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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크루빙 및 스페어링을 향상시킨 컴퓨터 램 메모리 시스템

요약

    
컴퓨터 RAM 메모리 시스템에서, 그 메모리는 상기 메모리의 각 어드레스 위치로부터 데이터를 기록하고 판독하는 동
안 자체 시험 동작(self test operation)에 들어간다. 그 판독 데이터는 기록 데이터와 비교하여 에러를 검출하고, 각 
비트위치에서 에러의 갯수가 카운트된다. 한 개의 비트 위치에서 에러의 갯수가 선택된 임계치를 초과할 때, 그 해당하
는 DRAM은 스페어 DRAM으로 대체된다. 그 자체 시험이 동일한 더블 워드(double word)에서 2개 이상의 에러를 검
출할 때, 가장 많은 에러를 카운트한 비트 위치에 대응하는 DRAM은 스페어 DRAM으로 대체된다. 상기 메모리는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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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스크루빙되고, 그 스크루빙 동작 동안 검출된 에러는 각 비트 위치에 대하여 카운팅 된다. 칩 로우(chip row)의 
스크루빙 끝에, 에러 카운트가 선택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비트 위치에 해당하는 DRAM은 스페이 DRAMs으로 대체된
다. 더블 워드에서 멀티플 비트 에러를 스크루빙하는 동안 검출할 때, 그 대응하는 더블 워드는 태그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PMA 카드를 도시하는 블록도.

제3a도 및 제3b도는 메모리 카드의 DRAMs상에서 자체의 시험 동작에 따라 수행되는 스페어링 프로세서(sparing pr
ocess)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4도는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의 백그라운드(background)에서 실행되는 본 발명의 스크루빙 및 스페어링 동작(scru
bbing and sparing operation)을 도시하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5 : 시스템 제어기

13 : 램

37 : 프로세서

42 : 에러 맵 레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 램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컴퓨터 램 메모리 시스템에서 개량된 스페어링 및 스크루빙 
동작(sparing and scrubbing opera tions)에 관한 것이다.

S/390 및 IBM은 미국 뉴욕주 아몬크에 주재하는 IBM사의 등록 상표이고, Lutus는 그의 자회사인 로터스(Lotus) 개
발 회사, 즉, IBM, 아몬크, 엔와이의 자회사에 대한 등록 상표이다. 다른 명칭들은 IBM 또는 다른 회사의 상표 또는 상
품명으로 등록될 수 있다.

    
컴퓨터 램 메모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메모리 카드에 장착된 DRAMs에 기억된다. 그 DRAMs는 반도체 어레이의 전
하 형태로 데이터를 기억한다. 종래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더블 워드(double words) 형태로 메모리 카드의 DRAM
s에 기억되는데, 그 더블 워드는 각각 64 데이터 비트 및 8 에러 점검 비트를 포함하여 더블 워드당 총 72 비트를 만든
다. 상기 에러 점검 비트(error checking bits)(ECC 비트)는 상기 64 데이터 비트에 에러가 있을 때를 지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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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가 단일 비트 에러 또는 복수의 비트 에러인지 여부를 지시한다. 단일 비트 에러는 단 한 개의 64 데이터 비트의 더
블 워드에 에러가 발생한 상태를 설명한다. 멀티플 비트 에러(mult iple bit error)는 더블 워드에서 2개 이상의 데이
터 비트에 에러가 발생한 상태를 설명한다. 더블 비트 에러는 더블 워드의 2개 비트에서 에러가 발생한 상태를 설명한
다. 그 발생한 에러가 단일 비트 에러라고 상기 ECC 비트가 지지하면, 상기 ECC 비트는 어떤 데이터 비트에 에러가 발
생하였는지 지시함으로써, 그 에러가 발생한 데이터 비트를 보정(correct)할 수 있다.
    

    
스크루빙(scrubbing)이란 상기 ECC 비트를 이용하여 단일 비트 에러를 검출하고 보정하는 동작이다. 스페어링(spar
ing)이란 결함있는 메모리 카드상의 DRAM을 필히 동일한 용도로 메모리 카드상에 장착된 스페어 DRAM으로 대체하
는 동작이다. 램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스크루빙 및 스페어링 동작은 Lavallee 등의 발명자에 의해 발명되어, 1993년 
11월 30일 특허 허여된 미국특허 제5,267,242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메모리 시험기(hard
ware memory tester)(HAMT)로 명명된 하드웨어 장치는 상기 스페어링 및 스크루빙 동작을 실행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특허의 시스템에서, 단일 스페어 DRAM은 각 메모리 카드에 제공되고, 스페어링은 데이터를 판독하고, 그 데이
터를 회복하여, 그 회복 데이터와 상기 메모리에서 판독된 최초의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메모리 카드의 DRAMs을 시
험한 결과에 따라 실행된다. 상기 메모리 카드에서 병렬로 판독되는 데이터의 각 위치에 카운터가 제공되며, 이 카운터
의 갯수는 에러가 검출되는 횟수에 따라 증가된다. 카운터에서 카운터가 소정의 임계값에 도달하면, 상기 카운터에 대
응하는 DRAM에 결함이 발생하고, 그 결함 DRAM은 상기 메모리 카드에 장착된 스페어 DRAM과 필히 대체되는 것을 
지시한다. 스크루빙은 각 더블 워드의 ECC 비트를 이용하여 단일 비트 에러의 보정을 수행한다. 멀티플 비트 에러가 검
출되면, 그 멀티플 비트 에러는 무시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시스템에 있어서, 각 메모리 카드는 복수의 스페어 DRAMs에 제공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4
개의 DRAMs은 각 메모리 카드에 제공된다. 상기 메모리 카드의 초기 머신 로딩동안, 상기 메모리는 각 메모리 위치에
서 어떤 데이터를 기록하고 판독하는 동안 자체 시험 동작(self-test operation)으로 들어간다. 상기 메모리 위치에서 
판독된 데이터는 그 대응하는 메모리 위치에 기록된 해당 데이터와 비교된다. 그 비교가 에러를 나타내는 경우, 그 비트
가 발생한 비트 위치에 해당하는 카운터는 증가된다. 카운터의 카운트가 칩 로우(chip row)에 대한 임계 레벨을 초과
할 때, 상기 카운터에 대응하는 DRAM은 결함 DRAM으로 되어 필히 스페어 DRAM에 의해 대체된다. 이러한 DRAM
의 대체는 그 대체된 DRAM을 스페어링한다고 한다. 그 자체 시험이 동일한 더블 워드에서 2개의 에러를 검출할 때, 
칩 로우에서 최고의 카운트 값을 갖는 카운터에 대응하는 DRAM은 상기 카운터에서 카운트가 임계 레벨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스페어된다. 상기 최고의 카운트를 등록한 카운터에 해당하는 DRAM이 멀티플 비트 에러에서 복수의 비트중 한 
개의 비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카운트 한 카운터에 해당하는 DRAM의 스페어링은 더블 비트 에
러(double bit error)를 보정 가능한 단일 비트 에러 (single bit error)로 변환할 것이다.
    

    
스크루빙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정상적인 동작 시스템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다. 스크루빙 
동안, 단일 비트 에러가 발생한 사실을 더블 워드의 ECC 비트가 지시할 때 마다, 그 에러는 보정되고, 그 에러의 비트 
위치에 해당하는 카운터는 증가된다. 칩 로우의 스크루빙의 끝에서, 상기 카운터는 검사되고, 임의의 한 개의 카운터가 
임계 레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 DRAM은 스페어된다. 상기 칩 로우의 스크루빙 동작은 1/2 스페어 모드(half sp
are mode)로 불리는 동작 모드에서 반복된다. 처음의 스크루빙 싸이클 동안, 멀티플 비트 에러가 검출되면, 그 멀티플 
비트 에러를 포함하는 더블 워드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고 남아 있다. 상기 칩 로우를 통해 상기 처음의 스크루빙 싸이
클의 끝에서 수행되는 스페어링은 더블 비트 에러를 단일 비트 보정가능한 에러로 변환한다. 상기 칩 로우를 통한 1/2 
스페어 모드에서 스크루빙 싸이클 동안, 멀티플 비트 에러가 검출되면, SPUE 태그를 멀티플 비트 에러를 포함하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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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비트 워드에 붙여서 상기 비트 에러를 포함하는 더블 워드의 어드레스 위치로부터 데이터가 기억되거나 판독되는 것
을 예방한다. 또한, 상기 칩 로우를 통한 두번째 스크루빙 싸이클은 보정 데이터를 결함 DRAMs에서 스페어 DRAMs으
로 이동시켜 스페어링 동작으로 그 결함 DRAMs을 대체한다. 상기 1/2 스페어 모드에 따라, 상기 칩 로우는 전 스페어 
모드 (full spare mode)로 불리는 모드에서 다시 스크루빙 되고, 다시 검출된 단일 비트 에러는 보정된다. 상기 전 스
페어 모드에서, 검출된 멀티플 비트 에러는 무시된다.
    

상술한 시스템에서, 단일 비트 에러는 스크루빙에 의해 보정되고, 더블 비트 에러는 단일 비트 에러로 변환되고, 보정 
불가능한 더블 비트 에러에 해당하는 기억 위치는 상기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제거되어 종래의 기억 및 인출 동작으로 
액세스되는 것을 예방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IBM S/390 CMOS G5 머신에 적용되는데, 그 일부분은 도 1의 블록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도 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상기 중앙 처리 장치(11)는 시스템 제어기(15)를 통하여 반도체 랜덤 액세스 메모리(13)로 액세스를 
제어한다. 상기 랜덤 액세스 메모리(13)는 PMA 카드로 불리는 메모리 카드(14)로 만들어지는데, 그 각각의 메모리 
카드는 칩 로우에 배열되고 DRAMs 으로 불리는 복수의 반도체 메모리 칩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데, 각 칩 로우는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144 DRAMs(17)을 포함한다. 각 DRAM 칩은 4 X 1 메가비트 어레이에 비트를 기억한다. 칩에
서 판독된 데이터는 4개의 병렬 출력 채널상에 있게 된다.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4개의 출력 채널은 칩
마다 2개의 채널로 멀티플렉싱되어 칩 로우의 DRAMs에 병렬로 288 비트가 있게 된다. 상기 288 병렬 채널상에 판독
되는 데이터는 4개의 더블 워드[또는 2개의 쿼드 워드(quadwords)]로 구성된다. 각 더블 워드는 64 데이터 비트 및 
8 ECC 비트로 만들어진 72 비트로 이루어진다. 더블 워드의 각 비트는 다른 DRAM에서 각각 발생한다. 따라서, 각 더
블 비트는 상기 PMA 카드의 1/2에서 발생하는 2개의 더블 워드 및 상기 PMA 카드의 다른 1/2에서 발생하는 2개의 
더블 워드를 갖는 72 DRAMs 양단에 분배될 것이다. DRAMs(17)에 부가하여, 각 PMA 카드는 스페어링 동작용으로 
4개의 DRAMs(21)을 제공할 것이다. 스페어링은 결함이 발견된 한 개 이상의 DRAMs(17)을 한 개 이상의 스페어 D
RAMs(21)으로 필히 대체하는 동작이다. 스페어링 동작은 Russel W. Lavelee 등에 의해 1993년 11월 30일 특허 등
록되어, IBM에 양도된 미국 특허 번호 제5,267,242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DRAMs(17)에서 어드레싱 기억 위치는 
상기 시스템 제어기(15)를 통해 중앙 처리 장치(11)에서 수신된 명령의 제어하에 재구동 칩(redrive chip)(23 및 2
5)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DRAMs에 기억된 각 더블 워드는 재구동 칩(23 및 25)을 경유하여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개별적으로 어드레스될 수 있다.
    

288 에러 점검 카운터(error checking counts)(27)의 세트는 메모리 카드상에 제공되고, 한 개의 카운터는 PMA 카
드 위에 칩 로우에서 병렬로 판독된 비트에 해당한다. 상기 카운터 (27)는 스페이링 동작에 이용되어 한 개 이상의 D
RAMs(17)을 스페어 DRAM(21)으로 대체할 시점을 결정하는 스페어링 동작에 이용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초기의 머신 로딩 동작동안, 자체 시험 동작은 각 PMA 카드에서 수행된다. 상기 자체 시험 동작은 
상기 시스템 제어기를 통해 CPU에서 수신된 명령에 응답하여 하드웨어(29)에 의해 수행된다. 상기 자체 시험 하드웨
어(29)는 자체 시험 어드레스 레지스터(31), 데이터 레지스터(33), 모드/상태 레지스터 (35), CE/UE 모드 레지스터 
및 프로세서(37)를 포함한다. 상기 자체 시험 동작은 칩 로우상에 수행된다. 칩 로우의 자체 시험동안, 데이터는 소정
의 패턴 또는 랜덤 패턴으로 칩 로우에 있는 DRAMs(17)의 모든 비트 위치에 기억될 것이다. 그 기억 데이터는 판독된 
다음, 한 비트씩 카운터(27)에 의해 카운터되는 에러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억된 데이터와 비교된다.
    

    
자체 시험 기능을 실행하는 메모리 카드를 설정하기 위하여, 그 다음 단계는 시스템 제어기(15)를 통하여 CPU(11)에 
의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상기 자체 시험 어드레스 레지스터(31)는 시험될 칩 로우를 식별하는 어드레스, 즉, 칩 
로우의 제1 라인 어드레스를 식별하는 START 어드레스 및 칩 로우의 마지막 라인 어드레스를 식별하는 STOP 어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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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설정된다. 라인 어드레스(line address)는 16 더블 워드로 이루어지는 라인을 기억하는 기억 위치를 식별한다. 
칩 로우에 기억될 데이터가 소정의 데이터 패턴이면, 이러한 데이터 패턴은 16 쿼드 워드(2 라인)로 자체 시험 데이터 
레지스터(33)에 기억된다. 상기 16 쿼드 워드에 의해 나타난 데이터 패턴은 칩 로우에서 제1의 16 쿼드 워드 기억 위
치에 기억되고, 그 데이터 패턴으로 칩 로우를 채우기 위해 반복될 것이다. 상기 칩 로우에 기억된 데이터가 랜덤 데이
터인 경우, 그 칩 로우의 제1 어드레스는 시드 데이터(seed data)로써 QWO에 기억된 다음, 그 나머지 데이터는 그 데
이터에서 랜덤하게 발생된다. 또한, 그 랜덤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DRAMs(17)에 기억되는 것과 같이 데이터 레지스
터(33)에 기억된다. 상기 자체 시험 모드/상태 레지스터 (35)는 DRAM 시험을 선택하고 기억-인출 동작 모드를 선택
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또한, 상기 자체 시험 모드/상태 레지스터(35)는 각 칩 로우의 자체 시험단의 끝에서 카운터(2
7)로 판독될 수 있게 설정된다. 상기 카운터는 자체 시험 동작으로 각 칩 로우의 시험단의 끝에서 검사되어 상기 칩 로
우의 어떤 DRAMs이 이후에 상세히 설명될 스페어링 동작으로 대체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기 자체 시험 동작을 개시하기 위하여, 상기 모드/상태 레지스터에서 진행 비트(progress bit)는 온(ON)으로 설정
된다. 상기 프로세서(37)는 진행 비트를 검사하고, 그 진행 비트가 온일 때, 그 프로세서(37)는 순차적인 단계로 자체 
시험 기능을 수행한다. 소정의 패턴으로 자체 시험을 행하면, 상기 프로세서는 자체 시험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데이
터 패턴을 판독하고, 시험될 칩 로우의 데이터 패턴을 기억한 다음 그 기억된 데이터를 칩 로우에서 인출한다. 상기 프
로세서(37)는 그 인출 데이터와 데이터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에러를 검출한다. 상기 자체 시험 프로세스는 
상기 자체 시험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개시 어드레스에서 기억 및 인출 동작을 개시하고, 상기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기
억된 중지 어드레스(stop address)에 도달할 때 까지 전체의 칩 로우를 통하여 진행한다. 상기 중지 어드레스에서 인
출-기억 동작을 종료한 후에, 상기 프로세서(37)는 상기 모드/상태 레지스터(35)의 진행 비트를 오프(OFF)로 설정하
고, 시험 종료 비트를 온(ON)으로 설정한다. 그 시험동안, 에러가 검출될 때 마다, 에러가 검출되는 비트 위치에 해당
하는 카운터(17)는 증가된다. 또한, 에러가 검출될 때, 상기 CE/UE 모드 레지스터 (40)의 불량 비트는 에러가 검출되
는 것을 지시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자체 시험으로 더블 워드의 단일 비트에 에러가 있는 것을 검출할 때, 그 검출된 에
러는 보정가능한 에러에 해당하고, 그 CE 불량 비트(CE failed bit)는 모드/상태 레지스터 (40)에 설정된다. 동일한 
더블 워드에서 2개 이상의 비트를 검출하면, 그러한 에러는 보정 불가능한 에러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자체 시험 검
출기가 동일한 더블 워드에서 2개 이상의 에러 비트를 검출할 때, 모드 레지스터(40)에서 UE 불량 비트가 설정된다.
    

    
상기 자체 시험 동작에 따라, 스페어링 동작은 필히 결함 DRAMs을 스페어 DRAMs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상
기 카운터(17)는 대체할 DRAMs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된다. 이러한 스페어링 동작을 수행하는 실제의 하드웨어는 
상기 언급된 특허 제 5,267,242호에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특허에 기술된 바와 같이, DRAMs (17)에서 각 출력 비트 
위치는 멀티플렉서(38)에 접속되어, 상기 스페어 DRAMs에서 제공된 출력을 수신한다. DRAM에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함 DRAM을 식별하는 데이터는 4개의 벡터 레지스터(44)중 한 개의 레지스터에 삽입되는데, 그 레지스터는 각 스페
어 DRAM(21)에 해당한다. 이러한 데이터에 응답하는 디코더(46)는 상기 결함 DRAM의 출력을 수신하는 멀티플렉서
(38)를 스위치하여 상기 선택된 스페어 DRAM에서 수신된 비트를 전송한다.
    

    
도 3에 도시된 흐름도는 칩 로우상에 자체 시험 프로세스와 접속하여 결합 DRAMs을 식별하여 스페어 DRAM으로 교
환하는 스페어링 동작 프로세서를 도시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프로세스는 처음에 자체 시험 모드/상태 레지
스터(35 )를 판독하고(단계 51), 그 다음, 상기 모드/상태 레지스터의 임무 종료 비트가 온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한다. 그 시험 종료 비트가 온이 아니면, 그 자체 시험 프로세스가 시험될 칩 로우상에서 종료되지 않고, 상기 자체 시험 
모드 상태 레지스터를 판독하기 위하여 단계(51)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53)에서, 상기 시험 종료 비트가 온
이라는 것을 그 프로그램이 결정할 때, 그 프로세스는 상기 모드 레지스터(40)의 CE 불량 비트를 검사하는 단계(55)
로 진행한다. 단일 비트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CE 불량 비트가 지시하면, 그 프로세스는 상기 모드 레지스터(40 )의 오
버플로워 비트(overflow bit)가 판독되는 단계(57)로 분기한다. 상기 모드 레지스터(40)는 카운터(27)로부터 제공
된 오버플로워 비트를 포함한다. 상기 카운터중 한 개의 카운터(27)가 소정의 임계치에 도달할 때, 그 카운터에 해당하
는 모드 레지스터(40)의 오버플로워 비트는 이러한 카운터에 해당하는 DRAM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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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어되는 것을 지시하는 세트이다. 단계(57)에 따르면, 그 프로세스는 상기 모드/상태 레지스터(40)의 오버플로워 
비트중 한 개의 비트가 설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59)로 진행한다. 그렇다면, 단계(61)에서, 에러는 그 에러 
맵 레지스터(42)에 로그되어 결함 있는 DRAM을 지시한다. 단계(61)에 따라, 그 프로세서는 스페어 DRAM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단계 63). 스페어 DRAM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 프로그램은 모드 레지스터 (40)에서 검
출된 제1 오버플로워 비트에 해당하는 DRAM(17)이 스페어링되는 단계(65)로 진행한 후에, 단계 (67)로 진행한다. 
그 결함 DRAM을 스페어하기 위하여, 칩 로우 번호 및 그 칩 로우 내의 위치를 포함하는 결함 DRAM의 식별은 상기 결
합 DRAM을 대체하기 위하여 선택된 스페어 DRAM(21)에 해당하는 4개의 스페어 벡터 레지스터(spare vector reg
ister)(44)중 한 개의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상기 결함 DRAM의 식별은 에러 맵 레지스터(42)에서 얻어진다. 단계(5
9)에서, 모드 레지스터(40)에 카운터 오버플로워 비트가 설정되지 않으면, 상기 프로그램은 이러한 단계(59)로부터 
단계(67)로 직접 진행한다. 유사하게, 스페어 DRAM을 이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단계 63), 그 프로그램은 단계(67)
로 진행한다. 깊이 고찰해 보면, 모든 상기 4개의 스페어 DRAMs(21)이 이전의 스페어링 동작에 이용됨에 따라, 상기 
프로세서로 단계(63)에 도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스페어 DRAM은 없을 것이다. 단계(67)의 프로세스는 상기 모드 레
지스터(40)에서 모든 오버플로워 비트가 처리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기 프로그램은 단계(59)로 
복귀하고, 그 프로그램은 단계(59 내지 65)를 통하여 다시 순환한다. 모든 오버플로워 비트가 처리되면, 그 프로세스
는 단계(69)로 진행한다. 단계 (59 내지 65)를 통하여 이전의 싸이클링에서 임의의 스페어링이 수행되면, 그 프로세스
는 상기 칩 로우상에 자체 시험 절차를 반복하기 위하여 상기 모드 레지스터의 진행 비트를 온으로 변환하는 단계(69)
에서 단계(71)로 진행한다. 단계(59 내지 65)를 통한 싸이클링 동안 스페어링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단계
(73)로 분기된다.
    

    
단계(55)에서, 자체 시험 과정동안 단일 비트 에러에 해당하는 에러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 세트가 CE 불량 
비트가 아니라고 결정되면, 그 프로그램은 단계(55)에서 단계(73)로 직접 진행한다. 단계(73)에서, 그 프로세스는 상
기 레지스터(40)에서 UE 불량 비트를 검사하고, 그 UE 비트가 설정되지 않으면, 상기 칩 로우상의 자체 시험 프로세
서 동안 검출된 멀티플 비트 에러에 해당하는 에러가 없다는 것을 지시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은 단계(74)로 분기하여 
다음 칩 로우상에 자체 시험을 진행한다. 단계(73)에서, 설정되는 UE 불량 비트로부터, 멀티플 비트 에러에 해당하는 
에러가 발생했다고 판정되면, 모든 카운터(27)의 내용은 단계(75)에서 판독된다. 다음, 단계(77)에서, 카운터(27)가 
멀티플 비트 카운트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그 프로세스는 어떤 카운터가 가장 많은 카운트했
는지를 결정한다(단계 79). 최고로 카운트한 카운터에 해당하는 DRAM이 상기 멀티플 비트 에러의 에러들 중에서 한 
개의 에러의 원인이 되기 쉽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DRAM의 식별은 단계(79)의 에러 맵 레지스터(42)에서 로
그된다. 다음, 단계(81)에서, 스페어 DRAM(21)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단계 (81)에서 스페어 DRAM
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 프로세스는 그 스페어링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단계(83)로 분기한다. 스페어 DRAM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프로세스는 결함있는 에러 맵 레지스터(42)에서 식별된 DRAM이 단계(65)에 기술된 것과 동일한 방법
으로 스페어되는 단계(85)로 진행한다. 그 프로세스는 상기 칩 로우의 마지막 4분구간(quadrant)을 상기 UE 에러 스
페어링 프로세스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87)로 진행한다. 그 마지막 4분구간을 UE 스페어링 프로세스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프로세스는 마지막 4분구간이 스페어링에 제공되어 단계(89)로 진행할 때 까지 단계(75 내지 
85)를 다시 순환하는 단계(75)로 복귀한다. 단계(89)에서, 단계(75-85)를 통하여 이전의 싸이클 동안 DRAMs이 스
페어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DRAMs 중에 한 개가 스페어되면, 그 프로세스는 단계(90)로 진행하여 상기 칩 로우상
에 자체 시험이 반복된다. 이전의 싸이클 또는 단계(75-85)를 통한 싸이클 동안 스페어링이 없다면, 그 프로그램은 그 
스페어링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단계(83)로 분기한다. 단계 (77)에서, 상기 카운터(27)가 멀티플 비트 카운터를 등록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보정 불가능한 에러에 대한 스페어링은 그 4분구간에 필요없고, 그 프로세스는 단계(77)에서 
단계(87)로 진행한다.
    

상술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멀티플 비트 에러가 발생하고 검출될 때, 멀티플 비트 에러를 발생하는 결함 DRAMs 중에
서 한 개는 스페어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더블 워드에 해당하는 2개의 결함 DRAMs에 의해 발생한 보정 불
가능한 에러는 단일 비트 보정 가능한 에러로 변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정 불가능한 멀티플 비트 에러의 발생 빈
도는 최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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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머신 로딩후에, 상기 메모리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 동안, 그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 밀리코드(millicode)에 
의해 중앙 처리 장치의 통제하에 주기적으로 스크루빙 된다. 상기 중앙 처리 장치는 스크루빙될 메모리부를 식별하는 
시스템 제어기로 라인 어드레스를 발생한다. 그 다음, 그 시스템 제어기는 특정 인출/기억 동작을 위하여 PMA 카드로 
명령을 발생하여 그 스크루빙을 수행한다. 이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스크루빙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행하여 지고, 정
상적인 시스템 동작의 백그라운드(background)와 같이 실행된다. 그 스크루빙은 카드를 토대로 행하여진다. 첫째, P
MA(0)의 모든 어드레스는 스크루빙된 다음, 모든 PMA(1)의 어드레스는 이용가능한 경우에 스크루빙될 것이며, 상기 
프로세스는 모든 PMA 카드가 스크루빙될 때 까지 지속할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PMA 카드내에, 그 스크루빙은 칩 로
우를 토대로 행해진다. 소정의 PMA 카드 위에 각 칩 로우의 스크루빙 초기에, 상기 벡터 레지스터의 모드 비트는 전 
스페어 모드(full spare mode)에 대한 호출로 설정될 것이다. 상기 정상 스크루빙 프로세스의 제1 단계(94)에서, 상
기 카운터(27)는 제로로 재설정된다. 다음, 단계(96)에서, 상기 칩 로우는 스크루빙된다. 상기 스크루빙 동작을 수행
하기 위해서, 상기 시스템 제어기는 명령(TEST LINE 128 B)을 PMA 카드로 발생한다. 이러한 명령에 응답하여, 상
기 명령으로 특정된 라인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된 어드레스의 쿼드워드는 재구동 칩(23 및 25)에 의해 인출된다. 상기 
쿼드워드는 각 더블 워드의 에러 점검 코드에 응답하여 단일 비트 또는 더블 비트 에러의 발생 빈도를 결정하는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수신된다. 단일 비트 에러(보정 가능한 에러)가 검출되면, 그 에러 점검 코드는 이러한 에러의 비트 위치
를 지시한다. 상기 시스템 제어기는 에러를 점검하고, 상기 명령(SCRUB STORE 128B)을 상기 PMA 카드로 발생한
다. 상기 스크루빙 기억 명령은 에러가 보정되도록 검출된 비트로써 상기 DRAMs의 더블 워드 어드레스 위치에 그 더
블 워드를 역으로 기억시킬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칩 로우를 통해 각 더블 워드 기억 위치에 대하여 반복된다. 단
일 비트 에러가 검출될 때 마다, 그 검출된 에러에 해당하는 카운터(27)는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증가된다. 칩 로우의 
끝에 도달될 때, 상기 카운터(27)는 단계(98)에서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검사되어 상기 카운터(27)의 카운트가 소정
의 임계 값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카운터가 결합 DRAM을 지시하는 임계 레벨에 도달했다면, 스페어링 동작
이 필요하다. 그 결함 DRAM은 단계(100)에서 스페어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상기 결함 DRAM의 식별은 시스템 제어
기에 의해 선택된 스페어 벡터 레지스터에 기억된다. 따라서, 차후의 인출 또는 기억 동작에서, 상기 결함 DRAM은 필
히 대체될 것이다. 다음, 상기 벡터 레지스터의 모드 비트는 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단계(102)에서 1/2 스페어 모드로 
설정된다. 상기 벡터 레지스터를 1/2 스페어 모드로 설정함에 따라, 동일한 칩 로우는 상기 칩 로우의 각 어드레스로부
터 데이터를 인출하여 보정된 단일 비트 에러로 다시 기억되는 단계(104)에서 다른 스크루빙 동작에 제공된다. 상기 
1/2 스페어 모드에서 이러한 스크루빙 동작동안, 한 개의 더블 워드에 멀티플 비트 에러가 존재하는 것을 에러 점검 코
드가 지시하면,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상기 전 스페어 모드에서 칩 로우를 통해 제1 스크루빙 싸이클 동안 멀티플 
비트 에러가 검출될 때, 스크루빙 기억 명령은 메모리 카드에 발생되지 않고, 그 데이터는 보정 안된 더블 워드에 남게 
된다. 1/2 스페어 모드 스크루빙 동안, 각 더블 워드는 DRAM에서 인출되고, 그 인출된 더블 워드의 단일 비트 에러는 
상기 더블 워드의 ECC 비트에 따라 보정된다. 상기 스크루빙 기억 동작에서, 상기 데이터는 칩 로우에 역으로 기억되지
만, 임의의 결함 DRAMs을 스페어 DRAMs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결함 DRAM에서 제공된 데이터 비트는 스페어 DR
AM으로 효율적으로 이동된다.
    

    
또한, 전 스페어 모드 스크루빙 싸이클에서 스페어링 동작은 1/2 스페어 모드에서 칩 로우의 스크루빙에 의해 보정될 
몇개의 더블 비트 에러를 단일 비트 에러로 보정할 수 있다. 상기 1/2 스페어 모드동안에 멀티플 비트 에러를 검출하면, 
상기 더블 워드가 위치되는 라인(16 쿼드 워드)에 대한 SPUE 태그는 오프되어, 그 메모리 카드는 SCE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무시하고 SPUE 태그로 태그된 라인에 기억되어, 임의의 인출 명령에 응답하여 SPUE 데이터 패턴을 복귀함
으로써 상기 기억 위치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할 것이다.
    

상기 1/2 스페어 모드 동작동안 칩 로우의 스크루빙 끝에서, 상기 벡터 레지스터의 모드 비트는 단계(106)에서 전 스
페어 모드로 설정된다. 상기 카운터(17)는 상기 1/2 스페어 모드의 끝에서 검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스페어링되는 
결함 DRAMs에서 에러 카운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상기 카운터는 다음 칩 로우 또는 다음 PMA 카드상에 스
크루빙 동작이 수행되도록 제로에 재설정된다.

    
전 스페어 모드 또는 1/2 스페어 모드에 대한 호출에 부가하여, 상기 벡터 레지스터의 모드 비트는 노 스페어(no spar
e) 또는 널(null) 스크루빙 모드에 대한 호출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벡터 레지스터의 모드 비트를 널 또는 노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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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로 설정하면, 그 해당하는 스페어 DRAM은 해당하는 스페어 벡터 레지스터에서 식별되고 DRAM에 기억되는 데이
터와 비교하여 액세스된다. 상기 스페어 DRAM의 데이터에서 에러가 검출되면, 에러 레지스터의 스페어 DRAM 에러 
비트는 턴온된다. 상기 에러 비트 레지스터의 에러 비트가 턴온될 때, 그 해당하는 스페어 DRAM이 대체 DRAM으로써 
이용되는 것을 예방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시스템으로써, 포텐셜 더블 비트 에러(potential double bit errors)는 자체 시험 동작 및 스크루빙 동작과 접
속하여 단일 비트 에러로 보정된다. 결과적으로, 보정 불가능한 에러의 발생률은 상당히 감소된다. 또한, 상기 스페어링 
동작 후에 더블 비트 에러가 갖는 기억 위치는 상기 시스템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제거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설명하는 동안, 당업자라면 청구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한 개의 칩 로우(chip row)에 배열된 DRAMs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것에 의해, 상기 칩 로우의 DRAM으로부터 
병렬로 데이터를 판독하고, 상기 칩 로우의 DRAMs으로부터 병렬로 판독된 데이터의 다른 비트 위치에 각 칩 로우의 
DRAMs이 대응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서 에러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칩 로우의 각 기억 위치에서 기억 인출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각 기억 위치에서 인출된 데이터와 상기 위치에 기억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그 기억 위치로부터 인출된 데이터의 
비트에서 에러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각 비트 위치에서 검출된 에러를 카운팅하는 단계와,

상기 카운팅 에러가 소정의 임계 값을 초과하는 상기 인출 데이터의 비트 위치에 해당하는 DRAM을 스페어링(sparin
g)하는 단계와,

한 개의 기억 위치로부터 인출된 데이터에서 한 개 이상의 에러가 발생한 경우 및 한 개의 기억 위치로부터 인출된 데이
터의 한 개 이상의 비트 위치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를 검출하는 단계와,

가장 많이 에러를 카운트한 비트 위치에 해당하는 DRAM을 스페어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액
세스 메모리에서 에러를 줄이는 방법.

청구항 2.

적어도 한 개의 칩 로우(chip row)에 배열된 DRAMs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것에 의해, 상기 DRAM으로부터 병렬로 데
이터를 판독하고, 상기 칩 로우로부터 병렬로 인출된 데이터의 다른 비트 위치에 각 DRAMs이 대응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서 에러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칩 로우에서 상기 DRAMs의 각 기억 위치에 기억 인출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각 기억 위치에서 인출된 데이터와 상기 기억 위치에 기억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그 기억 위치로부터 인출된 데이
터의 비트에서 에러를 검출하는 단계와,

 - 8 -



등록특허 10-0337218

 
상기 각 칩 로우에 대한 각 비트 위치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카운팅하는 단계와,

임의의 한 개의 기억 위치로부터 인출된 데이터에서 한 개 이상의 에러가 검출되는 경우 및 임의의 한 개의 기억 위치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비트 위치에서 에러가 검출되는 경우를 검출하는 검출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서 에러를 줄이는 방법.

청구항 3.

적어도 한 개의 칩 로우(chip row)에 배열된 DRAMs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것에 의해, 상기 칩 로우의 DRAM으로부터 
병렬로 데이터를 인출하고, 상기 칩 로우에서 인출된 데이터의 다른 비트 위치에 각 칩 로우의 DRAMs이 대응하는 랜
덤 액세스 메모리에서 에러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스크루빙 싸이클에서 상기 칩 로우의 각 기억 위치를 스크루빙(scrubb ing)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스크루빙 싸이클에서 상기 스크루빙 동작에 의해 상기 제1 스크루빙 싸이클에서 보정된 단일 비트 에러를 각 
비트 위치에 대하여 카운트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스크루빙 싸이클 동안 검출된 멀티플 비트 에러를 무시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스크루빙 싸이클의 끝에서 에러 카운트가 소정의 임계치를 초과하는 비트 위치에 해당하는 DRAM을 스페어
링하는 단계와,

상기 칩 로우의 기억 위치를 제2 싸이클에서 스크루빙하는 단계와,

상기 제2 스크루빙 싸이클 동안 멀티플 비트 에러를 포함하는 검출된 기억 위치를 태그(tag)로 태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서 에러를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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