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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분기 예측자가 기재되어 있다. 제1 분기 예측 테이블(100)은 명령어 포인터 생성기(11)에 연결되어, 태깅된 분기 예
측 엔트리를 저장하고, 고속으로 분기 예측을 제공한다. 제2 분기 예측 테이블(102)은 또한 명령어 포인터 생성기(11
)에 연결되어, 태깅되지 않은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고, 보다 저속이긴 하지만, 훨씬 더 큰 작업 세트 분기에 대해
분기 예측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3
색인어
컴퓨터 시스템, 분기, BPT, 예측자, 명령어, 파이프라인, 명령어 포인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1 및 제2 레벨 분기 예측 테이블(branch prediction table)을 이용하
여 분기 예측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진보된 프로세서는 고속으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파이브라인방식(pipelining)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프
로세서에서, 전체 머신은 몇몇의 하드웨어 캐스캐이드 단계(cascaded stage)로 구성된 다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
된다. 명령어 처리는 일련의 연산들로 나누어지고, 각 연산들은 대응하는 파이프라인 단계("파이프 단계") 내의 하드
웨어에 의해 수행된다. 일부 명령어로부터 독립된 연산은 상이한 파이프 단계에 의해 동시에 수행되어, 프로세서의
명령어 처리량을 증가시킨다. 파이프라인형 프로세서가 각 파이프 단계에 다수의 실행 자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프
로세서의 처리량이 1사이클 당 1명령어를 초과한다. 이 명령어 실행 능력을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 프로세서의 실행
자원은 올바른 실행 경로로부터 충분한 명령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통상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IP(instruction pointer)는 프로세서를 프로그램 코드의 하나의 명령어로부터 후속 명령어
로 이끈다. 하나의 명령어는 이 IP를 정규 프로그램 코드 순서에서의 후속 명령어로 이끌거나, 또는 프로그램 코드의
일부를 스킵하고, 비-순서적(non-sequential) 명령어로 실행을 재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프로세서가 순서적으로 후
속 명령어를 계속 실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상이한 비-순서적 명령어로 "분기(branch)"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분기 명
령어(branch instruction)라 부른다.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서가 철자 확인(spell-checking)을 할 때, 소프트웨어 명령어는 각 단어가 바르게 철자 되었는
지를 확인하도록 실행된다. 그 단어가 바르게 철자 되어 있는 한, 그 명령어는 순서적으로 실행된다. 그러나, 틀린 철
자의 단어가 발견되면, 분기 명령어는 유저에게 틀린 철자의 단어에 대해 통지하는 서브루틴으로 분기하도록 IP를 지
시한다.
분기 명령어는 파이프라인이 올바른 실행 경로로부터의 명령어로 채워지도록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진다.
분기 명령어가 실행되어 분기 조건에 처했을 때, 프로세서의 제어 흐름은 새로운 코드 순서로 점프하고, 새로운 코드
순서로부터의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으로 전송된다.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의 전단에서 페치되는 것과 달리, 분기 실행은
통상적으로 파이프라인의 후단에서 발생한다. 만일, 명령어 페칭이 올바른 실행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분기 실행에
의존하면, 프로세서 파이프라인은, 분기 조건이 결정되기 전에 잘못된 실행 경로로부터의 명령어로 채 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올바른 실행 경로로부터 명령어가 페치되는 동안에, 영향받은 파이프 단계 내의 자원을 유휴상태(idle)
로 두면, 이들 명령어는 그 파이프라인으로부터 플러시(flush)될 것이다. 유휴상태의 파이프 단계는 올바른 실행 경로
로부터의 명령어에 의해 채워질 때까지는, 아무 유용한 출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이프라인 버블(bub
ble)이라 부른다.
현대의 프로세서는 파이프라인 버블의 수를 줄이기 위해 그들 파이프라인의 전단에 분기 예측 모듈을 포함한다. 분기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의 전단에 진입하는 경우, 분기 예측 모듈은 그 분기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의 후단에서 실행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지(take)(또는 수행될지)를 예측한다. 만일, 분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면(비-순서적 명령어
실행), 분기 예측 모듈은 명령어 페치 모듈로 분기 타깃 어드레스를 제공하여, IP 어드레스를 분기된 프로그램 코드의
제1 명령어를 포함하는 어드레스와 같도록 설정함으로써 IP를 재지시하게 된다. 분기된 코드의 이 제1 명령어를 포함
한 어드레스를 "타깃 어드레스"라 부른다. 파이프라인의 전단에 또한 위치된 페치 모듈은 타깃 어드레스로부터 페칭
명령어를 시작한다. 만일, 다른 한편으로 분기 예측자가 명령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면(순서적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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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분기 예측자는 IP가 정상 프로그램 코드 순서에서 후속 명령어를 지시하도록 IP 어드레스를 증가시킨다. 분기
실행이 파이프라인의 후단에서 발생한 경우, 프로세서는 전단에서 만들어진 예측이 올바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기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파이프라인 버블 및 플러시가 덜 생길 것이다.
종래의 분기 예측 모듈은, 분기가 이루어질 것인지, 및 분기가 이루어질 때 에 알맞은 타깃 어드레스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기 위해 분기 타깃 버퍼(BTB)를 사용한다. 이들 분기 예측 엔트리는 분기 명령어를 포함
하는 IP 어드레스와 관련된다. 분기 예측 테이블에서 추적된 각각의 IP 어드레스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분기 예측 엔
트리는 그 분기가 이후에 이루어질 것인지의 여부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역사적인 정보에 따른 IP 어드레스를 포함한
다. 그러나, BTB 내의 명령어를 참조하고, 분기가 이루어질지를 결정하고, 수행 예측에 대해 페치 모듈로 타깃 어드
레스를 제공하는 과정은 그 프로세서를 타깃 어드레스로 재조정시에 지연을 야기시킨다. 이 지연은 잘못된 실행 경로
로부터의 명령어를 파이프라인으로 진입 및 전파하도록 한다. 이들 명령어는 예측 실행 경로 상에 이후의 과정을 추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플러시될 때에 파이프라인 내에 "버블"을 생성한다.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분기 예측 알
고리즘(보다 큰 분기 테이블을 이용한)은 완료하는데 보다 오래 걸리고, 재조정 과정에서 보다 큰 지연을 생성한다.
파이프라인을 재조정(resteering)하는데 요구되는 클럭 사이클의 수가 커질수록, 그 파이프라인에서 생성되는 버블의
수가 커진다. 이에 따라, 분기 예측 구조의 액세스 속도와, 이들 구조에서의 내용의 크기 및 정확성간에 트레이드오프
(tradeoff)가 존재한다.
속도 및 비용의 이유로, 현대의 프로세서는 종종 사용된 BTB의 크기를 제한한다. 이것은, 특히 큰 작업부하(workloa
d)에 대해, 분기 검출 및 예측의 정확성을 감소시킨다. 보다 작은 크기의 BTB가 주어진다면, 신규 분기 예측 엔트리
는 이전(older) 분기 예측 엔트리를 덮어쓰기(overwrite)해야 한다. 만일, 덮어쓰기된 분기 예측 엔트리에 관련된 분
기 명령어가 프로세서에 의해 이후에 재실행되면, 분 기 예측자가 그 분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역사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분기 예측의 정확성이 감소되어, 프로세서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분기 명령어의 수도 증가하고, 제한
된 크기의 분기 예측 테이블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가장 빈번한 분기의 서브세트(높은 집약성(locality)을 가
진)에 대해 낮은 대기시간(latency) 분기 예측을 양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체 작업 세트에 대해 의미있는 예측
을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요약
분기 예측자(branch predictor)가 기재되어 있다. 제1 분기 예측 테이블은 IP 생성기에 연결되어,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한다. 제2 분기 예측 테이블은 또한 IP 생성기에 연결되어, 보다 많은 수의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분기의 최고 집약성을 위한 고속(낮은 대기시간) 분기 예측 및 재조정의 장점과, 감소된 속
도이긴 하지만 커다란 전체 작업 세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정확성의 분기 검출 및 예측을 결합하기 위해, 2레벨
분기 예측 구조가 사용되어 진다. 이것은 현저한 다이 크기의 증가없이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 및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한 도면의 구성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고 예시적인 수단으로 도시되며, 여기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유사
한 구성요소를 가리킨다.
도1은 본 발명의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분기 예측 파이프라인을 도시한 도면.
도3은 도2의 분기 예측자를 도시한 도면.
실시예
제1 레벨 및 제2 레벨 분기 예측 테이블을 가진 프로세서에 대한 분기 예측자가 기술되어 있다. 초기 명령어 포인터(I
P) 어드레스는 IP 생성기에 의해 생성된다. 제1 레벨(L1) 분기 예측 테이블(BPT) 및 제2 레벨(L2) BPT는 초기 IP 어
드레스에 연관된 분기 예측 엔트리를 검색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L1 BPT는 연관형(associative)(즉, 완
전 연관형 또는 다중-방식 세트 연관형(multi-way set associative)이고, L2 BPT는 직접-매핑형(direct-mapped)
이다.
L1 BPT가 연관형이기 때문에, 분기 예측 엔트리는 태깅(tagging)되고, 분기 예측 정보에 따라 이 태그가 L1 BPT에
저장된다. 직접-매핑 L2 BPT에서의 분기 예측 엔트리는 태깅되지 않고, 단지 분기 예측 정보만이 L2 BPT에 저장된
다. L1 BPT의 분기 예측 엔트리가 L2 BPT의 분기 예측 엔트리보다 크기 때문에, L2 BPT는 L1 BPT와 동일한 크기
의 공간에 보다 많은 분기 예측 엔트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L1 BPT가 L2 BPT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기는 하지
만, L2 BPT는 L1 BPT에 대한 "백업(back-up)"으로서 동작하여, 추가적인 분기 예측 정보가 프로세서 크기에서의
비교적 작은 증가에 대해 저장되도록 한다. 프로세서 내에 L1 BPT 및 L2 BPT 모두를 포함함으로써, 하드웨어 비용
에서의 큰 증가없이 분기 예측의 정확성 및 전체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추가로, L2 BPT의 크기에서의 약간
의 증가는 또한 큰 작업 세트를 가진 프로그램에서 분기의 벌크를 보유할 수 있는 전체 저장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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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초기 IP 어드레스에 연관된 분기 예측 엔트리가 L1 BPT에서 발견되면(L1 BPT에서의 "히트(hit)"라 부름), 그
엔트리에 연관된 분기 예측 정보는 그 분기가 이루어질지의 여부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즉, 후속 IP 어드레스를 예
측함). 만일, 초기 IP 어드레스에 연관된 분기 예측 엔트리가 L1 BPT에서 발견되지 않으면(L1 BPT에서의 "미스(mis
s)"라 부름), 그 IP 어드레스에 연관된 명령어는 이것이 분기 명령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디코딩된다. 만일, 이것이
분기 명령어라면, L2 BPT로부터의 분기 예측 정보는 분기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대안의 실시예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분기 예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세서로 힌트를 제공한다. 이 실
시예에 있어서, 이들 힌트는, 분기가 이루어질지의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L2 BPT로부터의 분기 예측 정보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인코딩된 분기 예측 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은 2레벨 분기 예측자 설계는,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실행되 는 것과 같이 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
도록 과중되는 프로세서에 대해 특히 유용할 수 있다. 다양한 구성 및 구현예를 포함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보다 상세
한 설명이 이하에서 제공된다.
도1은 본 발명의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단계(205)에서, L1 및 L2 분기 예측 테이블이 초기 IP 어드레스에 연관
된 분기 예측 엔트리에 대해 검색된다. L1 BPT는 태깅된 연관형 테이블이고, L2 BPT는 태깅되지 않은 직접-매핑 테
이블이다. 일실시예에 있어서, L1 BPT는 L2 BPT보다 적은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지만, L1 BPT는 L2 BPT보다
더 빠르고 보다 나은 분기 예측 정확성을 제공한다. L1 BPT가 보다 적은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기 때문에, L1 B
PT는 가장 최근에 사용되어 가까운 미래에 가장 다시 사용될 수 있는 분기 예측 엔트리만을 저장한다.
도1의 단계(210)에서는, 초기 IP 어드레스에 연관된 L1 BPT에 히트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만일, L1 BP
T에서 히트가 존재하면, 단계(215)에서, 초기 IP 어드레스에 연관된 L1 BPT에서의 분기 예측 정보가, 그 분기가 수
행(taken)(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는지를 나타내는지의 여부가 다음에 판단된다. 만일, 그 분기가 수행되도록 예
측되면, 단계(220)에서, 후속 IP 어드레스는 TAC 또는 RSB로부터의 어드레스로 재조정된다. 대신에, 그 분기가 미수
행(not taken)으로 예측되면, 단계(225)에서 재조정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다.
만일, L1 BPT에 히트가 존재하지 않으면(L1 BPT에서 미스), 도1의 단계(230)에서, 디코더가 초기 IP 어드레스에 연
관된 명령어가 분기 명령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령어의 적어도 일부분을 디코딩한다. 만일, 그 명령어가 분기 명
령어인 것 으로 판단되면, 단계(230)에서 디코더에 의해 그 명령어가 리턴인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타깃 어드레스가
또한 디코딩된다. 분기 명령어에 의해 분기 예측자에 분기 예측 힌트가 제공되는 실시예에 있어서, 디코더는 또한 단
계(230)에서 이 힌트 정보를 디코딩한다.
만일, 도1의 단계(235)에서, 그 명령어가 분기 명령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단계(240)에서, 재조정 신호가 전송되
지 않는다. 만일, 명령어가 분기 명령어인 것으로 판단되면, 단계(250)에서, 그 분기 명령어에 연관된 힌트가 정적(sta
tic)인지의 여부가 다음으로 판단된다. 힌트가 구현되지 않은 본 발명의 대안의 실시예에 대해서는, 단계(250) 및 단
계(260)가 생략되고, 만일, 그 명령어가 분기 명령어인 것으로 판단되면, 프로세스 순서는 단계(235) 내지 단계(255)
를 스킵한다.
만일, 분기 명령어에 연관된 힌트가 정적이 아니라면(즉, 동적(dynamic)이라면), 도1의 단계(255)에서, 초기 IP 어드
레스에 연관된 L2 BPT에서의 분기 예측 정보가 그 분기가 수행으로 예측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다음에 판단한다. 만일, 그 분기가 수행으로 예측되면, 단계(265)에서, 후속 IP 어드레스가 재조정되어, TAC, RSB(만
일, 그 명령어가 리턴 명령어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로부터의 어드레스, 또는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된 어드레스인 것
으로 예측되게 된다. 대신에, 그 분기가 미수행으로 예측되면, 단계(240)에서, 재조정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다.
만일, 그 분기 명령어에 연관된 힌트가 정적이라면, 도1의 단계(260)에서, 그 힌트는 그 분기가 수행 또는 미수행으로
예측되도록 나타나는지를 다음에 판단한다. 그 분기가 수행으로 힌트되면, 프로세스 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단계(2
65)로 진행된다. 대신에, 그 분기가 미수행으로 힌트되면, 그 프로세스 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단계(240)로 진행된
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도1의 단계(220) 또는 단계(225)에서 만들어진 분기 예측은 단계(240) 또는 단계(265)
에서 만들어진 분기 예측보다 먼저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분기 예측 파이프라인을 도시하고 있다. 도2의 파이프라인에 따르면, IP 멀티플렉서(
10)의 출력은 증분기(incrementer)(20), 제1 레벨(L1) 분기 예측자(21) 및 제2 레벨(L2) 분기 예측자(22)에 초기 IP
어드레스를 제공한다. 증분기(20)는 후속 IP 어드레스를 생성하기 위해 초기 IP 어드레스를 알맞게 증분시키고, 후속
IP 어드레스를 제1 파이프라인 단계 동안에 IP 멀티플렉서(10)의 입력으로 다시 제공한다. IP 증분기(20)는 초기 어
드레스를 취하여, 소정의 양만큼 이것을 증분시킨다. 초기 IP 어드레스에 더해지는 소정의 양은, 실행되어질 프로그램
코드의 연속되는 명령어 또는 명령어의 그룹을 저장하는 2 연속 메모리 어드레스간의 차이다.
L1 분기 예측자(21)는 재조정 신호를 생성하여, 이 신호를 IP 제어기(11)에 대한 입력으로 제공한다. 이 신호는 후속
IP 어드레스가 초기 IP 어드레스에 연속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만일, L1 분기 예측자(21)가 재조정 신호를 IP 제
어기(11)로 전송한 경우, 이것은 후속 IP가 비-순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후, L1 분기 예측자(21)는 후속 IP 어
드레스를 제2 파이프라인 동안에 IP 멀티플렉서(10)의 입력으로 제공한다.
L2 분기 예측자(22)는 또한 재조정 신호를 생성하여, 이 신호를 IP 제어기(11)에 대한 다른 입력으로 제공한다. 이 신
호는 유사하게 후속 IP 어드레스가 초기 IP 어드레스에 대해 연속적인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만일, L2 분기 예측자(2
2)가 재조정 신호를 IP 제어기(11)로 전송한 경우, 이것은 후속 IP가 비-순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후, L2 분기
예측자(22)는 후속 IP 어드레스를 제3 파이프라인 동안에 IP 멀티플렉서(10)의 입력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나서, IP 제어기(11)는 L2 분기 예측자(22) 및 L1 분기 예측자(21)로부터의 신호에 기반하여, IP 멀티플렉서(
10)의 3개의 입력 중 어느 것을 멀티플렉서의 출력으로 통과시킬지를 결정한다. L1 분기 예측자(21) 및 L2 분기 예측
자(22)가 모두 재조정 신호를 전송한 경우, 증분기(20)로부터 증분된 IP 어드레스가 멀티플렉서(10)에서의 후속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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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으로 선택된다. L1 분기 예측자(21)가 재조정 신호를 전송한 경우, L1 분기 예측자(21)의 출력으로부터의 IP 어
드레스가 멀티플렉서(10)에서의 후속 IP 어드레스 출력으로 선택된다. L2 분기 예측자(22)가 재조정 신호를 전송한
경우, L2 분기 예측자(22)의 출력으로부터의 IP 어드레스가 멀티플렉서(10)에서의 후속 IP 어드레스 출력으로 선택
된다.
여기서 사용된 "초기 IP 어드레스"라는 용어는 후속 IP 어드레스를 예측하기 위해 기준점으로 사용되는 IP 어드레스
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IP 어드레스"는 특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코드의 제1 라인에 연
관된 IP 어드레스에 한정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초기 IP 어드레스는 애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코드의 어떠한 라
인에 연관된 IP 어드레스일 수 있다.
도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2의 L1 분기 예측자(21) 및 L2 분기 예측자(22)를 도시하고 있다. 도3의 분기 예측
자는, 분기 예측자가 분기 예측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로 동일한 반도체 기판 상에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실
시예에 대해서는, 하나 이상의 분기 예측자의 기능 블록이 분리된 반도체 기판 상에 위치된다. 예를 들면, 프로세서의
전체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L2 BPT(102)는 분리된 반도체 기판 상에 위치할 수 있다.
L1 BPT(100)는 어드레스 태그에 의해 참조된 분기 예측 엔트리를 포함하는 연관형 테이블이다. 각 어드레스 태그는
분기 명령어를 포함하는 IP 어드레스에 연관된다. L1 BPT(100)에서의 각 분기 예측 엔트리는, 그와 연관된 어드레스
태그에 추가로 분기 예측 정보를 포함한다. 이 분기 예측 정보는 그 분기가 이루어질 것인지의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분기 예측자에 의해 사용된다. L1 BPT(100)에 저장된 분기 예측 정보의 특정 타입은 분기 예측자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타입의 분기 예측 알고리즘과 동등하며, 이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이들 중 많은 것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로컬 히스토리 예측 알고리즘(local history prediction algorithm)이 L1 B
PT(100)와 결합하여 구현된다.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글로벌 히스토리 분기 예측 알고리즘 또는 카운터 예측자(예
로, 2비트 업-다운 카운터, 쌍봉(bimodal) 분기 예측자로 알려진)가 L1 BPT(100)에서 구현된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L1 BPT(100)는 두개 이상의 분리된 분기 예측 테이블로 나누어져서, 각 테이블은 상이한 분기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선택기 회로는 어떤 알고리즘이 특정 경우에 대해 가장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지를 판단하
고, 알맞은 테이블을 선택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도3의 L1 BPT(100)는 다중-방식 세트 연관형이다. L1 BPT(100)에서 분기 예측 엔
트리를 검색할 때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테이블이 비교적 작게 유지되어, 2K 분기 예측 엔트리에 대해 약 512의
저장 용량을 가지게 된다.
초기 IP 어드레스는 도3의 L1 분기 예측자(21)에 대한 입력으로 제공된다. 이 초기 IP 어드레스는 L1 BPT(100) 및
타깃 어드레스 캐시(TAC)(101)를 검색하는데 사용된다. 만일, 어드레스가 L1 BPT에서 발견되면, 이것은 히트이고,
이 히트 신호는 히트/미스(H/M) 신호 라인(121)을 따라 AND 게이트(144)의 입력으로 전송된다. 만일, 어드레스가 L
1 BPT(100)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이것은 미스이고, 미스 신호는 히트/미스(H/M) 신호 라인(121)을 따라 전송된다.
L1 BPT(100)에 히트가 존재하고, L1 BPT(100)에서의 연관된 엔트리가 그 분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
우, 이것은, T/N(taken/not taken) 신호 라인(122)을 따라 AND 게이트(144)의 다른 입력으로 전송되는 수행 신호(t
aken signal)로 나타난다. 만일, L1 BPT(100)에 히트가 존재하고, L1 BPT(100)에서의 연관된 엔트리는 그 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은 T/N 신호 라인(122)을 따라 전송되는 미수행(not taken) 신호로
나타난다. 만일, L1 BPT(100)에서 이루어지는 히트가 존 재하고, L1 BPT는 또한 그 분기가 리턴임을 나타내는 경우
, 이것은 R/NR(return/not return) 신호 라인(143)을 따라 멀티플렉서(106)의 제어 입력으로 전송되는 리턴 신호로
나타난다. 만일, L1 BPT(100)에서 이루어지는 히트가 존재하고, L1 BPT가 그 분기가 리턴이 아님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은 R/NR 신호 라인(143)을 따라 전송되는 비리턴(not return) 신호로 나타난다.
만일, 도3의 L1 BPT(100)에서 히트가 존재하고, L1 BPT가 그 분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AND 게이
트(144)는 IP 제어기(11)로 재조정 신호를 출력한다. 만일, L1 BPT(100)에서 미스이거나, 또는 L1 BPT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 히트가 존재하는 경우, AND 게이트(144)는 재조정 신호를 출력하지 않는다. AND 게이트(144)가 재조정
신호를 출력하면, IP 어드레스가 또한 멀티플렉서(106)로부터 출력된다. 리턴/비리턴(R/NR) 신호 라인(143)은 멀티
플렉서(106)의 출력을 결정한다. 만일, 신호 라인(143)이 분기가 리턴 명령어임을 나타내면, 멀티플렉서(106)의 입력
에 연결된 리턴 스택 버퍼(RSB)(142)로부터 리턴 어드레스가 멀티플렉서(106)의 출력으로 전파되고, 다음에 IP 멀티
플렉서(10)로 전파된다. 만일, 신호 라인(143)이 분기가 리턴 명령어가 아님을 나타내는 경우, 타깃 버스(123)를 통해
멀티플렉서(106)의 다른 입력에 연결된 TAC(101)로부터의 타깃 어드레스는 멀티플렉서(106)이 출력으로 전파되고,
다음에 IP 멀티플렉서(10)로 전파된다. 또한, 히트/미스 신호에 따라 TAC(101)에서 발견된 타깃 어드레스는 또한,
이하에 기재된 바와 같이, L2 분기 예측자(22)의 멀티플렉서(109)에 대한 입력으로 제공된다.
도3의 L2 BPT(102)는, 어드레스 태그없이 분기 예측 정보를 포함한 분기 예 측 엔트리를 포함하는 직접-매핑 테이
블이다. 이 분기 예측 정보는 분기가 이루어질 것인지의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분기 예측자에 의해 사용된다. L2 BP
T(102)에 저장된 분기 예측 정보의 특정 타입은 분기 예측자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타입의 분기 예측 알고리
즘 중 어느 것과도 동등할 수 있으며, 이들 중 많은 것이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알려져 있다. 이들
분기 예측 알고리즘 중 일부는 L1 BPT(100)에 연결하여 전술되었다. L2 BPT(102)는, L1 BPT(100)에 의해 구현된
알고리즘 타입에 관계없이, 이들 알고리즘의 어떤 것, 또는 이들 알고리즘의 어떠한 조합을 구현할 수 있다.
도3의 L2 BPT(102)에서 구현된 분기 예측 알고리즘이 적은 양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특히 비용면에서 효과적이
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L2 BPT(102)는 그것의 분기 예측의 방법으로 2비트 카운터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2비트 카운터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L1 BPT(100)에서 구현된 로컬 또는 글로벌 분기 예측 알고리즘만큼
정확하지 않지만, 2비트 카운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기 예측 테이블은 분기 예측 엔트리당 단지 2비트의 저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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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 로컬 또는 글로벌 분기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한 분기 예측 테이블은 분기 예측 엔트리당 2비트 이상의
저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태깅되지 않은 분기 예측 엔트리 및 2비트 카운터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L2 BPT(102
)는, 거의 동일한 양의 공간에서 L1 BPT(100)보다 4배 내지 8배 이상의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L2 BPT(102)는 8K 이상의 분기 예측 엔트리에 대해 약 2K 정도의 비교적 큰 저장
용량을 갖는다. L2 BPT가 태깅되지 않는 일실시 예에 있어서, 연관된 정적 힌트(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됨)를 가
지지 않는 분기는 회수(retirement) 후에 L2 BPT 예측을 갱신할 수 있다.
초기 IP 어드레스에 연관된 분기 예측 엔트리에 저장된 분기 예측 정보는 도3의 L2 BPT(102)로부터 판독되어, 이 정
보를 이용하여 수행 또는 미수행 분기 예측이 계산된다. 분기 예측에 따라, 수행 또는 미수행 신호가 T/NT 라인(126)
을 따라 멀티플렉서(107)의 입력으로 전송된다. L2 BPT(102)가 직접-매핑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이 테이
블에서 히트가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이들 히트의 일부 비율이 상이한 IP 어드레스의 분기 예측 정보와 하나의 IP 어
드레스가 연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L2 BPT에 어드레스 태그를 저장하여, 이
태그와 입력되는 IP 어드레스의 태그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L2 BPT(102)에 태그를 저장하지 않음으로써 감소
된 테이블 크기의 비용 이익은, 태그를 저장함으로써 얻어지는 증가된 분기 예측 정확성보다 더 가치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입력 명령어 버퍼(103)는 도3의 IP 멀티플렉서(10)로부터의 초기 IP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검색되고, 연관된 명령어
가 명령어 디코더(104)로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디코더(104)는 이 명령어가 분기 명령어인지의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령어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디코딩한다. 만일, 그렇다면, 디코더는 타깃 어드레스 및 명령
어가 리턴인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한다. 명령어가 분기(또는 리턴)인지의 여부에 따라, 알맞은 신호가 B/NB 라
인(129)을 통해 AND 게이트(108)의 입력으로 전송된다. 타깃 어드레스(130)는 디코더(104)로부터 멀티 플렉서(109
)의 입력으로 전송된다.
분기 예측 힌트가 명령어 안에 포함된 실시예에 있어서, 도3의 디코더(104)는 또한 그 분기 예측 힌트가 정적인지 또
는 동적인지를 판단한다. 만일, 정적이라면, 디코더는 그 힌트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정적 또는 동적인
힌트를 나타내는 신호는 S/D 힌트 라인(127)을 통해 멀티플렉서(107)의 제어 입력으로 제공된다. 수행 또는 미수행
힌트를 나타내는 신호는 T/NT 힌트 라인(128)을 통해 멀티플렉서(107)의 입력으로 제공된다. 정적 힌트는 분기 예
측자에게, 연관된 분기 명령어가, 어떠한 분기 예측 정보에도 상관없이, 수행 또는 미수행(수행/미수행 힌트 값에 따
라)으로 항상 예측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동적 힌트는 분기 예측자에게, L2 BPT(102)에서 검색된 분기 예측 정보는,
분기가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대안의 실시예에 있어서, 동적
힌트를 포함하는 명령어는 또한, 분기 명령어의 초기 실행 후에, 분기 예측으로 사용될 수행/미수행 힌트를 포함한다.
이후에, 분기 예측 테이블에 저장된 분기 예측 정보는 이 분기 명령어에 대한 다음의 분기 예측을 판단하는데 사용된
다.
만일, S/D 힌트 라인(127)을 통해 도3의 멀티플렉서(107)의 제어 입력으로 제공된 신호가 그 신호가 동적임을 나타
내는 경우, 멀티플렉서는 T/N 라인(126)을 통해 L2 BPT(102)로부터의 수행/미수행 신호를 그 출력으로 선택한다.
만일, 멀티플렉서(107)의 제어 입력으로 제공된 신호가 그 힌트가 정적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멀티플렉서는 T/N
힌트 라인(128)을 통해 디코더(104)로부터의 수행/미수행 힌트 신호를 그 출력으로 선택한다. L2 BPT가 태깅되고,
그 힌트가 동적이며, L2 BPT 에 미스가 존재하는 일실시예에 대해서는, 디코딩된 예측이 여전히 사용된다. 이 실시예
에 있어서, L2 BPT(102)로부터의 H/M 라인(또는 그의 역)은 S/D 힌트 라인(127)(또는 그의 역)을 통해 앤딩(ANDin
g)(또는 낸딩(NANDing))될 수 있고, 그 출력은 멀티플렉서(107)의 제어 입력에 연결된다.
만일, 도3의 B/NB 라인(129)을 통해 AND 게이트(108)의 입력으로 제공된 신호는, IP 어드레스에 연관된 명령어가
분기 명령어임을 나타내고, 멀티플렉서(107)의 출력은, 그 분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AND 게이트(108)는
재조정 신호를 AND 게이트(141)의 입력으로 출력한다. 그렇지 않으면, AND 게이트(108)는 재조정 신호를 출력하지
않는다. AND 게이트(141)의 다른 입력은 L1 BPT(100)로부터의 히트/미스 신호 라인(121)에 연결되는 인버팅 입력
이다. AND 게이트(108)의 출력이 재조정을 나타내고, L1 BPT에 히트가 존재하는 경우, AND 게이트(141)는 재조정
신호가 IP 제어기(11)로 전송되지 않도록 동작한다. 이것은, L1 BPT(100)로부터의 선(early) 예측이 L2 BPT(102)
로부터의 후(late) 예측보다 더 정확하게 검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ND 게이트(108)의 출력이 재조정을
나타내고, L1 BPT(100)에서 미스가 존재함을 나타낼 때, AND 게이트(141)는 재조정 신호를 IP 제어기(11)로 출력
한다.
도3의 멀티플렉서(109)는 R/NR 신호 라인(140)을 통한 명령어 디코더(104)로부터의 리턴/비리턴 신호, 및 H/M 신
호 라인(150)을 통한 TAC(101) 히트/미스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명령어 디코더(104)는 멀티플렉서(109)에 대한 알
맞은 출력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만일, R/NR 신호 라인(140)이, 그 명령어가 리턴 명령어임을 나타내는 경우, 멀티
플렉서(109)에 대한 입력으로 연결된 리턴 스택 버퍼(RSB)(142)로부터의 리턴 어드레스(L1 분기 예측자(21)로 제공
된 RSB 출력과 동일한)는 멀티플렉서(109)의 출력으로 전파되고, 그 다음에, IP 멀티플렉서(10)로 전파된다. 만일,
신호 라인(140)이, 그 분기가 리턴 명령어(수행 분기에 대해)가 아님을 나타내는 경우, H/M 신호 라인(150)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TAC(101)에서 힌트가 존재한다면, TAC(101)로부터의 타깃 어드레스는 멀티플렉서(109)의 출
력으로 전파된다. 그렇지 않으면, 디코더(104)에 의해 디코딩되고, 타깃 버스(130)를 통해 멀티플렉서(109)에 대한
다른 입력으로 제공된 타깃 어드레스는 멀티플렉서(109)의 출력으로 전파된다.
그리고 나서, 후속 IP 예측이 프로세서에 제공되고, 그 어드레스에 위치한 명령어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다. 이 예
측은 이후에 올바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가 판단된다. 그후, 예측된 분기 명령어에 연관된 L1 BPT(100) 및 L2 BPT
(102)에 저장된 분기 예측 정보는 다음에 그 분기 명령어가 실행될 때에 예측 정확성을 향상시키도록 갱신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있어서, 분기 명령어에 연관된 IP 어드레스가 L1 BPT에서 미스되고, 그 분기 명령어가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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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L1 BPT는 그 IP 어드레스에 연관된 분기 예측 엔트리를 포함하도록 갱신된다.
본 발명이 특정한 예시적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재되었지만, 본 발명의 보다 넓은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이들 실시예에 대해 수행될 수 있음이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 및 도면은 제한적
인 의 미라기 보다는 예시적인 의미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세서에 있어서,
명령어 포인터(IP) 생성기에 연결되어, 다수의 제1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분기 예측 테이블(BPT);
및
상기 IP 생성기에 연결되어, 분기 수행 및 분기 미수행을 둘다 예측하기 위한 다수의 제2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
기 위한 제2 BPT
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다수의 제2 분기 예측 엔트리와 관련된 타깃 어드레스 정보를 위한 저장 공간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은
프로세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BPT는 태깅된(tagged)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고, 상기 제2 BPT는 태깅되지 않은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BPT에 연결되어, 상기 제1 BPT가 분기가 수행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후속 IP 어드레스를 타깃 어드
레스 캐시에 저장된 타깃 어드레스로서 예측하기 위한 회로
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BPT에 연결되어, 상기 제2 BPT가 분기가 수행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후속 IP 어드레스를 리턴 스택
버퍼에 저장된 타깃 어드레스로서 예측하기 위한 회로
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BPT는 상기 제1 BPT의 분기 예측 엔트리 수의 두 배 또는 그 이상을 저장하기 위한 크기로 되어 있는
프로세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BPT는 제1 타입의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상기 제2 BPT는 상기 제1 타입의 예측 알고리즘과는 상이한
제2 타입의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
프로세서.

청구항 9.
명령어 포인터(IP) 생성기;
상기 IP 생성기에 연결되고, 다수의 제1 어드레스에 연관된 다수의 제1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고 있는 제1 레벨
분기 예측 테이블(BPT);
상기 IP 생성기에 연결되고, 다수의 제2 어드레스에 연관된 다수의 제2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고 있는 제2 레벨
BPT; 및
타깃 어드레스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디코더
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제2 레벨 BPT는 타깃 어드레스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다수의 제2 분기 예측 엔트리는 분
기 수행 및 분기 미수행을 둘다 예측하기 위한 것인
프로세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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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IP 생성기에 연결되고, 상기 다수의 제1 어드레스에 연관된 다수의 타깃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는 타깃 어드레
스 캐시
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벨 BPT에서 분기가 수행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히트(hit)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타깃 어드레스 캐시로부
터의 타깃 어드레스를 그 출력으로서 선택하기 위한 회로
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IP 생성기에 연결되고, 다수의 분기 힌트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장소 내의 명령어 그룹
을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벨 BPT에서의 히트는 분기가 수행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상기 메모리 장소 내의 연관된 힌트가 동적인 경
우, 상기 메모리 장소로부터의 타깃 어드레스를 그 출력으로서 선택하기 위한 회로
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제2 어드레스에는 상기 다수의 제1 어드레스에 존재하는 어드레스의 2배 내지 4배만큼의 어드레스가 존
재하고, 상기 다수의 제2 어드레스는 상기 다수의 제1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수행될 수도 있고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제1 및 제2 분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코드; 및
프로세서
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분기와 연관된 제1 분기 예측 에트리 및 제1 타깃 어드레스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분기 예측자;
상기 제2 분기와 연관된 제2 타깃 어드레스를 제외하고 상기 제2 분기와 연관된 제2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기 위
한 제2 분기 예측자; 및
상기 제2 타깃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한 명령어 디코더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분기 예측자는 상기 제1 분기 예측 엔트리 및 제1 타깃 어드레스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분기 예측 테이블을
포함하는

-8-

등록특허 10-0411529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분기 예측자는 상기 제2 타깃 어드레스를 제외하고 상기 제2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기 위한 제2 분기
예측 테이블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1 타깃 어드레스를 저장하기 위한 타깃 어드레스 캐시를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타깃 어드레스 캐시는 상기 제2 타깃 어드레스를 제외시키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0.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분기 예측자는 상기 제1 분기 예측자 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의 분기 예측 엔트리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것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분기 예측자는 제1 타입의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상기 제2 분기 예측자는 상기 제1 타입의 예측 알고
리즘과는 상이한 제2 타입의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2.
수행될 수도 있고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제1 분기와 연관된 제1 분기 예측 에트리 및 제1 타깃 어드레스를 저장하
기 위한 제1 분기 예측자;
수행될 수도 있고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제2 분기와 연관된 제2 타깃 어드레스를 제외하고 상기 제2 분기와 연관
된 제2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기 위한 제2 분기 예측자; 및
상기 제2 타깃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한 명령어 디코더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타깃 어드레스를 제외하고 상기 제1 타깃 어드레스를 저장하기 위한 타깃 어드레스 캐시를 더 포함하는
프로세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분기는 동일한 것인
프로세서.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분기가 상기 제1 분기인
프로세서.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분기 예측자는 상기 제1 분기 예측자 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의 분기 예측 엔트리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것인
프로세서.

청구항 37.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분기 예측자는 제1 타입의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상기 제2 분기 예측자는 상기 제1 타입의 예측 알고
리즘과는 상이한 제2 타입의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
프로세서.

청구항 38.
제1 분기 예측자를 통해, 제1 분기와 연관된 제1 분기 예측 에트리 및 제1 타깃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단계;
제2 분기 예측자를 통해, 제2 분기와 연관된 제2 타깃 어드레스를 제외하고 상기 제2 분기와 연관된 제2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는 단계; 및
명령어 디코더를 통해, 상기 제2 타깃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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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분기 예측자는 상기 제1 분기 예측 엔트리 및 제1 타깃 어드레스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분기 예측 테이블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분기 예측자는 상기 제2 타깃 어드레스를 제외하고 상기 제2 분기 예측 엔트리를 저장하기 위한 제2 분기
예측 테이블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타깃 어드레스 캐시를 통해, 상기 제1 타깃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타깃 어드레스 캐시는 상기 제2 타깃 어드레스를 제외시키는
방법.

청구항 43.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분기 예측자는 상기 제1 분기 예측자 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의 분기 예측 엔트리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것인
방법.

청구항 44.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분기 예측자는 제1 타입의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상기 제2 분기 예측자는 상기 제1 타입의 예측 알고
리즘과는 상이한 제2 타입의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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