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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집적된 데이타 및 비디오메모리용버스아키텍쳐

요약

집적된 데이타 및 비디오 메모리용 버스 아키텍쳐 및 프로토콜이 개시된다.

고속전용 메모리 버스가 메모리 제어기에 접속된다. 이 메모리 제어기는 1 이상의 처리기를 상호 접속시
키며 차례대로 다중 처리기 버스에 접속된다.

다이내믹 램(DRAM), 비디오 램(VRAM), 및 스태틱 비휘발성 램(SRAM)을 채용한 단일 인라인 메모리 모듈
(SIMM)이 메모리 버스에 접속된다.

버스 프로토콜을 형성하는 버스제어신호 및 메모리 제어기로부터의 어드레스 및 데이타라인이 메모리 버
스상에 동작하는 모든 메모리모듈에 의해 공유된다.

소정 제어신호는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메모리 모듈의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 모듈상의 특정 동작을 불러 
일으키거나 취소된다. 메모리 모듈은 일관된 제어신호 핀 아웃의 결과 일관된 프로토콜을 포함하게 된다. 
SIMM는 버퍼링과 변환기능을 추가로 포함함으로서 메모리 제어기로 하여금 이들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 경
비를 경감시켜준다. 모든 형태의 메모리를 단일 데이타 및 비디오 메모리 아키텍쳐내에 집적시킴으로서 
고기능 전용의 메모리 버스가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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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집적된 데이터 및 비디오 메모리용 버스 아키텍쳐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집적된 데이터 및 비디오 메모리 버스의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의 집적된 데이터 및 비디오 메모리 버스에 대한 메모리 제어기의 블록도,

제3도는 메모리 버스에 접속된 램(VRAM) 단일 인-라인 메모리 듀얼(SIMM)의 블록도,

제4도는 메모리 버스에 접속된 다이나믹 램(DRAM) SIMM의 블록도,

제5도는 메모리 버스에 비휘발성 스태틱 램(SRAM) SIMM의 블록도,

제6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VRAM 페이지 모드 판독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7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VRAM 페이지 모드 기록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8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RAS 리플래시 사이클 전에 CAS를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9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동증가 판독/기록을 지원하는 VRAM 내로 어드레스의 로딩을 설명
하는 타이밍도,

제10a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반단어에 대한 직접 어드레스 모드 판독 사이클을 설명하는 타이
밍도,

제10b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반단어에 대한 직접 어드레스 모드 기록 사이클을 설명하는 타이
밍도,

제11a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1이상의 단어에 대해서 간접 어드레스 모드 판독 사이클을 설명
하는 타이밍도,

제11b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1이상의 단어에 대해서 간접 어드레스 모드 기록 사이클을 설명
하는 타이밍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특정 I/O 동작에 대해서 I/O 공간으로의 기록 사이클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13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VRAM이 리플래시/리로드될 때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발해진 RAS를 
차단하기 위해 비디오 버퍼내에 내부 제어신호의 표명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14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VRAM이 서비스를 요구할 때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메모리 엑세스
를 종료하기 위해 비디오 버퍼내에 내부 제어신호의 표명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15도는 VRAM이 서비스를 요구하지만 메모리 제어기가 그의 엑세스를 완결하도록 허용되면 메모리 제어
기에 의해 I/O 엑세스를 종료하기 위해 비디오 버퍼내에 내부 제어신호의 표명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16도는 내부 제어신호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비디오 버퍼내에 데이터 블록 제어신호의 표명을 설명하
는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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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는 메모리 제어기에 의해 발해진 CAS-, RAS-, 및 체크- 비트- 기록- 비트(CBW)의 비디오 버퍼에 의
한 버퍼링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18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VRAM 리플래시 동안 비디오 버퍼의 기능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19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VRAM 리로드 동안 비디오 버퍼의 기능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20a 및 20b도는 집적된 테이타 및 메모리 버스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SRAM SIMM로의 각각의 판독 및 기
록 엑세스를 설명하는 예시적인 타이밍도,

제21도는 모든 SIMM 슬롯에 대해서 컬럼 엑세스 스트로브(CAS) 및 로우 엑세스 스트로브(RAS) 제어신호의 
분포를 설명하며,

제22a 및 22b도는 각 SIMM상에서 이용되는 고밀도 접속기를 설명하며,

제23도는 집적된 데이터 및 비디오 메모리 버스에 대한 프로토콜을 구현하는데 이용되는 제어신호표,

제24도는 고밀도 SIMM 접속기에서 이용되는 핀 넘버링을 설명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 및 그 관련 메모리 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집적된 데이터 및 비디오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모듈용으로 설계된 버스 아키텍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범용 컴퓨터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동작하는 능동소자들을 접속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1이상의 
버스를 포함한다. 버스는 통상 시그날 라인의 그룹으로 표현되며 그를 통해서 임의 몇몇 소오스로부터 임
의 몇몇 수신지로 정보가 전송된다.

물리적으로 버스는 컴퓨터 마더보드상에서 루트되는 와이어의 집합이며, 여러 능동소자가 삽입되는 소켓
에서 종료된다. 능동소자는 통상 모듈형태로 구성되며, 버스를 형성하는 와이어집합을 통해서 전송된 신
호를 발생하고 수신한다.

공지버스시스템으로서는 VMEbus , microchannel , multibus , MBus 및 SBus 등이 있다.

통상 버스를 통해 통신하는 장치는 총체적으로 버스 프로토콜이라 언급되는 한세트의 제어신호를 이용해
서 버스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의 전송을 조정한다.

이와같이 많은 제어신호는 상기 언급한 버스시스템과 일반적인 버스시스템에 있어서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버스프로토콜은 이러한 신호를 채용하는 특정 버스에 대해 독특한 방식으로 버스를 통해 전송되
는 데이터의 조작을 허용하는 수개의 특정 제어신호를 더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떤 버스는 수개의 마스
터를 수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며, 그 버스의 작동은 버스상에서 동작하는 수개의 슬라이브중 어떤 것을 
제어하고자 하는 마스터에 의해 발생된 신호를 수용해야 한다. 대신에 또 다른 버스는 버스상에서 동작하
는 수개의 임의 장치중 어느 것이든 수용하도록 더욱 일반적으로 설계되며, 버스에 접속된 장치의 어떠한 
특정 동작특성도 허락하지 않는다.

더욱이 모든 버스는 버스의 물리적 설계한도, 즉 대역폭, 데이터속도, 및 클록주파수 한도내에서 동작하
도록 제한된다.

물론 과거에는 버스상에서 동작하는 메모리장치가, 제공될 메모리기능의 유형에 따라 모듈별로 그룹으로 
형성되었었다. 전형적으로 어떤 형태의 메모리, 예컨데 주기억장치는 버스에 접속되며, 이 버스는 처리기 
또는 다중처리시스템내의 처리기에 접속된다.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의 특정구성에 따라서 비디오 프레임 버퍼전용의 메모리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같은 
타용도의 메모리를 형성하는 추가적인 메모리소자가 주기억장치를 처리기에 접속시키는 버스가 아닌 다른 
버스에 접속된 모듈별로 그룹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메모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나중에 추가
되어 또 다른 버스상에 그룹으로 형성될 수 있다.

수개의 버스상에 분포된 메모리를 구비한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메모리모듈로의 에세스는 원격 
버스시스템상에서 동작하는 메모리장치까지 또는 이 메모리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기록하고자 
하는 처리기로부터 신호가 이동해야만 하는 인터페이스 칩 및 제어기 그리고 데이터 경로의 수에 의해 방
해받을 수 있다. 더욱이 메모리모듈들이 분산됨으로써 수개의 버스데이터경로 및 메모리그룹을 수용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내에는 더 큰 영역이 요구된다. 메모리 그룹을 분산시킴으로서 나타나는 또 따른 결과
는 그러한 메모리그룹내에 삽입된 메모리 모듈이 그 메모리 그룹에 대해 특정되며 다른 메모리그룹으로부
터의 메모리 모듈과 상호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기억장치로부터의 메모리 모듈은 다른 버스상에서 동작하는 비디오 프레임 버퍼용 메모리 모
듈과는 일반적으로 교환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주로 비디오 프레임 버퍼메모리로의 제어신호가 주기억
장치 모듈로 향하는 제어신호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다양하게 분산된 버스 시스템 모두에 있어
서 존재하는 문제점으로는 여러 유형의 제어신호와 신호조건을 수용하기 위한 신호라인의 수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복잡함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가격을 증가시키고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발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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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된 데이터 및 비디오 메모리용 버스 아키텍쳐가 개시된다. 고속용 메모리 버스가 메모리 제어기에 접
속된다.  이 메모리 제어기는 1이상의 처리기를 상호접속시키는 다중처리기 버스에 차례대로 접속된다. 
DRAM,  비디오 램(VRAM)  및 스태틱 비휘발성 램(SRAM)을 채용하는 로우프로파일의 SIMM(Single-in-line-
memory-module)이 메모리 버스에 접속된다. 메모리 제어기로부터의 어드레스 및 데이터 라인과 버스제어
신호는 메모리 버스상에서 동작하는 모든 메모리 모듈에 의해 공유된다.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메모리 모듈의 형태에 따라 어떤 제어신호는 메모리 모듈상에서 특정동작을 불러낸
다.

VRAM SIMM 메모리 모듈의 높은 기능성으로 인해 다수의 체크- 비트와 기록- 비트는 VRAM SIMM 상의 I/O 
레지스터에 대한 엑세스와 기록 인네이블의 결합을 제공한다.

단일 작동라인이 연속된 시간중에 SIMM 제어기에 대해 메모리 모듈의 리엑세스와 백오프를 요구하는 어떠
한 메모리모듈에 의해서든 주장된다.

메모리 버스 아키텍쳐는 메모리 버스 대역폭을 다중처리기 버스의 대역폭과 거기에 접속된 처리기의 데이
터속도에 매치시키도록 설계된다.

집적된 데이터와 비디오 메모리내에 포한되는 메모리 모듈은 제어신호 핀 아웃의 일관된 프로토콜 주위에 
구성된다. VRAM SIMM은 또한 비디오 버퍼링과 변환기능을 추가로 포함함으로서 메모리 제어기로부터 이들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 경비를 경감시켜 준다. VRAM SIMM은 비디오 모니터를 직접 구동시키기 위해 비디오 
출력 블록을 추가로 포함한다. 다중 프레임 버퍼는 집적된 데이터 및 비디오 메모리 버스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단일데이타 및 비디오 메모리 아키텍쳐로 모든 형태의 메모리를 집적시킴으로서 메모리 모듈로의 단순화
되고 일관된 액세스를 허용하며 컴퓨터 시스템과 접속된 주변프로세스의 갱신을 단순화시킨다. SIMM 모듈
은 고밀도 접속기를 포함하며 SIMM내로 고기능성이 포함되도록 허용한다. SIMM은 풀 데이터 경로- 폭 증
가만큼 메모리를 확장하고 이용가능하게 될 때까지 고용량 RAM 칩을 조정하도록 구성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집적된 데이터 및 비디오 메모리용 버스 아키텍쳐가 개시된다.

아래의 설명에서는 설명의 목적으로 특정수, 시간, 신호 등이 본 발명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 또한 공지의 회로 및 장치는 본 발명을 불필요하게 모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블록도형태로 도시된다.

집적된  데이터  및  비디오  메모리  버스의  바랍직한  실시예는  CMOS(Complementary mental-oxide-
semiconductor) 기술과 함께 이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정의 전력에 관한 상세 및 타이밍 프로토콜은 전력소비를 줄이고 CMOS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제어신호에 충분히 안정된 시간을 공급하도록 최적화된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상기 상세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없이 변형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또한 
앞으로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소정버스라인은 액티브 하이(active high) 또는 액티브 로우(active low)에 
있다고 표현될 것이다.

이 용어들은 논의되는 특정 버스제어 또는 데이터 또는 어드레스라인이 표명되었는지 따라서 버스동작에 
관련이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되게 된다.

그러나 액티브 하이 또는 액티브 로우 신호의 표명(assertion)은 어떤 설계를 선택하는가에 따른 문제임
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제어신호의 안정도의 정확성과 데이터 전송속도를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본 발명
의 범위내에서 액티브 하이와 액티브 로우 대신에 다른 대체물을 포함하도록 버스의 설계를 변형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버스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완전히 동기된 방식으로 동작하며, 여기서 모든 버스신호는 
클록펄스의 상승에지에서 변화된다.

높은 데이터 전송속도를 얻기 위해 동기식 설계가 소망되며, 동기식 버스설계는 클록펄스에지의 검출을 
단순화시킨다.

그러나 클록펄스의 상승에지를 이용하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이며 본 발명은 클록펄스의 하강에지상에서도 
동기될 수 있다.

A.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버스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집적 메모리 버스를 포함하는 다중 처리기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다중 
버스 아키텍쳐에 대한 블록도가 도시된다.

본 실시예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뷔우에 소재한 선 마이크로시스템사에 의해서 제조된 소정의 컴퓨터 시
스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1도에서 다수의 시- 다중(time-multiplexed)버스신호선(10)이 메모리버스를 형성한다.

신호선(10)은  메모리  제어기(20)로부터  루트를  통해  송신되며  다수의  단일  인라인  메모리 모듈
(30;SIMM;Single In-line Memory Module)에 접속된다.

신호선(10)은 어드레스 라인(ADDR[11:0]),  데이터 라인(DATA[127:0]),  및 본 명세서에서 기술되는 집적 
메모리 프로토콜에 따라서 메모리 제어기로 하여금 버스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SIMM(30)를 엑세스하도록 
허용하는 다수의 제어라인(15)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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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어라인(15)의 기능 및 효과는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  각각  다른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SIMM(30)는 DRAM, 비디오 램(VRAM), 및 비휘발성 스태틱 램(SRAM)을 포함해서 여러 메모리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아래의 설명에서 상기 메모리유형의 어떠한 결합이든 집적 메모리 버스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특정예를 들어 설명하겠지만 본 발명의 메모리 버스는 균등제어신호와 신호 핀아웃을 포함
함으로써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SIMM(30)가 SIMM슬롯내에 임의로 위치할 수 있다.

메모리 제어기(20)는 다중 처리기 버스(40)를 통해 1이상의 처리기(42)에 접속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다중 처리기 버스(40)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뷔우에 소재한 선 마이크로시스템사에 
의해 제조된 컴퓨터에서 발견되며 Mbus Specification, Revision 1.1에서 설명되는 Mbus이다.

버스 인터페이스(45)는 버스(40)를 제2범용 버스(50)에 접속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범용버스(50)는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뷔우에 소재한 선 마이크로시스템
사에 의해 제조된 컴퓨터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Sbus Specification, Revision 1.1에서 설명되는 Sbus이
다. 그러나 이러한 범용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처리기도 이용 가능하며 이것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다.

시스템클록(47)은 클록신호를 버  스(40 및 50)뿐 아니라 메모리버스에 접속된 모든 장치에 분산시킨다. 
여러 종류의 I/O 및 주변장치(52)가 버스(50)에 상호 접속됨으로써 완벽한 컴퓨터 시스템을 형성한다.

B.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 구성요소

제2도를 참조하면, 제1도에 도시된 집적된 데이터 및 비디오 버스상에서 동작하는 메모리 장치로의 액세
스를 제어하는데 이용되는 메모리 제어기(20)의 블록도가 도시된다.

제2도에서, 메모리 제어기(20)는 다중 처리기 버스(40)를 통해 전송된 어드레스 및 데이터신호를 MBus 슬
레이브 인터페이스(20a)를 거쳐 수신한다.

MBus 슬레이브 인터페이스(20a)는 MBus 슬레이브로서만 동작하는 설비를 포함하여 풀레벨 2MBus 프로토콜
을 구현한다.

데이터 및 어드레스 신호는 MBus 슬레이브 인터페이스(20a)에 의해 수신된후 수개의 내부 로직 블록으로 
전송되며 계속해서 신호선(10)으로 다시 전송된다.

메모리 제어기(20)는 메모리 버스가 본 명세서에 기술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동작하기에 충분한 기능성을 
갖도록 의도되었다.

현재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메모리 제어기(20)는 체크- 비트 발생 및 에러검출블록(20b), 데이터 버스, 체
크비트, 및 어드레스블록(20c), 버스 아비터(arbiter) 및 기록버퍼(20d), 제어신호발생 및 리플레쉬블록
(20e), 상태 및 제어레지스터(20f) 및 비디오 I/O 액세스 블록(20g)을 포함한다.

제3도를 참조하면 메모리 버스 신호선(10)에 접속된 비디오 램(VRAM) SIMM(VSIMM)(32)의 블록도가 도시된
다. 제3도에서, VSIMM(32)은 보드상의(on-board) 비디오 버퍼(35)를 통해서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 제
공되는 다른 공유제어신호와 함께 어드레스신호(ADDR[11:0])와 데이터신호(DATA[127:0])를 수신한다. 비
디오버퍼(35)는 다수의 VRAM 칩(34)과 출력장치(도시안됨)에 접속되는 출력을 구비하는 출력 인터페이스
(36)에 차례대로 접속된다. 다중 VSIMM(32)이 아래에 자세히 설명될 어드레스 공간 제약에 따라서 메모리 
버스(10)에 접속될 수 있다.

제3도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체크- 비트- 기록 신호선(CBW[7:0]과 CBW[15:8])인데 이것은 메모리 버
스(10)를 통해서 보통 분산되지만 VSIMM(32)에 특별히 응용된다.

특히 액티브 로우 바이트로 이용되는 CBW[7:0]은 VRAM(34)의 자동증가 레지스터내로 비이스 어드레스의 
로딩을 가능하게 한다. CBW[7:0] 및 CBW[15:8]의 이용은 제9도 내지 제12도와 관련해서 더 자세히 설명된
다.

제3도에 도시되는 바와같이 VSIMM(32)은 비디오 리플레시를 조작하는 비디오 버퍼(35)와 VRAM으로부터의 
데이터를 RGB 상응형태로 혼합시키는 메모리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36)를 포함한다. 비디오 버퍼(35)는 
VRAM(34)가 리플레시 또는 리로드(reload) 사이클을 요구할 때마다 메모리제어기(20)가 VSIMM(32)의 제어
를 해제하도록 명령하는 VBSY-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36)는 픽셀 클록발생 회로
뿐 아니라 VSIMM(32) 상의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4도를 참조하면 메모리 버스 신호선(10)에 접속된 DRAM SIMM(DSIMM)의 블록도가 도시된다. 
제4도에서 DSIMM(72)는 보드상의 버퍼(75)를 통해서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공유 제어
신호와 함께 어드레스 신호(ADDR[11:0])와 데이터 신호(DATA[127:0])를 수신한다.

버퍼(75)는 다수의 DRAM칩(74)에 차례대로 접속된다.

상기 VSIMM(32)의 경우와 같이 앞으로 자세히 설명될 어드레스 공간 제약에 따라서 다중 DSIMM(72)이 메
모리 버스(10)에 접속될 수 있다.

제3도에서 메모리 버스(10)를 통해 보통 분산되어 있는 체크- 비트- 기록 신호선 CBW[7:0]과 CBW[15:8]는 
공지의 에러정정코드(ECC)용 규격에 따라서 DISS(72)에 응용되는 에러정정 코드비트로 이용된다.

VBSY- 신호는 DRAM(74)에 의해 이용되지 않으며 DSIMM(72)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

제5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프로토콜과 일치하는 비휘발성 스태틱 램(SRAM) SIMM(NVSIMM)(82)이 메모리 
버스 신호선(10)에 접속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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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에서 NVSIMM(82)은 보드상의 버퍼/래치(86)를 통해서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공유
제어신호(15)와  함께 어드레스 신호(ADDR[11:0])와  데이터 신호(DATA[127:0])를  수신한다. 버퍼/래치(8
6)은 다수의 SRAM 칩(84)에 차례대로 접속된다.

상기 VSIMM(32) 및 DSIMM(72)의 경우와 같이 아래에 더욱 자세히 논의될 어드레스 공간제약에 의존해서 
다중 NVSIMM(82)가 메모리 버스(10)에 접속될 수 있다.

제5도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휘발성 NVSIMM(82)은 집적 메모리 버스(10)상에서 DRAM SIMM 동작을 모방
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제어기(20)는  제1도의  SIMM(30)과  같이  설치된  또  다른  DRAM  SIMM(72)과  마찬가지로 
NVSIMM(82)과 통신하게 된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SRAM(84)이 DRAM(74) 대신에 설치되며 NVSIMM(82)간의 
타이밍을 메모리 제어기(20)에 맞추기 위해서 제어신호로직(87)이 제공된다. 또한 공유 다중 어드레스 라
인 ADDR[11:0]를 이용해서 SRAM[84)에 적절한 어드레싱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리된 어드레스 디코더(83)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전력손실이 있는 경우 NVSIMM(82)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배터리 및 백
업회로(88)가 제공될 수 있다.

제21도  내지  24도를  잠시  살펴보면  메모리  버스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해  이용된  모든  어드레스, 
데이타, 및 제어신호가 도시된다.

제2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든 SIMM 슬롯으로의 2컬럼 엑세스 스트로브(CAS) 신호 및 8로우 액세스 스
트로브(RAS) 제어신호에 기초해서 특정 SIMM(30)이 선택된다.

그러나 본 버스 아키텍쳐는 SIMM(30)내에 이용되는 메모리 구성요소를 추가로 선택하도록 8 CAS-신호까지 
수용할 수 있다.

제22a 및 22b도에는 각 SIMM상에 이용되는 고밀도 접속기가 도시된다.

종래의 단일판독 접속기 설계와 비교하여 모든 SIMM(30)에 의해 이용되는 접속기는 신호들이 독립적으로 
SIMM 보드의 각 측면상에 루트되는 이중 판독 설계를 포함한다.

제23도에서 집적 데이터 및 비디오 메모리 버스용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어신호 테이블이 이용된
다. 모든 제어신호가 모든 SIMM 슬롯위치로 루트되지만, 비디오 제어신호는 오직 VSIMM(32)에 집속되며, 
비디오 버퍼(35) 및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36) 사이에서만 루트된다. 마지막으로 제24도는 제22a 및 22b
도에 도시된 고밀도 SIMM 접속기에서 이용되는 핀 넘버링을 도시하며 이것은 메모리 버스(10)상에서 동작
하는 모든 SIMM(30)에 의해 공유된다. 

따라서 현재 바람직한 것으로 제1도 내지 제5도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메모리 버스는 데이터당 128비트 
크기이며 추가로 16에러 정정코드(ECC) 체크비트를 구비하며 144비트의 총 버스 데이터경로 폭을 제공한
다.

특히 본 메모리 시스템의 실시예는 80나노초  DRAM(74)과 VRAM(34)를 이용하며 따라서 메모리 버스당 대
략 20MHz 데이타속도를 제공한다.

메모리 제어기(20)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144비트 데이타경로 메모리 버스(10)와 64비트 MBus(40)간에서 
인터페이스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회로(ASIC)이다.

메모리 제어기(20)는 1이상의 DSIMM(72)(제4도)으로 구성되는 주기업장치로부터 MBus 마스터(42)에 의해 
버스(40)(MBus)를 통해 전송된 데이타 요구를 서비스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메모리 제어기(20)는 40MHz MBus 데이타속도로 동작하며, 40클록사이클, 또는 100 
나노추내에 RAS-(로우 액세스 스트로브) 표명후 메모리 시스템을 형성하는 어떠한 SIMM(30)으로부터든 데
이타를 수신할 수 있다.  실제 판독 액세스 시간은 7클록이며 라인 판독시간은 적어도 10클록이다.  사이
클 시간은 적어도 11클록이다.  메모리 제어기(20)는 초당 87메가바이트의 속도로 32바이트 전송을 지속
시키며 128 바이트 버스트(burst) 전송을 생성시킬 수 있다.

MAS-(MBus 어드레스 스트로브)로부터 제1데이타까지의 메모리 제어기 대 MBus 판독 대기시간은 7 MBus 클
록이다.  본 발명의 동작 프로토콜을 형성하기 위한 다른 제어신호와 결합된 RAS-의 제공은 제6도 내지 
제20b도를 참조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주기억장치의 최대용량은 512MB이며, 이는 다중 컬럼/열 방식으로 메모리를 어드레싱하기 위해 본 구현예
의 메모리 제어기(20)에서 이용가능한 29어드레스 비트가 존재함으로써 결정된다.  나머지 3비트는 메모
리 공간내의 즉 VRAM 및 DRAM 어드레스 공간사이의 I/O공간을 구별하기 위해 이용된다.  각 SIMM(30), 즉 
각 SIMM 위치는 그것에 할당된 64MB 어드레스 공간을 구비한다.  즉 위치 0은 어드레스 0에서 시작하고 
위치 1은 어드레스 0x4000000 에서 시작되고, 위치 2는 어드레스 0x8000000 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위치 0에 16MB SIMM(30)이 존재하는가에 관계없이 위치 1에서 SIMM(30)는 0 또는 0x4000000 으로
부터 64메가바이트에서 시작하는 어드레스에 해당한다.

부트 프로그램 가능 판독 전용 메모리(PROM)(도시안됨)는 각 위치로부터의 응답을 관찰하며 한편 기록한
후 계속해서 VSIMM 및 DSIMM용 소정 어드레스로부터 판독함으로써 어떤 위치에 어떤 SIMM(30)가 설치되는
가를 결정한다.

메모리 버스 및 관련 메모리 제어기에 대한 총 어드레스가능 메모리 공간이 매우 크기 때문에(  2GB) 본 
아키텍쳐에서는 2 메모리 제어기를 구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구성되고 있는 바와같이 제1메모리 제어기(20)는 어드레스 0x00000000 내지 0x0F000000에 해당하는 
반면 제2메모리 제어기는 어드레스 0x100000000 내지 0x1F000000에 해당한다.  2메모리 제어기는 두 뱅크
의 SIMM 소켓을 허용하므로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을 8 SIMM(30)로부터 16 SIMM 까지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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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메모리 버스 아키텍쳐의 실시예에서 마더보드상에는 오직 1메모리 제어기(20)만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1묶음의 데이타 경로, 즉 메모리 버스(10)로부터 메모리 제어기(20)에 대한 접속기까지의 
신호선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MBus(40)상에 접속된 또다른 메모리 제어기를 구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2메모리 제어기는 그의 MBus 
카드상에 그 자신의 로컬 메모리를 구비해야 한다.

현재 바람직한 것으로는 제1도에 도시되는 바와같이 메모리 시스템은 8 SIMM(30)까지 수신하는 8 위치를 
구비한다.

SIMM위치(0, 2, 4, 및 6)는 오직 DSIMM(72)만을 포함한다.

DSIMM(72)은 이중으로 나누어져서 36개의 1메가비트-바이-4(1Mbx4) TSOP DRAM(74)을 이용해서 16메가바이
트(MB) DRAM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대신에 DSIMM(72)는 36개의 4Mbx4 TSOP DRAM(74)를 이용하는 경우 64MB를 포함할 수 있다.  SIMM 위치(1, 
3, 5, 7)는 VSIMM(32) 또는 DSIMM(72)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VSIMM(32)는 현재 2 크기, 즉 32개의 256x4 VRAM(34)으로 구성되는 4MB 및 32개의 256Kx8 VRAM(34)으로 
구성되는 8MB를 이용가능하다.

VSIMM(32)는 또한 32개의 128Kx8  VRAM,  32개의 256Kx8  VRAM,  32개의 256Kx16  VRAM,  및 32개의 512Kx8 
VRAM으로 형성될 수 있다.

현재 구성된 VSIMM(32)는 비디오 출력과 관련된 추가적인 기능성을 루트하기 위해 정규 SIMM 소켓에 추가
해서 길이가 확장된 비디오 소켓을 필요로 한다.

본 실시예는 SIMM 위치 1과 3에 확장된 2 비디오 소켓만을 구비한다.

따라서 메모리 버스 아키텍쳐는 메모리 버스상에 존재하는 다중 프레임 버퍼(VSIMM 32)를 지원하지만 그 
구현에 있어 물리적 공간제한이 위치 5 및 7로부터 비디오신호를 백패널로 루트하기 위해 여분의 플렉스-
케이블링이 없을 경우 프레임 버퍼로서 VSIMM(32)의  수를 오직 두개로만 제한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VSIMM(32)이 MBus(42) 또는 SBus(50)상에 위치하는 경우 본 구현예엣 2 이상의 프레임 버퍼를 가질 수 있
다.  따라서 메모리 버스 아키텍쳐는 64MB DSIMM(72)을 이용할 때 최대 512MB의 DRAM을 지원할 수 있다.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 지원되는 특정 DSIMM(72)는 아래에 열거된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 지원되는 특정 VSIMM(323) 아래에 열거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의 메모리 제어기(20)는 비연속 메모리 어드레싱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프
트웨어는 부팅시 메모리구성을 식별하는 미러링 계획을 이용할 수 있다.  식별되지 않은 어드레스 공간 
액세스는 MBus 프로토콜에 따라서 MBus로 하여금 타임-아웃을 일으킨다.  상기한 바와같이 메모리 제어기
(20)는 DRAM, VRAM, 및 SRAM 모듈을 포함하여 여러 SIMM(30)를 지원하여 4 슬롯에서 4 VSIMM(32)까지 직
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많은 SIMM 슬롯/보드 결합(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48)이 주어질때 임의위
치내에 내장된 임의 SIM(30)의 식별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슬롯-특정 SIMM(30), 예를 들어 
VSIMM(32)의 구성은 표준 SIMM 액세스전에 설정될 수 있다.  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SIMM 위치 프로우브 
결정 구성은 시스템 메모리 메핑용으로 또한 이용될 수 있다.

SPARC MBus Interface Specification, Revision 1.1에서 설명되는 바와같이 풀 레벨-2 MBus 슬레이브 프
로토콜을 구현하는 제2도에 도시된 MBus 슬레이브 인터페이스(20a)는 아래와 같이 명시된다.  모든 8MBus 
트랜잭션 크기가 지원된다.

모든 MBus확정 트랜잭션 타임이 지원된다.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 제공되는 MBus-확인은 MRTY-(MBus 재시도) 없는 것들에 현재 제한되는데 그 이
유는 재시도가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서비스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모리 제어
기의 다른 구현은 MRTY-를 포함할 수 있다.

일관된 전송중에는 반사갱신이 지원되지 않는다.  CI동작은 다른 장치들이 MBus CI 확인을 소유하도록 디
스에이블될 수 있다.  MIHDEL 윈도우에서 표명된 MIH는 일관된 MBus 전송확인을 취소하며 버스점유를 포
기한다.

C. 메모리 시스템-메모리 제어기 트랜잭션의 의미연구

1. DRAM 제어

연산 사이클 타이밍 관계는 제6도 내지 제20도에 도시된 타임도에 도시된다.

CAS-는 퀴드(quad)워드 데이타 버스로부터 더블워드를 선택하기 위해 이용된다.

각 SIMM(30)은 8 RAS-신호(128비트당 1RAS)중 하나에 의해 선택된다.

12비트 어드레스는 컬럼/열 어드레스 형태로 16Mb의 비대칭 DRAM 성분요소까지 지원할 수 있다.  부분적
인 더블 워드 액세스가 내부 판독수정 기록 사이클과 함께 성취된다.  일관된 전송은 프로그램된 MIHDEL
에 의해 그의 응답 윈도우를 확장한다.  싸여진 판독 버스트 전송은 그 전송의 8 바이트로 배열된 어드레
스상에 제1더블워드를 공급한다.  스토어는 기록사이클전송 초기에 DRAM을 이용한다.

2. VRAM 제어

VRAM 전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에러 정정 코드(ECC) 체크 비트 또는 패리티도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이트 기록 인네이블(WE-)는 체크-비트-기록(CBW)신호 라인상에서 멀티플렉스되어 핀을 절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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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VRAM(34)의 병렬 포트는 DRAM(74)과 동일한 타이밍 제한 조건을 액세스한다.

제8도에 도시되는 바와같이  CBW[15:0]은 리플래시 사이클 동안 비표명된다.

각 BRAM(34)은 SIRQ-신호에 의해 2 및 4MB 플레임 버퍼 모두에 대해서 128 비트데이타 경로 또는 8 및 
16MB 플레임 버퍼에 대해서 256 비트 데이타 경로상의 직렬포트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다.  256 비트 데
이타 경로폭은 고해상도 모니터에 대해서 이중으로 버퍼된 참 컬러를 지원하는데 응용된다.  본 구현은 
VRAM 판독동작에 대해서 MRDY-상에서 619 옴(ohm) 풀-업을 요구한다.

3. SXIMM 선점 프로토콜(Preemptive Protocal)-개요

제3도에서 이미 도시되는 바와같이, VRAM(34)은 VSIMM(32) 상에 위치하며 VSIMM(32)상의 비디오 버퍼(3
5)에 의해 서비스된다.  효과적인 모듈러형태로 비디오 버퍼(35)는 VRAM 리플래시 및 리로드 사이클의 수
행을 책임진다.

메모리 제어기(20)의 VSIMM 요구는 모든 SIMM(30)사이에서 일관된 선점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비디오 버퍼
(35)로 중재된다.  요청하는 비디오 버퍼(35)는 메모리 제어기(20)의 RAS-가 표명된후 제2의 에지 상승후 
곧바로 동시에 VBSY-를 표명한다.  그 다음 메모리 제어기(20)는 비디오 버퍼(35)가 그의 유휴 윈도우를 
벗어나 변환할 때 메모리 제어기(20)의 임의의 진행중인 전송 사이클을 비-파괴적으로 선점하게 된다.

메모리 제어기(20)는 2연속 클록에 대해 RAS-를 비표명함으로서 비디오 버퍼(35)에 대해서 VSIMM 점유를 
포기한다.  일단 비디오 버퍼(35)가 VSIMM 점유를 획득하게 되면 메모리 제어기(20)와 공유된 모든 VRAM 
제어를 차단하며 (VRAM 액세스 프로토콜에 복종하는) 모든 VRAM 제어를 논리적으로 오버드라이브시킨다.

그후 비디오 버퍼(35)는 분리된 메모리 제어기(20)의 CBW 버퍼에 대해 3-상태 인네이블을 또한 비표명한
다.

유휴 윈도우의 끝부터 서비스 완료까지의 최대주기는 ACTIVE 윈도우라 불리운다.

VSIMM(32)은 VBSY-와 함께 초기 메모리 제어기(20)의 RAS-슬롯 요구에 동시에 응답하고 한편 비디오 버퍼
(35)는 활동적으로 서비스한다.

VBSY-는, VSIMM 서비스가 완결되어 비디오 버퍼(35)가 더이상 ACTIVE 윈도우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공유신호를 차단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표명됨으로써(액티브 로우)메모리 제어기(20)의 전송이 알지 못하
게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VSIMM 점유를 유지한후 메모리 제어기(20)는 인터럽트된 전송을 다시 시작한다.

본 크로토콜은 메모리 제어기(20)가 그의 인터럽트된 전송상태로부터 변환되어 상이한 SIMM 위치로의 메
모리 제어기(20)의 리플래시동안 비디오 버퍼(35)가 VSIMM 점유를 재개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RAS-를 
재표명할때 메모리 제어기(20)로 하여금 VBSY-를 모니터 하도록 허용한다.

비디오 버퍼(35)에 의한 주기적인 VSIMM 리플래시 및 시프트 리로드 서비스는 12대기 사이클의 최소 프로
그램가능 지연후의 발생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비디오 버퍼(35)용 액티브 윈도우는 시스템 구성을 수용하도록 최소 12클록부터 확장될 수 있다(예를 들
면, 액티브 윈도우 사이즈는 최소 동기지연보다 크게 프로그램되어야 한다).

이 프로토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VSIMM 프로토콜 상세로부터 참조된다.

4.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신호메모리  버스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해  ECC  메모리  제어기(20)  및  모든 
SIMM(30)에 의해서 이용되는 제어신호는 다음과 같다.

D[127:0] 양방향 다중 데이타 버스 신호 라인

CBW[15:0] 바이트 기록 인네이블 신호.  VRAM(34)으로의 기록 액세스동안 이들 라인은 기록될 바이트를 
지정하여 VRAM 판독을 위하여 하이로 구동된다.

레지스터 I/O 액세스에 있어서 CBW[7:0]은 양방향 데이타 버스로 이용되고 CBW[8]은 판독/기록-신호로서 
이용된다.  모든 레지스터 사이클은 바이트전송이다.

IOSEL-BRAM(34) 또는 레지스터 액세스 선택 신호.  표명되면 이 신호느느 레지스터 I/O 공간을 선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액세스는 VRAM(34)으로의 액세스이다.  이 신호는 RAS-를 한정하는데 이용된다(제9-
16도 참조).

VBSY-선점 프로토콜을 구현하는데 이용되는 비디오 통화중 신호.

RAS에 응답해서 표명되면 비디오 버퍼(35)는 리로드 또는 리플래시 사이클과 통화중이거나 그러한 사이클
의 실행을 모색한다.(제13-20b도 참조).

RAS-IOSEL-이 취소될때(하이) VRAM(34)으로의 액세스용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IOSEL-이 로우로 
표명되면 RAS-는 레지스터 I/O 전송용의 칩 선택 신호이다(제13-20b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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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 VRAM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롱 워드 0.

CASIN1- BRAM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롱 워드 1.

A[11:00] VRAM 액세스용 다중 열/컬럼 어드레스 버스.

A[8:7]  아래와 같이 레지스터 I/O 사이클용 사이클 형태 지정자로서 이용된다.

MCLK MBus 시스템 클록.  모든 전송은 이 클록으로 동기된다.

ROE-VRAM 출력 인네이블.  이 신호는 D[127:0}라인상의  VRAM 판독 데이타를 인네이블 하는데 이용된다.

메모리 제어기(20)로부터의 모든 VRAM 전송은 IOSEL 취소된(하이)상태에서 RAS-의 표명에 의해 시작된다.

5. VRAM I/O용 VSIMM 선점 프로토콜(IOSEL-취소)-판독 트랜잭션 의미

제6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른 VRAM 페이지 모드 판독동안의 타이밍을 설명하고 있다.  제6도에서, 
메모리 판독 동작은 MBus 어드레스로부터의 MBus 데이타 요구와 함께 시작하고 이것은 MBus 어드레스 라
인 MAD[63:0] 상에서의 구동으로 인해 그로부터 데이타가 요구되는 어드레스와 함께 MAS-액티브 로우를 
표명함으로서 실행된다.  만약 메모리 제어기(20)가 그의 메모리 공간내에서 이 데이타를 발견한다면 메
모리 제어기는 메모리 버스 어드레스 라인 ADDR[11:0]상에 관련 로우 어드레스(Row Ad)를 위치시키며 그
후 RAS-를 액티브로우로 표명하게 된다.

그후 메모리 제어기(20)는 CAS-를 표명하는 동안 메모리 버스 어드레스 라인ADDR[11:0]상에 관련 컬럼 어
드레스(ColAd)를 위치시킨다.

CAS-의 표명후에 제1데이타는 메모리 버스 데이타 라인 DATA[127:0] 상에 복귀한다.

현재의 바람직한 VRAM(34)를 이용해서 데이타는 RAS-의 초기 표명후 대략 100 나노초후에 복귀한다.  그 
데이타는  메모리  제어기(20)를  통해  1  사이클내에  버퍼되며  MBus(40)의  다중데이타/어드레스 라인
(MAD[63:0])상으로 보내진다.

최종적으로 확인 MRDY-신호(도시안됨)이 표명되며 한편 그 데이타는 데이타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결되었
음을 확인하기 위해 MBus(40)상으로 복귀한다.

5. VRAM I/O용  VSIMM 선점 프로토콜(IOSEL-취소)-기록 트랜잭션 의미

제7도는 본 발명의 프로토콜에 따른 VRAM 페이지 모드 기록동안의 타이밍을 도시한다.  제7도에서, 메모
리 기록 트랜잭션은 MAS-와 함께 MBus 어드레스 라인 MAD[63:0]상에 표명된 주기억 메모리 어드레스로 구
성되는 MBus 기록요구와 함께 시작한다.  그 다음 클록 사이클에서, 기록될 데이타는 MBus 어드레스 라인 
MAD[64]사에서 표명되며 첫번째 4 바이트가 2 사이클동안 MAD[64]상에서 표명되며 첫번째 4 바이트가 2 
사이클동안 MAD 라인상에서 표명되며, 그후 각 연속되는 4 바이트가 1 사이클동안 MAD 라인상에서 표명된
다.

각각의 4 바이트가 MBus 어드레스 라인상에서 표명되는 4 사이클동안, MRDY-신호(도시안됨)는 이것이 타
당 데이타 전송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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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MRDY-가 표명되면 메모리 제어기(20)는 지정된 로우 어드레스(RowAd)와 함께  RAS-를 표명한다.  제
5사이클에서, 데이타가 기록 이네이블(WE-)과 함께 메모리버스(10)상에서 표명되며 이것은 그 다음 3 사
이클동안 그 표명이 유지된다.

제3사이ㅡㄹ에서, 메모리 제어기(20)는 컬럼 어드레스(ColAd0)를 표명하며 3 사이클후 사이클 6에서 CAS-
가 표명되어 첫번째 144 비트의 데이타가 기록된다.

새로운 컬럼 어드레스(ColAd1)이 클록 사이클 7 및 8에서 표명되고 이것에 대해서 CAS-가 클록 사이클 8
에 표명될때(사이클 7 및 8상에서 표명된)데이타가 기록된다.

5. VRAM I/O용 VSIMM 선점 프리토콜(IOSEL-취소)-래플래시

제8도를 참조하면 프로토콜은 RAS-리플래시 사이클전에  CAS-를 지원한다.

그러나 비디오 버퍼(35)는 만약 VRAM(34)용 리플래시 사이클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되면 이 사이클을 무
시할 수 있다.

6. 레지스터 I/O용 VSIMM 선점 프로토콜(IOSEL-취소)

모든 레지스터 I/O 사이클은 RAS-에 이어지는 IOSEL-의 표명에 의해 개시된다.

이 경우 RAS-는 디바이스 레지스터를 판독하고 기록하기 위한 칩 선택 신호로 이용된다.  2 타입의 레지
스터 사이클이 있다.  즉,

1) 1 이상의 데이타 바이트 전송에 이어지는 제1어드레스 전송으로 구성되는 직접 모드 액세스.

2) 어떠한 어드레스 전송도 없는 간접 모드 액세스.

응답 디바이스는 각 데이타 바이트 전송의 끝에서 그의 프리로드된 자동 증가 어드레스 레지스터 내의 어
드레스를 자동적으로 증가시킨다.  간접 모드 액세스는 항상 I/O 어드레스(10A) 페이지(15)에 대해 행해
진다.

메모리 제어기(20)는 A[8:7]에서 자동 증가 모드 데이타를 부호화 한다.

어드레스된 디바이스는 아래에 논의될 이미 로드된 자동 증가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해독된다.

제9도에는 자동 증가 어드레스 레지스터내에 어드레스를 로딩하는 것이 도시된다.

이 사이클 타입은 응답 디바이스내의 자동증가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로드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것은 로
드될 어드레스의 2 연속 데이타 바이트 전송중에 CBW[7:0]라인으로부터 로드된다.  IOA Oxn8nn(비트 11 
설정)로의 어떠한 기록이든지 어드레스 전송동안 CBW[7:0] 라인상의 어드레스가 자동증가 어드레스 레지
스터내에 로드되도록 한다.

제10a 및 10b도를 참조하면 각각 직접 모드판독 및 기록동작이 설명된다.

직접모드 레지스터 사이클은 디바이스 레지스터를 셋업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본 크로토콜은 바이트, 반단어, 단어, 및 더블단어 전송크기를 지원한다.

어드레스 하이(AH) 및 어드레스 로우(AL)어드레스 전송 사이클은 그 전송크기에 의해 결정될때 1 이상의 
데이타 바이트 사이클씩 뒤따른다.

응답디바이스는 각ㄱ 데이타 바이트 전송의 끝에서 그의 어드레스 레지스터내의 어드레스를 증가시킨다.

제11a 및 11b도를 참조하면 본 프로토콜에 의해 지원되는 간접 모드판독 및 기록동작이 각각 도시된다.

간접 모드 액세스는 어드레스된 디바이스를 해독하는데 자동증가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이용한다.  이 어
드레스 모드는 VRAM(34)내에 저장된 조사테이블을 개시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이 레지스터는 상기 제9도
와 관련해서 설명되는 바와같이 이미 디바이스 어드레스와 함께 로드되었다.  메모리 제어기(20)는 그후 
IOA[15:0]으로 페이지(15)판독 또는 기록 액세스를 실행한다.

자동증가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각 데이타 바이트 전송후에 증가된다.

제12도를 참조하면 특정 I/O 사이클 액세스가 도시된다.

특정 I/O 사이클은 긴 칩 선택 엑세스 시간을 갖는 디바이스를 액세스하고 초기화하는데 이용되거나 과도 
데이타 셋업 및 보류시간을 요구하는 디바이스를 액세스하고 초기화하는데 이용된다.

메모리 제어기(20) 및 본 프로토콜은 예를 들어 VSIMM(32) 내에 포함된 디지탈 아날로그변환기 또는 그와 
동등한 장치를 액세스하기 위해 특정 사이클을 지원한다.

7. 선점 프로토콜

VBSY-신호는 만약 비디오 버퍼(35)가 비디오 리로드 또는 리플래시 동작이 수행을 필요로 한다면 어떠한 
VRAM(34)에 대해서든 진행중인 메모리 제어기(20)의 액세스 사이클을 선점하기 위해 비디오 버퍼(35)에 
의해 표명된다.  또한 VBSY-신호는 RAS-신호의 검출에 응답해서 표명되며 한편 리로드 또는 리플래시 동
작은 이미 진행중에 있다.

이 경우 메모리 제어기(20)는 RAS-를 비표명하게 되고 그의 사이클을 재시도하기 전에 VBSY-의 취소(하이
로의 변환)를 기다린다.

비디오 버퍼(35)는 RAS-의 표명 및 비디오 버퍼(35)가 현재 액티브인가 또는 VRAM(34)에 대해서 액세스 
사이클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기초하여 VBSY-를 표명한다.  비디오 버퍼(35)가 VRAM(34)으로의 액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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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면 비디오 버퍼(35)는 VBSY-를 취소한다.

이것은 RAS-프라차지가 VRAM(34)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ㄷ.  본 프로토콜은 
비디오 버퍼(35)가 REQUEST 및 ACTIVE 윈도우를 구현하도록 지언한다.

REQUEST 윈도우는 비디오 버퍼(35)에 의해 내부적으로 발생된 서비스요구인 반면 ACTIVE 윈도우는 메모리 
제어기(20)가 VRAM(34) 메모리 공간에 대한 것인가 혹은 레지스터 I/O 공간에 대한 것인가에 기초한다.

ACTIVE 상태는 RAS-또는 IOSEL의 최후의 취소후 1 클록사이클후에 진입된다.

따라서 액티브상태는 메모리공간으로의 액세스 사이클에 대해서는 RAS-에 의해서 그리고 VRAM 레지스터 
I/O 사이클에 대해서는 IOSEL-에 의해서 제어된다.

7.1 VBSY 표명 및 취소 규칙

제13도에는 VBSY-의 표명에 관한 것이 도시되는데 여기서 비디오 버퍼(35)는 ACTIVE상태에 있으며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서 제공되는 RAS-가 검출된다.

일반적으로 비디오 버퍼(35)는 만약 비디오 버퍼(35)가 메모리 사이클을 실행하고 있거나 곧 실행해야 한
다면 RAS 입력이 표명되고 1클록사이클 후 VBSY-신호를 표명한다.

제13도에서 비디오 버퍼(35)는 만약 그의 ACTIVE 윈도우내에 존재한다면 RAS-를 검출하고 1클록사이클 후 
VBSY-를 표명한다.  VBSY-는 VRAM(34)ㅇ로의 RAS-를 취소하고 2사이클 후 취소된다(변환하이).

메모리 제어기(20)는 VRAM(34)으로의 RAS를 취소하고 2사이클 후 RAS-를 재표명할 수 있다.  메모리 제어
기(20)는 VBSY-가 취소된 것을 검출하고 2사이클 후 RAS-를 재표명할 수 있다.  따라서 RAS-프리차지 타
이밍이 VRAM(34)에서 유지된다.

제14도를 참조하면 VBSY-의 표명이 도시되는데, 여기서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한 VRAM 액세스 사이클은 
이미 진행중이며 비디오 버퍼(35)는 리플래시 또는 리로드 사이클을 실행해야만 한다(즉 비디오 버퍼(3
5)는 REQUEST 상태로 진입한다.)

일반적으로 만약 메모리 제어기(20)의 메모리 사이클이 이미 진행중이며 비디오 버퍼(35)가 VRAM 동작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면 VBSY-는 메모리 제어기(20)를 인터럽트하게 된다.  메모리 제어기(20)는 소정수의 
클록사이클내에 그의 액세스를 종료하게 된다.

RAS-가 비표명되고 1 클록 사이클 후, 비디오 버퍼(35)는 그의 메모리 사이클을 실행하게 된다.  이 경우 
VBSY-는 이미 진행중인 VRAM(34)으로의 메모리 제어기(20)의 액세스 사이클을 선점하는데 이용된다.

메모리 제어기(20)는 소정수의 클록 사이클내에서 그의 사이클을 종료하게 된다.

본 메모리 제어기(20)의 구현에 따라서 이 제한은 13사이클에서 현재 설정되고 있다.

RAS-가 비표명되고 1 클록 사이클후 비디오 버퍼(35)는 그의 액티브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비디오 버퍼
(35)는 VRAM(34)에 대한 RAS-프리차지 상세를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따라서 RAS-의 표명은 RAS-취소후
의 4 사이클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제15도를 참조하면 VBSY-의 표명이 도시되는데 여기서 레지스터  I/O 사이클은 메모리 제어기(30)에 의해 
이미 진행중이며 비디오 버퍼(35)는 그의 REQUEST 상태로 진입한다.  만약 메모리 제어기(20)의 레지스터 
사이클이 비디오 버퍼(35)가 VRAM  동작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중이라면 VBSY-은 메모리 제어기
(20)를 인터럽트한다.

이 경우는 ACTIVE-표명이 IOSEL-의 비표명때까지 지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서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 
경우 VBSY-는 진행중인 메모리 제어기(20)의 레지스터 I/O 사이클을 선점하는데 이용된다.

메모리 제어기는 소정수의 클록 사이클내에 그 사이클을 종료하며 현잰ㄴ 13사이클에서 설정되고 있다.  
IOSEL-이 비표명되고 1클록사이클후 비디오 버퍼(35)는 그의 ACTIVE 상태로 진입한다.

제16도에는 메모리 제어기(20)와 비디오 버퍼(35)가 사이의 점유의 전이중에 칩선택과 RAS-의 장애신호가 
없는 신뢰성있는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 집적된 메모리 버스상에서 이용가능한 특정 프로토콜이 도시된다.

각 경우에서 VBSY-는 상기 제13도에 도시된 프로토콜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의 ACTIVE 윈도우
의 끝에서 1 사이클동안 표명된다.

제16도에서 VBSY- 결정 윈도우는 ACTIVE 윈도우를 넘어서 1 사이클을 확장시켜야하는데 그 이유는 메모리 
제어기(20)가 비디오 버퍼(35)로 부터 차단되기 때문이다.

만약 VBSY-가 표명되지 않으면 메모리 제어기(20)는 실제로 데이타 또는 어드레스 사이클이 각각 레지스
터 I/O 액세스 또는 VRAM 액세스동안 차단될 때 그의 액세스를 완결하게 된다.

제16도를 계속 살펴보면 본 프로토콜은 어드레스 및 데이타 라인을 차단하기 위해 비디오 버퍼(35)에 의
해 발생될  data_block 신호를 지원한다.

rain_block 신호는 다른 내부제어 및 블록신호, 즉 RAS-, CAS-, 및 chip_select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서 내부적으로 발생된다.

Rasin_block 신호는 만약 ras-가 표명되지 않으면 MCLK(4)의 끝에서 취소된다.

그렇지 않으면 rasin_block 은 RAS- 또는 IOSEL-의 나중것이 취소될때까지 표명된채 계속 유지된다.

7.2 비디오 버퍼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프로토콜

비디오 버퍼(35)는 단일 메모리 시스템으로 하여금 독립된 비디오 타이밍으로 다중 VSIMM(32)을 구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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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허용한다.

각 VSIMM(32)는 비디오 모니터가 시스템에 접속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시스
템에서 모든 VSIMM(32)은 마더보드상의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서 제어된다.  제17도를 참조하면 비디
오 버퍼(35)는 다중 어드레스 라인 ADDR[11:0], 바이트 기록인네이블 CBW[15:0], 및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서 발생된 RAS-, 및 CAS- 라인에 대한 단일버퍼로 보통 작용한다.

비디오 버퍼(35)는 리플래시 및 리로드 사이클을 수행하기 위하여 VRAM의 출력을 제어해야만 한다.  제17
도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리플래시 및 리로드 사이클이 진행중이거나 즉시 요구될때 그리고 RAS-가 메모
리  제어기(20)에  의해서  표명될때  비디오  버퍼(35)는  메모리  제어기(20)로의  BVSY-  신호를  표명하여 
VRAM(34)가  액세스될  수  없음을  신호한다.   비디오  버퍼(35)는  또한  그  자신의  내부  레지스터  및 
VSIMM(32)상의 다른 구성성분의 레지스터에 대해서 레지스터동작을 제어하는데 이용된다.

레지스터동작은 이 명세서의 다른 부분에 설명되고 있다.

본 발명의 프로토콜은 리플래시 및 리로드동작이 실행되어야만 할때 VRAM(34)의 제어의 해결책을 또한 지
원한다.  비디오 버퍼(35)는 내부 제어 레지스터내의 비트에 의해 결정된 속도로 BRAM(34)을 리플래시한
다.

비디오 버퍼(35)는 클록사이클을 계수하며 적정시각에 내부 리플래시 요구를 표명한다.

만약 리플래시 인네이블이 설정되면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한 리플래시 시도는 차단된다.  만약 리플래
시 인네이블이 클리어되고 메모리 제어기(20)가 VSIMM(32)에 대해서 리플래시를 실행하도록 프로그램되면 
적정동작의 결과를 낳게된다.

제18도에는 비디오 버퍼(35)가 리플래시 사이클을 수행하고 메모리 제어기(20)가 RAS-를 표명할때 비디오 
버퍼(35)가 VBSY-신호를 표명하게 되는 동작적 프로토콜이 도시되고 있다.  그후 메모리 제어기(20)는 
RAS-를 비표명하게 되고 재시도 하기전에 VBSY-가 비표명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메모리 제어기(20)가 이미 메모리 또는 레지스터 I/O 사이클을 수행하고 있을때 만약 비디오 버퍼(35)가 
리플래시 사이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VBSY-는 표명되고 홀드된다.  메모리 제어기(20)는 9 클록 사이
클내에 그의 메모리 사이클을 선점하게 된다.  메모리 제어기(20)가 RAS-를 비표명하게 되면 비디오 버퍼
(35)는 리플래시 사이클을 실행하게 된다.  VBSY-는 리플래시 동작이 완결되면 비표명된다.

만약  RAS-가  표명되지  않으면  VBSY-는  리플래시  사이클을  통해서  3  상태로  남아  있게  됨에  주목해야 
한다.

제19도를 살펴보면 프로토콜은 VRAM 시프트 레지스터가 적절히 로드되어 유지됨을 필요로 할때  VRAM(3
4)에 대해 비디오 버퍼(35) 리로드 사이클을 지원한다.

비디오 버퍼(35)가 리로드 사이클을 실행ㅎ고 메모리 제어기(20)가 RAS-를 표명할때 비디오 버퍼(35)는 
VBSY-핀을 표명한다.  그후 메모리 제어기(20)는 RAS-를 비표명하게 되고 다시 시도하기전에 VBSY-가 비
표명될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만약 메모리 제어기(20)가 이미 메모리 사이클을 실행하고 있을때 비디오 버퍼(35)가 리로드 사이클을 실
행할 필요가 있다면 VBSY-가 표명되고 홀드되게 된다.

메모리 제어기(20)는 11클록 사이클내에 그의 메모리 사이클을 선점하게 된다.

메모리 제어기(20)가 RAS-를 비표명되게 되면 비디오 버퍼(35)는 리로드 사이클을 실행하게 된다.  리로
드 동작이 완결되면 VBSY-는 비표명된다.

D. 메모리 시스템 아키텍쳐 및 구현

1. DSIMM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ㅔ모리 버스 아키텍쳐는 16비트 ECC(에러정정코드)와 함께 128 비트 데이타

경로 폭을 갖는다.  메모리 버스는 SIMM(30)당 2 RAS 라인, 2 CAS 라인, 1WE
*
 및 11비트의 어드레스를 구

비할 수 있다.

DSIMM(72)는 TSOP DRAM을 이용해서 양면화되며 300mil 떨어져서 위치하게 된다.

현재 2종류의 DSIMM(72)이 존재한다.  즉 1MBx4 DRAM(74)을 이용하는 16메가바이트 버젼 및 4Mbx4 DRAM을 
이용하는 64메가바이트 버젼이 있다.

각 DSIMM(72)는 DRAM(74)으로 RAS-, CASO, CASI-, WE-, 및  A  0-11  신호를 분산시키기 위해 버퍼(75)를 
포함한다.

현 메모리 시스템 구현은 RAS-발생으로부터 100  나노초 데이타 액세스 시간을 획득하기 위해 80나노초 
DRAM(74)을 이용한다.  메모리 제어기(20)는 DSIMM(72) 상에서 다음과 같은 DRAM(74)의 밀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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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모리 버스 아키텍쳐는 SIMM 위치당 2 RAS 라인을 지원하지만 본 구현에서 모든 SIMM(30)에 대한 소
켓상에서의 RASO와 RASI신호는 마더보더상에서 함께 묶여지며 OE-는 DSIMM(72)상의 그라운드에 묶여진다.

본 아키텍쳐는 전 데이타경로 폭 배열로 배열되기 때문에 DSIMM(72)은 한번에 하나씩 개별적으로 추가될 
수 있고, 각 DSIMM(72)은 DSIMM(72)당 360DRAM을 사용하여 144비트의 데이타를 구비하며 양면화된다.

2. VSIMM

VSIMM(32)의 구현은 VRAM(34),  비디오 버퍼(35), 및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36)를 포함한다.  비디오 버
퍼(35)는 RAS-, CAS-, WE-, 어드레스 비트 ADDR[11:0] 및 CBW[15:0]을 버퍼한다.  CBW는 DSIMM(72) 내에
서 EEC 비트로 이용되며 VSIMM(32)내에서는 바이트 기록 인네이블로서 이용된다.

비디도버퍼(35)는 VSIMM(32) 상의 VRAM(34)에 대해 리플래시 및 리로드 회로를 또한 제공한다.  디스플레
이 인터페이스(36)는 VRAM(34)으로부터 시리얼 시프트 데이타를 다중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 다중화된 
데이타를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도시안됨)으로 보내어 디스플레이 모니터 컬러전자총에 대한 적, 녹, 
청(RGB) 출력신호를 형성한다.

메모리 제어기(20)는 VSIMM(32)상의 아래와 같은  VRAM 밀도를 지원한다.

RAM               밀도          RAM의 갯수(#)        용량                   타입

2메가비트    (128Kx4)            16                 2메가바이트        128b VRAM

1메가비트    (256Kx4)            32                4메가바이트         128b VRAM

2메가비트    (256Kx8)            32                8메가바이트         256b VRAM

4메가비트    (256Kx16)         16/32           8/16메가바이트     256b VRAM

4메가비트    (512Kx8)            32                16메가바이트       256b VRAM

본 메모리 버스의 구현에서 2개의 VSIMM(32) 버젼이 존재한다.

즉 256Kx4 VRAM(34)을 이용하는 4 메가바이트 버젼 및 256Kx8을 이용하는 8메가비트 버젼이다.

본 구현은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한 RAS-의 발생에 뒤따라 100 나노초 데이타 액세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나노초 VBAM(34)을 이용한다.

3. NVSIMM

A. NVSIMM 및 메모리 제어기 사이의 타이밍 조정.

저 전력 SRAM(84)이 NVSIMM(82)에 이용될 수 있고 또한 메모리 제어기(20)가 DRAM SIMM과 함께 더욱 빠른 
속도로 동작하므로 적정한 판독 및 기록동작을 위하여 메모리 제어기(20)는 NVSIMM(82)간에는 어떠한 타
이밍조정이 있어야 한다.

제20a  및  20b도를  참조하면  각  동작의  초기에  그것이  판독  또는  기록이건  메모리  제어기(20)는 
NVSIMM(82)이  VBSY-신호가  액티브  로우라고  표명하면  NVSIMM을  포기하도록  명령된다.   이  특징은 
NVSIMM(82)에 대해서 그의 동작을 적절히 완결하도록 클록사이클을 더 공급하게 된다.

VBSY- 신호는 NVSIMM(82)에 의해 제1 RAS후 1 클록 사이클후에 동시에 표명하게 되며 VBSY-신호는 제1 
CAS-신호의 제거후 1클록 사이클후에 비표명된다.

재시도 사이클인 제2사이클동안 VBSY-는 NVSIMM에 의해 RAS-의 표명후 2 클록사이클후에 표명되며 RAS-가 
해제되고 난 후 1 클록 사이클후에 비표명된다.

데이타는 제20a도에 도시되는 바와같이 판독동작에서 재시도 CAS-의 상승에지에서 메모리 제어기(20)에 
의해 래치된다.

b. NVSIMM 인터페이스 타이밍

NVSIMM(82)동작 및 NVSIMM(82)으로부터의 모든 출력은 SIRQ-(배터리고장)을 제외하고 MCLK 의 상승에지와 
동기이다.  MVSIMM(82)에 대해서 4개의 엑세스 모드가 있다.

즉 기록, 판독, 판독-수정-기록, 및 리플래시(재생) 이다.

리플래시 사이클동안에는 NVSIMM(82)상에는 아무런 동작도 행해지지 않는다.

판독 및 기록동작 모두에 대해서 NVSIMM(82)는 RAS-신호의 표명후 1 사이클후에 VBSY-를 표명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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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록 사이클에서 어떠한 CAS-도 표명되지 않으면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NVSIMM(82)는 기록동작에 있게 
된다.

VBSY-는 재시도 RAS-의 비표명후 1 사이클후에 비표명(하이) 된다.

현재 바람직한 것으로 NVSIMM(82)는 8 바이트 또는 16바이트 트랜잭션 크기를 지원하며, 이것은 CASO- 및 
CASI-에 의해서 결정된다.

NVSIMM(82)은 만약 재시도 RAS-신호의 표명전에 리플래시 사이클이 검출된다면 대기 루프 모드가 되어 어
떠한 리플래시 사이클이든 무시하게 된다.

NVSIMM(82)은 리플래시가 행해진후 사이클을 진행한다.

본 구현예에서 NVSIMM(82)이 판독동작을 실행하는데는 프리차지를 포함해서 14클록 사이클이 필요하다(제
20a도).

마찬가지로 본 구현예에서 NVSIMM(82)이 기록동작을 실행하는데는 프리차지를 포함해서 16클록 사이클이 
필요하다(제20b도).  만약 제 1 RAS-와 재시도 RAS간에 리플래시가 발생하면 여분의 사이클이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SRAM(84)은 리플래시 사이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NVSIMM(82)은 유휴 모드, 판독 또는 기록
동작중에 리플래시와 관련한 모든 버스 트래픽을 부시하게 된다.

NVSIMM(82) 은 메모리버스(10)상의 핀(92)(SIRQ-)를 이용해서 그의 배터리 상태를 보고하게 된다.  이 신
호의 값은 마더보더상의 제어기내의 레지스터중의 하나에 저장된다.

소프트웨어는 이 레지스터를 액세스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각 NVSIMM(82)는 그 자신의 독자적인 배터리 고장신호(핀(92))을 구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집적된 데이타 및 비디오 메모리용 버스 아키텍쳐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정신 및 영역을 벗어남없이 본 발명의 장치구성성분 및 요소들의 배열에 대
한 수정 및 변경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알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처리기 버스;

상기 처리기 버스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처리기;

메모리 버스;

상기 메모리 버스에 연결된 메모리 모듈 소켓;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단일 인-라인 메모리 모듈; 및

상기 메모리 버스와 상기 처리기 버스 사이에서 작동하도록 연결되어, 상기 처리기에 의하여 개시되는 메
모리 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메모리 버스를 통해 상기 단일 인-라인 메모리 모듈에 상기 메모리 요구를 송
신하는 메모리 제어기;를 구비하고,

상기 단일 인-라인 메모리 모듈은 복수의 메모리 칩들이 장착된 메모리 보드를 포함하며 또한 상기 메모
리 모듈 소켓에 결합하여 상기 복수의 메모리 칩과 상기 메모리 버스 사이에서 적어도 64비트의 데이터 
경로를 수용하는 이중 판독 코넥터를 포함하며, 여기에서 상기 이중 판독 코넥터는 상기 메모리 보드의 
양쪽에서 독립적으로 신호를 수신하여 경로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칩은 복수의 다이내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DRAMs) 침을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경로는 상기 처리기 버스의 데이터 경로 폭과 적어도 폭이 같은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경로는 적어도 128비트 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경로의 폭은 적어도 상기 처리기 버스의 상기 데이터 경로 폭의 2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 인-라인 메모리 모듈은 메모리 보드에 장착되어 이중 판독 코넥터로부터 적어
도 하나의 제어신호를 수신하도록 연결되고 복수의 메모리칩중 적어도 몇 개의 칩에 제어신호를 분배하는
데 지공되는 버퍼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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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제어신호는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CAS),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RAS), 
기록 인네이블(WE) 신호 및/또는 출력 인네이블(OE) 신호를 구비하고 그리고/또는 버퍼는 어드레스 라인
을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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