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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을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을 위한 방법. 하나의 실시예의 방법은 시프트 카운트 M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제1

세트의 L 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제1 오퍼랜드가 'L-M'데이터 요소만큼 좌측 시프트된다. 제2 세트의 L 데이터 요소를 가

지는 제2 오퍼랜드가 M 데이터 요소만큼 우측 시프트된다. 시프트된 제1 세트가 시프트된 제2 세트와 병합되어 L 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결과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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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6b

색인어

병렬 우측 시프트 병합,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을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프로세서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더 새로운 소프트웨어 코드도 또한 생성되어 이들 프로세서와 함께 머신 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타입에 관계없이 그들의 컴퓨터가 더 높은 성능이기를 기대하고 요구

한다. 그러한 하나의 이슈는 실제로 프로세서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명령 및 오퍼레이션의 종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특

정 타입의 오퍼레이션은 요구되는 회로의 동작 및/또는 타입의 복잡도에 따라 완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

은 복잡한 특정 오퍼레이션들이 프로세서 내부에서 실행되는 방법을 최적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은 10여년 이상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을 주도해 왔다. 사실상, 최근의 대부분의 컴퓨팅 업그레

이드는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들 업그레이드는 오락 지향 교육 및 통신 목적을 위해 기업 분야에

서 중요한 진척들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 분야에서 훨씬 더 우월하게 발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미디어 어플

리케이션은 훨씬 더 고도의 계산상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일의 퍼스널 컴퓨팅(PC) 경험은 사용하

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음성-영상 효과가 더 풍부해 질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컴퓨팅이 통신과 병합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컨텐트라 지칭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의 재생 뿐만 아니라 화상의 표시는 현재의 컴퓨

팅 디바이스에 있어서 더욱 대중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될 것이다. 필터링 및 컨볼루션(convolution) 오퍼레이션은 이미

지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와 같은 컨텐트 데이터에 대해 수행되는 가장 흔한 오퍼레이션들 중 일부이다.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들에게 주지된 바와 같이, 필터링 및 상관 계산은 데이터와 계수의 곱을 가산하는 승산-누적 오퍼레이션으

로 계산된다. 2개의 벡터 A 및 B의 상관은 합 S의 계산과 일치한다.

수학식 1

이것는 k=0으로 매우 자주 사용된다.

수학식 2

벡터 V에 적용된 N 탭 필터의 경우에, 계산된 합 S는 이하와 같다.

수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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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오퍼레이션들은 계산 집약적이지만, 예를 들면 단일 명령 다중 데이터(SIMD) 레지스터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저

장 장치를 이용하는 효율적인 구현을 통해 이용될 수 있는 높은 레벨의 데이터 병렬성(parallelism)을 제공한다.

필터링 오퍼레이션의 어플리케이션은 더 넓은 어레이의 이미지 및 비디오 처리 태스크 및 통신에서 발견된다. 필터의 사용

예들은 동화상 전문가 그룹(MPEG) 비디오에서 블록 아티팩트(artifact)의 감소, 잡음 및 오디오의 감소, 워터마크 검출을

개선하기 위해 화소값으로부터 워터마크를 디커플링하는 것, 평활화, 선명화, 노이즈 감소, 에지 탐색 및 화상 또는 비디오

프레임 크기의 스케일링을 위한 상관, 서브-화소 모션 추정을 위한 비디오 프레임의 업-샘플링, 오디오 신호 품질의 향상,

및 통신 신호에서 펄스 세이핑 및 등화이다. 따라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뿐만 아니라 필터링도, 화상,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컨텐트의 재생을 제공하는 컴퓨팅 장치에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방법 및 명령들은 일반적인 필터링 요구에 목표를 두고 있고, 포괄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상, 많은 아

키텍처들은 다양한 필터 길이 및 데이터 타입에 대한 효율적인 필터 계산의 수단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레지스터간

부분적인 데이터 전달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의 레지스터에 인접 값들을 가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SIMD 레지스터와 같

은 데이터 저장 장치 내에서의 데이터 순서화도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아키텍처는 명령 당 오

퍼레이션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산술 연산을 위해 데이터를 순서화하는데 필요한 클럭 사이클의 개수를 대폭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데이터 타입 변화를 요구한다.

본 발명은 유사한 참조부호는 유사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첨부된 도면에서 예시되며 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예시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도 1에 도시된 프로세서의 실시예를 예시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패킹된 데이터 타입을 예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도 4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레지스터내 패킹된 바이트 표현을 예시하고 있다.

도 4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레지스터내 패킹된 워드 표현을 예시하고 있다.

도 4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레지스터내 패킹된 더블 워드 표현을 예시하고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바이트 셔플(shuffle) 명령의 오퍼레이션을 예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

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바이트 승산-누적 명령을 예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도 7a-7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복수의 가산-곱 쌍들을 생성하기 위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바이트 승산 누

적 명령과 조합되는 도 5의 바이트 셔플 명령을 예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도 8a-8d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인접-가산(add) 명령을 예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도 9a 및 9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레지스터 병합 명령을 도시하고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컨텐트 데이터의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플로우차트를 예시하는 블록 다이어그

램을 도시하고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에 따라 컨텐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방법을 예시

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컨텐트 데이터의 연속된 처리를 위한 플로우차트를 예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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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레지스터 병합 오퍼레이션을 예시하는 플로우차트를 예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를 선택하기 위한 추가 방법을 예시

하는 플로우차트를 도시하고 있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라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논리 회로를 포함하는 일 실시예의 프로세서

를 위한 마이크로-아키텍처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16a는 본 발명에 따라 데이터 오퍼랜드(operand)에 대해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로직의

일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16b는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로직의 다른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17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의 오퍼레이션을 예시하고 있다.

도 17b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의 오퍼레이션을 예시하고 있다.

도 18a는 병렬로 우측 시프트 및 데이터 오퍼랜드 병합을 수행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예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18b는 우측 시프트 및 데이터 병합을 수행하는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19a-b는 모션 추정의 예를 예시하고 있다.

도 20은 모션 추정 및 결과적인 예측의 어플리케이션 예를 예시하고 있다.

도 21a-b는 모션 추정 동안에 처리되는 현재 및 이전 프레임의 예를 예시하고 있다.

도 22a-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프레임에 대한 모션 추정의 오퍼레이션을 예시하고 있다.

도 23a-b는 모션을 예측하고 추정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예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실시예

데이터에 대해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컨텐트 데이터의 효율적인 필터링 및 컨

볼루션을 위한 방법 및 장치가 또한 기재된다. SIMD 병합 오퍼레이션으로 고속 완전 탐색 모션 추정을 위한 방법 및 장치

가 개시된다. 여기에 기재된 실시예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측면에서 기재되지만,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하의

실시예들은 프로세서를 참조하여 기재되지만, 다른 실시예들은 다른 타입의 집적 회로 및 논리 회로에 적용가능하다. 본

발명의 동일한 기술 및 사상들은 더 높은 파이프라인 처리량 및 개선된 성능을 장점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타입의 회로 및

반도체 장치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사상은 또한 데이터 조작을 수행하는 임의의 프로세서 또는 머신에 적

용가능하다. 그러나, 본 발명은 256비트, 128비트, 64비트, 32비트 또는 16비트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프로세서

또는 머신으로 한정되지 않고, 데이터의 시프트 우측 병합이 필요한 임의의 프로세서 및 머신에 적용될 수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설명의 목적상, 본 발명의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특정 세부사항들이 제시된다. 그러나,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들 특정 실시예들이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다른 예들에서, 주지의 전기적 구조 및 회로는 본 발명을 모호하게 하지 않기 위해 특정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하의 설명은 예들을 제공하고, 첨부된 도면들은 예시의 목적상 다양한 예들을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들

은 본 발명의 가능한 모든 구현들의 리스트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단지 본 발명의 예들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제한

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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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방법들은 머신-실행가능한 명령들로 실시된다. 명령들은 명령들로 프로그래밍된 범용 또는

특정 목적의 프로세서가 본 발명의 단계들을 수행하도록 야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다르게는, 본 발명의 단계들은 단계

들을 수행하기 위한 하드와이어된 논리를 포함하는 특정 하드웨어 컴포넌트 또는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컴포넌트 및 관례

적인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임의의 조합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본 발명에 따라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컴퓨터(또는 다른 전자장치)를 프로그래밍하는데 이용되는 명령들을 저

장한 머신 또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로써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소

프트웨어는 시스템의 메모리 내에 저장될 수 있다. 유사하게, 코드는 네트워크를 통해 또는 다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경유하여 분배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플로피 디스켓, 광학 디스크, 컴팩트 디스크, 판독전용 메모리(CD-

ROM), 및 광자기 디스크, 판독 전용 메모리(ROM),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삭제가능한 프로그램가능한 판독 전용 메

모리(EPROM), 전기적으로 삭제가능한 프로그램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EEPROM), 자기 또는 광학 카드, 플래시 메모

리, 인터넷을 통한 송신, 등을 포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판독가능한 형태로 된 전자 명령 또는 정보를 머신(예를 들면,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송신

하기에 적합한 임의의 타입의 매체/머신-판독가능한 매체를 포함한다. 더구나,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

서 다운로드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프로그램은 원격 컴퓨터(예를 들면, 서버)에서 요구하는 컴퓨터(예를 들면, 클

라이언트)로 전달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전달은 통신 링크(예를 들면, 모뎀, 네트워크 접속 등)를 통해 반송파 또는 다른

전파 매체로 실시되는 데이터 신호의 전기적, 광학적, 음성적 또는 다른 형태를 통할 수 있다.

현대의 프로세서에서는, 다양한 코드 및 명령들을 처리하고 실행하는데 다수의 다양한 실행 유닛들이 이용된다. 일부 명령

들이 더 빠르게 완료하고, 일부 다른 명령들은 엄청난 개수의 클럭 사이클을 소요하는 것처럼 모든 명령들이 동일하게 생

성된 것은 아니다. 명령의 처리 속도가 빠를수록, 프로세서의 전체 성능이 좋아진다. 그러므로, 많은 명령들을 가능한 한

더 빨리 실행하는 것이 장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실행 시간 및 프로세서 리소스의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일부 명령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부동소수점 명령, 로드/저장 오퍼레이션, 데이터 이동, 등이 있

다.

더 많은 컴퓨터 시스템들이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이용됨에 따라, 추가적인 프로세서 지원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단일 명령 다중 데이터(SIMD) 정수/부동소수점 명령 및 스트리밍 SIMD 확장(SSE)은 특

정 프로그램 태스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전체 명령의 개수를 줄이는 명령들이다. 이들 명령들은 다수의 데이터 요소를 병

렬로 동작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 성능을 가속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능 이득은 비디오, 대화 및 이미지/포토 처리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달성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유사한 타입의 논리 회로에서의 SIMD 명

령들의 구현은 통상 다수의 이슈와 관련된다. 또한, SIMD 오퍼레이션의 복잡성으로 인해 종종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하

고 조작하기 위해 추가 회로가 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SIMD 관련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으로서 병렬 시프트 우측 명령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공한

다. 하나의 실시예에서는, 알고리즘이, 하나의 오퍼랜드로부터의 원하는 개수의 데이터 세그먼트를, 동일한 개수의 데이터

세그먼트가 제2 오퍼랜드의 최하위 측으로 시프트 제거됨과 함께, 제2 오퍼랜드의 최상위 측으로 우측 시프트하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우측 시프트 병합 오퍼레이션은 2개의 블록의 데이터를 함께 하나의 블록으로 병합하고 결

합된 블록을 시프트하여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 세그먼트를 정렬함으로써 새로운 패턴의 데이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시프트 우측 병합 알고리즘의 실시예들은 전체 성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고 SIMD 오퍼

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

컴퓨팅 아키텍처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100)을 도시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100)은 정보를 통신하

기 위한 버스(101), 및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버스(101)에 결합된 프로세서(109)를 포함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100)은

또한 프로세서(109)를 위한 정보 및 명령을 저장하기 위해 버스(101)에 결합되는 메모리 서브시스템(104-107)을 포함한

다.

프로세서(109)는 실행 유닛(130), 레지스터 파일(200), 캐시 메모리(160), 디코더(165), 및 내부 버스(170)를 포함한다.

캐시 메모리(160)는 실행 유닛(130)에 결합되고 프로세서(109)에 대한 자주 또는 최근에 이용된 정보를 저장한다. 레지스

터 파일(200)은 프로세서(109) 내의 정보를 저장하고 내부 버스(170)를 통해 실행 유닛(130)에 결합된다. 본 발명의 하나

의 실시예에서, 레지스터 파일(200)은 멀티미디어 레지스터,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SIMD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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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멀티미디어 레지스터 각각은 128 비트의 패킹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멀티미디어 레지스

터는 전용 멀티미디어 레지스터 또는 멀티미디어 정보 또는 다른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용되는 레지스터들일 수 있다. 하나

의 실시예에서, 멀티미디어 레지스터는 멀티미디어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부동소수점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부동소수점 데이터를 저장한다.

실행 유닛(130)은 패킹된 명령 세트(140)에 포함되고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신되는 명령에 따라 패킹된 데이터에 대해

동작한다. 실행 유닛(130)은 또한 범용 프로세서에 구현된 명령에 따라 스칼라 데이터에 대해 동작한다. 프로세서(109)는

펜티엄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 세트 및 패킹된 명령 세트(140)를 지원할 수 있다. 패킹된 명령 세트(140)를 펜티엄 마이크

로프로세서 명령 세트와 같은 표준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 세트에 포함시킴으로써, 패킹된 데이터 명령들은 용이하게 현

존하는 소프트웨어(표준 마이크로프로세서 명령 세트를 위해 이전에 저작됨)에 통합될 수 있다. PowerPCTM 및 AlphaTM

프로세서 명령 세트와 같은 다른 표준 명령 세트들은 기재된 발명에 따라 이용될 수도 있다. (펜티엄은 인텔사의 등록된 상

표이다. PowerPCTM은 IBM, APPLE COMPUTER, 및 모토롤라의 상표이다. AlphaTM은 디지털 장비사의 상표이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패킹된 명령 세트(140)는 데이터 저장 장치 내의 데이터를 조직화하기 위한 데이터 셔플(shuffle) 오

퍼레이션(PSHUFD, 145) 및 이동 데이터(MOVD) 오퍼레이션(143)을 위한 명령들(이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됨)을 포함한

다. 부호없는(unsigned) 제1 소스 레지스터 및 부호있는 제2 소스 레지스터를 위한 패킹된 승산 및 누적(PMADDUSBW

오퍼레이션(147)). 부호없는 제1 소스 레지스터 및 부호없는 제2 소스 레지스터를 위한 승산 및 누적을 수행하기 위한 패

킹된 승산-누적 오퍼레이션(PMADDUUBW 오퍼레이션(149)). 부호있는 제1 및 제2 소스 레지스터를 위한 패킹된 승산-

누적(PMADDSSBW 오퍼레이션(151)) 및 16비트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호있는 제1 및 제2 소스 레지스터를 위한 표준 승

산 누적(PMADDWD 오퍼레이션(153)). 마지막으로, 패킹된 명령 세트는 인접 바이트들(PAADDNB 오퍼레이션(155)), 워

드들(PAADDNWD 오퍼레이션(157)), 및 더블워드들(PAADDNDWD(159))을 가산하기 위한 인접-가산 명령, 2개의 워드

값들(PAADDWD(161)), 16비트 결과를 생성하도록 2개의 워드들(PAADDNWW 오퍼레이션(163)), 4배워드(quadword)

결과를 생성하도록 2개의 4배워드들(PAADDNDD 오퍼레이션(165)) 및 레지스터 병합기 오퍼레이션(167)을 포함한다.

명령들을 실행하는 관련 회로와 함께, 범용 프로세서(109)의 명령 세트로서 패킹된 명령 세트(140)를 포함시킴으로써, 많

은 기존의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이용되는 오퍼레이션들이 범용 프로세서내의 패킹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패킹된 데이터에 대해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서 데이터 버스의 전체 폭을 이용함으로

써, 다수의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속되어 더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것은 한번에 하나의 데이터 요소에

대해 하나 이상의 오퍼레이션들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세서 데이터 버스를 통하여 보다 더 작은 단위의 데이터를 전달할 필

요성을 제거한다.

도 1을 더 참조하면, 본 발명의 컴퓨터 시스템(100)은 모니터와 같은 표시 장치(121)를 포함한다. 표시 장치(121)는 프레

임 버퍼와 같은 중간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100)은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122), 및 마우스, 트랙볼 또

는 트랙패드와 같은 커서 컨트롤(123)을 포함한다. 표시 장치(121), 입력 장치(122), 및 커서 컨트롤(123)은 버스(101)에

결합된다. 컴퓨터 시스템(100)은 컴퓨터 시스템(100)이 로컬 영역 네트워크(LAN) 또는 와이드 영역 네트워크(WAN)의

일부가 되도록 네트워크 커넥터(124)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100)은 음성 인식을 위한 음성 입력을 기록하기 위한 마이크에 결합된 오디오 디지타이저와 같은, 소

리 기록 및/또는 재생을 위한 장치(125)에 결합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100)은 비디오 이미지를 캡쳐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비디오 디지타이징 장치(126), 프린터와 같은 하드 카피 장치(127), 및 CD-ROM 장치(128)를 포함할 수 있다. 장치

(124-128)는 버스(101)에 또한 결합된다.

프로세서

도 2는 프로세서(109)의 상세도를 예시하고 있다. 프로세서(109)는 BiCMOS, CMOS 및 NMOS와 같은 다수의 프로세스

기술들 중 임의의 것을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기판 상에 구현될 수 있다. 프로세서(109)는 프로세서(109)에 의해 이용되는

제어 신호 및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165)를 포함한다. 데이터는 내부 버스(205)를 통해 레지스터 파일(200)에

저장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실시예의 레지스터들은 의미상 특정 타입의 회로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실시예의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제공하며, 여기에 기재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 데이터는 정수 레지스터(201), 레지스터(209), 상태 레지스터(208), 또는 명령 포인터 레지스터(211)

에 저장된다. 다른 레지스터들은 레지스터 파일(204), 예를 들면 부동소수점 레지스터에 포함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서, 정수 레지스터(201)는 32비트 정수 데이터를 저장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레지스터(209)는 8개의 멀티미디어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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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R0212a 내지 R7212h, 예를 들면 패킹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SIMD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레지스터(209)내의 각 레지

스터는 길이가 128비트이다. R1 212a, R2 212b 및 R3 212c는 레지스터(209)내의 개별적인 레지스터의 예들이다. 레지

스터들(209) 중의 하나의 레지스터의 32비트는 정수 레지스터들(201) 중 하나의 정수 레지스터로 이동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정수 레지스터의 값은 레지스터들(209) 중 하나의 레지스터의 32비트로 이동될 수 있다.

상태 레지스터(208)는 프로세서(109)의 상태를 나타낸다. 명령 포인터 레지스터(211)는 실행되는 다음 명령의 어드레스

를 저장한다. 정수 레지스터(201), 레지스터(209), 상태 레지스터(208) 및 명령 포인터 레지스터(211)는 모두 내부 버스

(205)에 접속한다. 임의의 추가 레지스터들이 내부 버스(205)에 접속할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들 레지스터들 중 일부는 2가지 다른 타입의 데이터에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각 정수 데이터 또

는 패킹된 데이터 중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209) 및 정수 레지스터(201)가 조합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레

지스터(209)는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된 레지스터는 길이가 128비트이고 정수들은 128

비트로서 표현된다. 본 실시예에서, 패킹된 데이터 및 정수 데이터를 저장할 때, 레지스터들은 2개의 데이터 타입간을 구

별할 필요는 없다.

기능 유닛(203)은 프로세서(109)에 의해 수행되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러한 오퍼레이션은 시프트, 가산, 감산 및 승

산 등을 포함한다. 기능 유닛(203)은 내부 버스(205)에 접속한다. 캐시(160)는 프로세서(109)의 선택적 요소이고, 예를 들

면 주 메모리(104)로부터 데이터 및/또는 제어 신호를 캐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캐시(160)는 디코더(202)에 접속되고,

제어 신호(207)를 수신하도록 접속된다.

데이터 및 저장 포맷

도 3은 3가지 패킹된 데이터 타입, 즉 패킹된 바이트(221), 패킹된 워드(222), 및 패킹된 더블 워드(dword)(223)를 예시

하고 있다. 패킹된 바이트(221)는 16개의 패킹된 바이트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128비트의 길이이다. 일반적으로, 하나

의 데이터 요소는 동일한 길이의 다른 데이터 요소들과 함께 단일 레지스터(또는 메모리 위치)에 저장되는 개별적인 데이

터 조각이다. 패킹된 데이터 시퀀스에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데이터 요소의 개수는 128비트를 하나의 데이터 요소의 비

트 길이로 나눈 값이다.

패킹된 워드(222)는 길이가 128비트이고, 8개의 패킹된 워드 데이터 요소를 포함한다. 각 패킹된 워드는 16비트의 정보를

포함한다. 패킹된 더블워드(223)는 길이가 128비트이고, 4개의 패킹된 더블워드 데이터 요소를 포함한다. 각 패킹된 더블

워드 데이터 요소는 32비트 정보를 포함한다. 패킹된 4배워드는 길이가 128비트이고 2개의 패킹된 4배워드 데이터 요소

를 포함한다.

도 4a-4c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레지스터내 패킹된 데이터 저장 표현을 예시하고 있다. 부호없는 패킹된 바

이트 레지스터내 표현(310)은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레지스터(209) 중 하나의 부호없는 패킹된 바이트

(201)의 저장을 예시하고 있다. 각 바이트 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보는 바이트 제로에 대해서는 비트 7 내지 비트 제로에,

바이트 1에 대해서는 비트 15 내지 비트 8에, 바이트 2에 대해서는 비트 23 내지 비트16에, 마지막으로 바이트 15에 대해

서는 비트 120 내지 비트 127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모든 가용한 비트들이 레지스터에 이용된다. 이러한 저장 배열은 프로세서의 저장 효율을 증가시킨다. 게다가,

16개의 데이터 요소가 액세스된 상태에서,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16개 데이터 요소에 대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부호있

는 패킹된 바이트 레지스터내 표현(311)은 부호있는 패킹된 바이트(221)의 저장을 예시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각 바이트

데이터 요소의 8번째 비트는 부호 지시자이라는 점이다.

부호없는 패킹된 워드 레지스터내 표현(312)은 도 4b에 예시된 바와 같이, 워드 7 내지 워드 제로가 멀티미디어 레지스터

(209)의 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부호있는 패킹된 워드 레지스터내 표현(313)은 부호없는 패킹된

워드 레지스터내 표현(312)과 유사하다. 유의할 점은, 각 워드 데이터 요소의 16번째 비트는 부호 지시자라는 점이다. 부

호없는 패킹된 더블워드 레지스터내 표현(314)은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레지스터(209)가 2개의 더블워

드 데이터 요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부호있는 패킹된 더블워드 레지스터내 표현(315)은 부호없는 패킹된

더블워드 레지스터내 표현(314)과 유사하다. 유의할 점은, 필요한 부호 비트는 더블워드 데이터 요소의 32번째 비트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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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해 제시되는 컨텐트 데이터의 효율적인 필터링 및 컨볼루션은, 데이터와 필터/컨볼루션 계수를 데이터 소스

장치로 로딩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단일 명령 다중 명령(SIMD) 레지스터와 같은, 데이터 저장 장

치내의 데이터 또는 계수들의 순서는 산술적 계산이 수행될 수 있기 이전에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필터 계

산 및 컨볼루션은 적절한 산술 명령뿐만 아니라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조직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배경 섹션의 표기(notation)를 이용하여, 이미지들은 예를 들면 S[I]로 주어지는 화소 I의 값을 대체함으로써

필터링된다. 화소 I의 양측의 화소값들은 S[I]의 필터 계산에 이용된다. 마찬가지로, 화소 I+1의 양측의 화소들은 S[I+1]

을 계산하는데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SIMD 레지스터 내의 하나 이상의 필터에 대한 필터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 데이터가

복사되어 계산을 위한 SIMD 레지스터에 배열된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컴퓨팅 아키텍처는 컴퓨팅 아키텍처 내에서 모든 적절한 데이터 크기에 대해 데이터를 배열하는 효율

적인 방법이 부족하다. 따라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임의의 크기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순서화하는 바이

트 셔플 명령(PSHUFB, 145)을 포함한다. 바이트 셔플 오퍼레이션(145)은 바이트보다 훨씬 큰 데이터 크기에 대해 셔플

오퍼레이션 동안에 그 보다 큰 데이터 내에서 바이트들의 상대 위치를 유지함으로써 그와 같은 데이터 크기를 순서화한다.

또한, 바이트 셔플 오퍼레이션(145)은 SIMD 레지스터 내의 데이터의 상대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다.

다시 도 5를 참조하면, 도 5는 3개의 계수를 가지는 필터에 대한 바이트 셔플 오퍼레이션(145)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종

래 기술을 이용하면, 필터 계수(도시되지 않음)는 3개의 화소들에 적용되고, 필터 계수들은 다른 화소에 이동되어 다시 적

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오퍼레이션들을 병렬로 수행하기 위해, 본 발명은 데이터 배열을 위한 새로운 명령을 기재한

다. 따라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404)는 목적지 데이터 저장 장치(406)(일 실시예에서는 소스 데이터 저장 장

치(404)임) 내에서, 각 데이터 요소가 목적지 레지스터(406)에 저장되는 어드레스를 지정하기 위한 마스크(402)를 이용하

여 조직화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마스크의 구성은 원하는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예를 들면 필

터링 오퍼레이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402)를 이용하여, 계수와 함께 데이터(406)의 처리가 병렬로 수행될 수 있다. 기재된 예에서,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404)는 128비트 SIMD 레지스터로서, 처음에 16개의 8비트 화소를 저장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3개의 계수를

가지는 화소 필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4 계수는 제로로 설정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404) 내의

데이터 요소의 개수에 따라, 소스 레지스터(404)는 목적지 데이터 저장 장치 또는 레지스터로서 활용될 수 있고, 따라서 일

반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레지스터의 개수를 감소시킨다. 그러한 경우,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404)내에서 중첩 기록된 데

이터(overwritten data)가 메모리 또는 다른 레지스터로부터 재로딩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레지스터들이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404)로서 이용될 수 있고, 그 각각의 데이터는 목적지 데이터 저장 장치(406)내에 원하는 대로 조직화된다.

일단 계수뿐만 아니라 데이터 요소의 순서화가 완료되면, 데이터 및 대응하는 계수가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에 따라 처리

되어야만 한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상이한 개수의 필터 계수 및 데이터 크기를 이용하는 컨볼루션 계산뿐만 아니

라 필터 계산에 대해 다른 정밀도를 가지는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필터 오퍼

레이션은 2쌍의 숫자를 승산하고 그 곱을 가산한다. 이러한 오퍼레이션은 승산-누적 오퍼레이션이라 불린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컴퓨팅 아키텍처는 부호있는 또는 부호없는 계수 중 하나를 활용하는 다중 어레이 또는 필터 길이 및

다중 데이터 크기에 대한 효율적인 승산-누적 계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바이트 오퍼레이션도 지원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컨볼루션 컴퓨터 아키텍처는 언팩(unpack) 명령을 이용하여 16비트 데이터를 변환해야 한다. 이들

컴퓨터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분리된 레지스터들에서 16비트 데이터의 곱을 계산한 후 인접 곱들을 가산함으로써 32비

트 결과를 제공하는 승산-누적 오퍼레이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16비트 정밀도를 요구하는 데이터에

대한 필터 계수에 대해서는 수용가능하지만, 8비트 데이터(이미지 및 비디오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임)로 된 8비트 필터 계

수에 대해서는, 명령 및 데이터 레벨 병렬성(parallelism)이 허비된다.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도 6은 제1 소스 레지스터(452) 및 제2 소스 레지스터(454)를 도시하고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제1 및 제2 소스 레지스터들은 예를 들면 128비트 인텔 SSE2 XMM 레지스터와 같이 N비트 길이의 SIMD 레지스터들이

다. 그러한 레지스터 상에서 구현된 승산 및 누적 명령은 2개의 화소 벡터들(452, 454)에 대해 이하의 결과를 제공하며, 이

는 목적지 레지스터(456)에 저장된다. 따라서, 상기 예는 PMADDUSBW 오퍼레이션(147, 도 1)이라 불리는 8비트 바이트

또는 16 워드 승산-누적 명령을 도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명령내의 U 및 S는 연상 기호로서 부호없는 및 부호있는 바이트

를 지칭한다. 소스 레지스터들 중 하나의 바이트들은 부호있는 것이며 나머지는 부호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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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서, 부호없는 데이터를 가지는 레지스터는 목적지 및 16 승산-누적 결과이다. 이러한 선택의 이

유는, 대부분의 구현에서, 데이터는 부호없는 것이고 계수는 부호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는 미래의 계산에

필요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데이터를 덮어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추가적인 바이트 승산-누적

명령은 양쪽 레지스터의 부호없는 바이트에 대한 PMADDUUBW 오퍼레이션(149) 및 양쪽 소스 레지스터의 부호있는 바

이트에 대한 PMADDSSBW 오퍼레이션(151)이다. 승산-누적 명령들은 16비트 부호있는 워드 쌍에 적용하여 32비트 부호

있는 곱을 생성하는 PMADDWD 명령(153)에 의해 완료된다.

일반적으로 필터링 오퍼레이션의 경우와 같이, 제2 벡터는 통상 필터 계수를 포함한다. 따라서, XMM 레지스터를 준비하

기 위해, 셔플 명령(145)을 이용하여 계수들이 레지스터의 일부에 로딩되어 레지스터의 나머지에 복사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XMM 128 비트 레지스터와 같이 계수 데이터 저장 장치(502)는 데이터 로드 명

령의 실행에 응답하여 초기에 3개의 계수로 로딩된다. 그러나,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필터 계수는 데이터 처리 이전

에 메모리 내에 조직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서, 계수는 필터링에 앞서, 그러한 메모리내

의 조직화에 기초하여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 로딩될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서, 계수 레지스터(502)는 부호있는 또는 부호없는 바이트로서 코딩될 수 있는 필터 계수 F3, F2 및 F1을 포

함한다. 일단 계수 레지스터(502)가 로딩되면, 현재 명령 PSHUFD는 계수 레지스터의 남아있는 부분내의 필터 계수를 복

사하여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하의 결과를 얻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수 레지스터(504)

는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을 병렬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대로 셔플링된 계수들을 포함한다. 본 기술분야에서 숙련자들

에게 주지된 바와 같이, 3개의 계수들을 포함하는 필터들은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에서 매우 흔하다. 그러나, 본 기술분야

의 숙련자라면, JPEG 2000과 같은 특정 필터링 오퍼레이션은 9개 및 7개 16비트 계수를 활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그러한 계수의 처리는 계수 레지스터의 용량을 초과하고, 따라서 결국은 부분적으로 필터링된 결과를 초래

한다. 결론적으로, 처리는 각 계수를 이용하여 최종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제 도 7c를 참조하면, 도 7c는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은 처음에 소스 레지스터(404) 내에 포함되고 목적지 레지스터

(406) 내에 셔플링된 소스 레지스터(506) 내의 화소 데이터의 배열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의

실행에 응답하여, PMADDUSBW 명령은 2개의 승산의 합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목적지 레지스터(510)에 저장되는데 이

용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계산을 완료하고 선택된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에 대한 데이터 처리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서

는, 목적지 레지스터(510)내의 인접 가산된-곱 쌍들이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로서, 승산-누적 명령의 합이 2개의 화소보다 더 긴 경우, 분리된 합들이 가산되어야 한다. 불행하게

도, 현재의 컴퓨팅 아키텍처는 인접하는 합들이 동일한 목적지 레지스터내에 있으므로, 인접 합들을 가산하는 효율적인 방

법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인접하는-가산 명령을 활용하고, 그 결과들은 도 8a-8d에 도시되어 있다.

이제 도 8a를 참조하면, 도 8a는 2개의 인접하는 16비트 값들의 가산(PADDD2WD 오퍼레이션(157)))에 이어 32비트 합

을 제공하는 목적지 레지스터(552)를 도시하고 있다. 도 8a는 승산-누적 명령의 2개의 인접하는 16비트 결과를 도시하고

있고, 이들이 가산되어 4바이트 곱의 32 비트 합을 제공한다. 도 8b는 4개의 인접하는 16비트 값들을 가산하여 32비트 합

을 제공하는 인접하는-가산 명령(PAADDD4WD 오퍼레이션(157))을 도시하고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바이트 승산-누적

명령의 4개의 인접하는 16비트 결과들이 가산되어 8바이트 곱의 32비트 합을 제공한다. 도 8c는 8개의 인접하는 16비트

값들을 가산하여 32비트 합을 제공하는 인접하는-가산 명령(PAADD8WD 오퍼레이션(157))을 도시하고 있다. 그러한 것

으로서, 상기 예는 바이트 승산-누적 오퍼레이션의 8개의 인접하는 16비트 결과들을 예시하고 있고, 이들이 가산되어 16

바이트 곱의 32비트 합을 제공한다.

따라서, 인접하는-가산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명령의 선택은 합에서의 회전수(N)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 7a-7c

에 도시된 바와 같이 3-탭 필터를 이용한다면, 제1 명령(PAADD2WD 오퍼레이션(157))은 도 8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하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2개의 16비트 화소 벡터(예를 들면, 매크로 블록의 제1 라인)간의 상관을 위해,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종 명령(PAADD8WD 오퍼레이션(157))이 이용된다. 그러한 오퍼레이션은 SIMD 레지스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한 오퍼레이션이 없다면, 다수의 추가 명령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해 기재되는 바와 같이, 인접하는-가산 명령들의 세트는 가산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다수

의 인접하는 값들 및 보통의 데이터 타입의 전체 범위를 지원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인접하는 16비트 값들의 가산은 그

범위가 2개의 인접하는 값들(N=2)의 가산에서 시작하여 4개(N=4) 그리고 나서 8개(N=8) 및 레지스터의 전체 개수에까

등록특허 10-0602532

- 9 -



지 가산된 숫자를 두 배로 하는 명령 세트(PAADDNWD 오퍼레이션(157))를 포함한다. 16비트 인접하는-가산의 합의 데

이터 크기는 32비트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인접하는 16비트 값들(PAADDWD 오퍼레이션(161))이 가산되어 32비트 합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른 실시예에서, 32비트 입력을 가지는 인접하는-가산 명령들이 이용되어 16비트 입력을 가지는 명령에 의해 생

성되는 합을 가산하는데 이용되므로, 16비트 데이터 크기를 가지는 어떠한 다른 명령도 포함되지 않는다. 양쪽 실시예들은

그 범위가 2개의 인접하는 값들의 가산(N=2)으로 시작하여 4개(N=4), 그리고나서 8개(N=8), 등 레지스터의 전체 개수에

까지 가산되는 숫자를 두 배로 하는 32비트 인접하는-가산 명령(PAADDNDWD 오퍼레이션(159))의 세트를 포함한다. 32

비트 인접하는-가산들의 합의 데이터 크기는 32비트이다. 일부 경우에, 결과들은 필터를 채우지 못한다. 예를 들면, 도 8a,

8b 및 8c에 도시된 바와 같은 명령들, 즉 3개의 다른 인접하는-가산들은 4, 2 및 1개의 32비트 결과를 도출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결과는 목적지 데이터 저장 장치의 더 낮은, 최하위 부분들에 저장된다.

따라서,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32비트 결과들이 있는 경우, 결과들은 하위 64비트에 저장된다. 하나의 32비트

결과의 경우에,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과는 하위 32비트에 저장된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주지된 바와 같

이, 일부 어플리케이션들은 인접하는 바이트들의 합을 이용한다. 본 발명은 2개의 인접하는 부호있는 바이트를 가산하여

16비트 워드를 제공하는 명령(PAADDNB 오퍼레이션(155)) 및 2개의 인접하는 부호없는 바이트를 가산하여 16비트 워드

결과를 산출하는 명령으로 바이트들의 인접하는-가산을 지원한다. 2개 이상의 인접하는 바이트들의 가산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적절한 16비트 인접하는-가산 오퍼레이션으로 2개의 바이트들의 16비트 합을 가산한다.

일단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 결과들이 계산되었다면, 다음 오퍼레이션은 결과들을 메모리 장치에 다시 라우팅하는데 있

다. 상기 설명한 실시예들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결과들은 32비트 정밀도로 코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들은 더블

워드에 작용하는 단순한 이동 오퍼레이션, 예를 들면 전제 레지스터에 작용하는 시프트 우측 논리적 오퍼레이션

(PSRLDQ)뿐만 아니라 상기 설명한 MOVD 오퍼레이션(143)을 이용하여 메모리에 다시 기록될 수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모든 결과들을 메모리에 다시 기록하는 것은 제1의 경우(도 8a)에는 4개의 MOVD 및 3개의 PSRLDQ를, 제2 경우(도 8b)

에 2개의 MOVD 및 1개의 PSRLDQ를, 마지막으로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지막의 경우에 단지 하나의 MOVD를 필

요로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접하는-가산 오퍼레이션들이 병렬로 수행될 수 있을 지라도, 필터링 계산은 일

반적으로 이미지의 다음 화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화소들이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 또는 레지스

터에 로딩될 필요가 있다. 레지스터에 한번에 8개의 화소를 로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퍼레이션에 대해 2

개의 해결책이 제안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터 병합 오퍼레이션(163)을 기

재하고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목적지 레지스터(606)내의 화소 A1-A8를 처리하기 위해, 화소 A7-A1은 화소 A8로 연결

되어 목적지 레지스터(606)의 화소 A8-A1을 형성한다. 따라서, 레지스터 병합 오퍼레이션은 바이트의 개수를 이용하여

레지스터를 선택하고, 이는 입력 인수에 의해 제공된다.

이제 도 9b를 참조하면, 도 9b는 레지스터 병합 오퍼레이션의 성능에 대한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초기에, 8개의

화소들이 제1 소스 레지스터(608, MM0)에 로딩된다. 다음으로, 후속 8개의 화소들이 제2 소스 레지스터(MM1, 610)에

로딩된다. 다음으로, 치환(permute) 오퍼레이션이 제2 소스 레지스터(610)에 대해 수행된다. 일단 수행되면, 레지스터

(610)는 제3 소스 레지스터(MM2, 612)에 복사된다. 다음으로, 제1 소스 레지스터(608)가 8비트만큼 우측 시프트된다. 또

한, 제2 소스 레지스터(610) 및 마스크 레지스터(614)가 패킹된 논리적 AND 명령에 따라 조합되어 제1 소스 레지스터

(608)에 저장된다.

다음으로, 제2 소스 레지스터(610)와 제1 소스 레지스터(608)간에 논리적 OR 오퍼레이션이 수행되어 목적지 레지스터

(620) 내에 이하의 결과를 생성하며, 결국은 레지스터 병합 오퍼레이션이 된다. 프로세스는 제1 소스 레지스터(608)을 시

프팅함으로써 예시된 바와 같이 계속된다. 다음으로, 제2 소스 레지스터(610)가 시프트되어 레지스터(612)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마스크 레지스터(614)와 제2 소스 레지스터(612)간에 논리적 AND 오퍼레이션이 수행되어 그 결과가 목적지

레지스터(622)에 저장된다. 마지막으로, 제2 소스 레지스터(612)와 제1 소스 레지스터(608)간에 패킹된 OR 오퍼레이션

이 수행되어 목적지 레지스터(624)내에 후속적인 레지스터 병합 오퍼레이션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이 이제 설명된다.

동작

이제 도 10을 참조하면, 도 10은 예를 들면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100)내에서 컨텐트 데이터의

효율적인 필터링 및 컨볼루션을 위한 방법(700)을 예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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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컨텐트 데이터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 음성 데이터를 지칭한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은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

들에게 주지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128비트 인텔 아키텍처 SSE2 MMX 레지스터와 같은 데이터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디

지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를 참조한다.

다시, 도 10을 참조하면, 방법은 프로세스 블록(702)에서 시작하여,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이 실행되는지 여부가 판단된

다. 본 명세서에 기재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은 화소 데이터에 수행되는 컨볼루션 및 필터링 오퍼레이션

을 포함하고, 이들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일단 실행되었다면, 프로세스 블록(704)이 수행된다. 프로세스 블록(704)에서,

데이터 로드 명령이 실행된다. 데이터 로드 명령의 실행에 응답하여, 프로세스 블록(706)에서, 입력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가 예를 들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212A) 및 제2 데이터 저장 장치(212B)에 로딩된다.

프로세스 블록(708)에서,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이 데이터 셔플 오퍼레이션을 실행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데이터 셔플

오퍼레이션을 실행하는 것에 응답하여, 프로세스 블록(710)에서, 예를 들면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212B)로부터의 선택된

데이터 부분이 목적지 데이터 저장 장치 내에서 또는 계수 데이터 저장 장치(도 5 참조)내의 계수의 배열에 따라 조직화된

다. 계수 데이터 저장 장치내의 계수들은 원하는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 계산(예를 들면, 도 7a 및 7b에 도시됨)에 따라

조직화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계수들은 임의의 필터링 오퍼레이션에 앞서 메모리 내에서 조직화된다. 따라서, 계수들은

셔플링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계수 데이터 저장장치에 로딩될 수 있다(도 7b 참조).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및 계수의 순서화는 도 7a-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에 의해 요구되

는 바와 같이, 병렬 계산을 구현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에 앞서 계수들이 주지되어 있으므로, 계

수들이 메모리에 조직화되어,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 동안에 계수를 셔플링할 필요없이 메모리 내에서 조직화되는 것과

같이, 계수 레지스터로의 로딩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블록(720)에서, 로딩된 데이터가 데이터 처리 오퍼

레이션에 따라 처리되어, 하나 이상의 데이터 처리 결과를 생성한다. 일단 생성되면,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 결과들이 메

모리에 다시 기록될 수 있다.

이제 도 11을 참조하면, 도 11은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722)을 예시하는 블록 다이

어그램을 도시하고 있다. 프로세스 블록(724)에서,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이 승산-누적 명령을 실행했는지 여부가 결정

된다. 승산-누적 명령의 실행에 응답하여, 프로세스 블록(726)에서, 목적지 저장 장치내의 복수의 가산된-곱 쌍의 데이터

및 계수 데이터 저장 장치내의 계수들이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성된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블록(728)에서,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이 인접하는-가산 명령을 실행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인접하는-가산의 실행에 응답하여, 프로세스 블록(730)에서, 인접하는-가산 명령의 실행에 응답하여 목적지 데이터 저장

장치(510, 도 7c)내의 인접하는 가산된-곱 쌍들이 가산되어, 하나 이상의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 결과를 형성한다(도 8d

참조). 그러나, 계수의 개수가 계수 레지스터의 용량을 초과하는 일부 실시예에서(프로세스 블록(732) 참조), 부분적인 데

이터 처리 결과들이 얻어진다. 결론적으로, 계수(프로세스 블록(734)) 및 데이터(프로세스 블록(736))의 처리 및 조직화는

선택적 프로세스 블록(732-7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종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렇

지 않으면, 프로세스 블록(738)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처리 결과들이 저장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블록(790)에서,

입력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의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럼으로써, 프로세스 블록(724-732)이 입력 데이

터 스트림 데이터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된다. 일단 처리가 완료되면, 제어 플로우는 블록(720)으로 리턴하여, 방법

(700)이 종료된다.

이제 도 12를 참조하면, 도 12는 추가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방법(740)을 예시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도시하

고 있다. 프로세스 블록(742)에서,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212A)내에 임의의 액세스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가 결

정된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액세스되지 않는 데이터는 승산-누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 장치내에

서 셔플링되지 않았던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212A)내의 데이터를 지칭한다. 프로세스 블록(744)에서, 데이터 저장 장치

가 액세스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데이터의 일부가 선택된 데이터로서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선택된다.

일단 선택되면, 프로세스 블록(786)이 수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 블록(746)에서, 제2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데이터 요소뿐만 아니라, 소스 데이

터 저장 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가 선택된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

는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 결과가 아직 계산되지 않은 데이터 요소를 지칭한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블록(780)에서, 제2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선택된 데이터 요소로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의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를 연결하여 선택된 데이터

를 형성하는 레지스터 병합기 명령(도 9a 및 9b 참조)이 수행된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블록(782)에서, 제2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의 데이거가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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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가 모두 액세스되었으므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액세스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제2 데이터 저장 장치는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내의 데이터를 겹쳐쓰는데 이용될 수 있다. 프로세스 블록(784)에

서, 제2 데이터 저장 장치가 메모리 장치로부터 입력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로 로딩되며, 이는 필터링이나 컨볼루션과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블록(786)에서, 선택된 데이터가 목적지 데이터 저장 장치내

에서 또는 계수 데이터 저장 장치내의 계수의 배열에 따라 조직화된다(도 5 참조). 일단 수행되면, 제어 플로우는 선택된

데이터의 연속적인 처리를 위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 블록(790)으로 리턴한다.

이제, 도 13을 참조하면, 도 13은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를 선택하기 위한 추가 방법(748)을 도시하고 있다. 프로세스 블록

(750)에서,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가 미처리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내의 데

이터의 각 부분이 처리된 경우, 프로세스 블록(770)이 수행된다. 프로세스 블록(770)에서, 선택된 데이터로서 기능하는 데

이터 일부가 제2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선택된 후,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에 따라 처리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 블록(752)에서, 하나 이상의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가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선택된다. 마

지막으로, 프로세스 블록(766)에서, 추가적인 데이터 요소가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의 카운트에 따라 제2 데이터 저장 장치

로부터 선택되어 선택된 데이터를 형성한다. 그럼으로써,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에 앞서 목적지 데이터 저장

장치내에서의 셔플링을 위해 선택된 데이터는 필터 계수의 개수에 기초한 데이터 요소의 카운트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러

한 데이터 요소 카운트를 이용하여,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의 개수는 요소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 요소 카운트로부

터 감산되어, 레지스터 병합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제2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도 14를 참조하면, 도 14는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스 블록(752)의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를 선택하

기 위한 추가 방법(754)을 도시하고 있다. 프로세스 블록(756)에서,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데이터 요소가 선택된

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블록(758)에서, 데이터 요소에 대해 데이터 처리 오퍼레이션 결과가 계산되었는지 여부가 결정된

다. 그러한 결과가 계산된 경우, 선택된 데이터 요소가 폐기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 블록(760)에서, 선택된 데이터

요소는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이고 저장된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블록(762)에서, 미처리된 데이터 요소 카운트가 증가된

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블록(764)에서, 소스 데이터 저장 장치내의 데이터 요소가 처리될 때까지 프로세스 블록(756-

762)이 반복된다.

그럼으로써, 본 발명의 사상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타입 변경이 피해지며, 결국 명령 당 SIMD 오퍼레이션의 개수의

최대화로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산술 오퍼레이션을 위해 데이터를 순서화하는데 필요한 클럭 사이클 개수의 상당한

감소가 또한 달성된다. 따라서, 표 1은 본 발명에 의해 기재된 사상 및 교훈을 이용하여 수개의 필터링 어플리케이션에 대

한 스피드업(speed up) 값을 추정한다.

[표 1]

 오퍼레이션  스피드업

 9-7 웨이브렛  1.7

 바이트 계수를 가지는 3x3 필터  4.3

 워터마크 상관  6.8

다른 실시예

SIMD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컨텐트 데이터의 효율적인 필터링 및 컨볼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컴퓨팅 아키텍처의 하나의 구

현의 수 개의 양태들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컴퓨팅 아키텍처의 다양한 구현들은 상기 설명한 특징들을 보완하고, 추가하

며 또는 대체하는 다수의 특징들을 제공한다. 특징들은 다른 구현들에서 컴퓨팅 아키텍처의 일부로서 또는 특정 소프트웨

어 또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일부로서 구현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명의 목적상, 상기 설명은 특정 목록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철저한 이해를 부여했다. 그러나,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특정 세부사항은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가 SIMD 레지스터를 이용한 컨텐트 데이터의 효율적인 필터링 및 컨볼루션을 위한 시스

템에 관한 것이지만,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이 다른 시스템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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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실상,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들은 본 발명의 범주와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의 사상에 포함된다. 상기 기재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원리와 그 실제적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선

택되어 기재되었다. 이들 실시예들은 본 기술분야의 다른 숙련자들이 본 발명과 고안되는 특정 사용에 적합한 다양한 변형

을 가지는 다양한 실시예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주지의 기술에 대해 많은 장점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다중 어레이 길이 및 데이터 크기 및 계수

부호에 대한 필터링/컨볼루션을 위한 오퍼레이션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들 오퍼레이션들은 소

그룹의 단일 명령 다중 데이터(SIMD) 명령의 일부인 수 개의 명령들을 이용함으로써 달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불필요

한 데이터 타입 변경을 피한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타입 변경을 피함으로써, 본 발명은 명령 당 SIMD 오퍼레이

션의 개수를 최대화시키며, 승산-누적 오퍼레이션과 같은 산술적 오퍼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순서화하는데 필요한 클럭

사이클의 개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라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논리 회로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에 대한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일 실시예에 관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은 상기 설명에서와 같이 레지스터 병합

오퍼레이션 및 레지스터 병합 명령으로 지칭될 수도 있다.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PSRMRG)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명령

은 도 1, 9a 및 9b의 레지스터 병합 오퍼레이션(167)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인-오더(in-order) 전방 엔드(1001)는

실행될 매크로-명령들을 페치하여 나중에 프로세서 파이프라인에 이용되도록 준비하는 프로세서(1000)의 일부이다. 본

실시예의 전방 엔드는 수 개의 유닛을 포함한다. 명령 프리페처(1026)는 메모리로부터 매크로-명령들을 페치하여 이들을

명령 디코더(1028)에 피딩하며, 명령 디코더(1028)는 머신이 실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마이크로 명령 또는 마이크로 오

퍼레이션(또는 마이크로 op 또는 uops라 불림)이라 불리는 원시어로 디코딩한다. 트레이스 캐시(1030)는 디코딩된 uops

를 취하여 실행을 위한 uop 큐(1034)에서 이들을 프로그램 순차(ordered) 시퀀스 또는 트레이스로 어셈블링한다. 트레이

스 캐시(1030)가 복잡한 매크로-명령들을 만난 경우, 마이크로코드 ROM(1032)이 그 오퍼레이션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uops를 제공한다.

많은 매크로-명령들은 단일 마이크로-op로 변환되고, 그와 다른 것들은 전체 오퍼레이션을 완료하는데 수 개의 마이크로

-ops가 필요하다. 본 실시예에서, 매크로-명령을 완료하는데 4개 이상의 마이크로-ops가 필요하다면, 디코더(1028)는

마이크로코드 ROM(1032)에 액세스하여 매크로 명령을 수행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알고리즘을

위한 명령은, 그 오퍼레이션을 완료하는데 다수의 마이크로-ops가 필요하다면 마이크로코드 ROM(1032)에 저장될 수 있

다. 트레이스 캐시(1030)는 마이크로-코드 ROM(1032)내의 분할 알고리즘에 대한 마이크로-코드 시퀀스를 판독하기 위

한 정확한 마이크로 명령 포인터를 결정하기 위해 엔트리 포인트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어레이(PLA)를 참조한다. 마이크로

코드 ROM(1032)이 현재의 매크로-명령에 대한 마이크로-ops를 시퀀싱하는 것을 완료한 후에, 머신의 전방 엔드(1001)

가 트레이스 캐시(1030)로부터 마이크로-ops를 페치하는 것을 재개한다.

일부 SIMD 및 기타 멀티미디어 타입의 명령들은 복잡한 명령들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부동 소수점 관련 명령들은 또한 복

잡한 명령들이다. 그와 같이, 명령 디코더(1028)가 복잡한 매크로-명령을 맞이한 경우, 마이크로코드 ROM(1032)의 적절

한 위치를 액세스하여 그 매크로-명령에 대한 마이크로코드 시퀀스를 검색한다. 그 매크로 명령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마이크로-ops는 적절한 정수 및 부동 소수점 실행 유닛에서의 실행을 위하여 아웃-오브-오더(out-of-order) 실

행 엔진(1003) 및 부동 소수점 실행 유닛에 통신된다.

아웃-오브-오더 실행 엔진(1003)은 마이크로-명령들이 실행을 위해 준비되는 곳이다. 아웃-오브-오더 실행 로직은 마이

크로-명령들의 플로우를 평활화하고 재-순서화함으로써 그 명령들이 파이프라인을 통과하고 실행을 위해 스케줄링될 때

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다수의 버퍼들을 가지고 있다. 할당자 로직은 각 uop가 실행하는데 필요한 머신 버퍼와 리소스

를 할당한다. 레지스터 재명명 로직은 로직 레지스터들을 레지스터 파일의 엔트리로 재명명한다. 할당자는 명령 스케줄러

들, 즉 메모리 스케줄러, 고속 스케줄러(1002), 저속/일반 부동 소수점 스케줄러(1004) 및 단순 부동 소수점 스케줄러

(1006)의 전방에서, 2개의 uop 큐, 즉 메모리 오퍼레이션들을 위한 하나 및 비메모리 오퍼레이션들을 하나의 큐에 속한 각

uop에 대해 엔트리를 할당한다. uop 스케줄러(1002, 1004, 1006)는, 그 종속 입력 레지스터 오퍼랜드 소스의 준비

(readiness) 및 uops가 그 오퍼레이션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실행 리소스의 유용성에 기초하여 uop가 실행 준비가 된 때를

결정한다. 본 실시예의 고속 스케줄러(1002)는 주 클럭 사이클의 각 절반마다 스케줄링할 수 있고, 나머지 스케줄러들은

메인 프로세서 클럭 사이클마다 한번씩만 스케줄링할 수 있다. 스케줄러는 디스패치 포트를 중재하여 실행을 위한 uop를

스케줄링한다.

레지스터 파일(1008, 1010)은 스케줄러(1002, 1004, 1006)와 실행 블록(1011)내의 실행 유닛(1012, 1014, 1016,

1018, 1020, 1022, 1024) 사이에 배치된다. 정수 및 부동 소수점 오퍼레이션 각각에 대해 분리된 레지스터 파일(1008,

1010)이 존재한다. 본 실시예의 각 레지스터 파일(1008, 1010)은 아직 레지스터 파일에 기록되지 않은 방금 완료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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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바이패스하거나 새로운 종속 uop로 포워딩할 수 있는 바이패스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정수 레지스터 파일(1008) 및

부동 소수점 파일(1010)은 서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정수 레지스터 파일(1008)은 2개의 분리된

레지스터 파일들, 즉 낮은 차수 32비트 데이터에 대한 하나의 레지스터 파일 및 높은 차수 32비트 데이터에 대한 제2 레지

스터 파일로 분할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의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 파일(1010)은 부동 소수점 명령이 전형적으로 그 폭

이 64 내지 128비트의 오퍼랜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128비트 폭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다.

실행 블록(1011)은 명령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실행 유닛(1012, 1014, 1016, 1018, 1020, 1022, 1024)을 포함한다. 이러

한 섹션은 마이크로-명령들이 실행에 필요로 하는 정수 및 부동 소수점 데이터 오퍼랜드 값들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파일

(1008, 1010)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의 프로세서(1000)는 다수의 실행 유닛들, 어드레스 생성 유닛(AGU, 1012), AGU

(1014), 고속 ALU(1016), 고속 ALU(1018), 저속 ALU(1020), 부동 소수점 ALU(1022), 부동 소수점 이동 유닛(1024)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부동 소수점 실행 블록들(1022, 1024)은 부동 소수점, MMX, SIMD 및 SSE 오퍼레이션을 실행

한다. 본 실시예의 부동 소수점 ALU(322)는 제산, 제곱근, 및 나머지 마이크로-ops를 실행하기 위하여 64비트x64비트

부동소수점 분할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있어서, 부동 소수점 값들과 관련된 임의의 동작은 부동 소수점 하

드웨어를 이용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정수 포맷과 부동 소수점 포맷간의 변환은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 파일과 연관된

다. 마찬가지로, 부동 소수점 분할 오퍼레이션은 부동 소수점 분할기에서 발생한다. 반면에, 비-부동 소수점 숫자 및 정수

타입은 정수 하드웨어 리소스로 핸들링된다. 단순하고, 매우 빈번한 ALU 오퍼레이션들은 고속 ALU 실행 유닛(1016,

1018)으로 진행한다. 본 실시예의 고속 ALU(1016, 1018)는 클럭 사이클의 절반의 효율적인 레이턴시로 고속 오퍼레이션

을 실행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저속 ALU(1020)가 승산기, 시프트, 플래그 로직 및 분기 처리와 같은 긴 레

이턴시 타입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정수 실행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복잡한 정수 오퍼레이션들은 저속

ALU(1020)로 진행한다. 메모리 로드/저장 오퍼레이션들은 AGU(1012, 1014)에 의해 실행된다. 본 실시예에서, 정수

ALU(1016, 1018, 1020)는 64비트 데이터 오퍼랜드에 대해 정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컨텍스트로 기재되어 있다. 다

른 실시예들에서, ALU(1016, 1018, 1020)는 16, 32, 128, 256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데이터 비트를 지원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동 소수점 유닛(1022, 1024)은 다양한 폭의 비트를 가지는 오퍼랜드 범위를 지원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부동 소수점 유닛(1022, 1024)은 SIMD 및 멀티미디어 명령들과 조합하여 128비트 폭의 패킹된

데이터 오퍼랜드에 대해 동작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uops 스케줄러(1002, 1004, 1006)는 부모 로드가 실행을 종료하기 이전에 종속 오퍼레이션을 디스패치한

다. uops가 프로세서(1000)에서 불확실하게 스케줄링되어 실행되므로, 프로세서(1000)는 또한 메모리 미스(miss)를 핸

들링하는 로직을 포함한다. 데이터 로드가 데이터 캐시에서 누락되면, 스케줄러가 일시적으로 부정확한 데이터를 갖도록

남겨둔 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중인 종속 오퍼레이션들이 존재할 수 있다. 재연 메커니즘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한 명

령들을 추적하여 재실행한다. 종속 오퍼레이션들만이 재연될 필요가 있으며, 독립 오퍼레이션들은 완료되도록 허용된다.

프로세서의 일 실시예에서 스케줄러 및 재연 메커니즘은 확장된 정밀도 정수 분할 오퍼레이션에 대한 명령 시퀀스를 캐치

하도록 설계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용어 "레지스터"가 오퍼랜드를 식별하는 매크로-명령들의 일부로서 이용되는 온-보드 프로세서 저장 위

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용된다. 환언하면, 본 명세서에서 지칭된 레지스터들은 프로세서의 외부(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 기재된 레지스터들은 전용 물리적 레지스터, 레지스터 재명명을 이용하여

다이나믹하게 할당되는 물리적 레지스터, 전용 및 다이나믹하게 할당되는 물리적 레지스터들의 조합 등과 같은 임의의 개

수의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내의 회로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이하의 설명을 위해, 레지스터들은 캘리포니아, 산

타 클라라의 인텔사로부터 MMX 기술로 활성화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64비트 폭 MMXTM 레지스터(mm 레지스터)

와 같은 패킹된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데이터 레지스터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수 및 부동 소수점 형태 모두가 가능

한 이들 MMX 레지스터들은 SIMD 및 SSE 명령들을 동반하는 패킹된 데이터 요소로 동작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SSE2

기술과 관련된 128비트 폭 XMM 레지스터들은 그러한 패킹된 데이터 오퍼랜드를 유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하의 도면의 예들에서, 다수의 데이터 오퍼랜드가 기재된다. 단순화를 위해,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문자 A로부터 전방으

로 알파벳순으로 라벨링되고, 여기에서 A는 최하위 어드레스에 위치하며 Z는 최상위 어드레스에 위치할 것이다. 그러므

로, A는 어드레스 0이고, B는 어드레스 1에 위치하며, C는 어드레스 3에 위치한다. 일부 예들에서 데이터 시퀀스들이 문

자들이 알파벳 반대 순서로 배열된 채로 나타나지만, 어드레싱은 여전히 A는 0에, B는 1에, 등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론적

으로는,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시프트 우측 병합과 같은, 시프트 우측 오퍼레이션은 그 시퀀스가 D, C, B, A라면, 더

낮은 어드레스 데이터 세그먼트를 우측으로 시프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측 시프트는 단순히 하나의 데이터 블

록의 데이터 요소들을 정지선을 지나 우측으로 시프트한다. 또한,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은 개념적으로는 2개의 오

퍼랜드들이 연속인 것처럼 최우측 데이터 세그먼트를 하나의 오퍼랜드로부터 다른 데이터 오퍼랜드의 좌측으로 우측 시프

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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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a는 본 발명에 따라 데이터 오퍼랜드들에 대해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로직의 한 실시예의 블

록 다이어그램이다. 본 실시예의 시프트 우측 병합(또는 레지스터 시프트) 오퍼레이션의 명령(PSRMRG)은 3개의 정보, 제

1 데이터 오퍼랜드(1102), 제2 데이터 오퍼랜드(1104) 및 시프트 카운트(1106)로 시작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시프트

PSRMRG 명령은 하나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디코딩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해당 명령은 다양한 개수의 마이크로-

ops로 디코딩되어 데이터 오퍼랜드들에 대해 시프트 병합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에서, 데이터 오퍼랜

드(1102, 1104)는 레지스터/메모리에 저장된 64비트 폭의 데이터 피스이고, 시프트 카운트(1106)는 8비트 폭의 즉시 값

(immediate value)이다. 특정 구현에 따라, 데이터 오퍼랜드들과 시프트 카운트는 각각 128/256비트 및 16비트와 같은

다른 폭들이 될 수 있다. 본 예에서, 제1 오퍼랜드(1102)는 8개의 데이터 세그먼트 P, O, N, M, L, K, J, 및 I로 구성된다.

제2 오퍼랜드(1104)는 8개의 데이터 세그먼트 H, G, F, E, D, C, B 및 A로 구성된다. 데이터 세그먼트들은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은 단일 바이트(8비트)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데이터 세그먼트들 각각

이 단일 바이트(8바이트)로 구성된 더 긴 128비트 오퍼랜드로 동작하고, 그러한 128비트 폭의 오퍼랜드는 16바이트 폭의

데이터 세그먼트를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데이터 세그먼트가 더블워드(32비트) 또는 4배 워드(64비트)인 경우,

128비트 오퍼랜드는 4개의 더블워드 폭 또는 2개의 4배 워드 폭의 데이터 세그먼트가 각각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

의 실시예들은 특정 길이의 데이터 오퍼랜드, 데이터 세그먼트, 또는 시프트 카운트로 제한되지 않으며, 각 구현을 위해 적

절하게 크기 조정될 수 있다.

오퍼랜드(1102, 1104)는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위치 또는 레지스터 파일 또는 믹스에 상주할 수 있다. 데이터 오퍼랜드

(1102, 1104) 및 카운트(1106)는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과 함께 프로세서내의 실행 유닛(1110)에 전송된다.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이 실행 유닛(1110)에 도달할 때까지, 프로세서 파이프라인 상에서 그 명령은 더 먼저 디코딩되어야만 한다. 그

러므로,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uop) 또는 일부 다른 디코딩된 포맷일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2

개의 데이터 오퍼랜드(1102, 1104)가 연쇄 로직 및 임시 레지스터에서 수신된다. 연쇄 로직은 2개의 오퍼랜드에 대해 데

이터 세그먼트를 병합/조합하여 새로운 블록의 데이터를 임시 레지스터에 배치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데이터 블록은 16

개의 데이터 세그먼트, 즉 P, O, N, M, L, K, J, I, H, G, F, E, D, C, B, A로 구성된다. 본 예는 64비트 폭 오퍼랜드로 작동

하므로, 임시 레지스터는 128비트 폭인 조합된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128비트 폭 데이터 오퍼랜드에 대해, 256비

트 폭 임시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실행 유닛(1110)의 우측 시프트 로직(1114)은 임시 레지스터의 컨텐트를 취하여 카운트(1106)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데

이터 블록의 논리적 시프트 우측을 n 데이터 세그먼트만큼 수행한다. 본 실시예에서, 카운트(1106)는 우측으로 시프트할

바이트의 개수를 나타낸다. 특정 구현마다, 데이터 세그먼트의 세분도(granularity)에 따라, 카운트(1106)는 시프트할 비

트, 니블, 워드, 더블워드, 4배 워드 등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본 예에서, n은 3에 해당하고, 따라서 임시

레지스터 컨텐트는 3 바이트만큼 시프트된다. 각 데이터 세그먼트가 워드 또는 더블워드 폭이라면, 카운트는 각각 시프트

할 워드 또는 더블워드의 개수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 대해, 0은 임시 레지스터의 좌측으로부터 시프트되어 레지스터의

데이터가 우측으로 시프트됨에 따라 비어지는 공간을 채운다. 그러므로, 시프트 카운트(1106)가 데이터 오퍼랜드의 데이

터 세그먼트의 개수(이 경우에는 8)보다 큰 경우에, 하나 이상의 0들이 결과(1108)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시프트 카운트

(1106)가 양쪽 오퍼랜드에 대해 전체 데이터 세그먼트 개수와 동일하거나 초과한다면, 모든 데이터 세그먼트가 시프트 되

어지므로, 결과는 모두 0으로 구성될 것이다. 우측 시프트 로직(1114)은 결과(1108)로서 임시 레지스터로부터 적절한 개

수의 데이터 세그먼트들을 출력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출력 멀티플렉서 또는 래치가 우측 시프트 로직 이후에 포함되어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본 예에 대해, 결과는 64비트 폭이고 8개의 바이트를 포함한다. 2개의 데이터 오퍼랜드(1102,

1104)에 대한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으로 인해, 결과는 이하의 8개의 데이터 세그먼트, 즉 K, J, I, H, G, F, E 및 D

로 구성된다.

도 16b는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로직의 다른 실시예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16a의 이전 예와 같이,

본 실시예의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은 3가지 정보, 즉 제1 64비트 폭 데이터 오퍼랜드(1102), 제2 64비트 폭 데이

터 오퍼랜드(1104) 및 8비트 폭 시프트 카운트(1106)로 시작한다. 시프트 카운트(1106)는 데이터 세그먼트를 몇 번 시프

트 했는지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 대해, 카운트(1106)는 바이트의 개수로 언급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카운트는 데이터

를 시프트하는 비트, 니블, 워드, 더블워드 또는 4배 워드의 개수를 나타낸다. 본 예의 제1 및 제2 오퍼랜드(1102)는 각각

8개의 동일한 길이의 바이트 크기의 데이터 세그먼트(H, G, F, E, D, C, B, A)로 구성되고, 제2 오퍼랜드(1104)는 8개의

데이터 세그먼트(P, O, N, M, L, K, J, I)로 구성된다. 카운트 n은 3과 같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128/256/512 비트 폭

오퍼랜드 및 비트/바이트/워드/더블워드/4배워드 크기의 데이터 세그먼트 및 8/16/32 비트 폭 시프트 카운트와 같은 다른

길이의 오퍼랜드 및 데이터 세그먼트로 동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특정 길이의 데이터 오퍼랜드, 데

이터 세그먼트, 또는 시프트 카운트로 제한되지 않고, 각 구현에 대해 적절하게 크기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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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오퍼랜드(1102, 1104) 및 카운트(1106)는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과 함께 프로세서내 실행 유닛(1120)에 전송된

다. 본 실시예에 대해, 제1 데이터 오퍼랜드(1102) 및 제2 데이터 오퍼랜드(1104)는 시프트 좌측 로직(1122) 및 시프트

우측 로직(1124)에서 각각 수신된다. 카운트(1106)는 또한 시프트 로직(1122, 1124)에 전송된다. 시프트 좌측 로직

(1122)은 세그먼트의 "제1 오퍼랜드의 데이터 세그먼트의 개수-n"개수만큼 제1 오퍼랜드(1102)에 대해 데이터 세그먼트

를 좌측 시프트한다. 데이터 세그먼트가 좌측으로 시프트됨에 따라, 0이 우측으로부터 시프트되어 빈 공간을 채운다. 이

경우에, 8개의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으므로, 제1 오퍼랜드(1102)는 8 마이너스 3 또는 5 위치만큼 좌측 시프트된다. 제1

오퍼랜드(1102)는 이러한 다른 값만큼 시프트되어 로직 OR 게이트(1126)에서 병합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 정렬을 달성

한다. 여기에서의 좌측 시프트 후에, 제1 데이터 오퍼랜드는 K, J, I, 0, 0, 0, 0, 0이 된다. 카운트(1106)가 오퍼랜드에서

데이터 세그먼트의 개수보다 큰 경우에, 시프트 좌측 계산은 음수로 산출될 수 있으며, 이는 음의 좌측 시프트를 나타낸다.

음의 카운트를 가지는 논리적 좌측 시프트는 음의 방향으로의 시프트로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논리적 우측 시프트이다.

음의 좌측 시프트는 제1 오퍼랜드(1102)의 좌측으로부터 0을 유입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시프트 우측 로직(1124)은 제2 오퍼랜드에 대한 데이터 세그먼트를 n개의 세그먼트만큼 우측으로 시프트한

다. 데이터 세그먼트가 우측으로 시프트됨에 따라, 0이 좌측으로부터 시프트되어 빈 공간을 채운다. 제2 데이터 오퍼랜드

는 0, 0, 0, H, G, F, E, D가 된다. 시프트된 오퍼랜드는 시프트 좌측/우측 로직(1122, 1124)으로부터 출력되어 로직 OR

게이트(1126)에서 함께 병합된다. OR 게이트는 데이터 세그먼트의 논리적 OR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 본 실시예의 64비

트 폭 결과(1108)를 제공한다. "K, J, I, 0, 0, 0, 0, 0"와 "0,0,0,H,G,F,E,D"의 OR 오퍼레이션은 8개의 바이트, K, J, I, H,

G, F, E, D로 구성되는 결과(1108)를 생성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 16a의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와 동일하다. 유의할 점은,

오퍼랜드의 데이터 요소의 개수보다 큰 카운트 n(1106)에 대해, 적절한 개수의 0이 좌측에서 시작하여 결과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카운트(1106)가 양쪽 오퍼랜드에서 데이터 요소의 전체 개수와 크거나 같으면, 결과는 모두 0으로 구성될 것

이다.

도 17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의 오퍼레이션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MM1(1204), MM2(1206), TEMP(1232) 및 DEST(1242)는 통상 오퍼랜드 또는 데이터 블록으로 지칭되지만, 그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레지스터, 레지스터 파일 및 메모리 위치를 포함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MM1(1024) 및 MM2

(1206)는 64비트 폭 MMX 레지스터(또한 일부 경우에 'mm'으로 지칭됨)이다. 상태 Ⅰ(1200)에서, 시프트 카운트 imm

[y](1202), 제1 오퍼랜드 MM1[x](1204) 및 제2 오퍼랜드 MM2[x](1206)가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과 함께 전송

된다. 카운트(1202)는 y 비트 폭의 즉시 값이다. 제1(1204) 및 제2(1206) 오퍼랜드들은 x 데이터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각 데이터 세그먼트가 1 바이트(8비트)라면 8x 비트의 전체 폭을 가지는 데이터 블록이다. 제1(1204) 및 제2(1206) 오퍼

랜드들은 각각이 다수의 더 작은 데이터 세그먼트들로 패킹된다. 본 예에 대해, 제1 데이터 오퍼랜드 MM1(1204)은 8개의

동일한 길이의 데이터 세그먼트, 즉 P(1211), O(1212), N(1213), M(1214), L(1215), K(1216), J(1217), I(1218)로 구성

된다. 마찬가지로, 제2 데이터 오퍼랜드 MM2(1206)는 8개의 동일한 길이의 데이터 세그먼트들, 즉 H(1221), G(1222), F

(1223), E(1224), D(1225), C(1226), B(1227), A(1228)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이들 데이터 세그먼트 각각은 'x·8'비트

폭이다. 그러므로, x가 8이라면, 각 오퍼랜드는 8바이트이거나 64비트 폭이다. 다른 실시예들에 대해, 데이터 요소는 니블

(4비트), 워드(16비트), 더블워드(32비트), 4배 워드(64비트) 등이 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x는 16, 32, 64 등의 데

이터 요소 폭이 될 수 있다. 카운트 y는 본 실시예에 대해 8과 동일하고 즉시(immediate)는 1 바이트로서 표현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y는 4, 16, 32 등의 비트 폭이 될 수 있다. 또한, 카운트(1202)는 즉시값으로 한정되지 않고,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위치에 저장될 수 있다.

오퍼랜드 MM1(1204) 및 MM2(1206)는 상태 Ⅱ(1230)에서 함께 병합되어 2x 데이터 요소(또는 이 경우에는 바이트) 폭

의 임시 데이터 블록 TEMP[2x](1232)를 형성한다. 본 예의 병합된 데이터(1232)는 P, O, N, M, L, K, J, I, H, G, F, E,

D, C, B 및 A로서 배열되는 16개의 데이터 세그먼트들로 구성된다. 8바이트 폭 윈도우(1234)는 최우측 에지로부터 시작

하여 임시 데이터 블록(1232)의 8개의 데이터 세그먼트를 프레임한다. 그러므로, 윈도우(1234)의 우측 에지는 윈도우

(1234)가 데이터 세그먼트 H, G, F, E, D, C, B 및 A를 프레임하도록 데이터 블록(1232)의 우측 에지와 한 줄로 늘어선다.

시프트 카운트 n(1202)은 병합된 데이터를 우측 시프트하는 원하는 크기를 나타낸다. 카운트 값은 시프트 크기를 비트, 니

블, 바이트, 워드, 더블워드, 4배 워드 등 또는 특별한 데이터 세그먼트 개수의 측면으로 지정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카운

트 값(1202)에 기초하여, 데이터 블록(1232)이 n 데이터 세그먼트만큼 우측 시프트된다(1236). 본 예에 대해, n은 3이고,

데이터 블록(1232)은 우측으로 3장소만큼 이동된다. 이것을 보는 다른 방법은 윈도우(1234)를 반대 방향으로 시프트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윈도우(1234)는 임시 데이터 블록(1232)의 우측 에지로부터 좌측으로 3개 장소만큼 시프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시프트 카운트 n이 조합된 데이터 블록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세그먼트의 전체 개수, 2x

보다 큰 경우에, 결과는 모두 0으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시프트 카운트 n이 제1 데이터 오퍼랜드(1204)에서, 데이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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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먼트의 개수 x보다 크거나 같으면, 결과는 결과의 좌측에서 시작하여 하나 이상의 0을 포함할 것이다. 상태 Ⅲ(1240)에

서, 윈도우(1234)에 의해 프레임된 데이터 세그먼트(K,J,I,H,G,F,E,D)가 결과로서 x 데이터 요소 폭 목적지 DEST[x]

(1242)에 출력된다.

도 17b는 제2 실시예에 따른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의 오퍼레이션을 예시하고 있다.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은 상태 Ⅰ

(1250)에서, y 비트의 카운트 imm[y], x 데이터 세그먼트의 제1 데이터 오퍼랜드 MM1[x], 및 x 데이터 세그먼트의 제2

데이터 오퍼랜드 MM2[x]를 동반한다. 도 17a의 예에서와 같이, y는 8이고 x는 8이며, MM1 및 MM2 각각은 64비트 또

는 8바이트 폭이다. 본 실시예의 제1(1204) 및 제2(1206)는 다수의 동일한 크기, 이 경우에는 각각이 1바이트 폭인 데이

터 세그먼트 "P(1211), O(1212), N(1213), M(1214), L(1215), K(1216), J(1217), I(1218) 및 H(1221), G(1222), F

(1223), E(1224), D(1225), C(1226), B(1227), A(1228)" 각각으로 패킹된다.

상태 Ⅱ(1260)에서, 시프트 카운트(1202)가 제(1204) 및 제2(1206) 오퍼랜드들을 시프트하는데 이용된다. 본 실시예의

카운트는 병합된 데이터를 우측 시프트하는 데이터 세그먼트의 개수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 대해, 제1(1204) 및 제2

(1206) 오퍼랜드의 병합 이전에 시프트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제1 오퍼랜드(1204)는 다르게 시프트된다. 본 예에서,

제1 오퍼랜드(1204)는 x 마이너스 n 데이터 세그먼트만큼 좌측 시프트된다. "x-n"계산은 나중 데이터 병합시 적절한 데이

터 정렬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3인 카운트 n에 대해, 제1 오퍼랜드(1204)는 5개의 데이터 세그먼트 또는 5바이트만큼 좌

측으로 시프트된다. 우측으로부터 0이 시프트되어 빈 공간을 채운다. 그러나, 시프트 카운트 n(1202)이 제1 오퍼랜드

(1204)에서 가용한 데이터 세그먼트 x의 개수의 숫자보다 크다면, "x-n"의 시프트 좌측 계산은 음의 숫자를 산출할 수 있

고, 이는 실질적으로 음의 좌측 시프트를 나타낸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음의 카운트로 논리적 좌측 시프트는 음의 방향으

로의 좌측 시프트로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는 논리적 우측 시프트이다. 음의 좌측 시프트는 제1 오퍼랜드(1204)의 좌측

으로부터 0이 도입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제2 오퍼랜드(1206)는 시프트 카운트 3만큼 우측 시프트되고, 좌측으로부터 0

이 시프트되어 빈 공간을 채운다. 제1(1204) 및 제2(1206) 오퍼랜드에 대해 유지된 시프트된 결과가 x 데이터 세그먼트

폭 레지스터 TEMP1(1266) 및 TEMP2(1268)에 각각 저장된다. TEMP1(1266) 및 TEMP2(1268)로부터의 시프트된 결

과들이 함께 병합되어(1272) 상태 Ⅲ(1270)에서 레지스터 DEST(1242)에서 원하는 시프트 병합된 데이터를 생성한다.

시프트 카운트 n(1202)이 x보다 크면, 오퍼랜드는 결과 내에 좌측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0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시프트

카운트 n(1202)이 2x 이상인 경우, DEST(1242)의 결과는 모두 0으로 구성될 것이다.

도 17a 및 17b와 같은 상기 예들에서, 하나 또는 양쪽 MM1 및 MM2는 MMX/SSE 기술로 활성화된 프로세서내의 64비트

데이터 레지스터 또는 SSE2 기술로 된 128비트 데이터 레지스터가 될 수 있다. 구현에 따라, 이들 레지스터들은 64/128/

256비트 폭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MM1 및 MM2의 하나 또는 모두가 레지스터라기보다는 메모리 위치일 수 있다. 하나

의 실시예의 프로세서 아키텍처에서, MM1 및 MM2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PSRMRG)으로의 소

스 오퍼랜드이다. 시프트 카운트 IMM은 그러한 PSRMRG 명령에 대한 즉시(immediate)이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결과

에 대한 목적지 DEST는 MMX 또는 XMM 데이터 레지스터이다. 또한, DEST는 소스 오퍼랜드들 중 하나와 동일한 레지스

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아키텍처에서, PSRMRG 명령은 제1 소스 오퍼랜드 MM1 및 제2 소스 오퍼랜드 MM2를

가지고 있다. 결과에 대한 선정된 목적지는 제1 소스 오퍼랜드에 대한 레지스터, 이 경우에는 MM1이 될 수 있다.

도 18a는 데이터 오퍼랜드를 병렬로 우측 시프트하고 병합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를 예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길이 값 L

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오퍼랜드 및 데이터 블록의 폭을 표현하는데 이용된다. 특정 실시예에 따라, L은 데이터 세그먼

트, 비트, 바이트, 워드 등의 개수의 측면에서 폭을 지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블록(1302)에서, 제1 길이 L 데이터 오퍼

랜드가 시프트 병합 오퍼레이션의 실행에 이용하기 위해 수신된다. 시프트 병합 오퍼랜드에 대한 제2 길이 L 데이터 오퍼

랜드가 또한 블록(1304)에서 수신된다. 시프트 카운트는 비트/니블/바이트/워드/더블워드/4배 워드 단위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세그먼트가 블록(1306)에서 수신되는지를 나타낸다. 블록(1308)에서의 실행 로직은 제1 오퍼랜드 및 제2 오퍼랜

드를 함께 연쇄시킨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임시 길이 2L 레지스터는 연쇄된 데이터 블록을 유지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병합된 데이터는 메모리 위치에 유지된다. 블록(1310)에서, 연쇄된 데이터 블록이 시프트 카운트만큼 우측 시프트된다. 카

운트가 데이터 세그먼트 카운트로서 표현된다면, 데이터 블록은 그 데이터 세그먼트 개수만큼 우측 시프트되고 0은 데이

터 블록의 최상위 엔드를 따라 좌측에서 시프트되어 빈 공간을 채운다. 카운트가 예를 들면 비트 또는 바이트로 표현된다

면, 데이터 블록은 마찬가지로 그 거리만큼 우측 시프트된다. 블록(1312)에서, 길이 L 결과가 시프트된 데이터 블록의 우

측 또는 최하위 엔드로부터 생성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데이터 세그먼트의 길이 L 크기는 시프트된 데이터 블록에서

목적지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위치로 먹스(muxed)된다.

도 18b는 데이터를 우측 시프트하고 병합하는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예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제1 길이 L 데이터 오퍼

랜드는 블록(1352)에서의 우측 시프트 및 병합 오퍼레이션으로 처리를 위해 수신된다. 제2 길이 L 데이터 오퍼랜드는 블

록(1354)에서 수신된다. 블록(1356)에서, 시프트 카운트는 원하는 우측 시프트 거리를 나타낸다. 제1 데이터 오퍼랜드는

시프트 카운트에 의한 계산에 기초하여 블록(1358)에서 좌측 시프트된다. 하나의 실시예의 계산은 L로부터 시프트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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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오퍼랜드 길이 L 및 시프트 카운트가 데이터 세그먼트의 측면에서라면, 제1 오퍼랜

드가 "L-시프트 카운트" 세그먼트만큼 좌측 시프트되고, 0이 오퍼랜드의 최하위 엔드로부터 시프트된다. 마찬가지로, L이

비트 단위로 표현되고 카운트가 바이트 단위로 표현된다면, 제1 오퍼랜드는 "L-시프트카운트*8"비트만큼 좌측 시프트될

것이다. 제2 데이터 오퍼랜드는 블록(1360)에서 시프트 카운트만큼 우측 시프트되고, 0이 제2 오퍼랜드의 최상위 엔드로

부터 시프트되어 빈 공간을 채운다. 블록(1362)에서, 시프트된 제1 오퍼랜드 및 시프트된 제2 오퍼랜드가 함께 병합되어

길이 L 결과를 생성한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병합은 양쪽 제1 및 제2 오퍼랜드로부터 원하는 데이터 세그먼트를 포함

하는 결과를 산출한다.

컴퓨터는 매우 큰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의 조작과 관련되어 점차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들 비디오 및 오디오가 통상

매우 높은 대역폭 네트워크 또는 대용량 저장 매체를 통해 전달되지만, 트래픽을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압축이 여전

히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압축 알고리즘들이 다수의 인기있는 오디오, 이미지 및 비디오 포맷에 대한 표현이나 코

딩 스킴의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있다. 동화상 전문가 그룹(MPEG) 표준들 중 하나에 따른 비디오는 압축을 이용하는 하나

의 어플리케이션이다. MPEG 비디오는 에러 핸들링, 랜덤 탐색 및 편집, 그리고 동기화를 돕는 계층적 레이어로 분리된다.

설명의 목적상, 하나의 MPGE 비디오를 구성하는 이들 레이어들이 간단하게 설명된다. 최상위 레벨은 독립 비트 스트림을

포함하는 비디오 시퀀스 레이어이다. 그 아래 제2 레이어는 하나 이상의 인트라 및/또는 비-인트라 프레임 그룹으로 구성

된 픽처 그룹이다. 그 아래 제3 레이어는 픽처 레이어 자체이고 그 아래 다음 레이어는 슬라이스 레이어이다. 슬라이스는

래스터 순차 매크로 블록들의 연속 시퀀스이고, 전형적인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흔히 로우에 기초하지만, 이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각 슬라이스는 매크로 블록들로 구성되고, 각 매크로 불록은 16X16 휘도 화소 어레이 또는 관련된 색

차 화소들의 2개의 8X8 어레이를 구비한 픽터 데이터 요소들이다. 매크로 블록은 변환 코딩과 같은 추가 처리를 위해 상이

한 8X8 블록으로 더 분할될 수 있다. 매크로 블록은 모션 보상 및 모션 추정에 대한 기본 유닛이고, 그것과 연관된 모션 벡

터를 가질 수 있다. 실시예에 따라, 매크로 블록들은 16 로우 x 16 칼럼 또는 다양한 치수가 될 수 있다.

MPEG 비디오에 이용되는 하나의 시간 예측 기술은 모션 추정에 기초하고 있다. 모션 추정은 프레임내에서 이동하는 오브

젝트에 의해 야기되는 변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연속적인 비디오 프레임들이 유사하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프레임들간 제로 모션이 있다면, 인코더는 이전 또는 예측 프레임의 복사로서 현재 프레임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전 프레임은 기준 프레임으로 불릴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기준 프레임은 시퀀스에서 그 다음 프레임 또는

심지어 기타 다른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 모션 추정의 실시예들은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을 비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의의 다른 프레임이 비교에 이용된다. 그리고 나서, 인코더에 송신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원래의 기준

프레임으로부터 픽처를 재구축하는데 필요한 구문상(syntactic) 오버헤드가 된다. 그러나, 이미지들 간에 모션이 있는 경

우, 상황은 더 복잡하다. 최대 매칭 매크로 블록과 현재 매크로 블록 간의 차이들은 이상적인 경우 다수의 0값이 될 것이다.

매크로 블록을 인코딩할 때, 최대 매치와 현재 매크로 블록간의 차이들이 변환되어 양자화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양

자화된 값들은 압축을 위해 가변 길이 코딩에 통신된다. 0들이 매우 잘 압축될 수 있으므로, 다수의 0 차이값들을 가지는

최대 매치가 바람직하다. 모션 벡터는 차이값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도 19a는 모션 추정의 제1 예를 예시하고 있다. 좌측 프레임(1402)은 봉선화(棒線畵) 및 푯말을 포함하는 이전 비디오 프

레임의 한 예이다. 우측 프레임(1404)은 유사한 봉선화(棒線畵) 및 푯말을 포함하는 현재 비디오 프레임의 샘플이다. 현재

프레임(1404)에서, 패닝의 결과 이전 프레임(1402)의 원래 위치에서 우측 및 아래로 이동하는 푯말로 나타나 있다. 현재

프레임에서 이제는 들어올린 팔을 한 봉선화(棒線畵)는 이전 프레임(1402)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아래 방향으로 시프트되

었다. 모션 추정 알고리즘은 2개의 비디오 프레임들(1402, 1404) 간의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모션 추정 알고리즘은 각 휘도 매크로 블록마다 광범위한 2차원(2D) 공간 탐색을 수행한다. 구현에 따

라, 모션 추정은 컬러 모션이 휘도와 동일한 모션 정보에 의해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MPEG 비디오에서는 색차에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모션 추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수의 다른 방법들이 가능하며, 모션 추정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스

킴은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복잡도 대 품질 이슈에 다소 좌우된다. 넓은 2D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철저한 탐색은

일반적으로 최적의 매칭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은, 모션 추정이 종종 비디오 인코딩의 가장 계산상

고가 부분이 되므로, 최대의 계산상 비용이 들게 된다. 화소 탐색 범위 또는 탐색 타입을 제한함으로써 비용을 낮추는 시도

가 일부 비디오 품질을 희생시킬 수 있다.

도 19b는 매크로 블록 탐색의 예를 예시하고 있다. 프레임(1410, 1420) 각각은 다양한 매크로 블록을 포함한다. 현재 프

레임의 타겟 매크로 블록(1430)은 이전 프레임(1410, 1420)으로부터의 이전 매크로 블록과 매칭되는 현재의 매크로 블록

이다. 제1 프레임(1410)에서, 나쁜 매치 매크로 블록(1412)은 푯말의 일부를 포함하고, 현재 매크로 블록과의 나쁜 매치

이다. 제2 프레임(1420)에서, 양호한 매치 매크로 블록(1420)은 코딩되는 현재의 매크로 블록(1430)과 같이, 푯말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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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봉선화(棒線畵)의 머리를 포함한다. 2개의 매크로 블록(1422, 1430)은 일부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단지 약간의 에러

가 보여질 수 있다. 비교적 양호한 매치가 발견되기 때문에, 인코더는 모션 벡터를 매크로 블록에 할당한다. 이들 벡터들은

매칭이 되도록 매크로 블록이 수평 및 수직으로 얼마나 멀리 이동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도 20은 모션 추정의 어플리케이션 예 및 제2 프레임을 생성하는 결과적인 예측을 예시하고 있다. 이전 프레임(1510)은

시간상으로 현재 프레임(1520)에 앞서 온다. 본 예에 대해, 현제 프레임(1520)은 이전 프레임(1510)에서 감산되어, 인코

딩되고 송신될 수 있는 덜 복잡한 잔여 에러 픽처(1530)를 얻는다. 본 예(1510)의 이전 프레임은 푯말(1511) 및 봉선화(棒

線畵)(1513)로 구성된다. 현재 프레임(1520)은 보드(1524) 상의 푯말(1521) 및 2개의 봉선화(1522, 1523)로 구성된다.

모션 추정이 더 확실하게 추정되고 매칭될수록, 잔여 에러가 제로에 더 접근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코딩 효

율이 나타나게 된다. 매크로 블록 예측은 탐색 윈도우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매크로 블록들 사이에 모션 벡터들이 높게 상관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활용함으로써 코딩 효율이 달성될 수 있다. 그

러므로, 수평 성분은 이전의 유효한 수평 모션 벡터 및 코딩된 차이와 비교된다. 마찬가지로, 수직 성분에 대한 차이는 코

딩 이전에 계산될 수 있다. 본 예에 대해, 이전 프레임(1510)에서 현재 프레임(1520)의 감산은 위로 올려진 팔을 가지는

제2 봉선화(1532) 및 보드(1534)를 포함하는 잔여 픽처(1530)이다. 이러한 잔여 픽처(1530)가 압축되어 송신된다. 이상

적으로는, 이러한 잔여 픽처(1530)는 코딩하기가 덜 복잡하고 전체 현재 프레임(1520)을 압축하여 송신하는 것보다 더 적

은 메모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모든 매크로 블록이 수락가능한 매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인코더가 어떠한 수락가능

한 매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특정 매크로 블록이 인코딩될 수 있다.

도 21a 및 21b는 모션 추정 동안에 처리되는 현재(1601) 및 이전(1650) 프레임의 예들을 예시하고 있다. 이전 프레임

(1650)은 비디오 프레임 시리즈에 대해 연대적 순서로 현재 프레임(1601)보다 앞선다. 각 프레임은 프레임을 수평 및 수

직 방향으로 이어지는 매우 많은 개수의 화소들로 구성된다. 현재 프레임(1601)은 수평 및 수직으로 배열되는 다수의 매크

로 블록(1610, 1621-1627)으로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서, 현재 프레임(1601)은 동일한 크기의 미중첩된 매크로 블록

(1610, 1621-1627)으로 분할된다. 이들 정사각형 매크로 블록 각각은 동일한 개수의 로우 및 칼럼으로 더 서브분할된다.

동일한 매크로 블록(1610)에 대해, 8개 로우 및 8개 칼럼의 매트릭스를 볼 수 있다. 매크로 블록(1610)의 각 정사각형은

단일 화소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일한 매크로 블록(1610)은 64화소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매크로 블

록은 16개 로우 X 16개 칼럼(16X16)의 치수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각 화소에 대한 데이터는 8 데이터 비

트 또는 단일 워드로 구성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데이터 화소는 니블, 워드, 더블워드, 4배 워드 등을 포함하는 다른 크

기로 구성될 수 있다. 현재 프레임의 이들 현재 매크로 블록들은 모션 추정을 위해 이전 프레임(1650)의 매크로 블록들과

매칭되도록 시도된다.

본 실시예에서, 이전 프레임(1650)은 탐색 윈도우(1651)를 포함하고 그 프레임의 일부가 탐색 윈도우(1652)에 의해 둘러

싸여진다. 탐색 윈도우(1651)는 현재 프레임(1601)으로부터의 현재 매크로 블록이 매칭되도록 시도되는 영역을 포함한

다. 현재 프레임과 같이, 탐색 윈도우는 동일하게 크기가 된 다수의 매크로 블록들로 분할된다. 8개 로우 및 8개 칼럼을 가

지는 매크로 블록(1660) 예가 여기에 예시되지만, 매크로 블록은 16개 로우 및 16개 칼럼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다른 치수

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의 모션 추정 알고리즘 동안에, 탐색 윈도우(1651)에 속한 각 개별적인 매크로 블록들

이 현재 프레임의 현재 매크로 블록과 차례로 비교되어 수락가능한 매치를 찾는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탐색 윈도우(1651)

의 제1 이전 매크로 블록의 상부 좌측 코너가 탐색 윈도우(1651)의 상부 좌측 코너와 나란하게 되어 있다. 하나의 모션 추

정 알고리즘 동안에, 매크로 블록 처리의 방향은 탐색 윈도우의 좌측으로부터 우측 에지로 향하여 화소 단위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제2 매크로 블록의 최좌측 에지는 탐색 윈도우의 좌측 에지에서 하나 떨어진 화소 등이다. 제1 화소 로우의 엔드

에서, 알고리즘은 탐색 윈도우의 좌측 에지로 리턴하여 다음 라인의 제1 화소부터 진행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탐색 윈도

우(1651)의 각 화소에 대한 매크로 블록이 현재 매크로 블록들과 비교될 때까지 반복한다.

도 22a 내지 22d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들에 대한 모션 추정의 오퍼레이션을 예시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

설명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완전(full) 탐색 모션 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전(기준) 프레임의 탐색 윈도우내 모든

화소 위치들에 대한 매크로 블록들이 현재 프레임의 매크로 블록과의 매치가 시도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고속 완전 탐

색 모션 추정 알고리즘은 SIMD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을 채용하여, 프레임들의 패킹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한

다. 하나의 실시예의 SIMD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은 데이터 로드의 개수, 특히 비정렬된 메모리 로드 및 기타 데이

터 조작 명령들을 감소시킴으로써, 프로세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실시예의 모션 추정 절차는 이

하와 같이 의사 코드로 기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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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블록 매치 동작은 이하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에서, 탐색 윈도우의 각 화소 위치마다의 이전 매크로 블록들이 현재 매크로 블록에 대해 평가된다. 상

기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는 루프 당 4개의 인접하는 이전 매크로 블록들을 평가한다. 화소 데이터는 메모리 정렬된

로드를 가지는 메모리로부터 레지스터에 로딩된다.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의 이용을 통해, 이러한 화소 데이터는 인

접하는 매크로 블록에 적절한 다양한 조합의 시프트된 데이터 세그먼트를 형성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 이

전 매크로 블록의 제1 라인 상의 제1, 제2, 제3 및 제4 화소들은 각각 메모리 어드레스 0, 1, 2, 및 3에서 시작할 수 있다.

제2 이전 매크로 블록의 제1 라인의 제1 화소에 대해, 그 화소는 메모리 어드레스 1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레지스터 데

이터에 대한 우측 시프트 병합 오퍼레이션은 제1 이전 매크로 블록에 대해 메모리로부터 이미 로딩된 데이터를 재사용함

으로써 제2 이전 매크로 블록에 대한 그 필요한 화소 라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시간과 리소스가 절

감되게 된다. 유사한 시프트 병합 오퍼레이션은 제3, 제4, 등과 같이 다른 인접하는 이전 매크로 블록에 대한 라인 데이터

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실시예의 모션 추정 알고리즘에 대한 블록 매칭 절차는 이하와 같이 의사 코드로 기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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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는 이하에 더 설명된다. 이들 예들이 탐색 윈도우의 4개의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에 대해 동작하는 측면에서 설

명했지만,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에

대해 동작하는 것으로 제한되거나 한정되지 않는다. 함께 처리되는 다중 기준 매크로 블록들은 단일 화소 거리만큼 가변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특정 화소 위치 주위에서 16 X 16 윈도우내에 위치한 화소를 가지는 임의의 기준 매

크로 블록들은 함께 처리될 수 있다. 가용한 데이터 레지스터 및 실행 유닛과 같은, 하드웨어 리소스의 크기에 따라, 다른

실시예들은 많거나 적은 개수의 매크로 블록에 대해 블록 매칭 및 절대 차이 계산의 합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개의

8개 데이터 세그먼트 폭의 데이터 청크(chunck)에 대한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으로부터 생성된 4개의 상이한 화소

데이터 조합을 유지하는 적어도 8개의 패킹된 데이터 레지스터들을 구비하는 다른 실시예는 단순히 2개의 정렬된 8개의

데이터 세그먼트 폭의 메모리 로드를 가지는 4개의 인접하는 이전 매크로 블록에 대해 동작할 수 있다. 8개의 패킹된 데이

터 레지스터들 중 4개는 계산 오버헤드에 이용되고, 이전 프레임으로부터의 제1 8개의 데이터 세그먼트, 이전 프레임의 다

음 8개 데이터 세그먼트, 현재 프레임으로부터의 8개 데이터 세그먼트, 및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으로부터 8개의 데

이터 세그먼트를 유지한다. 나머지 4개의 패킹된 데이터 레지스터들은 4개의 매크로 블록 각각에 대한 절대 차이값의 합

(SAD) 값들에 대한 총합을 누적하는데 이용된다. SAD 계산 및 누적을 위해 더 많은 패킹된 데이터 레지스터가 부가되어,

함께 처리되는 기준 매크로 블록의 개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4개의 추가 패킹된 데이터 레지스터가 가용하다면, 4개

의 추가 이전 매크로 블록들이 또한 처리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절대차이의 누적된 합을 유지하는데 가용한 패킹

된 데이터 레지스터의 개수는 얼마나 많은 매크로 블록들이 한번에 처리될 수 있는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프로세서 아키텍처에서, 메모리 액세스는 특정 세분성(granularity)을 가지고 있고 특정 경계들과 정렬된다. 예

를 들면, 하나의 프로세서는 16 또는 32 바이트 블록에 기초하여 메모리 액세스를 할 수 있다. 그 경우에, 16 또는 32 바이

트 경계에서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것은 미정렬된 메모리 액세스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실행 시간과 리소

스 측면에서 비용이 크다. 더 나쁜 것은, 원하는 데이터가 경계를 가로지르고 다중 메모리 블록에 중첩된다. 2개의 분리된

캐시 라인 상에 위치된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 미정렬된 로드를 요구하는 캐시 라인 스플리트(split)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메모리 페이지 경계를 가로지르는 데이터 라인들은 더 나쁘다. 예를 들면, 8 바이트 메모리 블록 및 화소 당 1 바

이트의 데이터를 가지는 8개 화소를 스팬(span)하는 매크로 블록으로 동작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 매크로 블록 라인

에 대해 하나의 정렬된 메모리 로드가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의 화소 칼럼 위쪽인 다음 인접 매크로 블록에 대해, 그 화소

라인에 대해 필요한 데이터는 제1 매크로 블록으로부터 메모리 블록의 7개의 데이터 바이트를 걸쳐있고 또한 다음 메모리

블록의 1개의 데이터 바이트에 대해 메모리 경계를 가로질러 걸쳐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

션을 채용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2개의 연속적인 메모리 블록들이 정렬된 메모리 경계

들에서 로딩되어 다중 사용을 위해 레지스터에 유지된다.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은 이들 메모리 블록들을 취하여 그

내부에서 데이터 세그먼트를 필요한 거리만큼 시프트하여 정확한 데이터 라인을 얻는다. 그러므로, 본 예에서, 시프트 우

측 병합 명령은 2개의 이미 로딩된 메모리 블록을 취하고 제1 블록으로부터 하나의 데이터 바이트를 시프트하고, 제1 블록

으로부터 제2 블록으로 하나의 데이터 바이트를 시프트하여, 미정렬된 로드를 수행할 필요없이 제2 매크로 블록의 제1 라

인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모션 추정의 실시예들은 알고리즘이 구현되는 방법에 따라 종속 체인(dependency chain)

을 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산 순서를 변형함으로써, 일부 계산 및 명령들이 도 15의 프로세서(1000)에서와 같이 아웃-

오브-오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데이터/명령 종속성이 제거되거나 시프트될 수 있다. 성능 개선은 증가된 실행 레이턴시

및 가용한 계산 리소스로 인해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새로운 생성과 함께 더 크게 될 수 있다.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의 실

시예를 이용함으로써, 블록 매칭 시퀀스의 일부 종속성이 회피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절대차의 다중 합 오퍼레이션 및/또

는 누적 오퍼레이션이 병렬로 실행될 수 있다.

도 22a는 현재 프레임(1701)에 대한 현재 매크로 블록의 진행을 예시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 대해, 각 현재 매크로 블록

(1710)은 16 로우 및 16 칼럼으로 분할되고, 따라서 256개의 개별적인 화소로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 대해, 각 매크로 블

록(1710)의 화소들은 한번에 개별적인 로우(1711)에서 처리된다. 현재 블록의 모두 16개의 로우들은 탐색 윈도우에서 원

하는 매크로 블록에 대해 처리된 경우에, 다음 현재 매크로 블록이 처리된다. 본 실시예의 매크로 블록은 매크로 블록 크기

의 단계로 현재 프레임(1701)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평 방향(1720)으로 처리된다. 환언하면, 현재 매크로 블록은 본 실

시예서 중첩되지 않으며, 현재 매크로 블록은 각 매크로 블록이 다음 매크로 블록과 인접하게 배치되도록 배열된다. 예를

들면, 제1 매크로 블록은 화소 칼럼 1에서 화소 칼럼 16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2 매크로 블록은 칼럼 17에서 칼럼 32로 연

장될 수 있다. 매크로 블록 로우의 엔드에서, 프로세스는 좌측 에지에서 1722로 리턴하고, 하나의 매크로 블록 높이, 본 예

에서는 16개 로우만큼 떨어진다. 하나의 매크로 블록 크기만큼 단계별로 다운되는 매크로 블록들은 전체 프레임(1701)에

대한 시도된 매치가 완료될 때까지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평으로 1724와 같이 처리된다.

도 22b는 이전(기준) 프레임의 탐색 윈도우(1751)에 대한 매크로 블록의 진행을 예시하고 있다. 특정 구현에 따라, 탐색

윈도우(1751)는 특정 영역에 초점이 맞춰지고 따라서 전체 이전 프레임보다 더 작을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탐색 윈도

우는 이전 프레임을 완전하게 중첩시킬 수 있다. 현재 블록과 같이, 각각의 이전 매크로 블록(1760, 1765, 1770, 177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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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매크로 블록에서 전체 256 화소에 대해 16 로우 및 16 칼럼으로 분할된다. 본 발명의 본 실시예에 대해, 탐색 윈도우

(1751)의 4개의 이전 매크로 블록들(1760, 1765, 1770, 1775)이 매치의 탐색시 단일 현재 블록에 대해 병렬로 처리된다.

현재 프레임의 현재 매크로 블록과는 달리, 탐색 윈도우(1751)의 이전 매크로 블록(1760, 1765, 1770, 1775)은 중첩할

수 있고 본 예에서와 같이 중첩한다. 여기에서, 각 이전 매크로 블록은 하나의 화소 칼럼만큼 시프트된다. 그러므로, BLK1

의 제1 로우 상의 최좌측 화소는 화소(1761)이고, BLK 2에 대해서는 화소(1766)이며, BLK3에 대해서는 화소(1771)이

고, BLK 4에 대해서는 화소(1776)이다. 모션 추정 알고리즘 동안에, 이전 매크로 블록(1760, 1765, 1770, 1775)의 각 로

우는 현재 블록의 대응하는 로우와 비교된다. 예를 들면, BLK1(1760), BLK2(1765), BLK3(1770) 및 BLK4(1775)의 로

우 1이 각각 현재 블록 로우 1과 처리된다.

4개의 중첩하는 인접 매크로 블록에 대한 로우별 비교는 매크로 블록의 모두 16개 로우들이 수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본

실시예의 알고리즘은 4개 화소 칼럼만큼씩 시프트하여 다음 4개의 매크로 블록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본 예에 대해, 다음

4개의 매크로 블록에 대한 최좌측 제1 화소 칼럼은 각각 화소(1796), 화소(1797), 화소(1798) 및 화소(1799)가 될 것이

다. 본 실시예에 대해, 이전 매크로 블록 처리는 탐색 윈도우가 완료될 때까지, 탐색 윈도우(1751), 랩핑 어라운드

(wrapping around, 1782)를 가로질러 우측으로(1780) 계속되어 탐색 윈도우(1751)의 촤좌측 화소에서 하나의 화소 로

우 아래에서 재시작한다. 본 실시예의 현재 프레임의 현재 매크로 블록들이 중첩되지 않고 다음 개별적인 매크로 블록들이

하나의 매크로 블록 높이 또는 폭인데 반해, 이전 또는 기준 프레임의 이전 매크로 블록들은 중첩되고, 다음 매크로 블록들

이 단일 화소 로우 또는 칼럼만큼 증가된다. 본 예의 4개의 기준 매크로 블록들(1760, 1765, 1770, 1775)이 인접하고 단

일 하소 칼럼만큼 상이할 지라도, 선택된 화소 위치 주위의 특정 영역을 중첩하는 탐색 윈도우(1751)의 임의의 매크로 블

록은 그 화소 위치의 매크로 블록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소(1796)에서의 매크로 블록(1760)이 처리되고 있

다. 화소(1796) 주위의 16X16 윈도우 내의 임의의 매크로 블록은 매크로 블록(1760)과 함께 핸들링될 수 있다. 본 예의

16X16 윈도우는 매크로 블록의 치수 및 로우의 라인 폭에 기인한다. 이 경우에, 하나의 로우 또는 데이터 라인은 16개 데

이터 요소를 가지고 있다. 모션 추정 알고리즘의 본 실시예에 대한 이러한 블록 매칭 기능은 16개 데이터 요소의 2개의 데

이터 라인을 로딩하고 시프트 우측 병합을 수행함으로써 2개의 데이터 라인의 시프트된/병합된 버전을 가지는 다양한 데

이터 라인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이러한 매크로 블록에 대해 로딩될 16X16 윈도우를 중첩하는 다른 매크로 블

록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로딩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매크로 블록(1765, 1765, 1770,

1775)과 같은 매크로 블록(1760)과 중첩하는 임의의 매크로 블록 또는 매크로 블록(1760)의 바닥 우측 화소 위치에서 시

작하는 매크로 블록이 매크로 블록(1760)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중첩량의 차이는 이전 데이터 로드로부터 재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양에 영향을 미친다.

본 발명에 따른 모션 추정의 실시예에 있어서, 매크로 블록 분석은 이전(기준) 매크로 블록과 현재 매크로 블록간의 비교를

로우별로 비교하여, 2개의 매크로 블록들간의 절대차의 합 값을 얻는다. 절대차의 합 값은 매크로 블록들이 얼마나 다른

지와 얼마나 근접한 매치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낸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한 각 이전 매크로 블록은 매크로 블록의 모든 16

개 로우들에 대한 절대차의 합을 누적함으로써 얻어지는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분석되고 있는 현재의 매크로 블록에 대

해, 가장 근접한 매칭 매크로 블록의 표기는 유지된다. 예를 들면, 절대차의 최소 누적합 값 및 그 대응하는 이전 매크로 블

록에 대한 위치 인덱스가 추적된다. 모션 추정이 탐색 윈도우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각 이전 매크로 블록의 누적된 합이

최소값과 비교된다. 더 최근의 이전 매크로 블록이 추적된 최소값의 것보다 더 작은 누적된 차이값을 가지는 경우, 따라서,

현재 가장 근접한 매치보다 더 근접한 매치를 나타내는 경우, 누적된 차이값 및 최근의 이전 매크로 블록에 대한 인덱스 정

보가 새로운 최소 차이값 및 인덱스가 된다. 탐색 윈도우에서 모든 화소에 대한 가용한 매크로 블록들이 하나의 실시예에

서 처리된 경우, 최소 차이값을 가지는 인덱스된 매크로 블록은 그 현재 프레임의 압축을 위한 잔여 픽처를 얻는 것을 도와

주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도 22c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현재 블록(1840)에 대한 주어진 탐색 윈도우의 4개의 기준 매크로 블록

(1810, 1815, 1820, 1825)의 병렬 처리를 예시하고 있다. 본 예에 대해, 탐색 윈도우내의 화소들에 대한 데이터는

"A,B,C,D,E,F,G,H,I,J,K,L,M,N,O,P"(1860)로서 순서화되고, 여기에서 "A"는 데이터 세트에서 최하위 어드레스 위치(0)에

있고, "P"는 최상위 어드레스 위치(15)에 있다. 이러한 화소 세트(1860)는 8개(m) 데이터 세그먼트를 각각 가지는 2개의

섹션(1681, 1682)으로 구성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우측 시프트 병합 오퍼레이션의 이용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2

개의 데이터 섹션(1618, 1682)을 가지는 오퍼랜드를 조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상이한 이전 매크로 블록(1810, 1815,

1820, 1825)에 대해 적절하게 정렬된 로우 데이터(1830)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매크로 블록, 즉 이전(1810, 1815,

1820, 1825) 및 현재(1840) 매크로 블록은 m 로우 X m 칼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설명의 목적상 그리고 이들을 간단히

하기 위해, m은 본 예에서 8이다. 다른 실시예들은 다른 크기의 매크로 블록을 가질 수 있으며, m은 예를 들면 4, 16, 32,

64, 128, 256 등이 될 수 있다.

본 예에서, 모션 추정 알고리즘은 현재 블록(1840)의 제1 로우와 함께 이들 4개의 이전 블록(1810, 1815, 1820, 1825)의

제1 로우에 적용된다. 일 실시예에 서는, 2개의 매크로 블록 폭(2m)에 대한 2개의 데이터 섹션(1861, 1862)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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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데이터가 2개의 정렬된 메모리 로드 오퍼레이션을 이용하여 메모리로부터 로딩되고 임시 레지스터에 유지된다. 이들

2개의 데이터 섹션(1861, 1862)에 대한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은 많은 수의 메모리 액세스없이 9개의 가능한 로우

데이터의 조합(1830)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실행 시간 및 리소스 차원에서 고비용인 미정렬된 메모리 로드가 회

피될 수 있다. 본 예에서, 2개의 데이터 섹션(1861, 1862)은 바이트 경계로 정렬된다. 데이터 세그먼트 B, D 또는 D로부터

와 같이 바이트 경계 상의 어드레스로 시작되지 않는 메모리 로드는 통상 미정렬된 메모리 로드 오퍼레이션을 필요로 한

다. 각 블록에 대한 로우 데이터(1830)는 이하와 같고, 여기에서 최좌측 데이터 세그먼트는 최하위 어드레스이다. 블록1

(1810)에서, ROW1(1811)은 "A,B,C,D,E,F,G,H"로 구성된다. ROW1(1811)의 데이터가 제1 데이터 섹션(1861)과 동일

하므로, 시프트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BLOCK2(1815)의 ROW1(1816)은 "B,C,D,E,F,G,H,I"로 구성된다. 이전 BLOCK

(1810) 및 BLOCK2(1815)가 수평으로 1 화소만큼 분리되어 있으므로, BLOCK2(1815)는 화소 데이터 B로 시작하고

BLOCK1(1810)은 화소 데이터 A로 시작하며, 제2 화소 데이터는 B이다. 그러므로, 1의 시프트 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2

개의 데이터 섹션(1861, 1862)의 시프트 우측 병합은 BLOCK2 ROW1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BLOCK3(1820)은 우측보다 하나 더 큰 화소이고, BLOCK3(1820)의 ROW1(1821)은 화소 데이터 C로 시작

하며, "C,D,E,F,G,H,I,J"로 구성된다. 시프트 카운트 2로, 2개의 데이터 섹션(1861, 1862)의 오퍼랜드에 대한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은 BLOCK 3 ROW1 데이터를 생성한다. BLOCK4(1825)의 ROW1(1826)은 "D,E,F,G,H,I,J,K"로 구성된

다. 동일한 데이터 오퍼랜드에 대한 4개의 카운트의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이러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시로 저장되고, 앞서 로딩된 데이터 섹션(1861, 1862)에 대한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을 이용하

면, 다른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들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생성함에 있어서 그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메모리

로드의 수, 특히 미정렬된 메모리 로드의 수를 줄임으로써 시간/리소스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유의할 점은, 현재 블록에

대한 화소 데이터는 이전 프레임의 기준 매크로 블록에 대한 모든 절대차 합 비교에 대해 동일하다는 점이다. 단일 정렬된

메모리 로드는 현재 블록(1840)이 메모리 경계로 정렬되는 바와 같이, 현재 블록(1840)의 로우 데이터(1842)에 대해 가능

할 수 있다.

모션 추정의 한 실시예의 이러한 예로 진행하는 경우, 이전 매크로 블록(1810, 1815, 1820, 1825)의 각 로우는 현재 블록

(1840)의 대응하는 로우와 비교되어, 절대차의 합 값을 얻는다. 그러므로, BLOCK1(1810)의 ROW1(1811)은 절대차 합

(SAD) 오퍼레이션(1850)에서 현재 블록(1840)의 ROW1(1841)과 비교된다. 여기에서 동작되고 있는 나머지 3개의 블록

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발생된다. 4개의 매크로 블록(1810, 1815, 1820, 1825)이 동시에 또는 병렬로 동작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이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 4개의 매크로 블록들에 대한 오퍼

레이션은 4개의 시퀀스로가 아니라 시간상 열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기준 블록의 로우 1은 BLOCK1(1810),

BLOCK2(1815), BLOCK3(1820) 및 BLOCK4(1825)의 순서로 현재 블록(1840)의 것과 함께 SAD 오퍼레이션(1850)을

겪는다. 그리고 나서, 각 기준 블록의 로우 2가 SAD 오퍼레이션(1850)을 겪는다. 각 SAD 오퍼레이션(1850) 이후에, 절대

차 합에 대한 운용 합은 임시 레지스터에 누적된다. 그러므로, 본 예로 든 실시예에서, 4개의 레지스터들은 그 매크로 블록

의 모든 m 로우들이 수행될 때까지 절대차 합을 누적한다. 각 블록에 대해 누적된 값이 최적 매크로 블록 매치 탐색의 일부

로서 현재의 최소 차이값과 비교된다. 본 예가 4개의 인접하는, 중첩된 이전 매크로 블록의 처리를 기재하고 있지만, 탐색

윈도우에서 제1 블록 BLK(1810)을 중첩하는 다른 매크로 블록들이 데이터 라인이 관련되어 있다면, BLK(1810)에 대한

데이터 로드와 함께 처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처리되고 있는 현재 매크로 블록 주위의 16X16 윈도우내의 매크로 블록도

또한 처리될 수 있다.

도 22d는 절대차 합(SAD) 오퍼레이션(1940) 및 이들 SAD 값들의 합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준 매크로 블록

BLOCK1(1900)에 대한 ROW A 내지 ROW P의 각 로우들 및 현재 매크로 블록(1920)에 대한 그 상대방은 SAD 오퍼레이

션(1940)을 겪는다. SAD 오퍼레이션(1940)은 각 로우의 화소를 표현하는 데이터를 비교하고 이들 2개의 로우, 즉 이전

매크로 블록(1900)으로부터 하나 및 현재 매크로 블록(1920)으로부터 하나 간의 절대차를 나타내는 값을 계산한다. 모든

로우, A 내지 P에 대한 이들 SAD 오퍼레이션(1940)으로부터의 값은 블록 합(1942)으로서 함께 가산된다. 이러한 블록 합

(1942)은 전체 이전 매크로 블록(1900) 및 현재 매크로 블록(1920)에 대한 절대차 합의 누적된 값을 제공한다. 이러한 블

록 합(1942)에 기초하여, 모션 추정 알고리즘은 이전 매크로 블록(1900)이 이러한 현재 매크로 블록(1920)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유사하거나 근접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실시예가 한번에 4개의 매크로 블록에 대해 동작하지만, 다른 실시예는 로딩되는 화소 데이터의 양 및 가용한 레지스터

의 개수에 따라 상이한 매크로 블록의 개수에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레지스터들이 모션 추정 프로세스 동안에 이용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MMX 기술의 mm 레지스터 또는 SSE2 기술의 XMM 레지스터와 같은 확장된 레지스터들이 화소

데이터와 같은 패킹된 데이터를 유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64비트 폭 MMX 레지스터는 각 화소가 8

비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8바이트, 또는 8개의 개별적인 화소를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128비트 폭 XMM

레지스터는 각 화소가 8비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16바이트 또는 16개의 개별적인 화소를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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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패킹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32/128/256/512 비트 폭과 같은 다른 크기의 레지스터들이 본 발명의 실시예와 함

께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정규 정수 오퍼레이션와 같은 패킹된 데이터 레지스터를 요구하지 않는 계산들은 정수 레지스터

및 정수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도 23a는 모션을 예측하고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를 예시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블록(2002)에서, 추적된 최소

(min) 값과 그 최소값에 대한 인덱스 위치가 초기화된다. 본 실시예에 대해, 추적된 min 값 및 인덱스는 탐색 윈도우로부터

처리된 이전(기준) 매크로 블록 중 어느 것이 현재 매크로 블록과 가장 근접한 매치인지를 나타낸다. 블록(2004)에서, 현

재 프레임의 모든 원하는 매크로 블록들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체크된다. 그렇다면, 모션 추정 알고리즘의 이 부분

이 수행된다. 모든 원하는 현재 매크로 블록들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블록(2006)에서 현재 프레임에 대한 미처리된 현재

매크로 블록이 선택된다. 블록 매칭은 블록(2008)에서 이전(기준) 프레임의 탐색 윈도우내의 제1 화소 위치로부터 진행한

다. 블록(2010)에서, 탐색 윈도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체크가 이루어진다. 제1이 통과되면, 탐색 윈도우의 어느

것도 처리되지 않는다. 후속 통과와 함께, 전체 탐색 윈도우가 처리되면, 플로우는 블록(2004)으로 리턴하여 다른 현재의

매크로 블록들이 가용한 지를 결정한다.

전체 탐색 윈도우가 분석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X 축 로우를 따른 모든 화소들이 처리되었는 지를 결정하는 체크가 블록

(2012)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로우가 수행되면, 로우 카운트는 다음 로우로 증가하고, 플로우는 블록(2010)으로 리턴하

여, 이러한 새로운 로우에 대한 더 많은 매크로 블록들이 탐색 윈도우에서 가용한 지를 본다. 그러나, 로우 상의 화소에 대

한 모든 가용한 매크로 블록들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화소 칼럼 및 로우에서의 매크로 블록이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체크가 블록(2014)에서 수행된다. 매크로 블록이 처리되었다면, 칼럼 카운트가 증가되고 플로우는 블록(2012)로 리

턴하여, 이러한 새로운 칼럼에서 화소에 대한 매크로 블록이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본다. 그러나, 이 칼럼 및 로우에서의 화

소에 대한 매크로 블록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준 매크로 블록과 현재 매크로 블록간에 블록 매칭이 수행된다.

본 예의 플로우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 화소들에 대한 로우 및 칼럼 위치를 X 및 Y 축을 따라 한번에 한 화소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4개의 이전 매크로 블록들이 패스 당 처리된다. 다른 실시예

들은 한 번에 8, 16, 32 등의 매크로 블록들을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칼럼 카운트는 8, 16, 32 등의 칼럼만큼 대응하여 증

가되어 알고리즘의 후속 패스에 대해 정확한 화소 위치를 지적한다. 본 실시예의 블록 매칭 프로세스가 X 및 Y 축들을 따

라 순서대로 탐색을 채용했지만, 다른 실시예의 블록 매칭은 다른 패턴을 이용하는 다이아몬드 탐색, 또는 로그 탐색와 같

은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도 23b는 도 23a의 블록 매칭을 더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블록(2222)에서, 기준 매크로 블록 및 현재 매크로 블록에

대한 데이터가 로딩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2개의 패킹된 데이터 청크가 다수의 연속적인 화소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기준 매크로 블록 데이터가 로딩된다. 하나의 실시예에서, 각 패킹된 데이터 청크는 8개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한다. 블록(2224)에서,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이 데이터 청크에 대해 필요한 대로 수행되어, 정확한 데이터 청

크를 얻는다. 4개의 이전 매크로 블록들이 함께 처리되는 상기 실시예에 대해,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은 각 매크로

블록에 배치된 라인에 대응하여 데이터 청크에 대해 생성한다. 하나의 화소 위치 위의 각 인접하는 매크로 블록에 대한 데

이터 청크는 또한 하나 위로 시프트되고, 여기에서 매크로 블록은 탐색 윈도우의 각 화소에 대해 한번에 하나의 화소만큼

탐색 윈도우를 따라 슬라이드하는 것처럼 보인다. 블록(2226, 2228, 2230, 2232)에서의 오퍼레이션들은 함께 처리되는

4개의 이전 매크로 블록들 각각에 적용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대해, 모든 4개의 매크로 블록들은 다음 오퍼레이션이 발생

하기 이전에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겪는다. 다른 실시예에 대해, 적절하게 시프트된 데이터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청

크를 가지고 있는 다음 이전 매크로 블록이 처리되기 전에, 단일 이전 매크로 블록은 모든 오퍼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다.

이전 매크로 블록 및 현재 매크로 블록의 대응하는 라인들간의 절대차 합이 블록(2226)에서, 이들 매크로 블록들의 각 로

우에 대해 계산된다. 블록(2228)에서, 이전 매크로 블록의 모든 라인에 대한 절대차 합이 함께 누적된다. 블록(2230)에서,

이전 매크로 블록에 대한 누적된 차이값들은 현재 최소값과 비교된다. 블록(2232)에서, 이러한 이전 매크로 블록에 대한

차이값이 현재 min 값보다 작으면, min 값이 이 새로운 차이값으로 업데이트된다. 인덱스도 또한 업데이트되어 이 이전 매

크로 블록의 위치를 반영함으로써, 이 이전 매크로 블록이 지금까지 가장 근접한 매치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블록

(2232)에서, 새로운 차이값이 현재 min 값보다 크다면, 이 이전 블록은 지금까지 매칭되었던 것보다 더 근접한 매치는 아

니다.

본 발명에 따른 모션 추정 알고리즘의 실시예들은 현재의 하드웨어 리소스로 프로세서 및 시스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

다. 그러나,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더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논리

회로와 조합되는 경우에, 성능을 개선하는데 더욱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모션 추정의 하나의 효율적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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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프로세서 생성에 다르고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의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더 많은 리소스만을 부가하는 것은

더 나은 성능 개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모션 추정 및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PSRMRG)의 하나의 실시예처럼 어플리케이

션의 효율을 유지함으로써, 더 큰 성능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

상기 예들이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64비트 폭 하드웨어/레지스터/오퍼랜드의 컨텍스트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실

시예들은 레지스터 병합 오퍼레이션,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 및 모션 추정 계산을 수행하는데 128비트 폭 하드웨어/

레지스터/오퍼랜드를 활용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MMX/SSE/SSE2 기술과 같은 특정 하드웨어 또는 기술 타입

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SIMD 구현 및 다른 그래픽 데이터 조작 기술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도 20 내지 23b에 대해 상

기 설명한 모션 추정 및 블록 매칭 실시예들이 8개의 화소 폭 또는 8개의 데이터 요소 폭 라인/로우 및 8개 로우 X 8개 칼

럼 크기의 매크로 블록의 측면에서 설명되었지만, 다른 실시예들은 다른 치수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라인/로우들은 16

개 화소 폭 또는 16개 데이터 요소 폭이 될 수 있고, 매크로 블록은 16 로우x16 칼럼이다.

상기 설명에서, 본 발명은 그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하에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더 큰 사상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다양한 변형 및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명세서 및 도면은 제한

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예시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을 위한 방법으로서,

시프트 카운트 M을 포함한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제1 소스 레지스터로부터의 제1 오퍼랜드 - 상기 제1 오퍼랜드는 제1 세트

의 L 데이터 요소를 가짐 - 를 'L-M' 데이터 요소만큼 좌측 시프트하는 단계;

상기 제1 오퍼랜드를 시프팅하는 단계와 병렬로, 상기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2차 데이터 저장장치로부

터의 제2 오퍼랜드 - 상기 제2 오퍼랜드는 제2 세트의 L 데이터 요소를 가짐 - 를 M 데이터 요소만큼 우측 시프트하는 단

계; 및

상기 시프트된 제1 세트를 상기 시프트된 제2 세트와 병합하여 L 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결과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퍼랜드의 시프트는 상기 제1 오퍼랜드의 좌측 에지와 정렬된 M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상기

시프트된 제1 세트를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좌측 시프트는 상기 제1 오퍼랜드로부터 상기 'L-M' 데이터 요소를 제거하고, 상기 제1 오퍼랜드의

우측 에지에 제로들이 삽입되어 시프트 제거된 상기 'L-M'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공간을 대체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오퍼랜드의 시프트는 상기 제2 오퍼랜드의 우측 에지와 정렬되는 'L-M'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상기 시프트된 제2 세트를 생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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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우측 시프트는 상기 제2 오퍼랜드로부터 상기 M 데이터 요소를 제거하고, 상기 제2 오퍼랜드의 좌

측 에지에 제로들이 삽입되어 시프트 제거된 상기 M 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공간을 대체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병합은 상기 시프트된 제1 세트와 상기 시프트된 제2 세트에 대해 논리적 OR 오퍼레이션을 수행하

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결과는 상기 시프트된 제1 세트로부터의 상기 M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시프트된 제2 세트로부터의

상기 'L-M'데이터 요소로 구성되고, 상기 시프트된 제1 세트로부터의 상기 M 데이터 요소는 상기 시프트된 제2 세트로부

터의 상기 'L-M'데이터 요소와 중첩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퍼랜드, 상기 제2 오퍼랜드 및 상기 결과는 패킹된 데이터 오퍼랜드인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각 데이터 요소는 1 바이트의 데이터인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L은 8인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M은 0 내지 15의 범위의 값인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L은 16인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M은 0 내지 31의 숫자인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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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을 위한 방법으로서,

카운트, 제1 소스 레지스터로부터의 제1 세트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제1 데이터 오퍼랜드 및 2차 데이터 저장장치로

부터의 제2 세트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제2 데이터 오퍼랜드를 지정하는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데이터 오퍼랜드에서 남아있는 데이터 요소의 개수가 상기 카운트와 동일할 때까지 상기 제1 세트의 데이터 요

소를 좌측으로 시프트하는 단계;

상기 제1 세트의 데이터 요소를 시프트하는 단계와 병렬로, 상기 카운트와 동일한 개수만큼의 데이터 요소를 상기 제2 데

이터 오퍼랜드로부터 제거하도록, 상기 제2 세트의 데이터 요소를 우측으로 시프트하는 단계; 및

상기 시프트된 제1 세트의 데이터 요소와 상기 시프트된 제2 세트의 데이터 요소를 병합하여, 상기 제1 데이터 오퍼랜드

및 상기 제2 데이터 오퍼랜드 양쪽으로부터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결과를 얻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세트의 데이터 요소의 좌측 시프트는 상기 제1 데이터 오퍼랜드의 좌측 에지로부터 데이터 요

소를 제거하고 상기 제1 데이터 오퍼랜드의 우측 에지에 제로를 삽입하여 상기 제거된 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위치를

채우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세트의 데이터 요소의 우측 시프트는 상기 제2 데이터 오퍼랜드의 우측 에지로부터 데이터 요

소를 제거하고 상기 제2 오퍼랜드의 좌측 에지에 제로를 삽입하여 상기 제거된 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위치를 채우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병합은 상기 시프트된 제1 세트의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시프트된 제2 세트의 데이터 요소의 논리적

OR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퍼랜드 및 상기 제2 오퍼랜드는 연속적인 데이터 블록의 인접하는 메모리 위치로부터의 데

이터로 로딩되고, 상기 제1 세트의 데이터 요소 및 상기 제2 세트의 데이터 요소는 중첩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19.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을 위한 방법으로서,

시프트 병합 명령 및 시프트 카운트 M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시프트 병합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제1 소스 레지스터로부터의 제1 오퍼랜드 - 상기 제1 오퍼랜드는 제1 세트의 L

데이터 요소를 가짐 - 와 상기 시프트 병합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메모리 위치에 관한 2차 저장장치로부터의 제2 오퍼랜드

- 상기 제2 오퍼랜드는 제2 세트의 L 데이터 요소를 가짐 - 를 연쇄시켜 2L 길이의 데이터 요소 블록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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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블록을 M 위치만큼 우측으로 시프트하는 단계 - 여기에서 최우측 M 데이터 요소는 탈락됨- ; 및

상기 시프트 병합 명령에 대한 결과로서, 상기 시프트된 블록에서 최우측 L 데이터 요소를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우측 시프트는 상기 블록의 최좌측 에지에 제로를 삽입하여 상기 M 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공

간을 채우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퍼랜드 및 상기 제2 오퍼랜드는 패킹된 데이터 오퍼랜드인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각 데이터 요소는 1 바이트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L은 8인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M은 0 내지 15 범위의 값인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2L 데이터 요소에 대해 가용한 공간을 가지는 임시 패킹된 데이터 레지스터에 유지되는 방

법.

청구항 26.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을 위한 장치로서,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을 디코딩하는 디코더;

제1 세트의 L 데이터 요소로 구성되는 제1 오퍼랜드를 포함한 제1 소스 레지스터, 제2 세트의 L 데이터 요소로 구성되는

제2 오퍼랜드를 포함한 2차 데이터 저장장치 및 시프트 카운트 M을 이용하여 실행을 하기 위하여 상기 명령을 디스패치하

는 스케줄러; 및

상기 명령을 실행하는 실행 유닛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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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행 유닛은

상기 제1 오퍼랜드를 'L-M' 데이터 요소만큼 좌측 시프트하는 좌측 시프트 논리;

상기 제1 오퍼랜드의 시프팅과 병렬로, 상기 제2 오퍼랜드를 M 데이터 요소만큼 우측 시프트하는 우측 시프트 논리; 및

상기 시프트된 제1 오퍼랜드와 상기 시프트된 제2 오퍼랜드를 병합하여 L 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결과를 생성하는 병합 논

리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 우측 병합 명령은 하나의 마이크로-명령(uop)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퍼랜드의 상기 좌측 시프트는 상기 제1 오퍼랜드의 최좌측 에지와 정렬되는 M 데이터 요소

로 구성되는 시프트된 제1 세트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좌측 시프트는 상기 제1 오퍼랜드로부터 'L-M'데이터 요소를 제거하고, 상기 제1 오퍼랜드의 우측

에지에 제로가 삽입되어 상기 시프트 제거된'L-M'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공간을 대체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오퍼랜드의 상기 우측 시프트는 상기 제2 오퍼랜드의 우측 에지와 정렬되는 'L-M'데이터 요소

로 구성되는 상기 시프트된 제2 세트를 생성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우측 시프트는 상기 제2 오퍼랜드로부터 상기 M 데이터 요소를 제거하고, 상기 제2 오퍼랜드의 좌

측 에지에 제로가 삽입되어 상기 시프트 제거된 M 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공간을 대체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퍼랜드, 상기 제2 오퍼랜드, 및 상기 결과는 패킹된 데이터 레지스터인 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각 데이터 요소는 1 바이트의 데이터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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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L은 8인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M은 0 내지 15 범위의 값인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64 비트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7.

제33항에 있어서, L은 16이고, M은 0 내지 31의 범위의 값이며, 상기 장치는 128 비트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8.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데이터 및 명령을 저장하는 메모리; 및

버스 상에서 상기 메모리에 결합되고, 시프트 우측 병합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동작가능한 프로세서

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메모리로부터 명령을 수신하는 버스 유닛;

제1 세트의 K 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제1 소스 레지스터로부터의 제1 오퍼랜드 및 제2 세트의 L 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2차

데이터 저장장치로부터의 제2 오퍼랜드에 대해 시프트 카운트 M의 시프트 우측 병합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을 디코딩하는

디코더;

실행을 위해 상기 디코딩된 명령을 디스패치하는 스케줄러; 및

상기 명령을 실행하는 실행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실행 유닛은

상기 제1 오퍼랜드를 'K-M' 데이터 요소만큼 좌측 시프트하는 좌측 시프트 논리;

상기 제1 오퍼랜드의 시프팅과 병렬로, 상기 제2 오퍼랜드를 M 데이터 요소만큼 우측 시프트하는 우측 시프트 논리; 및

상기 시프트된 제1 오퍼랜드와 상기 시프트된 제2 오퍼랜드를 병합하여 K 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결과를 생성하는 병합 논

리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병렬 시프트 우측 병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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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K은 L과 동일하고, K와 L은 모두 8인 시스템.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좌측 시프트는 상기 제1 오퍼랜드로부터 'K-M'데이터 요소를 제거하고, 상기 제1 오퍼랜드의 좌측 에지에 제로가 삽

입되어 상기 시프트 제거된 'K-M'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공간을 대체하며,

상기 우측 시프트는 상기 제2 오퍼랜드로부터 상기 M 데이터 요소를 제거하고, 상기 제2 오퍼랜드의 좌측 에지에 제로가

삽입되어 상기 시프트 제거된 M 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공간을 대체하는 시스템.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각 데이터 요소는 1 바이트의 데이터로 구성되고, 상기 제1 오퍼랜드 및 상기 제2 오퍼랜드는 패킹된 데

이터 오퍼랜드인 시스템.

청구항 42.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위에 포함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1 명령 및 시프트 카운트 M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명령에 응답하여 제1 세트의 L 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제1 소스 레지스터로부터의 제1 오퍼랜드를 'L-M' 데이터

요소만큼 좌측 시프트하는 단계;

상기 제1 명령에 응답하여 병렬로, 제2 세트의 L 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2차 데이터 저장장치로부터의 제2 오퍼랜드를 M

데이터 요소만큼 우측 시프트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시프트된 제2 세트와 상기 시프트된 제1 세트를 병합해서 L 데이터 요소를 가지는 결과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하도록 머신에 의해 실행가능한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좌측 시프트는 상기 제1 오퍼랜드로부터 상기 'L-M'데이터 요소를 제거하고, 상기 제1 오퍼랜드의 우측 에지에 제로

가 삽입되어 시프트 제거된 상기 'L-M'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공간을 대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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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우측 시프트는 상기 제2 오퍼랜드로부터 상기 M 데이터 요소를 제거하고, 상기 제2 오퍼랜드의 좌측 에지에 제로가

삽입되어 상기 시프트 제거된 M 데이터 요소에 의해 비어진 공간을 채우며,

상기 병합은 상기 시프트된 제1 세트 및 상기 시프트된 제2 세트에 대한 논리적 OR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오퍼랜드, 상기 제2 오퍼랜드, 및 상기 결과는 패킹된 데이터 오퍼랜드인 머신 판독가능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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