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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정장(不定長)명령을 갖는 데이터처리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부정장(不定長)명령을 갖는 데이터처리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원발명이 적용되는 데이터 처리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도.

제2(a)도,  제2(b)도는  본원  발명에  사용되는  가변장  명령의  포오매트  및  오페랜드  지정자의 포오매
트의 일레를 나타낸 도면.

제3도의 제1도의 중앙처리장치에 본원 발명을 적용했을 경우의 구체적인 일시시에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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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본원 발명의 요부인 제3도의 데코오드유니트의 구체적인 일실시에 블록도.

제5도는 제4도의 설명에 사용되는 오페랜드 지정자의 포오매트.

제6도는 제4도의 데코오드 시켄스 콘트로울러(63)의 일실시예 구성도.

제7도는 오페랜드지정자 데코오더(66)의 동작설명에 사용하는 설명도.

제8도는 데코오더 콘트로울러(65)의 일실시예 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발명은  오페랜드의  어드레싱  모우드(addressing  mode)를  지정하는  오페랜드  지정자(operand 
specifier)가  오페레이션의  종류  및  오페랜드의  수를  지정하는  오페레이션  코오드에서  독립하고 있
는 부정장명령(不定長命令)을 취급하는 데이터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가변장  명령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페레이션  코오드가  동일할지라도  명령어(instraction)로서는 
여러가지의  길이로  되며,  더구나  명령어의  선두의  피일드는  오페레이션  코오드에  결정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명령어 중의 피일드의 의미는 일의적
(一義的)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또  명령어  중에  포함되는  오페랜드  지정자가  어드레싱  모우드에  대응하여,  그  길이를  바꾸기  때문에 
동일한 오페레이션 코오드일지라도 명령어의 길이는 여러 가지의 값을 취한다.

가변장의 오페랜드 지정자를 갖는 명령체계로서, 공지의 대표적인 두가지 예를 다음에 나타낸다.

하나는버로오우즈사(BurroughsCorporation)의계산기  B  1700을  COBOL/RPG에  적합한  아아키텍쳐로 했
을  때의  명령포오매트이며,  이것은  「B  1700  COBOL/RPG-S-Language,  1058823-015,  Copyright  1973, 
Burroughs Corporation」에 표시되어 있다. 

또  하나의  예는  DEC사(Digital  Equipment  corporation)의  계산기  VAX  11/780의  아아키텍쳐가  갖는 
가변장으로  되는  오페랜드  지정자를  갖는  명령체계이며,  이것은  VAX11  Architecture  Hand  book, 
Copyright 및 미국특허 제4,236,206호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  나타낸  종래의  두가지의  명령체계에서는  오페랜드의  형식,  어드레싱  모우드를  지정하는 부분
이 가변장의 오페랜드 지정자로 규정되며, 오페코오드에서 독립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종래의  가변장  명령에서는  처리하는  오페랜드의  수와,  처리하는  오페랜드의  어드레싱 모우
드를 지정하는 오페랜드 지정자가 1대 1로 대응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A+B→B

          A+B→C

라고 하는 두가지의 처리(오페레이션)에 대해, 두개의 오페코오드를 합당할 필요가 있었다. 

즉,  A+B→B라고  하는  저리에서는  두개의  오페랜드를  처리하고,  2개째의  오페랜드에  대해서는  이것을 
두번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오페코오드에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A+B→B라고  하는  처리에서,  오페랜드수를  3이라고  하고,  오페랜드  지정자를  3개  준비하면 A+B
→B와,  A+B→C의  구별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A+B→B의  처리에서는  전적으로  똑같은  오페랜드 지
정자를  두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오페랜드  지정자  그  자체가  복수바이트(일반적으로 긴것
은 7바이트)를 취할때, 메모리의 실장효율을 현저하게 저하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A+B→B와,  A+B→C의  처리를  오페레이션  코오드로  구별하는  것은  메모리의  실장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즉,  A+B→B의  명령에서는  오페레이션  코오드에   의해  오페랜드수를  둘로  하고, 
두번째의  오페랜드  지정자를  2회  사용하도록  정의하여,  이것에  의해  오페랜드  지정자가  두개로 충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A+B→B라고  하는  예에서  설명했지만,  이것은  A-B→B라고  하는  처리도  마찬가지이며,  A와  B의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B에 격납한다고 하는 예의 모든 것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것을 A OP B→B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가변장  명령에서는  동일한  오페랜드를  복수회  사용하는  처리에  대해서는  다른 같
은  기능의  처리와  오페코오드로  구별할  필요가  있고,  오페코오드로  지정  가능한  처리의  수에  제한이 
있었다.   또  오페랜드  지정자의  수를  오페코오드로  지정하는  것에서는  오페랜드  수와  오페랜드 지정
자의 수의 관계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의 에러 검출이 곤란했었다. 

본원  발명의  주된  목적은  오페코오드로  구별하는  일  없이  오페랜드  지정자를  공용할  수  있는  가변장 
명령을 실행하는 중앙처리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원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복수개의  오페랜드에  대해,  오페랜드  지정자를  공용할  수  있는  가변장 
명령의 에러검출능력을 향상시킨 중앙처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원  발명의  주된  특징은  오페랜드의  어드레싱  모우드를  지정하는  각  오페랜드  지정자의  특정의 피
일드에  각기  오페랜드  지정자의  종료정보(이하  종료  플랙(flag)이라고  칭함)를  부가하고,  최종의 오
페랜드  지정자에만  종료플랙을  "1"로  세트하여,  이  종료플랙이  "1"에  세트되어  있는  것을 오페랜드
지정자  데코오드수단이  검출했을  경우,  당해  오페랜드  지정자까지를  가지고  하나의  명령이 형성이되
어  있다고  판단하여,  명령의  실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후술하지만, 오페코
오드  데코오드수단이  최종의오페랜드에  관한  정보를  출력하기  전에,  오페코오드  데코오드수단이 종
료플랙의  세트를  검출했을  경우(당해  오페랜드  지정자가  최후인  것을  나타내고  있을  경우),  당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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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랜드  지정자에  대응하는  오페랜드를  재차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일이다.   이  경우,  오페코오드로 
지정된 오페랜드의 수에 달하기 까지 최종의 오페랜드 지정자는 몇번이고 사용된다. 

본원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종료플랙의  내용과,  오페코오드가  지정하는  오페랜드의  수에  의해 명령
의  에러검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페코오드  데코오드  수단이,  최종의 오페
랜드에  관한  정보를  출력했을  때에,  오퍼랜드  지정자  데코오드수단이,  종료  플랙의  세트를  검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명령을 에러로서 검출하도록 하고 있는 일이다. 

본원 발명의 다른 목적 및 특징은 부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명백할 것이다.

제1도는 본원 발명이 적용하는 데이터 처리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도이다.

메모리장치(1)와,  복수의  중앙처리장치(2)가  공통버스(3)로  접속되어  있으며,  공통버스(3)를  통해서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가능케 되어 있다. 

메모리장치(1)는  명령  및  명령이  취급하는  오페랜드를  격납하는  메모리부(11)와,  이  명령  및 오페랜
드의  독출(黜出),  기입을  제어하는  메모리  제어부(12)로  구성되고,  메모리부(11)와 메모리제어부

(12)는 메모리버스(13)로 접속되어 있다. 

메모리장치(1)는  본원  발명의  요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그  구성  및  동작은  주지이므로,  이 부
분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중앙처리장치(2)는  공통버스(3)에  복수의  장치가  접속  가능하며,(도시에서는  2대)각기, 메모리장치
(1)에서 명령 및 오페랜드를 액세스해서 순차 명령의 처리를 해간다.

여기서는  명령을  고속으로  처리시키기  위해,  한번  독출된  명령,  오페랜드를  각기 명령저장(21)(고속
버퍼메모리)및  오페랜드저장(22)(고속버퍼  메모리)에  기록해  두고,  또  명령의  훼치데코오드  및 오페
랜드  어드레스연산을  하는  명령장치(23),  오페랜드의  훼치  및  명령을  실행하는  실행장치(24)를  각기 
파이프라인 처리하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명령저장,  오페랜드  저장의  사용법  또는  명령장치와  실행장치를  파이프라인  처리하는  일 
자체는 공지이다.

제2(a)도는 중앙처리장치(2)가 취급하는 가변장 명령의 포오매트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의  명령은  1개의  오페레이션  코오드(이것은  통칭  오페코오드라고  불리우고  있음)OP와,  각기 종
료플랙 S을 수반한 1내지 복수의 오페랜드 지정자 OS1, OS2, ……OSn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페코오드  OP에서는  그  명령의  처리  내용(처리의  종류),  처리에  필요한  오페랜드의  수  및 오페랜드
의  속성(데이터길이,  리이드/라이트의  구별,  데이터파이프  :  고정소수점/부동소수점……등)이 표시
되며, 1내지 수(數)바이트로 구성된다.

오페랜드  지정자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당해  오페랜드  지정자가  최종의  오페랜드  지정자인지의 여부
와,  오페랜드의  어드레싱  모우드를  지정한다.   오페랜드  지정자의  길이는  1∼수바이트이지만, 이것
은 어드레싱 모우드에 응해서 변하며, 오페코오드의 내용과는 독립되어 있다.

또,  오페랜드지정자는  당해  명령에서  사용되는  오페랜드의  순번으로  줄지어  있고,  최후의  오페랜드 
지정자에만,  종료플랙  S이  「1」로  세트되어  있다.   하나의  명령에서  데코오드한  오페랜드  지정자의 
수가  오페코도드  OP로  지정되는  오페랜드의  수보다  적을  경우는  최후의  오페랜드  지정자에  대응하는 
오페핸드가 반복해서 사용된다.

동일한  오페랜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실현방법이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최
후의  오페랜드  지정자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기술한
다.

오페코오드 OP로 지정하는 오페랜드수와, 오페랜드 지정자의 수가 불일치하는 예를 다음에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오페코오드 OP가 가산처리일 경우, 그 펑크션은 일반적으로

             A+B→B

로  표시되며, A B C의  경우는  세개의  오페랜드  지정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A=B=C  또는 A B=C의 

경우처럼,  동일한  오페랜드를  복수개  사용할  경우는  동일한  오페랜드  지정자를  복수회  사용할  수 있
으며, 반드시 오페코오드로 지정하는 오페랜드수와 오페랜드지정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A=B=C의  경우,  즉  A+A→A라고  하는  처리에서는  동일한  오페랜드  지정자를  3회 사용함으로
써, 오페랜드 지정자는 하나로 족하다.

또 A B=C의  겅우,  즉  A+B→B라고  하는  처리에서는  2개째의  오페랜드  지정자를  2회  사용함으로써 오

페랜드  지정자는  둘로  된다.   이와  같이  오페코오드로  오페랜드수를  3으로  한  동일  오페코오드의 곱
셈처리일지라도, 오페랜드 지정자가 한개냐 두개냐 세개냐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오페랜드 지정자의 구체적인 예를 제2(b)도에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NO1∼NO24의  예를  나타내고,  그  포오매트와,  이것에  대응하는  오페랜드를  1대  1대응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2(b)도에  있어서,  오페랜드의  (   )는  (   )내의  값을  어드레스로  한  메모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또  포오매트중,  DISP는  변위를,  IM은  이미디에트(데이터직접)를  나타내며,  첨자(添子)는  그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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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수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Rx 는  인덱스  레지스터, Rn 은  제네럴  레지스터를  나타내며,  L은  오페랜드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

로 나타낸 것이다. 

제2(b)도에  있어서,  그  포오매트와  오페랜드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
음에 간단히 설명한다.

NO  1은  레지스터  직접의  어드레스  지정이며, Rn 으로  표시되는  제네럴  레지스터  그  자체가  직접 오페

랜드로 되는 것이다.

NO  2  이하는  모두  메모리를  오페랜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어드레스  계산이  오페랜드의  난에  표시된 
모양으로 행해진다.

NO  2는  간접  어드레스  지정이며, Rn 으로  표시되는  제네럴  레지스터의  내용이  오페랜드의  어드레스로 

되는 것이다.

NO  3,5,7에서는 Rn 으로  표시되는  제네럴  레지스터의  내용에,  DISP로  표시되는  값이  가산되어서, 이

것이 오페랜드의 어드레스로 되어 있다. 

NO  4,6,8에서는  NO  3,5,7에서  구해진  어드레스의  메모리의  내용이,  오퍼랜드의  어드레스로  되느 것
이다.

NO 9∼11은 이미디에트 데이터이며, IM8, IM16, IM32의 값 그 자체가 오페랜드로 되어 있다. 

NO  12∼17은  제네럴 레지스터 R n 대신에 프로그랜 카운터 PC가  사용되는 것이 NO  3∼8과는 다를 뿐이

다.  PC는 데코오드하는 오페랜드 지정자의 다음의 어드레스를 유지하고 있다. 

NO  18∼24는  NO  3∼8에  다시 인덱스 레지스터 Rx 의  값이 가산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인덱스 레지스

터 Rx의 값은 오레랜드의 데이터 길이 L가 곱센된 값(Rx·L)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데이터길이  L에  불구하고  인덱스  레지스터 Rx 의  값을,  선두로부터의  변위로서  세트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이다.

즉,  L(데이터길이를  나타냄)을  곱셈함으로써,  인덱스  레지스터 Rx 에는  데이터길이에  불구하고, 선두

로부터 몇번째의 데이터인지를 나타내는 값을 넣어 두면 되게 된다.

예를  들면  인덱스  레지스터 Rx 에는  「10」이  들어  있으면,  이것은  선두로부터  10번째의  데이터로서, 

그  어드레스는  데이터가  바이트일  경우는  10을  가산(L=1),  워어드의  경우는  20을  가산(L=2), 롱워어
드에서는  40을  자동적으로  가산(L=4),  사용자는  데이터  길이에  불구하고  인덱스  레지스터 Rx 의  값을 

세트할 수 있다.

제3도는 제1도의 중앙처리장치(2)의 더욱 구체적인 블록구성도이다.

제1도에  있어서의  명령장치(23)는  제3도에  있어서,  명령  훼치유니트(IFU)(25),  얼라이너(ALIG)(26), 
데코오드유니트(DU)(27)  및  어드레스  계산  유니트(AU)(28)부분이  이것에  대응하며, 실행장치(24)에
는  오퍼랜드  훼치유니트(OFU)(29),  실행유니트(EU)(30)가  대응하고  있다.   제1도에서는 명령장치
(23)와  실행장치(24)가  파이프  라인처리를  한다는  것을  기술했지만,  각각의  유니트는  제3도에 나타
낸  것처럼  다시  명령훼치유니트  IFU(25),  데코오드유니트  DU(27),  어드레스  계산유니트  AU(28), 오
페랜드훼치유니트  OFU(29),  실행유니트(30)로  분할되며,  각각이  파이프라인처리를  하는  예를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본원  발명의  요지는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처리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파이프라인
처리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그런데, 제3도에 있어서, 명령훼치유니트(25)는 명령을 훼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카운터(50)를 
가지며, 명령저장(21)에서 다음에 실행될 명령을 선행해서 읽어 내는 처리를 하고 있다. 

어드레스라인(100)에  의해,  읽어  내고자  하는  어드레스가  명령저장(21)에  보내져  대응하는  명령의 4
바이트 분이 데이터라인(101)에 의해 명령훼치유니트 IFU(25)에 송출된다.

명령저장(21)에,  대응하는  명령이  없었을  경우는  공통버스(3)를  통해서  메모리(1)에서  당해명령을 
읽어내고, 이 명령은 명령저장(21)에 저장된다.

명령의  4바이트  분이  명령훼치유니트(25)에  송출되면  프로그램카운터(50)는  플러스4(+4)되며,  다음 
명령의 송출요구를 명령저장(21)에 출력한다.

이 동작은  명령훼치유니트 IFU(25)내에 있는 버퍼(도시생략)가 가득될 때까지 계속된다.

명령훼치유니트  IFU(25)로부터는  버스(103)를  통해서미리  읽어  내어  둔  명령어 얼라이너(ALIG)(26)
에 송출된다.

얼라이너(26)는  데코오드유니트  DU(25)로부터의  신호선(102)에  지시된  바이트수만큼  시프트처리를 
하여,  버스(104)에  해당명령을  송출한다.   여기서는얼라이너  ALIG(26)를  명령훼치유니트  IFU(25)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된다.

신호선(102)의  값을  적당히  조작하는  것으로  버스(104)에는  제5도에  나타낸  것처럼  명령의 제1오페
랜드  지정자  처리시에는  좌단에  오페코오드  OP가,  이어서  첫번째의  오페랜드지정자가  줄짓도록,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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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이후의  오페랜드  지정자  처리시에는  1바이트의  더미를  두고  오페랜드  지정자가  배치해서 출력
된다.  상기 제어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데코오드 유니트 DU(27)는 얼라이너(26)에서 송출된 오페코오드 및 오페랜드 지정자를 
데코오드하여, 어드레스 계산 유니트 AU(28)로 다음의 정보를 보낸다.

(1)버스  (105)를  통해서  오드레싱  모우드를  보낸다.   어드레싱  모우드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음
의(a)(h)가 있고, 이중 하나가 지정된다.

(a)  :  레지스터  직접……NO1   (b)  : R n  ……NO2   (C)Rn +DISP라이프……NO3,5,7    (d)Rn +DISP 인다이

렉트타이프……NO4,6,8  (e)이미디에트……NO9,10,11  (f)PC+DISP 타이프……NO12,14,16  
(g)PC+DISP  인다이렉트  타이프……NO13,15,17   (h)  (b)∼(d)에서  인덱스부착  타이프……NO18∼24 그
리고 NO1∼NO24는 제2(b)도에 나타낸 오페랜드 지정자 포오매트의 NO1∼NO24에 대응하고 있다.

(2)버스 (106)를 통해서 DISP 또는 이미디에트 데이터를 32비트로 보낸다.

(3)버스 (107)를 통해서 제네럴 레지스터 Rn의 어드레스를 보낸다.

(4)버스  (108)를  통해서  인덱스  레지스터 RX 의  어드레스  및  (5)버스  (116)를  통해서  어드레스 연산

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보낸다.

어드레스  계산유니트는  AU(28)은  버스(105)에  의해서  표시된  어드레싱  모우드에  따라 상기(a)(b)이
외일때는 오페랜드의 어드레스 계산을 하고, 버스(109)에 계산후의 어드레스를 송출한다.

한편,  (a)의  경우는  버스(107)의  내용을,  그대로  버스(113)에  송출하고,  (e)의  경우는  버스(106)를 
버스(109)에 송출한다.

오페랜드훼치유니트(29)는  상기(a)(e)이외일  때는  보내진  어드레스가  표시되어  있는  버스(109)의 내
용을, 버스(110)에 송출하고, 오페랜드가 리이드시에는 오페랜드저장(22)에 리이드처리를 요구한다.

리이드오페랜드가  오페랜드저장(22)에서  버스(111)에  송출되면,  오페랜드훼치유니트(29)는 버스
(112)를  통해서  실행유니트(30)에,  독출된  오페랜드를  송출하고,  또  오페랜드가  가지런히  되었다는 
것을 연락한다.

오페랜드가  라이트일  때는  실행유니트(30)로부터의  기입테이터가  버스(111)에  출력되기  까지   오페
랜드훼치유니트(29)는는 어드레스를 버스(110)에 게속 송출한다.

한편,  상기(a)에  대해서는  오페랜드훼치유니트(29)는  어드레스  계산유니트(28)에서  송출된 레지스터
어드레스(113)에  의해,  자신이  갖는  제네럴레지스터의  액세스를  한다.   (a)이외와  다른  것은 메모리
를 액세스하느냐 레지스터를 엑세스하느냐의 차이 뿐이다.

또,  (e)에  대해서는  버스(109)의  내용을  그대로  버스(111)에  송출하며,  실행유니트(30)에 오페랜드
가 가지런히 되었다는 것을 연락한다.

또  실행유니트(30)는  데코오드유니트(27)에서  오페코오드버스(114)를  통해서  송출된 마이크로프로그
램의  선두어드레스를  수신하고,  리이드  오페랜드시는  버스(112)의  오페랜드를  사용하고,  라이트 오
페랜드시는 오페랜드(데이터)를 버스(111)에 출력하여 순차 명령의 처리를 한다.

또  명령이  분기명령일  경우는  버스(115)를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카운터치를  훼치유니트(25)의 
프로그램카운터(50)나  후술하는  데코오드유니트(27)내의  DP레지스터(69)에  세트하는  동시에 파이프

라인 처리로 선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오페랜드의 각 유니트에 있어서의 처리결과를 캔슬시킨다.

이상이  하나의  오페랜드지정자에  대한  처리의  개략이며,  각  유니트(25∼30)는  파이프라인처리로, 순
차 오페랜드 지정자의 처리를 병렬로 처리해 간다.

다음에  본원  발명의  요지에  관계하는  데코오드  유니트(27)에  대해서  구체예를  나타내서  상세히 설명
한다.

제4도는 제3도에 나타낸 데코오드유니트(27)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DP레지스터(69)는  데코오드유니트(27)가  데코오드하는  명령의  선두를  나타내고  있으며,  첫번째의 오
페랜드  지정자  데코오드시는  오페코오드의  어드레스를  두번째  이하의  데코오드시는  해당  오페랜드 
지정자의 선두-1의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어드레스는  버스(102)를  통해서  제3도에  나타낸  얼라이너(26)명령훼치유니트(25)에  송출되고 
버스(104)에는  열라이너(26)에서  상기어드레스에  대응한  데이터가  복수바이트  동시에  출력되지만, 
제5도에  나타낸  것처럼,  1바이트째에는  제1오페랜드  지정자의  독출의  경우는  (A)에  나타낸  것처럼, 
오페코오드,  제2오페랜드지정자  이하의  독출의  경우는  (B)에  나타낸  것처럼  더미의  데이터가 출력된
다.   또,  제2바이트째에는  연속  플랙.  S을  포함한  오페랜드  지정자의  선두바이트가  제3바이트째에서 
제7바이트째에는 당해 오페랜드 지정자의 기타의 정보가 출력된다.

버스(204)는  몇번째의  오페랜드의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본  정보가  전  오페랜드 
처리종료를 나타내고 있을 때, 버스(104)의 제1바이트는 오페코오드 레지스터(64)에 세트된다.  

오페코오드  레지스터(64)의  출력은  해당  명령의  실행유니트(30)의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선두어드레
스를  구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어드레스  발생기(MAG)(61)와,  해당명령의  오페랜드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데코오드 시켄스 콘트로울러(DSC)(63)에 보내진다.

(MAG)(61)의  출력결과(201)는  선두어드레스  레지스터(62)에  세트되며,  오페코오드버스(114)를 통해
서  제1오페랜드가  오페랜드  훼치유니트  OFU(29)에서  실행유니트  EU(30)에  건네지는  것에  동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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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30)에  송출된다.   DSC(63)는  예를  들면  제6도에  나타낸  구성으로서  그  안에는  제6도에  나타낸 바
와  같은  정보가  미리  ROM(82)에  설정되어  있고,  오페코오드와  몇번째의  오페랜드의  처리인지의 정보
를 어드레스로서 독출한다.

즉,  오페코오드  레지스터(64)에  제1바이트째가  세트되었을때에는  셀렉터  SEL(81)로  버스(200)측을 
선택하도록 하고, 오페코오드를 어드레스로 하여, 그 제1오페랜드에 관한 정보가 독출된다.

독출된 정보로서는, 

(1)오페랜드의  속성,  즉  리이드오페랜드인지  라이트  오페랜드인지의  정보  R/W나,  오페랜드의 데이터
길이 L(바이트, 워어드, 롱워어드)을 나타내는 정보,

(2)오페랜드이  최종임을  나타내는  플랙   E  및  (3)동일명령의  다음  오페랜드의  정보가  들어  있는 어
드레스가 있다.

(1)의  정보는  버스(105-1)에  출력되며,  어드레스  계산유니트(28)에  출력되고,  또(2)의  정보는 버스
(203)에 출력되며, 데코오드 콘트로울러(DC)(65)에 송출된다.

또  (2),  (3)의  정보는  레지스터(83)에  래치되어  다음의  오페랜드의  관한  정보를  읽어  내는 어드레스
로서  사용된다.   셀렉터(81)는  (2)의  정보  E를  선택단자  T  에  받아,  (2)의  정보  E가  "1"일  경우는 
버스(200)측(오페코오드  레지스터  64측),  E가  "0"일  경우는  버스(204)측  (다음  오페랜드정보 어드레
스)을 선택한다.

따라서, E가 "0"일 경우는 차례차례로 ROM(82)에서 오페랜드에 대한 정보가 독출된다.

한편, 버스(104)중에서 종료플랙 S을 나타내는 신호선(205)은 데코오더 콘트로울러(65)에 송출된다.

여기서는  종료  플랙  S  을  1비트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페랜드  지정자  데코오더(66)를  단지 통
과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종료  정보  S  그  자체가  오페랜드  지정자에  하나의  코오드신호로서 부
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오페랜드  지정자  데코오더(66)로  검출하여,  당해  오페랜드  지정자가 
최종의 오페랜드 지정자인의 여부를 검출한다.

또, 오페랜드 지정자의 선두 7비트는 버스(206)에 의해, 오페랜드 지정자 데코오더(66)에 보내진다.

7비트의 정보에 의해 오페랜드 지정자의 데코오더를 하지만, 그 예를 제7도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제2(b)도의  NO3에  나타낸 (Rn+DISP8 )의  오페랜드  지정자가  보내지면  제7(a)도처럼  상기 7

비트중의 3비트가 010임을 검출하여 하기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1)2바이트 길이의 오페랜드 지정자라는 것.

(2)버스(208)의  내용을  버스(106)로  출력할  경우,  DISP의  자릿수  맞춤을  하기  위해  3바이트의 우시
프트가 필요하다는 것.

(3)DISP치로서  4바이트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  3바아트에  대해서는 DISP8 의  최상의  비트(M)를 부

호확장해서 출력하는 일.

(4)Rn+DISP8로서 오페랜드의 어드레스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

(5)Rn의 정보는 1바아트째의 하위 4비트에 존재하는 일.

의  다섯  가지이다.   마찬가지로  제2(b)도의  ND 7의(Rn+DISP32 )가  보내져  오면  제7(b)도에  나타낸 것

처럼 종료플랙비트 S를 제외한 상위 7비트가 1110110임을 검출하여 다음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1)6바이트 길이의 오페랜드 지정자라는 것,

(2)버스(208)의  내용을  버스(106)에  출력할  경우,  DISP의  자릿수  맞춤을  하기  위해  1바이트 좌시프
트가 필요하다는 것,

(3)DISP는 32비트 모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4)Rn+DISP32로서 오페랜드의 어드레스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

(5)Rn의 정보는 오페랜드 지정자의 2바이트째의 하위 4비트에 존재한다는 것,

의 다섯가지이다.

이상 두가지의 예에 대해서 나타냈지만,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 처럼 된다.

오페랜드  지정자  데코오더(66)는  보내져  온  오페랜드  지정자를  데코오드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
를 각기 출력한다.

(1)버스  (215)에는  오페랜드  지정자의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출력한다.   예를  들면  제2(b)도의  NO 3
의 오페랜드 지정자로(Rn+DISP8)의 오페랜드 지정자가 보내져 왔을 때에는 "2"를 출력한다.

(2)버스   (211)에는  디스플레이스멘트(DISP)/이미디에트(IM)데이터용  얼라이너(67)에  대한  시프트 
바이트수를 출력한다.

예를  들면 (Rn+DISP8 )의  오페랜드  지정자의  경우는  제7(a)도에  나타낸  것처럼  3바이트  우시프트를, 

(Rn+DISP32)의 경우와 제7(b)도에 나타낸 것처럼 1바이트 좌시프트를 지시한다.

14-6

88-000297



(3)버스 (212)에는 얼라이너(67)에 대한 마스크바이트의 지시데이터를 출력한다.

이것은  얼라이너(67)에  대해  버스(106)에  출력하는  4바이트의  데이터중,  상위  2바이트,  또는 3바이
트의  마스크를  지시하는  것으로,  1바이트나  2바이트의  DISP,  IM  정보의  부호확장에  의한 4바이트화
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DISP8 일때에는  제7(a)도에  나타낸  것처럼  3바이트  시프트, DISP32 일때는  제7(b)도처럼 앞

에 「-Rn」이라고 하는 여분의 1바이트가 있기 때문에 1바이트 좌시프트 한다.

이것은   DISP 8 일때,  상위  3바이트에는   DISP8 의  부호비트  M를  확장해서  넣어  두지  않으면  32비트의 

정상적인 어드레스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버스(212)는 그 지정을 위한 것).

(4)버스(105-2)에는  어드레싱  모우드를  출력하여,  이것에  의해서  어드레스  계산유니트  AU(28)의 동
작모우드를 지시한다.

어드레싱  모우드에  대해서는  제3도의  어드레스유니트(28)의  설명에  관련해서  (a)∼(h)의  8개의 모우
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설명했다.

(5)버스  (216)에는  제네럴레지스터 Rn 의  존재하는  위치가  1바이트째이냐  2바이트째이냐를  나타내는 

정보를 출력한다.

(Rn+DISP8)시는 1바이트째, (Rn+DISP32)일 때는 2바이트째가 지시된다.

한편 버스(108)에는 오페랜드 지정자중의 인덱스 레지스터 RX의 부분을 출력한다.

또,  셀렉터(68)는  신호(216)로  지정된  제네럴  레지스터 Rn 의  존재하는  위치(1바이트째냐 2바이트째

이냐의  신호)에  의해서, Rn 에  대응하는  부분(버스(207)의  내용  또는  버스(210)의  내용)을 버스(10

7)에 출력한다.

얼라이너(67)는  상술한  것처럼  오페랜드  지정자의  2바이트째에서  7바이트째까지가  버스(208)에 의해
서  주어지기  때문에,  신호선(211)에서  주어진  마스크부에  대해서는  부호의  확장을  하여, 버스(106)
에 4바이트의 데이터로서 출력한다.

이들은 제7(a)도, 제7(b)도에 나타낸 바와 같다.

다음에 데코오드 콘트로울러에 대해 설명한다.

이 부분은 본원 발명에 의한가변장 명령(S비트 부가한 것)을 취급할 경우의 요부이기도 하다.

데코오드  콘트로울러(65)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오페랜드  종료플랙  E을  나타내는  신호선(203), 오
페랜드  지정자의  종료플랙  S을  나타내는  신호선(205)  및  오페랜드  지정자의 바이트수(OSB )를 나타내

는  신호선(215)의  세개의  신호선이  입력되어  있으며,  신호선(214)에는  가산치 DPINB 를  바이트 단위

로 출력한다.

이 경우의 아르골리즘은 다음과 같다.

E=1이면,

  DPINCB=OSB

이것 이외로서 S=O이면,

  DPINCB=OSB-1

또, S=1이면, 

  DPINCB=0

즉,  (1)오페랜드의  종료플랙  E이  "1"일  경우는  해당명령의  오페랜드는  모두  얻어진  것으로  되며, 다
음  명령의  선두를  가리키도록,  DP레지스터(69)가  오페랜드  지정자의 바이트수만큼(OSB )가산되도록 

신호선(214)에 출력된다.

(2)  (1)이  아니고,  즉  E=0이면,  종료플랙  S이  세트되어  있을  경우는  다음의  오페랜드  지정자가 1바
이트  더미를  선두바이트에  놓고,  버스(104)에  출력시키기  위해,  오페랜드  지정자의 바이트수(OSB)-1

의 값이 가산되도록 신호선(214)에 출력된다.

(3)  (1)이  아니고,  즉  E=0이면,  종료플랙  S이  세트되어  있을  경우는  DP레지스터(69)가  그대로의 값
을 취하도록 "0"이 송출된다.

이것에  의해서,  동일한  오페랜드  지정자를  다음의  오페랜드에  대한  처리에도  사용하게  되어,  동일한 
오페랜드가 반복해서 사용되게 한다.

제8도는  데코오드  콘트로울러(65)에  있어서의  상기  아르골리즘을  실현하는  하이드웨어  구성을 나타
내고 있다. 

즉,  E=1일  경우는  출력게이트(301)가  열리며,  버스(214)에는  버스(215)의  내용 OSB 이  출력되고, E=0

일때는  S=0일때  게이트(307)가  온하여  출력게이트(303)가  열려서 OSB -1을  출력한다.   또  S=1일때 게

이트(306)가 온하여, 출력게이트(302)가 열려서 "0"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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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  가  1일때,  S  비트가  1이  아니면  오페랜드수보다  많은  오페랜드  지정자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제8도에서는  앤드게이트(309)가  온으로  되어  에러신호(105-3)를  출력하여,  어드레스  계산유니트 

AU(28)에 대해 에러발생을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어드레스  계산유니트(28)에서는  에러신호(105-3)를  다음의  유니트(오페랜드훼치유니트)(29)에 연락
하며, 최종적으로 실행유니트 EU(30)에 에러발생을 연락한다.

그리고  제8도에  있어서,  (304),  (305)는  인버어터,  (306),  (307),  (309)는  앤드게이트,  (308)은 
OSB-1 의 감산기이다.

가산기(71)는  현재의  DP  레지스터(69)의  값과  신호선(214)의  값을  가산하고,  셀렉터(70)를  통해서 
DP레지서트(69)에  세트한다.   이것에  의해  다음의  오페랜드  지정자의  어드레스가  버스(102)에 출력
된다.   이것에  의해  얼라이너(26)는  다음의  오페랜드  지정자를  제5(a)도,  제5(b)도에  나타낸 포오매
트로 버스(104)에 출력할 수 있다. 

한편,  셀렉터(70)에  의해서  버스(115)의  내용을  선택하여  DP레지스터(69)에  세트하는  것으로  상술한 
분기명령에 있어서의 DP레지스터(69)의 변경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가산기(72)는  DP레지스터(69)의  값에  해당  오페랜드  지정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신호선(215)
의 값(OSB )를  가하고,  다시  캐리입력  "1"을  가하는  것으로  데코오드하고  있는  오페랜드  지정자의 다

음의 어드레스 버스(116)에 출력한다.

어드레스  계산유니트(28)는  버스(116)의  내용을  어드레스  계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카운터  PC의 값
으로서 이용한다.

이와  같이,  본원  발명에  의하면,  오페코오드와  오페랜드  지정자가  독립이고,  오페랜드  지정자의 길
이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면서,  또한  하나의  오페코오드에  의해,  A  OP  B→C타이프의 
명령도  각각의  명령의  정보량을  최적(最適)으로  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동일한  길이의 오페코오드
로 지정 가능한 명령수가 증가한다.

즉,  오페코오드 길이가 동일할 경우는 본원 발명에 의하면 더욱 많은 고기능 명령을 부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오페랜드수와  오페랜드  지정자의  개수의  합리성  체크를  함으로써  에러검출율을  향상시킬  수 있
다. 

그리고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종료플랙  S은  오페랜드  지정자의  최상위비트에  부가되어  있지만, 반
드시 이 부분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오페랜드 지정자의 어딘가에 종료플랙을 설치하면 된다.

또  동일한  오페랜드를  복수회  반복하여  이용하는데  상기  실시예에서는  DP레지스터(69)의  내용을 경
신시키지  않고  동일한  오페랜드  지정자를  반복해서  데코오드함으로써  이것을  실현하고  있지만,  이것 
이외에도  데코오드  유니트에서  실행유니트  EU(30)에  특별한  신호를  보내,  앞서구해진  오페랜드를 반
복해서 이용하도록 지시해도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오페랜드의  어드레싱  모우드를  지정하는  오페랜드  지정자가  오페레이션의  종류및  오페랜드의  수를 
확인하는  오페랜드  코오드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중앙처리장치(2)는,  (A)명령  및  오페랜드를 지장하
는  기억수단(21,  22)에서  명령을  취출하는  명령취출수단(23,  24)과,  (B)이  명령취출수단(23,  24)에 
포함되며,  오페레이션코오드  및  오페랜드  지정자의  데코오드들  하는  데코오딩수단(27)과,  (C)이 데
코오딩수단(27)에  접속되며,  이  데코오딩수단으로부터의  오페랜드  지정자의  데코오드  결과에 의거하
여  오페랜드의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어드레스  계산수단(28)과,  (D)이  어드레스  계산수단(28)에 접속
되며,  계산된  어드레스에  의거하여  이  기억수단에서  오페랜드를  취출하는  오페랜드  취출수단(29)과, 
(E)이  오페랜드  취출수단(29)  및  이  데코오딩수단(27)에  접속되며,  이  오페랜드  취출수단으로부터의 
오페랜드를  사용하여  이  데코오딩수단으로부터의  오페레이션  코오드의  데코오드  결과에  따라서 순차
적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실행수단(3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데코오딩수단(27)은,  (i)명령의 오페레
이션  코오드를  데코오드하며,  오페랜드  지정자로  당해  오페랜드에  관한  정보를  출력하는  오페레이션 
코오드  데코오딩수단(63)과,  (ii)각  오페랜드  지정자의  특정의  피일드에  부가되어  있는  당해 오페랜
드  지정자가  최종의  오페랜드  지정자인지  아닌지에  관한  정보를  데코오드하는  오페랜드  지어자 데코
오딩수단(66)과,  (iii)이  오페랜드  지정자  데코오딩수단으로부터  최종의  오페랜드  지정자임을 나타
내는  정보를  입력했을때,  이  오페레이션  코오드  데코오딩  수단으로부터  당해  오페랜드가  최종임을 
나타내는  정보를입력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오페랜드  지정자를  다시  사용  하는  수단(65)을 포함하
는 부정장 명령을 갖는 데이타처리장치.

제1항에  있어서,  이  데코오딩수단은  이  오페레이션  코오드  데코오딩수단으로부터  최종의 오페랜드임
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력했을때,  이  오페랜드  지정자  데코오딩수단이  최종의  오페랜드  지정자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  오페레이션  코오드  데코오딩수단에  접속된  에러검출수단과, 
당해  명령을  에러로서  검출하는  오페랜드  지정자  데코오딩수단을  부정장  명령을  갖는 데이터처리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이  데코오딩수단은  하나의  오페랜드  지정자의  데코오드가  종료할  때마다  다음에 데
코오드해야  할  오페랜드  지정자를  얻기  위한  신호를  이  명령취출수단에  출력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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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장 명령을 갖는 데이터처리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이  명령은  1내지  복수  바이트의  오페레이션  코오드  및  1내지  복수  바이트의 오페랜
드  지정자로  형성되며,  이  오페랜드  지정자  데코오딩수단은  각  오페랜드  지정자의  제1바이트를 데코
오드하여  당해  오페랜드  지정자가  최종의  오페랜드  지정자인지  아닌지의  정보를  출력하는  수단을 포
함하는 부정장 명령을 갖는 데이터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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