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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메모리모듈(10)은 접촉단자(12)에 의해 주기판버스선(22)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는 모듈버스선(15)을 갖는다. 
주기판버스선(22)은 모듈소켓에서 불연속적일 수 있다. 모듈버스선(15)은 메모리모듈(10)의 앞쪽 및 뒤쪽에 구성될 
수 있고, 메모리모듈(10)의 양쪽에 구성된 접촉단자들(12)에 의해, 불연속적인 주기판버스선(22)에 전기적으로 접속
될 수 있다. 앞쪽 및 뒤쪽모듈버스선들(15)은 모듈버스관통배선(19')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주기판 및 
메모리모듈(10) 사이의 특성임피던스정합은 향상될 것이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메모리모듈, 입체배선구조, 관통배선, 특성임피던스정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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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정면도,

도 2는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 및 소켓의 단면도,

도 3은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 및 소켓의 단면도,

도 4는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메모리로의 데이터쓰기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5는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메모리로부터의 데이터읽기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6은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메모리로의 데이터쓰기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7은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메모리로부터의 데이터읽기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8a는 주기판버스의 특성임피던스를 도시하는 회로도,

도 8b는 주기판버스 및 기존의 메모리모듈의 특성임피던스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8c는 주기판버스 및 기존의 메모리모듈의 특성임피던스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8d는 주기판버스 및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특성임피던스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9는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정면도,

도 10은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 및 소켓의 단면도,

도 11은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 및 소켓의 단면도,

도 12는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정면도,

도 13은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 및 소켓의 단면도,

도 14는 기존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의 단면도,

도 15는 기존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의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메모리모듈11 : 배선판

12 : 접촉단자13 : 메모리

14 : 버퍼15 : 모듈버스선

18 : 핀19' : 모듈버스선관통배선

20 : 주기판21 : 소켓단자

22 : 주기판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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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체로 회로모듈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주기판 위에 입체적인(stereoscopic) 배선구조를 채택하
기 위한 회로모듈의 배선구조에 관한 것이다.

    
개인용컴퓨터들과 같은 데이터처리시스템들은 반도체메모리의 량이 변화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시스템에 사용되
는 반도체메모리의 밀도에서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하나의 방법은 메모리모듈들이 삽입될 수 있는 복수개의 소켓들 또
는 슬롯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동작속도로서, 메모리모듈들은 더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것이 필요하
다. 메모리모듈들로의 그리고 이것들로부터의 데이터전송동작들은, 메모리밀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동안 증가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용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의 메모리모듈의 일 예가 설명될 것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기존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의 단면도가 포괄참조문자 10C로 지정된 기존의 메모리모듈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 14의 기존 메모리모듈
(10C) 및 소켓은 주기판버스(22)와 주기판제어신호선들(미도시)이 그 위에 형성된 주기판(20)을 구비한다. 주기판(
20)은 메모리소켓을 구비한다. 메모리소켓은 주기판버스(22) 및 주기판제어신호선들에 연결된 소켓단자들(21)을 구
비한다. 기존의 메모리모듈(10C)은 주기판버스(22) 및 주기판신호선들에 대하여 T형스터브(stub)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소켓 속에 삽입된다.
    

기존의 메모리모듈(10C)은 배선판(11)의 각 측에 접촉단자들(12)을 가지며 배선판은 접촉단자들(12)에 연결되어 기
존의 메모리모듈(10C)이 주기판(20)으로부터/으로 신호들을 각각 수신 및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모듈버스(15)가 배선
판(11) 위에 형성되고 접촉단자들(12)에 연결된다. 기존의 메모리모듈(10C)은 동적임의접근메모리(DRAM, 13)를 
구비하며, 이 DRAM은 모듈버스(15)에 연결된 리드단자들(18)을 가진다.

    
주기판(20)은 전형적으로는 메모리모듈들이 삽입될 수 있는 복수개의 소켓들을 구비할 것이다. 복수개의 소켓들은 그
것들이 주기판(20) 위에서 병렬 형태로 전기 접속되도록 배치된다. 제어클록(미도시)이 통상 메모리모듈들과의 명령동
작들 및 데이터전송을 동기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제어클록의 주파수가 100㎒까지 증가되는 경우, T형스터브구조를 사
용할 때에 병렬로 연결될 수 있는 메모리모듈들(10C)의 수는 네 개로 제한된다. 제어클록의 주파수가 133㎒ 이상인 경
우, T형스터브구조를 사용할 때에 병렬로 연결될 수 있는 메모리모듈들(10C)의 수는 두 개로 제한되고 데이터가 메모
리모듈들로부터 읽혀지거나 그것들에 쓰여질 수 있는 속도는 대략 핀당 초당 200메가비트(200Mbps/pin)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T형스터브구조에 의해 야기된 임피던스부정합으로 인한 반사 및 일그러짐에 의해 야기되는 신호전송에
서의 제약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개인용컴퓨터들의 동작속도들이 증가하고 반도체메모리의 비트밀도가 증가할수록, 메모리모듈들에 대한 속도 및 밀도 
요구들은 증가한다. 이러한 요구들을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기판버스가 접촉단자에서 분기되는 메모리모듈 및 
소켓구조가 T형스터브구조 대신 제안되었고 일본공개특허공보 평11-251539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제 도 15를 참조하면, 기존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의 단면도가 포괄참조문자 10D로 지정된 기존의 메모리모듈을 가
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 15의 기존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에서, 주기판버스(22)는 주기판(20) 위에서 불연속적이며 
소켓단자들(21)에 연결되어 있다. 소켓단자들(21)은 접촉단자들(12)과 접속되며, 이 접촉단자들은 배선판(1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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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위치된다. 배선판(11)의 대향하는 측면들 위의 접촉단자들(12)은 접촉단자관통배선(contact terminal throug
h wiring, 19)에 의해 연결된다. 접촉단자관통배선(19)은 인쇄배선판(11)을 관통하는 관통홀 속에 형성된다. DRAM
의 각각의 리드단자(18)는 배선판(11) 위에 형성된 인쇄배선층인 모듈버스(15)에 의해 개개의 접촉단자에 연결된다.
    

일본공개특허공보 평11-251539호에는, 도 15의 기존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들을 사용하여, 전술한 스터브구조에 의해 
야기된 임피던스부정합으로 인한 반사 및 일그러짐에 의해 야기된 신호전송에서의 제약이 줄어들고 메모리모듈(10C)
의 동작속도가 향상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메모리모듈(10C)은 대략 200㎒까지의 제어클록주파수로 
동작될 수 있고 데이터가 메모리모듈들로부터 읽혀지거나 그것들에 쓰여지는 속도는 대략 400Mbps/pin으로 제한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논의를 고려하면, 기존의 접근법 보다 향상된 동작속도를 갖는 메모리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주기
판에 허용된 모듈들의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도 동작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스터브구조나 메모리모듈의 배선구조를 개량하여, 특성임피던스의 부정합에 기인하
는 신호반사나 일그러짐을 더욱 감소시켜, 주기판 위에 병렬로 배치될 수 있는 회로모듈들의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회
로모듈들이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회로모듈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모듈은 배선판의 측면에 부착된 메모리와 같은 집적회로들(IC들)을 구비한다. 이 모듈은 
주기판 위의 소켓접속부에 전기접촉을 만들기 위하여 배선판의 대향하는 측면들에 부착된 접촉단자들을 구비할 수 있
다. 배선들은 배선판의 각 측에 부착되어 접촉단자들로부터 IC들의 핀들 또는 외부단자들까지의 신호경로들을 형성할 
것이다. 관통배선들은 배선판의 대향하는 측면들에 형성된 두 개의 배선들 간에 신호경로들을 제공할 것이다.

실시예들의 한 양태에 따르면, 관통배선이 접촉단자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위치될 수 있다.

실시예들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관통배선이 IC의 핀 또는 외부단자 가까이 위치될 수 있다.

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관통배선이 IC의 적어도 하나의 핀 또는 외부단자보다 접촉단자들에서부터 더 멀리 
위치될 수 있다.

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모듈은 접촉단자들로부터 신호들을 수신하며 이 모듈 위의 적어도 하나의 IC에 의
해 수신되어야 하는 출력들을 제공하는 버퍼를 구비할 수 있다.

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배선들은 접촉단자들 및 버퍼들 간에 신호경로들을 제공할 수 있고, 관통배선은 배
선판의 대향 측면들에 있는 배선들 간에 신호경로들을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하나의 배선이 배선판의 일 측에 있는 접촉단자로부터 집적회로의 핀 또는 외부단
자로의 신호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배선은 배선판의 대향 측에 있는 다른 접촉단자로부터 다른 집적회로의 핀 또
는 외부단자로의 신호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배선들은 서로 병렬로 배치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 두 개의 
배선들은 그것들 사이에 신호경로를 제공하는 관통배선을 가질 수 있다.

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주기판은 소켓 또는 슬롯에 불연속성을 갖는 주기판배선을 구비할 수 있다.

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복수개의 소켓들이 복수개의 모듈들 사이에 병렬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집적회로는 임의접근메모리(RAM)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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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집적회로는 더블데이터레이트 임의접근메모리일 수 있다.

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집적회로는 4배데이터레이트 임의접근메모리일 수 있다.

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접촉단자들로부터 집적회로로의 신호경로들을 제공하는 선택된 배선들은 관통배선
들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으며, 접촉단자들로부터 집적회로로의 신호경로들을 제공하는 다른 배선들은 관통배선들
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을 수 있다.

실시예들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집적회로가 배선판의 앞쪽에 접촉될 수 있고 적어도 하나의 집적회
로가 배선판의 뒤쪽에 접촉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들이 복수의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정면도가 보여지며 이 메모리모듈에는 포괄참조문자 10이 주어
진다. 메모리모듈(10)은 인쇄배선판(11), 네 개의 메모리들(13) 및 하나의 버퍼(14)를 구비할 것이다.

    
메모리모듈(10)은 인쇄배선판(11)의 앞쪽 및 뒤쪽의 하부가장자리에 배치된 다수의 접촉단자들(12)을 가질 수 있다. 
모듈버스선들(15)은 선택된 접촉단자들(12) 및 메모리들(13) 사이에 전기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듈버스선들(15)
은 인쇄배선판(11)의 앞쪽에 64비트버스폭을 제공할 수 있다. 메모리모듈(10)은 선택된 접촉단자들 및 입력들 간의 
전기접속을 버퍼(14)에 제공하는 제어신호버스선들(16)을 구비할 수 있다. 제어신호버스선들(16)은 클록선, 어드레
스선 및 명령선을 구비할 수 있다. 버퍼(14)의 출력들은 제어신호버스선들(17)에 의해 각각의 DRAM(13)에 전기적
으로 접속될 수 있다. 각각의 메모리(13)로는 동적임의접근메모리(DRAM)가 하나의 예일 수 있다.
    

    
각각의 전용 모듈버스선(15)은 신호를 메모리(13)에 전송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메모리모듈(10)과 병렬로 연결된 다
른 메모리모듈(미도시) 위의 다른 메모리(미도시)와 메모리(13)를 슬롯을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제어신호버스선(17)은 하나의 메모리모듈(10) 위에 배치된 네 개의 메모리들(13)에 연결될 수 있다. 제
어신호버스선들(16)은 슬롯을 통해 메모리모듈(10)과 병렬로 연결된 다른 메모리모듈(미도시) 위의 제어신호버스선
들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도 1의 선 II-II를 따라 보여진 메모리모듈(10) 및 소켓의 단면도가 실시예에 따라 도시된다. 
도 2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에서, 주기판버스(22)는 주기판(20) 위에서 불연속적일 수 있고 소켓단자들(21)에 연결될 
수 있다. 소켓단자들은 배선판(11)의 각 측면에 위치될 수 있는 접촉단자들(12)과 접촉될 수 있다.

    
배선판(11)의 앞쪽에 있는 접촉단자들(12)은 배선판(11)의 앞쪽에 형성될 수도 있는 모듈버스선(15)에 의해 메모리
(13)의 핀(18)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메모리모듈(10)의 뒤쪽에 있는 각각의 접촉단자(12)는 배선판(11)의 
뒤쪽에 형성될 수도 있는 모듈버스선(15)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메모리모듈(10)의 뒤쪽에 있는 모듈버스선(
15)은 모듈버스선관통배선(19')에 의해 메모리모듈(10)의 앞쪽에 있는 모듈버스선(15)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모듈버스선관통배선(19')은 인쇄배선판(11)을 관통하는 관통홀 속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모듈(10)의 
앞쪽에 있는 각각의 접촉단자(12)는 메모리모듈(10)의 뒤쪽에 있는 접촉단자(12)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도 1의 선 III-III을 따라 보여진 메모리모듈(10) 및 소켓의 단면도가 실시예에 따라 도시된다. 
도 3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에서, 주기판제어신호버스선(23)은 주기판(20) 위에서 불연속적일 수 있고 소켓단자들(2
1)에 연결될 수 있다. 소켓단자들은 배선판(11)의 각 측에 위치될 수 있는 접촉단자들(12)과 접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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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판(11)의 앞쪽에 있는 접촉단자들(12)은 배선판(11)의 앞쪽에 형성될 수도 있는 모듈제어신호버스선(16)에 의
해 버퍼(14)의 핀(24)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메모리모듈(10)의 뒤쪽에 있는 각각의 접촉단자(12)는 배선판
(11)의 뒤쪽에 형성될 수도 있는 모듈제어신호버스선(16)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메모리모듈(10)의 뒤쪽에 있
는 모듈제어신호버스선(16)은 모듈버스선관통배선(25)에 의해 메모리모듈(10)의 앞쪽에 있는 모듈제어신호버스선(
16)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모듈버스선관통배선(25)은 인쇄배선판(11)을 관통하는 관통홀 속에 형성될 수 있
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모듈(10)의 앞쪽에 있는 각각의 접촉단자(12)는 메모리모듈(10)의 뒤쪽에 있는 접촉단자(12)
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메모리모듈(10)의 메모리(13)에 대한 데이터쓰기를 도시하는 타이밍도가 보여진다. 도 4의 타
이밍도는 클록(CLK), 클록인에이블(CKE), 칩선택(/CS), 로우어드레스스트로브(/RAS), 칼럼어드레스스트로브(/CA
S), 쓰기인에이블(/WE), 뱅크어드레스(BAn), 어드레스(ADD) 및 데이터(DQ)를 구비할 수 있다. BAn, ADD 및 DQ
는 각각 다수의 신호선들로 구성된 버스일 수 있다. 이 예에서, 메모리(13)는 DDR-SDRAM(Double Data Rate Syn
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일 수 있다. 메모리(13)는 8인 버스트길이와 2인 칼럼어드레스스트로
브(CAS)대기시간을 가질 수 있다. 메모리(13)는, 기존의 SDR(Single Data Rate)SRAM과는 대조적으로, CLK의 앞
쪽에지(leading edge) 및 뒤쪽에지(trailing edge) 둘 다에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다.
    

CLK의 주파수는 133㎒일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는 266㎒의 주파수로 전송될 수 있다. CKE가 논리하이레벨인 경우, 
메모리(13)는 명령들을 수신하고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다. /CS는 메모리(13)를 선택하여 지시 명령을 수신하도
록 하는 선택신호로서 동작할 수 있다. /CS는 메모리모듈(10)상의 일 군의 메모리들(13)을 선택하여 명령을 수신하고 
병렬형태로 동작하도록 배선되어 동작할 수 도 있다.

    
메모리(13)에 대한 메모리셀접근이 일어나는 경우,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셀들의 뱅크는 BANK ACTIVATE 명령으로
써 활성화될 수 있다. BANK ACTIVATE 명령은, CLK의 상승에지 시, CKE 하이, /CS 로우, /RAS 로우, /CAS 하이, 
및 /WE 하이를 가질 수 있다. 이 시간에 메모리(13)는 BAn 및 ADD상의 뱅크어드레스(BA) 및 로우어드레스(ROW)
를 각각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뱅크가 선택될 수 있고 하나의 워드(로우)선이 메모리(13)의 선택된 뱅크 내
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WRITE 명령이 실행될 수 있다. WRITE 명령은, CLK의 상승에지 시, CKE 하이, /CS 
로우, /RAS 하이, /CAS 로우, 및 /WE 로우를 가질 수 있다. 이 시간에 메모리(13)는 BAn 및 ADD상의 뱅크어드레스
(BA) 및 칼럼어드레스(COL)를 각각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수신될 때 이 데이터는 선택된 뱅크 내의 활성
화된 워드선을 따라 소정의 칼럼들에 쓰여질 수 있다. 소정의 CAS대기시간 후, 데이터는 데이터버스(DQ)로써 메모리
(13)에 의해 수신될 수 있다. 데이터는 데이터버스(DQ)상에서 266㎒의 속도로 전송될 수 있다. 데이터버스(DQ)는 C
LK의 주파수의 두 배의 주파수로 동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트길이가 8비트이기 때문에, /CS, /CAS, /WE, BAn 및 
ADD신호들은 CLK의 주파수의 1/4 내지 1/2의 주파수로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제어신호선의 주파수는 (133/2)
㎒ 이하이고 더 낮은 속도의 제어신호선들이 데이터버스신호선들에 비해 악영향 없이 메모리모듈(10)에 사용될 수 있
다.
    

    
도 5를 참조하면, 메모리모듈(10)의 메모리(13)로부터의 데이터읽기를 도시하는 타이밍도가 보여진다. 도 5의 타이밍
도는 클럭(CLK), 클럭인에이블(CKE), 칩선택(/CS), 로우어드레스스트로브(/RAS), 칼럼어드레스스트로브(/CAS), 
쓰기인에이블(/WE), 뱅크어드레스(BAn), 어드레스(ADD) 및 데이터(DQ)를 구비할 수 있다. BAn, ADD 및 DQ는 각
각 다수의 신호선들로 구성된 버스일 수 있다. 메모리(13)는 DDR-SDRAM일 수 있다. 메모리(13)는 8인 데이터길이 
및 2인 칼럼어드레스스트로브(CAS)대기시간을 가질 수 있다. 메모리(13)는, 기존의 단일데이터속도(SDR)SDRAM와
는 대조적으로 CLK의 앞쪽에지 및 뒤쪽에지 둘 다에서 쓰여지거나 읽혀지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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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13)에 대한 메모리셀접근이 일어나는 경우, 메모리상의 한 뱅크의 메모리셀들은 BANK ACTIVATE 명령으로
써 활성화될 수 있다. BANK ACTIVATE 명령은, CLK의 상승에지 시, CKE 하이, /CS 로우, /RAS 로우, /CAS 하이 
및 /WE 하이를 가질 수 있다. 이 시간에 메모리(13)는 BAn 및 ADD상의 뱅크어드레스(BA) 및 로우어드레스(ROW)
를 각각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뱅크가 선택될 수 있고 하나의 워드(로우)선이 메모리(13)의 선택된 뱅크 내
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READ 명령이 실행될 수 있다. READ 명령은, CLK의 상승에지 시, CKE 하이, /CS 로
우, /RAS 하이, /CAS 로우, 및 /WE 하이를 가질 수 있다. 이 시간에 메모리(13)는 BAn 및 ADD상의 뱅크어드레스(
BA) 및 칼럼어드레스(COL)를 각각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소정의 칼럼들로부터 선택된 뱅크 내의 활성화
된 워드선을 따라 읽혀질 수 있다. 소정의 CAS대기시간 후, 데이터는 메모리(13)에 의해 데이터버스(DQ)로 출력될 
수 있다. 데이터는 데이터버스(DQ)상에서 266㎒의 속도로 전송될 수 있다. 데이터버스(DQ)는 CLK의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로 동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트길이가 8비트이기 때문에, /CS, /CAS, /WE, BAn 및 ADD신호들은 CLK의 
주파수의 1/4 내지 1/2인 주파수로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제어신호선의 주파수는 (133/2)㎒ 이하일 수 있고 더 
낮은 속력의 제어신호선들이, 데이터버스신호선들에 비해, 악영향 없이 메모리모듈(10)상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도 6 및 도 7을 참조하면, 메모리모듈(10)의 메모리(13)로의/로부터의 데이터쓰기 및 데이터읽기를 각각 도시하
는 타이밍도들이 보여진다. 도 6의 타이밍도는 클럭(CLK), 클럭인에이블(CKE), 칩선택(/CS), 로우어드레스스트로브
(/RAS), 칼럼어드레스스트로브(/CAS), 쓰기인에이블(/WE), 뱅크어드레스(BAn), 어드레스(ADD), 및 데이터(DQ)
를 구비할 수 있다. BAn, ADD 및 DQ는 각각 다수의 신호선들로 구성된 버스일 수 있다. 이 예에서, 메모리(13)는 Q
DR-SDRAM(Quadruple Data Rate 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일 수 있다. 이 메모리(13)
는 8인 버스트길이 및 2인 칼럼어드레스스트로브(CAS)대기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제2의 CLK(미도시)이 CL
K로부터 한 사이클의 1/4만큼 오프셋되거나 위상시프트될 수 있다. 그러면 메모리(13)는 제1의 CLK 및 제2의 CLK 
둘 다의 앞쪽에지 및 뒤쪽에지 둘 다에서 쓰여지거나 읽혀지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CLK이 133㎒의 
주파수를 가지는 경우, 데이터는 데이터버스(DQ)상에서 532㎒의 속도로 전송될 수 있다.
    

    
도 8a 내지 도 8d를 참조하면, 여러 주기판, 소켓들 및 메모리모듈 구성들의 특성임피던스들을 도시하는 회로도들이 보
여진다. 도 8a 내지 8d에서, 단자 26은 소켓 또는 슬롯으로부터 10㎝에 위치될 수 있다. R은 신호선종단레지스터일 수 
있다. 도 8a는 주기판버스(22)의 특성임피던스를 도시한다. 도 8b는 도 14의 기존 T형스터브구조에서의 주기판버스
(22) 및 메모리모듈(10C)의 특성임피던스를 도시한다. 도 8c는 도 15의 기존 접촉단자관통배선(19)에서의 주기판버
스(22) 및 메모리모듈(10D)의 특성임피던스를 도시한다. 도 8d는 모듈버스선관통배선(19')를 사용하여 개시된 실시
예에서의 주기판버스(22) 및 메모리모듈(10)의 특성임피던스를 도시한다.
    

도 8a의 회로에 따른 주기판버스선(22)의 특성임피던스(Z0)는 이 특성임피던스가 대략 75Ω이 되도록 설계될 수 있
다. 특성임피던스(Z0)는 수학적으로는 Z0 = {(L*d)/(C*d)} 1/2 로 표현될 수 있다. C 및 L은, 버스선배선의, 단위길
이 당 커패시턴스 및 단위길이 당 인덕턴스를 각각 나타낼 수 있고, d는 버스선배선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은 기존 T형스터브구조에서의 주기판버스(22) 및 메모리모듈(10C)의 특성임피던스(Z1)는 수학적으로
는 Z1 = {(L*d)/(C*d+C C+CLF +CIN )}1/2 로 표현될 수 있다. CC는 모듈소켓의 커패시턴스를 나타낼 수 있으며, C

LF 는 신호배선의 입력커패시턴스를 나타낼 수 있고, CIN 은 메모리칩 또는 집적회로의 핀에서의 입력커패시턴스를 나
타낼 수 있다. 특성임피던스(Z1)는 대략 36Ω일 수 있다.

도 8c의 회로에 도시된 바와 같은 기존 접촉단자관통배선(19)구조에서의 주기판버스(22) 및 메모리모듈(10D)의 특
성임피던스(Z2)는 수학적으로는 Z2 = {(L*d)/(C*d+C TH +CLF1 +CIN )}1/2 로 표현될 수 있다. CTH 는 관통홀인 
경우의 모듈소켓의 커패시턴스를 나타낼 수 있다. 특성임피던스(Z2)는 대략 42.8Ω일 수 있다.

도 8d의 회로에 도시된 바와 같은 모듈버스선관통배선(19')구조에서의 주기판버스(22) 및 메모리모듈(10)의 특성임
피던스(Z3)는 수학적으로는 Z2 = {(L*d)/(C*d+C TH +CLF2 +CIN )}1/2 로 표현될 수 있다. 특성임피던스(Z3)는 대
략 51.1Ω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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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의 계산에서, 모듈버스선관통배선(19')을 사용함에 의해, 특성임피던스(Z3)는, Z1 및 Z2에서의 기존의 접근법에 
비해, 주기판버스선(22)의 이상적인 특성임피던스(Z0) 보다 더 작은 차이를 가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임피
던스부정합에 의해 야기된 반사 및 일그러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동작주파수가 증가될 수 있다.

모듈배선 및 소켓의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가 배선판 위의 배선의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와 동일하게 되도록 선택된다
면, 그 특성임피던스들은 유사하게 대략 Z0=75Ω, Z1=35Ω, Z2=41.2Ω, 및 Z3=46.1Ω이 되도록 결정될 수 있다.

이제 도 9를 참조하면,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정면도가 보여지며 이 메모리모듈에는 포괄참조문자 10A가 주어진
다. 메모리모듈(10A)은 하나의 인쇄회로기판(11) 및 네 개의 메모리들(13)을 구비할 것이다. 메모리모듈(10A)에서, 
제어신호버스선들(16)은 접촉단자들(12)을 메모리들(13)의 핀들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도록 제공될 수 있다.

이제 도 10을 참조하면, 도 9의 선 Ⅹ-Ⅹ을 따라 나타내어진 메모리모듈(10A) 및 소켓의 단면도가 실시예에 따라 보
여진다. 도 10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에서, 주기판버스(22)는 주기판 위에서 불연속적일 수 있고 소켓단자들(21)에 연
결될 수 있다. 소켓단자들은 배선판(11)의 각 측에 위치될 수 있는 접촉단자들(12)과 접촉될 수 있다.

    
배선판(11)의 앞쪽에 있는 접촉단자들(12)은 배선판(11)의 앞쪽에 형성될 수도 있는 모듈버스선(15)에 의해 메모리
(13)의 핀(18)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메모리모듈의 뒤쪽에 있는 각각의 접촉단자(12)는 배선판(11)의 뒤쪽
에 형성될 수도 있는 모듈버스선(15)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메모리모듈(10)의 뒤쪽에 있는 모듈버스선(15)은 
메모리모듈(10)의 앞쪽에 있는 모듈버스선(15)에 모듈버스선관통배선(19A)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모듈
버스선관통배선(19A)은 인쇄배선판(11)을 관통하는 관통홀 속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모듈(10A)의 
앞쪽에 있는 각각의 접촉단자(12)는 메모리모듈(10A)의 뒤쪽에 있는 접촉단자(12)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도 2의 실시예에서, 모듈버스선관통배선(19')은 메모리(13)의 핀 및 모듈버스선(15)이 연결된 곳 가까이에 놓이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 10의 실시예에서 모듈버스선관통배선(19A)은 메모리(13)의 핀 및 모듈버스선(15)이 연결된 
곳 보다 접촉단자(12)로부터 더 먼 위치에 놓여질 수 있다. 이는 주기판(20) 위의 배선의 특성임피던스가 메모리모듈
(10A) 위의 배선의 특성임피던스와 더 가깝게 정합될 수 있게 한다. 또한, 모듈버스선관통배선(19A)의 레이아웃에서
의 자유도는 향상될 것이다. 도 10의 실시예에서, 특성임피던스(Z3)는 대략 53.7Ω이 될 수 있다.
    

이제 도 11을 참조하면, 도 9의 선 XI-XI을 따라 나타내어진 메모리모듈(10A) 및 소켓의 단면도가 실시예에 따라 보
여진다. 도 11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에서, 주기판제어신호버스선(23)은 주기판(20)상에서 불연속적일 수 있고 소켓단
자들(21)에 연결될 수 있다. 소켓단자들(21)은 배선판(11)의 각 측에 위치될 수 있는 접촉단자들(12)과 접촉될 수 있
다.

    
메모리모듈(10A)의 뒤쪽에 있는 각각의 접촉단자(12)는 배선판(11)의 뒤쪽에 형성될 수도 있는 모듈제어신호버스선
(16)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메모리모듈(10A)의 뒤쪽에 있는 모듈제어신호버스선(16)은 메모리모듈(10A)의 
앞쪽에 있는 모듈제어신호버스선(16)에 모듈버스선관통배선(25A)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모듈버스선관
통배선(25A)은 인쇄배선판(11)을 관통하는 관통홀 속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모듈(10)의 앞쪽에 있는 
각각의 접촉단자(12)는 메모리모듈(10)의 뒤쪽에 있는 접촉단자(12)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도 3의 실시예에서, 모듈버스선관통배선(25)은 버퍼(13)의 핀 및 제어신호버스선(16)이 연결된 곳 가까이 놓일 수 있
었다. 그러나, 도 11의 실시예에서 버퍼(13)가 필요 없게 되어 모듈버스선관통배선(25A)은 접촉단자(12)로부터 더 
먼 위치에 놓일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는 주기판(20) 위의 배선의 특성임피던스가 메모리모듈(10A) 위의 배선
의 특성임피던스와 더 가깝게 정합될 수 있게 한다. 또한, 모듈버스선관통배선(25A)에서의 자유도가 향상될 것이다.

 - 8 -



공개특허 특2001-0091918

 
    
이제 도 12를 참조하면,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모듈의 정면도가 보여지며 이 메모리모듈에는 포괄참조문자 10B가 주어
진다. 메모리모듈(10B)은 하나의 인쇄배선판(11)과 네 개의 메모리들(13)을 구비할 것이다. 메모리모듈(10B)에서, 
제어신호버스선들(16)은 접촉단자들(12)을 메모리들(13)의 핀들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도록 제공될 수 있다. 도 12
의 실시예에서, 제어신호버스선들(16)은 메모리모듈(10B)의 배선판(11)의 앞쪽 및 뒤쪽에 루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제어신호버스선들에 의해 야기된 전자기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을 줄일 수 있다.
    

이제 도 13을 참조하면, 도 12의 선 XIII-XIII을 따라 나타내어진 메모리모듈(10B) 및 소켓의 단면도가 실시예에 따
라 보여진다. 도 13의 메모리모듈 및 소켓에서, 주기판버스(22)는 주기판(20) 위에서 불연속적일 수 있고 소켓단자들
(21)에 연결될 수 있다. 소켓단자들은 배선판(11)의 각 측에 위치될 수 있는 접촉단자들(12)과 접촉될 수 있다.

메모리모듈(10B)의 뒤쪽에 있는 모듈제어신호버스선(16)은 메모리모듈(10B)의 앞쪽에 있는 모듈제어신호버스선(1
6)에, 모듈버스선관통배선(25B)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모듈버스선관통배선(25B)은 인쇄배선판(11)을 
관통하는 관통홀 속에 형성될 수 있다. 스터브분기구조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성임피던스는 더 가깝게 정합될 수 
있다.

도 12 및 도 13의 실시예들에서, 메모리들(13)은 메모리모듈(10B)의 앞쪽 및 뒤쪽에 대칭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이
는 EMI가 데이터버스선에서 감소될 수 있게 한다.

    
개시된 실시예들에서, 특성임피던스정합은 T형스터브구조 또는 접촉단자관통배선구조와 같은 기존의 접근법들 이상으
로 향상될 수 있다. 이는, 메모리모듈소켓의 한 쪽에 있는 주기판버스선이 메모리모듈의 한 쪽에 있는 모듈버스선에 전
기적으로 접촉될 수 있을 때의 입체배선구조로 인해 가능하게 된다. 모듈버스선은 메모리모듈 상에서 루트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모듈버스관통배선에 의해 메모리모듈의 다른 쪽에 있는 모듈버스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메모리모
듈의 다른 쪽에 있는 모듈버스선은 메모리모듈소켓의 다른 쪽에 있는 주기판버스선으로 루트를 정할 수 있게 되고 이 
주기판버스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이는 고속SDRAM과 같은 고속메모리응용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메모리모
듈들의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실시예들에서 개시된 메모리모듈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 소켓들 또는 슬롯들의 모두가 메모리모듈을 포함하지는 않
을 것이다. 이 경우, 더미모듈이 소켓 속으로 삽입되어 주기판버스가 소켓의 양측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게 할 것이
다. 더미모듈이 전기점퍼로서 소용될 수 있다. 더미모듈은 주기판버스선들을 적절히 종단할 수 있는 종단레지스터들을 
구비할 수도 있다.

실시예들에서, 모듈버스선들과 제어신호선들이 배선판 위에서 메모리의 위쪽 및 아래쪽에 별도로 배치될 수 있다면, 서
로간의 신호간섭은 감소될 것이다.

전술한 실시예들은 예시적인 것이며 본 발명이 이러한 실시예들로 한정되지는 않은 것임이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면, 
SDRAM이 메모리모듈 위에 구성된 실시예들이 설명되었으나, 메모리모듈들은 많은 다른 고속반도체메모리들로써 구성
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은 주기판버스선들로부터 고속의 신호들을 수신하는 집적회로들을 담고있는 다른 고속모듈
들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특정 실시예들이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남 없이 다양한 
변경, 치환 및 대체가 가능하다. 그에 따라,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항들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만 한정되도록 의도되어졌
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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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르면, 회로모듈이 주기판 위의 신호배선으로써 향상된 특성임피던스정합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전송된 신호들의 반사들 및/또는 일그러짐들을 감소시킬 수 있어, 주기판 위에 병렬로 배치될 수 있
는 회로모듈들의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회로모듈들이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배선판의 일 측에 있는 제1집적회로와 배선판의 일 측 및 대향 측에 있는 접촉단자들을 지지하는 배선판을 구
비한 모듈에 있어서,

일 측에 형성되며, 일 측에 있는 접촉단자들 중의 제1 하나 및 제1집적회로의 핀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제1신호배선;

제1신호배선에 연결된 제1끝단을 가지며, 제1집적회로 가까이에서 배선판을 관통하는 제1관통배선; 및

배선판의 대향 측에 형성되며, 제1관통배선의 제2끝단을 배선판의 대향 측에 있는 접촉단자들 중의 제1 하나에 전기적
으로 접속시키는 제2신호배선을 포함하는 모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제1관통배선은 제1집적회로의 적어도 하나의 핀보다 배선판의 일 측에 있는 접촉단자들 중의 제1 하
나로부터 더 먼 위치에 배치되는 모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1집적회로의 각각의 핀은, 배선판의 일 측에 있는 대응하는 접촉단자 및 배선판의 대향 측에 있는 
대응하는 접촉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모듈.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배선판은, 적어도, 일 측에 있는 제1 및 제2집적회로들을 지지하며, 모듈은,

배선판의 일 측에 있는 접촉단자를 제1집적회로의 핀에 연결시키는 제3신호배선; 및

배선판의 대향 측에 있는 접촉단자를 제2집적회로의 핀에 연결시키는 제4신호배선을 더 구비하는 모듈.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제3신호배선의 일부와 제4신호배선들의 일부는 병렬로 배치된 모듈.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제3 및 제4신호배선들은 제2관통배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모듈.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제1집적회로는 동적임의접근메모리인 모듈.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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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배선판은, 적어도, 일 측에 있는 제1집적회로 및 대향 측에 있는 제2집적회로를 지지하며, 모듈은,

대향 측에 형성되며, 대향 측에 있는 접촉단자들 중의 제2 하나와, 제2집적회로의 핀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제3신호배선
;

제3신호배선에 연결된 제1끝단을 가지며, 제2집적회로 가까이에서 배선판을 관통하는 제2관통배선; 및

배선판의 일 측에 형성되며, 제2관통배선의 제2끝단을 배선판의 일 측에 있는 접촉단자들 중의 제2 하나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제4신호배선을 더 구비하는 모듈.

청구항 9.

앞쪽 및 뒤쪽에 접촉단자들을 갖는 배선판을 구비한 메모리모듈에 있어서,

배선판의 앞쪽에 부착되며, 제1외부단자를 갖는 제1메모리;

배선판의 앞쪽에 형성되며, 배선판의 앞쪽에 있는 제1접촉단자를 제1외부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제1신호배선
;

제1신호배선 아래쪽에서 배선판을 관통하며, 제1신호배선에 연결된 제1끝단을 갖는 제1관통배선; 및

배선판의 뒤쪽에 형성되며, 제1관통배선의 제2끝단을 배선판의 뒤쪽에 있는 제2접촉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제
2신호배선을 포함하는 메모리모듈.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제1관통배선은 메모리의 제1외부단자 가까이에 위치되는 메모리모듈.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제1관통배선과 앞쪽에 있는 제1접촉단자 사이의 거리는 메모리의 외부단자 및 앞쪽에 있는 제1접촉단
자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긴 메모리모듈.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메모리는 임의접근메모리(RAM)인 메모리모듈.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배선판의 앞쪽에 부착되며, 제2외부단자를 갖는 버퍼;

배선판의 앞쪽에 형성되며, 배선판의 앞쪽에 있는 제3접촉단자를 제2외부단자에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제3신호배선
;

제3신호배선 아래쪽에서 배선판을 관통하며, 제3신호배선에 연결된 제1끝단을 갖는 제2관통배선;

제2관통배선의 제2끝단을 배선판의 뒤쪽에 있는 제4접촉단자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제4신호배선을 더 구비하는 메
모리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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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메모리는 더블데이터레이트 동기식임의접근메모리(DDR-SDRAM)인 메모리모듈.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메모리는 4배데이터레이트 동기식의접근메모리(QDR-SDRAM)인 메모리모듈.

청구항 16.

배선판의 앞쪽에 형성된 앞쪽접촉단자들 및 배선판의 뒤쪽에 형성된 뒤쪽접촉단자들을 갖는 배선판을 구비한 모듈에 
있어서,

배선판의 앞쪽에 부착되며, 제1핀을 갖는 제1집적회로;

배선판의 앞쪽에 형성되며, 제1앞쪽접촉단자와 제1집적회로의 제1핀 사이에서 제1방향으로 신호경로를 제공하는 제1
배선;

배선판의 뒤쪽에 형성되며, 제1뒤쪽접촉단자로부터 제1방향으로 신호경로를 제공하는 제2배선; 및

접촉단자들에 대해 제1방향으로 떨어져 위치되며 제1 및 제2배선들 사이에 신호경로를 제공하는 제1관통배선을 포함
하는 모듈.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제1집적회로의 제1핀은 제1집적회로의 제1가장자리에 부착되며, 제1집적회로는 제1집적회로의 제
2가장자리에 부착된 제2핀을 더 구비하며, 제2핀과 모듈의 앞쪽에 있는 접촉단자들 사이의 거리는 제1핀과 모듈의 앞
쪽에 있는 접촉단자들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길고, 버퍼가 적어도 하나의 접촉단자 및 제2핀 사이에 연결되는 모듈.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제1집적회로의 제1핀은 제1집적회로의 제1가장자리에 부착되며, 제1집적회로는 제1집적회로의 제
2가장자리에 부착된 제2핀을 더 구비하고, 제2핀과 모듈의 앞쪽에 있는 접촉단자들 사이의 거리는 제1핀과 모듈의 앞
쪽에 있는 접촉단자들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길며, 모듈은,

배선판의 앞쪽에 부착되며, 제3핀 및 제4핀을 구비한 제2집적회로로서, 제3핀은 제2집적회로의 제1가장자리에 부착되
며 제4핀은 제2집적회로의 제2가장자리에 부착되고, 제4핀과 모듈의 앞쪽에 있는 접촉단자들 사이의 거리는 제3핀과 
모듈의 앞쪽에 있는 접촉단자들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긴 제2집적회로;

배선판의 앞쪽에 형성되며, 제2앞쪽접촉 및 제1집적회로의 제2핀 사이에 신호경로를 제공하는 제3배선; 및

배선판의 뒤쪽에 형성되며, 제2뒤쪽접촉 및 제2집적회로의 제4핀 사이에 신호경로를 제공하는 제4배선을 더 구비하는 
모듈.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제3배선의 일부 및 제4배선의 일부는 병렬로 배치된 모듈.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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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제3배선 및 제4배선 사이에 신호경로를 제공하는 제2관통배선을 더 구비하는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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