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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캐쉬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프로세서(20)의 캐쉬 메모리에 관해서 더 많은 사용자 제어권을 허용하는 회로를 제공
한다. 특히, 캐쉬제어명령들이 이행되어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데이터 캐쉬(54)에서의 터치적재, 플러
쉬 할당 동작을 실행한다.

제어명령은 명령 캐쉬 유닛(26)과 순차기(34) 모두에 의해 복호화되어 필요한 제어 및 주소 정보를 적재/
기억 유닛(28)으로 제공한다. 적재/기억 유닛(28)은 각 명령의 수행을 배열하여 적당한 시점에 필요한 제
어 및 주소 정보를 데이터 캐쉬 유닛(24)으로 제공한다. 캐쉬제어논리(60)는 이어서 주소 및 제어 정보 
모두를 신호 처리, 각 캐쉬제어 명령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부 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캐쉬제어논리
(60)는,  외부  전달  코드  신호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캐쉬  트랜잭션이  실행될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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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캐쉬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캐쉬 유닛을 구비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의 적재/기억 유닛의 블록도.

제3도는 제1도의 데이터 캐쉬 유닛의 블록도.

제4도는 제3도의 캐쉬 제어 논리의 블록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캐쉬 터치 적재 동작 중에 수행되는 일련의 단계를 도시한 흐름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캐쉬 플러쉬 적재 동작 중에 수행되는 일련의 단계를 도시한 흐름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캐쉬 할당 적재 동작 중에 수행되는 일련의 단계를 도시한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데이터 처리 시스템               15 : 정보 버스

17 : 외부 명령 정보 버스              19 : 외부 데이터 정보 버스

20 : 데이터 프로세서                   21 : 명령 정보 버스

22 :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             23 : 데이터 캐쉬 제어 버스

24 : 데이터 캐쉬 유닛                   25 : 데이터 캐쉬 주소 버스

26 : 명령 캐쉬 유닛                      27 : 내부 정보 유닛

28 : 적재/기어 유닛                      30 : 히스토리 버퍼

32 : 레지스터 파일                       34 : 순차기

36 : 부동 소수점 유닛                    38 : 정수 유닛

40 : 그래픽 유닛                          42 : 유효 주소 계산 논리

45 : 복호 제어 블록                       46 : 적재 버퍼

47 : 복호화된 제어버스                   48 : 주소 이슈 멀티플렉서

49 : 제어 이슈 멀리플렉서               50 : 주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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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프로그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 특히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캐쉬 메모리에 관한 것이다.

캐쉬 메모리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보다 빠르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게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효율성은 증가되었어도, 캐쉬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유연성과 사용에 의한 
관리는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제약은 일반적으로 동작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에러로부터 사
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또한, 엔지니어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부분의 데이터 프로세서에서는, 두 개의 사용 권한 레벨이 제공되어, 외부 버스 트랜잭션 중에 메모리, 
캐쉬 및 기타 장치로의 액세스를 통제하고,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의 동작을 통제한다. 그 최상위 수준의 
사용 권한은 수퍼바이저 모드에서 제공된다. 수퍼바이저(supervisor) 모드의 경우, 데이터 프로세서는 수
퍼바이저 동작 모드와 사용자 동작 모드 모두에 대해 지정된 메모리로 엑세스할 수도 있다. 또한 수퍼바
이저 모드에서는 모든 명령의 수행 및 데이터 프로세서 내의 모든 레지스터 위치로 액세스할 수 있다. 통
상적으로,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프로세서가  수퍼바이저  모드에  있을  때  통상적으로 
수행한다.  제공된 운영 시스템 서비스들 중에는 메모리와 주변 장치 모두에 대한 자원 할당(resource 
allocation),  예외 조치(exception  handling)  및 소프트웨어 수행 제어(software  execution  control)가 
있다. 소프트웨어 수행 제어는 대개 사용자의 프로그램의 제어와, 사용자 프로그램에 의한 실수나 고의적 
오동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용자 모드는 제2단계의 사용 권한을 제공한다. 사용자 동작 모드인 경우, 그 사용자 모드로 사용이 지
정된 메모리와 레지스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 명령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들만을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
틴 소재의 모토로라 인코포레이트사에 의해 실용화된 MC88100 RISC 프로세서에서는, 수퍼바이저 동작 모
드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네 개의 명령이 있다. 이중 세 명령은 데이터 프로세서가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
에 있을 때, 액세스될 수 있는 레지스터에 대해 읽기/쓰기 액세스를 수행한다. 네 번째 명령은 예외 처리 
루틴(exception processing routine)을 순서대로 수행한다.

데이터 프로세서가 사용자 모드인 경우에, 수퍼바이저 모드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메모리, 레지스터, 또
는 명령이 액세스된다면, 예외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예외의 결과로 데이터 프로세서의 동작이 중단
(interruption)된다. 그후, 예외 수동 처리 루틴(exception handler routine)이 수행되어 상기 예외 수동 
처리 루틴을 처리하고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를 정상 동작 모드로 재저장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데이터 프로세서가 수퍼바이저 모드로만 동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외가 발
생하는  경우에,  데이터  프로세서가  수퍼바이저  모드로  동작하는  것이다.  적정한  예외  처리 루틴
(appropriate exception processing routine)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가 반드시 수퍼
바이저 모드에 있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로세서의 리셋(reset)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프로
세서는 수퍼바이저 모드에서 동작한다. 데이터 프로세서의 사용 권한 레벨(privilege level)은 또한 사용
자 모드에서 수행되는“트랩(trap)”명령에 의해서 변형될 수도 있다. 예외와 사용자 동작 모드 및 수퍼
바이저 동작 모드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1990년 모토로라사에 의해 출간된 MC88100 RISC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용자 지침서 제2판을 참조하기 바란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캐쉬 메모리를 제어하는 것은 통상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될 뿐이며 상기 모드는 시스템 사용자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
사스주 오스틴 소재의 모토로라 인코포레이트사에 의해 개발된 MC88200 캐쉬/메모리 관리 유닛에서는 단
일 캐쉬 제어 동작이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에서만 수행된다. 기타의 모든 캐쉬 제어 동작은 내부적으로 
제어되어 사용자로서는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에서조차 액세스가 불가능하다. MC88200  캐쉬/메모리 관리 
유닛에 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1990년 모토로라 인코포레이트사에 의해 출간된 MC88200 캐쉬
/메모리 관리 유닛 사용자 지침서 제2판을 참조하기 바란다.

수퍼바이저 모드에서 수행 가능한 캐쉬 제어 동작은“플러쉬(flush)”동작이다. 플러쉬 동작에서, 변형되
거나“손상된(dirty)”캐쉬 메모리의 저장 장소는 그 손상된 캐쉬 메모리의 저장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플
러쉬시킴으로서 클리어(clear)된다. 통상, 손상된 저장 위치는, 그 저장 위치가 새로운 데이터 값에 할당
되어야 할 때 클리어 된다.

통상 캐쉬 동작 중에 수행되지만 어떤 동작 모드에서도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다른 캐쉬 제어 동작
으로는“캐쉬 적재(cache load)”동작이 있다. 캐쉬 적재 동작 중에, 요청된 데이터 값이 캐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미스(miss)”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캐쉬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된다. 미
스가 발생하면, 데이터 값의 수신을 위해 캐쉬 메모리의 라인이 우선 할당되어야 한다. 이어서 상기 데이
터가 읽혀지고 상기 라인에 저장된다. 상기 데이터는 외부 메모리 자원으로부터 추출되어야 하므로, 지연
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효율이 감소한다. 더욱이, 캐쉬 메모리에서의 라인의 할
당 및 파일링 중에 불필요한  버스 사이클이 자주 수행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어느 동작 모드
에서도 캐쉬 적재 동작을 초기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캐쉬 적재 동작은 사용자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정상적인 캐쉬 동작의 단순한 부산물에 불과하다.

전술된 각각의 캐쉬 제어 동작에서, 데이터 프로세서의 사용자는 캐쉬 동작을 제어하지 않지만, 데이터 
프로세서가 수퍼바이저 모드에 있는 경우에 수행될 수도 있는 플러쉬 명령 동작은 예외이다. 그렇다고 하
더라도 수퍼바이저 모드는 액세스가 쉽지 않으며, 액세스한다 해도, 정확히 사용하지 않으면 막대한 에러
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 프로세서의 사용 권한 레벨을 변형하는 것과 관련된 처리 시간이 엄청
나게 긴 경우가 많다. 전술된 각각의 캐쉬 제어 동작은 소정의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며, 그 알고리즘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상기 알고리즘이 캐쉬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예외가 발생한다. 예외인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 처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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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직접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캐쉬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캐쉬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필요
하다. 또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사용자는 캐쉬 메모리 동작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깊은 통찰력과 능
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필요성이 충족된다. 따라서, 캐쉬 메모리를 보유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을 한 형태로 제공한다.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소정의 양식(format)을 갖는 외부 동작 명령을 수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그 외부 동작 명령은 캐쉬 메모리의 동작 제어를 위해 제공된다. 순차기
(sequencer)는 동작 명령을 수신하는 상기 인터페이스에 접속된다. 순차기는 동작 명령을 복호화하여 상
기 동작 명령에 응답해서 수행될 캐쉬 동작을 결정한다. 순차기에는 또한 논리회로가 접속되어 외부 동작 
명령의 제1부분을 수신한다. 상기 논리회로는 상기 제1부분을 추정하여 동작 명령의 수행 중에 조작되는 
정보 값이 저장될 캐쉬 메모리의 저장 위치를 결정한다. 순차기에는 또한 캐쉬 액세스 회로가 접속되어 
동작 명령에 관계 있는 다수의 제어 값을 수신한다. 상기 캐쉬 액세스 회로는 논리회로와도 접속되어 조
작될 정보 값이 저장될 캐쉬 메모리의 저장 위치를 수신한다. 상기 캐쉬 액세스 회로는 캐쉬 메모리 저장
위치에 액세스하여 다수의 제어 값에 반응해서 동작 명령을 수행한다.

이상의 특징과 기타의 특징 및 장점은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상세히 후술되는 설명으로부터 보다 분명하
게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목적이 본 발명의 유일한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
야 한다.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의 서술에 있어서,“주장(assertion)”과“취소(negation)”및 그에 관한 다양한 
문법 형식의 용어를 사용하여,“고활성(active high)”및“저활성(active low)”논리 신호의 혼합을 다룰 
때 혼동을 피한다.“주장하다(assert)”란 말은 논리 신호 또는 레지스터 비트가 활성, 또는 논리적으로 
참(true)인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된다.“취소한다(negate)”는 말은 논리 신호 또는 레지스터 
비트가 비활성, 또는 논리적으로 거짓(false)인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된다.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캐쉬 메모리에 대해 더 많은 사용자 제어권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를 제공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사용자가 캐쉬 메모리에 의해 수행되는 동작
들에 대해 더 많은 제어를 가질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사용자 모드 캐쉬 제어 명령이 실시된다. 그 세 가
지 명령은 캐쉬 사전적재(cache preload), 플러쉬 적재(flush load) 및 할당 적재(allocate load)이다. 

캐쉬 사전적재 또는“터치(touch)적재”명령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캐쉬 메모리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종래 시스템에서
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그 데이터가 캐쉬 메모리에 저장된다. 결국, 외부 
자원으로부터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액세스되는 동안에는 상기 캐쉬 메모리는 대기하고 있어
야만 한다. 상기 터치적재 명령은, 사용자가 데이터 값을 요청할 것을 예상하여, 그 데이터 값을 캐쉬 메
모리에 저장하도록 허용해줌으로써 적재동작 동안 발생되는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데이
터 값이 외부 자원으로부터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회수되는 동안,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동시에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결국,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효율이 증가된다.

종래 시스템에 있어서는, 새로운 데이터값을 위해 캐쉬 메모리의 라인을 할당시키는 부작용으로서, 캐쉬 
메모리의 손상된 라인이 외부 메모리에 복사된다. 외부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캐쉬 메모리의 플러쉬된 라
인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형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작  모드를“변경 기록
(write-through)”모드라고 한다. 이 변경 기록 모드에서는, 이미 캐쉬 메모리에 있는 어떤 주소의 데이
터 값을 저장하는 저장 명령이 외부 메모리 뿐만 아니라 캐쉬 메모리도 갱신(update)시킨다. 상기 저장 
동작들은 캐쉬 메모리에 있는 주소의 데이터 값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적용된 제2캐쉬제어명령은 저장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
상적인 초과시간(overhead) 없이도, 캐쉬 메모리의 손상된 라인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외부 메모리로 
보낸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 있어서, 외부 메모리는 캐쉬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빨리 변형되어야 한다. 플러쉬 적재명령의 응용은 이후에 보다 상세히 언급될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실행된 제3의 캐쉬제어명령은 라인 할당, 또는“할당 적재”명령을 수행한다. 
할당 명령에 따라, 사용자는 정상 라인 주입(normal line fill) 트랜잭션에 대응하는 메모리 액세스에 시
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저장 동작을 위해 캐쉬 메모리의 라인을 할당할 수 있다.

전술한 각각의 캐쉬 제어 명령에서, 사용자는 캐쉬 메모리의 동작을 제어하여 이들 각 동작을 수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생기는 지연을 피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종래 시스템에서는 플러쉬 적재동작이 수퍼바이저 
모드에서 먼저 수행되었지만, 상기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는 일반적으로 동작을 완전하게 수행하는데 걸리
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며, 캐쉬 제어 명령과 같이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는
다.

상술한 개개의 캐쉬 제어 명령은, 소정의 크기의 액세스를 갖는 적재동작으로 소정의 레지스터로 인코드
된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본 발명이 적용되기 전에는, 상기 소정의 레지스터로의 어떠한 적재동작도, 수
행된 동작이 없는 비동작(no operation;NOP)으로 되어 버리고 만다. 적재동작으로서의 상기 캐쉬 제어 동
작들을 소정의 레지스터로 인코딩하면, 추가 회로는 거의 없으며, 상기 명령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된
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캐쉬 메모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랜잭션에 관
한“유의 사항(hints)”을 지원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상술된 여러 캐쉬 제
어 명령 중 하나의 캐쉬제어명령이 수행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사용자는 이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메모리 제어 장치의 동작이나 유사 신호 처리 스시템을 제어해서, 앞으로의 캐쉬 메
모리 트랜잭션에 관해서 가정할 수 있다. 일례로, 캐쉬 메모리가, 현재의 캐쉬 메모리 트랜잭션이 터치적
재 동작임을 표시하는 외부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뒤이은 캐쉬 라인이 다음 트랜잭션 동안에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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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되어야 한다면, 메모리 제어장치는 실제로 요구받기 전에 상기 뒤이은 캐쉬 라인을 액세스할 수 있으
므로, 메모리 액세스 시간은 효과적으로 낮아진다.

사용자 액세스를 캐쉬 메모리의 제어동작에 제공하고, 현재의 캐쉬 제어 동작을 표시하는 외부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본 발명은 모든 캐쉬 메모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제1도에는 양호한 실시예의 한가지 수행을 도시한 것이다. 제1도에는 본 발명에 따라 캐쉬 메모리를 구비
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10)을 나타낸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10)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서(20)와 
주 메모리(50)를 포함한다. 데이터 프로세서(20)와 주 메모리(50) 사이에 정보 버스(15)가 양방향으로 연
결되어, 데이터, 주소 및 제어 정보가 서로간에 통신될 수 있다. 사용자 제공 프로그램(52)은 주 메모리
(50)에 저장된다.

데이터 프로세서(20)에는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 데이터 캐쉬 유닛(24), 명령 캐쉬 유닛(26), 적재/
기억 유닛(28), 히스토리 버퍼(30), 레지스터 파인(32), 순차기(34), 및 수행 유닛(42)이 포함된다. 수행 
유닛(42)은 부동 소수점 유닛(36), 정수 유닛(38) 및 그래픽 유닛(40)을 포함한다. 특정한 한 
실시예에서,  데이터  프로세서(20)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의  모토로라  인코포레이트사  제품 
MC88110과 0 같은 단일 집적회로로 실행될 수도 있다.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은 외부 명령과 데이터 액세스 사이를 중재하고 정보 버스(15)의 내부 액세스를 
제어한다.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은 명령 캐쉬 유닛(26)과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외부 명령 정보를 외
부 명령 정보 버스(17)를 경유하여 명령 캐쉬 유닛(26)에 제공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은 데이터 캐쉬 유닛(24)과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외부 데이터 정보를 외부 데이터 정보 버스(1
9)를 경유하여 데이터 캐쉬 유닛(24)에 제공한다.

명령 캐쉬 유닛(26)은 주 메모리(50)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52)과 같은 소프트웨어 루틴의 수행 
중에 액세스(access)되어, 명령을 신속히 제공해서 명령 실행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총처리시간을 감소시
킨다. 명령 캐쉬 유닛(26)은 명령 및 이 명령에 대응하는 복수의 제어 신호를 명령 정보 버스(21)를 경유
하여 순차기(34)에 제공한다.

순차기(34)는 상기 명령 및 상기 다수의 제어신호를 복호화하여, 복호화된 명령 연산 코드를 내부 정보버
스(27)를 경유하여, 수행 유닛(42) 및 적재/기억 유닛(28) 양쪽으로 제공한다. 또한, 순차기(34)는 상기 
명령정보버스(21)에 의해 제공된 상기 명령 및 상기 다수의 제어신호를 복호화하여, 상기 명령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피연산자(operand)를 레지스터 파일(32)로부터 액세스한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본 발명의 실행에 있어서, 레지스터 파일(32)은 32개의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레지스터들은 상기 피연산자와 데이터 프로세서(20)에 의해 수행되는 각 명령의 결과를 저장하는데 사용
된다.“r0”라고 하는 단일 레지스터는 항상 0의 상수 값을 보유하며 쓰기동작 중에는 변형되지 않는다. 
종래 시스템에서, 레지스터 r0로의 적재는 예외 또는 비동작(NOP)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레지스터 r0로
의 적재가 캐쉬제어동작을 제공하도록 복호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프로
세서(20)에  있는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동작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추가의  회로는  거의 
없다.

레지스터 파일(32)은 그 안에 기억된 피연산자를 히스토리(history) 버퍼(30) 및 수행 유닛(42) 양쪽으로 
제공한다. 레지스터 파일(32)에 저장된 정보는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전달된다.

히스토리 버퍼(30)는 레지스터 파일(32)과 접속되어, 데이터 프로세서(20)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각 명
령의 대기 행렬을 유지시킨다. 히스토리 버퍼(30)는, 상기 각각의 명령에 대응하는 레지스터 내용의 복사
본을 저장함으로써, 상기 대기행렬을 유지시킨다. 통상적으로, 순차기(34)에 의해 발생된 명령은 히스토
리 버퍼(30)의 상기 대기행렬의 끝부분에 위치한다. 그후 상기 명령은, 이전의 명령들이 완수되어 대기행
렬에서 제거됨에 따라, 상기 대기행렬을 통해 이동한다. 상기 명령이 대기형렬의 헤드에 도달하여 수행이 
마쳐질 때, 상기 명령은 히스토리 버퍼(30)의 대기행렬로부터 제거된다. 만일, 어떤 명령이 수행 중에 예
외가 발생한다면, 히스토리 버퍼(30)는 매우 가치 있음이 판명된다. 히스토리 버퍼(30)는 상기 명령이 발
생되기 전의 상태로 레지스터 파일(32)의 내용을 재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처리시간이 예외 동안 손실
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나 위험스런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다.

내부정보버스(27)는 부동소수점 유닛(36), 정수 유닛(38) 및 그래픽 유닛(40)에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명
령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신한다. 부동소수점 유닛(36)은 부동소수점 데이터를 요구하는 동작을 
수행하며, 곱셈, 나눗셈, 덧셈이 실행되어 부동소수점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을 완전하게 수행한다. 이
와 유사하게, 정수 유닛(38)은 정수 데이터 또는 고정점 데이터를 동작시키는 명령을 수행한다. 그래픽 
유닛(40)은 컴퓨터 이미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회로를 제공한다.

또한, 내부정보버스(27)는 적재/기억 유닛(28)과 연결되어 있으며, 적재/기억 유닛(28)은 데이터 캐쉬 주
소 버스(25) 및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를 경유하여 데이터 캐쉬 유닛(24)과 연결되어 있다.

적재/기억 유닛(28)은 데이터 캐쉬 유닛(24) 및 순차기(34)와 접속되어,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명
령들을 수행한다. 적재/기억 유닛(28)은 또한, 데이터 프로세서(20)의 효율을 최적화 하기 위하여 데이터 
메모리로 액세스하는 명령들의 수행을 배열한다. 적재/기억 유닛(28)은 제2도에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상기 적재/기억 유닛(28)은 유효 주소계산 논리회로(42), 복호 제어 블록, 다수의 적재 버퍼
(46), 주소 이슈 멀티플렉서(address issue multiplexor)(48) 및 제어 이슈 멀티플렉서(49)를 포함한다. 

내부정보버스(27)는“유효 주소 피연사자”라고 명명된 신호를 유효 주소계산 논리회로(42)에 제공된다. 
상기 유효 주소계산 논리회로(42)는 계산된 주소 신호를 다수의 적재 버퍼(46) 중 한 적재 버퍼의 제1 입
력과 주소 이슈 멀티플렉서(48)로 제공한다. 

내부정보버스(27)는 또한“입력 제어”라 칭하는 신호를 복호 제어 블록(45)에 제공한다. 복호 제어 블록
(45)은  다수의  복호화된  제어신호를  디코드된  제어버스(47)를  통해  제어  이슈  멀티플렉서(49)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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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수의 적재 버퍼(46)중 한 적재 버퍼는 제2입력을 주소 이슈 멀티플렉서(48)로 제공한다. 상기 제2
입력은 버퍼된 주소 신호로서 제공된다. 주소 이슈 멀티플렉서(48)는 유효 주소를 데이터 캐쉬 버스(25)
로 제공한다. 

또한, 제어 이슈 멀티플렉서(49)는 다수의 제어신호를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에 제공한다. 상기 다수
의  제어신호를 각각,“적재(LOAD)”,“크기(SIZE)”,“플러쉬(FLUSH)”,“터치(TOUCH)”,“할당

(ALLOCATE)”,“수퍼바이저(SUPERVISOR)”라고 부른다.

또한,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는 각각“히트(HIT)”와“예외(EXCEPTION)”이라고 부르는 제1 및 제2신
호를 복호 제어 블록(45)에 제공한다. 복호 제어 블록(45)은 각각“히트”및“예외”라고 부르는 제1 및 
제2신호를 내부정보버스(27)로 통과시킨다. 적재/기억 유닛(28)의 동작을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와 데이터 캐쉬 주소 버스(25) 모두는 적재/기억 유닛(28)과 데이터 캐쉬 유닛
(24)을 연결시켜 준다. 데이터 캐쉬 유닛(24)은, 일반적으로 메모리 액세스 동작 중에 액세스된 데이터 
정보를, 데이터 프로세서(20)의 잔여 부분 또는 주 메모리(50)와 같은 외부 자원 중 어느 하나에 제공한
다. 데이터 캐쉬 유닛(24)은 또한, 데이터 캐쉬(54)에 저장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10)내에서 정확히 전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정보를 수신 및 제공한다. 데이터 캐쉬 유닛(24)은 제3도에 자세하
게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 캐쉬 유닛(24)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캐쉬(54), 데이터 태그 어레이(56), 데이
터 캐쉬 메모리 관리 유닛(MMU)(58) 및 캐쉬 제어 논리 회로(60)를 포함한다.

데이터 캐쉬 주소 버스(25)는 각각“AO”내지“A31”이라고 명명된 다수의 주소 비트를 데이트 캐쉬 유닛
(24)으로 제공한다. 데이터 캐쉬 유닛(24)에서, 개개의 주소 비트는 데이터 캐쉬 MMU(58)에 제공된다. 또
한,“A0”내지“A11”라고 명명된 각 주소 비트 0 내지 11은 데이터 캐쉬(54),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 
및 데이터 태그 어레이(56)로 제공된다. 외부 데이터 값은 데이터 캐쉬(54)와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 
사이에서 외부 데이터 정보 버스(19)를 경유하여 상호 통신된다.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은 정보 버스
(15)를 경유하여 외부 데이터 값을 주 메모리(50)와 같은 외부 프로세서에 제공한다. 내부 데이터 값은 
또한, 데이터 캐쉬(54)와 데이터 프로세서(20)의 잔여 부분 사이에서 상호 통신된다. 내부 데이터 값에 
관한 통신은 당 분야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내부 
데이터 값에 관한 통신이 본 명세서에 서술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는 또한 캐쉬 제어 정보를 데이터 캐쉬 유닛(24)으로 전달한다. 데이터 캐쉬 유
닛(24)에서,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는 수퍼바이저 신호를 데이터 캐쉬 MMU(58)에 제공한다. 데이터 캐
쉬 MMU(58)는 이어서 물리적 주소 버스(57)를 경유하여 물리적 주소를 데이터 태그 어레이(56)로 제공한
다. 물리적 주소 버스(57)는 물리적 주소를 데이터 태그 어레이(56)로 전달한다. 데이터 태그 어레이(5
6)는 캐쉬제어 논리 회로(60)에 접속되며,“정합(MATCH)”이라고 하는 제1신호와“상태(STATUS)”라고 하
는 제2신호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태그 어레이(56)는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과 연결되어, 태그 물
리 주소 버스(59)를 경유하여 태그 물리 주소를 제공한다.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는 또한 캐쉬 제어 논리회로(60)와 연결되어, 수퍼바이저 신호를 제공한다. 또
한, 터치(TOUCH)신호, 플러쉬(FLUSH)신호, 할당(ALLOCATE)신호 및 적재(LOAD) 신호도 캐쉬 제어 논리회로
(60)로 제공된다. 캐쉬 제어 논리회로(60)는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를 경유하여 예외(EXCEPTION)신호
와 히트(HIT) 신호를 적재/기억 유닛(28)에 제공한다.

캐쉬제어논리 회로(60)는 또한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과 연결되어 있어, 외부 데이터 정보 버스(19)를 
경유하여“취소(INVALIDATE)”,“메모리  사이클(MEMORY  CYCLE)”,“크기(SIZE)”,“전달  코드(TRANSFER 
CODE)”,“읽기/쓰기(READ)/(WRITE)”,“버스트  모드(BURST  MODE)”및“버스  신청(BUS  REQUEST)”이라고 
명명된 다수의 출력 신호를 제공한다. 캐쉬 제어 논리회로(60)는 또한“종료(TERMINATE)”라고 명명된 신
호를 외부 데이터 정보 버스(19)으로부터 수신한다.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동작은 상세하게 후술하기로 
한다.

캐쉬제어논리회로(60)은  수퍼바이저(SUPERVISOR),  터치(TOUCH),  플러쉬(FLUSH),  할당(ALLOCATE), 적재
(LOAD), 정합(MATCH) 및 상태(STATUS) 신호를 수신하여, 이들 신호를 사용해서 전술된 다수의 출력 신호
를 발생시킨다. 이들 다수 출력 신호는 외부사용자에게 현재 데이터 프로세서(10)에 의해서 수행 중인 동
작을 표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4도에는 캐쉬 제어논리회로(60)가 자세히 도시되어 있다. 캐쉬 제어 
논리회로(60)는 데이터 캐쉬 필터(62) 및 데이터 캐쉬 중앙 제어 회로(64)를 포함한다.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는 각각의 터치(TOUCH), 플러쉬(FLUSH), 할당(ALLOCATE) 및 적재(LOAD) 신호를 
데이터 캐쉬 필터(62)와 데이터 캐쉬 중앙 제어회로(64) 양쪽으로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
(23)는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를 데이터 캐쉬 중앙 제어 회로(64)로 제공한다. 상태(STATUS) 및 정
합(MATCH)신호는 데이터 캐쉬 필터(62)로 제공된다.

데이터 캐쉬 필터(62)는 각 입력 신호에 응답하여 다수의 신호를 데이터 캐쉬 중앙 제어회로로 제공한다. 
다수 신호 중 첫 번째는“내부 버스 신청(INTERNAL BUS REQUEST)”이라고 명명되어 있고, 두 번째는“내
부 읽기/쓰기(INTERNAL READ/WRITE)”, 세 번째는“내부 버스트 모드(INTERNAL BURST MODE)”이라고 명명
되어 있으며, 네 번째는“내부 메모리 사이클(INTERNAL MEMORY CYCLE)”, 그리고 다섯 번째는“내부 취소
(INTERNAL INVALIDATE)”라고 각각 명명되어 있다.

데이터  캐쉬  중앙  제어  회로(64)는  외부  데이터  정보버스(19)를  경유하여  각각의  버스  신청(BUS 
REQUEST),  버스트모드(BURST  MODE),  읽기/쓰기(READ/WRITE),  메모리  사이클(MEMORY  CYCLE), 취소

(INVALIDATE), 크기(SIZE) 및 전달 코드(TRANSFER CODE)를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으로 제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외부 데이터 정보버스(19)는 종료(TERMINATE)신호를 데이터 캐쉬 중앙 제어회로(64)로 전달한
다. 또한, 데이터 캐쉬 중앙 제어회로(64)는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를 경유하여 예외(EXCEPTION)신호
를 적재/기억 유닛(28)으로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에서, 터치적재, 플러쉬 적재 및 할당적재 동작은 레지스
터 r0로의 적재동작에 의해서 제각기 수행된다. 각 동작은 크기 접미사(size suffix)에 의해 보다 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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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다. 예를 들어, 명령 니모닉의 한 형태인 ld.b r0,〈ea〉는, 터치적재 동작이 수행되어야 함을 표시
한다. 그러므로, 레지스터 r0 로의 바이트 크기적재는 터치적재 명령과 관련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명
령 니모닉의 한 형태인 ld.w r0,〈ea〉는 플러쉬 적재동작이 수행되어야 함을 표시하고 명령 니모닉의 또 
한 형태인 ld.h r0,〈ea〉는 할당적재 동작이 실행되어야 함을 표시한다. 그리고, 또, 워드(word)크기 적
재 및 하프워드(half-word) 크기적재는 플러쉬 적재동작 및 할당적재 동작과 각각 관련있다. 플러쉬적재 
동작 및 할당적재 동작의 수행에 대해서 자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데이터 프로세서(20)의 동작 중에 명령 캐쉬 유닛(26), 순차기(34), 레지스터 파일(32) 및 히스토리 버퍼
(30)는 데이터 프로세서(20)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메모리 저장 위치 및 수행 유닛(42) 사
이에서 정확한 정보의 흐름이 달성된다.

명령캐쉬유닛(26)은, 데이터 프로세서(20)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흐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
이, 명령을 내부명령캐쉬(도시되어 있지 않음)로부터 불러온다. 명령캐쉬유닛(26)은 이후, 그 명령을 순
차기(34)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터치적재 동작의 수행 중, 명령캐쉬유닛(26)은  명령의 한 형태인 ld.b 
r0,〈ea〉를  불러온다.  ld.b  r0,〈ea〉는  터치적재 명령의 니모닉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명령캐쉬유닛
(26)으로는 2진수 표현 방식이 제공된다.

순차기(34)는 이후, 데이터 프로세서(20)에 의해 수행된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된 순서대로 명령
을 복호화하여 수행한다. 복호화된 명령의 필수 피연산자는 레지스터 파일(32)에서 액세스 되거나 불러와
서,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수행 유닛(42) 및 적재/기억 유닛(28) 양쪽으로 제공된다. 순차기(34)
는 또한, 데이터 프로세서(20)가 사용자 동작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지 또는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에 덧붙여서, 순차기(34)는 명령 수행에 응답하여 예외가 실행되어야만 
하는지를 결정한다. 수퍼바이저 모드와 사용자 모드는 본 명세서에 참고로 설명된 부루스 에이, 델라기 
등이 출원한 미국 특허 번호 제3,858,182호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

순차기(34) 및 레지스터 파일(32)은 각각,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복호화된 명령 및 필수 피연산
자 정보를 수행 유닛(42) 및 적재/기억 유닛(28) 양쪽으로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캐쉬제어동작의 
수행 중에, 수행 유닛(42)은 액세스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복호화된 명령이 수행 유닛(42)의 구성 요
소로 액세스한다면, 상기 명령은 부동소수점 유닛(36), 점수 유닛(38) 또는 그래픽 유닛(40)중 어느 하나
에 제공될 것이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다수의 캐쉬제어동작 중 한 캐쉬제어동작의 수행 중에, 상기 명령은 데이터 캐쉬 유
닛(24)에 있는 저장 위치에 액세스한다. 상기 저장 위치는 명령의 니모닉 형태로 구체화된 유효 주소(〈
ea〉)이다. 따라서, 그 위치로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정보는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적재/기
억 유닛(28)으로 제공된다.

상기 저장 위치로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제어 및 데이터 정보는 각각,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입력 
멀티플렉서(42) 및 복호 제어 블록(45)으로 제공된다. 유효 주소 피연산자 신호는 유효 주소계산 논리회
로(42)로 제공된다. 유효 주소계산 논리회로는 계산된 주소를 제공한다. 그 계산된 주소는 두 개의 레지
스터의 내용을 레지스터 파일(32)에서 더함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상기 계산된 주소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에 상수 값을 더함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 계산된 주소를 발생시키기 
위해 다른 많은 변형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은 통상적인 것이며, 당 분야의 기술자에
게 잘 알려져 있다.

상기 계산된 주소는 주소 이슈 멀티플렉서(48)와 다수의 적재 버퍼(46) 중 소정의 한 버퍼 모두에 제공된
다. 이와 동시에 복호 제어 블록(45)은 순차기(34)로부터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입력 제어신호를 
수신한다.  입력제어신호는,  터치  적재  명령에  응답하여,  순차기(34)에  의해  발생된  제어  정보를 
전달한다. 입력제어신호는 복호 제어 블록(45)에 의해 복호화되어, 복호화된 제어버스(47)를 경유하여 다
수의 복호제어 신호를 제어 이슈 멀티플렉서(49)로 제공한다.

적재 버퍼(46)는, 주소 이슈 멀티플렉서(48)가 데이터 캐쉬 유닛(24)에게 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산된 
주소를 순서대로 기억하기 위해 제공된다. 다수의 적재 버퍼(48)의 각각은 주소 이슈 멀티플렉서(48)와 
연결되어, 버퍼된 주소 신호를 제공한다. 주소 이슈 멀티플렉서(48)는 상기 계산된 주소 신호나 상기 버
퍼된 주소 신호 중 어느 한 신호를 주소값 대열에 의존하는 유효 주소로서 발생한다. 상기 유효 주소 신
호는 데이터 캐쉬 주소 버스(25)를 경유하여 데이터 캐쉬 유닛(24)으로 제공된다.

제어 이슈 멀티플렉서(49)는 또한, 상기 유효 주소에 대응하는 제어 정보를 발생한다. 본 명세서에 서술
된  본  발명의  실행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  크기(SIZE)신호, 적재
(LOAD)신호, 터치(TOUCH)신호, 플러쉬(FLUSH)신호, 및 할당(ALLOCATE)신호를 포함하며, 이 신호들은 복호
제어버스(47)를 경유하여 전달된다.

여러 캐쉬 제어동작 중 한 캐쉬 제어 동작의 수행 중에, 데이터 프로세서(20)가 동작하고 있는 동작 모드
를  표시하기  위해,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가  제공된다.  본  명세서의  예에서는, 수퍼바이저

(SUPERVISOR)신호가 취소되면 데이터 프로세서(20)가 사용자 모드로 동작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사용자 모드에서,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액세스는“사용자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의 작은 
부분과 레지스터 파일(12)에 있는 한정된 수의 레지스터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터치적재동작은 수퍼바이
저 동작 모드로 수행될 수도 있다. 만일,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가 사용된다면 데이터 프로세서(2
0)도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로 동작된다.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에서는 데이터 캐쉬 유닛(24) 및 레지스터 
파일(32)로의 액세스가 제한 받지 않는다.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의 논리 상태는 순차기(34)에 의해
서 결정되어,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적재/기억 유닛(28)으로 제공된다.

크기(SIZE)신호는 메모리 액세스가 바이트, 하프워드(half-word),  워드 또는 더블워드(double  word)  중 
어느 것으로 증가하는지를 표시한다. 크기(SIZE)신호는 통상적으로 명령캐쉬유닛(16)에 의해서 제공된 연
산 코드(opcode)로 코드화된다.

적재(LOAD)신호는 데이터 캐쉬 유닛(24)으로 제공되어, 데이터 프로세서(20)에 의해 최근에 수행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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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재동작인지 저장동작인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적재(LOAD)신호는 적재동작 중에 사용되고, 저장 동작 
중에 취소된다. 각각의 캐쉬제어동작은 적재동작이므로, 적재(LOAD)신호가 사용된다.

각각의 플러쉬(FLUSH)신호, 터치(TOUCH)신호 및 할당(ALLOCATE)신호는 전술된 여러 캐쉬제어동작 중 한 
캐쉬 제어동작이 명령에 의해서 초기화되고나서 수행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플러쉬(FLUSH)신
호, 터치(TOUCH)신호 및 할당(ALLOCATE)신호는 플러쉬 적재 명령, 터치적재 명령 및 할당적재 명령과 각
각 대응한다. 

전술한 각각의 제어 신호들은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를 경유하여 데이터 캐쉬 유닛(24)으로 제공된다. 
이와 유사하게, 유효 주소는 데이터 캐쉬 주소 버스(25)를 경유하여 데이터 캐쉬 유닛(24)으로 제공된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캐쉬 MMU(58)는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의 논리 상태에 따라서 유
효 주소의 0 내지 31의 비트를 처리하여, 그 유효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시킨다. 이 물리적인 주소
는 물리적 주소 버스(57)를 경유하여 데이터 태그 어레이(56)로 전달된다. 데이터 캐쉬 MMU(58)는 두 개
의 논리 주소 공간(도시되지 않음)을 제공한다. 제1주소 공간은 수퍼바이저 데이터용이며, 제2 주소 공간
은 사용자 데이터용이다. 데이터 캐쉬 MMU(58)의 주소변환캐쉬(도시되지 않음)는 그 유효 주소를 물리적
인 주소로 변환시킨다. 데이터 캐쉬 MMU(58)의 동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하
지는 않다.

그런 다음 상기 물리적 주소를 사용해서 데이터 태그 어레이(56)의 소정의 메모리 위치를 액세스한다. 유
효 주소의 0 내지 11 비트는 복호화되어 데이터 태그 어레이(56)에 있는 소정의 메모리 위치에 놓인다. 
상기 소정의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값은 이후, 물리적 주소의 12 내지 31 비트와 비교된다. 만일, 이들이 
일치한다면, 상기 데이터 태그 어레이(56)는 정합(MATCH)신호를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기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 값의 상태는 상태(STATUS)신호에 의해 제공된다.

데이터 값의 상태는 불명료(invalid)하거나,  공유적으로 비변형(shared  unmodified)되거나.  단독적으로 
변형(exclusive modified)되거나, 또는 단독으로 비변형(exclusive unmodified)될 수도 있다. 만일 데이
터 값의 상태가 불명료하다면, 그 데이터 값은 주 메모리(50)의 관련 값과 동일하지 않다. 만일 데이터 
캐쉬(54)에 있는 데이터 값의 상태가 공유적으로 변형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 값은 데이터 프로세서(20)
의 외부에 있는 기타 프로세서들(도시되지 않음) 사이에 공유되어 있다. 그러나, 그 데이타 값은 주 메모
리(50)에 있는 관련 값과 같다. 만일, 데이터 캐쉬(54)에 있는 데이터 값의 상태가 단독으로 변형되어 있
다면, 데이터 프로세서(20)만이 그 데이터 값의 복사본을 갖는다. 외부 프로세서는 그 데이터 값을 전혀 
액세스할  수  없다.  이에  덧붙여서,  그  데이터  값이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은“손상된
(dirty)”상태이거나, 주 메모리(50)에 있는 관련 값과 상이하다. 마지막으로, 만일 그 데이터 값의 상태
가 단독으로 변형되어 있다면, 데이터 프로세서(20)만이 그 데이터 값의 복사본을 갖고, 그 데이터 값은 
주 메모리(50)에 있는 관련 값과 동일하다.

정합(MATCH)신호,  상태(STATUS)신호,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  크기(SIZE)신호,  적재(LOAD)신호, 터
치(TOUCH)신호, 플러쉬(FLUSH)신호 및 할당(ALLOCATE)신호 각각은 캐쉬제어 논리회로(60)로 제공된다. 캐
쉬제어 논리회로(60)는 상기 각각의 제어 신호들을 신호 처리하여,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내부 동작을 
표시하는 다수의 제어신호를 제공한다.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캐쉬  제어버스(23)는  터치(TOUCH)신호,  플러쉬(FLUSH)신호, 할당
(ALLOCATE)신호 및 적재(LOAD)신호를 데이터 캐쉬 필터(62)로 제공한다. 또한, 상태(STATUS)신호와 정합
(MATCH)신호도 데이터 태그 어레이(56)에 의해서 데이터 캐쉬 필터(62)로 제공된다. 데이터 캐쉬 필터
(62)는 각 입력을 신호 처리 다수의 출력을 제공한다.

데이터 캐쉬 필터(62)의  제1출력은 히트(HIT)신호이다.  히트(HIT)신호는 상태(STATUS)신호와 정합(MATC
H)신호의 두 신호에 응답해서 제공되어, 적재/기억 유닛(24)에 의해서 액세스된 데이터 값이 데이터 캐쉬
(54)에 저장되어 있는지 또는 주 메모리(50)로부터 액세스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히트(HIT)신
호는 적재/기억 유닛(28)과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순차기(34)로 다시 제공되어 수행되어야 할 다
음 동작을 표시한다.

상기 히트(HIT)신호는, 캐쉬제어동작의 유효 조소로 데이터 캐쉬(54)에 데이터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
우에만 사용된다. 바꾸어 말해서, 만일 히트(HIT) 신호가 취소된다면, 데이터는 캐쉬제어명령의 유효 주
소에서 데이터 캐쉬(54)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 캐쉬 필터(62)는 이어서 제2출력, 즉 내부 버스 신청(INTERNAL BUS REQUEST)신호를 데이터 캐쉬 
중앙제어회로(64)에 대해 주장한다. 동작 중에, 데이터 캐쉬 중앙제어회로(64)는 순차적인 방법으로 각각
의 입력을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내부 버스 신청 신호가 데이터 캐쉬 중앙제
어회로(64)로 제공될 때, 중앙제어회로(64)는 외부 데이터 정보버스(19)를 경유하여 그 버스 신청 신호를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으로 전달한다.  상기 내부버스 신청 신호는 데이터 프로세서(20)가 정보버스
(15)의 소유권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만일, 내부버스 신청 신호가 주장되면, 데이터 
프로세서(20)는 외부 메모리 자원으로부터의 정보를 요구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와 유사하게, 만일, 내
부 버스 신청 신호가 취소되면, 데이터 프로세서(20)는 주 메모리(50)나 다른 데이터 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로의 액세스를 요구하는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캐쉬제어동작의 수행 중에는 데이터 캐쉬 필터(62)의 제3출력은 내부 읽기/쓰기라고 명명된 신호를 
주장한다. 상기 내부 읽기/쓰기 신호는, 데이터 프로세서가 어떤 메모리 위치로부터 어떤 데이터 값을 읽
는 동작, 또는 어떤 메모리 위치로 어떤 데이터를 쓰는 동작 중 어느 한 동작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표
시한다. 다시, 데이터 캐쉬 중앙제어회로(64)는 내부 읽기/쓰기 신호를 외부 데이터 정보버스(19)로 전달
한다.

데이터  캐쉬  필터(62)는  또한,  캐쉬제어동작의  수행  중에,  제4출력으로서  내부  버스트  모드(INTERNAL 
BURST MODE)신호를 주장한다. 내부 버스트 모드 신호가 주장되면, 데이터 프로세서(20)는  버스트 트랜잭
션 중에 주 메모리(50)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라인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다. 만일, 버스트모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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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취소되면, 데이터 프로세서(20)는 크기(SIZE)신호에 의해서 결정된 크기 범위의 데이터를 읽을 뿐이
다.

데이터 캐쉬 필터(62)의 제5출력은“내부 메모리 사이클(INTERNAL MEMORY CYCLE)”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내부 메모리 사이클은 데이터 캐쉬 중앙제어회로(64)에 의한 메모리 사이클 신호로서 외부 데이터 정보버
스(19)로 보내진다.

메모리 사이클 신호는, 데이터 프로세서(20)가 데이터 캐쉬 유닛(24)과 주 메모리(50) 사이에 전달되고 
있음을 표시하고 위해서 주장된다. 메모리 사이클 신호가 취소되면, 취소 동작(invalidate operation)이 
수행되어 아무런 데이터도 전달되지 않는다. 취소 동작 중에, 유효 데이터는 데이터 프로세서(20)에 의해
서 제공되지만, 데이터 캐쉬 유닛(24)이나 주 메모리(50) 중 어느 것도 데이터 쓰기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캐쉬 필터(62)는“내부 취소(INTERNAL INVALIDATE)”라고 명명된 제6출력 신호를 제공한다. 
데이터 캐쉬 중앙제어회로(64)는 내부 취소(INTERNAL INVALIDATE)신호를 취소(INVALIDATE)신호로서 외부 
데이터 정보버스(19)로 전달한다. 취소(INVALIDATE)신호가 주장되면, 데이터 처리 시스템(10)에 있는 다
른 캐쉬 메모리 시스템(도시되지 않음)은 액세스된 데이터 값에 대응하는 내부 캐쉬 라인을 취소시킨다. 
만일, 히트(HIT)신호가 주장되고 상기 상태(STATUS)신호가 데이터 캐쉬(54)에서 변형될 예정인 캐쉬 라인
이 변형된다는 것을 표시하면, 그 캐쉬 라인은 취소되기 전에 주 메모리(50)로 복사되어야만 한다.

버스 신청(BUS REQUEST)신호, 버스트 모드(BURST MODE)신호, 읽기/쓰기(READ/WRITE)신호, 메모리 사이클
(MEMORY CYCLE)신호 및 취소(INVALIDATE)신호 각각을 수신하면, 주 메모리(50)는 데이터 캐쉬 MMU(58)에 
의해서 발생된 물리적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 데이터는 정보버스(15)를 경유하여 주 메모리
(50)에서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으로 전달된다. 이어서, 상기 데이터는 데이터 캐쉬(54)로 전달되어 
물리적 주소에 의해 지정된 주소에 저장된다.

에러가 발생하면, 버스 인터페이스 유닛(22)은 종료(TERMINATE)신호를 주장하여, 버스 사이클이 종료되어 
예외가 발생하였음을 표시한다. 인터페이스 유닛(22)은 이어서 외부 데이터 정보버스(19)를 경유하여 종
료(TERMINATE) 신호를 데이터 캐쉬 중앙제어회로(64)로 제공할 것이다. 종료(TERMINATE) 신호는 버스 타
이밍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과 그 버스 사이클의 상태를 모두 표시한다. 예를 들어, 상기 버스 사이클의 
상태는 예외가 발생했다고 표시할 수도 있다. 만일, 주장된 종료(TERMINATE)신호가, 예외가 발생했음을 
표시하였다면, 데이터 캐쉬 중앙제어회로(64)는 예외(EXCEPTION)신호를 주장하여 그신호를 적재/기억 유
닛(28)으로 제공할 것이다. 적재/기억 유닛(28)은 이어서 상기 예외(EXCEPTION)신호를 순차기(34)로 통과
시켜 에러가 발생했음을 표시한다.

제5도는, 제1도 내지 제4도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터치적재 캐쉬제어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단계의 흐름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터치적재 명령에 의해 사용자는 데이터 캐쉬(54)로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다. 본 예에서, 터치적재 캐쉬제어동작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데이터 캐쉬(54)에 
저장시킨 후에 실제 사용에 들어간다. 따라서, 상기 데이터를 액세스되면, 데이터 캐쉬(54)는 지연없이 
상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예에서, 터치적재는 연산 코드의 형태가 ld.b r0,〈ea〉이다. 
터치 적재동작의 수행 중에,  명령캐쉬유닛(26)은  니모닉이 ld.b  r0,〈ea〉인 명령을 불러온다. 순차기
(34)는 이후, 니모닉 ld.b r0,〈ea〉의 2진 표현을 완전하게 복호화하여, 데이터 프로세서에 의해서 수행
되는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 순서대로 터치적재 명령을 수행한다. 복호화된 명령의 필수 피연산
자는 레지스터 파일(32)로부터 액세스되어, 즉 불러들여,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수행 유닛(42) 및 
적재/기억 유닛(28) 모두에게 제공된다.

순차기(34) 및 레지스터 파일(34)은 각각,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복호화된 터치적재 명령 및 필
수 피연산자 정보를 수행 유닛(42)과 적재/기억 유닛(28) 모두에게 제공한다. 터치 적재명령의 수행 중에 
데이터 캐쉬 유닛(24)이 액세스된다. 그 저장 위치는 터치적재 명령에 명시된 유효 주소(〈ea〉)이다. 

계속해서, 저장 위치로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제어 및 데이터 정보가 적재/기억 유닛(28)으로 제공된다. 
터치 적재동작 동안에 액세스된 유효 주소와 그 유효 주소 신호에 대응하는 제어 신호는 모두 데이터 캐
쉬 유닛(24)으로 제공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제어 정보는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 크기(SIZE)신호, 적재(LOAD)신호, 터
치(TOUCH)신호, 플러쉬(FLUSH)신호 및 할당(ALLOCATE)신호를 포함한다.

터치 적재동작의 수행 중에, 데이터 프로세서(20)가 동작되고 있는 동작 모드를 표시하기 위해서 수퍼바
이저(SUPERVISOR) 신호가 제공된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예에서, 수퍼바이저(SUPERVISOR) 신호가 취소되
어 데이터 프로세서(20)가 사용자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음을 표시한다고 가정하자. 추가로,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에서 터치적재 동작이 수행될 수도 있다. 만일,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가 주장되며, 데이
터 프로세서(20)는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로 동작된다. 크기(SIZE)신호는 바이트 액세스가 ld.b r0,〈ea〉
명령으로 지정됨을 표시한다. 터치적재 적재동작이므로 적재(LOAD)신호가 주장된다. 또한, 터치적재 동작
이 수행되고 있음을 표시하려면 터치(TOUCH)신호가 주장된다.

데이터 캐쉬 MMU(58)는 유효 주소의 0 내지 31 비트를 처리하여, 그 유효 주소를 물리적 주소 버스(57)에 
의해서 전달된 물리적 주소로 변환시킨다. 상기 물리적 주소는 이후, 데이터 태그 어레이(56)에 있는 소
정의 메모리 위치로 액세스 하기 위해 사용된다. 유효 주소인 0 내지 11 비트는 복호화되어, 데이터 태그 
어레이(56)에 있는 소정의 메모리 위치를 지정한다. 소정의 메모리위치에 저장된 데이터 값은 이후, 물리
적 주소인 12 내지 31 비트와 비교된다. 만일, 이들이 같다면, 데이터 태그 어레이(56)는 정합(MATCH)신
호를 보낸다. 이와 유사하게, 물리적 주소에 의해 지정된 메모리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의 상태
는 상태(STATUS)신호에 의해 제공된다.

히트(HIT) 신호는 상태(STATUS)신호 및 정합(MATCH)신호 모두에 응답해서 제공되며, 적재/기억 유닛(24)
에 의해서 액세스된 데이터 값이 데이터 캐쉬(54)에 저장되어 있는지 또는 주 메모리(50)로부터 액세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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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히트(HIT)신호는 적재/기억 유닛(28) 및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순차기(34)로 다시 제공되어, 수행
되어져야 할 다음 동작을 표시한다.

만일, 히트(HIT)신호가 터치적재 명령의 수행 중에 주장되면, 캐쉬제어 논리회로(60)는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히트(HIT)신호가 주장될 때는 데이터가 터치적재 명령에서 지정된 유효 주소로 데이터 캐쉬(54)
에 이미 저장되어 있을 때이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 값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히트(HIT)신호가 
터치적재 명령의 수행 중에 취소되면, 캐쉬제어 논리회로(60)는 터치적재 명령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어 
및 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적재/기억 유닛(28)은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  크기(SIZE)신호,  적재(LOAD)신호,  터치(TOUCH)신호, 
플러쉬(FLUSH)신호 및 할당(ALLOCATE)신호를 제공하여 캐쉬제어 논리회로(60)가 터치 적재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캐쉬제어 논리회로(60)는 각 제어 신호 처리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내부 동작을 표시하
는 다수의 제어 신호 제공한다.

캐쉬 제어 논리회로(60)는 버스 신청(BUS  REQUEST)신호를 주장하여 정보버스(15)의 소유권을 신청한다. 
캐쉬 제어 논리회로(60)는 읽기/쓰기(READ/WRITE)신호도 주장하여 데이터 프로세서(20)가 주 메모리(50)
로부터 데이터 값을 읽고 있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또한, 버스트 모드(BURST MODE)신호가 
주장되어, 데이터 프로세서(20)가 터치적재 명령의 수행 동안에 주 메모리(50)로부터 한 라인의 데이터를 
읽게 한다. 메모리 사이클(MEMORY CYCLE)신호는, 데이터 프로세서(20)가 데이터 캐쉬 유닛(24)과 주 메모
리(50)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공된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10)에서의 주 
메모리(50)와 다른 데이터 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들 중 어느 것도 데이터의 대응하는 복사본을 취소시
키지 않으므로, 취소(INVALIDATE) 신호는 취소된다.

버스 신청(BUS REQUEST)신호, 버스트 모드(BURST MODE)신호, 읽기/쓰기(READ/WRITE)신호, 메모리 사이클
(MEMORY CYCLE)신호 및 취소(INVALIDATE)신호 각각을 수신하면, 주 메모리(50)는 데이터 캐쉬 MMU(58)에 
의해서 발생된 물리적 주소에서 데이터 캐쉬(54)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따라서, 터치적재 명령의 형태인 ld.b r0,〈ea〉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용자는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에서 
처리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캐쉬(54)에 저장될 데이터 값을 지정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만 캐쉬에 저장된다. 그 결과로서, 데이터가 외부 메모리 자원으로부
터 제공되어야만 하는 데이터상의 의존성으로 인한 명령 스톨(instruction stalls)은 성능을 떨어뜨리고 
만다. 실제로 필요로 하기 전에 데이터를 캐쉬에 저장하는 터치적재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를 외부 
메모리로부터 빼내어 오는데 걸리는 잠복기간은, 명령 스톨로 인해 소비되는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
해, 동시에 수행된 유용한 가능들과 겹치게 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 상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터치적재 명령은 결코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터치적재 명령은 데이터 캐쉬 유닛(24)에 입력되자마자, 히스토리 버퍼(30)로부터 삭제될 수도 있다. 또
한, 터치적재 명령의 수행 중에 적재된 값은 다시 레지스터 파일(32)로 기록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적재
동작 중에는, 데이터 캐쉬(54)에 적재된 데이터 값이 다음 동작에서의 사용을 위해 다시 레지스터 파일
(32)에 기록된다. 그러나, 터치적재 명령은, 명령에서 지정된 유효 주소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가 다시 
레지스터 파일(32)로 기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리 시간은 다시 최소화된다.

제6도느 데이터 프로세서(20)에서 플러쉬적재 캐쉬 제어동작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여러 단계의 흐름도
를 도시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플러쉬 적재 명령은 데이터 캐쉬(54)에 있는 손상된 캐쉬 라인을 
강제로 주 메모리(50)에 기록되게 한다.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손상된 캐쉬 라인이 주 메모리(50)로 다시 
복사되는데, 이는 데이터 캐쉬(54)에 새로운 라인할당을 요구하는 부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 
메모리(50)에  저장된  정보를  즉시  갱신(update)하기  위하여  데이터  캐쉬(54)에  있는  데이터를 플러쉬
(flush)할 수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일례를 들면, 플러쉬 적재 명령은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캐쉬(54)의 한 라인에서 다중 저장 동작을 실
행하게 하고, 그 후 단일 버스트 트랜잭션에서 데이터를 주 메모리(50)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플러쉬 
적재 명령은 사용자 동작 모드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비되는 일련의 명령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플러쉬 적재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총시간은 실질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본 발명의 예에서는, 플러쉬 적재는 명령의 한 연산 코드 형태인 ld.w r0,〈ea〉를 
구비한다. 플러쉬 적재동작의 수행 동안, 명령 캐쉬(26)는 명령의 한 형태인 ld.w r0,〈ea〉를 불러온다. 
순차기(34)는 이후 명령 ld.w r0,〈ea〉를 완전히 복호화하여, 데이터 프로세서(20)에 의해서 수행된 프
로그램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 순서대로 플러쉬 적재 명령을 수행한다. 복호화된 명령의 필수 피연산자는 
레지스터 파일(32)로부터 액세스되어, 또는“불려 와서”,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수행 유닛(42)
과 적재/기억 유닛(28) 양쪽으로 제공된다.

순차기(34)와 레지스터 파일(32)은 각각, 내부정보버스(27)를 경유하여 복호 플러쉬 적재명령 및 필수 피
연산자 정보를 수행 유닛(42)과 적재/기억 유닛(28)으로 제공한다. 플러쉬 적재명령의 수행 중에,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저장 위치가 액세스된다. 상기 저장 위치가 플러쉬 적재명령에 지정된 유효 
주소(〈ea〉)이다.

계속해서 저장 위치를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제어 및 데이터 정보가 적재/기억 유닛(28)으로 제공된다. 플
러쉬적재 동작 중에 액세스된 유효 주소와 그 유효 주소 신호에 대응하는 제어 정보는 모두 데이터 캐쉬 
유닛(24)으로 제공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어 정보는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 플러쉬(FLUSH)신호 
및 할당(ALLOCATE)신호를 구비한다.

플러쉬적재 동작의 수행 중에,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가 제공되어 데이터 프로세서(20)가 동작하고 
있는 동작 모드를 표시한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예에서는,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가 취소되어 데이
터 프로세서(20)가  사용자 모드로 동작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부가적으로 수퍼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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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OR) 모드에서 플러쉬 적재 동작이 또한 수행될 수도 있다. 만일,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가 
주장되면, 데이터 프로세서(20)는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로 동작된다. 크기(SIZE)신호는 워드 액세스가 명
령 ld.w r0,〈ea〉에 지정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플러쉬 적재동작은 하나의 적재동작이므로, 적재(LOAD) 
신호가 주장된다. 부가적으로, 플러쉬(FLUSH)신호가 주장되어, 현재 적재동작이 수행되고 있음을 표시한
다.

데이터 캐쉬 MMU(58)는 유효 주소의 0 내지 31 비트를 처리하여 그 유효 주소를 물리적 주소 버스(57)에 
의해서 전달된 물리적 주소로 변환시킨다. 이후 상기 물리적 주소가 사용되어 데이터 태그 어레이(56)에 
있는 소정의 메모리 위치로 액세스한다. 상기 유효 주소의 0 내지 11 비트는 데이터 태그 어레이(56)에 
있는 소정의 메모리 위치를 정하기 위해 복호화된다. 상기 소정의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 값은 이
후, 물리적 주소의 12 내지 13 비트와 비교된다. 만일 이들이 동일하다면, 데이터 태그 어레이(56)는 정
합(MATCH)신호를 보낸다. 이와 유사하게, 물리적 주소에 의해 지정된 메모리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
터 값의 상태는 상태(STATUS) 신호에 의해 제공된다.

히트(HIT) 신호는 상태(STATUS) 신호와 정합(MATCH) 신호에 응답하여 제공되며, 적재/기억 유닛(24)에 의
해서 액세스된 데이터 값이 데이터 캐쉬(54)에 저장되어 있는지 또는 주 메모리(50)로부터 액세스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히트(HIT) 신호는 적재/기억 유닛(28) 및 내부 정보 버스(27)를 경유하여 순차기(34)로 다시 제공되어, 
수행되어야 할 다음 동작을 표시한다.

만일, 히트(HIT) 신호가 플러쉬 적재 명령 중에 취소된다면, 캐쉬제어 논리회로(60)는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캐쉬 제어 논리회로(60)가 플러쉬 적재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는 유효 주소에 대해서 지정된 
데이터가 데이터 캐쉬(54)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메모리(50)에 기록되어야 할 데이
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히트(HIT) 신호가 주장되면, 신호의 상태(STATUS)를 검사하여 그 안
에 저장된 데이터가 변형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만일 데이터가 변형되지 않았다면, 캐쉬 제어 논리회로
(60)는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 데이터는 주 메모리(50)의 관련 위치에 저장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주 메모리(50)에 저장될 새로
운 복사본은 필요치 않다.

적재/기억 유닛(28)은 수퍼바이저(SUPERVISOR) 신호, 크기(SIZE) 신호, 적재(LOAD) 신호, 터치(TOUCH) 신
호, 플러쉬(FLUSH)신호 및 할당(ALLOCATE) 신호를 제공한다. 이들 신호는, 데이터가 변형되었다면, 캐쉬 
제어 논리회로(60)가 플러쉬 적재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캐쉬 제어 논리회로(60)는 개개의 제어 
신호들을 신호 처리하고 다수의 제어 신호 제공하여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내부 동작을 제어한다.

캐쉬 제어 논리 회로(60)는 버스 신청(BUS REQUEST) 신호를 주장하여, 정보 버스(15)의 소유권을 신청한
다. 캐쉬 제어 논리 회로(60)는 또한 읽기/쓰기(READ/WRITE) 신호를 취소하여 데이터 프로세서(20)가 데
이터 값을 주 메모리(50)로 기록하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부가적으로, 버스트 모드(BURST 
MODE)신호가 주장되어, 데이터 프로세서(20)가, 플러쉬적재 명령의 수행 중에, 한 라인의 데이터를 주 메
모리(50)로부터 읽을 수 있게 한다. 메모리 사이클(MEMORY CYCLE)신호를 플러쉬적재 명령의 수행 중에 주
장하여, 데이터 프러세서(20)가 데이터 캐쉬 유닛(24)과 주 메모리(50)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물론 데이터 값의 상태도 변형된다. 따라서, 취소(INVALIDATE) 신호가 주장되어, 데이터 처리 시스템(1
0)의 주 메모리(50)와 다른 데이터 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가 상기 데이터의 대응하는 복사본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버스 신청(BUS REQUEST) 신호, 버스트 모드(BURST MODE) 신호, 읽기/쓰기(READ/WRITE) 신호, 메모리 사이
클(MEMORY CYCLE) 신호 및 취소(INVALIDATE) 신호 각각을 수신하면, 주 메모리(50)는 데이터 캐쉬(54)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를 데이터 캐쉬 MMU(58)에 의해서 발생된 물리적 주소에 저장시킨다.

따라서, 플러쉬적재 명령의 형태인 ld.w r0,〈ea〉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용자는, 통상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에 의해 요구되는 긴 처리시간이 없이도, 주 메모리(50)에 기록될 데이터 캐쉬 값을 지정할 수도 있
다. 수퍼바이저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로세서(20)는 시간이 소비되는 일련의 명령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플러쉬적재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총시간은 실질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제7도는 데이터 프로세서(20)에 있어서 할당적재 캐쉬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여러 단계의 흐
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종래의 데이터 프로세서에서는, 캐쉬 메모리로 액세스하는 저장 동작이 라인 동작
(normal line fill operation)을 요구하여 데이터 값을 저장 동작에 의해 지정된 주소로 제공한다. 그러
나, 본 명세서에 서술된 본 발명의 예에서는, 할당적재 명령은, 주 메모리(50)로부터의 정상 라인 기입 
동작을 회피하면서 일련의 연속적인 저장 동작을 위해 사용자가 데이터 캐쉬(54)의 라인을 할당하도록 허
용해 준다. 따라서 저장 동작 중에 주 메모리(50)로부터 새로운 라인을 불러오는 것과 연관된 처리 시간
은 최소화된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본 발명의 예에서, 할당적재는 연산 코드가 ld.h r0,〈ea〉이다. 플러쉬적재 동작의 
수행 중에, 명령 캐쉬 유닛(26)은 명령 ld.h r0,〈ea〉를 불러온다. 순차기(34)는 이후 명령 ld.h r0,〈
ea〉를 완전히 복호화하여 데이터 프로세서(20)에 의해서 수행된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된 순서
대로 플러쉬적재 명령을 수행한다. 복호 명령의 필수 피연산자를 레지스터 파일(32)로부터 액세스하거나 
또는“불러서”수행 유닛(42)과 적재/기억 유닛(28) 양쪽으로 제공한다. 부가적으로, 터치적재 명령의 수
행에서와 같이, 어떤 예외도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할당적재 명령은, 명령 수행이 초기화되자마
자, 히스토리 버퍼(30)로부터 제외된다.

순차기(34)와 레지스터 파일(32)은 각각, 내부 정보 버스(27)를 경유하여, 복호 할당적재 명령과 필수 피
연산자 정보를 수행 유닛(42)과 적재/기억 유닛(28) 양쪽으로 제공한다. 할당적재  명령의 수행 중에는, 
데이터 캐쉬 유닛(24)이 액세스된다. 저장 위치는 할당적재 명령에 지정된 유효 주소(〈e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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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위치로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제어 및 데이터 정보는 이어서 적재/기억 유닛(28)으로 제공된다. 할당
적재 동작 동안에 액세스된 유효 주소와 그 유효 주소 신호에 대응하는 제어 정보는 데이터 캐쉬 유닛
(24)으로 제공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어 정보는 수퍼바이저(SUPERVISOR) 신호, 크기(SIZE) 신호, 적
재(LOAD) 신호, 터치(TOUCH) 신호, 플러쉬(FLUSH) 신호 및 할당(ALLOCATE) 신호를 포함한다.

할당적재 동작의 수행 중에는,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가 제공되어 데이터 프로세서(20)가 동작하고 
있는 동작 모드를 표시한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예에서는,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가 취소되어 데이
터 프로세서(20)가 사용자 모드로 동작하고 있음을 표시한다고 가정한다. 부가적으로, 할당적재 동작 또
한,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로 수행될 수 있다. 만일, 수퍼바이저(SUPERVISOR) 신호가 주장되면, 데이터 프
로세서(20)는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로 동작된다. 크기(SIZE) 신호는 하프워드(half-word) 액세스가 명령 
ld.h r0,〈ea〉에 지정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할당적재 동작은 하나의 적재동작이므로, 적재(LOAD) 신호
가 주장된다. 부가적으로, 할당(ALLOCATE) 신호가 주장되어 할당적재 동작이 수행 중에 있음을 표시한다.

데이터 캐쉬 MMU(58)는 유효 주소의 0 내지 31 비트를 처리하여, 상기 유효 주소를 물리적 주소 버스(5
7)에 의해 전달된 물리적 주소로 변환시킨다.  상기 물리적 주소는 이후 데이터 태그 어레이(56)에 있는 
소정의 메모리 위치로 액세스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유효 주소의 0 내지 11 비트는 복호화되어 데이터 태
그 어레이(56)에 있는 소정의 메모리 위치를 정한다. 상기 소정의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 값은, 이
후 물리적 주소의 12 내지 31 비트와 비교된다. 만일 이들이 동일하다면, 데이터 태그 어레이(56)는 정합
(MATCH)신호를 보낸다. 이와 유사하게, 물리적 주소에 의해서 지정된 메모리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
터 값의 상태는 상태(STATUS) 신호에 의해 제공되어, 사용자 동작 모드에서 데이터 프로세서(20)를 동작
시킨다.

히트(HIT) 신호는 상태(STATUS) 신호와 정합(MATCH) 신호 모두에 응답하여 제공되며, 적재/기억 유닛(2
4)에 의해서 액세스된 데이터 값이 데이터 캐쉬(54)에 저장되어 있는지 또는 주 메모리(50)로부터 액세스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상기 히트(HIT) 신호는 적재/기억 유닛(28) 및 내부 정보 버스(27)를 경유하여 순차기(34)로 다시 제공되
어, 동작되어야 할 다음 동작을 표시한다.

만일, 히트(HIT) 신호가 할당적재 명령의 수행 중에 주장되면, 캐쉬제어 논리회로(60)는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캐쉬 제어 논리회로(60)는 할당적재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유효 주소에 대해서 지
정된 데이터가 데이터 캐쉬(54)에 저장되어 있어서 새로운 라인이 할당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적재/기억 유닛(28)은 수퍼바이저(SUPERVISOR)신호, 크기(SIZE) 신호, 적재(LOAD) 신호, 터치(TOUCH) 신
호, 플러쉬(FLUSH) 신호 및 할당(ALLOCATE) 신호를 캐쉬 제어 논리 회로(60)로 제공한다. 만일 히트(HIT) 
신호가 취소되면, 캐쉬 제어 논리 회로(60)는 할당적재 동작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제어 신호를 제
공할 수 있게 된다. 캐쉬 제어 논리 회로(60)는 개개의 제어 신호들을 신호 처리하여 데이터 캐쉬 유닛
(24)의 내부동작을 표시하는 다수의 제어 신호들을 제공한다.

캐쉬  제어  논리  회로(60)는  버스  신청(BUS  REQUEST)  신호를  주장하여  정보  버스(15)의  소유권을 
신청한다. 캐쉬 제어 논리 회로(60)는 또한 읽기/쓰기(READ/WRITE) 신호도 주장하여 데이터 프로세서(2
0)가 주 메모리(50)로부터 데이터 값을 읽는 동작을 수행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또한, 버스트 모드(BURST 
MODE)가 취소되어, 데이터의 하프워드만이 단일 버스 트랜잭션에서 주 메모리(50)로 부터 액세스될 수도 
있다. 만일, 버스트 모드(BURST MODE) 신호가 주장되었다면, 주 메모리(50)로부터의 데이터 라인은 회수
된다. 데이터의 라인을 완전히 읽는데는 적어도 4 버스 사이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할당적재 명령은 
종래 기술에 의한 해결법에 비하면 총처리시간을 상당히 절약한다.

메모리 사이클(MEMORY CYCLE) 신호 또한, 할당적재 명령의 수행 동안에 취소되어, 데이터 프로세서(20)가 
데이터 캐쉬 유닛(24)가 주 메모리(50)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취소(INVALIDATE) 신
호가 주장되면, 주 메모리(50)와 데이터 처리 시스템(10)에 있는 다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도시되어 있지 
않음)이 할당된 라인의 복사본을 취소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의 응집성(data coherency)을 
유지한다.

따라서, 할당적재 명령 ld.h r0,〈ea〉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용자는, 라인 기입 동작과 통상적으로 요구
되는 대응하는 신호 처리 시간 없이도, 데이터 캐쉬(54)의 라인을 할당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캐쉬의 모
든 라인이 전부 재기록 될 것이라는 것이 먼저 알려진 경우에, 데이터의 새로운 라인을 외부 메모리 공급 
자원으로부터 불러오지 않으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시스템(10)에
서, 상기 할당적재 명령은“미스된(missed)”통상적인 적재 동작으로 수행될지도 모르는 데이터 캐쉬(5
4)의 라인을 할당한다. 그러나, 할당적재 명령의 수행 중에는, 라인 기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검색되는 
데이터가 없으므로 신호 처리 총시간을 최소화된다.

터치적재 명령, 플러쉬 적재 명령 및 할당적재 명령 각각은 많은 수의 회로를 추가하지 않고서도 수행된
다. 레지스터 r0의 목표 피연산자가 있는 적재 명령은 캐쉬 제어 동작이 초기화됨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
용된다. 크기 연산자(.b. .w. 및 .h)는 이어서 캐쉬 제어 동직아 터치적재, 플러쉬적재 또는 할당 적재 
인지의여부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연산 코드의 추가 없이 또한 상기 동작 코드 
각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가의 시간 없이도 데이터 캐쉬(54)의 보다 많은 동작 제어를 수행한다. 종래 
기술의 예에 있어서, 개개의 터치적재 명령, 플러쉬적재 명령 및 할당적재 명령은 분리된 동작 코드를 갖
는다. r0 를 보통의 적재 명령으로 액세스함으로써, 비동작(NOP)이었을 수도 있는 동작이 이제는 캐쉬 제
어 명령의 하나이다. 추가 회로가 거의 필요 없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추가 시간이 최소화된다. 부가적으
로, 개개의 캐쉬 제어 동작은 정상 적재 동작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각각의 동작을 적재 동작으로 수행하
는 것은 뚜렷한 장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적재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미 요구된 회로가 개개의 
터치적제 명령, 플러쉬적재 명령 및 할당적재 명령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
치의 기능은 증가하면서도 시스템의 추가 소요 시간은 최소화된다.

이미 전술된 버스 신청(BUS REQUEST) 신호, 버스트 모드(BURST MODE) 신호, 읽기/쓰기(READ/WRITE) 신호, 
메모리 사이클(MEMORY CYCLE) 신호, 취소(INVALIDATE) 신호 및 크기(SIZE) 신호에 덧붙여, 데이터 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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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제어 회로(64)는 또한, 전달 모드(TRANSFER CODE) 신호를 외부 데이터 정보 버스(19)로 보낸다. 전
달 코드 신호는 수퍼바이저(SUPERVISOR) 신호, 터치(TOUCH) 신호, 플러쉬(FLUSH) 신호 및 할당(ALLOCATE) 
신호 각각에 응답하여 발생된다. 상술한 개개의 신호들은 데이터 프로세서(20)의 버스 사이클 동안에 버
스 인터페이스 유닛(22)으로 제공된다.

상기 전달 코드 신호는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동작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 프로세서(20)의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달 코드 신호는 데이터 프로세서(20)
에 의해 현재 수행되는 동작에 관한“유의 사항(hints)”을 제공한다. 표 1은 전달 코드 신호에 관한 코
드화의 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표 1]

전달 코드 신호를 부호화하여 표 1의 목록에 있는 개개의 동작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는 내부 정보 버
스(26)의 활동(activity)을 감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동작
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만일, 전달 코드 신호에 의해서 코드화된 동작이“보류(reserved)”라면, 아직 아
무 동작도 코드화되지 않을 것이다. 보류된 부호는 0000. 0100. 1000. 1010. 1100. 1110 및 1111이다. 

전달 코드 신호의 2진 값이 0001일 때, 주 메모리(50)의 사용자 액세스는 초기화된 것이다. 만일, 전달 
코드 신호의 2진 값이 0010이면, 사용자는 터치적재 명령, 플러쉬적재 명령 또는 할당적재 명령 중 어느 
한 명령을 초기화한다. 데이터 캐쉬 MMU(58)는, 전달 코드 신호의 2진 값이 0011일 때, 하드웨어 목록표 
검색 동작을 초기화한다. 목록표를 검색하는 동작 중에, 데이터 MMU(58)는 물리적 주소값을 검색한다. 전
달 코드 신호의 2진 값이 0101이면, 데이터 캐시 유닛(24)에 있는 데이터의 수퍼바이저 액세스가 초기화
된다. 만일, 전달 코드 신호의 2진 값이 0110이면, 터치적재 명령, 플러쉬적재 명령 또는 할당적재 명령 
중 어느 한 명령이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로 초기화된다. 전달 코드 신호의 2진 값이 0111이면, 임시 복사
(snoop copyback) 동작이 초기화된다. 전달 코드 신호의 2진 값이 1001이면, 사용자는 명령 데이터 값에 
관한 주 메모리(50)로 액세스 중이다. 전달 코드 신호의 2진 값이 1011이면, 명령 캐쉬 유닛(26)의 메모
리 관리 유닛(도시되지 않음)이 하드웨어 목록표 검색 동작이 초기화된다. 전달 코드 신호의 2진 값이 
1101이면, 수퍼바이저 동작 모드에서 명령 캐쉬 유닛(26)이 액세스된다.

표 1은 많은 동작들이 코드화되어 외부 정보를 데이터 프로세서(20)의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음을 도
시하지만, 데이터 캐쉬(24)의 정보 관련 동작은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 전달 코드 신호가 터치적재 동작, 
플러쉬적재 동작 또는 할당적재 동작의 발생을 표시하면, 사용자는그 정보를 이용해서 외부의 신속한 메
모리 제어 장치(도시되지 않음)를 충족시켜 앞으로의 캐쉬 트랜잭션에 관한 제어 및 데이터 정보를 제공
한다. 크기(SIZE) 신호는 터치적재 동작, 플러쉬적재 동작 또는 할당 적재 동작간을 차별화 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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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캐쉬 제어 동작은 목적 피연산자로서의 r0 를 갖는 현재의 적재 명령 코드를 
사용하여 충족되었다. 적재 동작은 액세스의 크기는 개개의 세 동작 사이에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전달 코드 신호는 캐쉬 제어 동작이 수행되었음을 표시한다. 크기(SIZE) 신호는 그 동작이 터치
적재 동작인지, 플러쉬적재 동작인지, 또는 할당적재 동작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전달 코드 신호 및 크기(SIZE) 신호에 덧붙여서, 물리 주소값 0 내지 4 비트는 정보 버스(15)를 경유하여 
외부 메모리 또는 데이터 프로세서(도시되지 않음)로 제공된다. 전달 코드 신호 및 크기(SIZE) 신호에 덧
붙여서, 물리 주소값은 코드화되어 앞으로의 캐쉬 트랜잭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물리 주소 값의 하위 4 비트는 특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 
주소의 하위 4 비트는 코드화되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메모리 제어 장치로 하여금 앞으로의 데
이터 캐쉬(54)의 동작을 보다 더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터치적재 명령이 사용되어 주 메모리(50)로부터 한 라인의 데이터를 먼저 불러온다면, 
외부의 신속한 메모리 제어장치는 주 메모리(50)로부터 다음 라인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라인의 데이터를 실제로 불러오기 전에 주 메모리(50)로부터 그 데이터를 불러옴으로써, 
주 메모리(50)로의 액세스 시간이 효과적으로 최소화된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간단한 예에서는 사용자 
모드 캐쉬 제어 명령을 적용하였지만, 전달 코드 신호, 크기(SIZE) 신호 및 물리 주소 신호도 또한, 손쉽
게 사용되어 신속한 메모리 제어 장치로 하여금 모든 캐쉬 트랜잭션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하다.

다른 예로서, 한 페이지의 메모리가 16 진수의 주소 $0에서 16 진수의 주소 $1000으로 복사된다고 가정한
다.  복사  트랜잭션  동안,  주소  $0에  기억된  메모리가  먼저  읽혀지고,  그  다음에  주소  $1000으로 
기록된다. 이 복사 트랜잭션은 모든 페이지의 메모리가 복사 완료될 때까지 워드 단위로 계속해서 증가한
다. 다시, 전달 코드 신호, 크기(SIZE) 신호 및 물리 주소 신호가 사용되어 복사 트랜잭션의 반복 속성을 
예측할 수도 있으므로 메모리 액세스 시간은 최소화된다. 어느 경우에서든, 전달 코드 신호는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캐쉬 유닛(24)의 내부 동작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지식을 이용해 앞으로의 캐
쉬 트랜잭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본 발명의 예에서, 캐쉬 메모리의 제어는 캐쉬 제어 동작과 그 캐쉬 메모리의 동작에 
대응하는 외부 정보 모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캐쉬 제어 동작에 따라 사용자는 캐쉬 메모리를 
구성하여 캐쉬 트랜잭션의 수행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캐쉬 메모리의 동작과 관련된 
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앞으로의 캐쉬 트랜잭션을 예측하여 최소의 시간으로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 서술된 발명의 예는 단지 예로서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 서술된 기능을 수행하
는 기타의 많은 예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터치적재 동작, 플러쉬적재 동작 및 할당적재 동작 이외
의 동작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개개의 세 동작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로서 적용된다. 부가적으로, 
전달 코드 신호, 크기(SIZE) 신호 및 물리 주소 신호의 보류 부호는 데이터 프로세서(20)의 양(both) 동
작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본 발명의 원리에 대해 서술하는 동안, 기술의 숙련자들에게는 본 서술이 예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본 발명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 본 발명의 참된 정신 및 범주 내에 있는 모든 변형을 망라하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캐쉬 메모리(54)를 구비하는 데이터 프로세서(10)에 있어서, 명령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수단(22)과, 상
기 인터페이스 수단(22)에 결합되는 명령 복호화 수단(26)으로서, 상기 명령 복호화 수단은 상기 명령의 
연산 코드(opcode)를 복호화하여 제어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명령의 레지스터 코드를 복호화하여 복수의 
레지스터 중 한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상기 명령 복호화 수단(26)과, 상기 명령 복호화 수단(26)에 결합되
는 수행 수단(42)으로서, 상기 수행 수단은 상기 명령의 레지스터 코드에 의해 표시된 상기 복수의 레지
스터 중 한 레지스터와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제1동작을 수행하되,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한 레지스
터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제1 레지스터일 때만 상기 제1동작을 수행하는 상기 수행 수단(42)과, 상
기 명령 복호화 수단(26)에 결합되며, 상기 명령의 캐쉬 전달 코드에 응답해서 상기 캐쉬 메모리(54)를 
액세스하는 캐쉬 액세스 수단(56)과, 상기 명령 복호화 수단(26)에 결합되는 캐쉬 제어 수단(60)으로서, 
상기 캐쉬 제어 수단(60)은 상기 명령의 레지스터 코드에 의해 표시된 복수의 레지스터 중 한 레지스터와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명령의 상기 캐쉬 전달 코드에 의해 표시된 제2동작을 수행하되,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한 레지스터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제2 레지스터일 때만 상기 제2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제2동작은 다음의 캐쉬 저장 동작 동안 상기 캐쉬 메모리(54)의 메모리 위치를 할당된 메모리 위치
에 할당하는, 상기 캐쉬 제어 수단(60)을 포함하는 데이터 프로세서.

청구항 2 

데이터 프로세서 시스템(10)에서 할당 캐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프로
세스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스 명령의 제1부분을 복호화하여 연산 코드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스 명령의 제2부분을 복호화하여 캐쉬 전달 코드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데
이터 프로세스 명령의 제3부분을 복호화하여 복수의 레지스터 중 한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한 레지스터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제1레지스터일 때, 제1캐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한 레지스터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제2레지스터
일 때, 제2캐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2캐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은 다음의 캐
쉬 메모리 저장 동작 동안 상기 캐쉬 메모리의 메모리 위치를 할당하는, 상기 제2캐쉬 메모리 액세스 동
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할당 캐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 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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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캐쉬 메모리(54)를 구비하는 데이터 프로세서(10)에 있어서, 명령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수단(22)과, 상
기 인터페이스 수단(22)에 결합되는 명령 복호화 수단(26)으로서, 상기 명령 복호화 수단은 상기 명령의 
연산 코드를 복호화하여 제어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명령의 레지스터 코드를 복호화하여 복수의 레지스
터 중 한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상기 명령 복호화 수단(26)과, 상기 명령 복호화 수단(26)에 결합되는 수
행 수단(42)으로서, 상기 수행 수단은 상기 명령의 레지스터 코드에 의해 표시된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한 레지스터와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제1동작을 수행하되,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한 레지스터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제1 레지스터일 때만 상기 제1동작을 수행하는 상기 수행 수단(42)과, 상기 명
령 복호화 수단(26)에 결합되며, 상기 명령의 캐쉬 전달 코드에 응답해서 상기 캐쉬 메모리(54)를 액세스
하는 캐쉬 액세스 수단(56)과, 상기 명령 복호화 수단(26)에 결합되는 캐쉬 제어 수단(60)으로서, 상기 
캐쉬 제어 수단(60)은 상기 명령의 레지스터 코드에 의해 표시된 복수의 레지스터 중 한 레지스터와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제2동작을 수행하되,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한 레지스터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제2 레지스터일 때만 상기 제2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제2동작은 상기 명령의 캐쉬 전달 코드에 의해 
표시된 상기 캐쉬 메모리(54)의 메모리 위치를 플러싱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위치는 상기 캐쉬 메모리(5
4)에서 클리어 되어 외부 메모리에 저장되는, 상기 캐쉬 제어 수단(60)을 포함하는 데이터 프로세서.

청구항 4 

데이터 프로세서 시스템(10)에서 캐쉬 플러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프
로세스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스 명령의 제1부분을 복호화하여 연산 코드를 제공하
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스 명령의 제2부분을 복호화하여 캐쉬 전달 코드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스 명령의 제3부분을 복호화하여 복수의 레지스터 중 한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한 레지스터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제1레지스터일 때, 제1캐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한 레지스터가 상기 복수의 레지스터 중 제2레지스터
일 때, 상기 캐쉬 전달 코드에 응답해서 제2캐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2캐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은 상기 캐쉬 메모리(54)의 메모리 위치가 상기 캐쉬 메모리(54)에서 클리어 되어 외
부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을 표시하는, 상기 제2캐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캐
쉬 플러쉬 메모리 액세스 동작 수행 방법.

도면

    도면1

20-15

1019930002918



    도면2

20-16

1019930002918



    도면3

    도면4

20-17

1019930002918



    도면5

20-18

1019930002918



    도면6

20-19

1019930002918



    도면7

20-20

1019930002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