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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캐시메모리, 메모리어레이, 갱신데이타 기록방법 및 프로세서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의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제2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의 블록도.

제3도는 접근 주소가 캐시메모리내의 저장된 태그(tag), 유효성(validity) 및 인덱스 데이타에 접근하는 
방법을 예시하는, 본 발명의 집적 캐시메모리의 블록도.

제4도는 본 발명의 메모리어레이의 마스터/로컬 워드라인 배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5A-5B도는 각각 제4도의 데이타어레이와 태그어레이 부분을 단순화시켜 도시한 평면도.

제6도는 제1도에 도시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의 한 부분을 도시한 평면도.

제7도는 제4도에 도시된 셀(A)의 개략적인 회로도.

제8도는 제4도에 도시된 셀(C)이 개략적인 회로도.

제9도는 제3도의 로컬워드라인 제어부(200)의 개략적인 회로도.

제10도는 어레이의 레이아웃 및 이네이블 신호의 수신을 예시하는, 제3도의 데이타어레이를 보다 상세히 
도시한 도면.

제11A 및 11B도는 제4도에 도시된 로컬워드라인 구동기와 감지증폭기를 각각 개략적으로 도시한 회로도.

제12도는 제4도에 도시된 어레이의 마스터 및 로컬워드라인에 대한 상대적인 접근시간을 단순화시켜 도시
한 타이밍도. 

제13A-13I도는 순차적인 접근 사이클(access cycles)에 대한 최소최근사용(LRU) 어레이내의 테이타의 갱
신상황을 예시하는 표.

제14도는 제3도에 도시된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의 회로를 도시한 블록도.

제15도는 제14도에 도시된 멀티플렉서 신호의 발생을 예시하는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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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중앙처리장치22 : 실행장치

24 : 버스장치30 : 메모리관리장치

40 : 캐시메모리50 : 데이타버스

52 : 주메모리54 : 주변장치

56 : 코프로세서150 : 최소최근사용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메모리구조(memory architectures)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저전력 캐시메모리(low-power cache)
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마이크로 프로세서(microprocessor)설계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성능의 향상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는 주메
모리(main memory)에 대한 데이타접근(data accesses)시 소요되는 사이클타임(cycle time)이다. 현 기술 
수준하에서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은 전형적으로 60 내지 80나노초(nano second)정도의 접
근시간(access  times)을  가지며  페이지모드(page  mode)  혹은  다른  파이프라인  접근  모드(pipelined 
access mode)동작에서는 40나노초 정도의 데이타전송률(data rates)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에서
도, 데이타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CPU(Central Processing Unit)가 인스트럭션(instruction)을 처리하
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시메모리(cache memory)가 사용되어 프로세서 동작에 필요한 데이타를 
저장하였다. 전형적으로, 데이타는 DRAM으로 구성된 주메모리로부터 캐시메모리로 다운로드(download)된
다. 캐시메모리는 전형적으로 SRAM 셀 어레이(an array Static Random Access Memory cells)로 구성된다
(SRAM은 DRAM의 접근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접근될 수 있으며 현 기술 수준하에서 SRAM은 5나노초 정
도의 데이타전송률(data rates)을 갖는다). 캐시메모리에 데이타를 초기 적재(load)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분기예측(branch prediction)이나 초기 캐시메모리 적재 알고리즘(initial cache loading algorithms)이 
다수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초기 적재후 특정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데이타를 캐시메모리가 저장하고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캐시메모리에 접근한다.  이러한  결정은  데이타가 저장된 주메모리내의 위치
(location)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데이타(이하 '태그(tag)'로 지칭됨)와 캐시메모리내에 저장된 데이타에 
대응하는 태그(tag)를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입력태그(incoming tag)가 캐시메모리내의 데이타에 대한 저
장태그(stored tag)와 일치(match)한다면, 캐시 '적중'신호(cache 'hit' signal)가 생성되어 원하는 데이
타가  캐시메모리내에  저장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태그  프로토콜(tag  protocol)은  '직접  사상(direct 
mapped)'(즉, 각각의 태그는 캐시메모리내에 저장된 하나의 데이타라인에 대응한다.) '세트 어소시어티브
(set associative)'(즉, 단일 '인덱스주소(index address)', 혹은 단일 세트에 대한 주소(address)가 캐
시메모리내에 저장된 소정수의 데이타라인에 대응하며 각각의 데이타라인에는 태그가 연관된다)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4-방향 세트 어소시어티브(4-way set associative)' 캐시메모리에 
있어서, 단일 인덱스주소(single index address)는 캐시메모리내에 저장된 4개의 데이타라인에 대응하여, 
이들 4개의 데이타라인은 각각 자신의 태그를 갖는다.

전형적으로, 캐시메모리는 또한 캐시메모리내에 저장된 데이타의 유효성(validity)을 나타내는 데이타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캐시메모리는 일종의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cache coherency protocol)을 사
용하여 캐시메모리내에 저장된 데이타가 주메모리내에 저장된 데이타와 동일하도록 보장한다. 따라서, 예
를 들어, 캐시메모리내에 저장된 데이타가 갱신되면, 그 데이타는 주메모리에 기록되어야 한다. '카피 백 
캐시메모리(copy back cache)' 일관성 프로토콜에 있어서, 데이타는 캐시메모리에 기록되어질 때마다 버
스(bus)상에 다른 트래픽(traffic)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수의 알려진 알고리즘중 어느 하나를 이용
하여 캐시메모리로부터 주메모리로 기록된다. '라이트-쓰루(write through)'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에 있
어서는, 새로운 데이타가 캐시메모리에 기록되는 경우, 그 데이타는 다음 사이클 동안 주메모리로 기록되
며 이때 다른 버스동작은 일시정지(suspend)된다. 이러한 우선순위 '라이트-백(write-back)' 동작은 주어
진  공통주소에  대해  주메모리와  캐시메모리가  동일한  데이타를  저장하도록  보장한다.  '카피  백(copy 
back)' 모드에 있어서는, 캐시메모리 엔트리(cache entry)가 접근된 주소에서 주메모리내에서 그 접근된 
주소에 저장된 데이타와 동일하지 않은 데이타를 저장하는 경우, 어느 쪽이 유효한 데이타를 저자하고 있
는가에 따라 캐시메모리 혹은 주메모리중 어느 하나가 갱신되어야만 한다. 실질적으로, 주메모리내에 저
장된 데이타의 소스(source)를 결정하기 위해 '버스 스누핑(bus snooping)' 혹은 다른 기법들이 이용될 
수 있다. 데이타가 외부소스(external source)로부터 주메모리에 기록된다면, 캐시메모리내에 저장된 데
이타가 무효(invalid)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캐시메모리 엔트리를 주메모리로부터의 유효한 데이타
로 갱신하기 보다는, 데이타비트(일반적으로 '데이타유효'나 '유효성' 비트로 언급됨)가(예를 들어 1에서 
0상태로) 전환되어 캐시메모리가 지정된 주소에 유효한 데이타를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며, 차후의 
편리한 시간에 유효데이타가 주메모리부터 캐시메모리로 기록된다.

유효성 비트의 상태는 데이타가 주메모리로부터 인출(fetch)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
된다. 즉, 비록 태그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캐시메모리내의 데이타가 유효하지 않다면, 데이타는 주메모리
로부터 인출되어야 한다. 유효성 비트의 상태는 또한 주메모리로부터 인출된 데이타가 어디에 저장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데이타가 주메모리로부터 캐시메모리내에 저장될 때, 접근된 세트의 
모든 유효성 비트의 상태가 검사되며, 주메모리로부터 인출된 데이타는 무효데이타를 저장하고 있는 세트
에 기록될 것이다. 인출된 데이타를 어디에 저장할 지를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다른 방법은 소위 '최소최
근사용(least recently used : LRU)' 프로토콜(protocl)이다. 이 LRU 프로토콜에서, 캐시메모리 데이타는 
캐시메모리에서 어떤 데이타가 가장 오랜 시간동안 이용되지 않았는지(따라서, 장래의 캐시메모리 접근에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지)의 결정에 근거하여 대체(replace)된다. 그러나, 'Cache Memory with 
Multiple Valid Bits For Each Data Indication the Validity Within Different Contents'란 명칭의 89년 
3월  루빈스틴(Rubinstien)에  허여되고  휴렛트  팩카드(Hewlett  Packard)사에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
4,811,209호에서 지적한 것처럼 종래의 LRU 알고리즘은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어렵고 실행사이클이 길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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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따라서 소정 세트내의 데이타 라인(또는 '캐시라인')이 모두 유효하다면, 제1캐시라인이 대체
되고, 이어서 제2캐시라인이 대체되는 등의 우선순위 시스템(priorty system)을 설정(set up)하는 것은 
더 일반적이다.

전형적으로, 캐시메모리는 인덱스 데이타(index data)를 저장하는 제1칩과, 태그 데이타, 유효성 비트와 
LRU 정보를 저장하는(예를 들어, 메모리관리장치(memory management unit)나 버스마스터(bus master)상에 
존재하는) 별도의 레지스터에 의해 구현된다. 즉, 비록 태그와 인덱스데이타(index data)가 동일 주소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전형적으로  다른  어레이(array)내에  위치한다.  예로서 
'Semiconductor Memory Device'란 명칭의 91년 5월 스즈끼(Suzuki)에 허여되고 후지쓰(Fujitsu)사에 양도
된 미합중국 특허 제5,014,240호의 특히 제2도에서 제4도까지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캐시메모리, 태
그와 유효성 정보가 모두 동일한 물리적으로 주소지정가능한 위치에 저장되는 캐시메모리 설계도 제안되
었다. 이와 같은 설계는 캐시저장장치(cache storage)에 전용된 전체 실리콘 공간을 감소시키고, 물리적
으로 다른 어레이내에 저장되는 데이타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소버퍼(address buffers), 주소디코
더(address decoders) 등과 같은 지원회로(support circuit)의 불필요한 중복을 감소시키며, 버스제어장
치(bus  controllers)나  메모리관리장치(memory  managers)와  같은  다른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성요소
(microprocessor components)로부터 캐시메모리, 태그와 유효성 정보가 별개의 물리적으로 주소지정가능
한 위치에 저장됨에 따른 설계 오버헤드(design overhead)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이와 같은 사
실은 상기 인용한 특허 제5,014,240호의 제1도와 'Data Storage Apparatus'란 명칭의 87년 12월 데실라스
(Desyllas)등에 허여되고 IBM에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4,714,990호와 ; 'Cache Tag Lookaside'란 명칭
의 90년 4월 브리그(Brig) 등에 허여되고 휴렛트 팩카드사에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4,914,582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타 및 연관된 '접근' 정보(즉, 태그주소, 유효데이타, LRU 데이타 등과 같은 인덱스 데이타
(index data)가 접근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정보)가 동일한 물리적으로 주소지정 가
능한 위치에 저장되도록 구현하는 상기 인용한 특허에 제시된 설계는 고성능 캐시메모리 구조를 최적화하
지는 않는다. 전형적으로, 캐시라인은 인덱스주소가 어떤 캐시라인이 접근되어야 함을 표시할 때 판독된
다(즉, 그 셀에 접근하기 위해 라인구동회로가 이네이블(enable)되고, 감지증폭기(sense amps)는 데이타
를 검출하도록 설정된다, 등등). 그후, 접근정보(access information)가 주어진 사이클동안 데이타가 접
근되지 않아야 함을 나타내면, 데이타 입력/출력 구동기는 작동 금지(inhibit)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만약 입력 태그주소(incoming tag address)가 접근된 캐시메모리 인덱스(accessed cache index)와 연관된 
태그주소(들)중 어느 하나와도 동일하지 않다면, 캐시 '실패'(cache 'miss')가 발생하고 캐시메모리 접근
(cachek access)은 종료된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은 접근대상 데이타를 준비하는 동안 
전력(extra  power)이  소비된다는 점이다.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이나  하이-엔드 컴퓨터 응용(high-
end application)에 용인(tolerate)될 수 있다. 그러나, 저전력(low-power) 퍼스널컴퓨터 응용, 랩탑, 퍼
스널디지털보조장치(personal digital assistance)등과 같은 저전력응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력오버헤
드(power overhead)가 용인될 수 없다.

종래의 집적 캐시메모리 설계(integrated cache design)에 있어 또 다른 결점은 캐시메모리를 주메모리로 
부터의 데이타로 갱신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LRU 모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캐시
메모리의 적중률(hit rate)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LRU 하드웨어구현이 캐시메모리 설계에 집적되어야만 
한다.

전형적으로 집적된 캐시메모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상에서 개별 기능 단위(혹은 매크로)로 레이아웃
(layout)된다. CPU와 다른 기능블록은 외부의 신호원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므로, 칩(chip)이 패키지될 
때 외부 핀에 결합되는 상호접속 패드(interconnection pads)를 지원해야 한다. 캐시메모리는 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 프로세서 상에서 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캐시메모리 데이타(cache data)는 
외부의  신호원으로부터  CPU등으로  고주파신호를  전송하는  상부(overlying)의  금속패턴(metallization 
patterns)으로 부터 발생하는 잡음 및/또는 용량성 결합(capacitive coupling)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으
므로, 캐시메모리는 CPU등으로 부터 상호 접속패드(pads)로의 금속패턴을 제한(constrain)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수반되는 전력오버헤드(attendant power overhead)없이 데이타 및 연관된 접근정보가 동일한 물
리적으로 주소지정 가능한 어레이내에 구현되는 직접 캐시메모리 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력소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데이타 및 이와 연관된 접근정보를 저장하는 
집적캐시메모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진정한 의미의 LRU 캐시메모리 갱신 프로시듀어(procedure)를 제공하는 집적 캐시
메모리 구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캐시메모리의 사이클시간을 증가시키지 않는 LRU 캐시메모리 갱신 프로시듀어
의 간단한 하드웨어 구현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집적 캐시메모리(integrated cache)상에서 금속라인의 레이아웃을 
최적화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상의 다른 기능블록으로부터의 금속라인 위를 통과하는 상호연결 금속층
(metallization)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캐시메모리의 다양한 크기 종횡비(various size aspects)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칩상의 이용가능 공간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캐시메모리는 3-방향 세트-어소시
어티브로 감소될 수 있거나 5-방향 세트-어소시어티브로 커질 수 있다. 다소의 비트라인(bit lines)이 추
가되어 패리티 검사(parity  checking)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초기화된 LRU  어레이는 일정한 패리티
(constant parity)를 가지며, 따라서 패리티 검사는 비트라인(bit lines)의 추가없이 러에이에 부가될 수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본 발명의 상기한 목적 및 다른 목적은 주 메모리 데이타(main memory data)를 저장하기 위한 제1저장영
역(storage  area)내의  제1다수의  메모리셀(memory  cells)과  주  메모리  데이타에  대응하는 접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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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information)를 저장하기 위한 제2저장영역내의 제2다수의 메모리셀을 각각 구비하되, 제1 및 제
2저장영역은 근사적으로(approximately) 동일한 사이클시간(cycle time)을 갖으며, 제2저장영역은 제1저
장영역에 앞서 접근되는 다수의 인덱스라인(index lines)과 ; 다수의 인덱스라인중 선택된 하나의 라인에 
대한 접근정보(access  information)를 수신하여, 다수의 인덱스라인중 소정 라인(a  given  one  of  said 
plurality of index lines)에 대해, 제1저장어레이내에 저장된 주메모리 데이타중 어느 하나라도 접근되
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제1제어기와 ; 다수의 인덱스라인중 선택된 인덱스라인의 제1저장어레이
의 적어도 한 부분(portion)을 그에 대한 접근사이클(access cycle)이 종료(complete)하기 전에 앞서 선
택적으로  포함하는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chip)상에서  형성되어  즉  저장  수단(main  storage 
means)으로 부터 인출(fetch)된 데이타를 저장하는 캐시메모리(cache)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메모리 어레이는 다수의 메모리셀과 ; 다수의 메모리셀에 결합되고 
그 상부에 배치된 다수의 공급전압라인(supply voltage lines)과 ; 다수의 메모리셀의 상부에 배치된 다
수의 마스터워드라인과 ; 다수의 메모리소자들 상부에 배치되는 다수의 로컬워드 라인으로서, 다수의 공
급전압라인, 다수의 마스터워드라인, 다수의 마스터워드라인 및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은 실질적으로 병렬
로 배치되며, 각각의 다수의 마스터워드라인은 다수의 로컬라인의 하나의 세트(a set)에 결합되고, 다수
의 메모리셀의 하나의 세트는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의 세트의 하나에 결합되고, 각각의 다수의 마스터워드
라인과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의 세트의 적어도 하나는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의 세트의 하나에 결합된 다수
의  메모리셀의  세트  상부에  배치되며,  마스터워드라인의  부분(portion)은  나머지  부분들(remaining 
portion)로 부터 절연(isolated)되며 공급전압라인의 하나와 결합되는 다수의 로컬라인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중앙처리장치(CPU), 데이타를 저장하는 주메모리와, 각각 
주메모리의 선택된 장소로 부터 다수의 데이타 워드를 저장하는 다수의 인덱스라인을 갖는 캐시메모리장
치(cache unit)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시스템에 있어서, 주메모리로부터 캐시메모리로 갱신 데이타 워드
(update data word)를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은 소정 인덱스라인에 대해, 다수의 데이타워드의 어
느 하나라도 무효(invalid)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무효라면, 무효데이타워드를 저장하는 소정 인덱
스라인의 한 부분대에 갱신 데이타 워드를 기록하는 단계와 ; 앞서 무효데이타워드를 저장한 소정 인덱스
라인의 부분이 이제 유효(valid) 데이타를 저장하고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 소정의 인덱스라인에 대한 제1
접근데이타(access data)를 갱신하는 단계와 ; 소정 인덱스라인에 대해 다수의 데이타워드 모두가 유효하
다면, 다수의 데이타워드중 어느 것이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최근에 가장 최소로(least recently) 접근되
었는지를 결정하고, 최근에 가장 최소로 접근된 데이타워드를 저장하고 있는 소정 인덱스라인의 한 부분
내에 갱신데이타워드를 기록하는 단계와 ; 앞서 최근에 가장 최소로 접근된 데이타워드를 저장했던 소정 
인덱스라인의 부분이 최근에 접근되었음을 반영하고, 소정 인덱스라인상의 다수의 데이타워드중 다른 하
나의 데이타워드가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최근에 가장 최소로 접근되었음을 나타내도록 소정 인덱스라인에 
대한 제2접근데이타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술한 구조 및 다른 구조, 특징은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가 단일집적회로칩(10)상에 CPU(20), 메모리관리장치(30), 캐시메
모리저장장치(40)를 구비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모듈(10)로서 도시되어 있다. X86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
세서에  있어  통상적이듯이,  CPU(20)는,  예시의  용이함을  위해  특별히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실행장치
(execution unit), 인출장치(fetch unit)등을 포함한다. 버스장치(24)는 데이타 버스(50)를 통하여 주메
모리(52), 코프로세서(coprocessor)(56)와 키보드 및 다른 주변장치(54)와 같은 주변장치와 통신한다. 일
반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버스(50)  및  버스장치(24)를  통하여  주메모리(52)로  부터 인스트럭션
(instruction)을 인출하거나 버스장치(24)를 통하여 캐시메모리(40)로 부터 인스트럭션을 인출하여 동작
한다. 그후,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상기 인스트럭션을 실행장치(22)를 통하여 처리하고, 메모리관리장치
(30)의 제어하에 캐시메모리(40)로 부터 필요한 데이타에 접근하고, 인스트럭션 실행결과를(이후 보다 상
세히 논의되는, 일종의 캐시일관성 프로토콜(cache coherency protocol)에 의해) 캐시메모리(40)나 주메
모리(52)내에 저장하므로써 상기 인스트럭션을 실행한다.

다른 실시예가 제2도에 도시되었다. 제2도에 있어서, 제1도의 회로블록과 유사한 구조 및 동작을 가지는 
회로블록은 동일한 참조번호에 의해 도시되었다. 제1도와 제2도에 도시된 실시예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제
2도에 도시된 실시예의 경우 칩영역(chip area)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메모리관리장치(30)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상에 집적되지 않고, 데이타 버스(50)와 버스 마스터(24)를 
통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통신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캐시일관성동작(cache coherency operations)에 
있어 주메모리로의 캐시메모리 '라이트 백(write back)'에 수반되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캐시메모
리(40)가 자신의 전용메모리버스(dedicated memory bus)를 통해 주메모리(52)에 데이타를 전송하고 수신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의 실시예에 있어서, 캐시메모리(40)는 다른 회로와 더불어 마이크로 프로세서(10)상에 집
적된다.  이와  같이  회로  블록을  동일한  칩상에  포함하므로써,  다른  처리기법(different  processing 
techniques)등을 사용하여 다른 칩위에 형성되는 구조로 부터 발생하는 처리민감도(process 
sensitivities)및 다른 성능 저해요인이 최소화된다.

제1도와 제2도의 캐시메모리(40)의 전체적인 블록도가 제3도에 도시된다. 캐시메모리(40)는 저장어레이
(storage array)(41)를 포함한다. 이 어레이는 4개의 캐시라인(A-D)을 포함하는 데이타(DATA)와 4개의 캐
시라인에 대응하여 태그(A-D)를 저장하는 태그부(TAG)와, 저장영역(MRU1, MRU2, MRU3와 LRU)내에 최소최
근사용(LRU)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최근사용부(LRUA)와 각각의 캐시라인(A-D)에 대한 데이타 유효성 정보
(data valid information)를 저장하는 유효성부(VALID)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징은 단일 세트에 대한 
이러한 데이타 모두가 단일의, 물리적으로 주소지정이 가능한 워드라인(word line)상에 저장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차후에 보다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단일워드라인이 상기 언급한 각각의 어레이내의 메모리셀
들에 결합되어, 단일의 물리적으로 주소지정 가능한 워드라인에 접근시 전술한 데이타 모두가 접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캐시메모리(40)는  인출  혹은 적재/저장 장치(load/store  unit)에  의해  생성되어 버스장치
(24)를 통해 수신된 접근 주소에 응답하여 접근되고, 캐시메모리는 이 어드레스를 수신한다. 본 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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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프로세서(56)나 캐시메모리(40)와 주변장치(54)로서 통신하는 동위프로세서(pear processor)와 같
은 오프-칩 소스(off-chip  sources)로 부터 상술한 어드레스가 발생될 수 있는 병렬처리나 코프로세서
(coprocessor)모드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드에 있어서, 캐시메모리(4
0)는 준비상태(standby status) 동작(즉, 다른 프로세서들은 캐시메모리(40)가 CPU(20)로 부터의 접근요
청을 서비스하고 있지 않을 때만 캐시메모리(40)에 접근할 수 있다)이나 다수의 알려진 우선 순위 인터럽
트 프로토콜(priority interrupt protocols)(즉, 버스장치(24)가 CPU(20)로 부터의 접근요청과 이들 다른 
장치의 우선 순위레벨(level) 사이를 조정(arbitrate)한다)중의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이들 다른 프로세
서가 접근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소가 발생되는 곳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주소는 동일한 32-비트 형식(format)으로 제공될 것이다. 32-
비트 주소는 단지 예로서 주어진 것이고, 다른 주소비트길이(address bit lengths)가 사용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0개의 최상위비트(A31-A12 )는  태그주소(즉,  주메모리로부터 접근되어야 할 데이타의 주

소)를 나타내고, 다음의 여덟개의 비트(A11-A4)는 인덱스 주소(즉, 데이타를 저장하고 있는 세트의 주소)

를 나타내고, 최하위비트(A3-A0)는 접근된 데이타워드(accessed data word)내에서 접근되어야 할 데이타바

이트를 나타낸다. 특히, A3와 A2는 접근된 128-비트 데이타워드중에서 어떤 32-비트 서브워드(subword)가 

접근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A1와 A0는 접근된 32-비트 서브워드(subword)내에서 어떤 8-비트 바이트가 

접근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캐시 태그 적중/실패모드에서 동작중일 때, 캐시메모리에 의해 수신된 20-비트 가상 
태그(virtual tag)는 표시된 인덱스주소(indicated index address)에 저장된 태그와 비교된다. 즉, 256워
드라인(또는 세트들) 가운데 인덱스주소에 의해 접근될 라인을 결정하기 위해 캐시메모리는(종래의 CMOS
주소버퍼(address  buffers)와  디코더(decoders)를  사용하여)  256개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디코드

(decode)동작을 수행한다. 소정 세트에 접근하므로써, 연관된 태그(associated tags)가 판독되고, 판독된 
태그는 수신된 태그와 비교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상모드(virtual mode)에서 동작중일 때, 수신된 
태그는 TLB(translation lookaside buffer : 60)로 부터 발생할 것이다. 가상주소는 실제의 물리적인 주
소에 재사상(remapping)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재사상은 CPU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거나 TLB를 이용하
여 수행될 수 있다. 멀티플렉서(multiplexor)(MUX1)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상모드 상태일때 TLB입력을 
출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태그 접근주소를 전달할 것이다.

비교기(comparator)(CA-CD)는 멀티플렉서(1)에 의해 전달되는 태그와 접근된 세트(accessed set)에 저장
된 캐시메모리어레이의 태그(TAG)부분으로 부터의 태그(A-D)를 비교한다. 이 경우, 상기 캐시메모리는 소
정  세트에  대해  4개의  태그가  저장됨을  의미하는  4-방향  세트  어소시어티브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임의의 n-방향 세트 어소시어티브 구조에 적용될 수 있다. 비교기(CA-CD)는 또한 어레
이의 유효부(VALID)로 부터 각각의 캐시라인(A-D)에 대응하는 유효성 비트(validity bits)를 수신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소정의  유효성  비트가  로우(low)라면,  연관된  캐시라인(associated  cache 
line)은  무효데이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된다.  유효성  비트는  비교기의  오버라이드입력(override 
inputs)으로서 작용하고, 만약 유효성 비트가 로우(low)라면, 비교결과는 오버라이드되어 캐시실패(cache 
miss)로 나타난다. 비교기(CA-CD)는 부호(HITA, HITB, HITC와 HITD)로 라벨된 해당 출력을 갖는다. 통상
적으로, 이들 라인은 하이(high)로 유지된다. 만약 비교기들(CA-CD)중 하나가 입력태그와 접근된 세트가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이와 연관된 출력(HITA-HITD)은 하이를 유지할 것이고, 잔여 출력라인은 로우로 될 
것이다.

4개의 출력(HITA-HITD)은 어느 하나의 캐시 비교기라도 캐시적중(cache hit)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XOR(exclusive-OR) 게이트(140)에 의해 비교된다. 만약 캐시적중이 발생하였다면, 
출력은 하이(high)로 된다. 이 신호는 유효성 비트와 함께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에 의해 수신된다. 차
후 보다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캐시적중이 발생한 경우,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는 최소최근사용
어레이(LRUA)내에 저장된 최소최근사용정보를 갱신할 것이고, 캐시실패(cache miss)가 발생한 경우, 후속
의 캐시메모리 갱신 사이클은 주메모리부터 인출된 데이타를 유효성 비트와 최소최근사용 어레이(LRUA)내
에 저장된 정보의 상태의 함수로서 선택된 캐시라인에 저장할 것이다.

출력(HITA-HITD)은 또한 데이타(DATA)  어레이내의 캐시라인(A-D)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로컬워드라인 
제어부(200)에 의해 수신된다. 로컬워드라인 제어부(200)는 또한 판독/기록제어부(160)로 부터 입력(SA 
SET,  SA  RESTORE)과, 워드/바이트 디코더(70)로 부터 워드/바이트 선택신호(B0-B3,  W0-W3)를 수신한다. 
차후에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바와 같이, 캐시메모리 접근사이클에 있어서, 접근된 세트내의 원하는 워드
의 모든 메모리셀이 초기에 접근되며, 워드/바이트 선택 정보의 함수로서, 상술한 바와 같이 태그(TAG), 
유효성(VALID) 및 최소최근사용(LRU)정보를 얻는다. 그후, 접근된 세트의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캐시적
중정보의 함수로서, 전체 접근 사이클의 종료전에 비활성화되어, 상당량의 전력이 절약된다. 예를 들면, 
원하는 것이 캐시라인(A)의 서브워드(3)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서브워드(0, 1과 2)는 결코 활성화되지 않
을 것이고 캐시라인(B-D)의 다른 서브워드(3')는 접근사이클의 종료에 앞서 디스에이블될 것이다. 또한, 
만약 서브워드(3)의 바이트(1)만이 요구되는 경우, 일단 정보(HITA)가 이용가능해 지면, 각 서브워드(3)
의 바이트(0, 1)만이 접근되지 원하지 않는 부분은 디스에이블될 것이다(제9도 참조).

제4도는 본 발명의 집적 캐시메모리(40)의 어레이(41)의 일부분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어레이는 마스터 
워드라인(MWL0  내지 MWL255)을 포함한다. 예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단지 제1마스터워드라인(MWL0)과 
마지막 마스터워드라인(MWL255)만이 도시되었고, 잔여 마스터워드라인은 일반적으로 도면 중간의 점에 의
해 표시된다. 실제적으로는, 캐시메모리는 적어도 4개의 중복되는 마스터워드라인(redundant  masterword 
line)과 타이밍을 위한 가상워드라인(dummy word line)을 포함할 것이다. 수신된 인덱스주소(A11-A4)는 마

스터워드라인 디코더(MWL0 내지 MWL255)에 의해 디코드되어 256개의 마스터워드라인 중의 어느 것이 이네
이블될 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디코더는 자체에 제공된 주소버퍼(on-chip address buffers)(예시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해 도시되지 않음)로 부터 주소입력을 수신하는 종래의 CMOS NOR 디코더(NAND 디코더도 사용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이다.  이네이블된  디코더는  대응하는  마스터워드라인구동기(MWL0 
DRIVER-MWL DRIVER)를 활성화시켜 대응하는 마스터워드라인(MWL0-MWL255)상의 전위를 높이므로써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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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상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한다. 각 마스터워드라인은 선택된 세트에 대한 모든 정보(데이타, 태그, 유
효성 비트와 최소최근사용정보)를 제어한다. 마스터워드라인 구동기는 통상 CMOS  푸시-풀 구동기(push-
pull  drivers)이며,  이들  구동기의  크기는  마스터워드라인에  의해  제공된  큰용량성  부하(large 

capacitive load)를 구동하도록 결정된다.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마스터워드라인은 로컬워드라인
인 세트에 결합된다.

실제적으로, 로컬워드의 저항성-용량성 지연을 감소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로컬워드라인은 금속
으로 스트랩(strap)된다. 제5A도는 로컬워드라인(LWL0A)을 따라서(예시의 용이함을 위해 제4도에 도시되
지 않은) 인접 셀(CELL AB, CELL AC)과 함께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컬워드라인(LWL0A)에 결합된 셀
(CELL A)의 일부분의 평면도이다. 각 셀은 해칭된 박스(hatched boxes)에 의해 표시되는 다수의 확산영역
(diffusion regions)으로 구성된다. 제7도 및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이용된 메모리셀들은 
교차결합장치쌍(T1, T2)을 포함하는 셀에 접근하여 비트라인(BLC, BLD)을 통해 셀(cell)로 부터 판독하거
나 셀(cell)에 기록하는 비트 스위치소자(BS3, BS4)를 가지는 표준 6-소자(device) SRAM 구조이다. 단일 
게이트도선(LWL POLY)이 셀접근소자(cell access devices)(즉, 셀을 비트라인에 결합하는 트랜지스터, 예
를 들면, 제8도의 트랜지스터(BS3, BS4)의 게이트 도선을 형성하기 위해 모든 셀 위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도시되었다. 폴리실리콘 도선(polysilicon conductor)은 다른 장치의 게이트 도선을 형성하기 위해 실제
적으로 보다 복잡한 배치를 가질 것임은 명백하다. 본 명세서를 기술함에 있어 핵심요소(key component)
는 제5A도의 모든 셀 위를 교차하는 단일게이트도선(LWL POLY)이므로 폴리실리콘 도선의 완전한 레이아웃
은 예시의 용이함을 위해 도시되지 않았다. 설명을 위해 폴리실리콘이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되었으나, 실
제적으로는 고융점 금속 실리사이드(refractory metal silicide)나 폴리실리콘과 실리사이드(silicide)의 
샌드위치 구조와 같은 다른 폴리실리콘계 게이트 도선들이 이용될 수 있다. 비트라인(BLC, BLD은(셀(AB)
에 대한 비트라인(BLCA, BLDA), 셀(AC)에 대한 비트라인(BLCB, BLDB)과 함께) 제1금속(예를 들어, 알루미
늄이나 알루미늄계 합금)층으로 형성된다.

다음 금속층(M2)(전형적으로 M1과 동일한 조성(composition)을 가짐)이 칩위에 레이아웃되어 실질적으로 
병렬라인을 형성한다. 제5A도의 하부로부터 상부까지, 이들 라인은 하이 상태의 전압(예를 들어 5볼트)을 
셀에 공급하는 선(VDD M2)과, 접지나 로우 전위를 셀에 공급하는 선(GND M2)과, 마스터워드라인(MWL M2)
과, 로컬워드라인(LWL POLY)에 대해 금속 스트랩핑(metal strapping)을 형성하는 로컬워드라인(LWL M2)으
로 이루어져 있다. 접점영역(M2/M1/POLY)은 교차 표시된 박스(crossed boxes)에 의해 표시됨을 유의하여
야 한다. 이들 접점영역은 로컬워드라인을 따라서 하나 걸러 하나의 메모리셀에서 로컬워드라인(LWL M2)
과  로컬워드라인(LWL  POLY)사이의 접촉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열에 의해,  로컬워드라인은 셀피치(cell 
pitch)의 증가없이 감소된 저항특성을 보이며, 이로써 선택된 마스터워드라인(MWL0-MWL255)이 보다 빨리 
이네이블 된다.

제4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특징중의 하나는 각 마스터워드라인이 접근정보(즉, 태그, 유효성과 최소최
근사용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셀에 직접 결합하여 구동하며, 로컬워드라인(LWL0A-LWL0D)을 통하여 인덱
스데이타를  저장하는  메모리셀을  간접적으로  구동하는  것이다.  세그먼트된  워드라인부(segmented  word 
line  portions)를  구동하기  위해  '마스터'  워드라인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공지의  것이나 
('semiconductor memory'란 명칭의 86년 6월 비드만(Wiedmann)에게 허여되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
된 미합중국 특허 제5,596,000호 참조) 전형적으로 '마스터' 워드라인은 메모리셀에 직접 결합되지 않는
다. 오히려, 비드만 특허의 제2도에 아주 명확히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터워드라인은 전형적으로 로컬워
드라인을 구동하기 위해 이네이블 입력으로 이용된다. 이것은 마스터/로컬워드라인배역(arrangements)들
이  전형적으로  용량성  부하(capacitive  loading)에  기인한  워드라인성능지연(word  line  performance 
delays)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여, 설계자는 전형적으로 마스터워드라인에 
직접적으로 메모리셀을 결합함에 의한 마스터워드라인을 따른 부하(loading)를 피하였다. 본 발명에 있어
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로컬워드라인을 M2에 스트랩핑(strapping)하는 외에, 마스터워드라인이 M2내에 
레이아웃되고, 로컬워드라인(LWL M2)의 분리된 부분과 접촉하도록 교차된다. 제5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터워드라인(MWL)에 직접 결합된 소자(device)들에 대해, 마스터워드라인(MWL M2)은 종래의 위치로 부
터 제5A도에 도시된 로컬워드라인(LWL M2)으로 부터 분리된 로컬워드라인(LWL M2)의 부분에 접촉하기 위
해 교차(cross over)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마스터워드라인(MWL M2)이었던 부분(M2)이 어레이를 교
차하는 도선(GND M2')을 형성하기 위해 도선(GND M2)에 결합된다는 것을 또한 주목하여야 한다(도선(GND 
M2')는 하부의 집적회로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있어
서 로컬워드라인(LWL)과 마스터워드라인(MWL)은 모두 금속도선이고, 따라서 적은 수의 셀(cell)이 성능상
의 불리함이 없이 마스터워드라인에 직접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배열(arangement)의 특징은 어레이가 상부의 잡음원으로 부터 실제적으로 차폐된다는 것이다. 즉, 
제5A도와 제5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이 상부의 도선(M2)에 의해 실질적으로 커버(cover)된다는 것이
다. 이들 도선은 결합하여 차폐효과를 발생시키므로써 셀내에 저장된 논리상태가 상부 도선으로 부터의 
잡음이나 용량성결합에 보다 덜 영향을 받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금속(M3)층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예를 들어 CPU(20))의 부분으로 부터 칩의 주변에 위치한 패드(P1-P3)를 
통해 외부신호원에 상호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종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들에 있어, 
패드상호접속(pad  interconnects)은  데이타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캐시메모리어레이 주위로 라우팅(rout
e)되거나, 혹은 어레이 비트라인의 인위적인 비틀림(twisting)을 사용하였다. 모든 도선(M2)은 활성전위
를 수신(즉, 도선은 결코 부동(floating)상태로 남지 않는다)하기 때문에, 본 발명의 구조는 실제적으로 
칩의  잡음  면역성(noise  immunity)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스터워드라인(MWL  M2)의 
'비사용' 부분이 인접하는 접지도선에 스트랩된다.

따라서,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그, 최소최근사용과 유효성어레이내에 도시된 메모리셀들은 마스터
워드라인(MWL0…MWL256)에 직접 결합되고, 워드라인구동기들(MWL0…MWL256  구동기)에 물리적으로 가깝게 
배열된다. 제4도에서, 메모리셀은 참조부호(M)로 라벨된 소형박스에 의해 표시된다. 메모리셀은 제5도, 
제7도와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일반적인 구조를 가진다. 제4도에서 비트라인은 보다 명료한 도시를 
위해 생략되었고, 도시된 메모리셀의 수는 예시의 용이함을 위해 최소화 되었다(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어레이(TAGA, TAGB)는 각 태그에 대해 적어도 40개의 메모리셀이나 20개의 메모리셀을 가질 것이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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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해야 한다. SRAM 어레이의 설계에 있어 통상적인 바와 같이, 해당 어레이내의 워드라인을 따라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모든 셀은 동일한 비트라인세트 결합될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셀(B)(어레
이(TAG A)내의 마스터워드라인(MWL0)을 따라서 제1메모리셀)와 셀(D)(어레이(TAG A)내의 마스터워드라인
(MWL256)을 따라서 제1메모리셀)은 제7도에 도시된 동일한 비트라인(BLA, BLB)에 결합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전체 어레이에 접근시 수반되는 전력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덱스데이타가 접근되
기전에 태그등의 데이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접근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어레이를 워드라인구동기들에 
물리적으로 가깝게 위치시키므로써, 접근정보는 인덱스데이타보다 먼저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접근하려는 인덱스데이타를 저장하지 않는 어레이 부분들은 선택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제4도에 도
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태그, 최소최근사용과 유효성어레이는 어레이 부분(TAGA, TAGB, LRUAA, LRUAB와 
VALIDA, VALIDB)으로 각각 나뉘어져 워드라인구동기들의 어느 한 측(either side)에 배치되어 이들 해당 
어레이내의 정보에 대한 접근시간(access time)을 등화시킨다(equalize). 그러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
에 있어서는, 상기 어레이가 모두 완전한 상태로 유지된채 워드라인구동기의 한 측(one side) 혹은 다른 
측에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어레이(LRUAA와 LRUAB)는 단일 최소최근사용어레이(LRUA)에 결
합되어 워드라인구동기들의 좌측에 배치되고, 어레이(TAGA와 TAGB)는 단일 태그 어레이로 결합되어 워드
라인구동기의 우측에 배치된다. 몇몇 응용에 있어서는 레이아웃을 고려하여 이러한 후자의 구조를 선호할 
수 있다.

캐시라인데이타는 로컬워드라인의 분리된 세트에 저장된다. 예를 들면, 마스터워드라인(MWL0)에 대해, 4
개의  로컬워드라인(LWL0A-LWL0D)  각각은  태그어레이내의  각각의  태그에  대한  하나의  캐시라인을 
저장한다. 비록 4개의 로컬워드들이 도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각각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작은 로컬워드라인들로 나뉘어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된 각각의 로컬워드라인들에 대해, 실
제적으로, 8개의 로컬워드라인들이 사용되고, 각각은 16개(만약 패리티비트(parity bit)를 포함한다면 18
개)의 메모리셀에 결합된다. 따라서 제4도에 도시된 로컬워드라인은 단일로컬워드라인이거나(바람직하게) 
동일한 제어/이네이블 신호를 수신하는 한 세트의 로컬워드라인일 수 있다. 만약 캐시메모리가 상이한 세
트 어소시어티비티(set associativity)(예를 들어, 8-방향 세트 어소시어티브 캐시메모리)를 지원하도록 
구성된다면, 8개의 캐시라인이 존재할 것이고, 각각의 마스터워드라인에 대해 적어도 8개의 로컬워드라인 
세트가 있을 것이다.

로컬워드라인에 결합된 메모리셀(M)은 트랜지스터(BS, BS4)의 게이트가 로컬워드라인(LWL0A)에 결합되는 
대신 마스터워드라인중 하나에 결합된다는 점에서 제8도에 도시된 셀(A)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4도에 도시된 셀(B)에 대한 게이트(BS1, BS2)는 마스터워드라인(MWL0)에 결합된다. 
또한, 제4도의 로컬워드라인의 배열은 로컬워드라인에 결합된 메모리셀이 접근데이타와 동일한 비트라인
들에 결합될 것이라는 암시로서 해석되서는 안되고, 오히려, 예를 들어, 셀(A)(로컬워드라인(LWL0A)을 따
른 메모리셀)은 제4도와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C)(로컬워드라인(LWL255A)을 따른 동일한 위치의 
메모리소자)와 동일한 비트라인(BLC, BLD)에 결합될 것이다.

동작시에  마스터워드라인(MWL0…MWL255)중  하나가  선택되며  마스터워드라인  디코더  상의 인덱스주소
(index address)의 함수로서 구동된다. 소정의 세트를 선택하기 위해 마스터워드라인 중의 하나가 선택됨
에 따라 각각의 캐시라인들(A-D)에 대한 태그, 최소최근사용과 유효성어레이내의 정보가 접근되고 감지
(sense)된다. 제11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교차 결합 인버터 쌍(cross coupled inverter pairs)
을  갖는  CMOS  감지증폭기(sense  amplifier)가  이용되고,  이  CMOS  감지증폭기는  제어입력으로서 신호
(SAFET)를 수신하는 p-형 비트라인 절연장치(p-type bit line isolation)(ISO1, ISO2)를 가지므로써, 감
지동작중인 교차결합쌍으로 부터 비트라인을 분리시킨다. 이러한 특징은 최소최근사용, 태그와 유효성어
레이의 판독-변경-기록사이클(READ-MODIFY-WRITE)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감지증폭기는 또한 
비트라인인 사이클동안 내내 구동되지 않아 기록사이클동안을 제외하고는 비트라인이 결코 완전방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력감소의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제3도와 관련하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만약 접
근된 태그가 프로세서로부터의 수신한 태그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접근된 세트에서 캐시라인(A-D)의 어느 
라인도 요구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XOR(140)로 부터 실패신호(MISS signal)의 수신에 의해 
판독/기록 이네이블 블록(160)을 디스에이블 시킴으로써 캐시라인에 대한 접근은 종료된다.

본 발명의 특징은 캐시적중의 경우에 있어서, 접근은 지속될 것이지만, 단지 요구된 데이타를 공급하기에 
필요한 캐시라인(또는 그 캐시라인의 부분)에 대한 접근만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로
컬워드라인제어부(200)에 의해 성취된다. 제9도는 제3도에 도시된 로컬워드라인제어부(200)의 보다 상세
한 회로도이다. 실제적으로, 로컬워드라인제어부(200)는 각각의 캐시라인(A-D)에 대해 8개씩 제9도에 도
시된 것과 유사한 구성의 32개의 회로블록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이한 입력을 가진
다. 각각의 로컬워드라인제어부(200) 블록은 4-바이트 이네이블 신호(BE0-BE3)중의 두 신호의 조합과 워
드이네이블신호(WE0-WE4)중 하나를 수신한다. 특히, 각각의 로컬워드라인제어부(200) 블록은 바이트 이네
이블 신호(BE0이나 BE4)를 하나의 입력으로 수신하고, 바이트 이네이블 신호(BE1이나 BE3)를 다른 입력으
로 수신한다. 각각의 로컬워드라인 제어블록은 또한 4개의 적중신호(HITA-D)중의 한 신호를 수신한다. 제
9도에 도시된 보다 특정한 실시예에 있어서, 로컬워드라인 제어기는 신호(BE0, BE1, HITA와 WE0)를 수신
한다.  이러한  입력은  NAND(ND24,  ND25),  NOR(NR31,  NR30),  NAND(20),  NAND(ND21-ND23),  인버터(11)와 
NAND(ND30)등을 통해 처리된다. 결과적으로, 로컬워드라인 제어기는 캐시라인(A)상에 적중(hit)이 발생하
였음과, 128-비트 캐시라인내의 제1 32-비트워드(0)의 바이트(0과 1)가 접근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결과
적으로, 로컬워드라인 제어기는 캐시라인(A)에 대한 로컬워드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해 신호(SSELA)를 발생
하고,(단지  WE0의  절반에  접근하기  위해)  제1  16비트라인에  대해  감지증폭기를  설정(SET)하도록 신호
(SSELA)를 발생한다. 신호(WRTT0, WRTT1)들은 선택된 32-비트워드내의 각각의 선택된 바이트(0, 1)에 대
한 기록을 선택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용된다.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신호는 어레이(41)의 선택된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제
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시라인 데이타는 어레이의 중앙부분에 배치(disposed)된 마스터워드라인 디
코더/구동기의 어느 한 측에 배치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캐시라인은 여덟개의 로컬워드라인
들로 분리된다. 제10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캐시라인에 대한 제1로컬워드라인(즉, 제1데이
타워드(0)의 바이트(0과 1)를 저장하는 라인)은 제1서브어레이(S)내에 존재하고, 각각의 캐시라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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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로컬워드라인(즉, 제1데이타워드(0)의 바이트(2와 3)를 저장하는 라인)은 마스터워드라인 디코더의 어
느 한 측에 배치된 제2서브어레이(T)내에 존재하고, 제3로컬워드라인은 어레이(S)와 인접하는 제3서브어
레이(U)내에 존재하는 등의 식으로 캐시메모리 어레이가 배치된다. 신호(HITA-HITD)는 각각의 서브어레이
(S-Z)내의 각각의 로컬워드라인 제어기에 전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 신호(SSEL과 SASEL)의 이산
세트(discrete set)를 제공하는 32개의 로컬워드라인 제어기(200)가 있다. 신호(SASELA-D) 및 (SSELA-D) 
세트가  예시의  용이함을  위해  도시되었다.  접근사이클의  시작시,  모든  분할부  선택신호(section 
selection)(SSESA-SSESD)는 원하는 워드에 대해 하이(high) 상태로 유지되고, 그 워드의 모든 로컬워드라
인들은 선택된 마스터워드라인(즉, 선택된 세트)에 대해 이네이블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태그가 비교되
어 적중이 검출되면(즉, 전술한 바와 같이 신호(HITA)는 하이로 유지되고 신호(HITB-D)가 로우가 되면), 
로컬워드라인 제어기로부터 단지 신호(SSELA)만이 하이(high)로 유지될 것이고, 잔여 신호(SSELB-D)는 로
우(low)로 되어 신호(SASETA)는 하이로 될 것이다. 제11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컬워드라인 구동기는 
이네이블 입력으로서 신호(SSELA-D)를 수신하고, 따라서 캐시라인(A)애 대해 로컬워드라인만이 전체 접근
사이클동안 이네이블되며, 잔여 로컬워드라인은 선택이 해제되어지고 비활성화될 것이다. 제11B도에 도시
된 바와 같이, 활성신호로서 신호(SASETA)를 수신하는 감지증폭기는 전체 감지사이클동안 동작하며, 잔여 
감지증폭기는 디스에이블되고, 연관된 비트라인(associated bit lines)을 디스에이블 시킨다.

전반적인 동작은 제12도에 도시된다. 사이클의 시작시 접근된 세트는 이네이블된다(예를 들어, 마스터워
드라인(MWL0)이 이네이블되고 잔여 마스터워드라인은 비활성 상태로 잔류한다). 결과적으로, 접근데이타
(예를 들어, 제4도와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셀(B))를 저장하는 마스터라인 메모리셀상에 저장된 데이
타가 접근되고, 그들의 연관된 비트라인들(예를 들어, 비트라인(BLA, BLB))을 구동한다. 사이클의 후기에 
라인(LWL0-4)이 이네이블되며, 모든 적절한 로컬워드라인이 턴온(turn  on)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적중(A)이 검출된다면, 단지 로컬워드라인(LWL0A)만이 이네이블 상태를 지속하며 연관
된 비트라인(BLC, BLD)을 구동하고 잔여 로컬워드라인은(그들의 연관된 감지증폭기와 함께) 비활성화 된
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선택된 세트에 대한 모든 비트라인을 전체 사이클동안 이네이블 상태로 유지함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절약한다. 이러한 결과는, 마스터워드라인에 접근 정보 셀을 직
접적으로 연결하므로써, 감지되어야할 접근정보를 사이클 초기에 이네이블 시키고 출력시키는 본 발명의 
마스터/로컬워드라인 구조에 의해 대부분 성취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완전집적 최소최근사용 메모리-캐시메모리 기록모들 지원한다. 제3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는 XOR 게이트(140)에 의해 발생된 신호를 수신한다. 만약 
이 신호가 캐시적중을 나타낸다면,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의 제어출력이 어레이(41)  및 로컬워드라인
(200)등에  인가된다(이후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겠지만,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는  캐시적중접근(cache 
hit access)동안에도 저장된 최소최근사용 데이타를 갱신한다). 지정된 태그에 대한 접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속된다. 만약 이 신호가 기록 사이클동안 캐시실패를 나타낸다면, CPU는 메인메모리로부터 데이타
를  얻어야하고,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에  의해  지정된  캐시라인의  소정(given)  인덱스주소(index 
address)에서 캐시메모리내에 그 데이타를 저장한다.

우선,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는 캐시메모리어레이의 유효성 부분(VALID)으로부터 데이타 유효성 비트의 
상태를 검사한다. 만약 이들 비트중 어느 하나라도 소정의 캐시라인(A-D)이 무효데이타(invalid data)를 
저장하는 것을 표시한다면,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는 그 소정 부분에 대응하는 2-비트 신호를 출력할 
것이고, 로컬워드라인 제어부(200)는 그 캐시라인에 대한 분할부 선택(section select) 및 감지증폭기 이
네이블 신호를 전술한 바와 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접근사이클동안, 로컬워드라인 제어부(200)는 선택
된 부분이 이제 유효데이타(valid data)를 저장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선택된 캐시라인(A-D)에 대한 
데이타 유효비트(data valid bit)를 갱신할 것이다. 다음 사이클에서, 캐시실패의 경우 데이타 유효성 비
트는 다시 질의(interrogate)될 것이고, 무효 인덱스 데이타를 저장하고 있는 선택된 세트내의 캐시라인
이 다시 접근될 것이다.

상기 프로세서는 선택된 세트의 모든 부분들이 유효데이타를 저장할때까지 지속된다. 그후, 그 소정 세트
에 대해 또 다른 캐시실패가 발생하면, 사이클의 최소최근사용 부분이 호출(invoke)된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시메모리내의 최소최근사용어레이(LRUA)는 4개의 저장영역(MRU1, MRU2, MRU3와 LRU)으로 구
성된다. 이들 저장영역 각각의 캐시라인 중의 하나에 대응하는 2-비트 신호를 저장한다. 2-비트 신호는 
제3도의 인코더(ENC)에 의해 인코드된 라인(HITA-D)의 인코드된 값과 동일하며, 적중(HIT)이 일어났을 때
만이 유효하다. 저장영역(MRU1)은 가장 최근에 사용된 캐시라인(A-D)의 2-비트 신호를 저장하고, 저장영
역(MRU2)는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사용된 캐시라인(A-D)의 2-비트 신호를 저장하고, 저장영역(MRU3)은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사용된 캐시라인(A-D)에 대한 2-비트 신호를 저장하며 최소최근사용 저장어레이는 
최근에 가장 최소로 사용된 캐시라인(A-D)에 대한 2-비트 신호를 저장한다. 따라서, 최소최근사용 모드에 
있어서, 최소최근 저장영역에 의해 나타난 부분(A-D)이 접근될 것이다.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는 단지 
최소최근사용 저장영역에 저장된 2-비트 신호를 출력하고, 2-비트 신호를 4개의 적중신호로 디코드하고, 
디코드된 신호를 로컬워드라인 제어부(200)로 보내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분할부 선택신호(section 
selection)와 감지증폭 이네이블 신호가 출력될 것이다. 어레이에 전원이 회로로 공급된 시점에서는, 최
소최근사용 어레이(LRUA)내의 모든 데이타는 임의의 상태가 된다. 그러나, 모든 데이타 유효성 비트는 전
원공급시 클리어(clear)되기 때문에 캐시메모리어레이내에 저장된 데이타가 무효임을 나타낸다. 제13A 내
지  13I도는  초기  캐시메모리  적재시에  단일의  선택된  캐시라인에  대한  최소최근사용  동작 시퀀스
(sequence)의  예를 도시한다.  이  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전원 공급시 최소최근사용 데이타는 모두 영
(zeroes)인 것으로 가정한다. 각각의 표는 각각의 저장영역(MRU1, MRU2, MRU3 및 LRU)내에 저장된 2-비트
값(MSB, LSB)을 도시한다. 이하의 논의에 있어서, (0, 0)의 2-비트 신호는 캐시라인(A)에 대응하고, (0, 
1)의 2-비트 신호는 캐시라인(B)에 대응하며, (1, 0)의 2-비트 신호는 캐시라인(C)에 대응하고, (1, 1)의 
2-비트 신호는 캐시라인(D)에 대응한다고 가정한다.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전원공급시 최소최근사용 데
이타는 모두 (0, 0)상태이다. 이는 제13A도에 도시되었다. 제13B 내지 13E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된 
세트(selected set)는 순서대로 캐시라인(A, C, B와 D)에 각각 기록된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캐시메모리 
적재시 모든 유효비트가 오프(off)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수의 유효비트가 오프(off)인 경우 순서를 정
하기 위해 우선 순위 인코딩(priority encoding)이 사용된다. 각각의 캐시라인이 접근됨에 따라서, 최소
최근사용어레이(LRUA) 데이타는 하나의 최소최근사용어레이 저장영역부터 다음의 저장영역, 즉, 저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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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U1)으로  부터  저장영역(MRU2)으로,  저장영역(MRU2)으로  부터  저장영역(MRU3)으로  그리고 저장영역
(MRU3)으로 부터 최소최근사용영역(LRU)으로 효과적으로 이동된다. 따라서, 제13E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기 캐시메모리 적재동작이 종료되었을 때 저장영역(MRU1)은 캐시라인(D)에 대한 2-비트 신호를 저장하
고, 저장영역(MRU2)은 캐시라인(B)에 대한 2-비트 신호를 저장하며, 저장영역(MRU3)은 캐시라인(C)에 대
한 2-비트 신호를 저장하고, 최소최근사용영역(LRU)은 캐시라인(A)에 대한 2-비트 신호를 저장한다.

그후, 제13F 내지 13H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시메모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동안에는 동일 세트의 
캐시라인(A-D)중 상이한 캐시라인이 접근된다. 특히, 제13G도에 있어서, 캐시라인(B)이 접근되면, 이전에 
영역(MRU3)에  저장되었던(제13F도  참조),  캐시라인(B)을  나타내는  2-비트  신호(본  명세서에서는 '표시
(indicator)'로  언급됨)는  이제  영역(MRU1)내에  저장되고,  이전에  영역(MRU1)에  저장된  표시는 영역
(MRU2)로 이동되고, 영역(MRU2)내에 저장된 표시는 영역(MRU3)으로 이동됨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최근사용 데이타-이전에 캐시라인(C)에 대한 (1, 0)표시를 저장한 최소최근사용영역(LRU)(제13F도 참
조)-은 변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제13G도에서도 캐시라인(C)이 계속해서 최소최근사용된 것에 해당하므
로, 그 데이타는 변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제13G도의 최소최근사용 
저장영역(LRU)에서 이동(shift)을 끝내기 위한 최소최근사용 제어회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본 발명
에 있어서, 앞서 현재 접근된 캐시라인의 표시를 저장했던 저장영역이나 그 상부에 위치한 모든 저장영역
은 갱신되고, 상기 저장영역의 하부에 위치한 저장영역은 갱신되지 않는다. 제13F 내지 13G도의 실시예에 
있어서, 앞서 현재 접근된 캐시메모리 인덱스라인의 표시를 저장했던 저장영역(앞서 캐시라인(B)에 대한 
표시를 저장했던 저장영역(MRU3)) 상부의 모든 저장영역(MRU1과 MRU2)은 갱신되는 반면에, 이 저장영역 
하부의 저장영역(LRU)은 갱신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서 저장영역이 '상부'나 '하부'에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  이는  캐시라인의  최근  사용량(usage)에  근거하여  그  내림차순으로  캐시라인표시(cache  line 
indicators)를 저장하는 저장영역을 언급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영역(MRU1)은 저장영
역(MRU2)보다 '상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실제적인 문제로서 상술한 논리적 관계에 근접하는(즉,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영역은 마스터라인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따라서 비트라인주소
(bit line address)가 인접하는 레이아웃이 바람직하지만, 저장영역은 마스터 워드라인을 따라서 임의의 
소정 시퀀스를 레이아웃될 수도 있다.

제13H도에서 캐시라인(A)이 접근되어, 표시(A)가 저장영역(MRU2)으로 부터 저장영역(MRU1)으로 재적재되
며, 구 저장영역(MRU1) 데이타가 저장영역(MRU2)으로 적재된다. 이러한 이동(shifting)은 앞서 현재 접근
된 캐시라인에 대한 표시를 저장했던 저장영역(MRU2) 하부의 저장영역(MRU3)에서 멈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의하기 바란다.

제13H도에 있어서(예를 들어, 캐시라인(B)에 대한), 캐시실패가 검출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최소최근사
용 저장영역(LRU)은 변하지 않는다. 후속 사이클에서 데이타 메모리로 부터 캐시메모리로 이동중일 때 데
이타 유효 비트(data valid bits)가 질의(interrogate)된다. 모든 데이타 유효 비트가 해당 캐시라인(A-
D)이 유효데이타를 저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주메모리 데이타는 제13H도의 최소최근사용 저
장영역(LRU)에서 최소최근접근데이타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던 캐시라인(C)에 기록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최소최근사용 저장영역의 '하부'에는 저장영역이 없기 때문에, 최소최근사용어레이
(LRUA)내의 모든 데이타가 이동될 것이다(제13I도와 제13H도를 비교).

제14도는 최소최근사용제어부(150)의 한 부분을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상기 회로
는 3개의 멀티플렉서(MUXA-MUXC)로 구성된다. 멀티플렉서의 출력은 각각의 최소최근사용어레이 저장영역
(MRU2, MRU3와 LRU)의 2-비트 내용을 제어한다. 각각의 멀티플렉서는 제각기의 최소최근사용어레이 저장
영역내에 저장된 현재의 표시와 상부의 인접한 최소최근사용어레이 저장영역에 대한 표시를 입력으로서 
수신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멀티플렉서(MUXA)는 저장영역(MRU1)과 저장영역(MRU2)내에 저장된 표시를 
수신한다. 멀티플렉서는 제각기의 제어신호(S1-S2)에 의해 제어된다. 제1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역
(MRU1, MRU2와 MRU3)내에 현재 저장된 각각의 표시의 최하위비트(least significant bit)(0) 및 최상위비
트(most significant bit)(1)는 현재 접근된 캐시라인에 대한 표시의 최하위비트(CURR(0))와 최상위비트
(CURR(1))와  비교된다.  회로는  XOR와  NOR의  순차적뱅크(sequential  banks)로  구성된다. 결과신호(S1-
S3)는 비교 결과에 따라 상태를 전환(switch)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캐시라인(C)이 현대 접근되며, 
캐시라인(C)에 대한 표시는 현재(MRU3)내에 저장되어 있으면, 표시(C)가 저장영역(MRU1)에 저장되며, 신
호(S1)가 발생하여 멀티플렉서(MUXA)가 앞서 저장영역(MRU1)내에 저장되었던 표시를 저장영역(MRU2)으로 
출력하도록 하고, 신호(S2)가 발생하여 멀티플렉서(MUXB)가 앞서 저장영역(MRU2)내에 저장되었던 표시를 
저장영역(MRU3)으로 저장하도록 하고(현재 접근된 라인에 대한 표시가 앞서 저장영역(MRU3)내에 저장되었
던 표시와 일치하기 때문에), 신호(S3)는 로우(low)를 유지하여, 멀티플렉서(MUXC)는 이동을 유발하지 않
을 것이며, 따라서 최소최근사용 저장영역은 앞서 저장된 표시와 동일한 표시를 계속해서 저장할 것이다. 
최소최근사용 제어기를 이와 같이 구현하면, 구조가 단순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따라서 데이타 유효
성 검사(data validity checking)를 합체한 진정한 의미의 최소최근사용(LRU) 알고리즘을 용이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특정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도시되고 기술되었으나 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
식을 가진자라면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된 본 발명의 진정한 사상이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변경
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메모리 데이타(main memory data)를 저장하기 위한 제1저장영역(storage area)내의 제1다수의 메모리셀
(memory cells)과 상기 주메모리 데이타에 대응하는 접근정보(access information)를 저장하기 위한 제2
저장영역내의 제2다수의 메모리셀을 각각 구비하되, 상기 제1 및 제2저장영역은 근사적으로
(approximately) 동일한 사이클시간(cycle time)을 갖으며, 상기 제2저장영역은 상기 제1저장영역에 앞서 
접근되는 다수의 인덱스라인(index lines)과 ; 상기 다수의 인덱스라인중 선택된 하나의 라인에 대한 상
기 접근정보(access information)를 수신하여, 상기 다수의 인덱스라인중 소정 라인(a given one of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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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rality of index lines)에 대해, 상기 제1저장어레이내에 저장된 상기 주메모리 데이타중 어느 하나라
도 접근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제1제어기와 ; 상기 다수의 인덱스라인중 상기 선택된 인덱스라
인의  상기  제1저장어레이의  적어도  한  부분(protion)을  그에  대한  접근사이클(access  cycle)이 종료
(complete)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비활성화(deactivate)시키는 어레이 제어기(array controller)를 포함하
는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chip)상에서 형성되어 주 저장 수단(main storage means)으로 부터 인출
(fetch)된 데이타를 저장하는 캐시메모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저장어레이(storage array)는 각각의 상기 다수의 인덱스라인상에 적어도 하나
의 태그주소(tag address)를 저장하는 캐시메모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저장어레이는, 각각의 상기 다수의 인덱스라인상에, 상기 제1저장어레이내의 상
기 다수의 인덱스라인중 제각기의(respective)  인덱스라인상에 저장된 상기 주메모리 데이타의 유효성
(validity)을 나타내는 비트(bits)를 저장하는 캐시메모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다수의 인덱스라인은 다수의 주메모리 데이타워드(main memory data word
s)를 저장하고, 각각의 상기 다수의 주메모리 데이타워드는 다수의 주소지정가능(addressable)데이타워드
를 포함하는 캐시메모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저장어레이는 상기 다수의 인덱스라인중 제각기의 인덱스라인상에 저장된 각각
의 상기 다수의 주메모리 데이타워드가 얼만큼 최근에 접근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표시(relative 
indication)를 제공하는 다수의 비트(bits)를 각각의 상기 다수의 인덱스라인상에 저장하는 캐시메모리.

청구항 6 

각각 마스터워드라인(master word lines)과,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에 결합되고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에 의
해 제어되는 다수의 로컬워드라인(local word lines)을 포함하는 다수의 워드라인(word lines)과 ;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에 결합된 제1다수의 메모리셀(memory cells)과 ;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에 결합되고, 
프로세서(processor)에 의해 접근되는 다수의 데이타워드를 저장하는 제2다수의 메모리셀로서, 적어도 몇
몇의 상기 제1다수의 메모리셀은 상기 제2다수의 메모리셀에 의해 저장된 상기 다수의 데이타워드에 대응
하는 접근정보(access information)를 저장하는 상기 제2다수의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프로세서에 의해 접
근되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메모리.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다수의 메모리셀은 적어도 하나의 태그주소(tag address)를 저장하는 메모리.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다수의  메모리셀은  상기  제2다수의  메모리셀내에  저장된  데이타의 유효성
(validity)을 나타내는 다수의 유효성 비트(validity bits)를 저장하는 메모리.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다수의 메모리셀은 다수의 데이타워드를 저장하고, 상기 제1다수의 메모리셀은 
상기  다수의  데이타워드중  어느  데이타가  최근에  가장  최소로  접근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다수의 비트
(bits)를 저장하는 메모리.

청구항 10 

다수의 비트라인에 결합되며, 각각 마스터워드라인과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에 결합되고 상기 마스터워드라
인에 의해 제어되는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을 구비하는 다수의 워드라인에 또한 결합되되, 적어도 몇몇은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에 직접 결합되고 나머지는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의 제각기의 로컬워드라인에 결
합되는 다수의 메모리셀과 ; 소정 접근사이클(given access cycle)내에 상기 다수의 마스터워드라인중의 
하나를 이네이블(enable)시키는 마스터워드라인 구동수단(master word line drive means)과 ; 접근되어야
할 몇몇의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을 선택하고, 나머지의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은 디스에이블시키
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메모리어레이(memory array).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어레이는 집적회로기판(integrated circuit substrate)상에 형성되고, 상기 
마스터워드라인과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중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몇몇의 상기 다수의 데이타셀 상부
(above)에 배치(dispose)되는 메모리어레이.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워드라인과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중 적어도 하나의 소정 로컬워드라인
은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의 상기 소정 로컬워드라인에 결합된 실질적으로 모든 상기 다수의 메모리셀
의 상부에 배치되는 메모리어레이.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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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워드라인과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중 상기 선택된 하나의 로컬워드라인
은 실질적으로 병렬로 배치되는 메모리어레이.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의 제1부분과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에 직접 결합된 상기 다수의 메
모리셀중 상기 선택된 메모리셀의 상부에 배치된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중 선택된 하나의 로컬워드라
인의 제1부분은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의 나머지부분과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중의 상기 선택된 하나의 
로컬워드라인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각각 분리되는 메모리어레이.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의 상기 나머지 부분은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중 상기 선택된 
하나의 로컬워드의 상기 제1부분에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메모리어레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의 상기 제1부분은 전원전압(power supply voltage)에 연결된 메모
리어레이.

청구항 17 

다수의 메모리셀과 ;  상기 다수의 메모리셀에 결합되고 그 상부에 배치된 다수의 공급전압라인(supply 
voltage lines)과 ; 상기 다수의 메모리셀의 상부에 배치된 다수의 마스터워드라인과 ; 상기 다수의 메모
리소자들 상부에 배치되는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으로서, 상기 다수의 공급전압라인, 상기 다수의 마스터워
드라인 및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은 실질적으로 병렬로 배치되며, 각각의 상기 다수의 마스터워드라인
은 상기 다수의 로컬라인의 하나의 세트(a set)에 결합되고, 상기 다수의 메모리셀의 하나의 세트는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의 상기 세트의 하나에 결합되고, 각각의 상기 다수의 마스터워드라인과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의 상기 세트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의 상기 세트의 상기 하나에 결합된 
상기 다수의 메모리셀의 상기 세트 상부에 배치되며, 상기 마스터워드라인의 부분(portion)은 나머지 부
분들(remaining portion)로 부터 절연(isolated)되며 상기 공급전압라인의 하나와 결합되는 상기 다수의 
로컬라인을 포함하는 메모리어레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적어도 몇몇의 상기 다수의 메모리셀은 상기 다수의 마스터워드라인에 결합되는 메모리
어레이.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몇몇의 상기 다수의 메모리셀은 나머지 부분들로 부터 절연되며 상기 다수
의  마스터워드라인의  상기  나머지부분들에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의 부분
(portion)에 결합되는 메모리어레이.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어레이는, 다수의 전원공급라인(power supply lines)과, 상기 다수의 마스
터워드라인 및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 상기 다수의 전원공급라인으로 부터 절연되어 그 상부에 배치
된 금속층(metallurgy layer)을 더 포함하되, 상기 다수의 마스터워드라인, 상기 다수의 로컬워드라인 및 
상기 다수의 공급전원라인은 병렬로 배치되고, 함께(in combination) 상기 금속층을 커버(cover)하므로써 
상기 금속층에 의해 전송되는 신호로부터 신호차폐(signal shielding)를 제공하는 메모리어레이.

청구항 21 

중앙처리장치(CPU), 데이타를 저장하는 주메모리와, 각각 상기 주메모리의 선택된 장소로 부터 다수의 데
이타 워드를 저장하는 다수의 인덱스라인을 갖는 캐시메모리장치(cache unit)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시스
템에서, 상기 주메모리로 부터 상기 캐시메모리로 갱신 데이타 워드(update data word)를 기록하는 방법
에 있어서, 소정 인덱스라인에 대해, 상기 다수의 데이타워드의 어느 하나라도 무효(invalid)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무효이면, 상기 무효 데이타워드를 저장하는 상기 소정 인덱스라인의 한 부분내에 상기 
갱신데이타워드를 기록하는 단계와 ; 앞서 상기 무효데이타워드를 저장했던 상기 소정 인덱스라인의 상기 
부분이 이제 유효(valid) 데이타를 저장하고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 상기 소정 인덱스라인에 대한 제1접근
데이타(access data)를 갱신하는단계와 ; 상기 소정 인덱스라인에 대해 상기 다수의 데이타워드 모두가 
유효하다면, 상기 다수의 데이타워드중 어느 것이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최근에 가장 최소로(least 
recently) 접근되었는지를 결정하고, 상기 최근에 가장 최소로 접근된 데이타워드를 저장하고 있는 상기 
소정의 인덱스라인의 한 부분내에 상기 갱신데이타워드를 기록하는 단계와 ; 앞서 상기 최근에 가장 최소
로 접근된 데이타워드를 저장했던 상기 소정 인덱스라인의 상기 부분이 최근에 접근되었음을 반영하고, 
상기 소정 인덱스라인상의 상기 다수의 데이타워드중 다른 하나의 데이타워드가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의
해 최근에 가장 최소로 접근되었음을 나타내도록 상기 소정 인덱스라인에 대한 제2접근데이타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주메모리로 부터 갱신 데이타워드 기록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캐시인덱스라인(cache index line)은 상기 제1접근데이타(access data)를 저
장하는 갱신 데이타워드 기록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캐시인덱스라인은 상기 제2접근데이타를 저장하는 갱신 데이타워드 기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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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접근데이타는 데이타워드를 저장하는 상기 소정 인덱스라인의 모든 부분의 상
대적인 최근 사용 상태(recent usage)를 나타내고, 상기 제2접근데이타를 갱신하는 상기 단계는 ; 상기 
갱신 데이타워드가 저장된 상기 소정 인덱스라인의 부분이 이제 가장 최근에 사용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 
상기 제2접근데이타의 제1부분을 갱신하는 단계와 ; 가장 최근에 사용된 것으로 앞서 표시된 바 있는 상
기 소정 인덱스라인의 부분(portion)이 이제 다음으로 최근에 사용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 상기 제2접근 
데이타의 제2부분(second portion)을 갱신하는 단계와 ; (a) 상기 제2접근데이타의 소정 부분내의 접근데
이타가 변하지 않거나, 혹은 (b) 상기 제2접근데이타의 마지막 부분이 상기 소정 인덱스라인의 어떤 부분
이 최근에 가장 최소로 사용되었는지를 표시하도록 갱신될 때까지, 상기 제2접근데이타의 후속 부분들에 
대해 상기 갱신사이클을 지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갱신 데이타워드 기록 방법.

청구항 25 

캐시실패(cache  miss)가  발생하였을때  n-방향  세트  어소시어티브  캐시  메모리(n-way  set  associative 
memory)의  소정  캐시라인의  부분(portion)을  주메모리  데이타워드로  갱신하는  최소최근사용(least 
recently used : LRU)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세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시스템은 ; 상기 소정 
캐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도 무효데이타를 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1수단과 ; 상기 제1수단
에 응답하여 상기 주메모리 데이타워드를 무효데이타를 저장하고 있는 상기 소정 캐시라인의 한 부분에 
기록하는 제2수단을 포함하되 ; 상기 소정 캐시라인의 상기 부분 모두가 유효데이타를 저장하는 경우, 상
기 제1수단은 상기 소정 캐시라인의 상기 부분중 어느 부분이 최근에 가장 최소로 접근된 데이타를 저장
하는지를 결정하고, 상기 제2수단은 상기 주메모리 데이타워드를 최근에 가장 최소로 접근된 상기 소정 
캐시라인의 한 부분에 기록하며 ; 상기 프로세서 시스템은 또한, 상기 소정 캐시라인의 상기 부분의 사용 
상태(usage)를 나타내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다수의 저장영역으로서, 상기 다수의 저장영역중 제1저장영역
은 상기 소정 캐시인덱스라인의 상기 부분중 어느 부분이 가장 최근에 접근되었는지를 표시하고, 상기 다
수의 저장영역중 적어도 제2저장영역은 상기 소정 캐시인덱스라인의 상기 부분중 어느 부분이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접근되었는지를 표시하고, 상기 다수의 저장영역중 마지막 저장영역은 상기 소정 캐시인덱스
라인의 상기 부분중 어느 부분이 최근에 가장 최소로 접근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상기 다수의 저장영역을 
구비하는  제3수단과  ;  각각의  상기  다수의  저장영역중  제각기의  저장영역에  결합된  기록출력(write 
couputs)을 갖는 다수의 멀티플렉서 수단(multiplexor means)으로서, 각각의 상기 멀티플렉서 수단은 상
기 다수의 저장영역 중 앞선(preceding) 저장영역에 의해 저장된 데이타를 제1입력으로서 수신하고, 상기 
다수의 저장영역중 그의 기록출력이 결합된 상기 제각기의 저장영역에 의해 저장된 데이타를 제2입력으로
서 수신하며, 상기 다수의 멀티플렉서 수단중 소정 멀티플렉서는 상기 제1입력과 제2입력이 동일한 경우 
상기 제2입력을 그의 출력으로 제공하고 상기 제1입력과 제2입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1입력을 
그의 출력으로 제공하는 상기 다수의 멀티플렉서 수단을 구비하여, 상기 제3수단에 의해 저장된 상기 데
이타를 갱신하는 제4수단을 더 포함하는 LRU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워드가 상기 주메모리로 부터 상기 캐시의 상기 소정 캐시라인의 상기 최근
에 가장 최소로 사용된 부분으로 기록될 때 상기 제4수단은 상기 제1저장영역을 상기 마지막 저장영역으
로 부터의 데이타로 갱신하는 LRU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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