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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휴대용 단말기의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구성형 병렬 프로세서를 소개 하
고, 그 기능인 분할 SIMD 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를 설계한다. 이 방
식을 이용하여 빠른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각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에 용이하다. 

 

1. 서론 

최근 휴대용 단말기에서는 동영상 재생 및 편집, 
오디오 레코딩 및 재생 등의 기존의 응용프로그램 
부터 3D 그래픽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휴대용 단말기의 범용 프로세서의 성능이 
턱없이 낮아 이를 위해 다양한 하드웨어가 제안되

고있다.  

 
(그림 1) Tradeoff between flexibility and 

performance. 
 

그림 1 은 유연성과 성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범용 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매
체에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성능이 떨어지고, ASIC
은 반대로 성능은 뛰어나지만 다양한 매체에 활용

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범용프로세서와 ASIC 의 대안으로 병렬 프로세서

를 사용하여 유연성과 성능을 향상시시키고, 비용

과 전력소모는 줄일 수 있다[1]. 
[1]에서 제안된 아키텍쳐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모든 명령어를 활용하지 못한다. 분할된 
SIMD Array 에 서로 다른 명령어를 할당해 주려면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를 위한 컴파

일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1]에서 제안된 아키텍쳐를 

소개한 뒤, 이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

를 제안한다. 또한 아키텍쳐의 성능을 활용하기 위
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설명한다. 

 
2. 재구성형 병렬 프로세서의 구조 

 
(그림 2) 재구성형 병렬 프로세서 전체 구조 

 
재구성형 병렬 프로세서는 PE Array, Local Memory, 

Control Unit 으로 나누어져 있다. PE Array 는 4x24 의 
PE 들의 배열이고 이들은 그물형망(mesh network)[2]으
로 연결되어 있다. Local Memory 는 PE Array 와 직접 
열결되어 있고, 각각의 PE 가 독립적으로 메모리 뱅크

에 연결되어 있다. 각 메모리 뱅크는 2 킬로 바이트

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고 총 4x24=96 개의 메모리 
뱅크를 가진다. Control Unit 은 PE Array 를 제어하여 
명령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동소수점 누
산기 24 개가 PE Array 위쪽에 배치되어 부동소수점 
덧셈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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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적 특성 

PE Array 를 4 그룹으로 분할하여 각 그룹이 다른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림 3) 분할 SIMD 방식의 그룹 분할 방법 

 
그림 3 은 그룹을 나누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0 행 PE, 1 행 PE, 2 행 PE, 3 행 PE 로 나
누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0 열/4 열/8 열/… PE, 1
열/5 열/9 열/… PE, 등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이와 같
이 96 개의 PE 를 24 개씩 네 그룹으로 분할을 하여 
각 그룹이 mux_IN, addr_IN, addr_C 제어 신호를 서로 
다르게 수행할 수 있다. 

 PE 는 Branch 명령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건부 실행을 통해 Branch 를 구현하여야 한다 

 
<표 1> 플래그의 종류와 역할 

종류 역할 
<1> 항상 1 
<Z> 산술논리장치의 출력이 영(Zero) 
<N> 산술논리장치의 출력이 음수(Negative) 
<f1> <Z> 플래그를 유지; 사용자가 저장 여부 결정가능
<f2> <N> 플래그를 유지; 사용자가 저장 여부 결정가능

각각의 PE 는 연산 결과를 각각의 플래그에 반영하

여 그 값에 따라 다음 명령어를 수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4.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 

재구성형 병렬 프로세서의 코드를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C 를 확
장한 Partitioned SIMD C(PS-C)를 설계하였다. PS-C 는 
PE 를 그룹별로 나누어 데이터 전달을 수행시키기 위
해 MIMD_COL_MODE()함수와 MIMD_ROW_MODE()
함수를 Intrinsic function 으로 구현한다.  

 

 
(그림 4) PS-C 예제코드 

 
그림  4 는 PS-C 의 사용법을 보여준다. Right, left, 

top, bottom 은 각각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의 PE
에서 값을 가져옴을 뜻한다. MIMD_COL_MODE()함수

는 PE 를 행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
룹은 b = right a;, 두 번째 그룹은 c = top b; 를 수행하

도록 한다. PS-C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C
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분할 SIMD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5. 컴파일러 

 
(그림 6) 재구성형 병렬 프로세서를 위한 컴파일

러 설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된 소스 코드를 컴

파일 할 수 있는 컴파일러의 구조는 위 그림 5 와 같
다. Pragma 를 포함하는 작성된 PS-C 프로그램은 ICD-
C Framework 를 통해 컴파일러가 읽을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변환한다. 미리 기술된 아키텍쳐 정보에 맞춰 
생성된 재겨냥성 컴파일러인 Soargen 컴파일러를 거
쳐 PE 코드가 생성된다. 기술되는 아키텍쳐 정보에는 
분할 SIMD 에 관한 정보와, Branch 명령어를 대체할 
조건부 실행 플래그 정보가 포함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효율

적으로 프로그래밍 하고, 컴파일하기 위한 프로그래

밍 언어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컴파일러 구조를 제안

하였다. 제안된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코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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