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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고속 캐쉬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장치를 포함하는 다중처리시스템의 블럭선도.

제2도 및 제3도는, 각각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데이타 캐쉬 메모리와 명령 캐쉬 메모리의 
블럭선도.

제4a도  내지  제4e도  제2도  및  제3도의  캐쉬  메모리에  포함되는  다른  메모리들의  논리구성을  도시한 
블럭선도.

제5a도  내지  제5d도는  제2도  및  제3도의  캐쉬  메모리에  사용되는  어드레스의  유형을  도시한 블럭선
도.

제6a도 내지 제6c도는 제2도의 데이타 캐쉬 메모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선도.

제7a도 내지 제7c도는 제3의 명령 캐쉬 메모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선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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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컴퓨터  시스템내에  사용되는  캐쉬  시스템(cache 
system), 즉 고속도의 버퍼 기억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다수의  컴퓨터  시스템들은  대용량  주메모리  시스템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  즉  처리  유니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명령실행속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수의  명령이나  데이타  블럭들을  기억하는  소용량,  고속의  캐쉬  메모리,  즉  버퍼 기억장치들
을  사용하고  있다.  각  메모리  판독동작시,  프로세서는  캐쉬  메모리를  검색하여  정보가  기억되어 있
는지를  결정한다.  캐쉬  메모리에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상태를  히트(hit)상태라  하고  정보가 기억되
어  있지  않는  상태를  미스(miss)상태라고  하는데,  히트상태인  경우에는  캐쉬  메모리로부터  정보가 
독출되고 미스상태인 경우에는 주메모리로부터 정보가 독출된다.

프로세서의  명령실행속도가  고속화될수록  프로세서  및  시스템  기능실행면에  있어서  캐쉬의 히트율
(hit  rate)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즉,  이  히트율이  95%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기능이 대체
로 저하된다. 이러한 사항은 다중처리시스템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시된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서는,  실제  메모리  위치에  대한  상대  메모리  위치를  지정하는  가상  어드레스를 이
용하여  주메모리와  캐쉬  메모리를  어드레스  한다.  실제  메모리  위치를  지정하는  실제  어드레스는 가
상  어드레스를  변환함으로써  얻어진다.  가상  어드레스는  통상  세그먼트(segment)  어드레스  비트, 페
이지(page)  어드레스  비트  및  워드(word)  어드레스  비트들로  이루어지는데,  이중에서  워드  어드레스 
비트들은  변환되지  않고  세그먼트  어드레스  비트들과  페이지  어드레스  비트들만이  어드레스  변환 버
퍼(ATB  :  address  tanslation  buffer)나  메모리  관리  유니트(MMU  :  memory  management  unit)에  의해 
변환된다.

주메모리의  용량이  캐쉬  메모리의  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주메모리로부터의  정보를  캐쉬  메모리중에 
효과적으로  사상(mapping)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공통  사상기법이  이용된다.  1969년  3월에  발간된 
IEEE  Computer  Group  News에  게재되어  있는  C.J.Conti의  "Concepts  for  Buffer  Storage"라는  제하의 
논문에는  각종의  사상  기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  제1의  기법인  섹터(secotor)기법에서는,  캐쉬 메모
리와  주메모리가,  다수의  블럭들을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섹션(section)  또는  페이지(page)들로 분
할되고,  주메모리의  섹터  또는  페이지가  한번에  한  블럭씩  캐쉬  메모리의  임의의  섹터로  사상된다. 
캐쉬  메모리내에  상주하는  각  블럭에는  히드(즉,  캐쉬  메모리내에  블럭이  존재하는)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의  태그(tag)가  관련되어  있다.  캐쉬  메모리는  소수의  섹터만을  포함할  수  있을  뿐이고, 
각  캐쉬 섹터는 언제든지 주메모리의 동일 섹터로 부터의 블럭들 밖에는 포함할 수  없다.  섹터로 구
성된  캐쉬  메모리에  대한  탐색은  완전히  연상적(fully  associative)이고,  임의의  블럭을  임의의 캐
쉬 섹터내에서 잠정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1섹터당  하나의  태그  밖에는  필요없고  1블럭당  하나의  타당성  비트만  있으면 
되지만,  캐쉬  메모리에  기억된  모든  블럭의  태그들을  전부  탐색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많은 탐색시
간과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필요로 한다.

제2의  기법,  즉  세트  연상(set  associative)기법에서는,  캐쉬  메모리와  주메모리가  다수의  블럭 세
트들로  분할되고,  주메모리의  블럭이  한  세트씩  임의의  캐쉬  블럭으로  사상된다.  이러한  기법은 완
전히  연상적인  제1의  기법에서  필요했던  많은  하드웨어를  경감시킬  수있지만,  여전히  각  기억 블럭
에  대하여  하나의  태그가  필요하므로,  1세트당  엔트리(entry)의  수가  증가하고,  이로인해  비교 하드
웨어가 계승(factorial)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제3의  기법,  즉  직접  사상(direct  mapping)기법에서는,  주메모리와  각  블럭이  단지  하나의  캐쉬 블
럭내에만  위치될  수  있다.  즉,  주메모리의  각  블럭은  특정의  캐수  메모리  위치내에  사전  지정된다. 
따라서,  탐색  시간이  빨라지고  하드웨어  상으로도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유연성을 
결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1세트당  한정된  수의  엔트리(entry)를  사용하는 세
트 연상 기법이 채택되고 있다.

캐쉬  구성에  있어서  과잉의  데이타를  전송한다거나  다수의  태그를  필요로  한다는  극단적인 문제점들
을  회피하기  위해,  세트연상  섹터  캐쉬를  채용한  시스템이  미합중국  특허  제4,493,026호에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완전히  연상적인  기법을  통해  효율성은  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1
세트당 엔트리의 수와 기억될 수 있는 데이타 블럭의 양을 제한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주목적은 개선된 페이지 또는 섹터 유니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2의  목적은  소수의  태그만을  필요로  하고,  이에따라  하드웨어회로  및  그  제조비용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처리 유니트용 캐쉬 유니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3의  목적은  명령이나  데이타를  기억하는데  사용되고,  다중처리시스템내에  사용될  수 있
는 캐쉬 유니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4목적은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데이타를  다수의  페이지에  기억시킬  수  있는  고속도의 
캐쉬 유니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들은,  다수의  연상  메모리(Content  addressable  memory  :  CAM)와  다수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directly  addressable  memory  :  RAM)을  포함하되,  연상적인  기법  및  직접  사상기법을 
결합하여  데이타나  명령을  페이지  방식으로  사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캐쉬  메모리에  의해  달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발하면,  입력  CAM은  관련된  처리  유니트(CPU)에  의해  발생된  어드레스  응답하여, 
규정된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메모리들내에,  요청된  모든  정보가  존재함을 식별
할  수  있도록  페이지  레벨번호를  포함하는  캐쉬  어드레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가상 어
드레스나  실제  어드레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령실행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
고, 하드웨어 구성상의 복잡성을 경감할 수 있으며, 데이타 일치(consistency) 및 중복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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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nym)의 문제점들을 검출하여 제거할 수 있다.

데이타  일치의  문제점은,  전용  캐쉬  메모리와  주메모리내에  데이타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다중 
캐쉬  메모리  시스템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즉,  주메모리의  동일  섹터로부터의  내용들이 잠정적으
로  몇개의  캐쉬  메모리중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캐쉬  메모리중에 
기억된 여러개의 사상 블럭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주메모리의 블럭과도 상이하게 된다.

본  발명의  캐쉬  메모리는,  다른  처리  유니트에  의해  주메모리로  서입되는  데이타의  어드레스에 응답
하도록  결합된  실제  어드레스  CAM을  사용한다.  이  CAM은  페이지  레벨번호를  발생시키도록  동작하며, 
발생된  페이지  레벨번호는  블럭  어드레스  정보를  기억하는  나머지  메모리들중  하나의  메모리에  의해 
캐쉬 메모리중에 기억된 가상 어드레스를 무효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가상  어드레스와  변환된  실제  어드레스  사이의  관계는  랜덤(random)하기  때문에,  두개의  가상 어드
레스가  동일한  실제  어드레스로  사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중복현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잠재적인  중복현상의  문제점을  검출함에  있어서도  상기와  동일한  실세  어드레스  CAM이  사용된다. 
즉,  실제  어드레스  CAM은  VMMU의  새로운  실제  어드레스와  이미  기억되어  있던  타당한  실제  어드레스 
사이의  차이를  검출하도록  동작한다.  그  검출결과에  따라,  실제  어드레스  CAM에  의해  제공된  페이지 
레벨번호는  새로운  가상  어드레스를  규정된  레벨로  입력  CAM에  기억시키는데  이용된다.  이로인해, 
동일한 페이지를 다시 로드(load)시킬 필요가 없어지고, 또한 중복현상의 문제점이 제거된다.

페이지에  대해  요청된  모든  정보를  억세스하기  위한  공통  캐쉬  어드레스(페이지  레벨번호)를 사용하
면,  캐쉬 메모리의 구성이 간단하게 되고,  그  전체적인 실행 기능은 증진된다.  또한 이러한 캐쉬 구
성을  통해  입력  CAM의  감시와  중첩되도록  어드레스  변환을  행할  수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설
명되는  바와  같이,  이와  동일한  구성이  명령  캐쉬  메모리  및  데이타  캐쉬  메모리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캐쉬  메모리는  가상  어드레스나  실제  어드레스를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공통 
캐쉬 어드레스는 가상 어드레스나 실제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캐쉬  메모리의  구성에  있어서는  VLSI등의  메모리  소자를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동작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구성  및  동작에  있어서  본  발명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신규한  사상  및  기타의  목적들과  장점들에 
대해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한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백히 이해될 것이다.

제1도는  다수의  서브  시스템(14)  내지  (38)을  포함하는  다중  처리  시스템(10)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다중  처리  시스템(10)의  서브  시스템으로서는  다수의  중앙서브시스템(14) 내지(16)
과,  다수의  메모리  서브  시스템(20)  및  (28)  및  다수의  입/출력(I/O)주변  서브  시스템(30)  및 (38)
들이  포함되고,  이러한  서브  시스템들은  시스텝  버스(12)에  공통  결합된다.  각  서브  시스템에는, 시
스텝  버스(12)에  대해  데이타,  어드레스  및  지령(command)  형태의  요청(request)신호들을 송.수신하
도록 관련 유니트를 인에이블 시키는 인터페이스 영역(도시하지 않음)이 포함된다.

각  중앙 서브 시스템의 구성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각  중앙 서브 시스템은,  예를들면,  (14-2)와 같
은  중앙  처리  유니트(CPU)와,  이  CPU에  결합한,  예를들면,  (14-4)와  같은  캐쉬  유니트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목적상,  각  CPU는  가상  어드레스와  실제  어드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통상의  32비트 마이
크로 프로세서 칩을 사용하여 설계 구성한다.

각  캐쉬  유니트는  데이타  캐쉬  메모리와  명령  캐쉬  메모리를  포함하는데,  이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2도  및  제3도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양  캐쉬  메모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되고,  다만  그들의 
실행  기능면에  있어서  제2도의  캐쉬  메모리는  데이타를  처리하는  반면에  제3도의  캐쉬  메모리는 명
령을  처리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2도에  대한  동일한  설명은  제3도에  대해 반복하
지 않겠다.

제2도를  참조로  하면,  데이타  캐쉬  메모리(14-40)는  CPU의  32비트  가상  어드레스를  실제  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한  가상  메모리  관리  유니트(VMMU)(14-400)를  포함한다.  CPU  어드레스가  수신되면,  우선 
32비트 어드레스 레지스터(AR)(14-402)에 기억된다.

본  발명의  목적상,  VMMU(14-404)는  통상의  집적회로  칩으로  구성될  수있다.  VMMU(14-400)는 블럭
(14-400)의  캐쉬  제어회로에  의해  제공되는  모드신호의  기능에  따라  가상  어드레스  모드와  실제 어
드레스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가상  어드레스  모드  동작시,  VMMU(14-400)는  제5a도의  가상 어드레
스  세그먼트번호  및  가상  어드레스  페이지번호의  비트들을  제5b도의  실제  어드레스  페이지 프레임번
호의  비트들로  변환한다.  실제  어드레스  모드  동작시,  VMMU(14-400)는  변환을  금지하고,  CPU 어드레
스 비트들이 직접 사용되도록 전송된다.

변환회로  이외에,  VMMU(14-400)는  다른  회로들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VMMU(14-400)는  캐쉬 
서입 동작중에 워드 어드레스를 지정하는데 사용되는 4비트 워드 카운터를 포함한다.

블럭(14-404)의  캐쉬  제어회로는  CPU(14-2)로부터  캐쉬  요청을  수신하여  이를  디코드  하도록 동작한
다.  CPU(14-2)로부터의  캐쉬  요청에  응답하여,  캐쉬  제어회로(14-404)는  요청된  순서의 제어신호들
과  함께  지령  신호들을  발생시키는데,  이  지령  신호들은,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같이,  CPU(14-2)  및 
캐쉬메모리(14-40)내의  다른  유니트들로  부터의  입력  신호들에  따라  데이타  캐쉬  메모리(14-40)의 
내부  및  외부로  데이타의  전송을  지시하기  위해  시스텝  버스(12)의  지령  부분을  통해  공급된다. 프
로그램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어회로는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유니트 형태를 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캐쉬  메모리(14-40)는  연상  메모리(Content  addressable  memory),  예를들면, 캐
쉬어드레스  CAM(CAC)메모리(14-406)  및  실제  어드레스  CAM(PAC)메모리(14-408)  이외에  직접  억세스 
메모리(directly  addresable  memory),  예를들면  페이지  RAM(PGR)메모리(14-410),실제  어드레스 
RAM(PAR)메모리(14-412),  블럭  태그  어레이(BTA)메모리(14-414)  및  페이지  태그 어레이(PTA)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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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메모리들은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공
통버스(14-420)에  공통적으로  연결된다.  블럭(14-404)의  캐쉬  제어회로는  다른  메모리들에  대해 인
에이블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페이지 레벨번호 신호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메모리를 설정한다.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구성을  통해,  소정  페이지에   관련된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각 
메모리내에서  상기의  관련된  모든  정보가  동일  레벨로  직접  사상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모든 
정보에  대한  동시  직접  억세스는  단일  캐쉬  어드레스  페이지  레벨번호값을  버스(14-420)에 인가함으
로써  용이하게  얻어진다.  이것은  구성  및  제조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작속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제공한다.

PGR  메모리(14-410)에  대한  별도의  입력들로서는,  4위치  선택기  스윗치(14-430)의  출력, 버스(14-
420)로부터의  페이지  레벨번호  및  제어회로(14-404)로부터의  소거  입력신호가  포함된다. 스윗치(14-
430)는  코드화된  신호 SW 1  에  응답하는  캐쉬  제어회로(14-404)의  제어하에  선택된  4개의 신호원으로

부터  어드레스신호들을  수신한다.  어드레스  레지스터(14-402)는  위치  3으로  블럭  및  워드번호 어드
레스신호들을   인가하고,  VMMU(14-400)는  위치  2로  PAL  및  CTR  어드레스  비트들을  인가하며,  또한   
BTA  메모리(14-414)는  위치  1로  블럭번호  비트들을  인가하고,  10비트  오프셋  레지스터(14-432)  및 
증분기(14-432)  및  증분기  (14-434)는  위치  0으로  블럭  및  워드번호  비트들을  인가한다.  PGR 메모리
(14-410)는  데이타  FIFO  어레이(14-436)을  거쳐  CPU(14-2)의  데이타  버스와  시스템  버스(12)의 데이
타  라인들에  연결된다.  FIFO  어레이(14-436)는  PGR  메모리(14-410)와  시스텝  버스(12)사이에 전송되
는  데이타  워드들을  기억하기  위한  8개의  36비트  레지스터  위치를  포함한다.  FIFO(14-436)는  통상의 
구성으로 생각될 수 있고, 미합중국 특허 제4,195,340호에 기술된 FIFO회로의 형태를 택하면 좋다.

스윗치(14-430)에  연결된  4개의  신호원들은  제2스윗치(14-440)에도  연결된다.  코드화된  신호 SW 2  에 

응답하여  선택된  신호원으로부터의  스윗치(14-440)를  통한  출력은  하나의  입력으로써  30비트 출력메
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14-442)에  인가된다.  레지스터(14-442)는  PAR  메모리(14-4412)로부터의 실
제  어드레스  비트(20)들을  수신하고,  시스템  버스(12)의  어드레스  버스에  스윗치(14-440)로부터의 
10개의 어드레스 비트들과 패리티 비트들을 인가한다.

2위치  선택기  스윗치(14-444)는  신호 SW 3  에  응답하여  선택된  어드레스  레지스터(14-402)및  오프셋 

레지스터(14-432)로부터의  블럭번호(BN)  어드레스  신호들을  수신한다.  스윗치(14-444)의  출력은  BTA 
메모리(14-414)의  입력으로  제공된다.  BTA메모리(14-414)는  또한  버스  서입  지령에  응답하여 블럭
(14-450)의  스누프(snoop)  레지스터  내에  미리  기억되어  있던  블럭번호(BN)  어드레스신호들을 시스
텝  버스(12)의  어드레스  버스로부터  수신하도록  연결된다.  BTA메모리(14-414)는  또한 PAC메모리(14-
408)로부터 데이타 일치 페이지번호 레벨신호들과 히트신호를 수신한다.

도시된  바와같이,  PAC메모리(14-408)는  블럭(14-450)의  "스누프"레지스터  및  디코드  회로를  통해 시
스템  버스(12)의  지령  및  어드레스버스들에  결합한다.  이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시스템 버스(1
2)에  대한  이러한  결합들은  데이타  일치를  유지시킴에  있어서PAC메모리(14-408)의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PAC메모리(14-408)는 VMMU(14-400)로부터 20개의 상위 실제 어드레스 비트(PAU)들을 
수신한다.

지령  버스(14-420)에  연결한  다른  유니트는  레벨치환회로(LRU)(14-422)이다.  이 레벨치환회로(14-
422)는  CAC(14-406)로부터의  미스  신호에  응답하여  버스(14-420)상에  새로운  페이지에  관한  관련 정
보가  기억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페이지  레벨  코드번호를  발생시킨다.  LRU(14-422)는  치환에 대비하
여  가장  최근에  사용된  페이지  레벨을  지정하기  위한  정보를  기억하는  치환  어레이를  포함한다. 
LRU(14-422)는  통상의  레지스터  첩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LRU(14-422)  의  양호한  실시예에 대
해서는  본  출원인에  의해  미합중국  동일자에서  출원된  "Least  Recently  Uesd  Replacenent  Level 
Generating Apparatus"의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다.

각종  CAM   및  RAM의  구성이  제4a도  내지  제4e도에  도시되어  있다.  CAC메모리(14-406)는  32개의 기억
장소를  갖는  21비트  연상메모리(CAM)어레이  이다.  즉,  그  기억장소들은  그들의  내용에  의해 어드레
스,  즉  억세스된다.  32×21비트  레지스터의  기억장소를  갖는  CAC메모리(14-406)는  그외에도  32개의 
비교회로들을  가지며,  그  출력들은  우선순위  인코더  회도들에  공급된다.  임의의  기억장소의  타당한 
20비트  내용들과  제5c도의  20비트  유효페이지번호(EPN)  어드레스  사이의  동일  비교,  즉  일치에  의해 
히트신호가  발생되고,  이  힌트신호는  우선순위  인코더  회로에  의해  5비트  페이지  레벨번호값으로 인
코드된다.  세그먼트  및  페이지의  히트  발생을  검출하기  위해,  세그먼트와  페이지  어드레스  비트들은 
개별적으로  비교된다.  우선순위  인코더  회로는  하나  이상의  히트신호가  잘못  발생하는  것을 검출하
여  최고  우선순위  2진  '1'입력을  선택하는  데  사용된다.  제2도의  다른  CAM메모리들과  마찬가지로 
CAC메모리(14-406)는 공지의 표준 집적 회로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a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AC메모리(14-406)의  각  20비트에는  20비트  유효  페이지 번호
(EPN)값과  타당성  비트(VN)가  기억된다.  EPN값은  소정  순간에  PGR메모리(14-410)내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된  32개의  상주  어드레스와  그들의  타당성  스테이터스를  나타낸다.  즉,  EPN값은  제5a도와 제5c
의  비교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이  32비트  CPU  가상  어드레스로부터  유도된  10비트  세그먼트 번호값
과 10비트 페이지 번호값으로 이루어진 가상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에  있어서,  주메모리는  메모리  영역의  최대  할당  공간에  해당하는 다수
의  동일  세그먼트로  논리적으로  분할된다.  각  세그먼트에는  처리실행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을 지정

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하여  단일  표식이  주어진다.  주메모리는 2
10
,  즉  1024개의  세그먼트를  가지며, 

이것은 제5a도의 가상 어드레스의 세그먼트 번호 부분의 규격에 의해 설정된다.

각  세그먼트는  페이지라는  보다  작은  유니트들로  다시  분할된다.  세그먼트의  모든  페이지는  동일한 
규격으로  되어  있다.  제5a도의  가상  어드레스의  페이지  번호  부분의  규격에  의해  설정되는  바와 같

이 2
10
,즉 1024개의 페이지가 존재한다. 각 페이지는 2

6
,  즉 64개의 블럭을 가지며, 각 블럭은 2

4
,  즉 

23-4

특1992-0005280



16개의  워드,  또는  8개의  더블워드를  갖는다.  이러한  값들은  제5a의  가상  어드레스의  블럭  및 워드
번호  부분들의  규격에  의해  설정된다.  각  워드는  2×8  비트  데이타  바이트에  해당하는  16개의 비트
를 갖는다.

세그멘트들에  대한  억세스는  제5a도의  가상  어드레스의  2비트  링  번호  부분에  의해  설정되는  링 기
구에  의해  제어된다.  세그멘트  및  페이지에  대한  어드레스  지정은  세그멘트  테이블이나  페이지 테이
블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링  기구에  대한  정보는  1972년에  발간된  Elliott  I.  Organick의 
"The Multics System : An Examination of Its Structure"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PN값이  실제  어드레스를  나타낼때,  이  EPN값은,  제5b도  및  제5c도의  비교를  통해  알수  있는  바와 
같이  30비트  CPU  실제  어드레스로부터  유도된  20비트  페이지  프레임번호를  포함한다. CAC메모리(14-
406)의  관점에서  보면,  가상  어드레스의  것과  동작상의  차이점은  없다.   어떠한  경우든지, CAC메모
리(14-406)는,  제5d도의  캐쉬  어드레스를  형성하기  위해  CPU  가상  어드레스로부터  유도된  블럭  및 
워드 번호 값이나 CPU 실제 어드레스의 오프셋값을 결합한 페이지 레벨번호를 제공한다.

제4b도는  PAC메모리(14-408)와  PAR메모리(14-412)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양  메모리는 VMMU(14-
400)에  의해  발생된  32개의  최근  사용된  페이지  프레임  번호  값(즉,  실제  어드레스의  상위 20비트)
을  기억하기  위한  32개의  레지스터  기억장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PAC메모리(14-408)는  각  레지스터 
기억장소내에  타당성  비트(VB)기억장소를  포함하고  있다.  PAC메모리(14-408)의  내용들은  제1도의 다
른  서브  시스템들중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의해  시스템  버스(12)로  인가되는  서입  지령의  메모리 실
제 어드레스의 20비트 페이지 프레임 번호(PFN)부분을 통해 억세스 할 수 있다.

메모리(14-408)내의  비교회로들은  페이지  프레임번호들내에서  동일  비교가  검출될  때  히트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동작한다.  이것은  BTA메모리(14-414)를  통해  서브시스템들에  의해서  변경된 PGR메모리
(14-410)내의  기억  블럭들이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데이타  일치를  유지한다.  즉, PAC메모리(14-
408)는  그  비교  우선순위  인코더  회로를  통해,  요청된  무효화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히트  신호  및 
페이지 레벨번호값을 발생시킨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PAC메모리(14-408)는  VMMU(14-400)에  의해  발생된  새로운  페이지  프레임 번호
에  응답하여  중복현상의  문제점을  검출한다.  가상  어드레스  페이지  번호  값이  동일한  실제  어드레스 
프레임번호로  사상되었을때,  PAC메모리(14-408)는  히트신호와  페이지  레벨번호값을  발생시키고, 히
트  신호는  제어회로(14-404)에  인가되어,  페이지  레벨번호값은  시스템  버스(14-420)에  인가된다. 이
것은 계속해서 CAC메모리(14-406)내의 적절한 가상 어드레스 페이지를 무효화 시킨다.

PAR메모리(14-412)는  사상  유니트의  기능을  하는데  이  경우  PAR메모리는  캐쉬  미스  상태인  경우에 
요청된  실제  어드레스  페이지  프레임번호값을  제공한다.  PAR메모리(14-412)는  PAC메모리(14-408)에 
기억된  값과  동일한  페이지  프레임번호값을  기억하기  때문에,  두개의  메모리를  결합하여  일련의 공
통메모리  레지스터들을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명료하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양 메모리를 별도로 도시하였다.

제4c도는  BTA메모리(14-414)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BTA메모리(14-414)는,  각각  64×2  비트  직접 
억세스  레지스터  기억장소를  갖는  32개의  레벨을  갖는다.  이  메모리는  PGR메모리(14-410)내에 기억
된  32개의  페이지내에  각각  타당성  및  서입  블럭  스테이터스를  트랙하는데  이용된다.  서입 비트(W
B)기억장소는  CPU(14-2)에  의해  변경된  블럭들을  나타내기  위해  서입  동작중에  사용된다.  이러한 목
적을  위하여,  BTA메모리(14-414)는  다수의  기억장소들이  병렬로  억세스될때,  2진  '1'값들로  표시된 
서입  블럭들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한  우선순위  인코더  회로를  포함한다.  타당성  비트(VB)기억장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타 일치를 유지시키는데 사용된다.

제4d도는  PGR메모리(14-410)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이  메모리는  각각 2×10
3
 바이트의  규격으로 

32개의  페이지를  유지하는  데이타  기억으로  동작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페이지는  64개의 블럭
으로 분할되고, 각 블럭은 8개의 더블워드 또는 16개의 워드 또는 32개의 바이트를 갖는다.

제4e도는  PTA메모리(14-416)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이  메모리는  PGR메모리(14-410)내에  기억된 
32개의  각  페이지에  대해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고,  페이지에  관한  결정을  제어하도록  데이타 캐쉬
(14-40)를  사용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메모리(14-416)는  32×2  비트  기억장소를  갖는다. 최초
의  기억장소는  전용  비트를  기억하는  것이고,  제2의  기억장소는  변형된  비트를  기억하는  것이다. 전
용  비트는  현재의  처리가  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변형된  비트는  가상  기억(즉, 
I/O디스크 기억)으로부터 추출된 주메모리내의 할당된 페이지가 변경되었음을 나타낸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명령  캐쉬  메모리(14-50)는  데이타  캐쉬  메모리(14-40)와  동일하게 구성
된다.  제2도  및  제3도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블럭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병기한다(예를들
면,  14-400,  14-500  및  14-410,  14-510등).  양  캐쉬  메모리의  차이점은  명령을  효율적이고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형시킨  것에  있다.  이  때문에,  페이지  레지스터(14-535A)(14-535B)와  명령 어드
레스  레지스터(14-534A)  및  (14-534B)의  결합이,  페이지  레벨번호와  오프셋값들을  기억하기  위한 오
프셋 레지스터(14-432) 위치에 사용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페이지  레지스터(14-535A)  및  (14-535B)의  출력들은  2위치  선택기 스윗치(14-
533)의  각  위치에  연결한다.  명령  어드레스  레지스터(14-534A)  및  (14-534B)의  출력들은  선택기 스
윗치  (14-530)의  0위치와  1위치에  연결한다.  명령  어드레스  레지스터(14-534A)  및(14-534B)는  또한 
증분회로(14-534A) 및 (14-534B)를 포함한다.

페이지  및  명령  어드레스  레지스터  쌍을  통해  두개의  명령  블럭들의  처리가  가능하다.  간단히 말하
면,  캐쉬메모리(14-50)에  의해  명령  독출요청이  수신되는  경우,  블럭번호와  더블워드번호로 이루어
진  가상  어드레스  오프셋값은  사용되지  않는  명령  어드레스레지스트(예를들면,  IAR2)에  로드된다. 
동시에,  해당페이지  레지스터(예를들면,  IAR1)에는  페이지레벨  번호값이  로드된다.  그후,  캐쉬 제어
회로로  부터의  신호들의  제어하에,  선택기  스윗치회로(14-530)  및  (14-533)의  제1위치들이  인에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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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오프셋  및  페이지  레벨번호값을  나타내는  신호들을  전송한다.  매번  CPU는  명령을  억세스하고, 
명령을 명령 어드레스레지스너(예를 들면, IAR2)의 내용은 '1'씩 증분된후 레지스터로 복귀된다.

데이타  보다는  명령에  대한  CPU요청들을  처리하기  위한  캐쉬메모리(14-50)는  공용으로  제공되기 때
문에,  몇가지  특징들에서  간단화  할  수있다.  즉,  제4c도에  도시된  BTA메모리(14-414)의  변형된  비트 
위치들과 우선순위 인코드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PTA메모리(14-416)도 제거될 수 있다.

제1도,  제2도,  제4a도  내지  제4e도  및  제5a도  내지  제5d도에  도시된  캐쉬메모리(14-40)의  동작에 대
해  제6a도  및  제6b도의  흐름선도를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캐쉬메모리(14-40)는 데이타
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것으로  한다.  이  요청은  요청의  유형을  규정하는  신호들과  함께  제5a도의 
포맷을  갖는  가상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제  6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요청을  처리하기에  앞서, 캐
쉬메모리(14-40)는  제1도의  시스템에  전원을  인가한  후  공지된  상태로  우선  초기화된다(즉,  블럭 
602).

제6b도로부터,  초기화  동안에  캐쉬제어회로(14-404)는  각  메모리의  소거  입력단자에  인가된 소거신
호를  통해  CAC메모리(14-406),  PAC메모리(14-408),  BTA메모리(14-414)  및  PTA메모리(14-416)를 초기
화  한다(블럭  602-2).  이로인해  제4a도  및  제4b도의  CAC메모리(14-406)  및  PAC메모리(14-408)내의 
타당성비트(VB)위치들과,  제4c도의  BTA메모리(14-414)의  타당성  및  서입비트  위치들  및  제4e도의 

PTA메모리(14-416)의 전용 및 변형된 비트 위치들은 모두 2진 '0'값으로 소거된다.

또한,  블럭  602-4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치환제어회로(14-422)는  소거신호에  응답하여  그 어레이내
의  32개의  기억장소를  초기  레벨값으로  고정한다.  이  기억장소들에는  0에서  31의  값이  주어지는데, 
31의  값이  최상위이고  0값은  최하위이다.  이  기억장소들은  라운드로빈(ronud  robin)방식으로  업 데
이트(update)되어  최하위  페이지부터  치환한다.  다음에,  캐쉬  어드레스지스터(14-432)  및 (14-
422)가  '0'값으로  소거된다(블럭  602-6).  이제  캐쉬메모리(14-40)는  CPU요청을  처리하고(블럭  604), 
제1도의 다른 서브시스템으로 부터 수신된 버스서입 요청들을 감시하도록 준비한다(블럭 608).

전기에  언급한  바와같이,  PAC메모리(14-408)는  블럭  608-2  내지  608-8에  예시된  방법으로  버스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누프레지스터  및  디코더회로(14-405)는  다른  서브시스템에 의
해  시스템버스(12)에  인가된  요청들을  감시한다.  메모리에  대한  서입을  검출함에  따라, 회로(14-
405)는  출력  서입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는  PAC메모리(14-408)에  인가된다.  이  신호에  의해 요
청의  20개의  실제  어드레스  페이지  프레임번호  비트들이  블럭(14-405)의  스누프  부분으로  로드된다. 
또한,  이  서입신호에  의해,  PAC메모리(14-408)는  페이지  프레임번호  비트들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감시한다. 히트가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한 동작이 반복된다.

히트가  검출되면,  PAC메모리(14-408)는  히트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느  캐쉬제어회로(14-404)의 
입력으로  제공된다.  PAC메모리(14-408)는  또한  페이지  레벨번호값을  BTA메모리(14-414)의  입력으로 
제공하고,  이와  함께  회로(14-450)에  이미  기억되어  있던  서입요청의  블럭번호를 BTA메모리(14-
414)의  입력으로  제공한다.  회로(14-404)의  제어하에,  규정된  레벨로  지정된  블럭의  타당성  비트가 
2진  '0'값으로  고정된다.  단지  서입요청이나  다른  서브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지령만이 블럭(14-
450)의 회로에 의해 검출된다. 블럭(608-8)에서 나타낸 바와같이, 무효화 동작후에 감시가 
계속된다.  페이지  레벨번호  값의  사용을  통해  캐쉬메모리(14-40)는  고속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데이
타 일치를 유지할 수 있다.

버스  일치를  유지함과  아울러,  캐쉬메모리(14-40)는  CPU데이타  요청들을  처리한다.  데이타요청이 발
생하면,  제6b도의  블럭(604-2)  내지(604-18)에  도시된  순서의  동작이  수행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CPU데이타요청에  따라  ,  가상  어드레스레지스터(14-402)에는  제5a도에  도시된  형태의  가상 어드레스
가  로드된다.  20비트  유효  어드레스번호(EPN)  비트들(제5c도)을  이용하여  CAC메모리(14-406)의 내용
들이  감시된다.  CAC메모리(14-406)가  EPN비트들과  하나의  CAC메모리  기억장소의  페이지번호 비트내
용들  사이에  동일함을  검출하면,  이  CAC메모리(14-406)는  내부버스(14-420)에  히트신호와  페이지 레
벨번호값을 발생시키도록 동작한다.

캐쉬메모리(14-406)로  부터의  페이지  레벨번호와  레지스터(14-432)로  부터의  오프셋으로  구성된 캐
쉬어드레스는  BTA메모리(14-414)  및  PGR메모리(14-410)의  어드레스레지스터들로  로드된다.  또한, 블
럭값(BN)  및  워드값(WN)이  오프셋  레지스터(14-432)로  로드된다.  규정된  블럭에  대한 타당성비트
(VB)는  BTA메모리(14-414)에  의해  검색된다.  타당성비트(VB)가  타당한  것이고(즉,  2진'1'값), CPU캐
쉬  요청이  판독요청인  경우에,  캐쉬제어회로(14-404)는  요청된  36비트데이타  더블워드를 PGR메모리
(14-410)로  부터  CPU(14-2)의  입력버스로  독출시키고,  또한  이것을  CPU실행유니트(E)데이타 레지스
터에  로드시킨다.  동일한  캐쉬제어동작이  반복되는  동안에  오프셋  레지스터(14-432)의  내용은  '1'씩 
증분된다.

도시된  바와같이,  캐쉬제어회로(14-404)에  의해  판독동작이  수행되고  있음이  결정되면(즉,  단지 하
나의  더블워드가  요청됨),  캐쉬메모리(14-40)는  판독동작을  완료하고,  다른  CPU요청을  처리할 준비
를 한다.

판독동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즉,  하나이상의  더블워드가  요청된  경우),  캐쉬제어회로(14-404)는 
오프셋  오버플로우  상태의  발생을  테스트한다.  오버플로우가  검출되면,  캐쉬메모리(14-40)는  다른 
새로운  어드레스  순서를  시작한다.  오버플로우가  없는  경우에는,  PGR메모리(14-410)로  부터의  다른 
더블워드에 따른 판독동작이 계속된다.

블럭  604-4에  도시된  바와  가티,  CAC미스  상태가  검출되면,  블럭(605-2)내지(605-22)의  동작순서가 
수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캐쉬제어회로(14-404)는  LRU치환회로(14-422)를  통해  버스(14-420)에 
페이지  레벨번호값을  제공한다.  오프셋값과  연쇄된  이  값은  블럭(614)의  페이지  순서에  의해 캐쉬어
드레스로서 사용된다.

다음에,  VMMU(14-400)는  제5b도의  포맷을  갖는  20비트  실제  어드레스를  발생시킨다.  가상  어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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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현상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페이지  프레임  번호  비트(PAU)들이  PAC메모리(14-408)에 
인가된다.  PAC메모리(14-408)가  페이지  프레임번호들  사이의  동일비교를  검출하면,  히트신호  및 페
이지  레벨신호들이  출력으로서  발생된다.  페이지  레벨번호와  오프셋값들은  버스(14-420)에  인가되는 
캐쉬어드레스를  형성하도록  연쇄된다.  블럭  605-10으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캐쉬 제어회로
(14-404)는  PAC페이지  레벨번호신호들에  의해  지정된  CAC기억장소를  AR레지스터(14-402)로부터의 
EPN값으로  로드한다.  동시에,  CAC기억장소  내의  타당성  비트(VB)는  2진  '1'값으로  고정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실제 어드레스중에 하나 이상의 가상 어드레스가 사상되는 것이 방지된다.

PAC메모리(14-408)에  의해  페이지  프레임히트가  검출되지  않으면,  블럭  605-12에  표시한  바와  같은 
사이폰(siphon)동작이  수행된다.  즉,  블럭  614-12  내지  614-12의  동작순서들이  수행된다.  이에 
따라,  그  페이지의  서입블럭들이  주  메모리로  재전송되고,  새로운  페이지의  블럭들이 동일페이지내
에 서입될 수 있다.

블럭  614-2에서  알  수있는  바와  같이,  LRU치환회로(14-422)에  의해  발생된  페이지  레벨번호값은  그 
페이지내의  임의  서입블럭의  블럭번호값을  얻는데  이용된다.  일군의  서입비트(WB)기억장소들이 독출
되고,  BTA우선순위  인코더  회로는  2진  '1'값을  포함하는  최고  우선순위  기억장소에  대한 블럭번호
(BN)값을  발생시킨다.  스윗치(14-403)의  위치  2를  통해  선택된  BTA블럭번호  값과  연쇄되어  있는 LRU
회로(14-422)의  페이지  레벨번호는  PGR메모리(14-410)로  부터  워드들의  블럭을  한번에  한 더블워드
씩 FIFO메모리(14-436)로 독출하기 위한 캐쉬어드레스로서 이용된다.

또한,  LRU페이지  레벨번호값은  PAR메모리(14-412)로  부터  실제  어드레스  페이지  프레임번호를 돌출
하는데  이용된다.  BTA메모리  서입블럭번호와  연쇄된  PAR메모리  페이지  프레임번호와 스윗치(14-
440)의  위치  1을  통해  선택된  VMMU워드  카운터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14-422)에  로드된다.  이 
어드레스는  VMMU(14-400)에  의해서  증분되고,  PGR메모리(14-410)로  부터의  8개  더블워드들의  블럭을 
주  메모리로  서입하는데  이용된다.  블럭  614-10으로  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블럭이 서입되
었으면,  버스(14-420)에  인가된는  LRU페이지  레벨번호  및  BTA서입  블럭번호값들이  주  메모리로 서입
되는 블럭의 서입 블럭비트들을 리세트시키는데 사용된다.

제6b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BTA우선순위  인코더회로에  의해  검출된  각  서입블럭에  대하여  블럭 614-
2내지  614-12의  동작순서가  반복된다.  즉,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을때까지,  동일한  그룹의  블럭 서입
비트들이  억세스되고  2진  '1'값들에  대해  시험된다.  64개의  모든  블럭  서입비트들이  시험되고 리세
트  될때까지,  상기와  동일한  동작이  다음  그룹의  블럭  서입비트들에  대해서  수행된다.  이때, 사이폰
동작은 완료되고, 상기 순서는 계속된다.

블럭  605-16으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버스(14-420)에  인가된는  LRU페이지  레벨번호값은 
VMMU의  새로운  페이지  프레임번호값(PAU)을  PAR  및  PAC메모리(14-412)  및(14-408)의  적절한 기억장
소들로  서입시키는데  이용된다.  또한,  AR레지스터(14-402)로  부터의  유효  페이지번호(ERN)어드레스 
비트들이  동일한  LRU페이지  레벨번호값에  의해  규정된  CAC메모리  기억  장소중  2진  '1'값으로 고정도
는  기억  장소의  타당성  비트  위치에  서입된다.  블럭  605-2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VMMU(14-400)의 
세그맨트  및  페이지  판별기로  부터의  전용  비트  및  변형비트를  나타내는  신호들이  LRU  페이지 레벨
번호값으로 규정된 PTA메모리 기억장소에 서입된다. 이것으로 페이지미스 순서가 완료된다.

LRU회로(14-422)로  부터의  페이지  레벨번호와  레지스터(14-432)로  부터의  오프셋으로  구성된 캐쉬어
드레스는,  블럭  604-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BTA  및  PGR어드레스레지스터에  로드된다. 타당성비트
들이  다시  상술한  바와  같이  처리된다.  블럭  604-8으로  부터,  요청된  블럭의  블럭  타당성비트가 타
당하지  않을때,  블럭  606-2  내지  606-8의  동작  순서가  수행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청된 블
럭이  주  메모리로  독출된다.  블럭  606-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CAC메모리(14-406)에의해 버스(14-
420)에  인가되는  캐쉬어드레스의  페이지  레벨번호  값은  PAR메모리리(14-412)로  부터  페이지 프레임
번호값을 메모리 어드레스레지스터(14-422)로 판독하는데 이용된다.

블럭  604-6에  있어서,  오프셋  레지스터(14-432)에  미리  기억되어  있던  블럭에서  얻어진 블러번호
(BN)값과  연쇄된  페이지  레벨번호값은,  스윗치(14-440)의  위치  0을  통해  선택된  기본  어드레스로 사
용되어,  주메모리로부터  미스블럭을  캐쉬메모리(14-40)에  전송한다.  주  메모리로  부터 FIFO메모리
(14-436)에  전송된  더블워드들의  PGR메모리(14-410)에  서입되어,  스윗치(14-430)의  위치  1을  통해 
인가되는  페이지  레벨번호,  BTA블럭번호  및  워드  카운터값에  의해  규정된  기억장소에  기억된다. 8개
의  더블워드  전송  완료시,  CAC/LRU페이지  레벨번호에  의해  지정된  블럭의  BTA메모리(14-414)중의 타
당성비트위치는 2진 '1'값으로 고정된다. 이로써 블럭미스 순서가 완료된다.

요청된  블럭이  타당한  것으로  가정하면,  블럭  604-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캐쉬제어회로(14-404)는 
상기  요청이  서입임을  검출하여  블럭609-2  내지  609-10의  동작순서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더블워
드가  CPU(14-2)의  출력  버스로부터  PGR메모리(14-410)로  서입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윗치(14-
430)의  위치  3을  통해  인가되는  AR레지스터(14-402)로  부터의  CAC/LRU페이지  레벨번호값과  유효 블
럭번호값은  PGR메모리(14-410)내의  적절한  기억장소를  억세스하기  위한  캐쉬어드레스로서  이용된다. 
상기 더블워드는 캐쉬제어회로(14-404)의 제어하에 상기 기억장소에 서입되다.

페이지  변형비트의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  PTA메모리(14-416)를  어드레스하는데  사용되는 CAC/LRU
페이지  레벨번호값은  동일하다.  변형비트가  온(즉,  2진'1'상태)이면,  동일한  CAC/LRU페이지 레벨번
호값을  이용하여  PTA메모리(14-416)로  부터  페이지  전용비트가  억세스  된다.  페이지  전용비트가 온
(2진  '1')상태이면,  스윗치(14-444)의  위치  1을  통해  인가되는  AR레지스터(14-402)의  유효 블럭번호
값과  연쇄된  페이지  레벨번호값이  BTA메모리(14-414)를  어드레스하는데  이용된다. 캐쉬제어회로(14-
404)는  규정된  블럭  서입  비트를  2진  '1'값으로  고정시키도록  한다.  이때,  서입순서는  완료된다. 
CPU로부터의  각  서입요청은  개별적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캐쉬제어회로(14-

404)는 이제 블럭 602-8 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새로운 캐쉬동작요청을 기다리게 된다.

제6b도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정되는 변형비트 및 전용비트가 없으면,  세트 변형 및 글로
우벌(global)순서가  수행된다.  블럭  61-2  내지  610-8의  세트변형  순서동작을  통해,  VMMU(14-4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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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페이지  판별에  대해  타당성테스트를  수행하고,  타당한  경우  그  페이지 판별
을 업 데이타 시켜서 주 메모리에 다시 기억시킨다.

블럭  612-2  및  616-4의  글로우벌  순서동작을  통해  CPU(14-2)의해  PGR메모리(14-410)중에  서입되는 
비전용, 즉 공유데이타가 주 메모리에도 서입된다.

블럭  61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PAR메모리(14-412)로  부터  페이지  프레임번호  어드레스를  얻기 위
한  CAC페이지  레벨번호가  사용된다.  이  값은  스윗치(14-440)의  위치  0을  거쳐  인가되는  오프셋 레지
스터(14-432)의  내용과  연쇄되고,  MAR레지스터(14-442)에  로드되는  실제  어드레스를  형성한다. 캐쉬
어드레스로서  스윗치(14-430)의  위치  0을  거쳐  인가되는  동일한  페이지  레벨번호와  오프셋 레지스터
를  이용하면,  CPU(14-2)에  의해  서입되는  기억장소의  데이타  내용들은  FIFO메모리(14-436)로 독출된
다.  여기서,  데이타  MAR레지스터(14-442)내에  기억된  실제  어드레스에  의해  규정된  기억장소로  주 
메모리중에 서입된다.

제6c도는,  본  발명의  캐쉬구성이  소정  페이지에  관련한  정보를  변경시키는데  필요한  특정의  동작 시
스템기능(시스템지령)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실시예를  제공한다.  예를들면,  소정의 비
유효  시간후에,  기존의  처리에  대한  데이타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이것은  임의의  중앙 
서브시스템에  의해  개시되는  시스템지령에  의해  실행된다.  상기  시스템지령은  시스템버스(12)의 공
통  부분을  거쳐  제1도의  모든  중앙  서브시스템으로  분포된다.  이로써,  블럭  616-2  내지  616-8의 순
서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이  동작은  스누프레지스터(14-450)에  기억되어  있던  시스템지령으로 규정
되는  페이지  프레임번호값을  소거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  값은 스누프레지스터(14-
450)에  의해  PAC메모리(14-408)로  인가된다.  히트가  검출되면,  PAC메모리(14-408)는  히트신호를 발
생시키고,  페이지  레벨번호를  버스(14-420)에  인가한다.  이  페이지  레벨번호  값은 캐쉬제어회로(14-
404)에  의해  관련된  타당성비트  위치들이  '0'으로  리세트  되도록  하여  CAC메모리(14-406)와 PAC메모
리(14-408)내의  규정된  레벨로  페이지정보를  무효화  시키는데이용된다.  따라서,  이  페이지 레벨번호
값을 사용하여, 규정된 동작이 급속히 실행될 수 있다.

제6a도 내지 제6c도와 제7a도 내지 제7c도 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도의 데이타 캐
쉬  메모리(14-40)와  제3의  명령  캐쉬메모리(14-50)는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명령 캐쉬메모리
(14-50)의  동작  방식에  대해  제6a도에  내지  제6c도에  사용된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여  제7a도 내
지  제7c도에  예시하였다.  캐쉬메모리(14-40)가  명령을  실행함으로  인해  특정의  순서동작(예를들면, 
사이폰  및  서입순서)이  제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6b도의  순서는 간
략화 된다.

CAC메모리의  히트  및  블럭  타당성  상태가  존재하면,  CPU명령(I)유니트에는  ICR메모리(14-510)로 부
터의  요청에  더블워드가  로드된다.  이때,  사용중인  명령어드레스  레지스터  오프셋  블럭번호와 IAR레
지스터의  더블워드  내용은  1씩  증분된다.  명령어  드레스  및  페이지  레벨번호  레지스터의  구성에서는 
캐쉬메모리(14-50)에의해  CPU(14-2)에  대한  명령  전송속도가  고속화  된다.  즉,  CPU(14-2)는  동일 블
럭으로  부터  명령을  계속  요청  할  것이고,  ICR메모리(14-510)로  부터의  명령을  신속하게  억세스  및 
전송하는  루프가  제공된다.  이  전송은  오버  플로우가  검출될때까지  계속되고,  오버블로우의  검출시 
다른 페이지가 요청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발명의  동일한  캐쉬구성이  데이타  캐쉬메모리  및  명령  캐쉬메모리의  설계에 사
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성은  공통  캐쉬어드레스를  이용하여  모든  페이지  관련정보를  신속히 억
세스  할  수  있다.  페이지에  대해  다른  동작(예를들면,  안전동작)의  수행이  적합하게  되는  겅우에는 
언제든지, 관련된 정보를 억세스하기 위한 페이지 레벨번호 버스에 별도의 메모리를 추가하면 된다.

입력  CAM메모리가  단일  태그값에만  의존하여  가상  어드레스나  실제  어드레스의  비교를  수행하기 때
문에,  페이지  레벨번호의  발생을  위한  동작속도가  증진된다.  더우기,  데이타  캐쉬  메모리(14-40)의 
경우,  32개의  레벨만  도시하였지만,  동작속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페이지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당  분야에  통상의지식을  가진자라면,  제6a도  내지  제6c도와  제7a도  내지  제7c도의 흐름선
도를  참조로  한  이제까지의  설명은  실시예의  설명을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캐쉬제어싸이클의  단계를  경감하거나  또는  유지하도록  특정의  동작들을  결합하거나  그대로 수
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특징에서 벗어나
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의 실시에에 대해 여러가지로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  세그멘트가  복수의  페이지를  포함하고,  각  페이지는  복수의  블럭을  포함하며,  각  블럭은  복수의 
워드를  포함하도록  한  복수의  세그멘트로  분할된  주  메모리에,  이  주메모리를  공유하도록  복수의 처
리  유니트를  연결시킨  다중  처리시스템내에  사용하기위한  것으로,  상기복수의  처리  유니트중에서 하
나의  처리유니트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대한  요청들에  응답하여,  상기  주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고속 
억세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하나의  처리  유니트에  결합되며,  상기  각  요청은  억세스 되어야
할  정보  워드들을  식별하기  위한  입력  어드레스를  포함하도록  한  캐쉬  메모리에  있어서,  상기복수의 
페이지의  각  소저번호에  관한  어드레스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복수의  기억장소를  각각  포함하되, 상
기  하나의  처리유니트로부터  상기  입력어드레스를  수신  하도록  상기  하나의  처리  유니트에  그  제1의 
연상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연상메모리와  ;  상기  복수의  페이지의  각각에  관한  어드레스, 
제어  및  데이타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복수의  기억장소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
와 ;  각각의 연상 메모리 및 각각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를 공통적으로 접속한 공통 내부버스와 ; 상
기  하나의  처리유니트로부터  상기  요청들을  수신하도록  결합된  캐쉬  제어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캐
쉬  제어수단은  정보에  대한  각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  어드레수중  유효  어드레스에  상당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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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분을  상기  복수의  연상  메모리중  상기  제1의  연상메모리에  인가하도록  동작하고,  상기  제1의 연
상  메모리는  요청된  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지가  캐쉬  메모리중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히트상태를 검출
함에  따라  상기  복수의  연상  메모리  및  상기  복수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내에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것을  식별하는  상기  버스상에  상기  페이지에  관한  페이지  레벨  번호값을  발생하도록  동작하며  상기 
캐쉬  제어수단은  또한  상기  페이지레벨  번호  값과  함께  상기  입력  어드레스의  다른  부분들을  캐쉬 
어드레스로서  상기  하나의  처리  유니트에  대해  요청된  정보  워드들을  독출하도록  요청된  상기 연상
메모리 및 직접 억세스 메모리들 중 다른 메모리들에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쉬 메모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어드레스는  가상  어드레스이고,  상기  제1의  연상  메모리  기억장소들은 
상기  주  메모리  세그멘트  페이지들  중에서  상기  캐쉬  메모리내의  기억장소들에  기억되어  있는 페이
지들을  식별하는  섹스멘트  및  페이지  가상  어드레스들을  포함하며,  상기  캐쉬  메모리는  또한  상기 
하나의  처리  유니트로부터  상기  입력  어드레스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가상  메모리  어드레스 변환수단
을  구비하되,  상기  가상  메모리  어드레스  변환수단은  상기  히트상태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한  상기 
입력  연상메모리의  감시와  요청된  정보  워드들을  억세스  하기  위한  상기  페이지  레벨번호  값의 발생
을  중첩하도록  상기  가상  어드레스를  실제  어드레스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쉬 
메모리.

청구항 3 

주  메모리가  복수의  페이지로  분리되고,  상기  각  페이지가  복수의  블럭을  포함하며,  각  블럭이 복수
의  워드를  포함하도록  한  주  메모리에  연결된  처리유니트와  함께  사용하기위한  것으로,  상기  처리 
유니트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대한  요청들에  응답하여  상기  주  메모리로부터  독출된  고속  억세스 정
보를  제공하고,  상기  각  요청은  억세스되어야할  정보  워드들을  식별하기  위한  입력  어드레스를 포함
하도록한  것인  캐쉬  메모리에  있어서,  상기복수의  페이지의  각각에  관한  제1유형의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복수의  기억장소를  각각  포함하되,  상기  처리  유니트로부터  상기  입력  어드레스를  수신하도록 
상기  처리  유니트에  그  제1의  연상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연상메모리와  ;  상기  복수의 페
이지의  각각에  다른  유형의  정보들을  기억하기  위한  복수의  기억장소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와 ;  각각의 연상 메모리 및  각각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를 공통적으로 접속한 공통 내
부버스와  ;  상기  하나의  처리  유니트로부터  상기  요청들을  수신  하도록  결합된  캐쉬  제어수단을 구
비하고,  상기  캐쉬  제어수단은  정보에  대한  각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  어드레스중  유효 어드레
스에 상당하는 제1부분을 상기 복수의 연상 메모리중 상기 제1의 연상메모리에 인가하도록 
동작하고,  상기  제1의  연상메모리는  요청된  정보를  포함하는  페이지가  캐쉬  메모리중에  존재함을 나
타내는 히트 상태를 검출함에 따라 상기 복수의 연상 메모리 및 상기 복수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 내
에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것을  식별하는  상기  버스상에   상기  페이지에  관한  페이지  레벨  번호값을 
발생하도록  동작하며,  상기  캐쉬  제어수단은  또한  상기  페이지레벨번호값과  함께  상기  입력 어드레
스의  다른  부분들을  캐쉬  어드레스로서  상기  하나의  처리  유니트에  대해  요청된  워드들을 독출하도
록  요청된  상기  연상메모리  및  직접  억세스  메모리들  중  다른  메모리들에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쉬 메모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어드레스는  가상  어드레스이고,  상기  제1의  연상  메모리  기억장소들은 
상기  주  메모리  세그멘트  페이지들  중에서  상기  캐쉬  메모리내의  기억장소들에  기억되어  있는 페이
지들을  식별하는  세그먼트  및  페이지  가상  어드레스들을  포함하며,  상기  캐쉬  메모리는  또한  상기 
하나의  처리유니트로부터  상기  입력  어드레스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가상  메모리  어드레스  변환 수단
을  구비하되,  상기  가상  메모리  어드레스  변환수단은  상기  히트상태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한  상기 
입력  연상  메모리의  감시와  요청된  정보  워드들을  억세스  하기  위한  상기  페이지레벨  번호값의 발생
을  중첩하도록  상기  가상  어드레스를  실제어드레스로  변환시킬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쉬 메
모리.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의  기억장소들은  상기  복수의  페이지들의  상기 복수
의  블럭에  대한  타당성  비트들을  기억하고,  상기  캐쉬  제어수단은  상기  히트  상태를  나타내는  상기 
제1직접  억세스  메모리로  부터의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를 인에이블시킴으
로써,  요청된  정보  워드들을  포함하는  타당성  블럭이  상기  캐쉬  메모리중에  기억되어  있는  지의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페이지  레벨  번호값으로  규정된  타당성  비트표시와  상기  입력  어드레스의 
다른 부분들을 독출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쉬 메모리.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연상메모리중  제2의  연상  메모리는  상기  캐쉬  메모리내의 기억장소들
에  기억된  상기  페이지들의  실제  어드레스들을  기억함과  동시에  상기  실제  어드레스들의  가상 스테
이터스를  나타내기  위한  기억장소들을  갖되,  상기  제2의  연상  메모리는  각각의  새로운  실제 어드레
스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가상  메모리  변환수단에  결합되고,  상기  제2의  연상  메모리는  또한  상기 
새로운  실제  어드레스와  기억되어  있던  임의의  타당성  실제  어드레스  사이의  비교를  검출하여  상기 
페이지레벨  번호에  의해  규정된  상기  제1연상  메모리의  상기  기억장소중  하나의  기억장소에  상기   
새로운  가성  어드레스를  기억하고,  이에  따라  동일  페이지에  중복  로드하는  것을  방지하며,  더우기 
동일한  실제  어드레스로  두개의  가상  어드레스를  사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페이지  레벨 번
호값을 상기 버스상에서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쉬 메모리.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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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캐쉬  메모리는  또한  상기  복수의  처리  유니트들중  다른  처리  유니트들로 부터
의  서입  요청들을  수신하도록  상기  주  메모리에  공통  결합된  스누프  레지스터  및  디코드  수단을 구
비하되,  상기  서입  요청들은  주  메모리내에서  정보가  서입될  실제  어드레스  들을  포함하고,  상기 스
누프  레지스터  및  디코드  수단은  상기  제2의  연상  메모리에  결합되어,  수신된  서입요청  실제 어드레
스와  기억된  임의의  실제  어드레스  사이의  비교  검출에  따라  페이지레벨  번호  값을  발생시키도록 하
고,  이에  따라  상기  주  메모리와  상기  캐쉬  메모리  사이에  데이타  일치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지으로 하는 캐쉬 메모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중  제1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의  상기  복수의 기억
장소들은  블럭  타단성  비트  기억장소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1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는  상기  스누프 
레지스터 수단 및  상기 제2의  연상 메모리에 연결되며,  상기 제2의  연상 메모리는 상기 버스에 인가
된  상기  페이지  레벨  번호에  의해  규정된  레벨로  기억되어  있는  상기  스누프  레지스터  수단으로 부
터의 상기 실제 어드레스에 의해 규정된 블럭의 타당성 비트 표시를 무효화 시키도록 상기 제1의 직
접  억세스  메모리를  조절하기  위해  상기  비교를  시호화한  히트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쉬 메모리.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캐쉬  메모리는  또한  페이지  레벨  번호  값들을  발생시키기  위한  치환수단을 구
비하되  상기  치환  수단은  상기  제1연상  메모리  및  상기  공통  내부버스에  연결되며,  또한  상기  치환 
수단은  히트  상태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상기  제1연상  메로리로  부터의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연상  메모리와  상기  직접  억세스  메모리들중  다른  메모리들중에서  서입되어야할  새로운  어드레스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기  위한  페이지레벨  번호  값을  상기  버스에  인가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틀징으로 
하는 캐쉬 메모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직접  억세스  메모리들중  제2의  직접  억세스메모리는  상기  복수의  페이지들의 
기억장소에  기억된  각  페이지의  상기  복수의  데이타  블럭중  적어도  하나의  블럭에  대한  데이타 워드
들을  기억하고,  제3의  직접  억세스  메모리는  서입된  각  페이지의  임의의  블럭들을  지정하기  위한 서
입  비트  표시를  포함하는  기억장소들을  가지며,  상기  캐쉬  제어수단은  상기  히트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제2직접 억세스 메모리에 대해 상기 서입 비트 표시에 의해 지정된 서입블럭을 상
기  주  메모리에  전송하여  새로운  페이지가  상기  제2메모리내의  동일한  기억  장소들내에  기억될  수 
있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쉬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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