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13/16 (2006.01)

     G06F 12/00 (2006.01)

     G11C 11/406 (2006.01)

     G11C 11/407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8월16일

10-0750030

2007년08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5-7019969 (65) 공개번호 10-2006-0009264

(22) 출원일자 2005년10월21일 (43) 공개일자 2006년01월31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10월21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5년10월21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4/008893 (87) 국제공개번호 WO 2004/097657

국제출원일자 2004년03월24일 국제공개일자 2004년11월11일

(30) 우선권주장 10/423,189 2003년04월24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인텔 코오퍼레이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미션 칼리지 블러바드 2200

(72) 발명자 버기스, 조지

미국 97123 오레곤주 힐스보로 사우쓰이스트 58번 코트 175

굽트, 니틴

미국 97006 오레곤주 비버톤 노쓰웨스트 샌들리에 코트 16795

후앙, 유첸

미국 97229 오레곤주 포트랜드 노쓰웨스트 노포크 코트 1924

(74) 대리인 백만기

이중희

주성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2002/0143488 A1

US6507530 B1

US2001/056521 A1

US2003/033472 A1

US6373768 B2

WO01/35200 A

EP0855653 A

EP0921458 A

심사관 : 김성배

전체 청구항 수 : 총 58 항

(54) 시스템 메모리 용법을 확립하고 보고하고 조정하는 방법 및장치

(57) 요약

등록특허 10-0750030

- 1 -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것을 수반하는 방법이 설명되었다. 이 정보는 임계값 또는 임

계값이 계산될 수 있는 정보이다. 이 정보는 시스템 메모리가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작동 환경에 특별하게 맞추

어져 있다. 본 방법은 메모리가 활동들을 실행하는 레이트를 제어하도록 메모리 컨트롤러로 하여금 임계값을 채택하게 하

는 단계를 수반한다. 이 레이트는 시스템 메모리가 작동 환경에 종속되어 있는 동안에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레이트

보다 작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상기 정보는 임계값 또는 임계값이 계산될 수 있는

정보이고, 상기 정보는 시스템 메모리의 작동 환경(operating environment)에 특별하게 맞추어짐- 와,

b) 상기 메모리가 활동들을 실행하는 레이트를 제어하도록 메모리 컨트롤러로 하여금 상기 임계값을 채택하게 하는 단계

-상기 레이트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가 상기 작동 환경에 종속되어 있는 동안에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레이트보다 작

음-

를 포함하고,

상기 작동 환경은 온도 및 작업 부하(workload)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케이스 온도인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주위 온도인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정션(junction) 온도인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 유지되는 소통량 통계(traffic statistics)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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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판독 및 기입 활동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판독/기입 백분율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페이지 히트(page hit), 페이지 엠프티(page empty), 및 페이지

미스(page miss) 활동들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페이지 히트/페이지 엠프티/페이지 미스 백분율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는 BIOS 메모리 영역인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는 SPD(Serial Presence Detect) 메모리 영역인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SPD는 복수의 서로 다른 작업 부하 및 온도의 각각에 대해 특별하게 맞추어진 임계값을 갖도록 구

성된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SPD는 복수의 서로 다른 작업 부하의 각각에 대한 선(line)을 기술하는 한 쌍의 포인트를 갖도록

구성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선은 최대 허용 가능 대역폭 대 온도를 특징짓는 선인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선은 대역폭 대 전력을 특징짓는 선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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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SPD는 상기 선들이 공통 포인트를 공유하는 것으로 모델링되기 때문에 선당 두 개 미만의 포인트

로 복수의 라인을 나타내도록 구성된 방법.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컴포넌트 기능에 대한 시스템 메모리 컴포넌트의 케이스 또는 정션 온도 민감도를 확립하는 단계와 상기

민감도를 시스템 또는 프로세서 공급자에게 중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확립하는 단계는 테스트 및 측정을 통해서 확립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a) 시스템 메모리와,

b) 정보를 갖는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 -상기 정보는 임계값 또는 임계값이 계산될 수 있는 정보이고, 상기

정보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가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작동 환경에 특별하게 맞추어짐- 와,

c) 상기 메모리가 활동들을 실행하는 레이트를 제어하도록 상기 임계값을 채택하는 메모리 컨트롤러 -상기 레이트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가 상기 작동 환경에 종속되어 있는 동안에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레이트보다 작음-

를 포함하고,

상기 작동 환경은 온도 및 작업 부하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케이스 온도인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주위 온도인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 유지되는 소통량 통계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

는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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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판독 및 기입 활동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판독/기입 백분율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7.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페이지 히트, 페이지 엠프티, 및 페이지 미스 활동들에 의해 적

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페이지 히트/페이지 엠프티/페이지 미스 백분율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29.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는 BIOS 메모리 영역인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0.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는 SPD 메모리 영역인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SPD는 복수의 서로 다른 작업 부하 및 온도의 각각에 대해 특별하게 맞추어진 임계값을 갖도록 구

성된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SPD는 복수의 서로 다른 작업 부하의 각각에 대한 선을 기술하는 한 쌍의 포인트를 갖도록 구성되

는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선은 최대 허용 가능 대역폭 대 온도를 특징짓는 선인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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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선은 대역폭 대 전력을 특징짓는 선인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5.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SPD는 상기 선들이 공통 포인트를 공유하는 것으로 모델링되기 때문에 선당 두 개 미만의 포인트

로 복수의 선을 나타내도록 구성된 컴퓨팅 시스템.

청구항 36.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었을 때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가 방법을 실행하도록 야기하는

명령들의 시퀀스를 저장한 머신 판독 가능 매체로서, 상기 방법은,

a) 정보가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로부터 판독되도록 야기하는 단계 -상기 정보는 임계값 또는 임계값이 계

산될 수 있는 정보이고, 상기 정보는 시스템 메모리의 작동 환경에 특별하게 맞추어짐- 와,

b) 상기 메모리가 활동들을 실행하는 레이트를 제어하도록 메모리 컨트롤러로 하여금 상기 임계값을 채택하게 하는 단계

-상기 레이트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가 상기 작동 환경에 종속되어 있는 동안에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레이트보다 작

음-

를 포함하고,

상기 작동 환경은 온도 및 작업 부하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케이스 온도인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주위 온도인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0.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정션 온도인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1.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 유지되는 소통량 통계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

는 머신 판독 가능 매체.

등록특허 10-0750030

- 6 -



청구항 42.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판독 및 기입 활동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머신 판

독 가능 매체.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판독/기입 백분율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머신 판

독 가능 매체.

청구항 44.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페이지 히트, 페이지 엠프티, 및 페이지 미스 활동들에 의해 적

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페이지 히트/페이지 엠프티/페이지 미스 백분율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6.

제36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는 BIOS 메모리 영역인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는 SPD 메모리 영역인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SPD는 복수의 서로 다른 작업 부하 및 온도의 각각에 대해 특별하게 맞추어진 임계값을 갖도록 구

성된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SPD는 복수의 서로 다른 작업 부하의 각각에 대한 선을 기술하는 한 쌍의 포인트를 갖도록 구성된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선은 최대 허용 가능 대역폭 대 온도를 특징짓는 선인 머신 판독 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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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선은 대역폭 대 전력을 특징짓는 선인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2.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SPD는 상기 선들이 공통 포인트를 공유하는 것으로 모델링되기 때문에 선당 두 개 미만의 포인트

로 복수의 선을 나타내도록 구성된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 53.

a) SPD 메모리 영역으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상기 정보는 임계값 또는 임계값이 계산될 수 있는 정보이고, 상기 정

보는 시스템 메모리의 작동 환경에 특별하게 맞추어짐- 와,

b) 상기 메모리가 활동들을 실행하는 레이트를 제어하도록 메모리 컨트롤러로 하여금 상기 임계값을 채택하게 하는 단계

-상기 레이트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가 상기 작동 환경에 종속되어 있는 동안에 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레이트보다 작

음-

를 포함하고,

상기 작동 환경은 온도 및 작업 부하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케이스 온도인 방법.

청구항 56.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주위 온도인 방법.

청구항 57.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정션 온도인 방법.

청구항 58.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 유지되는 소통량 통계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

는 방법.

청구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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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판독 및 기입 활동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60.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판독/기입 백분율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61.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페이지 히트, 페이지 엠프티, 및 페이지 미스 활동들에 의해 적

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부하는 상기 시스템 메모리의 페이지 히트/페이지 엠프티/페이지 미스 백분율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되는 방법.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삭제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삭제

청구항 69.
삭제

청구항 70.
삭제

청구항 71.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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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분야는 일반적으로 컴퓨팅 시스템 최적화에 관한 것인데, 더 특정하게는 시스템 메모리 용법(usage)을 확립하

고 보고하고 조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팅 시스템은 시스템 메모리를 포함한다. 시스템 메모리는, a) 컴퓨팅 시스템의 다른 장치들이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데

이터를 획득하기를 바랄 수 있다는 점에서, 및 b) 컴퓨팅 시스템의 다른 장치들이 시스템 메모리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를 바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시스템 리소스로서 볼 수 있다. 도1은 시스템 메모리(106) 및 메모리 컨트롤러

(101)를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 부분의 간략 도면이다. 다른 컴퓨팅 시스템 장치들이 종종 시스템 메모리의 리소스들을

거의 동시적으로 인보크(invoke)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예를 들어 복수의 다른 컴퓨팅 시스템 장치들이 갑자기 짧은 시간

구간 내에서 시스템 메모리 리소스들을 인보크하고자 결정하는 경우), 메모리 컨트롤러(101)는 서로 다른 장치들이 시스

템 메모리(106)에 의해 서비스되는 순서 및 타이밍의 관리를 책임진다.

도1은 전형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일부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되었다. 메모리 컨트롤러(101)는, 1) (예를 들어, 프

로세서 전면 버스(108)를 통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 2) (예를 들어, 그래픽 컨트롤러 인터페이스(109)를 통

한) 그래픽 컨트롤러, 및 3) ((예를 들어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PCI) 버스 인터페이스인) 예를 들어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

스(110)를 통한) 전체적 컴퓨팅 시스템의 여러 주변 장치들에 의해 발생된 여러 시스템 메모리 인보크를 관리하도록 구성

된다는 것을 주의하라. 시스템 메모리(106)는 다수의 다른 메모리 반도체 칩들로부터 건조될 수 있고, 어드레스 버스(104)

및 데이터 버스(105)를 갖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도시될 수 있다. 특정 메모리 셀들이 어드레스 버스(104) 상에서

상응하는 어드레스 값들을 제시함으로써 액세스된다.

메모리 컨트롤러들은 시스템 메모리(106)에게 적용되는 스트레스 또는 용법을 조정하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도1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메모리 컨트롤러(101)는 임계값을 저장하는 임계값 레지스터(102)를 포함한다. 임계값은 시

스템 메모리(106)가 여러 활동들(예를 들어 판독들, 기입들, 활성화들 등과 같은 여러 액세스들)과 관련된 레이트를 제어

하는 데에 사용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 메모리(106)에게 적용되는 용법 또는 스트레스를 제어한다. 메모리 컨트롤

러(101)는, 임계값에 응답하여, 활동들이 시스템 메모리(106)에게 가해지는 레이트를 페이스 조절하여 시스템 메모리

(106)에게 적용되는 용법이 시스템 메모리(106)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설계된다.

아주 단순한 예로서, 도2는 다른 판독 및 기입 레이트들이 다른 임계값들에 응답하여 시스템 메모리에게 어떻게 가해지는

지에 대한 몇몇 예들을 도시하였다. 제1 묘사(201)는 판독들 및 기입들(각각 'R' 및 'W'들에 의해 표시됨)이 제1 임계값에

따라서 시스템 메모리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레이트를 보여준다. 제1 묘사(201)가 제2 묘사(202)와 비교하여 (대략 동일

한 시간 구간에 걸쳐서) 더 많은 판독들 및 기입들이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1 임계값은 제2 임계값보다

판독들 및 기입들의 더 큰 최대 레이트를 허용해 준다. 간략화를 위해 양 묘사들(201, 202)에 있어서 판독들 및 기입들이

서로에 대해서 교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도시되었다. 실제 상, 연속적인 판독들 및 연속적인 기입들이 종종 일어난다.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임계값(또는 이 임계값이 계산될 수 있는 정보)은 EEPROM 리소스들과 같은 비휘발성 메

모리 영역 내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계값은 컴퓨팅 시스템의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 메모리 영역(107) 또는

직렬 존재 검출(Serial Presence Detect)(SPD) 메모리 영역(114) 내에 저장될 수 있다. BIOS 메모리 영역(107)은 컴퓨팅

시스템의 스타트 업 단계에서 일찍 사용되는 명령들을 저장한다. SPD 메모리 영역(114)은 시스템 메모리(106)를 기술하

고 및/또는 특징짓는 정보를 저장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임계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

컴퓨팅 시스템 내에, 시스템 메모리가 겪게 되는 어떤 작동 환경에 대해서도 잘 맞는 임계값을 획득하거나 도출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인에이블된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만의 임계값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임계

값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시스템 메모리의 작동 환경의 검출된 변화에 응답하여 또 다른 임계값으로 현재의 임계값을

대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메모리의 반도체 칩(들) 주위의 주위 온도의 증가는, (그 이상이 되면 장애 발생 확률이 상당하게 커지는

임계 레벨로 또는 그 이하로 반도체 칩(들)의 내부 '정션(junction)'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메모리에 가해지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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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허용 가능 활동 레이트를 낮추는 새로운 임계값으로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비슷하게, 시스템 메모리의 반도체 칩

(들) 주위의 주위 온도의 감소는 (시스템 메모리가 신규의 하강된 주위 온도에서 이론적 최대 지속가능 성능에 가깝게 작동

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시스템 메모리에 가해지는 최대 허용 가능 활동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임계값으로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도3은 다수의 임계값들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하였다. 도3의 방법에 따라서,

시스템 메모리의 작동 환경은 (301)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여러 작동 환경 하에서의 실시예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도

5를 참조하여 이하에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작동 환경(operating environment)'은, 시스템 메모리가 그에 따르

게 되어 있는 및 그로부터 (예를 들어 여러 활동들이 시스템 메모리에 가해지는 최대 레이트를 한정함으로써) 메모리의 용

법에 대한 제한이 결정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들(예를 들어, 온도, 판독/기입 백분율 등)의 몇몇 기술이다. 일

단 시스템 메모리의 작동 환경이 (301)에서 특징화된다면, 임계값이 시스템 메모리의 작동 환경에 기초해 시스템에 대해

(302)에서 획득되거나 또는 도출된다. 일단 임계값이 획득되거나 도출되면, 이는 (303)에서 활동이 시스템 메모리에게 가

해지는 레이트를 제한하는 데에 사용된다.

도4는 도3의 방법의 부분을 더 자세히 묘사한 도면이다. 특정하게는, 도4는 시스템 메모리의 주위 온도 및 시스템 메모리

의 작업 부하(workload)를 포함하는 작동 환경에 응답하여 (402)에서 획득되거나 도출되는 임계값을 보여준다. 시스템 메

모리의 작업 부하는 메모리 장치가 그에 상응하는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의 기술이다. 작업 부하는 따

라서 이하의 것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1) 시스템 메모리 액세스들의 판독/기입 백분율(몇 가지 예를 들

면, 75％ 판독 및 25％ 기입; 50％ 판독 및 50％ 기입; 25％ 판독 및 75％ 기입 등); 2) 페이지 히트(page hit)/페이지 엠프

티(empty)/페이지 미스(page miss) 백분율(한 예만 들면, 50％ 페이지 히트/25％ 페이지 엠프티/25％ 페이지 미스); 3)

버스트 길이; 및 4) 메모리 장치가 놓일 수 있는 특정 '스탠바이' 모드. 이런 것들의 특징은 바로 이하에 더 자세히 논의된

다.

판독/기입 백분율은 판독 동작인 메모리 액세스들의 백분율과 기입 동작인 메모리 액세스들의 백분율을 반영한다. 판독/기

입 백분율은 어떻게 컴퓨팅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컴퓨팅 시스템이 네트워크로부

터의 정보를 시스템 메모리 내로 다운로드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기입 백분율은 판독 백분율보다 더 높을 것으

로 기대될 것이다. 비슷하게, 만일 컴퓨팅 시스템이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네트워크로 정보를 업로드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

고 있다면, 판독 백분율이 기입 백분율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메모리가 데이터를 판독하

고 있는지 또는 데이터를 기입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좌우되어 시스템 메모리의 회로의 다른 영역들이 활용된다. 이와 같으

므로, 시스템 메모리가 특정 유형의 동작(판독 또는 기입)에 중점을 두고 활용되어야 한다면, 시스템 메모리의 전력 감쇠는

중점 두고 있는 동작과 관련된 회로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을 더 가깝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페이지 히트/페이지 엠프티/페이지 미스는, 1) 성공적으로 데이터의 판독 또는 기입(즉 페이지 '히트')으로 귀결된 메모리

페이지 액세스들; 2) 메모리 페이지 엠프티 액세스들(예를 들어, 메모리 컨트롤러가 의도적으로 신규 페이지로 이동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획득하였을 때, 액세스 패턴은 페이지 엠프티 액세스로 불린다); 3) 메모리 페이지 미스 액세스(만일 메

모리 컨트롤러가 현존의 페이지에서 바라는 데이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 페이지는 폐쇄되어야만 하고 신규의 페이

지가 활성화되어야만 한다)의 장애(breakdown)이다. 높은 '미스' 레이트의 이벤트에서는, 증가된 '오버헤드(overhead)'가

귀결된다. 즉, 장치의 전력 소비는 주어진 정보 처리량에 대해 증가된다.

버스트 길이는 시스템 메모리로부터의 버스트 판독 및/또는 시스템 메모리로의 버스트 기입을 실행하는 데에 소비되는 클

록 주기들의 개수의 기술이다. 버스트 판독 및/또는 버스트 기입은, 어드레스 버스의 상위 비트들은 고정되어 있게 하면서

어드레스 버스의 하위 비트들은 차례로 계수되어 인접한 어드레스들을 갖는 메모리 셀들로부터 일련의 동작들을 이루어냄

으로써 메모리의 동작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테크닉이다. 일반적으로 버스트 길이가 길수록, 메모리는 더 효율적이 된다.

그 결과, 버스트 길이가 길수록, 다수의 더 짧은 버스트 시퀀스들에 의해 성취되는 동일한 수의 동작들과 비교할 때, 더 적

은 전력이 소비될 것이다.

소통량 통계(traffic statistics)를 추적할 수 있는 메모리 컨트롤러들은 시스템 메모리의 작업 부하의 현재 상태의 여러 국

면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독/기입 백분율 및 페이지 히트/페이지 엠프티/페이지 미스 통계를 추적

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컨트롤러는 시스템 메모리의 작업 부하의 이런 국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 추적되는 대로의) 현재의 작업 부하 상태를 반영하는 데이터 및 시스템 메모리 주위의 현재

의 주위 온도를 반영하는 데이터는 결합되어, 자신이 나타내는 특정의 현존 작업 부하/온도 조건에 특히 잘 맞는 임계값을

페칭(fetching)해 오기 위한 룩업 파라미터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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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 시스템 메모리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동작 스트레스는, 시스템 메모리가 상당

한 장애 위험 없이 현재 조건들 하에서 취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에 가깝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만일 주위 온도가 갑

자기 상승하고 및/또는 작업 부하가 갑자기 더 커진다면 임계값은 더 낮게 설정되고; 또는 만일 주위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

고 및/또는 작업 부하가 갑자기 줄어든다면 임계값은 더 높게 설정될 것이다.

도5는 N 개까지의 다른 작업 부하와 M 개까지의 다른 주위 온도의 임의의 결합에 관한 특별 임계값을 나타내는 룩업 테이

블의 묘사이다. 특별 또는 고유한 작업 부하들이 특정 유형의 메모리 장치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 이러

하므로, 만일 컴퓨팅 시스템 내에 구현된 룩업 테이블이 산업계 수용/표준 방식에 맞추어져 있다면, 특정 작업 부하 칼럼이

특정 컴퓨팅 시스템이 채택하는 특정 메모리 장치에 대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작업 부하 칼럼들은 특정의 컴퓨팅

시스템에서 공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컴퓨팅 시스템의 BIOS 메모리 영역이 사용되어, 시스템 메모리에게 제시되는 어떠한 작동 환경에 대해서

든지 이 환경에 응답하여 특별하게 맞추어진 임계값들을 제공하는 (예를 들어 도5에 묘사된 대로의) 룩업 테이블 정보를

저장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컴퓨팅 시스템의 SPD 메모리 영역이 사용되어, 시스템 메모리에게 제시되는 어떠한 작동

환경에 대해서든지 이 환경에 응답하여 특별하게 맞추어진 임계값들을 제공하는 (예를 들어 도5에 묘사된 대로의) 룩업 테

이블 정보를 저장한다. 도6은 자신의 BIOS 메모리 영역(607) 또는 SPD 메모리 영역(614)이 그렇게 구성된 컴퓨팅 시스템

의 묘사도이다.

도6의 묘사에 따르면, BIOS 메모리(607) 또는 SPD 메모리 영역(614)은 현재의 작동 환경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 판독 어

드레스로서 구조화된) 룩업 파라미터 입력(612)를 제시받을 수 있다. 룩업 파라미터 입력(612)의 제시에 응답하여, 영향받

은 메모리 영역은 시스템 메모리(606)에게 적용되는 활동율을 제어하는 데에 사용되는 (예를 들어 판독 동작을 통한) 임계

값을 제공할 것이다.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에서 BIOS 메모리 영역(607) 또는 SPD 메모리 영역(614)이 임계값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이 기대된다. 이러하므로, 룩업 파라미터(612)는 이런 영역들 중의 단지 하나에만 적용될 것

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작동 환경은 작업 부하와 시스템 메모리(606)를 둘러싸는 주위 온도의 결합으로서 대표될 수 있다. 따라

서, 예를 들어, 주위 온도는 시스템 메모리(606)에게 근접 위치한 온도 센서(608)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작업 부하는 그 콘

텐츠가 시스템 메모리(606)가 사용되고 있는 방식을 나타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통량 통계 레지스터들(609)에 의해

모니터링된다. 이로부터, 룩업 파라미터 입력(612)이 만들어지고(craft), 그에 응답하여 BIOS(607) 메모리 영역 또는 SPD

메모리 영역(614)(또는 그외의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은 효율적으로 룩업을 실행하여 새로운 임계값을 제공하게 된다. 새

로운 임계값은 임계값 레지스터 (602)에 로드되고, 덜 최적인 기존의(pre-existing) 임계값을 대체한다.

도6은 룩업 파라미터(612)가 다수의 다른 컴퓨팅 시스템 컴포넌트들에 의해서 다수의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또한 나타낸다. 한 접근법에 따르면, 메모리 컨트롤러는 룩업 파라미터(612)를 생성하는 내장된 제어 기능(610)을 포

함한다. 내장된 제어 기능(610)은 내장된 프로세서 또는 룩업 파라미터(612)의 건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루틴들을 실행

하는 마이크로제어기로 구현될 수 있다. 대안으로는, 또는 몇몇 결합 형태에서는, 전용 로직이 메모리 컨트롤러의 내장 제

어 기능(610)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접근법에 따르면, 컴퓨팅 시스템의 프로세서(들)가 룩업 파라미터(612)를 건조하는 데에 사용된다. 여기서, 프로

세서(들)(611)는 (예를 들어, 전면 버스(613) 상에서 패스됨으로써) 메모리 컨트롤러의 소통량 통계 레지스터(609) 콘텐

츠와 온도 센서(611)로부터의 주위 온도를 수신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입력 룩업 파라미터(612)의 구성은 프로세서

(들)(611)와 메모리 컨트롤러(601) 간에 공유될 수 있고, 및/또는 프로세서(들)(611) 및 메모리 컨트롤러(601) 이외의 지

능적 존재(an intelligent entity)에 의해 향유될 수 있다. 여하튼, 입력 룩업 파라미터(612)를 만드는 것을 담당하는 기능

은, 1) 적합한 시간 구간들에서 새로운 입력 룩업 파라미터들을 반복적으로 건조할 수 있고, 및/또는 2) 새로운 입력 룩업

파라미터가 시스템 메모리의 작동 환경에 있어서의 갑작스런 및/또는 극적인 변화에 응답하여 특별하게 생성될 수 있도록

야기한다.

룩업 테이블의 사용은 새로운 임계값들이 컴퓨팅 시스템의 동작 동안에 획득될 수 있는 한 방법임을 주의하라. 그 외의 실

시예들에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대로, 적합한 임계값들이 선재하는 임계값 테이블을 참조함으로써 획득되기보다

는 특정 메트릭(metric)들로부터 액티브하게 계산(예를 들어 도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업자에게는, 새로운 임계값들

을 획득하거나 도출하는 데에 충분한 상세 사항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소스들이 BIOS 메모리 영역(607), SPD 메

모리 영역(614) 또는 몇몇의 그 외의 컴퓨팅 시스템 리소스(예를 들어, 또 다른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저장 리소스)일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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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임계값들이 결정될 수 있는 기술들

새로운 임계값들이 룩업되느냐 또는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계산되느냐에 상관없이, 어떤 임계값이 특정 작동 환경하에 있

는 특정 유형의 메모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러 경우에, 컴퓨팅 시스템이 시스템 메

모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작동 환경들은, 적합한 임계값이 특정 유형의 메모리에 대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 메모리를 구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특정 유형의 메모리에 관계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제조자, 제조 비용, 패키징

접근법 등). 여기서, 만일 메모리 제조자들 스스로가 모든 필요한 임계값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적합한 임계값을 확립하

는 것을 책임지는 자들이 쓸 수 있는 정보를 메모리 제조자들이 확인해 주는 것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이상 설명한 실시예들과 일치되게, 메모리 제조자 및/또는 컴퓨팅 시스템 제조자는 컴퓨팅 시스템의 BIOS 내에

저장될 정보의 편찬을 책임지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간주된다. 이러하므로, 임계값 정보가 컴퓨팅 시스템 BIOS (또는 다른

곳) 내에서 표로 만들어져야 한다면, 메모리 공급자(들)와 프로세서/컴퓨팅 시스템 제조자(들) 간의 관계가 확립되어서 적

합한 임계값들을 리스트화(enlist)하거나 도출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를 프로세서/컴퓨팅 시스템 제조자(들)가 쓸 수 있게

끔 할 수 있다. 이하의 논의는 이런 접근법들의 일부를 다룬다.

도7a 내지 도7c는 시스템 메모리가 경험하고 있는 작동 환경에 대한 관측된 변화들을 고려하여 내부 메모리 제어 임계값

을 미조정(tweak)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핵심 역량들을 적합한 당사자들에게 배치한 실

행가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도7a는 최대 허용가능 장치 전력 대 컴퓨팅 시스템의 주위 온도 관계의 예시적 묘사이다. 도

7a의 관계는 컴퓨팅 시스템의 주위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메모리 장치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은 메모리 장치가 장애를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컴퓨팅 시스템 설계자/제조자가 도7a가 나타내는 이해(understanding)를 실현하는 데에 최상의 위치에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즉, 컴퓨팅 시스템 설계자는, 컴퓨팅 시스템 설계 과정의 일환으로, 시스템 메모리 상에서의 특정 기류

(airflow)와 컴퓨팅 시스템에서 사용될 시스템 메모리 장치들의 특정 유형을 결정한다. 여기서,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통합

되는 시스템 메모리 장치들의 특정 유형은 또한 이들의 패키징 유형 및 최대 허용 가능 정션(junction) 온도에 의해 특징지

워질 것이다. 정션 온도가 장치 전력 감소에 관계되므로, 이런 특징들(기류, 메모리 패키징 유형, 최대 정션 온도)로부터,

컴퓨팅 시스템 설계자는 설계되고 있는/설계된 특정 시스템에 대해 특정의 '최대 허용가능 장치 전력 대 주위 온도' 관계

(이것의 예가 도7a에서 관측됨)를 생성할 수 있다.

도7b는 논의하에 있는 컴퓨팅 시스템의 컴퓨팅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메모리 장치에 대한 대역폭(BW) 대 메

모리 장치 전력 간의 관계를 도시하였다. 더 나아가, 도7b에서 관측되는 관계는 메모리 장치가 종속된 특정 실행가능 체제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도7b는, 특정 작업 부하(예를 들어 판독/기입 백분율, 페이지 히트/페이지 엠프티/페이지 미스,

버스트 길이, 타이밍 조건들 등)가 가해졌을 때, 메모리 장치에게 가해지는 활동율(즉, 대역폭(BW))이 더 높을수록, 메모리

장치에 의해 더 많은 전력이 쓰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업 부하가 메모리가 실행하는 여러 활동 유형들에 기초하여 메모

리의 사용을 특징짓는 한편, 대역폭/임계값 항목은 여러 유형의 활동들이 가해지는 레이트에 대응한다는 점을 주의하라.

궁극적으로, 특정량의 전력이, 가해지는 공급 전압에 응답하여 반도체 장치에 의해 소비되고, 가해지는 작업 부하는, 반도

체 장치의 특정의 전기적 설계와 이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특정 제조 공정의 산물이다. 이러하므로, 메

모리 장치 공급자는 도7b에서 보이는 관계를 개발하는 데에 최상의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장치 공급자는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이 관계 또는 이것의 몇몇 조합을 개발할 수 있다.

도7c는 '장치 전력' 변수가 제거되도록 하는 도7a 및 도7b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최대 지속 대역폭

(maximum sustainable bandwidth)(BWMAX)'의 컴퓨팅 시스템 주위 온도에 대한 상관(correlation)이다. 도7c의 상관은,

예를 들어, 1) 제1 등식(즉, 허용가능 장치 전력을 주위 온도에 관련시키는 제1 등식)으로 도7a에 관측된 관계를 수학적으

로 기술함으로써, 2) 제2 등식(즉, 장치 대역폭을 특정 작업 부하에 대한 장치 전력에 관련시키는 제2 등식)으로 도7b에 관

측된 관계를 수학적으로 기술함으로써, 3) 한 쌍의 등식을 조합시켜서 장치 전력을 변수로서 갖지 않는 제3 등식을 생성함

으로써, 단순하게 생성될 수 있다. 착수할 때, 상기 수학적 처리들이 직선에 맞춰진 것 이외의 행동 모델들에 가해질 수 있

다는 점을 주의하라(직선들이 도7a 내지 도7c에서 관측된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만일 적절하다면 직선 이외의 행동 모델

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조합의 결과, 도7c의 대역폭 파라미터는 도7a의 관계가 '최대 허용가능 장치 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7c의 대역폭

파라미터가 최대 지속 대역폭(BWMAX)으로 해석되는 것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최대 허용가능 장치 전력이 도달되는 대

역폭은 도7c의 수직축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도7c의 표현은, 도7b로 표현된 작업 부하에 대해서, 컴퓨팅 시스템 내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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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온도에 대해 맞추어지고 컴퓨팅 시스템의 시스템 메모리가 특정 작업 부하가 행사되고 있는 동안에 최대 허용 가능

장치 전력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임계값들을 생성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 예로서, 도7c의 관계의 이산 포인트들은 표로 만들어져서 도5에서 관측되는 룩

업 값들의 하나의 열을 형성한다. 도5에서 관측되는 완전한 룩업 테이블을 형성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급자는 도7b에서 관

측되는 N 관계들 -즉, 도5의 룩업 테이블에 기록될 각각의 작업 부하에 대한 하나씩의 'BW 대 전력' 관계- 을 생성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이제 다시 도7a 및 도7c를 참조하면, 주위 온도 외에도 그 밖의 열 파라미터들이 상관 파라미터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주

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몇몇 실시예들만을 거명하자면, 장치 케이스 온도는 도7a 및 도7c의 각각에 대한 상관

방식에서 수평축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장치 케이스 온도는 임의의 메모리 장치에 대해서 주위 온도로부터 쉽게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실효적으로, 측정된 주위 온도는 쉽게 장치 케이스 온도로 변환될 수 있다. 이러하므로, 주위 온도가 이 방

식의 일부에서 모니터링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수학적 상관 방식은 주위 온도가 아니라 장치 케이스 온도에 기초할

수 있다. 유사하게, 주위 온도가 아니라 케이스 온도가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액티브하게 모니터링될 수 있다. 따라서, 메

모리 장치 케이스 온도 또는 정션 온도 파라미터들이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SPD와 같은 메모리 영역 내에 저장될 수 있음

을 주의하라. 예를 들어, 메모리 공급자는 그의 컴포넌트들이 장애 모드들을 나타낼 수 있는 온도를 식별할 수 있고 이 파

라미터를 SPD 내에 저장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이 값을 판독하고 앞서 설명한 임계값을 조정하여 이 장치로부터 추가의

성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온도 파라미터들의 서브셋은 메모리 공급자가 그에 관해 그 부품들을 보증하는 최대 케이스 온

도 및 최대 정션 온도를 포함한다.

구현 기술

다수의 N 작업 부하의 각각에 대한 'BW 대 전력' 관계(도7b)가 메모리 공급자로부터 컴퓨팅 시스템 설계자/제조자로 전달

되는 방식은 실시예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 정보는 임의의 기술에 의해서 시스템 설계자/제조자에게 전해

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관계 정보가 시스템 설계자/제조자에게 제시되는 형태는 실시예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 정보는 시스템 설계자/제조자가 그 관계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임의의 기술에 의해 나타내어질 수 있다.

컴퓨팅 시스템이 N 작업 부하들의 각각에 대한 'BWMAX 대 주위 온도' 정보(도7c)를 궁극적으로 획득하도록 구성되는 방

식도 실시예마다 가변할 수 있다. 기본 실시예에서, 이 정보는 그 제조의 일환으로서 컴퓨팅 시스템(예로 BIOS 메모리 영

역 607 또는 SPD 메모리 영역 614) 내로 단순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5를 다시 참조하면, N 'BWMAX 대 주위 온도'

관계의 각각(즉, 각각의 작업 부하에 대한 하나의 관계)으로부터의 M 선택 데이터 포인트들이 BIOS, SPD 또는 그외의 메

모리 또는 컴퓨팅 시스템의 저장 영역 내에 구성될 수 있다.

대안 실시예에서, 작업 부하당 M 선택 데이터 포인트들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BWMAX 대 주위 온도' 관계를 기

술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가 BIOS, SPD, 또는 그외의 메모리 또는 컴퓨팅 시스템의 저장 영역에 저장된다. 예를 들어, 도7c

가 선으로 도시되었고 단지 두개의 포인트가 선을 규정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목하면(예를 들어, 선으로부터의 두개

의 포인트 또는 선으로부터의 한 포인트와 선의 경사), BIOS 메모리 영역, SPD 메모리 영역 또는 그외의 메모리 또는 저장

영역은 작업 부하당 두개의 포인트를 저장할 뿐이다. 이로부터, 컴퓨팅 시스템은 현존의 작동 환경에 대한 적합한 임계값

을 계산할 수 있다.

도6은 이런 시스템의 요소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BIOS 또는 SPD 메모리 영역(607, 614)은 임계값 또는 '임계값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임계값 기초 정보는 순수 임계값인 것과는 반대로 그로부터 임계값이 계산될

수 있는 임의의 정보이다. 선행 실시예가 선을 기술하는 두개의 포인트가 BIOS 또는 SPD 로부터 판독될 수 있는 것을 나

타내었는데, 본 경우에는, BIOS 또는 SPD 출력은 임계값이 아니라 임계값 기초 정보에 대응한다. 도6은 실제 임계값을 제

공하기 위해서 임계값 기초 정보가 상기 언급한 제어 기능(610)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한다.

추가 실시예에 따라서, 제어 기능(610)은 BISO 또는 SPD 메모리 영역으로부터 정확한 임계값 기초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서 주위 온도 및/또는 통계 정보로부터 입력 룩업 파라미터를 결정하도록 설계될 수 있고 이후에 임계값 기초 정보로부터

적합한 임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룩업 파라미터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다. 유사하게, 프로세서(들)(611)는 임계값 기초

정보로부터 임계값을 대신 계산할 수 있고 이를 메모리 컨트롤러로 전송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들로부터, 'BWMAX 대 주위 온도' 관계 정보(예를 들어 도7c 정보)는 BISO 또는 SPD 메모리 영역(607,

614)에 저장된다. 그러나, 적어도 실시예의 한 패밀리에 따르면, 시스템 메모리의 'BW 대 SPD 전력' 정보(예를 들어 도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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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BIOS 또는 SPD 메모리 영역(607, 614) 내에 저장된다. 이 정보는 여전히 임계값 기초 정보에 대응한다는 점을 주

의하라, 만일 'BW 대 전력' 정보가 BIOS 또는 SPD 메모리 영역(607, 614) 내에 저장된다면, 컴퓨팅 시스템은 (예를 들어,

도7c의 생성에 대하여 초기에 먼저 설명한 대로) 장치 전력 변수의 효율적인 제거를 통해서 적합한 임계값을 계산하는 것

을 맡는다.

여기서, 임계값 기초 정보에 대하여 바로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계산 기법들이, '장치 전력MAX 대 주위 온도' 정보(예를

들어 도7a 정보)가 임계값 기초 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시금, 두개의 포인트가 사용

되어 임의의 주어진 작업 부하에 관한 이 관계를 특징짓는 선을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적합한 네 개의 포

인트가 각각의 작업 부하에 관한BIOS 또는 SPD 내에 저장된다: 장치 전력MAX 대 주위 온도' 정보(예로, 도7a 정보)를 기

술하는 제1 쌍의 포인트, 및 'BW 대 전력' 정보(예로, 도7b 정보)를 기술하는 제2 쌍의 포인트가 그것이다. 장치 전력MAX

대 주위 온도' 정보(예로, 도7a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는, 이 정보가 시스템 메모리의 최대 허용가능 정션 또는 케이스 온도

를 포함한다는 것을 주의하라. 증가된 주위 온도는 정션 온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다른 공급자들은 다른 정도의

정션 온도 허용 오차를 가질 수 있다. 정션 온도에 대한 메모리 공급자의 민감도에 기초하여, 지속가능 BW가 균형있게 영

향을 받는다. 공급자는 따라서 여기서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허용가능 정션 온도 또는 케이스 온도를 보고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이런 온도 파라미터 중의 어느 것이든 SPD 내에 저장될 수 있다. 정션 온도와 케이스 온도 간의 고정 관계,

즉 정션 대 케이스 열 저항이 존재한다. 이 저항은 기초가 되는 패키징 기술과 성능이 변함에 따라 패키지 간에 달라질 수

있다. 'BW 대 전력' 정보의 저장에 관하여, 작업 부하 당 저장되는 두 개의 값은, 1) 제1의 미리 결정된(first pre-

determined) 장치 전력에서의 제1 BW 값, 및 2) 제2의 미리 결정된 장치 전력에서의 제2 BW 값을 포함할 수 있다. 제2

실시예에 따라서, 작업 부하 당 제공되는 두 개의 값은, 1) 제1의 미리 결정된 장치 전력에서의 제1 BW 값, 및 3) 적용가능

한 선에 대한 경사를 포함한다. 여기서, '미리 결정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메모리 장치 공급자와 수학적 조합 접근

법을 실행하고/설계하는 것을 책임지는 자 간에서 제공된 BW가 어떤 특정 장치 전력에 대응하는지에 관한 이해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리 결정된 이해는 메모리 공급자가 전력값들을 보고해야 하는 일 없이 BW 값만을 보고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데, 그 이유는 수학적 조합을 실행하는 것을 책임지는 자들이 제공되고 있는 각각의 BW 값에 대한 전력값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 실시예에서,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방식에 참여하는 그런 메모리 장치들에 대해서, 미리 결정된 전력값(들)은, 이들이

임의의 특정 작업 부하에 관해 임의의 특정 메모리 공급자로부터의 임의의 특정 유형의 메모리에 관한 임의의 'BW 대 전력

' 곡선을 인터셉트(intercept)하도록, 특별하게 선택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컴퓨팅 시스템이 임의의 참가 메모리 장치에

대한 그 자신의 임계값을 성공적으로 모듈레이트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포괄적인 산업계 전반의 메모리 특성화 방식이 확

립된다. 만일 임의의 미리 결정된 전력값(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참여 메모리 장치에 관한 인터셉트 포인트를 보

장해 줄 수 없다면, 추가의 '미리 결정된' 전력값들이 포괄적인 산업계 전반의 방식에 의해 채택된 '미리 결정된' 전력값들

의 패밀리에 부가될 수 있다고 계획된다. '미리 결정된' 전력값을 (예를 들어, 참조 번호에 의해) 적절하게 식별함으로써, 대

역폭 값들의 패밀리가 모든 참여 메모리 장치를 적절히 포착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

BIOS, SPD 또는 그 외의 메모리 또는 컴퓨팅 시스템의 저장 리소스들 내에 BW 대 장치 전력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실시예에서, 도8에 나타내어지는 대로, 특정 메모리 장치에 관한 복수의 'BW 대 전력' 관계가 공통점을 공유하

는 것으로 모델링되어서 평균적으로 전체의 'BW 대 전력' 관계가 한 쌍의 저장값보다 적게 작업 부하에 대해 규정되도록

허용해 준다. 도8에 도시된 모델링 접근법에 따르면, 네 개의 작업부하(A, B, C 및 베이스라인) 각각이 포인트(801)을 공

유하는 것으로 모델링된다. 도8의 각각의 'X'는 컴퓨팅 시스템 내에 저장된 데이터값에 대응한다.

X들인 (802, 803, 804, 805)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이터 값은 명시적인 대역폭 값(예를 들어, X들인 802, 803, 804, 805

각각에 대해 대역폭 값들인 807, 806, 808, 및 809) 또는 대응하는 선에 대한 경사로서 저장될 수 있다. 베이스라인 작업

부하 관계는 두 개의 저장된 포인트들(801, 802)이 있기 때문에 SPD 내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 충분히 규정된다. 그러나,

작업 부하 A, B, C는 베이스라인 작업 부하의 포인트(801)가 이런 작업 부하들에 대해 작업 부하 당 단지 하나의 여분의

포인트(즉, 작업 부하 A에 대한 포인트 803, 작업 부하 B에 대한 포인트 804, 작업 부하 C에 대한 포인트 805)에 의해 사

용될 것임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하므로, 다섯 개의 SPD 값이 저장되어 네 개의 작업 부하를 나타내고, 저장된 SPD 값들의 비는 2.0 보다는 1.0 에 훨

씬 가깝게 된다. 포인트 (802) 내지 (805)의 각각은 전력 레벨 PR 에 대해 미리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인트(801)의

전력 레벨이 미리 결정됨에 따라, 네 개의 작업 부하의 각각에 대해 적합한 조합이 이뤄져서 네 개의 작업 부하의 각각에

대한 'BWMAX 대 주위 온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실시예에서, 엔드포인트(801)는 최대 대역폭과 최대 장치

전력(도8에서 포인트 810과 811에 의해 나타내어짐)에 의해 특정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포인트 (802) 내지 (805)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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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것이 SPD 내에서 경사값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 또한, (811)에 의해 나누어진 (810) 값인 (801)의 경사

는 각각의 작업 부하에 대해 SPD 내에 저장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 여기서 (810)은 (801)에 대응하는 BW이고, (811)은

(801)에 대응하는 전력이다.

여기서 분석적으로 확립되는 메트릭은 또한 테스트 및 측정을 통해서 확립될 수 있다. 환경, 작업 부하 및 전력 예산

(power budget)에 대해 이뤄진 가정들은 본 메모리가 테스트되는 테스트 입력 조건들로서 취해질 수 있다. 미리 결정된

테스트 기준을 사용한 귀결 대역폭은 여기서 설명된 대로 시스템 통합자에게 보고될 수 있다. 각각의 메모리부를 측정하는

것은 컴포넌트 값들에 관한 어떤 불확실성도 제거하는 반면에, 분석적 기술은 클래스 내의 장치들에 관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최악 경우의 값을 상정할 수 있다. 전력 및 수율을 지배하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확률 분포 함수가 되므로, 분석적 경

우들은 최악 경우의 파라미터들을 다룰 수 있다. 최악 경우의 값들보다 충분히 낮은 장치들에 대해서는, 본 시스템은 추가

의 여유 성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테스트 및 측정은 메모리 컴포넌트 제조자가 본 장치를 분포 그래프 상에서 정확하

게 배치하도록 허용해 줄 것이다.

시스템이 자체 새로 고침 시스템 메모리와 동작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도9a 내지 도9b는 컴퓨팅 시스템의 시스템 메모리의 동작에 관한 기능 장애를 방지하는 기술을 보여 준다. 도9a의 방법론

의 경우에, BIOS 메모리 영역 또는 SPD 메모리 영역과 같은 비휘발성 리소스 내에 저장될 수 있는 '시간 지속 파라미터

(time duration parameter)'는 (902)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자체 새로 고침 모드(self refresh mode)로 시스템 메모리를

작동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특히, 저장된 시간 지속 파라미터는 컴퓨팅 시스템이 자신의 시스

템 메모리가 자체 리스레시 모드에서 동작할 때에 적절히 동작할 수 있는 시간 범위를 식별한다. 주목할 점은, 시스템 메모

리의 자체 새로 고침 모드는,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는 컴퓨팅 시스템이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영향을 끼

치도록 하는 충분한 레벨에서 전력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저장된 시간 지속 파라미터는 배터리로 동작하는 시

스템들에 대해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컴퓨팅 시스템이, 배터리의 전위가 컴퓨팅 시스템이 기

능 장애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정도가 되도록 고갈되기 전에, 자신의 시스템 메모리가 자체 새로 고침 모드에서 동작함에

따라 얼마나 오래 배터리 전력 하에서 동작할지에 대한 예상을 반영한다는 점 때문이다.

도9a의 방법론에 따르면, 시간 지속 파라미터가 SPD 메모리 영역과 같은 메모리 또는 저장 리소스로부터 (901)에서 판독

된 후에, 컴퓨팅 시스템은 이를 컴퓨팅 시스템에 대해 확립된 '목표' 시간 지속과 비교한다. 추가 실시예에서, 목표 시간 지

속은 컴퓨팅 시스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OS)에 의해 '스탠바이 모드 지속 기간'으로 인식되는 시간 지속에 대응한다. 만

일 저장된 시간 지속이 목표 시간 지속을 만족시키거나 초과한다면, 모드 지속 타이머는 (903)에서 시간 지속 파라미터에

동등하게 설정된다. 여기서, 모드 지속 타이머는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전의 남아 있는 쓸 수 있는 시간을 추적하는 데에

사용된다.

(903)에서 모드 시간 지속을 판독 시간 지속 파라미터에 동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컴퓨팅 시스템은 시스템 메모리가 기능

장애를 야기하지 않고서 컴퓨팅 시스템 내에서 자체 새로 고침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절히 추적할 것이다. 만

일 저장된 시간 지속이 목표 시간 지속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체 새로 고침 모드가 시스템 메모리

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으로 식별되고, 대안 시스템 모드가 (904)에서 초래된다. 예를 들어, 시스템 메모리는 스탠바이 모드

내에 놓일 수 있거나, 시스템 메모리는 실격되거나(즉, 사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형식적으로 인식됨), 또는 시스템 메모리

의 콘텐츠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비휘발성 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다.

한 기술에 따르면, 자체 새로 고침 모드가 신뢰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기간은 고정된 전력 예산하에서, 정량화될 수

있다. 이 전력 예산은 표준 포터블 컴퓨터 배터리의 하전 용량을 나타낼 수 있다. 배터리 전력은 가변하기 때문에, 이 정보

를 수학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편리하다. 쓸 수 있는 전하는 전력 소비의 선형 함수로서 모델링될 수 있다. 만일 이 선의 두

개의 점이 제공된다면, 모든 그 외의 점들을 쉽게 결정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두 개의 점은 임의로 선택되어 의미

있는 선형의 또는 구분적인 선형 데이터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쓸 수 있는 전하는 만일 새로 고침 빈도 또는 그 외의 활동이

증가한다면 더 빨리 고갈된다. 새로 고침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 소비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다수의 경사 선들이

여러 새로 고침 빈도들을 나타낼 수 있다.

다수의 전력 포인트가, 도10에 도시한 대로 시간축을 따른 대응 포인트들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될 수 있다. 실시예에서, 동

작 중에 있는 유닛의 신뢰성은 수용가능한 전압 강하에 의해 판단된다. 만일 전압 강하가 장치의 오작동을 이끌어 낼만큼

상당하다면,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각은 포인트 (t)로서 취해진다. 곡선 패밀리가 발생되어 다수의 새로 고침 빈도를

다룰 수 있다.

이하의 등식들은 고려되는 변수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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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수학식 2

단순화를 기하기 위해, 일정 전류원이 상정된다. 상기 등식에서의 전력 변수 P는 임의로 선택될 수 있다. ΔV 는 이상적 상

태로부터 장치가 오작동하는 상태로의 전압 강하를 나타낸다. Vthreshold Δt 로 언급되는 장치가 오작동하는 상태는 그래프

에서 T3b-T3a 로서 취해졌다. T3b는 경사를 나타내고, 이하의 등식 3에서 나타낸 것처럼, 전력 예산의 함수로써 이상적

전압과 일정 전류에 의해 계산된다.

수학식 3

일단 이런 변수들이 정의되면, 전력 소비를 나타내는 선들을 쉽게 건조할 수 있다. 쓸 수 있는 전력 예산 및 미리 결정된

VThreshold 에 응답하여 시간축 상의 대응하는 값들이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메모리 리소스(예를 들어 BIOS 메모리 영역

또는 SPD 메모리 영역) 내로 프로그램될 수 있거나 또는 임의의 다른 모순 없는 방식을 사용하여 호스트 시스템에게 전달

될 수 있다. 대안으로는, 경사만이 프로그램되어 비율(ratio)을 표시할 수 있다.

도9b는 시간이 아니라 전력이 (907)에서의 비교를 위한 기초로 사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유사한 방법을 도시하였다. 도

9b의 방법론에 따르면, 도9a를 참조하여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시간 지속 파라미터가 비휘발성 저장소 또는 (BIOS 또는

SPD 메모리 영역과 같은) 메모리 리소스 내에 저장된다. 시간 지속 파라미터가 (905)에서 메모리 또는 저장 리소스로부터

판독된 후에, 컴퓨팅 시스템은 (906)에서 자체 새로 고침 모드에 있는 동안에 이를 시스템 메모리에 대한 전력 소비 레벨로

변환하고(예를 들어, 시스템 시간 지속을 시스템 전력 소비로 변환하고 이후 시스템 메모리 이외의 시스템 컴포넌트들에

기인하는 전력 소비 기여를 제거하는 것), (907)에서 이를 자체 새로 고침 모드에서 시스템 메모리에 대해 할당되었던 전

력 소비량으로 설계된 것에 대하여 비교한다.

만일 전력 파라미터가 전력 할당량 내에 놓여 있다면(즉, 할당량보다 적거나 그에 동등하다면), 시스템 메모리는 (908)에

서 자체 새로 고침 모드에서 동작하는 것이 허용된다. 만일 전력 파라미터가 전력 할당량 내에 놓여있지 않다면, 자체 새로

고침 모드는 시스템 메모리에 대해 부적합한 것으로 식별되고, 대안 시스템 모드가 (909)에서 대신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시스템 메모리는 스탠바이 모드에 놓이게 되거나, 시스템 메모리는 실격되거나(예를 들어 사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형식

적으로 인식됨), 시스템 메모리의 콘텐츠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비휘발성 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다.

본 응용예의 다른 곳에서 설명된 방법론들과 유사하게, 도9a 내지 도9b에 대하여 앞서 설명한 어느 방법론이든지, 컴퓨팅

시스템의 프로세서들에 의해, 또는 전용 하드웨어(예를 들어 로직)에 의해, 또는 소프트웨어 및 전용 하드웨어의 몇몇 결합

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로 실행되는 그런 구현들에 대해서, 기능을 실행하는 명령들은 머신 판독 가능 매체 상

에 저장될 수 있다.

머신 판독 가능 매체는 머신(예로 컴퓨터)에 의해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임의의 메커니즘을 포

함한다. 예를 들어, 머신 판독 가능 매체는, ROM; RAM; 자기 디스크 저장 매체; 광 저장 매체; 플래시 메모리 장치들; 전기

적, 광학적, 음향학적 또는 그 외의 형태로 전파되는 신호들(예를 들어 반송파들, 적외선들, 디지털 신호들 등) 등을 포함한

다.

이상의 명세서에서, 본 발명은 특정 예시적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청구범위에서 설정된 본 발명의 광

의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여러 변형들 및 변화들이 그에 대해 이뤄질 수 있음이 명백하다. 그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은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시적인 의미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이하의 첨부된 도면들에서,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기 위해 도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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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종래의 컴퓨팅 시스템의 부분을 도시한 도면.

도2는 컴퓨팅 시스템의 활동이 시스템 메모리에 적용되는 다른 레이트들의 예들을 도시한 도면.

도3은 메모리 컨트롤러의 임계값이 컴퓨팅 시스템의 동작 동안에 걸쳐서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4는 도3의 방법의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5는 그 동작 동안에 걸쳐서 메모리 컨트롤러의 임계값을 조정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룩업 테이블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6은 그 동작 동안에 걸쳐서 메모리 컨트롤러의 임계값을 조정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의 부분의 실시예

를 도시한 도면.

도7a 내지 도7c는 장치 전력, 대역폭 및 주위 온도 간의 관계들을 도시한 도면.

도8은 전력 소비가 모델링될 수 있는 기술을 묘사한 도면.

도9a 및 도9b는 컴퓨팅 시스템의 시스템 메모리의 동작에 관해 기능 장애를 방지하는 기술을 도시한 도면.

도10은 컴퓨팅 시스템의 배터리 전력이 시스템 메모리의 자체 새로 고침 빈도의 함수로서 소비되는 여러 레이트에 대한 예

시적 묘사를 도시한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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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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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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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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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7c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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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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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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