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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모듈간의 여러 배선에서 분기하고 임피던스 부정합하여 발생하는 반사 신호 등의 영향, 및 데이

터 커맨드/어드레스와 메모리 모듈에서의 1 클록의 전송지연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켜 고속 동작의 메모리 시스템을 실

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컨트롤러와, DRAM 이 설치되는 메모리 모듈을 구비한다. 이 메모리

모듈에 버퍼를 설치한다. 버퍼와 메모리 컨트롤러는 데이터 배선,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을 통하여 상호 접속

한다. 메모리 모듈상의 DRAM 과 버퍼는 내부 데이터 배선,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내부 클록 배선을 통하여 상호

접속한다. 데이터 배선,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은 또 다른 메모리 모듈의 버퍼와 직렬로 접속할 수 있다. 메모

리 모듈상의 DRAM 과 버퍼 간에는, 클록에 동기하는 데이터 위상 신호를 이용하여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실시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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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복수의 메모리 회로가 설치되는 모듈, 및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갖는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모듈에는, 데이터 전송용 데이터 배선을 통하여 상기 컨트롤러에 접속하는 복수의 버퍼가 설치되며,

상기 버퍼와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가 상기 모듈에서의 내부 데이터 배선을 통하여 상호접속하고,

상기 복수의 버퍼는 상기 데이터 배선을 통하여 상기 컨트롤러에 접속하고,

상기 버퍼는 또한 커맨드/어드레스 배선과 클록 배선을 통하여 상기 컨트롤러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

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는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배선과 상기 클록 배선에 각각 대응하는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과 내부 클록 배선

을 통하여 상기 메모리 회로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과 상기 내부 클록 배선은 상기 메모리 회로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시스템.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메모리 회로는 DRAM 이며,

데이터가 상기 컨트롤러와 상기 버퍼간의 상기 데이터 배선에서 양방향으로 송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

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복수의 메모리 회로가 각각 설치되는 복수의 모듈, 및 상기 복수의 모듈의 메모리 회로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갖는 메모

리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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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각의 모듈은 하나 이상의 버퍼를 구비하며,

각각의 모듈의 버퍼는 데이터 전송용 데이터 배선을 통하여 다른 모듈의 버퍼 및 상기 컨트롤러에 접속하고,

각각의 모듈의 버퍼는 커맨드/어드레스 배선과 클록 배선을 통하여 다른 모듈의 버퍼 및 상기 컨트롤러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배선은 상기 복수의 모듈의 버퍼와 상기 컨트롤러를 직렬로 접속하여 데이지 체인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모듈의 상기 각각의 버퍼는 상기 데이터 배선을 통하여 상기 컨트롤러에 직접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모듈의 상기 각각의 버퍼는 커맨드/어드레스 배선과 클록 배선을 통하여 상기 컨트롤러에 추가로 직접 접속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다른 모듈상에 제공되는 다른 버퍼들을 더 구비하되,

상기 다른 버퍼들 각각은 데이터 배선,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을 통하여 상기 버퍼들 중 하나의 버퍼에 직렬

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각각의 모듈의 상기 메모리 회로는 복수의 랭크로 그룹화되며,

상기 복수의 모듈 중에서 동일한 랭크에 속하는 메모리 회로는 동시에 액세스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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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배선상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각각의 모듈상의 상기 각각의 메모리 회로와 상기 버퍼간의 내부 데이터

배선상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보다 고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배선과 상기 클록 배선상에서의 전송 속도는, 각각의 모듈상의 상기 메모리 회로와 상기 버퍼간의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배선과 상기 클록 배선에 대응하는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과 내부 클록 배선상에서의 전송 속도

보다 고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모듈의 버퍼에 대한 데이터가, 패킷의 형태로 상기 데이터 배선에서 전송되며,

상기 버퍼는 패킷의 형태로 상기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모듈의 버퍼에 대한 커맨드/어드레스와 클록은, 패킷의 형태로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배선과 상기 클록 배선

에서 전송되며,

상기 각각의 버퍼는 상기 커맨드/어드레스를 분리하고 상기 클록을 주파수에서 분주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8.

버퍼와, 상기 버퍼에 접속되는 메모리 회로가 설치되는 모듈, 및 상기 모듈상의 상기 버퍼에 접속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갖는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와 상기 버퍼간의 전송 속도가, 상기 모듈상의 상기 버퍼와, 상기 버퍼에 접속하는 상기 메모리 회로

간의 전송 속도보다 고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와 상기 메모리 회로를 각각 갖는 복수의 모듈이 제공되며,

각각의 모듈의 상기 버퍼는 데이터 배선,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을 통하여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하여 직

렬로 순서대로 접속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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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회로와 상기 버퍼는 내부 데이터 배선,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내부 클록 배선을 통하여 각각의 모듈

상에서 서로 접속하며,

상기 데이터 배선,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상기 클록 배선상의 전송 속도는, 상기 내부 데이터 배선, 상기 내부 커

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상기 내부 클록 배선상의 전송 속도보다 고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각각의 모듈의 상기 메모리 회로는 DRAM 이며,

데이터 위상 신호가 각각의 모듈상의 상기 DRAM 과 상기 버퍼간에, 이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타이밍에서 양방향으로

전송되고,

상기 각각의 DRAM 과 상기 각각의 버퍼는 수신된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내부 클록을 생성하여, 상기 내부 클록에

따라 데이터의 송수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 1 디바이스와 제 2 디바이스간에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디바이스는 제 1 내부 클록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제 2 디바이스는 제 2 내부 클록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며,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와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가 상기 제 1 디바이스와 상기 제 2 디바이스간의 동일한 배선상에, 이들간

의 충돌을 방지하는 타이밍에서 양방향으로 연속하여 전송되고,

상기 제 1 디바이스는 상기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의 타이밍을 참조하여, 상기 제 2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기 제 2 디바이스는 상기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의 타이밍을 참조하여, 상기 제 1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디바이스는 수신된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에 따라 상기 제 2 내부 클록을 생성하고 상기 제 2 내부 클록에 따라

상기 제 1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며,

상기 제 1 디바이스는 수신된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에 따라 상기 제 1 내부 클록을 생성하고 상기 제 1 내부 클록에 따라

상기 제 2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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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디바이스는, 양방향으로 전송되는 상기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 및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 중 상기 제 1 디바이스

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를 억제하며,

상기 제 2 디바이스는, 양방향으로 전송되는 상기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 및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 중 상기 제 2 디바이스

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를 억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디바이스와 상기 제 2 디바이스는 각각 버퍼와 DRAM 이며,

상기 DRAM 은 외부클록을 공급받아, 상기 외부클록과 상기 수신된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제 2 내부 클

록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디바이스와 상기 제 2 디바이스는 DLL 을 이용하여 상기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와 상기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

로부터 상기 제 1 내부 클록과 상기 제 2 내부 클록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6.

제 1 디바이스와 제 2 디바이스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1 디바이스와 제 2 디바이스의 전송처는 상기 데이터의 전송시, 상기 데이터의 전송과 무관하게 상기 데이터의 소

정의 위상을 나타내는 데이터 위상 신호를 연속하여 전송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제 1 디바이스와 제 2 디바이스의 수신처는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처측의 내부 클록을 재생성

하여, 재생성한 내부 클록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27.

제 1 디바이스와 제 2 디바이스간에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제 1 디바이스와 제 2 디바이스는,

상기 데이터의 전송시, 상기 데이터의 전송과 무관하게 상기 데이터의 소정의 위상을 나타내는 데이터 위상 신호를 연속하

여 전송하며,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 및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데이터 수신 내부 클록을 재생성하여, 재생성한 내부 클록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수신

하는 수신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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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디바이스와 제 2 디바이스는 각각 버퍼와 DRAM 이며,

상기 버퍼의 전송 수단은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를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로서 상기 DRAM 에 출력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버퍼의 수신 수단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를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로서 상기 DRAM 으로부터 수신하는 수단을 가

지며,

상기 DRAM 의 수신 수단은 상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로부터 상기 데이터 수신 내부 클록을 재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재생성한 내부 클록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DRAM의 전송 수단은 상기 수신된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에 의존하는 타이밍에서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를 상기 데

이터 위상 신호로서 출력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와 상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는 서로 상이한 타이밍에서 양방향으로 동일 신호선상에서 전송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와 상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는 서로 상이한 타이밍에서 양방향으로 서로 상이한 신호선상에

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의 상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수신 수단은 버퍼 내부 클록과 상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데이터 수

신 버퍼 내부 클록을 재생성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DRAM의 상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출력수단은 외부클록과 상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판독 데

이터 위상 신호를 출력하는 DRAM 내부 클록을 재생성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32.

복수의 메모리 회로와 버퍼를 갖는 메모리 모듈에 있어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상기 버퍼로부터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로 전송되고,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에 후속하는 데이터 신호는 상기 버퍼와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간에 송수신되며,

하나 이상의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와 상기 버퍼는 상기 메모리 회로의 설치위치에 의존하여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와 상기 데이터 신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타이밍 스큐를 흡수하는 스큐 흡수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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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메모리 회로는 DRAM 이며,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상기 버퍼로부터 상기 메모리 회로로 출력되는 버퍼 클록에 동기하여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스큐 흡수 수단은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와 상기 버퍼에 각각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신호는 상기 데이터 신호의 위상을 나타내는 데이터 위상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복수의 DRAM 과 상기 버퍼

간에 송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는 상기 버퍼와 상기 DRAM 간에, 이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타이밍에서 양방향으로 전송되며,

상기 DRAM 들과 상기 버퍼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내부 클록을 생성하여, 상기 내부 클록에 따라 데

이터의 송수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는 서로 상이한 배선을 통하여 상기 버퍼와 상기 DRAM 들간에 양방향으로 전송되며,

상기 DRAM 과 상기 버퍼는 상기 수신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내부 클록을 생성하여, 상기 내부 클록에 따라 데이터

의 송수신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DRAM 들은 상기 버퍼클록에 동기하여 상기 버퍼로부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공급받고, 상기 버퍼로부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를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로서 추가로 공급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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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RAM 의 상기 스큐 흡수 수단은 상기 버퍼 클록에 따라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복수의 위상클

록을 생성하는 수단, 상기 WDPS 로부터 데이터 수신 DRAM 내부위상 클록을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위상클록에 동기하

여 수신되는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데이터 수신 DRAM 내부위상 클록으로 도메인 크로싱하는 수단을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DRAM 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로서 상기 버퍼로 출력하고,

상기 버퍼의 상기 스큐 흡수 수단은 상기 DRAM 으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RDPS 로부터 데이터 수신 버퍼 내부 위상클록을

생성하는 수단, 상기 WDPS 에 기초하여 버퍼 내부 위상클록을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RDPS 에 동기하여 입력되는 판독

데이터 신호를 상기 버퍼 내부 위상클록과 정합시키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0.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DRAM 은 상기 버퍼로부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를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로서 공급받고, 상기 WDPS 에

동기하여 데이터 신호를 입력받으며,

상기 DRAM 의 스큐 흡수 수단은 상기 WDPS 로부터의 데이터 수신 DRAM 내부 위상클록을 생성하는 수단, 상기 버퍼 클

록으로부터 복수의 위상클록을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데이터 수신 DRAM 내부 위상 클록에 동기하여 수신되는 데이터

신호를 상기 복수의 위상 클록으로 도메인 크로싱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DRAM 은 버퍼 클록에 기초하여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출력하며, 상기 버퍼의 상기 스큐 흡수 수단은

RDPS 에 기초하여 데이터 수신 버퍼 내부 위상클록을 생성하는 수단, 글로벌 클록에 기초하여 버퍼 내부 위상클록을 생성

하는 수단, 및 상기 DRAM 으로부터 판독되어 상기 데이터 수신 버퍼 내부 위상클록에 따라 수신되는 데이터 신호를 상기

버퍼 내부 위상클록과 정합시켜 도메인 크로싱을 수행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2.

복수의 메모리 회로와 버퍼를 갖는 메모리 모듈에 있어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상기 버퍼로부터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로 전송되며,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에 후속하는 데이터 신호는 상기 버퍼와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 간에 송수신되고,

상기 데이터 신호는 상기 메모리 회로와 상기 버퍼로부터 교대로 동일신호선상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위상 신호에 동기하

여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와 상기 버퍼간에 송수신되며,

상기 버퍼는 상기 각각의 메모리 회로와 상기 버퍼에서의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의 전송시간을 규정하는 컨트롤 신호를 출

력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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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회로는 상기 컨트롤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의 전송을 제어하는 제어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4.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는 내부에서 발생된 상기 컨트롤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메모리 회로에 대한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의 전송을 제

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5.

복수의 메모리 회로, 및 메인 클록에 따라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를 제어하는 제어회로를 갖는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와 상기 제어회로는 데이터 신호를 송수신하는 제 1 배선과, 상기 제 1 배선의 길이와 상이한 길이

를 갖는 제 2 배선을 통하여 접속되며,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메인 클록을 주파수에서 n 분주 (n 은 2 이상인 양의 정수) 함으로써 얻은 클록신호를 획득하며 커

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 2 배선을 통하여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로 출력함과 동시에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n 분주된 클록 신호와 정합시키며 상기 n 분주된 클록 신호와 소정의 주파수 관계를 갖고 상기 데이터 신호의 위상을

나타내는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를 상기 제 1 배선을 통하여 출력하며,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 각각은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배선과 상기 제 2 배선간의 배선길이의 차이

에 의해 발생하는 타이밍 스큐를 흡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메모리 회로는 DRAM 이고,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는 상기 메인 클록을 주파수에서 n분주하여 얻어지는 주파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시스템.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DRAM 과 함께 모듈상에 설치되는 버퍼이고,

글로벌 클록이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상기 버퍼로 상기 메인 클록으로서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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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제 1 배선과 제 2 배선을 통하여 상기 DRAM 에 직접 접속하는 메모리 컨트롤러이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시스템 클록을 상기 메인 클록으로서 공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49.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n 분주된 클록 신호와, 상기 클록신호와 정합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 2 배선을 통하여 각

각의 DRAM 으로 출력하고 상기 클록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데이터 위상 신호를 상기 제 1 배선을 통하여 각각의

DRAM 으로 추가로 출력하며,

각각의 DRAM 은 상기 클록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제어회로로부터 수신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위상 신호와 정합시켜 상기 타이밍 스큐를 흡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한 주기에서 전송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최대 m회인 경우, 상기 DRAM 은 상기 n 분주한 클록 신호의 타이밍으로부

터 1/m 위상당 생성되는 내부 클록신호들중의 하나의 내부 클록신호에 의해 각각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상기 DRAM 은 상기 제어회로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의 타이밍으로부터 1/m 위상마다 내부 데이터 위상

클록을 생성하며, 상기 내부 클록신호와 상기 내부 데이터 위상클록을 상호 연관시켜 상기 내부 클록신호로부터 상기 내부

데이터 위상클록들중 이전에 연관된 내부 데이터 위상클록에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내부 커맨드/어

드레스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DRAM 내에 기록할 데이터 신호를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의 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DRAM 으로

출력하며,

한 주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신호가 최대 k 회인 경우, 각각의 데이터 신호가 상기 제어회로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의 타이밍으로부터 1/k 위상마다 생성되는 내부 클록신호들중 하나의 내부 클록신호에 따라 DRAM 내에 기억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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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DRAM 으로부터 데이터 신호를 판독시, 상기 DRAM 은 상기 제어회로로부터 공급되는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에

기초하여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생성하며 상기 RDPS 의 타이밍에 동기하여 판독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DRAM 으로부터의 상기 RDPS 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RDPS 의 타이밍으로부터 1/k 위상마다

생성되는 내부 클록신호들중 하나의 내부 클록신호에 따라 판독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제어 회로에서 생성되는 상

기 WDPS 의 타이밍으로부터 1/k 위상마다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내부 클록과 상기 내부 클록신호를 연관시키고 상기 내부

클록들중 이전에 연관된 내부 클록으로 내부 클록신호에 의해 수신되는 데이터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내부 판독 데이터 신

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5.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상기 n 분주된 클록신호의 리딩 에지와 테일 에지에 동기하여 상기 제어회로로부터 전송되

며 상기 n 분주된 클록신호의 리딩 에지와 테일 에지에 동기하여 상기 DRAM 내에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

스템.

청구항 56.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n 분주된 클록신호와, 상기 클록신호와 정합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 2 배선을 통하여

각각의 DRAM 으로 출력하며 상기 클록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데이터 위상 신호를 상기 제 1 배선을 통하여 각각

의 DRAM 으로 추가로 출력하고,

각각의 DRAM 은 상기 클록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제어회로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 신호를 상기 수신된 데이터 위상 신호

와 정합시켜 상기 타이밍 스큐를 흡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한 주기에서 전송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최대 m 회인 경우, 각각의 DRAM 은 상기 제어회로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의 타이밍으로부터 1/m 위상마다 내부 데이터 위상클록을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n 분주된 클록 신호로

부터 1/m 위상마다 내부 클록을 생성하는 수단을 가지며,

상기 내부 데이터 위상클록과 상기 내부 클록을 상호 연관시키고 상기 내부 데이터 위상클록으로부터 상기 내부 클록들중

이전에 연관된 내부 클록으로 내부 데이터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내부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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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DRAM 으로부터의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의 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DRAM 으로부터 판

독되는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며 한 주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신호가 최대 k 회인 경우,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DRAM 으로

부터 전송되는 상기 RDPS의 타이밍으로부터 1/k 위상마다 생성되는 내부 데이터 위상클록을 상기 제어 회로의 내부 위상

클록과 상호 연관시켜 데이터 신호를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9.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는 동일한 신호선 또는 상이한 신호선을 통하여 상기 제어회로와 상기 메모리 회로간에 송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60.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DRAM 은 단일 모듈상에 설치되며,

상기 제어회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배선길이를 갖는 제 1 배선들을 통하여 및 상기 제 1 배선의 길이보다 큰 배선 길이를

갖는 제 2 배선을 통하여 상기 복수의 DRAM 에 접속하는 메모리 컨트롤러이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시스템 클록을 상기 메인 클록으로서 공급받으며 상기 시스템 클록을 주파수에서 n 분주함으로

써, n 분주된 클록신호를 상기 제 2 배선을 통하여 각각의 DRAM 에 출력하고 상기 클록신호의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에

서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61.

제 60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상의 상기 복수의 DRAM 은 복수의 그룹으로 분할되며,

각각의 그룹에는, 상기 제 2 배선이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62.

제 6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배선상에서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는, 상기 n분주된 클록신호의 위상에 대하여 선행하는 위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63.

제 6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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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듈상의 상기 복수의 DRAM 은 복수의 그룹으로 분할되며,

상기 복수의 그룹에는, 상기 제 2 배선이 공통으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64.

제 63 항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위상 오프셋 값이 상기 복수의 그룹에 공급되는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로 주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속으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을 구비한 메모리 시스템, 및 당해 메모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이러한 종류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고속이면서 저신호 진폭으로 동작시키는 인터페이스가 검토되고, 이 인터페이

스의 규격으로서 SSTL (Stub Series Terminated Transceiver Logic) 이 제안되어 있다. 또한, DRAM 을 메모리 장치로

서 구비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DRAM 을 보다 고속으로 동작시키기 위해, 클록의 상승 (전연 (前緣); 리딩) 과 하강 (후연

(後緣); 테일) 의 쌍방의 에지에 동기하여 테이터를 입출력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속도를 2 배로 할 수 있는 DDR (Double

Data Rate) 방식을 채용한 것도 제안되어 있다.

종래, 상기한 SSTL 및 DDR 을 채용한 메모리 시스템으로서, 마더 보드 위에 복수의 메모리 모듈을 장착하고, 이들 복수의

메모리 모듈을 칩셋이라 하는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 제어하는 형식의 메모리 시스템이 제안되어 있다. 이 경우, 각 메모

리 모듈 위에는 복수의 DRAM 이 탑재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메모리 시스템으로서 일본 공개 특허 공보 2001-256772호 (이하, 문헌 1 이라고 함) 는 복수의 DRAM 을

탑재한 메모리 모듈을 복수개 마더 보드 위에 장착한 메모리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개시된 메모리 모듈은 직사각형 형

상의 메모리 모듈 기판의 길이 방향으로 병렬로 배치된 복수의 DRAM 과, 복수의 DRAM 사이에 배치된 커맨드·어드레스

버퍼 및 클록을 각 DRAM 에 분배하는 PLL 칩을 구비하고 있다. 메모리 모듈 위의 각 DRAM 은 모듈 기판의 단변 방향으

로 연장되는 모듈 데이터 배선에 접속되고, 커맨드·어드레스 버퍼 및 PLL 칩은 각각 모듈 기판의 단변 방향으로 연장되는

모듈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모듈 클록 배선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커맨드·어드레스 버퍼 및 PLL 칩으로부터 DRAM 에

대해 커맨드·어드레스 및 클록을 분배하기 위해, 모듈 커맨드·어드레스 분배 배선 및 모듈 클록 분배 배선이 모듈 기판의

장변 방향으로 인출되고 있다.

이 구성에서는, 데이터 신호는 모듈 기판 위에 형성된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각 메모리 모듈 위의 DRAM 에 대해 직접

부여되고,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클록 신호는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각각 커맨드·어드레스 버퍼 및 PLL 칩을 통해 각

메모리 모듈 위의 DRAM 에 부여된다. 상기한 메모리 모듈을 사용한 메모리 시스템은 단일 메모리 모듈을 고려한 경우, 마

더 보드 위의 신호 배선에 대해 메모리 모듈 위에서 거의 분기 배선을 형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기 배선에서 생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 반사에 의한 파형의 흐트러짐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액세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는 이점도 있다.

또한, 일본 공개 특허 공보 평10-293635호 (이하, 문헌 2 라고 함) 에는 메모리 컨트롤러와 복수의 메모리 모듈을 마더 보

드 위에 탑재한 메모리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와 데

이터 신호의 전파 시간을 일치하게 함으로써, 각 메모리 모듈의 세트업 시간, 홀드 시간을 확보하여 고속 신호 전송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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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있다. 또한, 문헌 2 에는 클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서, 메모리 모듈 또는 메모리 LSI 내에서, 입력된

클록의 2 체배의 클록을 생성하고, 생성된 클록에 동기하여 SDRAM 의 신호 및 출력을 제어하는 것도 기재되어 있다. 그래

서, 문헌 2 의 도 28 에는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주파수 2φ의 클록을 발생하고, 당해 클록을 주파수 φ로 2 분주하여 메모리

모듈에 전송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문헌 2 의 도 34 에는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의 클록 주파수를 메모리 모듈에서 2 배로 하여 메모리 모듈의 메모리

에 공급하는 것도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문헌 2 는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모듈 사이에서는, 소정 주파수의 클록을

송수신하고, 당해 클록을 SDRAM 과 같은 메모리 또는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당해 소정 주파수의 클록을 2 배의 주파수로

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문헌 2 에서는, 메모리내의 클록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를 메모리 모듈과 메모리

컨트롤러 사이에서 송수신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문헌 1 에 기재된 메모리 모듈과 같이, 모듈 기판에 단변 방향으로 연장되는 모듈 데이터 배선과, 커맨드·어드레스 버퍼 및

PLL 칩으로부터 각각 DRAM 위로 인출되는 모듈 커맨드·어드레스 분배 배선 및 모듈 클록 분배 배선은 길이가 다르기 때

문에, 데이터는 커맨드·어드레스 및 클록 신호와의 다른 타이밍으로 각 DRAM 에 도달하게 되어 타이밍 조정이 어렵다.

또한, 문헌 2 와 같이 메모리 모듈내의 클록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의 클록을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모듈 사이에서

송수신한 것에서는, 데이터의 전송 시간이 길어진다. 또한, 문헌 2 의 구성에서는, 데이터의 전송 속도는 메모리의 동작 속

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속화 및 탑재할 수 있는 메모리 모듈의 개수에 한계가 생긴다. 또한, 양 문헌은 메모리 컨트

롤러와 메모리 모듈 사이에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수법에 대해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각 메모리 모듈내에서의 데이터와, 커맨드·어드레스, 클록 신호와의 타이밍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메모

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분기 및 임피던스 미스 매치로 인한 반사 신호를 저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고속으로 동작 가능한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모듈내에 형성된 2 개의 회로 사이에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은 메모리 모듈내의 버퍼와 DRAM 사이에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 모듈 위에 미리 정해진 기능을 갖는 버퍼를 탑재하는 한편,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모듈, 메모

리 모듈과 메모리 모듈 사이를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한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이 구성에 따르면 고주파에서의 신호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음과 동시에, 버퍼와 DRAM 사이의 메모리 모듈 위의 각 신호 배선은 전기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분기

만으로, 다른 전기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기를 갖지 않는 배선 레이아웃에 의해 결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호 품질을 개

선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각 메모리 모듈 위에서, 쌍방향 데이터 위상 (phase) 신호에 의한 데이터 송수신 방식을 이용함으

로써, 보다 고속의 메모리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메모리 모듈 위에 단독 또는 복수 구비된 본 발명에 관한 버퍼에 대해 설명해 둔다. 메모리 모듈 위에 구비된 버퍼

에는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모듈 사이, 메모리 모듈과 메모리 모듈 사이의 데이터 배선이 그룹화된 형태로 접속되어

있다. 복수의 메모리 모듈을 구비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인접하는 메모리 모듈 위의 버퍼가 데이터선에 의해 서로 포인

트 투 포인트로 접속되어 있다. 이 경우, DRAM 의 데이터 주파수에 대해 n 배속으로 데이터 신호가 데이터선 위에 전달된

다. 또한, 패킷으로 압축됨으로써 다중화된 데이터선의 개수는 1/n 개 정도로 삭감된다 (실제로는 딱 나뉘어 떨어지지 않

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1/n 은 아니다).

한편 커맨드·어드레스 배선은 데이터 배선의 그룹마다, 메모리 컨트롤러와 각 메모리 모듈의 버퍼 사이에 접속되어 있고,

데이터 배선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모듈 사이, 메모리 모듈과 메모리 모듈 사이에는 서로 포인트 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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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접속되어 있다.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DRAM 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주파수에 대해 m 배속으로 신호 전달되

고, 또한, 패킷으로 압축되면 신호선의 개수는 1/m 정도로 삭감된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는 딱 나뉘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1/m 은 아니다).

각 메모리 모듈 위에 형성된 버퍼는 메모리 컨트롤러 또는 전단(前段) 메모리 모듈로부터의 데이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를 수신하고, 메모리 모듈 위의 DRAM 에 대해 데이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패킷을 인코드하여 DRAM 에 대응하는 신

호수로 하고, 1/n, 1/m 배의 주파수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캐스케이드 접속되는 차단(次段) 메모리 모듈에 대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전달 전송하는 기능, 또한, 차단 메모리 모듈과 데이터 신호를 쌍방향에서 송수신하는 기능도 버

퍼에는 구비되어 있다. 메모리 모듈 위의 각 신호는 전기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분기 이외를 갖지 않는 배선 레이아웃으로

결선된다. 데이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패킷 전송선의 식별은 모듈 ID 신호에 의해 행해진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특징이 되는 태양을 열거한다.

본 발명의 제 1 태양에 따르면 복수의 메모리 회로를 탑재한 모듈과,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구

비한 메모리 시스템에서, 상기 모듈에는 상기 컨트롤러와 데이터 전송용 데이터 배선에 의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버퍼가

탑재되어 있고, 상기 모듈에서는, 상기 버퍼와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가 내부 데이터 배선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2 태양에 따르면 제 1 태양에서, 상기 모듈에는 상기 버퍼가 복수개 배치되어 있고, 복수개의 버퍼는 각각 상

기 데이터 배선에 의해, 상기 컨트롤러와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3 태양에 따르면 제 1 또는 제 2 태양에서, 상기 버퍼는 추가로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에 의해 상

기 컨트롤러와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4 태양에 따르면 제 3 태양에서, 상기 버퍼는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에 각각 대응한 내부 커

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내부 클록 배선에 의해 상기 모듈의 각 메모리 회로와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

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5 태양에 따르면 제 4 태양에서, 상기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상기 내부 클록 배선은 상기 모듈의 복수

의 메모리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6 태양에 따르면 제 1 내지 제 5 태양 중 어느 한 태양에서, 상기 메모리 회로는 DRAM 이고, 상기 메모리 컨

트롤러와 상기 버퍼 사이의 상기 데이터 배선에는 쌍방향으로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7 태양에 따르면 복수의 메모리 회로를 각각 탑재한 복수의 모듈과, 상기 복수의 모듈의 각 메모리 회로를 제

어하는 컨트롤러를 구비한 메모리 시스템에서, 상기 각 모듈에는 적어도 하나의 버퍼가 형성되어 있고, 당해 각 모듈의 버

퍼는 다른 모듈의 버퍼 및/또는 상기 컨트롤러와 데이터 전송용 데이터 배선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8 태양에 따르면 제 7 태양에서, 상기 각 모듈의 버퍼는 다른 모듈의 버퍼 및/또는 상기 컨트롤러와 커맨드·어

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9 태양에 따르면 제 7 또는 제 8 태양에서, 상기 데이터 배선은 상기 복수의 모듈 위의 버퍼와 상기 메모리 컨

트롤러를 캐스케이드 접속함으로써 데이지 체인 (daisy chain) 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

어진다.

본 발명의 제 10 태양에 따르면 제 7 태양에서, 상기 복수의 모듈의 각 버퍼는 상기 데이터 배선에 의해 직접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11 태양에 따르면 제 10 태양에서, 상기 복수의 모듈의 각 버퍼는 추가로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

에 의해, 직접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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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12 태양에 따르면 제 11 태양에서, 상기 데이터 배선,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상기 클록 배선에 의해,

직접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접속된 상기 모듈의 버퍼에 대해, 데이터 배선,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에 의해

캐스케이드 접속된 다른 모듈 위에 배열된 버퍼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13 태양에 따르면 제 8 내지 제 12 태양 중 어느 한 태양에서, 상기 각 모듈의 복수의 메모리 회로는 복수의

랭크로 구분되어 있고, 동일 랭크에 속하는 복수 모듈의 상기 메모리 회로는 동시에 액세스 대상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14 태양에 따르면 제 12 또는 제 13 태양 중 어느 한 태양에서, 상기 데이터 배선 위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상

기 각 모듈 위의 상기 버퍼와 각 메모리 회로 사이의 내부 데이터 배선 위의 데이터 전송 속도보다 빠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15 태양에 따르면 제 14 태양에서,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상기 클록 배선 위의 전송 속도는 당해 커맨

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에 각각 대응하여 상기 버퍼와 각 메모리 회로 사이의 전송 속도보다 빠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16 태양에 따르면 제 14 태양에서, 상기 데이터 배선에는 복수의 모듈의 버퍼에 대한 데이터가 패킷화되어

전송되고, 상기 버퍼에서는, 패킷화된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17 태양에 따르면 제 15 태양에서,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상기 클록 배선은 복수의 모듈의 버퍼에 대

한 커맨드·어드레스 및 클록이 패킷화되어 전송되고, 상기 버퍼는 상기 커맨드·어드레스를 분리함과 동시에 클록을 분주하

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18 태양에 따르면 버퍼 및 당해 버퍼에 접속된 메모리 회로를 탑재한 모듈과, 이 모듈 위의 상기 버퍼에 접속

된 메모리 컨트롤러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와 상기 버퍼 사이의 전송 속도는 상기 모듈 위의 상기 버퍼와, 당해

버퍼에 접속된 메모리 회로 사이의 전송 속도보다 빠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19 태양에 따르면 제 18 태양에서, 상기 버퍼를 갖는 모듈은 복수개 배열되어 있고, 상기 각 모듈의 버퍼는 상

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해, 차례로 데이터 배선,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에 의해 캐스케이드가 접속되고, 또

한, 각 모듈에서는, 상기 메모리 회로와 상기 버퍼가 내부 데이터 배선,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내부 클록 배선에 의

해 접속되고, 상기 데이터 배선,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클록 배선 위의 전송 속도는 상기 내부 데이터 배선, 내부 커맨드

·어드레스 배선, 및 내부 클록 배선 위의 전송 속도보다 빠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20 태양에 따르면 제 19 태양에서, 상기 각 모듈에 탑재되는 상기 메모리 회로는 DRAM 이고, 이 각 모듈 위

에서, 당해 모듈의 버퍼와 DRAM 사이에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타이밍으로 쌍방향으로 데이터 위상 신호가 전송되고, 상

기 DRAM 및 버퍼에서는, 수신한 데이터 위상 신호를 기준으로 하여 내부 클록을 생성하고, 이 내부 클록에 따라 데이터의

송수신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21 태양에 따르면 제 1 내부 클록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디바이스와, 제 2 내부 클록에 따라 데이터

를 수신하는 제 2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제 1 및 제 2 디바이스와의 사이에서, 쌍방향으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데이

터 전송 방법에서, 제 1 및 제 2 디바이스 사이에서, 동일 배선 위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 타이밍으로 연속적으로 제 1 및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를 쌍방향으로 전송해 두고, 제 1 디바이스에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의 타이밍을 참조하여 데

이터를 제 2 디바이스에 전송하고, 한편 제 2 디바이스에서는, 상기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의 타이밍을 참조하여 데이터를

제 1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방법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22 태양에 따르면 제 21 태양에서, 상기 제 2 디바이스에서는, 수신한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에 따라 상기 제

2 내부 클록을 생성하고, 이 제 2 내부 클록에 따라 상기 제 1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한편, 상기 제 1 디바

이스에서는, 수신한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에 따라 상기 제 1 내부 클록을 생성하고, 이 제 1 내부 클록에 따라 상기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를 생성함과 동시에, 제 2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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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23 태양에 따르면 제 21 또는 제 22 태양에서, 상기 제 1 디바이스에서는, 쌍방향으로 전송되는 제 1 및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 중, 당해 제 1 디바이스로부터 출력되는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를 억제하고, 한편 상기 제 2 디바이스에

서는, 쌍방향으로 전송되는 제 1 및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 중, 당해 제 2 디바이스로부터 출력되는 제 2 데이터 위상 신호

를 억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24 태양에 따르면 제 21 내지 23 의 태양 중 어느 한 태양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디바이스는 각각 버퍼 및

DRAM 이고, 상기 DRAM 에는 외부 클록이 부여되고, 당해 외부 클록과 수신한 상기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에 의해, 상기

제 2 클록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25 태양에 따르면 제 21 내지 23 의 태양 중 어느 한 태양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디바이스는 DLL 을 사용하

여 상기 제 2 및 제 1 데이터 위상 신호로부터 제 1 및 제 2 내부 클록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26 태양에 따르면 제 1 및 제 2 디바이스 사이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 제 1

및 제 2 디바이스의 전송측은 상기 데이터의 전송시, 상기 데이터의 전송과는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상기 데이터의 소정 위

상을 나타내는 데이터 위상 신호를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디바이스의 수신측은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측의 내부 클록을 재생하고, 재생된 내부 클록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27 태양에 따르면 제 1 및 제 2 디바이스 사이에서 쌍방향으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

템에서, 제 1 및 제 2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데이터의 전송시, 상기 데이터의 전송과는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상기 데이터의

소정 위상을 나타내는 데이터 위상 신호를 전송하고, 당해 데이터 위상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디바이스는 각각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측의 내부 클록을 재생하고, 재

생된 내부 클럭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얻

어진다.

본 발명의 제 28 태양에 따르면 제 27 태양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디바이스는 각각 버퍼 및 DRAM 이고, 상기 버퍼의 전

송 수단은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로서, 상기 DRAM 에 대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을 가짐과 동시에, 상

기 버퍼의 수신 수단은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로서 상기 DRAM 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을 갖

고 있고, 상기 DRAM 의 수신 수단은 상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로부터, 상기 데이터 수신용 내부 클록을 재생하는 수단

과, 당해 재생된 내부 클록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추가로 상기 DRAM 의 전송 수단은 수신한

상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에 의존한 타이밍으로, 상기 테이터 위상 신호로서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29 태양에 따르면 제 28 태양에서, 상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및 상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는 서로 다른

타이밍으로 쌍방향으로 동일한 신호선 위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30 태양애 따르면 제 28 태양에서, 상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및 상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는 서로 다른

타이밍으로 쌍방향으로 서로 다른 신호선 위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31 태양에 따르면 제 28 내지 제 30 태양 중 어느 한 태양에서, 상기 버퍼의 상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수신

수단은 버퍼 내부 클록과 상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로부터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클록을 재생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한편 상기 DRAM 의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출력 수단은 외부 클록과, 수신한 상기 기록 테이터 위상 신호로부터 상기 판

독 데이터 위상 신호를 출력하는 DRAM 내부 클록을 재생하는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이 얻어진다.

상기한 메모리 시스템을 고속화하는 경우, 각 메모리 모듈 위에서의 스큐를 고려한 이하의 구성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즉, 본 발명의 태양에 따르면 복수의 메모리 회로와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버퍼로부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복수

의 메모리 회로에 전송함과 동시에, 상기 버퍼와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 사이에서는,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에 수반

되는 데이터 신호가 송수신되는 메모리 모듈로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 및 버퍼의 적어도 일방에는 상기 커맨드·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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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신호와 상기 데이터 신호 사이에, 상기 메모리 회로의 탑재 위치에 의존하여 발생되는 타이밍 스큐를 흡수하는 스큐

흡수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이 얻어진다. 상기 메모리 회로가 DRAM 인 경우, 상기 커맨드·어드

레스 신호는 상기 버퍼로부터 상기 메모리 회로로 출력되는 버퍼 클록에 정합하여 출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을 채용하는 경우, 상기 스큐 흡수 수단은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 및 버퍼에 각각 형성되고, 상기 데이터 신

호는 당해 데이터 신호의 위상을 나타내는 데이터 위상 신호에 정합하여 상기 복수의 DRAM 과 버퍼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DRAM 에는 상기 버퍼 클록에 정합하여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상기 버퍼로부터 부여되고, 또한, 상기 데이

터 위상 신호로서 상기 버퍼로부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부여되는 경우, 상기 DRAM 의 스큐 흡수 수단은 상

기 버퍼 클록으로부터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복수의 위상 클록을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WDPS 로

부터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위상 클록을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위상 클록에 정합하여 수신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를 상기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위상 클록으로 도메인 크로싱하여 교체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DRAM 은 상기 WDPS 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로서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상기 버퍼에

출력하고, 상기 버퍼의 상기 스큐 흡수 수단은 상기 DRAM 으로부터 수신한 RDPS 로부터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위상

클록을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WDPS 에 기초하여 버퍼 내부 데이터 위상클록을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RDPS 에 정합하

여 입력되는 판독 데이터 신호를 상기 버퍼 내부 위상 클록으로 교체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상기 DRAM 에는 상기 데이터 위상 신호로서 상기 버퍼로부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부여됨과 동시에, 상기 WDPS 에 정합하여 데이터 신호가 입력되고, 또한, 상기 DRAM 의 스큐 흡수 수단은 상

기 WDPS 로부터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위상 클록을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버퍼 클록으로부터 복수의 위상 클록을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위상 클록에 정합하여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상기 복수의 위상 클록으

로 도메인 크로싱하여 교체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이 얻어진다.

여기서, 상기 DRAM 은 상기 버퍼 클록에 기초하여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출력하면 상기 버퍼의 상기 스큐 흡

수 수단은 상기 RDPS 에 기초하여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위상 클록을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글로벌 클록에 기초하여

버퍼 내부 위상 클록을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DRAM 으로부터 판독되어 상기 테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위상 클록에 따라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상기 버퍼 내부 위상 클록으로 교체하는, 도메인 크로싱을 행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따르면 복수의 메모리 회로와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버퍼로부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에 전송함과 동시에, 상기 버퍼와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 사이에서는,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에

수반되는 데이터 신호가 송수신되는 메모리 모듈로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회로 및 버퍼 사이에서는, 상기 데이터 신호를

데이터 위상 신호에 정합하여 송수신함과 동시에, 상기 버퍼는 상기 메모리 회로 및 상기 버퍼에서의 상기 데이터 위상 신

호의 전송 시간을 규정하는 컨트롤 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이 얻어진다.

실시형태

도 1 및 도 2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배선도 및 실체도가 각각 나타나 있다. 또한,

도 3 은 도 1 내지 도 2 의 일부에서의 배선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일부 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 2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은 마더 보드 (100) 위에 장착된 메모리 컨

트롤러 (101) 및 클록 발생기 (102; 도 1) 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마더 보드 (100) 에는 복수의 메모리 모듈 (103; 도 2 및

도 3 에서는, 4 개의 메모리 모듈 (103a,103b,103c,103d) 이 각각 모듈 커넥터 (104; 도 3) 를 통해 탑재되어 있다.

각 메모리 모듈 (103; 첨자 생략) 은 모듈 기판 위에 탑재된 버퍼 (105), 및 도 1 및 도 2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복수의

DRAM (110) 을 구비하고 있다. 도시된 예에서는, 버퍼 (105) 는 각 메모리 모듈 (103) 에 하나씩 배치되고, 메모리 컨트롤

러 (101) 와 버퍼 (105) 는 데이터 배선 (111; DQ),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Cmd/Add) 및 클록 배선 (113; CLK/

CLKB) 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1 및 도 2 에 나타낸 데이터 배선 (111) 은 직접

각 DRAM (110) 에 접속되지 않고, 버퍼 (105) 를 통해 메모리 컨트롤러 (101) 에 접속되어 있다.

이들 데이터 배선 (111),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및 클록 배선 (113; CLK/CLKB) 은 도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모

리 컨트롤러 (101) 로부터 메모리 모듈 (103a) 의 버퍼 (105) 에 접속되고, 당해 메모리 모듈 (103a) 로부터 차단의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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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103b) 의 버퍼 (105) 에 접속되어 있다. 이하, 마찬가지로 이들 배선은 메모리 모듈 (103c,103d) 의 버퍼 (105) 에

차례로 접속되고, 종단부를 종단 저항에 의해 종단되고, 그럼으로써 데이지 체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

면 데이터 배선 (111) 등의 배선은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메모리 모듈 (103a) 사이, 메모리 모듈 (103a) 과 메모리 모

듈 (103b) 사이, 메모리 모듈 (103b) 과 메모리 모듈 (103c) 사이, 메모리 모듈 (103c) 과 메모리 모듈 (103d) 사이의 버퍼

(105) 에 접속되고, 또한, 전단 및 차단의 버퍼 (105) 에 대해 포인트 투 포인트로 캐스케이드 접속되어 있다.

도 2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배선 (111; DQ),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Cmd/Add) 및 클록 배선 (113) 은 각

각 마더 보드 위의 배선 부분과 모듈내의 모듈 배선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각 메모

리 모듈 (103a ∼ 103d) 을 식별하는 모듈 식별 신호 (MID) 를 전송하는 모듈 식별용 배선 (114) 도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버퍼 (105) 사이 및 버퍼 (105) 사이에 설비되어 있다.

도 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 메모리 모듈 (103) 내의 버퍼 (105) 와, 당해 메모리 모듈 (103) 에 탑재되어 있는 DRAM

(110) 은 내부 데이터 배선 (111'),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및 내부 클록 배선 (113') 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여

기서, 내부 데이터 배선 (111') 은 메모리 모듈 (103) 위의 DRAM (110) 과 각각 접속되어 있고, 한편 내부 커맨드·어드레

스 배선 (112') 및 내부 클록 배선 (113') 은 각각 버퍼 (105) 의 좌측 또는 우측에 배치된 DRAM (110) 에 대해 공통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음에, 도시된 DRAM (110) 은 각각 8 비트 단위로 데이터의 기록, 판독을 행할 수 있는 X8 구성의 DRAM 인 것으로 하

면 각 메모리 모듈 (103) 내에서 각 DRAM (110) 과 버퍼 (105) 사이에서는, 8 비트 단위로 데이터의 송수신이 행해지게

된다.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은 각각 8 개의 DRAM (110) 을 구비하

고, 이들 8 개의 DRAM (110) 은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버퍼 (105) 의 좌우 양측에 각각 4 개씩 배치되어 있다.

또한,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버퍼 (105) 사이 및 버퍼 (105) 사이의 데이터 배선 (111) 은 32 비트폭을 갖고 있다. 커맨

드·어드레스 신호 및 모듈 식별 신호 MID 에 의해 메모리 모듈 (103a,103b)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선택된 예컨대 메모

리 모듈 (103a) 위의 8 개의 DRAM (110) 이 활성화되고, 합계 64 비트폭의 데이터가 8 개의 DRAM (110) 과 버퍼 (105)

사이에서, 송수신 가능한 상태가 된다.

한편, 도 1 및 도 2 에 파선으로 나타낸 DRAM (110) 이 각 메모리 모듈 (103) 에 가해진 경우, 버퍼 (105) 의 좌측에 4 개

의 DRAM (110), 우측에 5 개의 DRAM 이 배치되고,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버퍼 (105) 사이 및 버퍼 (105) 사이의 데

이터 배선 (111) 은 36 비트폭을 갖고 있다. 이 구성에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모듈 식별 신호 MID 에 의해 메모리 모

듈 (103a,103b)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선택된 예컨대 메모리 모듈 (103a) 위의 9 개의 DRAM (110) 이 활성화되고, 합

계 72 비트폭의 데이터가 9 개의 DRAM (110) 과 버퍼 (105) 사이에서 송수신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도 1 및 도 2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은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위의 8 개 또는 9 개의 DRAM (110) 이

동시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랭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도 1 및 도 2 를 참조하여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메모리 모듈 (103a) 사이의 배선, 및 인접하는 메모리 모듈

(103) 사이의 배선에 대해 추가 설명한다. 먼저, 데이터 배선 (111) 에 대해 설명하면 버퍼 (105) 와 DRAM (110) 사이에

서는, 64 비트 또는 72 비트폭의 데이터가 내부 배선 (111') 을 통해 송수신됨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버

퍼 (105) 사이, 및 버퍼 (105) 사이의 데이터 배선 (111) 은 도 1 및 도 2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32 비트폭 또는 36 비

트폭이다.

이는 데이터 배선 (111) 위에는 DRAM (110) 의 데이터 주파수, 즉 동작 속도보다 빠른 전송 속도로 다중화 또는 패킷으로

압축되어 데이터 신호가 송수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된 예에서는, DRAM (110) 의 동작 속도에 대해 n 배의 속도로 데

이터가 데이터 배선 (111) 위에 전달되고 있다 (여기서, n 은 정정수이다). 이와 같이 패킷으로 압축되면 데이터 배선의 개

수는 1/n 개 정도로 삭감된다 (실제로는 딱 나뉘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1/n 은 아니다).

한편,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은 데이터 배선 (111) 과 동일하게 메모티 컨트롤러 (101) 와 메모리 모듈 (103) 사이,

인접한 메모리 모듈 (103) 사이를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하고 있다.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에는 커맨드·어드레스 신

호가 DRAM (110) 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주파수에 대해 m 배의 속도 (m 은 정정수) 로 신호 전달되고, 또한, 패킷으로

압축되면 당해 신호선의 개수는 1/m 개 정도로 삭감된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는 딱 나뉘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

므로 반드시 1/m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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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메모리 모듈 (103) 위에 형성된 버퍼 (105) 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 또는 전단 메모리 모듈 (103) 로부터의 데이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고, 각 메모리 모듈 (103) 위의 DRAM (110) 에 대해, 데이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패

킷을 인코드하여 DRAM 에 대응하는 신호수로 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버퍼 (105) 는 인코드된 데이터, 커맨드·

어드레스 신호를 1/n, 1/m 배의 주파수로 분주하여 DRAM (110) 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버퍼 (105) 는 캐스케이드 접속되는 차단 메모리 모듈 (103) 에 대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전달, 전송하는 기능,

차단 메모리 모듈과 데이터 신호를 쌍방향으로 송수신하는 기능, 및 데이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패킷 전송선을 나타내

는 모듈 식별 신호 MID 를 식별하는 기능도 구비하고 있다 버퍼 (105) 에서의 분주, 식별 등의 기능은 통상의 기술을 이용

하여 쉽게 실현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메몰 모듈 (103) 위의 각 배선은 전기적

으로 무시할 수 있는 분기 이외를 갖지 않는 배선 레이아웃으로 결선된다.

다음에, 도 2 를 참조하여 각 배선에서의 전송 속도의 구체예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각 메모리 모듈 (103) 위의 DRAM

(110) 은 SDRAM 인 것으로 하고, 클록의 리딩 및 테일의 쌍방에 동기하여 데이터의 입출력을 행하는 DDR (Double Data

Rate)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각 메모리 모듈 (103) 에서의 버퍼 (105) 와 각 DRAM (110) 사이의 내부

클록 배선 (113') 위에 666㎒ 의 내부 클록 주파수가 부여되는 것으로 하면 내부 데이터 배선 (111') 위에는 1.33Gbps 의

데이터 전송 속도, 즉 1.33㎓ 의 데이터 주파수로 데이터가 송수신되고, 또한,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에는

666Mbps 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버퍼 (105) 로부터 공급된다.

이 예에서는, 마더 보드 (100) 에 깔린 클록 배선 (113) 에는 내부 클록 주파수를 2 체배한 1.33㎓ 의 클록 주파수를 갖는

클록 (113) 이 메모리 컨트롤러 (101) 로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도 2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데이터 배선 (111) 및 커

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에는 클록 주파수의 2 배와 다름없는 2.66Gbps 의 전송 속도로 데이터 및 커맨드·어드레스 신

호가 공급되고, 내부 데이터 배선 (111') 및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의 전송 속도는 각각 1.33Gbps 및

666Mbps 이다. 따라서, 도시된 예는 n ＝ 2, m ＝ 4 인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마더 보드 위에서의 신호를 다중화하고, 고주파 전송을 행함으로써, 마더 보드 위의 배선수를 감소시킬 수 있

다. 데이터 배선 (111) 은 신호를 2 중화함으로써, 1/2,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은 신호를 4 중화함으로써, 1/4 로 줄

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2 중화함으로써, 32 비트폭의 데이터 배선 (또는 36 비트폭의 데이터 배선) 에서는, 64 비트

(또는 72 비트) 구성의 메모리 시스템으로서 동작시킬 수 있다.

도 1 ∼ 3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은 모듈 커넥터 (104; 도 3) 로부터 버퍼 (105) 에 대해, 32 또는 36 비트폭의 데이터 신

호를 입출력하는 레이아웃 구성이 필요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모듈 (103) 위의 내부 데이터 배선 (111') 과 내

부 클록 배선 (113') 및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은 모두 전기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분기 이외를 갖지 않는 배선 레이

아웃으로 결선되어 있지만, 내부 데이터 배선 (111') 과, 내부 클록 배선 (113') 및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에 접속되

는 DRAM 의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하의 차이로 인한 신호 전파 시간의 차이가 고주파 동작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도 1 및 2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클록 및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각 메모리 모듈 (103) 위의 모든

DRAM (110) 에 부여되기 때문에, 총 입력 부하가 커 고주파수 동작시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도 4 및 도 5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은 상기한 제 1 실시형태에 관한 문제를 경감할

수 있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은 각 메모리 모듈 (103a ∼ 103d; 도 5) 에 2 개의 버퍼 (105a 및

105b) 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제 1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과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메모리 모듈

(103a 및 103b) 의 버퍼 (105a 및 105b) 는 그 좌우 양측에 배치된 복수의 DRAM (110a) 과, 내부 데이터 배선 (111';

DQ),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및 내부 클록 배선 (113') 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도시된 예에서는, 각 메모리 모듈 (103) 내의 DRAM (110a) 은 버퍼 (105a 및 105b) 와 내부 데이터 배선 (111'; DQ) 에

의해 개별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및 내부 클록 배선 (113') 에 의해 버퍼 (105a 또는

105b) 의 좌우로 공통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각 메모리 모듈 (103) 내의 버퍼 (105a 및 105b) 는 제 1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컨트롤러 (101) 또는 차단

의 메모리 모듈과, 데이터 배선 (111),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및 클록 배선 (113) 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이 구성은

도 3 에 나타낸 접속 관계와 동일하고, 결과적으로 각 메모리 모듈 (103) 의 버퍼 (105a 및 105b) 는 각각 다른 메모리 모

듈 (103) 의 버퍼 (105a 및 105b) 와 서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접속되어 있다. 즉, 데이터 배선 (111), 커맨드·어드레스 배

선 (112), 및 클록 배선 (113) 은 차례로 차단의 버퍼 (105a, 105b) 에 캐스케이드 접속되어 데이지 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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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에 나타낸 예에서는, 8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X8 구성의 DRAM (110a) 이 각 메모리 모듈 (103) 위에 탑

재되어 있고, 각 DRAM (110a) 은 내부 클록 배선 (113') 을 통해 부여되는 클록 주파수 666㎒ 의 클록에 따라 입출력 동작

을 행한다. 그 결과,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및 내부 데이터 배선 (111') 에는 각각 666㎒ 및 1.33㎓ 의 전송 속

도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데이터가 전송된다.

한편,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메모리 모듈 (103a) 의 버퍼 (105a, 105b) 는 데이터 배선 (111),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클록 배선 (113), 및 모듈 식별 배선 (114) 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또한, 이들 배선은 차단의 메모리 모듈 (103b)

의 버퍼 (105a,105b) 에 연장되고, 또한, 도 5 의 후방에 나타낸 메모리 모듈 (103c,103d) 의 버퍼 (105a,105b) 에도 접속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배선 (111) 은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및 클록 배선 (113) 과 함께 2 개의 버퍼

(105a,105b) 에 집중적으로, 즉 그룹화하여 접속되어 있다.

도 5 에서는, 클록 배선 (113) 위에 1.33㎓ 의 주파수를 갖는 클록이 부여되고, 또한,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및 데이

터 배선 (111) 에는 2.66Gbps 의 전송 속도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데이터가 입출력된다. 따라서, 각 버퍼

(105a,105b) 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 로부터의 클록,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데이터를 2 또는 4 개의 신호로 패럴렐화함

으로써, 내부 클록,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내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성에서는, 각 메모리 모듈 (103) 의 버퍼 (105a 및 105b) 를 동시에 동작시킴으로써, 제 1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32 비트폭 또는 36 비트폭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32 비트폭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 메모리 모듈 (103) 의 각 버퍼 (105a,105b) 의 양측에, 각각 2 개의 X8 구성의 DRAM (110a) 이 배

치되고, 각 메모리 모듈 (103) 이 선택되면 양 버퍼 (105a,105b) 에 의해 각 메모리 모듈 (103) 위의 합계 8 개의 DRAM

(110a) 이 활성화되고, 64 비트폭의 데이터가 버퍼 (105a,105b) 와 8 개의 DRAM (110a) 사이에서 송수신 가능해진다.

도시된 예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버퍼 (105a,105b) 는 각각 16 비트폭의 데이터 배선 (111) 에 의해 접속되고,

이들 데이터 배선 (111) 은 후방에 배치된 메모리 모듈의 버퍼에도 접속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배선 (111) 위에는 제 1 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전송된다.

한편, 36 비트폭으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각 메모리 모듈 (103) 위의 9 개의 DRAM (110a)

과 버퍼 (105a,105b) 사이에서 72 비트폭의 데이터가 송수신 가능해진다. 도 5 에 나타낸 예에서는, 버퍼 (105a) 와, 당해

버퍼 (105a) 의 좌우에 배치된 5 개의 DRAM (110a) 사이에서, 40 비트폭의 데이터가 송수신되고, 버퍼 (105b) 와, 당해

버퍼 (105b) 의 좌우로 배치된 DRAM (110a) 사이에서는, 32 비트폭의 데이터가 송수신된다.

이 경우,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버퍼 (105a) 사이의 데이터 배선 (111) 및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버퍼 (105b) 사이

의 데이터 배선 (111) 은 각각 20 비트폭, 16 비트폭을 갖고, 이들 데이터 배선 (111) 및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위에

는 다중화된, 즉 패킷으로 압축된 데이터 및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송수신되는 것은 제 1 실시형태와 동일하다.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은 각 버퍼 (105a 및 105b) 에 의해 구동되는 DRAM (110a) 의 개수를 제 1 실시형태에 비해 반감시

킬 수 있어 메모리 모듈 (103) 위에서의 각 버퍼 (105a,105b) 에서의 배선 수를 적게, 배선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 또한,

각 버퍼 (105a,105b) 의 부하가 되는 DRAM (110a) 의 개수를 적게 할 수 있으므로, 내부 데이터 배선 (111') 과 내부 커맨

드·어드레스 배선 (112') 및 내부 클록 배선 (113') 에서의 입력 부하의 상이를 경감할 수 있어 고주파 동작에 적합한 메모

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도 4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에서, 36 비트폭의 데이터를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버퍼 (105a,105b) 사이에서 송

수신하는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도 5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4 의 파선으로 둘러싸인 DRAM (110a) 이 접속됨은

물론이다.

도 4 및 도 5 에 나타낸 제 2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은 각종 변형이 가능하다. 예컨대 2 개의 버퍼의 양측에 배치

되는 DRAM 으로서 4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X 4 구성의 DRAM, 또는 16 비트 단위로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

는 X16 구성의 DRAM 이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각 메모리 모듈의 모듈 기판의 일 표면에만 DRAM 을 배치한

메모리 시스템 뿐만 아니라, 표리에 DRAM 을 배치한 메모리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각 메모리 모듈에 배치되

는 복수의 DRAM 을 복수의 랭크로 구분한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기한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각 메모리 모듈에 부여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복수의 버퍼에 대해 각

각 부여되기 때문에,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용 핀수는 버퍼 개수의 배가 되지만,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다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가분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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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일례가 나타나 있다.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은 각 메모

리 모듈에서의 버퍼의 개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모듈 커넥터 (104; 도 3) 와 버퍼 사이의 내부 데이터 배선 수를 적게 할 수

있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6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복수의 메모

리 모듈 (103; 도면에서는, 103a,103b 만 도시되어 있다) 을 구비하고 있고, 각 메모리 모듈 (103) 의 표리에는 각각 16 개

의 DRAM (110; 첨자 생략) 이 탑재되어 있다. 도시된 DRAM (110) 은 8 비트 단위로 기록되고, 판독을 실시하는 X 구성

의 DRAM 인 것으로 한다. 또한, 메모리 모듈 (103a 및 103b) 의 중앙에는 버퍼 (105(11)) 및 버퍼 (105(21)) 가 각각 배

치되어 있다. 이 중 버퍼 (105(11)) 에는 16 비트폭의 데이터 배선 (111;DQ),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Cmd/Add), 클

록 배선 (113; CLK), 및 모듈 식별 배선 (114; MID) 이 접속되어 있고, 한편 버퍼 (105(21)) 에는 동일하게 16 비트폭의 데

이터 배선 (111;DQ),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112; Cmd/Add), 클록 배선 (113; CLK), 및 모듈 식별 배선 (114; MID) 이 접

속되어 있다. 각 버퍼 (105(11)), 버퍼 (105(21)) 의 상기한 배선은 도시되지 않은 메모리 모듈의 버퍼에 접속되어 데이지

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2 장의 메모리 모듈 (103a,103b) 에서의 합계 32 개의 DRAM (110) 은 각각 8 개씩의 DRAM 으로 그

룹화되고, 랭크 1 ∼ 4 로 동작한다. 이 관계로 메모리 모듈 (103a,103b) 에서의 버퍼 (105(11)), 버퍼 (105(21)) 에서

DRAM (110) 으로의 배선은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표리의 대응하는 각각 DRAM (110) 에 대해 공통으로 배선되고,

메모리 모듈 (103a,103b) 내의 비아에 의해 서로 접속되는 한편, 각 버퍼 (105(11)) 및 버퍼 (105(21)) 의 동일한 DQ 단자

에 접속되어 있다. 즉, 랭크 1 과 랭크 3, 및 랭크 2 와 랭크 4 에 사용되고 있는 각각의 DRAM (110) 은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표리의 위치에 있어 랭크를 선택하는 어드레스 비트에 의해 동일 랭크의 DRAM 이 활성화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도 6 에서는, 랭크 1 에 속하는 DRAM (110) 에는 첨자 r1 을 붙이고, 이하 동일하게 랭크 2 ∼ 4 의 DRAM

(110) 을 r2 ∼ r4 에 의해 특징짓고 있다.

이 구성에서는, 랭크 1 의 DRAM (110) 을 동작시키는 경우, 메모리 모듈 (103a 및 103b) 의 각각 4 개의 DRAM (110r1)

이 선택되면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버퍼 (105(11)), 버퍼 (105(21)) 와 DRAM (110r1) 사이에서, 32 비트폭의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 배선 (111') 을 통해 송수신되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버퍼 (105(11)), 버퍼 (105(21)) 는 각각

16 비트폭의 데이터 배선 (111) 에 의해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접속되고, 합계 32 비트 데이터 배선으로서 메모리 컨

트롤러 (101) 와의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2 장의 메모리 모듈 (103a 및 103b) 을 한 세트로 하여 4 개의 랭크를 구성하고, 랭크 1 과 랭크 3, 랭크 2 와

랭크 4 의 각각의 메모리 모듈 (103a,103b) 내의 배선을 공통화할 수 있어 메모리 모듈 (103a,103b) 내의 배선 수를 적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도 6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은 각각 직접 메모리 컨트롤러 (101) 에 접속된 버퍼 (105(11)) 및 버퍼 (105(21))

를 갖지 않는 점에서, 제 1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과는 다르고,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단일 버퍼 (105

(11)) 및 버퍼 (105(21)) 가 16 비트폭의 데이터 배선 (111) 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점에서, 제 2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과도 다르다.

또한, 도 6 에 나타낸 구성에서는, 랭크 1 ∼ 4 를 식별하기 위해 칩 셀렉트 신호 (CS) 가 사용되지만, 별도로 랭크 1 ∼ 4

를 식별하기 위한 비트가 부가될 수도 있다.

다음에, 도 6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면 하나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메모리 컨트롤러 (101) 로부터

출력되면 당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이 예에서는, 2 개의 메모리 모듈 (103a,103b) 에 공급된다. 이 경우, 이 커맨드·어

드레스 신호는 클록에 동기하여 메모리 컨트롤러 (101) 로부터 출력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2 개의 메모리 모듈 (103a,103b) 내에서의 동일 랭크에 있는 8 개의 DRAM, 예컨대 랭크 1 의 DRAM

(110r1) 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8 개의 DRAM (110r1) 과 양 메모리 모듈 (103a,103b) 사이에서, 데이터의 기록, 판독

동작이 행해진다. 이 경우, 메모리 모듈 (103a) 위의 4 개의 DRAM (110r1) 이 활성화되어 버퍼 (105(11)) 와의 사이에서

32 비트폭의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한편 메모리 모듈 (103b) 위의 4 개의 DRAM (110r1) 이 활성화되어 버퍼

(105(21)) 와의 사이에서 동일하게 32 비트폭의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버퍼 (105(11)) 및 버퍼 (105(21)) 는 각각 16 비트폭의 데이터 배선 (111) 에 의해 메모리 컨트롤러 (101) 에 접속되어 있

으므로,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각 버퍼 (105(11)), 버퍼 (105(21)) 사이에서는,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전송되는 것은 전

술한 실시형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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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모듈 (103a 및 103b) 에 형성된 버퍼 (105(11)) 및 버퍼 (105(21)) 에는 도시되지 않은 다른 메모리 모듈의 버퍼를

각각 접속함으로써, 데이지 체인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의 버퍼는 105(12 ∼ 1k) 및 105(22 ∼

2k) 로 나타낼 수 있다 (단, k 는 3 이상의 정정수). 이러한 점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의 메모리

모듈은 필요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도 6 에 나타낸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제 1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과 동일한 DRAM (110)

을 구비한 경우, DRAM (110) 의 랭크수를 2 내지 4 로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이 실시형태에서는, 각 메모리 모듈내의

DRAM 을 랭크 구성으로 함으로써, 각 메모리 모듈내의 배선을 공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메모리 모듈 (103) 위의 레이

아웃의 자유도가 향상되고, 버퍼 칩의 개수도 제 2 실시형태에 비해 적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도 6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 (101) 로부터의 데이터는 메모리 모듈 (103b) 에 대해 다른 버퍼를 통하지 않고 직접 메

모리 모듈 (103b) 의 버퍼 (105(21)) 에 부여되고 있으므로, 2 개의 버퍼 (105) 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 1 및 제 2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 비해 버퍼에 의한 로직 지연을 삭감할 수 있다.

도 7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변형예가 나타나 있다. 이 메모리 시스템은 2 개의 메

모리 모듈 (103a,103b) 로만 구성되고, 메모리 모듈의 증설을 고려하지 않은 메모리 시스템이다. 이 예에서는, 메모리 모

듈 (103a 및 103b) 에 각각 설치된 버퍼 (105) 는 다른 메모리 모듈에 대한 데이지 체인을 구성하지 않고, 종단 저항에 의

해 종단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도시된 예에서는, 캐스케이드 접속되는 다른 메모리 모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 7 의

메모리 모듈 (103a 및 103b) 의 버퍼는 각각 참조 번호 105(1) 및 105(2) 로 표시되어 있다. 단,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위의 표리에 형성된 16 개의 DRAM (110) 은 4 개의 랭크로 구분되고, 또한, 랭크 1 과 랭크 3, 랭크 2 와 랭

크 4 의 각각의 메모리 모듈 (103a,103b) 내의 배선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 6 과 동일하다.

도 8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다른 변형예가 나타나 있다. 이 변형예는 단일 버퍼

(105) 를 각각 구비한 4 개의 메모리 모듈 (103a ∼ 103d) 을 갖고, 이들 메모리 모듈의 버퍼 (105(1) ∼(4)) (버퍼 (105

(3)) 및 버퍼 (105(4)) 는 도시하지 않음) 는 직접 메모리 컨트롤러 (101) 에 접속되어 있는 점에서, 도 6 및 도 7 의 메모리

시스템과는 다르다. 따라서, 도 8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의 각 버퍼 (105) 는 32 비트폭의 4 분의 1 에 상당하는 데이터

배선 개수에 의해, 메모리 컨트롤러 (101) 에 접속됨과 동시에, 각 메모리 모듈 (103a ∼ 103d) 위의 X 8 구성의 DRAM

(110) 을 8 랭크로 구분하고, 그럼으로써 각 메모리 모듈 (103a ∼ 103d) 의 레이아웃의 자유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서는, 4 장의 메모리 모듈 (103a ∼ 103d) 을 한 세트로 하여 8 랭크 구성으로 한 것이다.

각각의 메모리 모듈 (103a ∼ 103d) 에 16 개의 DRAM (110) 이 탑재되어 있고, 각각의 메모리 모듈 우측의 표면에 배치

된 4 개의 DRAM 은 각각 랭크 1 ∼ 4, 우측의 이면에 배치된 4 개의 DRAM 은 각각 랭크 5 ∼ 8, 좌측 표면에 배치된 4 개

의 DRAM 은 랭크 1 ∼ 4, 좌측 이면에 배치된 4 개의 DRAM 은 각각 랭크 5 ∼ 8 로 구성되어 있다. 랭크 1 과 랭크 5, 랭

크 2 와 랭크 6, 랭크 3 과 랭크 7, 랭크 4 와 랭크 8 은 메모리 모듈의 표리의 대응하는 위치에 있고, 각 버퍼 (105(1) ∼

(4)) 에서 DRAM 으로의 배선은 공통이며, 비아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도 8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을 도 6 에 나타낸 실

시형태와 비교하면 도 8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의 각 메모리 모듈 (103(a) ∼ 103(d)) 로의 데이터 배선은 8 비트이고,

메모리 시스템 전체적으로 32 비트의 데이터 배선으로 되어 있는 점이 도 6 과 다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모듈 (103a 및 103b) 의 DRAM (110) 은 8 개의 랭크로 구분되어 있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 8 에서는, 랭크 1 ∼ 8 의 DRAM (110) 을 각각 참조 부호 110r1 ∼ 110r8 로 표시하고 있다.

이 구성에서, 어드레스 신호가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Cmd/Add) 로서 메모리 컨트롤러 (101) 가 부여되면 메모리 모듈

(103a ∼ 103d) 에서의 동일 랭크, 예컨대 랭크 1 의 2 개의 DRAM (110r1) 이 활성화되어 각 버퍼 (105(1) ∼ 105(4))

사이에서 16 비트폭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4 개의 버퍼 (105(1) ∼ 105(4)) 전체로는 합계 64 비트폭

의 데이터가 송수신 가능한 상태가 된다. 각 메모리 모듈 (103a ∼ 103d) 의 데이터선 (111) 은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8 비트폭이고, 메모리 모듈 (103a ∼ 103d) 의 각 데이터선 (111) 위에서는, 다중화된 데이터가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각 버퍼 (105(1) ∼ 105(4)) 사이에서 송수신된다.

도 9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또 다른 변형예가 나타나고, 2 장의 메모리 모듈

(103a,103b) 을 한 세트로 하여 2 랭크의 메모리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2 장의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표면측에 배

치된 DRAM 16 개로 랭크 1, 이면측의 DRAM 16 개로 랭크 2 를 구성하고, 각 DRAM (110) 으로서 X4 구성의 DRAM 을

사용한 점에서, 도 6 의 메모리 시스템과 다르다. 또한, 도 9 에서는,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표면에 탑재된 8 개의

DRAM (110) 을 랭크 1 로 하고, 이면에 탑재된 8 개의 DRAM (110) 을 랭크 2 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도 9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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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크 1 에 속하고, 메모리 모듈 (103a 및 103b) 에 배치된 16 개의 DRAM (110) 을 참조 부호 110r1 로 표시하고, 한편 랭

크 2 에 속하는 16 개의 DRAM (110) 을 참조 부호 110r2 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표리에

배치된 랭크 1 및 랭크 2 의 DRAM 110r1 과 110r2 는 4 비트폭의 내부 데이터 배선에 의해 공통으로 접속되어 있다.

한편,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버퍼 (105) 는 16 비트폭의 데이터선 (111) 에 의해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접속

되고, 각 데이터선 (111) 위에는 다중화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은 다른 예와 동일하다. 이 구성에 의해서도 도 6 에 나타

낸 메모리 시스템과 동일하게,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8 개의 DRAM 110r1, 110r2 와 버퍼 (105) 사이에서 각각 32

비트폭의 데이터가 전송되고, 또한, 각 버퍼 (105) 와 메모리 컨트롤러 (101) 사이에서 16 비트폭의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전송된다.

도 10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또 다른 변형예로서 패리티 비트가 포함된 36 비트의

버스폭을 갖고 있는 예가 나타나 있다. 이 예에서는,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표리에, 각각 9 개의 X4 구성의

DRAM (110) 이 탑재되어 있는 점, 및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버퍼 (105) 와 메모리 컨트롤러 (101) 사이의 데이

터선 (111) 이 18 비트폭인 점에서, 도 9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과 다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 10 에 나타낸 각 메모

리 모듈 (103a,103b) 에는 버퍼 (105) 의 좌측의 표리에 각각 4 개의 DRAM (110), 버퍼 (105) 의 우측의 표리에 각각 5

개의 DRAM (110) 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는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최우단 표리에 배치된 DRAM (110) 은 패

리티용 DRAM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예도 도 9 와 동일하게 2 장의 메모리 모듈 (103a,103b) 을 한 세트로 한 2 랭크의 메모리 시스템이다. 또한, 2 장의 메

모리 모듈 (103a,103b) 의 표면측에 배치된 18 개의 DRAM 은 랭크 1 을 구성하고, 이면측에 배치된 18 개의 DRAM

(110) 은 랭크 2 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랭크 1 및 2 의 DRAM 은 참조 부호 110r1 및 110r2 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표리에 배치된 랭크 1 및 2 의 DRAM 110r1, 110r2 의 내부 데이터 배선은 공통인 것도 도 9 와 동일하다.

또한, 메모리 모듈 (103a 및 103b) 의 버퍼 (105) 는 각각 18 비트폭에 상당하는 데이터 배선 (111) 에 의해 메모리 컨트

롤러 (101) 와 접속됨과 동시에, 각각 도시하지 않은 메모리 모듈의 버퍼에 캐스케이드 접속되어 데이지 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 구성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 와 메모리 모듈 (103a 또는 103b) 사이에서 패리티 포함의 데이터가 다중화되어

송수신된다.

상기한 제 1, 제 2 실시형태와 제 3 실시형태를 비교하면 제 1 및 제 2 실시형태에서는, 캐스케이드 접속된 제 2 메모리 모

듈 위에서의 DRAM 과 메모리 컨트롤러 사이에서의 데이터의 송수신은 2 개의 버퍼 칩을 통해 행해지기 때문에, 버퍼 칩

에서의 송수신 처리에 필요한 로직 지연이 제 3 실시형태의 2 배가 된다. 한편 제 3 실시형태에서는, 경유하는 버퍼의 수가

적어지는 이점은 있으나, 메모리 모듈 위의 DRAM 의 랭크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도 11 을 참조하여 전술한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와, 각 메모리 모듈 (103) 사이의 신호 전송

방식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시된 예에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메모리 모듈 (103a) 과 메모리 모듈

(103b) 에서의 버퍼 (105a) 와 버퍼 (105b) 가 캐스케이드에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시스템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101) 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CA) 를 클록 신호에 동기하여 전송하고, 이들 커맨드·어드레스 (CA) 신호 및 클록 신호는

메모리 모듈 (103a 및 103b) 의 버퍼 (105a 및 105b) 에서 차례로 수신된다.

한편, 데이터 (DQ) 신호는 쌍방향의 복수 세트의 클록 신호 (상보) CLK, CLKB 에 동기하여 각 버퍼 (105a,105b), 및 메모

리 컨트롤러 (101) 에서 송수신된다. 즉, 메모리 컨트롤러 (101) 로부터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DRAM 으로 데이터

를 기록하는 경우, 데이터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 로부터 출력되는 클록에 동기하여 버퍼 (105a,105b) 에 전송되고, 메

모리 모듈 (103a,103b) 의 DRAM 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경우, 각 메모리 모듈 (103a,103b) 의 버퍼 (105a,105b)

는 DRAM 의 내부 클록으로부터 클록을 생성하고, 당해 클록에 동기하여 DRAM 으로부터 판독 데이터를 메모리 컨트롤러

(101) 에 출력한다. 또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데이터 신호의 패킷 전송시에는 이들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데이터

신호와 동시에, 모듈 식별 신호 MID 가 메모리 컨트롤러 (101) 로부터 보내지고, 이 신호 MID 에 의해 버퍼 (105a,105b)

는 신호의 유효 선두 데이터 및 송수신선의 메모리 모듈이 식별된다.

도 12 를 참조하면 도 11 에 나타낸 시스템에서의 타이밍 관계가 나타나 있다. 도시된 예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로부터 1.33㎓ 의 주파수 (즉, 0.75ns 의 주기) 를 갖는 클록이 생성되고 (도 12, 제 1 라인 참조), 당해 클록의 리딩

및 테일에 동기하여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로부터 버퍼에 대해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 (제 3 라인 참조). 이 결과,

데이터는 2.66Gbps 의 전송 속도로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에서 버퍼 (105a,105b) 로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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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버퍼 (105a,105b) 로부터 DRAM 에 대해서는 666㎒ 의 주파수 (1.5ns 의 주기) 를 갖는 내부 클록이 생성되고

(제 2 라인 참조), 버퍼의 내부 대기 시간 경과후, 당해 내부 클록의 리딩 및 테일에 동기하여 버퍼에 수신된 데이터는

DRAM 에 1.33Gbps 의 전송 속도로 기록된다 (제 4 라인 참조).

다음에,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CA) 는 1.33㎓ 의 주파수를 갖는 클록의 리딩 및 테일에 동기하여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에서 버퍼 (105a,105b) 로 출력되고 (제 5 라인 참조), 당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CA) 는 버퍼 내부의 대기 시간 경

과후, 내부 클록의 리딩에 동기하여 버퍼에서 DRAM 으로 출력된다 (제 6 라인 참조). 따라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CA)

는 메모리 컨트롤러 (MC) 로부터 버퍼 (105a,105b) 에 대해 2.66Gbps 의 전송 속도로 출력되고, 버퍼로부터 DRAM 에

대해 666Mbps 의 전송 속도로 출력된다. 또한, 모듈 식별 신호 MID 는 메모리 컨트롤러 (MC) 로부터 버퍼에 대해, 1.33

㎓ 의 클록의 리딩 및 테일에 동기하여 2.66Gbps 의 전송 속도로 메모리 컨트롤러 (MC) 로부터 출력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와 버퍼 (105a,105b) 사이에서는, 데이터는 DRAM 의

데이터 주파수의 2 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CA) 는 4 배의 주파수로 메모리 컨트롤러 (MC) 와 버퍼 사이를 전달되고 있

다. 따라서, 각 메모리 모듈 위의 버퍼에서는, 데이터 및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분주기 등에 의해, 각각 1/2 및 1/4 의 주

파수로 떨어트려 DRAM 에 전달한다.

여기서는 메모리 시스템으로서는 8 비트 연속 데이터 (버스트) 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즉,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에서 버퍼에 대해서는 32 비트의 데이터 버스의 각각에 16 비트의 연속 데이터를 2.66Gbps 의 전송 속도로 출력하고, 버

퍼에서 16 비트의 연속 데이터를 번갈아 DRAM 의 2 개의 DQ 핀에 전송 속도 1.33Gbps 의 8 비트 연속 데이터로서 출력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MC 로부터 버퍼에 대해 2.66Gbps 의 전송 속도로 출력되고, 하나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선의 예컨대 4 비트의 데이터는 버퍼에서 각각의 비트가 4 개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선으로 분배되어 666Mbps 의 전송

속도로 DRAM 에 공급된다.

다음에, 전술한 동작을 데이터 기록 및 판독 동작, 그리고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전송 동작으로 구분하여 더욱 상세히 설

명한다. 도 13 에는 메모리 컨트롤러 (MC) 로부터 DRAM 에 대해 데이터의 기록 동작이 나타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는 1.33㎓ 의 클록을 버퍼 (105) 에 대해 출력하고 있다 (제 1 라인). 이 클록에 동기하여 모듈

식별 신호 MID 및 데이터 MQ0m 이 메모리 모듈 (101) 로부터 출력되고 있다 (제 3 및 제 4 라인 참조).

여기서, 모듈 식별 신호 MID 에는 유효 데이터 선두 식별 신호와 선행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고, 데이터 DQ0m 에는

DRAM 의 2 개의 DQ 핀에 분배되는 2 계열의 데이터열 DQ1, DQ2 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데이터열 DQ0 은 연속된 8

비트 데이터 DQ00, 10, 20, 30…70 이 되고, 한편 데이터열 DQ1 은 연속된 8 비트 데이터 DQ01, 11, 21, 31…71 이 된다.

도 13 의 제 4 라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DQ0m 에는 데이터열 DQ0 과 DQ1 의 단위 데이터가 번갈아, 제 1 라

인에 나타낸 클록의 리딩 및 테일에 동기하여 배치되어 있고, 이 데이터 DQ0m 은 메모리 컨트롤러 (10; MC) 에서 버퍼

(105a) 로 클록에 동기하여 출력된다. 여기서, 메모리 컨트롤러 (MC) 에서 버퍼로의 데이터 배선이 합계 32 개인 경우에

는 각 데이터 배선에서 DRAM 의 2 개의 DQ 단자로 데이터가 공급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64 비트폭으로 8 비

트 연속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모듈 식별 데이터 MID 는 제 1 단째의 버퍼 (105a) 에서 당해 버퍼 (105a) 가 속하는 메

모리 모듈 (103a) 앞이 아님이 식별되면 차단의 메모리 모듈 (103b) 에 데이터 DQ0m 과 함께 전송된다 (제 3 및 제 4 라

인 참조).

다음에, 메모리 모듈 (105a) 내의 버퍼 (105a) 에서는, 제 2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1.33㎓ 의 클록을 2 분주한 666㎒

의 내부 클록을 발생시켜 DRAM 에 출력한다. 전술한 모듈 식별 신호 MID 에 의해 메모리 모듈 (103a) 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된 데이터 DQ0m 은 버퍼 대기시간 경과후, 내부 클록에 동기하여 소정의 DRAM 에 기록된다. 도시된 예에서는,

내부 클록의 리딩 및 테일에 동기하여 데이터열 DQ0 및 DQ1 이 제 5 및 제 6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버퍼 (105a) 에

서 2 개의 DRAM 으로 각각 출력된다.

다음에, 도 14 를 참조하여 DRAM 에서 데이터 DQ0m 을 판독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한다. 이 경우, 메모리 모듈 (103a)

의 DRAM 으로부터 버퍼 (105a) 를 통해 데이터 DQ0m 이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에 판독되는 것으로 한다. 먼저, 버

퍼 (105a) 는 DRAM 에 대해 666㎒ 의 내부 클록 (도 14 의 제 2 라인) 을 출력하고 있고, 한편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에 대해 1.33㎓ 의 주파수를 갖는 클록 (제 1 라인 참조) 을 출력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DRAM 의 2 개의 DQ 단자로

부터 데이터열 DQ0 및 DQ1 이 판독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데이터열 DQ0 및 DQ1 은 단위 데이터 D00, 10, 20…70 및

단위 데이터 D01, 11, 21…71 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제 5 및 제 6 라인 참조). 이들 단위 데이터는 내부 클록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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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2 개의 DQ 단자에서 버퍼 (105a) 로 송출된다. 버퍼 (105a) 에서는, 당해 버퍼 (105a) 가 속하는 메모리 모듈

(103a) 을 나타내는 모듈 식별 신호 MID 를 유효 데이터 선두 식별 신호로서 메모리 컨트롤러 (MC) 에 출력한다 (제 3 라

인 참조). 계속하여 2 개의 DQ 단자로부터의 데이터열 DQ0, DQ1 의 연속된 8 비트 단위 데이터를 번갈아 조합하여 다중

화하고, 버퍼 (105a) 와 메모리 컨트롤러 (101) 사이의 클록에 동기하여 메모리 컨트롤러 (101) 에 16 비트의 판독 데이터

DQ0m 으로서 출력한다. 또한, 버퍼 (105b) 와 같이, 버퍼 (105a) 의 후단에 있는 버퍼의 경우, 데이터 DQ0m 은 전단의

버퍼 (105a) 를 통해 메모리 컨트롤러 (MC) 에 부여된다.

이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와 각 버퍼 (105a,105b) 사이에서의 데이터의 전송 속도 및 클록 주파수는 각 버퍼

(105a,105b) 와 DRAM 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 및 클록 주파수보다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성에 의해, 메모리 컨트

롤러 (101; MC) 와 버퍼 사이의 배선수를 적게 하여 각 DRAM 의 동작 속도에 따른 전송 속도로 데이터의 기록, 판독을 실

시할 수 있다.

또한, 도 15 를 참조하면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로부터 메모리 모듈에 대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부여되는 경우

의 동작이 나타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로부터 버퍼 (105a,105b) 에 대해 1.33㎓ 의 주파

수를 갖는 클록이 공급되고 있고, (제 1 라인 참조), 각 버퍼 (105) 와 DRAM (110) 사이에서는, 666㎒ 의 내부 클록이 사

용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제 2 라인 참조). 이 경우, 모듈 식별 신호 MID 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CA0m 의 선두 식별 신

호 및 선행 어드레스 신호를 포함하고 있고, 이들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CA0m 의 선두 식별 신호 및 선행 어드레스 신호는

1.33㎓ 의 클록의 리딩 및 테일에 동기하여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로부터 출력되고 (제 3 라인 참조), 이 MID 는 전

단의 메모리 모듈 (103a) 의 버퍼 (105a) 와 차단의 메모리 모듈 (103b) 의 버퍼 (105b) 에도 전송되고 있다.

모듈 식별 신호 MID 와 동시에, 이 예에서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CA0m 으로서, 어드레스 신호 A0 ∼ A3 이 1.33㎓ 의

클록의 리딩 및 테일에 동기하여 다중화된 형태로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에서 버퍼 (105a) 로 출력되고, 계속하여 버

퍼 (105b) 에 전송된다 (제 4 라인 참조). 상기한 모듈 식별 신호 MID 에 의해 지정된 메모리 모듈 (103) 의 버퍼 (105) 에

서는, 내부 클록에 동기하여, 지정된 메모리 모듈 (103) 에 탑재된 DRAM 에 어드레스 신호 A0 ∼ A3 을 부여받는다. 도

15 에서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중 1 개만을 나타냈지만, 버퍼에 부여된 복수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각각 4 개의 커

맨드·어드레스 신호, 예컨대 RAS, CAS, WE, 뱅크 어드레스, 나머지의 어드레스 신호 등으로 변환된다. 그럼으로써, 지정

된 메모리 모듈내의 동작 모드나 DRAM 및 DRAM 내의 메모리 셀이 선택되게 된다.

상기한 설명에서는, 주로 메모리 컨트롤러 (101; MC) 와 메모리 모듈 (103) 사이의 신호 전송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각 메

모리 모듈 (103) 과 당해 메모리 모듈 (103) 내의 DRAM 사이에서도 신호 전송을 고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버퍼 (105) 와 DRAM 사이에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

는, 전술한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 본 발명에 관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적용한 경우를

설명하였으나, 반드시 전술한 메모리 시스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6 을 참조하면 전술한 메모리 시스템의 메모리 모듈 (103) 내의 DRAM (110) 및 버퍼 (105) 가 나타나 있다.

도 16 에서 DRAM (105) 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DQS (및 상보의 DQS*) (이하에서는, DQS 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에

의해, 버퍼 (105) 와 DRAM (110) 사이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테이터 스트로브 신호 DQS 는 클록에

동기하여 생성됨과 동시에 데이터 DQ 를 쌍방향으로 전송할 때에, 데이터 DQ 의 전송 방향으로 전송된다. 예컨대 데이터

DQ 를 DRAM (110) 에서 버퍼 (105) 방향으로 전송하는 경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DQS 도 동일하게 DRAM (110) 에서

버퍼 (105) 로 출력된다. 또한, 버퍼 (105) 에서 DRAM (110) 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다음에, 도 17a 를 참조하면 도 16 에서 버퍼 (105) 에서 DRAM (110) 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의 동작이 나타나 있

고, 도 17b 에는 DRAM (110) 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경우의 동작이 나타나 있다. 먼저, 도 17a 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데이터 기록의 경우, 버퍼에서 DRAM 으로 기록 커맨드 (WRT) 및 어드레스 (Add) 가 부여된 후, 클록의 리딩 및 테일

에 동기하여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DQS 와 함께 데이터의 기록이 행해지고, 이 기록 동작은 스트로브 신호 DQS 가 부여되

고 있는 동안 계속된다. 따라서, 데이터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생성후, 소정 대기 시간이 경과 (도면에서는, WL＝4)

된 후 기록되게 된다.

또한, 도 17b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데이터 판독의 경우에도 판독 커맨드 (RED) 및 어드레스 (Add) 가 버퍼에서 DRAM

으로 부여되고, 클록의 리딩 및 테일에 동기하여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DQS 와 함께 데이터의 판독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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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DQS 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DQS 에 타이밍이 정합되어 전송

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DQS 에 의해 수신되게 된다. 이와 같이,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이용한 송수신 방식에서는,

수신측 디바이스 내부에서 테이터 스트로브 신호 DQS 와 데이터 DQ 의 로직, 레이아웃 지연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온도 변동, 전압 변동에 의해 지연이 변화되면 디바이스의 수신 가능한 신호 세트업, 홀드 시간이 악화된다. 보다 고주파의

동작을 위해서는 짧은 세트업, 홀드 시간이 요구되므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쌍방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고속화에

한계가 있다.

DRAM (110) 과 버퍼 (105)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보다 고속으로 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전술한 데이터 스트로브 신

호 DQS 대신에 상시 데이터 신호의 타이밍으로 쌍방향으로 전송되고, DRAM (110) 및 버퍼 (105) 에서 각각 송수신되는

신호 (여기서는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라고 함) 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상시 쌍방향으로 송수신되는 데이

터 위상 신호 DPS 를 사용함으로써, 각 디바이스내에서는, DLL 을 사용하여 송수신 클록을 재생할 수 있다. 또한, DLL 을

사용한 경우, 먼저 리플리커 지연에 의해 온도 변동, 전압 변동을 캔슬할 수 있고, 또한, 클록을 최적 타이밍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지연 로직을 개재시키지 않고 데이터 수신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보다 짧은 세트업, 홀드 시간으로 할 수 있다.

도 18 을 참조하면 DRAM (110) 과 버퍼 (105) 사이에서, 상기한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행하

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개략 구성이 나타나 있다. 도 16 과 비교해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18 에 나타낸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DQS 대신에, 데이터 위상 신호 DPS 가 버퍼 (105) 와 DRAM (110) 사이에서 쌍방향

으로 송수신되고, 당해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는 버퍼 (105) 또는 DRAM (110) 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DQ 의 타이밍

신호로서 타방의 디바이스에 공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버퍼 (105) 로부터 데이터 DQ 를 DRAM (110) 에 기록하는 경

우, 소정 기록 타이밍으로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DPS 가 기록 데이터 DQ 와 함께 버퍼 (105) 에서 DRAM (110) 으로 공

급되고, 한편 DRAM (110) 에서 버퍼 (105) 로 데이터 DQ 를 판독하는 경우, 상기 기록 타이밍과는 다른 타이밍으로 생성

되는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DPS 가 판독 데이터 DQ 와 함께 DRAM (110) 에서 버퍼 (105) 로 공급된다.

DRAM (110) 및 버퍼 (105) 에서는, 각각 기록 타이밍 및 판독 타이밍을 식별함으로써,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및 판독 데

이터 위상 신호 (DPS) 를 추출하고, 추출된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및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DPS) 에 의해 데이터 DQ 의

기록 또는 판독을 행한다. 이러한 점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버퍼 (105) 및 DRAM (110) 은 전술한 DLL 이외에, 기

록 데이터 위상 신호 및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DPS) 의 타이밍을 식별하는 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도 19 를 참조하면 1 랭크 구성에서의 버퍼 (105) 와 1 랭크 구성의 DRAM (110) 사이에서,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를 송

수신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버퍼 (105) 및 DRAM (110) 의 드라이버 회로 및 수신기 회로 (즉, 송수신 회로) 가 나타나 있

다.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버퍼 (105) 및 DRAM (110) 의 드라이버는 각각 오픈 드레인 구성의 N 채널 MOS 트랜지스

터를 구비하고 있다. DRAM (110) 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는 가변 저항이 종단 저항으로 접속되고, 한편

버퍼 (105) 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는 고정 저항이 종단 저항으로서 접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가변 저항

을 접속한 경우, DRAM 측의 랭크 구성에 의해 저항값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종단 저항은 DRAM (110) 및 버퍼 (105)

의 디바이스 내부에 형성되어 있지만, 디바이스 외부에 형성되어도 된다. 또한, DRAM (110) 및 버퍼 (105) 에서의 양 트

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데이터 위상 신호 DPS 전송용 신호선은 각각 증폭기를 통해 DRAM (110) 및 버퍼 (105) 의

내부 회로에 접속되어 있다.

도 19 에 나타낸 구성에서, 버퍼 (105) 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소정 타이밍 및 주기로 타이밍 신호가 부

여되고, 버퍼 (105) 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는 이 타이밍 신호에 의해 온 오프되어 기록 테이터 위상 신호 DPS 가 버퍼

(105) 에서 DRAM (110) 으로 공급되는 동시에, 버퍼 (105) 내부에도 공급된다. 한편, DRAM (110) 의 N 채널 MOS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에는 버퍼 (105) 의 타이밍 신호와는 다른 위상을 갖고, 동일한 주기로 생성되는 타이밍 신호가 부여되고,

DRAM (110) 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는 당해 타이밍 신호에 의해 온 오프되는 결과,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DPS 가

DRAM (110) 에서 버퍼 (105) 로 공급됨과 동시에, DRAM (110) 내부에도 공급된다.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DRAM

(110) 및 버퍼 (105) 내의 드라이버는 오픈 드레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버스는 이른바 와이어드 OR 구성으로 되어 있고, 또

한, DRAM (110) 및 버퍼 (105) 로부터의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는 다른 타이밍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양 신호가 동일한

신호선 위에 출력되어도 서로 충돌하는 일은 없다.

도 20 을 참조하면 버퍼 (105) 에 대해 2 랭크 구성으로 2 개의 DRAM (110) 이 접속된 경우에서의 데이터 위상 신호 DPS

송수신용 드라이버 회로가 나타나 있다. 도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일한 데이터 위상 신호 DPS 신호선에, 2 개의

DRAM (110) 의 드라이버가 접속되어 있는 점에서, 도 19 와는 다르지만 각 DRAM (110) 내의 구성은 동일하다. 또한,

DRAM (110) 내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는 가변 저항이 접속되어 있고 이 예에서는, 2 랭크의 DRAM

(110) 에 적합한 저항값으로 조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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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a 및 21b 를 도 18 과 함께 참조하여 DRAM (110) 에 대해 데이터 DQ 를 기록하는 경우의 동작 (즉, 기록 동작), 및

DRAM (110) 으로부터 데이터 DQ 를 판독하는 경우의 동작 (즉, 판독 동작) 을 각각 설명한다. 도 21a 에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기록 동작시 버퍼 (105) 는 기록 (WRITE) 커맨드 (WRT), 어드레스 신호 (Add) 를 클록에 동기하여 DRAM

(110) 에 공급한다. 이 때,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로서 기록 (WRITE)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버퍼 (105) 에서 DRAM

(110) 으로 전송되고 있다 (제 4 라인 참조). 도시된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는 클록의 1/4 의 주기를 갖는 펄스예에

서의 각 펄스의 리딩 (상승) 타이밍에 의해 특징지어져 있다.

한편, 당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와 충돌하지 않는 타이밍 (여기서는 2 클록분 어긋난 타이밍) 으로 동일한 신호

선 위에 판독 (READ)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가 DRAM (110) 에서 버퍼 (105) 로 다중화된 형태로 전송되고 있다. 도

21b 의 제 4 라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는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와 동일하게 클

록의 1/4 주기를 갖는 펄스열의 리딩 (상승) 타이밍에 의해 특징지어져 있고,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중간에 배

치된다. 이와 같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의 타이밍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단일한

신호선 위에서 양자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된 예에서는,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와 판독 테이터

위상 신호 RDPS 의 타이밍을 2 클록분만큼 어긋나게 하고 있으나, 양자가 충돌하지 않는 타이밍이라면 이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도 21a 를 더욱 참조하면 버퍼 (105) 로부터의 기록 동작에서는, 버퍼 (105) 에서 클록과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위상은 일치하고 있으나, DRAM 으로부터 전송되는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의 위상은 일치하지 않는다. 테이터

DQ 는 클록의 상승 (리딩), 하강 (테일) 의 에지가 신호 유효의 중심이 되도록 기록 대기 시간이 경과된 후 (WL ＝ 4) 기록

된다.

도 21b 에 나타내는 판독 (READ) 동작시, DRAM (110) 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가 당해 DRAM (110) 에서의

클록을 재생한다. 재생된 클록에 타이밍을 맞춰, 데이터 DQ 가 DRAM (110) 에서 버퍼 (105) 로 전송된다. 도시된 예에서

는, 데이터의 타이밍을 클록 에지에 일치시키고 있으나, 유효 폭의 중심을 클록 에지에 일치시켜도 된다.

전술한 예에서는, DRAM (110) 과 버퍼 (105) 는 쌍방향으로 동일한 신호선 위에,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를 통상 동작시,

즉 파워 세이브 모드 이외의 동작시에 상시 전송하고 있다. 또한, DRAM (110) 및 버퍼 (105) 의 드라이버는 2 클록만큼

다른 타이밍으로 동작함과 동시에, 도 19 및 도 20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오픈 드레인 구성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

스는 이른바 와이어드 OR 구성으로 되어 있어 버스 파이트되는 일은 없다.

도 21a 및 21b 에서는, 기록 (WRITE) 시, 및 판독 (READ) 시에서의 클록과, 기록,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RDPS

의 타이밍 관계, 및 데이터와, 클록 및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RDPS 의 타이밍 관계를 설명하였지만, 이들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RDPS 를 받은 DRAM (110) 및 버퍼 (105) 는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RDPS 로부터 내부에서 데이터 송수

신용 클록을 재생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도 22 를 참조하여 메모리 시스템 동작 개시시에, 본 발명에 관한 데이터 위상 신호 DPS (기록 또는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RDPS) 로부터, DRAM (110), 및 버퍼 (105) 가 내부에서 데이터 송수신용 클록을 재생하는 수순을 설

명한다.

먼저, 버퍼 (105) 는 DRAM (110) 에 대해 클록을 전송하고 있다 (제 1 라인 참조). 이 예에서는, 666㎒ 의 주파수를 갖는

클록이 버퍼 (105) 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버퍼 (105) 는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제 2 라인 참조) 를 클

록에 동기하여 전송한다. 도시된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는 클록을 4 분주함으로써 생성되고, 결과적으로 기록 데이

터 위상 신호 WDPS 는 (666/4) ㎒ 의 주파수 (즉, 클록의 4 분주) 를 갖고 있고, 당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는 시

간적으로 지연되어 DRAM (110) 에 입력된다 (제 3 라인 참조).

DRAM (110) 은 그 내부에 형성된 DLL 에 의해 기록 테이터 위상 신호 WDPS 로부터 데이터 (DQ) 수신용 타이밍을 정하

는 내부 클록을 재생 클록으로서 생성한다 (제 4 라인 참조). 도시된 내부 클록은 666㎒ 의 주파수를 갖고 있다.

또한, 도 22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DRAM (110) 은 데이터 (DQ) 수신용 클록을 내부 클록으로서 재생한 후, 기록 데이

터 위상 신호 WDPS 와 내부 클록으로부터, 내부 클록을 2 클록만큼 어긋나게 함으로써,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판독 데

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생성하고, 당해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버퍼 (105) 에 전송한다 (제 5 라인 참조). 도 22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는 내부 클록의 4 분주기를 갖고, 파선으로 나타낸 기록 데이터 위

상 신호 WDPS 와 충돌하지 않도록 생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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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독 데이터 버퍼 신호 RDPS 는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버퍼 (105) 에 수신되고 (제 6 라인 참조), 버퍼 (105) 는 수신한

판독 데이터 버퍼 신호 RDPS 로부터, DRAM (110) 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버퍼 (105) 내에서 수신하는 666㎒ 의 데이터

(DQ) 수신 클록을 재생한다 (제 7 라인 참조). 또한, 도 22 에 나타낸 타이밍 차트는 데이터 위상 신호 DPS 와 클록의 타이

밍 관계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데이터 수신용, 테이터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은 각

각 최적의 내부 타이밍으로 생성된다. 또한, 도시된 클록은 데이터 위상 신호 DPS 의 4 분주기가 아니어도 되고, 또한, 다

상의 클록이어도 된다.

어떤 경우에도 DRAM (110) 및 버퍼 (105) 내에서의 송수신용 클록을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RDPS 로부터 재생하는

것이, 도시된 전송 방식의 특징이다.

도 23 을 참조하여 전술한 동작을 행하는 DRAM (110) 의 구체적인 구성을 설명한다. 도면에서는, 버퍼 (105) 와의 사이에

서,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및 데이터 (DQ) 를 송수신하는 인터페이스만이 나타나 있고, 데이터 (DQ) 를 기록 및 판독하는

메모리 셀 영역은 도 23 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또한, DRAM (110) 의 메모리 셀 영역은 데이터 (DQ) 출력 드라이버

(201) 및 데이터 수신기 (202) 에 접속되어 데이터 (DQ) 의 판독, 기록이 행해진다. 또한, 도시된 DRAM (110) 은 DLL 에

의해 구성된 클록 재생 위상 조정 및 체배 회로 (20) 를 구비하고, 당해 DLL (205) 에는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입력되는 한편, 당해 DLL (205) 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가 DPS 출력 드라이버 (206) 를 통해 출력된다.

이러한 점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된 DLL (205) 은 복수의 지연 셀을 포함하는 지연선, 위상 검출기, 적분기, 및

주파수 체배기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DLL (205) 에는 기록 및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및 RDPS 를 포함하는 데이터 위상 신

호 DPS 가 부여되고 있고, 이 데이터 위상 신호는 수신 위상 비교 회로 (206) 및 출력 위상 비교 회로 (209) 에도 부여되고

있다. DLL (205) 은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로부터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을 재생함과 동시에, 데이터 수

신용 피드백 클록을 생성한다. 테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은 데이터 수신기 (202) 에 부여되고, 데이터 DQ 를 기록하

기 위해 사용되는 한편, 데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은 수신용 리플리커 (208) 에 부여되고, 수신용 리플리커 (208) 로 4 분

주함으로써, 수신한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리플리커 신호가 수신 위상 비교 회로 (206) 에 출력된다. 수신 위상

비교 회로 (206) 는 수신용 리플리커 (208) 로부터의 리플리커 신호에 의해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억제

(suppress) 하여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에 대해서만 DPS 출력용 DRAM 내부 클록과의 사이의 수신 위상 조정 신

호를 DLL (205) 에 출력한다.

또한, 도시된 DLL (205) 은 또한,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을 2 클록만큼 지연시킴으로써,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출력용 DRAM 내부 클록, 데이터 출력용 피드백 클록, 및 데이터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을 출력한다. 이 중, DPS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은 DPS 출력 드라이버 (207) 및 출력 위상 비교 회로 (209) 에 부여되고, 데이터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은 데이터 출력용 드라이버 (201) 에 공급된다. 또한, 데이터 출력용 피드백 클록은 출력 리플리커 (210) 에 부여

되고, 출력 리플리커 (210) 는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의 리플리커 신호를 출력 위상 비교 회로 (209) 에 출력한다.

DPS 출력 드라이버 (207) 는 DPS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에 응답하여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버퍼 (105) 에 송

출한다.

출력 위상 비교 회로 (209) 에서는, 출력 리플리커 (210) 로부터 부여되는 판독 리플리커 신호에 의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타이밍을 삭제한 상태에서,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와 DLL (205) 의 출력을 위상 비교하여 비교 결

과에 따른 출력 위상 조정 신호를 DLL (205) 에 출력한다. 그 결과, 도시된 DRAM (110) 으로부터는 버퍼 (105) 에 대해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가 전송된다.

이와 같이, 도시된 DRAM (110) 에서는, DRAM (110) 이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전송할 때에, 위상 비교를 하지

않도록 DPS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을 출력함과 동시에,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를 수신할 때에 DPS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을 수신 위상 비교 회로 (206) 에 입력시켜 비교값의 DLL (205) 로의 피드백을 금지하는 동작이 행해진

다.

도 24 를 참조하여 도 23 에 나타낸 DRAM (110) 과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실시하는 버퍼 (105) 의 구체적인 구

성을 설명한다. 버퍼 (105) 는 도 23 에 나타낸 DRAM (110) 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DRAM (110) 에 출력하기 위한 DQ 출

력 드라이버 (301) 및 DRAM (110) 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수신기 (302) 를 구비함과 동시에, 데이터

위상 신호 DPS 송수신용의 클록 재생 위상 조정 및 체배 회로를 구성하는 DLL (305) 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도시된 버퍼

(105) 내에서는, DPS 출력용 버퍼 내부 클록이 도시하지 않은 클록 발생기에 의해 발생되고 있고, 당해 DPS 출력용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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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클록은 DPS 출력 드라이버 (307) 및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에 공급되고 있다. DPS 출력 드라이버 (307) 는 부여

되는 클록을 4 분주하여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DPS (즉, WDPS) 를 DRAM (110) 에 출력함과 동시에, 당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는 버퍼 (105) 내의 DLL (305) 및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에도 부여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DRAM (110) 으로부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받으면 버퍼 (105) 의 DLL (305) 은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클록 및 데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을 생성하여 데이터 수신기 (302) 및 수신용 리플리커 (308) 에 각각 출력한

다. 수신용 리플리커 (308) 에서는, 데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으로부터 판독 데이터 피드백 신호 RDPS 의 리플리커 신호

를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에 출력한다. 그 결과,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는 버퍼 (105) 에서 출력되는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를 무시하고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의 위상에 대해 수신 위상 조정 신호를 DLL (305) 에 출력한

다.

도시된 버퍼 (105) 에서는, DRAM (110) 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로부터 클록을 재생하도록 DPS 출력용

버퍼 내부 클록 신호를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에 입력시켜 비교값의 DLL 로의 피드백을 금지시키고 있다.

도 25 에서는, 도 23 에 나타낸 DRAM (110) 에서의 동작 개시시의 타이밍 차트가 나타나 있고, 도 26 에는 DRAM (110)

의 통상 동작시의 타이밍 차트가 나타나 있다. 도 25 에 나타내는 동작 개시시에는 DRAM (110) 으로부터는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는 버퍼 (105) 에 출력되지 않는다. 도 25 에서는, 도 22 와 동일하게, 666㎒ 의 DPS 출력용 버퍼 내부 클

록이 버퍼 (105) 에서 생성되고, 당해 클록은 DPS 출력 드라이버 (307; 도 24) 에 의해 4 분주되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클록에 동기하여 출력된다 (도 25, 제 2 라인). 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는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DRAM

(110) 에 입력되고 (제 3 라인), 또한, DRAM (110) 내에서는, DLL (205) 에 의해, 수신된 WDPS 에 대해 위상이 진행된

데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이 생성되어 (제 4 라인) 수신용 리플리커 (208) 에 출력되고, 당해 수신 리플리커 (208) 로부터

WDPS 의 리플리커 신호가 수신 위상 비교 회로 (206) 에 출력된다 (제 5 라인 참조).

DRAM (110) 의 DLL (205) 에서는, 수신 위상 비교 회로 (206) 로부터의 수신 위상 조정 신호 및 수신한 WDPS 에 따라,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을 데이터 수신기 (202) 에 출력한다 (제 6 라인 참조). 또한, DRAM (110) 의 DLL (205)

은 내부 클록에 대해 진행 위상을 갖는 데이터 출력용 피드백 클록을 출력 리플리커 (210) 에 출력하는 (제 7 라인 참조) 한

편, 당해 데이터 출력용 피드백 클록에 동기하여 데이터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을 DQ 출력 드라이버 (201) 에 공급한다

(제 9 라인 참조). 또한, 도 25 의 제 8 라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출력 리플리커 (210) 로부터는 데이터 출력용 피드백

신호가 리플리커 신호로서, 출력 위상 비교 회로 (209) 에 공급되고, 이 리플리커 신호의 존재하에 위상 비교가 이루어지

고, 제 10 라인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DPS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이 DPS 출력 드라이버 (207) 에 출력된다.

다음에, 도 26 을 참조하여 도 23 에 나타낸 DRAM (110) 의 통상 동작을 설명한다. 이 경우, 도 25 의 제 2 라인 및 제 3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버퍼 (110) 로부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출력되고, 한편 DRAM (110) 으로부터는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굵은 선 참조) 가 출력된다. 이 경우 버퍼 (105) 에서는, DPS 출력용 클록이 발생되고, 이에

동기하여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DRAM (110) 에 전송되고, DRAM (110) 에서 데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 데

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의 리플리커 신호,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 데이터 출력용 피드백 클록, 및 데이터 출력

용 DRAM 내부 클록이 발생되는 것은 도 25 와 동일하다 (제 4, 5, 6, 7, 8 라인 참조). 또한, 제 9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데이터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이 발생되면 DLL (205) 에서는, 당해 내부 클록을 2 클록 지연시킴으로써, DPS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을 발생시키고, 당해 클록에 따라 DPS 출력 드라이버 (207) 로부터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제

10 라인의 굵은 선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발생시키고, 당해 RDPS 는 제 2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버퍼 (105) 에서

수신된다.

도 27 에는 상기한 RDPS 를 수신한 경우에서의 버퍼 (105; 도 24) 의 타이밍 차트가 나타나 있고, DRAM (110) 에서 전송

되는 데이터는 본 실시형태에서는,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의 에지에 위상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관계

로, 버퍼 (105) 에서는, 수신용 버퍼 내부 클록의 위상을 데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신용 리플리커

(308) 로부터의 리플리커 신호의 위상에 대해 1/4 만큼 시프트하고 있다.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위상 시그널로부터 내부 클록 신호를 재생하는 경우, 데이터 위상 시그널에서 다이렉트로 클

록 재생하는 방식을 나타내었다.

도 28 및 도 29 를 참조하면 도 23 및 도 24 에 각각 나타낸 DRAM (110) 및 버퍼 (105) 의 변형예가 나타나 있다. 도 28

에 나타낸 DRAM (110) 에서는, 클록 CLK 가 외부로부터 DLL (205) 에 부여되고 있고, 데이터 위상 신호 DPS 가 DLL

(205) 에 부여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도 23 에 나타낸 DRAM (110) 과 다르다. 이러한 관계로, 도시된 DLL (205) 은 클록

재생 위상 조정 회로로서 동작할 뿐만 아니라, 클록을 분주하는 분주 회로로서도 동작한다. 이 구성에서는, 클록 재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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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클록 신호 CLK 를 클록 소스로서 DLL (205) 에 공급하고, 당해 클록의 위상만을 DLL (205) 에서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 클록 CLK 를 DLL (205) 에 부여하고, 당해 DLL (205) 에 의해 클록을 위상 조정함으로써도,

수신한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로부터,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 및 데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을 재생할 수

있고, 또한, DPS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을 발생시켜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버퍼 (105) 에 전송할 수 있다.

도 29 에 나타낸 버퍼 (105) 도 버퍼 내부 클록 신호가 클록 위상 조정 회로로서 동작하는 DLL (305) 에 부여되고 있는 점

에서, 도 24 에 나타낸 버퍼 (105) 와 다르다. 도 29 에 나타낸 구성의 버퍼 (105) 를 사용한 경우, DLL (305) 은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로부터의 수신 위상 조정 신호에 따라, 클록의 위상 조정을 행하고,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클록 및 데이

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을 생성할 수 있다.

도 30 을 참조하여 도 28 및 도 29 에 나타낸 버퍼 (105) 및 DRAM (110) 의 동작을 설명한다. 이 예에서는, DRAM (110)

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출력하지 않는 초기 상태의 동작이 나타나 있다. 도 25 와 비교하면 도 30 에 나타낸 예

에서는, DRAM (110) 에 있어서, 버퍼 (105) 와 동일하게 666㎒ 의 외부 클록이 생성되고 있는 점에서, 도 25 와 다르다

(제 3 라인 참조). 다른 동작은 당해 외부 클록을 참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외에는 도 25 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설

명을 생략한다.

도 31 내지 33 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버퍼 (105) 와 DRAM (110) 간 전송 방식의 다른 예를 설

명한다. 앞서 설명한 예에서는, 데이터 위상 신호 DPS 를 기록 및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및 RDPS 로서 버퍼 (105)

및 DRAM (110) 의 쌍방향으로부터 출력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도 31 에서는,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및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다른 신호선 위에 버퍼 (105) 및 DRAM (110) 으로부터 출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른 클록 CLK, 커맨드·어드레스 (Cmd/Add), 및 데이터 DQ 는 도 18 과 동일하다. 이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단일 신호선 위

에 2 개의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RDPS 를 다중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퍼 (105) 및 DRAM (110) 에 사용되는 DLL

의 구성을 간략하게 할 수 있다.

도 32 를 참조하여 도 31 에 나타낸 DRAM (110) 의 데이터 기록시에서의 동작을 설명한다. 이 경우, 기록 (WRITE) 커맨

드 WRT 및 어드레스 (Add) 가 클록에 동기하여 버퍼 (105) 에서 DRAM (110) 으로 출력된다. 이 때, 기록 데이터 위상 신

호 WDPS 가 클록 CLK 를 4 분주하는 형태로, 버퍼 (105) 에서 DRAM (110) 으로 전송된다 (도 32, 제 4 라인). DRAM

(110) 내에서는, 당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를 기준으로 하여 생성된 내부 클록에 따라, 데이터 DQ 가 소정 대기

시간 (WL) 경과후, DRAM (110) 내에 기록된다 (제 5 라인 참조).

한편, DRAM (110) 내에서는,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수신 타이밍과는 다른 타이밍으로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가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와는 다른 신호선 위에 출력된다.

도 33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DRAM (110) 에서는, 판독 커맨드 (RED) 및 어드레스 (Add) 를 수신하면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제 4 라인) 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내부 클록 (제 1 라인) 에 따라, DRAM (110) 에서 판독 데이터 DQ (제 5 라

인) 를 버퍼 (105) 로 출력한다. 도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의 출력 타이밍은 기록 데

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수신 타이밍과 다르다. 이 예에서는,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는 양자간의 상호 간섭, 크로스 토크 등의 출력 노이즈를 회피하기 위해, 양자간에 2 클록분만큼 어긋나 있다.

다음에, 도 34 및 도 35 를 참조하여 도 31 에 나타낸 DRAM (110) 및 버퍼 (105) 의 구체예를 설명한다. 도 34 에 나타낸

DRAM (110) 을 도 23 에 나타낸 DRAM (110) 과 비교하면 도 34 의 DRAM (110) 에는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가 서로 다른 신호선을 통해 입출력되고 있는 점에서, 도 23 의 DRAM (110) 과 다르다. 이

러한 관계로,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출력 드라이버 (207') 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전송용 신호선에 접속되고,

DRAM (110) 의 DLL (205) 및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신호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에서 도 23 과 다르고, 그

밖의 구성 요소는 도 23 과 동일하다.

또한, 도 35 에 나타낸 버퍼 (105) 는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전송용 드라이버가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전송용 신호

선에 접속되고,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수신용 신호선 및 버퍼 (105) 의 DLL (305) 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에서 도

24 의 버퍼 (105) 와 다르고, 그 이외의 구성 요소는 도 24 와 동일하다.

여기서, 도 34 및 도 35 에 나타낸 DRAM (110) 및 버퍼 (105) 사이의 타이밍 관계를 도 36 을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해 둔다. 먼저, 도 36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버퍼 (105) 에서는, 주파수 666㎒ 를 갖는 클록을 발생시키고 (제 1 라인), 당

해 클록을 4 분주하여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를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선 위에 출력한다 (제 2 라인).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는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제 3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DRAM (110) 에 수신된다. DRAM (110) 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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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를 4 체배하여 주파수 666㎒ 의 내부 클록을 생성하고 (제 4 라인), 2 클록만큼 어긋나

게 함과 동시에, 4 분주함으로써, 제 5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를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선 위에 출력한다. 당해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는 제 6 라인에 나타내는 타이밍으로 버퍼 (105) 에서 수신되고, 버

퍼 (105) 에서는, 수신한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로부터 데이터 수신용의 내부 클록이 제 7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이 생성된다.

도 37 도 참조하여 도 34 에 나타낸 DRAM (110) 의 통상시에서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동작 개시시에 있

어서의 동작은 도 34 의 DRAM (110) 과 도 23 의 DRAM (110) 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도 34 에 나타낸 DRAM

(110) 에는 버퍼 (105) 로부터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선을 통해 부여되고 (도 37, 제 3 라

인 참조), 당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는 도 34 의 DLL (205), 수신 위상 비교 회로 (206) 및 출력 위상 비교 회로

(209) 에서 수신된다. 그 결과, 수신 위상 비교 회로 (206) 및 출력 위상 비교 회로 (209) 에는 도 37 의 제 5 및 제 8 라인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각각 입력 신호로서 부여된다.

DLL (205) 은 수신 위상 비교 회로 (206) 및 출력 위상 비교 회로 (209) 로부터의 수신 위상 조정 회로 및 출력 위상 조정

신호도 참조하여 도 37 의 제 4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데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 및 제 6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을 각각 수신용 리플리커 (208) 및 데이터 수신기 (202) 에 출력한다.

또한, DLL (205) 은 제 7 및 제 9 라인에 나타내는 데이터 출력용 피드백 클록 및 데이터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을 각각

출력 리플리커 (210) 및 DQ 출력 드라이버 (201) 에 공급한다. 이 중 데이터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은 DLL (205) 내에

서 4 분주되고, 제 10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RDPS 출력용 DRAM 내부 클록으로서 RDPS 출력 드라이버 (207') 에

공급되고, 당해 출력 드라이버 (207') 로부터는 제 11 라인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가 버퍼

(105) 에 출력된다.

도 35 및 도 38 을 참조하여 버퍼 (105) 에서의 판독 데이터 수신시의 동작을 설명한다. WDPS 출력용 버퍼 내부 클록 (제

3 라인) 에 의해,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당해 신호선 위에 출력되고 (제 2 라인),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선을 통

해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가 버퍼 (105) 의 DLL (305) 및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에 부여된다 (제 5 라인). DLL

(305) 은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로부터의 수신 위상 조정 신호를 참조하여 제 4 라인 및 제 6 라인에 타내는 바와 같은

테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 및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클록을 수신용 리플리커 (308) 및 데이터 수신기 (302) 에 공급한

다. 여기서, 도시된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클록은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에 대해 1/4 위상만큼 시프트되어 있다.

도 39 및 도 40 을 참조하여 도 31 에 나타낸 전송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DRAM (110) 및 버퍼 (105) 의 다른 예를 설명한

다. 도 39 에 나타낸 DRAM (110) 에는 도 28 과 동일하게 CLK 가 외부로부터 부여되고 있는 점에서, 도 34 의 DRAM

(110) 과 다르고, 한편 도 40 에 나타낸 버퍼 (105) 의 DLL (305) 에 버퍼 내부 클록 신호가 부여되고 있는 점에서, 도 35

에 나타낸 버퍼 (105) 와 다르다. 도 39 에서는, 외부 클록이 DRAM (110) 내의 DLL (205) 에 부여되고, 한편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는 수신 위상 비교 회로 (206) 및 출력 위상 비교 회로 (209) 에 공급되고 있다. 이 구성에 의해서도 도

34 와 동일한 동작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도 40 에 나타낸 버퍼 (105) 의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에 DRAM (110) 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가 부여되고, DLL (305) 은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로부터의 수신 위상 조정 신호 및 버퍼 내부 클록 신호에 따

라, 데이터 수신용 피드백 클록 및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클록을 생성하고 있다. 이 구성에 의해서도 도 35 와 동일한 동

작이 가능하다.

전술한 전송 방식은 모두 모듈 위에 탑재된 버퍼와 DRAM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하등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DRAM 이외의 메모리 회로, 예컨대 ROM 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쌍방향으로 데이

터를 전송하는 시스템 또는 스트로브 신호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적용하여도 데이터 전송을 고속으로 할 수 있다.

전술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각 메모리 모듈 위에 버퍼 및 복수의 DRAM 을 탑재하고, 메모리 모듈 위의 DRAM 과의 데

이터 신호의 송수신, DRAM 으로의 클록, 어드레스 커맨드 신호의 전송은 모두 각 메모리 모듈 위의 버퍼를 통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상기에서는, 각 메모리 모듈에서의 버퍼와 각 DRAM 사이의 1 대 1 의 데이터의 송수신에 대해 주로 설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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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한 메모리 시스템을 실제로 고속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DRAM 의 메모리 모듈 위의 위치에 의존하

여 발생되는 데이터 신호와, 클록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사이의 타이밍 스큐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버퍼에 있어

서 각 DRAM 으로부터 전송되고, 상이한 타이밍으로 도착하는 데이터에 대해, 버퍼내에서 클록 타이밍의 정합을 행할 필

요가 있다.

여기서, 도 41 을 참조하여 상기한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시된 메모리 모듈 (103) 위에는 버퍼 (105) 와 복수의

DRAM (110) 이 탑재되어 있다. 메모리 모듈 (103) 위에 탑재되는 각 DRAM (110) 의 패키지 사이즈는 통상 14㎜ 정도의

폭을 갖고 있고, 이 사이즈는 세대가 진행되어도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이즈의 DRAM (110) 이 도시되어 있

는 바와 같이, 예컨대 5 개, 9㎜ 의 간격을 두고 탑재된 경우, 원거리단 DRAM (110; 110F 로 나타냄) 과 버퍼 (105) 사이

에서의 클록, 커맨드·어드레스, DQ 신호선의 배선 길이는 65㎜ 이고, 한편 근거리단 DRAM (110; 110N 으로 나타냄) 과

의 사이에서의 클록, 커맨드·어드레스, DQ 신호선의 배선 길이는 9㎜ 이다.

이러한 디멘션의 메모리 모듈 (103) 이 800㎒ 의 고주파로 구동되면 클록,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와 DQ 신호의 신호 전파

시간의 차이에 의해 원거리단 DRAM (110F) 에서는, 고주파 동작 (800㎒) 의 동작 주기 (1250㎰) 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타이밍 스큐가 발생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클록, 커맨드, 어드레스 신호는 버퍼 (105) 로부터 각 DRAM (110) 으로 공통 배선을 통해 입력되기

때문에, 클록,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에 대해서는 1.5pF ×2 ×5 정도의 입력 용량이 배선 위에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클

록,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신호 단위 전파 시간 (tPD) 은 14㎰/㎜ 정도가 된다. 한편, DQ 신호는 1 대 1 또는 1 대 2 의

배선을 통해 버퍼 (105) 와 각 DRAM (110) 사이에서 송수신되기 때문에 DQ 신호에 대해서는 2.5pF ×2 정도의 입력 용

량이 배선 위에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DQ 신호의 신호 단위 전파 시간 tPD 는 8㎰/㎜ 정도가 되어, 클록, 커맨드·어드레

스 신호의 신호 단위 전파 시간에 비해 짧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클록,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와 DQ 신호의 신호 전파 시간의 차이로 인해 원거리단 DRAM (110F) 에서는, 고주파

동작 (800㎒) 의 동작 주기 (1250㎰) 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타이밍 스큐가 발생된다.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에 대

해 설명하면 기록시에서의 원거리단 DRAM (110F) 까지의 클록, 어드레스 커맨드 신호 전파 시간은 910 (＝ 14 ×65) ㎰

이고, 한편 DQ 신호의 신호 전파 시간은 520 (＝ 8 ×65) ㎰ 이다. 그 결과, 원거리단 DRAM (110F) 에서는, 클록, 어드레

스 커맨드 신호와 DQ 신호 사이에 390㎰ 의 타이밍 스큐가 발생되게 된다.

이러한 타이밍 스큐가 발생된 상태에서, 원거리단 DRAM (110F) 에 기록 커맨드가 부여된 경우, 기록 커맨드 (WRT) 는

버퍼 (105) 로부터의 버퍼 클록 신호의 위상으로 DRAM 에 도입된다.

한편, 각 DRAM (110) 내부에서의 데이터의 기록 동작은 기록 커맨드를 수신한 후, 버퍼 클록 신호에 동기하여 행해진다.

이는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의 상승으로 도입된 데이터는 1 사이클 동안에 버퍼 클록 신호의 위상 타이밍으로 교

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예컨대,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의 상승으로 도입된 데이터는 버퍼 클록 신호의 하강으로 클록 신호 위상 타이밍

으로 교체하고, 한편 상승으로 도입된 데이터는 버퍼 클록 신호의 상승으로 클록 신호 위상 타이밍으로 교체한다. 그 결과,

번갈아 내부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일방의 클록으로부터 다른 타이밍으로 교체하는 경우, 세트업 타임과 홀

드 타임이 필요하다.

도 41 에 나타낸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으로 도입된 데이터의 버퍼 클록 타이밍으로 교체하기 위

한, 근거리단 DRAM (110N) 에서의 세트업 타임 및 홀드 타임은 각각 679㎰ 및 571㎰ 인 것에 비해, 원거리단 DRAM

(110F) 의 세트업 타임 및 홀드 타임은 각각 1015㎰ 및 235㎰ 이다.

이러한 점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근거리단 DRAM 에서는, 클록 신호와 DQ 신호의 타이밍 스큐가 54㎰ 로 작기 때문

에 세트업 타임과 홀드 타임에는 균등한 마진이 얻어지고 있으나, 원거리단 DRAM (110F) 에서는, 390㎰ 의 스큐이기 때

문에, 홀드 타임이 235㎰ (0.19 클록 주기) 로 짧아져 충분한 타임 마진이 얻어지지 않는다.

또한, 판독 (READ 또는 RED) 커맨드에 의해 각 DRAM 으로부터 전송되는 DQ 신호는 클록 신호의 전파 시간 (커맨드의

전파 시간과 동일) 및 DQ 신호의 전파 시간의 차이에 의해, 버퍼 (105) 에서의 도착 시간이 다르다. 예컨대 근거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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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 (110N) 으로의 클록 신호 (커맨드) 의 전파 시간은 126㎰, 근거리단 DRAM (110N) 에서 버퍼 (105) 로의 DQ 신호

의 전파 시간은 72㎰ 이고, 한편 원거리단 DRAM (110F) 으로의 클록 신호 (커맨드) 의 전파 시간은 910㎰, 원거리단

DRAM 에서 버퍼 (105) 로의 DQ 신호의 전파 시간은 520㎰ 이다.

또한, 각 DRAM (110) 에서의 판독 커맨드에서 데이터 출력까지의 대기시간은 동등하고, 여기서는 8 클록으로 하면 근거

리단 DRAM (110N) 에서의 신호 왕복 전파 시간 토탈은 198㎰, 원거리단 DRAM (110F) 에서의 신호 왕복 전파 시간은

1430㎰ 로, 그 차이는 1230㎰ 이다.

따라서, 버퍼 (105) 에서는, 다른 도착 시간의 데이터를 다시 클록 신호의 타이밍으로 일치시켜 메모리 컨트롤러에 전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근거리단 DRAM (110N) 및 원거리단 DRAM (110F) 으로부터

의 데이터는 버퍼 (105) 내의 다른 클록 사이클에 걸쳐져 도착한다. 따라서, 각 DRAM (110) 으로부터의 데이터마다 어느

사이클에 정합시켜야 할 데이터인지를 버퍼 (110) 로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상기한 스큐를 고려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하의 실시예에서는, DRAM 에 공급되는 클록 신호 (여기서는 버퍼 클록 신호라고 함) 의 주파수는 상기 스큐를 처리하기

위해 버퍼 (105) 에 공급되는 클록 (여기서는 글로벌 클록이라고 함) 을 1/2 로 분주함으로써 생성되고, 또한, DPS 신호는

당해 분주된 버퍼 클록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로 전송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클록 신호의 상승

및 하강에 동기하여 송수신된다. 또한, 데이터 신호는 DPS 신호에 동기하여 클록 신호의 주파수의 4 배의 전송률로 송수

신된다.

도 42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DRAM 의 구성이 나타나 있고, 여기서는 기록

/판독 데이터 위상 신호 (WDPS/RDPS) 를 서로 다른 배선을 통해 입출력하는 예가 나타나 있다.

도 42 에 나타낸 DRAM (110) 은 커맨드·어드레스 수신용 클록 생성 회로 (500; DLL) 및 도메인 크로싱 회로 (501) 를 구

비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도면에 나타낸 DRAM (110) 과 다르다. 도시된 클록 생성 회로 (500; DLL) 및 도메인 크로싱 회

로 (501) 는 각각 버퍼로부터 400㎒ 의 버퍼 클록 신호 및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받아 동작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버퍼 클록 신호 (이하, 간단히 클록 신호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 의 타이밍

으로 DRAM (110) 에 도입하고,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에 기초하여 생성된 DRAM (110) 내부의 데이터 위상클록으로

수신한다. 그럼으로써,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데이터 위상 WDPS 에 기초하여 생성된 내부 커맨드가 되고, 이후 당해 내

부 커맨드에 의해 DRAM (110) 의 내부 판독/기록 동작이 행해지게 된다. 이는 DRAM (110) 의 내부 판독/기록 동작이

WDPS 의 데이터 위상에 동기하여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DRAM (110) 에서의 클록의 위상이 수신처의 WDPS 의 위상에 대해 세트업 타임과 홀드 타임으로 마진이 배분되

도록, 버퍼 (105) 에 있어서 WDPS 신호를 글로벌 클록의 1 클록분 (1tCK 로 나타냄), 즉 분주 클록의 180 도분 지연시킨

다.

도 43 을 참조하면 DRAM (110) 내에 형성된 도메인 크로싱 회로 (501) 의 구체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다. 도시된 도메인

크로싱 회로 (501) 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버퍼 클록 신호의 위상에서 WDPS 위상으로의 도메인 크로싱시키는 회로이

고, 제 1 래치 회로 (511) 와 제 2 래치 회로 (512) 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 1 래치 회로 (511) 는 0

도의 위상 클록 및 180 도의 위상 클록에 따라 커맨드 신호를 수신하고, 래치하는 2 개의 수신기를 포함하고, 한편 제 2 래

치 회로 (512) 는 0 도 및 180 도의 데이터 위상클록에 따라, 제 1 래치 회로 (511) 로부터의 커맨드 신호를 유지하는 2 개

의 플립플롭 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0 도 및 180 도의 위상 클록은 도 42 에 나타낸 커맨드·어드레스 수신용 클록 생성 회로 (500) 에 의해 생성되고,

수신한 버퍼 클록 신호의 0 도 및 180 도의 위상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편, 0 도 및 180 도의 데이터 위상클록은 기록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0 도 및 180 도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 42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0 도 및 180 도 데이터 위상클록은 WDPS 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클록 재생 및 위상 조정 회

로 (205; DLL) 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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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된 도메인 크로싱 회로 (501) 에서는, 커맨드 신호 (또는 어드레스 신호) 를 버

퍼 클록 신호의 0 도 또는 180 도의 위상으로부터,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0 도 또는 180 도의 위상에 동기하여

DRAM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로서 출력함을 알 수 있다.

도 44 를 참조하면 도 42 에 나타낸 DRAM (110) 과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를 구성하는 버퍼 (105) 의 구체적인 구성이 나

타나 있고, 당해 버퍼 (105) 는 도 42 의 DRAM (110) 과 데이터 신호 DQ 의 송수신을 행한다. 도시된 버퍼 (105) 는 메모

리 컨트롤러 (도시하지 않음) 로부터 부여되는 글로벌 클록을 받아 동작하는 클록 분주/위상 비교 조정 회로 (601) 를 갖

고, 당해 클록 분주/위상 조정 비교 회로 (601) 는 글로벌 클록을 2 분주한 버퍼 클록을 클록 신호로 하여 DRAM (110) 에

출력하는 한편, DRAM 용 WDPS 를 출력한다. 도면에서는, 원거리단 DRAM (110F) 용 WDPS 를 출력하는 부분만 나타나

있다.

도시된 클록 분주/위상 조정 비교 회로 (601) 는 추가로 데이터 출력용 버퍼 내부 클록 및 WDPS 버퍼 내부의 위상 클록을

각각 DQ 출력 드라이버 (301) 및 도메인 크로싱 회로 (602) 에 내부적으로 출력하고 있다. 여기서, WDPS 버퍼 내부의 위

상 클록은 원거리단 DRAM (110) 용 WDPS 의 0, 90, 180, 및 270 도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원거리단 DRAM (110F) 으로부터의 데이터 위상 신호인 RDPS 를 받아 동작하는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305)

는 당해 RDPS 의 0, 90, 180, 및 270 도의 위상을 나타내는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위상 클록을 생성하여 도메인 크로싱

회로 (602) 에 공급하고 있다.

버퍼 (105) 내의 도메인 크로싱 회로 (602) 는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1) 및 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2) 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메인 크로싱 회로 (602) 는 RDPS 위상에서 WDPS 위상으로 도메인 크로싱하는

회로이고, 도 45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DRAM (110) 으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신호 DQ 를 RDPS 의 0, 90, 180, 및

270 도의 위상에 동기하여 생성되는 버퍼 내부 위상 클록에 따라, 수신하고, 래치하는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1)

와,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1) 의 출력을 래치하는 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2) 를 구비하고 있다. 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2) 는 도 44 에 나타낸 클록 분배/위상 비교 조정 회로 (601) 에서 생성되는 WDPS 버퍼 내부

위상 클록 (270, 0, 90, 180 도) 에 따라 각각 래치하는 플립플롭 회로를 갖고, 당해 내부 위상 클록의 위상에서, 제 1 단째

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1) 로부터의 출력을 래치하여 버퍼 내부 데이터 신호로서 출력한다.

도 46 을 참조하여 도시된 실시예에 관한 기록시의 동작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버퍼 (105) 와 근거리단 DRAM (110N) 사

이의 기록시에서의 동작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각 DRAM (110) 에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글로벌 클록, 즉 버퍼 클록의

위상 도메인으로부터 WDPS 의 위상 도메인으로 교체하기 위해 버퍼 (105) 는 1 시스템 클록 시간 위상분 (1250㎰) 지연

시켜 WDPS 를 근거리단 DRAM (110N) 에 출력하는 것으로 하고, 기록 대기시간 (WL) 은 6 시스템 클록으로 한다.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800㎒ 의 글로벌 클록 (제 1 라인) 을 받으면 버퍼 (105) 의 클록 분주/위상 비교 조정 회로 (601)

는 400㎒ 의 버퍼 클록을 DRAM (110) 에 출력한다 (제 2 라인). 당해 버퍼 클록에 동기하여 기록 커맨드 (WRT) 가 근거

리단 DRAM (110N) 에 출력된다. 한편, 1 글로벌 클록분의 위상 (1250㎰), 즉 버퍼 클록 신호의 1/2 위상 지연되어 400㎒

의 기록 위상 신호 WDPS 가 근거리단의 DRAM (110N) 에 출력되고 있다. 전술한 WL 후, 기록 데이터 신호 (DQ) 가

WDPS 에 동기하여 근거리단의 DRAM (110N) 에 출력되고 있다.

한편, 근거리단 DRAM (110N) 에는 버퍼 클록, 기록 커맨드 (WRT) 가 전술한 바와 같이 126㎰ 후의 전파 시간으로 도달

하고, WDPS 는 54㎰ 짧은 전파 시간으로 도달한다.

도 42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근거리단 DRAM (110N) 에서는, 수신한 버퍼 클록의 0 및 180 도를 나타내는 0 도 및 180

도 위상 클록을 커맨드·어드레스 수신용 클록 생성 회로 (500) 에 의해 생성한다. 또한, WDPS 를 수신하는 근거리단

DRAM (110N) 의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205) 는 당해 WDPS 의 0 및 180 도의 위상을 나타내는 0 도 및 180 도 위상

데이터 위상클록을 생성한다.

도시된 예에서는, 클록 신호에 동기하여 DRAM 에 수신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0 도의 위상 클록 (버퍼 클록의 위상)

으로부터 0 도 위상 데이터 위상클록 (WDPS 의 0 도 위상) 으로 도메인 크로싱이 행해지고, 그 결과 0 도 위상 데이터 위

상클록에 동기하여 내부 기록 커맨드 (WRT) 가 생성된다. 이는 버퍼 클록 위상에서 WDPS 위상으로의 도메인 크로싱이

행해진 것을 의미하고, 내부 생성된 기록 커맨드 (WRT) 에 응답하여 6WL 후, 데이터 신호 (DQ) 의 기록 동작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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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을 갖는 근거리단 DRAM (110N) 의 클록 위상에서 데이터 위상으로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수신을 위한 세트업

타임 및 홀드 타임은 각각 1196 및 1304㎰ 로, 충분한 타임 마진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근거리단 DRAM (110N) 에서는, 수신한 WDPS 와 동일 위상의 RDPS 가 생성되어 버퍼 (105) 에 대해 출력되고,

144㎰ 의 전파 시간후, 버퍼 (105) 에 도달한다.

도 47 을 참조하면 상기한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버퍼 (105) 와 원거리단 DRAM (105F) 사이에서의 기록시의 동

작이 나타나 있다.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록 커맨드 (WRT) 는 400㎒ 의 버퍼 클록에 동기하여 출력되고, 한편

WDPS 가 버퍼 클록에 대해 1250㎰ 지연 버퍼 클록 신호의 1/2 위상 지연되어 출력되고 있다. 이들 기록 커맨드 (WRT),

버퍼 클록과 WDPS 는 상이한 지연 시간 경과후, 원거리단 DRAM (110F) 에 도달하고 있다. 이들 버퍼 클록 및 WDPS 사

이에는 전술한 390㎰ 의 스큐가 발생한 상태에서, 원거리단 DRAM (110F) 에 수신되고 있다. 원거리단 DRAM (110F) 에

서는, 수신한 기록 커맨드 WRT 를 수신한 WDPS 의 타이밍으로 교체하며, 수신한 WDPS 에 동기하여 DRAM 내부 커맨드

(WRT) 를 생성하고, 당해 DRAM 내부 커맨드로부터 6WL 후, 데이터 신호 (DQ) 를 기록하고 있다.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구성을 갖는 원거리단 DRAM 의 클록 위상에서 데이터 위상으로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수

신을 위한 홀드 타임은 1640㎰ 로 할 수 있고, 세트업 타임은 860㎰ 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거리단 DRAM (110F) 에

서도 충분한 타이밍 마진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WDPS 를 수신한 원거리단 DRAM (110F) 은 당해 WDPS 에 동기하여 동 위상의 RDPS 를

버퍼 (105) 에 출력하고, 버퍼 (105) 는 WDPS 의 생성후, 1040㎰ 경과된 시점에 원거리단 DRAM (110F) 으로부터의 대

응하는 위상의 당해 RDPS 를 수신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WDPS 와 동일한 위상의 RDPS 를 대응시키고 있다. 즉, RDPS

의 0 도 위상은 WDPS 의 0 도 위상에 대응하고, RDPS 의 90 도 위상은 WDPS 의 90 도 위상에 대응함과 동시에, 180 도,

270 도도 동일하게 WDPS 의 180, 270 도의 위상에 대응한다.

다음에, 도 48 을 참조하여 상기한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 버퍼 (105) 가 판독 커맨드 (RED) 를 버퍼 클록에 동

기하여 원거리단 DRAM (110F) 에 출력하는 판독 동작의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WDPS 전송후, 1040㎰

시간 경과하면 버퍼 (105) 에는 원거리단 DRAM (110F) 으로부터 대응하는 위상의 RDPS 가 도래한다.

한편, 원거리단 DRAM (110F) 측에서는, 수신한 WDPS 에 동기하여 동 위상의 RDPS 를 버퍼 (105) 로 출력한다. 버퍼

(105) 는 판독 커맨드 (RED) 를 버퍼 클록에 동기하여 원거리단 DRAM (110F) 에 출력한다. 원거리단 DRAM (110F) 은

판독 커맨드를 버퍼 클록 신호의 타이밍으로 도입하고, WDPS 에 기초하여 생성된 데이터 위상클록으로 수신한다. 그럼으

로써, 판독 커맨드 신호는 데이터 위상 WDPS 에 기초하여 생성된 내부 커맨드가 되고, 이후 당해 내부 판독 커맨드에 의해

DRAM (110F) 의 내부 판독 동작이 행해진다. 당해 수신한 RED 로부터 8 글로벌 클록분 경과후, 데이터 신호 (DQ) 를 판

독한다. 판독한 데이터 신호는 RDPS 에 동기하여 원거리단 DRAM (110F) 에서 버퍼 (105) 로 출력되고, 520㎰ 후 버퍼

(105) 에 수신된다.

이 구성에서는, 버퍼 (105) 에서의 RDPS 위상에서 WDPS 위상으로의 도메인 크로싱 타이밍 마진은 835㎰ 로, 충분한 타

이밍 마진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49 및 도 44 를 참조하여 상기한 실시예에서의 버퍼 (105) 내의 판독시에서의 동작을 설명한다. 여기서는 원거리

단 DRAM (110F) 으로부터 데이터 신호 (DQ) 가 판독되는 것으로 한다. 버퍼 (105) 에서는, 수신되는 RDPS 에 동기하여

판독 데이터 신호 (DQ) 가 수신된다. 도 44 에 나타낸 버퍼 (105) 는 RDPS 로부터 당해 RDPS 의 위상을 나타내는 4 상의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클록 (0, 90, 180, 270 도) 을 생성하여 도메인 크로싱 회로 (602) 의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

로 (611) 에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원거리단 DRAM (110F) 으로부터의 데이터 신호 (DQ) 는 이들 4 상의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클록에 동기하여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1) 에 격납된 후, 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2) 에 공

급된다.

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2) 에는 당해 버퍼 (105) 에서 생성된 WDPS (글로벌 클록) 로부터 얻어진 4 상의 버퍼

내부 위상 클록이 클록 분주/위상 비교 조정 회로 (601) 로부터 부여되고, 제 1 단째의 데이터 버퍼 (611) 의 출력은 4 상

의 내부 위상 클록에 따라 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2) 에 격납된다. 그 결과, 원거리단 DRAM (110F) 으로부터 판

독된 데이터 신호 (DQ) 는 버퍼 (105) 내에서 생성되는 내부 클록으로 교체하는 형태로 버퍼 (105) 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로 출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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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50 을 참조하여 판독 동작시에서의 근거리단 DRAM (110N) 및 원거리단 DRAM (110F) 으로부터의 데이터 신

호 (DQ) 를 처리할 때에서의 버퍼 (105) 의 동작을 설명한다. 근거리단 DRAM (110N) 및 원거리단 DRAM (110F) 에 대

해, 버퍼 클록에 동기하여 버퍼 (105) 로부터 판독 커맨드 (RED) 및 버퍼 클록에 대해 1/2 위상 지연된 WDPS 를 출력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버퍼 (105) 에는 근거리단 DRAM (110N) 으로부터 WDPS 신호가

대응하는 위상에 대해 동일한 위상의 RDPS 신호가 144㎰ 지연된 타이밍으로 입력되고, 원거리단 DRAM (110F) 으로부

터는 1040㎰ 지연된 타이밍으로 입력된다. 여기서, 판독 커맨드 (RED) 의 생성후, (8＋2.5) 글로벌 클록 시간이 경과된 시

점에서, 버퍼 (105) 는 데이터의 도입 동작을 개시하도록 설정되었다고 하면 버퍼 (105) 에서의 근거리단 및 원거리단

DRAM 의 RDPS 에 각각 동기하여 판독되는 데이터 신호 (DQ) 의 RDPS 위상으로부터 WDPS 위상 즉 클록 위상으로 타이

밍을 교체하기 위한 홀드 타임은 770 및 1665㎰ 이고, 세트업 타임은 각각 1731 및 835㎰ 가 되어 충분한 타임 마진이 확

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동작을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시스템 클록 (글로벌 클록) 신호를 n 분주한 버퍼 클록 신호, 및 당해 버퍼 클록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의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가 버퍼 (105) 에서 DRAM 으로 공급된다. 한편,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는 버퍼 클록 신호에 정합하여 버퍼 (105) 로부터 전송된다. 주기내에 전송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최대 m 회인 경

우, 각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DRAM 에서 1/m 위상마다 버퍼 클록 신호의 타이밍으로부터 생성된 내부 클록 신호 중 어

느 하나에 의해 수신된다.

한편, 각 DRAM (110) 에서는, 버퍼 (105) 에 의해 전송된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타이밍으로부터 동일하게 1/m 위상

마다 내부 생성된 내부 데이터 위상클록 중, 미리 대응시킨 하나로 수신하여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신호가 생성된다.

각 DRAM (110) 에 기록되는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타이밍에 정합하여 버퍼 (105) 에서 DRAM (110)

으로 전송되고, 주기내에 전송되는 데이터 신호가 최대 k 회인 경우, DRAM (110) 에서 버퍼 (105) 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타이밍으로부터 1/k 위상마다 생성된 내부 클록 신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각 DRAM (110) 에 수신되

어 격납된다.

한편, DRAM (110) 으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신호는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의 타이밍에 정합하여 DRAM (110) 으로부터

전송되고, 버퍼 (105) 에서 DRAM (110) 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위상 신호 RDPS 의 타이밍으로부터 1/k 위상마다 생성

된 내부 클록 신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수신된다. 이 RDPS 은 본래 버퍼 (105)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의

타이밍으로부터 1/k 위상마다 내부 생성된 내부 클록 신호 중, 미리 대응시킨 하나에 수신되어 내부 판독 데이터 신호가 생

성된다.

이 경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버퍼 클록 신호의 상승, 하강 에지에 동기하여 버퍼 (105) 로부터 전송되고, 버퍼 클록 신

호의 상승, 하강에 동기하여 DRAM 에 도입된다.

도 51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DRAM (110) 이 나타나 있다. 이 실시예에 관

한 DRAM (110) 은 데이터 신호를 WDPS 로부터 생성된 위상 클록에서 DRAM (110) 에 도입하고, 버퍼 클록 신호로부터

생성된 위상 클록으로 수신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된 DRAM (110) 은 WDPS 를 받아 동작하는 클록 재

생/위상 조정 회로 (521) 를 구비하고, 당해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521) 는 수신용 리플리커 (523) 및 수신 위상 비교

회로 (525) 와 접속되어 있다. 도시된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521) 는 수신 위상 비교 회로 (525) 로부터의 수신 위상

조정 신호의 제어하에 WDPS 로부터 4 상의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위상 클록 (0, 90, 180, 270 도) 을 생성하고, 도메

인 크로싱 회로 (501) 의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527) 에 공급한다.

한편, 버퍼 클록 신호는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205; DLL) 에 부여되고, 당해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205) 에 의해

4 상의 위상 클록을 생성하고, 당해 위상 클록을 도메인 크로싱 회로 (501) 의 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529) 에 공급

하고 있다.

도 52 를 참조하면 도메인 크로싱 회로 (501) 의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527) 에는 데이터 신호 (DQ) 가 버퍼

(105) 로부터 부여되고, 또한, WDPS 로부터 생성된 4 상의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위상 클록이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521) 로부터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4 개의 수신기/래치에 의해 구성된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527) 는 데

이터 신호 (DQ) 를 4 상의 데이터 수신용 DRAM 내부 클록의 타이밍으로 수신, 래치하고, 그 출력을 각각 4 개의 플립플립

회로로 구성된 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529) 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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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529) 의 4 개의 플립플립 회로에는 4 상의 DRAM 내부 위상 클록이 각각 부여되고 있고,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527) 로부터의 출력은 당해 4 상의 DRAM 내부 위상 클록에 따라 격납되고, DRAM 내부

데이터 신호로서 출력된다.

또한,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205) 는 버퍼 클록 신호로부터 0, 180 도의 2 상 위상 클록을 생성하여 커맨드·어드레스

수신기 (531) 에 공급한다. 커맨드·어드레스 수신기 (531) 는 2 상 위상 클록에 따라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도입하고, 내

부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로서 출력한다. 이와 같이,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는 버퍼 클록 위상에서 생성되고, DRAM 의

내부 판독/기록 동작은 버퍼 클록 위상에 동기하여 행해진다.

도 53 을 참조하면 상기한 DRAM (110) 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버퍼 (110) 의 구체예가 나타나 있다. 도시된 버퍼 (110) 에

포함되어 있는 클록 분주/위상 비교 조정 회로 (601) 가 버퍼 내부의 4 상 위상 클록을 도메인 크로싱 회로 (602) 에 공급

하고, 또한, DQ 드라이버 (301) 에 데이터 출력용 버퍼 내부 4 상 클록을 출력하고 있는 점에서 도 44 에 나타낸 버퍼

(105) 와 다르다. 또한, 도시된 도메인 크로싱 회로 (602) 에는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305) 에 의해, RDPS 에 기초하

여 생성되는 데이터 수신용 버퍼 내부 4 상 클록이 부여되고 있다.

도 54 도 참조하면 도 53 에 나타낸 도메인 크로싱 회로 (602) 의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1) 는 4 상의 데이터 수

신용 버퍼 내부 위상 클록에 의해 데이터 신호 (DQ) 를 수신, 래치하는 4 개의 수신기를 구비하고, 각 수신기의 출력은 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2) 를 구성하는 4 개의 플립플롭 회로에 공급되고 있다. 이들 플립플롭 회로는 4 상의 버퍼

내부 위상 클록에 따라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출력을 래치한다.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 1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1) 에서, 0, 90, 180, 및 270 도의 데이터 수신용 버퍼 위상 클록, 즉 RDPS 의 위상을 나타내는 클록에서 수신, 래

치된 출력은 제 2 단째의 데이터 래치 회로 (612) 에 있어서, 각각 270, 0, 90, 및 180 도의 내부 위상 클록에 의해 래치되

고, 데이터 신호가 다른 위상 클록에 의해 래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도시된 예에서는, 버퍼 클록 신호의 위

상에 있어서 90 도 선행하는 위상으로 교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55 를 참조하여 버퍼 (105) 와 근거리단 DRAM (110N) 사이에서의 기록 동작을 설명한다. 버퍼 (105) 는 근거리단

DRAM (110N) 에 대해, WDPS 를 출력한다. 이 WDPS 는 DRAM (110) 에서 데이터 신호 (DQ) 를 WDPS 위상 도메인에

서 클록 위상 도메인으로 교체하는 타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버퍼 클록 신호에 대해 90 도분 (글로벌 클록으로 1/2 클록;

625㎰) 만큼 선행한 위상을 갖는다.

도면에서, 기록 커맨드 WRT 는 버퍼 클록에 동기하여 버퍼 (105) 에서 근거리단 DRAM (110N) 으로 출력된다. 한편, 데

이터 신호 (DQ) 는 글로벌 클록으로 6 클록분의 기록 대기시간 경과 후, WDPS 에 동기하여 버퍼 (105) 로부터 출력된다.

버퍼 (105) 는 버퍼 클록 및 버퍼 클록에 동기한 기록 커맨드 (WRT) 를 출력함과 동시에, WDPS 도 버퍼 클록에 정합하여

출력한다.

이 경우, 기록 커맨드 (WRT) 와 WDPS (즉, DQ) 는 서로 54㎰ 의 전파 지연차를 갖고 근거리단 DRAMN 에 수신된다.

수신된 기록 커맨드로부터, 6 기록 대기시간 (WL) 경과 후, 데이터 신호 (DQ) 가 WDPS 에 동기하여 버퍼 (105) 로부터

출력되면 WDPS 로부터 생성된 데이터 위상클록에서 DRAM (110N) 에 도입되고, 버퍼 클록 신호로부터 생성된 위상 클

록으로 수신된다. 여기서, 데이터 위상에서 클록 위상으로의 도메인 크로싱을 위한 홀드 타임, 세트업 타임은 각각 1821㎰

및 679㎰ 가 된다. 또한, 도시된 근거리단 DRAMN 은 수신한 버퍼 클록의 타이밍으로 RDPS 를 버퍼 (105) 에 출력하고,

당해 RDPS 는 72㎰ 후, 즉 대응하는 글로벌 클록의 위상으로부터 198㎰ 후, 버퍼 (105) 에 입력된다.

도 56 을 참조하면 원거리단 DRAMF 에 대한 기록 동작이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원거리단 DRAMF 에 수신되는 기록 커맨

드 (WRT) 와 데이터 신호 (DQ) 사이에는 390㎰ 의 스큐 전파 지연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하면 버퍼 클록과

WDPS 사이에도 동일한 스큐가 존재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WDPS 의 위상을 90 도 선행시키고, WDPS 위상에서 버

퍼 클록 위상으로의 도메인 크로싱이 행해지고 있다. 그 결과, 원거리단 DRAMF 에서도,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위상에서 클록 위상으로의 도메인 크로싱 때문에 1485㎰ 의 홀드 타임 및 1015㎰ 의 세트업 타임이 확보되어 충분한 타이

밍 마진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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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독시에는 도 57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DRAM (110) 은 버퍼 클록 위상과 동 위상에서 RDPS 를 버퍼 (105) 에 전

송하고, 데이터 신호 (DQ) 는 당해 RDPS 에 정합되어 버퍼 (105) 로 보내지고, 버퍼 (105) 에서는, 당해 데이터 신호를

RDPS 로부터 생성된 위상 클록 신호로 도입한다. 이와 같이, 버퍼 (105) 내의 클록 신호에 기초하여 생성된 위상 클록 신

호로 건넴으로써 버퍼 (105) 내에서의 클록 위상에 일치하게 할 수 있다.

버퍼 (105) 에서는, 당해 버퍼 (105) 에서의 RDPS 의 위상이 수신처의 클록의 위상에 대해 세트업 타임과 홀드 타임으로

마진이 배분되도록 RDPS 의 0 도와 클록 신호의 270 도가 대응하도록 수신을 행한다.

이 동작에 의해 도 58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근ㆍ원거리단 DRAM 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버퍼 (105) 로 수신한 경우,

충분한 세트업 타임과 홀드 타임이 확보된다. 도시된 예에서는, 근거리단 DRAMN 에서는, 823㎰ 의 홀드 타임 및 1677㎰

의 세트업 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한편 원거리단 DRAMF 에서는, 2055㎰ 의 홀드 타임 및 445㎰ 의 세트업 타임을 확보

할 수 있다. 또한, 도시된 예에서는, 데이터 신호의 판독 동작에서, 토탈 대기시간은 DRAM 내부에서의 판독 시간과 1.5 클

록의 합과 동등하다.

전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42 및 도 51 에 나타낸 DRAM (110) 내의 커맨드·어드레스 수신용 클록 생성 회

로 (500,521), 도메인 크로싱 회로 (501),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205) 는 데이터 신호와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사이의

스큐를 흡수하는 DRAM 측 회로로서 동작하고, 한편 도 44 및 도 52 의 버퍼 (105) 의 클록 분주/위상 비교 조정 회로

(601), 도메인 크로싱 회로 (602), 및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305) 는 스큐를 흡수하는 버퍼측 회로로서 동작한다.

상기한 두 실시예에서는, DRAM 에 공급하는 클록 신호, 데이터 위상 신호 (W/RDPS) 는 버퍼 (105) 에서 시스템 클록 신

호 (즉, 글로벌 클록) 를 2 분주함으로써 생성되고 있다. 또한, DRAM 내부 및 버퍼 (105) 내부에서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의 경우에는 1/2, 데이터 신호의 경우에는 1/4 위상마다의 클록 위상 신호, 데이터 위상 신호를 생성하고 있다. 또한, 내부

생성된 위상이 다른 클록 위상 신호 및 데이터 위상 신호는 각각 대응되어, 수신한 신호의 클록 사이의 타이밍의 수신이 행

해지고 있다. 이 경우, 대응된 각 위상의 신호의 주기는 시스템 클록 신호의 2 배가 되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수신처의 위

상 신호에 대한 세트업 타임, 홀드 타임에 대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트업 타임, 홀드 타임에 대한 마진은 수신하는 신호를 도입하는 위상 신호의 에지가 수신처의 위상 신호의 정확

히 중간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버퍼로부터 DRAM 에 대한 신호 전송의 경우에는 보다 그것에 근접하도록 버퍼에서의

WDPS 의 위상을 클록 신호에 대해 위상을 지연 또는 선행시켜 조정하면 된다.

또한, DRAM 으로부터의 DQ 신호를 버퍼에서 일치시키는 경우, 원거리단 및 근거리단으로부터의 RDPS 의 에지가 수신처

의 위상 신호가 되는 WDPS 또는 클록 신호의 중간에 근접하도록 수신측의 위상 신호를 선택하면 된다. 전술한 실시예에

서는, RDPS 의 0 도 위상 신호에 대해 WDPS 또는 클록 신호의 270 도 위상 신호를 대응시킴으로써, DRAM 으로부터의

DQ 의 타이밍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DRAM 에서 DQ 신호가 버퍼에 전달되기까지의 모듈 위에서의 클록에 동기하지 않는 플기록 타임은 제 1 실시예의

경우에서는, 버퍼와 DRAM 사이를 데이터 신호가 왕복하는 시간이 되고, 제 2 실시예의 경우에서는, 버퍼로부터 DRAM

에 판독 커맨드가 전송되는 시간과 DRAM 으로부터 데이터 신호가 버퍼에 전송되는 시간의 합계가 된다. 상기한 제 1 실

시예에서는, 최대 (원거리단 DRAM 의 경우) 1040㎰, 제 2 실시예에서는, 최대 1430㎰ 가 되고, 시스템 클록 신호를 2 분

주함으로써 1 사이클 (2500㎰) 로 처리 (버퍼 위의 본래의 클록 위상에 일치시킴) 할 수 있게 된다.

도 59 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DPS (Data Phase

Signal) 를 사용함과 동시에, 배선수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디퍼렌셜 신호의 DPS 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실시

예에서는, DRAM 으로부터 전송하는 RDPS 와 버퍼 (105) 로부터 전송하는 WDPS 가 공통의 신호선을 통해 송수신됨과

동시에, 버퍼 (105) 로부터 컨트롤 신호 (indicate) 가 DRAM (110) 으로 전송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실시예와는 다르다.

이 컨트롤 신호 (indicate) 는 버퍼 (105) 로부터의 데이터 위상 신호 (WDPS) 를 수신하는 기간과 버퍼 (105) 에 데이터 위

상 신호 (RDPS) 를 전송하는 기간을 DRAM (110) 측에서 전환하기 위한 신호이다. 한편, 버퍼 (105) 에서는, 자신의 컨트

롤 신호 (indicate) 에 따라, 버퍼 (105) 에서의 데이터 위상 신호 (DPS) 의 송수신송수신한다.

당해 컨트롤 신호는 도 59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모듈 위의 DRAM (110) 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신호

(indicate) 용 배선이 1 개 증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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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제 3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 (즉, 메모리 모듈 (103)) 에서는, RDPS 와 WDPS 에서 신호선을 공유하는 경우,

드라이버 회로를 오픈 드레인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실시예에서는, 푸시풀 (CMOS 드라이버) 이어도 가능하고,

또한, 디퍼렌셜 신호로 할 수 있어 타이밍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도 60 을 참조하면 이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DRAM (110) 의 구성이 나타나 있고, 한편 도 61 에는 버퍼 (105) 의 구성이

나타나 있다. 도 61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버퍼 (105) 에 DPS 컨트롤 신호 생성 회로 (701) 가 형성되고, 당해 컨트

롤 신호 생성 회로 (701) 로부터 컨트롤 신호 (indicate) 가 DRAM (110) 에 전송됨과 동시에, 내부 컨트롤 신호가 DPS 컨

트롤 신호 생성 회로 (701) 로부터 클록 분주/위상 비교 조정 회로 (601),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305), 및 수신 위상

비교 회로 (306) 에 출력되고 있다.

또한, 도 60 에 나타낸 DRAM (110) 은 컨트롤 신호 (indicate) 를 받아 DPS 드라이버 (270) 의 모드를 전환함과 동시에,

클록 재생/위상 조정 회로 (521) 및 수신 위상 비교 회로 (525) 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DPS 컨트롤 회로 (541) 를 구비하고

있다.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도 62 를 참조하면 버퍼 (105) 로부터 전송되는 컨트롤 신호 (indicate) 에 의해 버퍼 (105) 로부터 데이터 위상 신호를 전

송하는 기간과, DRAM 으로부터 데이터 위상 신호를 전송하는 기간이 전환되는 타이밍이 나타나 있다. 도시된 예에서는,

양 기간이 번갈아 전환되고 있다.

도 63 에는 초기화시에는 DLL 에 lock on 시키기 위해 indicate 의 전환 기간을 길게 하여 통상 동작시에는 미조정을 위해

전환 기간을 초기화시보다 짧게 하는 경우가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버퍼 (105) 는 초기화시에 전환기간을 길게 하여

DLL 에 lock on 시킬 수 있고, 통상 동작시에는 전환 기간을 초기화시보다 짧게 함으로써, 동작의 노이즈로 인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이 구성에서는, 미조정을 위한 초기화시에는 DRAM 에서의 위상 유지 시간이 길어지지만, 동작의 노이즈

로 인한 위상 변동이 작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또한, 상기한 실시형태에서는, 글로벌 클록의 주기 즉 실효적인 동작 주파수는 800㎒ 로 하여 세트업 타임, 홀드 타임을 어

림잡고 있으나 주파수가 완화되면 이에 따라 세트업 타임, 홀드 타임도 완화되기 때문에 모듈 설계시에 예상되는 최고 주

파수로 상기 위상 조정을 행하면 된다.

상기한 실시예는 메모리 모듈 위에 버퍼를 구비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바꿔 말하면 위에서는, 메모리

모듈을 증설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메모리 모듈 위에 버퍼를 탑재하지 않은

단일 메모리 모듈을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 제어하는 구성의 메모리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전술한 실시예에서의 버퍼의 기능을 메모리 컨트롤러로 행하면 된다.

도 64 를 참조하면 상기한 메모리 시스템의 일례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나타나 있다.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

(1000) 은 메모리 컨트롤러 (1011), 클록 발생기 (102), 및 단일 모듈 (1031) 을 구비하고, 당해 모듈 (1031) 위에는 좌측

에 4 개 (1 ∼ 4), 우측에 5 개 (1'∼ 5') 의 DRAM (110) 이 탑재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도시된 메모리 시스템은 다른 도면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 (1000) 에서의 버퍼 (105) 대신에 메모리 컨트롤러 (1031) 를 형성한 메모리 시스템과 실질적으

로 동등하다. 도시된 예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1031) 와 DRAM (110) 은 같은 길이의 데이터 배선 DQ 에 의해 결선되

어 있어 각 DRAM (110) 에서의 메모리 컨트롤러 (1011) 로부터의 데이터 신호 DQ 의 도착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

모듈 (1031) 위의, 좌측 4 개의 DRAM (110 (1 ∼ 4)) 은 메모리 컨트롤러 (1011) 와 공통의 클록 배선 및 커맨드·어드레

스 배선을 통해 접속되어 있고, 또한, 우측 5 개의 DRAM (110 (1'∼ 5')) 도 메모리 컨트롤러 (1011) 와 다른 클록 배선 및

커맨드·어드레스 배선을 통해 공통으로 접속되어 있다. 즉, 좌측와 우측의 DRAM (110 (1 ∼ 4)) 와 DRAM (110 (1'∼ 5'))

은 각각의 클록 배선 및 커맨드·어드레스 배선에 의해 접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된 토폴러지를 구비한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원거리단에 배치된 DRAM (110(4) 및 DRAM (110(5')) 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1) 와의 사이의 클록 및 어드레스 커맨드 배선의 배선 길이와, 메모리 컨트롤러 (1011) 와의 사이의 데이터

배선 DQ 사이에는 배선 길이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DRAM (110(4)) 및 DRAM (110(5')) 에서의 클록 신호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와 데이터 신호 DQ 의 메모리 컨

트롤러 (1011) 로부터의 전파 지연차는 전술한 모듈내의 전파 지연차보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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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도시된 예에서는, DRAM 피치를 13㎜, 신호 단위 전파 시간 tPD 를 14㎰/㎜ 로 하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모듈

(1031) 위의 지연은 DRAM (110(4)) 에서 728㎰ (13 ×4 ×14) 가 되고, 한편 DRAM (110(5')) 에서 910㎰ (13 ×5 ×14)

가 된다. 메모리 컨트롤러 (1011) 에서 모듈 (1031) 의 입력 단자까지의 클록 및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와 데이터 신호 DQ

의 전파 지연이 동등한 것으로 하면 상기한 모듈 (1031) 위의 지연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와 데이터 신호 DQ 와의 사이

의 스큐차가 된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는 전술한 스큐차를 전술한 DPS (데이터 위상 신호) 를 이용한 도메인 크로싱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

하는 메모리 시스템 (1000) 이다. 도 65 를 참조하면 도 64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 (1000) 에서의 기록 동작이 나타나 있

다. 먼저, 클록 발생기 (102) 는 800㎒ 의 레퍼런스 클록 (즉, 시스템 클록) 을 발생시켜 메모리 컨트롤러 (1011) 에 공급한

다. 메모리 컨트롤러 (1011) 는 당해 레퍼런스 클록 (시스템 클록) 을 1/2 로 분주하여 400㎒ 의 시스템 클록을 발생하는

한편, 시스템 클록에 정합하여 기록 커맨드 (WRT) 를 생성한다.

또한, 도 64 에 나타낸 메모리 컨트롤러 (1011) 에서는, 클록 신호에 대해 90 도 선행하여 DPS (WDPS) 를 생성하고, 이

WDPS 는 DRAM (110) 에 전송된다. 도 65 에서는, WDPS 가 DRAM (110(1'∼ 5')) 에 전송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클록 신호에 대해 선행한 위상을 갖는 DPS 를 생성함으로써, DRAM (110) 에서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의 클록 위상으로부터 DPS 즉 데이터 신호 DQ 위상으로의 도메인 크로싱을 위한 세트업 시간, 홀드 시간에 모두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즉, 클록 신호에 대해 위상 시프트한 DPS 를 사용함으로써, 도메인 크로싱을 위한 타이밍 조정을 행할 수

있다.

도 65 에서, DRAM (110(1')) 에 기록 커맨드 (WRT) 에 정합하여 수신되면 당해 WRT 는 당해 DRAM (110(1')) 에 수신

된 DPS 에 교체하고, 당해 수신한 DPS 에 정합한 WRT 가 DRAM 내부 커맨드 (DRAM internal Command) 로서 생성된

다. 이 내부 커맨드의 생성후, DRAM (110(1')) 에서는, 6 기록 대기시간 경과후, 데이터 신호의 기록 동작이 행해지고 있

다.

한편, DRAM (110(5')) 에는 DRAM (110(1')) 보다 지연된 클록 신호 및 WRT 가 부여되고 있고, 또한, 클록 신호에 대해

965㎰ 지연되어 DPS 도 부여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DRAM (110(5')) 에서는, WRT 를 DPS 에 정합하여 도입하고,

DRAM 내부 커맨드 (DRAM internal Command) 로서 생성된다. 도 65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한 도메인 크로

싱을 행함으로써, DRAM (110(1')) 및 DRAM (110(5')) 에서, 충분한 세트업 시간, 홀드 시간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도 66 을 참조하면 도 64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 (1000) 에서의 판독 동작이 나타나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는 기록 동작과 동일하게 판독 커맨드 (RED) 를 400㎒ 의 클록 신호에 정합하여 생성한다. 또한, 메모리 컨트롤러 (110;

MC) 는 클록 신호에 대해 90 도 선행하는 위상을 구비한 DPS (RDPS) 도 생성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1011) 로부터의 클록 신호 (CLK) 및 판독 커맨드 (RED) 는 서로 다른 전파 지연 시간후, 각각 DRAM

(110(1'∼ 5')) 에 도착하고, 한편 당해 DPS 는 같은 길이의 데이터 배선을 통해 실질상 동일한 타이밍으로 DRAM (110

(1'∼ 5')) 에 도착한다.

원격 DRAM (110(5')) 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당해 DRAM (110(5')) 은 클록 신호에 정합하여 판독 커맨드 (RED) 를 수신

함과 동시에 DPS 를 수신한다. 당해 DPS 는 다른 DRAM (110) 에 부여되는 DPS 와 동일하게 메모리 컨트롤러 (MC) 에서

발생된 다음, 700㎰ 의 지연 시간후, 원격 DRAM (110(5')) 에 공급된다. 클록 신호에 정합하여 수신된 RED 는 원격

DRAM (110(5')) 에 있어서, 당해 원격 DRAM (110(5')) 에 수신된 DPS 로 교체되어 내부 커맨드 신호 (DRAM Internal

Command) 로서 생성된다. 이와 같이, 클록 신호의 타이밍에서 DPS 의 타이밍으로 도메인 크로싱이 행해진다.

한편, 도 64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 (1000) 에서는, 각 DRAM (110) 에서의 메모리 컨트롤러 (1011) 로부터의 데이터

신호 DQ 의 도착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메모리 컨트롤러 (1011) 에서는, 각 DRAM (110) 으로부터 수신된 데이

터 신호 DQ 가 어느 판독 커맨드 (RED) 에 대응하는 데이터 신호 DQ 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

러 (1011) 는 DRAM (110) 으로부터 DPS 를 수신하고, 당해 수신 DPS 의 타이밍을 메모리 컨트롤러 (MC) 의 WDPS 의

타이밍으로 교체, 즉 도메인 크로싱을 행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는 DRAM (110) 으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신호 DQ 가 DRAM (110) 으로부터의 DPS(R) 에 정합하여 수신되고, 당해 데이터 신호 DQ 가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의 DPS(W) 의 타이밍으로 교체하게 된다. 즉,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 DPS(R) 의 위상에서 수신된 데이

터 신호 DQ 는 DPS(W) 의 위상, 즉 클록 신호의 위상으로 되돌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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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는, 판독 커맨드 (RED) 발행으로부터의 클록수를 카운트함으로써, 어느 판독

커맨드 (RED) 에 대응하는 데이터 신호 DQ 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도 66 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와 모듈 (1031) 의 간격을 100㎜ 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메

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 DPS(W) 를 전송한 후, 대응하는 위상의 DPS(R) 을 수신할 때까지의 지연 시간은 1400

㎰ 이고, 이 경우에서의 도메인 크로싱을 위한 세트업 시간 및 홀드 시간은 각각 1400㎰ 및 1100㎰ 가 되어 충분한 타이밍

마진이 얻어진다.

도 66 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로부터 DPS(W) 를 DRAM (110) 에 전송하고, DRAM (110) 에서, 수신된

DPS(W) 와 동일한 위상에서 DPS(R) 을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 전송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는, 동일한 DPS 배선 위에 쌍방향으로 DPS 를 전송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실제로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와 DRAM (110) 에서 DPS 를 번갈아 전송하고, 당해 수신된 DPS 에 기초하여

내부 클록 신호를 재생하는 구성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도 64 에 나타낸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로부터 메모리 모듈 (1031) 에 대해 2 세트의 커맨드·

어드레스 신호및 클록 신호가 생성되고 있지만, 1 세트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클록 신호를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로부터 생성함으로써도 동일한 동작을 행할 수 있다.

도 67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 (1000) 은 도 64 와 동일하게, 모듈 (103) 위에 9 개의

DRAM (110A (1) ∼ (9)) 을 탑재한 구성을 구비하고, 이들 9 개의 DRAM (110) 에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1) 로부터 모

듈 (1031) 의 좌단을 통해 모든 DRAM (110) 에 공통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클록 신호가 공급되고 있다. 즉, 9 개의

DRAM (110) 은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클록 신호를 공유하고 있다. 이 경우, 도 64 와 동일한 전파 지연이 발생되는 것

으로 하면 가장 원거리단의 DRAM (110(9)) 에서는, 데이터 신호 DQ 에 대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클록 신호에 (728

＋ 910)㎰(＝ 1638㎰) 의 전파 지연차가 발생된다. 이와 같이, 큰 전파 지연차를 2 분주한 클록 신호의 주기 2500㎰ 로, 도

메인 크로싱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한 도메인 크로싱을 위한 타이밍 마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충분한 도메

인 크로싱을 위한 타이밍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 분주보다 긴 주기를 갖는 분주 클록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2 분주의 클록을 그대로 사용하여 도메인 크로싱에 필요한 충분한 타임 마진을 확보하는 다른 수법으로서, 도 67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모듈 (1031) 위에 DRAM (110) 을 2 개의 그룹 (여기서는 제 1 및 제 2 DQ 채널이라 함) 으로 분할하

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는, 제 1 및 제 2 DQ 채널에 부여되는 DPS(W) 의

위상을 클록 신호에 대해 서로 시프트시킨다. 즉, 도시된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는, DPS(W) 의 클록 신호에 대

한 위상 옵셋값을 제 1 및 제 2 DQ 채널에 적합한 값으로 한다.

도시된 예에서는, 제 1 DQ 채널에 대해서는 DPS(W) 의 위상을 클록 신호에 대해 90 도 선행시키고, 제 2 DQ 채널에 대해

서는 DPS(W) 를 클록 신호와 동 위상에서 전송한다.

도 68 을 참조하여 제 1 DQ 채널에 속하는 DRAM (110(1) ∼ (4)) 에서의 기록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는 클록 발생기 (102) 에 의해 발생되는 800㎒ 의 레퍼런스 클록 신호를 2 분주함으로써, 400㎒ 의 클록 신호

를 생성하고, 이 클록 신호는 제 1 DQ 채널에 속하는 DRAM (110(1) ∼ (4)) 에 대해 클록 배선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또

한,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는 당해 클록 신호에 정합하여 기록 커맨드 WRT 를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위에 공급하

고 있다.

한편, 제 1 DQ 채널의 DRAM (110(1) ∼ (4)) 에는 100㎜ 정도의 길이를 갖는 DPS 배선을 통해 DPS(W) 가 공급되고 있

다. 이 경우, 도 68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SP(W) 의 위상은 클록 신호의 위상에 대해 90 도 (즉, 625㎰) 선행하고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 생성된 DPS(W) 는 DPS 배선을 통해 제 1 DQ 채널의 DRAM (110(1) ∼ (4)) 에 도착

한다. 한편, 크로싱 신호 및 기록 커맨드 (WRT) 는 클록 배선 및 커맨드·어드레스 배선을 통해 제 1 DQ 채널의 DRAM

(110(1) ∼ (4)) 에 도착한다. 클록 배선 및 커맨드·어드레스 배선은 DPS 배선에 비해 길기 때문에, 클록 신호 및 기록 커맨

드 (WRT) 의 전파 지연 시간이 길어지고, DRAM (110(1)) 에서의 DPS 와 기록 커맨드 (WRT) 의 전파 지연 시간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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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로 벌어져 있다. DRAM (110(1)) 에서는, WRT 를 수신된 후, 1693㎰ 경과한 시점에서 DRAM 내부 커맨드 (DRAM

Internal Command) 를 생성하고 있다. 이는 DRAM (110(1)) 에서는, 수신된 DPS 의 타이밍으로 클록 신호에 정합한 기

록 커맨드 (WRT) 를 교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 1 DQ 채널에 속하는 DRAM (110) 중, 원거리단에 위치하는 DRAM (110(4)) 에서의 DPS(W) 와 클록 신호의 전

파 지연 시간차는 1353㎰ 가 된다. 이 경우에도 DPS 의 타이밍으로 기록 커맨드 (WRT) 를 교체함으로써 1147㎰ 의 타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타임 마진에 의해 도메인 크로싱에 필요한 세트업 및 홀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도 69 를 참조하면 제 1 DQ 채널에 속하는 DRAM (110(1) ∼ (4)) 에서의 판독 동작이 나타나 있다. 이 예에서도 판독 커

맨드 (RED) 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 클록신호로 정합하여 DRAM (110(1) ∼ (4)) 에 공급되고, 이 클록 신호

에 90 도 선행하는 형태로 DPS 가 생성되고 있는 것은 기록 커맨드의 경우와 동일하다. 여기서,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와 모듈 (1031) 사이의 거리가 100㎜ 라 하고, 신호 단위 전파 시간 tPD 를 7㎰/㎜ 라고 가정하면 DPS 는 700㎰ 후,

DRAM (110; 여기서는 110(4)) 에 도달한다. DRAM (110(4)) 은 판독 커맨드 (RED) 를 DPS 로 교체함으로써, 내부 판독

커맨드 (Internal Command) 를 생성하는 한편,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 DPS(R) 을 전송하고, 당해 DPS(R) 은

DPS(W) 의 생성으로부터 1400㎰ 경과후,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 수신된다. DRAM (110(4)) 으로부터의 데이

터 신호 DQ 는 DPS(R) 에 정합한 타이밍으로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 수신된다.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는 수신된 DPS(R) 의 타이밍을 DPS(W) 의 타이밍으로 도메인 크로싱함으로써, 데이터 신

호 DQ 의 타이밍을 DPS(W) 의 타이밍으로 교체한다. 그럼으로써 판독 동작시에도 (1400 ＋ 1100), 즉 2500㎰ 의 타임

마진이 얻어진다.

다음에, 도 70 을 참조하여 도 67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 (1000) 에서의 제 2 DQ 채널에 속하는 DRAM (110(5) ∼ (9))

의 기록 동작을 설명한다. 제 2 DQ 채널에 대해 도 70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는 400

㎒ 의 클록 신호 및 당해 클록 신호에 정합한 기록 커맨드 WRT 를 생성함과 동시에, 클록 신호와 동일한 위상의 DPS(W)

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는, 제 2 DQ 채널에 속하는 DRAM (110(5) ∼ (9)) 에 대한 DPS(W) 를 제 1 DQ 채

널에 속하는 DRAM (110(1) ∼ (4)) 에 대한 DPS(W) 에 대해 클록 신호의 90 도분에 상당하는 옵셋값을 설정하고, 그럼으

로써 클록 신호와 데이터 신호 DQ 사이에 큰 전파 지연차가 있더라도 도메인 크로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로부터의 클록 신호 (CLK) 및 WRT 는 긴 배선을 통해 각각 제 2 DQ

채널의 DRAM (110(5) ∼ (9)) 에 도달하는 한편, DPS(W) 는 비교적 짧은 DPS 배선을 통해 각 DRAM (110(5) ∼ (9)) 에

부여된다. 도 70 에는 DRAM (110(5)) 및 DRAM (110(9)) 의 동작만 나타나 있다.

도 67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PS(W) 는 클록 신호 및 WRT 에 비해 910㎰ 만큼 빨리 DRAM (110(50)) 에 도착하

고, 1590㎰ 후, DRAM (110(5)) 에서 수신된 DPS(W) 로 교체한다. 따라서, DRAM (110(5)) 에서는, 도메인 크로싱에 필

요한 세트업, 홀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제 2 DQ 채널의 가장 원거리단의 DRAM (110(9)) 에는 도 67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클록 신호 및 WRT 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 발생된 후, DPS(W) 보다 1638㎰ 만큼 느리게 DRAM (110(9)) 에 도착한다. 가장 원거

리단의 DRAM (110(9)) 에서는, 수신된 WRT 를 수신된 DPS(W) 로 교체함으로써, 내부 커맨드 (Internal Command) 를

생성한다. 이 때, WRT 와 DPS(W) 사이에는 862㎰ 의 타임 마진이 있기 때문에, 도메인 크로싱에 필요한 세트업, 홀드 시

간이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71 을 참조하여 제 2 DQ 채널의 DRAM (110(5) ∼ (9)) 에서의 판독 동작을 설명한다. 이 경우에도 클록 신호 및 판독

커맨드 (RED) 는 DPS(W) 와 동일한 위상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 DRAM (110(5) ∼ (9)) 으로 전송된다.

제 2 DQ 채널의 DRAM (110) 중, 가장 원거리단의 DRAM (110(9)) 에 WRT 의 경우와 동일하게, DPS(W) 는 RED 보다

1638㎰ 빠르게 도달하고, 그 결과 RED 는 클록 신호의 타이밍으로부터 당해 DRAM (110(9)) 에서 수신된 DPS(W) 의 타

이밍으로 교체한다.

한편,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 DPS(W) 가 생성되면 당해 DPS(W) 는 700㎰ 경과후, DRAM (110(9)) 에 도착하

고, 당해 수신된 DPS(W) 는 그대로 DRAM (110(9)) 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로 DPS(R) 로서 전송되고, 1400

㎰ 만큼 지연된 DPS(R) 이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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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 (110(9)) 으로부터의 데이터 신호 DQ 는 DPS(R) 의 타이밍으로,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 전송된다. 메모

리 컨트롤러 (1011; MC) 에서는, 도 71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DPS(R) 의 타이밍으로 보내져 오는 데이터 신호 DQ 를 메

모리 컨트롤러 (1011; MC) 내의 DPS(W) 의 타이밍으로 교체한다. 이 때의 타임 마진은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500㎰

로, 도메인 크로싱을 행하기에 충분한 타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판독 데이터 신호 DQ 는 메모리 컨트롤러 (1011; MC) 에 있어서, 채널 사이에서 옵셋분의 시간차가 발생되지

만, DPS(R) 에서 클록 위상으로의 도메인 크로싱에 필요한 타임 마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 (1011) 는 클록 발생기 (102) 로부터의 시스템 클록에 응답하여 동작하고, 제 1 내지

제 3 실시예에서의 버퍼와 동일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퍼 및 메모리 컨트롤러 (1011) 에 부여되는 글로벌 클록 및

시스템 클록을 합쳐 메인 클록이라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메모리 컨트롤러와 모듈 위에, 메모리 회로와 함께 버퍼도 탑재해 두고, 버퍼를 통해 모듈 위의 메모리 회

로와의 데이터 배선을 포함하는 배선을 함과 동시에, 데이터 배선을 포함하는 배선을 캐스케이트 접속함으로써, 배선을 모

듈마다 분기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부정합으로 인한 반사 등을 방지할 수 있고, 고주파에서 고속으로 동

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얻어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 모듈과 버퍼 사이의 전송 속도를 버퍼와 메모리 회로간의

전송 속도보다 빠르게 함으로써, 메모리 컨트롤러에 접속되는 모듈의 수를 많게 할 수 있고, 또한, 메모리 회로의 기록, 판

독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서는, 데이터 배선 뿐만 아니라, 클록 및 커맨드·어드레스 배선도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각 모듈

위의 버퍼에 접속함으로써, 모듈에 탑재된 각 메모리 회로와 메모리 컨트롤러의 거리를 거의 동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선마다 지연 시간이 다름에 따른 타이밍의 상이를 없앨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각 모듈마다

복수의 버퍼를 형성하고, 당해 버퍼를 각각 모듈내의 메모리 회로에 접속함으로써, 각 버퍼 및 배선에 가해지는 부하를 분

산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동시에 선택되는 메모리 회로를 복수의 모듈로 분산시켜 배치하

고, 각 모듈의 버퍼를 개별적으로 메모리 모듈과 배선함으로써, 버퍼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각 버퍼에 가해지는 부하를

분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2 는 도 1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설명하는 개략 실체 배선도.

도 3 은 도 1 및 도 2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의 배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면도.

도 4 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5 는 도 4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개략 실체 배선도.

도 6 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7 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제 1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8 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제 2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9 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제 3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0 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의 제 4 변형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1 은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3 실시형태에서, 메모리 컨트롤러와 버퍼 사이의 전송 방식을 설명하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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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 는 도 11 에 나타낸 전송 방식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13 은 도 11 에 나타낸 전송 방식의 기록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14 는 도 11 에 나타낸 전송 방식의 판독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15 는 도 11 에 나타낸 전송 방식의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에 관한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16 은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3 실시형태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버퍼와 DRAM 사이의 전송 방식을 설명하

는 블록도.

도 17a 및 17b 는 각각 도 16 의 전송 방식에서의 기록 및 판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18 은 도 16 및 도 17a, 17b 를 참조하여 설명한 전송 방식을 보다 고속화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전송 방식을 설명하는

블록도.

도 19 는 도 18 의 전송 방식을 채용한 버퍼와 DRAM 의 드라이버 부분의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20 은 도 18 의 전송 방식을 채용한 버퍼와 DRAM 의 드라이버 부분의 다른 구성예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21a 및 21b 는 각각 도 20 의 전송 방식을 채용한 경우의 기록 및 판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22 는 도 18 의 전송 방식에서의 신호의 타이밍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23 은 도 18 에 나타낸 전송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DRAM 의 구성을 설명하는 블록도.

도 24 는 도 18 에 나타낸 전송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버퍼의 구성을 설명하는 블록도.

도 25 는 도 23 에 나타낸 DRAM 에서의 동작 개시시의 타이밍 관계를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26 은 도 23 에 나타낸 DRAM 에서의 통상 동작시의 타이밍 관계를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27 은 도 24 에 나타낸 버퍼의 판독시의 타이밍 관계를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28 은 본 발명에 관한 전송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DRAM 의 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29 는 도 28 에 나타낸 DRAM 과의 사이에서 신호의 송수신을 행할 수 있는 버퍼의 블록도.

도 30 은 도 28 에 나타낸 DRAM 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

도 31 은 버퍼와 DRAM 사이의 전송 방식의 변형예를 설명하는 블록도.

도 32 는 도 31 에 나타낸 DRAM 의 판독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33 은 도 31 에 나타낸 DRAM 의 기록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34 는 도 31 에 나타낸 DRAM 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블록도.

도 35 는 도 31 에 나타낸 버퍼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블록도.

도 36 은 도 34 및 도 35 의 DRAM 및 버퍼에서의 타이밍 관계를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37 은 도 34 에 나타낸 DRAM 의 동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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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8 은 도 35 에 나타낸 버퍼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39 는 도 31 에 나타낸 전송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DRAM 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40 은 도 39 에 나타낸 DRAM 과 협동할 수 있는 버퍼의 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41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모듈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42 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 사용되는 DRAM 을 설명하는 블록도.

도 43 은 도 42 에 나타낸 DRAM 내의 도메인 크로싱 회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블록도.

도 44 는 도 43 에 나타낸 DRAM 과 함께 제 1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모듈을 구성하는 버퍼를 설명하는 블록도.

도 45 는 도 44 의 버퍼내의 도메인 크로싱 회로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46 은 도 42 및 44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버퍼 및 근거리단(近端) DRAM 의 기록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

밍도.

도 47 은 도 42 및 44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버퍼 및 원거리단(遠端) DRAM 의 기록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

밍도.

도 48 은 원거리단 DRAM 과 버퍼 사이의 판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49 는 판독 동작시의 버퍼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

도 50 은 근거리단 및 원거리단 DRAM 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판독한 경우의 버퍼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51 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DRAM 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52 는 도 51 에 나타낸 DRAM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 크로싱 회로의 구체적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53 은 도 51 에 나타낸 DRAM 과 함께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를 구성하는 버퍼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54 는 도 53 에 나타낸 버퍼내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크로싱 회로의 구체적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55 는 제 2 실시예에서의 버퍼와 근거리단 DRAM 사이의 기록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56 은 제 2 실시예에서의 버퍼와 원거리단 DRAM 사이의 기록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57 은 제 2 실시예에서의 버퍼와 원거리단 DRAM 사이의 판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58 은 근거리단 및 원거리단 DRAM 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는 버퍼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59 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을 설명하는 블록도.

도 60 은 도 59 에 나타낸 실시예에 사용되는 DRAM 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61 은 제 3 실시예에 사용되는 버퍼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62 는 제 3 실시예에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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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3 은 제 3 실시예에서의 DRAM 초기화시의 동작과 통상 동작시에서의 동작을 서로 다르게 한 경우를 설명하는 타이밍

차트.

도 64 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을 설명하는 블록도.

도 65 는 도 64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기록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66 은 도 64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기록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67 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을 설명하는 블록도.

도 68 은 도 67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의 제 1 DQ 채널 부분의 기록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69 는 제 1 DQ 채널 부분의 판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70 은 도 67 에 나타낸 메모리 시스템의 제 2 DQ 채널 부분의 기록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 71 은 제 2 DQ 채널 부분의 판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차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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