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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멀티스레드 프로세서 내에서 성능을 감시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제1 및 제2

스레드 내의 명령어에 응답하는 프로세서와, 상기 제1 스레드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발생되는 제1 이벤트

와 상기 제2 스레드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발생되는 제2 이벤트를 분리하여 기록하는 성능 모니터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프로세서는 제1 및 제2 동작 모드를 갖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 성능 모니터가 제1 모

드에서 동작할 때에는, 성능 모니터내의 제1 카운터는 제1 이벤트의 각각의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증가되고, 성능 모

니터내의 제2 카운터는 제2 이벤트의 각각의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증가된다. 이와 달리, 성능 모니터가 제2 모드에서

동작할 때에는, 제1 카운터는 제1 이벤트의 각각의 어커런스 및 제2 이벤트의 각각의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증가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록특허  10-0384263

- 2 -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성능 모니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2는 성능 모니터가 글로벌 모드에서 동작할 때 도1에 도시된 성능 모니터를 도시하는 도면.

도3은 성능 모니터가 멀티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할 때 도1에 도시된 성능 모니터를 도시하는 도면.

도4는 성능 모니터가 글로벌 모드 및 멀티스레드 모드 각각에서 동작할 때 이벤트가 어떻게 성능 모니터 카운터로 루

팅되는지를 도시하는 논리적 흐름도.

도5는 성능 모니터가 글로벌 모드 및 멀티스레드 모드 각각에서 동작할 때 성능 모니터 인터럽트가 어떻게 발생되는

지를 도시하는 논리적 흐름도.

도6는 성능 모니터가 글로벌 모드 및 멀티스레드 모드 각각에서 동작할 때 성능 모니터 카운터가 어떻게 억세스되는

지를 도시하는 논리적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프로세서 11 : 시스템 버스

12 :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13 : TLB 버퍼

14 : 메모리 관리 유닛 15 : 라인 버퍼

16 : L1 데이터 캐시 17 : 순차 버퍼

18 : 스레드 스위치 버퍼 19 : 브랜치 버퍼

20 : 브랜치 유닛 21 : 디스패치 유닛

25 : 명령어 유닛 50 : 성능 모니터

52 : 메인 메모리 54 : 비휘발성 대용량 기억장치

56 : L2 캐시 58 : L2 캐시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에서의 성능 감시(performance mo

nitoring)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멀티스레드(multithreaded) 프로세서 내에서의 스레드별(per-thread) 성

능 감시에 관한 것이다.

프로세서로부터 최적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프로세서의 동적인 동작을 검출

하고 분석한다. 종래에는, 이와 같은 프로세서 분석에 유용한 대부분의 프로세서 상태는 외부 계측에 의해 얻을 수 있

었다. 예를 들어, 낮은 레벨의 집적도에서, 대부분의 머신 상태, 버스 트랜잭션, 및 다른 유용한 신호는 모듈 상호접속

부(interconnects), 엣지 커넥터, 및 칩 백플레인(backplanes) 상에서 검출가능했다. 따라서, 프로세서 성능 분석에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가 쉽게 포착되고 사후-처리(post-process)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집적도 레벨이 증가되고, 따라서 프로세서 상태를 외부 계측에 의해 얻기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를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데이터를 포착하기 위해 프로세서 내에 성능 감시 회로를 통합할 필

요가 있게 되었다. 내장형(on-board) 성능 모니터는 통상적으로, 프로세서 사이클이나, 실행된 명령어 또는 캐시 미

스(cache misses)와 같은 프로세서 성능을 나타내는 선택된 이벤트의 발생을 각각 카운트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카운터를 포함한다. 비록 현재 이용가능한 성능 모니터가 종래의 프로세서의 동적인 동작을 분석하기에 충분한 데이

터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선택된 이벤트의 모든 발생을 기록하기 위해 단일 카운터를 이용하는 종래의 성능 모니터는

복수의 동시발생 스레드에 대한 하드웨어 지원을 제공하는 멀티스레드 프로세서에 대한 충분한 성능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종래의 성능 모니터는, 각각의 스레드에 기인하는 캐시 미스의 수나 또는 다수의 사이클에 걸

쳐 각각의 스레드에 의해 이용되는 프로세서 사이클의 수를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프로세서내에서 다수의 스레드 각각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하드웨어 성능 모니터를 포함하는 멀티스레

드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선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의 성능 감시를 위한 개선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스레드 프로세서 내에서 스레드별 성능 감시를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다.

전술한 목적은 후술되는 바와 같이 실현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멀티스레드 프로세서 내에서 성능 감시를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제1 및 제2 스레드 내의 명령어에 응답하는 프로세서와, 상기 제1 스레드에 응답

하여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발생되는 제1 이벤트와 상기 제2 스레드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발생되는 제2 

이벤트를 분리하여 기록하는 성능 모니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프로세서는 제1 및 제2 동작 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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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 성능 모니터가 제1 모드에서 동작할 때에는, 성능 모니터내의 제1 카운터는 제1 이벤트의 

각각의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증가되고, 성능 모니터내의 제2 카운터는 제2 이벤트의 각각의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증

가된다. 이와 달리, 성능 모니터가 제2 모드에서 동작할 때에는, 제1 카운터는 제1 이벤트의 각각의 어커런스 및 제2 

이벤트의 각각의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증가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새로운 특징은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 자체 및 그 바람직한 이용 방식과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첨부도면과 함께하는 다음의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므로써 잘 이해될 것이다.

이제, 도면, 특히 도1을 참조하면,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상세히 기술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데이터 처리 회로 및 내장형 성능 모니터(50)를 포함하는 프로

세서(10)는 단일 집적회로 슈퍼스칼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프로세서(10

)의 다양한 실행 유닛, 레지스터, 버퍼, 메모리, 및 다른 기능 유닛은 모두 집적 회로에 의해 형성된다. 프로세서(10)은

바람직하게도 IBM 사로부터 이용가능한 축소 명령어 셋트 컴퓨팅(RISC) 프로세서 계열의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하

는데, 이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다음의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프로세서

가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서(10)는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BIU)(12)을 통해 시스템 버스(11)에 접속되며, 이 B

IU(12)는 버스 중재(arbitration)에 참여하므로써, 메인 메모리(52)와 비휘발성 대용량 기억장치(54)와 같은 시스템 

버스(11)에 접속된 다른 장치와 프로세서(10) 사이의 정보의 전송을 제어한다. 도1에 도시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바람직하게는 시스템 버스(11)에 접속된 다른 예시되지 않은 장치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다음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

하여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간략성을 위해 설명은 생략된다.

BIU(12)는 프로세서(10)의 메모리 계층(hierarchy)의 각 컴포넌트 내에 저장된 데이터 및 명령어에 대한 프로세서(1

0)에 의한 억세스를 관리하는 메모리 관리 유닛(MMU)(14)에 접속된다. 본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0)의 메모리 계층

은 비휘발성 대용량 기억장치(54) 및 메인 메모리(52) 뿐만 아니라, L2 캐시 인터페이스(58) 를 통해 억세스되는 단

일화된 레벨2(L2) 캐시(56)와 레벨1(L1) 명령어 캐시(22), 및 L1 데이터 캐시(16)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MMU(14)

의 관리 기능은, TLB(translation Lookaside Buffer)(13)를 이용하여 논리 어드레스-실제 어드레스 변환을 수행하

는 기능과, 기억장치 제어(storage control)(SC) 회로(23)를 이용하여 L1 데이터 캐시(16) 및 L2 캐시(56)내의 데이

터를 억세스하는 기능, 및 라인 버퍼(LB)(15)와 BIU(12) 사이에서 데이터 라인을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속도의 메모리 내

에서 데이터 및 명령어를 스테이징(staging)하는 것은 프로세서로 하여금 보다 높은 레벨의 메모리 계층에 저장된 데

이터 및 명령어에 비교적 빠르게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킨

다.

L1 명령어 캐시(22)는 또한, 순차(sequential) 버퍼(17), 스레드 스위치 버퍼(18), 브랜치 버퍼(19), 및 브랜치 유닛(2

0)에 접속되는데, 이들은 디스패치(dispatch) 유닛(21)과 함께 프로세서(10)의 명령어 유닛(IU) 논리 구획(logical pa

rtition)(25)을 형성한다. IU(25)는 프로세서(10)의 부동소수점(FP) 논리 구획(26)과 고정소수점(FX) 논리 구획(30) 

내에서의 복수의 가능한 동시발생 하드웨어 스레드중 하나의 실행을 제어한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하드웨어 스레드

' 또는 단순히 '스레드'는, 그 상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하드웨어 스레드의 상태와 동시에 프로세서 하드웨어

에서 유지될 수 있고 그 실행이 프로세서 하드웨어에 의해 지배되는 (다른 동시발생 스레드와 동일한 프로그램 에 속

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명령어 그룹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프로세서(10)에 의해 지원되는 미세-그레인 방식(fine-grained)의 멀티스레딩이 그 시점에서의 기술

수준의 많은 운영 체제에 의해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관리되는 성근-그레인 방식(coarse-grained)의 멀티태

스킹과 구별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프로세서(10)가 이후에 단지 2개의 동시발생 스레드(즉, 하나의 활성 스레드

와 하나의 비활성 스레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되게 되지만, 본 발명은 추가적인 활성 및 비활성 스레드를 지원하

는 멀티스레드 프로세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동작중에, 순차 버퍼(17)는 L1 명령어 캐시(22)로부터 활성(active) 스레드내의 명령어를 펫치(fetch)하고 그 명령어

를 일시적으로 버퍼링한다. 다음에, 순차 버퍼(17)는 펫치된 명령어를 수신하기 위해 디스패치 유닛(21)으로 전달한

다. 디스패치 유닛(21)은 각각의 명령어를 부분적으로 디코드하고, 그 이후에 브랜치 명령어를 브랜치 처리 유닛(BP

U)(20)으로 전송하고, 순차 명령어는 실행을 위해 FP(26)와 FX(30) 중에서 적절한 곳으로 전송한다. 브랜치 명령어

의 수신에 응답하여, 브랜치 유닛(20)은 브랜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행이 계속되는 타겟 어드레스를 판단하고, 그 

타겟 어드레스를 L1 명령어 캐시(22)로 공급한다. 순차 실행 경로내의 명령어를 여전히 순차 버퍼(17)로 공급하면서,

L1 명령어 캐시(22)는 타겟 실행 경로내의 명령어를 브랜치 버퍼(19)에 로딩함으로써 타겟 어드레스에 응답한다. 결

과적으로, 그 후에 브랜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되면, 브랜치 버퍼(19)는 어떤 대 기시간(latency)도 유발하지 않고

타겟 실행 경로내의 명령어를 디스패치 유닛(21)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후에, 순차 버퍼(17)는 새로운 실행 경로내의

명령어를 펫치하기 시작한다.

IU(25)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스레드 스위치를 수행한다. 스레드 스위치 버퍼(18)는 비활성(inactive) 스레드 내에

서 실행될 그 다음 명령어를 펫치하여 버퍼링한다. 예를 들어, 활성 스레드에 대한 L2 캐시 미스 또는 TLB 미스와 같

은 선택된 이벤트의 발생에 응답하여, 그 비활성 스레드는 활성 스레드로서 지정되고, 스레드 스위치 버퍼(18)내의 명

령어는 브랜치 버퍼(19)로 전달된다. 다음에, 디스패치 유닛(21)은 새로 활성화된 스레드로부터 명령어를 BPU(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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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26), 및 FX(30)로 디스패치하기 시작한다. 그 동안, 순차 버퍼(17)는 새로 활성화된 스레드내의 명령어를 펫치하

기 시작하고, 스레드 스위치 버퍼(18)는 비활성화된 스레드 내의 명령어를 펫치하기 시작한다.

이제, FP(26) 및 FX(30)를 참조하면, 프로세서(10)의 실행 회로는, 브랜치 유닛(20) 뿐만 아니라, 2배 정밀도(double

precision) 부동소수점 유닛(FPU)(27), 로드 스토어 유닛(Load Store Unit)(LSU)(32), 단일 및 복합 정수 유닛(simp

le and complex integer unit)(34), 및 단일 정수 유닛(36)을 포함한다. 각각의 실행 유닛(27,32,34,36)은 각각의 프

로세서 사이클 동안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된 형태의 순차 명령어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일 정수 유닛(36)은 고정소수점 수학적 연산(예, 가산 및 감산)을 수행하고, 이들 연산을 지정된

정수 레지스터(38)로부터 로드된 소스 오퍼랜드(source operands)를 이용하여 비교한다. 고정소수점 명령어의 실행

이후에, 단일 정수 유닛(36)은 그 명령어의 결과 데이터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된 정수 레지스터(38)에 저장한다

. 마찬가지로, 2배 정밀도 FPU(27)는 부동소수점 레지스터(FPR)(28)로부터 로드된 소스 오퍼랜드에 대해, 부동소수

점 승산 및 제산과 같은 2배-정밀도 부동소수점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지정된 FPR(28)내

에 저장한다. 프로세서(10)의 각각의 순차 명령어 실행 유닛은 프로세서(10)의 슈퍼스칼라 아키텍쳐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파이프라이닝(pipelining)을 사용한다. 예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FPR(28) 및 정수 레지스터(38)는 

프로세서(10)에 의해 지원되는 복수의 동시발생 스레드의 각각의 스레드와 각각 연관된 복수의 중복 레지스터 셋트 

또는 '수단(ways)'을 갖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프로세서(10)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세서(10)에 의해 지원되는 복수의 동시발생 스레드 각각에 

대한 독립적인 성능 감시를 지원하는 성능 모니터(50)를 포함한다. 예시된 바와 같이, 성능 모니터(50)는 IU(25), FP(

26), FX(30), SC(23), BIU(12), 및 L2 캐시 인터페이스(58)의 연산에 의해 발생되는 이벤트 어커런스(event occurr

ences)를 입력으로서 수신한다. 성능 모니터(50)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많은 이벤트 어커런스 중에서 선택된 이벤트

어커런스는 성능 모니터(50)내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판독가능하고 기록가능한 성능 모니터 카운터(PMC)내에 기록

된다. PMC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구조적으로 정의된(architecturally defined) 명령어의 실행에 응답하여, 성능 모니

터(50)는, 예를 들어 지정된 PMC의 값을 정수 레지스터(38)중 선택된 레지스터에 저장하므로 써 지정된 PMC의 값

을 출력한다. 이 성능 모니터(50)는 또한, PMC중 하나의 오버플로우에 응답하여 표명되는(asserted) 성능 모니터 인

터럽트 출력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의 한 중요한 관점에 따라, 성능 모니터(50)는 2가지 동작 모드: 즉, (1) 어커런스가 모두 동일한 스레드의 처

리에 응답하여 발생되었는지 또는 아니든지 간에 동일한 이벤트의 모든 어커런스가 함께 기록되는 글로벌 모드와, (2)

각각의 스레드와 관련된 이벤트의 어커런스가 분리하여 기록되는 멀티스레드 모드를 갖고 있다.

이제 도2를 참조하면, 글로벌 모드에서 동작할 때의 성능 모니터(50)의 개념도가 도시되어 있다. 예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 모드에서는, 프로세서(10)의 모든 논리 구획에 의해 발생된 이벤트 어커런스가 멀티플렉서(82)로 입력된다. 

다음에, 멀티플렉서(82)는, 소프트웨어-억세스가능 제어 레지스터(80) 내에서의 비트 필드의 셋팅에 응답하여 발생

되는 선택 입력(86)에 응답하여 PMC(84)중의 특정 카운터로 이벤트 어커런스를 루팅한다. 제어 레지스터(80)내의 

비트 필드는, 만일 있다면, 각각의 PMC(84)가 기록하는 이벤트 어커런스뿐만 아니라, 성능 모니터(50)가 동작하는 

모드(즉, 글로벌 또는 멀티스레드 모드)와 각각의 PMC(84)에 대해 카운팅이 인에이블되고 디스에이블되는 때를 지정

한다. 이벤트 어커런스의 수신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된 PMC는 증가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만일 PMC(84)중 

어느 것의 비트0이 1로 셋트되면, OR 게이트(88)에 의해 성능 모니터 인터럽트가 발생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멀티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할 때의 성능 모니터(50) 의 개념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실시

예에서, 프로세서(10)는 PMC(84)의 각각 할당된 절반(half)이 되는 최대 2개의 동시발생 스레드를 지원한다. 그러므

로, 참조번호 84a로 식별되는 PMC1-PMC4는 스레드 0에 할당되고, 참조번호 84b로 식별되는 PMC5-PMC8은 스

레드 1에 할당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 입력(86a)에 응답하여 이벤트 어커런스는 멀티플렉서(82a)에 의해 PMC

1-PMC4로 루팅되고, 선택 입력(86b)에 응답하여 이벤트 어커런스는 멀티플렉서(82b)에 의해 PMC5-PMC8로 루팅

된다. 선택 입력(86a,86b)은 도 2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제어 레지스터(80)내의 비트 필드의 값에 

응답하여 발생된다.

글로벌 모드에서의 성능 모니터(50)의 동작과 대조적으로, 성능 모니터(50)가 멀티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할 때에는, 

이벤트 어커런스가 모두 비슷하게 처리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이벤트 어커런스는 그 이벤트 어커런스가 속한 이벤트

그룹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제1 이벤트 그룹은 오직 활성 스레드와 관련된 이벤트를 포함한다. 이들 이벤트

의 어커런스는 IU(25), FX(30), 및 FP(26)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

(1) 완료된 명령어(instructions completed)

(2) 프로세서 사이클(processor cycles)

(3) 기억 대기시간 사이클(cycles of storage latency)

(4) 브랜치 데이터(branch data)

(5) 데이터 의존도(data dependencies)

(6) 비정렬된 억세스(unaligned accesses)

(7) L1 명령어 캐시 미스 카운트(L1 instruction cache miss count)

(8) 부동소수점 연산(floating point operations)

(9) 스레드 스위치 카운트(thread switch counts)

제2 이벤트 그룹은 활성 스레드 또는 비활성 스레드와 관련될 수도 있는 이벤트이다. 이들 이벤트의 어커런스는 SC(2

3)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

(1) 총 카운트, 대기시간, 미스 형태 등과 같은, L1 데이터 캐시 미스 이벤트

(2) 변환 미스 이벤트(translation miss event)(예, TLB 미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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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2 캐시 미스 이벤트

제2(또는 마지막) 이벤트 그룹은 특정 스레드와 관련되지 않은 이벤트이다. 이들 이벤트의 어커런스는 BIU(12), LB(

15), 또는 L2 캐시 인터페이스(58)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1) L2 캐시 라인 트랜지션(transitions)

(2) L2 캐시 캐스트아웃(castouts)

(3) L2 캐시 스누프(snoop) 카운트

(4) 라인 버퍼 사용량(usage)

(5) 시스템 버스 이용률(utilization)

(6) 시스템 버스 재시도(retries)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이벤트 그룹에서의 이벤트 어커런스는 AND 게 이트(100,102)에 의해 입력으로서 수

신된다. 이들 제1 이벤트 그룹내의 이벤트 어커런스는 스레드 0이 활성상태인 경우에만 멀티플렉서(82a)로 입력되고,

스레드 1이 활성상태인 경우에는 멀티플렉서(82b)로 입력된다. 제1 이벤트 그룹에 속한 이벤트 어커런스와 대조적으

로,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된 실시예에서 MMU(14)내의 SC(23)에 의해 발생되는 제2 이벤트 그룹내의 이벤트는 그 

이벤트 어커런스와 관련된 스레드가 활성 스레드인지 또는 비활성 스레드인지에 관계없이, 가능한 선택을 위해 멀티

플렉서(82a,82b)중 적절한 멀티플렉서로 전달된다. 제3 이벤트 그룹에 속한 이벤트 어커런스는 가능한 선택을 위해 

멀티플렉서(82a,82b) 모두에 전달된다.

이제 도4를 참조하면, 성능 모니터(50)가 글로벌 동작 모드 및 멀티스레드 동작 모드 각각에 대한 이벤트 어커런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요약한 논리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는 블록(170)에서 시작되어, 성능 

모니터(50)가 멀티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블록(172)으로 진행한다. 성능 모니터(50)가 멀티스

레드 모드가 아닌 글로벌 모드에서 동작한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프로세스는 블록(174)로 통과되고, 여기서, 멀티플

렉서(82)는 선택 입력(86)에 의해 선택된 이벤트 어커런스를 PMC(84)중 적절한 PMC로 루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이한 스레드에 의해 발생된 동일한 이벤트의 어커런스는 PMC(84) 내에서 합병되고(merged), 따라서 각각의 선택

된 이벤트에 대해 단일의 이벤트 카운트가 유지되게 된다.

다시 블록(172)를 참조하면, 성능 모니터(50)가 멀티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한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프로세스는 블록(

176)으로 진행하여, 검출된 이벤트 어커런 스가 IU(25), FX(30), 또는 FP(26)에 의해 발생되었는지 여부(즉, 이벤트 

어커런스가 제1 이벤트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그렇다면, 블록(17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레드 0

이 활성 스레드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스레드 0이 활성 스레드이면, 프로세스는 블록(180)으로 진행하고, 그 이

벤트 어커런스는 선택되는 경우에, PMC1-PMC4 중에서 적절한 PMC로 전송되게 된다. 그러나, 스레드 1이 활성 스

레드라는 판단에 응답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블록(178)로부터 블록(182)으로 진행한다. 블록(182)은 이벤트 어

커런스가 선택되는 경우에 PMC5-PMC8 중에서 적절한 PMC로 전송됨을 도시하고 있다.

다시 블록(176)을 참조하면, 검출된 이벤트 어커런스가 IU(25), FX(30), 또는 FP(26)에 의해 발생되지 않았다는 판

단에 응답하여, 프로세스는 블록(184)으로 진행한다. 블록(184)에서는, 그 이벤트 어커런스가 SC(23)에 의해 발생되

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그렇다면, 프로세스는 블록(184)으로부터 블록(186)으로 진행하여, 그 이벤트 어커런

스가 스레드 0 또는 스레드 1의 처리에 응답하여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에는, 이벤트 어커런스가 스레

드 0의 처리에 응답하여 발생되었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프로세스는 블록(188)으로 진행하고, 그 이벤트 어커런스가 

선택되는 경우에, 그 이벤트 어커런스를 PMC1-PMC4 중 하나로 전송한다. 이와 달리, 이벤트 어커런스가 스레드 1

의 처리에 응답하여 발생되었다는 블록(186)에서의 판단에 응답하는 경우에, 프로세는 블록(190)으로 진행하고, 그 

이벤트 어커런스가 선택되는 경우에, 이벤트 어커런스를 PMC5-PMC8 중 하나로 전송한다.

다시 블록(184)을 참조하면, 이벤트 어커런스가 SC(23)에 의해 발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프로세스는 블

록(192)으로 진행하여, 이벤트 어커런스가 BIU(12), LB(15), 또는 L2 캐시 인터페이스(58)에 의해 발생되었는지 판

단한다. 이러한 판단에 응답하여, 그 이벤트 어커런스는 선택되는 경우에, PMC1-PMC8 중에서 적절한 PMC로 루팅

된다.

이제 도 5를 참조하면, 성능 모니터(50)의 인터럽트 동작을 요약한 논리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는 블록(130)에서 시작되어, 성능 모니터(50)가 멀티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블

록(132)으로 진행한다. 블록(132)에서의 판단은, 예를 들어, 제어 레지스터(80)내의 소정의 비트 필드의 값을 검사하

므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성능 모니터(50)가 멀티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하지 않고 글로벌 모드에서 동작한다는 판단

에 응답하여, 프로세스는 블록(134)으로 진행하여, PMC1-PMC8 중에서 어느 PMC의 비트 0이 1의 값을 갖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결과가 부정이면, 프로세스는 블록(132)으로 되돌아 간다. 그러나, PMC(84)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PMC의 비트 0이 1로 셋트되어 있다는 판단에 응답하는 경우에는, 도5의 블록(15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성능

모니터 인터럽트가 발생된다.

글로벌 모드와 대조적으로, 성능 모니터(50)가 멀티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할 때에는, 오직 활성 스레드와 관련된 인터

럽트만이 소프트웨어에 제공된다. 그러므로, 도5의 블록(136,138)을 참조하면, 만일 스레드 0이 활성상태인 경우에

는, 오직 PMC(84a)와 관련된 인터럽트만이 제공되고, PMC(84b)와 관련된 인터럽트는 스레드 1이 다시 활성상태로

될 때 까지 세이브된다. 이와 달리, 블록(140,15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만일 스레드 1이 활성상태이면, PMC(84b)와 

관련된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에 제공되지만, PMC(84a)와 관련된 인터럽트는 스레드 0이 다시 활성상태로 될 때까

지 세이브된다. 도3에서, 이러한 인터럽트 동작은 OR 게이트(104,108)와 AND 게이트(106,110)에 의해 구현된다.

이제 도6을 참조하면, 성능 모니터(50)내의 PMC1-PMC8이 억세스되는 방법을 요약한 논리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는 판독될 특정 PMC를 지정하는 디스패치 유닛(21)으로부터의 명령어를 수신하는 LSU

(32)에 응답하여 블록(200)에서 시작된다. 이 명령어에 응답하여, LSU(32)는 PMC 수를 성능 모니터(50)에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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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20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성능 모니터(50)가 멀티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하는지 또는 글로벌 모드에서 동작하

는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다음에, 블록(20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성능 모니터(50)가 글로벌 모드에서 동작한

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성능 모니터(50)는 지정된 PMC의 값을 정수 레지스터(38)중 지정된 레지스터로 출력한다.

다시 블록(202)을 참조하면, 성능 모니터(50)가 멀티스레드 모드에서 동작한다는 판단에 응답하여, 프로세스는 블록(

206)으로 진행한다. 블록(206)에서는, 스레드 0 또는 스레드 1이 활성 스레드인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만일 

스레드 1이 활성 스레드이면, 블록(208)에 도시된 바와 같이, 1-4의 유효 범위를 가진 지정된 PMC 어드레스가 PMC

5-PMC8의 각각의 PMC로 매핑된다. 이와 달리, 만일 스레드 0이 활성 스레드이면, 블록(2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P

MC1-PMC4의 대응하는 PMC를 억세스하기 위해 지정된 PMC 어드레스가 이용된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러

한 PMC 어드레스 매핑은 어드레싱 로직(90)에 의해 구현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제1 모드에서 동작할 때 복수의 동시발생 스레드의 성능을 개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성능 모니터를 포함하는 멀티스레드 프로세서를 제공한다. 또한 성능 모니터는 프로세서에 의해 발생된 모든 이벤트 

어커런스가 집합적으로 감시되는 제2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이 양호

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특별히 도시 및 설명되었지만,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를 벗어나지 않고 그 형태 및 상세 내용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스레드내의 명령어와 제2 스레드내의 명령어에 응답하는 프로세서; 및

상기 제1 스레드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발생되는 제1 이벤트 어커런스와, 상기 제2 스레드에 응답하여 상

기 프로세서에 의해 발생되는 제2 이벤트 어커런스를 분리하여 기록하는 성능 모니터를 포함 - 상기 제1 이벤트 어컨

런스와 상기 제2 이벤트 어커런스는 동일한 이벤트의 2개의 어커런스임 - 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와 상기 성능 모니터는 모두 단일 반도체 기판 내에 형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성능 모니터는 제1 카운터 및 제2 카운터를 포함하고 제1 동작모드를 갖고 있으며, 상기 성능 모니터가 상기 제

1 모드에서 동작할 때, 상기 제1 카운터는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증가되고, 상기 제2 카운터는 상기 

제2 이벤트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증가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성능 모니터는 제2 동작모드를 갖고 있으며, 상기 성능 모니터가 상기 제2 모드에서 동작할 때, 상기 제1 카운터

는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 및 상기 제2 이벤트 어커런스 모두에 응답하여 증가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및 제2 스레드에 응답하여 다수의 상이한 이벤트 어커런스를 발생하고,

상기 성능 모니터는, 어커런스가 기록되는 상기 다수의 상이한 이벤트의 부분집합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제어수단

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스레드 프로세서는 상기 제1 스레드와 상기 제2 스레드를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하고,

상게 제2 스레드 내의 적어도 하나의 명령어는 상기 제1 스레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와 제

2 이벤트 어커런스의 발생 사이에서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고,

상기 성능 모니터는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와 상기 제3 이벤트 어커런스를 함께 기록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1 스레드가 비활성상태에 있는 동안에 상기 제1 이 벤트 어커런스를 발생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성능 모니터는 이벤트 어커런스를 기록하기 위한 다수의 카운터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카운터의 제1 부분집합은 상기 제1 스레드에 할당되고, 상기 다수의 카운터의 제2 부분집합은 상기 제2 

스레드에 할당되고,

특정 이벤트에 대해, 상기 제1 스레드가 활성상태에 있는 동안에 발생되는 특정 이벤트의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부분집합에 속한 카운터만이 증가될 수 있으며, 상기 제2 스레드가 활성상태에 있는 동안에 발생되는 특정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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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부분집합에 속한 카운터만이 증가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어드레싱 로직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스레드 중 하나로부터의 판독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싱 로직은 상기 제1 및 제2 카운터 부분

집합 중에서 대응하는 부분집합내의 특정 카운터로 상기 판독 요구를 매핑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인터럽트 발생 회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터럽트 발생 회로는 상기 제1 스레드가 활성상태에 있을 때에만 상기 제1 부분집합내의 카운터의 상태에 응답

하여 인터럽트를 발생하고, 상기 제2 스레드가 활성상태에 있을 때에만 상기 제2 부분집합내의 카운터의 상태에 응답

하여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멀티스레드 프로세서 내에서의 성능 감시 방법에 있어서,

멀티스레드 프로세서 내에서, 제1 및 제2 스레드를 처리하는 단계;

상기 제1 스레드의 처리에 응답하여 상기 멀티스레드 프로세서 내에서 제1 이벤트 어커런스를 발생하고, 상기 제2 스

레드의 처리에 응답하여 상기 멀티스레드 프로세서 내에서 제2 이벤트 어커런스를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와 상기 제2 이벤트 어커런스를 분리하여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 -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

스와 상기 제2 이벤트 어커런스는 동일한 이벤트의 2개의 어커런스임 - 하는 성능 감시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스레드 프로세서는 제1 카운터 및 제2 카운터를 포함하는 성능 모니터를 포함하고, 상기 성능 모니터는 제1

동작모드를 갖고 있으며,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와 상기 제2 이벤트 어커런스를 분리하여 기록하는 단계는, 상기 성능 모니터가 상기 제1 

모드에서 동작하는 것에 응답하여 수행되고,

상기 기록 단계는,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상기 제2 이벤트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성능 감시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성능 모니터는 제2 동작 모드를 갖고 있고,

상기 방법은,

상기 성능 모니터가 상기 제2 동작 모드에서 동작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와 상기 제2 이벤트 

어커런스 모두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성능 감시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스레드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및 제2 스레드의 처리에 응답하여 다수의 상이한 이벤트의 어커런스를 발생하

고,

상기 방법은,

어커런스가 기록되는 상기 다수의 상이한 이벤트의 부분집합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성능 감시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스레드 프로세서는 상기 제1 스레드와 상기 제2 스레드를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하고,

상기 제2 스레드 내의 적어도 하나의 명령어는 상기 제1 스레드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와 제

3 이벤트 어커런스의 발생 사이에서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와 상기 제3 이벤트 어커런스를 함께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성능 감시 

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를 발생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제1 스레드가 비활성상태에 있는 동안에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성능 감시 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스레드 프로세는 이벤트 어커런스를 기록하기 위한 다수의 카운터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카운터의 제1 부분집합은 상기 제1 스레드에 할당되고, 상기 다수의 카운터의 제2 부분집합은 상기 제2 

스레드에 할당되고,

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 및 상기 제2 이벤트 어커런스는 특정 이벤트의 2개의 어커런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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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이벤트 어커런스와 상기 제2 이벤트 어커런스를 분리하여 기록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제1 스레드가 활성상태에 있는 동안에 발생되는 상기 특정 이벤트의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부분집합에 

속한 카운터만를 증가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2 스레드가 활성상태에 있는 동안에 발생되는 상기 특정 이벤트의 어커런스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부분집합에 

속한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성능 감시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스레드중 하나에 의한 판독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카운터 부분집합 중에서 대응하는 부

분집합내의 특정 카운터로 상기 판독 요구를 매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성능 감시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레드가 활성상태에 있을 때에만 상기 제1 부분집합 내의 카운터의 상태에 응답하여 인터럽트를 발생하고,

상기 제2 스레드가 활성상태에 있을 때에만 상기 제2 부분집합내의 카운터의 상태에 응답하여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성능 감시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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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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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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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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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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