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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캐시 제어기(310)를 통해서 캐시 메모리에 인가되는 Vcc 레벨을 감지하는 캐시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200))
시스템용 배터리 백업 반사 캐시 메모리 모듈(210) 그리고, 캐시 제어기의 인가된 Vcc가 미리 설정된 제한 레벨 아래로 떨
어지면, 배터리 백업장치(400)가 캐시 메모리 어레이를 백업 배터리 Vcc 소스(220) 그리고 또한 백업 배터리 Vcc 소스
(220)에 의해 전력 공급되는 백업 재생제어 발생기장치(230)에 스위치한다. 캐시 DRAM(200), 백업 배터리(220), 그리고
백업 재생 발생기는 캐시 메모리 내용을 보존하는 동안에 주와 캐시 제어기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단일 모듈(400)에 물리
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Vcc 전력이 동작하지 않을 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의 보존 및/또는 캐시 메모리 내용의
회복을 위해 백업 시스템은 운용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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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캐시 동적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내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
하게, 본 발명은 배터리 백업 전원, 배터리 작동식 DRAM 재생 발생기, 1차 캐시 DRAM 그리고 판독 에러를 정정하는 1차
캐시 메모리 내용의 복사본(미러(mirror) 이미지)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히 중복된(redundant) 2차 캐시 DRAM을 포함하
고 있는 고신뢰도의 캐시 메모리 시스템이다. 미러형(mirrored) 캐시 메모리 배터리 백업 시스템은 배터리 백업공급을 사
용함으로써 전력손실 또는 제어기 손실에 대한, 컴퓨터 캐시 메모리내의 데이터의 보유를 제공하는 전체 배터리 전원을 가
진 착탈가능한 모듈로서 구성되어 있다.

배경기술

  컴퓨터 메모리 캐시는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가 대응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해 충분히 사용하도록 저장되어 있는 고속
메모리이다. 캐시 메모리는 비용에서의 매우 온당한 증가에 CPU의 실행에서의 상당한 증가를 이루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캐시 메모리(또는 간단히 "캐시")는 CPU와 일반적으로 더 느린 주메모리 장치와 함께 작동하기 위해 설계된 고속도 저장
장치이다. 캐시는 지시레벨에서의 프로그램에서 투명하기 때문에, 지시 세트 변화없이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없이
컴퓨터 시스템 설계에 추가될 수 있다.

  캐시 메모리는 주메모리(전용 또는 공용)에 CPU 액세스를 스피드업하는 독립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고, 또는 메
모리 액세스를 스피드업하는 예시된 컴퓨터 시스템내의 주처리기와 결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주메모리는 하나 또
는 다수의 저장기술을 사용한 하나 또는 다수의 저장 디바이스의 집합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독립
컴퓨터 시스템 응용은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본 발명의 응용이 당기술을 실행하는 기술자에게는 분명하게 될 것이므
로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내의 캐시 사용은 참조되는 저장 항목에 관한 두가지 관찰을 근거로 한다: 참조된 후 즉시, 참조된 저장 항
목은 다시 참조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참조된 항목 근처에 저장된 항목은 또한 그후 바로 참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 캐시는 고속 메모리 공간내의 주메모리의 세그먼트(라인 또는 페이지)를 CPU에 저장시킴으로써 자주 사용되는 데이
터에 충분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CPU가 메모리를 요구할 때, CPU는 어드레스를 발생시켜서 바라는 항목을 찾아 캐시를 탐색한다. 그 항목이 캐시에서
발견된다면, "히트(hit)"가 생기고 항목은 CPU에 적용된다. 그 항목이 캐시에 없다면, "미스"가 생기고 어드레스는 주메모
리에 넘겨진다. 참조된 항목을 포함하는 주메모리의 세그먼트가 되돌아올 때, 그 세그먼트의 복사본은 캐시에 저장된다.
활용할 수 있는 캐시저장 공간이 없다면, 캐시 제어기는 전형적으로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된(LRU) 세그먼트를 가장 최근
의 참조된 세그먼트로 교체함으로써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캐시 메모리의 보통의 형태는 2진 데이터가 MOS 트랜지스터 게이트상의 전하로서 효과적으로 저장되는 MOS(절연산화
막 반도체) 기술을 근거로 한다. 메모리 셀의 이런 형태는 낮은 전력 방산을 가지고 있고 쌍안정 플립 풀롭 메모리 셀에 상
대적인 칩 영역을 보존하고 있다. N채널(NMOS) 디바이스에 대해서, 게이드상에 전기 용량적으로 저장된 충분하게 작은
양전하는 그 디바이스를 켜는 반면 그 전하를 제거하면 그 디바이스는 꺼질 것이다(비전도 상태). 그 on상태는 논리 1 또는
0중 하나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셀은 NMOS 또는 PMOS중 하나, 구동 트랜지스터를 가진 전하 저장 캐패시터이다. 또
한 그 메모리는 전하의 부재와 존재를 감지하고 게이트로부터 전하를 제거하거나 놓아두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 MOS 메모리 셀의 사용상 단점은 전기 용량적으로 저장된 전하가 갑자기 누설되어서 저장된 데이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추가로, 상태가 판독될 때 저장된 전하는 방전되기 때문에 판독과정은 파과적(destructive)이다. 누설 때문에 그리
고 파과적 판독 특성 때문에, 판독 후 셀의 전 상태를 복구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재생 모드 또는 전원의 고
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메모리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판독하고 데이터를 복구함으로써 저장된 데이터를 무기한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재생" 모드가 확립된다. 이 재생모드는 용어 "동적" 메모리 셀을 생기게 한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적 메
모리 셀의 어레이로부터 형성된 동적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는 칩상에서 획득될 수 있는 고비트 팩킹 밀도 때문에 광
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고체상태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즉 전력이 꺼졌을 때 그들의 메모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보
통의 종래 기술 실행은 캐시 메모리 제어기로부터 전력을 캐시 메모리 셀 어레이에 교대로 제공하는 캐시 메모리 제어기에
배터리 백업 전력 공급을 제공한다. 이런 예방 대책 때문에 정전시에도 메모리가 그 기억을 유지하고 작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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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캐시 메모리 시스템(20)을 포함하고 있는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10)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데이터와 제어신호는
메모리 시스템(20), CPU(110), 그리고 주메모리(120)를 서로 연결시키는 시스템 버스(115)에 의해 시스템(10)을 통해 분
산된다. 캐시 메모리 시스템(20)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시 DRAM(200), 캐시 DRAM(200)의 (캐시와 주메모리의 판독/기
억 및 캐시 DRAM(200)의 재생과 같은) 작동모드를 제어하는 캐시 제어기(22) 그리고 캐시 제어기(22)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백업장치(23)를 포함한다. 추가 데이터와 제어통로(116)는 CPU(110)가 캐시 메모리 시스템(20)과의 직접 통신 채
널을 허용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캐시 메모리 시스템(20)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캐시 DRAM(200)의 기본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그 캐시
DRAM는 저장요소인 DRAM어레이(201) 주위에 조직화되어 있다. 인터페이스의 세트가 제공된다: 입력 데이터 어드레스
를 디코딩하는 어드레스 버퍼 레지스터 및 어드레스 디코드(202), 판독 또는 기억작동모드를 선택하는 판독/기억(r/w) 제
어기(203), 기억데이터를 수신하는 입력데이터 레지스터(204), 그리고 판독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 데이터 레지스터
(205). 추가로, 재생 논리와 어드레스 카운터(206)가 같은 어드레스로 되돌아 기억하여, 내부 어드레스 카운터를 사용함으
로써 DRAM 어레이(201)의 내용을 판독함으로써 DRAM 어레이(201)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재생하는데 사용되어 DRAM
어레이(201)내의 모든 어드레스를 발생시킨다.

  재생 논리제어는 입력라인(311)에서 캐시 제어기(22)(도 1)에 의해 제공된다. 또한, 입력라인(311)은 캐시 메모리시스템
(20)(도 1)에 의해 요구되는 전력(Vcc)을 운반한다. 캐시 DRAM(200)에 대한 전력은 캐시제어기(22)(도 1)를 통해서 제공
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도 1의 캐시 제어기 장치에서 정전(Vcc)의 경우에, 배터리 장치(23)는 캐시 제어기와 캐시 DRAM
모두가 작동을 유지하도록 캐시 제어기(22) 옆에서 전환된다. 그러나, 도 1에서 도시되고 설명된 바와 같이, 종래 백업 방
법은 재생 기능과 백업 배터리 전환작용이 제어기(22)에 의해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되기 때문에 캐시 제어기 고장의
경우에 캐시 메모리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정전 또는 제어기 고장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배터리 백업 전력을 직접 메모리 어레이에 제공함으로
써 그리고 분리 어셈블리 상의 DRAM 재생기능에 제공함으로써 캐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함 제어기가 교체될 때까지
DRAM이 이것의 메모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백업을 가진 DRAM 메모리 어레이가 작동하는 캐시 제어기를 가진 시스
템에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메모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판독 에러가 종래 캐시 메모리에 발생하면, 판독 에러의 존재는 캐시 메모리 각 라인에 대한 패리티 비트에 의해 검
출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패리티 비트의 존재는 비트 에러의 홀수(1, 3,...) 검출을 허용하고 에러 정정에 대해서는 제공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출된다면, 미스가 있는 데이터가 주메모리에 액세스하여 대응 CPU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중간 결과를 재계산함으로써 또는 주메모리에 액세스함으로써, 캐시 메모리 판독에러가 교체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
스가 있는 데이터의 재구성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이로 인해 컴퓨터 처리량이 감소한다.

  정전, 캐시 제어기 고장, 및 캐시 메모리 판독 에러에 대비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본 발명은 일체적인 배터리 전원과 회복 논리 회로와, 각각의 어레이가 에러 검출에 대한 독립적인 패리티를 갖고 있고, 캐
시 테이터를 한쪽의 어레이 안에 저장하고 또한 그 미러 이미지를 다른 쪽의 어레이 안에 저장한 이중 캐시 메모리 어레이
를 구비한 착탈 가능한 캐시 모듈로서 구성되고 있는 배터리 백업 캐시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간략히, 본 발명은 대응 캐시 메모리 제어기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캐시 DRAM 배터리 백업 시스템을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배터리 백업 미러형 캐시 메모리 모듈 어셈블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 어셈블리는 정상적
으로 시스템 전원에 의해 전력 공급된다. 외부 소스에 의해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재생 제어 신호는 캐시 메모리를 재생하
는 재생신호의 한 세트를 발생시킨다. 모듈 어셈블리는

  (1) 각각이 대응 CPU에 대해 같은 데이터를 캐시하고, 메모리내의 각 라인에 대한 패리티를 가지는 제1과 제2캐시
DRAM, 각 액세스에 대한 패리티를 계산하고 각 액세스된 라인에 대한 패리티를 계산하여 그 계산된 패리티 비트를 액세
스된 라인의 저장된 패리티 비트와 비교함으로써 판독 에러를 검출하는 패리티 체크기, 그리고 공통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동시에 어드레스로 끄집어 낼수 있는 각 DRAM;

  (2) 두 개의 캐시 DRAM중 하나로부터 판독 요구출력을 선택하는 선택기로서, 그 선택된 캐시 DRAM는 올바른 패리티
비트를 가지고 있는 선택기; 그리고

  (3) 두 개의 캐시 DRAM를 작동시키는 배터리 전원을 가진 배터리 백업 시스템, 그 배터리 전원에 의해 전력 공급되는 재
생발생기, 그리고 시스템 전력이 소정된 레벨 아래로 떨어질 때 전력을 모듈 어셈블리에 제공하는 배터리 전원과 시스템
전력 공급장치 사이에서 선택하고 그 시스템 전원 출력 레벨을 모니터함으로써 재생 발생기를 캐시 메모리 어레이에 연결
시키는 제어기를 포함하고 있다.

  모듈 어셈블리는 캐시 메모리 내용 상실 없이 그 배터리 전원의 수명을 위해 주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연결
되지 않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아래에 주어진 상세한 설명과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첨부도면에서 더 이해가 될 것이고, 이것은 특정
실시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설명과 이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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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캐시 제어기, 캐시 DRAM, 그리고 배터리 백업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캐시 메모리 시스템을 가진 전형적인 종래 컴
퓨터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재생제어를 포함하는 종래 캐시 DRAM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미러형 캐시 메모리 배터리 백업 모듈을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4은 정전을 검출하고 미러형 캐시 메모리 백업 모듈을 작동하는 제어기를 도시하고 있다.

  도 5은 미러형 캐시 메모리 백업 모듈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작동에 사용되는 논리표이다.

  도 6은 도 4에서 도시한 선택 실렉터(MUX)에 대한 논리도이다.

  도 7은 캐시 메모리 백업 모듈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8은 미러형 캐시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실시예

  도 3은 종래 백업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한 모듈 어셈블리 백업 시스템(400)을 가진 캐시 메모리 시스템(300)을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100)의 블록도이다.

  도 3은 시스템 버스(115)에 의해 상호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요소로서 CPU(110), 주메모리(120), 그리고 캐시 메모리 시
스템(300)을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캐시 메모리 시스템(300)과 CPU(110) 사이의 교류통신통로(116)는
캐시 메모리와 CPU 사이에 직통로를 제공하여서 시스템 버스(115)상의 교통량을 줄인다. 시스템 전원(130)은 작동 전력
을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작동요소에 인가한다.

  캐시 메모리 시스템(300)은 캐시 제어기(310)와 모듈 어셈블리 백업 시스템(400)을 포함하고 있다. 모듈 백업시스템
(400)은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단일 캐시 DRAM 대신에 이중 캐시 어레이(200), 백업 제어기와 선택기(SEL)(210), 배터
리 백업장치(220), 그리고 재생장치(230)를 포함하고 있다. 백업 제어기와 선택기(210)는 라인(311)상의 캐시 제어기
(310)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Vcc)의 상태를 모니터한다. 또한 라인(311)은 도 2내의 캐시 DRAM 어레이(200)에 도시된
재생 논리와 어드레스 카운터(206)에 의해 요구되는 필요한 재생 제어 신호를 운반한다. 배터리장치(220)와 재생장치
(230)의 출력은 캐시어레이(200)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배터리장치(220)에서 나온 백업전력(Vcc)와 재생장치(230)
에서 나온 출력재생 제어신호를 운반하는 라인(401)에 의해 백업 제어기와 선택기(210)에 연결된다. 출력라인(402)은 양
캐시 DRAM(200)의 재생 논리와 어드레스 출력을 작동시키기 위한 백업 제어기와 선택기(210)에 의해 선택된 재생 제어
신호를 제공한다. 제어기와 선택기(210)에서 나온 출력라인(402)은 도 2의 재생 논리(206)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제공한다.

  배터리장치(220)는 제어기와 선택기(180)를 통해서 모듈 백업 시스템의 모든 작동 소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예비 Vcc 소
스이다.

  도 3내의 재생장치(230)는 도 2에 도시된 재생 논리(206)의 요구에 맞는 한 세트의 제어신호를 발생시킨다. 재생 논리
(206)는 어드레스 카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시스템 클럭은 재생 논리(206)를 구동하는데 요구된다. 예를들어,
캐시 DRAM(200)은, 2개의 상(phase) 클럭(RAS와 CAS)이 칩을 작동시키는 캐시 제어기(310)(도 3)에 의해 공급되는 것
이 단지 요구되는 어드레스 카운터와 칩상의 재생제어를 제공하는 인텔 21256 DRAM을 사용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도 4는 도 3의 제어기와 선택기(210)의 상세한 회로블록도이다.

  도 3과 도 4를 참조하면, 캐시제어기(310)에서 나온 정상입력은 모듈 백업 시스템(400)내의 모든 작동소자에 분배하기
위한 Vcc, 캐시어레이(200)의 재생제어논리를 구동하는 재생 제어 신호, 그리고 캐시 데이터가 "더티(dirty)" 즉, 배타적으
로 소유되지 않고 변경되었는지를 지시하는 캐시상태 라인을 공급하는 입력라인(311)상에서 제공된다.

  라인(311)을 통해서 공급된 Vcc는 전류를 캐시 제어기로부터 다이오드(214)로 흐르게 하기 위해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
된 다이오드(214)에 인가된다. 그 다이오드에서 나온 출력은 모듈 백업 어셈블리의 전력을 분배하기 위한 라인(215)에 연
결된다. (전력의 분배는 당해 기술에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 발명의 명백한 설명을 위해 생략되어 있다.) 또한 라인(215)는
백업 전력을 모듈 백업 어셈블리에 인가하는 분리 다이오드(222)를 통해서 배터리장치(220)의 Vcc 출력부에 연결된다.
입력라인(311)에 의해 캐시 제어기로부터 인가된 Vcc는 분리 다이오드(191)와 저항기(223)를 통하여 배터리(189)에 세
류(trickle) 충전을 제공한다. 또한 입력(311)은 모듈 백업 어셈블리의 작동회로에 의해 요구되는 필요한 전류를 인가한다.
캐시 제어기의 공급된 Vcc가 배터리장치(220)에 의해 공급된 Vcc 레벨 아래로 떨어진다면, 다이오드(222) 역방향 바이어
스되고 배터리장치(220)로부터 캐시 제어기 Vcc 소스를 분리(단절)하고, 배터리장치(220)내의 다이오드(222)는 낮은 저
항통로를 전류가 인가된 배터리에 제공하기 위해 순방향 바이어스된다. 역으로, 캐시 제어기에 의해 인가된 전력레벨이 떨
어진 후 정상으로 되돌아간다면, 캐시 제어기의 인가된 Vcc는 회복된다. 이런 방법으로, 제1캐시 제어기의 인가된 전력과
백업 배터리 전력 사이의 자연스러운 변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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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311)의 Vcc라인은 또한 전압비교기(182)의 입력부에 적용되고 기준입력은 전압분배기 R1, R2의 한계 전압(VT) 출

력부에 연결된다. 한계 전압은 Vcc에 대한 가장 낮은 수용가능한 레벨에서 선결정되고 Vcc가 그 레벨 아래로 떨어지면,
비교기(182)에서 나온 출력은 논리저레벨에 있다. 다르면, 전압비교기(182) 출력은 논리 고상태에 있다.

  입력(311)의 캐시상태 라인은 캐시가 더티한지를 지시하는 2진 신호를 운반하고, 플립-플롭(213)에 저장되어 있다. 플
립-플롭(213)의 출력상태는 비교기(212)의 출력과 함께 라인(215)의 2비트 2진 선택기 코드를 형성하고 MUX(211)의 선
택 입력부에 적용된다. 캐시상태가 더티할 때, 플립-플롭(213)의 출력이 고논리레벨에 있다; 다르면, 저논리레벨에 있다.

  MUX(211)은 재생제어 신호를 캐시어레이(200)에 전달하는 하나의 출력세트의 라인(402)과 0-3이 라벨된 네세트의 출
력을 가지고 있다. 선택된 특정세트의 출력은 도 5의 논리표의 첫 번째 두 개의 세로칸에 도시된 바와 같이 2비트의 선택
코드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도 4와 도 5를 참조하면, 비교기(212)에서 나온 출력은 "msb" (최상위 비트)로 라벨되고, 반
면에 플립/플롭(213)의 출력은 "lsb" (최하위 비트)로 라벨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세로칸은 물리적인 의미를 준다: 캐시
제어기의 인가된 Vcc가 비교기(182)에 입력된 한계 전압 VT 보다 클 때, msb는 낮고, 그렇지 않으면 높다. lsb 저상태는

캐시가 더티하지 않다는 것을 지시하고, 반면 고상태는 캐시가 더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세로칸
은 입력라인의 세트가 출력시키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msb/lsb 입력(0, 0)에 대해서, 캐시 데이
터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되는 재생 제어 신호는 없고 그러므로 주메모리에 재저장될 수 있다. 입력(0, 1)에 대해
서, 재생장치(230) 출력 재생 제어 신호세트는 선택된다. msb=1 (높음) 일때마다, 캐시 제어기(310)는 Vcc, 재생 제어 신
호 세트를 공급하고, 또한 on/off 제어에 연결된 제어라인(192)에 의해서 DC/DC 변환기(221) 작동을 없어지게 한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배터리장치(220)는 약 2.4볼트의 출력전압 VB를 만드는 단일의 셀 니켈-카드뮴(nicad) 배터리인

배터리 전원(224)을 포함하고 있다. 배터리(224)는 백업 출력전압, Vcc를 만드는 DC 대 DC 전압 변환기(221)를 구동하
는데 필요한 전력을 제공한다. DRAM 어레이를 작동하기 위한 전형적인 Vcc 값은 5.0±0.5 볼트이다. 그러므로 DC/DC
변환기(221)는 입력라인(161)상의 캐시 제어기(310)에 의해 인가된 Vcc 레벨이 DC/DC 변환기(211)에 의해 인가된 Vcc
전압레벨 아래로 떨어질 때, 다이오드(222)를 통한 백업전력을 공급한다. 그러므로 DC/DC 변환기(221)에서 나온 공칭
Vcc 출력레벨은 입력라인(311)에서 인가된 공칭 Vcc 레벨 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도6은 lsb와 msb 입력라인(215), 인버터(I1, I2), 두 개의 입력 AND 게이트(A1,A2), 및 한 세트의 입력라인-캐시 제어

기 재생라인, 재생유닛(230) 재생라인, 캐시 제어기의 인가된 Vcc가 한계전압(Vt) 아래에 있고 캐시 내용이 더티하지 않
을 때 한 세트의 재생 제어 신호를 공급하는 것을 막는 저논리레벨 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AND 게이트(A3,A4,A5)를 포
함하는 MUX(211)의 선택적 구현을 나타내는 논리도이다. 후자의 선택은, 넌-더티(non-dirty) 상태란 캐시 내용이 변경
되지 않았으므로 주 메모리로부터 복구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캐시메모리 내용을 상실하게 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선택기(mux)(211) 실행은 저논리레벨라인(I1, A1, 그리고 A5)의 세트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
된 논리소자를 제거함으로써 더 간략화될 수 있다. OR게이트(OR1)는 출력라인(402)을 출력시키는 A3, A4 또는 A5중 하
나로부터 라인의 작동세트를 선택한다.

  도 7은 도 4의 캐시 메모리 백업장치가 작용하는 방법(세이브 캐시(500))을 요약한 흐름도이다. 스텝(505)은 캐시제어기
의 인가된 Vcc가 한계전압 VT 보다 적은지를 체크한다. 그렇다면 스텝(510)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캐시는 Vcc <

VT 일때까지 작동을 계속한다. 스펩(510)은 배터리가 더티상태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러면 백업 배터리는 Vcc를 캐시백

업 모듈에 인가하기 위해 스텝(530)에서 내부 전환되고 캐시 내용을 보존하는 요구된 재생 제어 신호가 재생신호 발생장
치에 의해 캐시 어레이에 인가되는 스텝(535)으로 진행한다. 캐시가 더티하지 않다면, 스텝(515)은 요구된 재생 제어 신호
를 캐시 DRAM에 인가하지 않거나 백업 Vcc 전력을 캐시어레이에 인가하지 않으므로써 재생 제어 신호를 억제한다. 스텝
(520)은 스텝(525)에서 정상 전력의 반환을 위해서 캐시 제어기의 인가된 Vcc를 모니터하고, 회복되었을 때, 전력과 재생
제어 신호는 캐시제어기에 의해 다시 제공된다. 그 방법은 다른 Vcc의 고장을 기다리는 스텝(505)으로 되돌아간다.

  도 3을 참조하면, 또한 캐시 메모리 백업 모듈(400)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정상 작업 조건하에 캐시 제어기(310)의
제어하에 평행하게 작동하는 한쌍의 "미러형(mirrored)" DRAM 캐시어레이(200)을 포함하고 있다. 주메모리(120)에 액
세스는 시스템 버스(115)에 의해 제공된다. CPU(110)에 의해 양 캐시 어레이(200)에서의 제1액세스는 캐시 선택기(280)
를 통해 캐시버스(116)에 의해 제공된다. 시스템 버스(115)로부터 또는 버스(116)를 지나 CPU로부터 나온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 시스템(300)에 기억될 때, 패리티 비트는 발생되고, 그 데이터와 함께 캐시 선택기(230)를 통해서 같은 어드레스에
의 각각의 캐시 어레이(200)에 저장된다.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로부터 판독될 때, 양 캐시 어레이(200)은 동시에 같은 어
드레스를 사용하여 판독되고 그 결과는 대응 저장 패리티 비트를 가진 각각의 캐시 어레이로부터 데이터의 패리티를 체크
하는 캐시 선택기(230)에 주어진다. 양 캐시 어레이 출력 데이터가 올바른 패리티를 보여주면, 쌍의 캐시 어레이(200)중
하나의 출력 데이터는 캐시 선택기(280)에 의해 출력하기 위해 선택된다. 단지 하나의 캐시 어레이 출력 데이터가 올바른
패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출력은 출력하기 위해 캐시 선택기(280)에 의해 선택된다. 어떤 캐시 어레이 패리티도 옳지 않
다면, 시스템 에러 표시가 설정된다. 캐시 제어기(310)는 판독 액세스가 CPU 또는 판독 백 요구에서 주메모리(120)까지
의 판독 요구인지를 근거로 하여, 캐시 선택(280)의 출력이 버스(116) 또는 시스템 버스(115)로 가는지를 선택한다. 양 패
리티 체크가 옳을 때 캐시 어레이(200) 출력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패리티 에러가 검출
되지 않았을 때 데이터가 선택되는 제1캐시 어레이로서 캐시 어레이들 중 하나를 지시함으로써이다. 선택적으로, 그 방법
은 쌍의 캐시 어레이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거나 회전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단일 패리티 에러가 검출된다면, 캐시 제어기(310)는 원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같은 어드레스에서 옳은 패
리티를 가진 캐시 어레이의 출력 데이터를 다른 캐시 어레이에 기입하게 한다. 이 방법에서, 쌍의 (미러형) 캐시어레이는
캐시 메모리의 보전을 유지하는 증가된 신뢰도를 제공한다.

  도 8은 패리티에러에 대해 정정하는 도 3의 미러형 캐시 메모리 시스템(300)을 사용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된 방법(미러
형 캐시 동작(600))의 흐름도이다. 그 방법은 캐시 시스템 메모리 액세스를 기다리는 스텝(601)에서 시작한다. 액세스가
개시될 때, 스텝(602)은 판독 또는 기억 액세스 요구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기억 요구가 있다면, 그 방법은 패리티 비트가
데이터 비트를 배타적 논리합함으로써 그 데이터로부터 계산되는 스텝(503)으로 간다. 스텝(604)에서, 그 패리티 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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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캐시 어레이(뱅크)내의 지시된 어드레스에 그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고 그 방법은 스텝(601)으로 되돌아간다. 액세스가
스텝(602)에서 판독 요구되게 결정된다면, 스텝(605)는 양 캐시 뱅크를 판독한다. 스텝(606)은 각 뱅크의 출력 데이터의
패리티를 계산하여 그 데이터가 원래 저장되어 있을 때 계산되어진 저장된 패리티 비트와 그 계산된 패리티를 비교함으로
써 패리티 에러에 대한 각 뱅크의 출력을 체크한다. 패리티 에러가 어떠한 뱅크 출력에 대해서도 검출되지 않는다면, 스텝
(607)은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가 제1뱅크로서 지시된 뱅크로부터 선택되는 스텝(608)으로 진행을 옮기고 그 방법은 스텝
(501)으로 되돌아간다. 반대로 스텝(604)은 다른 (미러형) 뱅크의 출력이 선택되는 스텝(609)으로 진행을 옮긴다. 스텝
(609)에서, 미러드 뱅크에서 나온 출력 데이터는 패리티 에러를 위해 체크된다. 미러드 뱅크 데이터에 대한 계산된 패리티
가 옳다면, 진행은 스텝(610)에서, 스텝(611)으로 이동한다. 스텝(611)은 미러드 뱅크 출력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 미러드
뱅크에서 나온 출력된 데이터를 복사함으로써 제1뱅크를 정정하고, 그리고 스텝(601)로 되돌아간다. 반대로, 스텝(612)은
더블 패리티 에러 결점을 기록하고 스텝(601)으로 되돌아간다. 주 작동 시스템은 캐시된 데이터의 상태(소유, 공유, 더티,
등등)에 따라, 더블 패리티 데이터 에러를 조정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백업 시스템의 중요한 옵션 특징은 도 3의 물리적으로 착탈가능한 모듈(400)이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캐시 제어기
와 주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배터리 백업 모듈(400)은 실패한 물리적 환경에서 제
거될 수 있고 작동 캐시 제어기를 가진 다른 시스템에 "플러그"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캐시제어기 고장 발생시 주 메모리
를 갱신하고/갱신하거나 프로그램 실행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주시스템에 의해 캐시의 내용은 액세스될 수 있다. 공업
표준 단일 인라인(in-line)의 메모리 모듈(SIMM)형 물리적 구성이 적합하다.

  당해 분야의 기술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된 장치와 방법에서의 많은 변화는 다음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행해질 수 있음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듈러 배터리 백업을 포함하는 미러형 캐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미러형 캐시 메모리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상기 미러형 캐시 메모리 시스템에 재생 신호들을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
템 캐시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고 컴퓨터 시스템 전원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며, 상기 모듈러 배터리 백업은 상기 컴퓨터 시
스템 캐시 제어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상기 미러형 캐시 메모리 시스템에 전력 및 재생 신호들을 제공하는, 상기 미러형
캐시 메모리 시스템으로서,

  (a) 저장된 데이터의 복사본을 각각의 DRAM 뱅크에 저장하고 판독 에러 수정을 위한 중복된 백업 메모리를 제공하기 위
해, 공통 어드레스에 의해 어드레스 가능한 제1과 제2 DRAM 뱅크를 포함하는 미러형 캐시 메모리로서, 각각의 DRAM 뱅
크는 상기 재생 신호들의 세트를 수용하는 재생 입력을 가지고 있고, 뱅크 선택기는 제1 및 제2 DRAM 뱅크로의/로부터의
데이터 액세스를 선택하는 컴퓨터 시스템 캐시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는, 상기 미러형 캐시 메모리와;

  (b) 배터리 전원과;

  (c) 상기 미러형 캐시 메모리를 재생하는 재생 신호들의 세트를 발생시키는 재생 발생기; 및

  (d) 상기 컴퓨터 시스템 캐시 제어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 전원이 상기 미러형 캐시 메모
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디스에이블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미러형 캐시 메모리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상기 배터리
전원을 인에이블하고, 또한 상기 컴퓨터 시스템 캐시 제어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상기 캐시 제어기에 의해 상기 제 1 및 제
2 DRAM 뱅크 재생 신호 입력으로 공급된 재생 신호들을 단절시키고, 상기 재생 발생기로부터의 재생 신호들의 세트를 상
기 제 1 및 제 2 DRAM 뱅크 재생 신호 입력으로 접속시키는, 백업 시스템 제어기를 포함하는 미러형 캐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DRAM 뱅크는 각각의 DRAM 뱅크를 재생하는 재생 논리를 각각 포함하는, 미러형 캐
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기록 패리티 비트는 각각의 데이터 기록 액세스에 대해서 저장되며, 상기 뱅크 선택기는 판독 액세스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DRAM 뱅크의 출력 데이터로부터 판독 패리티 비트를 계산하고, 상기 판독 패리티 비트와 상기
기록 패리티 비트가 일치하지 않을 때 패리티 에러를 결정하기 위해 액세스된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 기록 패리티 비트를
비교하고,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판독 패리티 비트가 상기 저장된 기록 패리티 비트와 일치하는 DRAM 뱅크를 선택하
는, 미러형 캐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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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DRAM 뱅크들 중 하나만이 패리티 에러를 발생한 경우, 패리티 에러가 없는 DRAM 뱅크로부터의
패리티 비트와 출력 데이터를 다른 DRAM 뱅크에 기록함으로써, DRAM 뱅크 패리티 에러가 정정되는, 미러형 캐시 메모
리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양쪽의 DRAM 뱅크들이 패리티 에러를 발생하는 경우, 캐시 메모리 결함 플래그가 상기 캐시 선택기에
의해 발생되는, 미러형 캐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6.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미러형 캐시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를 포함하는 모듈러 배터리 백업 캐시 메
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외부 캐시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고 재생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동작용 전력이 공급되며, 통합
모듈로서 구성되는, 상기 모듈러 배터리 백업 캐시 메모리 시스템으로서,

  (a) 제 1 및 제 2 캐시 DRAM을 포함하는 미러형 캐시 DRAM으로서, 각각의 캐시 DRAM은 동적 메모리 셀들의 어레이,
및 상기 캐시 DRAM 컨탠츠를 재생하기 위해 재생 제어 신호들의 세트를 수용하기 위한 재생 입력을 구비한 재생 회로를
포함하는, 상기 미러형 캐시 DRAM과;

  (b) 상기 캐시 메모리를 동작시키는 전력을 제공하는 배터리 전원과;

  (c) 상기 모듈러 배터리 백업 캐시 메모리 시스템이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단절되는 경우 상기 미러형 캐시 DRAM
을 재생하고 이에 의해 상기 미러형 DRAM의 콘텐츠를 보존하는 재생 제어 신호들의 세트를 발생하는 재생 발생기; 및

  (d) 상기 시스템 전원이 적당한 출력 전압 레벨에서 동작하고 있을 때 상기 캐시 DRAM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스템
전원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배터리 전원 출력을 선택하고, 상기 시스템 전원이 특정 출력 전압 레벨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상기 제1 및 제2 재생입력을 상기 캐시 제어기의 재생 제어 신호 출력에 접속하고, 상기 시스템 전원 상기 특정
출력 전압 레벨을 공급하고 있지 않을 때 상기 제1 및 제2 캐시 DRAM 재생 입력을 재생 제어 신호들의 세트에 접속시키
는, 백업 시스템 제어기를 포함하는 모듈 배터리 백업 캐시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 전원으로부터 상기 배터리 전원을 충전하는 세류(trickle) 충전 회로를 더 포함하는,
모듈러 배터리 백업 캐시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a) 각각의 캐시 DRAM 콘텐츠가 더티(dirty)한가를 지시하는 캐시 상태 신호를 상기 캐시 제어기로부터 수용하는 입력;
및

  (b) 상기 캐시 상태 신호가 각각의 캐시 DRAM 콘텍츠가 더티하지 않고 또한 상기 시스템 전원이 상기 특정 출력 전압 레
벨을 공급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상기 재생 발생기가 재생 신호들의 세트를 각각의 캐시 DRAM에 인가하는 것을 저
지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모듈러 배터리 백업 캐시 시스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SIMM(single in-line memory module)인 것인, 모듈러 배터리 백업 캐시 시스템.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DRAM 뱅크는 양쪽의 DRAM 뱅크들을 재생하는 재생 논리를 포함하는, 모듈러 배터리
백업 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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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기록 패리티 비트는 각각의 데이터 기록 액세스를 위해 저장되며, 상기 뱅크 선택기는 판독 액세스에 응
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DRAM 뱅크의 상기 출력 데이터로부터 판독 패리티 비트를 계산하고, 상기 판독 패러티 비트와 상
기 기록 패리티 비트가 일치하지 않을 때 패리티 에러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액세스된 데이터와 함께 저장된 기록 패리티
비트와 상기 판독 패리티 비트를 비교하고,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판독 패리티 비트가 상기 저장된 기록 패리티 비트와
일치하는 DRAM 뱅크를 선택하는, 모듈러 배터리 백업 캐시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DRAM 뱅크들 중 하나만이 패리티 에러를 발생할 때, 패리티 에러가 없는 DRAM 뱅크로부터의 패리티
비트와 출력 데이터를 다른 DRAM 뱅크에 기록함으로써, DRAM 뱅크 패리티 에러가 정정되는, 모듈러 배터리 백업 캐시
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양쪽의 DRAM 뱅크들이 패리티 에러를 발생할 때 캐시 메모리 결함 플래그가 상기 캐시 선택기에 의해
발생되는, 모듈러 배터리 백업 캐시 시스템.

청구항 14.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캐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외부 캐시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고, 재생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동작 전력을 공급받는, 상기
캐시 메모리 시스템으로서,

  상기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착탈가능하며, 상기 외부 캐시 제어기 및 컴퓨터 시스템의 개입 없이 상기 캐시 메모리 시스
템의 콘텐츠를 유지하도록 동작하는 통합 모듈를 포함하고.

  상기 통합 모듈은,

  (a)상기 캐시 메모리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의 복사본을 저장하는 공통으로 어드레스 가능한 DRAM의 제 1 및 제
2 뱅크를 포함하는 미러형 캐시 메모리로서, 각각의 뱅크는 재생 신호들의 세트를 수용하기 위한 재생 입력을 구비한, 상
기 미러형 캐시 메모리와,

  (b)배터리 전원과,

  (c)상기 제 1 및 제 2 DRAM 뱅크들을 재생하기 위한 재생 신호들의 세트를 발생하기 위한 재생 발생기, 및

  (d)외부 캐시 제어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DRAM 뱅크들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상기 배터리
전원을 인에이블하고, 상기 재생 발생기로부터 각각의 뱅크에 대한 재생 입력에 재생 신호들의 세트를 공급하고, 이에 의
해 상기 제 1 및 제 2 DRAM 뱅크들의 콘텐츠를 유지하는 백업 시스템 제어기를 포함하는, 캐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캐시 메모리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전력의 전압 레벨에
기초하여 상기 외부 캐시 제어기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되는, 캐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모듈은 SIMM인 것인, 캐시 메모리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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