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F 13/1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8월03일

10-0607892

2006년07월26일

(21) 출원번호 10-2003-0052390 (65) 공개번호 10-2004-0012523

(22) 출원일자 2003년07월29일 (43) 공개일자 2004년02월11일

(30) 우선권주장 JP-P-2002-00222771 2002년07월31일 일본(JP)

(73) 특허권자 엘피다 메모리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도꾜도 쥬오꾸 야에스 2쵸메 2방 1고

(72) 발명자 후나바세이지

일본도꾜도쥬오꾸야에스2쵸메2방1고엘피다메모리가부시키가이샤나이

니시오요지

일본도꾜도쥬오꾸야에스2쵸메2방1고엘피다메모리가부시키가이샤나이

시바따가요꼬

일본도꾜도쥬오꾸야에스2쵸메2방1고엘피다메모리가부시키가이샤나이

(74) 대리인 특허법인코리아나

심사관 : 김성배

(54) 메모리 모듈 및 메모리 시스템

요약

(과제) 메모리 증설 등 메모리 용량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고속 신호 전송, 대용량 메모리 탑재를 가능하게 하는 메모리

모듈 및 메모리 시스템의 제공.

(해결 수단) 기판의 표면 및 이면에,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DRAM (115) 를 갖고, 버스 라인은 단자 (111) 로부터

비아홀 (113) 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되고, 이 스트립 라인의 타단이 되꺽임용 비아홀 (119) 을 통해 다

른 층의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종단 전압 단자 (VTT) 에 근접하게 배치된 종단 저항 (120) 을 구비하고, 종단 저항은 되

꺾인 다른 층의 스트립 라인에 비아홀을 통해 접속되고, DRAM 의 단자는 스트립 라인에 비아홀을 통해 접속되는 메모리

모듈을, 메모리 콘트롤러를 갖는 마더 보드 위에 커넥터를 통해 장착하는 구성으로 되고, 버스 라인의 실효적 특성 임피던

스를 마더 보드의 배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정합시키고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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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모듈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는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1(B) 는 평면도.

도 2 는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A) 는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일 실시예의 표면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3(B) 는 이면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

도 4(A) 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4(B) 는 T-분기의 부분 확대도.

도 5 는 본 발명에서의 메모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데이터 래치의 구성 (1 슬롯분) 을 나타내는 도면.

도 6 은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2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7 은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3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8(A) 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2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8(B) 는 T-분기의 부분 확대도.

도 9 는 본 발명에서의 메모리 시스템의 데이터 래치의 제 2 실시예의 구성 (러닝 스킴에 의한 DQ Read) 을 나타내는 도

면.

도 10 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3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1 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배선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2 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드라이버와 기준 전압 Vref 생성의 구성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3 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드라이버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4(a) 는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 도 14(b) 는 종래형 스터브리스 (stubless), 도 14(c) 는 직접 장착 스터브리스의 구성

을 나타내는 도면.

도 15 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4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6 은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4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7 은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5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8 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5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9(A) 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6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9(B) 는 n 분기 스타 접속을 설명하

는 도면.

도 20 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7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1 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8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2 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9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2(A) 는 DRAM 패키지 기판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2(B) 는 메모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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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은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6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4 는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7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5 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10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6 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11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7 은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8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8 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12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9 는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13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메모리 모듈 2: 메모리 콘트롤러

3: 마더 보드 4: 커넥터

11: 출력 회로 21: 입력 회로

22: 타이밍 학습 발생 회로 23: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

61: MCM 기판 62: 인버터

63: 트랜스퍼 게이트 70A,70B: 멀티 칩 패키지

100: 프린트 기판 111: 모듈 단자

112: 스트립 라인 113: 비아홀

114: 핀 115: DRAM (패키지)

115-1: DRAM 코어 115-2: 출력 회로

115-3: 입력 회로 116: 패스콘

117: GND 118: VDD

119: 비아홀 (되꺽임용) 120: 종단 저항

121: CA 레지스터 122: DQ 레지스터

123: 히트 스프레더 (방열기: 히트 싱크)

130: 플렉시블 필름 131: 전단 논리 회로

132,134: 레벨 변환 회로 133,135: 오픈 드레인 드라이버

191: DQ 레지스터 401: 커넥터

402: 히트 파이프 701: 프린트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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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종단 저항 710: 기판

711: 핀 714: 패드

715: DRAM 칩 1101: 전원/GND

1102: DQ 1103: 실드

1401: DRAM 1402: 메모리 콘트롤러

1403: 프린트 기판 1404: 커넥터

1405: 종단 저항 1406,1407: 마더 보드

2210: 기판 2212: 스트립 라인

2213: 비아홀 2214: 패드

2215: DRAM 2217: GND 층

2218: 핀 (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메모리 시스템 및 메모리 모듈에 관한 것이다.

도 14(a) 내지 도 14(c) 는 종래의 고속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전형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1) 포인트 투 포인트 (Point to Point) 형

도 14(a)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메모리 콘트롤러 (1402) 와, 메모리 (1401; 종단 내장형 DRAM) 사이를 포인트 투 포인

트 접속시킨 것이다. 모듈 기판 (1410) 에서, DRAM (1401;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은 기판 (1410) 의 양면

에 배치되고, 기판 (1410) 표면의 DRAM (1401) 의 DQ 단자는 스루홀을 통해 이면의 DRAM (1401) 의 DQ 단자에 접속

되고 있다. DQ 신호는 배선 말단의 종단 내장형 DRAM (1401) 의 종단 회로에서 종단된다.

이 구성은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한 반면, 메모리의 배치 장소가 1 점 (버스단) 만으로 제한되므로, 메모리 용량을 크게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종래형 스터브리스형

도 14(b)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메모리 콘트롤러 (1402) 와 메모리 (1401; DRAM) 사이를 커넥터 (1404) 를 통해 스터

브리스 (stubless) (신호 전송상, 분포 정수 선로로 간주되는 긴 배선에 의한 분기가 없음) 접속한 것이다.

도 14(b) 의 구성에는 마더 보드 (1406) 위에, 커넥터 (1404) 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증설이 가능하다. 도 14(b) 에서는

3 슬롯 형성되어 있고, 배선은 마더 보드 (1406) 위의 종단 저항 (1405) 에서 종단된다.

도 14(b) 에 나타내는 구성에서는 신호가 커넥터 (1404) 를 통과하는 회수가 슬롯수의 2 배가 되어 신호 악화가 증대된다.

따라서,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하기 위해 슬롯수를 늘리면 신호 파형의 악화가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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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장착 스터브리스형

도 14(c)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메모리 (1401) 를 마더 보드 (1407) 위에 직접 장착하고, 메모리 콘트롤러 (1402) 와 메

모리 (1401) 사이를 커넥터를 통하지 않고 스터브리스 접속한 것이다.

도 14(c) 에 나타내는 구성에서는 고속 신호 전송, 대용량 메모리의 탑재가 가능하다. 메모리 (1401) 가 마더 보드 (1407)

에 직접 장착되어 있으므로, 메모리를 증설 (메모리 용량의 변경)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안된 것으로, 그 주목적은 신호의 커넥터 통과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메모

리 증설 등 메모리 용량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고속 신호 전송, 대용량 메모리 탑재를 가능하게 하는 메모리 모듈 및 메

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은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버스 라인은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를 스터브리스 구조, 즉 일필서(一筆書) 구조로 접속하고, 상기 버스 라인의

단부가 종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 상기 버스 라인의 적어도 일부가 스트립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 상기 버스 라인은 마더 보드의 특성 임피던스에 정합된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 복수개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의 적어도 하나가 종단 회로를 내장한 메모리 디바이스로

이루어지고, 상기 종단 회로를 내장한 메모리 디바이스가 상기 버스 라인 단부의 종단을 실시하는 구성으로 된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 모듈 기판 표면 및 이면의 메모리 디바이스가 번갈아 상기 스트립 라인에 비아홀 접속되

고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 상기 버스 라인의 되꺽임점 부근에 상기 버스 라인을 구성하는 상기 스트립 라인을 사이

에 두는 전원층-접지층 사이를 패스콘으로 접속하거나, 또는 공통의 전원층/접지층 사이가 단락되어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 스터브리스로 접속되는 상기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신호 단자는 버스 위의 1 점에

서 접속되고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어 신호 변환을 행하는 레지스터를 기판 위에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가 패키지 기판의 핀과, 메모리 칩 사이의 배선으로서 스트립 라인

을 갖는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 상기 메모리 모듈을 멀티 칩 모듈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상기한 메모리 모듈의 버스 라인이 데이터 신호의 버스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메모리 디바이스에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부여하고, 메모리 디바이스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신호의 전송

을 실시하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데이터 배선이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되고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상기 데이터 배선의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적어도 일부가 스트립 라인에서

접속되고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상기 데이터 배선 사이에 실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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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2 개의 슬롯 사이의 커맨드 어드레스 신호 배선이 T-분기

(T-branch) 접속되고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상기 데이터 배선이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측과, 상기 메모리 모듈의 양측에서 종단되

어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채널 (하나의 DQ 신호) 이 복수개의 슬롯에 분할되어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상기 메모리 모듈이 기판 위에 종단 회로를 내장하는 메모리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2Rank (표리(表裏) 디바이스에서 버스를 공유) 로 집중 부하로 한 것이고 (메모리 콘트롤러와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사이

가 포인트 투 포인트형 버스와 동등해짐), 액세스 또는 드라이브되지 않는 쪽의 메모리 디바이스로 종단한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기준 전압 (Vref) 을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버스 라인을 종단하고 있는 메모리 디

바이스로 생성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는 상기 메모리 모듈 기판을 복수개의 기판으로 분할하여 구성하고, 복수개의 기판간끼리

를 각각 예컨대 플렉시블 필름 등의 기판간 접속 수단으로 서로 접속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에서는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메모리 모듈에 탑재되어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

는 레지스터가 버스 라인의 적어도 하나의 쌍방향 신호에 대해 쌍방향성 입출력 단자를 갖는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입력 단

자와 출력 단자를 따로따로 갖고, 버스 라인에는 쌍방향성 신호 배선 대신에,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일방향성

입력 신호 배선과 출력 신호 배선이 각각 따로따로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디바이스에서는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메모리 모듈에 탑재되어 상기 버스 라인에 접

속되는 레지스터가 상기 커넥터를 통해 접속되는 상기 마더 보드 위의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의 사이에서 상기 버스 라인

의 적어도 한 신호의 전송을 차동으로 행하도록 해도 된다.

[발명의 실시 형태]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자들은 1.2Gbps 급 고속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버스 구성을 예의 검토한 결과, 메모리 모듈 위에 직접 장착 스터브

리스형을 구축함으로써, 신호의 커넥터 통과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메모리 증설 (용량 변경), 고속 신호 전송, 대용량 메

모리 탑재를 가능케 하는 완전히 신규한 구성을 창안하였다.

본 발명에 관한 버스 구성에서는 종단을 갖는 기판 직접 장착의 스터브리스 메모리 버스를 스트립 라인을 이용하여 메모리

모듈 (도 4 의 1) 위에 구축하고, 이 메모리 모듈 (1) 을 메모리 콘트롤러 (도 4 의 2) 를 갖는 마더 보드 (도 4 의 3) 위에 커

넥터 (도 4 의 4) 를 통해 장착하고 있다. 요컨대 메모리 모듈 (1) 은 1 개의 데이터 신호에 있어서, 복수개의 메모리 (115)

의 단자 사이를 스트립 라인을 이용하여 스터브리스 (일필서) 접속하고, 말단을 메모리 모듈 (1) 위에서 종단하는 구성으로

한 버스 라인을 갖고, 이 버스 라인의 실효적 특성 임피던스를 마더 보드 (3) 의 배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정합시키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버스 구성에서는 기판의 일변에 모듈 단자군 (111) 을 갖고, 기판의 다른 변의 방향으로 연재되어 있

는 버스 라인이 리턴 전류가 분단되지 않도록 되꺾이고, 종단 회로 (120) 가 모듈 단자 (VTT) 에 근접하게 배치되어 있다.

즉,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관한 메모리 모듈 (1) 은 모듈 기판의 표면 및 이면에,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

리 디바이스 (도 1 의 115) 를 갖고, 버스 라인은 제 1 모듈 단자 (도 1 의 111) 로부터, 기판 표면 위를 제 1 모듈 단자에서

이간되어 위치하는 비아홀 (도 1 의 113) 까지 연재되고 비아홀을 통해 제 1 스트립 라인 (도 1 의 112) 의 일단에 접속되

고, 기판 표면에 탑재된 메모리 디바이스 (도 1 의 115) 의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제 1 스트립 라인 (도 1 의 112) 에 접속

되고, 제 1 스트립 라인의 타단이 되꺽임용 비아홀 (도 1 의 119) 을 통해 제 2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되고, 제

2 스트립 라인 (112) 은 일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연재되어 있고, 기판 이면에 탑재된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종단 전압 단자 (VTT) 에 근접하게 배치되어 있는 종단 저항 (도 1 의 120) 을 구비하고, 종

단 저항은 비아홀을 통해 되꺾인 스트립 라인의 타단에 접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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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관한 메모리 모듈은 되꺾임이 없는 구성도 포함한다. 즉,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관한 메모리 모듈 (1) 은 표

면 및 이면의 적어도 일방에,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갖는 기판을 구비하고, 상기 기판에서, 버

스 라인은 비아홀 (113) 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기판 위의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

는 각각 비아홀을 통해 상기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상기 스트립 라인의 타단은 비아홀을 통해 기판 표면 또는 기판 이면

에 형성되어 있는 종단 회로 또는 종단 회로를 내장한 메모리 디바이스 (도 6 의 115) 의 단자에 접속되어 종단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메모리 콘트롤러 커텍터 사이의 데이터 신호 배선을 스트립 라인에 의해 포인트 투 포인트로 접속하

고, 커넥터에는 메모리 모듈이 장착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메모리 모듈에는 DDR (Double Data Rate) 메모리가 탑재되고, 또한 1 채널 (64or72bit) 이 복수개의 슬롯에

분배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레지스터) 가 버스 라인의 적어도 하나의 쌍방향 신호에 대해 하나의 입출력 단자를

형성한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따로따로 갖고 (QDR (Quad Data Rate) 메모리 등), 상기 버스 라인

에는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레지스터) 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에 각각 접속되는 일방향성의 입력 신호 배선 (도 24

의 112A) 과 출력 신호 배선 (도 24 의 112B) 이 형성되고, 상기 마더 보드 (3) 위의 메모리 콘트롤러 (2) 가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에 대응하여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갖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이 실시 형태에서는 메모리 콘트롤러 (2) 의 출력 단자와 입력 단자와, 메모리 디바이스 (115) 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가

각각 예컨대 일방향성 배선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서는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메모리 모듈에 탑재되어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레지스

터가 상기 커넥터를 통해 접속되는 상기 마더 보드 위의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의 사이에서, 상기 버스 라인의 적어도 하

나의 신호의 전송을 차동으로 실시하도록 해도 된다 (도 28 참조).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상기 신호를 차동으로 전송하는 복수개의 배선쌍 중 적어도 1 세트의 배선

쌍이,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서 상기 커넥터까지는 서로 상보의 제 1, 제 2 배선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기 커넥터로부

터 상기 메모리 모듈내에서는 배치가 교환되어 상기 제 2, 제 1 배선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보 신호쌍의 배치가 교환되

는 세트와, 교환되지 않는 세트가 번갈아 배치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도 29 참조). 이하, 본 발명의 각 실시예에 대해 도

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도 1 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A) 는 단면도, 도 1(B) 는 상면도이

며, 1 개의 DQ 버스 라인을 나타내고 있다. 도 1 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은 모듈 기판의 표면 및 이면에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DRAM (115) 을 갖고, 버스 라인은 제 1 모듈 단자 (111; DQ) 로부터, 기판 표면 위를 제 1 모

듈 단자에서 이간되어 위치하는 비아홀 (113) 까지 연재되어 이 비아홀 (113) 을 통해 제 1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되고, 기판 표면에 탑재된 DRAM (115) 의 신호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제 1 스트립 라인 (112) 에 접속되고, 제 1 스트

립 라인은 일방향으로 연재되고, 상기 일단에 반대측의 타단이 되꺽임용 비아홀 (119) 을 통해 이면측의 제 2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되고, 제 2 스트립 라인 (112) 은 일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연재되어 있고, 기판 이면에 탑재된 DRAM

(115) 의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제 2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종단 전압 단자 (VTT) 에 근접하게 배치되어 있는 종단 저

항 (120) 을 기판 이면에 구비하고, 종단 저항 (120) 은 비아홀을 통해 되꺾인 제 2 스트립 라인의 타단에 접속되고 있다.

1 개의 배선은 메모리 모듈 단자 (111) 로부터 프린트 기판 (100) 표면에 탑재된 4 개의 DRAM (115) 에 스터브리스 접속

되고, 절곡부를 이루는 비아홀 (119) 을 통해 되꺾여 다시 이면에 탑재된 4 개의 DRAM (115) 에 스터브리스 접속되고, 종

단 저항 (120) 을 통해 종단 전원 VTT 에 접속된다.

여기서, 배선은 유전체에 매설되고, 전원 VDD 또는 GND 층에 끼여있는 이른바 스트립 라인 (112) 으로 형성되어 있고,

DRAM (115) 의 핀 (114) 과는 비아홀 (113) 을 통해 접속되고 있다.

이 때, DQ 버스 라인의 실효적 특성 임피던스를 마더 보드 (도 4 의 3) 의 배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정합시키고 있다.

이 특성 임피던스와의 정합은 2 개의 DRAM (115) 사이의 배선의 거리 Ep (일렉트리컬 피치) 를 다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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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 ZMB
2CI/O(L0－ZMB

2C0) …(1)

로 규정되는 값으로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상기 식 (1) 에서,

ZMB 는 마더 보드 배선의 특성 임피던스이고,

CI/O 는 DRAM 의 I/O 부하 용량 (n 개의 DRAM 의 단자가 패스 위의 1 점에서 접속되고 있는 경우는 n 배함) 이고,

L0 는 메모리 모듈 배선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이고,

C0 는 메모리 모듈 배선의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이다.

또 비아홀 (113) 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작아 스터브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도 2 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메모리 모듈은 4bitI/O 의 DRAM, 도시하지

않은 칩 세트에서 DRAM 으로 공급되는 커맨드/어드레스 (Command Address) 신호를 래치하는 커맨드/어드레스 레지스

터 (121; CA 레지스터), 종단 저항 (120), DQ 신호, CA (Command Address) 신호, 클럭 신호 (CLK) 로 구성되어 있다.

DQ 신호, 및 클럭 신호 CLK, CLKB 는 메모리 모듈 단자로부터 복수개의 DRAM 의 단자를 스터브리스로 접속되고 있고,

말단의 DRAM 의 온칩 터미네이션 (내장 종단 저항) 으로 종단되어 있다. CLK, CLKB 신호는 차동 클럭 신호이다.

CA 신호는 메모리 모듈 단자로부터, 복수개의 CA 레지스트 단자를 스터브리스로 접속되고 있고, 말단은 종단 저항 (120)

에서 종단되어 있다.

그리고, CA 레지스터 (121) 로부터 DRAM (115) 에 대해서도 스터브리스로 접속되고, 말단의 종단 저항 (120) 에서 종단

되어 있다. 또한 버스 라인의 되꺽임점 부근에서 전원/GND 층을 흐르는 리턴 전류가 분단되지 않도록 GND 층을 단락하

고, 전원-GND 층 사이는 패스콘으로 접속되고 있다.

도 3(A) 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의 외관을 나타내는 상면도이고, 도 3(B) 는 이면의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이 예에서, 메모리 모듈의 단자 (111) 로부터 DRAM (115) 에 접속되는 배선은 단자 (111) 로부터 연재되어 비아홀

(113) 에 이르고, 비아홀 (113) 을 경유하여 메모리 모듈의 기판내층에 들어가고, DQ 신호, CLK 신호는 스트립 라인으로

서 배선된다.

도 4 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DQ 신호 및 CA 신호의 배선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 에는 64bit

DQ (1 채널) 의 시스템의 예가 나타나 있으며 2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DQ 신호는 메모리 콘트롤러 (2) 에서 양 슬롯까

지는 각각 32bit 가 커넥터 (4) 를 통해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되고 있다. 각 슬롯에는 도 1 의 메모리 모듈 (1) 이 장착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마더 보드 (3) 에서, 메모리 콘트롤러 (2) 에서 슬롯까지는 메모리 모듈 (1) 의 내층과 마찬가지로 스트립

라인에 의한 배선이 사용되고 있다.

메모리 콘트롤러 (2) 는 온칩 터미네이터를 구비하고, 메모리 모듈 (1) 위의 종단 (120) 과 함께 양측 종단 버스를 형성하

고 있다.

또 CA 신호 (Command/Address) 는 메모리 콘트롤러 (2) 에서 양 슬롯으로 공통된 신호가 접속된다. 도 4(B) 에 나타내

는 바와 같이, CA 배선은 메모리 콘트롤러 (2) 에서 커넥터 (4) 부근까지 특성 임피던스 ZO (예컨대 30Ω) 로 배선되고, 양

슬롯으로 2 ×ZO (60Ω) 의 배선으로 분기되는 이른바 T-분기 구조로 접속되고 있다. 이 때 메모리 모듈 (1) 의 CA 배선의

실효적인 특성 임피던스도 2 ×ZO (60Ω) 로 되어 있어 정합되어 있다.

도 5 는 도 4 에 나타낸 본 발명에 의한 메모리 시스템의 실시예에서의 1 슬롯분의 데이터 래치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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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록 (Write) 시, 메모리 콘트롤러 (2) 는 DQ 신호 및 클럭 (CLK) 신호를 DRAM (115) 에 대해 출력한다. DQ 신호

는 더블 데이터레이트로 출력된다. 그리고, DRAM (115) 은 CLK 신호에 기초하여 DQ 신호를 래치한다 (DQ@Write:

CLK 로 래치).

메모리 콘트롤러 (2) 가 출력하는 CLK 신호의 위상은 DQ 신호의 위상으로부터 1/4 주기 지연시키고 있다 (center

aligned). 센터 얼라인드 타이밍 발생 회로 (2A) 에서는 DQ 신호가 CLK 신호보다 90도 위상이 앞서 있다. 센터 얼라인드

타이밍 발생 회로 (2A) 는 등간격 위상 (90 도) 이 이간되어 있는 신호를 출력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 (VCO) 또는 PLL 회로

로 이루어지고, CLK 신호는 DQ 신호의 타이밍보다 90 도 지연되고 있다.

판독 (Read) 시, DRAM (115) 은 DQ 신호 및 DQ 스트로브 신호 (DQS) 를 메모리 콘트롤러 (2) 에 대해 출력한다.

메모리 콘트롤러 (2) 는 DRAM (115) 으로부터의 DQ 스트로브 신호에 기초하여 DQ 신호를 래치한다 (DQ@Read: DQS

로 래치). DRAM (115) 이 출력하는 DQ 스트로브 신호의 위상은 DQ 신호의 위상으로부터 1/4 주기 지연시키고 있다

(center aligned).

CA 신호에 관해 메모리 콘트롤러 (2) 가 CA 신호 및 CACLK 신호를 싱글 데이터레이트로 CA 레지스트 (121) 에 출력한

다. CA 레지스터 (121) 는 CACLK 신호에 기초하여 CA 신호를 래치한다 (CA@ 레지스터: CACLK 로 래치).

메모리 콘트롤러 (2) 가 출력하는 CACLK 신호의 위상은 CA 신호의 위상으로부터 1/4 주기 지연시키고 있다 (center

aligned).

CA 레지스터 (121) 는 내부 CA 버스선을 통해 DRAM (115) 에 CA 신호를 싱글 데이터레이트로 출력한다.

DRAM (115) 은 CLK 신호를 샘플링 클럭으로서 CA 신호를 래치한다 (CA@DRAM: CLK 로 래치).

본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 (1) 에 따르면 1 개의 데이터 버스 라인에 있어서, 메모리 (115; 2 개 이상) 의 단자 사이를 스터

브리스 (일필서)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의 반사가 저감됨과 동시에 다수의 메모리를 접속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 (1) 에서는 버스 라인을 스트립 라인 (112) 을 이용하여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단 크로스

토크를 저감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 (1) 에서는 메모리 모듈 (1) 의 데이터 버스 라인의 실효적인 특성 임피던스를 마더 보드의 배선

의 특성 임피던스와 정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더 보드와 메모리 모듈의 이음부에서의 신호 반사를 저감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 (1) 에서는 데이터 버스 라인을 되꺾어, 종단 (저항) 을 메모리 모듈 단자 가까이, 요컨대 커넥터

(4) 가까이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 4 참조), 종단에서의 전원의 임피던스가 낮아져 접지 (GND) 바운스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종단 저항 (120) 에서 발생되는 열이 커넥터 (4; 도 4 참조) 의 금속부를 통해 마더 보드 (3) 로 나가기 쉬워져

메모리 모듈 (1) 의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 (1) 에서는 데이터 버스 라인의 되꺽임점 부근에서, 리턴 전류의 경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버스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의 국소적 변동을 억제하여 신호 반사를 방지함으로써 신호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 따르면 마더 보드 위의 슬롯에 메모리 모듈이 장착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메모리 모

듈을 교환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콘트롤러 (2) 와 슬롯 사이의 데이터 배선을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하고, 슬롯에

는 메모리 모듈 (1) 이 장착되어 있다.

그래서, 신호의 커넥터 (4) 의 통과를 1 회로 할 수 있다. 그 결과, 커넥터 통과에 따른 신호 파형의 열화를 최소한으로 억제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콘트롤러 (2) 와 슬롯 사이의 데이터 배선을 스트립 라인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

문에, 크로스 토크에 의한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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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배선은 메모리 콘트롤러 (2) 측의 온칩 터미네이션과 메모리 모듈측의 종

단 회로 (120) 의 양측 종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 반사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1 채널 (64 또는 72bit) 을 복수개의 슬롯으로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나 열

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메모리 모듈 위의 데이터 버스 배선을 적게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콘트롤러-CA 레지스터간 CA 신호 배선을 T-분기 접속하고 있고, 2 슬롯이라

도 CA 배선을 이중으로 배치시키지 않고, 또한 신호 반사를 일으키지 않고, CA 버스 라인을 실현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르면 커넥터에 장착 가능한 메모리 모듈 위에 내노이즈성이 우수한 스터브리스 메모

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대용량 메모리 모듈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콘트롤러-메모리 모듈 사이를 내노이즈성

이 우수한,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신호의 커넥터 통과를 단 1 회로 할 수 있어 파형을 악화시키지

않고 고속 신호 전송을 할 수 있고, 메모리 증설도 가능해진다. 또한, 1 채널을 복수개의 슬롯으로 분산시키므로 소비 전력

이나 열을 분산시킬 수 있고, 메모리 모듈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성능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메모리 모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신호 반사가 저감되어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수의 메모리를 접속할 수 있으

므로 메모리의 대용량화가 가능해진다.

원단 크로스 토크를 저감할 수 있어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해진다.

마더 보드와 메모리 모듈의 이음부에서의 신호 반사를 저감할 수 있어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고속 신호 전송이 가

능해진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메모리 모듈 (1) 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메모리 증설 (메모리 용량의 변경) 이 가능해진다.

커넥터의 신호가 통과함에 따른 신호 파형의 열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으므로,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해진다.

크로스 토크에 따른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으므로,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해진다.

신호 반사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어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으므로,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해진다.

복수개의 슬롯 (메모리 모듈) 으로 소비 전력이나 열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메모리 모듈의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메모리 모듈 위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성능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모듈 위의 데이터 버스가 적어지므로, 배선

을 짧게 할 수 있다.

신호 반사를 일으키지 않고 CA 버스 라인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CA 신호의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에 의해 고속 신호 전송, 메모리의 대용량화, 메모리의 증설이 가능해진다.

다음에,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6 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A)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종단 내장형

메모리 (115) 를 사용하여 멀티 칩 모듈 (61) 로 형성해도 된다.

표면 및 이면에 데이터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 (115) 가 탑재되어 있는 MCM (멀티 칩 모듈) 기

판 (61) 을 갖고, 버스 라인은 비아홀 (113) 을 통해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기판 표면 및 기판 이면에 각각 탑재

된 복수개의 DRAM (115) 의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번갈아 스트립 라인 (112) 에 접속되고, 스트립 라인 (112) 의 타단이

비아홀을 통해 종단 회로를 내장한 DRAM (115) 에 접속되어 종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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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에 의해 메모리 모듈의 소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표리의 메모리 디바이스 (115; 칩) 를 번갈아 배선해도

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일렉트리컬 피치 (Ep) 를 작게 할 수 있어 신호 반사를 더욱 저감할 수 있다.

온칩 터미네이터는 도 6(B)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I/O 핀에 일단에 접속된 저항 Rterm 의 타단과 종단 전압 Vterm 사이

에 접속된 트랜스퍼 게이트 (63) 를 구비하고 있다. 트랜스퍼 게이트 (63) 는 입력 신호를 게이트에 입력하는 NMOS 트랜

지스터와, 입력 신호를 인버터 (62) 로 반전시킨 신호를 게이트에 입력하는 PMOS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고, 인버터 (62)

로의 입력 신호가 HIGH 레벨일 때, 트랜스퍼 게이트 (63) 가 ON 되어 종단 저항 Rterm 은 종단 전압 Vterm 에 접속되고,

인버터 (62) 로의 입력 신호가 LOW 레벨일 때, 트랜스퍼 게이트 (63) 가 OFF 되어 종단 저항 Rterm 은 종단 전압 Vterm

에 접속되지 않는다. 또는 온칩 터미네이터는 일단이 I/O 핀에 접속된 종단 저항의 타단과 플러스측 전원 전압 (VDDQ) 사

이에 접속된 제 1 트랜스퍼 게이트와, 일단이 I/O 핀에 접속된 종단 저항의 타단과 마이너스측 전원 전압 (VSSQ 또는

GND) 사이에 접속된 제 2 트랜스퍼 게이트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트랜스퍼 게이트를 ON 함으로써, 상기 버스 라

인의 종단을 실시하는 센터 탭 종단형의 온칩 터미네이터로 해도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3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7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복수개의 메모리를 멀티 칩 패

키지 (70A,70B) 로 형성해도 된다. 멀티 칩 패키지 (70A,70B) 는 도 6 의 메모리 모듈의 구성을 갖는다. 프린트 기판

(701) 에 접속되는 멀티 칩 패키지 (70A) 는 절연 기판 (710) 에 탑재된 DRAM (115) 을 구비하고, 핀 (711) 에 의해 프린

트 기판 (701) 과 접속되고, 프린트 기판 (701) 의 스루홀 (702; 비아홀) 을 통해 이면측의 멀티 칩 패키지 (70B) 의 핀과

접속된다. 멀티 칩 패키지 (70B) 에서, 스트립 라인은 핀 (711) 에 의해 기판의 패턴과 접속되어 종단 저항 (704) 에 접속

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대용량 메모리 모듈을 소형화할 수 있고, 시스템 사이즈, 특히 높이를 억제할 수 있어 박형화에

공헌한다.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실시예에 있어서, 도 2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4 비트 I/O (DQ ×4) 의 메모리 (115) 를 사용한 경

우에 대해 설명한다. 다 bit (8,16,32bit) I/O 에 대해 디바이스 탑재 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고속 동작시의 칩내의 동시 스

위칭 노이즈나 tSH (입력 데이터의 도입 타이밍 정밀도: 샘플 홀드 시간) 의 점에서도 유리하다.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4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6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스터브리스로 복수개의 디바이스 (n

개) 의 데이터 단자를 버스 위의 1 점으로 접속해도 된다 (집중 부하).

DQ (데이터 신호), DQS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CLK 신호는 스트립 라인 (112) 에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접속한다. 고속

신호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원단 크로스 토크를 저감한다. 이 때, 일렉트리컬 피치 (Ep) 의 계산에 있어서, 상기 식 (1) 의

CI/O 는 n 배가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4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6(A) 를 참조하면 이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에서는 모

듈 단자 (111) 에서 비아홀 (113) 까지 버스 라인은 프린트 기판 표면 위를 연재하고, 비아홀 (113) 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되고, 스트립 라인 (112) 의 타단이 비아홀을 통해 기판 이면의 종단 저항 (120) 에 접속되고, 표면 및

이면에 서로 대응하여 실장되어 있는 2 개의 DRAM (115) 의 각각에 대해 스트립 라인 (112) 의 일점으로부터, 표면 및 이

면측에 접속하기 위한 비아홀을 통해 DRAM (115) 의 DQ 단자에 접속되고 있다.

또한 도 16(B) 를 참조하면 모듈 단자 (111; DQ) 에서 비아홀 (113) 까지 상기 버스 라인은 기판 표면 위를 연재하여 비아

홀 (113) 을 통해 하나의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되고, 이 스트립 라인 (112) 의 타단이 되꺽임용 비아홀 (119)

을 통해 다른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되고, 다른 스트립 라인은 상기 일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연재되어 있고, 모

듈 단자 (111; VTT) 에 근접하게 기판 이면 위에 배치되어 있는 종단 저항 (120) 을 구비하고, 종단 저항 (120) 은 제 2 비

아홀을 통해 다른 스트립 라인 (112) 의 타단에 접속되고 있고, 표면 및 이면에 서로 대응하여 실장되어 있는 2 개의

DRAM (115) 의 각각에 대해 스트립 라인 (112) 의 일점으로부터, 표면 및 이면측에 형성된 비아홀을 통해 상기 2 개의

DRAM 의 DQ 단자에 접속되고 있다. 기판면 위에 배치되어 있는 복수개의 DRAM (115) 에 대해 하나의 스트립 라인과 다

른 스트립 라인으로부터 번갈아 표면 및 이면측에 형성된 비아홀을 통해 2 개의 DRAM (115) 의 DQ 단자에 접속되고 있

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5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7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메모리 모듈 위에 DQ 레지

스터 (122) 를 구비한 구성으로 해도 된다. 도 17 을 참조하면 표면 및 이면에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DRAM

(115) 을 실장하는 기판을 갖고, 모듈 단자 (DQ; 111) 에서 이간된 소정 위치의 비아홀을 통해 제 1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되고, 제 1 스트립 라인 (112) 의 타단이 비아홀을 통해 기판 표면의 신호 교환용 DQ 레지스터 (122) 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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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에 접속되고, 신호 변환용 DQ 레지스터 (122) 의 출력 단자가 비아홀을 통해 제 2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

되고, 스트립 라인 (112) 의 타단은 되꺽임용 비아홀 (119) 을 통해 다른 층의 스트립 라인 (112) 의 일단에 접속되고, 다른

층의 스트립 라인 (112) 에서 되꺾이고, 모듈 단자에 근접하게 기판 이면 위에 배치되어 있는 종단 저항 (120) 을 구비하

고, 종단 저항 (120) 은 비아홀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 의 타단에 접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메모리 콘트롤러와 DRAM (115) 의 신호 전압이나 논리의 변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DQ 단자와 DRAM (115) 사이에 특성 임피던스 정합용 직렬 저항을 삽입해도 된다. 그럼으로써, 메모리 모듈 배선의

설계 자유도가 향상되어 배선의 용장화나 번잡화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버스를 차동 형식 (differential mode) 으로 해도 된다. 이 경우, 리시버 회로 등에서 논리 임계값 전압 기준

Vref 가 필요없어져 Vref 편차로 인한 타이밍 편차가 없어져 타이밍 버드짓에 여유가 생겨 더 한층의 고속 신호 전송이 가

능해진다.

다음에, 본 발명에서의 배선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1(A) 와 같이, 마더 보드 배선의 스트립 라인 신호 배선

(1102) 사이에 실드 배선 (1103) 을 형성한다. 그럼으로써, 크로스 토크를 저감할 수 있다. 전원/GND 층간의 유전체층

(1104) 에 매설되어 있는 인접하는 스트립 라인 신호 배선 (1102) 사이에 실드 배선 (1103) 이 스트립 라인 신호 배선

(1102) 과 병행하게 형성되어 있다. 도 11(B) 는 DIMM (Dual In-line Memory Module) 의 스트립 라인 배선의 일례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2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8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커넥터의 양측면에 단자를

갖고, 메모리 모듈 (1) 을 수평하게 삽입하는 타입의 커넥터인 버터플라이형 커넥터 (4B) 를 사용해도 된다. 그럼으로써,

대용량 메모리 모듈을 사용해도 메모리 시스템의 높이 증대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래치의 실시예 (러닝 스킴에 의한 DQ Read) 에 대해 설명한다. 도 9 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이 메모리 콘트롤러 (2) 에, 슬롯 마다 대응하는 리드 (Read) 데이터 래치 타이밍 학습겸 발생 회로 (22) 를

구비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리드 (Read) 데이터 래치 타이밍 학습겸 발생 회로 (22) 를 구비함으로써, DQ 스트로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메모리 모듈의 출력 회로 (11) 에서 출력되는 리드 (Read) 데이터를 래치할 수 있다.

도 10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1 슬롯 구성으로 해도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4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5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집중 부하 2Rank-2Slot

의 경우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와 동일한 구성이 된다. 이 때, 메모리 모듈의 표리에 있는 2 개의 디바이스 (115; DRAM)

중, 액세스 또는 드라이브하지 않는 쪽의 디바이스 (115A) 로 종단하면 된다. 또한 배선 길이가 동등해지도록 슬롯과 슬롯

의 중간으로부터 선을 인출하는 구성으로 하고 있다. 2Rank-2Slot 상당에서는 포인트 투 포인트와 동일하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5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8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마더 보드 (3) 위에, DQ 레

지스터 (191) 를 탑재해도 된다. 그럼으로써 메모리 콘트롤러 (2) 와 메모리 (115) 의 신호 전압이나 논리의 변환이 가능해

진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6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9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을

스타 접속해도 된다. DQ (데이터 신호), DQS (DQ 스트로브 신호), CLK (클럭 신호) 가 스타 접속된다. 이 접속 형태는 스

터브리스 접속이 아니지만, 다른 사용 방법으로서 적용된다. 스타 접속에서는 어느 선에서 보아도 임피던스가 정합되어 있

다.

n 분기의 스타 접속에서는 메모리 모듈의 실효 임피던스는

ZO ＝ nRs/(n－1)

마더 보드의 임피던스는

ZO ＝ (2n－1)Rs/n(n－1)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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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 발명에서의 메모리 콘트롤러 (2) 의 드라이버와 기준 전압 Vref 의 생성에 대해 설명한다. 도 12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메모리 모듈 (1) 위에서 버스 라인 말단의 종단 내장형 메모리 (115) 를 사용하여 Vref (논리 임계값 전압 기준)

를 발생시켜도 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콘트롤러 (2) 에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 (23) 를 구비하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드라이버 (21; 출력회로) 는 푸시풀 회로이기 때문에,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 (23) 는 드라이버와 동

일한 회로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단락시킨 회로에서 실현 가능하다. 메모리 콘트롤러 (2) 의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 (23) 가 Vref 배선에 접속되고 있다. 또한 푸시풀 회로는 전원/GND 간에 접속되고, 게이트끼리가

접속되어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드레인끼리가 접속되어 출력 단자 (DQ 단자) 에 접속되는 PMOS 트랜지스터 PM1 과

NMOS 트랜지스터 NM1 로 이루어진다.

버스 라인 말단의 종단 내장형 메모리 (115A) 의 온칩 터미네이터가 Vref 배선에 접속되고 있다. 버스 라인에 접속되고 있

는 메모리 (115) 의 Vref 단자는 Vref 배선에 접속되고 있다.

이 실시예에서, 노이즈의 관점에서 Vref 배선의 칩 가까이에, 패스콘 (116) 을 배치하면 좋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디바이

스의 제조 편차로 인한 논리 임계값 전압에 정합된 Vref 를 공급할 수 있어 신호의 래치 타이밍 편차를 작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메모리 콘트롤러 (2) 의 드라이버의 다른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도 13(A)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메모리 콘트롤러 (2) 에서의 DQ 신호의 출력 회로로서 오픈 드레인형 드라이버를 사용해도 된다. 드라이버 최종단의 트랜

지스터 (133) 에서는 게이트 전압 VG 를 OV 에서 VDDQ 까지 변화시켜도 구동 전류 ID 가 흐르는 것은 게이트 전압 VG

가 도 13(D) 의 Vin for 'H' 정도의 전압으로부터 VDDQ 사이이다.

신호 출력시에, VG 를 OV ∼ VDDQ 의 전압 렌지로 제어하면 신호의 듀티비가 동등해지지 않게 ('H' 측의 시간이 길고, 'L'

의 시간이 짧아진다) 된다. 그래서, 드라이버 최종단의 트랜지스터 (133) 와 전단 논리 회로 (131) 사이에 전단 논리 회로

의 출력 전압 렌지를 Vin for 'H' 에서 VDDQ 사이로 변환시키는 레벨 변환 회로 (132) 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듀티

비가 동등한 신호가 얻어지고, 타이밍 버드짓에 여유가 생겨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해진다. 레벨 변환 회로 (132) 는 전원

VDD 에 소스가 접속된 PMOS 트랜지스터 PM11 과, 드레인이 PMOS 트랜지스터 PM11 의 드레인에 접속된 NMOS 트랜

지스터 NM11 과, NMOS 트랜지스터 NM11 의 소스에 드레인과 게이트가 접속되고 (다이오드 접속되고 있음), 소스가

GND 에 접속된 NMOS 트랜지스터 NM12 를 갖고, PMOS 트랜지스터 PM11 과 NMOS 트랜지스터 NM11 의 게이트끼리

가 접속되어 전단 논리 회로 (131) 의 출력 단자에 접속되고, PMO 트랜지스터 PM11 과 NMOS 트랜지스터 NM11 의 드

레인끼리가 접속되어 오픈 드레인 드라이버 (135) 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있다.

또 오픈 드레인 드라이버 구성의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 (23) 는 레벨 변환 회로 (134) 와 드라이버 최종단 (135) 에

서, 레벨 변환 회로 (134) 의 입출력을 단락한 회로에서 얻어진다. 레벨 변환 회로 (134) 는 레벨 변환 회로 (132) 와 동일

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7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0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마더 보드 (3) 의 배선에

서, 버스 라인의 부분만 부분적으로 스트립 라인으로 배선하도록 해도 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적은 층수 (도 20 에서는

4 층) 로 메모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7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1(A)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열 대책으로서 메모리

모듈 (1) 에 히트 스프레더 (123) 를 장착해도 된다. 또한 히트 파이프를 구비한 커넥터 (4A) 를 사용해도 된다. 그럼으로

써 메모리 모듈 (1) 의 고온화를 방지하고,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회피할 수 없다. 커넥터 (4A) 는 도 21(B) 에 나타

내는 바와 같이, 커넥터 (401) 의 양 사이드에 히트 파이프 (402) 를 배치하여 냉각액으로 냉각시키는 것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8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2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메모리나 메모리 콘트롤

러 등의 패키지에 있어서, 배선을 스트립 라인으로 형성한다. 그럼으로써 크로스 토크를 저감할 수 있다. DRAM 칩 (2215;

펠릿) 의 패드 (2214) 는 이면에 핀 (2218; 땜납 볼) 을 갖는 기판 (2210) 의 표면에 접속되고, 패드 (2214) 는 비아홀

(2213) 을 통해 스트립 라인 (2212) 에 접속되고, 스트립 라인 (2212) 은 대응하는 핀 (2218) 에 비아홀 접속되고 있다. 패

키지 배선을 스트립 라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원단) 크로스 토크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6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3 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에서는 모듈

기판을 100A 와 100B 의 2 개로 분할하고, 이들 기판간을 플렉시블 필름 (130) 으로 접속하고 있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에서는 모듈 기판 100A, 100B 는 각각 표면 및 이면에,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DRAM (115) 을 갖고, 버스 라인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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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듈 단자 (111; 예컨대 DQ) 로부터, 기판 표면 위를 제 1 모듈 단자 (111) 에서 이간되어 위치하는 비아홀 (113) 까지

연재되고 이 비아홀 (113) 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A) 의 일단에 접속되고, 기판 표면에 탑재된 DRAM (115) 의 신호 단

자는 비아홀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A) 에 접속되고, 이 스트립 라인 (112A) 의 단부가 비아홀을 통해 기판 표면의 패드

로부터 플렉시블 필름 (130) 에 접속되고 있다. 모듈 기판 (100A) 에서는 비아홀 (113) 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B) 의 일

단에 접속되고, 기판 표면에 탑재된 DRAM (115) 의 신호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B) 에 접속되고, 이 스트

립 라인 (112B) 은 일방향으로 연재되고, 이 일단에 반대측 타단이 되꺽임용 비아홀 (119) 을 통해 이면측의 스트립 라인

(112C) 의 일단에 접속되고, 기판 이면에 탑재된 DRAM (115) 의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C) 에 접속되고,

이 스트립 라인 (112C) 의 단부가 비아홀을 통해 기판 표면의 패드로 플렉시블 필름 (130) 에 접속되고 있다. 모듈 기판

(100B) 에서는 플렉시블 필름 (130) 에 패드가 접속되고, 비아홀 (113) 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D) 의 일단에 접속되고,

기판 이면에 탑재된 DRAM (115) 의 신호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스트립 라인 (112D) 에 접속되고, 이 스트립 라인 (112D)

은 일방향으로 연재되고, 이 일단에 반대측 타단이 비아홀을 통해 종단 저항 (120) 의 일단에 접속되고, 종단 저항의 타단

은 모듈 단자 (111; VTT) 에 접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의 본 실시예에 따르면 도 1 의 제 1 실시예에 비해 메모리 모듈의 높이를 저감시켜 박형화에 공헌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7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 에 나타낸 상기 제 1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에서는

DRAM (115) 은 신호 입력과 신호 출력을 하나의 입출력 단자 (예컨대 DQ 단자) 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실시

예의 메모리 모듈에서는 도 24 를 참조하면 DRAM 디바이스 (115) 에 있어서, DRAM 코어 (115-1) 는 그 입력 단자와 출

력 단자가 독립되어 있고 (I/O 세퍼레이트 방식), 신호 배선은 쌍방향이 아닌 일방향성의 입력 신호 배선과 출력 신호 배선

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다. 즉, DRAM (115) 의 입력 회로 (115-3) 는 입력 단자가 비아홀 (113A), 스트립 라인 (112A) 을

통해 모듈 단자 (111A) 에 접속되고 있고, 출력 단자가 DRAM 코어 (115-1) 의 입력에 접속된다. DRAM 코어 (115-1) 의

출력 회로 (115-2) 는 입력 단자가 DRAM 코어 (115-1) 의 출력에 접속되고, 출력 단자가 비어홀 (113B), 스트립 라인

(112B) 을 통해 모듈 단자 (111B) 에 접속되고 있다. DRAM 코어 (115-1) 는, 그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는 데이터 신호 입

력 단자 (Din) 와 데이터 신호 출력 단자 (Dout) 로 된다. 상기한 실시예의 메모리 모듈에서는 DRAM 의 데이터 신호 단자

로서 쌍방향의 입출력 단자 (DQ 단자) 가 사용되고 있고, 데이터 버스도 쌍방향의 버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실

시예에서는 I/O 분리 구성에 의해 입력 부하 용량이 작아져 고속 데이터 전송률을 실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메모리 모듈

(1) 에 탑재되고, 신호 변환, 논리 변환을 행하는 레지스터의 입력 회로와 출력 회로와 모듈 단자간의 배선에, 이러한 구성

을 적용해도 됨은 물론이다. 또한 메모리 모듈 위에서의 DRAM 과 레지스터 (예컨대 DQ 레지스터 (191)) 사이를 입력 신

호 배선과 출력 신호 배선으로 분리하여 신호 전송을 실시하도록 해도 됨은 물론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10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5 를 참조하면 이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

리 모듈 (1) 로서 도 24 를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관한 I/O 세퍼레이트 방식의 메모리 모듈을 구비하고,

메모리 콘트롤러 (2) 와 DRAM (115) 사이에서, 입력 신호 배선, 출력 신호 배선이 각각 따로따로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되

고 있다. DRAM (115) 이 버스 라인의 어느 신호에 대해 쌍방향성 입출력 단자를 갖는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입력 단자와 출

력 단자를 따로따로 갖고, 버스 라인에는 DRAM (115) 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일방향성 입력 신호 배선과

출력 신호 배선이 각각 따로따로 형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마더 보드 (3) 위의 메모리 콘트롤러 (2) 도 DRAM (115) 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에 대응하여 출력 단자와 입력 단자를 갖고 있고, 메모리 콘트롤러 (2) 의 출력 단자와 입력 단자와,

DRAM (115) 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가 각각 일방향성 배선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되고 있다. 메모리 모듈 (1) 에 탑

재되어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DQ 레지스터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성으로 해도 됨은 물론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11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6 을 참조하면 이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

리 모듈 (1) 로서 도 24 를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관한 I/O 세퍼레이트 방식의 메모리 모듈을 구비하고,

이른바 데이지 체인 접속으로,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신호 전송을 행하는 구성으로 되어 실장 가능한 슬롯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즉, 메모리 모듈 (1) 에 탑재되는 DRAM (115) 은 상기 제 6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입력 단자 (입력 포트)

와 출력 단자 (출력 포트) 를 갖고, 버스 라인에는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일방향성 입력 신호 배선과 출력 신호

배선이 각각 따로따로 형성되는 I/O 세퍼레이트 방식으로 된다. 마더 보드 (3) 위의 메모리 콘트롤러 (2) 도 입력 단자와 출

력 단자를 갖는다. 메모리 콘트롤러 (2) 의 출력 단자 (또는 입력 단자) 와, 시단(始端)의 메모리 모듈에 탑재된 DRAM

(115) 의 입력 단자 (또는 출력 단자) 가 각각 일방향성 배선으로 접속되고 있다. 메모리 모듈 사이에서는 커넥터 (4) 를 통

해 전단의 DRAM (115) 의 출력이 후단의 DRAM (115) 의 입력에 일방향성 배선으로 접속되고, 말단의 DRAM 의 출력 단

자 (또는 입력 단자) 는 마더 보드 (3) 의 일방향성 배선을 통해 메모리 콘트롤러 (2) 의 입력 단자 (또는 출력 단자) 에 접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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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콘트롤러 (2) 로부터의 신호는 제 1 슬롯의 DRAM (115) 의 입력 회로에 전달되고, 당해 DRAM (115) 의 출력 회

로로부터의 출력이 마더 보드의 배선을 통해 제 2 슬롯에 전달되어 제 2 슬롯의 DRAM (115) 의 입력 회로에 입력되고, 이

렇게 하여 신호는 옆의 슬롯에 전달되고, 최종단의 슬롯의 출력이 메모리 콘트롤러 (2) 의 신호 단자에 접속되고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의 제 8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7 을 참조하면 2Rank (표리 디바이스로 버스를 공유

한다) 구성에서, DRAM (115) 의 일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독립시키고, 모듈 단자 (111A) 를 신호 입력 단자로 하면 모듈

단자 (111B) 는 신호 출력 단자가 되고, 입력 신호 배선과 출력 신호 배선을 이루는 스트립 라인 (112A,112B) 이 따로따

로 형성되어 있고, 스트립 라인 (112A) 은 비아홀을 통해 표리의 디바이스 (115; DRAM) 의 입력 단자 (입력 포트) 에 접속

되고, 스트립 라인 (112B) 은 비아홀을 통해 표리의 디바이스 (115; DRAM) 의 출력 단자 (출력 포트) 에 접속되고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12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8 을 참조하면 이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모듈 (1) 에 실장되는 DRAM (도 1 등의 DRAM (115)) 또는 레지스터 (CA 레지스터, DQ 레지스터 등) 와, 커넥터

를 통해 접속되는 메모리 콘트롤러 (2) 와의 사이의 배선을 차동 배선으로 구성한 것이다. 메모리 콘트롤러 (2) 의 출력 회

로 (21A) 는 신호를 차동으로 출력한다. 신호 전송을 차동으로 함으로써, 리시버 회로 등에서 기준 전압이 필요없어진다.

차동 배선 구성으로 함으로써, 예컨대 복수개의 비트의 신호가 동시에 상승하거나 또는 동시에 하강할 때에 발생되는 동시

스위칭 노이즈의 발생이 회피되어 노이즈 내성이 향상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의 제 13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9 를 참조하면 이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메모리 모듈 (1) 에 실장되는 DRAM (도 1 등의 DRAM (115)) 또는 레지스터 (CA 레지스터, DQ 레지스터 등) 와, 커넥터

(4) 를 통해 접속되는 메모리 콘트롤러 (2) 사이의 배선을 차동 배선으로 구성하고, 차동 배선쌍의 2 세트 중 1 세트에 대

해 상보 신호의 배선쌍의 위치가 예컨대 마더 보드 (3) 에서 커넥터 (4) 까지의 사이와, 커넥터 (4) 로부터 메모리 모듈 (1)

내에서 교환되고 있다 (즉, 트위스트시키고 있다). 즉, 커넥터 (4) 에서, 마더 보드 배선측의 커넥터의 핀 (P2,P3) 에 대해

도 29(B)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P3 을 배선 (B) 의 연장선 위에 배치하고, P2 를 배선 (/B) 의 연장선 위에 배치하고, (B/

B) 에서 (/B,B) 로 위치를 교환시키고 있다. 마더 보드 (3) 위의 배선에서는 치동 신호쌍의 세트는 (A,/A), (B,/B), (C,/C),

…(단, /A 는 정전 신호 A 의 반전 신호 (상보 신호) 를 나타내고, A/A 의 상보 신호쌍이 차동 신호쌍을 이룬다) 의 배치로

배선되어 있으나, 커넥터 (4) 에서 (B/B) 가 교환되고, 메모리 모듈 (1) 에서는 (A,/A), (/B,B), (C,/C), …의 조합으로 배선

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트위스트 구성으로 함으로써, 마더 보드 배선과 메모리 모듈 배선에서의 크로스 토크 노이즈가 역

위상이 되고, 크로스 토크의 영향 (노이즈) 이 캔슬되어 노이즈의 저감을 도모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상기 실시예에 따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의 구성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원 특허 청

구 범위의 청구항의 발명의 범위내에서 당업자라면 실시할 수 있는 각종 변형, 수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에 따르면 신호 반사가 저감되어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 신호 전송을 가능하게 한

다. 또한, 다수의 메모리를 접속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의 대용량화를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에 따르면 원단 크로스 토크를 저감할 수 있어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 신호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메모리 모듈에 따르면 마더 보드와 메모리 모듈의 이음부 (접속부) 에서의 신호 반사를 저감할 수 있어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 따르면 메모리 모듈을 교환할 수 있어 메모리 증설 (메모리 용량의 변경) 이 가능해진다.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 따르면 커넥터의 신호가 통과함에 따른 신호 파형의 열화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 따르면 크로스 토크로 인한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 신호 전송을 가능하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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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 따르면 신호 반사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어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 신호 전송

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 따르면 복수개의 슬롯 (메모리 모듈) 으로 소비 전력이나 열을 분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메모

리 모듈의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메모리 모듈 위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성능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메모

리 모듈 위의 데이터 버스가 적어지므로, 배선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에 따르면 신호 반사를 일으키지 않고 커맨드/어드레스 버스 라인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커맨

드/어드레스 (CA) 신호의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모듈 기판을 복수로 분할하여 구성하였으므로, 높이를 억제할 수 있어 박형화에 공헌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 모듈에 탑재되는 디바이스의 입출력을 분리함으로써, 입력 용량 부하를 저감하여 더 한층

의 고속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버스 라인 중 소정 신호를 차동으로 전송함으로써, 고속 전송, 및 노이즈 내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차동쌍 배선의 정전 신호와 반전 신호의 위치 관계를 마더 보드 배선과 메모리 모듈 배선으로 교

환하는 구성으로 한 세트와 교환하지 않는 세트를 인접하게 배치함으로써 크로스 토크의 영향을 상쇄시키고 있으며, 신호

진폭이 작은 고속 신호 전송에 적용하는 데에 적합하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고속 신호 전송, 메모리의 대용량화, 메모리의 증설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기 기판 위에 배치되는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 및

상기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로 공유되는 버스 라인을 포함하고,

상기 버스 라인은 복수개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를 스터브리스 (stubless) 구조로 접속하고, 상기 버스 라인의 적

어도 하나의 단부가 종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라인의 적어도 일부가 스트립 라인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라인의 실효적인 특성 임피던스가 상기 메모리 모듈을 탑재하는 마더 모드의 배선의 특성 임피던스에 정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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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의 적어도 하나가 종단 회로를 내장한 메모리 디바이스로 이루어지고,

상기 종단 회로를 내장한 메모리 디바이스가 상기 버스 라인 단부를 종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5.

기판;

상기 기판의 표면 및 이면의 적어도 일방에 형성된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 및

상기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에 의해 공유되는 버스 라인을 구비하고,

상기 기판의 표면 및 이면 위의 상기 버스 라인은 비아홀을 통해 상기 기판내의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기판 위의 상기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는 각각 대응하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상기 스트립 라인의 타단은 비아홀을 통해 기판 표면 또는 기판 이면에 형성되어 있는 종단 회로 또는 종단 회로를 내장한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에 접속되어 종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기판 표면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와 기판 이면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가 교대로 상기 스트립 라인에 비아홀을 통해

배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가 종단 저항과 상기 종단 저항의 일단과 종단 전압 사이에 접속된 트랜스퍼 게이트를 구비한 온칩

터미네이터를 갖고,

상기 종단 저항의 타단은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트랜스퍼 게이트를 ON 함으로써, 상기 온칩 터미네이터가 상기 버스 라인을 종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가 제 1 트랜스퍼 게이트, 제 2 트랜스퍼 게이트, 제 1 종단 저항, 제 2 종단 저항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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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트랜스퍼 게이트는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에 일단이 접속된 상기 제 1 종단 저

항의 타단과 고전위측 전원 전압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제 2 트랜스퍼 게이트는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에 일단이 접속된 상기 제 2 종단 저

항의 타단과 저전위측 전원 전압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트랜스퍼 게이트를 ON 함으로써, 상기 온칩 터미네이터에 의해 상기 버스 라인을 종단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9.

기판; 및

상기 기판의 표면 및 이면에 형성된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기판은,

상기 기판 표면에 형성된 제 1 모듈 단자;

상기 기판 이면에 형성된 제 2 모듈 단자;

제 1, 제 2 스트립 라인; 및

상기 제 2 모듈 단자에 근접하게 기판 이면 위에 배치되어 있는 종단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버스 라인은 상기 제 1 모듈 단자로부터, 상기 기판 표면 위를 상기 제 1 모듈 단자에서 이간되어 위치하는 비아홀까

지 연재되어 상기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기판 표면에 탑재된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는 대응하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은 일방향으로 연재되고, 상기 일단과 반대측의 타단이 되꺽임용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2 스트립 라

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은 상기 일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연재되어 있고,

상기 기판 이면에 탑재된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는 대응하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상기 종단 회로는 비아홀을 통해 되꺾인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의 타단에 접속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라인의 되꺽임점 부근에 상기 버스 라인을 구성하는 상기 스트립 라인을 사이에 두는 전원층과 접지층을 패스콘

으로 접속하고, 복수개의 공통의 전원층간 또는 복수개의 접지층간을 단락하거나, 또는 상기 접속 및 상기 단락 동작 중 적

어도 하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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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스터브리스 구조로 접속되는 복수개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의 신호 단자를 버스 위의 1 점에서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12.

기판; 및

상기 기판의 표면 및 이면에 형성되어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기판은,

상기 기판 표면 위에 형성된 제 1 모듈 단자;

스트립 라인; 및

기판 표면 또는 기판 이면에 형성된 종단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버스 라인은 상기 제 1 모듈 단자로부터, 상기 기판 표면 위를 상기 제 1 모듈 단자에서 이간되어 위치하는 비아홀까

지 연재되고, 상기 비아홀을 통해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스트립 라인의 타단이 비아홀을 통해 상기 종단 회

로에 접속되고,

기판 표면 및 기판 이면에 서로 대응하여 실장되어 있는 2 개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각각에 대해 상기 스트립 라인은 상기

스트립 라인의 일점으로부터 표면 및 이면측에 각각 연재된 비아홀을 통해 상기 2 개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에 접속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13.

기판; 및

상기 기판의 표면 및 이면에 형성되어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기판은,

상기 기판 표면에 형성된 제 1 모듈 단자;

상기 기판 이면에 형성된 제 2 모듈 단자; 및

상기 제 2 모듈 단자에 근접하게 기판 이면 위에 배치되어 있는 종단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버스 라인은 상기 제 1 모듈 단자로부터, 상기 기판 표면 위를 상기 제 1 모듈 단자에서 이간되어 위치하는 비아홀까

지 연재되고, 제 1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비아홀을 통해 접속되고,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은 일방향으로 연재되고, 상기 일단과 반대측의 타단은 되꺾임용 비아홀을 통해 제 2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은 상기 일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연재되어 있고,

상기 종단 회로는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의 타단에 비아홀을 통해 접속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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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및 이면에 서로 대응하여 실장되어 있는 2 개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각각에 대해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 또는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의 일점으로부터, 기판 표면 및 기판 이면측에 각각 연재된 비아홀을 통해 상기 2 개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

자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과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은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과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으로부터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가 배치되어 있는 기판 표면 및 기판 이면측에 교대로 각각 연재되어 있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어 신호 변환을 행하는 레지스터를 상기 메모리 모듈을 구성하는 기판 위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16.

기판; 및

기판의 표면 및 이면에 형성되어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갖는 기판을 구비하고,

상기 기판은,

기판 표면에 형성된 제 1 모듈 단자;

기판 이면에 형성된 제 2 모듈 단자;

제 1, 제 2, 제 3 스트립 라인;

기판 표면에 형성된 신호 변환용 레지스터; 및

상기 제 2 모듈 단자에 근접하게 기판 이면 위에 배치되어 있는 종단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버스 라인은 상기 제 1 모듈 단자로부터, 상기 기판 표면 위를 상기 제 1 모듈 단자에서 이간되어 위치하는 비아홀까

지 연재되고, 상기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의 타단은 비아홀을 통해 기판 표면의 상기 신호 변환용 레지스터의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신

호 변환용 레지스터의 출력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의 타

단은 되꺾임용 제 3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3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 3 스트립 라인은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과 반대 방향으로 연재되어 있고,

상기 종단 회로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3 스트립 라인의 타단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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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가 메모리 칩의 패드와, 상기 기판과의 전기적 접속을 실시하는 패키지 기판을 갖고,

상기 패키지 기판은 상기 패키지 기판내에서의 상기 버스 라인의 신호 배선으로서 스트립 라인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을 멀티 칩 모듈로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19.

제 1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의 기판이 복수개의 기판으로 분할되어 구성되어 있고,

복수개의 상기 기판 사이가 각각 기판간 접속 수단으로 서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20.

표면 및 이면에,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갖는 메모리 모듈의 기판을 적어도 2 개의 기판으로

분할하여 구성하고, 상기 기판간이 기판간 접속 수단으로 서로 접속되어 있고,

상기 2 개의 기판 중 제 1 기판은 마더 보드에 커넥터를 통해 접속되고, 상기 제 1 기판에서, 상기 버스 라인은 비아홀을 통

해 제 1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 1 기판 표면에 탑재된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의 타단은 비아홀, 및 상기 기판간 접속 수단을 통해 제 2 기판에 접속되

고,

상기 제 2 기판에서, 상기 버스 라인은 비아홀을 통해 제 2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 2 기판 표면에 탑재된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의 타단은 되꺾임용 비아홀을 통해 제 3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 2 기판 이면에 탑

재된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3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상기 제 3 스트립 라인의 타단은 비아홀, 및 상기 기판간 접속 수단을 통해 상기 제 1 기판에 접속되고,

상기 제 1 기판에서, 상기 버스 라인은 비아홀을 통해 제 4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 1 기판 이면에 탑재된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4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상기 제 4 스트립 라인의 타단은 비아홀을 통

해 기판 위의 종단 회로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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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메모리 모듈에 탑재되어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레지스터가, 상기 버스 라인의 적

어도 하나의 쌍방향 신호에 대해 쌍방향성 입출력 단자를 갖는 대신에,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갖고,

상기 버스 라인에는 쌍방향 신호 배선 대신에, 상기 입력 단자와 상기 출력 단자에 각각 접속되는 일방향성 입력 신호 배선

과 출력 신호 배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22.

기판과, 상기 기판 표면 및 이면에, 버스 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갖는 메모리 모듈에서,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메모리 모듈에 탑재되어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레지스터가 상기 버스 라인의 적어도 하나의

쌍방향 신호에 대해 쌍방향성 입출력 단자를 갖는 대신에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갖고,

상기 버스 라인에는 쌍방향 신호 배선 대신에, 상기 입력 단자와 상기 출력 단자에 각각 접속되는 일방향성 입력 신호 배선

과 출력 신호 배선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기판에서, 일방향성 제 1 신호 배선은 비아홀을 통해 제 1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기판 표면 및/또는 이

면에 탑재된 메모리 디바이스의 입력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1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고,

일방향성 제 2 신호 배선은 비아홀을 통해 제 2 스트립 라인의 일단에 접속되고, 상기 기판 표면 및/또는 이면에 탑재된 메

모리 디바이스의 출력 단자는 비아홀을 통해 상기 제 2 스트립 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23.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모듈과 마더 보드를 갖고,

상기 메모리 모듈은,

기판;

상기 기판 표면 및 이면, 또는 이들 중 적어도 일방에 형성된 복수개의 메모리 디바이스;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된 종단 회로; 및

적어도 일부가 상기 기판내의 전원층과 접지층 사이에 매설되는 스트립 라인을 이용하여 배선되어 있고, 말단이 상기 기판

위에 형성된 종단 회로로 종단되어 이루어지는 버스 라인을 갖고,

상기 메모리 모듈에 대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 및 데이터 신호를 주고 받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갖는 상기 마더 보드 위에

커넥터를 통해 상기 메모리 모듈이 장착되어 있고,

상기 메모리 모듈은 1 개의 데이터 신호에 대해 복수개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의 데이터 단자 사이를 상기 스트립 라인을

이용하여 스터브리스에 접속하고, 상기 버스 라인의 실효적 특성 임피던스가 상기 마더 보드의 배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정

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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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개의 모듈 단자가 형성되어 있는 상기 기판의 일측으로부터, 상기 기판의 상기 일측과 반대인 타측에 연재되는 버스

라인이 상기 기판의 일측에서 타측으로 스트립 라인으로 연재되고, 스트립 라인의 상기 타측의 단부가 비아홀을 통해 되꺾

이고, 종단 장치가 종단 단자에 근접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5.

제 1 항에 기재된 상기 메모리 모듈을 갖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버스 라인이 데이터 신호의 버스 라인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에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부여하여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와의 사이에서 데이

터 신호의 전송을 실시하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데이터 배선을 포인트 투 포인트 (Point to Point)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배선의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적어도 일부를 스트립 라인에서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배선 사이에 실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2 개의 슬롯 사이를 T 분기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적어도 하나의 신호 배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배선이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0.

제 2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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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배선이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측과, 상기 메모리 모듈측의 양측에서 종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1.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시스템의 일 채널을 복수개의 슬롯으로 분할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2.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이 기판 위에 종단 회로를 내장하는 메모리 디바이스를 구비하고, 상기 기판 표면과 상기 기판 이면에, 상

기 기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배치되는 2 개의 메모리 디바이스가 상기 버스 라인에 공통으로 접속되고, 상기 2 개의 디

바이스 중 액세스 또는 드라이브되지 않는 쪽의 메모리 디바이스로 상기 버스 라인을 종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3.

제 25 항에 있어서,

기준 전압 (Vref) 을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상기 버스 라인을 종단하고 있는 메모리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구

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4.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이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가 장착된 마더 보드에 커넥터를 통해 접속되고,

상기 커넥터가 상기 메모리 모듈을 상기 마더 보드 표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삽입하는 구성의 버터플라이형 커넥터로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5.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이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가 장착된 마더 보드에 커넥터를 통해 접속되고,

상기 메모리 모듈 및/또는 상기 커넥터가 냉각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6.

제 2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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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콘트롤러가 기준 전압을 생성하는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에서 출력되는 상기 기준 전압은 기준 전압 배선에 의해 상기 메모리 모듈에 접속되고,

상기 메모리 모듈에서, 상기 버스 라인 말단의 종단 회로를 내장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온칩 터미네이터가 상기 기준 전

압 배선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기준 전압 단자는 상기 기준 전압 배선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는 출력 회로의 푸시풀형 드라이버 회로와 동일한 구성의 푸시풀형 드라이버 회로를 갖

고, 상기 푸시풀형 드라이버 회로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가 기준 전압을 생성하는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에서 출력되는 상기 기준 전압은 기준 전압 배선에 의해 상기 메모리 모듈에 접속되고,

상기 메모리 모듈에서, 상기 버스 라인 말단의 종단 회로를 내장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온칩 터미네이터가 상기 기준 전

압 배선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기준 전압 단자는 상기 기준 전압 배선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가 오픈 드레인형 드라이버를 구비한 출력 회로를 갖고,

상기 오픈 드레인형 드라이버의 게이트 단자는 내부 신호를 수취하여 레벨 변환을 실시하는 레벨 변환 회로의 출력 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논리 임계값 전압 출력 회로는 상기 출력 회로와 동일한 구성이 되고,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접속한 상기 레벨 변

환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레벨 변환 회로의 출력이 상기 기준 전압 출력용 오픈 드레인형 드라이버의 게이트 단자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8.

제 25 항에 있어서,

마더 보드 위에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어 신호 변환을 행하는 레지스터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

스템.

청구항 3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메모리 모듈에 탑재되어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레지스터가 상기 버스 라인의 적

어도 하나의 쌍방향 신호에 대해 쌍방향성 입출력 단자를 갖는 대신에,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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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버스 라인에는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상기 입력 단자와 상기 출력 단자에 각각 접속되는 일

방향성 입력 신호 배선과 출력 신호 배선이 형성되고,

마더 보드 위의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가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의 신호에

대응하여 출력 단자와 입력 단자를 갖고,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의 상기 출력 단자와 상기 입력 단자와,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상기 입력 단

자와 상기 출력 단자가 각각 일방향성 배선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40.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메모리 모듈에 탑재되어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레지스터가 상기 버스 라인의 적

어도 하나의 쌍방향 신호에 대해 하나의 입출력 단자를 형성하는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따로따로

갖고,

상기 버스 라인에는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상기 입력 단자와 상기 출력 단자에 각각 접속되는 일

방향성 입력 신호 배선과 출력 신호 배선이 형성되고,

마더 보드 위의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가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의 신호에

대응하여 출력 단자와 입력 단자를 갖고,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복수개의 상기 메모리 모듈의 슬롯 사이에서, 일방향성 입력 신호 배선과 출력 신호 배선에 의해

데이지 체인 (daisy chain)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41.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메모리 모듈에 탑재되어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레지스터가 상기 버스 라인의 적

어도 하나의 쌍방향 신호에 대해 하나의 입출력 단자를 형성하는 구성을 취하지 않고,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를 따로따로

갖고,

상기 버스 라인에는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상기 입력 단자와 상기 출력 단자에 각각 접속되는 일

방향성 입력 신호 배선과 출력 신호 배선이 형성되고,

마더 보드 위의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가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의 신호에

대응하여 출력 단자와 입력 단자를 갖고,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의 상기 출력 단자 또는 상기 입력 단자와, 시단(始端)의 슬롯의 상기 메모리 모듈에 탑재된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상기 입력 단자 또는 상기 출력 단자가 각각 일방향성 배선으로 접속되고,

상기 메모리 모듈 사이에서는 하나의 슬롯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출력 단자 및 입력 단자가 커

넥터와 일방향성 배선으로, 옆의 슬롯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입력 단자 및 출력 단자에 각각 접

속되고,

말단의 슬롯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레지스터의 출력 단자 또는 입력 단자는 상기 마더 보드의 일방향성 배

선을 통해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의 상기 입력 단자 또는 상기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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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 및/또는 상기 메모리 모듈에 탑재되어 상기 버스 라인에 접속되는 레지스터가 커넥터를 통해 접속되

는 마더 보드 위의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의 사이에서, 상기 버스 라인의 적어도 하나의 신호의 전송을 차동으로 실시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 라인에서, 상기 신호를 차동으로 전송하는 복수개의 배선쌍 중 적어도 한 세트의 배선쌍이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서 상기 커넥터까지는 서로 상보의 제 1, 제 2 배선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기 커넥터로부터 상기 메모리 모듈내에서는 상기 배선쌍의 제 1, 제 2 배선의 배치가 교환되어 상기 제 2, 제 1 배선 순

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44.

제 42 항에 있어서,

복수개의 세트의 배선쌍에 대해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상기 커넥터 사이와, 상기 커넥터로부터 상기 메모리 모듈내에서

상보 신호쌍의 상호 배치가 교환되어 있는 제 1 배선쌍과,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상기 커넥터 사이와, 상기 커넥터로부터 상기 메모리 모듈내에서 상보 신호쌍의 상호 배치가 교환

되어 있지 않은 제 2 배선쌍이 번갈아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45.

제 5 항에 기재된 상기 메모리 모듈을 갖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버스 라인이 데이터 신호의 버스 라인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에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부여하여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와의 사이에서 데이

터 신호의 전송을 실시하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데이터 배선을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

스템.

청구항 46.

제 9 항에 기재된 상기 메모리 모듈을 갖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버스 라인이 데이터 신호의 버스 라인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에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부여하여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와의 사이에서 데이

터 신호의 전송을 실시하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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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데이터 배선을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

스템.

청구항 47.

제 12 항에 기재된 상기 메모리 모듈을 갖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버스 라인이 데이터 신호의 버스 라인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에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부여하여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와의 사이에서 데이

터 신호의 전송을 실시하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데이터 배선을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

스템.

청구항 48.

제 13 항에 기재된 상기 메모리 모듈을 갖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버스 라인이 데이터 신호의 버스 라인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에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부여하여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와의 사이에서 데이

터 신호의 전송을 실시하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데이터 배선을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

스템.

청구항 49.

제 20 항에 기재된 상기 메모리 모듈을 갖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버스 라인이 데이터 신호의 버스 라인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에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부여하여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와의 사이에서 데이

터 신호의 전송을 실시하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데이터 배선을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

스템.

청구항 50.

제 22 항에 기재된 상기 메모리 모듈을 갖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버스 라인이 데이터 신호의 버스 라인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모듈의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에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부여하여 상기 메모리 디바이스와의 사이에서 데이

터 신호의 전송을 실시하는 메모리 콘트롤러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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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와 슬롯 사이의 데이터 배선을 포인트 투 포인트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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