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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연상 메모리(Content Addressable Memory: CAM)에서 저전력 소비 검색을 위한 매치 검출 회로 및 매치 검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매치 라인이 저전압 레벨로부터 높은 매치 검출 전압으로 상승할 때 히트가 출력된다. 상기 매치
검출 전압은 N 채널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의 대략적인 전도 임계 전압이고, 통상 상기 전원 전압의 1/2 이하이다. 단
기간의 매치 검출 주기의 끝에서 정기 제어 신호에 의해 적시에 각 미싱 엔트리에서 관통 전류를 바꾸는 회로 및 방법이 개
시된다.

대표도

도 2b

색인어

연상 메모리, 매치, 히트, 미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매치 라인을 통해 종래의 미스 검출 회로 및 복수의 다른 CAM셀에 하나의 전달 트랜지스터를 결합시킨 연상 메모
리(SCAM) 셀의 회로도.

도 2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매치 라인 및 2-Hi NFET XNOR 비교기에 결합되는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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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복수의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에 결합되는 복수의 엔트리 및 매치 라인으로 이루어
지는 CAM어레이도.

도 3a는 제어 신호의 매치(MATCH), 미스(MISS) 및 히트(HIT) 출력의 예시적인 타이밍 관계를 도시하는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의 실시예에 대한 타이밍도.

도 3b는 예시적인 제어 신호 매치, 미스 및 히트 타이밍을 도시하는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의 일 실시예에 대한 타이
밍도.

도 3ci는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의 일 실시예에 의해 제어되는 매칭 엔트리에서 CAM 검색 동안 매치 라인 전압 및 전
류 크기의 다이어그램도.

도 3cii는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의 일 실시예에 의해 제어되는 미싱 엔트리에서 CAM 검색 동안 매치 라인 전압 및
전류 크기의 다이어그램도.

도 4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더미 매치 라인 제어기를 포함하고 복수의 진일보한 매치 라인 제어기에 연결된 본 발명
의 타이밍 제어 신호 발생 회로의 회로도.

도 4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를 제어하는 NAND 게이트 및 버퍼 지연 라인을 포함
하는 대안의 타이밍 제어 신호 발생 회로의 회로도.

도 4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를 제어하는 도 4b 및 4d의 타이밍 제어 신호 발생 회
로에 의해 발생된 타이밍 제어 신호의 타이밍도.

도 4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를 제어하는 NAND 게이트 및 더미 매치 라인을 포함
하는 다른 타이밍 제어 신호 발생 회로의 회로도.

도 4e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에 결합되는 도 4d의 타이밍 제어 신호 발생 회로의
회로도.

도 5는 본 발명의 프리 매치 라인(PRE-MATCH LINE) 회로가 상기 CAM 엔트리의 포스트 라인부(POST-MATCH LINE
portion)의 CAM검색을 인에이블하는 도 2a의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의 대안 실시예에 대한 회로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동작되는 CAM 어레이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시스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연상 메모리(content addressable memory : CAM) 소자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연상 메모리 소자
용 매치 검출 매치 라인 제어기 회로의 설계 및 사용에 관한 것이다.

연상 메모리(CAM)는 엔트리로 불리는 복수의 위치에 기억된 목록 기반 데이터를 고속으로(예컨대, 하나의 클록 주기) 검
색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소자이다.

도 1에 도시된 연상 메모리 셀(101)은 랜덤 엑세스 메모리(RAM) 기억 셀과 다른데, 즉 연상 메모리 셀에는 비교 논리 회로
를 모든 메모리 셀에 부가하여 내용 참조 기능(content-addressable functionality)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RAM 어레이와
다르게, CAM 어레이의 워드 기억 위치에 있는 모든 데이터 워드(즉, 엔트리)는 피비교수 버퍼(comparand buffer)에 기억
된 검색어(즉, 피비교수)와 동시에 비교될 수 있다. 이렇게 부가된 기능에 의해 일반적으로 상기 비교 기능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트랜지스터 또는 다른 부품/회로 소자의 개수 만큼 각 셀의 구성 부품 수가 증가하지만, "병렬 처리" 특성을 상기
CAM 메모리 어레이에 부가하게 된다. 많은 CAM어레이는 병렬로 접속되고 매치 라인(Match Line)과 접지사이에 접속되
는 복수의 전달 트랜지스터(예컨대, 도 1a의 PTj, 여기서, j=1, 2, ...X)를 포함하여 분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를 형성한

다.

상기 CAM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는 복수의 병렬 전달 트랜지스터 또는 상기 매치 라인에 접속되는 복수의 병렬 전달 트랜
지스터 스택(stack)으로 이루어진 분산 전달 게이트이다. CAM 셀에는 상기 CAM셀 내에서 논리 XNOR 비교 기능을 함께
실행하는 한 쌍의 전달 트랜지스터 스택이 있다. 전달 트랜지스터 스택은 상기 매치 라인과 접지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2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레그(leg)를 형성한다.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각
레그는 NFETs, PFETs 또는 이러한 종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의 종래 기술의 대부분의 CAM 회로에 있어서, 상기 매치 라인은 각 검색 전에 논리 하이 전압(예컨대, vdd)으로 프리
챠지(pre-charge)[예컨대, 사전 충전 트랜지스터(Tpc)]되는 정전 용량(CML)을 갖는 커패시터로 작용하고, 각 매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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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벤트는 상기 매치 라인 전압을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를 통하여 프리챠지 하이 전압에서 로
우 전압으로 떨어뜨리는(접지 전압 쪽으로 방전) 미스(MISS)[히트(HIT)로 불리는 매치(MATCH)와 논리적으로 반대]가
될 것이다.

매칭 엔트리의 경우에, 상기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즉, 상기 매치 라인에 병렬로 접속된 모든 전달 트랜지
스터 스택으로 구성된)는 오프(즉, 비전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칭 엔트리의 프리챠지된 매치 라인은 상기 종래 기술
의 미스 검출 CAM 회로(예컨대, 도1의 102)에서 하이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의 매치 감지 하드웨어 설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스트로빙 프로토콜 (strobing protocols)을 형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치 또는 히트 출력 신호를 활성화시
키는데 필요한 마진을 감지할 때의 문제를 포함하여 매치 라인 전압 변화의 결핍을 검출하기 위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상기 종래 기술의 매치 라인 시스템에 있어서, 각 엔트리에 기억할 수 있는 2진 워드의 크기(즉, 폭 X)가 증가함에 따라, 각
매치 라인의 정전 용량은 일반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 커패시터(예컨대, 매치 라인)의 완전한 방전으로 소비되는 에너
지가 1/2CVcap

2(여기서, C는 정전 용량, Vcap는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매치 라인 시스템으로 각

미스(예컨대, EMISS = ECAP)에 의한 검색시 소비되는 에너지는 상기 CAM 엔트리에 기억할 수 있는 워드의 크기(X)의
증가에 거의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상기 종래 기술의 대부분의 CAM 회로에 의해 소비되는 에너지는 그
검색 주파수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 관련 기술의 미스 검출 CAM 회로(예컨대, 도 1a의 102)가 동작하는 동안 발생되는
열 및 소비 전력은 일반적으로 검색 주파수가 증가함으로써 증가한다.

매 검색시 예컨대, 매치 라인 정전 용량(CML)을 최소화하거나, 상기 매치 라인이 전체 프리챠지 전압(예컨대, Vcap)의 완전

한 방전을 방지하는 것에 의해 각 미스 이벤트가 일어날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가지 시도가 종래 기술
에서 행해졌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각 엔트리에서 워드의 크기(즉, 폭 X)가 증가하고 검색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
여 각 미스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막지 못한다.

다른 기법, 즉 매치 이벤트 검출 기법은 요시아끼의 1999년 일본 특허 번호 제 JP11073783호에 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시된 CAM의 각 매치 라인은 프리챠지된 로우(예컨대, 접지 근처)이고, 상기 매치 라인과 관련된 전체 엔트리에서 모든
비트의 매치 출현시에만 매치 검출 전압(VMD) 이상으로 상승한다. 상기 요시아끼 특허는 상기 매치 라인 전압(VML)에 의

해서만 직접 구동되는 CMOS 인버터(19)(NFET 트랜지스터 상에 스택되는 PFET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는 가정하에)가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상에서 매치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검출하는데 이용될 것이고, 상기 CMOS 인버터(19)가 상기
매치 검출 전압(VMD)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매치 라인 전압(VML)에 응답하여 전환할 때 상기 CMOS 인버터(19)로
부터 히트 신호가 출력될 것이라고 교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요시아끼의 매치 검출 전압(VMD)은 상기 전원 전압(VCC/
2)의 1/2을 초과하거나 같게하여 확실하게 히트를 등록시킬 수 있는 상기 CMOS 인버터(19)의 CMOS 인버터 스위칭 전압
(VCMOSIS)보다 작아질 수 없다. 요시아끼 특허의 상기 매치 이벤트 검출 회로 및 방법은 (예컨대, 모든 미싱 엔트리를 통한

관통 전류에 의해) 매치 이벤트 후에 과도한 주기 동안 에너지를 소비한다.

인트라넷 및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 및 속도 증가는 대용량이고, 고속이며, 더욱 에너지 효율이 높은 CAM 회로에 대한
요구를 가속화시켰다. 상기 종래 기술의 대용량 CAM 메모리 어레이는 검색 동작의 실행동안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 있다.
CAM 어레이의 길이(N) 및 엔트리 폭(X)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더욱 빈번히 검색됨으로서, CAM검색 동작 동안 소비되
는 소비 전력도 증가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CAMs 설계시, 바람직하게는 CAM이 검색을 실행할 때 가능한 최소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검색시 마다 상기 CAM의 엔트
리에 매칭 워드를 기억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검출 가능한 매치/히트 이벤트를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CAM을
검색하는 진일보한 매치 검색 회로 및 매치 검색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상기 종래 기술에 비하여 다른
장점을 제공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많은 공지된 CAM 기억 셀 회로 기술(예컨대, Binary/Ternary/Global Masking
CAM 셀, SRAM/DRAM CAM셀, NFET/PFET CAM셀)을 지원할 수 있는 동작 방법 및 매치 검출 회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CAM 시스템은 상기 CAM 메모리의 모든 엔트리와 외부에서 제공되는 "피비교수"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검색
을 실행한다. 상기 피비교수를 매치하는 CAM 어레이의 엔트리에 기억된 워드들은 상기 매치 라인 상에 고전압을 일으킴
으로써, 상기 히트 라인 전압(VHL)은 논리 하이 전압 레벨로 상승하는 반면, 상기 피비교수의 해당 비트를 미스매치

(mismatch)하는(즉, 매치하지 않는) 하나의 비트를 포함하는 모든 기억 워드들은 매치 라인 로우 전압(오류)[히트 라인 전
압 (VHL)이 로우에 있다]이 된다. 본 발명의 매치 검출 전압(VMD)은 상기 매치 라인에서 이전에 언급한 "높은 매치 라인

전압 레벨"의 하한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매치 검출 전압(VMD)은 통상 전원 전압의 1/2 이하이다(즉, VCC/2 이

하).

각 미싱 엔트리에서 관통 전류는 매치 검출 기간의 끝에서 및 매칭 엔트리를 검출하거나 확실하게 검출한 직후에 제어 신
호에 의해 적시에 완전히 턴오프된다. 미싱 엔트리의 관통 전류를 턴오프하기 위하여 특별히 위와 같이 적시에 제어 신호
를 발생하는 회로들이 개시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복수의 레그 중 하나의 레그 및 매치 라인 전압을 갖는 매치 라인의
복수의 레그 중 하나의 레그에 각각 결합되고,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에 결합되는 복수의 CAM 셀로 구성되어,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특정 레그가 전도 상태 일 때, 그 매치 라인이 로우 전압 레벨에 결합되도록 하는 엔트리를 포함하고,
상기 매치 라인에 결합되어 매칭 엔트리를 검출하는데 적용되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를 구비하는 매치 검출 회로
를 더 포함하는 CAM소자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상기 매칭 엔트리는 매치 검출 주기 내에서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매치 검출 전압으로 매치 라인 전압을 상승시키
는데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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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 특징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를 포함하는 CAM 엔트리용으로 개선된 매치 검출 회로를 제공하는데,
상기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상기 매치 라인에 결합되고, 상기 FET는 상기 매치 라인상의 전압이 상기 FET의
전도 임계 전압으로 상승할 때 하이 전압 강하에서 로우 전압 쪽으로의 하이 전압 강하시 노드 플로팅(node FLOATing)을
풀다운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본 발명의 제3 특징은 CAM 어레이에 동작 가능하게 결합되는 디지털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라우터
등의 디지털 시스템을 제공하고, 상기 CAM 어레이에는 본 발명의 이전 특징과 같이 FET를 갖춘 매치 검출 회로들이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연상 메모리 어레이에서 매칭 엔트리를 검출하는 개선된 매치 검출 회로를 포함하는 일명 매치 라인 제어기를
제공한다.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N 데이터 워드(즉, N "엔트리"를 갖는)를 기억하는 CAM어레이(221)에는 N 매치 라
인(예컨대, ML0, ML1, ML2, . . .MLN -1이 있고, 여기서, N= Y x L이고, Y는 매치 라인 제어기 회로 마다 제어되는 엔트리

의 개수를 나타내는 정수이며, L은 CAM 어레이 마다 매치 라인 제어기 회로의 개수를 나타내는 정수이다)이 있고, 각 엔
트리에는 한 개의 매치 라인이 있고, 각 엔트리는 상기 CAM 내에 유일한 n 비트(n=BASE2LogN)를 갖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각 엔트리와 매치 라인의 결합은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치 검출 회로(210)를 포함하는 매치 라인
제어기(MLC)에 결합된다.

도 2a는 매치 라인에 결합되는, 즉 예시적인(예컨대, 3진법) CAM 셀(201)에 결합되는 개선된 매치 검출 회로(210)를 갖
춘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MLC)에 대한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상기 CAM셀은 2개의 2진 기억 소자[예컨대, 메모리
기억 셀(CELLC 및 CELLT)로 구성되고, 2개의 NFET 트랜지스터 스택(T0-T2 및 T4-T6)으로 구현되는 XNOR 기능을
갖는다. CAM 검색 동작 전에, 제어 신호 [MATCHDETECTION-ENABLE- NOT(MEN_)]는 하이 이기 때문에, 상기 매
치 라인이 로우 전압으로 프리챠지된다. 또한, 이러한 제어 신호(MEN_)의 이러한 사전 검색(즉, 초기)전 하이 상태에 의해
플로트는 하이로 프리차지되고, 따라서, 히트는 CAM 검색 전에 로우이다(즉, 히트가 아니다). 제어 신호(MEN_)가 로우인
동안에 매치 검출 주기 내에서 발생하는 CAM 검색 동작 동안, 매칭 엔트리에 결합되는 상기 매치 라인 제어기의 매치 검
출 회로(210)는 상기 매치를 검출할 것이고, 히트는 단지 논리 하이(즉, 참) 전압 레벨로 진행할 것이다. 상기 매치 라인 제
어기로 입력된 제어 신호(MEN_)는 도 2b, 4a, 4b, 4d 및 4e에 도시된 본 발명의 타이밍 제어 신호 발생 회로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다.

도 2a의 본 발명의 매치 검출 매치 라인 제어기(MLC)의 기능은 도 2b의 대용량 회로의 부품으로서 폭넓은 내용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2b는 상기 MEN_ 제어 신호를 발생하여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MLC)로 표명하는 타이밍 제어
신호 발생 회로[즉, 타이밍 제어기(224)]를 포함하는 CAM 제어기(224)를 구비한 CAM 어레이(221)와 결합한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MLC)의 예시적인 배치를 도시한다. 상기 타이밍 제어기(226)의 출력은 각각의 Y 매치 라인 제어기
(MLC0 내지 MLCY-1)에 전달되는데, 그 각각의 제어기에는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상기 CAM어레이 (221)의 Y 엔트리에

기억되는 매칭 워드를 검출하는 매치 검출 회로(210)가 있다. 상기 매치 라인 제어기(MLC0 내지 MLCY -1)는 상기 매치

라인(MLC0 내지 MLCY -1)에 각각 접속되고, 서로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본원에서는 통합하여 MLC로써 언급된다. 상기

매치 라인 제어기(MLC0 내지 MLCY -1) 각각에는 CAM 검색 동작이 실행될 때 타이밍 제어기(예컨대, 226)에 의해 발생

되는 타이밍 제어 신호(MEN_)가 입력된다. CAM 셀의 각각의 수직 컬럼에는 상기 피비교수 버퍼(228)에 결합되는 차동
검색 라인 입력쌍(예컨대, SL0 및 그 보수 SLO_)이 있다. 각각의 수평 CAM 엔트리는 도 2a 및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
치 라인 제어기에 차례로 결합되는 매치 라인(예컨대, ML0)에 결합된다. "워드 라인" 입력은 각 엔트리의 모든 메모리 셀에

결합될 수 있고, 비트 라인들은 상기 엔트리의 각 셀에 결합되어, 상기 엔트리의 각 메모리 셀에 데이터의 기록을 지원한
다.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복수의(즉, Y) 매치 라인 제어기(MLC0 내지 MLCY-1)의 각 출력은 어드레스 출력 회로

(AOC)에 접속될 수 있다. 상기 어드레스 출력 회로(AOC)는 각 MLC의 출력에 접속되어 상기 CAM 검색 동작에 의해 매칭
엔트리를 검출하는 한 개 이상의 매치 라인 제어기(MLC0 내지 MLCY -1)로부터 출력되는 "히트" 하이 신호를 래치할 수

있다. 상기 히트 신호는 세트/리셋 래치에 세트 입력으로서 히트 신호를 입력함으로써 하이로 래치될 수 있다. 상기 MLC
는 그 MLC의 매치 검출 회로(210)가 CAM 엔트리에 기억된 데이터 워드와 상기 피비교수 버퍼(228)에 기억된 피비교수
와 일치한다고(즉, 매치) 검출할 때 논리 하이 "히트"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AOC는 매치 어드레스 매치 어드레스
(MATCH-ADDRESS)로서 상기 매칭 CAM 셀 엔트리의 어드레스를 출력한다.

CAM 검색은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안 실행된다.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상기 MLC에 입력된 제어 신호(MEN_)가 로우로
떨어질 때 개시된다.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안 확실한 히트가 출력되기 전에, 검색될 데이터는 상기 CAM 어레이(221)의
복수의 엔트리에 있는 각 연상 메모리(CAM) 셀(201)에 기억되고, 피비교수는 상기 피비교수 버퍼(228)에 기억되어 2X 차
동 검색 라인(예컨대, SL0, SLO_, SL1, SL1_, SL2, SL2_, ....SLX, SLX_; 여기서, X = X-1)이 상기 매치 검출주기 내에서
표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상기 제어 신호 (MEN_)가 로우(검색 인에이블링) 전압(즉, 논리 로우
전압)으로부터 상기 초기(사전 검색) 하이 전압으로 전이할 때 끝난다. 상기 매치 검출 주기의 처음과 끝사이의 시간(t2)의
최적화는 다른 개시부에서 토론된다.

도 2a에 도시된 본 발명의 매치 라인 제어기의 실시예를 다시 참조하면, 상기 MEN_ 라인 상에 초기(사전 검색) 논리 하이
전압은 2개의 스택 트랜지스터(PFET T1 및 NFET T8)의 게이트에서 및 인버터(I1)의 입력에서 논리 하이 전압을 나타냄
으로써, PFET T1이 초기에 오프(즉, 비전도)되고, NFET T8이 초기에 온(즉, 전도)이 되며, 풀업 트랜지스터(T3)가 초기
에 온되는 반면, T10은 초기에 오프된다(온이 되는 T8에 의한 매치 라인의 로우 프리챠지 전압 때문에).

인버터(I1)는 스택 NFET-PFET 쌍 또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동등한 반전 회로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인버터(I1)는 대안의 실시예에서 제거될 수 있다[예컨대, 상기 전원 전압(VCC)이 소오스 기판 전압의 작용으로 NFET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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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다란 유효 스위칭 임계 전압(VT)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고전압인 경우에 확실하게 동작할 T3를 NFET로

서 구현함으로써]. PFET T3를 포함하는 도 2a의 회로는 1.0 볼트의 전원 인가 전압(VCC)으로 시뮬레이션할 때 확실하
게 동작한다.

각 CAM엔트리의 전기 전도성 매치 라인은 고유의 정전 용량(CML)을 갖고, 각각의 스택 제어 트랜지스터[즉, 풀업 트랜지

스터(T1) 및 풀다운 트랜지스터(T8)]에 접속되고, 상기 매치 라인에 분산된 전달 게이트의 복수의 레그에 접속된다[예컨
대, 전달 트랜지스터(T0-T2) 및 전달 트랜지스터 스택(T4-T6)].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는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
안 논리 NOR 게이트로서 동작하여 그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NOR 게이트)를 전도함으로써, 상기 CAM 엔트리에 기억된
워드가 상기 피비교수와 미스매치할 때 등의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한 개의 레그가 전도(ON) 상태인 경우에 상기
매치 라인(상기 유효 NOR 게이트 출력)을 논리 로우 전압 레벨(미스 또는 미스매치을 지시)로 유지한다. 각 XNOR 게이트
(예컨대, XNOR1)의 각 레그[예컨대, 상기 CAM 셀의(201)의 T0-T2 및 T4-T6] 및 CAM 엔트리에서 각 CAM 셀의 각
레그는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즉, NOR 게이트)의 하나의 레그와 같이 동작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검색 전에(즉, MEN_이 로우인 매치 검출 주기 전에), 상기 매치 라인은 PFET T1이 오프인 동안
에 NFET T8을 통하여 로우 전압 레벨(예컨대, 접지)로 프리챠지된다(즉, 풀다운). (상기 미싱 엔트리의 매치 라인은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하나 이상의 레그에 의해 검색되기 전에 논리 로우 전압으로 풀다운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검색 라인이 로우로 프리챠지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기 매치 라인이 NFET 트랜지스터(T10)의 게이트에 결합되기
때문에, 상기 매치 라인 상의 초기 로우 전압 레벨에 의해 T10이 검색 전에 비전도 상태(오프)가 된다. 한편, 상기 검색 전
에, 인버터(I1)의 출력은 PFET T3의 게이트에서 로우 전압 레벨을 표명함으로서, T3가 전도 상태(즉, 온)가 된다. 온(즉,
전도 상태)이 되는 T3 및 오프되는 T10(즉, 비전도 상태)의 초기 결합은 상기 플로트 노드(FLOAT node)를 초기의 논리
하이 전압 레벨로 프리챠지하며, 이것에 의해 차례로 인버터(12)의 출력(플로트 노드에 접속된 입력을 가진)을 논리 로우
전압으로 되게 하는데, 이것은 매치 검출 주기 전에 상기 히트 라인을 로우 전압 레벨이 되게 함으로서 논리 히트 참 조건
(즉, 히트=오류)의 부재를 표시하는 것이다. 상기 플로트 라인이 유한 정전 용량을 가짐으로써, 초기의 하이 전압 프리챠지
조건을 설정한 후에, T3가 턴오프되는 경우(T10이 오프인 경우), 상기 플로트 라인에 하이 프라챠지 전압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플로트 라인에 결합된 인버터(I2)의 출력은 상기 히트 라인 상에 로우 전압 레벨을 나타냄으로서 논리 히트
참 조건의 부재를 지시할 것이다.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안 및 초기에, 상기 매치 라인의 엔트리에 있는 메모리 셀(예컨대, CELLT 및 CELLC) 및 검색 라인
(예컨대, SLC, SLT)은 확실한 검색을 인에이블할 수 있게 적절하게 전원을 인가하여 안정시킴으로써, 상기 전달 게이트
(예컨대, XNOR 트랜지스터 스택)의 각 레그는 상기 메모리 셀에 기억되는 데이터 비트의 논리 값 및 상기 검색 라인에 나
타난 피비교수 비트의 논리 값에 따라 전도 상태(온) 또는 비전도 상태(오프)가 될 것이다.

상기 엔트리가 상기 검색 데이터(즉, 피비교수)에 대하여 비교된 매치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매치 라인에 병렬로 접속된
CAM 셀에 전달 트랜지스터 스택(예컨대, XNOR1 NFET 스택)은 온(즉, 전도 상태)이 되지 않고,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
안 상기 매치 라인에 흐르는 전류는 상기 매치 라인 전압(VML)을 풀업할 것이다. 결국, 상기 매치 라인 전압(VML)은 NFET

T10의 임계 전압(VT)를 초과하고, NFET T10은 전도를 시작할 것이다. 플로트는 NFET T10을 통하여 로우로 방전될 것

이고, 상기 MLC의 히트 출력은 플로트의 하강 전압이 인버터(I2)에 의해 반전됨으로써 참(즉, 하이 논리 전압)으로 상승할
것이다. CAM 엔트리가 상기 검색 데이터(즉, 피비교수)와 비교된 미스매치를 포함하면, 상기 매치 라인에 병렬로 접속된
CAM 셀에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전달 트랜지스터 스택(예컨대, XNOR NFET 스택)은 온이 될 것이고(예컨대, TO-T2 또
는 T4-T6), 상기 매치 라인 전압은 상기 전달 트랜지스터 스택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하여 로우로 유지될 것이다.

상기 매치 검출 주기의 초기에, 상기 제어 신호 전압(MEN_)은 초기의 하이 전압 레벨로부터 검색 인에이블링 로우 전압
레벨로 떨어져서,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안 로우 상태를 유지한다. 상기 MEN_ 라인 상에 전압이 검색의 초기에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경우, 트랜지스터(T1 및 T8)의 게이트가 로우로 됨에 따라, PFET T1을 턴온(즉, 전도 상태)하고, NFET
T8을 턴오프(즉, 비전도 상태)함으로써, 상기 매치 라인이 상기 인가 전압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전류는 T1을 통하여 낮
은 전압 레벨로 프리챠지되는 상기 매치 라인으로 흐를 것이다. T1을 통하여 전류가 상기 매치 라인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시간에, 상기 플로트 노드 풀업 트랜지스터(PFET T3)는 턴오프(비전도 상태)된다. 도 2a의 회로에 있어서, 이것은 상기
인버터(I1)가 상기 MEN_ 라인에 나타난 로우 전압 검색 인에이블링 제어 신호를 반전시키고, 상기 게이트(T3)에 결합되
는 단락 라인(short line)의 작은 정전 용량이 T3의 스위칭(오프)을 충분히 지연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 플로
트 노드 풀다운 트랜지스터(NFET T10)는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모든 레그를 오프시키는 엔트리에서 매치인 경
우에도 즉시 턴온되지 않을 것이다(즉, 상기 매치 검출 주기의 처음이 아닌). 그 이유는 상기 매치 라인의 정전 용량(CML)

이 충분히 크기 때문이다. 상기 엔트리가 미스인 경우,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적어도 하나의 레그는 전도 상태가
됨으로써, 상기 매치 라인을 상기 논리 로우 전압 레벨(점근선 레벨 또는 이하)로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매치 검출
주기의 처음에 유한 시간 주기 동안, 트랜지스터(T3 및 T10)은 오프(비전도 상태)될 것이고, 상기 플로트 노드는 처음의
논리 하이 프리챠지 전압에서 소형 커패시터로서 플로팅될 것이고, 플로팅 노드에 결합된 인버터(I2)의 히트 출력은 히트
의 부재(즉, 논리 로우 전압)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내에서 상기 플로트 노드의 예비적인 논리
하이 전압 플로팅 상태를 가짐으로서 상기 인가 전압의 1/2 이하의 매치 검출 전압을 갖는 NFET 트랜지스터(T10)에 의해
상기 매치 라인 상에서 매치 이벤트의 검출이 용이해지며,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매치 이벤트를 검출하기 위해 제공된 상
기 스택된 NFET-PFET형 인버터를 적용할 필요성을 배제한다.

단지 하나의 트랜지스터(즉, NFET T10)가 오프에서 온으로 전이한 결과로 본 발명의 회로에 의해 매칭 엔트리를 검출(히
트로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고유의 임계 전압(VT)은 본 발명의 매치 검출 전압(VMD)의 하

한이다.

상기 매치 이벤트를 검출하기 위하여 CMOS 인버터(PFET 에 직렬로 스택되는 NFET를 포함)에 의존하는 종래의 회로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전압의 하한은 인가 전압과 접지사이의 거의 중간 전압으로, NFET 전도 임계 전압(VT)보다 몇 배

수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매칭 엔트리를 검출하여 종래보다 빠른 미싱 엔트리의 매치 라인에 관통 전류를 턴오
프시킴으로써, 최소의 필요한 매치 검출 주기를 줄이고, CAM 검색 동작 동안 각 미싱 엔트리의 관통 전류에 의해 소비되
는 에너지(EMISS)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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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매칭 및 미싱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류(IML)의 타이밍, 극성 및 상대적인 크기는 도 3ci 및

3cii에 도시된다. 도 3ci 및 3cii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매치 검출 주기의 처음에 매치 검출 회로를 인에이블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또한 상기 매치 검출 주기의 끝에 미싱 엔트리에서 매치 라인 관통 전류(IML)를 턴오프시키는데 적용되
는 제어신호를 제공한다.

상기 매치 라인 전류(IML)는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안 매칭 및 미싱 엔트리에서 실행시 풀업 트랜지스터(T1)를 통과한다.

상기 매치 검출 기간의 처음에, 상기 매칭 및 미싱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류(IML)는 거의 동일해질 것이다. 그 후에, 매칭 엔

트리의 매치 라인 전류(IML)는 상기 상승 매치 라인 전압(VML)의 작용으로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안 감소할 것이다. 그 이

유는 상기 매치 라인이 커패시터로서 충전중이기 때문이다. 미싱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류(IML)는 그 후에 레벨 오프하고,

상기 IML전류 경로의 총저항을 상기 인가 전압으로 분할한 대략적인 점근선 크기에서 매치 검출 기간 동안 지속할 것이다.

상기 IML전류 경로의 총 저항은 트랜지스터(T1)의 온 저항 및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온 저항(예컨대, 레그들이 전달 트

랜지스터/스택으로 이루어지는 상기 매치 라인에 결합된 CAM 셀의 XNOR 게이트의 전도성 병렬 저항 레그의 온 저항)을
포함한다.

T1이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플로트를 상승 및 방전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순간에 턴오프되어, 히트가 참
(즉, 논리 하이 전압)으로 상승하여 래치되는 경우에, 미싱 매치 라인마다 소비되는 관통 전류(IML)의 총량(즉, 충전)이 최

소화된다. 따라서, 각 검색 동안에 에너지 소비는 매치 검출 주기를 최소화함으로써 줄여질 수 있다(따라서, 트랜지스터
(T10)의 폭 및 길이는 T10의 온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에 의해 플로팅이 고속으로 방전할 수 있게 선택됨으로써, 매치 검
출 주기를 보다 짧게하여 차례로 상기 CAM의 각 검색 동작에 대한 전력 소비를 줄인다. 또한, 트랜지스터(T10)는 상기 기
술적인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최소의 장치보다 폭이 넓고 길이가 길게 선택되어 광학 효과, 도핑 미스 매치 등에 의한 정상
적인 변화의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전압 분배기 네트워크(T1 및 상기 매치 라인에 결합되는 복수의 전달 트랜지스터 스택 중 최소한 하나로 구성)는 인가 전
압(예컨대, Vdd)과 접지사이에 형성된다. 따라서, 미싱 엔트리의 매치 라인 상의 전압은 상기 전압 분배기의 하부의 저항
[즉, 상기 매치 라인과 접지(예컨대, XNOR1의 NFET-스택) 사이에 결합되는 한 개 이상의 전달 트랜지스터 스택의 온 저
항)을 상기 전압 분배기의 상부의 저항(예컨대, T1의 온 저항)으로 나눈 비율만큼 조절된 일부 최대의 점근 레벨로만 상승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미싱 엔트리의 최개의 점근 레벨은 상기 매치 검출 회로(210)의 NFET T10의 스위칭 임계 전압
(VT) 이하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 본 발명의 모든 실시예를 효율적으로 동작시키는데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

면, 매칭 엔트리는 미싱 엔트리보다 고속으로(VML이 고속으로 T10의 스위칭 임계 전압에 도달하게 한다) 상기 매치 라인

전압(VML)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매칭 및 미싱 엔트리에서 VML의 상승 시간 및 예시적인 타이밍 관계를 도시한다. 도 3a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상기 매치 검출 주기가 시작할 때, 매칭 및 미싱 엔트리 모두의 매치 라인 전압(VML)은 초기에 상승한다.

그러나, 매칭 엔트리의 VML은 고속으로 상승하여, 미싱 엔트리의 VML이 그 점근선 레벨에 도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VT
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확실한 하이 히트 출력은 상기 MLC에 의해 표명될 수 있고, 미싱 엔트리의 VML이 그 점근선 레

벨에 도달하기 전에 AOC 또는 다른 회로에 의해 하이로 래치될 것이다. 따라서, 미싱 엔트리의 점근선 VML레벨이 VT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미싱 엔트리의 VML이 VT에 도달하기 전에 종료될 것이다. 물론, 미싱 엔트리의

점근선 VML레벨에 VT이하의 안전한 마진이 있는 경우,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미싱 엔트리가 (불량) 히트 출력을 발생할

확률 없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매치 검출 주기를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는 보존된다)

도 3b는 상기 매치 검출 주기를 최소화하여 하이 히트 출력을 확실하게 하이로 표명하여 래치한 후에 즉시 매치 검출 주기
가 종료하도록 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매칭과 미싱 엔트리에서 VML의 상승과 히트 출력 사이에 예시적인 타

이밍 관계를 도시한다.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상기 매치 라인에 결합되는 CAM 엔트리에 기억된 매치가 하이로 래치될 수
있는 논리 참 히트 신호(예컨데, MLC의 히트 출력상에 논리 하이 전압)로서 확실하게 검출되어 보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길어질 필요가 있다. 상기 히트 출력 신호는 상기 중간 플로트 노드가 상기 CMOS 인버터(12)의 CMOS 인버터 스위칭 전
압(VCMOSIS) 이하로 떨어질 때 하이로 표명될 것이다. 매칭 엔트리의 VML이 트랜지스터(T10)의 VT로 상승하자마자(즉,

매칭 엔트리의 VML이 VCC/2로 상승하기 전에 및 미싱 엔트리의 VML이 VT로 상승하기 전에) 로우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

이기 때문에, 하이 히트 출력은 임의 엔트리의 VML이 VCC/2에 도달하기 전에 확실하게 하이로 표명되어 래치될 수 있다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종료될 수 있다). 도 3b의 타이밍 신호를 발생시켜 본 발명을 구현하는 회로의 인가 전압(VCC)은

1.0 볼트이고, 최악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1.2 볼트 인가 전압이다.

시간 대 전압 정보를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는 상기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전원 전압의 1/2로 결코
상승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칭 엔트리를 검출할 수 있고, 상기 매치 라인 전압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예컨대, NFET
T10)의 전도 임계 전압으로 상승할 때 매칭 엔트리를 검출할 수 있고, 상기 매치 라인 전압(VML)이 상기 전계 효과 트랜지

스터(예컨대, NFET T10)의 전도성 임계 전압 이상 및 상기 인가 전압의 1/2 이하인 경우에 히트 신호를 출력할 수 있고,
상기 매치 라인 전압(VML)이 상기 FET(예컨대, NFET T10)의 전도성 임계 전압의 약 100%(예컨대, 1.3V)와 약

166%(예컨대 0.50V) 사이에 있는 경우에 히트 신호를 출력할 수 있고,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인가 전압의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1/2로 상승하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의 2배 이하인 매치 검출 주기 내에서 CAM 검색을 실행
할 수 있고, 메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상기 인가 전압의 약 90%인 하이 전압 레벨로 상
승하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보다 작은 매치 검출 주기 내에서 CAM 검색을 실행할 수 있고(즉, 상기 제어 신호
(MEN_)가 하이로 상승되지 않는 경우에 0.9V를 나타내는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점으로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내에서 상기
매칭 엔트리의 상승(VML) 전방 경사선을 외삽에 의해 제공하여 VML이 0.9V에 도달하기 전에 상기 매치 검출 주기를 종료

한다),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상기 인가 전압의 대략 90%인 하이 전압 레벨로 상승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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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의 4배 이하인 매치 검출 주기 내에서 CAM 검색을 수행할 수 있고(앞선 외삽에 의해 명백해
짐),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상기 FET의 전도 임계 전압의 약 166%인 전압 레벨로
상승시키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 이하의 매치 검출 주기(예컨대, 매칭 엔트리의 VML이 VT의 대략 166%인 0.5V에

도달하는 시간 전에 종료한다) 내에서 CAM 검색을 수행할 수 있고,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로우 전압 레벨
로부터 상기 FET의 전도성 임계 전압의 대략 120%인 전압 레벨로 상승시키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 이하의 매치 검
출 주기 내에서 CAM검색을 수행할 수 있고[이러한 능력은 매칭 엔트리의 VML이 VT에 도달하자 플로트가 방전을 시작한

다는 사실과 적은 수(예컨대, 4)의 CAM 엔트리에 결합되는 매치 라인이 플로우트가 급속히 떨어질 수 있게 충분히 작은
정전 용량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기 히트 출력이 하이로 래치되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 이하
의 매치 검출 주기의 끝에서 미싱 엔트리의 에너지 소비를 종료할 수 있고, 미싱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FET의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전도 임계 전압으로 상승하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 미만인 매치 검색 주기 내에서 CAM검색
을 수행할 수 있다(예컨대,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매치 검색 주기는 미싱 엔트리의 VML이 VT 이하의 점근선으

로 상승하기 전에 종료하여, 상기 VML이 VT로 높아지기 전에 상승하기 전에 발생할 것이다).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소의 매치 검색 주기의 끝은 로우로 중간 노드, 즉, 플로트 노드 상에 전압 강하와 거의 일치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매치 검색 주기의 기간은 상기 플로트 노드의 하이 대 로우 전이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상기 중간 노드(플로트) 상에 전압은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에 상당한 정전 용량이 T1의 온 저항을 통하여 충전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천천히 하이에서 로우로 전이한다. 따라서, 매치 검색 주기는 상기 매치 라인의 정전 용량 및/또는 T1의
온 저항을 줄임으로써 더욱 줄여들 수 있다. (아래에 토론된 바와 같이, 상기 매치 라인의 정전 용량 감소 및 상기 매치 검
출 주기의 감소는 프리 매치 라인(PRE-MATCHLINE)에 결합되는 엔트리에서 제한된 수의 사전 선택 CAM 셀의 매치를
검출한 다음, 포스트 매치 라인(POST-MATCHLINE)에 결합되는 엔트리에 CAM 셀의 나머지를 검색하는 회로를 제공함
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T1의 온 저항 감소는 미싱 매치 라인 상에 점근선 레벨과 트랜지스터(T10)의 VT 사이의 안전한

마진을 줄일 것이다. 따라서, T1의 온 저항은 상기 CAM검색 동작의 원하는 속도와 안전한 마진 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계
자가 균형을 맞춰 상기 CAM 회로를 기반으로 선택된다.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점근선(VML) 레벨은 트랜지스터

(T10)의 최대치(VT) 이하의 안전한 마진에 고정되어, 그 점근선 전압 레벨이 VT-"안전한 마진"과 같게 될 수 있다.

소정의 미싱 엔트리에서 상기 매치 라인 전안(VML)의 실제 점근선 레벨은 얼마나 많은 비트가 상기 피비교수에 비하여 미

스 매치(mis-match)하는지 따라 변할 것이다. 소정의 미싱 엔트리에서 미스 매치하는 비트가 많을수록, 상기 매치 라인 전
압의 점근선 레벨이 그 검색 주기 동안에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매치를 미스로부터 구별하는 "최악의 경우"는 상기 미싱
엔트리가 상기 매치 라인 전압(VML)을 NFET T10의 임계 전압에 가장 근접한 점근선 레벨로 올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

한 "최악의 경우"는 상기 엔트리에서 단일 비트 미스 매치를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 전압 분배기의 하부 저항이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예컨대, XNOR-게이트)의 논리적인 성능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고 가정하면, 미싱 엔트리에 대한 최대의
점근선 매치 라인 전압 레벨은 상기 전압 분배기의 상부 저항(예컨대, PFET 풀업 T1의 온 저항)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설
정된다.

풀업 T1의 크기는 1 비트 미스 매치의 최악의 경우에, 상기 매치 라인의 점근선 값이 NFET T10의 임계 전압(VT) 근처 또

는 이하에 있도록 선택될 수 있다. T1의 크기는 상기 매치 라인의 상기 금속 저항을 통하여 상기 매치 라인을 유지하는 하
나의 비트 미스 매치(예컨대, T0-T2 또는 T4+T6)의 셀 스택으로 DC 시뮬레이션 모델링(T1 ON)을 실행하여 측정될 수
있다. 한 객체는 T10이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안 상기 매치 검출 전압[예컨대, NFET T10 - 일부의 안전한 마진의 전도
임계 전압(VT)] 이하로 상기 매치 라인의 레벨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미싱 엔트리의 플로트 노드에 전도 및 방전하

는 것을 예방한다. 풀업 트랜지스터(T1)는 기술의 기본 법칙에 의해 허용되는 최소의 장치보다 폭이 넓고 길이를 길게 설
계하여 광학 효과, 도핑 미스 매치 등에 의한 정상적인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T1)의 크기가 적당히 선택될 때, 미싱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은 NFET T10의 임계 전압 이상으로 올라 갈
수 없고, 플로트 노드는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안에 방전하지 않기 때문에, 히트는 미싱 엔트리의 경우에 로우에 머물 것
이다. 그러나, 상기 매치 라인 전압의 최대 점근선 값이 NFET T10의 임계 전압 (VT)을 초과할 때라도, 본 발명의 실시예
는 매칭 엔트리와 미싱 엔트리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이 미싱 엔트리보다 고속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타이밍 제어 신호(MEN_)는 미싱 엔트리가 상기 매치 라인 전압을 상기 매치 검출 전압(예컨
대, NFET T10의 VT)까지 상승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기 매치 검출 주기를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회로는 미싱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내에서 매치 검출 전압(예컨대, VT)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설
계된다.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의 상승 시간은 차례로 풀업 트랜지스터(PFET T1)의 온 저항으로 작용하는 매치 라인 정
전 용량(CML) 및 매치 라인 전류(IML)의 작용을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회로의 성능은 상기 매치 라인 정전 용량을 줄이
는 것에 의해 최적화 될 수 있고, 상기 풀업 트랜지스터(PFET T1)의 온 저항을 최적화하는 것에 의해 최적화 될 수 있다.

풀업 트랜지스터(T1)의 턴오프 타이밍을 포함하는 상기 매치 라인 제어기의 타이밍을 제어하기 위해, 타이밍 제어 신호 발
생 회로(예컨대, 226)를 제공하여 상기 매치 검출 주기 기간을 최적으로 제한한다. 본 발명의 타이밍 신호 발생 회로의 복
수의 실시예는 더미 히트 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매치 검출 주기의 끝을 정의할 수 있도록 더미 매치 라인 제어기에 결합될
수 있는 더미 매치 라인 상에서 매칭 엔트리를 에뮬레이트하는 더미 CAM 엔트리 회로를 이용한다.

타이밍 제어 신호 발생 회로

상기 타이밍 제어 신호(MEN_)는 매치 라인 제어기(MLC0 내지 MLCY -1)의 복수의 위치(Y)(여기서, Y는 양의 정수이다)

에 입력된다(이러한 매치 라인 제어기는 그 동작이 동일하기 때문에 매치 라인 제어기로서 이후에 기술될 것이다). 상기
CAM 제어기(224)는 검색 인에이블 제어 신호(MEN_)(Matchline Enable-Not)를 발생시켜 상기 신호(MEN_)를 각각의 Y
매치 라인 제어기(MLC)에 출력하는 회로(226)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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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이밍 제어 신호 발생 회로(도 4a의 401, 도 4b의 411, 도 4d 및 4e의 226)는 상기 매치 라인 제어기(MLC)의 동작
을 제어하는 타이밍 제어 신호(MEN_)를 발생한다. 그 타이밍 제어 신호(MEN_)는 도 4b 및 4d에 도시된 회로(411 또는
226)에 의해 시스템 클록(CLOCK)(MEN_보다 큰 듀티 싸이클을 갖는)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대안으로, 상기 타이밍 제
어 신호(MEN_)는 도 4a에 도시되는 회로(401)에 의해 펄스 진행(GO) 신호(MEN_보다 짧은 듀티 싸이클을 갖는)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상기 타이밍 제어 신호(MEN_)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 회로(예컨대, 도 4a, 4b 또는 4d에 도시)는 상기
CAM 제어기(224)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상기 CAM 집적 회로 상에서 복제되어 분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중심에 발생
된 MEN_ 신호는 국부적으로 발생되는 강력한 로우 스큐 MEN_ 신호를 큰 CAM어레이 회로에 다수의 매치 라인 제어기
사이의 Y 매치 라인 제어기(L 만큼 곱한 Y는 N이고, 여기서, L은 1보다 큰 정수이다)의 각각에 제공하기 위하여 버퍼링되
고 팬 아웃(fanned out)될 수 있다.

도 4b에 도시되는 제어 신호 발생 회로(411)는 그 입력에서 시스템 클록 신호(CLOCK)에 의해 구동되고, NAND 게이트
(NAND1)는 상기 타이밍 제어 신호(MEN_) (Match-Line Enable-Not)를 출력한다. 도 4b의 회로 동작은 도 4c의 타이밍
도에 더욱 상세히 도시된다.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4b의 회로에 의해 클록 신호로부터 발생된 제어 신호(MEN_)는
상기 클록 신호(CLOCK)의 하이 대 로우 전이에 따라[시간 주기(t1) 후] 논리 로우 레벨로 떨어지는 반면, 그 다음의 클록

신호 전이에 따라 MEN_이 로우로 떨어진 후에 유한 시간(t2) 주기에서 하이 전압으로 복귀한다. 시간 주기(t1)는 인버터

(I11)를 통한 전파 지연이다. 시간 주기(t2)는 직렬로 접속되는 인버터(예컨대, 인버터 I12-I13-I14)의 복수의 i(여기서, i

는 1보다 큰 홀 수 정수이다)의 전파 지연 배수의 합이다. 상기 시간 주기(t2)는 상기 CAM검색이 로우인 MEN_에 의해 인

에이블되는 매치 라인 제어기로 실행되는 동안의 효율적인 매치 검출 주기이다. 따라서, 인버터(예컨대, I12-I13-I14)의
전파 지연 배수 및/또는 복수개의 인버터의 개수는 매치 검출 기간의 최적의 기간,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매칭 엔트
리를 확실하게 검출하여 래치 가능한 히트 신호를 출력하는데 충분히 긴 기간 및 미싱 엔트리에서 불피요한 관통 전류를
줄이는데 충분히 짧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로 설계자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인버터(I11)는 전파 지연(t1)을 유도하여 반전 클록 신호를 상기 신호 발생 회로(411)의 다른 단계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

4b의 회로(411)에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상기 반전 클록 신호[인버터(I11)로부터 출력]는 2개의 라인으로 분기되는
데, 한 개의 라인은 일련의 인버터(I12, I13, I14)의 입력에 직접 접속되고, 다른 라인은 NAND 게이트(NAND1)의 2개의
입력 단자 중 하나에 접속된다. 상기 일련의 인버터(I12, I13, I14)의 마지막 인버터(114)의 출력은 상기 NAND 게이트
(NAND1)의 2개의 입력 단자 중 다른 입력 단자에 접속된다. 상기 신호 발생 회로(411)는 각 클록 신호의 각 클록 싸이클
내에서 상기 일련의 인버터(I12, I13, I14)의 전파 시간 지연(t2) 기간에 거의 같은 매치 검출 주기 동안 로우(검출 인에이블

링) 타이밍 제어 신호(MEN_)를 출력하는 것에 의해, 상기 CAM 검색은 상기 시스템 클록 주파수에서 동시에 실행될 수 있
다. 따라서, 상기 타이밍 제어 신호(MEN_)는 인버터(I11)의 전파 지연 시간(t1)(도 4b)이 하이에서 로우로 클록 신호
(CLOCK)의 레벨 전이 후에 경과하는 시간까지 각 검색전에 하이 레벨에 있고, MEN_는 로우(검색 인에이블링) 레벨로 진
행한 후에, 상기 일련의 인버터(I12, I13, I14)의 전파 시간과 대략적으로 같은 매치 검출 주기(t2) 동안 로우에 있다.

또한, 도 4c는 미싱 및 매칭 검색 결과의 경우에 매치 라인 제어기의 히트 라인에서 출력과 제어 신호(MEN_) 사이의 타이
밍 관계를 예시적으로 도시한다.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칭 검색 결과의 경우에 하이(즉, 참) 히트 신호 출력은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안 통상적으로 먼저 표명되고, 래치되는 경우 매치 검출 주기의 종료 후에 표명될 수 있다. 상기 매치 검
출 주기는 상기 MLC의 히트(참) 출력이 래치되도록 충분히 길게 표명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장될 수 있다. 상기 히
트 출력 신호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회로에 의해 매치 검출 주기의 끝을 지나서 래치될 수 있다.

도 4b, 4c, 4d 및 4e에 도시되는 상기 제어 신호 발생 회로에 입력된 클록 신호는 물론 오프로 게이트되어 CAM 검색이 필
요없는 휴지 기간 동안 검색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도 4b, 4c, 4d 및 4e의 회로 및 회로 동작이 상
기 시스템 클록 신호(CLOCK)에 의해서 그리고 이 신호와 동기하여 구동되는 것을 도시하고 있지만, 상기 CAM 어레이에
검색 가능한 데이터가 있고, 피비교수가 상기 검색 라인을 경유하여 표명되는 경우에, 상기 시스템 클록에 대하여 동기되
는지 비동기 되든지 간에 상기 회로에 검색 트리거링 입력으로서 적합한 듀티 싸이클의 다른 전이 신호가 이용될 수 있다.

도 4d 및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어 신호(MEN_)는 용량성 더미 매치 라인(DML)을 포함하는 대안의 NAND 게이
트 기반 제어 신호 발생 회로(226)에 의해 시스템 클록 신호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도 4d의 회로는 매치 검출 주기의 기간
[즉, 도 4c의 지연 주기(t2)]이 용량성 더미 매치 라인 프리챠지 로우(T8D에 의해)의 상승 시간 대신에, 풀업 트랜지스터
(T1D)에 의해 풀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각각의 트랜지스터(즉, T1D 및 T8D)는 실제 매치 라인 제어기(MCL)의 해당
하는 트랜지스터(T1 및 T8)와 같거나 비슷한 크기가 된다. 상기 더미 매치 라인은 복수의 더미 CAM 셀(201D)에 결합되
는데, 그 각각의 셀은 실제 매칭 CAM엔트리의 CAM 셀[즉, 실제 CAM 셀(201)로 구성]이 실제 매치 라인에 기여하는 것
과 동일한 정전 용량으로 상기 더미 매치 라인에 기여하게 채택된다. 다르게 말하면, 상기 더미 매치 라인(DML)에 결합되
는 복수의 더미 CAM 셀(201D)은 상기 검색 라인을 통하여 상기 CAM엔트리에 표명된 피비교수를 매치하는 데이터 워드
를 갖는 실제 CAM엔트리를 에뮬레이트한다.

상기 DML이 X 더미 CAM셀에 결합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각 더미 CAM 셀의 내부 XNOR 게이트는 매치하는
데이터 패턴을 갖는 CAM 어레이의 최악의 경우(즉, 가능한 최고 높이) 용량성 노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결합된다. 따라
서, 상기 DML은 매칭 엔트리의 가능한 가장 느린 매치 라인과 같은 속도를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실제 매치 라인 상에 매칭 엔트리가 상기 실제 MLC로부터 히트 출력으로 실제 검출되어 보고될 수 있게 충분히 긴 것이 확
실하다. 상기 실제 및 더미 매치 라인 회로들이 동일한 반도체 칩 상에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회로들은 추측컨대 동
일한 제조 및 환경 조건에 제공됨으로써, 상기 더미 매치 라인은 동일한 정전 용량을 갖고 실제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과
실제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도 4d의 회로(226)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제어 신호(MEN_)는 상기 시스템 클록 신호(CLOCK)가 떨어지고 시간(t1)이 경

과할 때 로우 레벨로 가며, 여기서, t1은 인버터(I11)를 통한 전파 지연 시간이다. MEN_의 로우 전압 레벨 상태는 시간 주

기(t2)가 경과할 때까지 지속한다. 상기 타이밍 제어 신호(MEN_)가 논리 로우 레벨로 간 후에 시간 주기(t2)가 경과할 때,

MEN_는 논리 하이 레벨로 복귀할 것이다. 도 4d의 회로에 의해 제어되는 시간 주기(t2)는 상기 용량성 더미 매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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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L)이 그 프리챠지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소정의 더미 매치 검출 전압으로 올라가는데 본래 걸리는 시간에 의해 특징된
다. 도 4d 및 4e의 회로에 의해 제어되는 매치 검출 주기는, 1) 상기 더미 매치 라인의 정전 용량을 변경하고, 2) 상기 풀업
트랜지스터(T1D)의 변수를 변경하고, 3) 상기 더미 매치 라인의 프리챠지(사전검색) 전압을 변경하며, 4) 상기 더미 매치
라인에 결합되는 NAND 게이트(NAND1)로 상기 입력을 스위치하는 유효 매치 검출 전압을 변경하는 방법, 및/또는 당업
자의 역량 내에 있을 다른 방법에 의해 본 발명의 대안의 실시예에서 의도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즉,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상기 더미 매치 라인의 정전 용량은 상기 더미 매치 라인 자체의 구조를 수정하고, 상기 더미 매치 라인에 결합되는
한 개 이상의 더미 CAM 셀의 구조를 수정하고, 한 개 이상의 더미 CAM셀을 부가 또는 생략하며, 상기 더미 매치 라인에
결합되는 한 개의 전달 트랜지스터 스택(즉,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하나의 레그)을 부가 또는 생략하는 것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주목한 바와 같이, 부가적인 시간(지연)은 더미 CAM 셀을 상기 더미 매치 라인에 부가(예컨대, 더미 CAM 셀 X+1)하여
상기 더미 매치 라인의 정전 용량( 및 상승 시간)을 증가시키고, 트랜지스터(T1 및 T8)에 의해 형성된 인버터와 직렬로 버
퍼를 부가(예컨대, 짝수의 인버터를 부가)하는 것에 의해 상기 매치 검출 주기(t2)에 부가될 수 있다. 유사하게, 상기 매치

검출 주기(t2)는 상기 더미 매치 라인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x 더미 CAM셀을 생략 또는 수정하는 것에 의해(상기 더미 매

치 라인에 결합되는 XNOR 게이트의 하나 이상의 2X 병렬 레그를 생략하는 것에 의해) 효율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결론적
으로, 상기 더미 매치 라인의 정전 용량(상승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상기 매치 검출 주기(t2)의 기간을 제어 및 수정하는 다른 방법은 도 4d의 회로(226)에서 트랜지스터(T1D)의 크기를 조정
하는 것과 같이 당업자의 능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주목한 바와 같이, 도 4d의 회로(226)에 의해 발생되는 제어
신호(MEN_)의 매치 검출 주기는 상기 더미 매치 검출 전압을 변경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상기 더미 매치 검출 전압은
상기 실제 매치 라인 제어기(MLC) 회로의 실제 매치 검출 회로(T3, T8 및 I2를 포함하는 210)의 기능을 상기 NAND 게이
트(NAND1)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매치 검출 전압(예컨대, VMD=VT)과 같게 될 수 있다. 대안으로, 상기 더미 매치 검출

전압은 상기 실제 매치 검출 전압(VMD)보다 높게 설정되어 상기 인가 전압의 1/2과 대략적으로 같게 설정됨으로써, 상기
NAND 게이트 회로를 간소화시키고, 긴 시간 마진(지연)에 의해 확실한 매치 검출 및 하이 히트 신호의 래칭을 확인할 수
있다.

도 4a는 클록 비동기 CAM 검색을 제공하는데 이용되는 타이밍 제어 신호 발생 회로(401)를 도시한다. 상기 신호 발생 회
로(401)는 상기 펄스 하이"진행" 신호가 입력되는 입력 단자를 구비한다. 상기 펄스 하이 진행(GO) 신호는 상기 지연 라인
(402)[일련의 홀수개의 인버터(I3, I4, I5, I6, I7)로 구성] 및 3 입력의 교차 배선 트랜지스터 래칭 회로(three-input
cross-wired-transistor latching circuit)(403)[트랜지스터 스택(T9-T18-T16), 트랜지스터 스택(T11-T22-T20) 및
NFET 상에 스택된 PFET로 구성되는 CMOS 인버터(I8)로 구성]의 결합 동작에 의해 출력 라인/노드(EN)에서 하이로 래
치된다. [ 상기 펄스 하이 진행 입력은 상기 지연 라인(인버터 I3-I7)의 총 전파 지연보다 길게 활성되지만, 진행 상승에서
중지(STOP) 하강까지의 시간 지연보다 짧다]. 상기 3개 입력 교차 배선 트랜지스터 래칭 회로(403)의 상기 래칭 하이 출
력(EN)은 인버터(I9)에 의해 반전되어 복수의 매치 라인 제어기(MLC) 및 더미 매치 라인 제어기(DMLC)에 분배되는 검색
인에이블링 로우 MEN_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더미 매치 라인 제어기(DMLC)의 모든
구성 요소 및 구조는 동일한 반도체 칩 상에서 제조되는 실제 매치 라인 제어기의 해당 소자 및 구조와 실제로 동일하다.
상기 더미 매치 라인 제어기는 상기 교차 배선 트랜지스터 래칭 회로(403) 내에 래치 중단 트랜지스터(PFET T9) 및 인버
터(I12)의 동작을 통하여 제어 신호(MEN_)를 하이로 끌어올리는 하이 더미 히트 신호(DHIT)(High Dummy Hit signal)를
발생할 것이다(그 결과, 상기 실제 MLCs의 매치 검출 회로(210)를 디저블하는 것에 의해 상기 매치 검출 주기를 종료).

상기 교차 배선 트랜지스터 래칭 회로(403)의 3개 입력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활성화된다. 첫째, 상기 펄스 하이 진행
신호는 T16이 온하는 동안 T18이 턴온하는 트랜지스터(T18)의 게이트에 입력되어, 래치 출력 노드(EN)에서 래치된 하이
진행 신호를 표명하고, 둘째, 반전 시간 지연 진행 신호는 진행이 래치 출력 노드(EN)에서 하이로 래치된 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T16을 턴오프하고 T16-T18을 턴오프하는 트랜지스터(T16)의 게이트에 입력되며, 마지막으로, 중지 신호[더미
히트(DHIT), 상기 더미 매치 라인 제어기(DMLC)로부터 신호 출력]는 상기 교차 배선 트랜지스터 래칭 회로(403) 내의 래
치 중단 트랜지스터(PFET T9 및 NFET T22)의 게이트에 입력됨으로써, 상기 래치 출력 노드(EN)를 로우로 되게하여, 인
버터(I9)를 통하여 차례로 제어 신호(MEN_)를 하이로 만든다[실제 MLCs의 매치 검출 회로(210)를 디저블하는 것에 의
해 매치 검출 주기를 인에이블]. 따라서, 도 4a의 회로(401)는 진행 신호가 하이 펄스로 된 후에 상기 시스템 클록으로 동
기될 수 있는 검색 인에이블링 로우 제어 신호(MEN_)를 발생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도 4a의 회로(402)에 의해 발생되는
상기 MEN_ 제어 신호의 ACL 검출 주기 기간에는 노드(EN)가 하이로 래치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노드(EN)가 로우로 복
귀되는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다. 이러한 노드(EN)의 하이 상태의 시간 간격이 상기 더미 매치 라인 제어기 내의 유효한 시
간 지연(즉, 상기 검색 인에이블링 로우 MEN_ 신호의 표명과 상기 더미 히트 신호의 출력 사이의 지연)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및 상기 더미 매치 라인의 정전 용량( 및 상승 시간)이 실제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의 정전 용량( 및 상승 시간)과
실제로 같게 제공되기 때문에, 상기 회로(401)는 실제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이 상기 매치 검출 전압으로 상승하는데 필
요한 시간(예컨대, T8 및 T8D) 이상으로 되고, 상기 상승 시간보다 불필요하게 길지 않을 매치 검출 주기 동안 검색 인에
이블링 로우 MEN_ 제어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도 4a의 회로(401)에 의해 제어되는 매치 검출 주기는 도 4c
의 회로(226)에 의해 제어되는 매치 검출 주기를 수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전술한 방법을 포함한 방법에 의해 본 발명의 대
안 실시예에서 의도적으로 수정된다(즉, 짧아지거나 길어진다). 도 4a의 회로(401)에 의해 제어되는 매치 검출 주기는 상
기 신호(MEN_) 전달 라인의 정전 용량 및 인버터(I9)를 통하여 그리고 인버터에 역으로 신호(DHIT)의 피드백 경로의 전
파 지연에 의해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도 5는 매치 라인 제어기가 상기 CAM 엔트리의 CAM 셀의 부분집합을 제어하는 반면, 다른 매치 라인 제어기는 상기
CAM 엔트리의 CAM셀의 나머지를 제어한다. 예컨대, 64 비트 워드 폭(X=64) CAM 엔트리를 제공하면, 4개의 사전 선택
비트(즉, 4 CAM 셀)는 개별 프리 매치 라인에 결합되는 반면, 다른 60 비트(즉, 60 CAM 셀)는 포스트 매치 라인에 결합된
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모든 엔트리의 4 프리 선택 비트는 상기 피비교수의 해당하는 4 비트와 비교되고, 매칭
사전 선택 비트를 갖는 상기 엔트리만이 상기 피비교수와 더욱 비교하기 위하여 제공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4개의 사전
선택 비트를 이용하면, 상기 평균 CAM 검색시 1/16 엔트리에서 비교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상기 어
레이의 모든 CAM엔트리의 나머지 60 비트를 검색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의 15/16는 상기 CAM어레이의 존속 기간 동
안 보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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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시, MEN_는 하이로 시작하고, MDIS는 로우로 시작한다. 따라서, 프리 매치 라인 및 포스트 매치 라인은 로우이고, 플
로트는 하이로 프리챠지되며, 출력 히트는 로우이다. 상기 CAM 검색 주기의 처음에, MEN_는 로우로 떨어지며, 상기 실행
시 PFET 스택(STACK1)(예컨데, T13+ T55+T48)은 프리 매치 라인을 VDD 쪽으로 풀업하기 시작한다.

엔트리의 4개의 사전 선택 비트가 상기 피비교수의 해당 비트에 대하여 미스매치하는 경우, 프리 매치 라인은 상기 NFET
VT 아래에 있고[상기 PFET 스택 (STACK1)의 세심한 크기에 의해), 상기 CAM 엔트리에서 더 이상 비교를 수행하지 않
는 최대의 점근선 전압 레벨 이하로 상승한다. 한 에트리의 4개의 사전 선택 비트가 상기 피비교수의 해당 비트와 매치하
는 경우, 프리 매치 라인은 빠르게 상승하고(상기 프리 매치 라인을 로딩하는 적은 수의 CAM셀에 의한 상기 프리 매치 라
인의 적은 정전 용량 때문에), 노드(MACHN) 상의 전압은 떨어지며, 키퍼 트랜지스터(keeper-transistor) (T25)는 온으
로 고정된다. (그 동안, 더미 프리 매치 라인에 결합되는 더미 CAM어레이의 사전 선택부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하고, 상기
더미 MATCHN 신호는 MEN_로 떨어저 버퍼링됨으로서, T82를 오프로 고정해서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상기 미스 매치된
프리 매치 라인 상에 관통 전류를 중지한다.). 그 동안, 상기 매칭 엔트리에 떨어지는 MATCHN은 실행시 PFET 풀업 T1
을 턴온하여(상기 포스트 매치 라인을 제어하는 매치 라인 제어기 MLC의), 도 2a에 도시된 회로의 매치 라인에 관하여 기
술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포스트 매치 라인을 풀업한다. 따라서, 상기 전체의 CAM 엔트리가 매치하는 경우,
플로트 노드는 로우를 방전하여, 히트가 하이로 상승할 것이다.

본 발명이 특히 실시예를 참조로 도시되고 기술될지라도, 당업자라면 본원에 개시된 발명의 범위 및 정신에 벗어남이 없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변형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CAM 설계시, CAM이 검색을 실행할 때 가능한 최소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검색시 마다 상기 CAM의 엔트리에 매치 워드
를 기억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검출 가능한 매치/히트 이벤트를 발생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엔트리를 포함하는 CAM 장치에 있어서,

상기 엔트리는,

복수의 레그를 갖는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Match Line Pass-Gate)에 각각 결합되는 복수의 CAM 셀과,

매치 라인 전압(Match Line Voltage)을 갖고,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에 결합되어,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임
의의 레그가 전도 상태일 때, 로우 전압 레벨에 결합되는 매치 라인(Match Line)과,

상기 매치 라인에 결합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매칭 엔트리를 검출하도록 적응된 매치 검출 회로(Match-
Detection Circuit)를 구비하고,

상기 매칭 엔트리(MATCH-ing entry)는,

매치 검출 주기 내에서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매치 검출 전압까지 상기 매치 라인 전압이 상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미싱 엔트리(MISS-ing entry)는,

상기 매치 검출 주기 동안 상기 매치 라인 전달 게이트의 한 개 이상의 레그가 전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AM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회로는 상기 매치 라인 전압이 전원 전압의 1/2까지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칭 엔트리
를 검출하도록 적응된 것인 CAM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회로는 상기 매치 라인 전압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의 전도 임계 전압까지 상승할
때 매칭 엔트리를 검출하도록 적응된 것인 CAM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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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회로는, 상기 매치 라인 전압(VML)이 상기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의 상기 전도 임계

전압 이상이고 상기 전원 전압의 1/2 미만일 때, 히트(HIT) 신호를 출력하도록 적응된 것인 CAM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는 NFET인 것인 CAM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회로는 상기 매치 라인 전압(VML)이 상기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의 상기 전도 임계

전압과 같을 때 매칭 엔트리를 검출하도록 적응되고, 상기 FET가 NFET인 것인 CAM 장치.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회로는 상기 매치 라인 전압(VML)이 상기 FET의 상기 전도 임계 전압의 약 100%와 약

166% 사이에 있을 때 히트 신호를 출력하도록 적응된 것인 CAM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회로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신호 발생 회로에 결합되고, 상기 제어 신호는 상기 매
치 검출 주기의 시작시에 상기 매치 검출 회로를 인에이블하도록 적응되고, 상기 매치 검출 주기의 끝에서 미싱 엔트리 내
의 관통 전류(through-current)를 턴오프하도록 적응된 것인 CAM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상기 전원 전압의 1/2까지
상승하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의 2배보다 작은 것인 CAM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상기 전원 전압의 약
90%인 하이 전압 레벨까지 상승하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보다 작은 것인 CAM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상기 전원 전압의 약
90%인 하이 전압 레벨까지 상승시키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의 4배보다 작은 것인 CAM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상기 FET의 전도 임
계 전압의 약 150%인 전압 레벨까지 상승하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 이하인 것인 CAM장치.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매칭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상기 FET의 상기 전
도 임계 전압의 약 120%인 전압 레벨까지 상승하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 이하인 것인 CAM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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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상기 히트 출력이 하이로 래치되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 이하인 것인 CAM
장치.

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주기는, 미싱 엔트리의 매치 라인 전압이 상기 로우 전압 레벨로부터 상기 FET의 전도 임
계 전압까지 상승하는데 걸리는 고유의 시간 주기보다 작은 것인 CAM장치.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매치 검출 주기의 끝에서 더미 매치 라인(Dummy Match Line) 전압이 상기 매치 검출 전압으로 상
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AM 장치.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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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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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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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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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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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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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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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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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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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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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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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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