(VP reg mem)(22)에 저장된 상태레지스터변수를 기입할 수 있으며, ARM7시뮬레
이터(206)는  두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간의  정보전달을  위해  상기와  동일한  상태레지스터  변수를 폴링
(polling)할 수 있다. ARM7시뮬레이터(206)는 VP시뮬레이터(208)에 의해 폴링된 레지스터로 기입을 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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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메모리억세스 모듈(210)을 통한 이와 같은 정보전달은 두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간의 정보전달을 
이루기 위해 파일, 파이프 또는 공유되는 버퍼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부가적
인  수단관리와  성능을  떨어뜨리는  동작들의  억세스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어떠한  동작  시스템에 
있어서, 파일을 통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그 파일을 열고, 그 파일에 기입을 행하고 파일을 닫기 위한 
VP시뮬레이터(208)가 요구되며, ARM7시뮬레이터(206)는 상기 파일을 열고, 이 파일로부터 독출을 행하고 
파일을 닫아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억세스 모듈(210)을 이용함으로써 정상적인 프로세서동작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전달에 의해 여분의 단계들을 없앨 수 있다.

이중프로세서 시뮬레이터(104)의 동작을 도 3에 상세히 도시하였다. 먼저, 디버거 인터페이스의 시작 블
럭(302)에서 디버거 인터페이스(202)(도 2에 도시됨)가 시동된다. 동기장치의 시작블럭(304)에서 사용자
는 이중프로세서회로상에서 실행되는 명령의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고 디버거 인터페이스(202)는 동기장치
(204)(도 2참조)에 신호를 보낸다. 동기장치(204)는 ARM7시뮬레이터(206)와 VP시뮬레이터(208)간의 명령
실행의 시뮬레이션을 인터리브하는 식으로 동기시킴으로써 이중프로세서 회로상에서 일어날 병렬실행에 
가까와지도록 한다.

동기장치(204)가  구동을 시작한 후,  ARM7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활성화블럭(306)에서,  동기장치(204)는 
ARM7시뮬레이터(206)(도 2참조)를 시동한다. 이중프로세서 회로상에서 ARM7프로세서와 벡터프로세서는 주
종(master-slave)관계를 갖는다. 벡터프로세서의 동작은 ARM7프로세서상에서 실행되는 명령 STARTVP(부록 
B, A2라인)을 통해 시동된다. 이러한 관계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ARM7시뮬레이터(206)가 먼저 활성화된
다. 상기 명령이 벡터프로세서를 시동하기 위한 신호로서 사용되기 위해 STARTVP으로 반드시 불리워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 분야의 통상을 지식을 가진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RM7시뮬레이터(206)가 활성된 후, 동기장치(204)는 ARM7부분으로부터의 명령의 페치 블럭(308)을 수행한
다. 블럭(308)에서 동기장치(204)는 ARM7프로세서 프로그램(부록B,  A1-A4라인)에 해당되는 코어 이미지
(102)의 코드부분으로부터 명령을 인가받는다. ARM7부분의 종료결정(310)단계에서 동기장치(204)는 ARM7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즉, 블럭(308)에서 ARM7명령을 성공적으로 페치했지를 확인한다. ARM7프
로그램이 종료되면, 동기장치(204)는 동작을 종료하고 디버거 인터페이스(202)로 되돌아간다.

동기장치(204)가 블럭(308)에서 성공적으로 명령을 페치했을 경우, 동기장치(204)는 STARTVP 명령결정 블
럭(312)에서 이 명령이 STARTVP인지를 결정한다. 블럭(308)에서 동기장치(204)가 페치한 명령이 STARTVP
명령이면, 처리과정은 병렬처리를 시뮬레이션하는 블럭(314)으로 이동한다. STARTVP명령과 마주칠 때까지 
동기장치(204) 제어하의 단일 프로세스는 단일 흐름줄기(thread)를 갖는다. 이 흐름줄기는 ARM7시뮬레이
터(204)의 동작과 관련된 것이다. STARTVP명령은 VP시뮬레이터(208)의 동작과 관련된 다른 흐름줄기의 생
성을 요구한다. 블럭(314)은 다음에 기술할 병렬 처리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블럭(308)에서 페치된 명령이 STARTVP이 아니면, 동기장치(204)는 ARM7시뮬레이터(206)로 하여금 ARM7 명
령의 시뮬레이션블럭에서 페치된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동기장치(204)는 ARM7시뮬레이터(206)를 사용하기 위한 서브루틴 신호
를 보낸다. 동기장치(204)가 ARM7시뮬레이터(206)를 사용하는 특정한 방법은 동기장치와 ARM7시뮬레이터
의 프로그래밍 수행에 의존한다.  블럭(316)의  프로세싱이 종료된 후,  ARM7시뮬레이터(206)는 동기장치
(204)로 되돌아가고 제어루프는 블럭(308)으로 돌아가 ARM7프로그램(부록 B,  A1라인)으로부터 부가적인 
명령을 독출한다.

병렬 처리

상술한 바와 같이 블럭(314)은 이중프로세서 집적회로의 ARM7프로세서와 벡터프로세서상의 명령의 병렬실
행을 시뮬레이션한다. 블럭(314)은 도 4에 도시하였다. 프로세싱은 동기장치(204)가 VP프로세서(208)를 
활성화하는 벡터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의 활성화블럭(402)에서 시작된다. VP시뮬레이터(208)가 명령을 프로
세스하기 위해 준비된 후, 동기장치(204)는 시뮬레이터 클럭의 시작블럭(404)을 실행한다. 동기장치(20
4)는 두개의 독립된 클럭시뮬레이터를 시간프로세서 시뮬레이터들(206,208)로 유지시키는 바, 이중 한 클
럭시뮬레이터는 ARM7클럭(도 5 참조)을 시뮬레이션하고, 다른 클럭시뮬레이터는 벡터 클럭(도 5 참조)에 
해당된다. ARM7클럭 시뮬레이터는 메모리위치 ARM7clk(216)(도 2 참조)를 포함한다. 벡터 클럭시뮬레이터
는  메모리위치  VPclk(218)(도  2  참조)를  포함한다.  블럭(404)에서  동기장치(204)는  메모리위치 

ARM7clk(216)와 VPclk(218)를 t1값(도 5 참조)으로 초기화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ARM7클럭
은 40MHz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며, 벡터클럭은 80MHz의 주파수에서 동작한다. 이 두 클럭의 주파수들만을 
설명하였으나, 이것에 의해 본 발명이 상기한 특정 주파수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원리는 어
떠한 주파수의 프로세서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동기장치(204)는 두개의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중의 어느 
것이 명령을 받고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한 두 클럭 시뮬레이터를 이용한다.

동기장치(204)는 계속해서 이중 흐름줄기의 활성화결정 블럭(406)을 실행한다. 양쪽 흐름줄기가 활성화상
태가 아니면,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중의 어느 하나에 대한 프로세싱이 종료되고, 이에 따라 병렬처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병렬처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블럭(314)은 종료된다.

양쪽 흐름줄기가 여전히 활성화상태이면 프로세싱은 ARM7 클럭이 나중인가를 결정하는 블럭(408)으로 이
동한다. 결정단계(408)에서 동기장치(204)는 ARM7클럭 시뮬레이터가 벡터 클럭시뮬레이터보다 나중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ARMclk(216)과 VPclk(218)을 빅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컨대, 
ARM7clk(216)=t1이고, VPclk(218)=t3이면(도 5 참조), ARM7클럭 시뮬레이터가 더 나중이다. ARM7 클럭이 
더 나중이면, 이것은 VP시뮬레이터(208)가 명령을 프로세싱하고 ARM7시뮬레이터(206)는 아이들(idle)상태
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중프로세서 회로에 있어서, 두개의 프로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프로세서
가 동시에 동작하게 된다. ARM7시뮬레이터(206)가 아이들상태에 있었다면, ARM7시뮬레이터는 다음 명령을 
프로세싱함으로써 명령실행의 순서가 유지되고 병렬처리가 시뮬레이션된다. 예컨대, 도 5를 참조하면, VP
프로세서(208)가 시간 t4동안 벡터프로세서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ARM7시뮬레이터(206)가 시간 t2동안 
ARM7프로세서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면, 명령을 실행하는 다음 프로세서는 ARM7시뮬레이터(206)가 되어야 
한다. ARM7시뮬레이터(206)는 적어도 VP시뮬레이터(208)가 동작하는 시간만큼 동작하는 동안 명령의 처리
를 계속해야 한다. 어떠한 명령들은 종료되기 위한 시간의 양이 다르므로 동기장치(204)는 아이들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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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오래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더 많은 명령을 실행하도록 두개의 프로세서 시뮬레
이터간의 명령실행의 엄격한 인터리빙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ARM7클럭 시뮬레이터가 벡터 클럭시뮬레이터보다 더 나중이면(즉, ARM7clk(216)VPclk(218)), 프로세싱은 
동기장치(204)가 코어 이미지(102)의 ARM7 프로그램의 코드부분(부록 B, A2-A4라인)으로부터 명령을 페치
하는 ARM7명령의 페치블럭(410)으로 이동한다. 상기 명령이 페치된 후, 프로세싱은 동기장치(204)가 ARM
시뮬레이터(206)로 하여금 ARM7프로세서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는 ARM7명령의 
시뮬레이션블럭(412)으로 이동한다. 명령실행의 시뮬레이션의 일부로서, 동기장치(204)는 ARM7프로세서상
의 시뮬레인팅된 명령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ARMclk(216)에 더한다. 예를 들어 도 5를 참조하면, 
ARM7시뮬레이터(206)가 ARM7clk(216)=t1에서 명령의 실행을 시작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ARM7프로세서상의 1클럭주기이면, ARMclk(216)은 t2로 세트된다. ARM7명령의 실행이 시뮬레이션된 후, 프
로세싱은 결정단계(406)로 이동하여 명령의 병렬실행을 시뮬레이션하는 루프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ARM7프로세서가 벡터프로세서가 실행(부록B, A4라인)을 완료하는 것을 기
다리는 동안 대기루프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ARM7프로세서 시뮬레이터(206)가 대기루프를 시뮬레이
션할 때 양쪽 흐름은 여전히 활성화상태이고 병렬처리가 시뮬레이션된다.

ARM7클럭 시뮬레이터가 벡터 클럭시뮬레이터보다 나중이 아니면(즉, ARM7clk(216)=VPclk(218)), 처리과정
은 벡터명령의 페치블럭(414)으로 이동한 후, 벡터명령의 시뮬레이션블럭(416)으로 이동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두 클럭시뮬레이터가 같으면, 동기장치(204)는 ARM7프로세서 시뮬레이터(206)로 
하여금 ARM7프로그램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도록 한다. 도 4의 블럭(414)에서, ARM7클럭 시뮬레이터
가 나중일 경우의 처리과정과 유사하게 동기장치(204)는 코어 이미지(102)의 벡터프로그램의 코드부분(부
록B, A6-A7라인)으로부터 명령을 페치한다. 블럭(416)에서 동기장치(204)는 VP시뮬레이터(208)로 하여금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도록 한다. 벡터프로그램 명령실행의 시뮬레이션의 일부로서, 동기장치(204)
는 VPclk(216)를 벡터프로세서상의 명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증가시킨다. 블럭(416)이후에 처
리과정의 제어는 결정블럭(416)으로 이동되어 명령의 병렬실행을 시뮬레이션하는 루프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벡터프로세서 명령 JOIN(부록B, A7라인)에 주목한다. ARM7명령 STARTVP에 
대응되는 JOIN은 벡터프로그램이 종료되었고 VP시뮬레이터(208)에 대한 처리흐름이 취소되어야 하며, 처
리과정이 기본 ARM7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명령을 벡터프로세서를 종료하
는 신호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JOIN이라고 하지 않아도 됨은 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ARM7시뮬레이터(206)의  VP시뮬레이터(208)의  단단한  연결의  한가지  장점은  동기장치(204)가 콘텍스트
(context)와 타스크스위칭(task switching)에서 마주치게 되는 비용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데 있다. 동
기장치(204)는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블럭(412)의  ARM7시뮬레이터(206)와  블럭(416)의 VP시뮬레이터(20
8))에 신호할 수 있다. 동기장치가 본래 두 프로세서간의 타스크 스위칭임은 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프로세서 시뮬레이터(206,208)가 단단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명령의 
형태가 그전에 시뮬레이션된 형태로부터 변경될 때마다 한 프로세서 시뮬레이터는 정지하고 다른 프로세
서 시뮬레이터가 시동되어야 하므로 실행될 새로운 프로세서가 필요하게 된다(즉, ARM7명령으로부터 벡터
프로세서명령으로 변경되거나 벡터프로세서 명령으로부터 ARM7명령으로 변경됨).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결정블럭(406)에서 시작하는 도 4에 도시한 루프는 클럭의 수를 줄이기 
위해 변경될 수 있다. 도 4에서 동기장치(204)는 각각의 명령을 실행한 후, ARM7clk(216)와 VPclk(218)을 
비교한다. 도 6은 상기 변경된 루프를 나타낸 것으로, 블럭(602, 604)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 4의 
루프와 동일하다.

각각의 벡터명령이 필요로 하는 클럭주기의 수를 포함하는 클럭주기 검사표(clock-cycle lookup table)
(도시하지 않음)가 동기장치(204)내에 구성된다. 블럭(414)이 종료된 후의 블럭(416)전에 벡터명령의 실
행이 시뮬레이션되기 전에 명령주기 시간의 검사블럭(602)에서 동기장치(204)는 명령이 몇개의 주기를 필
요로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클럭주기 검사표를 검색한다. 일반적으로, ARM7프로세서상의 명령은 1주기
를 필요로 하며, 벡터프로세서상의 명령은 다수개의 클럭주기를 필요로 한다. 블럭(602)이 종료된 후, 벡
터명령의 시뮬레이션블럭(416)이 상술한 바와 같이 실행된다. 벡터명령의 시뮬레이션후, ARM7clk(216)과 
VPclk(218)을 비교하는 대신에 ARM7명령의 반복실행(loop)블럭(604)에서 동기장치(204)는 벡터명령에 요
구되는 클럭갯수의 반에 해당되는 갯수의 ARM7명령을 페치하여 그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한다. 예를 
들어, 처리과정이 시간 t=1에서 시작되고(도 5 참조) 8개의 클럭주기를 필요로 하는 벡터프로세서 명령이 
실행된다고 가정하면, 벡터프로세서는 시간 t=5에서 명령의 실행을 종료할 것이다. VP클럭이 ARM7클럭보
다 2배 빠르므로 ARM7clk(216)은 VPclk(218)보다 8클럭주기가 아닌 4클럭주기가 늦게 된다.

동기장치(204)는 4개의 ARM7명령을 페치한 후, ARM7시뮬레이터(206)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들 명령의 수
행을 시뮬레이션한다. 도 4에 나타낸 프로세서의 종료후에, 동기장치(204)는 블럭(414)에서 페치된 벡터
명령이 시뮬레이션된 후에 4번의 클럭비교를 행한다. 도 6에 나타낸 방법은 이러한 4번의 클럭비교가 필
요없게 만든다. 블럭(606)후, 처리과정은 도 4의 블럭(416)이후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부록A의 컴퓨터프로그램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상용화된 마이크로소
프트 비쥬얼 C++ 4.0의 통합된 개발 환경을 이용하여 컴파일되고 링크된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

해 상용화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즈95
TM
 를 이용하는 개인용컴퓨터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실

시예에 있어서, 부록A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UNIX Solaris 2.5 구동시스템과 GCC컴파일러 및 링커를 이용
하여 컴파일되고 링크될 수 있다. 부록 A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특정한 컴퓨터 언어와 부록 A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규정되는 컴퓨터프로세서가 수행되는 컴퓨터시스템은 본 발명의 중요한 면이 아
니다. 다른 컴퓨터 언어 및/또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발명을 구현할 수 있음은 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실시예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기 실시예에서는 ARM7프
로세서와 벡터프로세서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다른 프로세서에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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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개 이상의 프로세서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멀티프로세서 회로가 집적회로가 아닐 수
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시뮬레이터보다 향상된 성능을 갖는 이중프로세서 회로의 시뮬레이터가 제공되
며, 기초가 되는 전자회로에 존재하는 신호전달 동작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시뮬레이터가 제공된다.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마련되는 본 발명의 정신이나 분야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 발명이 다양하게 개조 및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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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중프로세서회로상의 병렬실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신호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있어서,

상기 이중프로세서의 제1프로세서상의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터션하기 위한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상기 이중프로세서의 제2프로세서상의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

상기 신호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의해 억세스된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유되는 메모리;

상기 제1프로세서에 대한 클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제1클럭 시뮬레이터;

상기 제2프로세서에 대한 클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제2클럭 시뮬레이터; 및

상기 제1클럭 시뮬레이터와 제2클럭 시뮬레이터를 비교하고, 더 나중의 클럭시뮬레이터에 해당하는 프로
세서 시뮬레이터상의 명령을 처리하는 동기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프로세서 
시뮬레이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RISC프로세서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프로세서 시뮬레
이터.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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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ARMULATOR임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프로세서 시뮬레이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벡터프로세서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프로세서 시뮬레
이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되는 메모리가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보여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신호프로세서 시뮬레이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되는 메모리가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
터의 레지스터의 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프로세서 시뮬레이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장치가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대한 명령에 요구되는 클럭주기를 포함하는 검사표를 포
함하며, 상기 동기장치가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상의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명령에 필요한 클럭주기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검사표를 검사하고,

상기 명령을 실행한 후에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의해 시뮬레이션되는 제1프로세서의 동작이 적
어도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의해 시뮬레이션되는 제2프로세서의 동작 기간만큼 이루어질때까지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상의 1개이상의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프로세서 시
뮬레이터.

청구항 8 

이중프로세서회로상에서 실행되는 명령들을 포함하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과;

상기 이중프로세서회로의 제1프로세서상의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

상기 이중프로세서회로의 제2프로세서상의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간의 명령의 실행을 인터리브하기 위한 동기장치;

제1프로세서 클럭을 나타내는 제1클럭값;

제2프로세서 클럭을 나타내는 제2클럭값; 및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보여지며,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요
구되는 1개이상의 제1레지스터값과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요구되는 1개이상의 제2레지스터값을 
포함하는 공유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컴퓨터 저장매체에 제공되는 이중프로세서회로의 동작을 시뮬레이
션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제1명령을 페치하고,

상기 제1명령이 병렬처리를 위한 신호가 아니면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상의 제1명령의 실행을 시뮬
레이션하고,

상기 제1명령이 병렬처리를 위한 신호이면 병렬처리를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 실행단계들을 포함하는 제1
루프를 수행하고,

상기 병렬처리를 시뮬레이션하는 단계가,

상기 클럭값과 제2클럭값을 비교하고,

상기 제1클럭값이 제2클럭값보다 작으면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제2명령을 페치하고, 상기 제
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상의 제2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고, 상기 제1프로세서상의 제2명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상기 제1클럭값에 더하고, 

상기 제1클럭값이 상기 제2클럭값보다 같거나 크면,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제3명령을 페치하
고,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상의 제3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고, 상기 제2프로세서상의 제3명령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상기 제2클럭값이 더하고,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상기 제1루프로 돌아가고,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내의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관련된 모든 명령이 시뮬레이션되었으면, 상기 
제1루프를 종료하는 컴퓨터 실행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프로세서회로의 동작을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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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방법.

청구항 9 

이중프로세서회로상에서 실행되는 명령들을 포함하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과;

상기 이중프로세서회로의 제1프로세서상의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

상기 이중프로세서회로의 제2프로세서상의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간의 명령의 실행을 인터리브하기 이한 동기장치;

제1프로세서 클럭을 나타내는 제1클럭값;

제2프로세서 클럭을 나타내는 제2클럭값;

명령들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검사표; 및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보여지며,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요
구되는 1개이상의 제1레지스터값과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에 요구되는 1개이상의 제2레지스터값을 
포함하는 공유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컴퓨터 저장매체에 제공되는 이중프로세서회로의 동작을 시뮬레이
션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방법에 있어서,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제1명령을 페치하고,

상기 제1명령이 병렬프로세싱을 위한 신호가 아니면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상의 제1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고,

상기 제1명령이 병렬처리를 위한 신호이면 병렬처리를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 실행단계들을 포함하는 제1
루프를 수행하고,

상기 병렬처리를 시뮬레이션하는 단계가,

상기 클럭값과 제2클럭값을 비교하고,

상기 제1클럭값이 제2클럭값보다 작으면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제2명령을 페치하고, 상기 제
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상의 제2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고, 상기 제1프로세서상의 제2명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상기 제1클럭값에 더하고,

상기 제1클럭값이 상기 제2클럭값보다 같거나 크면,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제3명령을 페치하
고, 상기 제3명령에 필요한 실행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검사표를 억세스하고,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
터상의 제3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고, 상기 제2프로세서상의 제3명령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상
기 제2클럭값에 더하고, 상기 제3명령에 필요한 실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부터 소정갯수의 명령을 페치하고, 상기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상에서 상기 소정갯수의 명령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고,

상기 제2프로세서 시뮬레이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상기 제1루프로 돌아가고,

상기 실행가능한 프로그램내의 제1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관련된 모든 명령이 시뮬레이션되었으면 상기 
제1루프를 종료하는 컴퓨터 실행단계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프로세서회로의 동작을 시뮬
레이션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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