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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most embedded processors process multiple tasks simultaneously, multitasking effect is an important issue to be considered in designing embedded processors. Conventional multi-tasking being processed in operating systems, takes a large overhead to do context changing because operating systems must save and restore
register values and decide the next task. This paper presents a new method to reduce the context changing overhead, which is associated with multiple register sets and a
hardware context manager. The context switching overhead is significantly reduced, as many register values of
the current context are not saved and the scheduling is
performed with the hardware context manager.

빠른 반응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저전력의 특성 또한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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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Architecture
2.1

Architecture Overview

제안된 Multiple Register Set 과 Hardware Context
Manager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해서 설계한 프로세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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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현재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분야, 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임베디드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세서를 설계할 때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동안 멀티태스킹은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운영체제에만 의존해서 멀티태스킹을 구현할 경우,
작업전환(context switch)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값들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불러오는 등의
많은 부가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통 수백 사이클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에서 내부 또는
외부의 요청으로 새로운 작업 수행이 필요할 때, 수백
nsec 정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지연 시간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용한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빠른 반응시간을 얻기 위해서 높은 클럭
주파수를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멀티쓰레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레지스터 집합(register set)을 가지는
아키텍쳐를 개발하였다. 또한 운영체제에서 담당하던
스케쥴링 작업을 보조연산장치(co-processor) 형태의
하드웨어로 구현하였다. 이 두 방법을 사용해서
실시간 시스템에서 높은 클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림 1. 프로세서 블록 다이어그램
프로세서 코어 내부에는 현재 mode 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레지스터 집합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유저모드(User mode) 또는 관리자모드 (Supervisor mode) 에서는 Resister Set0 ~ Resister Set3 을
사용하게 되며, 인터럽트가 걸릴 경우 인터럽트
모드의 레지스터 집합을 사용하게 된다. 운영체제는
Register Set0 를 사용하게 되며, 다른 task 들은 Register
Set1 ~ Register 3 을 사용하게 된다.
하드웨어로
구현된
context
manager
는
보조연산장치 형태로 연결되어 사용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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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manager 는 task 를 관리하고 스케쥴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명령어 집합(instruction set)의 경우 load/store 를
제외한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3 operand 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령어 집합에 간단한 RISC
명령어뿐만 아니라, DSP 의 특징 또한 채용하였다.
address register 의 값을 register 의 값이나 immediate
값을 이용해서 post increment 또는 pre increment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loop 의 수행이
편리하도록 decrement and branch 명령을 지원하기
때문에 간단한 DSP 프로그램들은 DSP processor 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여러 레지스터 집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레지스터 집합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있는 명령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들이 명령어 집합에 추가되었다.
2.2

경우, 프로세서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 이외에도
여러 작업 간에 서로 값을 전달하거나 공유해야 할
값이 있는 경우 서로 공유하고 있는 레지스터에 그
값을 저장함으로써 쉽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Multiple Register Sets

지금까지
운영체제는
작업전환(Context
switching)을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였다. 작업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 그 중 주된 오버헤드는 context 를 저장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프로세서 내부에 여러
개의 레지스터 집합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2. General Purpose registers

여러 레지스터 집합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작업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할 때 효율적이지만,
레지스터 집합의 수가 늘어날수록 프로세서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게 된다. 이번에 설계한 프로세서의
경우 그림 2 또는 그림 3 과 같이 5 개의 레지스터
집합을 가지고 있다. 5 개의 레지스터 집합 중 세
집합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
집합(normal register set)이며, 한 집합은 스케쥴링
작업을 하기 위한 스케쥴링 레지스터 집합(scheduling
register set), 나머지 한 개의 집합은 인터럽트가 걸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인터럽트 레지스터 집합 (interrupt register set)이다.
각각의 집합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GPR(general purpose resister)와 현재 프로세서의 상태
및 PC 값 등을 기억하기 위한 SPR(special purpose register)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세서가 어느 한 순간에
접근할 수 있는 GPR 과 SPR 의 수는 각각 32 개씩 이다.
각각의 레지스터 집합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레지스터 집합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집합이 사용될 목적에 따라서 독립적인
레지스터의 개수를 제한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렇게 구현할

그림 3. Special Purpose registers

제안한 구조를 사용한 프로세서에서 NRS0 는
운영체제, NRS1 와 NRS2 는 자주 사용되는 task,
IRS 는 interrupt, SRS 는 스케쥴링의 목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8~16 개의
레지스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NRS 들은 GPR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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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6~R31 의 16 개의 레지스터만을 독립적인
레지스터로 가지고 있게 되고, R0~R15 는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IRS 와 SRS 의
경우에는 단순한 작업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GPR 중
R24~R31 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독립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
SPR 의 경우에는 SR0~SR15 를 모든 레지스터
집합이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며, NRS 와 SRS 는 SR16~
SR31 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의
레지스터들은 PC(Program Counter), CS(Context Status),
CR(Condition Register), EPC(Exception PC), multiplication 결과의 상위/하위 결과인 HI (multiplication High
Result), LO(multiplication Low Result)의 값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IRS 의 경우에는 EPC 만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간단한
interrupt routine 만을 수행하고 인터럽트가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제안한 여러 레지스터 집합을 사용하는 구조에서
어떤 특정 레지스터 집합에서 다른 레지스터 집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Register Set Change
From

To

condition

NRS0 ~ 2

IRS

by high priority IRQ

IRS

NRS0 ~ 2

By RETI
(return from interrupt)

NRS0 ~ 2

SRS

By SCH or sche.int.
(schedule instruction or
schedule interrupt)

SRS

NRS0 ~ 2

By SWC
(switch register set
instruction)

IRS

SRS

Not permitted

제안한 여러 레지스터 집합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작업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레지스터와 PC 값들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복원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33 번의 store / load 연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메모리는 보통 한 칩에 프로세서와 함께
내장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거나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여러 사이클이 필요하게 된다. 즉 한번의
작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버헤드가 수백
사이클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안한 레지스터 집합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load / store 하는데 필요한
오버헤드가 없게 되며 단지 현재 사용하는 레지스터
집합을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명령어를 한번만
사용해주면 되게 되므로 1 사이클이 필요하게 된다. 즉
제안된 구조를 사용하면 작업전환(context switch)이
이루어질
때
소비되는
지연시간이
기존의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 비해 월등히 빨라지게 되므로,
실시간 시스템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
2.3

Hardware Context Manager

지금까지 운영체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context manage 를 구현해 왔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스케쥴링을 하기 위해서 ready 상태에 있는 context 의
리스트를 관리해야 하며, 매번 리스트에 들어 있는
context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메모리를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오버헤드가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
범용 프로세서와 같이 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작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위와 같이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동시에
실행하는 context 의 갯수가 범용 프로세서처럼 많은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게 된다. 따라서 context
manage 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렇게 할 경우,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작업 대상을 바꿀 때마다(context
switch) 걸리던 지연 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방식과
하드웨어로 처리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Scheduling

IRS 에서 SRS 로의 레지스터 집합으로의 변환과
NRS 에서 NRS 로 바로 변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IRS 의 경우 인터럽트에 대한
간단한 루틴만을 실행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며,
위에서 언급한 두 경우에 대해 레지스터 집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운영체제가 현재
어떤 컨텍스트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서는
실행해야 할 context 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번 그 목록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context 를 선택하게 된다.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경우
각각의
context 에 대해서 Ready register 를 정하고,
각각의 context 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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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의 값을 간단한 논리
이용해서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

회로를

2) Delaying a context
기존의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서는 적은
수의 timer 를 사용하거나, 운영체제가 매
단위 시간(tick)마다 숫자를 감소시키면서
지연시간을 관리하게 된다.
하드웨어로 구현할 경우에는 각각의 context 마다 timer 또는 counter 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
3) Event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서는 역시 event 를
목록으로 관리하면서 event 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목록을 탐색하면서 context 들을
wake 하게 된다.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context 마다 레지스터를 두고 event 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함으로써
wake 할 수 있다.
설계한 프로세서에서는 제안한 Hardware Context
Manager 를 보조프로세서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조프로세서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ready list 가 있고, 각 task 마다 task 의 상태를 나타내는
data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task 가 얼마나 지연된 후에
ready 상태가 될지 혹은 어떤 event 가 발생했을 때
ready 가 될 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event 마다, 그
event 가 발생했을 때 ready 상태가 될 task 의 list 를
가지고 있다. 그림 4 의 하위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었던 데이터 구조를 하드웨어로 구성한 것이다.
task 마다 context status manager 가 있어서 각 status 의
상태를 관할한다. 소프트웨어에서 ready list 는 각
task 마다 ready 상태인지를 가리키는 레지스터를
둠으로써 대체한다. 소프트웨어에서는 각 task 마다
delay 값을 가지고 있고 timer 의 기준 시간(tick)마다
값을 줄였었는데, hardware context manager 에서는
context status manager 마다 counter 가 있어서 그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event list 를 대신해서, 각
context status manager 에 event number 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두었다. 각 context status manager 는
counter 와 event number 를 보아서 task 의 상태를
결정한다. 각 task 의 상태를 이용해서 task scheduler 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task 를 선택한 뒤 프로세서에
전달하게 된다.
Context status manager 는 그림 5 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task 마다 할당되어 있다. Task 가 일정 시간
동안 지연될 때 사용하는 counter, event 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사용하는 event number register,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기다릴 때 사용하는 external
event logic 이다. 그리고 이 세 모듈의 결과를 종합해서
task 의 상태를 판별한다.

제안하는 Hardware Context Manager 의 전체
구성은 그림 4 와 같다.
그림 5 Context status manager

그림 4. hardware context manager
그림 4 의 상위 부분은 context 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이다. Task 중에 ready 상태인 것을 가지고 있는

제안한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context management 를 하는 경우에는 ready list 를
관리하기 위해 작업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list 에 context 를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각각의 context 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counter 값들을 변경시켜주는 작업 등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메모리와
연관된 것들이며, context 의 수가 많아질수록
관리하는데 더 많은 사이클이 소모되게 된다. 반면에
제안한 구조를 사용해서 context manager 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다면 보조연산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오버헤드만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던 것에 비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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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되므로, 지연 시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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