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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메모리 채널 셧다운에 의한 전력 절약

(57) 요 약
더 낮은 전력 상태로 진입할 것을 결정하는 단계 및 그에 응답하여 컴퓨터 시스템 내의 메모리 채널을 셧다운하
고 그 후 상기 컴퓨터 시스템 내의 다른 메모리 채널들이 활성 상태로 유지되어 상기 메모리 채널이 셧다운되는
동안 컴퓨터가 동작가능하게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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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성능 레벨이 현재의 성능 상태보다 낮은, 더 낮은 성능 상태로의 진입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DRAM 메모리 채널 상에 저장된 캐시 라인들을 다른 DRAM 메모리 채널들 및 PCMS 메모리로 이동(migrating)하고
- 상기 캐시 라인들 중 더 빈번히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들과 연관된 캐시 라인들은 상기 다른 DRAM 메모리 채
널들로 이동하고, 상기 캐시 라인들 중 덜 빈번히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들과 연관된 캐시 라인들은 상기 PCMS
메모리로 이동함 -,
상기 DRAM 메모리 채널을 셧다운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PCMS 메모리로 이동한 상기 캐시 라인들은, DRAM 메모리 채널 셧다운 동작에 응답하여 DRAM 저
장장치로부터 이동하는 캐시 라인들을 위해 상기 PCMS 메모리에 미리 리저브(reserve)된 저장 공간으로 이동하
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성능 레벨이 현재의 성능 상태보다 높은, 더 높은 성능 상태로의 진입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DRAM 메모리 채널을 재활성화하고,
상기 캐시 라인들 중 PCMS 메모리로 이동한 캐시 라인들을 상기 DRAM 메모리 채널로 이동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라인들에 대한 가상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들(virtual to physical address
translations)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들은 상기 다른 DRAM 메모리 채널들의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변환 색인 버퍼(translation look aside buffer)에서 찾은 상기 캐시 라인들에 대한 임의의 가
상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들을 무효화(invalidating)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
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가상 어드레스들의 사용을 추적하는 단계; 및
성능 레벨이 현재의 성능 상태보다 낮은, 더 낮은 성능 상태로의 진입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덜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들과 연관된 캐시 라인들을 DRAM 메모리 채널들로부터
판독하고,

-2-

등록특허 10-1572403
상기 캐시 라인들을 PCMS 메모리에 기입하고,
상기 DRAM 메모리 채널들 중 하나의 DRAM 메모리 채널의 더 빈번히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들과 연관된 캐시 라
인들을 다른 나머지 하나 이상의 DRAM 채널들의 위치들에 기입하고 - 상기 위치들은 PCMS 메모리에 기입된 상기
캐시 라인들 중 적어도 일부를 미리 저장함 -,
상기 하나의 DRAM 메모리 채널을 셧다운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PCMS 메모리에 기입되는 상기 캐시 라인들은 DRAM 저장 공간으로부터 이동하는 캐시 라인들의
저장을 위해 미리 리저브된 상기 PCMS 메모리의 저장 공간에 기입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성능 레벨이 현재의 성능 상태보다 높은, 더 높은 성능 상태로의 진입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하나의 DRAM 메모리 채널을 재활성화하고,
PCMS 메모리에 기입된 상기 캐시 라인들을 상기 DRAM 메모리 채널로 이동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덜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들과 연관된 상기 캐시 라인들 및 더 빈번히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
스들과 연관된 상기 캐시 라인들에 대하여 가상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들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덜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들과 연관된 상기 캐시 라인들 및 더 빈번히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
스들과 연관된 상기 캐시 라인들에 대하여 변환 색인 버퍼에서 찾은 임의의 가상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들을 무
효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전력 레벨이 현재의 전력 상태보다 낮은, 더 낮은 전력 상태로 진입할 것을 결정하는 단계; 및
그에 응답하여 컴퓨터 시스템 내의 메모리 채널을 셧다운하고 그 후 상기 컴퓨터 시스템 내의 다른 메모리 채널
들이 활성 상태로 유지되어 상기 메모리 채널이 셧다운되는 동안 컴퓨터를 동작가능하게 유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메모리 전력 상태 표의 전력 노드 구조를 변경하여 상기 메모리 채널을 셧다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력 노드 구조는 상기 메모리 채널을 나타내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노드 구조는 상기 메모리 채널에 저장되는 대응하는 캐시 라인들의 가상 어드레스
들의 범위를 식별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노드 구조의 다수의 인스턴스(instance)가 상기 메모리 채널을 나타내기 위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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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각각의 고유 인스턴스는 상기 메모리 채널에 저장되는 대응하는 캐시 라인들의 상이한 가상 어드레스
세트를 갖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노드 구조는 상기 메모리 채널의 현재 전력 상태를 나타내는 필드를 갖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전력 상태 표는 다수의 각각의 메모리 채널을 나타내는 다수의 전력 노드 구조를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전력 상태 표는 상기 다수의 각각의 메모리 채널의 상이한 전력 상태들의 특성들
을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 프로세싱될 때,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머
신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방법은,
성능 레벨이 현재의 성능 상태보다 낮은, 더 낮은 성능 상태로의 진입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DRAM 메모리 채널 상에 저장된 캐시 라인들을 다른 DRAM 메모리 채널들 및 PCMS 메모리로 이동하고 - 상기 캐시
라인들 중 더 빈번히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들과 연관된 캐시 라인들은 상기 다른 DRAM 메모리 채널들로 이동
하고, 상기 캐시 라인들 중 덜 빈번히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들과 연관된 캐시 라인들은 상기 PCMS 메모리로
이동함 -,
상기 DRAM 메모리 채널을 셧다운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PCMS 메모리로 이동한 상기 캐시 라인들은, DRAM 메모리 채널 셧다운 동작에 응답하여 DRAM
저장장치로부터 이동하는 캐시 라인들을 위해 상기 PCMS 메모리에 미리 리저브된 저장 공간으로 이동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성능 레벨이 현재의 성능 상태보다 높은, 더 높은 성능 상태로의 진입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DRAM 메모리 채널을 재활성화하고,
상기 캐시 라인들 중 PCMS 메모리로 이동한 캐시 라인들을 상기 DRAM 메모리 채널로 이동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캐시 라인들에 대한 가상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들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들은 상기 다른 DRAM 메모리 채널들의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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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변환 색인 버퍼에서 찾은 상기 캐시 라인들에 대한 임의의 가상 대 물리 어드레
스 변환들을 무효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5
컴퓨터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 프로세싱될 때, 방법이 수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는 머
신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방법은,
전력 레벨이 현재의 전력 상태보다 낮은, 더 낮은 전력 상태로 진입할 것을 결정하는 단계; 및
메모리 전력 상태 표의 전력 노드 구조를 변경하여 컴퓨터 시스템 내의 메모리 채널을 셧다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노드 구조는 상기 메모리 채널을 나타내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노드 구조는 상기 메모리 채널에 저장되는 대응하는 캐시 라인들의 가상 어드레스
들의 범위를 식별하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노드 구조의 다수의 인스턴스가 상기 메모리 채널을 나타내기 위하여 생성되고, 각
각의 고유 인스턴스는 상기 메모리 채널에 저장되는 대응하는 캐시 라인들의 상이한 가상 어드레스 세트를 갖는
머신 판독가능 매체.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멀티레벨 메모리 계층을 구현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A. 현재의 메모리 및 저장장치 구성

[0003]

현재

컴퓨터

혁신을

technology)이다.

위한

제한

인자

중의

하나는

메모리

및

저장장치

기술(memory

and

storage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메모리(메인 메모리, 프라이머리 메모리, 실행가능 메

모리로도 알려짐)는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에 의해 구
현된다.

DRAM 기반 메모리는 항상 내부 커패시터를 재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판독 또는 기록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도 전력을 소비한다.

DRAM 기반 메모리는 휘발성이며, 이는 전력이 제거되면 DRAM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분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aching)에 의존한다.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은 또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수 레벨의 캐싱

캐시는 프로세서 및 시스템 메모리 사이에 배치되어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서비스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메모리 액세스 요청을 서비스하는 고속 메모리이다.
덤 액세스 메모리(static random access memory; SRAM)로 구현된다.

이러한 캐시는 일반적으로 스태틱 랜

캐시 관리 프로토콜은, 가장 빈번히 액세

스되는 데이터 및 명령이 캐시의 레벨 중의 하나 내에 저장되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메모리 액세스
트랜잭션의 수를 감소시키고 성능을 개선한다.
[0004]

대용량 저장장치(세컨더리 저장장치 또는 디스크 저장장치로도 알려짐)에 대하여, 종래의 대용량 저장장치는 일
반적으로 자기 매체(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광 매체(예를 들어, 콤팩트 디스크(CD)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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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digital versatile disc) 등), 홀로그램 매체(holographic media) 및/또는 대용량 저장 플래시 메모리(예
를 들어, SSD(solid state drive), 제거가능 플래시 장치 등)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장장치는 다

양한 I/O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다양한 I/O 어댑터를 통해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되기 때문에 입출력(I/O) 장치
로 간주된다.

이들 I/O 어댑터 및 I/O 프로토콜은 많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고 플랫폼의 폼팩터(form factor)

및 다이 면적(die area)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구 전원에 접속되지 않을 때 제한된 배터리 수명을 갖는

휴대용 또는 모바일 장치(예를 들어, 랩탑, 넷북, 태블릿 컴퓨터, 개인 휴대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휴대용 게임 장치, 디지털 카메라, 모바일 폰, 스마트폰, 피쳐폰
(feature phone), 등)는, 일반적으로 활성 및 유휴(idle) 전력 예산(budget)을 충족하기 위하여 저전력 인터커
넥트(interconnect) 및 I/O 제어기를 통해 프로세서에 결합된 제거가능 대용량 저장 장치(예를 들어,
eMMC(Embedded Multimedia Card), SD(Secure Digital) 카드)를 포함할 수 있다.
[0005]

(부트 메모리(또한 BIOS 플래시로 알려짐) 등의) 펌웨어 메모리에 대하여,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종종 판독되지만 거의(또는 절대로) 기입되지 않는 지속적인 시스템 정보를 저장하는데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부트 프로세스(BIOS(basic input and output system) 이미지) 동안 중요한 시스템 컴포

넌트를 초기화하기 위하여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초기 명령은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다.
시장에서 현재 이용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속도(예를 들어, 50 MHz)를 갖는다.
도는 판독 프로토콜의 오버헤드(예를 들어, 2.5MHz)만큼 더 감소된다.

이 속

BIOS 실행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종래의 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부트 프로세스의 PEI(Pre-Extensible Firmware Interface) 페이즈 동안 BIOS 코
드의 일부를 캐싱한다.

프로세서 캐시의 사이즈는 PEI 페이즈에서 사용되는 BIOS 코드(또한 "PEI BIOS 코드"로

알려짐)의 사이즈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0006]

B. PCM(phase-change memory) 및 관련 기술

[0007]

때때로 위상 변화 랜덤 액세스 메모리(PRAM 또는 PCRAM), PCME, 오보닉 유니파이드 메모리(Ovonic Unified
Memory) 또는 칼코겐 RAM(C-RAM; Chalcogenide RAM)이라 불리우는 PCM(phase-change memory)은 칼코겐 글래스
(chalcogenide glass)의 고유 거동(unique behavior)을 활용한 비휘발성 컴퓨터 메모리의 한 종류이다.

전류

의 통과에 의해 생성된 열의 결과로서, 칼코겐 글래스는 2개의 상태, 즉, 결정 및 비결정 사이에서 스위칭할 수
있다.
[0008]

최근 버전의 PCM은 2개의 추가의 별개의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PCM의 메모리 소자가 더 신속하게 스위칭될 수 있고, 기입(개별 비트를 1 또는 0으로 변경)이 셀의 전체 블록을
먼저 소거할 필요없이 수행될 수 있고, 기입으로부터의 저하가 더 느리기 때문에(PCM 장치는 대략 1억 기입 사
이클을 생존할 수 있고, PCM 열화는 프로그래밍 동안의 열팽창, 금속(및 다른 물질) 이동 및 다른 메카니즘 때
문이다), PCM은 플래시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9]

다음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시 및 시스템 메모리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채용되는 메모리 및 저장장치 계층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시스템 메모리의 DRAM 섹션 및 시스템 메모리의 PCMS 섹션을 갖는 메모리 컴퓨팅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
면.
도 4는 메모리 채널을 셧다운하는 방법론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메모리 채널을 재활성화하는 방법론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전력 관리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메모리 전력 상태 표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메모리 채널의 셧다운/재활성화를 구현하는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0]

다음의 설명에서, 본 발명의 더 완벽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로직 구현, 오피코드(opcodes), 오퍼랜드를 특
정하는 수단, 자원 분할/공유/복제 구현, 시스템 컴포넌트의 타입 및 상관성(interrelationship), 및 로직 분할
/통합 선택 등의 수많은 특정 세부사항이 기재된다.
실행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당업자는 본 발명이 이러한 특정한 세부사항 없이

다른 경우에, 제어 구조, 게이트 레벨 회로 및 전체 소프트웨어 명령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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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발명을 모호하게 하지 않도록 상세히 도시하지 않는다.

당업자는 포함되는 설명으로 과도한 실험없이 적

절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0011]

명세서에서, "일 실시예", "실시예", "예시적인 실시예" 등의 언급은 기재된 실시예가 특정한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을 포함할 수 있지만 모든 실시예가 반드시 특정한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구는 반드시 동일한 실시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특정 특징, 구조 또는 특

성이 실시예와 결합하여 기재될 때, 명시적으로 기재되든 기재되지 않든, 당업자의 지식 내에서 다른 실시예와
결합하여 이러한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이 얻어질 수 있다.
[0012]

다음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서, "결합된" 및 "접속된"이라는 용어는 그 파생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어는 서로에 대한 동의어로 의도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 용

"결합된"은 서로 직접 물리적 또는 전기적으로 접

촉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2 이상의 소자가 서로 협력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접속된"은 서로 결합된 2 이상의 소자 간의 통신의 확립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0013]

대시 보더(dashed border)(예를 들어, 큰 대시, 작은 대시, 도트 대시, 도트)를 갖는 괄호로 묶인 텍스트 및 블
록은 때때로 본 명세서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부가적인 특징을 추가하는 선택적 동작/컴포넌트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는 단지 이들이 선택 또는 선택적 동작/컴포넌트이고 및/또는 실선 보더를 갖는

블록이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예에서 선택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0014]

도입

[0015]

메모리 용량 및 성능 요구사항은 가상화(virtualization) 등의 새로운 사용 모델 및 프로세서 코어의 수의 증가
와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메모리 전력 및 비용은 각각 전자 시스템의 전체 전력 및 비용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 왔다.
[0016]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는 메모리 기술 간의 성능 요구사항 및 용량 요구사항을 지능적으로 세분함으로써 상기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저렴하고 더 밀집된 비휘발성 랜덤 액세스 메모리(NVRAM)를 이용하여

시스템 메모리의 벌크(bulk)를 구현하면서 DRAM 등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교적 고속의 메모리로 성능을 제공하
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하에 기재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NVRAM의 사용을 위해 계층적 메모리 서브시스템

의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구성을 정의한다.

메모리 계층에서의 NVRAM의 사용은 또한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확장된 부트 공간 및 대용량 저장 구현 등의 새로운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0017]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캐시 및 시스템 메모리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특히, 도 1은 내부 프로세

서 캐시(120)의 세트, 내부 캐시(들)(106)와 외부 캐시들(107 내지 109) 양자를 포함할 수 있는 "파 메모리 캐
시(far memory cache)"로서 동작하는 "니어 메모리(near memory)"(121), 및 "파 메모리"(122)를 포함하는 메모
리 계층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파 메모리"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특정한 타입의 메모리

는 비휘발성 랜덤 액세스 메모리("NVRAM")이다.

이와 같이, NVRAM의 개요가 이하에서 제공되고, 그 후, 파 메

모리 및 니어 메모리의 개요가 제공된다.
[0018]

A. 비휘발성 랜덤 액세스 메모리("NVRAM")

[0019]

PCM, PCMS(Phase change Memory and Switch)(후자는 전자의 더 구체적인 구현예이다), BPRAM(byte-addressable
persistent memory), 유니버설 메모리, Ge2Sb2Te5, PMC(programmable metallization cell), RRAM(resistive
memory), RESET(비결정) 셀, SET(결정) 셀, PCME, 오브신스키(Ovshinsky) 메모리, 강유전성 메모리(또한 폴리
머 메모리 및 폴리(N-비닐카르바졸)로 알려짐), 강자성 메모리(또한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SPRAM(spintransfer torque RAM), STRAM(spin tunneling RAM), 자기저항 메모리, 자기 메모리, 자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
(MRAM) 및 SONOS(semiconductor-oxide-nitride-oxide-semiconductor)(또한 유전체 메모리로 알려짐)을 포함하
는 NVRAM에 대한 많은 가능한 기술 선택이 존재한다.

[0020]

본 출원에 기재된 메모리 계층에 사용하기 위하여, NVRAM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0021]

(1) SSD(solid state disk)에서 사용되는 FLASH 메모리와 유사하고 휘발성인 SRAM 및 DRAM과 다르게, 전력이
제거된 후에도 그 콘텐츠를 유지한다;

[0022]

(2) SRAM 및 DRAM 등의 휘발성 메모리보다 유휴인 경우 저전력 소비;

[0023]

(3) (또한 랜덤하게 어드레스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SRAM 및 DRAM과 유사한 랜덤 액세스;

[0024]

(4) (한번에 "블록" 단위로 단지 재기입 및 소거될 수 있는 - NOR FLASH에 대하여 최소 64Kbyte 크기 및 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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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에 대하여 16Kbyte) SSD에서 발견되는 FLASH보다 더 낮은 레벨의 그래뉼러리티(granularity)(예를 들어,
바이트 레벨)에서 재기입가능 및 소거가능;
[0025]

(5) 시스템 메모리로서 이용가능하고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당됨;

[0026]

(6) 트랜잭션 프로토콜(트랜잭션 식별자(ID)를 지원하여 상이한 트랜잭션을 구별함으로써 이들 트랜잭션을 비순
차적으로(out-of-order) 완료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버스를 통해 프로세서에 결합될 수 있고 시스템
메모리로서 NVRAM의 동작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작은 그래뉼러리티의 레벨에서 액세스(예를 들어, 64 또는 128
바이트 등의 캐시 라인 사이즈)를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스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넌-트랜잭션 프로

토콜(non-transactional protocol)과 반대로 트랜잭션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메모리 버스(예를 들어, DDR3,
DDR4 등의 DDR 버스)일 수 있다.

다른 예로서, 버스는 PCIE(PCI express) 버스, DMI(desktop management

interface) 버스, 또는 트랜잭션 프로토콜 및 충분히 작은 트랜잭션 페이로드 사이즈(예를 들어, 64 또는 128
바이트 등의 캐시 라인 사이즈)를 이용하는 임의의 다른 타입의 버스 등의 트랜잭션 프로토콜(네이티브 트랜잭
션 프로토콜(native transactional protocol))을 정상적으로 실행하는 버스일 수 있다; 및
[0027]

(7) 다음 중의 하나 이상:

[0028]

a) FLASH 등의 비휘발성 메모리/저장장치 기술보다 더 빠른 기입 속도;

[0029]

b) 매우 높은 판독 속도(FLASH보다 빠르고 DRAM 판독 속도와 유사(near) 또는 동등)

[0030]

c) 직접 기입가능(SSD에서 사용되는 FLASH 메모리처럼 데이터를 기입하기 전에 소거(1로 겹쳐 쓰기)를 요구하는
대신); 및/또는

[0031]

d) (SSD에서 사용되는 부트 ROM 및 FLASH보다) 실패 전에 더 높은 기입 내구성을 갖는 자릿수(예를 들어 2 또는
3).

[0032]

상술한 바와 같이, 한번에 완전한 "블록" 단위로 재기입 및 소거되어야 하는 FLASH 메모리와 반대로, 임의의 주
어진 구현예에서 NVRAM이 액세스되는 그래뉼러리티의 레벨은 NVRAM이 결합된 특정 메모리 제어기 및 특정 메모
리 버스 또는 다른 타입의 버스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VRAM이 시스템 메모리로서 이용되는 일부 구현

예에서, 바이트의 그래뉼러리티에서 액세스되는 고유 능력에도 불구하고, 캐시 라인은 메모리 서브시스템이 메
모리를 액세스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NVRAM은 캐시 라인(예를 들어 64 바이트 또는 128 바이트 캐시 라인)의 그
래뉼러리티에서 액세스될 수 있다.

따라서, NVRAM이 메모리 서브시스템 내에 배치될 때, 동일한 메모리 서브시

스템에서 사용되는 DRAM(예를 들어, "니어 메모리")과 동일한 그래뉼러리티 레벨에서 액세스될 수 있다.

그렇

기는 하지만, 메모리 제어기 및 메모리 버스 또는 다른 타입의 버스에 의한 NVRAM으로의 액세스의 그래뉼러리티
의 레벨은 I/O 서브시스템의 제어기 및 버스의 액세스 사이즈 및 플래시에 의해 사용되는 블록 사이즈보다
작다.
[0033]

NVRAM은 또한 많은 기입 액세스 후에 파 메모리 레벨에서의 저장 셀이 마모되기(wear out) 시작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 알고리즘을 포함할 수 있고, 특히, 상당히 많은 기입이 시스템 메모리 구
현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이 사이클 카운트 블록(high cycle count block)이 이 방식으로 마모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하이 사이클 카운트 블록의 어드레스를 로우 사이클 카운트 블록(low cycle count block)과 교체함
으로써 파 메모리 셀에 걸쳐 웨어 레벨링이 기입을 확산시킨다(spread).

대부분의 어드레스 교체는 하드웨어,

더 낮은 레벨의 소프트웨어(예를 들어, 낮은 레벨의 드라이버 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이 둘의 조합에 의
해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투명하다는 것에 주목한다.
[0034]

B. 파 메모리

[0035]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의 파 메모리(122)는 NVRAM으로 구현되지만, 반드시 임의의 특정한 메모리 기술로 제한되
는 것은 아니다.

파 메모리(122)는 메모리/저장장치 계층 내의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특성에 있어서 다른 명령

및 데이터 메모리/저장장치 기술과 구별가능하다.
[0036]

예를 들어, 파 메모리(122)는

프로세서 코어(101-104)의 각각에 전용인 레벨 0 및 레벨 1 내부 프로세서 캐시(101a-b, 102a-b, 103a-b, 및
104a-b) 각각에 사용될 수 있는 스태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SRAM) 및 프로세서 코어에 의해 공유되는 더 낮은
레벨의 캐시(LLC)(105);

[0037]

(예를 들어, 프로세서(100)와 동일한 다이 상의) 프로세서(100) 내부의 캐시(106)로서 구성되고 및/또는 (예를
들어, 프로세서(100)와 동일 또는 상이한 패키지에) 프로세서 외부의 하나 이상의 캐시(107 내지 109)로서 구성

-8-

등록특허 10-1572403
된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및
[0038]

대용량 저장장치(미도시)로서 적용되는 FLASH 메모리/자기 디스크/광 디스크; 및

[0039]

(부트 ROM, BIOS 플래시 및/또는 TPM 플래시라 불리울 수 있는) 펌웨어 메모리(미도시)로서 적용되는 FLASH 메
모리 또는 다른 판독 전용 메모리(ROM)와 같은 메모리

[0040]

와 다르다.

[0041]

파 메모리(122)는, 프로세서(100)에 의해 직접 어드레스 가능하고 대용량 저장장치로서 적용되는 FLASH/자기 디
스크/광 디스크와 반대로 프로세서(100)와 충분히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명령 및 데이터 저장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하고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파 메모리(122)는 메모리 버스 상에 배치

될 수 있고 프로세서(100)와 직접 통신하는 메모리 제어기와 직접 통신할 수 있다.
[0042]

파 메모리(122)는 다른 명령 및 데이터 저장 기술(예를 들어, DRAM)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메모리(또한, 동일
장소 배치(co-locating) PCM 및 DRAM; 제1 레벨 메모리 및 제2 레벨 메모리; FLAM(FLASH 및 DRAM)으로 알려
짐)를 형성할 수 있다.

PCM/PCMS를 포함하는 상기 기술 중의 적어도 일부는 시스템 메모리 대신 또는 그에 더

하여 대용량 저장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고, 이 방식으로 적용될 때 프로세서에 의해 랜덤 액세스가능, 바이트
어드레스 가능 또는 직접 어드레스 가능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주목한다.
[0043]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NVRAM, PCM, PCMS 및 파 메모리라는 용어가 다음의 설명에서 상호 교환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상이한 기술이 또한 파 메모리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NVRAM은 파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0044]

예시적인 시스템 메모리 할당 방식

[0045]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시스템 물리 어드레스(SPA; system physical address) 공간(116-119)에 대하여
다양한 레벨의 캐시(101-109)가 구성되는 방법을 나타낸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코어

(101-104)를 갖는 프로세서(100)를 포함하고, 각각의 코어는 자신의 전용 상위 레벨 캐시(L0)(101a-104a) 및 중
간 레벨 캐시(MLC)(L1)(101b-104b)를 갖는다.

프로세서(100)는 또한 공유 LLC(105)를 포함한다.

이들 다양한

캐시 레벨의 동작은 잘 이해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0046]

도 1에 도시된 캐시(107-109)는 특정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 범위 또는 비인접 어드레스 범위의 세트(a set of
non-contiguous address ranges)에 전용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캐시(107)는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 범위

#1(116)에 대한 MSC(memory side cache)로서 동작하는 전용이고, 캐시(108 및 109)는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
범위 #2(117) 및 #3(118)의 비중첩 부분에 대한 MSC로서 동작하는 전용이다.

후자의 구현예는, (예를 들어,

MSC로서 구성될 때) 프로세서(100)에 의해 사용되는 SPA 공간이 캐시(107-109)에 의해 사용되는 어드레스 공간
으로 인터리빙되는(interleaved)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 채널 어드레스(MCA) 공간이라 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이러한 후자의 어드레스 공간은

일 실시예에서, 내부 캐시(101a-106)는 전체 SPA 공간을 위한 캐시

동작을 수행한다.
[0047]

여기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메모리는 프로세서(100)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게 보이고 및/또는 그에 의해
직접 어드레스 가능한 메모리이고, 캐시 메모리(101a-109)는 시스템 어드레스 공간의 직접 어드레스 가능 부분
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에 투명하게 동작할 수 있지만, 코어는 명령의 실행을 지원하여 소프
트웨어가 일부 제어(구성, 정책, 힌트 등)를 캐시(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시스템 메모

리를 영역(116-119)으로 세분하는 것은 시스템 구성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예를 들어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수
동으로 수행될 수 있고 및/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0048]

일 실시예에서, 시스템 메모리 영역(116-119)은 파 메모리(예를 들어, PCM)및, 일부 실시예에서, 시스템 메모리
로서 구성된 니어 메모리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 범위 #4는 (캐시 모드와 반대로) 시스

템 메모리 모드에 구성된 니어 메모리일 수 있는 DRAM 등의 고속 메모리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어드레스 범위를
나타낸다.
[0049]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저장장치 계층(140) 및 니어 메모리(144) 및 NVRAM에 대한 동작의 상이
한 구성가능 모드를 나타낸다.

메모리/저장장치 계층(140)은 (1) 프로세서 캐시(150A)(예를 들어, 도 1의 캐시

(101A-105) 및 선택적으로 (특정 동작 모드의) 파 메모리(150B)에 대한 캐시로서의 니어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
는 캐시 레벨(150), (2) 파 메모리(151B)(예를 들어 PCM 등의 NVRAM) 및 시스템 메모리(151A)로서 동작하는 니
어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메모리 레벨(151), (3) 플래시/자기/광 대용량 저장장치(152B) 및/또는 NVRAM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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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저장장치(152A)(예를 들어, NVRAM(142)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는 대용량 저장장치 레벨(152); 및 (4)
BIOS 플래시(170) 및/또는 BIOS NVRAM(172) 및 선택적으로 신뢰성있는 플랫폼 모듈(TPM; trusted platform
module) NVRAM(173)을 포함할 수 있는 펌웨어 메모리 레벨(153)을 포함하는 다중 레벨을 갖는다.
[0050]

표시된 바와 같이, 니어 메모리(144)는 시스템 메모리(151A)로서 동작하고 SPA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모드(때
때로 니어 메모리 "직접 액세스" 모드" 라 함), 및 스크래치패드(scratchpad) 메모리(192) 또는 기입 버퍼(193)
등의 하나 이상의 추가 동작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서, 니어 메모리는

분할가능하고, 각각의 분할은 지원되는 모드들 중의 상이한 모드에서 동시에 동작할 수 있고, 상이한 실시예는
(예를 들어, 각각의 모드 및 분할을 식별하는 상이한 바이너리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MSC 제어기(124) 내의 프
로그래머블 범위 레지스터의 세트를 통해) 하드웨어(예를 들어, 퓨즈, 핀), 펌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분할(예를 들어, 사이즈, 모드)의 설정을 지원할 수 있다.
[0051]

도 2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시스템 어드레스 공간 B(191)은 니어 메모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시스템 어드레
스 공간의 일부가 할당될 때의 구현예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 실시예에서, 시스템 어드레스 공간 B(191)은

니어 메모리(151A)에 할당된 시스템 어드레스 공간의 범위를 나타내고, 시스템 어드레스 공간 A(190)은
NVRAM(174)에 할당된 시스템 어드레스 공간의 범위를 나타낸다.
[0052]

니어 메모리 직접 액세스 모드에서 실행될 때, 시스템 메모리(151A)로서의 니어 메모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
접 소프트웨어에 보이고 SPA 공간의 일부를 형성한다.
있다.

이러한 메모리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제어하에 있을 수

이러한 방식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불균일 메모리 어드레스(NUMA) 메모리 도메인을 생성하고, NVRAM 시

스템 메모리(174)에 상대적으로 니어 메모리(144)로부터 더 높은 성능을 얻는다.

예로서, 제한되지 않지만, 이

러한 사용은 특정 데이터 구조로의 매우 신속한 액세스를 요구하는 특정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및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에 채용될 수 있다.
[0053]

도 2는 또한 NVRAM(142)의 일부가 펌웨어 메모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BIOS

NVRAM(172) 부분은 (BIOS 플래시(170)에 BIOS 정보를 저장하는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BIOS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IOS NVRAM 부분(172)은 SPA 공간의 일부일 수 있고 프로세서 코어(101-104) 상에서 실행

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직접 어드레스 가능하지만, BIOS 플래시(170)는 I/O 서브시스템(115)을 통해 어드레스
가능하다.

다른 예로서, 신뢰성있는 플랫폼 모듈(TPM) NVRAM(173) 부분은 민감한 시스템 정보(예를 들어, 암호

키)를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054]

따라서, 표시된 바와 같이, NVRAM(142)은 (예를 들어, 니어 메모리(144)가 직접 액세스 모드로 존재/동작할 때)
파 메모리(151B); NVRAM 대용량 저장장치(152A); BIOS NVRAM(172); 및 TPM NVRAM(173)으로서 포함하는 다양한
상이한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0055]

시스템 메모리 및 대용량 저장장치의 선택은 본 발명의 실시예가 이용되는 전자 플랫폼의 형태에 의존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모바일 폰, 피처 폰, 개인 휴대 단

말기(PDA),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휴대용 게임 장치, 게임 콘솔, 디지털 카메라, 스위치, 허브, 라우터, 셋
탑 박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또는 비교적 작은 대용량 저장 요구사항을 갖는 다른 장치에서, 대용량 저장장
치는 NVRAM 대용량 저장장치(152A)만을 이용하여 구현되거나 플래시/자기/광 대용량 저장장치(152B)와 결합한
NVRAM 대용량 저장장치(152A)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0056]

비교적 큰 대용량 저장 요구사항을 갖는 다른 전자 플랫폼(예를 들어, 대규모 서버)에서, 대용량 저장장치는 자
기 저장장치(예를 들어, 하드 드라이브) 또는 자기 저장장치, 광 저장장치, 홀로그램 저장장치, 대용량 저장 플
래시 메모리 및 NVRAM 대용량 저장장치(152A)의 임의의 조합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장을

담당하는 시스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는 효율적이거나 유용한 방식으로 FM(151B)/NVRAM 저장장치(152A)
및 플래시/자기/광 대용량 저장장치(152B) 사이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코드 및 데이터의 블록을 할당하기 위해
다양한 지능적인 지속적 저장 할당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0057]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고출력 서버(high powered server)에는 니어 메모리(예를 들어, DRAM), PCMS 장치
및 많은 양의 지속적 저장장치를 위한 자기 대용량 저장 장치가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서, 노트북 컴퓨터에는,

니어 메모리, 및 파 메모리와 대용량 저장장치 양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PCMS 장치가 구성된다.

집 또는 사무실

데스크탑 컴퓨터의 일 실시예는 노트북 컴퓨터와 유사하게 구성되지만, 많은 양의 지속적인 저장 능력을 제공하
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자기 저장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
[0058]

태블릿 컴퓨터 또는 셀룰러 전화 장치의 일 실시예에는 PCMS 메모리가 구성되지만, 잠재적으로는 (비용/전력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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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위해) 니어 메모리 및 추가의 대용량 저장 장치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태블릿/전화기에는 플래시 또는

PCMS 메모리 스틱 등의 제거가능 대용량 저장 장치가 구성될 수 있다.
[0059]

다양한 다른 타입의 장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및/또는 개

인 휴대 단말기(PDA)는 상술한 태블릿/전화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고, 게임 콘솔은 데스크탑 또는
랩탑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유사하게 구성될 수 있는 다른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 라우터, 셋탑

박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텔레비전 및 자동차를 포함한다.
[0060]

예시적인 시스템 메모리 할당 방식

[0061]

도 3은 복수의 메모리 채널(예를 들어, DDR 채널)(302_1 내지 302_8)로의 각각의 인터페이스(301_1 내지 301_
8)를 갖는 컴퓨팅 시스템의 메모리 제어기(300)를 나타내고, 여기서, 각각의 채널은 하나 이상의 DIMM 카드를
지원할 수 있고(즉, 하나 이상의 DIMM 카드가 채널에 플러그인될 수 있다), 도 4 및 5는 메모리 채널 및 그의
대응하는 DIMM 카드를 디스에이블링/인에이블링(disabling/enabling) 함으로써 컴퓨팅 시스템의 소비 전력을 제
어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간략화를 위해, 8개의 메모리 채널이 도시되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이 상이한 수의

메모리 채널을 갖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0062]

도 4의 방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현재 동작가능한 메모리 채널을 디스에이블링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을 더
낮은 성능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 (예를 들어, ACPI 등의 지능적인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이 행해질
수 있다.

반대로, 도 5의 방법에 따르면, 현재 동작 불가능한 메모리 채널을 인에이블링함으로써 컴퓨터 시스

템이 더 높은 성능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 결정이 행해질 수 있다.
[0063]

도 1로부터, DRAM 및 NVRAM 시스템 메모리 컴포넌트를 갖는 일부 컴퓨팅 시스템 실시예는 DRAM을 위한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의 제1 부분 및 NVRAM을 위한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의 제2 부분을 리저브(reserve)할 수
있다.

즉, "시스템 메모리 접근법으로서 동작하는 니어 메모리"에서, 어드레스 가능한 시스템 메모리는 DRAM

(예를 들어, 도 2 참조, 시스템 메모리(151A)로서의 니어 메모리) 및 PCMS(예를 들어, 도 2 참조, NVRAM 시스템
메모리(174)로서 구현되는 파 메모리(151B)) 양자를 포함할 수 있다.
[0064]

일 실시예에 따르면,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메모리 채널(302_1 내지 302_8)의 각각에는 메모리 채널 상에서 이
용가능한 저장 공간과 일치하는 컴퓨터의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의 고유 부분 또는 세그먼트가 할당된다.

메

모리 채널 상에서 이용가능한 저장 공간은 메모리 채널에 플로그인된 DIMM 카드의 수 및 DIMM 카드 상의 메모리
장치의 저장 밀도의 함수이다.
[0065]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메모리 채널의 제1 부분(303)(및 그에 따른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의 대응하는 제
1 부분/세그먼트)이 DRAM DIMM을 위해 리저브되고, 메모리 채널의 제2 부분(304)(및 그에 따른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의 대응하는 나머지 제2 부분/세그먼트)이 PCMS DIMM을 위해 리저브된다.

[0066]

이 특정한 실시예에 따르면, DRAM 저장 공간(303)은 PCMS 저장 공간(304)을 위한 캐시로서 동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스템 메모리 공간은 DRAM 저장 공간(303)에 "액세스 시간에 결정적인(access time critical)" 정보
(프로그램 코드 명령 또는 적어도 빈번히 이용되는 프로그램 코드 명령)을 저장하고 PCMS 저장 공간(304)에 "액
세스 시간에 결정적이지 않거나 덜 결정적인(not, or less, access time critical)" 정보(데이터 또는 적어도
덜 빈번히 액세스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된다.

[0067]

따라서, 컴퓨터 CPU 상에서 실행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또는 가상 머신 모니터는 이 방식과 일치하는 시스
템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을 할당한다.

예를 들어, (적어도) 빈번히 사용되는 프로그램 코드 명령에는 DRAM

DIMM을 갖는 메모리 채널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공간이 주어지고, (적어도) 덜 빈번히 사용되는 데이터 항목에는
PCMS DIMM을 갖는 메모리 채널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공간이 주어진다.

다양한 실시예에서, DRAM이든 PCMS이든,

각각의 어드레스에 저장된 콘텐츠는 "캐시 라인"이라 불리우는 고정 길이 데이터 워드(예를 들어, 64비트 데이
터 워드 또는 128비트 데이터 워드)이다.

편의를 위해,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에 저장되는 정보를 지칭하기

위하여 "콘텐츠" 또는 "캐시 라인"이라는 용어가 이하의 설명에서 상호 교환가능하게 이용된다.
[0068]

도 4의 방법론을 참조하면, 바로 위에서 설명한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될 때, 더 낮은 성능의 상태로 진입하도록
메모리 채널을 디스에이블링하는 것은 메모리 채널의 DIMM 카드 및 그 대응하는 메모리 장치를 디스에이블링하
는 것을 포함하고, 더 높은 성능 상태로 진입하도록 메모리 채널을 인에이블링하는 것은 메모리 채널의 DIMM 카
드 및 그 대응하는 메모리 장치를 인에이블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0069]

특히, 전력 소비 및 성능의 효율적인 스케일링(scaling)은 DRAM DIMM 카드를 갖는 채널이 인에이블링/디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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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되도록 선택될 때 달성될 수 있다.

DRAM 장치가 PCMS 장치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함에 따라,

DRAM 메모리 채널을 셧다운함으로써 더 낮은 성능 상태로 강하하는 것은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 및 전력 소비를
크게 저하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DRAM 메모리 채널을 인에이블링함으로써 더 높은 성능 상태로 상승시키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및 전력 소비를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0070]

그러나, 메모리 관리는 주요 관심사이다.

특히, DRAM 메모리 채널이 디스에이블 또는 인에이블되면, 시스템 메

모리 어드레스 공간은 이용가능한 DRAM 메모리 공간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효율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은 다른 시스템 메모리 위치로 셧다운될 DRAM 채널의 콘텐츠를 "이동(moving)"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

도 4의 방

법론에 따르면, 이들 중의 임의의 것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또는 가상 머신 모니터 및/또는 가상 머신 및/또
는 전력 관리 컴포넌트(이하,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한다)는 어떤 가상 어드레스가 더 빈번히 액세스되는지 및
/또는 어떤 가상 어드레스거 덜 빈번히 액세스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DRAM에 할당된 가상 어드레스의 사용을
계속 파악한다(402).
[0071]

본 기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가상 어드레스를 참조하도록 설계되고, 하부의
하드웨어는 가상 어드레스를 시스템 내에 상주하는 시스템 메모리의 대응하는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것을
담당한다.

[0072]

DRAM 메모리 채널을 디스에이블링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DRAM 어드레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더 빈번히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가 DRAM 어드레스 공간에 할당되도록 유지하고, 셧다운될 DRAM 메
모리 채널에 의해 유지되는 물리 어드레스와 대략 또는 동등하게 동일한 수의 덜 사용되는 DRAM 가상 어드레스
의 그룹은 PCMS 어드레스 공간에 재할당된다.

(셧다운될 DRAM 채널 내의 빈번히 사용되는 어드레스의 콘텐츠의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 DRAM 채널로의 이동 및 덜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콘텐츠의 PCMS 어드레스 공간으로의
이동을 포함하는) 하부의 물리 어드레스의 결과적인 재할당은 반드시 상술한 가상 어드레스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에 영향을 준다.
[0073]

일반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CPU) 또는 "프로세서"(306)에 상주하는 변환 색인 버퍼(TLB; translation
lookaside buffer)(305)는 가상 어드레스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의 캐시로서 동작한다.
이해되지만, 그 역할 및 기능의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할 가치가 있다.

TLB는 본 기술에서 잘

TLB는 다수의 변환 엔트리(TE)를 포함하

고, 각각의 TE는 어드레스 변환이라 불리우는 특정 가상 어드레스에 대한 고유 물리 어드레스를 식별한다.
반적으로, 변환 자체는 메모리 페이지의 그래뉼러리티에 특정된다.

일

그러므로, 가상 어드레스의 TE는 컴퓨팅 시

스템의 시스템 메모리 내의 대응하는 메모리 페이지의 물리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0074]

TLB는 연관된 가상 어드레스가 실행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 가장 최근에 호출된 TE의 세트(TLB의 사이즈까지)를
포함하도록 설계된다.

실행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 호출된 가상 어드레스의 각각이 동작될 특정 프로그램 코드

명령 또는 특정 데이터 항목을 식별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세서 아키텍쳐는 명령 TLB 및 데이터 TLB 양자를 포
함할 수 있다.
[0075]

명령 TLB의 경우, 프로그램 코드 실행 동안, 다음 명령에 대한 다음 가상 어드레스가 페치되고, 명령의 가상 어
드레스와 명령 TLB TE 내의 가상 어드레스 간의 매칭을 위해 명령 TLB에서 룩업(lookup)이 수행된다.

공통 접

근법에서, 가상 어드레스의 낮은 순위의 비트가 룩업에 사용되지 않아, 룩업 파라미터(즉, 가상 어드레스의 더
높은 순위의 비트)는 본질적으로 가상 메모리 페이지의 어드레스에 대응한다.

매칭되면, 매칭 가상 어드레스를

갖는 TE에서 찾은 물리 어드레스는 원하는 명령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 메모리 내의 특정 메모리 페이지를 식별
한다.
[0076]

매칭 가상 어드레스가 명령 TLB에서 찾을 수 없으면(명령 TLB "미스(miss)"), 프로세서의 테이블워크 하드웨어
(tablewalk hardware)는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적절한 TE를 페치한다.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페치된 TE 내의 물

리 어드레스는 다음 명령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 메모리 내의 메모리 페이지를 식별한다.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페치된 TE의 카피는 또한 일반적으로 명령 TLB에 로딩되고, 최소 최근 사용 TE는 명령 TLB로부터 퇴거된다.

시

스템 메모리로부터 페치된 본래의 TE는 시스템 메모리에 남아 있다.
[0077]

데이터 TLB 미스에 응답하는 시스템 동작을 포함하는 데이터 TLB는 가상 어드레스가 원하는 데이터 항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상술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고, 원하는 TE에서 찾은 물리 어드레스는 원하는 데
이터를 찾은 시스템 메모리 내의 페이지를 식별한다.

[0078]

중요하게, 동작 프로그램(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가상 머신)이 이 동작 동안 호출할 수 있는 가상 어
드레스의 세트에 대한 (명령 및 데이터 양자에 대한) 모든 가상 어드레스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을 포함하는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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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트가 시스템 메모리에 유지되는 "TE 스토어"라 불리우는 특별 스토어(307)에 위치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실시예에서, 동작 프로그램을 위한 TE 스토어(307)는 실행을 위해 동작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로딩하는 것의 일
부로서 시스템 메모리로 로딩된다.

다수의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에서 동시에 동작할 때, 실시예에서, TE 스토

어는 각각의 동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 메모리에 유지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모든 TE 스토어 및, 따라서,

모든 TE가 디스에이블링될 수 없는 DRAM 채널 상의 DRAM 시스템 메모리의 특별 세그먼트에 유지된다.
[0079]

시스템 메모리 공간이 컴퓨터의 성능 상태를 변경하는 전력 관리 결정의 일부로서 메모리 채널의 셧다운(또는
인에이블링)을 고려하도록 재구성되면, DRAM 메모리 콘텐츠의 상술한 이동은, 이동하여 "새로운" 물리 어드레스
를 갖는 각각의 캐시 라인에 대하여 그 새로운 물리 어드레스 위치를 반영하도록 대응하는 TE를 업데이트할 필
요성을 생성한다(404).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특정 TE는 i) 콘텐츠가 셧다운되는 DRAM 채널로부터 셧다운되지

않는 DRAM 채널로 이동하는 더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TE 및 ii) 대응하는 콘텐츠가 PCMS 어드레스
공간으로 이동하는 덜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TE를 포함한다.
[0080]

예상밖의 상황에서, 가장 덜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모두가 셧다운되는 특정 DRAM 채널 상에 있는 것
이 일어난다.

이 경우, 임의의 다른 DRAM 채널 상의 DRAM 어드레스가 채널 셧다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셧다운되는 DRAM 채널의 모든 콘텐츠가 PCMS 저장장치로 이동된다).

이처럼, 이러한 예상 밖의 시나리오

에서, 셧다운되는 채널의 DRAM 어드레스의 TE만이 PCMS 메모리 내의 새로운 물리 어드레스를 반영하도록 변경된
다.
[0081]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에서, 더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일부가 셧다운되는 메모리 채널 상에 상주하고
덜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일부가 셧다운되지 않는 나머지 채널(들) 상에 상주한다.

실시예에서,

PCMS 저장장치로의 이동을 위해 식별된 가장 덜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수는 셧다운될 DRAM 채널에
의해 지원되는 어드레스의 수와 동일(또는 거의 동일)하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PCMS 저장 공간으로의 이동을

위해 플래그(flag)된 DRAM 어드레스의 수를 DRAM 채널의 셧다운에 의해 "분실"된 DRAM 어드레스의 수와 동일하
게 하는 것에 대응한다.
[0082]

이러한 접근법에 의하면, 콘텐츠가 새로운 DRAM 어드레스(특히,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 다른 DRAM 채널 상의 어
드레스)로 이동될 필요가 있는 셧다운되는 DRAM 채널 상의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수는 콘텐츠가 새
로운 PCMS 어드레스(즉, PCMS 저장장치의 어드레스)로 이동될 필요가 있는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 DRAM 채널(들)
상의 가장 덜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

이처럼, 전자의 콘텐츠는 채널 셧다운 후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 DRAM 공간 내의 후자의 콘텐츠를 대체할 수 있다.

즉, 셧다운되는 DRAM 채널 상의 빈번

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콘텐츠는 셧다운되지 않은 DRAM 채널(들)의 가장 덜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
스의 DRAM 어드레스로 기입될 수 있다.
[0083]

이처럼, 도 4의 접근법에 따르면, 가장 덜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캐시 라인, 즉, 셧다운되는 DRAM
채널 상의 캐시 라인 및 다른 DRAM 채널 상의 캐시 라인 양자가 DRAM으로부터 판독되고 PCMS 저장 공간에 기입
된다(403).

시스템 메모리 내의 (각각의 TE 스토어 내의 - 다수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은 채널 셧다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응하는 TE에 유지되는 각각의 메모리 페이지에 대한 물리 어드레스 정보
는 각각의 새로운 PCMS 어드레스를 반영하도록 변경된다(404).
[0084]

그 후, 활성 DRAM 채널 상의 "비워진(just vacated)" DRAM 어드레스는 셧다운되는 DRAM 채널 상의 빈번히 사용
되는 DRAM 어드레스의 캐시 라인으로 다시 채워진다(405).

[0085]

이처럼, 나머지 활성 채널 상의 각각의 비워진 가장 덜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는 셧다운되는 채널 상의
다른 더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로부터의 캐시 라인으로 재기입된다.

셧다운되는 채널로부터 나머지 활

성 DRAM 채널(들)로 이동하는 더 빈번히 사용되는 DRAM 어드레스의 메모리 페이지의 각각에 대한 시스템 메모리
내의 TE 레코드가 새로운 물리 어드레스 위치를 반영하도록 변경된다(406).

특히, 각각의 새로운 물리 어드레

스는 가장 덜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이미 식별된 어드레스에 대응한다.
[0086]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DRAM 채널을 셧다운하려는 결정을 행하기 전에) 본래의 시스템 브링업(bring-up)의 일
부로서, PCMS 저장장치(308)의 섹션이 DRAM 채널 셧다운의 경우 캐시 라인의 "DRAM 채널의 가치"를 수신하기 위
해 리저브된다.

여기서, DRAM 채널이 셧다운되지 않으면 및 셧다운될 때까지 PCMS 섹션에 활성 정보가 저장되

지 않고, 그 포인트에서, 셧다운되는 DRAM 채널의 저장장치 용량과 총 데이터 사이즈에 있어서 동등한 다수의
캐시 라인이 DRAM 저장 공간으로부터 섹션(308)으로 로딩된다.

각각의 TE 스토어 내의 대응하는 TE의 업데이트

시, 이들 캐시 라인은 후속으로 PCMS 섹션으로부터 액세스되어 프로그램 동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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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수의 그러한 섹션은 상술한 바와 같이 미리 리저브되어 다수의 DRAM 채널이 셧다운되는 동안 동작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407).
[0087]

상술한 시스템 메모리 재구성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TLB에 상주하는 변경된 TE의 임의의 카피가 무효화된다.
시스템 동작은 시스템 메모리 구성 동안 정지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0088]

DRAM 채널이 셧다운된 후, 도 5를 참조하여, 현재 비활성인 DRAM 채널(502)의 활성화를 포함하는 더 높은 성능
상태에 진입하기 위해 후속 결정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502).

이 경우, DRAM으로부터 이

동되는 콘텐츠의 저장을 위해 리저브되는 PCMS 시스템 메모리(304)의 상술한 섹션(308)에 상주하는 캐시 라인이
활성화되는 DRAM 채널로 "다시 이동한다(re-migrated back up)"(503). 이러한 모든 캐시 라인의 대응하는 메모
리 페이지에 대한 TE의 물리 어드레스 컴포넌트가 TE 스토어(307)에서 변경되어 새롭게 활성화된 DRAM 채널 내
의 새로운 저장장치를 반영한다(504).

또한, 시스템 동작은 DRAM 채널 활성화, 캐시 라인 이동, TE 변경 및

TLB 내에 상주하는 변경된 TE의 임의의 카피의 무효화를 구현하기 위해 정지될 수 있다.
[0089]

도 6은 예를 들어, 상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이 메모리 채널을 인에이블/디스에이블하는 능력을 지원하도
록 지능적인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ACPI 등)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표 구조 계층을 나타낸다.

도

6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메모리 전력 상태 표(600) 계층은 헤더(601), 명령 세트(602), 하나 이상의 전력 노
드(603_1 내지 603_X)의 정의 및 메모리 전력 상태 표(600)에 의해 표시되는 시스템 메모리의 영역에 의해 지원
되는 상이한 전력 상태(604_1 내지 604_Y)의 특성을 포함한다.
[0090]

메모리 전력 상태 표의 단일 인스턴스(instance)는 예를 들어 전체 시스템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의 DRAM 섹션
에 대하여 인스턴스화된(instantiated) 제1 표 및 시스템 메모리의 PCMS 섹션에 대하여 인스턴스화된 제2 표 등
의) 시스템 메모리의 기술 특정 영역 등 중의 임의의 것에 대하여 인스턴스화될 수 있다.

헤더 정보(601)는 메

모리 전력 상태가 대표해서 인스턴스화되는 시스템 메모리의 일부에 특정된 정보를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헤

더 정보(601)는 i) 표에 대한 서명, ii) 모든 컴포넌트(602, 603, 604)를 포함하는 전체 표의 길이, iii) 표의
구조의 버전 번호, iv) 표에 대한 체크섬(checksum), v) OEM 식별자, vi) 표를 생성한 유틸리티의 판매자의 ID,
및 vii) 표를 생성한 유틸리티의 개정의 ID를 포함한다.
[0091]

명령의 세트는 전력 상태 표로부터/로 정보를 판독/기입하는 기본 명령 및 그의 다양한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0092]

메모리 전력 상태 표는 표에 열거된 전력 노드 구조(603)의 수(X)를 식별하고 전력 노드 구조(603_1 내지
603_X) 자체를 포함하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참조를 제공한다.

실시예에서, 다수의 전력 상태(그 중의 임의의

하나는 프로그램가능하게 입력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는 표(600)가 나타내는 메모리의 부분 내의 각각의 메
모리 채널에 대한 개별 전력 노드 구조 인스턴스가 생성된다.

예를 들어, 도 3을 간략히 참조하면, 메모리 전

력 상태 표(600)가 DRAM(303) 및 PCMS(304) 섹션 양자를 갖는 시스템 메모리의 DRAM 부분(303)을 나타내면, 각
각의 DRAM 메모리 채널(302_1 내지 302_4)에 대하여 개별 전력 노드 구조가 인스턴스화될 수 있다.
[0093]

도 6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전력 노드 구조(603_1) 등의 각각의 전력 노드 구조는 i) 전력 노드 구조의 식별
자(605), ii) 전력 노드 구조가 나타내는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의 어드레스 범위(606), 및 iii) 전력 노
드 구조로 나타내는 시스템 메모리의 특정 섹션(606)이 현재 있는 전력 상태(607)를 포함한다.

현재 메모리 전

력 상태(607)는 전체로서 전력 상태 표(600)에 의해 정의된 메모리 전력 상태(604_1 내지 604_Y)의 세트로부터
의 전력 상태들 중의 하나에 대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0094]

전력 노드 구조(603_1)가 DRAM 채널을 나타내는 실시예에서, 전력 노드 구조의 어드레스 범위(606)는 그 물리
어드레스 공간으로의 변환이 채널에 의해 지원되는 물리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가상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의
범위에 대응한다.

그러나, 메모리 채널의 상술한 셧다운 및 재-인에이블링(re-enablement)은 다수의 메모리 채

널에 걸쳐 인접한 가상 어드레스 범위를 "스크램블"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적어도 채널 셧다운 시퀀스

후에, 단일 메모리 채널이 가상 어드레스 공간의 다수의 비인접 섹션을 지원할 수 있다.
[0095]

대응하는 물리 저장 자원에 걸친 가상 어드레스 공간의 이러한 프래그멘테이션(fragmentation)은 메모리 채널
셧다운 시퀀스가 개시될 때마다 악화(compound)될 수 있다.

이처럼, 실시예에서, 다수의 추가의 전력 노드 구

조(603_1_2 내지 603_1_R)는 동일한 메모리 채널에 대하여 인스턴스화될 수 있고, 여기서, 각각의 그러한 전력
노드 구조 인스턴스는 채널에 효과적으로 저장된 가상 어드레스 공간의 상이한 범위에 대응한다.

다양한 전력

노드 구조 인스턴스는 동일한 전력 노드 구조 식별자 엘리먼트(605)를 그 각각에 입력함으로써 동일한 메모리
채널 상에 저장된 대응하는 가상 어드레스 범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함께 "묶일(tied)" 수 있다.
이 특정한 식별자에 취해지는 임의의 액션은 식별자를 갖는 전력 노드 구조(603_1 및 603_1_2 내지 603_1_R)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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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자연스럽게 인보크(invoke)할 것이다.
[0096]

채널 셧다운 또는 채널 재-인에이블링 천이 동안, 특정 메모리 채널의 전력 노드 구조 인스턴스(들)는 채널이
그 저장장치를 지원하는 "새로운" 가상 어드레스를 반영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이것은 메모리 채널에 대하여

인스턴스화된 기존의 전력 노드 구조 인스턴스의 삭제 또는 새로운 전력 노드 구조 인스턴스의 추가 및/또는 메
모리 채널에 대하여 인스턴스화된 기존의 전력 노드 구조 인스턴스에 특정된 가상 어드레스 범위(606)의 변경
중의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실시예에 따르면, 메모리 채널이 셧다운 또는 재활성화될

때, 영향을 받은 가상 어드레스 대 물리 어드레스 변환을 위해 변경된 시스템 메모리의 TE 스토어 내의 TE 엔트
리뿐만 아니라,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되는 전력 노드 구조의 어드레스 범위(606) 엘리먼트는 물론,
이러한 구조 자체의 수도 변경될 수 있다.
[0097]

DRAM 메모리 채널이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셧다운되면, 메모리 채널의 전력 노드 구조 인스턴스(들)
의 현재 전력 상태(607)는, 메모리 채널이 셧다운되고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낮은 전력 상태에 대응한다.

이

전력 상태에서, 메모리 채널 상의 DIMM 카드로의 클록, 스트로빙(strobing) 및/또는 리프레쉬 신호의 적용은 정
지될 수 있다.

채널 상의 DIMM 카드에 인가되는 전원 전압은 또한 특성의 낮은 전력 상태의 세트의 일부로서

감소될 수 있다.
[0098]

메모리 채널이 셧다운 후에 재활성화되면, 메모리 채널의 전력 노드 구조 인스턴스(들)의 현재의 전력 상태 설
정(607)은 활성인 메모리 채널에 대응하는 다른 전력 상태로 변경할 것이다.

이 경우, 임의의 디스에이블링된

신호 또는 공급 전압이 재인가된다.
[0099]

위의 전력 상태 천이에 대하여, 메모리 채널과 연관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내장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더
높은 전력 상태에 들어갈 때 다양한 신호 및 공급 전압의 인에이블링 뿐만 아니라 낮은 전력 상태에 들어갈 때
다양한 신호 및 공급 전압의 디스에이블링을 감독할 수 있다.

[0100]

실시예에서, 현재의 메모리 전력 상태 설정(607)은 전력 노드 구조(603_1)가 현재 있는 표(600)에 의해 지원되
는 전력 상태(604_1 내지 604_Y)의 세트 중에서 특정 전력 상태를 지적하는 포인터(610)를 포함한다.

실시예에

서, 전력 상태 정의(604_1 내지 604_Y) 중 각각의 전력 상태 정의는 시스템 메모리 컴포넌트가 그 전력 상태에
있을 때 소비되는 평균 전력(및/또는 최대-최소 전력 소비 레이트)을 정의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각각의 전력

상태 정의는 또한 전력 상태 내 또는 밖으로 천이할 때 소요되는 시간량(예를 들어 퇴장 레이턴시(exit
latency))의 정의를 포함한다.
[0101]

상기 설명은 주로 전체 단일 채널의 셧다운에 중심을 두었지만, 본 발명은 더 넓고 더 미세한 그래뉼러리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특히, 본 발명은 1보다 많은 채널이 (예를 들어, 메모리 채널에 걸쳐 인터리

빙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전력 상태 변경 시퀀스의 일부로서 셧다운되는 시퀀스 또는 (하나의 DRAM 칩의 셧
다운 등의) 전체보다 작은 메모리 채널이 셧다운되는 시퀀스에 적용될 수 있다.
[0102]

도 7은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710), 상술한 전력 관리 표(700)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가상 어드레스에 대한
사용 레이트를 계속 파악하고 캐시 라인을 이동하는 TE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메모리 관리 소프트웨어(712)의 컴
포넌트(711)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를 나타낸다.

[0103]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 기능(710)(ACPI 등)은 더 낮은 시스템 전력 상태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한다.

전력 관리

표(700)의 이용가능성을 통한, 시스템 메모리가 상이한 전력 상태를 지원하는 다양한 전력 노드(703_1 내지
703_N)로 조직된다는 사전 인식으로,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710)는 이러한 하나의 전력 노드(703_2) 및 입력되
어야 하는 새로운 낮은 전력 상태를 식별하는 명령(702)을 발행한다.
[0104]

여기서, 전력 노드(703_1 내지 703_N)의 각각은 그 내로 플러그인된 다수의 DIMM 카드를 각각 갖는 컴퓨팅 시스
템에 상주하는 상이한 DRAM(그리고 가능하게는 PCMS) 메모리 채널에 대응한다.
DRAM 메모리 채널에 대응한다.

이 예에서, 전력 노드(703_2)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부의 메모리 채널에 대한 메모리 관리 소프트웨어(712)는 명

령(702)에 응답하여 인보크(713)되고 셧다운되는 특정 DRAM 메모리 채널을 인식한다.
[0105]

메모리 관리 소프트웨어(712)는 어떤 DRAM 할당 가상 어드레스가 더 빈번히 이용되는지 및 어떤 DRAM 할당 가상
어드레스가 덜 빈번히 사용되는지를 추적하는 추적 컴포넌트(711)를 포함한다.

DRAM 메모리 채널의 셧다운으로

DRAM 저장 용량의 손실을 빼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더 작은 DRAM 용량이 이해된다.

이 용량과 일치하는 가

장 빈번히 사용되는 DRAM 가상 어드레스(및/또는 다른 "시간 액세스 결정적 가상 어드레스가 플래그된다)가
DRAM 저장 장치에 유지(keep in)되도록 식별된다.

나머지는 덜 사용되는 DRAM 가상 어드레스의 모음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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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대응하는 콘텐츠의 사이즈는 셧다운되는 메모리 채널의 용량과 동등하다.
[0106]

이동 제어 컴포넌트(714)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적절한 캐시 라인 이동을 제어한다.

여기서, 또한, 이동은, DRAM

으로부터 덜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와 연관된 캐시 라인(셧다운되는 메모리 채널 상의 캐시 라인 및 다른 DRAM
메모리 채널 상의 캐시 라인)의 판독 및 PCMS 메모리 내의 리저브된 공간으로의 기입을 포함한다.

셧다운되는

메모리 채널 상에 위치하는 빈번히 사용되는 가상 어드레스와 연관된 캐시 라인은 PCMS 메모리 공간으로의 이동
에 의해 효과적으로 비워진 나머지 활성 메모리 채널의 위치로 이동한다.

이동에 의해 새로운 물리 어드레스를

갖는 가상 어드레스의 TE 스토어 내의 TE는 업데이트(715)되고, TLB 내의 임의의 영향을 받은 TE는 무효화된다.
[0107]

그 다음에, 나머지 활성 DRAM 메모리 채널을 나타내는 전력 표(700) 내의 전력 노드의 어드레스 범위 정보가 업
데이트(716)되어 새로운 가상 어드레스 범위를 반영한다.

이것은 동일한 전력 노드의 일부로서 식별되는 전력

노드 인스턴스의 생성 또는 삭제를 포함할 수 있다.
[0108]

그 후, 전력 채널은, 예를 들어, 채널 상의 다양한 클록/스트로브 신호를 정지 또는 감속할 수 있는(그리고, 가
능하게는, 메모리 채널 상의 공급 전압을 더 감소시키는) 메모리 채널에 대한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717)에
의해 셧다운된다.

[0109]

전력 채널은 유사한 플로우에 따라 재활성화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동 제어 컴포넌트(714)는 PCMS에 미리 저장
된 캐시 라인을 재활성화된 메모리 채널로 이동한다.

[0110]

상술한 방법론은 소프트웨어에서 주로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전술한 다양한
단계 중 임의의 것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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