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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모리로부터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에 상기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상기 메모리에 의해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디바이스로 상기 데이터 및 상기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디바이스로 보내진 데이터의 크기를 구체화(specify)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및 상기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상기 디바이스로 보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및 상기 데이터는 복수의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들의 형태로 상기 디바이스로 보내지고, 각각의 데이
터 프레임은 상기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 존재하는 상기 데이터의 크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에 의해,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더 작은 크기로 압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압
축된 데이터의 더 작은 크기를 구체화하고, 상기 프레임에 포함된 상기 압축된 데이터가 압축된 것을 구체화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에 의해, 상기 요청된 데이터의 리던던시(redundancy)를 검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요청된 데이터 내에 리던던트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메모리에 의해, 비-리던던트 데이터(non-redundant
data)만을 보내고, 상기 정보는 상기 데이터 프레임 내에 상기 비-리던던트 데이터의 크기를 구체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요청된 데이터 중 어느 것이 리던던트한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상기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및 정보를 보내는 방법은 2 개의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포함하고,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은 상기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의 크기에 관한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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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은 상기 데이터 프레임이 상기 디바이스의 어느 요청에 속해 있는지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9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메모리로부터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상기 DRAM 메모리에 의해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DRAM 메모리에 의해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
상기 DRAM 메모리로부터 상기 디바이스로 상기 요청된 데이터 및 상기 요청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보내는 단
계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디바이스로 보내진 데이터의 크기를 기술(describe)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10
메모리로부터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상기 메모리에 의해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메모리 코어로부터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
처리 모드에 따라 상기 메모리에 의해 상기 판독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 및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디바이스로 상기 처리된 데이터 및 상기 처리에 관한 처리 정
보를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는 압축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압축 처리이고, 상기 압축된 데이터는 상기 압축된 데이터가 압축된 것
을 나타내는 정보와 함께 상기 디바이스로 보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는 상기 판독 데이터의 리던던시 검사이고; 상기 보내진 데이터가 리던던시에 대해 검사되었고, 상기
데이터 프레임이 비-리던던트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와 함께 비-리던던트 데이터가 보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13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데이터 프레임들을 보내는 인터페이스를 갖는 메모리에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코어;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코어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 회로; 및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1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상기 데이터를 보내기 이전에, 상기 판독 데이터를 처리하
는 처리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 회로는 상기 데이터의 크기를 검사하고, 상기 데이터의 크기에 관한 정보
를 생성하며, 상기 데이터 프레임에 상기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회로는 상기 판독 데이터를 2 이상의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들로 분할하고; 상기 처리 회로는 상기 각
각의 데이터 프레임들에 대해 상기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들에 존재하는 상기 데이터의 크기에 관한 정보를 생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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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회로는:
상기 판독 데이터를 더 작은 크기의 압축된 데이터로 압축하고;
상기 압축된 데이터의 크기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1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상기 압축된 데이터의 크기에 관한 정보와 함께 상기
압축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회로는 상기 데이터 프레임에 상기 압축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회로는 상기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보정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청구항 18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는 인터페이스를 갖는 DRAM 메모리에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코어;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코어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 회로; 및
처리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 회로는: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1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기 이전에 상기 판독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데이터를 검사하며;
상기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데이터 프레임에 상기 생성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AM 메모리.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회로는 상기 데이터 프레임과 함께 보내진 상기 데이터의 크기를 검사하고, 상기 데이터 프레임에 상
기 데이터의 크기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AM 메모리.
청구항 20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데이터 프레임들을 보내는 인터페이스를 갖는 메모리에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코어;
상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코어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 회로; 및
사전설정된 처리 모드에 따라 상기 판독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처리 회로는 상기 실행
된 처리 모드에 관한 처리 정보를 상기 처리된 데이터에 추가하고,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1 이상의 데이터 프
레임의 형태로 상기 처리 정보와 함께 상기 처리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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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메모리 디바이스들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요청된 데이터에 관한, 또한 그와 함께
보내진 메타데이터(metadata)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2>

반도체 메모리들은 어느 개별적인 컴퓨터 워드의 각각의 비트 또는 작은 그룹의 비트들에 대해 하나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구조화되었으며, 워드 크기는 요청한 디바이스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통상
적인 워드 크기는 4 내지 64 비트의 범위이다. 각각의 메모리 디바이스는 통상적으로 일련의 어드레스 라인들에
대해 병렬로 연결되고, 일련의 데이터 라인들 중 하나에 연결된다. 요청 디바이스, 예를 들어 제어 처리 유닛
(CPU)이 특정 메모리 또는 위치에 기록하거나 그로부터 판독하고자 하는 때에,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라인들에
놓이고, 각각 요구된 디바이스에 대해 별도의 디바이스 선택 라인을 이용하여 몇몇 또는 모든 모리 디바이스들
이 활성화된다. 1 이상의 디바이스들은 각각의 데이터 라인에 연결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적은 수의 데이터
라인들은 단일 메모리 디바이스에 연결된다.

<3>

이에 따라, 데이터는 각각의 메모리 판독 또는 기록 동작 동안에 병렬로 제공된다. 적절히 동작하는 시스템의
경우, 메모리 디바이스마다 하나의 단일 메모리 비트가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4>

종래의 시스템에서, CPU는 메모리 디바이스, 예를 들어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RAM(static
RAM) 또는 ROM(read only memory)로 요청을 보낸다. 상기 요청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명령 정보,
및 상기 데이터가 판독될 수 있는 메모리의 메모리 셀의 어드레스들을 결정하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한다. 메
모리는 상기 요청을 평가하고, 전송된 어드레스들을 나타내는 결정된 메모리 셀들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며,
CPU로 상기 데이터를 보낸다.

<5>

종래의 시스템들에서, 요청은 상이한 개수의 데이터 비트들을 갖는 요청 데이터에 대한 길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요청 디바이스는 메모리로부터 상이한 개수의 데이터 비트들을 수신하거나 판독할 수 있다.

발명의 내용
<6>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메모리로부터 디바이스로 요청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메모
리는 상기 디바이스로 사전설정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메모리는
상기 디바이스로 데이터 및 상기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보내며, 상기 정보는 실제적으로 상기 디바이스로 전달
된 데이터의 개수 또는 크기를 기술(describe)한다.

<7>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DRAM 메모리로부터 디바이스로 요청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제공하고, 상
기 DRAM 메모리는 상기 디바이스로 사전설정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며, 상
기 DRAM 메모리는 상기 디바이스로 데이터 및 상기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보내고, 상기 정보는 실제적으로 상기
디바이스로 전달된 데이터의 개수를 기술한다.

<8>

또한, 본 발명의 추가 실시예는 메모리로부터 디바이스로 요청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제공하고, 상기
메모리는 사전설정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요청을 수신하며, 상기 메모리는 메모리 코어
로부터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판독하고, 상기 메모리는 처리 모드에 따라 상기 판독 데이터를 처리하며, 상기
메모리는 상기 디바이스로 상기 처리된 데이터, 및 상기 처리 모드에 관한 처리 정보를 보낸다.

<9>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데이터 패킷들을 보내는 인터페이
스를 갖는 메모리를 제공하며, 상기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코어, 요청 시 상기 메모리 코어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 회로, 상기 인터페이스에 의해 1 이상의 데이터 패킷의 형태로 상기 데이터를 보내기
이전에 상기 판독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처리 회로는 데이터의 개수를 검사하고, 상기
데이터 패킷과 함께 보내진 상기 데이터의 개수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데이터 패킷에 상기 정보를 추가
한다.

<10>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데이터 패킷들을 보내는 인터페이
스를 갖는 DRAM 메모리를 제공하며, 상기 DRAM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코어, 요청 시 상기 메모리
코어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 회로,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1 이상의 데이터 패킷의 형태로 데이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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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이전에 상기 판독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처리 회로는 데이터의 개수를 검사하고,
상기 데이터 패킷과 함께 보내진 상기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데이터 패킷에 상기 정보를 추가한
다.
<11>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데이터 패킷들을 보내는 인
터페이스를 갖는 메모리를 제공하며, 상기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코어, 요청 시 상기 메모리 코어
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판독 회로, 사전설정된 처리 모드에 따라 판독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회로를 포함
하며, 상기 처리 유닛은 상기 처리된 데이터에 상기 실행된 처리 모드에 관한 처리 정보를 추가하고, 상기 인터
페이스를 통해 1 이상의 데이터 패킷의 형태로 상기 처리 정보와 함께 상기 처리된 데이터를 보낸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12>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다양한 기능적 구성요소들에 관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적 구성요소들은 구체화
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여하한의 개수의 하드웨어 또는 구조적 구성요소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는 것
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저항기들, 트랜지스터들, 캐패시터들, 다이오드들 및 이
러한 구성요소들과 같은 다양한 전기 디바이스들로 구성된 다양한 집적화 구성요소들(integrated component)을
채택할 수 있으며, 그 작용(behavior)은 다양하게 의도된 목적들을 위해 적절히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
의 실시예들은 효과적인 가역 극성(reversible polarity)이 요구되는 여하한의 집적 회로 적용에서 실행될 수
있다.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반적인 적용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예시적인 회로들에서 다른 회로들에 적절히 커플링되거나 연결될 수 있으며, 이
러한 연결들 및 커플링들은 구성요소들 간의 직접적인 연결에 의해, 또한 그 사이에 위치된 다른 구성요소들 및
디바이스들을 통한 연결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13>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일반적으로 메모리로부터 디바이스로 요청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및 요청을 수
신하고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데이터 패킷들을 보내는 인터페이스를 갖는 메모리에 관한 것이다. 더 상
세하게는, 본 발명은 요청된 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는 요청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요청 시 판독될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기 데이터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데이터의 개수에 관한 정보 및/또는 상기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정보와 함께 상기 처리된 데이터를 보내는
처리 회로를 포함하는 메모리에 관한 것이다.

<14>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1), 데이터 채널(2) 및 디바이스(3)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15>

메모리(1)는 DRAM 메모리, SRAM 메모리 또는 ROM 메모리,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메모리 셀들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메모리 회로와 같은 메모리 디바이스일 수 있다. 데이터 채널(2)은 디바이스(3)로부
터 메모리(1)로 요청을 보내고, 요청 시 메모리(1)로부터 디바이스(3)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
하한의 데이터 경로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데이터 채널은 메모리(1)와 디바이스(3) 사이에 배치된 데이터 버
스, 라디오 전송 경로 또는 광학 전송 경로일 수 있다. 디바이스(3)는 메모리(1)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
는 여하한의 디바이스에 의해 구성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디바이스(3)는 처리 유닛, 중앙 처리 유닛 또는 그
래픽 처리 유닛일 수 있다.

<16>

특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3)는 데이터 채널(2)에 의해 메모리(1)로 요청 신호들을 보내는 제 1 인터페이스
(4)를 갖는 그래픽 처리 유닛일 수 있다. 또한, 제 1 인터페이스(4)는 데이터 채널(2) 상에서 메모리(1)로부터
응답 신호들을 수신한다.

<17>

메모리(1)는 요청 신호를 수신하고, 데이터 채널(2) 상에서 디바이스(3)로 응답 신호를 보내는 데이터 채널(2)
과 연결된 제 2 인터페이스(5)를 포함한다. 제 2 인터페이스(5)는 처리 유닛(6)과 연결된다. 처리 유닛(6)은 판
독/기록 회로(7)와 연결된다. 판독/기록 회로(7)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9)을 포함하는 메모리 코어
(8)와 연결된다. 메모리 셀들(9)은 스위치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어드레스가능할
(addressable) 수 있는 메모리 요소들, 예를 들어 캐패시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캐패시터들 대신에, 메모리 셀
들(9)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저항성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 의존하여, 메모리 셀들
(9)은 사전설정된 개수들 및/또는 어레이들로 어드레스가능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 의존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판독/기록 회로(7)에 의해 하나의 제 2 인터페이스(5)를 갖는 하나 또는 수개의 처리 유닛들(6)에 연결되
는 수개의 메모리 코어들(8)이 존재할 수 있다.

<18>

동작 시, 그래픽 처리 유닛(GPU: 3)은 데이터 채널(2) 상에서 제 1 인터페이스(4)를 통해 메모리(1)로 요청 신
호를 보냄으로써 메모리(1)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작을 개시한다. 요청 신호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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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데이터 및/또는 명령들을 포함할 수 있다. 도 2는 명령 필드(command field: 11), 어드레스 필드(address
field: 12) 및 태스크 필드(task field: 13)를 포함하는 예시적인 요청 신호를 도시한다.
<19>

도시된 실시예에서, 판독 명령은 명령 필드(11)에 저장되고, 컬럼 어드레스(column address)들은 어드레스 필드
(12)에 저장되며, "태스크 1"은 태스크 필드(13)에 저장된다. 요청 신호(10)의 정보는 메모리(1)가 어드레스 필
드(12)에 저장된 어드레스들로 메모리(1)의 메모리 셀들(9)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다. 또한, 요청 신
호(10)는 태스크 1 요청으로서 이 요청을 나타낸다(state). 또 다른 실시예에서, 요청 신호(10)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메모리(1)로부터 판독되어야 하고 GPU(3)로 보내지는지를 결정하는 개수 필드(number field: 12)만을
나타낼 수 있다. 어드레스 필드(12)는 판독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결정한다.

<20>

요청 신호는 제 2 인터페이스(5)에 의해 수신되고, 처리 회로(6)로 전달된다. 처리 회로(6)는 요청 신호(10)를
평가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처리 회로(6)는 어드레스 필드(12)에 저장된 어드레스들로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하고, 상기 판독 데이터를 디바이스(3)로 보내기 위하여, 요청 신호(10)에 의해 정보를 얻는다.

<21>

처리 회로(6)는 판독/기록 회로(7)로 이 정보를 전달한다. 판독/기록 회로(7)는 어드레스 필드(12) 내의 어드레
스들에 의해 결정된 메모리 셀들(9)로부터, 메모리 코어(8)로부터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하고, 상기 판독 데이터
를 처리 회로(6)로 전달한다.

<22>

일 실시예에서, 처리 회로(6)는 제 2 인터페이스(5), 데이터 채널(2) 및 제 1 인터페이스(4)를 통해, 데이터에
관한 정보와 판독 데이터를 디바이스(3)로 보낸다. 데이터에 관한 정보는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의 개수는 디지털 데이터 비트들 또는 디지털
데이터 워드들 또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보내진 데이터 프레임들의 개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비트들의 개수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정보는 데
이터 워드들의 개수를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정보는 요청 시 다시 보내진 데이터 프레임들
의 개수를 포함할 수 있다.

<23>

일 실시예에서, 처리 회로(6)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수 필드(15) 및 데이터 필드(16)를 포함하는 데이
터 프레임(14)을 생성한다. 개수 필드(15)는 데이터 필드(16)에 포함된 데이터의 개수를 포함한다. 데이터 필드
(16)에서는 1 이상의 디지털 비트가 포함된다. 데이터 필드(16)는 수개의 디지털 비트들 또는 디지털 비트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워드들을 포함할 수 있다.

<24>

제 1 인터페이스(4)는 데이터 프레임(14)을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프레임(14)을 분석한다. 디바이스(3)는 개수
필드(15) 및 데이터 필드(16)를 분석한다. 데이터의 개수에 관한 정보는 데이터 필드(16)에 포함된 데이터의 후
속 처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5>

또 다른 실시예에서, 처리 회로(6)는 요청 시,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 데이터 프레임(17)을 다시 보낸
다. 제 2 데이터 프레임(17)은 개수 필드(15), 데이터 필드(16) 및 처리 필드(18)를 포함한다. 개수 필드(15)는
데이터 필드(16)에 포함된 데이터의 개수를 포함한다. 데이터 필드(16)는 메모리(1)에 의해 디바이스(3)에 보내
진 데이터를 포함한다. 데이터 필드(16)는 데이터 패킷들로 분할될 수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 패킷은 수개의 디
지털 데이터 비트들을 포함한다. 처리 필드(18)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처리된 태스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다. 일 실시예에서, 처리 필드(18)는 데이터가 메모리 셀들(9)의 사전설정된 개수들로부터 판독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 의존하여, 처리 필드(18)는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처리에 관한
또 다른 정보, 예를 들어 데이터가 메모리 셀들(9)로부터 판독되었고, 사전설정된 처리 모드에 따라 처리된 정
보를 포함할 수 있다. 처리 모드는, 예를 들어 디바이스(3)로 전송되어야 할 데이터의 개수를 감소시키도록 데
이터를 압축하는데 사용되는 압축 방법일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처리 모드는 리던던트 데이터
(redundant data)를 위해 데이터를 검사하고, 디바이스(3)에 비(non) 리던던트 데이터만을 보내게 할 수 있다.

<26>

디바이스(3)로 보내기 이전에 판독 데이터가 압축된 경우, 처리 회로(6)는 보내진 데이터가 사전설정된 압축 방
법에 따라 압축된 정보를 처리 필드(18)에 저장한다. 따라서, 처리 회로(6)는 디바이스(3)로 제 2 데이터 프레
임(17)을 보낸다.

<27>

처리 회로가 하나가 아닌 수개의 제 2 데이터 프레임들(17)의 형태로 요청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하여 처리 회
로가 처리 모드에 있는 경우, 제 2 데이터 프레임들(17)은 개수 필드(15) 내에, 얼마나 많은 수의 데이터가 데
이터 필드(16) 내에 포함되는지를 포함하고, 또한 처리 필드(18) 내에, 예를 들어 상기 처리 모드가 사용되었던
것에 관한 정보, 및 요청된 데이터의 일부분이 제 2 데이터 프레임들(17)에 포함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부
분 정보는 데이터가 사전설정된 개수의 제 2 프레임(17)으로 분배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처리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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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내의 정보는 요청 신호(10)의 사전설정된 태스크로 요청된 데이터의 사전설정된 부분이 이제 제 2 데이터
프레임(17)에 포함되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다.
<28>

본 실시예에 의존하여, 처리 회로(6)는 개수 필드(15), 데이터 필드(16), 처리 필드(18) 및 태스크 필드(19)를
포함하는 도 3c에 도시된 제 3 데이터 프레임(20)을 사용할 수 있다. 태스크 필드는 제 3 데이터 프레임이 디바
이스(3)의 어떤 태스크에(즉, 어떤 요청에) 속해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29>

또 다른 실시예에서, 요청된 데이터의 개수는 2 개의 데이터 프레임들, 예를 들어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2
개의 제 3 데이터 프레임들(20)을 사용하여 다시 보내질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처리 회로(6)는 2 개의 제 3
데이터 프레임들(20)을 사용하여 디바이스(3)로 요청된 데이터를 보내며, 그 각각은 개수 필드(15), 데이터 필
드(16), 처리 필드(18) 및 태스크 필드(19)를 포함한다. 태스크 필드(19)는 제 3 데이터 프레임들(20)이 동일한
요청에 속해 있는 것을 구체화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제 1 부
분이 첫 번째의 제 3 데이터 프레임(20)에 포함되고, 데이터의 제 2 부분이 두 번째의 제 3 데이터 프레임(20)
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데이터 프레임들(14), 제 2 데이터 프레임(17) 및/또는 제 3 데이터 프레임들(20)을 수신하는 디바이스(3)는 또
다른 처리를 위해 수신된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3)는 처리 필드(18)에 나
타내어진 사용된 압축 방법에 따라 압축된 데이터를 복귀(restore)시킬 수 있다. 또한, 디바이스(3)는 요청된
데이터 중 몇몇이 리던던트 데이터라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31>

상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디바이스(3)는 데이터를 더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및/또는 메모리(1)로부터 요
청된 데이터의 개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또 다른 요청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디바이스(3)는 메모리(1)의
기능, 특히 메모리 코어(8) 내의 메모리 셀들(9)의 기능을 평가하도록 보내진 데이터에 관한 추가 정보를 사용
할 수 있다.

<32>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메모리(1)가 요청된 데이터를 수정하고, 상기 수정에 관한 데이터 정보와 함께 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압축 알고리즘들이 데이터 전달을 단축시키
거나 분할시키는데 사용되는 경우, 인터페이스들 상에서 대역폭 및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메모리
(1)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실제 버스트에 의해 유효한지를 디바이스(3)(예를 들어, 메모리 제어기)에 나타내
기 위해 데이터 버스트(data burst)의 시작에 길이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데이터 필드(16)는 하
나의 데이터 프레임에 속해 있는 데이터 패킷들의 버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33>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데이터에 대한 추가 정보, 특히 시작된 데이터 버스트의 길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메
모리와 디바이스, 예를 들어 그래픽 처리 유닛 간의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 프레임 구조를 사용한다. 상기 방법
은 메모리 제어기로부터의 전용의(dedicated) 요청 없이, 메모리가 데이터 교환을 단축시키거나 분할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길이 정보에 대한 사용은 전송되는 데이터 비트들의 양 및 데이터 전송을 단축시킴으로써 전력
을 절약하는 데이터 압축 방법을 허용한다. 또한, 상기 방법은 압축 방법, 및 메모리와 제어기 간의 더 안정한
데이터 전달을 실현하기 위한 리던던시와 함께 길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더 길거나 더 짧은
데이터 버스트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추가 정보, 예를 들어 체크 썸(check sum)을
추가하는 향상된 프레임 구조 또는 메모리와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을 보안하는 다른 데이터를 허용하며,
예를 들어 데이터 보정 메커니즘, 예를 들어 패리티 비트(parity bit)들을 허용한다.

<34>

도 4는 판독/기록 회로(7)를 갖는 메모리 코어(8)와 제 2 인터페이스(5) 사이에 배치된 처리 회로(6)의 구조를
더 상세히 도시한다. 처리 회로(6)는 평가 블록(21), 활성화 블록(22), 처리 블록(23) 및 생성 블록(24)을 포함
한다.

<35>

평가 블록(21)은 요청 신호(10)를 수신하고, 요청 신호(10)를 평가한다. 평가 블록(21)은 명령 필드(11) 및/또
는 어드레스 필드(12) 및/또는 태스크 필드(19)를 검사한다. 요청 신호(10)의 정보에 의존하여, 평가 블록(21)
은

어드레스 필드(12)를 고려하여 명령 필드(11)에 저장된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 활성화 블록(22)을

활성화한다. 활성화 블록(22)은 판독/기록 회로(7)를 사용하여 요청된 명령, 예를 들어 판독 동작을 처리한다.
처리 블록(23)은 판독/기록 회로(7)로부터 활성화 블록(22)에 의해 요청된 판독 데이터를 수신한다. 처리 블록
(23)은 판독 데이터를 저장하고, 입력 신호(25)에 의해 결정된 처리 모드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입
력 신호(25)는 메모리 코어(8)에 저장될 수 있거나, 예를 들어 또 다른 입력 정보에 의존하여 처리 회로(6)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처리 모드는 판독 데이터를 압축하고, 압축된 데이터를 디바이스(3)로 보내며, 리던던시
를 위해 판독 데이터를 검사하고, 디바이스(3)로 비-리던던트 데이터만을 보내거나, 디바이스(3)로 요청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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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보내는 사전설정된 개수의 데이터 프레임들을 생성할 수 있다.
<36>

입력 신호(25)에 의존하여, 처리 블록(23)은 결정된 처리 모드에 따라 판독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 후, 처리된
데이터는 처리 블록(23)으로부터 생성 블록(24)으로 전달된다. 생성 블록(24)은 도 3에 설명된 바와 같은 정보
를 포함하는 데이터 프레임(14) 및/또는 제 2 데이터 프레임(17) 및/또는 제 3 데이터 프레임(20)을 생성한다.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은 생성 블록(24)에 의해 제 2 인터페이스(5) 상에서 디바이스(3)로 보내진다.

<37>

도 5는 DRAM 회로(38)를 도시한다. 도 5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이해에 꼭 필요한 DRAM 회로(38)의 일부분
들만이 도시된다. DRAM 회로(38)는 메모리 제어기(26), I/O 유닛(39), 로우 디코더(28), 컬럼 디코더(33), 제
2 메모리 셀들(30)을 갖는 메모리 필드(29) 및 제 2 처리 회로(34)를 포함한다. 메모리 제어기(26)는 로우 디코
더(28) 및 컬럼 디코더(33)를 갖는 어드레스 버스(27)에 의해 연결된다. 또한, 메모리 제어기(26)는 로우 디코
더(28) 및 컬럼 디코더(33)를 갖는 클록 라인(clock line: 36)에 의해 연결된다. 또한, 메모리 제어기(26)는 로
우 디코더(28) 및 컬럼 디코더(33)를 갖는 명령 라인(35)과 연결된다. 컬럼 디코더(33)는 제 2 처리 회로(34)와
연결된다. 제 2 처리 회로(34)는 데이터 경로(37)에 의해 I/O 회로(39)와 연결된다. 로우 디코더(28)는 메모리
필드(29)에 배치된 복수의 워드 라인들(31)과 연결된다. 도 5에는 하나의 워드 라인(31)만이 도시된다. 컬럼 디
코더(33)는 복수의 비트 라인들(32)과 연결되며, 도 5에는 하나의 비트 라인(32)만이 도시된다. 워드 라인들
(31) 및 비트 라인들(32)의 교차점들이 메모리 필드(29)에 배치된다. 워드 라인들(31)은 비트 라인(32)과 저장
소자, 에를 들어 제 2 메모리 셀(30)의 캐패시터 사이에 배치된 스위칭 소자들,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들과 연결
된다.

<38>

메모리 제어기(26)는 데이터 채널(2)에 의해 디바이스(3)와 연결된다. 어드레스 데이터 및 명령 신호들은 메모
리 제어기(26)에 의해 수신되고, 데이터 채널(2)에 연결된 I/O 유닛(39) 상에서 디바이스(3)와 DRAM 회로(38)
사이에 데이터가 교환된다.

<39>

디바이스(3), 예를 들어 그래픽 처리 유닛이 DRAM 회로(38)로부터 사전설정된 데이터를 판독하기 원하는 경우,
디바이스(3)는 데이터 채널(2)에 의해 메모리 제어기(26)로 (도 2에 도시된) 요청 신호(10)를 보낸다. 메모리
제어기(26)는 요청 신호(10)를 수신한다. 요청 신호(10)는 저장된 데이터가 판독되고 디바이스(3)로 전달되어야
하는 어드레스 필드(12) 내의 제 2 메모리 셀들(30)의 어드레스들 및 명령 필드(11) 내의 판독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태스크 필드(13)는 이 요청이 속해 있는 사전설정된 태스크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제어기(26)는
컬럼 및 로우 어드레스들을 포함하는 어드레스들을 로우 디코더(28) 및 컬럼 디코더(33)로 전달한다. 또한, 메
모리 제어기(26)는 데이터를 판독하는 명령을 컬럼 디코더(33)로 전달한다. 또한, 메모리 제어기(26)는 판독 동
작을 위한 클록 신호를 로우 디코더(28) 및 컬럼 디코더(33)로 보낸다. 로우 디코더(28)는 수신된 어드레스들에
따라 제 2 메모리 셀들(30)을 각각의 비트 라인들(32)과 연결시키는 사전설정된 워드 라인들(31)을 활성화한다.
어드레스된 제 2 메모리 셀들(30)에 저장되고, 비트 라인들(32)에 연결된 데이터에 의존하여, 각각의 비트 라인
들(32)의 전압 및/또는 각각의 비트 라인들(32)의 저항이 변화될 수 있다. 또한, 컬럼 디코더(33)는 수신된 컬
럼 어드레스들에 따라 각각의 비트 라인들(32)을 선택하고, 선택된 제 2 메모리 셀들(30)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
독한다.

<40>

판독 데이터는 컬럼 디코더(33)로부터 제 2 처리 회로(34)로 전달되었다. 제 2 처리 회로(34)는 전달된 판독 데
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모드를 결정하는 모드 블록(40)과 연결된다. 제 2 처리 회로(34)는 결정된 처리 모드에
따라 전달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 프레임(14) 또는 제 2 또는 제 3 데이터 프레임(17, 20)을 생성한다.
데이터 프레임(14) 또는 제 2 또는 제 3 데이터 프레임(17, 20)은 데이터 경로(37)에 의해 I/O 유닛(39)으로 전
달된다. I/O 유닛(39)은 데이터 채널(2) 상에서 디바이스(3)로 데이터 프레임을 보낸다.

<41>

요청 신호(10)에 의존하여, DRAM 회로(38)는 결정된 제 2 메모리 셀들(30)에 저장된 사전설정된 데이터의 개수
를 판독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판독 데이터는 처리 모드에 따라 DRAM 회로(38)에 의해 처리된다. 처리 모
드는 DRAM 회로(38)에 의해 별도로 선택될 수 있거나, 예를 들어 또 다른 제어 유닛으로부터 디바이스(3)에 의
해 결정될 수 있다.

<42>

도 6은 요청 신호(10)의 수신 시에 DRAM 회로(38)에 의해 처리된 처리의 개략도를 도시한다. 단계(100)에서
DRAM 회로(38)는 요청 신호(10)를 수신한다. 그 후, 요청 신호(10)는 단계(110)에서 메모리 제어기(26)에 의해
평가된다. 요청 신호의 평가 후, DRAM 회로(38)는 단계(120)에서 사전설정된 메모리 셀들을 판독한다. 그 후,
판독 데이터는 단계(130)에서 제 2 처리 회로(34)에 의해 처리된다. 처리된 데이터는 단계(140)에서 데이터 프
레임들(14) 또는 제 2 또는 제 3 데이터 프레임들(17, 20)의 형태로 제 2 처리 회로(34)로부터 I/O 유닛(39) 상
에서 요청 디바이스(3)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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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기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
및 또 다른 실시예들이 행해질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는 다음의 청구항들에 의해 결정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44>

본 발명의 상술된 특징들이 상세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첨부된 도면들에 예시된 몇몇 실시예들을 참
조하여 본 발명을 더 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첨부된 도면들은 본 발명의 통상적인 실시예들만
을 예시한 것이므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본 발명을 위하여 동일하게 효과적
인 다른 실시예들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

<45>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요청 디바이스와 연결된 메모리의 개략도;

<46>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요청 패킷을 도시하는 도면;

<47>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상이한 응답 패킷들을 도시하는 도면;

<48>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메모리의 처리 회로의 상세도;

<49>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DRAM의 개략도; 및

<50>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의 기능에 따른 개략적인 처리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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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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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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