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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대역폭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에 관한 것으로, 이 DRAM은, 그 자신을 프로세서에 접속시키는 
2개의 별도의 버스 네트워크를 구비한다. 그 중 하나의 버스 네트워크는 고속(예를 들면, 500 MHz)의 8:1 혹은 16:1 
다중화 I/O 버스이고, 다른 하나는 저속(예를 들면, 64 비트)의 버스이다. 고속 버스는, 예를 들어 DRAM 메모리의 어
레이 내의 다량의 비트에 대한 고속 접근을 요구하는 그래픽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다. 이로 인해 당연히 고
전력이 요구된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DRAM과 프로세서 간에 다량의 데이터가 전달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워
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데이터의 전달을 덜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저속 버스가 제공된다. 저속 버
스는 저전력으로 동작하므로, 특히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전력 저감 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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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관련 종래 기술의 고속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의 회로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고속 버스와 저전력 버스에 교대로 접속시키는 메모리 시스
템의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저전력 동작 모드를 갖는 동기식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SDRAM)의 회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저전력 동작 모드를 갖는 광대역폭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회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 : 프로세서 51 : 캐시

52 : 칩 세트 56 : 그래픽 프로세서

58 : 프레임 버퍼

68 : 광대역폭/저전력 옵션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광대역폭/고성능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 DRAM)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저전력 동작 모드를 갖는 광대역폭/고성능 DRAM에 관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같이, DRAM의 성능은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제한시키는 한 요소이다. 프로세서 설계자와 시스템 제조업
자가 저속의 DRAM 소자로 인한 성능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성능 메모리 서브 시스템을 개발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서의 속도가 주 메모리 성능을 급속히 앞서가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메모리 성능이 프로세서 
성능에 필적하거나 그 보다 더 나아야 한다. 즉, 한 메모리 사이클이 하나의 프로세서 클럭 사이클보다 짧아야 한다. 그
러나, 그와 같은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메모리로 인해 시스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 기술 
수준의 고속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5 나노초(nanosecond : ns)의 클럭 주기를 갖는 200 MHz 클럭을 기반으로 한다. 
고성능 DRAM은 액세스 시간이 프로세서 성능에 훨씬 못미치는 60 ns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 병목 현상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들의 사용 증가로 더욱 악화된다.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서
는 주 메모리 혹은 프레임 버퍼 메모리에 요구되는 대역폭이 스프레드시트 분석 프로그램과 같은 계산 위주의 작업이나 
워드 프로세싱 또는 인쇄와 같은 입/출력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의 대역폭보다 몇 배 더 클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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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확장형 데이터 출력(extended data out : EDO)과 동기식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sy
nchronous DRAM : SDRAM)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SDRAM과 EDO RAM은 여전히 프로세서 성능에 필적하지 못하
여, 시스템 성능을 제한시킨다.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 프로세싱과 고성능 시스템용으로 고속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됨에 따라, 메모리/프로세서 성능 차이를 메우기 위하여 고속의 메모리 아키텍쳐, 예컨대 광대역폭의 I/O DRAM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의 개발 추이를 보면, 메모리 소자 및 그와 관련된 서브시스템이 고속/협대역폭의 I/O 소자로 이전되는 중요한 전
환이 있을 것임이 예견되고 있다. 이들 광대역폭(높은 데이터 속도) DRAM은 클럭부(clocked) 데이터 속도가 500 M
Hz 이상이 되도록 어레이 내의 많은 수의 비트를 액세스한 후, 8:1로 다중화함으로써 고 데이터 레이트를 얻는다.

    
예를 들어,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형의 고속 I/O DRAM 메모리 소자를 도시하고 있다. 6
4 Mb의 메모리 어레이는 4개의 16 Mb(64 x 256 X 1024) 서브 어레이(10, 12, 14, 16)를 구비한다. 각 서브 어레
이는 페이지(page) 레지스터(20, 22, 24, 26)에 의해 각기 버퍼링된다. 이들 페이지 레지스터는 64 x 256 비트 어드
레스(즉, 2 Kb)로 편성된다. 페이지 레지스터(20, 22, 24, 26)를 출입하는 데이터는 구동기(32)로부터 또는 버퍼(3
4)로 64 비트 버스(30)를 통하여 전달된다. 버퍼(34)는 64 비트 버스(30)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8:1 다중화기(MUX)
(36)로 전달하며, 이어서 다중화기(36)는 데이터를 칩 밖으로 출력하는 I/O 핀(38) DQ0-DQ8로 전달한다. 64 비트 
버스(30)는 각각이 8 비트로 이루어진 8개의 버스트(burst)를 수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I/O 핀(38)으로부터 입력
되는 데이터는 1:8 역다중화기(DEMUX)(40)가 수신하며, 이 데이터는 제어 로직(42)과 데이터 마스크 레지스터(44)
의 제어 하에 구동기(32)에 의해 64 비트 버스(30)로 전달된다. 페이지 판독 동작시, 제 1 액세스 로우(row) 어드레
스 및 커맨드는 I/O 핀(38) DQ0-DQ8을 거쳐 제어 로직(42)에 병렬로 파이프라이닝(pipelining)된다. 하나의 어드
레스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64 비트 폭의 페이지 레지스터를 판독하기 위하여 8 비트짜리 바이트로 이루어진 8개의 버
스트가 요구될 것이다. 이 시간 동안에, 후속 컬럼(column) 어드레스 및 커맨드는, 새로운 커맨드/데이터 패킷이 주사
될 때까지 8개의 연속적인 클럭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에 1 비트씩 직렬로 어드레스 핀(46)과 커맨드 핀(47)에 주사된
다. RXCLK와 TXCLK은 외부의 핸드셰이킹(handshaking) 용으로 사용된다.
    

전술한 광대역폭 액세스 방안은, 어레이 내의 많은 수의 비트를 액세스함으로써 높은 데이터 속도를 얻기는 하지만, 전
력 소모가 크다. 배터리 사용 선택사양 기능을 갖는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고전력 소모는 밧데리 수명을 심하게 제한시
킨다. 고해상도의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는 높은 데이터 속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반드시 그와 같이 고속과 대전력으로 동작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클럭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광대역폭 모드 혹은 저전력 모드로 동작하는 DRAM 메모리에 대한 요구
가 있어 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예들 들어 그래픽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하여 광대역폭 모드, 혹은 워드 프로
세싱 또는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하여 저전력 모드로 동작하는 고속/협대역폭의 I/O DRAM
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하여 속도/전력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고속/협대역폭의 I/O 
DRAM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광대역폭 DRAM은 그 자신을 프로세서에 접속시키는 2개의 별도의 버스 네트워크를 구비한다. 그 
중 하나의 버스 네트워크는 고속(예를 들어, 500 MHz)의 8:1 다중화 I/O 버스이고, 다른 하나는 저속(예를 들어, 64 
비트)의 버스이다. 고속 버스는, 예를 들어 DRAM 메모리 어레이 내의 많은 수의 비트에 대해 고속 액세스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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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다. 이로 인해, 물론 고전력이 소모된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DRAM과 프로세
서 간에 대량의 데이터가 전달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소량의 데이터의 
전달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저속 버스가 사용된다. 이 저속 버스는 저전력으로 동작하므로, 특히 밧데리 수명
을 연장시키는 전력 절약 모드를 제공한다.
    

    
이들 2개의 각 버스 네트워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버스 라인을 공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속 버스의 
폭은 64 비트이고, 고속 버스의 폭은 단지 8 비트일 수 있다. 또 다르게는, 저속 버스의 폭은 56 비트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광대역폭 모드에서, 56 비트 버스와 8 비트 버스는 모두 저전력 동작을 위하여 DRAM과 프로세서 간에 64 비트
를 전송하는 데 이용된다. 어느 경우에도, 프로세서는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하나의 버스를 선택하
거나 그들 버스를 조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프로세서가 생성하여 칩 세트로 보내는 인스트럭션을 통하
여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 및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하기의 상세한 설
명을 참조하면 더욱 잘 이해될 것이다. 이제, 도면을 참조하면, 도 2는 프로세서(50) 및 그와 연계되고 칩 세트(52)에 
접속되어 있는 캐시 메모리(51)를 도시하고 있다. 이 칩 세트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 bus)(
59), 그래픽 프로세서(56)와 프레임 버퍼(58)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프로세서(50)는 DRAM(60)에 접속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DRAM(60)은 고속 버스(63) 혹은 저속이지만 전력 소모가 적은 버스(62)에 의해 칩 세트(52)를 통
하여 프로세서(50)에 선택적으로 접속된다. 칩 세트는, 예를 들어 인텔 팬티엄 430, 440 또는 450 시리즈 칩 세트일 
수 있다. 메모리(60)는, 예를 들어 SDRAM(66) 및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주문형 집적 회로(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 ASIC)(70) 혹은 도 4에 보다 상세히 도시한 바와 같은 광대역폭 DRAM(68)일 수 있다. SDRA
M(66)의 경우, ASIC(70)이 고속 버스(63)와 저속 버스(62) 사이를 인터페이스해야 한다. 광대역폭 DRAM(68)의 
경우, DRAM을 버스와 인터페이스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는 단일 소자에 집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도 3을 참조하면, 본 출원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어 현재 계류중인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08/861,101 호에 
개시되어 있는 소자로부터 변형된 ASIC 인터페이스(70)를 구비하는 64 Mb RAM 모듈(66)을 도시하고 있으며, 이 
출원 명세서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RAM 모듈(66)은 4개의 16 Mb SDRAM(111 1 -1114 )을 포함한다. 
이들 4개의 16 Mb SDRAM(111 1 -1114 )은 각기 4개의 뱅크(bank)를 구비한다. 4개의 각 SDRAM마다 하나씩의 뱅
크를 한꺼번에 병렬로 활성화함으로써, 페이지의 크기와 데이터의 폭은 여타의 광대역폭 아키택쳐의 페이지의 크기와 
데이터의 폭에 견줄 정도로 유지된다. 판독 동작중, 커맨드 제어 로직(119)과 어드레스 제어 로직(118)은, 예를 들어 
4개의 모든 SDRAM(111 1 -1114 ) 상의 뱅크 0으로부터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이 데이터는 4 x 16 레지스터(112 1 -
1124 )로 각각 전달된다.

데이터가 로딩(loading)되면, 데이터는 한번에 2 바이트씩 각 레지스터(112 1 -1124 )로부터 64 비트 버스(113) 상으
로 전달된다. 다중화기(114)는 64 비트 버스(113)로부터의 각 바이트를 8개 블럭 중 하나로서 동기적으로 선택한다. 
이들 8개 블럭은 클럭에 맞추어 데이터 I/O 버스에 순차적으로 보내진다. 데이터가 레지스터(112 1 -1124 )로부터 64 
비트 버스(113)를 거쳐 다중화기(114)로 전달되는 것과 병행해서, 그 데이터의 다음 블럭이 SDRAM(111 1 -1114 )
으로부터 판독되어 레지스터(1121 -1124 )의 입력단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 데이터는 파이프라이닝된다. 이어서, 
이와 같은 다음 블럭은 FIFO(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저장되고 전달된다.

커맨드 및 어드레스는 요청 패킷 커맨드 발생시 순차적으로 로딩된다. 이커맨드는 역다중화된 후 32 비트 버스(116) 
상으로 전달되어, 어드레스 제어 로직(118) 및 커맨드 제어 로직(119)에 적합한 병렬 인스트럭션 포맷이 생성된다. 커
맨드 제어 로직(119)은 병렬 동작을 위하여 통상적인 (Jedec 표준) SDRAM(111 1 -1114 )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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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동작중, 고속 클럭은, 어드레스와 커맨드 제어 정보를 역다중화기(117)를 통하여 32 비트 버스(116) 상으로 순
차적으로 로딩하는 것과 병행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역다중화기(115)를 통하여 64 비트 버스(113) 상으로 순차적으
로 전달하게 한다. 32 비트 버스(116)로부터 온 시작 어드레스 및 커맨드는 어드레스 제어 로직(118)과 커맨드 제어 
로직(119)에 저장되는데, 이 경우 SDRAM 핸드쉐이킹 프로토콜에 부합하도록 한다.

커맨드 제어 로직(119)은 커맨드를 복호화한 후 레지스터(112 1 -1124 ), 다중화기(114), 역다중화기(115, 117), S
DRAM(1111 -1114 )으로 제공한다. 또한, 커맨드 제어 로직(119)은 역다중화기(115)를 통하여 데이터 I/O 버스(6
2 혹은 63)와 내부 64 비트 버스(113)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제어한다.

커맨드 역다중화기(117)는 칩 선택(CS)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어 32 비트 버스(116) 상에 커맨드를 올리기 시작한
다. 32 비트 버스(116) 상에 올리면, 제어로직(118, 119)은 SDRAM(111 1 -1114 ) 내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선택하
고 선택된 위치를 액세스하여 데이터의 32 바이트(각 SDRAM(111 1 -1114 )으로부터의 8 바이트)를 전달한다. 32 비
트 어드레스/커맨드 버스(116)는 16개의 어드레스 비트와 16개의 커맨드 비트를 포함한다. 커맨드는 다음과 같은 것
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들 커맨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모드 레지스터 세트

2) 뱅크 활성

3) 뱅크 프리차지(precharge)

4) 판독

5) 자동 프리차지에 의한 판독

6) 기록

7) 자동 프리차지에 의한 기록

8) 뱅크 활성화/판독

9) 뱅크 활성화/기록

10) 프리차지/뱅크 활성화/판독

11) 프리차지/뱅크 활성화/기록

12) 자동 리프레쉬

13) 셀프 리프레쉬

14) 전원 차단

15) 전원 공급

16) 데이터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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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SDRAM 메모리(66)는 전술한 바와 같은 고속의 8:1 다중화 버스(63)와 저속이고 전력 소모가 적
은 64 비트 버스(62)의 모두에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고속 버스(63)는, 예를 들어 500 MHz에서 동작한다. 고속 버
스는 메모리의 최대 버스트 레이트를 수용할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광대역폭 동작에서, 판독과 기록시 4개의 모든 SD
RAM(1111-4 )이 액세스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SDRAM(111 1-4 )에서 나온 데이터는 각 4x16 레지스터(112 1-

4 )로 공급된 후, 64 비트 내부 버스(113)로 제공되며, 이어서 이 데이터는 내부 버스(113)에 의해 믹싱 네트워크(11
4-115)를 통하여 고속 버스(63)에 접속되어 있는 메모리 I/O에 클럭된다. 커맨드 제어 로직(119) 및 어드레스 제어 
로직(118)를 통하여 모든 SDRAM을 연속적으로 액세스함으로써, 고데이터 대역폭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저전력 동작중에, 저속 I/O 버스(62)는 입력 버퍼(124)와 출력 버퍼(126)를 구비한다. 저전력 동작을 
위하여, 커맨드 제어 로직(119)은 4 x 16 버스트 모드 하에 하나의 SDRAM, 예를 들어 111 1 만을 활성화한다. 내부 
64 비트 버스(113)는 하나의 DRAM(111 1 )에 의해 수신되는 모든 데이터로 채워지며, 64 비트 I/O 버퍼(124, 126)
를 통하여 저전력 I/O 버스(62)로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입력한다. 따라서, 4개의 SDRAM 중 하나만 액세스하므로, 전
력이 절약된다.

이어서, 도 4를 참조하면, 유사한 참조번호는 유사한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도 3의 SDRAM 및 ASIC과 유사한 64 비트 
버스(62)를 별도로 수용하도록 구성되는 광대역폭 DRAM 메모리(68)를 이용한 두개의 버스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 ASIC은 모든 필요한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가 단일 칩에 집적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4개의 각 메모리 뱅크
(1111 '-1114 ')는 16개의 워드 라인 세그먼트로 세분된다. 저전력 동작중에 워드 라인 세그먼트는 개별적으로 액세스
될 수 있다. 각 워드 라인 세그먼트는 16 비트(2 바이트)를 출력한다. 고전력 동작중에, 16개 모든 세그먼트는 활성화
되어 256 비트를 출력한다.

    
저전력 동작중에, 커맨드 패킷내의 뱅크 어드레스는 14 비트 워드라인 어드레스와 4 비트 페이지 어드레스를 수용하도
록 재정의된다. 이러한 입력 어드레스의 재분배로 인해 커맨드 패킷 포맷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어드레스가 커
맨드 패킷과 함께 입력될 때 메모리 칩은 그들 어드레스를 재정의한다. 따라서, 저전력 광대역폭 동작은 배터리 백업 모
드에 적합하게 실시간적으로 절환될 수 있다. 추가의 워드 어드레스를 사용함으로써, 어레이내 워드 라인이 세그먼트될 
수 있다. 세그먼트되면, 전력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페이지의 크기를 4개의 CAS(Column Address St
robe) 어드레스를 통하여 내부 버스로 공급되는 64 x 16 비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 데이터는 64 I/O 버퍼를 
통하여 출력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버스 아키텍쳐는 단일 칩이거나 혹은 하나의 카드 상에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다중화용 A
SIC을 구비한 표준 SDRAM 칩을 포함하여 현재의 부품을 사용하여 차세대 SDRAM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다중화기, 제어기, 레지스터와 같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의 모든 로직 기능은 고속 메모리 처리를 위하
여 하나의 표준 프로세서 상에 집적될 수 있다. 표준 SDRAM은 초고속의 데이터와 낮은 잠재적인 액세스 속도를 위하
여 그 집적 프로세서에 전기적으로 인접되게 배치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을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의하여 기술하였지만, 첨부한 특허 청구 범위의 사상 및 범주 내에서 본 발명이 변형되
어 실시될 수 있음을 당업자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예를 들어 그래픽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하여 광대역폭 모드, 혹은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싱 또
는 스프레드시트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하여 저전력 모드로 동작하는 고속/협대역폭의 I/O DRAM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하여 속도/전력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고속/협대역폭의 I/O DRA
M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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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 DRAM)와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저전력 
모드를 갖는 메모리 버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DRAM에 접속되어 있는 제 1 고속 버스와,

상기 DRAM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제 1 버스보다 낮은 전력으로 동작하는 제 2 저속 버스와,

상기 프로세서에 접속되어 있으며, 제 1 모드와 제 2 저전력 모드 간을 교대로 스위칭하는 스위칭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모드는 상기 DRAM 내의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한 메모리 위치를 액세스하고, 상기 프로세서에 접속된 상기 
제 1 고속 버스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제 2 저전력 모드는 상기 DRAM을 세그먼트화하고, 상기 DRAM 내의 모든 상기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한 메모리 
위치보다 더 적은 메모리 위치를 액세스하며, 상기 프로세서에 접속된 상기 제 2 저속 버스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메모리 버스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버스는 8 비트 다중화 버스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버스는 64 비트 버스를 포함하는 메모리 버스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프로세서를 상기 제 1 및 상기 제 2 버스에 접속시키는 칩 세트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버스 
시스템.

청구항 4.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와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저전력 모드를 갖는 이중 모드 메모리 시스템
에 있어서,

내부 버스에 의해 접속되어 있는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소자와,

상기 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광대역폭(high-bandwidth) 데이터 입력/출력 포트와,

상기 내부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협대역폭(lower-bandwidth) 데이터 입력/출력 포트를 포함하되,

광대역폭 모드시에, 상기 모든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소자는 데이터를 상기 내부 버스를 통하여 상기 광대역폭 
데이터 입력/출력 포트로 전송하며,

저전력 모드시에, 상기 DRAM은 모든 상기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소자보다 더 적은 메모리 소자가 데이터를 상
기 내부 버스를 통하여 상기 협대역폭 데이터 입력/출력 포트로 전송하도록 세그먼트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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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모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광대역폭 데이터 입력/출력 포트에 접속되어 있는 제 1 광대역폭 버스와,

상기 협대역폭 입력/출력 포트에 접속되어 있는 제 2 협대역폭 버스와,

상기 프로세서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프로세서를 광대역폭 모드 데이터 전송용 상기 제 1 버스와 협대역폭의 저전력 
모드 데이터 전송용 제 2 버스 중 하나에 교대로 접속시키는 스위칭 회로

를 더 포함하는 이중 모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버스는 8 비트 다중화 버스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버스는 64 비트 버스를 포함하는 이중 모드 메모리 시스
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상기 프로세서를 상기 제 1 및 상기 제 2 버스에 접속시키는 칩 세트를 포함하는 이중 모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버스 및 상기 제 2 버스가 상기 저전력 모드에 동시에 사용되는 이중 모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9.

관련 프로세서 상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요구된 메모리 액세스 대역폭을 수용하기 위해 조정가능한 대역
폭을 갖는 메모리 시스템으로서,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어레이와,

광대역폭 모드와 제 2 협대역폭 모드 사이에서, 어느 모드에서도 동일한 상기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어레이의 
클록 주파수를 선택하는 스위치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광대역폭 모드에서, 모든 상기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어레이가 액세스되어 제 1 버스를 통해 데이터가 전
송되며,

상기 제 2 협대역폭 모드에서, 상기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어레이의 단지 일부만이 액세스되고 제 2 버스를 통해 데이
터가 전송되어, 저전력을 소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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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협대역폭 모드에서, 상기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어레이 중 단지 하나의 메모리 어레이만 액세스되는 메모
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어드레스 가능 메모리 어레이 각각은 협대역폭 모드에서 개별적으로 액세스되는 워드 라인 세그먼트들로 
세분되는 메모리 시스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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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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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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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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