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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메모리 액세스스케쥴링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메모리 콘트롤러를 포함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메모리 콘트롤러는 판독 요청 큐에 연결되어 있다. 명령 큐

는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다. 메모리 페이지 테이블은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다. 메모리 페이지는 

다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다. 메모리 페이지 이력 테이블은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다. 메모리 페

이지 이력 테이블은 다수의 페이지 이력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다.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은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

결되어 있다. 메모리 콘트롤러는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메모리 스케쥴링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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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메모리 콘트롤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latency)을 감소시키고 대역

폭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등의 최신 메모리는 컴퓨터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메모리는 페이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메모리의 각 페이지에는 다수의 인접한 기억 장소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 있다. DRAM 등의 메모리 장

치는 또한 DRAM 장치마다 적은 수의 뱅크(예를 들면, 4개의 뱅크)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이들 메모리 장치 각각은

뱅크마다 다수의 페이지를 갖는다. 뱅크 중에서 한번에 단지 하나의 페이지만이 액세스될 수 있다. 뱅크 내의 특정 페

이지가 액세스될 수 있으려면, 그 액세스 이전에 그 페이지가 '활성화(activate)' 명령을 사용하여 열려(open) 있어야

만 한다. 이 활성화 명령은 '로우(row)' 명령이라고도 한다. 페이지를 열도록 요구하는 메모리 요청은 페이지-공백 액

세스 요청(page-empty access request)이라 한다. 이미 열려 있는 페이지에 대한 메모리 요청은 페이지 히트 액세

스 요청(page-hit access request)이라 한다. 페이지는 프리차지 명령(pre-charge command)을 사용하여 닫을 수 

있다.

페이지 P0와 동일한 메모리 뱅크에 위치하는 페이지 P1 내의 장소에 액세스하기 위한 요청이 수신될 때 페이지 P0가

열려 있는 경우, 먼저 페이지 P0가 닫혀진 후에야만 페이지 P1을 열 수 있다. 이것과 같은 페이지 충돌은 한쪽 페이지

가 닫혀진 후에야만 원하는 페이지를 열 수 있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 상황을 페이지-미스 액세스(page-miss access

)라고 한다.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은 페이지 히트의 경우보다 페이지 미스의 경우 훨씬 더 크다. 서로 다른 메모리 뱅크들에 대

한 페이지 히트 액세스와 페이지 공백 액세스는 가용 데이터 대역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터리브될 수 있다. 그렇지

만, 페이지 미스 액세스는 일반적으로 가용 데이터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페이지 미스는 특

히 DRAM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

SDRAM/DDR(동기식 DRAM 더블 데이터 레이트) 메모리 기술은 적은 수의 DRAM 뱅크를 갖는다. SDRAM/DDR 메

모리는 각 클록 사이클의 양쪽 엣지 모두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유형의 SDRAM으로서, 메모리 칩의 데이터 

처리율을 효과적으로 배가시킨다. 적은 수의 메모리 뱅크를 갖는 SDRAM/DDR 메모리에서는 페이지 미스 액세스 및 

페이지 공백 액세스로 인해 성능 병목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성능 병목 현상은 메모리 대기시간의 증가 및 

대역폭의 감소, 이에 따른 플랫폼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메모리 콘트롤러에서는, 페이지가 닫혀 있거나 또는 

페이지가 적극적으로 닫혀질 수 있는 시점에서 페이지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페이 지를 열어두어야 하는지 딜레마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술 중 어느 것도 모든 작업 부하에 대해 최적이지는 않다.

SDRAM/DDR 메모리는 메모리 요청이 완료되자마자 메모리 뱅크를 자동적으로 프리차지하는(닫는) 데 사용될 수 있

는 자동 프리차지(auto-pre-charge)라고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이것은 SDRAM/DDR 메모리 장치에 보다 적합

한 페이지-닫기 방식의 개발에 있어서 유용할 수 있다. 명시적인 프리차지 명령을 발행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자동 

프리차지 방식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명시적인 프리차지 명령을 필요없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DRA

M 명령의 버스 이용 대역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명령들을 위해 명령 버스 슬롯을 해방시켜준다. 그렇지

만, 자동 프리차지 방식은 모든 페이지 미스 액세스를 페이지 공백 액세스로 변환할(즉, 대기시간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 프리차지 방식은 모든 페이지 히트 액세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을 행한다. 따라서, 앞서 있었던 요청을 

위해 이미 열려 있던 페이지를 단지 재사용하게 될 것인 액세스에 대한 대기시간이 보다 길어지게 된다. 액세스 스트

림에 존재하는 집약성(locality)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성능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기존의 DRAM 기술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내부의 연결된 DRAM 장치에 일련의 DRAM 명령을 발행한다. 이들 D

RAM 명령은 DRAM 장치로 하여금 이전에 열려 있던 페이지의 닫기(프리차지), 새로운 페이지의 열기(활성화) 및 DR

AM 장치로부터 데이터의 판독 또는 그 장치로 데이터의 기록 등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전기적인 문제로,

동일한 DRAM 메모리 뱅크로의 연속한 명령들 사이에 일정한 시간 여유를 두어야만 한다. 이렇게 할당된 시간은 제

조업자의 규격에 규정되어 있으며 DRAM 타이밍 요건이라고 한다. 도 1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 발

행되는 명령은 물론 관련 타이밍 요건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DRAM 명령 스트림(100)은 아이들 상태의 DRAM 뱅

크로부터의 판독(페이지 공백)을 나타낸 것이다. DRAM 명령 스트림(105)은 다른 페이지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DRA

M 뱅크로부터의 판독(페이지 미스)을 나타낸 것이다. DRAM 명령 스트림(100, 10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속적인 

메모리 액세스를 위한 DRAM 명령이 순차적으로 발행될 때, DRAM 서브시스템은 시간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할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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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아이들 상태로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이들 아이들 상태의 DRAM 명령 버스 슬롯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것은 메모리 시스템 효율의 저하 및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유사한 참조 번호가 유사한 구성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첨부 도면들에 단지 일례로서 도시되어 있으며, 이

는 어떤 한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본 개시 내용에서 일 실시예라고 한 표현은 반드시 동일한 실시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를 말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도 1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 발행된 명령 및 그와 관련된 타이밍 요건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구비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를 구비한 메모리 콘트롤러를 포함하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

다.

도 4는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를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비교한 명시적인 프리차지 명령의 비교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페이지 테이블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를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7은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를 구비한 메모리 콘트롤러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A는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를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8B는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를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8C는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를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8D는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에 대한 병렬 프로세스를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9는 마이크로 명령 스케쥴러를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명령 스트림을 중첩 스케쥴러(overlapped schedulers

) 및 순차 스케쥴러(sequential scheduler)와 비교한 비교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은 중첩 명령 스케쥴링을 사용하는 마이크로 명령 스케쥴러를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단순 스케쥴러와 

비교한 비교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1A는 마이크로 연산 기반 명령 스케쥴링을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11B는 마이크로 연산 기반 명령 스케쥴링을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12는 편의적 기록 플러싱(opportunistic write flush) 프로세스를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3A는 편의적 기록 플러싱을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13B는 편의적 기록 플러싱을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14는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을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5는 페이지 액세스 지향 블록 기반 방식의 스케쥴링 프로세스(page-access oriented block-based scheduling 

process)를 구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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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메모리 콘트롤러 스케쥴링 및 메모리 액세스로 인한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에 관한 것이다. 이제부터,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예시적인 실시예들

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도 2는 시스템(200)을 포함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200)은 중앙 처리 장치(CPU) 및 캐시

(210), 메모리 콘트롤러(220), 입출력(I/O)(230), 메인 메모리(240) 및 메모리 버스(250)를 포함한다. 유의할 점은 C

PU 및 캐시(210)와 메모리 콘트롤러(220)가 동일 칩 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인 메모리(240)는 DRAM(동

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 SDRAM(동기식 DRAM), SDRAM/DDR(SDRAM/더블 데이터 레이트), RDRAM(램버스 DRA

M) 등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콘트롤러(220)는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intelligent auto

-pre-charge process)(215)를 포함한다.

도 3은,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를 포함하는 스케쥴링 수단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메모리 액

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회로부(300)는 메모리 콘트롤러부(220), 기록 버퍼(

320), 판독 요청 큐(330) 및 명령 큐(340)를 포함한다. 메모리 콘트롤러부(220)는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

5)를 포함한다. 메모리 콘트롤러(220)는 메모리 스케쥴러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자동 프리차지 동작의 선택적 인에이블(selective 

enabling)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동 프리차지 동작의 선택적 인에이블은 열려 있는 페이지에 대한 추가의 액세스가 

메모리 콘트롤러(220)의 요청 큐에 있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처리된다. 여기서, 자동 프리차지를 착수할지 여부가 판정

된다. 열려 있는 페이지에 대한 다른 요청을 검출할 수 없는 경우, 자동 프리차지는 계속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차후

의 요청과의 어떤 충돌도 검출되지 않은 경우, 액세스 후에 프리차지를 행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를 디스에이블함

으로써 자동 프리차지 동작이 취소된다.

자동 프리차지 결정을 가능한 한 길게 지연시키는 것도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해 제공된다. 자동 프리차지 결정을 

가능한 한 길게 지연시킴으로써, 또 다른 요청이 열려 있는 페이지에 도달할 기회가 증가된다. 따라서, 더 많은 페이지

히트 액세스가 일어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콘트롤러(220) 내의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판독 요청 큐(330) 또

는 기록 버퍼(320)로부터 한번에 하나씩 요청을 선택한다. 이어서,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그 요청을

위해 필요한 DRAM 명령을 발생하고 이를 명령 큐(340)에 위치시킨다. 명령은 명령 큐(340)로부터 DRAM 명령 버스

상으로 시프트되어 나간다. 유의할 점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이 스케쥴러의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

) 구현과 같이 명령 큐(340) 없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4는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를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비교한 명시적인 프리차지 명령의 비교예

를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가 페이지 미스 액세스의 횟수를 감소시키고(페이지 

공백으로 변환되어 대기시간이 감소됨) 필요한 명령 대역폭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적인 방법에 비하여 어떻게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타임라인(timeline)(4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요청(415)은 뱅크 0, 페이지 0(즉, B0, R0) 내의 한 장소에 

액세스한다. 제2 요청(416)은 뱅크 1, 페이지 0(즉, B1, R0) 내의 한 장소에 액세스한다. 제3 메모리 요청(417)은 뱅

크 0, 페이지 1(즉, B0, R1: 제1 요청(415)과 뱅크는 동일하지만 메모리 페이지는 상이함) 내의 한 장소에 액세스한다

. 타임라인(420)은 유사한 제1 요청(415), 제2 요청(416) 및 제3 요청(417)을 갖는다. 그렇지만, 타임라인(420)은 지

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를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사용한다. 타임라인(410, 420)에서, 제1 판독(430)

은 제1 요청(415) 후에 행해진다. 타임라인(410)에서, 판독 요청(440)이 행해지면, 뱅크 0에 대한 프리차지 요청이 

필요하다(즉, 뱅크 0을 닫아야 한다). 반면에, 타임라인(420)에서는, 프리차지 요청이 취소된다. 따라서, 제3 요청(41

7)은 타임라인(410)과 비교하여 대기시간없이 행해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콘트롤러(220) 내의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변화하는 시스템 부하

에 기초하여 메모리 페이지를 프리차지할 것인지(닫을 것인지) 또는 메모리 페이지를 프리차지하지 않을 것인지를 동

적으로 결정한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메모리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CAS 동작의 발행시에 프리차지 실행 여부

의 결정은 메모리 콘트롤러(220)의 요청 큐에 추가의 요청이 존재하는지(또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기초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페이지를 프리차지할지 여부의 결정은 이하의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 제1 조건은 메

모리 콘트롤러(220)의 요청 큐가 비어있는 것이다. 즉, 메모리 콘트롤러(220)가 현재 어떤 추가의 요청도 가지고 있

지 않은 것이다. 이 조건에서, 페이지는 열린 채로 두고, CAS 명령과 관련된 자동 프리차지 동작이 취소된다.

다른 조건은 메모리 콘트롤러(220)의 요청 큐가 비어있지 않지만 이 요청 큐가 동일한 페이지에 대한 어떤 추가의 요

청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조건에서, 자동 프리차지 동작은 취소되지 않으며, 페이지는 CAS 동작이 완료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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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닫힌다.

또 다른 조건은 메모리 콘트롤러(220)의 요청 큐가 비어있지 않고 동일한 페이지에 대한 차후의 요청이 있는 것이다. 

이 조건에서, 페이지는 열린 채로 두며, CAS 동작과 관련된 자동 프리차지 동작이 취소된다.

도 5는 페이지 테이블(520),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525), 판독 요청 큐(530),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

215) 및 명령 큐(340)를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각 페이지 테이블 엔

트리(525)는 명령 큐(340)에서의 슬롯의 번호가 들어 있는 슬롯 # 필드(526)를 포함한다. 슬롯 # 필드(526)는 메모

리 페이지에 대한 명령 큐(340)에 있는 이전의 컬럼 어드레스 신호(column address signal, CAS) 명령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일단 초기화되면, 슬롯 # 필드(526)는 명령 큐(340)가 시프트 레지스터를 시프트할 때마다 한번씩 감소

된다. 슬롯 # 필드(526)는 명령 큐(340) 내의 모든 슬롯을 열거하는 데 필요한 비트의 수보다 1비트 더 넓은 폭을 갖

는다. 슬롯 # 필드(526)가 (예를 들어 0000에서 1111까지) 한 바퀴 돌면(roll over), 이 감소가 멈춘다. 따라서, 최상

위 비트는 그의 슬롯 # 필드(526)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각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525)는 메모리 페이지

번호(529), 유효성 비트(528) 및 닫힘 비트(closed bit)(527)도 포함하고 있다. 닫힘 비트(527)는 그 스케쥴링 시 에 

페이지가 닫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명령 큐(340)는 복수의 엔트리를 가지며, 그 각각

은 명령 필드, 어드레스 필드, 및 자동 프리차지 제어 비트 필드를 가지고 있다. 유의할 점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

에서 페이지 테이블(520)의 기능을 벗어나지 않고 다른 공지의 기술들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525)를 다음과 같이 사용한

다. 메모리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명령이 발행되었는데 페이지 테이블 내에 그 페이지에 대한 엔트리가 없는 경우 또

는 페이지 테이블이 그 페이지가 현재 닫혀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명령 큐(34

0)에 뱅크 활성화(ACT) 명령을 스케쥴링한 다음에 명령 큐(340)에 CAS 명령을 스케쥴링한다. CAS 명령은 자동 프

리차지 비트를 임시적으로 설정(set)한다.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CAS 명령이 스케쥴링되어 있는 슬

롯을 가리키기 위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525)를 갱신한다. CAS 명령이 명령 큐(340)의 선두에 도달하면, CAS 명

령은 자동 프리차지 비트의 현재 값을 사용하여 발행된다. 그렇지만, 명령 큐(340)에 그 페이지에 대한 선행하는 액세

스가 있지만 페이지 충돌이 없는 경우,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그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가리키고 

있는 명령 큐(340)의 슬롯 내의 자동 프리차지 비트를 소거(clear)시킨다. 이어서,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

5)는 현재의 액세스를 위해 CAS 명령을 스케쥴링하고, CAS 명령이 스케쥴링되어 있던 명령 큐(340)의 슬롯을 가리

키도록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525)를 갱신한다. 그렇지만, 페이지 충돌이 있는 경우, 페이지는 자동 프리차지 명령에 

의해 닫혀질 수 있으며, 페이지 테이블은 그 페이지가 닫혀있음을 나타내도록 갱신된다. 그 페이지에 대한 차후의 액

세스가 도달하면, 상기한 바가 반복된다.

도 6은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600)를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페이지 'P'에 대

한 메모리 요청이 도달하면, 프로세스(600)는 블록 605에서 페이지 'P'가 동일한 랭크와 동일한 메모리 뱅크를 갖는 

페이지 테이블 내의 임의의 다른 열린 페이지 'Q'와 충돌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블록 605에서 페이지 P

가 임의의 다른 페이지 Q와 충돌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프로세스(600)는 블록 606으로 가서 페이지 Q의 닫힘 비

트를 설정한다. 프로세스(600)는 블록 606으로부터 블록 610으로 진행한다. 그렇지만, 블록 605에서 페이지 P가 다

른 페이지 Q와 충돌하지 않는 경우, 프로세스(600)는 곧바로 블록 610으로 진행한다. 블록 610에서는 페이지 테이블

에서 페이지 P를 탐색한다. 이어서, 프로세스(600)는 블록 615으로 진행하여 페이지 P에 대해 엔트리가 존재하는지

와 유효성 비트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정한다. 페이지 P에 대해 엔트리가 존재하고 유효성 비트가 설정되어 있는 경

우, 프로세스(600)는 블록 617로 진행한다.

블록 617에서 페이지 테이블 내의 페이지 P가 열려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블록 617에서 페이지 테이블 내의 페이

지 P가 열려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프로세스(600)는 블록 619로 진행한다. 블록 619에서는 슬롯 # 필드(526)가 

유효한지를 판정한다(유의할 점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유효 상태는 최상위 비트가 '0' 임을 의미하며,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적인 비트 설정이 슬롯 # 필드(526)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함). 블록 619에서 

슬롯 # 필드(526)가 유효하다고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600)는 블록 665로 진행한다. 블록 619에서 슬롯 # 필드(526

)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면, 프로세스(600)는 블록 670으로 진행한다.

블록 617에서 페이지 테이블 내의 페이지 P가 열려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면, 프로세스(600)는 블록 620으로 진행

한다. 블록 620에서는 명령 큐(340)에 페이지 P에 대한 ACT 명령을 스케쥴링한다. 그 다음에, 블록 621에서는 명령 

큐(340)에 페이지 P에 대한 CAS 명령을 스케쥴링한다. 이어서, 블록 622에서는 페이지 P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 엔

트리(525)의 슬롯 # 필드(526)를 갱신하여 CAS 명령이 스케쥴링되어 있는 슬롯 번호를 가진다. 이어서, 블록 623에

서는 명령 큐(340) 내의 CAS 명령에 대한 자동 프리차지 비트를 설정한다. 이어서, 블록 624에서는 닫힘 비트를 소

거시킨다.

그렇지만, 블록 610에서 페이지 P를 페이지 테이블에서 탐색해 보았으나 페이지 P에 대한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세스(600)는 블록 630으로 진행한다. 블록 630에서는 페이지 테이블(520)에 새로운 엔트리를 할당하

고(예를 들면, 슬롯 # 필드(526)의 최상위 비트가 설정되어 있는 최근 최소 사용된(least recently used) 엔트리를 재



공개특허 10-2004-0037187

- 6 -

활용함) 필요한 경우 한 페이지를 할당 해제(deallocate)한다. 이어서, 블록 635에서는 페이지 번호 필드(529)에 페이

지 P의 페이지 번호를 설정한다. 블록 640에서는 유효성 비트(528)를 설정한다. 이 어서, 블록(645)에서는 닫힘 비트

(527)를 소거시킨다. 이어서, 블록 650에서는 슬롯 # 필드(526)의 최상위 비트를 설정한다. 프로세스(600)는 블록 6

50으로부터 블록 605로 진행한다.

블록 665에서는 페이지 P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525) 내의 슬롯 # 필드(526)가 가리키는 명령 큐(340) 내의 

슬롯에서의 자동 프리차지 비트를 소거시킨다. 이어서, 블록 670에서는 명령 큐(340)에 페이지 P에 대한 CAS 명령을

스케쥴링한다. 이어서, 블록 675에서는 페이지 P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525) 내의 슬롯 # 필드(526)가 갱신

되어 CAS 명령이 명령 큐(340)에서 스케쥴링되어 있는 슬롯 번호를 가진다. 이어서, 블록 676에서는 명령 큐(340) 

내의 CAS 명령에 대한 자동 프리차지 비트를 설정한다. 이어서, 프로세스(600)는 블록 605로 진행한다.

요청 큐에 기초하여 페이지를 열린 채로 두거나 페이지를 닫음으로써,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작업 

부하에 적응하고 성능을 향상시킨다. 그렇지만,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를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작업 부하의 유형의 수는 적다. 예를 들면, 집약성(locality)은 높지만 요청이 메모리 명령 

버스를 통해 발행되어야만 할 때까지 그 페이지에 대한 그 다음 요청이 아직 도달하지 않도록 동일한 페이지에 대한 

연속적인 요청들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큰 작업 부하가 있다. 따라서,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페이지

를 닫게 되고, 그 결과 페이지 히트 대신에 페이지 공백이 있게 된다.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가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작업부하 의 유형을 극복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이전의 메모리 요청으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하여 가까운 장래에 동일한 페이지에 대한 차후의 요청이 있을

지, 따라서 페이지를 열린 채로 두어야만 하는지 여부를 예측한다. 다른 대안에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가까운 장래

에 동일한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없을 수 있는지, 따라서 페이지를 닫아야만 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도 7은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개선시키기 위한 스케쥴링 수단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

로서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710)를 포함한다. 도 7에 도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메모리 콘트롤러(220), 페이

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710), 페이지 이력 테이블(720), 및 페이지 테이블(520)을 포함한다. 페이지 테이블(520)은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525)를 갖는다. 각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780)는 타이머 필드(790)를 갖는다. 페이지 

이력 테이블(720)은 복수의 페이지 이력 엔트리(725)를 포함한다. 페이지 이력 엔트리(725)는 커버리지(coverage) 

필드(726), 현재의 액세스 구간(access epoch)에서의 무충돌 액세스(conflict-free access)의 횟수(727), 마지막 액

세스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의 횟수(728), 사용중(in-use) 비트(729), 및 메모리 페이지 번호 필드(730)를 포함한

다.

페이지 이력 테이블(720)은 이전에 액세스했던 페이지에 관한 정보 및 현재 열려 있는 페이지로의 액세스에 관한 정

보를 가지고 있다. 무충돌 액세스의 횟수는 그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닫히기에 앞서 그 페이지를 가능한 한 길게 열어

둔 경우 그 페이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액세스가 있을 것인지를 추적함으로써 (개념적으 로) 결정된다. 이 횟수는 충

돌 후에 페이지가 처음으로 열린 때부터 시작하여 그 페이지가 충돌로 인해 닫힐 때까지 그 동일한 페이지에 대한 액

세스의 횟수를 카운트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페이지 커버리지(726)는 액세스한 전체 페이지의 일부분이다. 본 발

명의 일 실시예에서, 페이지 커버리지(726)는 비트 벡터(bit vector)를 사용하여 구현되며, 이 비트 벡터에서 각 비트

는 페이지 내의 특정의 캐시 라인이 액세스되었는지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페이지에 대한 마지막 액세스로부터의 페이지 이력 테이블(720) 내의 이력 정보(마지막 

액세스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8))를 사용하여 그 다음 액세스 구간에서 그 페이지를 언제 닫아야 하는지

를 예측한다. 이러한 이력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그 페이지가 이전에 액세스되지 않았거나 그의 정보가 페이지 

이력 테이블로부터 제거될 정도로 너무 오래 전에 액세스되었기 때문임), 앞서 있었던 액세스의 페이지로부터의 이력

정보(현재의 액세스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7))를 사용하여 그 페이지를 언제 닫아야 할지를 예측한다.

도 8A 내지 도 8D는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800)를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페이

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800)는 블록 805에서 페이지 P에 대한 요청이 메모리 콘트롤러(220)에 의해 수신되는 것으

로 시작한다. 블록 810에서는 페이지 이력 테이블(720)에 요청된 페이지 'P'와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를 판정한다. 페

이지 P와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경우, 프로세스(800)는 블록 820으로 진행한다. 블록 820에서는 페이지 이력 테이블(7

20) 내의 가장 오래 된 엔트리를 할당 해제한다. 이어서, 블록 821에서는 페이지 이력 테이블(720) 내의 할당 해제된 

엔트리를 사용하여 현재의 요청에서의 페이지 번호에 대한 정보를 할당한다. 블록 822에서는 마지막 구간에서의 무

충돌 액세스 횟수(728)를 페이지 이력 테이블(720)에서의 가장 최근의 엔트리(youngest entry)의 현재의 구간에서

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7)로 초기화한다. 블록 823에서는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7)를 0으로 설

정한다. 블록 824에서는 커버리지(726)를 0으로 설정한다. 블록 825는 페이지 사용중 비트(729)를 설정한다.

이력 테이블(720)에서 페이지 P와 일치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프로세스(800)는 블록 811로 진행한다. 블록 811에

서는 마지막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8) 및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7)를 검색한다.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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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에서는 페이지 P가 이미 사용중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판정한다. 페이지가 이미 사용중으로 표시된 경우, 프로

세스(800)는 블록 816으로 진행하여 커버리지를 검색한다. 페이지가 아직 사용중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

(800)는 전술한 바와 같이 블록 824로 진행한다.

블록 825이 완료된 후에, 프로세스(800)는 블록 830으로 진행하여, 현재의 요청 페이지 P에 대한 스케쥴링의 결과 

동일한 뱅크 및 동일한 랭크에 속하는 다른 페이지 'Q'와의 페이지 충돌이 생기는지를 판정한다. 다른 페이지 Q와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블록 831에서는 페이지 Q를 닫는다. 페이지 Q의 관련 페이지 이력 테이블 엔트리(7

25)는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블록(832)에서, 마지막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8)는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

돌 액세스 횟수(727)로 설정된다. 이어서, 블록 833에서는 페이지 Q에 대한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를

0으로 설정한다. 이어서, 블록 834에서는 페이지 P에 대한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를 0으로 설정한다.

이어서, 블록 835는 사용중 비트(729)를 소거시킨다.

충돌이 없는 경우 또는 블록 835가 완료된 후, 프로세스(800)는 블록 836으로 진행한다. 블록 836에서, 페이지 P에 

대한 요청을 스케쥴링한다. 블록 840에서, 페이지 P에 대한 마지막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8)가 페이지 P

에 대한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7)보다 많은지가 판정된다. 마지막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

(728)가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7)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블록 847에서 페이지 P가 

닫혀진다.

블록 840에서 마지막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8)가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7)보다 많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프로세스(800)는 블록 845로 진행한다. 블록 845에서는 커버리지가 100%보다 작은지 여부를 

판정한다. 커버리지가 100%보다 작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800)는 블록 847로 진행하고 페이지 P를 닫는다. 커버리

지가 100%보다 작은 경우, 프로세스(800)는 블록 846으로 진행하여 페이지 P를 열린 채로 둔다.

프로세스(800)는 블록 850으로 진행하여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7)를 증가시킨다. 이어서, 블록 8

51에서는 커버리지 필드(726)를 갱신한다. 블록 855에서는 페이지가 충돌로 인해 닫혀 있는지를 판정한다. 페이지가

충돌로 인해 닫혀있지 않은 경우, 블록 856에서는 사용중 비트(729)를 소거시킨다. 페이지가 충돌로 인해 닫혀 있는 

경우, 프로세스(800)는 블록 805로 진행한다.

도 8D는 서브 프로세스(890)를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서브 프로세스(890)는 프로세스(800)와 병

렬로 실행된다. 프로세스(890)는 블록 860으로 진행한다. 블록 860에서는 페이지가 열려 있는지를 판정한다. 페이지

가 열려 있는 경우, 블록 865에서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780) 내의 타이머 필드(790)를 리셋시킨다. 블록 860에서 

페이지가 열려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경우, 블록 870에서는 페이지가 마지막 액세스로부터 소정의 시간보다 더 길

게 열려 있었는지를 판정한다. 블록 870에서 페이지가 마지막 액세스로부터 소정의 시간보다 더 길게 열려 있었던 것

으로 판정한 경우, 블록 871에서는 그 페이지를 닫는다.

이어서, 블록 872는 마지막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8)를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7)로 

설정한다. 이어서, 블록 873에서는 현재의 구간에서의 무충돌 액세스 횟수(727)를 0으로 설정한다. 블록 874에서는 

사용중 비트(729)를 소거시킨다. 이어서, 프로세스(890)는 블록 860으로 되돌아간다. 블록 865가 완료된 후, 프로세

스(890)는 블록 860으로 진행한다.

일 실시예에서,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는 메모리 콘트롤러(220)에서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710

)와 결합된다. 그렇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페이지를 열린 채로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페

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710) 또는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 중 하나가 현재의 메모리 스케쥴러(statu

s quo memory scheduler)와 결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메모리 요청과 진행상황을 통신하

는 칩셋 프리페쳐(prefetcher) 또는 프로세서 등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있을 수 있는 장래의 요청과 관련된 다른 정보(

이 정보는 메모리 콘트롤러(220)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페이지를 열린 채로 두거나 페이지를 닫는 것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개선시키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음), 또는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71

0)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개선시키기 위한 스케쥴링 수단은 마이크

로 명령 스케쥴러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지능형 자동 프리차지 프로세스(215) 및 페이지 액

세스 예측 프로세스(710)를 스케쥴러 내에 포함하고 있는 메모리 콘트롤러(220)는 각 메모리 명령을 독립적으로 스

케쥴링가능한 엔티티로서 취급하도록 스케쥴링을 수정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차후의 메모리 요청에

대한 메모리 명령은 현재의 메모리 요청에 대한 메모리 명령들 사이의 아이들 상태 슬롯에 삽입될 수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메모리 요청에 대한 메모리 명령이 중첩되어 메모리 명령 버스 대역폭의 활용도가 더 좋아지게 된다.

도 9는 마이크로 명령 스케쥴러를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중첩 스케쥴러(overlapped scheduler) 및 순차 스케

쥴러(squential scheduler)와 비교한 비교예를 나타낸 것이다. 중첩 메모리 명령 스케쥴링(overlapped memory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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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 scheduling)은 현재의 메모리 요청을 위해 발생되어야만 하는 명령의 세트를 덩어리 개체(rigid entity)로서 처

리하는 것에 기초하며, 메모리 스케쥴러는 이 일단의 명령을 기존의 메모리 명령 스케쥴 상부에 중첩시키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그다지 유연성이 없어서 모든 경우에 다 성공하지는 못하며, 메모리 타이밍 요건의 어떤 값에 대

해서는 순차 방식과 비교하여 아무런 이점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도 9에 타임라인(920)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타임라인(920)은 버스트 길이가 8 바이트인 중첩 스케쥴러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 스케쥴러는 성능을 향상시키

지 못한다.

도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동작(Act 1)은 뱅크 B0 및 로우 R0에 대해 행해진 요청이다. 제2 요청(Act 2)(96

0)은 Act 1과는 다른 뱅크(B1)에 대한 것이다. 도 9에서 이 특정의 명령 시퀀스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

의 일 실시예의 타임라인(910)을 보면 버스트 길이가 8 바이트인 중첩 스케쥴러(타임라인(920)으로 나타냄)는 물론 

순차 스케쥴러(타임라인(940)으로 나타냄)에 비해서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명령 스케쥴링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순 스케쥴러(즉, 순차 스케쥴러)는 물론 중첩 스케쥴러에도 적용될 수 있

다.

도 10은 중첩 명령 스케쥴링을 사용하는 마이크로 명령 스케쥴러를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단순 스케쥴러와 비

교한 비교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10의 비교예는 상이한 뱅크에 대한 2개의 요청(Act1, Act2)을 보여주고 있다. 타임

라인(1010)은 중첩 스케쥴러에 대한 마이크로 연산 기반의 메모리 명령 스케쥴링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

낸 것이다. 타임라인(1020)은 단순 스케쥴러에 대한 기본적인 메모리 명령 스케쥴링을 나타낸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 에서, 마이크로 연산 기반의 메모리 명령 스케쥴링은 요청에 대해 가능한 메모리 명령들 각각을 독립적으로 

삽입하여 최소한의 타이밍 요건만이 고려되도록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점이 있는 몇몇 타이밍 요건(프리차지-활성화 지연, tRP, RAS-CAS 지연, tRCD)의 완화(확장)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들 요건의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마이크로 연산 기반의 명령 스케쥴링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는 연속적인 메모리 액세스가 중첩되고,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 메모리 액세스들이 노출될 수 있는 것에 대해

확장의 일부를 은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도 11A 및 도 11B는 마이크로 연산 기반의 명령 스케쥴링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프

로세스(1100)는 블록 1110에서 메모리 콘트롤러(220)가 메모리 요청 큐(530)로부터 그 다음 요청을 선택하는 것으

로 시작하고, 이 요청에 대해 발행되어야만 하는 메모리 명령들의 시퀀스를 결정한다. 블록 1120에서는 메모리 명령

의 시퀀스를 결정한다. 블록 1120에서 결정하는 명령의 시퀀스는 이하의 것 중 하나일 수 있다.

페이지 충돌: 프리차지, 활성화, CAS;

페이지 공백: 활성화, CAS;

페이지 히트: CAS.

블록 1120에서 테이블 참조에 기초하여 페이지 충돌이 있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25로 진

행한다. 블록 1125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갖는 메모리 스케쥴러가 이하의 요건을 가정하여 그 동작을 현재의

페이지에 대한 마지막 명령 이후의 첫번째 이용가능한 명령 슬롯에 스케쥴링해보려고 시도한다. 블록 1130에서는 선

택된 위치에 프리차지 명령을 삽입하는 것이 이전의 요청에 대해 메모리 명령들을 배열하는 데 사용되었던 페이지 테

이블 가정에 저촉되거나 이를 무효화하게 될지 여부를 판정한다. 블록 1130에서 이 선택된 위치에 프리차지 명령을 

삽입하는 것이 페이지 테이블 가정과 저촉되거나 이를 무효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35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25로 진행하여 그 다음의 이용가능한 명령 슬롯을 탐

색한다.

블록 1130에서 선택된 위치에 프리차지 명령을 삽입하는 것이 이전의 요청에 대해 메모리 명령들을 배열하는 데 사

용되었던 페이지 테이블 가정과 저촉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35로 진행한다. 블록 

1135에서는 선행하는 명령들에 대한 타이밍 요건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선행하는 명령들에 대한 타

이밍 요건들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25로 되돌아간다.

선행하는 명령들에 대한 타이밍 요건들이 고려되고 있는 경우,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36으로 진행하여 프리차지 

명령을 첫번째 이용가능한 슬롯에 삽입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42로 진행한다.

블록 1120에서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한 바 페이지 공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

42로 진행한다. 블록 1142에서는 활성화 명령의 삽입을 위해 첫번째(그 다음) 이용가능한 명령 슬롯을 선택한다. 블

록 1143에서는 활성화 명령을 선택된 위치에 삽입하는 것이 이전의 요청들에 대한 메 모리 명령들을 배열하는 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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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페이지 테이블 가정과 저촉되거나 이를 무효화하게 될지 여부를 판정한다.

블록 1143에서 활성화 명령의 삽입이 이전의 요청들에 대해 사용된 페이지 테이블 가정에 저촉되거나 이를 무효화하

게 될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42로 진행한다. 블록 1143에서 활성화 명령의 삽입이 이전의 

요청들에 대해 사용된 페이지 테이블 가정에 저촉되거나 이를 무효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100)

는 블록 1144로 진행한다.

블록 1144에서는 선행하는 명령, CAS 명령 및 데이터 전송에 대한 타이밍 요건들이 고려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선

행하는 명령에 대한 타이밍 요건이 고려되고 있는 경우,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45로 진행한다. 블록 1145에서는 

활성화 명령을 삽입한다. 그 후,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46으로 진행하여 CAS 명령을 삽입한다.

블록 1120에서 메모리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한 바 페이지 히트가 오게 될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100)는 블

록 1153으로 진행한다. 이 CAS 동작(프로그램의 판독/기록)의 경우, 명령은 요청된 선행 CAS 동작 이후에 허용될 수

있는 명령 큐에서의 가장 앞선 위치에 삽입된다. 요청에 대해 활성화 명령이 발생된 경우, 활성화 명령에 관한 타이밍

요건이 존중되어야만 한다.

블록 1153에서는 CAS 명령을 요청된 선행 CAS 동작 이후에 허용될 수 있는 명령 큐에서의 가장 앞선 위치에 (타이

밍 요건을 존중하면서) 삽입한다. 이어서, 프로세스(1100)는 블록 1110으로 진행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개선시키기 위한 스케쥴링 수단은 편의적 

기록 플러싱 방식(opportunistic write flushing policy)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메모리 콘트롤러(220)

는 기록 선점(write preemption), 기록 금지 기간(write block-out period) 및 비FIFO(non-first-in-first-out) 기록

선택 동작을 사용하여 편의적 기록 플러싱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실시예에서는 기록 플러싱 시퀀스의 편의적 개시, 

새로운 판독 요청이 도달하자마자 기록 플러싱 시퀀스의 선점, 기록 선점이 행해진 후 전환 사이클(turnaround cycle

)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록 금지 기간, 및 기록 요청의 메모리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FIFO 기록 선택이 가능

하다.

도 12는 기록 버퍼(320), 비FIFO 선택(1210), 편의적 기록 플러싱(1235), 기록 금지 프로세스(1205), 및 기록 선점 

프로세스(1225)를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12에 도시된 일례에서 구성요소(1250)를 보면 가

장 좌측의 기록 시퀀스에서의 처음 2번의 기록 이후에 판독 요청이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판독 요청은 기록 

플러싱 시퀀스를 즉시 선점한다. 선점하는 판독이 서비스된 후에, 빈번한 판독/기록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 금지 

기간이 오게 된다.

도 13A 및 도 13B는 편의적 기록 플러싱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 프로세스(1300)는 

블록 1310에서 기록 버퍼에 대한 임계값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선택된 임계값은 구현에 따라 다르다. 블록 13

20에서는 판독 요청이 판독 요청 큐(530)에 존재하는지를 판정한다. 블록 1320에서 판독 요청 큐(530)에 판독 요청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300)는 블록 1330으로 진행한다. 블록 1330에서는 기록 버퍼(320

) 내의 내용이 블록 1310에서 선택한 선택된 임계값을 초과하는지를 판정한다. 블록 1330에서 기록 버퍼 내용이 선

택된 임계값보다 큰 것으로 판정한 경우, 편의적 기록 플러싱이 시작될 수 있다.

블록 1335에서는 기록 플러싱 시퀀스를 개시한다. 기록 플러싱 시퀀스의 개시 시에, 메모리 콘트롤러(220)는 기록 버

퍼(320)로부터 기록 요청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블록 1340에서는 기록 요청이 이미 열려 있는 메모리 페이지에 대

한 것인지를 판정한다. 블록 1340에서 이미 열려 있는 메모리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발견한 경우, 블록 1341에서는 

이 요청에 제1 우선순위를 할당한다. 블록 1340에서 이미 열려 있는 메모리 페이지에 대한 기록 요청을 발견하지 못

하거나 블록 1341이 완료된 경우, 프로세스(1300)는 블록 1345로 진행한다.

블록 1345에서는 (이미 열려 있는 페이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록 요청이 아이들 상태의 메모리 뱅크에 대한 

것인지를 판정한다. 블록 1345에서 아이들 상태의 메모리 뱅크에 대한 기록 요청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블록 1

346에서는 이들 요청에 대해 제2 우선순위를 할당한다. 프로세스(1300)는 블록 1350으로 진행하여 제1 우선순위나 

제2 우선순위 요청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블록 1350에서 제1 우선순위나 제2 우선순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블록 1351에서는 기록 버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요청을 선택한다.

블록 1350에서 제1 우선순위나 제2 우선순위를 발견한 것으로 판정하거나 블 록 1351이 완료된 경우, 블록 1352에

서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면 우선순위 순서에 따라 기록 요청을 플러싱하고, 그렇지 않고 제1 우선순위나 제2 우선순

위의 요청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블록 1351에서 선택된 기록 요청을 플러싱한다. 이어서, 프로세스(1300)는 블록 1

320으로 진행하여, 새로운 판독 요청이 판독 요청 큐(530)에 도달하지 않거나 블록 1310에서 선택된 임계값이 초과

되지 않는 한, 이 시퀀스를 반복한다.



공개특허 10-2004-0037187

- 10 -

메모리 콘트롤러(220)가 기록 플러싱 시퀀스의 도중에 있는 동안 새로운 판독 요청이 판독 요청 큐(530)에 도달하는 

경우, 메모리 콘트롤러(220)는 새로운 기록 요청의 플러싱을 즉각 중지하고 이하의 것을 수행한다. 블록 1320에서 새

로운 판독 요청이 판독 요청 큐(530)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한 후, 프로세스(1300)는 블록 1360으로 진행한다. 블록

1360에서는 기록 플러싱 시퀀스를 중지한다. 프로세스(1300)는 블록 1370으로 진행하여 새로 수신된 판독 요청을 

서비스한다. 블록 1370이 완료된 후, 블록 1380에서는 기록 금지 기간을 시행한다. 기록 금지 기간 동안, 메모리 콘

트롤러(220)는 추가의 판독 요청을 서비스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록 플러싱 시퀀스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금

지 기간은 판독 요청과 기록 요청 사이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지 기간 길이의 정확한 설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절충이 있다. 금지 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된 경우, 메모리에 대한 

기록 요청의 플러싱을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므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금지 기간 길이가 너무 짧게 설정된 경

우, 판독 요청과 기록 요청 사이의 빈번한 변경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환의 증가 및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블록 1390에서는 새로운 판독 요청이 수신되었는지와 프로세스(1300)가 여전히 금지 기간 중에 있는지를 

판정한다. 블록 1390에서 새로운 판독 요청이 수신되었고 프로세스(1300)가 여전히 금지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판

정한 경우, 프로세스(1300)는 블록 1360으로 진행한다. 그렇지만, 블록 1390에서 새로운 판독 요청이 수신되었지만 

프로세스(1300)가 더 이상 금지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300)는 블록 1320으로 되돌아

간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개선시키기 위한 스케쥴링 수단은 페이지 

액세스 지향 블록 기반 방식의 판독 요청 스케쥴링(page-access oriented block-based scheduling)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콘트롤러(220)는 페이지 액세스 지향 블록 기반 방식의 판독 요청 스케쥴링을 사용한

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메모리 콘트롤러(220)는 메모리에 대해 새로운 요청을 발행할 준비가 완료될 때마다, 

판독 요청 큐(530)의 선두에 있는 요청을 선택하는 대신에 판독 요청 큐(530)의 선두에 있는 요청들의 블록을 검사한

다. 이 블록에 있는 각 요청에 대한 페이지 액세스 특성을 계산한 후에, 메모리 콘트롤러(220)는 선택된 블록 내의 어

느 특정의 요청이 제일 먼저 발행되어야만 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는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로

서 상기 계산된 특성을 사용한다.

도 14는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1410)을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테이블 인덱싱(table indexin

g)은 블록 내의 각 요청에 대한 판정된 페이지 액세스 특성의 결과(페이지 히트, 페이지 공백, 페이지 미스)를 하나의 

값으로 해싱(hashing)함으로써 행해진다. 이어서, 이 값은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1410)에 대한 인덱스로서 사용된

다.

페이지 액세스 지향 블록 기반 방식의 판독 요청 스케쥴링을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페이지 충돌로 인한 최적화되지 

않은 페이지 액세스 시퀀스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기 전에 이미 열려 있는 페이지를

먼저 닫기 위해 필요한 부가의 대기시간이 감소된다.

도 15는 페이지 액세스 지향 블록 기반 방식의 스케쥴링 프로세스(1500)를 갖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를 나

타낸 것이다. 프로세스(1500)는 메모리 콘트롤러(220)에서 새로운 판독 요청의 발행 준비가 완료될 때마다 실행된다.

블록 1510에서는 블록 크기 N을 선택한다. 일 실시예에서, 블록 크기 N은 2 또는 3일 수 있다. 그렇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블록 크기 N가 임의의 타당한 크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록 1520에서, 판독 보류 임계값(read-hold threshol

d)을 선택한다.

블록 1530에서는 판독 요청이 선택된 임계값보다 길게 판독 요청 큐(530)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블록 15

30에서 판독 요청이 선택된 임계값보다 길게 판독 요청 큐(530)에 존재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500)는 블

록 1533으로 진행한다. 블록 1533에서는 메모리에 대한 판독 요청을 발행한다. 블록 1533이 완료된 후에, 프로세스(

1500)는 블록(1560)으로 진행한다. 블록 1530에서, 판독 요청이 선택된 임계값보다 길게 판독 요청 큐(530)에 존재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500)는 블록 1535로 진행한다.

블록 1535에서는 판독 요청 큐(530)의 선두로부터 N개(블록 1510에서 선택된 것임)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블록을 선

택한다. 블록 1536에서는 현재의 메모리 페이지 테이블 상태를 사용하여, 요청이 페이지 충돌 액세스인지, 페이지 공

백 액세스인지, 아니면 페이지 히트 액세스인지 여부를 계산한다. 블록 1536으로부터의 결과는 블록 1537에서 사용

된다. 블록 1537에서는 블록 1536에서 얻어진 정보로부터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을 생성한다. 블록 1537에서 생

성된 것인,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1410)은 블록 1536에서의 전체적인 페이지 테이블 룩업 계산의 모든 가능한 값

에 대한 엔트리를 갖는다. 각 엔트리에 대한 값은 현재의 블록에 있는 요청 중 어느 것이 메모리에 대해 제일 먼저 발

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블록 1540에서는 선택된 블록 N에서의 마지막 요청이 블록 1536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블록 1540

에서, 선택된 블록 N에서의 마지막 요청이 블록 1536에서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500)

는 블록 1536으로 진행한다. 선택된 블록 N에서의 마지막 요청이 블록 1536에서 요청의 상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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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블록 1540에서 판정한 경우, 프로세스(1500)는 블록 1550으로 진행한다. 블록 1550은 블록 1536에서 계산

된 결과들을 하나의 총합값으로 결합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블록 1536으로부터의 개개의 페이지 룩업 결과의 결합은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블록 1550에서는 블록 1536에서 계산된 결과들을 우선순위 인코딩(priority encoding)

을 사용 하여 결합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개개의 페이지 룩업 결과를 결합하는 데 본 기술 분야의 다른 기술들도 사

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세스(1500)는 블록 1560으로 진행하여, 블록 1550에서 생성된 값을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1410)에 대한 인

덱스로서 사용한다. 프로세스(1500)는 블록 1565로 진행하여, 블록 1560으로부터의 인덱스를 사용하여 선택된 요청

들 중 어느 것이 메모리에 대해 발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프로세스(1500)는 블록 1570으로 진행하여, 블록 15

65에서 결정된 요청을 발행한다. 블록 1575에서는 N-1개의 미사용 요청들을 판독 요청 큐(530)의 선두에 보관한다.

상기 실시예들은 또한 장치 또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되어 명령어들을 수행하기 위해 기계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기계 판독가능 매체에는 기계(예를 들면,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즉, 저장 및/또는 

전송)하는 임의의 메카니즘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계 판독가능 매체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 랜덤 액세스 메모

리(RAM), 자기 디스크 저장 매체, 광학 저장 매체, 플래시 메모리 장치, 그리고 전기, 광학, 음향 또는 다른 형태의 전

파 신호(예를 들면, 반송파, 적외선 신호, 디지털 신호 등)을 포함한다. 상기 장치 또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에는 고체 

메모리 장치 및/또는 회전 자기 또는 광학 디스크가 포함될 수 있다. 이 장치 또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가 분산되어 있

을 수 있으며, 그 때에는 명령어의 일부가 컴퓨터의 상호 연결부를 통하거나 하여 서로 다른 기계에 분할되어 있을 수

있다.

몇몇 예시적인 실시예들에 대해 기술하고 첨부 도면에 도시하였지만, 본 기 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여

러가지 다른 변형례를 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예들은 단지 광의의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본 발명은 이상에서 설명하고 도시한 특정의 구조 및 구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latency)을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개선시키는 스케쥴링(scheduling) 수단을 갖는 메모리 콘

트롤러

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판독 요청 큐;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명령 큐; 및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으며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 메모리 페이지 테이블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메모리 페이지 번호, 메모리 페이지 유효성 상태, 메모리 페이지 닫힘 상태, 및 

상기 명령 큐의 시프트 레지스터 내의 슬롯을 가리키는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개선시키는 상기 스케쥴링 수단은 지능형 자동-프리차지 프로세스(i

ntelligent auto-precharge process)를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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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으며 복수의 페이지 이력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 메모리 페이지 이력 테이블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페이지 이력 테이블 엔트리는 메모리 페이지 번호, 사용중(in-use) 상태, 제1 무충돌(conflict-free) 액

세스들의 횟수, 제2 무충돌 액세스들의 횟수 및 커버리지(coverage)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개선시키는 상기 스케쥴링 수단은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개선시키는 상기 스케쥴링 수단은 마이크로 명령 스케쥴링 프로세스

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상기 스케쥴링 수단은 편의적 기록-플러싱(opportunistic write-flushing) 방

식을 포함하며,

상기 편의적 기록 플러싱 방식은 기록 플러싱 시퀀스들의 편의적 개시, 새로운 판독 요청들의 수신 시에 기록 플러싱 

시퀀스들의 선점(preemption), 기록 금지 기간들 및 비FIFO(non-first-in-first-out) 기록 선택을 갖는 장치.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사전 계산된 룩업(lookup) 테이블

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상기 스케쥴링 수단은 페이지 액세스 지향 블록 기반 방식의 판독 요청 스케쥴

링 프로세스(page-access oriented block-based read request scheduling process)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2.
메모리 콘트롤러;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판독 요청 큐;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명령 큐;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으며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갖 는 메모리 페이지 테이블;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으며 복수의 페이지 이력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 메모리 페이지 이력 테이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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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

을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는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메모리 스케쥴링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메모리 페이지 번호, 메모리 페이지 유효성 상태, 메모리 페이지 닫힘 상태, 및 

상기 명령 큐의 시프트 레지스터 내의 슬롯을 가리키는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페이지 이력 테이블 엔트리는 메모리 페이지 번호, 사용중 상태, 제1 무충돌 액세스들의 횟수, 제2 무충

돌 액세스들의 횟수 및 커버리지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프로세스는 지능형 자동-프리차지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프로세스는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프로세스는 마이크로-명령 스케쥴링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프로세스는 편의적 기록-플러싱 방식을 포함하며,

상기 편의적 기록 플러싱 방식은 기록 플러싱 시퀀스들의 편의적 개시, 새로운 판독 요청들의 수신 시에 기록 플러싱 

시퀀스들의 선점, 기록 금지 기간들 및 비FIFO 기록 선택을 갖는 장치.

청구항 19.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프로세스는 페이지 액세스 지향 블록 기반 방식의 판독 요청 스케쥴링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0.
프로세서;

상기 프로세서에 연결된 메모리 콘트롤러;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버스;

상기 버스 및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메모리; 및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스케쥴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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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판독 요청 큐;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명령 큐; 및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으며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 메모리 페이지 테이블

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메모리 페이지 번호, 메모리 페이지 유효성 상태, 메모리 페이지 닫힘 상태, 및 

상기 명령 큐의 시프트 레지스터 내의 슬롯을 가리키는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상기 스케쥴링 수단은 지능형 자동-프리차지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으며 복수의 페이지 이력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 메모리 페이지 이력 테이블

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페이지 이력 테이블 엔트리는 시스템 페이지 번호, 사용중 상태, 제1 무충돌 액세스들의 횟수, 제2 무충

돌 액세스들의 횟수 및 커버리지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시스템.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상기 스케쥴링 수단은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상기 스케쥴링 수단은 마이크로-명령 스케쥴링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22항에 있어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상기 스케쥴링 수단은 편의적 기록-플러싱 방식을 포함하며,

상기 편의적 기록-플러싱 방식은 기록 플러싱 시퀀스들의 편의적 개시, 새로운 판독 요청들의 수신 시에 기록 플러싱

시퀀스들의 선점, 기록 금지 기간들 및 비FIFO 기록 선택을 갖는 시스템.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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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상기 스케쥴링 수단은 페이지 액세스 지향 블록 기반 방식의 판독 요청 스케쥴

링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프로세서;

상기 프로세서에 연결된 메모리 콘트롤러;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버스; 및

상기 버스 및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메모리

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는 메모리 액세스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메모리 스케 쥴링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판독 요청 큐;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명령 큐;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으며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 메모리 페이지 테이블;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으며 복수의 페이지 이력 테이블 엔트리를 갖는 메모리 페이지 이력 테이블; 및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연결된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

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는 메모리 페이지 번호, 유효성 상태, 메모리 페이지 닫힘 상태, 및 상기 명령 큐의 

시프트 레지스터 내의 슬롯을 가리키는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페이지 이력 테이블 엔트리는 메모리 페이지 번호 필드, 사용중 상태 필드, 제1 무충돌 액세스들의 횟수 

필드, 제2 무충돌 액세스들의 횟수 필드, 및 커버리지 필드를 갖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프로세스는 지능형 자동-프리차지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프로세스는 페이지 액세스 예측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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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프로세스는 마이크로-명령 스케쥴링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프로세스는 편의적 기록-플러싱 방식을 포함하며,

상기 편의적 기록-플러싱 방식은 기록 플러싱 시퀀스들의 편의적 개시, 새로운 판독 요청들의 수신 시에 기록 플러싱

시퀀스들의 선점, 기록 금지 기간들 및 비FIFO 기록 선택을 갖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쥴링 프로세스는 페이지 액세스 지향 블록 기반 방식의 판독 요청 스케쥴링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의 자동적인 프리차지를 스케쥴링하는 단계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의 자동적

인 프리차지의 스케쥴링을 금지하는 단계 중 하나를 결정하는 단계;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액세스되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를 언제 열린 상태로 두어야 하는지를 

예측하는 단계;

복수의 메모리 명령 타이밍 요건을 완화시키면서 복수의 메모리 명령 각각을 메모리 명령 스트림에 독립적으로 삽입

하는 것을 스케쥴링하는 단계;

편의적 메모리 기록-명령 플러싱 시퀀스들의 개시를 수행하는 단계; 및

순서없는(order-of-order) 페이지 지향 방식의 메모리 판독 요청들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의 자동적인 프리차지를 스케쥴링하는 단계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의 자동적

인 프리차지의 스케쥴링을 금지하는 단계 중 하나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제1 메모리 페이지가 제2 메모리 페이지와 충돌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엔트리가 존재하는지와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가 유효한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상기 엔트리가 존재하고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가 유효한 경우, 메모리 명령들을 스

케쥴링하고 복수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갱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상기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고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

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제1 명령이 제1 큐에 존재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제1 명령이 상기 제1 큐에 존재하는 경우, 메모리 명령들을 스케쥴링하고 상기 복수

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갱신하는 단계; 및

프리차지 상태 비트를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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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액세스되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를 언제 열린 상태로 두어야 하는지를 

예측하는 상기 단계는,

메모리 페이지 이력 테이블에서 제1 메모리 페이지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제1 기간 및 제2 기간 동안 무충돌 액세스들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한 커버리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제1 페이지가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액세스되도록 열려 있었던 기간인 제3 기간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제1 페이지가 액세스되도록 열어 두는 단계와, 상기 커버리지, 상기 제1 기간, 상기 제2 기간, 및 상기 제3 기간

에 기초하여 상기 제1 페이지를 닫는 것 단계 중 하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페이지 이력 테이블 내의 복수의 엔트리를 갱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명령 각각을 상기 메모리 명령 스트림에 독립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스케쥴링하는 상기 단계는,

메모리 요청 명령 큐 내의 메모리 요청에 기초하여 메모리 명령들의 시퀀스를 결정하는 단계;

복수의 메모리 명령에 대한 타이밍 요건들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명령에 대한 타이밍 요건들 및 페이지 테이블의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메모리 명령들의 시퀀스에

대한 스케쥴링 순서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편의적 메모리 기록 명령 플러싱을 수행하는 단계는,

메모리 판독 요청들의 수신 시에 기록-플러싱 시퀀스를 선점하는(preempting) 단계;

복수의 기록 금지 기간을 결정하는 단계; 및

메모리 자원 소모를 줄이기 위해 복수의 메모리 기록 명령을 비FIFO 순서로 선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기록 버퍼에 대한 임계값을 선택하는 단계,

메모리 판독 요청이 판독 요청 큐에 존재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판독 요청이 상기 판독 요청 큐에 존재하는 경우, 기록 플러싱 시퀀스를 중지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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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독 요청이 상기 판독 요청 큐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복수의 금지 기간 중 하나를 시행하는 단계;

기록-버퍼 내용들이 상기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기록-플러싱 시퀀스를 개시하는 단계;

제1 메모리 판독 요청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 및

기록 플러싱 요청을 스케쥴링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40항에 있어서,

순서없는 페이지 지향 방식의 메모리 판독 요청을 처리하는 상기 단계는,

블록 크기를 선택하는 단계;

판독 보류 임계 기간(read-hold threshold period)을 선택하는 단계;

판독 요청이 판독 요청 큐에 남아 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판독 요청이 판독 요청 큐에 상기 판독 보류 임계 기간보다 길게 남아 있는 경우, 메모리에 대해 상기 판독 요청

을 발행하는 단계;

상기 블록 크기에 기초하여 상기 판독 요청 큐의 선두로부터 판독 요청들의 블록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판독 요청들의 블록의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상태를 사용하여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판독 요청들의 블록의 상기 상태를 하나의 값으로 결합하는 단계; 및

상기 값 및 상기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에 기초하여 발행할 판독 요청을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7.
기계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기계가 이하의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한 매체를 포

함하는 장치로서,

상기 동작들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의 자동적인 프리차지를 스케쥴링하는 단계 및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의 자동적

인 프리차지의 스케쥴링을 금지하는 단계 중 하나를 결정하는 단계;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액세스되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를 언제 열린 상태로 두어야 하는지를 

예측하는 단계;

복수의 메모리 명령 타이밍 요건을 완화시키면서 복수의 메모리 명령 각각을 메모리 명령 스트림에 독립적으로 삽입

하는 것을 스케쥴링하는 단계;

편의적 메모리 기록-명령 플러싱 시퀀스들의 개시를 수행하는 단계; 및

순서없는 페이지 지향 방식의 메모리 판독 요청들을 처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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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의 자동적인 프리차지를 스케쥴링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의 자동적인

프리차지의 스케쥴링을 금지하는 단계 중 하나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기계에 의해 수행될 때, 상기 기계가,

제1 메모리 페이지가 제2 메모리 페이지와 충돌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엔트리가 존재하고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가 유효한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상기 엔트리가 존재하고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가 유효한 경우, 메모리 명령들을 스

케쥴링하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들을 갱 신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상기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고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

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제1 명령이 제1 큐에 존재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상기 제1 명령이 상기 제1 큐에 존재하는 경우, 메모리 명령들을 스케쥴링하고 페이

지 테이블 엔트리들을 갱신하는 단계; 및

프리차지 상태 비트를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액세스되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를 언제 열린 상태로 두어야 하는지를 

예측하는 상기 단계는, 기계에 의해 수행될 때, 상기 기계가,

메모리 페이지 이력 테이블에서 제1 메모리 페이지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해 제1 기간 및 제2 기간 동안 무충돌 액세스들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제1 메모리 페이지에 대한 커버리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제1 페이지가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액세스되도록 열려 있었던 기간인 제3 기간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제1 페이지가 액세스되도록 열어 두는 단계와, 상기 커버리지, 상기 제1 기간, 상기 제2 기간, 및 상기 제3 기간

에 기초하여 상기 제1 페이지를 닫는 단계 중 하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페이지 이력 테이블 내의 복수의 엔트리를 갱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0.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명령 각각을 메모리 명령 스트림에 독립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스케쥴링하는 상기 단계는, 기계에

의해 수행될 때, 상기 기계가,

메모리 요청 명령 큐 내의 메모리 요청에 기초하여 메모리 명령들의 시퀀스를 결정하는 단계;

복수의 메모리 명령에 대한 타이밍 요건들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명령에 대한 타이밍 요건들 및 페이지 테이블 상태에 기초하여 상기 메모리 명령들의 시퀀스에 

대한 스케쥴링 순서를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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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1.
제47항에 있어서,

편의적 메모리 기록 명령 플러싱을 수행하는 상기 단계는, 기계에 의해 수행될 때, 상기 기계가,

메모리 판독 요청의 수신 시에 기록 플러싱 시퀀스를 선점하는 단계;

복수의 기록 금지 기간을 결정하는 단계; 및

메모리 자원 소모를 줄이기 위해 메모리 기록 명령들을 비FIFO 순서로 선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기계에 의해 수행될 때, 상기 기계가,

기록 버퍼에 대한 임계값을 선택하는 단계;

메모리 판독 요청이 판독 요청 큐에 존재하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판독 요청이 상기 판독 요청 큐에 존재하는 경우, 기록-플러싱 시퀀스를 중지하는 단계;

상기 판독 요청이 상기 판독 요청 큐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복수의 금지 기간 중 하나를 시행하는 단계;

기록 버퍼 내용이 상기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기록-플러싱 시퀀스를 개시하는 단계;

제1 메모리 판독 요청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 및

기록-플러싱 요청을 스케쥴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53.
제47항에 있어서,

순서없는 페이지 지향 방식의 메모리 판독 요청들을 처리하는 상기 단계는, 기계에 의해 수행될 때, 상기 기계가,

블록 크기를 선택하는 단계;

판독 보류 임계 기간을 선택하는 단계;

판독 요청이 판독 요청 큐에 남아 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판독 요청이 상기 판독 요청 큐에 상기 판독 보류 임계 기간보다 길게 남아 있는 경우, 메모리에 대해 상기 판독 

요청을 발행하는 단계;

상기 블록 크기에 기초하여 상기 판독 요청 큐의 선두로부터 판독 요청들의 블록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판독 요청들의 블록의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상태를 사용하여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판독 요청들의 블록의 상기 상태를 하나의 값으로 결합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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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값 및 상기 사전 계산된 룩업 테이블에 기초하여 발행할 판독 요청을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게 하는 명령어들을 더 포함하는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04-0037187

- 22 -

도면3

도면4



공개특허 10-2004-0037187

- 23 -

도면5



공개특허 10-2004-0037187

- 24 -

도면6



공개특허 10-2004-0037187

- 25 -

도면7



공개특허 10-2004-0037187

- 26 -

도면8A



공개특허 10-2004-0037187

- 27 -

도면8B

도면8C



공개특허 10-2004-0037187

- 28 -

도면8D



공개특허 10-2004-0037187

- 29 -

도면9



공개특허 10-2004-0037187

- 30 -

도면10



공개특허 10-2004-0037187

- 31 -

도면11A



공개특허 10-2004-0037187

- 32 -

도면11B

도면12



공개특허 10-2004-0037187

- 33 -

도면13A



공개특허 10-2004-0037187

- 34 -

도면13B

도면14



공개특허 10-2004-0037187

- 35 -

도면15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A
	도면8B
	도면8C
	도면8D
	도면9
	도면10
	도면11A
	도면11B
	도면12
	도면13A
	도면13B
	도면14
	도면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