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5

G11C 15/04

(45) 공고일자   1993년09월07일

(11) 공고번호   특1993-0008493

(21) 출원번호 특1984-0008078 (65) 공개번호 특1985-0004688
(22) 출원일자 1984년12월18일 (43) 공개일자 1985년07월25일

(30) 우선권주장 83-242012  1983년12월23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끼가이샤 히다찌세이샤꾸쇼    미다 가쓰시게

일본국 도꾜도 지요다구 간다 스루가다이 4-6

(72) 발명자 우찌야마 구니오

일본국 도꾜도 고구분지시 히가시꼬이가꾸보 3-1-3 히다찌 제 2 교신료

니시무까이 다다히꼬

일본국 가나가와겐 사가미하라시 니시하시모또 1-3-39
(74) 대리인 백남기

심사관 :    안대진 (책자공보 제3396호)

(54) 연상 메모리 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연상 메모리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 장치의 구성도.

제 2 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한 전체 구성도.

제 3 도는 CAM 셀의 회로도.

제 4 도는 RAM 셀의 회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VLSI에 적합한 연상 메모리(이하, CAM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

CAM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를  취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내부를  어드레스하는  메모리이다.  이  CAM은 
여러개의  데이타를  병렬로  검색할  때에  유효하다.  계산기의  분야에서는  캐쉬  메모리의  어드레스 어
레이,  어드레스  변환용의  TLB(Translation  Lookaside  Buffer)등  각종의  이용분야가  고려된다. 그러
나,  CAM의  비트당의  코스트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이하,  RAM이라  한다)보다도  높기  때문에  현재 상
태에서는  그다지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LSI의  집적도  향상에  따라  금후에도  다방면으로  사용될 가
능성을 갖고 있다. 

제  1  도에  CAM을  이용한  종래의  연상  메모리  장치를  도시한다.  (100),  (120)은  각각  CAM,  RAM의 어
레이  부분이다.  (110a)~(110n)의  CAM의  각워드에는  검색되는  키가  저장되어  있다.  (120a)~(120n)의 
RAM의  각워드에는  CAM에  저장되어  있는  각키에  대응한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다.  CAM  과  RAM의 각워
드에  신호선(130a)~(130n)에  의해  직접  접속되어  있다.  이  신호선은  CAM측에서  보면  워드 일치선이
고,  RAM측에서  보면  워드  선택선으로  되어  있다.  신호선(140)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키를  입력하면, 
CAM의  각워드에  저장된  키와  병렬로  비교되면,  일치한  워드의  워드  일치선이  어서트된다.  이것에 의
해,  대응하는  RAM의  워드  선택선이  어서트되고,  일치  키에  속한  데이타가  CAM에서  신호선(150)을 거
쳐서  리드된다.  이와  같은  연상  메모리  장치를  사용한  캐쉬  메모리의  예로서  일본국  특허  공개공보 
소화 58-68287에 개재된 것이 있다.

이와 같은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제 1  의 결점은 CAM   및 RAM에 동시에 키 및 데이타를 저장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일단 CAM의  워드에 키를 저장한 후,  신호선(140)에  동일 키를 입력하는 것에 의해 
RAM의  워드  선택선을  선택한  후  신호선(150)을  거쳐서  RAM의  워드에  데이타를  라이트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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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 2  의  결점은 RAM의  워드 선택선이 CAM의  워드 일치선과 직접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RAM의 
임의의  워드선은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다.  즉,  RAM의  어떤  임의의  워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미리 
CAM의 대응워드에 소정의 키를 저장해 두고, 그후 그 키를 CAM에 입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장치의 결점을 보완하고,  또한 종래 장치에 비해 하드 웨어의 증가가 소량이
며 VLSI화에 적합한 규칙 구조를 갖는 연상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종래  장치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CAM측의  워드  일치선과  RAM측의  워드  선택선 사
이에  셀렉터를  마련하고,  셀렉터  입력의  한쪽을  CAM의  일치선으로  하고,  다른  쪽을  CAM의  워드 선택
선으로  하며,  셀렉터  출력을  RAM의  워드  선택선에  연결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이  구성에  있어서, 셀
렉터  입력의  워드  일치선측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상기  장치를  연상  메모리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또  셀렉터  입력의  워드  선택선측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장치  전체를  RAM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1  실시예를  도면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  2  도는  연상  메모리  장치의  전체 
장치를  전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  장치는  CAM  어레이(210)과  RAM  어레이(220)의  두개의 어레
이부를 갖는다. CAM 어레이는 1비트×n워드 구성이고, 각비트는 하나의 CAM 셀(230)으로 
이루어진다.  CAM  어레이의  각워드는  1개의  CAM  셀(230)으로  구성되고,  각  셀은  워드  단위로  CAM측 
워드  선택선(250)  (Wo~Wn)과  워드  일치선(260)에  접속되어  있다.  워드  일치선(260)의  한쪽끝에는 부
하  MOS  트랜지스터(300)이  접속되고,  부하  MOS  트랜지스터(300)의  한쪽은  전원(Vcc)에  연결된다. 
또, CAM 어레이(210)의 각셀(230)(CAM 셀이라 한다) 은 비트마다 데이타선(310) 

에 접속된다. 각비트의 데이타선은 극성이 다른 2개의 선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RAM  어레이(220)은  m비트×n워드  구성이고,  각비트는  하나의  셀(240)(RAM  셀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진다.  RAM  어레이(220)의  각워드는  m개의  RAM  셀(240)으로  구성되고,  각셀을  워드  단위로 RAM
측  워드  선택선(Xo~Xn)(270)에  접속되어  있다.  또,  RAM  어레이(220)의  각  RAM  셀(240)은  비트마다 

데이타선  (320)에  접속되어  있다.  각  비트의  데이타선은  극성이  다른  2개의 선
으로 이루어진다.

CAM어레이(210)과  RAM  어레이(220)  사이에는  2입력  n비트의  셀렉터(280)이  있다.  셀렉터(280)은  CAM 
어레이(210),  RAM  어레이(220)의  워드에  대응시켜서  n개  마련된다.  셀렉터(280)의  하나의  입력에는 
CAM  어레이(210)의  워드  일치선(260)이  접속되고,  다른쪽의  입력에는  CAM측  워드  선택선  (250)이 접
속된다.  셀렉터(280)의  출력은  RAM측  워드  선택선(270)에  접속된다.  셀렉터(280)의  입력  선택은 셀
렉터제어선(이하,  SC라고  한다)(290)에  의해서  제어된다.  즉,  SC(290)이  어서트(논리"1")되면  워드 
일치선(260)측이  선택되고,  SC(290)이  네게이트  (논리"0")되면,  CAM측  워드  선택선(250)측이 선택된
다.  이  셀렉터(280)으로서는  예를들면  3입력,  3제어  입력,  1출력을  갖고,  3제어  입력의  어느것인가 
하나를  하이레벨로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3입력의  어느것인가  하나를  선택하여  1출력으로 전달하도
록 구성된 멀티플랙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상, 본 장치의 구성은 규칙적이고 LSI로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 3 도 , 제 4 도는 각각 CAM 셀(230)과 RAM  셀(240)의 회로예를 도시한 것이다. 제 3 도의 MOS 트
랜지스터 T5~T 8  및  제  4  도의  MOS  트랜지스터 T11~T14 는  각각  스테이틱인 플립 플롭을 구성하고,  각각 

1비트의  데이타가  저장된다.  이  데이타는  CAM측  워드  선택선(Wi)  (250)  또는  RAM특  워드  선택선(Xi) 
(270)을  어서트하는  것에  의해,  MOS  트랜지스터 T9 , T 10  또는 R15 , T16 이  온상태로  되고, 데이타선

 또는 데이타선( )(320)에서  리드된다.  라이트할  경우에는  워드  선택선을 어
서트하여 데이타선에 데이타를 흐르게 한다.

제  3  도의  CAM  셀(230)은  플립  플롭 T5~T8 에  저장된  데이타와  데이타선(310)상의  데이타가 일치하는

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MOS  트랜지스터 T1~T4 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며,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MOS  트랜지스터 T 1  과 T2 가  양쪽  모두  온상태로  되거나  또는  MOS 트랜지스

터 T3 과 T4 가  양쪽  모두  온상태로 되어  워드  일치선(260)이  접지된다.  제  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워드  일치선(260)은  워드를  구성하는  CAM  셀(230)의  전체  비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타선
(310)으로  흐르게  하는  1비트의  데이타와  CAM  어레이(210)의  워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대응하는  워드  일치선(260)이  접지되고,  즉  네게이트(논리"0")  상태로  된다.  반대로, 
일치한  경우에는  높은  전압  레이벨을  갖고,  어서트(논리"1")  상태로  된다.  이와  같이,  CAM 어레이
(210)의  데이타선(310)에  데이타를  흐르게  하는  것에  의해,  각  워드의  내용이  검색되어  일치한 워드
에 대한 워드 일치선(260)이 어서트된다.

제  2  도의  연상  메모리  장치는  개략  두개의  모드를  갖는다.  하나의  모드에서는  CAM  어레이(210)의 
연상  기능을  살려서  그  연상  결과에  따라서  RAM  어레이(220)을  액세스한다.  이것은  SC(290)을 어서
트하는  것에  의해  실현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상태에서는  셀렉터(280)을  거쳐서  CAM 어레이
(210)과  RAM  어레이(220)의  각워드에  워드  일치선(260)과  RAM측  워드  선택선(240)이  연결된다.  이 
때문에,  CAM측  데이타선(310)에  데이타를  흐르게  하면,  그  데이타와  일치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CAM  어레이(210)의  워드에  대응하는  워드  일처선(260)이  어서트  되고,  또  대응하는  RAM 어레이(22
0)의  워드  선택선(270)이  어서트  되어  RAM측  데이타선(320)에  그  워드에  저장된  데이타가  리드된다. 
또,  이  상태에서  RAM측  데이타선(320)에  데이타를  부여하면,  선택된  워드에서  그  데이타가 라이트된
다.

연상  메모리  장치와  또  하나의  모드에서는  장치  전체를  통상의  RAM  어레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모
드이다.  이것은  SC(290)을  네게이트하는  것에  의해  실현된다.  이  상태에서  CAM  어레이(210)측의 워
드  선택선(250)은  셀렉터(280)을  거쳐서  RAM  어레이(220)측의  워드  선택선(270)에  접속된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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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장치  전체로서  (1＋m)비트×워드의  RAM  어레이가  구성된  것으로  된다.  CAM측  워드 선택선
(250)을  어서트하는  것에  의해  대응하는  RAM측  워드  선택선(270)도  어서트되어 전체로서(1＋m)비트
의  셀의  워드  선택선이  어서트된  것으로  된다.  이것에  의해  CAM  어레이,  RAM  어레이의  동일  워드에 
대한  리드/라이트가  동시에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연상  메모리  장치는  규칙적인  구조로  되어 있
기  때문에  VLSI화에  적합하고,  또  쓸데없는  배선  에리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칩면적의  유효 이
용이 가능하다.

기능적으로 CAM  어레이의 연상 결과에 의한 RAM  어레이의 액세스와 장치 전체를 RAM  어레이로 한 액
세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CAM  워드에  키를  저장하는  동작과  RAM의  워드에  데이타를  라이트하는  동작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또,  RAM  의  임의의 워드선을 선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RAM으로의 데이타의 라이트를 간단
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극히  융통성이  높고  또  응용  범위가  넓은  연상  메모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의  모드에서  연상  메모리(210)의  키의  비교동작에  따라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220)을  연상 액
세스 하는 한편,  제  2  의  모드에서 상기 연상 메모리의 키의 비교 동작과 관계없이 상기 랜덤 액세
스  메모리를  임의로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연상  메모리  장치로서,  상기  연상  메모리는  행방향으로 배
치된  여러개의  워드  일치선(260)  및  각각의  워드  일치선에  대응하여  마련된  여러개의  워드 선택선
(250),  열방향으로  배치된  여러개의  데이타선(310),  상기  여러개의  워드  및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
택선(250),  열방향으로  배치된  여러개의  데이타선(310),  상기  여러개의  워드  및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택선과  상기  여러개의  데이타선  및  상기  여러개의  워드  일치선에  접속된  여러개의  연상  메모리 셀
(230)을  갖고  이루어지고,  상기  여러개의  연상  메모리  셀의  각각은  상기  데이타선  데이타를 저장하
는 수단(T5~T10 ),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된  데이타와  상기  데이타선의  데이타를  비교하고  이  비교 결

과에  따라서  상기  워드  일치선의  전위를  제어하는  비교 제어수단(T1~T4 )로  구성되어  이루어지고, 상

기  랜럼  액세스  메모리는  행방향으로  배치되어  상기  연상  메모리의  각각의  워드  일치선에  대응해서 
마련된  여러개의  워드  선택신호(270),  열방향으로  배치된  여러개의  데이타선(320),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택선과  상기  여러개의  데이타선에  접속된  여러개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셀(240)을  구비해서 
이루어지고,  상기 연상 메모리 장치는 상기 연상 메모리의 상기 여러개의 워드 일치선의 일치 및 불
일치  신호를  각각  대응하는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택선에  전달하거나 또
는  상기  여러개의  워드  일치  및  불일치  신호와는  다른  여러개의  워드  선택신호를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각각  대응하는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택선에  전달하기  위한  선택  수단(280)을  또  구비해서 
이루어지고,  상기  선택  수단에는  제어  신호(290)이  인가되고,  상기  제어  신호가  연상  동작을 실행하
기 위한 제 1  의 상태일 때에,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연상 메모리의 상기 여러개의 비교 제어 수단
의 상기 비교 결과에 따르는 여러개의 워드 일치 및 불일치 신호를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택선에 전달하는 것에 의해 상기 제 1  의  모드의 연상 액세스를 실행하며,  상기 제
어신호가 상기 제 1 의 상태와 다른 제 2 의 상태일 때에,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
리의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택선에  적어도  상기  여러개의  워드  일치  및  불일치  신호와는  다른 여러
개의 워드 선택 신호를 전달하게 하는 것에 의해 상기 제 2  의 모드의 임의의 액세스를 실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연상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상 메모리의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된 상기 데이타와 상기 연상 메모리의 
상기 데이타선의 상기 데이타가 일치할 때에,  상기 비교 제어 수단은 상기 워드 일치선의 전위를 제 
1  의  전위로 제어하고,  상기 연상 메모리의 상기 저장 수단에 저장된 상기 데이타와 상기 연상 메모
리의  상기  데이타선의  상기  데이타가  불일치할때에,  상기  비교  제어  수단은  상기  워드  일치선의 전
위를 상기 제 1 의 전위와 다른 제 2 의 전위로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상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연상  메모리  장치는  계산기의  캐쉬  메모리  또는  TLB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상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연상  메모리  장치는  LSI칩에  형성되는  연상  메모리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상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가  상기  제  2  의  상태일  때에,  상기  선택  수단은  상기  여러개의 
워드 일치 및 불일치 신호와 다른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택 신호를 상기 연상 메모리의 상기 여러개
의 워드 선택선에도 전달하도록 동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상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가 상기 제 2  의 상태인 것에 의해,  상기 선택 수단이 상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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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워드  일치  및  불일치  신호와  다른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택  신호를  상기  연상  메모리의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택선과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상기  여러개의  워드  선택선에  전달할  때,  상기 
연상  메모리와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데이타를  각각  라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상 메모
리 장치.

청구항 7 

제  2  항  내지 제 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연상 메모리는 상기 저장 수단으로서의 스테이
틱형  MOS  플립 플롭(T5~T8 ),  상기  비교  제어  수단으로서의  여러개의  MOS 트랜지스터(T1~T4 )  및  전송 

MOS 트랜지스터(T9~T10 )에  의해  구성되고,  상기  전송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상기  연상  메모리의 

상기  워드  선택선(250)에  접속되고,  상기  스테이틱형  MOS  플립  플롭의  정보  유지  노드는  상기  전송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경로를  거쳐서  상기  연상  메모리의  상기  데이타선(310)에  접속되며,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  셀은  스테이틱형  MOS  플립 플롭(T11~T14 )와  전송  MOS 트랜지스터(T1 5, T16)

에  의해  구성되고,  상기  전송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상기  워드 선
택선(270)에  접속되고,  상기  스테이틱형  MOS  플립  플롭의  정보  유지  노드는  상기  전송  MOS 트랜지스
터의  소스-드레인  경로를  거쳐서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상기  데이타선(320)에  접속되어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상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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