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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캐시(cash)내장 반도체 장치 및 그 동작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이 발명의 한 실시예인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의 전체의 구성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2a도는  이  발명의  한  실시예인  SRAM  캐시와  CAM  매트릭스로  이루어지는  캐시엘리먼트의  구성을 표
시하는 도면이다.

제2b도는 DRAM 셀 어레이와 캐시엘리먼트와의 대응관계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3도는 이 발명의 한 실시예인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4도는 제3도에 표시하는 DRAM셀부의 상세구조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5도는 제3도에 표시하는 인터페이스 드라이버의 구체적인 구성의 한 예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6도는 제3도에 표시하는 CAM셀의 구체적인 구조의 한 예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7도는 이 발명에 의한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의 데이터 판독시의 동작을 표시하는 블럭도.

제8도는  이  발명의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의  Y디코더의  디코더  동작과 태그(Tag)불일치
/일치 검출동작과의 시간적 관계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9도는  이  발명에  의한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의  히트리드시의  각  신호파형을 시뮬레
이숀에 의하여 정리한 결과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10도는  이  발명에  의한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의  미스리드시의  각  신호파형을  표시하는 도면이
다.

제11도는  이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의  아키텍쳐(Architecture)를 개략적으
로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12도는  이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인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의  메모리  아키텍쳐를  개략적으로 표
시하는 도면이다.

제13도는  종래의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를  사용한  프로세러  시스템의  개념적  구성을  표시하는 도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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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도는 종래의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의 전체적 구성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6 : 캐시엘리먼트                                17 :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17-1~17-32 : 단위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18 : SRAM 캐시                                 19 : I/O버스

20 : 단위 Y디코더                                21 : CAM 매트릭스

22 : 일치논리회로                                23 : 로컬매치선(제1의 일치검출선)

24 : 프리앰프                                       25 : 출력버퍼

26 : 메인매치선(제2의 일치검출선)       27 : 게이트회로

29 : SRAM 위드 드라이버                    31~34 : DRAM 비트선쌍

35, 35a, 35b : 서브 I/O선                    36, 37, 38, 39 : DRAM 센스앰프

40 : SRAM 비트선쌍                           300 : DRAM 셀 어레이

310 : SRAM 셀 어레이                        320 : CAM 셀 어레이

330 :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대                340 : X디코더 어드레스 버퍼

350 : 멀티플렉서                                 360 : X디코더 디코더

370 : Y어드레스 버퍼                           380 : Y디코더

390 : BS 발생기                                  395 : CWL 발생기

400 : 어드레스 변환검출기                   410 : 클럭발생기

420 : 입출력버퍼

(도면중, 동일부호는 동일 또는 상당부분을 표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발명은  반도체  기억장치에  관하고,  특히,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와  스태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SRAM)과가 동일한 반도체칩 위에 형성된 기억장치 및 그 동작방법에 관한다.

보다  특정적인  것은,  주메모리와  캐시메모리가  동일반도체  칩위에  형성된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
에 관한다.

반도체  제조기술의  발전에  수반하여  중앙연산처리장치(CPU)의  동작속도가  고속으로  되고,  또  DRAM의 
동작속도도 고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연산처리장치(CPU)의  고속화에  DRAM의  속도가  뒤따를  수가  없고  양자사이의  속도차가 크
게되어 있으며, 계산기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속도 향상에 대하는 한개의 네크로되어 있다.

메인푸레임등의  대규모  시스템에  있어서는,  코스트를  억제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기억
장치와  중앙연산처리장치(CPU)와의  사이에  고속의  캐시메모리가  삽입되고,  주기억장치의  동작속도를 
보상하는 구성이 취하여지고 있다.

이  캐시메모리를  DRAM과  동일  반도체  칩위에  형성하고,  소규모의  시스템의  주기억장치를  실질적으로 
고속동작시키는  구성이  제안되어  실용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캐시  내장형  DRAM에  있어서는, 캐시메
모리로서의  SRAM과  주메모리로서의  DRAM과의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비트폭을  넓은  내부데이터 버스
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고속으로 행할 수가 있다.

제13도는 종래의 캐시내장 DRAM을 사용한 시스템의 개념적 구성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13도를  참조하여,  처리시스템은,  각종의  처리를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행하는  마이크로 프
로세서(100)와,  캐시메모리부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캐시콘트롤러(110)와,  캐시외부의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캐시히트/미스를  판정하는  것과  아룰러  대응하는  웨이를  지정하는  웨이어드레스를 발생하
는  태그부(120)와,  DRAM부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DRAM  콘트롤러(130)와,  캐시메모리를  내장하는 
DRAM (캐시 DRAM)(200)와를 구비한다.

캐시  DRAM(200)은,  예를들면,  1M(메가)  비트의  기억용량을  가지는  DRAM부(210)와,  예를들면 8K비트
의 기억용량을 가지는 SRAM부(220)와를 포함한다.

DRAM부(210)는, 4면의 256K비트 DRAM을 포함하고, 각 DRAM은 1그룹 8비폭의 64그룹으로 분할된다.

SRAM부(220)는,  4면의  2K비트의  SRAM을  포함하고,  각  SRAM은  블럭사이즈가  32비트(8×4)의 64블럭으
로 분할된다.

이 SRAM부(220)의 각 블럭은 다시금 1웨이가 8비트의 4웨이로 분할된다.

이 구성은 4웨이.세트.어서시에이티브(4way.set.associative)방식을 부여한다.

입출력 데이터폭은 4비트(DQ1~DQ4) 이다.

DRAM부(210)와  SRAM부(220)와의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32비트폭의  내부데이터  버스(230)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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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블럭단위로 행하여진다.

마이크로  프로세서(100)는,  4비트  데이터(DQ1~DQ4)의  전송  및  18비트의  어드레스(A0~A17)의  출력을 
행하는 것과 아울러, DRAM 콘트롤러(130) 및 캐시콘트롤러(110)에 필요한 제어신호를 부여한다.

태그부(12)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없으나,  DRAM부(220)에  격납되어  있는  데이터의 어드레스(태그어
드레스  A0~A8  :  세트어드레스  A9~A14)를  기억하는  태그메모리와,  태그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태그
어드레스와  마이크로  프로세서(100)  부여되는  어드레스와를  비교하는  콤퍼레이터와  콤퍼레이터의 비
교결과에  따라서  SRAM(220)의  데이터  바꿔쓰기를  실행하여야  영역을  지정하는  웨이어드레스를 발생
하는 태그리프레이먼트 논리실행부를 포함한다.

캐시콘트롤러(110)는  태그부(12)의  캐시히트/미스지시신호에  응답하여  SRAM부(220)와 DRAM부(210)와

의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지시하는 신호 를 발생한다.

DRAM  콘트롤러(13)는,  캐시미스시에  DRAM부(210)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행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RAS) 및 열어드레스 스트로브(CAS)를 발생한다.

아래에 간단하게 이 캐시 DRAM의 데이터 판독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SRAM부(220)는 4웨이.64세트의 구성을 가진다.

1세트는 DRAM부(210)의 1블럭에 대응한다.

이 캐시 DRAM은, 18비트의 어드레스 신호(A0~A17)에 의하여 액세스 된다.

18비트의 어드레스 신호(A0~A17)중 15비트는 태그부(120)에도 부여된다.

태그부(120)는  부여된  태그어드레스  및  세트어드레스(어드레스  신호(A0~A14)를  사용하여  거기에 기
억되어 있는 어드레스와의 비교를 행하고, 그 비교결과에 응하여 캐시히트/미스의 판정을 행한다.

이  태그부(120)에  있어서는  캐시히트/미스판정  동작과  병행하여,  캐시  DRAM(200)내에서는, SRAM부
(220)으로의 액세스가 행하여진다.

SRAM부(220)에  있어서  어드레스  신호(A9~A14)에  의하여  64비트중  1개의  세트가  지정되어,  어드레스 
신호(A15~A17)에  의하여  이  지정된  세트의  8열(1세트는  8비트)중에  몇열째가  어드레스되어  있는가를 
지정한다.

이 지정된 열에 존재하는 16비트(1웨이당 4비트)가 출력부 직전까지 전달된다.

SRAM부(캐시메모리)(220)의  격납데이터의  어드레스가  태그부(120)에  격납되어  있는  어드레스와 일치
하는  히트시에  있어서는,  태그부(120)는  이  일치한  어드레스를  다시금  디코드하여,  2비트의 웨이어
드레스(WA0, WA1)를 출력한다.

이것에  의하여  동시에  판독된  4웨이중  1웨이가  선택되어,  4비트의  데이터(DQ1~DQ4)가  병렬로 판독된
다.

외부어드레스와  태그부에  격납되어  있는  어드레스와가  일치하지  않는  캐시미스에  있어서는, 데이터
는 DRAM부(210) 판독된다.

이 판독은 통상 DRAM의 액세스와 마찬가지로 행하여 진다.

즉,  어드레스신호(A0~A8)를  행어드레스로  하고  또한  어드레스  신호(A9~A17)를  열어드레스로  하여 사

용하여, DRAM 콘트롤러(130)의 제어신호 에 응답하여 행하여진다.

이  캐시  미스시에  있어서,  액세스된  DRAM부(210)의  4비트를  포함하는  블럭(32비트  :  1웨이에 대응)
이 SRAM부(220)에 내부데이터 전송신(230)을 사이에 두고 전송한다.

이 전송은 타이밍은 캐시 콘트롤러(110)의 제어신호 에 의하여 제어된다.

전송된  블럭데이터가  SRAM부(220)의  어느웨이에  기록되는가는  태그부(120)에  포함되는  리프레이스 
먼트 논리실행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태그부(120)  웨이어드레스(AW0,  WA1)가  발생되고,  이  웨이어드레스에  따라서  SRAM부(220)에 있
어서의 웨이 선택이 행하여 진다.

SRAM부(캐시메모리)(220)의  데이터를  바꿔쓸경우에는,  동시에  DRAM부의  대응한  메모리셀  데이터도 
바꿔쓰여진다.

(라이트스루 방식)

DRAM부(210)에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는,  통상의  DRAM의  액세스와  마찬가지로  행하여지지만,  이  경우 

기록데이터를  또  SRAM부(220)에  전송하는가  아니하는가는  임의이고, 전송제어신호 에  의하여 
선택된다.

제14도에 캐시 DRAM의 구체적인 구성의 한예를 표시한다.

이 캐시 DRAM의 구성은 데이터 판독에 관련하는 회로부분은 표시하고 있고, 예를들면, 1989 
SYMPOSIUM  ON  VLSI  CIRCUITS,  DIGEST  OF  TECHNICAL  PAPERS)의  제43페이디  내지  제44페이지에 표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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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도를  참조하여,  DRAM부(210)는 1M(2
20
비트용량을  가지는  DRAM  셀  어레이(211)와,  외부의 행어드

레스(A0~A8)에  응답하여  DRAM  셀  어레이(211)의  DRAM행을  선택하는  행디코더(212)와,  외부의 열어드
레스(A9~A17)중  6비트의  열어드레스(A9~A14)에  응답하여  DRAM  셀  어레이(211)의  32열을  선택하는 열
디코더(213)와,  행디코더(212)에  의하여  선택된  1행의  메모리셀의  데이터를  검지증폭하는  DRAM 센스
앰프(214)와,  열디코더(213)의  출력에  응답하여,  선택된  열을  내부데이터  버스(230)에  접속하는 I/O
게이트(215)와,  외부의  열어드레스중  3비트  열어드레스(A15~A17)에  응답하여  내부데이터  버스의 32
비트의 데이터선중 4개의 데이터선을 선택하는 1/8디코더(231)와를 포함한다.

SRAM부(220)는,  8K비트의  기억용량을  가지는  SRAM  셀  어레이(221)와  외부의  캐시어드레스 (열어드레
스)(A9~A17)중의  6비트의  세트어드레스(A9~A14)는  받아서  SRAM  셀  어레이(221)의  64비중에  1세트  즉 
1행을  선택하는  세트디코더  (222)와,  캐시어드레스(A9~A17)중  3비트의  어드레스(A15~A17)에 응답하
여,  선택된  세트  16열을  선택하는  SRAM  열디코더(213)와,  SRAM  열디코더(213)에  의하여  선택된  열의 
데이터를  검지.  증폭하는  SRAM  센스앰프(215)와,  외부  부여되는  웨이어드레스(WA0~WA1)에  응답하여 
4웨이의  16비트의  데이터중  1웨이의  4비트데이터를  선택하는  제1의  웨이  디코더(216)와, 캐시미스시
에는  외부  부여되는  웨이어드레스(WA0,  WA1)에  응답하여  DRAM(210)으로부터  전송된  32비트  데이터를 
SRAM  셀  어레이(221)에  있어서의  기록하여할  웨이의  위치를  선택하고,  선택된  웨이위치에  32비트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제2의 웨이디코더(214)와를 포함한다.

캐시히트/미스지시신호  H/M에  응답하여  DRAM부(210)  및  SRAM부(220)  어느것인가  한쪽을  선택하기 위
하여 히트/미스버퍼(232)가 설치된다.

이  히트/미스버퍼(232)는,  캐시히트/미스지시신호  H/M를  버퍼처리하여  제1의  웨이디코더(216)의 동
작제어용  신호를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시미스시에는  DRAM  데이터를  판독하여  출력을 하이임피
던스 상태로 유지한다.

이  히트/미스버퍼(232)는  다시금,  이  캐시  히트/미스지시신호  H/M에  응답하여  1/8디코더와  제1의 웨
이디코더의 어느것인가 한쪽을 선택한다.

다음에 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ⅰ)히트리드일때

캐시어드레스(A9~A17)가  SRAM부(220)에  부여되면  캐시히트/미스에  불구하고  SRAM부(220)가 활성화된
다.

세트디코더(222)는,  이  캐시어드레스(A9~A17)중  6비트의  세트어드레스(A9~A14)를  디코더하고, SRAM
어레이(221)의 1세트를 선택한다.

이  선택된  1세트는  4웨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1웨이가  8비트이므로  합계  32비트의  메모리셀의 동시
선택이 행하여진다.

계속해서,  열디코더(213)는,  3비트의  열어드레스(A15~A17)를  디코더하고,  이  8열로  이루어지는 1세
트중의 어느것인가의 1열을 선택한다.

이것에 의하여 각 웨이 4비트 합계16비의 메모리셀이 선택된다.

이 16비트의 메모리셀의 데이터는 센스앰프(215)에서 증폭된후 제1의 웨이디코더(216)에 전달된다.

캐시히트일때는, 웨이어드레스(WA0, WA1)가 제1웨이디코더(216)에 부여된다.

제1의  웨이디코더(216)는  이  웨이어드레스(WA0,  WA1)를  선택하여  4웨이중의  1웨이를  선택하고  4비트 
데이터를 히트/미스버퍼(232)에 부여한다.

히트/미스버퍼(232)는,  히트신호(H)에  응답하여  이  제1의  웨이디코더(216)의  4비트  데이터를 선택하
여 출력데이터(DQ1~DQ4)로서 출력한다.

(ⅱ)히트라이트일때

행어드레스(A0~A8)  및  캐시/열어드레스(A9~A17)가  캐시  DRAM에  부여되면,  이  DRAM부(210)  및  SRAM부 
(220)가 활성화 된다.

히트/미스버퍼(232)는,  히트지시신호(H)와  기록지시  신호에  응답하여  외부데이터(DQ1~DQ4)를  제1의 
웨이디코더(216) 및 1/8디코더(231)에 부여한다.

SRAM부(220)에  있어서는,  제1의  웨이디코더(216)가  웨이어드레스(WA0,  WA1)에  응답하여  16비트  폭의 
데이터버스중  4개의  버스선을  선택하고,  센스앰프(215)를  사이에  두고  4비트  데이터를  SRAM  셀 어레
이(221)에 전달한다.

여기서,  데이터  기록시에  있어서는,  센스앰프(215)에  있어서는  센스앰프는  동작하지  않고,  단지기록 
데이터를 SRAM 셀 어레이 (221)에 전달한다.

세트디코더(222)는,  SRAM  셀  어레이의  1세트를  선택하고,  한편  SRAM열디코더(223)는  이  선택된 1세
트중의 1열을 선택한다.

이때, 제2의 웨이디코더(214)도 동작하고 4웨이중 1웨이만을 선택하여 활성화 한다.

이것에 의하여 선택된 웨이의 대응한 열에 4비트데이터가 기록된다.

이 SRAM부(220)로의 동작과 병행하여 DRAM부(210)으로의 데이터의 기록이 행하여진다.

이  DRAM부(210)으로의  데이터  기록경로는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으나,  1/8디코더(213)에  의하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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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의  내부데이터선(230)중의  4개의  버스선이  선택되고,  이  선택된  4개의  버스선  위에 기록디코더
(DQ1~DQ4)가 전달된다.

나머지의 버스선은 하이임피던스 상태로 된다.

이  기록데이터  전달이  행하여지는  시점에  있어서,  DRAM부  (210)에  있어서는,  행어드레스(A0~A8)  및 
열어드레스(A9~A17)에 의하여 4비트의 메모리셀이 선택되어 있다.

DRAM디코더(212,  및  213)는  32비트를  동시에  선택하지만,  그중  4비트에만  기록데이터가  나타나, 나
머지의  데이터  버스선은  하이임피던스  상태이고,  DRAM  센스앰프(214)의  래치기능에  의하여  비선택 
비트으로의 악영향이 생기는 일은 없다.

이  SRAM  셀  어레이(221)으로의  데이터  기록과  동시에  DRAM  셀  어ㄹ이(211)의  대응의 메모리셀(비
트)으로의 데이터 기록을 행하는 동작은 라이트스루 방식이라 불려진다.

(ⅲ)미스리드일때

캐시어드레스(A9~A17)에  따른  SRAM부(220)에  있어서는  리드  동작은,  제1의  웨이디코더(216)에 웨이
어드레스(WA0, WA1)가 부여되기까지는, 히트리드 일때와 마찬가지이다.

캐시미스시에는  이  제1의  웨이디코더(216)에  웨이어드레스(WA0,  WA1)는  주어지지  않고,  제1의 웨이
디코더(216)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때, 외부제어신호 에  의하여  해어드레스(A0~A8,  및  A9~A17)가  DRAM부(210)에 들어
가게되어, DRAM부(210)가 활성화된다.

DRAM  행디코더(212)  및  DRAM  열  디코더(213)는  부여된  어드레스  (A0~A17)를  디코드하고,  어드레스 
지정된  4비트의  데이터를  포함한  32비트의  데이터(1블럭)를  판독하려  내부데이터  전달선(230)위에 
전달된다.

1/8디코더(231)는,  3비트어드레스(A15~A17)에  응답하여  이  32비트의  데이터중  4비트를  선택하여 히
트/미스버퍼(232)에 부여한다.

히트/미스버퍼(232)는  히트미스신호(M)에  응답하여  이  1/8디코더(231)의  데이터에  선택하여 거기까
지 하이임피던스 상태에 출력데이터(DQ1~DQ4)를, 받는 데이터를 대응한 전위레벨에 설정한다.

한편,  이  데이터  판독과  캐시미스일때에  있어서는, 신호 의  하강후,  즉,  DRAM부(210)의 동
작후, 웨이어드레스(WA0, WA1)가 제2웨이디코더(214)에 부여된다.

제2의 웨이디코더(214)에는 또 내부데이터 전달선(230)위의 32비트의 데이터가 전달되어 있다.

이  제2의  웨이디코더(214)는 전송제어신호 에  응답하여  활성화되고,  이  웨이어드레스(WA0, 
WA1)를  디코더하여  웨이를  선택하고,  세트디코더(222)  및  SRAM  열디코더(223)에  의하여  선택되어 있
던 4웨이 중 1개의 웨이에 이 DRAM부(210) 전송된 32비트의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것에 의하여 SRAM 셀 어레이의 대응에 메모리셀의 데이터가 갱신된다.

(ⅳ)미스라이트일때

라이트 지시신호(도시하지않음)와 아울러 캐시미스신호(M)가 캐시DRAM에 부여된다.

캐시미스일때에는, 신호 에  의하여,  DRAM부(210)가  활성화되고,  행어드레스(A0~A8) 
및 열어드레스(A9~A17)에 따라서 DRAM부(210)에 있어서 이 메모리셀의 선택동작이 행하여진다.

히트/미스버퍼(231)는, SRAM부(220)를 선택하지 않고 DRAM부(210) 즉 1/8디코더(213)만을 선택한다.

이것에  의하여,  외부어드레스(A0~A17)에  대응하는  4비트의  DRAM  메모리셀에  입력데이터(DQ1~DQ4)가 
기록된다.

이때,  SRAM부(220)는,  단지,  세트디코더(222)  및  SRAM  열디코더(223)에  의한  메모리셀  선택동작을 
행하고 있을뿐이다.

이  미스라이트일때에  있어서,  DRAM부(210)부에  기록된  4비트의  데이터를  SRAM부에  전송하는가 아니
하는가는 임의이고, 전송제어신호(BT)에 의하여 선택된다.

이  종래의  캐시DRAM의  기본개념은,  DRAM  셀  어레이(211)의  일부의  데이터를  SRAM  셀  어레이(221)에 
격납하여두고,  외부의  프로세서  액세스  요구가  있을  경우,  (ⅰ)액세스  요구된  데이터가  SRAM  셀 어
레이(221)에  기억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SRAM  셀  어레이에  액세스하여  데이터의  판독/기록을 행하
고,  한편,  (ⅱ)액세스  요구된  데이터가  SRAM  셀  어레이(221)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캐시
미스  신호에  응답하여  DRAM  셀  어레이(211)에  액세스하고,  이  DRAM  셀  어레이(221)에의  데이터의 기
록/판독을 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SRAM은 DRAM과 비하여 액세스 타임이 10~20ns로 고속이다.

그러나,  SRAM은  그  메모리셀이  플립플롭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셀에  적어도  4개의 트랜지스터
를  필요로하고,  1셀당  1개의  트랜지스터를  필요로하는  DRAM에  비하여  집적도  및  비트코스트이 점에
서 떨어진다.

그러나 DRAM과 SRAM에 비하여 액세스 타임이 일반적으로 50~100ns로 늦는다.

27-5

특1994-0005684



이  DRAM과  SRAM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양자의  결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술한 캐시
DRAM이 고안되고 있다.

이  구성에  있어서는,  외부프로세서의  액세스  요구된  데이터가  SRAM부에  대단히  높은  확율로  존재할 
경우,  실요적으로  평균적으로  액세스  시간을  SRAM과  같은  정도로  할  수가  있고,  DRAM과  같은  정도의 
집적도를  가지는  경향의  SRAM과  같은  정도의  액세스  시간을  가지는  대용량이며  또한  고속의 기억장
치를 얻을수가 있다.

그러나  종래의  DRAM에  있어서는,  SRAM부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블럭의  각각의  어드레스와 외부프
로세서가  요구하고  있는  메모리셀의  어드레스를  비교하여,  이  비교결과에  의거하여  SRAM부에  액세스 
요구되어  있는  데이터(블럭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판정을  행하는  태그부를  이 캐시DRAM외부
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시스템 규모가 크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상술한 SRAM부에 데이터가 기록할때마다 DRAM부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라이트스루 방식에 
비하여, 시스템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라이트백 방식이라 불려지는 방식이 있다.

이  라이트백  방식은,  일반적으로,  주메모리와  캐시메모리를  가지는  처리시스템에  있어서, 캐시메모
리에만  데이터  기록을  행하고,  이후에  모아서  주메모리에  이  새롭게  기록된  데이터를  한번에 전송하
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주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할  경우에는  이  주메모리가  캐시메모리  보다도  저속이며, 장시
간을  요하므로,  한번에  캐시메모리의  주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라이트백  방식의  편이, 라이트
스루 방식에 비하여 토틀(TOTAL)의 사이클 타임이 짧게된다.

그러나,  이  라이트백  방식일  경우,  데이터의  바꿔쓰기가  행하여진  캐시메모리의  어드레스를 기억하
는  버퍼,  캐시메모리와  주메모리와의  동작을  정합성(기록타이밍,  동작속도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어
회로가 필요로 된다.

캐시DRAM의  경우,  이  일반적인  시스템에  있어서의  주메모리가  DRAM에  대응하여,  캐시메모리에 대응
하는 것이 SRAM이다.

따라서,  종래의  캐시DRAM의  구성에  있어서는,  라이트백  방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SRAM의  데이터 
내용이  갱신된  어드레스를  기억과  버퍼와,  이  SRAM부  DRAM부로  이  SRAM에  기록되는  데이터를 일괄하
여  전송하기  위한  제어를  행하는  콘트롤  회로를  외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장치  규모가  크게되는 
것과  아울러,  이  제어타이밍의  설정등이  복잡하게  되며,  종래의  캐시DRAM에  있어서의  라이트백 방식
을 간이한 구성으로 용이하게 실현하는 것을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상술한  각부에  있어서는,  SRAM이  격납하는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기억하기  위한  태그메모리를 더
하여,  캐시미스  일때에  새롭게  데이터를  기록하여야  할  웨이를  선택하는  웨이선택용  리프레이스 먼
트논리  실행부,  캐시히트/미스  판정용의  비교기등이  필요하게  되고,  간이구성으로  태그부를  실현할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의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가  가지는  결점을  제거하는 
개량된 캐시내장형 반도체 기억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발명의  다른  목적은,  캐시히트/미스  판정용의  태그부를  외부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캐시내장 반
도체 기억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라이트백  방식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가  있는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칩면적을  증대하지  않고,  캐시히트/미스를  내부에서  판정  할  수가  있고 
또한  용이하게  라이트백  방식도  실현할  수가  있는  고성능의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발명에  관한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는,  복수의  다이내믹형  메모리셀이  행  및  열로  이루어지는 
매트릭스상으로  배열된  DRAM  셀  어레이와,  복수의  스택틱형  메모리셀이  행  및  열로  이루어지는 매트
릭상으로 배열된 SRAM  셀  어레이와,  이  DRAM  셀  어레이와 SRAM  셀  어레이외의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행하기  위한  전송수단과,  SRAM  셀  어레이에  기억되는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것과  아울러, 
외부  주어진  어드레스와  거기에  기억하고  있는  어드레스를  비교하여,  해당  비교결과를  표시하는 신
호를 발생하는 일치/불일치 검출수단를 포함한다.

이  발명의  반도체  기억장치는  다시금,  상기  일치/불일치  검출수단으로  부터의  일치  검출신호에 응답
하여  SRAM  셀  어레이의  외부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메모리셀을  내부데이터  전달선에  접속하는  제1의 
수단과,  일치/불일치  검출수단으로  부터의  불일치  검출신호에  응답하여  DRAM셀을  액세스하고,  외부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메모리셀을 선택하여 내부데이터 전달선에 접속하는 제2의 수단과를 포함한다.

제1의  수단은,  일치/불일치  검출수단으로  부터의  일치검출신호에  응답하여,  SRAM  셀  어레이의 행선
을 직접 구동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이  직접  구동수단은,  외부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SRAM  셀  어레이의  행구동  신호를, 일치검
출신호에 응답하여 SRAM 셀 어레이의 행선상에 전달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이  발생의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는  다시금,  외부의  행어드레스를  받아  내부  행어드레스를 발생
하고  적어도  그  일부를  일치/불일치  검출수단에  부여하는  내부에  어드레스  발생수단과,  외부행 어드
레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타이밍으로  외부  부여되는  열어드레스를  받아  DRAM  셀  어레이의  열을 선택하
는 신호를 발생하는 열선택 신호발생 수단과를 구비한다.

이 열선택 수단과 일치/불일치 검출수단과는 병행하여 작동 상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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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선택 수단은 또, SRAM 셀 어레이의 행을 선택하는 행성 구동신호를 발생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일치/불일치  검출수단은  행방향에  배열되는  일치검출선과,  열방향으로  배열되는  데이터  입력선과, 
이  일치검출선과  데이터  입력선의  교점의  각각에  배열되는  복수의  내용참조  메모리와,  이  내용참조 
메모리의  1행을  선택하기  위한  행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CAM  워드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CAM  셀 
어레이를 포함한다.

이 CAM 셀 어레이의 행 및 열은 SRAM 셀 어레이의 행 및 열은 SRAM 셀 어레이의 행 및 열과 각각 대
응한다.

이 1행의 내용참조 메모리가 SRAM 셀 어레이에 격납된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격납한다.

일치/불일치  검출수단은,  또,  일치검출신호를  상기  제1의  수단에  부여하여  대응의  SRAM  셀  어레이의 
행을  구동하는  것과  아울러,  이  SRAM  셀  어레이의  신호전위에  응답하여  캐시히트/미스를  표시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제2수단은,  검출수단의  불일치  검출신호에  응답하여,  검출수단에  부여되어  있는  내부어드레스를 일
단무시하고,  해당  검출수단에  격납되어  있는  어드레스중  외부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어드레스를 판독
하고,  해당 판독한 어드레스에 따라서 DRAM  셀  어레이의 대응의 다이내믹형 메모리셀 및  SRAM  셀 어
레이의  대응의  스태틱형  메모리셀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스태틱형  메모리셀의  데이터를  선택된 다
이내믹  메모리셀  데이터에  전송수단을  사이에  두고  전달하여  다이내믹형  메모리셀에  기록하는 수단
을 포함한다.

이  제2의  수단은,  SRAM  셀  어레이 DRAM  셀  어레이에 데이터를 전송한 후,  재차 외부어드레스를 능동
화하고,  이  외부어드레스를  검출수단의  기억부에  격납하는  것과  아울러,  이  외부어드레스에 응답하
여  DRAM  셀  어레이의  대응한  메모리셀을  선택하여  내부데이터  전달선에  외부어드레스를  따라서 접속
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이  DRAM  셀  어레이는 복수된 단위로 블럭으로 분할되어 있고,  SRAM  셀  어레이 및  내용참조 메모리셀 
어레이도 대응하여 블럭으로 분할되어, 블럭단위에서 일치/불일치의 검출 동작이 행하여진다.

이  발명에  관한  기억장치에  있어서는,  캐시메모리로서의  SRAM  셀  어레이의  기억데이터의  어드레스는 
검출수단  내부에  기억되어  있고,  이  기억어드레스와  외부  어드레스와의  일치/불일치의  검출이 검출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기억장치 내부에서 캐시히트/미스의 판정이 행하여 진다.

이  검출수단의  어드레스  기억장치를  내용참조  메모리셀로  구성하면,  비교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일없
이  기억데이터와  외부  어드레스와의  일치/불일치의  검출을  행할수가  있고,  그의  일치  검출선을  SRAM 
셀  어레이의  행선과  1대  1의  대응시키면  고속으로  캐시히트일때에  SRAM  셀  어레이의  행선을  구동할 
수가 있다.

또  행  및  열  어드레스가  실질적으로  동시에  반도체  기억장치에  부여되는  구성에  의하여,  검출수단에 
있어서의 검출동작과 DRAM  셀  어레이 즉 SRAM  셀  어레이의 열 및 행을 선택하는 동작을 병행하여 실
행할  수가  있으며,  캐시히트/미스의  판정을  보다  고속화할  수가  있는  것과  아울러,  검출수단의 검출
동작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검출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캐시DRAM과  같은  정도의  액세스  타임 
및 사이클 타임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

또,  캐시히트/미스의  신호전달  경로로서,  검출수단으로부터  제1의  수단에  부여하는  경로와,  SRAM  셀 
어레이  행선전위에  응답하여  캐시히트/미스를  판정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경로와  계층화하여 있으므
로,  장치구성을  간략화하는  것과,  아울러  그  검출수단의  레이아웃  구성도  용이하게  되고,  다시금 캐
시히트시에  있어서는  SRAM  셀  어레이의  메모리셀  선택동작이  거의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있으므로, 
이 반도체 기억장치의 액세스 시간을 보다 고속화할 수가 있다.

또, 캐시미스일때에는 항상 SRAM 셀 어레이 데이터가 DRAM 셀 어레이에 전달되어 거기에 기록된다.

이때  SRAM  셀  어레이  및  DRAM  셀  어레이를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는  검출수단에  격납된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여분의  라이트백용  메모리  회로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또  복잡한  타이밍 제어회
로를  설치하지  않고  용이하게  SRAM  셀  어레이  데이터를  DRAM  셀  어레이에  전송하는  라이트백  동작을 
실현할 수가 있다.

[실시예]

제1도는  이  발명의  한  실시예인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의  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표시한 도면
이다.

제1도를  참조하여,  이  발명에  의한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는,  주메모리로서의  DRAM  셀 어레이
(300)와,  캐시메모리로서의  SRAM  셀  어레이(310)와,  캐시태그부로서의 CAM(내용참조메모리)매트릭스
(320)를 포함한다.

DRAM  셀  어레이(300)는,  행  및  열로  이루어지는  매트릭스상에  배열된  복수의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을 
가지고 있고 도 복수열 단위로 블럭으로 분할된다.

SRAM  셀  어레이(300)는,  행  및  열로  이루어지는  매트리스상에  배열된  복수의  스태틱형  메모리셀을 
가지고 있고 또한 DRAM 셀 어레이(300) 블럭에 대응하도록 블럭으로 분할된다.

CAM매트릭스(320)는,  SRAM  셀  어레이(310)의  기억데이터의  어드레스(태그어드레스)를  기억하는  것과 
아울러  새로  부여된  어드레스와  그  기억  어드레스와의  일치/불일치  즉  캐시히트/미스판정을  행하고, 
캐시히트/미스판정 결과를 표시한는 신호(H/M)를 출력한다.

27-7

특1994-0005684



캐시미스일때  및  라이트백일때에  있어서의  DRAM  셀  어레이(300)와  SRAM  셀  어레이(310)과의 사이에
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대(330)가 설치된다.

주변회로로서는  X어드레스버퍼(340),  멀티플렉서(350),  X디코더(360),  Y어드레스버퍼(370), Y디코더
(380), BS발생기(390), CWL발생기(395)가 설치된다.

X어드레스  버퍼(340)는,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12비트의  X어드레스(X0~X11)를  받아  상보적인  내부 X
어드레스(X0, X1~X11, X11)를 발생하여, CAM 셀 어레이(320) 및 멀티플렉서(350)에 부여한다.

여기서, DRAM 셀 어레이(300)은 16M비트의 기록용량을 가지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멀티프렉서(350)는,  X어드레스  버퍼(340)로부터의  내부  X어드레스  및  캐시미스일때에  CAM  셀 어레이
(320)로부터  발생되는  X어드레스의  어느것인가의  한쪽을  캐시히트/미스신호(H/M)에  응답하여 선택적
으로 통과시킨다.

X디코더(360)는,  멀티플렉서(350)부터의  내부행어드레스  X어드레스를  디코더하고, DRAM어레이(300)
의 1행을 선택한다.

Y어드레스  버퍼(370)는,  외부로부터의  12비트의  Y어드레스(Y0~Y11)를  받아서  내부  Y어드레스를 발생
한다.

여기서, 이 반도체 기억장치가 1비트 단위로 데이터의 입출력을 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Y디코더(380)는,  내부  Y어드레스를  디코드하고,  DRAM  셀  어레이의  대응한  열(×1구성인  경우  1열, 
×4구성인  경우는  4열로된다)을  선택하는  열선택  신호(Yi)를  발생하는  것과  아울러,  SRAM  셀 어레이
(310)의  행선(SRAM  워드선)을  구동하는  신호(SWL)  및  CAM  셀  어레이(320)의  행선(CAM  워드선)을 구
비하는 신호(CWL)를 발생한다.

여기서,  후에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SRAM  셀  어레이(310)  및  CAM매트릭스(320)의  각  블럭은  다시금 
그룹으로  분할되어  있고,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  및  CAM  워드선  구동신호(CWL)는  이  그룹 선택
신호를 겸하고 있다.

BS  발생기(390)는,  Y어드레스  버퍼(370)로부터의  내부Y어드레스에  응답하여  SRAM  셀  어레이(310)  및 
CAM 셀 어레이(320)의 선택하는 블럭을 선택하는 블럭선택신호(BS)를 발생한다.

CWL  발생기(395)는,  CAM  셀  어레이(320)로부터의  캐시히트/미스신호(H/M)에  응답하여 Y디코더(380)
로부터 전달되는 CAM 워드선 구동신호(CWL)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

이 CWL발생기(395)로부터의 구동신호(CWL)는, 캐시미스 발생일때에만 발생된다.

다시금  주변회로로서,  X어드레스  버퍼(340)로부터  내부  X어드레스를  받아,  해당  어드레스의 변화시
점을  검출하여  이  반도체  기억장치의  동작사이클을  규정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어드레스 변화검출기
(400)와,  이  어드레스  변환검출기(400)로부터의  제어신호와  캐시히트/미스신호(H/M)에  응답하여 각
종  내부동작을  필요로되는  내부클럭을  발생하는  것과  아울러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대(300)의  동작을 

제어하는 전송지시신호 를  발생하는  클럭발생기(410)와,  데이터  입출력을  행하기 위
한 입출력 버퍼(420)과를 구비한다.

이  입출력  버퍼(420)는,  캐시미스신호(M)  발생기에는  그  출력  단자를,  올바른  데이터가 발생될때까
지 즉 DRAM 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가 판독될때까지 하이임피던스 상태에 설정한다.

이것에 의하여 외부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한다.

또,  어드레스  변화검출기(400)는,  X어드레스  버퍼(340)로부터의  내부어드레스에  대신하여  외부 X어
드레스(X0~X11) 및/ 또는 외부 Y어드레스(Y0~Y11)의 변화시점을 검출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X어드레스  버퍼(340)  및  Y어드레스  버퍼(370)에는  X어드레스(X0~X11)  및  Y어드레스(Y0~Y11)가 실질
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으로 인가된다.

이 반도체 기억장치는 반도체 칩(500)위에 일체적으로 형성된다.

또  CAM  셀  어레이(320)로부터의  캐시히트/미스신호(H/M)는  외부에서  캐시히트/미스의  상태를 모니터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칩(500) 외부에도 인출된다.

제2a도 및 제2b도에 제1도에 표시하는 반도체 기억장치의 중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제2a도는  SRAM  셀  어레이  및  CAM  셀  어레이의  1블럭으로  이루어지는  캐시엘리먼트(16)의 구
성을  기능적으로  표시하고,  제2b도는  DRAM  셀  어레이(300)와  캐시엘리먼트(16)와의  대응관계를 표시
하고 있다.

우선  제2b도를  참조하여,  DRAM  셀  어레이(300)는,  1블럭이  128열  (1열에  1개의  센스앰프(SA)가 설치
되어 있고 합계 128개의 센스앰프)을 포함하도록 n개의 블럭으로 분할된다.

DRAM  셀  어레이(300)가  상술한  것과  같이  16M비트의  기억용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2
12
(4096)행×2

12

열의 셀매트릭스 구성을 가지는 경우, n=2
5
=32로 된다.

이 블럭수(n)의 값은, DRAM 셀 어레이의 매트릭스 구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DRAM 셀 어레이(300)의 각 블럭에 대응하여 캐시엘리먼트(16)가 배치된다.

캐시엘리먼트(16)가 복수의 SRAM셀 및 복수의 CAM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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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a도를  참조하여,  캐시엘리먼트(16)는  대응한  DRAM셀  블럭의  선택된  행의  메모리셀의  데이터를 기
억하는  SRAM캐시(18)와,  SRAM캐시(18)가  기억하는  메모리셀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CAM매트
릭스(21)와를 포함한다.

SRAM캐시(18)는,  32워드×4그룹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4개의  다른×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메모리셀 
데이터를 기억할 수가 있다.

CAM매트릭스(21)는,  12워드×4그룹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각  그룹이  SRAM캐시(18)의  각  그룹의 데
이터의 어드레스를 기억한다.

여기서  CAM매트릭스(21)의  1그룹이  12워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DRAM  셀  어레이(300)가 16M
비트의  기억용량을  가지고  있고,  X어드레스가  12비트  구성인때문이고,  DRAM  셀  어레이의  기억용량이 
64K비트,  1M비트인  경우×어드레스도  각각  X0-X7,  X0-X9으로  되므로,  CAM매트릭스(21)는  8워드 ×4
그룹, 10워드 ×4그룹 구성으로 된다.

단, 아래의 설명에서는 X어드레스는 X0~X11의 12비트라고 하여 설명한다.

캐시엘리먼트(16)는  다시금,  블럭선택신호(BSi)에  응답하여  CAM  워드선  구동신호(CWL)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게이트회로(27)와,  블럭선택신호(BSi)에  응답하여  활성화되어  CAM매트릭스(21)를 구동하
는  것과  아울러   CAM매트릭스(21)의  출력에  응답하여  캐시히트/미스를  판정하고,  해당판정  결과에 
따른  캐시히트/미스신호(H/M)를  발생하는  일치논리회로(22)와,  CAM매트릭스(21)의  제1의 일치검출선
(로컬매치선)(23)위의  신호전위에  응답하여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를  선택적으로  통과시켜서 
SRAM캐시(18)에  부여하는  SRAM워드  드라이버(29)와,  SRAM캐시(18)의  워드선  전위에  응답하여 캐시히
트/미스를  표시하는  신호를  제2의  일치검출선(메인매치선)(26)에  전달하는  게이트회로(22')와를 포
함한다.

게이트회로(22')는, 실제의 회로구성에 있어서는, 일치논리회로(22)내에 설치된다.

여기서,  SRAM  워드선은,  SRAM캐시의  1행의  메모리셀을  선택하는  신호선이고,  CAM  워드선은, CAM매트
릭스의 1행의 메모리셀을 선택하는 워드선이다.

또,  블럭선택신호(BSi)는  i번째의  블럭에  부여되는  블럭선택신호이고,  총칭적으로  블럭선택신호는 
BS의 부호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캐시엘리먼트(16)는  다시금,  SRAM캐시(18)와  대응한  DRAM  셀  어레이  블럭과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
을  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와,  열선택신호(Yi)에  응답하여,  SRAM캐시(18)의  대응의  열 
및  DRAM  셀  어레이의  대응의  열을  선택하여  해당선택된  열을  I/O버스(19)에  접속되는  단위 Y디코더
(20)와를 포함한다.

I/O버스(19)는,  이  반도체  기억장치가  ×1구성의  경우에는  1쌍의  버스선을  포함하고,  또한 ×4구성
인 경우는 4조의 버스선을 포함한다.

이  ×4성인  경우  단위  Y디코더(20)는,  SRAM캐시(18)  및  DRAM  셀  어레이  블럭의  4열을  동시에 선택한
다.

따라서,  I/O버스(19)의  버스선의  수는  이  반도체  기억장치의  구성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아래의 설
명에서는 1비트 단위로 데이터의 입출력이 행하여진 것으로 한다.

I/O버스(19)위에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하여,  I/O버스(19)위의  데이터를  증폭하는  프리앰프(24)와, 
프리앰프(24)에서 증폭된 데이터를 외부데이터(Dout)로서 출력하는 출력버퍼(25)가 설치된다.

출력버퍼(25)는  메인매치선(26)위의  신호  즉  캐시히트/미스신호가  캐시미스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출력상태를 "Z(하이임피던스상태)"에 설정한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로는  표시하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이  I/O버스선을  사이에  두고  제1도의 표
시하는  입출력버퍼(420)에  포함되는  입력버퍼로부터  프리앰프(24)와  역의  방향으로  설치된 프리앰프
를 사이에 두고 내부의 I/O선(19)위에 전달된다.

제3도는 캐시엘리먼트(16)의 구체적 구성의 한예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3도를  참조하여,  DRAM  셀  어레이  블럭(300')은,  4조의  비트선쌍(31,  32,  33  및  34)가  1개의 그룹
으로서 합계 32개의 그룹으로 분할된다.

각  비트선쌍(31~34)는,  서로  상보적인  데이터를  전달하는  비트선쌍(DRAM  비트선)(BL, )를 포함
한다.

DRAM셀  블럭(300')는  다시금,  각  비트선쌍에  대응하여  설치되고,  대응한  비트선쌍  위의  신호전위를 
검지하여 증폭하는 센스앰프(36, 37, 38 및 39)를 포함한다.

1행에는 128개의 메모리셀이 접속되기 때문에, 이 센스앰프(36~39)는 합계128개가 설치된다.

센스앰프(36~39)는 비트선쌍의 양측에 서로 교차되게 배치된다.

이것에  의하여  센스앰프의  피치조건을  2조의  비트선쌍의  피치로까지  완화할  수가  있고,  메모리셀  칩 
면적을 증대시키는 일없이 고밀도인 메모리셀 어레이를 얻을 수가 있다.

다이나믹형 메모리셀(DMC)은, 1비트선쌍당 1개의 워드선(DRAM 워드선)(WL)에 접속되도록 배치된다.

4조의 비트선쌍(31~34)에 대하여 1쌍의 서브 I/O선(35)이 설치된다.

DRAM셀  (DMC)의  데이터의  기록/판독시에는,  1조의  비트선쌍(4쌍의  비트선)에  있어서  1개의 비트선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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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브 I/O선(35)에 접속된다.

제4도는 비트선쌍의 조의보다 상세한 구성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4도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센스앰프의  래치노드(통상  DRAM센스앰프는  CMOS(상보형  절연게이트 트
랜지스터)구성의  플립플롭  구성을  가지고  있고,  비트선쌍  전위를  차동적으로  검지하여  증폭하는 것
과  아울러  래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센스앰프  접속신호(SAC)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서브 I/O
선(35)에 접속된다.

즉,  센스앰프(36)의  래치노드는  센스앰프  접속신호(SAC1)에  응답하여  스위칭  트랜지스터(n채널 MOS
트랜지스터)(T1)를 사이에 두고 서브 I/O선(35)에 접속된다.

센스앰프(37)는,  센스앰프  접속신호(SAC2)에  응답하여  그  래치노드가  스위칭  트랜지스터(T2)를 사이
에 두고 서브 I/O선(35)에 접속된다.

센스앰프(38)의  래치노드는,  센스앰프  접속신호(SAC3)에  응답하여  스위칭  트랜지스터(T3)를  사이에 
두고 서브 I/O선(35)에 접속된다.

센스앰프(39)는,  그  래치노드가,  센스앰프  접속신호(SAC4)에  응답하여  스위칭  트랜지스터(T4)를 사
이에 두고 서브 I/O선(35)에 접속된다.

센스앰프  접속신호(SAC)(SAC1~SAC4)는,  Y디코더(제1도참조)에서  발생되고,  SRAM  셀  어레이의 워드선
을 선택하는 신호(SWL)와 마찬가지로하여 발생된다.

예를들면, 이 센스앰프 접속신호는 Y어드레스의 하위 2비트를 사용하여 형성된다.

이  구성에  있어서,  항상  1개의  센스앰프의  래치노드만이,  따라서  한쌍의  비트선쌍만이  서브 I/O선
(35)에 접속된다.

제3도를  재차  참조하여,  SRAM캐시(18)는,  DRAM셀  블럭(300')의  128열을  대응하여  128개의 SRAM셀(스
태틱형 메모리셀)(SMC)를 포함한다.

이 128개의 SRAM셀(SMC)은, 각 그룹이 12개의 SRAM셀을 포함하도록 4개의 그룹으로 분할된다.

즉,  1개의  SRAM  워드선(SWL)(워드선  구동신호와  워드선과를  동일한  참조번호를  표시한다)에는, 12비
트의 SRAM셀(SMC)이 접속되고, 한쌍의 SRAM비트선(40)에는 4비트의 SRAM셀이 접속된다.

이  SRAM캐시(18)에  있어서의  RAM셀의  그룹화는,  DRAM  셀  어레이에  있어서의  센스앰프의  그룹화  즉 
비트선쌍의 그룹화에 대응한다.

SRAM캐시(18)는  다시금,  열선택신호(Yi…Yj)에  응답하여  대응한  SRAM비트선쌍(40)를  I/O버스(19)에 
접속하는 I/O게이트(Tr1, Tr2)를 포함한다.

Y디코더  (Y디코더(380)  및  단위  Y디코더)(20)는  DRAM  셀  어레이  및  SRAM  셀  어레이  공통으로 설치되
어 있고, 이 I/O게이트 (Tr1, Tr2)는 DRAM 셀 어레이의 열선택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DRAM  셀  어레이의  데이터  판독/기록시  및  SRAM  셀  어레이에의  데이터  기록/판독시에는  항상 
이 I/O버스(19)를 사이에 두고 행하여진다.

또  SRAM캐시(18)에  있어서  SRAM비트선쌍(40)는  서브  I/O선(35)과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를  사이에 
두고  접속되어  있고,  이것에  의하여  SRAM메모리셀(SMC)을  4개의  DRAM셀의  피치내에  용이하게  형성할 
수가 있다.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는,  서브  I/O선(35)과  SRAM비트선쌍(40)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단위 인터페
이스 드라이버(17-1~17-32)를 포함한다.

제5도는 단위 인터페이스 드라이버의 구체적인 구성의 한예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5도를  참조하여  단위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1)는,  전송 지시신호 에  응답하여 작
동상태로 되는 2개의 CMOS 인버터를 포함한다.

제1의  CMOS인버터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PT1)  및  n채널  MOS트랜지스터(NT1)를  포함하고,  한쪽의 
서브  I/O선(35b)(한쪽의  SRAM  비트선(40b))위의  신호전위를  반전하여  다른쪽의  서브 I/O선(35a)(다
른쪽의 SRAM비트선(40a))에 전달한다.

제2의  CMOS인버터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PT2)  및  n채널  MOS트랜지스터(NT2)를  포함하고,  다른쪽의 
서브  I/O선(35a)(다른쪽의  SRAM  비트선(40a))위의  신호전위를  반전하여  한쪽의  서브 I/O선(35b)(한
쪽의 SRAM비트선(40b)위에 전달한다.

또한, 단위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i)는 상기 서브 I/O선(35a)(35b)을 래칭노드(latching 
node)(LA)(LB)에  각각  접속하기  위하여  제1전송제어신호  TX1에  응답하여  작동상태로  되는  어떠한 쌍
의  전송게이트(TG1a)(TG2b)와,  아울러  상기의  래칭  노드(LA)(LB)를  상기의  SRAM비트선(40a)(40b)에 
각각 접속하기 위하여 제2전송제어 신호 TX2에 응답하여 작동상태로 되는 한쌍의 전송게이트
(TG2a)(TG2b)를 포함한다.

상기의 두 CMOS인버터는 전송지시신호(CRE) 에 의해 동작되는 래치회로(CMVL)를 구성한다.

상기의 제1 및 제2전송제어신호(TX1)(TX2)는 제1도에 도시된 클럭발생기(410)에서 발생된다.

상기의 전송지시신호(CRE) 가  최초로  발생될때,  상기의  제2전송지시신호  TX2는  상기의 래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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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LA)(LB)를  SRAM비트선(40a)(40b)에  접속하기  위하여  먼저  발생되고,  이때  상기의 전송지시신호

들(CRE) 은  상기  래칭노드(LA)(LB)에서  신호점위들을  증폭  및  래칭(latching)하기  위한 래치
회로(CMVL)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발생되며,  이와동시에  상기의  제1전송제어신호(TX1)는  상기 래칭노
드(LA)(LB)를 상기의 서브 I/O선(35a)(35b)에 접속하기위하여 발생된다.

상기의 전송지시신호(CRE) 가  두번째로  발생될때,  상기의  제1전송제어신호(TX1)는  처음 발생

되고,  아울러  상기의 전송지시신호(CRE) 가  발생되며,  이와동시에  상기의  제2전송제어신호 
TX2가 발생된다.

상기의 전송제어신호(TX1)(TX2)는 양쪽이 모두 작동상태인 경우에 한 주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전송제어신호(TX1)(TX2)중  하나가  작동상태일때  다른  하나가  비작동상태인  신속한 
데이터전송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는  블록베이스(block  basis)에서  동작될  수  있고,  그리고  선택된 블록
과 연관되는 것만이 작동된다.

이것은 블록선택 신호(BS)에 의해서 제어된다.

재차  제3도를  참조하여,  CAM매트릭스(21)는,  SRAM캐시(18)의  4개의  그룹에  대응하도록  4개의 그룹으
로 분할된 48개의 CAM(내용참조 메모리) 셀(CMC)을 포함한다.

이 CAM셀의 1개의 그룹이 12개의 CAM셀을 포함한다.

CAM매트릭스(21)에  있어서,  CAM셀  CMC의  그룹을  선택하기  위한  CAM  워드선(CWL)(상술한  것과  같은 
신호선과  그위에  전달되는  신호와는  동일한  참조번호로  표시한다)과,  선택된  CAM셀  그룹의 일치/불

일치  검출결과를  표시하는  신호를  로컬매치선(23-1~23-4)과,  내부  X어드레스(X0,  
X11)를 전달하는 데이터 입력선과가 설치된다.

1개의  CAM  워드선(CWL)  및  1개의  로커매치선(23-K)(K=1~4)에  12개의  CAM셀(CMC)(즉  1그룹의 CAM셀)

이  접속되고,  1쌍의  데이터  입력선(내부어드레스  입력선)(Xm, )(m=0~11)에  4개의  CAM셀 CMC
가 접속된다.

이  CAM  워드선  선택신호(CWL)는,  SRAM  셀  어레이의  워드선  구동신호(SWL)와  마찬가지로  하여 발생되
지만, 이 CAM 워드선 구동신호(CWL)는 캐시미스일때에만 발생된다.

제6도는 CAM셀의 구체적인 구성의 한예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제6도를  참조하여,  CAM셀(CMC)은,  노드(Na)와  노드(Nb)와의  사이에  반병행으로  접속되는  1쌍의 인버
터(11,  12)와,  CAM  워드선(CWL)위의  신호전위에  응답하여  온  상태로  되며,  노드(Na  및  Nb)를  각각 

데이터  입력선(어드레스  입력선)(Xm)  및  상보데이터 입력선 에  접속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
터로  예를들면  구성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Q2  및  Q3)와,  노드(Nb)의  신호전위에  응답하여  데이터 

입력선 과  노드(Nc)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예를들면  n채널  MOS트랜지스터로  부터 이루어지
는  스위칭  트랜지스터(Q4)와,  노드(Na)의  신호전위에  응답하여  상보어드레스  입력선(데이터 입력
선)(Xm)과  노드(Nc)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예를들면  n채널  MOS트랜지스터로부터  이루어지는 스위
칭  트랜지스터(Q5)와  노드(Nc)위의  신호전위에  응답하여  관련한  로컬매치선(23)의  충전  전위의 방전
을 행하는, 예를들면 n채널 MOS트랜지스터로부터 이루어지는 스위칭 트랜지스터(Q1)과를 포함한다.

이  CAM셀은,  노드(Na,  Nb)의  기억데이터(신호전위)와  어드레스  입력선(데이터  입력선(Xm, )
위의  신호전위가  일치하였을때에  관련한  로컬매치선을  충전전위에  유지하고,  불일치의  경우로 로컬
매치선(23)위의 충전전위를 방전한다.

간단하게 이 CAM셀의 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지금노드(Na)에 "H", 노드(Nb)에 "H"의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다고 한다.

일치검출동작전은, 로컬매치선(23)은 "H"에 충전된다.

CAM 워드선(CWL)의 전위는 "L"이다.

데이터선(어드레스 입력선)(Xm, )에 "H" 및 "L"의 신호전위가 각각 전달되는 경우를 
생각한다.

이  경우,  트랜지스터(Q5)가  온상태,  트랜지스터(Q4)가  오프  상태이고,  노드(NC)의  전위는  온상태인 
트랜지스터(Q5)를  사이에  두고  "L"로  되고,  트랜지스터(Q1)는  오프상태로  되기  때문에, 로컬매치선
(23)은 그 충전전위를 유지한다.

한편,  데이터  입력선(어드레스  입력선)(Xm, )에  "L",  및  "H"의  신호가  각각  전달되면, 온상
태의  트랜지스터(Q5)를  사이에  두고  노드(NC)의  전위가  "H"로  되며,  트랜지스터(Q1)가  온상태로 된
다.

이것에 의하여, 로컬매치선(23)은 "L"에 방전된다.

이  구성에  의하여,  CAM셀의  기억데이터와,  데이터  입력선(어드레스  입력선)위의  신호전위,  즉 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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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가  일치한  경우,  로컬매치선(23)의  전위는  "H",  불일치의  경우는  "L"로  되며,  입력된 어드레
스와 기억어드레스와의 일치/불일치가 고속으로 검출된다.

CAM셀의  데이터의  기록  및  판독은,  통상의  SRAM의  그것과  마찬가지이고,  CAM  워드선(CWL)의  전위를 
"H"로하고, 트랜지스터(Q2, Q3)를 온상태로하는 것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이때, 로컬매치선(23)은 통상은 "L"에 설정된다.

재차  제3도를  참조하여,  일치논리회로(22)(게이트회로(22')를  포함한다)는,  블럭선택신호(BSi)에 응
답하여  로컬매치선(23-1~23-4)의  각각  충전  전위까지  구동하는  인버터(I10,  I11,  I12,  I13  및 I14)
와,  SRAM  워드선(SWL1~SWL4)상의  각  신호전위에  응답하여,  노드(Nd)를  방전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
터로  이루어지는  스위칭  트랜지스터(Q11~Q14)와,  그  게이트에  블럭선택  신호(BSi)를  받아서 노드(Nd
를,  예를들면  전원전위(Vdd)레벨의  "H"에  프리챠지하는,  예를들면  P채널  MOS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
는  스위칭  트랜지스터(PT10)와,  블럭선택신호(BSi)에  응답하여  선택적으로  노드(Nd)의  전위를 메인
매치선(26)에 전달하는 트랜스미션 게이트(TM)와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Q11~Q14)는,  NOR논리처리를  실행하고,  SRAM  워드선  (SWL1~SWL4)의  1개의  워드선이  "H"로 
상승하면 노드(Nd)전위를 "L"로 방전한다.

노드(Nd)가 "L"일때 캐시히트를 표시하고, "H"일때 캐시미스를 표시한다.

이  노드(Nd)의  전위가  전달되는  메인매치선(26)은,  각  캐시엘리먼트(16)각각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메인매치선의  신호전위를  AND처리하는  구성으로  하면,  SRAM캐시에  있어서의  캐시히트/미스를 
표시하는 신호(H/M)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메인매치선(26)의  신호전위의  AND처리는,  비선택  블럭에서는  트랜스미션  게이트(TM)가 오프상태
로 되므로, 각 메인매치선(26)을 와이어도(wired) AND접속하는 구성으로 하면 좋다.

여기서, 제2a도에 표시하는 게이트 회로(22')는, 이 일치논리회로(22)에 있어서의 트랜지스터
(Q11~Q14, PT10) 및 트랜스미션 게이트(TM)에 의하여 구성된다.

게이트회로(27)는,  블럭선택신호(BSi)에  응답하여  온상태로  되고,  CAM  워드선 구도신호(CWL1~CWL4)
를  대응의  CAM  워드선에  전달하는,  예를들면  n채널  MOS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스위칭 트랜지스터
(Q21, Q22, Q23 및 Q24)를 포함한다.

이 CAM 워드선 구동신호(CWL1~CWL4)는 CWL발생기(395)에서 캐시미스일때에만 발생된다.

SRAM워드  드라이버(29)는,  로컬매치선(23-1~23-4)위의  신호전위에  응답하여  ON상태로  되고  SRAM 워
드선  구동신호(SWL1~SWL4)를  대응의  SRAM  워드선에  전달하는  예를들면  n채널  MOS트랜지스터로 이루
어지는 스위칭 트랜지스터(Q31, Q32, Q33 및 Q34)를 포함한다.

이  SRAM워드  드라이버(29)는,  CAM매트릭스(20)에  있어서  일치가  나타난  그룹에  대응하는  SRAM 워드
선을 구동한다.

상술한  구성에  있어서,  1개의  단위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K)(K=1-32)에  대응하여  4비트의 SRAM셀
이 대응한다.

또, 1개의 단위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K)에 4개의 DRAM센스앰프가 배치된다.

즉  1개의  DRAM  워드선(WL)에  접속되는  DRAM셀(DMC)과  SRAM캐시에  있어서의  SRAM셀(SMC)과가 SRAM셀
을 4그룹으로 분할하여 배치하는 것에 의하여 1대 1로 대응하게 된다.

또, SRAM 셀 어레이(즉 SRAM 캐시)의 4개그룹에 대응하여 CAM매트릭스(21)도 4그룹으로 분할된다.

이와같이  DRAM셀어레이의  1개의  행(  워드선)  방향에  관하여  DRAM셀과  SRAM셀이  1대  1로  대응하고 있
는 배치를 「다이렉트 매프의 캐시 방식」이라 부른다.

제7도는, 이 발명에 의한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의 데이터 판독동작을 표시하는 플로도이다.

아래에,  제1도  내지  제7도의  도면을  적절히  참조하여  우선  이  발명에  의한  반도체  기억장치의 데이
터 판독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ⅰ)히트리드

우선  외부로부터  X  및  Y어드레스(X0~X11)  및  (Y0~Y11)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으로  X어드레스 
버퍼(340) 및 Y어드레스 버퍼(370)에 부여된다.

이중  외부X어드레스(X0~X11)는  CAM셀어레이(320)에,  X어드레스  버퍼(340)를  사이에  두고  상보내부 X

어드레스(X, )(여기서 X는 어드레스(X0~X11)를 총칭적으로 표시함)로서 부여된다.

한편  Y어드레스  버퍼(37)로부터의  외부  Y어드레스(T0~Y11)에  응답하여  발생된  내부  Y어드레스(Y, 

)(Y는 Y0~Y11)를 총칭적으로 표시함)가 BS발생기(390)와 Y디코더(380)에 부여된다.

(제7도 스텝 S1)

다음에, CAM셀어레이(320)에 내부 X어드레스(X, )가 들어가서 일치검출 동작이 행하여진다.

(제7도 스텝 S2)

여기서  각  캐시엘리먼트에  있어서의  CAM매트릭스(21)기억되어  있는  어드레스  정보와,  X어드레스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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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로부터  부여된  어드레스(X, )가  일치한  경우,  CAM매트릭스에  있어서는,  그  대응하는  그룹의 로
컬매치선이 "H"로 상승한다.

여기서  실제로는  CAM매트릭스에  있어서는  그룹단위에서의  입력어드레스와의  일치/불일치  검출이 행
하여진다.

즉,  BS발생기(390)로부터의  블럭선택신호(BS)가  지정하는  블럭(i번째의  블럭으로  한다)이, CAM셀어
레이(320)에 있어서의 검출동작을 개시시키게 하기 위하여 발생된다.

이  블럭선택신호(BSi)가  일치논리부  회로(22)에  부여되며는,  인버터(110~114)를  사이에  두고 CAM매
트릭스의 로컬매치선(23-1~23-4)의 신호전위가 "H"로 상승한다.

이  상태에  있어서,  이  CAM매트릭스(21)에  있어서  어느것인가의  CAM셀그룹이  기억하는  데이터가, 지
금  부여되고  있는  내부  어드레스(X,  X)와  일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응한  로컬매치선은 방전되
지 않고, "H"를 유지하고, 나머지의 불일치의 CAM셀그룹의 로컬매치선의 전위를 "L"로 방전된다.

한편,  이  CAM  셀  어레이(CAM  매트릭스)에  있어서의  일치검출  동작과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동작이 있다.

즉,  Y디코더(380)에  있어서의  내부  Y어드레스의  디코더와,  이  디코더  결과에  의거하여,  DRAM  셀 어
레이에  있어서의  비트선쌍  그룹  즉  SRAM  워드선의  선택동작,  즉  SRAM  워드선  (SWL1~SWL4)중의  1개의 
구동신호를 선택하여 "H"로 상승시키는 동작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3도를 참조하여 이 일치 검출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내부어부어드레스(X0,  ~X11,   )가  12워드  ×4그룹에서  이루어지는  CAM매트릭스(21)에 부
여된다.

지금,  제1그룹의  CAM셀열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와,  지금  부여되고  있는  X어드레스(X0,  ~X11, 

)가  일치하고,  제2,  제3  및  제4그룹의  CAM셀열의  기억데이터와  부여되고  있는  X어드레스와는 일
치하는 않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  제3  및  제4의  로컬매치선(23-2~23-4)은,  거기에  접속되는  CAM웰을  사이에  두고 방전
패스(제6도  트랜지스터(Q1)참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캐시엘리먼트(16)이  속하는  블럭(ⅰ)가 
선택되어,  블럭선택신호(BSi)가  "H"로  상승하였을지라도,  이것들의  로컬매치선(23-2~23-4)의 전위레
벨은 상승하지 않는다.

한편,  제1의  로컬매치선(23-1)은,  방전패스가  형성되지  않으므로(제6도의  트랜지스터(Q1)가 오프상
태), 블럭선택신호(BSi)의 "H"으로의 상승에 응답하여 그 전위 레벨이 상승하여가서 "H"에 
도달한다.

다음에  이  CAM매트릭스(21)에  있어서의  일치검출  동작과  병행하여  Y디코더(380)로부터  발생된  SRAM 
셀  워드선  구동신호(SWL1)가  "H"로되면,  SRAM워드  드라이버(29)에  있어서  트랜지스터(Q31)를  사이에 
두고,  이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1)가  SRAM캐시의  제1의  그룹에  대응하는  SRAM셀열의 워드선

(SWL1)만이 "H"로 상승한다.

SRAM  워드선(SWL1)이  "H"레벨로  상승하면,  이  제1의  그룹의  SRAM셀의  데이터가  각각의 SRAM비트선
(40)위에 판독된다.

이어서  이  SRAM비트선(40)위에  판독된  데이터중,  Y디코더(380)에  의하여  발생되는  열선택신호(Yi)에 
의하여  선택된  셀의  데이터가  I/O게이트(Tr1,  Tr2)를  사이에  두고  I/O(19)위에  전달된다.  (제7도 스
텝 S3)

이  SRAM캐시에  있어서  메모리셀  데이터의  판독  및  선택동작과  병행하여,  선택된  SRAM 워드선(SWL1)
위의  신호전위에  의하여  일치논리회로(22)내의  트랜지스터(Q11)가  온상태로  되고,  노드(Nd)를  "L"에 
방전한다.

블럭선택신호(BSi)는  지금  "H"에  있으므로,  트랜스미션  게이트(TM)가  도통상태로  있고,  이 노드(N
d)위의 "L"전위를 메인위치선(26)위에 전달된다.

출력버퍼(25)는,  이  메인메치선(26)으로부터의  "L"에  응답하여  액세스  요구된  데이터가  SRAM에 격납
되어  있다고(즉  히트상태)판정하고,  I/O버스(19)  및  프리앰프(24)를  사이에  두고  전달된  데이터를 
출력데이터(Dout)로서 출력한다.

(제7도, 스텝 S4)

이상이  히트리드일때의  동작이다.  다음에,  히트라이트일때의  동작은  거의  히트리드일때의  동작과 마
찬가지이고, 이어서 히트라이트일때의 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ⅱ)히트라이트

SRAM  워드선(SWL)이  선택되어,  그  전위가  "H"로  상승할때까지는  상술한  히트리드일때와  동일한 동작
이 행하여진다.

이때, 입출력 버퍼(240)로부터 기록데이터가 I/O버스(19)에 전달된다.

이어서,  Y디코더(380)에  의하여,  열선택신호(Yi)가  선택되어  "H"로  상승하면,  이  I/O버스(19)위에 
전달되어 있던 기록 데이터가, 선택된 SRAM셀(제3도에 있어서는 SRAM(321))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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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히트라이트시에  있어서,  대응한  DRAM셀에  대하여서도  동일데이터를  기록하는  라이트스루를  행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후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라이트백을 자동적으로 행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7도의 플로도를 참조하여 미스리드시의 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ⅲ)미스리드

히트리드시와 마찬가지로, CAM 매트릭스(21)에 내부 X어드레스(X, )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  경우,  CAM셀매트릭스의  기억데이터와  이  부여된  내부  X어드레스(X, )와는  일치하지 않
으므로, 제1 내지 제4의 로컬매치선(23-1~23-4)의 전위레벨은 모두 "L"상태 그대로이다.

이것에 의하여, SRAM워드 드라이버(29)에 있어서의 트랜지스터(Q31~Q34)도 모두 오프상태에 있다.

따라서,  예를들면,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1~SWL4)의  어느것인가가  "H"로  상승하였다고  하여도, 
SRAM캐시(18)에 있어서는, 그 SRAM 워드선의 전위는 모두 "L"그대로이다.

이  경우,  일치논리회로(22)에  있어서,  트랜지스터(Q11~Q14)는  모두  오프상태에  있으므로, 블럭선택
신호(BSi)에 의하여 이 블럭이 선택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메인매치선(26)의 전위는 "H"그대로이다.

이  메인매치선(26)위의  신호전위가  "H"인것에  의하여  캐시미스인  것에  판정되어,  미스플래그  즉 캐
시미스신호(M)가 발생된다.

그것에 의하여, 미스리드시의 동작이 행하여진다.

이때,  출력버퍼(25)는,  이  캐시미스신호(M플래그)에  응답하여  그  출력상태를  하이임피던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캐시미스가  검출되어,  캐시미스신호(M)가  발생되면,  열선택신호(Yi)가  일단  불능화되고,  한편 
CWL발생기(395)는  활성화되고,  현재  부여되고  있는  어드레스(Y어드레스)에  대응하는  CAM  워드선 구
동신호(CWL1)가 "H"로 상승한다.

이때,  멀티플랙서(350)는,  마찬가지로  캐시미스신호(M)에  응답하여,  이  데이터  입력선  즉  내부 X어
드레스 입력선을 X어드레스 버퍼(340)와 떨어져 있고, 플로팅 상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CAM  워드선  구동신호(CWL1)에  응답하여  선택된   CAM매트릭스에  있어서의  제1의  CAM셀 그

룹이 기억하는 데이터가 데이터 입력선(어드레스 입력선)(X, )위에 전달된다.

이것에  의하여,  어드레스  입력선(X, )위의  신호전위는  제1그룹의  CAM셀(CAM11~CAM121)이 기억하
는 내용과 동일하게 되고, 로컬매치선(23-1)의 전위레벨이 "H"로 상승한다.

여기서, 블럭선택신호(BSi)는 지속하여 부여되는 일이 계속되어 있다.

이  로컬매치선(32-1)의  신호전위가  "H"로  상승하면,  SRAM워드  드라이버(29)에  있어서의 트랜지스터
(Q31)가  도통상태로  되고,  이미  "H"로  상승하고  있던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1)가  제1의  그룹의 
SRAM셀열을  대응하는  워드선(SWL1)위에  전달되고,  이  제1의  그룹의  SRAM(SRAM11~SRAM321)의 데이터
가 대응한 비트선쌍(40)위에 판독된다.

즉 32비트의 SRAM셀데이터가 판독된다.

(제7도의 스텝 S5)

다음에,  클럭발생기(410)로부터의  캐시미스  신호(M)에  응답하여  SRAM셀데이터가  판독된후, 전송지시

신호(CRE, )가 발생되어,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가 활성화 된다.

한편,  이  SRAM셀에  있어서의  SRAM  워드선의  구동  및  전송지시신호  발생과  병행하여, CAM매트릭스
(21)에서 판독된 어드레스가 멀티플렉서(350)의 제어하에 X디코더(360)에 부여된다.

X디코더(360)는,  이  부여된  내부  X어드레스를  행어드레스로서  디코더하고,  DRAM  셀  어레이(300)의 
대응의 행을 선택하고, 선택된 워드선(WL)의 전위를 "H"로 상승시킨다.

이어서,  선택  워드선(WL)에  접속되는  메모리셀의  데이터가  판독되어  DRAM센스앰프(36-39)가 활성화
되고 이 판독된 DRAM메모리셀 데이터가 검지증폭된다.

계속해서,  센스앰프  접속신호(SAC)가  Y디코더(38)로부터  부여되며,  센스앰프가  서브  I/O선(35)에 접
속된다.

이  센스앰프  접속신호(SAC)는,  SRAM  워드선  구동신호(또는  CAM워드  선구동신호(CWL))와 마찬가지이
고,  4그룹의  센스앰프중  제1의  그룹에  대응하는  센스앰프(36)를  선택하고,  서브  I/O선(35)에 접속하
도록 센스앰프 접속신호(SAC1)가 활성화 된다.

이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의 래치능력은 DRAM센스앰프(36)의 그것보다도 크다.

따라서,  서브  I/O선(35)즉  SRAM비트선쌍(40)위에  판독되어  있던  SRAM메모리셀  데이터에  대응하는 데
이터가 이 선택된 DRAM메모리셀에 기록된다.

이  기록왼료  DRAM  워드선  전위가  하강하고,  DRAM  셀  어레이의  리세트  즉  서브  I/O선(35)과 센스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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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와의 분리 및 각 DRAM비트선쌍의 프리챠지가 행하여진다.

(제7도 스텝 S6)

이  캐시미스  발생시에  있어서  SRAM캐시(18)로부터  대응하는  SRAM셀데이터를  판독하고  DRAM의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련의 동작이 「라이트백」이다.

이  DRAM의  리세트후,  재차멀티플랙서(350)는  X어드레스  버퍼(340)으로부터  부여되어  있는  내부 X어
드레스를 X디코더(360)에 부여한다.

이것에  의하여,  현재외부로부터  부여되고  있는  X어드레스에  대응하는  DRAM  워드선(WL)이  선택되어. 
이 전위레벨이 "H"로 상승한다.

그후,  재차  센스앰프(36~39)의  활성화  및  센스앰프  접속신호(SAC1)의  발생에  의하여, 센스앰프
(36)(DRAM 비트선쌍(31))가 서브 I/O선(35)에 접속된다.

계속해서,  이  서브  I/O선(35)에  전달된  32비트의  DRAM셀데이터가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에  의하여 
증폭되어 SRAM비트선쌍(40)에 전달된다.

(제7도 스텝 S7)

여기서,  DRAM  셀  어레이의  리세트시에  서브  I/O선(35)도  일단  중간전위로  프리챠지/이콜라이즈  되고 
또한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도 일단 불능동화(不能動化)된다.

따라서,  이때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가  지속적으로  부여되고  있어도,  SRAM비트선쌍(40)의 전위
는  이  서브  I/O선(35)의  리세트(이콜라이즈/프리챠지)에  의하여  그  전위가  불안정한  것으로되며, 
SRAM 메모리셀의 데이터도 불안정한 것으로 된다.

그렇지만,  서브  I/O선(35)에  전달된  SRAM센스앰프(36)에  의하여  증폭된  데이터가  대응의 SRAM비트선
쌍(40)위에 전달된다.

DRAM센스앰프(36~39)의 구동능력은 통상 SRAM메모리셀의 래치능력보다도 충분히 크다.

따라서,  이  SRAM비트선쌍(40)위의  전위는  DRAM  셀  어레이  부로부터  전달된  32비트의  데이터에 대응
한 것으로 된다.

이후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가  활성화  되는  것에  의하여,  이  SRAM비트선쌍(40)위의  전위는 다시금
에  증폭되어,  확실하게  DRAM메모리셀  데이터에  대응한  것으로  되고,  각각의  SRAM메모리셀  데이터의 
대응한 것으로 되고, 각각의 SRAM메모리셀에 동시에 32비트의 데이터가 기록된다.

여기서,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는,  DRAM  셀  어레이의  리세트시  마찬가지로  일단  "L"로  하강히켜,  DRAM  셀  어레이의 
재기동시에 재차 상승시키는 구성으로하여도 좋다.

또, 열선택 신호(Yi)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구조로하여도 좋다.

이  DRAM  셀  어레이로부터  SRAM  셀  어레이(SRAM캐시(21))으로의  32비트의  데이터  전송과  동시에,  즉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1~17-32)의  활성화와  동시에,  병행하여  Y디코더(380)(단위  Y디코더(20))에 
의하여  열선택신호(Yi)가  "H"로  상승하고,  외부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메모리셀의  데이터가 I/O선(1
9)에 전달된다.

이때에는  이미  메인매치선(26)위의  신호전위는  이  SRAM  워드선(SWL1)의  "H"으로의  상승에  응답하여, 
"L"로  하강하여  있고,  캐시히트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출력버퍼(25)는  프리앰프(24)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데이터(Dout)로서 출력한다.

(제7도 스텝 S4)

다시금  상술한  DRAM의  재기동  동작과  병행하여,  DRAM  셀  어레이에  있어서의  2회째의  워드선 선택용
에  사용된  외부  X어드레스가  CAM매트릭스(21)에  부여되고,  계속해서  CAM  워드선  구동신호(CWL1)가 

"H"로  하강하고,  새롭게  부여되고  있는  외부  X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내부  X어드레스  (X0, ~X11, 

)가 CAM매트릭스(21)에 있어서의 제1그룹의 CAM메모리셀 열에 기억된다.

(ⅳ)미스라이트일때

미스라이트일때의  동작은,  미스리드시의  동작과  마찬가지이고,  메인매치선(26)이  방전되지  않고, 캐
시미스가 판정되어, 이 캐시미스에 응답하여 우선 상술한 라이트백 동작이 행하여진다.

이후,  DRAM  셀  어레이가  리세트되고,  계속해서  미스리드시와  마찬가지로하여  현재  외부로부터 부여
되어  있는  X어드레스에  의하여  DRAM  워드선의  선택동작이  행하여지고  DRAM  워드선(WL)의  전위가 "
H"로  상승하고,  현재부여되어  있는  외부어드레스(X)에  대응하는  DRAM메모리셀이  서브  I/O선  및 SRAM
비트선쌍에 접속된다.

계속해서,  일단  불능화  되어  있는  열선택신호(Yi)가  "H"로  상승하고,  내부  I/O선(19)에  전달되어 있
는  기록데이터(Din)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SRAM비트선쌍(40)  및  서브  I/O선을  선택된  DRAM메모리셀에 
기록된다.

이때  SRAM캐시로부터  DRAM으로의  데이터  전송시에는  미스리드시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17)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이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에  의하여  증폭된  데이터는,  SRAM캐시에 있어
서의 대응의 SRAM메모리셀에도 기록된다.

이때의  이  SRAM메모리셀  및  DRAM메모리셀  양자로의  데이터  기록과  병행하여,  새롭게  현재  부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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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내부 X어드레스가 CAM매트릭스(21)에 있어서의 제1그룹의 CAM메모리셀에 기록된다.

제8도는 상술한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의 동작의 진행상황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상술한  동작을  하나로  집약해서  표시하면,  제8도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우선  X버퍼  및  Y버퍼에 각
각 X어드레스 및 Y어드레스가 부여되어 거의 동시에 내부 X어드레스가 발생된다.

이  내부  Y어드레스에  응답하여  BS발생기로부터  블럭선택신호(BS)가  발생되고,  태그동작  즉 CAM매트
릭스에 의한 캐시히트/미스의 판정동작이 행하여 진다.

이 태그 동작과 병행하여 Y디코더에 의한 열선택 동작이 실행된다.

따라서,  이때  태그동작에  의하여  로컬매치선상의  신호전위가  확정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타이밍(제8
도에  있어서는  약  6ns)으로  Y디코더로부터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가  발생되어  SRAM  워드선 구동
이  실행되고,  Y디코더  결과에  의하여  1열이  선택되어,  이  선택된  열의  메모리셀  데이터가 SRAM으로
부터 I/O버스에 판독되고, 프리앰프에 의하여 증폭된 후 출력버퍼에 전달된다.

이  출력버퍼에  데이터가  전달된  후,  태그동작의  결과  메인매치선상의  신호전위가  확정되고, 캐시히
트/미스를 표시하는 H/M플래그가 출력된다.

이때 캐시히트이면 출력버퍼는 프리앰프로부터 부여된 데이터를 출력한다.

따라서, 이경우 히트리드시에 있어서는 거의 10ns미만으로 데이터를 판독할 수가 있다.

즉  이  제8도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CAM매트릭스에  있어서의  일치검출동작과  Y디코더  동작과가 병렬
로 행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에 의하여, 고속으로 데이터의 판독이 행하여진다.

히트리드시의  동작도  이  히트리드시의  동작과  거의  마찬가지이고,  단지  출력데이터가  입력데이터로 
전환되는것 뿐이고, 거의 마찬가지로 고속으로 데이터의 기록을 실현할 수가 있다.

제9도에 히트리드시에 있어서의 각 신호파형을 시뮬레이숀에 의하여 구한 결과를 표시한다.

제9도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외부어드레스(X  및  Y)가  부여된  후  약  2ns정도에서 블럭선택신호(BS)
가 상승하고, 이어서 약 3.5ns에서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가 상승하고 있다.

이때,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를  발생하기  위한  디코드  동작과  CAM매트릭스에  의한 일치검출동작
에  병행하여  행하여지고  있고,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의  상승과  거의  마찬가지의  타이밍으로 로
컬매치선의 신호전위가 "H"에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다.

로컬매치선에  있어서,  일치를  검출한  로컬매치선이  완전하게  "H"로  상승한  시점에  있어서는, Y디코
더에  의한  열선택신호(Yi)도  이미  발생되어  있고,  SRAM  셀  어레이로부터  메모리셀  데이터가 I/O버스
위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로컬매치선이  완전하게  "H"레벨로  상승하였을때에  캐시히트를 
표시하는 신호도 확정상태로 되어 있고, 출력버퍼는 고속으로 데이터를 판독한다.

여기서, 제9도에 있어서, 그 신호의 저압레벨이 약 3.3V의 경우가 표시되고 있다.

이것은  16M비트등의  대용량의  DRAM에  있어서는  동작전원전압  즉  내부전원전압이  약  3.3V로  설정되는 
구성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제10도에 미스리드시에 있어서의 각 신호파형을 표시한다.

이  경우  시간의  단위는  임의이고,  I/O선의  전위가  확정되는  것은  통상의  DRAM  셀  어레이와  같은 정
도의 시간이라 산정된다.

이  미스리드시에  있어서는,  블럭선택신호(BS)  및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는  히트리드시와  동일한 
타이밍으로  발생되지만,  이때  로컬매치선의  전위는  "L"이므로,  CAM  워드선  구동선(CWL)이  발생되어, 
CAM매트릭스로부터  어드레스의  판독  및  이  판독된  어드레스에  의한  DRAM  셀  어레이에  있어서의 워드
선의  선택  및  구동,  이어서  선택된  메모리셀  데이터를  검지  증폭된  후,  로컬매치선  출력에  의하여 
선태된  SRAM셀  그룹의  SRAM셀  데이터의  DRAM셀으로의  데이터의  기록이  일련의  동작으로서 행하여진
다.

이어서,  외부  어드레스에  따른  DRAM으로의  액세스가  행하여지고,  이때  DRAM셀으로의  액세스와 병행
하여  CAM  워드선  구동신호(CWL)가  재차  발생되고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좋음), CAM매트
릭스의 대응의 CAM셀에 새로운 내부 어드레스의 기록이 행하여진다.

이때  로컬매치선이  "H"로  상승하므로,  선택된  SRAM  셀  어레이로의  DRAM  셀  어레이로부터  선택된 메
모리셀 데이터의 기록도 행하여지고 있다.

이  제9도와  제10도를  비교하면,  히트리드시에는  미스리드시에  비하여  훨신  고속으로  데이터의 판독
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이 히트리드 및 미스리드의 동작타이밍은 거의 히트라이트 및 히트미스라이트와 마찬가지이다.

또  제9도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CAM셀  매트릭스에  있어서의  로컬매치선의  직접  SRAM  워드선 드라이
버를  구동하고  있으므로,  이  외부어드레스와  기억어드레스와의  일치검출  후  고속으로  SRAM  워드선을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캐시미스시  CAM셀  데이터를  판독하여  DRAM  워드선  선택신호로서  사용될  경우,  내부 X어드레
스를 일단 CAM매트릭스에 대하여 무효상태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경우,  제1도에  표시하는  구성에  있어서는,  CAM  셀  어레이(320)에  대하여  2개  설치되어  있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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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어드레스  신호  전달선을  멀티플렉서(350)로부터의  1개만의  구성으로  하고,  이  멀티플랙서(350)가 
캐시미스(M)에  응답하여  일단  내부  X어드레스  신호선을  전기적으로  프로팅  상태로하여  (즉 X어드레
스  버퍼와  내부  X어드레스  신호선과의  분리),  소정시간  경과후  이  내부  X어드레스  신호선을 X버퍼출
력에 대신하여 X디코더(360)에 접속하는 구성으로 하면 좋다.

그리하고,  다시금  DRAM  셀  어레이에의  SRAM  셀  어레이로부터의  데이터  전송  완료후,  DRAM어레이의 
리세트에  응답하여  재차  X어드레스버퍼(340)로부터의  내부  X어드레스를  X디코더(360)  및  내부 X어드
레스 신호선을 사이에 두고 CAM 셀 어레이(320)에 전달하는 구성으로 하면 좋다.

이 구서은 통상의 선택게이트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용되는  멀티플렉서  전환제어  신호로서  캐시미스신호와  DRAM의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 특
히  메모리사이클  개시신호를  사용하면  좋고,  이  DRAM의  리세트  완료시점의  검출신호는,  어드레스 변
화  검출신호를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1도에  표시하는  클럭발생기(410)로부터 발생된
다.

이것에  대신하여,  CAM매트릭스의  데이터  입력선에  캐시미스신호에  응답하는  멀티플렉서를  설치하고, 
제1도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2개의 내부 X어드레스선을 사용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라이트백  동작이  캐시미스발생시에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하였으나, 라이트 스루동작도 가능하다.

이경우,  히트라이트시에  있어서의  SRAM셀으로의  데이터의  기록과  병행하여  DRAM  워드선(WL)을 동시
에  X어드레스에  따라서  선택하고,  센스앰프에  의하여  이  선택  워드선에  접속되는  메모리셀의 데이터
를  검지증폭한  후,  인터페이스  드라이버(17)를  활성화하여  SRAM셀로부터  SRAM비트선쌍,  서브 I/O선
을 사이에 두고 선택된 DRAM셀에 데이터로서 전송하는 시퀀스를 부과하면 좋다.

이  DRAM으로의  데이터  전송시퀸스는  SRAM셀에  있어서의  데이터  기록과  DRAM  워드선의  선택을 병행하
여 행하는 것에 의하여 고속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

또,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미스라이트시에  있어서  DRAM  셀  어레이  및  SRAM  셀  어레이  양쪽에 데
이터를  기록하도록  구성하였으나,  이경우  DRAM  셀  어레이에  대하여만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구성하였
으나, 이 경우 DRAM 셀 어레이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이  태그메모리를  내장된  캐시  DRAM의  반도체  칩은  외부사방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집약할  수가 
있다.

(1)외부어드레스  입력으로서는,  일반적인  어드레스  멀티플렉서방식의  DRAM과  다르며,  X어드레스  및 
Y어드레스는 비멀티플렉서 방식으로 된다.

따라서  핀의  배치구성으로서는,  의사(擬似)  스태틱  RAM  또는  어드레스  멀티플렉서를  행하지  않는 
DRAM과 거의 마찬가지로 된다.

(2)메인메치선의  신호전위를  외부에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캐시히트/미스판정의  플래그를 외부에
서 모니터하는 것에 의하여 출력데이터의 유효/무효를 검출할 수가 있다.

(3)  또는  히트시에  있어서는  데이터는  SRAM에서  판독되므로,  사이클  타임과  액세스타임  같게  되고, 
히트시에  있어서는  통상의  DRAM에  있어서와  같이  비트선  프리챠지가  불필요하게  되며,  사이클타임이 
짧게 된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DRAM  셀  어레이가  1개일  경우를  설명하였으나,  제11도에  표시한 것
과  같이,  DRAM  셀  어레이를  2개의  큰  블럭으로  분할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제11도에 표시하는 구성인 경우, 「디스트리뷰티드 캐시아키텍쳐」(DISTRIBUTED CASH 
ARCHITECTURE)로  통상  불리고  있으며,  DRAM  셀  어레이가  2개의  큰  어레이블럭(300a,  300)으로 분할
되어,  이  각각에  대하여  SRAM  셀  어레이(310a,  310b)가  배치되고,  Y디코더(380)가  이  SRAM  셀 어레
이 및 DRAM 셀 어레이 양쪽에 공통으로 설치된다.

다시금,  제12도에  표시한것  같이,  SRAM  셀  어레이(310)와  DRAM  셀  어레이(300a,  300b)가  따로따로 
설치되는 「로컬라이즈드 캐시아키텍쳐」(LOCALIZED CASH ARCHITECTURE」를 사용하여도 좋다.

「LOCALIZED CASH ARCHITECTURE」의 경우 DRAM 셀 어레이(300a, 300b)가 따로따로 설치된다.

SRAM  셀  어레이(310)와  DRAM  셀  어레이(300a,  300b)는  내부버스선  (600)을  사이에  두고  전송이 행하
여진다.

이  「LOCALIZED  CASH  ARCHITECTURE」의  경우,  본  발명에  따르면,  SRAM용  X디코더(360b)가,  CAM  셀 
어레이로 치환된다.

이상과  같이  이  발명에  의하면,  주메모리로서의  DRAM과,  캐시메모리로서의  SRAM과,  캐시히트/미스 
판정용의  태그부와를  동일한  반도체칩  위에  일체적으로  형성한  것이며,  의사(擬似)  SRAM  또는 어드
레스  비멀티플렉스  DRAM과  거의  같은  정도의  칩면적이고  또한  액세스타임  및  사이클  타임이  SRAM과 
같은 정도의 고속으로 대기억용량의 비멀티플렉스 RAM을 얻을 수가 있다.

다시금,  태그부를  CAM  셀  어레이를  사용하여  구성한  것으므로,  어드레스  기억,  및  어드레스  비교  및 
일치/불일치 검출을 행하는 회로부분을 간이한 구성으로 또한 콤팩트하게 형성 할 수가 있다.

다시금,  이  태그부로부터의  일치검출신호를  트리거  신호로서  SRAM  워드선을  직접  구동하도록  구성한 
것이므로, 간이한 구성에서 고속으로 SRAM셀 데이터의 기록/판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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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일치검출  신호발생  경로를,  SRAM  워드선  구동트리거  신호로되는  제1의  일치검출  신호발생 
경로와,  SRAM의  워드선  전위에  응답하여  캐시히트/미스를  표시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경로와 계층구
조로한  것이므로,  칩레이아웃을  간이화할  수가  있는  것과  아울러  효율적으로  각  회로를  배치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고, 저 점유 면적이 태그부를 실현할 수가 있다.

다시금,  Y디코더의  디코더  동작과  태그부의  일치/불일치  검출동작과를  병행하여  실행하도록  구성한 
것이므로,  일치  검출후  고속으로  SRAM셀의  데이터  기록/판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액세스 
타임을 큰 폭으로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금,  미스리드시에  SRAM셀의  데이터를  DRAM의  대응의  메모리셀에  전송한  후에  외부어드레스에 따
라서  DRAM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도록  구성한  것이므로,  복잡한  타이밍  제어를  행하기  위한  회로 
및 라이트백용의 버퍼메모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용이하게 「라이트백」방식을 실현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칩(500)위에  집적화된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행  및  열로  이루어지는  매트릭스상으로 배
열된  복수의  다이내믹형  메모리셀을  포함하되,  일군의  열을  각각  구비한  복수의  블럭(300')을 포함
하는  DRAM  셀  어레이(300)와,  행  및  열로  이루어지는  매트릭상으로  배열된  복수의  스태틱형 메모리
셀(SMC)을  포함하된,  상기의  DRAM  셀  어레이의  블럭에  대응한  복수의  블럭(18)을  포함하는  SRAM  셀 
어레이(310)와,  상기  DRAM  셀  어레이와  상기  SRAM  셀  어레이와의  사이에서의  블럭에서  데이터 전송
을  위한  전송수단(330  ;  17)과,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상기  블럭들에  격납되는  데이터의 어드레스
를  격납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제1어드레스신호와  상기  격납된  어드레스와의  일치/불일치를 
검출하는  기억/검출수단(320  ;  340)과,  상기  기억/검출수단으로부터의  일치검출신호와  외부에서 공
급된  제2어드레스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SRAM  셀  어레이로부터의  대응의  메모리셀을  선택하고  상기 

대응의  메모리셀을  내부의  데이터  전달선(I/O, )에  접속하는  제1의  수단(20,  22,  23,  27,  29, 
370,  380,  390)  및,  상기  기억/검출수단으로부터의  불일치  검출신호와  상기  제1  및  제2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DRAM  셀  어레이로부터의  대응  메모리셀을  선택하고  그  메모리셀을  상기  SRAM어레이의 
열을  통하여  상기  내부데이터  전달선에  접속하는  제2의  수단(350,  360,  380,  2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수단은  SRAM  워드선  구동신호(SWL1~SWL4)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제2어드레
스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행을  선택하는  수단(380)과,  상기 기억/검출수단으로부터
의  상기  일치검출신호에  응답하여  일치가  검출되도록  하기위한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한  행에  있는 
메모리셀을  접속하는  SRAM  워드선에  상기  SRAM  워드선  구동신호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수단(29)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수단은  내부행  지정신호를  발생하는  상기  제1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상
기  DRAM  셀  어레이의  행을  지정하고,  상기  내부행  지정신호의  적어도  일부를  복구용  어드레스인 상
기  기억/검출수단으로  인가하는  수단(340)과,  내부열  지정신호를  발생하기위한  상기 제2어드레스신
호에  응답하여  상기  DRAM셀  어레의  열을  지정하되,  상기  제1어드레스신호와  상기  제2어드레스신호가 
실제적으로  동일  타이밍시에  외부에서  인가되는  수단(370)과,  상기  내부열  지정신호에  응답하여 상
기  DRAM  셀  어레이의  열과  블럭을  각각  선택하기위한  신호를  발생하기위한  열/블럭  선택수단(380, 
390)  및,  상기  기억/검출수단과  상기  열/블럭  선택수단이  서로  병렬로  동작하도록  하는  수단 (410)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검출수단을  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일치검출선(23-1~23-4)과, 상
기  제1어드레스신호에  대응하는  각  비트를  제공받기  위한  상기  일치검출선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

열되는  복수의  데이터  입력선  (X0-X11, )과,  상기  일치검출선과  교차하는  상기  데이터 
입력선  사이에서의  각  교차점에  배열되어  있으며,  한  행위에서  상기  SRAM  셀  어레이에  저장된 데이
터용  어드레스를  격납하는  신호일치검출선에  접속되는  복수의  내용참조  메모리(CAM11-CAM124)  및, 
상기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되,  각각의  행위에  있는  상기  내용참조  메모리가  대응하는  CAM 워드
선에  접속되는  복수의  CAM  워드선(CWL1~CWL4)을  구비하여,  상기  내용참조  메모리가  상기  SRAM  셀 어
레이에  있는  상기  행  및  열에  대응하는  행  및  열에  배열되고  또한  상기  일치/불일치  검출신호가 상
기  제1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한  상기  일치검출선을  전달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시내장 반도
체 기억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기억/검출수단은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각  블럭에  관련하여  어드레스의 일
치/불일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각  블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기억/검출수단을  상기  제2어드레스신호의  전위와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행
을  접속하는  신호선  위에  있는  전위에  응답하여  상기  불일치  검출신호를  상기  제2수단으로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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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22)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RAM  셀  어레이는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각  열(40)에  대하여  n열(31,  32, 
33,  34)을  포함하되,  상기의  SRAM  셀  어레이는  n행으로  배열된  SRAM셀을  포함하며,  여기서  n은 정수
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수단은  상기  불일치  검출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DRAM  셀  어레이  블럭의 상
기 n행  중  하나를 상기 SRAM  셀  어레이블럭의 대응열에 접속하는 수단(380,  390,  330,  17)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수단은  상기  외부로부터  인가된  제2어드레스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열을  선택하기  위한  제1열  검출신호를  발생하는  수단  (395)과,  상기 기억/검출수단으로부
터의  상기  불일치  검출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외부로부터  인가된  제1어드레스  신호를  일시적으로 무
시하고,  상기  제1열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열  선택신호에  의해  지정된  상기  SRAM  셀  어레이 
열에  대응하는  어드레스를  상기  기억/검출수단으로부터  독출하고,  어드레스를  독출함에  따라  상기 
DRAM  셀  어레이의  대응  메모리셀을  선택하며,  상기  제1열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지정열에  있는  메모리셀  데이타를  독출하며,  상기  SRAM셀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상기  전달수단을 
통하여  상기  선택된  대응의  다이내믹  메모리셀에  기입하는  수단(410,350,  360,29,17)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캐시내장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0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행  및  열의  매트릭스상으로  배열된  복수의  다이내믹형  메모리셀(DMC)을 
구비하되,  상기  DRAM  셀  어레이는  일군의  열을  각각  갖는  복수의  블록(300')으로  분리되고,  상기의 
DRAM  셀  어레이는  접속된  하나의  행위에  다이내믹형  메모리셀을  각각  복수의  DRAM  워드선(WL)과 접

속된  하나의  열위에  다이내믹형  메모리셀을  각각  갖는  복수의  DRAM비트선(BL, )을  포함하는 
DRAM  셀  어레이(300)와,  행  및  열의  매트릭스상으로  배열된  복수의  스태틱형  메모리셀(SMC)을 구비
하되,  상기 SRAM  셀  어레이는 상기 DRAM  셀  어레이의 상기 블럭에 대응하는 복수의 블럭으로 분리되
고,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상기  각  블럭은  접속된  상기  블럭에서  한  행의  스태틱형  메모리셀을 각
각  갖는  복수의  SRAM  워드선(SWL)과,  접속된  한  열의  스태틱형  메모리셀을  갖는  복수의 SRAM비트선
(40)을  포함하는  SRAM  셀  어레이와(310)와,  행  및  열의  매트릭상으로  배열된  복수의  내용참조 메모
리(CMC)를  구비하되,  상기 CAM  셀  어레이 어레이는 상기 SRAM  셀  어레이의 상기 블럭에 대응하는 복
수의  블럭을  가지며,  상기  CAM  셀  어레이  블럭의  각각은  접속된  블럭에서  한  행의  내용참조  메모리 
셀을  각각  갖는  복수의  CAM  워드선(CWL)과,  접속된  한  열의  내용참조  메모리셀을  각각  갖는  복수의 

데이터  입력선  (X0-X11, )과  접속된  블럭에서  한  행의  내용참조  메모리셀을  각각  갖는 
복수의  국부적  일치선을  포함하는  CAM  셀  어레이(320)와,  상기의  각기  SRAM  셀  어레이블럭과  상기의 
각기  CAM  셀  어레이  블럭  사이에서  배열되어  있으되,  연관된  블럭에서  상기  국부적  일치선위에 신호
전위에  따라  선택된  상태로  상기  SRAM  워드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의  연관된  블럭에서의  SRAM 워
드선을  직접  구동하기  위한  복수의  구동수단(29)과,  상기의  각  SRAM  셀  어레이블록과  연관되어, 각
기  연관된  블럭에서  상기  SRAM  워드선위에  있는  신호전위에  따라  캐시히트/미스(cashe  hit/miss)를 
표시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복수의  캐쉬  히트/미스신호  발생수단(22)과,  외부에서  인가하는 제1어드
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DRAM  셀  어레이에서  행을  지정하기위한  제1내부  어드레스신호를 발생하
고,  복구용  데이터로  상기  제1내부  어드레스신호의  적어도  일부를  상기  CAM  셀  어레이블럭에 인가하
는  수단(340)과,  외부에서  인가되는  제2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블럭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수단
(390)과,  상기  블럭선택신호에  응답하여  대응의  CAM  셀  어레이  블럭을  동작하게  하는  수단(22)과, 
상기  제2어드레스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DRAM  셀  어레이와  상기  SRAM  셀  어레이에서  열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하는  수단(38)과,  상기  캐쉬히트  표시신호와  상기  열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SRAM  셀  어레이에서  선택된  열을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외부에  있는  회로에  접속하기위한 수단
(Tr1,  Tr2,  19,  420)  및,  상기  캐쉬히트  표시신호와  상기  열선택신호  및  상기  제1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DRAM  셀  어레이에서의  상기  선택된  행과  열에  있는  메모리셀을  상기  SRAM  셀 어레이
에  잇는  연관된  열을  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장치의  외부에  있는  회로에  접속하기  위한 수단
(350, 360, 380, 395, 340)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시내장 반도체장치.

청구항 11 

행과  열의  매트릭스로  배열된  복수의  다이내믹형  메모리셀(DMC)을  구비한  DRAM  셀  어레이(300)와, 
행과  열의  매트릭스로  배열된  복수의  스태틱형  메모리셀(SMC)을  구비한  SRAM  셀  어레이(310)와, 행
과  열의  매트릭스로  배열된  복수의  내용참조  메모리(CMC)를  구비한  CAM  셀  어레이(320)를  포함하되, 
단일  반도체칩(500)상에  형성되는  반도체  기억장치의  동작방법에  있어서,  외부에서  인가되는 제1어
드레스신호에  따라  제1내부  어드레스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제1내부  어드레스  신호에  적어도  일부를 
복구용  데이타로서  상기  CAM  셀  어레이로  인가하는  단계와,  일치가  검출되도록  하기위한  상기  CAM 
셀  어레이에서  행  위의  신호전위에  따라  선택된  상태에서  행을  유지하도록  상기  SRAM  셀  어레이에서 
대응행을  직접  구동하는  단계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제2의  어드레스신호에  따라  상기  DRAM  셀 어레
이  및  상기  SRAM  셀  어레이에서  열을  선택하기  위한  제2내부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
기 SRAM 셀 어레이에서 행위의 신호전위에 따라 캐쉬 히트/미스를 표시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SRAM  셀  어레이에서의  대응열을  발생된  캐쉬  히트  표시신호  및  상기  제2내부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외부에  있는  회로에  접속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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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의 동작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내부  어드레스신호  발생단계는  상기  CAM  셀  어레이에서  복구동작과 병행
하여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의 동작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DARM  셀  어레이에서  행과  열을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SRAM  셀  어레이에서 
열을  선택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DRAM  셀  어레이에서  행과  열  사이의  교차점에서의  메모리셀을 
상기  제1  및  제1내부  어드레스신호와  상기  캐쉬  히트/미스  표시신호에  따라  상기  SRAM  셀 어레이에
서  선택된  열을  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외부에  있는  회로를  접속시키는  단계를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의 동작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어드레스신호에  따라  상기  SRAM  셀  어레이에서  행을  선택하기  위한 제3내
부  어드레스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캐쉬  히트/미스  표시신호  및  상기  제2어드레스신호에 따
라 상기 CAM  셀  어레이에서 행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캐쉬 히트/미스 표시
신호 및 상기 CAM  셀 어레이 행 선택 신호에 따라 상기 CAM  셀 어레이에서 선택된 행의 내용을 독출
하는  단계와,  상기  CAM  셀  어레이에서  독출된  내용에  따라  상기  DRAM  셀  어레이에서  행을  선택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CAM  셀  어레이에서  선택된  행의  내용을  상기  제3내부  어드레스신호에  따라 상
기  DRAM  셀  어레이에서  상기  선택된  행의  메모리셀로  기입하는  단계를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동작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DRAM  셀 어레이, 상기 SRAM  셀 어레이 및 상기 CAM  셀 어레이 각각은 복수의 
블럭을  포함하되,  한  어레이에서의  상기  블럭들이  다른  어레이에서의  상기  블럭들과  일대일  관계를 
이루고,  상기  제2어드레스신호에  따라  블럭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블럭선
택신호에  의해  선택된  블럭에  대하여  상기한  모든  단계를  실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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