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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판독형 동작과 관련된 메모리 레이턴시를 개선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
다.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둘 이상의 캐시들로 값(데이터 또는 명령)이 로드된 후, 상기 캐시들은 상기 값
의 공유, 미변경 카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요구 프로세싱 유닛이 상기 값을 판독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송출하면, 상기 캐시들 중의 소정의 캐시가 상기 값을 제공(source)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응답을 전송한다. 상기 응답은, 상기 캐시가 요구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된 
상호 접속으로부터 상기 메시지를 스누핑하는 것에 응답하여 전송된다. 상기 응답은 시스템 로직에 의해 
검출되어 시스템 로직으로부터 요구 프로세싱 유닛으로 전송된다. 그 후 상기 캐시는 요구 프로세싱 유닛
에 접속된 상호 접속에 상기 값을 제공한다. 시스템 메모리가 상기 메시지를 검출하고 통상 상기 값을 제
공하게 되지만, 상기 응답은 시스템 메모리 대신에 캐시에 의해 상기 값이 제공될 것임을 메모리 장치에 
통지한다. 캐시 레이턴시가 메모리 레이턴시보다 훨씬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프로토콜에 의해 
판독 성능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종래의 캐시 코히어런시 프로토콜(MESI)을 도시하는 상태도.

도 3은 본 발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캐시 코히어런시 프로토콜을 도시하는 상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

12a, 12b : 프로세싱 유닛/프로세서

14 : 입/출력 장치

16 : 메모리 장치

18 : 펌웨어

20 :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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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프로세서 코어

24 : 명령 캐시

26 : 데이터 캐시

28 : 단일 집적 칩

30 : 레벨 2(L2) 캐시

32 : 시스템 컨트롤 포인트 유닛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대칭형 멀티프로세서(SMP : symmetric multi-
processor)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송출 프로세서(issuing processor)가 또 다른 프로세서의 캐시에서 
미변경 상태(unmodified state)로 발견될 수 있는 데이터를 판독하기를 희망할 때 개입(intervention)을 
이용하여 메모리 판독형 동작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에는 종래의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10)의 기본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10)은, 
(디스플레이 모니터, 키보드, 그래픽 포인터(마우스), 및 영구 기억 장치(하드 디스크)와 같은) 입/출력
(I/O) 장치들(14)을 포함하는 각종 주변 장치들에 접속된 수 개의 프로세싱 유닛(processing unit)들―그 
중 2개의 프로세싱 유닛(12a, 12b)이 도시되어 있음―과, 프로세싱 유닛들에 의해 프로그램 명령을 수행
하는 데 이용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또는 RAM과 같은) 메모리 장치(16)와, 컴퓨터가 처음 턴 온될 때
마다 주변 장치들 중의 하나(대개는 영구 메모리 장치)로부터 운영 체계(operating system)를 찾아내어 
로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펌웨어(18)를 구비하고 있다. 프로세싱 유닛들(12a, 12b)은, 범용화된 상
호 접속(generalized interconnect) 또는 버스(20), 또는 직접 메모리 액세스 채널(도시되지 않음)을 포
함하는, 각종 수단에 의해 주변 장치들과 교신한다. 컴퓨터 시스템(10)은, 예를 들면, 모뎀 또는 프린터
에의 접속을 위한 직병렬 포트들과 같은, 도시되지 않은 다수의 부가적인 구성 요소들을 구비할 수도 있
다. 당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도 1의 블록도에 도시된 구성 요소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다른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비디오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제어하기 위해 디스플
레이 어댑터(display adapter)가 사용될 수 있으며, 메모리(16)를 액세스하기 위해 메모리 컨트롤러가 사
용될 수 있다. 컴퓨터는 2개 이상의 프로세싱 유닛들을 구비할 수도 있다.

대칭형 멀티프로세서(SMP)에서는, 통상 모든 프로세싱 유닛들이 동일하다. 즉, 그것들은 모두 공통의 명
령 및 프로토콜 세트 또는 서브세트를 사용하여 동작하며, 통상 동일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 도 1에는 
전형적인 아키텍처가 도시되어 있다. 프로세싱 유닛은,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명령을 수
행하는, 복수의 레지스터들 및 실행 유닛(execution unit)들을 갖는 프로세서 코어(22)를 포함한다. 전형

적인 프로세싱 유닛은,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에 의해 시판되는 PowerPC
TM
 프로세서를 포

함한다. 프로세싱 유닛은 또한, 고속 메모리 장치들을 사용하여 구현되는, 명령 캐시(24) 및 데이터 캐시
(26)와 같은 하나 이상의 캐시들을 가질 수도 있다. 캐시들은 통상, 메모리(16)로부터 값들을 로드하는 
비교적 오래 걸리는 스텝을 피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로세서에 의해 반복적으로 액
세스될 수 있는 값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이들 캐시들이 단일 집적 칩(28) 상에 프로세
서 코어와 함께 일체로 패키지화될 경우, 이들을 "온보드"(on-board)라고 부른다. 각각의 캐시는, 프로세
서 코어와 캐시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와 명령의 전송을 관리하는 캐시 컨트롤러(도시되지 않음)와 결합
된다.

프로세싱 유닛은, 온보드(레벨 1) 캐시들(24, 26)을 지원하기 때문에 레벨 2(L2)라고 부르는 캐시(30)와 
같은 부가적인 캐시들을 포함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캐시(30)는 메모리(16)와 온보드 캐시들 사이에
서 매개 역할을 하며, 온보드 캐시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명령 및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액
세스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 예를 들면, 캐시(30)는 256 또는 512 킬로바이트의 기억 용량을 갖는 칩일 

수 있고, 프로세서는 총 64 킬로바이트의 기억 용량을 갖는 온보드 캐시를 구비한 IBM PowerPC
TM
 604계열 

프로세서일 수 있다. 캐시(30)는 버스(20)에 접속되어 있고, 메모리(16)로부터 프로세서 코어(22)로의 모
든 정보의 로딩은 캐시(30)를 경유하여야 한다. 도 1은 단지 2레벨의 캐시 계층을 도시하고 있지만, 여러 
레벨(L3,  L4  등)의  직렬  접속된  캐시들이  있는  경우에는  멀티레벨  캐시  계층(multi-level  cache 
hierarchy)이 제공될 수 있다.

SMP 컴퓨터에서는, 코히어런트 메모리 시스템(coherent memory system)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각각의 개별 메모리 위치로의 기록들이 모든 프로세서들에 대하여 어떤 순서로 나열되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캐시 코히어런트 시스템에서는, 모든 프로세서들이 소정의 위치로의 기록들이 지시된 순서대로 
행해지는 것을 본다. 캐시 코히어런시(cache coherency)를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토콜 및 기술들이 
당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되어  있다.  코히어런시를  유지하기  위한  이들  메커니즘  모두의 
핵심에는, 프로토콜에 의해 하나의 프로세서만이 임의의 소정 시점에 소정의 메모리 위치(캐시 블록)로의 
기록을 허락하는 "허가"(permission)를 받게 된다는 요건이 있다. 이 요건의 결과, 하나의 프로세싱 소자
가 메모리 위치에 기록하려고 할 때마다, 상기 위치에 기록하고자 하는 그 희망을 먼저 다른 모든 프로세
싱 소자들에게 통지하고 다른 모든 프로세싱 소자들로부터 그 기록을 수행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스
템 내의 다른 모든 프로세서들은, 그 기록이 행해지기 전에 그 개시 프로세서로부터 그 기록을 통지 받아
야 한다. 또한, 소정의 프로세싱 유닛의 L1 캐시 내에 블록이 존재하면, 그 블록은 그 프로세싱 유닛의 
L2 및 L3 캐시들 내에도 존재한다. 이 특성은 포함(inclusion)으로 알려져 있고 당 기술분야의 숙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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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프로세서들은, 시스템에서의 캐시 코히어런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통의 범용화된 상호 접속(즉, 버스
(20))을 통하여 교신한다. 프로세서들은 상호 접속을 통하여 메모리 위치들을 판독 또는 기록하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을 나타내는 메시지들을 전달한다. 상호 접속 상에 어떤 동작(operation)이 올려지면, 다른 
모든 프로세서들은 이 동작을 "스누프"(snoop)(모니터)하고, 그들의 캐시들의 상태가 요구된 동작이 진행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만일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가능한지를 판정한다. 스누핑
(snooping)을 필요로 하는 수 개의 버스 트랜잭션들이 있으며, 그 버스 트랜잭션들을 승인하여 메모리 코
히어런시를 유지하기 위한 뒤따르는 액션이 있다. 스누프 응답들은, 전형적으로 시스템 컨트롤 포인트 유
닛(32) 내에 존재하는 시스템 로직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된다. 스누핑 동작은, 특정한 버스 신호들의 어
서션(assertion)에 의해 발생되는, 자격 있는 스누프 요구의 수신에 의해 트리거된다. 이 교신이 필요한 
이유는, 캐시들을 갖는 시스템들에서는, 소정 메모리 블록의 가장 최근의 유효 카피가 시스템 메모리(1
6)로부터 시스템 내의 하나 이상의 캐시들로 옮겨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세서(예를 들면, 12a)가 그 
캐시  계층  내에  존재하지  않는  메모리  위치를  액세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메모리  위치의  실제 
(현재) 값을 포함하고 있는 블록의 정본(correct version)이 시스템 메모리(16) 내에 있거나, 또는 또 다
른 프로세싱 유닛, 예를 들면 프로세싱 유닛(12b) 내의 하나 이상의 캐시들 내에 있을 수 있다. 그 정본
이 시스템 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캐시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 메모리 대신에 시스템 내의 캐시
(들)로부터 그 정확한 값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예를 들면, 12a)가 메모리 내의 어느 위치를 판독하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프로세서는 먼저 그 자신의 L1 캐시(24 또는 26)를 폴링한다. L1 캐시 내에 그 블록이 존재하지 않으면, 
요구는 L2 캐시(30)로 전송된다. L2 캐시 내에 그 블록이 존재하지 않으면, 요구는 하층 레벨 캐시들, 예
를 들면, L3 캐시로 전송된다. 하층 레벨 캐시들 내에 그 블록이 존재하지 않으면, 요구는 서비스를 받게 
위해 범용화된 상호 접속(20) 상에 제공된다. 일단 범용화된 상호 접속 상에 동작이 올려지면, 다른 모든 
하층 레벨 캐시들은 그 동작을 스누프하고 그들의 캐시들 내에 그 블록이 존재하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소정의 프로세싱 유닛이 그 L1 캐시 내에 프로세싱 유닛에 의해 요구된 블록을 갖고 있고, 또한 그 블록 
내의 값이 포함(inclusion)의 원리에 의해 변경되었다면, L2 캐시와 임의의 하층 레벨 캐시들도 그 블록
의 카피들을 가질 것이다(그러나, 프로세서의 캐시 내의 카피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카피는 진부
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프로세싱 유닛의 최하층 레벨 캐시(예를 들면, L3)가 판독 동작을 
스누프하면, 그 캐시는 요구된 블록이 상층 레벨 캐시에 존재하고 변경되었다고 판정할 것이다. 이런 경
우가 발생하면, L3 캐시는 프로세싱 유닛이 그 동작을 추후 다시 "재시도"해야 함을 그 프로세싱 유닛에 
통지하는 메시지를 범용화된 상호 접속 상에 올려놓는데, 이는, 메모리 위치의 실제 값이 메모리 계층 상
부의 L1 캐시 내에 있으며, 개시 프로세싱 유닛의 판독 요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도록 그 값이 검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개시 프로세싱 유닛으로부터의 요구가 재시도되면, L3 캐시는 L1 캐시로부터 변경된 값을 검색하여, 
본 발명에는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구현의 정확한 세부 사항에 따라, L3 캐시, 주메모리, 또는 
양자 모두에서 그 값이 입수될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시작한다. L3 캐시는, 상위 레벨 캐시들로부터 블
록을 검출하기 위하여, 블록이 검출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들을 캐시간 접속(inter-cache connection)들
을 통하여 상위 레벨 캐시들에 전송한다. 이들 메시지는 프로세싱 유닛 계층 위쪽으로 L1 캐시에 도달할 
때까지 전파되고 블록이 계층 아래쪽으로 최하층 레벨(L3 또는 주메모리)까지 옮겨지도록 하여 개시 프로
세싱 유닛으로부터의 요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개시 프로세싱 유닛은 마침내 범용화된 상호 접속 상에 판독 요구를 재시도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변경된 값이 프로세싱 유닛의 L1 캐시로부터 검출되어 있어서, 개시 프로세서로부터의 판독 요구가 만족
될 것이다. 방금 기술한 시나리오를 통상 "스누프 푸시"(snoop push)라고 부른다. 판독 요구가 범용화된 
상호 접속 상에서 스누프되고, 그로 인해 프로세싱 유닛이 블록을 계층의 하부까지 "푸시"하여 개시 프로
세싱 유닛에 의해 요청된 판독 요구를 만족시키게 된다.

프로세서는, 블록을 판독 또는 기록하기를 희망할 경우, 캐시 코히어런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의 
다른 프로세싱 유닛과 그 희망을 교신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캐시 코히어런시 프로토콜은 블
록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지시자(status indicator)를 캐시 계층의 각 레벨 내의 각 블록과 결
합시킨다. 이 상태 정보는, 범용화된 상호 접속과 캐시간 접속들 상의 메시지 트래픽(message traffic)을 
감소시키는  코히어런시  프로토콜에서의  어떤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데  사용된다.  이  메커니즘의 
일례로서, 프로세싱 유닛이 판독을 실행할 경우, 프로세싱 유닛은 그 판독이 추후 재시도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수신한다. 판독 동작이 재시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메시지에는 통상 프로세
싱 유닛으로 하여금 다른 프로세싱 유닛도 블록의 여전히 유효한 카피(still-active copy of the block)
를 갖고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도 포함된다(이는 다른 최하층 레벨 캐시들로 하여금 그들이 
재시도하지 않는 어떠한 판독에 대해서든 "공유"(shared) 또는 "비공유"(not shared) 지시를 제공하게 함
으로써 달성된다). 따라서, 프로세싱 유닛이 시스템 내의 다른 어떤 프로세서가 블록의 카피를 갖고 있는
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다른 어떤 프로세싱 유닛도 블록의 유효한 카피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독 프로세싱 유닛은 블록의 상태를 "배타"(exclusive)로 표시한다. 블록이 배타로 표시되면, 다른 어떤 
프로세싱 유닛도 블록의 카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싱 유닛으로 하여금 추후 시스템 내의 다
른 프로세싱 유닛들과 먼저 교신하지 않고서 블록을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프로세
서가 먼저 그 의도를 상호 접속 상에 통신하지 않고서 어느 위치를 판독 또는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코히어런시 프로토콜에 의해 다른 어떤 프로세서도 그 블록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전술한 캐시 코히어런시 기술은 "MESI"라고 부르는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특정한 프로토콜에 의해 구현된
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캐시 블록이 4개의 상태들 중 하나 즉, "M"(Modified; 변경), "E"(Exclusive; 배
타), "S"(Shared; 공유), 또는 "I"(Invalid; 무효) 상태에 있을 수 있다. MESI 프로토콜 하에서는, 각 캐
시 엔트리(예를 들면, 32 바이트 섹터)는 4개의 가능한 상태들 중에서 엔트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2개의 
부가적인 비트들을 갖는다. 엔트리의 초기 상태와 요구 프로세서에 의해 시도되는 액세스의 유형에 따라, 
상태가 변경될 수 있고, 요구 프로세서의 캐시 내의 엔트리에 대하여 특정 상태가 설정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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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가 변경(Modified) 상태에 있을 경우, 어드레싱된 섹터는 그 변경 섹터를 갖는 캐시 내에서만 유효하
고, 변경된 값은 도로 시스템 메모리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섹터가 배타(Exclusive) 상태인 경우에는, 그 
섹터는 주목되는 섹터에만 존재하며, 시스템 메모리와 일치한다. 섹터가 공유(Shared) 상태인 경우에는, 
그 섹터는 해당 캐시와 하나 이상의 다른 캐시에서 유효하며, 모든 공유 섹터들은 시스템 메모리와 일치
한다. 마지막으로, 섹터가 무효(Invalid) 상태인 경우, 어드레싱된 섹터가 캐시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나
타낸다. 도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섹터가 변경, 공유, 또는 무효 상태들 중 어느 하나의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섹터는 특별한 버스 트랜잭션에 따라 그 상태들 사이에서 천이할 수 있다. 배타 상태의 
섹터는 다른 어떤 상태로도 천이할 수 있지만, 섹터가 배타 상태가 될 수 있으려면 먼저 무효 상태이어야
만 한다.

전술한 캐시 코히어런시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캐시 블록들을 액세스하는 것이 더욱 개선될 수 있다. "개
입"이라고 부르는 이 개선에 의해, 변경 메모리 블록을 관리하고 있는 캐시가 해당 블록 내의 데이터 또
는 명령을 (판독형 동작의 경우) 그 값을 요구하는 또 다른 캐시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바꾸어 말
하면, 데이터 또는 명령을 시스템 메모리에 기록한 다음, 요구 프로세서로 하여금 메모리로부터 그것을 
도로 다시 판독하게 하는 필요성이 배제된다. 개입은 그 상태가 변경인 블록 내에 그 값을 갖는 캐시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값의 유효한 카피를 갖는 캐시 블록이 하나밖에 없으며, 따라
서 먼저 시스템 메모리에 그 값을 기록할 필요 없이 버스(20)를 통하여 값을 제공(source)하는 것은 간단
한 일이다. 따라서 개입 절차는 (실제로는 3회의 버스 동작 및 2회의 메모리 동작을 수반하는) 시스템 메
모리에 기록하고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판독하는 더 오래 걸리는 처리를 피함으로써 처리의 속도를 향상시
킨다. 이 절차로 인해 레이턴시(latency)가 더욱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버스 대역폭이 증가된
다.

종래의 프로토콜들은, 데이터 또는 명령이 미변경(즉, 공유 또는 배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입
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 가지 방법은, 공유 캐시 블록을 변경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그렇
게 하면, 그 값을 포함하고 있는 캐시에 의해 그 값이 제공될 수 있지만, 이때는 그 값이 시스템 메모리
에도 기록될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일로서 추가 지연이 생기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변경 데이터 또는 
명령의 효과적인 개입을 고려한 캐시 코히어런시 유지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미변
경 상태의 특정한 유형(즉, 공유 또는 배타 또는 다른 임의의 미변경 상태)에 관계없이 값들의 개입을 단
순화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판독형 동작을 수행하는 개선된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하나의 목적은, 목표 값이 또 다른 프로세서의 캐시에서 미변경 상태로 발견될 수 있는 경
우 개선된 개입 응답을 고려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캐시 블록들 내에 미변경 상태로 유지된 값들에 대해 다수의 상태들을 정의하
는 캐시 코히어런시 프로토콜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술한 목적들은,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요구 프로세싱 유닛에 의해 송출된 판독형 동작과 관
련된 메모리 레이턴시(memory latency)를 개선하는 방법에 의해 달성되는데, 상기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
스템 메모리로부터의 값을 적어도 제1 및 제2 캐시들로 로드하는 단계, 상기 캐시들을 상기 값의 공유, 
미변경 카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하는 단계, 요구 프로세싱 유닛으로부터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이 상기 값을 판독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송출하는 단계 및 상기 캐시들 중 소정
의 캐시로부터 상기 소정의 캐시가 상기 값을 제공(source)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응답은 상기 캐시가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된 버스로부터 상기 메시지를 
스누핑하는 것에 응답하여 전송된다. 상기 응답은 시스템 로직에 의해 검출되어 상기 시스템 로직으로부
터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으로 전송된다. 그 후, 상기 캐시는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된 버스
에 상기 값을 제공한다. 상기 메시지에는 요구 식별자(request identifier)가 첨부될 수 있고, 상기 캐시
는 상기 요구 식별자가 또한 첨부된 응답으로서 상기 값을 제공한다. 시스템 메모리가 상기 메시지를 검
출하고 통상 상기 값을 제공하게 되지만, 상기 응답은 시스템 메모리 대신 캐시에 의해 상기 값이 제공될 
것임을 메모리 장치에 통지한다. 상기 소정의 캐시는 여러 방식으로, 예를 들면, 임의로 상기 제1 및 제2 
캐시들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캐시 레이턴시가 메모리 레이턴시보다 훨씬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새
로운 프로토콜에 의해 판독 성능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상기한 것들은 물론 부가적인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이점들을 이하 상세히 기술된 설명에서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특징들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발명 자체는 
물론 그 바람직한 이용 양태, 부가적인 목적들, 및 이점들에 대해서는 이하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첨부 도면과 함께 참조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도  1의  시스템과  같은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에서  판독형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은 반드시 종래의 컴퓨터 시스템들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은 도 
1에 도시되지 않은 새로운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기존의 구성 요소들의 새로운 상호 
접속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당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이 도면에 도시된 범용화된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  내의  다른  프로세서들과  관련된  모든  캐시들의 스누퍼
(snooper)들로부터 판독 동작을 요구하는 프로세서로 코히어런시 응답들을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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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다. 그 응답들은 표 1에 따라 공식화되어 있다.

[표 1]

어드레스 응답 우선 순위 정의

0 - 예약

1 3 (1) 공유 개입

10 6 원격 상태

11 4 재실행

100 1 (2) 재시도

101 2 (3) 변경 개입

110 5 공유

111 7 Null 또는 Clean

신호들은 3비트 스누프 응답의 형태를 취하며, 표 1에 그 값(어드레스 응답)과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이
들 신호는 어드레스 보유 후의 스누프 결과를 나타내도록 부호화된다. 표 1은 재시도(retry) 응답은 물론 
공유(shared) 라인, 변경(modified) 라인, 및 클린(clean)(무효) 라인에 대해 종래에 사용된 것들과 유사
한 응답들을 보여준다. 표 1은 또한 "공유 개입"(shared intervention), "원격 상태"(remote status), "
재실행"(rerun)의 3개의 새로운 응답들도 보여준다. 판독 동작용으로만 사용되는 원격 상태 응답은, 판독
이 성공적일 것이며, 추후 공유(Shared) 또는 배타(Exclusive)의 코히어런시 응답이 또 다른 신호를 사용
한 데이터와 함께 환송될 것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재실행 응답은, 코히어런시 응답이 즉시 결정될 
수 없고 요구가 계층 하부에서 전송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재실행 응답은, 그 메시지가 재송출
(reissue)되어야 하고 앞서 전송된 메시지와 일치될 수 있도록 동일한 식별자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재시도와는 다르다.

공유 개입 응답은, 캐시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 또는 명령의 카피를 갖고 있을 경우, 그 캐시가 그 
값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종래의 변경 개입 응답과 구별된다. 따라서 공유 개입 응답은, 공유 
상태와 배타 상태는 물론 아래 소개되는 새로운 상태(최근 판독(Recently read)용의 "R" 상태)를 포함하
여 미변경 값을 나타내는 어떠한 상태와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응답은 요구 프로세서에게 그것의 요구 식
별자가 첨부된 버스(범용화된 상호 접속) 상의 판독 응답 데이터 또는 명령, 및 그것이 메모리로부터가 
아니라 캐시로부터의 값이라는 신호를 찾도록 지시한다. 버스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요
구들과 응답 메시지들을 중계하기 위한 스누프 버스(snoop bus) 및 교차점(crosspoint)에 접속된 하나 이
상의 다른 값 버스들과 같은 수 개의 "버스들"이 제공되어 있을 수 있다.

응답에는, 사이클마다 데이터 버스를 추적하는 별도의 데이터 태그 버스 상의 8비트 값이 첨부된다. 데이
터 태그 버스 상의 값은 데이터 버스 상의 데이터가 어드레스 버스 상에 전송된 동일한 값을 갖는 메시지
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출처가 메모리가 아니라 캐시임을 나타내도록 개입 중
에  인에이블되는  부가적인  신호인  "메모리  데이터가  아니라  캐시  데이터"(cache  data  not  memory 
data)(DCache)가 있다. 메모리 또는 캐시는 이론적으로는 요구자(requester)가 개입 응답을 볼 수 있기 
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따라서 DCache가 인에이블되면 최후의 데이타가 전송 중임을 나타내고, 
디스에이블되면 개입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응답을 기다려야 하고, 만일 개입이 발생하고 있으
면 그 데이터를 버리고 DCache (및 동일 매칭 데이터 태그)가 표시된 데이터를 기다린다. 또한, 이 새로
운 응답은 메모리 시스템에게 또 다른 캐시의 개입에 의해 판독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독 
요구를 버리도록 지시한다. 캐시 레이턴시가 메모리 레이턴시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프로토콜
에 의해 판독 성능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 로직이 응답들 중 어느 응답이 요구 프로세서에 대한 단일 응답을 공식
화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얻어야 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어떤 값이 각 응답과 관련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하나 이상의 캐시들이 공유 개입 응답(우선 순위 3)에 의해 응답하고, 하나 이상의 캐시들이 재
시도 응답(우선 순위 1)에 의해 응답하는 경우에는, 재시도 응답이 우선권을 얻을 것이고 시스템 로직은 
요구 프로세서에 재시도 응답을 송출할 것이다. 이 시스템 로직은 컨트롤 포인트 유닛과 같은 여러 구성 
요소들 내에 존재하거나, 심지어는 메모리 컨트롤러 내에도 존재할 수 있다. 표 1에서 우선 순위에 대해 
도시된 주요 값들은 재시도 응답에 최고의 우선 순위를 제공하여, 종래 기술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유 
개입 프로토콜의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안적인 우선 순위 체계가 제공될 수 있다. 표 1에서 괄호 
안의 우선 순위 번호에 의해 표시된 이 대안에서는, 공유 개입 응답이 최고의 우선 순위를 가지고, 그 다
음은 재시도 응답이고, 그 다음은 변경 개입 응답이며, 그 밖의 모든 우선 순위들은 첫 번째 체계에서와 
동일하다. 이 대안적인 체계에서는, 공유 개입 응답이 항상 다른 응답들에 우선할 것이며, 이는 여러 가
지 이유로 허용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캐시 라인이 공유 상태에서 값(데이터 또는 명령)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캐시들도 변경 상태에서 동일한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값을 보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어떤 캐시들도 변경 개입 응답에 의해 응답할 수 없을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다른 어떤 캐
시가 재시도를 송출하는 경우에는, 그 재시도에 기초한 해당 캐시로부터의 추후의 어떠한 응답도 기껏해
야 공유될 수 있을 뿐이며, 이 또한 우선 공유 개입 응답을 송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는, 어느 캐시가 미변경 값의 "소유자"이며 따라서 그것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 개의 서로 다른 메커니즘들이 채용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이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MESI 프로
토콜을 사용하고 캐시 라인이 배타 상태에서 값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캐시는 그 값의 유효 카피
를 포함하는 유일한 캐시이며, 따라서 그 캐시가 명백히 소유자이며 공유 개입 응답을 송출할 수 있다. 
그러나, 캐시 라인이 공유 상태에서 값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은 또한 동일한 상태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캐시 내에 보유되며, 따라서 어느 캐시가 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지가 바로 명백하지는 
않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캐시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수  개의  대안들이  이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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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캐시들이 공유 개입에 의해 응답할 수 있으며, 이때 시스템 로직(예를 들면, 시
스템 컨트롤 포인트)은 어느 캐시가 그 값을 제공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잠정 
소유자들 중의 하나를 제외한 모두에게 재시도 응답을 환송하고, 선택된 소유자에게만 공유 개입 응답을 
환송할  수  있다.  소유자는  임의로  선택되거나,  고정  또는  회전  우선  순위  체계(fixed  or  rotating 
priority scheme)에 기초하여 선택될 수 있다.

공유 값을 포함하고 있는 복수의 캐시들 중에서 소유자를 판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어느 캐시가 가장 
최근에 캐시 라인을 판독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 캐시는, 또 다른 
캐시가 이 라인을 판독하거나 그것이 버려질 때까지 자동적으로 이 라인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이 방법은 
도 3의 상태도에 도시된 새로운 캐시 코히어런시 프로토콜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이 프로토콜은, 도 2
에서와 동일한 4개의 상태들(변경, 배타, 공유, 무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2의 종래의 MESI 프
로토콜과 유사하지만, 가장 최근에 조회된 블록의 표시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R" 상태(Recent)도 포함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상태가 없다면 가장 최근에 조회된 블록은 공유 표시를 가질 것이다. 바꾸어 말
하면, 둘 이상의 캐시들이 하나의 명령 또는 데이터 값의 유효 카피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들 모두
는, 그 명령 또는 데이터 값을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캐시 외에는, 공유 상태에 있을 것이며, 가장 최근
에 액세스한 캐시는 최근(Recent)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제는 총 5개의 가능한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각 캐시 엔트리는 해당 엔트리가 어느 상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2비
트 필드 대신에) 3비트 필드를 필요로 한다.

이 새로운 프로토콜을 여기서는 "R-MESI"라고 부른다. 종래의 프로토콜에서와 같이, 4개의 M-E-S-I 상태
들은 엔트리의 초기 상태와 요구 프로세서에 의해 시도되는 액세스의 유형에 기초하여 변할 수 있다. 이
들 4개의 상태가 변하는 방식은, 하기의 예외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종래의 MESI 프로토콜과 동일하
다.  표  2는  "미스"(miss)가  발생하는  판독형  동작에서의  마스터  캐시  상태  천이(master  cache  state 
transition)들을 보여준다.

[표 2]

버스 동작 마스터 상태 코히어런시 응답

1 판독 I → R ShrI, Shr, 또는 Mod

2 RWITM I → E ShrI, Shr, 또는 Null

3 판독 I → E Null

4 RWITM I → M Mod

코히어런시 응답이 변경(Mod), 공유(Shr), 또는 공유 개입(ShrI)이면 "판독 미스"(Read miss) 버스 동작 
시에  최근(Recent)  상태가  개시되고(표  2의  첫  번째  줄),  그  응답이  "판독  미스"  동작  시에 변경
(Modified)이면 변경 캐시가 명령 또는 데이터를 메모리에도 전송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변경
이 아니다. "판독 미스" 동작 시에 코히어런시 응답이 없다면(Null)(표 2의 세 번째 줄), 종래의 MESI 프
로토콜에서와 같이 배타(Exclusive) 상태가 개시된다. "RWITM 미스" 동작 시(RWITM은 Read With Intent 
To Modify의 약어임)에는, 코히어런시 응답이 Null, Shr, 또는 ShrI이면 배타 상태가 개시되고(표 2의 두 
번째 줄), 코히어런시 응답이 Mod이면 변경 상태가 개시된다(표 2의 네 번째 줄). RWITM의 경우는 아직 
실행  준비중인  데이터  또는  명령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일단  실행  준비된  명령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3은 캐시가 판독형 동작(판독 적중)(read hit)을 위하여 스누퍼로서 동작할 때 버스 트랜잭션이 캐시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일례를 보여준다.

[표 3]

버스 동작 스누퍼 상태 코히어런시 응답

1 버스트-판독 R → S ShrI

2 버스트-판독 E → S ShrI

3 버스트-판독 M → S Mod

4 RWITM E 또는 R → I ShrI

5 RWITM M → I Mod

배타(Exclusive) 또는 최근(Recent) 개시 상태에서는(표 3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줄), 캐시는 공
유 개입 코히어런시 응답을 전송할 것이며, 이는 시스템 메모리가 연루됨이 없이 캐시가 개입을 통하여 
직접 그것의 명령 또는 데이터의 카피를 요구 프로세서에 제공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게 명령이 제공될 
때마다, 다음 상태는 "판독 적중" 동작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고(표 3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RWITM 적
중" 동작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표 3의 네 번째 줄). 프로그램 명령은 일반적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
에  명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시  상태가  변경인  경우들에서는,  코히어런시  응답이  변경일 
것이며, 개입이 여전히 행해진다. 버스 동작이 "RWITM"이었으면, 값은 캐시에서 캐시로만 전송되지만, 버
스 동작이 판독이었으면, 값은 캐시와 메모리 양자 모두에 전송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표 2와 표 3에 제시되지 않은 상태와 동작들에 대해서는, 천이와 코히어런시 응답들이 
종래의 MESI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는데, 다만 캐시 엔트리는 기록 동작에 처하는 "R"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한 가지 조건이 수반되며, 해당 엔트리는 공유 엔트리가 기록 동작에 처할 때 일어나는 것과 유사
한 방식으로 변경 상태로의 천이를 겪게 될 것이다. R-MESI 프로토콜에 관해서는 다음의 점들이 추가로 
주목될 수 있다. 즉, 엔트리는 무효에서 공유로 결코 천이할 수 없다(대신에 최근으로 진행할 것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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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엔트리는 배타에서 최근으로 결코 천이할 수 없다(대신에 공유로 진행할 것이다)는 점, (공유 엔트리
가 배타로 천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엔트리는 최근에서 배타로 결코 천이할 수 없다는 점, 그리
고 엔트리는 변경에서 최근으로 결코 천이할 수 없다(그것은 공유로 천이하고, 요구 프로세서의 캐시 내
의 엔트리는 최근으로 천이할 것이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R-MESI 프로토콜에 의해, 블록의 소유권은 명령 또는 데이터를 판독하는 마지막 캐시로 이전되
며,  이는 가장 최근에 사용된 상태에 머무르는 부가된 이점을 갖고,  그에 따라 최저 사용 빈도(LRU: 
least  recently  used)  캐시 교체 메커니즘이 채용되면 할당 해제(deallocation)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R" 캐시 상태는 저장된 I/O 상태 위치를 가장 최근에 판독한 프로세서/캐시를 중단시키는 지능 입/출력
(I/O) 컨트롤러와 같은 다른 응용에도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 프로세서/캐시가 I/O 장치 드라이
버 코드를 저장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며, 따라서 그 코드를 캐시 내에 페치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프
로세서에서보다 고속으로 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 명령 및 데이터(즉, 하나 이상의 캐시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명령 또는 데이터)에 개입을 제공함으로
써, 메모리 레이턴시가 상당히 개선된다. R-MESI 프로토콜의 한 평가에서는, 산업 표준 벤치마크에 따라 
성능이 종래의 MESI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5300 TPMc에서 7500 TPMc(transactions per minute)(분당 트랜
잭션 수)로 향상되었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메모리 컨트롤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며, 메모리 대역폭
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판독형 동작을 수행하는 개선된 방법으
로서, 목표 값이 또 다른 프로세서의 캐시에서 미변경 상태로 발견될 수 있는 경우 개선된 개입 응답을 
고려하고, 캐시 블록들 내에 미변경 상태로 유지된 값들에 대해 다수의 상태들을 정의하는 캐시 코히어런
시 프로토콜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상, 특정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 설명은 한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도록 의도
된 것이 아니다. 당 기술분야의 숙련자라면 본 발명의 설명을 참조하고서 본 발명의 대체 실시예는 물론 
개시된 실시예의 각종 변형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규정된 본 발
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그러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관련 캐시를 각각 구비한 복수의 프로세싱 유닛들을 포함하는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요구 프로
세싱 유닛(requesting processing unit)에 의해 송출된 판독형 동작(read-type operation)과 관련된 메모
리 레이턴시(memory latency)를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서,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로부터의 값을 적어도 
제1  및  제2  캐시들로  로드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  캐시들을  상기  값의  공유,  미변경 카피들
(shared, unmodified copies)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mark)하는 단계와, 요구 프로세싱 유닛으로부
터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이 상기 메모리 장치의 상기 어드레스로부터 상기 값을 판독하기를 희망한다
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송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 캐시들 중의 소정의 캐시로부터 상기 소정
의 캐시가 상기 값을 제공(source)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메모리 
레이턴시 개선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은 시스템 로직에 의해 검출되며, 상기 시스템 로직으로부터 상기 요구 프로
세싱 유닛으로 상기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레이턴시 개선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캐시가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된 상호 접속(interconnect)에 상
기 값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레이턴시 개선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캐시는 상기 제1 및 제2 캐시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되는 메모리 레이턴시 
개선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은, 상기 소정의 캐시가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된 상호 접속으로부
터 상기 메시지를 스누핑(snooping)하는 부가적인 단계에 응답하여 전송되는 메모리 레이턴시 개선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에 요구 식별자(request identifier)를 첨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메모
리 레이턴시 개선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메시지를 검출하고, 상기 응답은 상기 소정의 캐시에 의해 상
기 값이 제공될 것임을 상기 메모리 장치에 통지하는 메모리 레이턴시 개선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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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캐시 외에 하나 이상의 다른 캐시가 또 다른 응답을 전송하고, 제1 우선 
순위 값이 상기 소정의 캐시로부터의 상기 응답과 관련되고, 상기 제1 우선 순위 값보다 낮은 우선 순위
를 나타내는 제2 우선 순위 값이 상기 또 다른 응답과 관련되는 메모리 레이턴시 개선 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에 접속된 상호 접속에 대한 응답(reply)으로서 상기 소정의 
캐시가 상기 값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응답에는 상기 요구 식별자가 첨부되는 메모리 레
이턴시 개선 방법.

청구항 10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메모리 장치와, 상기 메모리 장치에 접속된 상호 접속과, 상기 상호 접속에 접
속된 복수의 프로세싱 유닛들―각각의 프로세싱 유닛은 상기 메모리 장치로부터의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캐시를 구비하고, 상기 캐시들 중의 소정의 캐시는, 상기 캐시들 중의 하나 이상의 다른 캐시 내에도 공
유, 미변경 카피로서 포함된 값인 상기 메모리 장치로부터 로드된 값의 공유, 미변경 카피를 상기 소정의 
캐시가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있음―과, 상기 소정의 캐시로부터 상
기 소정의 캐시가 상기 값의 판독을 요구하는 프로세싱 유닛에 상기 메모리 장치로부터 로드된 상기 값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응답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접속에 접속된 시스템 컨트롤 유닛―상기 시스템 컨트롤 유닛은 상기 응답
을 검출하고 상기 응답을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에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고 있음―을 더 포함하
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캐시로부터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에 상기 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값의 상기 공유, 미변경 카피들을 포함하는 상기 캐시들 중에서 상기 소정의 캐
시를 임의로 선택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캐시는 상기 요구 프로세싱 유닛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찾아 상기 상호 접
속을 스누핑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5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과 관련된 우선 순위를 판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에 요구 식별자를 첨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메시지를 검출하고, 상기 소정의 캐시에 의해 상기 값이 제
공될 것임을 상기 메모리 장치에 통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응답으로서 상기 값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응답에는, 상기 요구 
식별자와, 상기 값의 출처가 상기 메모리 장치가 아니라 캐시임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신호가 첨부되는 컴
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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