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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레벨 메모리 계층 구조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용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

요약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의 캐시 일관성(cache coherency)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다수의 캐시들 및 적어도 제1 및 제2 클러스터(cluster)들로 그룹화된 다수의 프로세
서들을 포함한다. 상기에서의 제1, 제2 클러스터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상위 레벨 캐시 및 적어도 하나의 하위 레벨 캐
시를 가진다. 상기 방법에 따르면, 제1 클러스터에서의 상위 레벨 캐시의 제1 데이터 항목은 특정한 주소를 지정하는 
주소 태그(address tag)와 관련되어 저장된다. 제1 클러스터의 상위 레벨 캐시의 일관성 지시기(coherency indicat
or)는 주소 태그는 유효(valid)하고 제1 데이터 항목은 무효(invalid)임을 나타내는 제1 상태로 설정된다. 유사하게, 
제2 클러스터의 상위 레벨 캐시에서는 제2 데이터 항목도 특정한 주소를 지정하는 주소 태그와 관련되어 저장된다. 더
욱이, 제2 클러스터의 상위 레벨 캐시의 일관성 지시기도 제1 상태로 설정된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제1 및 
제2 클러스터 양자의 상위 레벨 캐시들의 일관성 지시기가 모두 제1 상태로 설정되도록 하는 일관성 프로토콜(cohere
ncy protocol)을 구현한다.

 - 1 -



등록특허 10-0326980

 
    

대표도
도 1

색인어
데이터 처리 시스템, 캐시 일관성, 클러스터, 주소 태그, 일관성 지시기, 일관성 프로토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하나의 캐시의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HR-MESI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의 예시적 실시예를 설명하는 상태도.

도 4는 HRT-MESI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의 예시적 실시예를 설명하는 상태도.

도 5는 종래의 캐시 일관성 정보의 N 레벨들을 유지하기 위한 파생 H 상태들의 이용을 도시한 상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레벨 메모리 계층 구조를 포함
하는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프로세서

12 : L1 캐시

14 : L2 캐시

15 : L3 캐시

16 : 상호 접속망

18 : 시스템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용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의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히 말하면, 본 발명은 다중-레벨 메모리 계층 구조를 포함하는 데
이터 처리 시스템용의 개량된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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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대칭 멀티 프로세서(symmetric multiprocessor; SMP)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모든 프로세서들은 일반적으
로 서로 동일하고, 즉 모든 프로세서들이 공통의 명령 세트 및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유사한 하드웨어 구조를 가지
며, 유사한 메모리 계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래의 SMP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 메모리, 
각각이 하나의 프로세서 및 하나 이상의 레벨의 캐시 메모리를 가지는 다수의 처리 소자들, 및 처리 소자들을 서로에 그
리고 시스템 메모리에 결합시키는 시스템 버스(system bus)를 포함한다. 하나의 SMP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유효한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메모리 계층 구조를 유지하는 것, 즉 메모리 내용들에 대한 동일한 관점(view)
을 모든 프로세서들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성 있는 메모리 계층 구조는 MESI 프로토콜과 같은 하나의 선택된 메모리 일관성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유지
된다. MESI 프로토콜에서는, 일관성 상태의 표시(indication)가 적어도 모든 상위 레벨 (캐시) 메모리들의 각각의 일
관성 그래뉼(granule) (예를 들어, 캐시 라인이나 섹터)과 관련되어 저장된다. 각각의 일관성 그래뉼은 캐시 디렉토리
에서 두 개의 비트로 표시되는 수정(modified; M) 상태, 배제(exclusive; E) 상태, 공유(shared; S) 상태, 또는 무효
(invalid; I) 상태들중 하나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수정 상태(modified state)는 하나의 일관성 그래뉼이 수정된 일
관성 그래뉼을 저장하는 캐시에서만 단지 유효하고 수정된 일관성 그래뉼의 값은 시스템 메모리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하나의 일관성 그래뉼이 배제 상태(exclusive state)를 나타낼 때는, 그 일관성 그래뉼이 메모리 계층 구조
의 그 레벨에 있는 모든 캐시들중에서 배제 상태에서 일관성 그래뉼을 가지는 캐시에만 상주한다. 그러나, 배제 상태에
서 데이터는 시스템 메모리와 일치한다. 만약, 하나의 일관성 그래뉼이 하나의 캐시 디렉토리에서 공유(shared)로 표
시되어 있다면, 일관성 그래뉼은 관련 캐시 및 시스템 계층 구조의 동일한 레벨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캐시에도 상
주한다. 상기의 일관성 그래뉼의 모든 카피들은 시스템 메모리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무효 상태(invalid state)는 하
나의 일관성 그래뉼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및 주소 태그가 모두 무효임을 나타낸다.
    

    
각각의 일관성 그래뉼 (예를 들어, 캐시 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는 캐시 라인의 전 상태 및 요구하는 프로세서(re
questing processor)에 의해 달성된 메모리 접근 타입(type of memory access) 모두에 따른다. 따라서, 멀티 프로
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메모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프로세서들이 기억 장소들을 판독하거나 기록하고자 하
는 의도를 나타내면서 시스템 버스를 통해 메시지를 통신하는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가 기억 장소에 데이
터를 기록하고자 할 때, 그 프로세서는 먼저 모든 다른 처리 소자들에게 그 기억 장소에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것을 알리
고, 모든 다른 처리 소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에 기록 행위를 할 수 있다. 상기의 요구하는 프로세서가 수신한 허가 
메시지들은 그 기억 장소 내용들의 다른 모든 저장된 카피들이 무효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 다른 프로세서들
이 실효한 국부 데이터(stale local data)에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이러한 메시지들의 교환은 교차-무효화
(cross-invalidation; XI)라고 알려져 있다.
    

    
본 발명은 캐시 엔트리들의 교차-무효화가 SMP 테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메모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안에, 반
대로 원거리 프로세서들에 의한 캐시 엔트리(cache entry)들의 무효화가 국부 캐시들에서 히트 비(hit ratio)들을 감
소 시킴으로써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대용량 국부 캐시들을 구비
하더라도, 하나의 처리 소자는 하나의 국부 캐시에 한번이라도 상주한 적이 있는 데이터를 또 다른 처리 소자에 있는 다
른 하나의 원거리 캐시 또는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검색할 때, 긴 접근 대기 시간(access latency)을 초래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캐시 엔트리들의 교차-무효화에 의해 초래된 성능상의 결점을 줄일 수 있는, 메모리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을 SMP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종래의 MESI 프로토콜이 원거리 캐시들에 저장된 데이터의 효율적인 검색(retrieve)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또한 포함한다. 만약, 일부의 이미 알려진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이 소위 수정 개입(modified in
tervention)을 제공하여, 수정 상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원거리 캐시가 판독 요구에 응답해서 수정된 데이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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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허락하더라도, MESI 프로토콜은 요구된 데이터가 공유 상태에 있을 때, 또 다른 처리 소자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책임을 할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요구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 대기 시간에 있는 다중 원거리 캐시들에 
저장되어 있을 지라도, 종래의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는, 공유된 데이터가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항상 
검색되어야 한다. 결국, 공유 개입을 제공하는 개량된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 개입을 제공하는 종래의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는, 수정된 데이터가 공유 버스를 통해 또 다른 캐
시에 공급될 때마다 수정된 데이터가 시스템 메모리에 역 기록(back write)된다. 본 발명은 상기 과정이 시스템 메모
리와 캐시 메모리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안, 불필요한 기록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스템 메모리의 제한된 대
역폭의 일부를 소비한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만약 제1 캐시가 판독 요구에 응답해서 제2 캐시에 수정된 캐
시 라인을 공급하면, 제2 캐시의 데이터는 다시 수정되기 쉽고, 결국 시스템 메모리에 또 다른 기록 요구를 하게 된다. 
만약, 제2 캐시의 판독 요구와 뒤어어 일어나는 캐시 라인의 수정 사이의 기간 동안 캐시 라인에 대한 어떤 다른 요구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제1 캐시에 의한 수정 개입에 부수하는 시스템 메모리에의 기록은 불필요하다.
    

    
시스템 메모리에의 불필요한 역 기록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요구하는 캐시가 단지 하나의 판독 요구만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공급하는 캐시에는 무효라고 요구하는 캐시에는 수정이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요구
된 데이터는 수정 개입과 동시에 시스템 메모리에 역 기록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은 프로세서들 사이에서 수정된 데이터의 공유를 허락하지 않고, 데이터가 캐시들 사이를 통과할 때 추가적인 버스 
혼잡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수정된 데이터가 캐시들 사이에 공유되도록 하는 동안에,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에 효
율적으로 역 기록하는 것을 제공하는 개량된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량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량된 방법 및 시스템을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다중-레벨 메모리 계층 구조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용 개량된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의 목적들은 이하에서 설명할 바에 의해 실현된다. 다수의 캐시들 및 적어도 제1 및 제2 클러스터들로 그룹화된 다
수의 프로세서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의 제1 및 제2 클러스터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상위 
레벨 캐시 및 적어도 하나의 하위 레벨 캐시를 가진다. 본 발명의 상기 방법에 따르면, 제1 클러스터의 상위 레벨 캐시
의 제1 데이터 항목은 특정한 주소를 지정하는 주소 태그와 관련되어 저장된다. 제1 클러스터의 상위 레벨 캐시의 일관
성 지시기는 주소 태그는 유효하고 제1 데이터 항목은 무효임을 나타내는 제1 상태로 설정된다. 유사하게, 제2 클러스
터의 상위 레벨 캐시에서는 제2 데이터 항목이 특정한 주소를 지정하는 주소 태그와 관련되어 저장된다. 더욱이, 제2 
클러스터의 상위 레벨 캐시의 일관성 지시기도 상기 제1 상태로 설정된다. 따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제1 및 제2 
클러스터 양자의 상위 레벨 캐시들에서의 일관성 지시기가 모두 제1 상태로 설정되도록 하는 일관성 프로토콜을 구현
한다.
    

본 발명의 상기의 목적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목적들, 특징들 및 효과들도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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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들, 특히 도 1을 참조해 본 발명에 따른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상위 레벨 블록도를 설명하겠다. 도시
된 바와 같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8)은 바람직하게는 각각이 IBM 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프로세서들중 하나인 Powe
rPCTM 라인을 포함하는 수 많은 프로세서(10a-10n)를 포함한다. 종래의 레지스터들, 명령 흐름 로직, 및 프로그램 
명령어들의 실행을 위해 사용되는 실행 유닛들에 부가해서, 각각의 프로세서(10a-10n)는 온-보드(on-board) 레벨
의 L1 캐시들(12a-12n)들중 관련된 하나씩을 포함한다. 상기의 각각의 L1 캐시들(12a-12n)은 관련된 프로세서에 
의해 접근되기 쉬운 명령어 및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한다. L1 캐시들(12a-12n)이 도 1에서는 명령어 및 데이터 (이
하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로 언급함) 모두를 저장하는 단일화된 캐시들로 설명되어 있을 지라도, 당업자는 각각의 L1 캐
시들(12a-12n)이 선택적으로 명령 캐시와 데이터 캐시로 분기되어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데이터 접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8)은 L1 캐시들(12a-12n)에 데이터를 올려 주기 
위해 사용되는 제2 레벨(L2) 캐시들(14a-14n)과 같은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캐시 메모리 레벨도 역시 포함한다. 즉, 
L2 캐시들(14a-14n)은 시스템 메모리(18)와 L1 캐시들(12a-12n)들 사이에 중간 저장 수단(intermediate stora
ge)으로 기능해서, L1 캐시들(12a-12n)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나 더 긴 접근 대기 시간을 가
진다. 예를 들면, L1 캐시들(12a-12n)이 64 내지 128 킬로바이트의 저장 용량을 가짐에 비해, L2 캐시들(14a-14n)
은 256 내지 512 킬로바이트의 저장 용량을 가질 수 있다. 프로세서(10a)는 L2 캐시(14a)와 평행하게 상호 접속망(
interconnect)에 연결되어 바람직하게는 L2 캐시(14a)와 같거나 또는 더 큰 저장 용량을 가지는 하나의 룩어사이드(
lookaside) L3 캐시(15a)가 더 제공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8)은 각각이 상호 접속망에 결합되어 있는 입/출력 장치(20), 시스템 
메모리(18) 및 불휘발성 저장 장치(non-volatile storage; 22)를 더 포함한다. 입/출력(I/O) 장치(20)는 각각이 기
존의 어댑터들을 통해 상호 접속망(16)에 접속되는 표시 장치, 키보드 및 그래픽 포인터와 같은 기존의 주변 장치를 포
함한다. 불휘발성 저장 장치(22)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8)에 전원이 켜질 때에 응답해서 휘발성 시스템 메모리(18)로 
적재될 구동 시스템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저장한다. 물론, 당업자는 도 1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데이터 처리 시스템
(8)이 네트워크나 부가적인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직렬/병렬 포트 및 시스템 메모리(18)에의 접근을 조정하는 메모
리 제어기 등과 같은 많은 추가적인 구성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이상의 버스들이나 교차점 스위치(cross-point switch)를 포함할 수 있는 상호 접속망(16)은 L2 캐시들(14a-
14n), L3 캐시(15a), 시스템 메모리(18), 입/출력 장치(20) 및 불휘발성 저장 장치(22)들 상호간의 통신 트랜잭션(
communication transaction)을 위한 연결 통로 역할을 한다. 상호 접속망(16)상의 전형적 통신 트랜잭션은 트랜잭션
의 소스, 트랜잭션의 원하는 수취인을 지정하는 목적지 태그, 주소, 및/또는 데이터를 지시하는 소스 태그(source tag)
를 포함한다. 상호 접속망(16)에 연결된 각각의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상호 접속망(16)상의 모든 통신 트랜잭션들을 
스누프(snoop)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L2 캐시(14)의 예시적 실시예의 더 상세한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의 예시적 
실시예에서 L2 캐시(14)는 32 비트의 주소를 사용하는 8-경로 세트 어소시어티브 캐시(eight-way set associate 
cache)이다. 따라서, L2 캐시(14)의 데이터 어레이(34)는 각각이 캐시 라인들을 저장하기 위해 8개의 경로들을 포함
하고 있는 다수의 상동 클래스(congruence class)들을 포함한다. 종래의 세트 어소시어티브 캐시들에서와 같이, 시스
템 메모리(18)의 기억 장소들은 기억 장소의 주소내의 인덱스 비트 (예를 들어, 32 비트 주소중에서 20-26 비트임)
를 이용해서 데이터 어레이(34)내의 특정한 상동 클래스들에 맵핑(mapping)된다.
    

    
데이터 어레이(34)내에 저장된 캐시 라인들은 데이터 어레이(34)에 각각의 경로를 위한 하나의 디렉토리 엔트리(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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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ory entry)를 포함하고 있는 캐시 디렉토리(32)에 기록된다. 각각의 디렉토리 엔트리는 태그 필드(tag field; 40), 
일관성 상태 필드(coherency status field; 42), 최저 사용 빈도 필드(least recently used field; LRU field; 44), 
및 포함 필드(inclusion field; 46)를 포함한다. 태그 필드(40)는 캐시 라인의 시스템 메모리 주소의 태그 비트들 (예
를 들어, 0-19 비트임)을 저장함으로써, 어떠한 캐시 라인이 데이터 어레이(34)의 해당 경로에 저장되는지를 특정한
다. 도 3을 참조해 이하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면, 일관성 상태 필드(42)는 데이터 어레이(34)의 해당 경로에 저장된 
데이터 일관성 상태를 미리 정해진 비트 조합들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LRU 필드(44)는 데이터 어레이(34)의 해당 경
로가 그것의 상동 클래스의 다른 경로들에 비하여 얼마나 최근에 접근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그에 의해서 어떤 캐
시 라인이 캐시 미스(cache miss)에 응답해서 상동 클래스 밖으로 캐스트-아웃(cast-out)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포함 필드(46)는 데이터 어레이(34)의 해당 경로에 저장된 캐시 라인이 관련 L1 캐시(12)에도 또한 저장
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도 2를 계속해서 참조하면, L2 캐시(14)는 관련된 L1 캐시(12)로부터 수신된 신호들 및 상호 접속망(16)상에서 스누
프된 트랜잭션들에 응답하여, 데이터 어레이(34)내의 데이터 저장과 검색을 관리하고, 캐시 디렉토리(32)를 갱신(up
date)하는 캐시 제어기(36)을 더 포함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캐시 제어기(36)는 그들로부터 캐시 디렉토리(
32)를 갱신하고, 데이터 어레이(34)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판독 대기 행렬(50) 및 기록 대기 행렬(52)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만약 관련된 L1 캐시(12)로부터 판독 요구를 받으면, 이에 응답하여 캐시 제어기(36)는 판독 요구를 판독 
대기 행렬(50)내의 하나의 엔트리내에 위치시킨다. 캐시 제어기(36)는 요구된 데이터를 관련된 L1 캐시(12)에 공급
함으로써 판독 요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어서 상기 판독 요구를 판독 대기 행렬(50)에서 제거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캐시 제어기(36)는 또 다른 L2 캐시들(14a-14n)에 의해 개시되어 원거리 프로세서(10)가 특정한 하나의 캐시 
라인의 국부 카피를 수정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트랜잭션을 스누프할 수 있다. 상기의 트랜잭션을 스누프하고, 
이에 응답해서 캐시 제어기(36)는 상기의 특정한 캐시 라인이 데이터 어레이(34)에 상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캐시 디렉토리(32)를 판독하라는 요구를 판독 대기 행렬(50)에 위치시킨다. 만약 상주한다면, 캐시 제어기(36)는 상
호 접속망(16)상에 적절한 응답을 위치시키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을 제공 받을 때 상기의 특정한 캐시 라인과 관련
된 일관성 상태 필드를 갱신시키라는 디렉토리 기록 요구를 기록 대기 행렬(52)에 끼워넣는다. 도 2가 단지 하나의 판
독 대기 행렬과 하나의 기록 대기 행렬만을 사용하는 실시예를 설명할지라도, 캐시 제어기(36)에 의해 제공된 대기 행
렬의 수는 설계상 문제이고, 캐시 제어기(36)는 캐시 디렉토리 접근 및 데이터 어레이 접근을 위한 별도의 대기 행렬들
도 제공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L3 캐시(15a)는 작은 차이점은 있지만 도 2에서 도시된 L2 캐시(14)와 유사하게 구성된다. 특히, L3 캐시(15a)의 캐
시 제어기는 상호-캐시 연결들에 의해 L2 캐시(14a)에 연결되지 않지만, 대신에 L3 캐시(15a)의 캐시 제어기가 L2 
캐시(14a)에 의해 상호 접속망(16)상에 보내진 모든 트랜잭션들을 스누프할 수 있도록, L2 캐시(14a)와 병렬로 상호 
접속망(16)에 연결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HR-MESI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의 예시적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의 예시된 
HR-MESI 프로토콜은 바람직하게는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가장 낮은 레벨의 인-라인(in-line) 캐시 (즉, L2 캐시들
14a-14n 임)및 조금의 변화를 가진 다른 어떤 하위 레벨 캐시들 (즉, L3 캐시(15a) )에 의해 구현된다. 상위 레벨 캐
시들은 바람직하게는 본 명세서에 참조된 미국 특허 출원 제 09/024,610호에 설명된 MESI 프로토콜, H-MESI 프로
토콜, 또는 미국 특허 출원 제08/839,557호에 기술된 R-MESI 프로토콜과 같은 프로토콜 섭셋(protocol subset)들
을 구현한다. 그러나, 데이터 처리 시스템(8)의 선택적 실시예들이 추가적인 상호-캐시 통신량(inter-cache commu
nication traffic)을 대가로 해서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각각의 캐시 레벨에서도 HR-MESI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
음을 이해해야 한다.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HR-MESI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은 참조 번호 80, 82, 84, 및 86으로 각각 식별되는 MES
I 프로토콜의 종래의 수정(M), 배제(E), 공유(S), 및 무효(I) 상태들을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HR-MESI 캐시 

 - 6 -



등록특허 10-0326980

 
일관성 프로토콜은 관련된 태그 필드(40)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태그는 유효하지만 데이터 어레이(34)의 해당 경로에 
저장된 데이터 항목 (예를 들어, 캐시 라인, 또는 캐시 섹터)은 무효임을 나타내는 배회(hovering; H) 상태(90) 및 하
나의 데이터 항목의 카피들을 저장하는 다중 캐시들중에서 어떠한 캐시가 상호 접속망(16)상의 하나의 트랜잭션을 통
해 공유된 데이터 항목을 가장 최근에 수신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R 상태(92)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L2 캐시 디렉토리(32)의 엔트리 각각의 일관성 상태 필드(42)는 전원이 켜질 때 태그 
필드(40) 및 데이터 어레이(34)의 해당 경로에 저장된 데이터 모두가 무효임을 나타내는 I 상태(86)로 초기화된다. 
L1 및 L3 캐시 디렉토리 엔트리들이 무효 상태로 유사하게 초기화된다. 이어서, 무효 상태(86)에 있는 L2 캐시들(14
a-14n)중 하나, 또는 L3 캐시(15a)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캐시 라인 (혹은, 캐시 섹터)의 일관성 상태가 프로세서
들(10a-10n)에 의해 만들어진 메모리 요구들의 타입들 및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메모리 계층 구조의 응답에 따라 M 
상태(80), E 상태(82), 또는 R 상태(92)중 하나로 갱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10a)가 적재 명령에 응답해서 판독 요구를 한다면, L1 캐시(12a)는 요구된 데이터가 L1 캐시(1
2a)에 상주하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L1 캐시(12a)에서의 히트(hit)에 응답해서, L1 캐시(12a)는 상기 요구된 
데이터를 프로세서(10a)에 단순히 공급한다. 그러나, L1 캐시(12a)에서의 미스(miss)에 응답해서는, L1 캐시(12a)
는 상호-캐시 연결을 통해 L2 캐시(14a)에 판독 요구를 내보낸다. L2 캐시(14a)에서의 히트에 응답해서는, 요구된 
데이터가 L2 캐시(14a)에 의해 L1 캐시(12a)에 공급되고, L1 캐시(12a)는 적합한 일관성 상태와 관련해 요구된 데
이터를 저장하고, 프로세서(10a)에 요구된 데이터를 보내준다.
    

    
그러나, 만약 판독 요구가 L1 캐시(12a) 및 L2 캐시(14a)에서 모두 미스된다면, L2 캐시(14a)의 캐시 제어기(36)는 
판독 요구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상호 접속망(16)상에 내보내고, 이는 각각의 L2 캐시들(14b-14n) 뿐만아니라 L3 
캐시(15a)에 의해서도 스누프된다. 상호 접속망(16)상의 판독 요구를 스누프하고, 이에 응답해서 L2 캐시들(14b-1
4n) 각각의 캐시 제어기(36)는 요구된 데이터가 자신들의 데이터 어레이(34), 또는 L1 캐시들(12b-12n)의 관련된 
하나에 상주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유사하게, L3 캐시(15a)의 캐시 제어기도 판독 요구가 L3 캐시 디렉토리에서 히
트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L2 캐시들(14b-14n), L1 캐시들(12b-12n), 및 L3 캐시(15a)중 어떤 것도 요구된 데이
터를 저장하고 있지않다면, L2 캐시들(14a-14n)과 L3 캐시(15a) 각각은 L2 캐시(14a)에 널 응답(null response)
을 되돌려 보내고, 그 때 시스템 메모리(18)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한다. 요구된 데이터가 시스템 메모리(18)으로부터 
L2 캐시(14a)로 되돌아왔을 때, 캐시 제어기(36)는 L1 캐시(12a)에 요구된 데이터를 내보내고, 요구된 데이터를 자
신의 데이터 어레이(34)에 저장하며, 참조 번호 100으로 나타난 것처럼 I 상태(86)에서 E 상태(82)로 요구된 데이터
를 저장하는 경로와 관련있는 일관성 상태 필드(42)를 갱신한다. 종래의 MESI 프로토콜에서처럼, E 상태(82)는 관련 
캐시 라인은 유효하지만 메모리 계층 구조의 제2 레벨에 있는 다른 어떤 캐시에도 상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L3 캐시
(15a)는 요구된 데이터를 유사하게 샘플(sample)하고, 요구된 데이터를 E 상태(82)로 저장한다.
    

    
만약, 프로세서(10a)에 의해 요구된 데이터가 L1 캐시(12a), L2 캐시(14a), 또는 L3 캐시(15a)에 상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 M 상태(80)로 L1 캐시(12n)에 저장되어 있다면, L2 캐시(12n)의 캐시 제어기(36)은 수정 응답으로 판독 
요구에 응답하고, 요구된 데이터를 L2 캐시(14n)에 보내라고 L1 캐시(12n)에 신호한다. 그 후 L2 캐시(14n)는 상호 
접속망(16)상에 요구된 데이터를 공급한다. 판독 요구에 응답해서, L1 캐시(12n) 및 L2 캐시(14n)에 있는 요구된 데
이터의 일관성 상태가 참조 번호 102에 나타난 것처럼 S 상태(84)로 갱신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요구된 데이터가 L
2 캐시(14a)에 저장되는 경로의 일관성 상태는 참조 번호 104에 나타난 것처럼 I 상태(86)에서 R 상태(92)로 전이를 
일으킨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R 상태(92)는 관련 데이터가 L2 캐시(14a)에 의해 가장 최근에 인용되었고, L
2 캐시(14a)가 상호 접속망(16)상에서 데이터 요구를 스누프하고 나서 데이터를 공급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L3 캐시
(15a)가 시스템 메모리(18)로부터 요구된 데이터를 스누프할 때, L3 캐시(15a)는 요구된 데이터를 샘플하고, 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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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S 상태(84)로 저장한다. 참조 번호 105로 표시된 I 상태(86)와 S 상태(84)사이의 전이는 점선을 사용하여 표
시되어, 이러한 전이는 단지 L3 캐시(15a)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당업자는 앞서의 예로부터 동일한 상태 전
이들이 수정 개입을 제공하지 않는 본 발명의 선택적 실시예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적 실시예에서도 추가적인 접근 대기 시간을 대가로 해서 요구된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18)에서 얻을 수도 있다.
    

    
L2 캐시(14a)는 그의 판독 요구에 대한 공유 개입 응답, 또는 공유 응답을 수신하고, 이에 응답해서 I 상태(86)에서 
R 상태(92)로 전이를 일으킨다. 만약, L2 캐시들(14b-14n)중 하나가, 예를 들어 L2 캐시(14n)가 요구된 데이터를 
R 상태(92), 또는 E 상태(82)로 저장한다면, L2 캐시(14a)는 공유 개입 응답 (및 요구된 데이터)을 수신한다. 판독 
요구에 응답해서, L2 캐시(14n)의 캐시 제어기(36)는 요구된 데이터의 카피의 일관성 상태를 참조 범호 106에 나타
난 것처럼 R 상태(92)에서 S 상태(84)로 갱신한다. 만약, L2 캐시들(14b-14n)중 어떤 것도 요구된 데이터를 R 상
태(92)로 저장하고 있지 않고 적어도 하나가 요구된 데이터를 S 상태(84)로 저장하고 있다면, 요구된 데이터를 S 상
태(84)로 저장하고 있는 L2 캐시(14)는 판독 요구에 공유 응답으로 응답하고, 요구된 데이터의 카피를 S 상태(84)로 
그대로 둔다. L2 캐시(14a)는 하나의 유일한 공유 응답을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여 요구된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1
8)로부터 검색하고, 그 데이터를 R 상태(92)로 저장한다. 모든 경우에서, L3 캐시(15a)는 요구된 데이터를 샘플하고, 
그 데이터를 S 상태(84)로 저장한다.
    

    
만약, L2 캐시(14a)가 프로세서(10a)가 수정할 목적으로 하나의 기억 장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나타내는 '
수정 목적 판독'이라는 요구를 상호 접속망(16)상에 내보내면,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그 요구된 데이터는 L3 캐시
(15a), 원거리 L2 캐시(14), 또는 시스템 메모리(18)로부터 얻어진다. 그러나, 요구된 캐시 라인을 얻었을 때, L1 캐
시(12a) 및 L2 캐시(14a)는 요구된 캐시 라인을 참조 번호 107에서 나타난 것처럼 M 상태(80)으로 저장한다. 더욱
이, '수정 목적 판독' 트랜잭션은 요구된 캐시 라인의 다른 카피들은 실효(stale)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거리 L1 캐시
들, 원거리 L2 캐시들, 및 L3 캐시(15a)는 요구된 캐시 라인의 그들의 카피들이 무효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L1 캐시들
(12b-12n)에서는 요구된 캐시 라인의 어떠한 카피들도 모두 단순히 무효라고 표시되어진다. 그러나, L3 캐시(15a) 
및 L2 캐시들(14b-14n)에 저장되어 있는 요구된 캐시 라인의 카피들의 일관성 상태는 교차-무효화(XI)를 이용하는 
종래의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처럼 I 상태(86)로 갱신되지는 않는다. 대신,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에 
따르면, 요구된 캐시 라인의 카피를 하나씩 저장하는 L2 캐시들(14b-14n) 및 L3 캐시(15a) 각각은 R 상태(92), S 
상태(84), M 상태(80), 또는 E 상태(82)중 하나의 상태에서 H 상태(90)로 참조 번호 108, 110, 112, 및 114의 각
각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것의 카피와 관련해서 일관성 상태 필드(42)를 갱신한다. 상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H 상태
(90)는 태그 필드(40)에 저장된 태그는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데이터 어레이(34)내에 있는 관련된 캐시 라인이 
무효임을 나타낸다. L2 및 L3 디렉토리내의 엔트리들은 데이터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다른 스누프된 트랜잭션들, 즉 특
정한 데이터 블록을 확실히 무효화시키는 트랜잭션들인 킬(kill)들, 특정한 데이터 블록을 무효화시키고 어떠한 수정된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에 복사하는 트랜잭션들인 플러시(flush)들, 저장에 응답해서 캐시 라인의 국부 카피가 수정되
고 이에 응답해서 원거리 캐시들에서 공유된다고 표시된 상기의 캐시 라인의 카피들을 무효화시키는 트랜잭션들인 디
클래임(dclaim)들 등에 응답하여, H 상태(90)로 유사하게 갱신된다.
    

    
참조 번호 116 및 118에 의해 참조되는 것처럼, 하나의 캐시 디렉토리 엔트리는 상기의 캐시에 수신된 트랜잭션들의 
타입에 따라 H 상태(90)에서 E 상태(82), 또는 M 상태(80)로 각각 전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세서(10a)가 (L
1 캐시(12a)와 L2 캐시(14a) 양자에서 모두 미스한 후)L3 캐시(15a) 및 L2 캐시들(14b-14n)로부터 널 응답을 수
신하라는 판독 요구를 하면, 이에 응답하여 H 상태(90)의 L2 캐시(14a)의 디렉토리 엔트리는 E 상태(82)로 전이한다. 
E 상태(82)는 시스템 메모리(18)로부터 검색한 데이터가 모든 L2 캐시들(14a-14n)중에서 단지 L2 캐시(14a)에만 
저장됨을 나타낸다. 한편, 만약 프로세서(10a)가 H 상태(90)의 L1 캐시(12a)의 하나의 경로에 데이터를 저장할 의도
를 내비친다면, L1 캐시(12a)는 L2 캐시(14)에 상기의 의도를 알리고, 상호 접속망(16)상에 '수정 목적 판독' 트랜잭
션을 내놓는다.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L3 캐시(15a) 및 L2 캐시들(14b-14n)에 저장되어 있는 요구된 캐시 라인의 
카피들은 '수정 목적 판독' 트랜잭션을 스누프하고, 이에 응답해서 H 상태(90)로 갱신되며, L1 캐시들(12b-12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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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어 있는 요구된 캐시 라인의 카피들은 무효로 표시된다. 일단, 요구된 캐시 라인을 얻은 후, L2 캐시(14a) 및 L
1 캐시(12a)내의 캐시 라인의 일관성 상태는 상기의 캐시 라인은 유효하지만 시스템 메모리(18)와는 코히어런트 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M 상태(80)로 설정된다.
    

    
H 상태(90)의 하나의 캐시 디렉토리 엔트리는 참조 번호 120에 나타난 것처럼 S 상태(84)로 역시 갱신될 수 있다. 상
기에서 설명된 대로, 각각의 L2 캐시들(14a-14n)은 상호 접속망(16)상의 모든 트랜잭션들을 스누프한다. 만약, L2 
캐시들(14a-14n)중 하나가, 예를 들어 L2 캐시(14a)가 H 상태(90)의 L2 캐시(14a)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갱
신된 (즉, 유효한)카피를 포함하는 L2 캐시들(14b-14n)의 또 다른 것에 의한 하나의 트랜잭션을 스누프 한다면, L2 
캐시(14a)의 캐시 제어기(36)는 상호 접속망(16)으로부터 데이터를 샘플하고, 스누프된 데이터를 데이터 어레이(34)
에 저장하며, 관련된 일관성 상태 필드(42)를 H 상태(90)에서 S 상태(84)로 갱신한다. 이런 방법으로 본 발명은 관련
된 프로세서(10)가 데이터 요구를 하거나 캐시가 상호 접속망(16)상에 하나의 트랜잭션을 개시하지 않고도, H 상태(
90)의 하나의 캐시 디렉토리 엔트리가 S 상태(84)로 갱신되도록 한다. 물론, 상기의 시나리오에서 L2 캐시(14a)는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응답이 필요하다면 스누프된 트랜잭션에 대한 응답을 역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만약 스누프
된 트랜잭션이 판독 요구라면, 요구하는 L2 캐시가 요구된 데이터를 E 상태(82)보다는 R 상태(92)로 저장하도록 L2 
캐시(14a)는 요구된 데이터를 샘플할 의도를 나타내는 공유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유효의 주소 태그와 관련되어 무효 
데이터를 갱신하는 이런 방법으로 스누프될 수 있는 상호 접속망(16)상의 트랜잭션들은 판독 트랜잭션들, 기록 트랜잭
션들, 및 캐시 라인 캐시트아웃(cache line castout)들로 인한 시스템 메모리(18)에의 데이터의 역 기록들 등을 포함
한다.
    

    
H 상태(90)의 하나의 캐시 디렉토리 엔트리는 다수의 다른 요구/응답 시나리오들에 응답해서 R 상태(92)로 역시 갱신
될 수 있다. 예들 들면, 만약 프로세서(10a)가 L1 캐시(12a)에서는 미스하고 L2 캐시(14a)에서는 태그 히트를 일으
키는 판독 요구를 한다면, 또한 매칭 태그(matching tag)와 관련있는 일관성 상태 필드(42)가 H 상태(90)에 있다면, 
L2 캐시(14a)의 캐시 제어기(36)는 상호 접속망(16)상에 판독 트랜잭션을 내보낸다. L3 캐시(15a) 및 L2 캐시들(
14b-14n)로부터의 판독 트랜잭션에 대한 공유 개입 응답, 공유 응답, 또는 수정 응답을 수신하고, 이에 응답해 L2 캐
시(14a)의 캐시 제어기(36)는 참조 번호 122에서 나타난 것처럼 H 상태(90)에서 R 상태(92)로 요구된 데이터와 관
련된 일관성 상태 필드(42)를 갱신한다.
    

    
더욱 중요하게, H 상태(90)의 캐시 디렉토리 엔트리는 관련된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고도 R 상태(92)로 갱
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1 캐시 (12a) 및 L2 캐시(14a)는 프로세서(10a)에 의한 '수정 목적 판독' 요구에 응답해
서, 요구된 데이터를 M 상태(80)로 저장한다. 이에 반해, L3 캐시(15a) 및 L2 캐시들(14b-14n)의 캐시 라인의 모
든 카피들의 일관성 상태는 H 상태(90)로 설정된다. 만약, 요구된 데이터가 예를 들어 판독 미스에 응답해서 L2 캐시
(14a)로부터의 대체(replacement)를 위해 뒤이어 선택된다면, L2 캐시(14a)의 캐시 제어기(36)은 요구된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18)에 저장하기 위해 상호 접속망(16)상에 할당 해제 기록 트랜잭션(deallocation write transactio
n)을 내보낸다. 이 기록 트랜잭션을 스누프하고, 이에 응답해서 L3 캐시(15a)의 캐시 제어기는 데이터를 샘플하고, 데
이터를 그것의 L3 데이터 어레이에 저장하며, 관련된 일관성 상태 필드를 H 상태(90)에서 R 상태(92)로 갱신한다. 그
래서, L3 캐시(15a)는 판독 요구, 또는 '수정 목적 판독' 요구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해 데이터를 뒤이어 공급한다.
    

도 3에서 도시된 HR-MESI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의 예시적 실시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전이들은 아래의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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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태 전이 원인(causes) 주석(notes)
I → E 널 응답을 갖는 프로세서 판독 요구 '프로세서 판독 요구'는 관련(즉, 국부)프로세서

에 의한 판독 요구를 의미한다.
I → R (1)공유 개입을 갖는 프로세서 판독 요구(2)공유 응답을 갖는 프로세서 

판독 요구(3)수정 응답을 갖는 프로세서 판독 요구
    

I → S 널 응답을 제외한 다른 응답을 갖는 프로세서 판독 요구 L3 캐시만 해당함;L2는 상기에서 나타난대로 R 
상태로 전이

I → M 프로세서 수정 목적 판독 요구(processor 'read with intent to modify
; rwitm' )

    

E → S 판독 요구 스누프(snooped read) 개입 데이터를 공급
E → M 수정 목적 프로세서 판독 요구     
E → H 데이터 무효화 요구 스누프 스누프된 데이터 무효화 요구들은 rwitm, dcla

im, kill, flush 등을 포함
R → S 판독 요구 스누프 개입 데이터 공급
R → M 프로세서 rwitm 상호 접속망상에 dclaim을 내보냄
R → H 데이터 무효화 요구 스누프     
S → M 프로세서 rwitm 상호 접속망상에 dclaim을 내보냄
S → H 데이터 무효화 요구 스누프     
M → S 판독 요구 스누프 수정 개입이 제공된다면, 데이터 공급
M → H 데이터 무효화 요구 스누프 만약,스누프된 트랜잭션이 rwitm이라면, 수정 

개입이 제공될 때 데이터 공급
H → E 널 응답을 갖는 프로세서 판독 요구     
H → R (1)공유 개입을 갖는 프로세서 판독 요구(2)공유 응답을 갖는 프로세서 

판독 요구(3)수정 응답을 갖는 프로세서 판독 요구(4)국부 캐시 제어기에 
의해 내보내진 기록 요구 스누프

    

H → S 원거리 캐시 제어기에 의해 내보내진 판독요구, 또는 기록 요구 스누프     
H → M 프로세서 rwitm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에서 설명한 HR-MESI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은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상태들을 포함
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4를 참조하면 HRT-MESI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의 예시적 실시예의 상태도를 
도시하고 있다. HRT-MESI 프로토콜이 구현된다면, 바람직하게는 도 1에서 설명한 실시예에서 L2 캐시들(14a-14n)
을 포함하는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인-라인 캐시의 가장 하위 레벨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L3 캐시(15a)와 같는 어떤 
더 하위 레벨 룩어사이드 캐시들은 바람직하게는 HR-MESI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반면에 더 상위 레벨 캐시들은 바람
직하게는 HR-MESI 프로토콜의 하나의 섭셋 프로토콜을, 예를 들어 H-MESI, R-MESI, 또는 MESI 프로토콜 중의 
하나를 구현한다. 상기에서 설명된 HR-MESI 프로토콜내의 상태들에 부가하여, 도 4에 나타난 HRT-MESI 캐시 일
관성 프로토콜은 태그(tagged; T) 상태(94)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참조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024,393호에서 
자세히 설명된 것처럼, T 상태(94)는 관련된 캐시 라인이 국부 프로세서가 아닌 다른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수정되
었으나, 시스템 메모리에 역 기록 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낸다. T 상태(94)는 국부 프로세서에 의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S 상태(84)처럼 취급되고, 상호 접속망상의 스누프들에 관해서는 M 상태(80)처럼 취급된다.
    

    
도 4에서 참조 번호 130 및 134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의 판독 요구가 하나의 수정 응답을 받고, 하나의 캐시 라인은 
이에 응답해서 I 상태(86), 또는 H 상태(90)에서 T 상태(94)로 전이한다. 예를 들어, 만약 L2 캐시(14a)가 M 상태
(80)의 L2 캐시(14n)에 의해 저장된 하나의 캐시 라인에 대한 판독 요구를 한다면, L2 캐시(14n)는 상기에서 설명한 
대로 수정 개입을 통해 요구된 캐시 라인을 L2 캐시(14a)에 공급한다. 상기에서 처럼, L2 캐시(14n)에 있는 요구된 
캐시 라인의 카피는 참조 번호 131에 나타난 대로 S 상태(84)로 갱신된다. 한편, L2 캐시(14a)는 요구된 캐시 라인을 
T 상태(94)로 저장한다. 그 후, 수정된 캐시 라인에 대한 L2 캐시(14b)에 의한 판독 요구에 응답하여 L2 캐시(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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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정 개입에 의해 요구된 캐시 라인을 공급하고, 참조 번호 132에 나타난 것처럼 수정된 캐시 라인의 카피의 일관성 
상태를 S 상태(84)로 갱신한다. 수정된 캐시 라인에 가장 최근에 접근한 L2 캐시(14)가 캐시 라인을 T 상태(94)로 
저장하고, 반면에 L2 캐시들(14a-14n)의 다른 것들은 수정된 데이터 라인을 S 상태(84)로 저장하도록 하기 위해, 이
런 과정은 추가적인 경우에 반복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L2 캐시들(14a-14n)중 하나는 수정 개입에 의해 캐시 라
인을 다른 캐시들에 공급하는 것과 상기의 캐시 라인을 시스템 메모리(18)에 역 기록하는 것을 임시로 책임지는 것을 
나타내는 '태그' 상태가 된다.
    

    
중요하게, T 상태(94)로 캐시 라인을 저장하는 L2 캐시(14)가 수정 개입에 의해 상호 접속망(16)상에 데이터를 공급
할 때, 시스템 메모리(18)의 스누프 메카니즘 (예를 들어, 메모리 제어기)은 수정된 데이터를 샘플하지도 저장하지도 
않지만 대신에 트랜잭션을 무시하고 시스템 메모리 대역폭을 넓힌다. 그러므로, T 상태(94)의 수정된 캐시 라인들은 
단지 요구되었을 때, 예를 들어 수정된 캐시 라인이 시스템 메모리(18)에 들어가도록 요구하는 L2 캐시 라인 캐스트아
웃, 또는 스누프된 트랜잭션에 응답할 때, 시스템 메모리에 역 기록된다. 물론, T 상태(94)의 수정된 캐시 라인은 결코 
시스템 메모리(18)에 역 기록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10a)가 T 상태(94)의 L2 캐시(14n)에 의해 
하나의 캐시 라인이 저장되도록 특정하는 '수정 목적 판독'을 내놓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자. '수정 목적 판독' 요구에 응
답해서, 특정된 캐시 라인을 S 상태(84)로 저장하고 있는 L2 캐시(14n) 및 다른 L2 캐시들(14) 모두는 참조 번호 1
36 및 110으로 각각 나타난 것처럼 상기 특정된 캐시 라인의 그들의 카피들을 갱신한다. 캐시 라인 데이터는 H 상태(
90)로의 전이에 의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 메모리(18)에 상기 특정된 캐시 라인을 역 기록 할 필요가 없게 된
다.
    

    
참조 번호 138에 나타난 것처럼, T 상태(94)의 하나의 캐시 라인은 국부 프로세서가 '수정 목적 판독' 요구를 함에 응
답해서 M 상태(80)로 전이될 수 있다. 국부 L2 캐시(14)는 요구된 캐시 라인을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어떠
한 요구 트랜잭션도 상호 접속망(16)상에 나오지 않는다. 대신, 국부 L2 캐시(14)는 다른 L2 캐시들(14)가 관련 일관
성 상태를 H 상태(90)로 갱신함으로써 요구된 캐시 라인의 그들의 카피들을 무효시키도록 지시하는 디클래임 트랜잭
션을 상호 접속망(16)상에 내놓는다.
    

도 4에 도시된 HRT-MESI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의 예시적 실시예에서 행 상태 전이들이 아래의 표 2에 요약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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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태 
전이

원인(causes) 주석(notes)

I → 
E

널 응답을 갖는 CPU 판독 요구     

I → 
R

(1)공유 개입을 갖는 CPU 판독 요구 (2)공유 응답을 갖는 
CPU 판독 요구

    

I → 
T

수정 응답을 갖는 CPU 판독 요구     

I → 
M

CPU 수정 목적 판독 요구(CPU 'read with intent to mo
dify; rwitm')

    

E → 
S

판독 요구 스누프 개입 데이터 공급한다.

E → 
M

CPU rwitm     

E → 
H

데이터 무효화 요구 스누프 스누프된 데이터 무효화 요구 는 rwitm, dclaim, kill, flush 등이다. 
만약 스누프된 트랜잭션이 rwitm이라면, 공유 개입으로 응답하고 데이
터를 공급한다.

R → 
S

판독 요구 스누프 개입 데이터를 공급한다.

R → 
M

CPU rwitm 상호 접속망상에 dclaim을 내보낸다.

R → 
H

데이터 무효화 요구 스누프 만약, 스누프된 트랜잭션이 rwitm이라면, 공유 개입으로 응답하고 데이
터를 공급한다.

S → 
M

CPU rwitm 상호 접속망상에 dclaim을 내보낸다.

S → 
H

데이터 무효화 요구 스누프     

M → 
S

판독 요구 스누프 만약, 수정 개입이 제공된다면 데이터를 공급한다.

M → 
H

데이터 무효화 요구 스누프 만약,스누프된 트랜잭션이 rwitm이라면, 수정 개입이 제공될 때 데이터
를 공급한다.

T → 
S

판독 요구 스누프 수정으로 응답하고 개입 데이터를 공급한다.

T → 
M

CPU rwitm 상호 접속망상에 dclaim을 내보낸다.

T → 
H

데이터 무효화 요구 스누프     

H → 
E

널 응답을 갖는 CPU 판독 요구     

H → 
R

(1)공유 개입을 갖는 CPU 판독 요구 (2)공유 응답을 갖는 
CPU 판독 요구 (3)국부 캐시 제어기에 의해 내놓아 진 기
록 요구 스누프

    

H → 
S

원거리 캐시 제어기에 의해 내놓아진 판독 요구, 또는 기록 
요구 스누프

    

H → 
T

수정 응답을 갖는 CPU 판독 요구     

H → 
M

CPU rwi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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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상태(90)를 포함하는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에서의 진보는 이력 일관성 상태 정보(historical coherency status in
formation)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파생된 H 상태들의 추가이다. 예를 들어, 상기에서 설명된 HRT-MESI 및 HR-
MESI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들이 HR상태를 포함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H 상태(90)와 같이, H R상태는 관련된 캐시 
라인은 무효이고, 관련된 주소 태그는 유효함을 나타낸다. HR상태는 그것의 데이터를 무효화시키기에 앞서, 관련 캐시 
라인은 배타적으로 (예를 들어, M 상태(80)나 E 상태(82)로), 또는 개입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일관성 상태로 (예
를 들어, R 상태(92)나 T 상태(94)로)저장된다. 예를 들어, L2 캐시(14a)가 하나의 캐시 라인을 M 상태(80), E 상
태(82), R 상태(92), 또는 T 상태(94)중 하나의 상태로 저장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자. 만약, L2 캐시(14n)가 상호 
접속망(16)상에 캐시 라인에 대한 '수정 목적 판독' 요구를 내놓는다면, L2 캐시(14a)는 적절한 응답을 내보내고, 캐
시 라인의 일관성 상태를 (H 상태(90) 보다는)H R상태로 갱신한다. 이어서, L2 캐시(14n)가 캐시 라인을 시스템 메모
리(18)에 저장하는 역 기록 트랜잭션 (예를 들어, 캐시 라인 할당 해제, 또는 스누프 푸시)을 내보내면, 이에 응답해서 
L2 캐시(14a)는 캐시 라인 데이터를 샘플하고 저장하며, 상기의 캐시 라인의 일관성 상태를 R 상태(92)로 갱신한다. 
그러므로, HR상태의 사용은 수정된 캐시 라인의 할당 해제에 이어서 공유 개입이 유지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데이터 
접근 대기 시간을 감소시킨다.

다음, L2 캐시(14a)가 하나의 캐시 라인의 카피를 H R상태로 저장하고, L2 캐시(14n)은 개입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
는 상태로 동일한 캐시 라인의 카피를 저장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L2 캐시(14b)가 상호 접속망(16)상에 캐시 라인에 
대한 '수정 목적 판독' 요구를 내놓는다면, L2 캐시(14n)는 적절한 응답을 내놓고 요구된 캐시 라인을 개입에 의해 공
급하며, 그 후 요구된 캐시 라인의 그것의 카피의 일관성 상태를 H R상태로 갱신한다. 갱신된 캐시 라인을 포함하는 개
입 응답을 스누프하고, 이에 응답하여 L2 캐시(14a)는 캐시 라인의 카피의 일관성 상태를 H R상태에서 H 상태로 갱신
한다. 도 5에 설명된 대로, 선택적으로 이력 정보의 추가적 레벨들은 최상위 파생 레벨 H R1 과 H 상태(90)사이에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파생 상태들(HR2, HR3 등)을 끼워넣음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L2 캐시(14a)는 L2 캐시(1
4n)에 의한 개입 응답을 스누프하고, 이에 응답하여 H 상태(90)로 전이하는 대신에 H R1 상태에서 HR2 상태로 전이할 
것이다. 이어서, 적합한 캐시 라인을 포함하는 역 기록 트랜잭션을 스누프하고, 이에 응답하여 L2 캐시(14a)는 캐시 
라인의 그것의 카피의 일관성 상태를 HR1 상태로 전이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이력 일관성 상태 정보의 N 레벨들은 적
어도 하나의 캐시가 요구된 캐시 라인을 개입에 의해 공급할 가능성을 높히도록 구현될 수 있다.

도 5에서 점선으로 도시된 것처럼, 이력 캐시 상태 정보의 N 레벨을 포함하는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에서 다른 변화들도 
가능하다. 특히, 캐시 라인을 최상위 레벨 H R1 상태로 저장하는 캐시가 캐시 라인을 R 상태(92)로부터 공유 개입에 의
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레벨 이력 상태들 (H R2 , HR3 ,...,H RN )의 선택된 일부, 또는 전부는 관련된 캐시 라인
의 역 기록을 스누프하고, 이에 응답하여 S 상태(84)로 직접 갱신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파생된 H 상태를 포함하는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의 또 다른 진보는 하나의 특정한 캐시 라인을 위한 하
나의 최상위 레벨 파생 H 상태 (즉, H R이나 HR1 )를 다중-레벨 메모리 계층 구조내의 각각의 상호 접속망에 제공하는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진보를 구현하는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150)은 두 개의 대칭의 클러스터들(152, 154)을 포함한다. 클
러스터(152)는 각각이 처리 회로에 추가해 온-보드 L1 캐시(162) 및 L2 캐시(164)를 포함하는 프로세서(160a, 1
60b)를 포함한다. L2 캐시들(164a, 164b) 각각은 상호 접속망(180)에 의해 시스템 메모리(182)에 교대로 결합된 
공유 L3 캐시(170a)에 상호-캐시 연결(166a)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유사하게도 클러스터(154)도 각각이 처리 회로
에 추가해 L1 캐시(162) 및 L2 캐시(164)를 포함하는 프로세서(160c, 160d)를 포함한다. L2 캐시들(164c, 164d) 
각각은 상호 접속망(180)에 의해 시스템 메모리(182)에 교대로 결합된 공유 L3 캐시(170b)에 상호-캐시 연결(166
b)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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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레벨 메모리 계층 구조내에 파생 H 상태들을 사용하는 성능상의 이점을 설명하는 본보기가 되는 처리 시나리오
는 아래의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의 제1 행에서 보면, L2 캐시들(164a-164h) 및 L3 캐시들(170a, 170b)은 I 
상태(86)로 설정된 특별한 캐시 라인을 위한 그들의 각각의 일관성 지시기들을 가지고 작동을 시작한다. 제2 행을 보
면, 프로세서(160a)가 하나의 판독 요구를 하면, 이에 응답해서 L2 캐시(164a)가 상호-캐시 연결(166a)상에 판독 
요구를 내놓는다. L2 캐시들(164b-164d)에 의한 하나의 널 응답에 응답해서, L3 캐시(170a)는 상호 접속망(180)
상에 판독 요구를 위치시킨다. 시스템 메모리(182)는 요구된 캐시 라인을 공급함으로써 판독 요구에 응답하고, 이는 
L3 캐시(170a) 및 L2 캐시(164a) 양자에 의해 E 상태(82)로 저장된다. 만약, 프로세서(160d)가 동일한 캐시 라인
에 저장할 의도를 내비치면, L2 캐시(164d)는 상호-캐시 연결(166a)상에 '수정 목적 판독(RWITM)' 요구를 내보낸
다. RWITM 요구를 스누프하고, 이에 응답하여 L2 캐시(164a)는 공유 개입 응답을 하고, 요구된 캐시 라인을 공급하
며, 일관성 상태 지시기를 HR상태로 갱신한다. 표 3에 나타난 대로, L2 캐시(164d)는 요구된 캐시 라인을 M 상태(8
0)로 저장한다. 유사하게 L3 캐시(170a)는 상류 캐시(upstream cache)가 캐시 라인의 수정된 카피를 저장함을 나타
내기 위해서 M 상태(80)로 전이한다. 중요하게, L3 캐시(170a)는 캐시 라인을 배타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상호 접
속망(180)상에 RWITM 요구를 위치시킬 필요가 없다.

표 3의 제4 행에 나타난 대로, 프로세서(160f)가 캐시 라인에 저장할 의도를 내비치면, L2 캐시(164f)는 상호-캐시 
연결(166b)상에 RWITM 요구를 내보낸다. L3 캐시(170b)는 그때 상호 접속망(180)상에 RWITM 요구를 위치시킨
다. RWITM 요구를 스누프하고, 이에 응답하여 L3 캐시(170a)는 적어도 하나의 상류 캐시가 요구된 캐시 라인의 수정
된 카피를 저장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상호-캐시 연결(166a)상에 상기의 요구를 위치시킨다. RWITM 요구를 스누
프하고, 이에 응답하여 L2 캐시(164b)는 수정으로 응답하고 요구된 데이터를 수정 개입에 의해 공급하며 캐시 라인의 
그것의 카피의 일관성 상태를 HR상태로 갱신한다. L2 캐시(164a) 및 L3 캐시(170a)도 역시 캐시 라인의 그들의 카
피들의 일관성 상태를 각각 H 상태(90) 와 H R상태로 갱신시킨다. L3 캐시(170b) 및 L2 캐시(164f) 양자 모두 요구
된 캐시 라인을 M 상태(80)로 저장한다.

이어서, L2 캐시(164h)가 상호-캐시 연결(166b)상에 RWITM 요구를 내놓으면, 이에 응답해서 L2 캐시(164f)는 수
정으로 응답하고 요구된 데이터를 공급하며 캐시 라인의 그것의 카피의 일관성 상태를 HR상태로 갱신한다. 요구된 캐
시 라인를 받고, 이에 응답해서 L2 캐시(164h)는 캐시 라인을 M 상태(80)로 저장한다. 나머지 캐시들의 캐시 라인의 
일관성 상태는 변화없이 유지된다. 따라서, 표 3의 제5 행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의 캐시 그룹은 공유 상호 접속망 이나 
상호-캐시 연결에 연결된 것과 메모리 계층 구조의 동일한 레벨에 캐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됨에 반해, 각각의 캐
시 그룹의 하나의 캐시는 특정한 캐시 라인를 HR상태로 보유한다.

예를 들면, 만약 L2 캐시(164g)가 상호-캐시 연결(166b)상에 판독 요구를 내보내면, L2 캐시(164h)는 수정으로 응
답하고, 캐시 라인을 수정 개입에 의해 공급하며, 캐시 라인의 그것의 카피의 일관성 상태를 S 상태(84)로 갱신한다. 
요구된 캐시 라인를 스누프하는 즉시, L2 캐시(164g)는 상기의 캐시 라인을 T 상태(94)로 저장한다. L3 캐시(170b)
가 캐시 라인을 M 상태(80)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접속망(180)상에 어떤 트랜잭션도 내보낼 필요가 없다. 마
지막으로, 표 3의 제7 행에 나타난 것처럼, L2 캐시(164g)가 캐시 라인을 할당 해제할 때, L2 캐시(164g)는 관련된 
일관성 상태를 중간 상태('X'로 나타냄)로 갱신하고, L2 캐시(164f)는 캐시 라인을 샘플하며, 그의 일관성 상태를 HR

상태에서 R 상태(92)로 갱신한다.

L3 캐시(170b)는 많은 경로로 L2 캐시(164g)에 의해 캐시 라인의 할당 해제에 응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우선, L
3 캐시(170b)는 수정된 캐시 라인을 시스템 메모리(182)에 기록하지 않고도 캐시 라인의 그의 카피를 단순히 재생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표 3의 제7 행에서 나타난 것처럼, L3 캐시(170b)는 캐시 라인의 그의 카피를 수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갱신하고, 상기 수정된 캐시 라인을 상호 접속망(180)을 통해 시스템 메모리(182)에 기록하며, 이로 인해 다른 
L3 캐시들이 수정된 캐시 라인을 볼 수 있게 한다. 제2 구현에서는, L3 캐시(170a)은 캐시 라인 데이터를 샘플할 것임
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유 응답을 가지고 할당 해제 기록에 응답한다. 그 때, 캐시 라인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즉시, L3 
캐시(170a)는 캐시 라인의 카피의 일관성 상태를 H R상태에서 R 상태(92)로 갱신해서, 결과적으로 메모리 계층 구조
의 상호 접속망 레벨에서 캐시 라인을 공유 개입에 의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 지적한 바와 같이, L3 캐시(
170b)는 캐시 라인의 그것의 카피의 일관성 상태를 S 상태(84)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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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작 L2 캐시들(164) L3 캐시들(170)

a d f g h a b
초기 상태 I I I I I I I
L2(164a) 판독 요구 E I I I I E I
L2(164d) RWITM 요구 HR M I I I M I
L2(164f) RWITM 요구 H HR M I I HR M
L2(164h) RWITM 요구 H HR HR I M HR M
L2(164g) 판독 요구 H HR HR T S HR M
L2(164g) 할당 해제 H HR R X S R S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멀티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의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량된 
방법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개량된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은 하나의 유효한 주소 태그와 관
련되어 하나의 캐시에 의해 저장된 무효의 데이터 항목이 국부 프로세서가 명시적 판독, 또는 기록 요구를 내보내지 않
고도 자동적으로 하나의 유효한 데이터 항목과 같이 갱신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식으로, 원거리 프로세서들의 활동
에 의해 무효가 된 데이터는 국부 프로세서가 데이터에 접근하기에 앞서 재생될 수 있기때문에, 이로 인해 데이터를 원
거리 캐시나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검색할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데이터 접근 대기 시간을 줄인다. 데이터 
접근 대기 시간은 공유 상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시스템 메모리가 아닌 원거리 캐시로부터 공급하는 공유 개입의 제공을 
통해서, 본 발명의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에 의해 또한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은 수정된 데이터를 역 기록하는 책임을 시스템 메모리에 할당
함으로써 시스템 메모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T 상태를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본 발명
에 따른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은 하나 이상의 파생 상태들의 포함을 통해서 이력 일관성 상태 정보를 또한 유지할 수 있
다. 제1 캐시가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나의 캐시 라인을 할당 해제하면, 이에 응답해서 상기의 파생 상태들은 데이터를 
개입에 의해 공급하는 책임이 제1 캐시에서 제2 캐시로 전달되도록 한다. 각각의 상호 접속망이나 상호-캐시 연결에 
접속된 하나의 캐시가 개입에 의해 데이터를 공급하는 책임을 맡도록하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태들은 다중-레벨 메모
리 계층 구조에서 특별한 효용을 가진다.
    

    
예시적 실시예들과 관련해 본 발명을 설명했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에서 벗어남이 없이도 형식과 세부적
으로는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HR-MESI 및 HRT-MESI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은 
I 상태(86)는 단지 전원이 들어올 때 디렉토리 엔트리들을 초기화하는데 이용하고 또 다른 상태로부터 재전이(re-en
ter) 되지않기 때문에, 상기 상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도 수정될 수 있다. 만약, I 상태(86)가 제거된다면, 전원이 들어
올 때는 각각의 디렉토리 엔트리의 일관성 상태 필드는 H 상태(90)로 초기화될 수 있고, 각각의 L2 디렉토리 엔트리의 
태그 필드는 적어도 동일한 상동 클래스내에서는 유일한 하나의 태그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호 접속망(interconnect), 다수의 캐시(cache) 및 적어도 제1 및 제2 클러스터(cluster)로 그룹화된 다수의 프로세
서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클러스터 각각은 상기 상호 접속망에 결합되고, 상기 제1 및 제2 클러스터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상위 레벨 캐시 및 적어도 하나의 하위 레벨 캐시를 가지는 것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캐시 일관성(
cache coherency)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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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클러스터의 제1 상위 레벨 캐시에 주소를 지정하는 주소 태그(address tag)와 관련한 제1 데이터 항목을 저
장하고, 제1 일관성 지시기(coherency indicator)를 상기 주소 태그는 유효(valid)하고 상기 제1 데이터 항목은 무효
(invalid)임을 나타내는 제1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상위 레벨 캐시가 상기 제1 상태에서 상기 제1 데이터 항목을 저장하는 동안, 상기 제2 클러스터의 제2 상위 
레벨 캐시에 상기 주소를 지정하는 주소 태그와 관련한 제2 데이터 항목을 저장하는 단계와,

제2 일관성 지시기를 상기 주소 태그가 유효하고 상기 제2 데이터 항목이 무효임을 나타내는 상기 제1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 상위 레벨 캐시 중 어느 하나가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의 다른 장치에 의해 개시되는, 상기 주소
와 관련된 데이터 전송-상기 데이터 전송은 제3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는 것임-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상위 레벨 캐시 중 감지하는 캐시 내의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항목 중 하나를 상기 제3 데이터 항목으로 대체
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 일관성 지시자 중 하나를 제2 상태- 클러스터 내에서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상위 레벨 캐
시 중 감지하는 캐시가 공유 개입에 의해 상기 제3 데이터 항목을 다른 캐시로 제공할 책임이 있는 상태임- 로 설정하
는 단계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항목 중 하나를 대체하는 단계는 독출 요구에 의해 개시되는 데이터 전송의 감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중 하나를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시스템 메모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항목 중 하나를 대체하는 단계는 상기 제3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의 검출에 응답
하여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 항목을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3 데이터 항목은 상기 시스템 메모리 내의 대
응 데이터 항목에 대하여 수정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이 상기 제1 클러스터에 있는 제3 상위 레벨 캐시에 의해 상기 제3 데이터 항목을 상
기 시스템 메모리로 역 기록(write-back)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일관성 지시기가 상기 제2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 동안 상기 제1 레벨 캐시가 상기 제3 데이터 항목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제3 데이터 항목을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상위 레벨 캐시의 상기 일관성 지시기를 제3 상태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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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상위 레벨 캐시의 상기 일관성 지시기를 제1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다수의 프로세서
들중 하나가 상기 주소 태그가 지정하는 상기 주소에 저장할 의도를 내비치면, 이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상위 레벨 캐시
의 상기 일관성 지시기를 상기 제1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러스터의 상기 하위 레벨 캐시의 상기 주소를 지정하는 주소 태크와 관련되는 일관성 지시
기를 상기 제1 상태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

상호 접속망(interconnect)과, 상기의 상호 접속망에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 메모리와, 상기의 상호 접속망에 결합되어 
있는 제1 및 제2 클러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상기 제2 클러스터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 상위 레벨 캐
시 및 하위 레벨 캐시를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러스터의 상기 제1 상위 레벨 캐시와 상기 제2 클러스터의 제2 상위 레벨 캐시 각각은,

데이터 저장 장치와,

상기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포함된 테이터 항목과 관련되는 특정한 주소를 지정하는 주소 태그를 저장하는 태그 저장 
장치와,

상기 주소 태그는 유효하고 상기 관련 데이터 항목은 무효임을 나타내는 제1 상태로 설정되는 일관성 지시기와,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다른 장치에 의해 개시되는 상기 특정 주소와 관련된 제2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을 감지할 책임이 있는 캐시 제어기를 포함하고, 상기 캐시 제어기는 상기 데이터 항목을 상기 제2 데이터 항목으
로 대체하고 상기 캐시 제어기를 포함하는 상기 상위 레벨 캐시가 클러스터 내에서 요청에 응답하여 공유 개입에 의해 
상기 일관성 지시기를 상기 제2 데이터 항목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제2 상태로 설정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은 판독 요구에 응답한 데이터 판독 전송인 것인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에서 상기 제 2 데이터 항목은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대응 데이터 항목에 대해 수정
된 것인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은 제3 상위 레벨 캐시에 의해 상기 시스템 메모리로 상기 제2 데이터 항목을 역 기
록(write-back)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상위 레벨 캐시의 상기 캐시 제어기는, 상기 일관성 지시기가 상기 제2 상태로 설정되는 동
안, 상기 제1 상위 레벨 캐시에서의 상기 제2 데이터 항목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데이터 항
목을 공급하고 상기 제1 상위 레벨 캐쉬의 상기 일관성 지시기를 제3 상태로 갱신하는 것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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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상위 레벨 캐시의 상기 캐시 제어기는,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프로세서가 상기 주소 태
그가 지정하는 상기 주소에 저장할 의도를 내비치면 이에 응답하여 상기 일관성 지시기를 상기 제1 상태로 설정하는 것
인 시스템.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상위 레벨의 상기 일관성 지시기가 상기 제1 상태로 설정되는 동안, 상기 제1 클러스터의 하
부 레벨 캐시의 일관성 지시기는 상기 주소를 지시하는 주소 태그와 관련되는 상기 제1 상태로 설정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러스터는 공통된 상호-캐시 연결(inter-cache connection)을 포함하고, 복수의 상위 레
벨 캐시는 상기 제1 상위 레벨 캐시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상위 레벨 캐시는 각각 상기 상호-캐시 연결에 결합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16.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러스터는 복수의 프로세서 및 복수의 상위 레벨 캐시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상위 레벨 
캐시 각각은 상기 복수의 프로세서 각각에 의해 직접 액세스될 수 있는 것인 시스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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