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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적 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메모리 모듈 및 메모리모듈의 동작 방법

요약

반도체 메모리 칩들과 연결된 메모리 인터페이스부, 호스트로부터 커맨드 패킷을 전달받고 호스트로 데이터 패킷을 전달

하는 고속 인터페이스부, 호스트와 SM 버스를 통하여 연결된 SM 버스 인터페이스부, 및 고속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전

달받은 커맨드 패킷을 디코딩하여 자신을 목적한 커맨드 패킷인지를 판단하고, 자신을 목적한 커맨드 패킷이 아닌 경우에

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반도체 메모리 칩들에 대한 온도 정보 요청을 발신하고,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수신하는 메모리 허브 제어부를 포함하여 메모리 허브를 구성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읽기/쓰기 동작을 저해하거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고 반도체 메모리 칩의 동적 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 기술에 의한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2는 본 발명의 동적 온도 모니터링이 적용된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개념을 예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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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사우스바운드 패킷의 커맨드 프레임의 인코딩을 예시한 도표이다.

도4는 본 발명의 동적 온도 모니터링이 적용된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의 메모리 허브의 구성을 예시한 블록도이다.

도5a와 도5b는 기존의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의 읽기 동작 타이밍도와 본 발명의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

듈 메모리 시스템의 읽기 동작 타이밍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10: 호스트

MM1~MMn: 메모리 모듈 M1~Mn: 반도체 메모리 칩

220-1~220-n: 메모리 허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의 동적 온도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것으로 특히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의 동적 온도 모

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의 구성 및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이나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이하 DRAM)의 경우에 있어서, DRAM 칩의

온도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

첫째는, 온도 보상형 셀프 리프레쉬(TCSR; Temperature Compensated Self Refresh)와 같이 DRAM 칩의 전류 소모량

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DRAM 칩의 메모리 셀은 셀 커패시터(cell capacitor)에 저장된 전하에 의하여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

러나, 셀 커패시터는 완전치 않으며 누설 전류가 발생되어 읽고 쓰는 동작이 없는 동안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셀 커패시

터에 저장된 전하가 소멸되게 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구조에서는 소정 시간 간격으로 셀 커패시터에 전하의 형태로 기

록된 데이터를 읽어내어 다시 쓰는 것을 반복하는 리프레쉬(refresh)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리프레쉬 동작이 필요한

상기 소정 시간 간격을 리프레쉬 주기(refresh period; tREFmax)라 정의한다. 이러한 리프레쉬 주기는 길어질수록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소모하는 전류량이 줄어들게 된다. 최근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은 내부에 구비되어 있는 온도 센서를 이용

하여 칩의 내부 온도를 검출하고, 검출된 온도에 맞도록 셀프 리프레쉬 주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상기 셀프 리

프레쉬 주기를 길게 하기 위한 온도 보상형 셀프 리프레쉬(TCSR; Temperature Compensated Self Refresh)를 하고 있

다. 셀 커패시터의 누설 전류는 온도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온도 센서에서 낮은 온도를 검출했을 때에는 긴 리프레쉬 주

기를 유지하여 소모 전류량을 줄일 수 있다.

둘째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신뢰성이 있는 동작을 보장할 수 있는 동작 속도 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동작 온도를 모니

터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한 임계 온도 이상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동작 속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신뢰성

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 전류 소모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온도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용도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칩 내부적

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로 온도 센서의 측정 온도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온도 센서를 칩 내에 집적하여 칩의

온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 외부와 온도 정보에 대한 통신이 필요 없고, 동작 측면에서도 온도 정보

의 통신이 개입될 경우의 호환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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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온도에 따른 동작 신뢰성을 보장하는 응용의 경우에는 측정된 온도를 반드시 외부에서 모니터링하여야 하기 때문

에, 외부와 온도 정보에 대한 통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온도 정보 통신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기존의 동작에 대한 호환

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대역폭 쓰로틀링(bandwidth throttling) 기술이 존재한다. 대역폭 쓰로틀링은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직접 온도를 측정하는 대신에 동작 대역폭과 온도와의 관계를 반도체 칩의 전류 및 패키지 온도 특성의 함수로

계산하여 동작 대역폭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와 같은 대역폭 쓰로틀링 방식은 칩 내에 온도 센서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적용의 편리성이 있으나,

응용 예에 따라서 다양해지는 DRAM의 메모리 억세스 유형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즉, 불필요한 경우에도 임계 대역폭

을 낮게 설정하게 되어 DRAM의 전반적인 성능을 저감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동적 온도 모니터링만이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온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최적화된 동작 대역폭 조절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다. 온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DRAM 칩은 온도 센서를 내부에 구비하고, 온도 센서에서 측정한 온도 정보를

외부, 예컨대, 메모리 컨트롤러(memory controller)에 전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핀을 할당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입출력 핀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핀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핀만을 이용하여 설정된 임계 온도를 넘어선 경우만을 알려주는 임계 온도 경고 플

래그(flag) 정보만을 외부로 전달하든지, 여러 개의 핀을 할당한 병렬 통신, 하나의 핀을 할당한 직렬 통신 등으로 온도 정

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새롭게 핀이 추가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메모리

컨트롤러의 구성 또한 변경되어야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기존의 입출력 핀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새롭게 핀을 추가하여야 하는 설계상의 부담은 없어지지만 정상적인 읽기/쓰

기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동적 온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프로토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여

전히 존재한다.

한편, 다수의 메모리를 PCB상에 탑재하는 메모리 모듈로는 SIMM(Single In-line Memory Module)과 DIMM(Dual In-

line Memory Module)이 있다. 현재 메모리 모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DIMM은 다시 FB-DIMM(Fully Buff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과 Registered DIMM으로 분류된다. 최근 메모리 시스템의 고속화 및 고용량화를 위해

FB-DIMM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FB-DIMM으로 구성된 메모리 시스템은 메인보드 상에 다수의 슬롯과

상기 다수의 슬롯에 삽입된 다수의 FB-DIMM으로 이루어진다.

도1은 종래 기술에 의한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을 포함한 메모리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1을 참조하면, FB-DIMM 메모리 시스템(100)은 호스트(110)와 데이지 체인(daisy-chain)으로 연결된 다수의 FB-

DIMM들(MM1~MMn, n은 1보다 큰 자연수)로 구성된다. FB-DIMM들(MM1~MMn)은 데이지 체인 상에 통상 8개까지

연결된다. 일반적인 FB-DIMM에 관한 상세 설명은 미합중국 등록특허 제6,317,352호와 국내 특허공개번호 제2003-

0064400호에 개시되어 있다.

호스트(110)는 다수의 FB-DIMM들(MM1~MMn)로 고속의 사우스바운드(southbound, 이하 SB) 패킷을 송신하는 송신

단(STx)과 다수의 FB-DIMM들로부터 호스트(110)로 전송되는 노스바운드(northbound, 이하 NB) 패킷을 수신하는 수신

단(NRx)을 구비한다.

FB-DIMM들(MM1~MMn)은 메모리 허브(Hub; 120-1~120-n)와 다수의 DRAM 칩들(M1~Mm, m은 1보다 큰 자연수)

로 구성된다. 각각의 메모리 허브들은 SB 송수신단(STx,SRx), NB 송수신단(NTx,NRx) 및 메모리 허브 제어부(122)를

구비한다. 도1에서 생략되어 있으나, 각각의 메모리 허브(120-1~120-n)는 SM 버스 인터페이스부를 구비하고, 상기 호

스트와 SM 버스(SMBUS)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호스트(110)는 상기 SM 버스(SMBUS)를 통하여 메모리 허브

들(120-1~120-n)을 제어한다.

SB 수신단(SRx)은 호스트(110) 또는 SB 패킷 전송 반대 방향으로 인접한 FB-DIMM에서 전송되는 고속 SB 패킷을 수신

한다. 반대로, SB 송신단(STx)은 SB 수신단(SRx)으로 수신된 SB 패킷을 그 전송방향으로 인접한 FB-DIMM으로 전송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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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허브 제어부(122)는 SB 수신단(SRx)에서 수신된 SB 패킷을 디코딩하여 해당 FB-DIMM에 포함된 DRAM 칩들

(M1~Mm)에 대하여 커맨드 및 어드레스 정보를 발생하고,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데이터를 독출하고, 독출된 데이터를 인

코딩하고 NB 패킷을 생성하여, NB 송신단(NTx)을 통하여 전송한다.

NB 수신단(NRx)은 NB 패킷 전송 반대 방향으로 인접한 FB-DIMM에서 전송되는 고속 NB 패킷을 수신한다. 반대로, NB

송신단(NTx)은 호스트(110) 또는 NB 패킷 진행방향으로 인접한 FB-DIMM으로 고속 NB 패킷을 송신한다.

또한 각각의 메모리 허브(120-1~120-n)는 해당 FB-DIMM에 포함된 DRAM 칩들(M1~Mm)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메

모리 인터페이스부(124)를 가진다.

FB-DIMM 메모리 시스템(100)은 상기한 바와 같이, DRAM 칩들과 메모리 컨트롤러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취하는 대신에,

DRAM 칩들의 입출력을 메모리 허브, 예컨대 AMB(Advanced Memory Buffer)에서 일단 버퍼링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DRAM 칩의 온도 정보 모니터링이 상기와 같은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목적은 DRAM 칩 내부에 위치한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정보를 읽기/

쓰기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모리 허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DRAM 칩 내부에 위치한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정보를 읽기/쓰기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고 모니

터링할 수 있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RAM 칩 내부에 위치한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정보를 읽기/쓰기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RAM 칩 내부에 위치한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정보를 읽기/쓰기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의 동작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DRAM 칩 내부에 위치한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정보를 읽기/쓰기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칩들과 연결된 메모리 인터페이스부, 호스트로부터 커맨드 패킷을

전달받고, 상기 호스트로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고속 인터페이스부, 상기 호스트와 SM 버스를 통하여 연결된 SM 버스

인터페이스부, 및 상기 고속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전달받은 상기 커맨드 패킷을 디코딩하여 자신을 목적한 커맨드 패킷

인지를 판단하고, 자신을 목적한 커맨드 패킷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

들에 대한 온도 정보 요청을 발신하고,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수신

하는 메모리 허브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의 메모리 허브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상기 메모리 허브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신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저장하

는 적어도 하나의 비트로 구성된 온도 정보 레지스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신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상기 온도 정보 레지스터에 기록할 수 있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칩 내부에 구비된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정보를 칩 외부로부터의 온도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칩 외부로 출력 가능한 복수의 반도체 메모리 칩, 및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모든 입력 신호

를 호스트로부터 버퍼링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을 제어하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모든 출력 신호

를 버퍼링하고 이에 응답하여 호스트로 출력하는 메모리 허브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허브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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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을 전달받아, 상기 메모리 허브를 목적한 커맨드 패킷이 아닐 경우에는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에 대해서 상기 온도

정보 요청 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로부터 상기 온도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호스트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은 상기 온도 정보를 칩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온도 정보 출력용 핀을 구비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상기 온도 정보 출력용 핀은 측정 온도가 임계 온도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에 활성

화되는 온도 정보를 출력하는 하나의 핀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상기 온도 정보 출력용 핀은 직렬 통신으로 온도 정보를 칩 외부로 출력하는 하나

의 핀 또는 병렬 통신으로 온도 정보를 칩 외부로 출력하는 복수개의 핀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메모리 허브의 상기 온도 정보 레지스터에 기록된 상기 반도체 메모리칩들의 온도 정보를

상기 SM 버스 인터페이스부에 연결된 SM 버스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읽어 가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다.

상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모듈 및 상기 메모리 모듈과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된 호스트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모듈은 칩 내부에 구비된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정보를 칩 외부로부터의 온도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칩 외부로 출력 가능한 복수의 반도체 메모리 칩 및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모든 입력

신호를 호스트로부터 버퍼링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을 제어하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모든 출력

신호를 버퍼링하고 이에 응답하여 호스트로 출력하는 메모리 허브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허브는 호스트로부터 커맨드

패킷을 전달받아, 상기 메모리 허브를 목적한 커맨드 패킷이 아닐 경우에는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에 대해서 상기 온도

정보 요청 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로부터 상기 온도 정보를 수신하여 호스트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

로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전달받은 온도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모듈에 포함된 반도체 메모리 칩의 동작 속도

를 결정할 수 있다.

상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커맨드 패킷을 메모리 허브가 수신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커

맨드 패킷이 자신을 지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커맨드 패킷이 자신을 지정한 것이 아닌 경

우로 판단한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온도 정보 요청 신호를 발신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온도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의 동작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호스트에서 커맨드 패킷을 데이지 체인 연결된 메모리 허브들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된 커맨드 패킷을 메모리 허브가 수신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커맨드 패킷이 자신을 지정한 것

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커맨드 패킷이 자신을 지정한 것이 아닌 경우로 판단한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온도 정보 요청 신호를 발신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온도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한 상기 반

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수신된 반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상기

호스트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은 커맨드 스누핑(snooping)을 이용하여 읽기/쓰기 동작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외부에서 동적인 온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FB-DIMM 메모리 시스템을 구성한다.

도2는 본 발명의 동적 온도 모니터링이 적용된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개념을 예시한 블록도이다.

도2는 도1에서 예시한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을 개선하여 동적 온도 모니터링이 적용된 FB-DIMM 메모리 시스

템을 도시한 것으로, 본 발명의 FB-DIMM 메모리 시스템은 복수개의 FB-DIMM(MM1~MMn)과, 복수개의 FB-DIMM

(MM1~MMn)을 제어하는 호스트(210)로 구성된다. 각각의 FB-DIMM(MM1~MMn)은 복수개의 DRAM 칩(M1~Mm)과

메모리 허브(220-1~220-n)로 구성됨은 도1에서 예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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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210)는 FB-DIMM 메모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복수개의 FB-DIMM(MM1~MMn)들 중에서 억세스 동작, 예컨대 읽

기 또는 쓰기 동작의 대상이 되는 FB-DIMM을 지정하는 SB 패킷을 전송한다. 지정된 FB-DIMM에서는 상기 호스트(210)

가 전송한 SB 패킷의 커맨드 어드레스 코드가 자신을 지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SB 패킷이 지정한 커맨드 동작을 수행한다.

도2에서는 FB-DIMM(MM3)를 지정한 읽기 동작 또는 쓰기 동작 커맨드를 SB 패킷을 통하여 입력받은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상기 호스트(210)가 전송한 SB 패킷의 커맨드 어드레스 코드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FB-DIMM들, 예컨대 FB-DIMM

(MM1,MM2,...,Mn)들은 상기 호스트(210)가 전송한 SB 패킷의 커맨드 어드레스 코드에 의해 지정된 FB-DIMM(MM3)이

SB 패킷에서 지정한 커맨드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에, 각 FB-DIMM에 포함된 DRAM 칩들의 온도 센서에서 측정한 온도

정보를 읽어들이는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동적 온도 모니터링 방법은 호스트(210)가 전송한 SB 패킷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FB-DIMM들

(MM1,MM2,...,Mn)이 각각의 FB-DIMM 들에 포함된 메모리 허브(220-1,220-2,...,220-n)에 의해서 DRAM 칩들의 온

도 정보를 읽어내는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선택된 FB-DIMM(MM3)의 메모리 억세스 동작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도 정

보를 읽어들일 수 있게 한다.

한편, SB 패킷은 메모리 동작클록신호의 1주기에 전송되는 12개의 비트들로 이루어진 10개의 데이터열로 구성된다. 따라

서, 하나의 SB 패킷은 전체 120비트로 구성되고, 다시 120비트의 패킷 데이터는 40비트의 3개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즉,

3개의 프레임은 1개의 커맨드 프레임과 제 1 및 제 2 쓰기 데이터 프레임 또는 1개의 커맨드 프레임과 두 개의 NOP(NO

Operation)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커맨드 프레임은 다시 16비트의 CRC 코드와 24비트의 커맨드 정보를 포함한다. 제 1

쓰기 데이터 프레임은 상위 36비트의 메모리 데이터를 포함하고, 제 2 쓰기 데이터 프레임은 하위 36비트의 메모리 데이

터를 포함한다.

상기 동적 온도 모니터링은 하기 도3의 SB 패킷 커맨드 프레임의 인코딩(encoding)을 바탕으로 하고, 하기 도4와 같은

FB-DIMM의 메모리 허브(220)의 구성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도3은 사우스바운드 패킷의 커맨드 프레임의 인코딩을 예시한 도표이다.

SB 패킷의 커맨드 프레임의 24 비트 커맨드 정보는 3비트 목적지 정보(DST), 1비트 랭크 선택 정보(RS), DRAM 커맨드

(CMD), 어드레스(ADDR)를 포함한다. 3비트 목적지 정보(DST)는 하나의 호스트에 연결될 수 있는 8개의 FB-DIMM

(MM1~MM8)들에 각각 대응하는 서로 다른 8개의 모듈 식별 코드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000"은 첫 번째 FB-DIMM 모

듈이고, "111"은 마지막 8번째 FB-DIMM 모듈 등으로 지정된다. 랭크 선택 비트(RS)는 각 FB-DIMM 모듈의 양면 중 어

느 한 면을 선택하기 위한 비트이다.

DRAM 커맨드(CMD)는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액티브 커맨드(ACTIVATE), 쓰기 커맨드(WRITE), 읽기 커맨드

(READ)와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커맨드들(PRECHARGE ALL, PRECHARGE ALL)로 구분된다. 액티브 커

맨드는 커맨드 정보의 21번째 비트가 "1"로 정의되고, 나머지 비트들의 조합은 DRAM 뱅크(bank) 어드레스와 로우(row)

어드레스 값으로 제공된다.

쓰기 커맨드와 읽기 커맨드는 커맨드 정보의 19 및 20번째 비트들의 조합("11" 및 "10")에 의해 서로 구분되고 나머지 비

트들의 조합은 컬럼(column) 어드레스 값으로 제공된다.

FB-DIMM 메모리 시스템에서 호스트(210)에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된 모든 FB-DIMM 모듈(MM1~MMn)의 메모리 허브

(220-1~220-n)는 호스트가 전송한 SB 패킷을 수신하고,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모든 FB-DIMM 모듈

(MM1~MMn)들은 해당 SB 패킷이 자신을 목적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목적하는 커맨드 동작의 종류도 알 수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동적 온도 모니터링이 적용된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메모리 허브의 구성을 예시한 블록도이다.

도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동적 온도 모니터링이 적용된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메모리 허브(220)는 메모리 인터페

이스 부(221), 고속 인터페이스 부(222), 호스트(210)와 통신하기 위한 SM 버스 인터페이스 부(223), 적어도 하나의 비트

로 구성된 온도 정보 레지스터(225)를 포함한 메모리 허브 레지스터부(224), 및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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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221)는 각 FB-DIMM 모듈에 포함된 DRAM 칩들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즉,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221)는 종래의 메모리 컨트롤러와 DRAM 칩들간의 연결과 유사하게 DRAM 칩들의 입출력핀, 제어 신호핀,

어드레스핀들과 연결된다.

상기 고속 인터페이스부(222)는 도1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SB 패킷 송신단(STx), SB 패킷 수신단(SRx), NB 패킷 송신

단(NTx) 및 NB 패킷 수신단(NRx)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고속 인터페이스부(222)는 저전압 차동 신호

방식(LVDS; 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ing)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호스트(210) 및 인접 FB-DIMM 들과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SM 버스 인터페이스부(223)는 호스트(210)와 통신하기 위해서 각 FB-DIMM들(MM1~MMn) 및 호스트(210)가 공

통적으로 SM 버스(SMBUS)와 연결되어 있다.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는 고속 인터페이스 부(222)를 통하여 호스트(210)로부터 전달된 SB 패킷을 디코딩하는 역

할과, 디코딩된 SB 패킷의 커맨드 정보에 따라서, 메모리 인터페이스부(221)를 통하여, 연결된 DRAM 칩들(230)에 대한

제어를 담당한다. 또한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부(221)를 통하여 DRAM 칩들(230)로부터 수

신한 데이터를 NB 패킷으로 인코딩하여 고속 인터페이스부(222)를 통하여 호스트(210)로 전송한다.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는 고속 인터페이스 부(222)를 통하여 수신한 SB 패킷이 자신을 지정한 것인지를 24비트의

커맨드 정보의 3개의 목적지 비트(DST)를 해석하여 판단한다.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가 수신한 커맨드 정보의 3개의 목적지 비트(DST)가 자신을 지정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는, 자신이 속한 FB-DIMM에 포함된 DRAM 칩들(230)에 대해서 커맨드 정보의 DRAM 커맨드(CMD)에 대응된 동작을 수

행한다.

반대로,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가 수신한 커맨드 정보의 3개의 목적지 비트(DST)가 자신을 지정한 것이 아닌 경우

로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는 자신이 속한 FB-DIMM에 포함된 DRAM 칩들(230)에 대해 온도 정

보를 DRAM 인터페이스부(221)를 통하여 요청한다.

여기에서, 상기 DRAM 칩들과 메모리 허브간의 온도 정보 요청 및 수신은 종래 기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온도

정보 입출력 핀을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입출력 핀을 할당하여 온도 정보 입출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입출력

핀을 할당하여 온도 정보 입출력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가 수신한 커맨드 정보의 3개의 목

적지 비트(DST)가 자신을 지정한 것이 아닌 경우로 판단한 경우이므로, 실제 커맨드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FB-DIMM 모

듈의 동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는 상기 DRAM 칩들에 대한 온도 정보 요청에 대응하여 DRAM 칩들로부터 수신된 온도 정

보를 메모리 허브 레지스터부(224)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비트로 구성된 온도 정보 레지스터(225)에 저장한다.

여기에서, 상기 온도 정보 레지스터(225)는 하나의 비트로 구성되어, 해당 DRAM 칩들의 온도가 설정된 임계 온도를 초과

하였는지 만을 지시하는 경고 플래그(alert flag)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온도 정보 레지스터는

복수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해당 DRAM 칩들의 온도 정보를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도 값을 읽어들일 수도 있다. 이

러한 온도 정보 레지스터(225)의 구성은 DRAM 칩들의 온도 출력 방식이 하나의 플래그 비트 정보만을 전달하도록 구성

되어 있는지, 온도 정보를 구성하는 복수개의 비트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상기 온도 정보 레지스터(225)에 저장된 DRAM 칩들의 온도 정보는 호스트(210)가 소정의 주기로, SM 버스

(SMBUS)와 SM 버스 인터페이스부(223)를 통하여 읽어갈 수 있다. DRAM 칩들의 온도 정보를 호스트(210)로 전달하기

위해서 별도의 NB 패킷을 통한 정보 전송을 택하는 대신에, SM 버스(SMBUS)를 이용함으로써 종래의 정상적인 읽기/쓰

기 동작을 저해하거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소정의 주기는 필요한 온도 모니터링의 주기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다. 예컨대, 수 마이크로 세컨드(10-6

second) 단위 또는 밀리 세컨드(10-3 second) 단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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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가 수신한 SB 패킷의 커맨드 정보의 목적지 비트(DST)가 자신을 지정한 것이 아닌 경

우로 판단한 경우에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가 DRAM 칩들의 온도 정보를 읽어오는 과정은 상기 커맨드 정보의 커맨드

코드(CMD)가 읽기 동작인 경우로 한정될 수도 있으며, 읽기 동작 또는 쓰기 동작 커맨드인 경우 등으로 한정 될 수도 있

다.

예를 들면, 도3에서 예시한 커맨드 프레임 도표에서, 상기 DRAM 커맨드(CMD)가 읽기 커맨드인 경우에만 DRAM 칩들의

온도 정보를 읽어오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다. 또는, 상기 DRAM 커맨드(CMD)가 읽기 커맨드이거나, 쓰기 커맨드인

경우에 DRAM 칩들의 온도 정보를 읽어오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의 DRAM 온도 정보 수집 방식은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온도 정보

수집을 빈번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온도 정보의 정확성은 향상되지만, 전류 소모량이 증가될 수 있다. 반대로, 온도 정보 수

집 횟수를 줄일 경우에는 온도 정보의 정확성은 다소 감소되지만, 전류 소모량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도5a와 도5b는 기존의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읽기 동작 타이밍도와 본 발명의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읽기 동

작 타이밍도이다.

도5a를 참조하면, 도1에서 예시한 기존의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읽기 동작의 타이밍을 알 수 있다.

도5a를 참조하면, 호스트(110)가 송신한 SB 패킷(501,502)은 호스트(110)에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된 다수의 FB-DIMM

(MM1~MMn)상의 각 메모리 허브(120-1~120-n)의 SB 패킷 수신단(SRx) 및 SB 패킷 송신단(STx)을 통해 마지막 FB-

DIMM(MMn)까지 메모리 클록(CLK)의 한 주기 내에 전달된다.

전달된 SB 패킷(501,502)은 모든 FB-DIMM(MM1~MMn) 내에 포함된 메모리 허브(120-1~120-n)의 메모리 허브 제어

부(122)에서 디코딩되고, 커맨드 정보 내에 포함된 목적지 정보(DST)를 해석하여 목적지 정보와 동일한 모듈 식별 코드를

가진 해당 FB-DIMM에서만 커맨드를 수행하고 목적지 정보(DST)와 다른 모듈 식별 코드를 가진 나머지 다른 모듈들은

자신의 커맨드가 아니므로 무시한다.

즉, SB 패킷(501,502)의 커맨드 정보에 포함된 목적지 정보(DST)를 가진 FB-DIMM 만 선택된다. 도5a의 타이밍도에서

는 SB 패킷(501,502) 커맨드 정보의 목적지 정보(DST)가 모듈(MM1)을 지정한 경우를 나타내며, 수행하여야할 커맨드는

액티브 커맨드(ACT1)와 읽기 동작 커맨드(RD1)를 순차적으로 입력받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된 FB-DIMM(MM1)의 메모리 허브(120-1)는 DRAM 인터페이스부(124)를 통하여 액티브 커맨드(ACT1)와

읽기 동작 커맨드(WR1)에 대응하여, FB-DIMM(MM1)에 포함된 다수의 DRAM칩들(M1~Mn)로부터 지정된 어드레스에

대한 읽기 동작을 수행한다(503,504).

반면에, FB-DIMM(MM2)의 메모리 허브(120-2)의 SB 패킷 수신단(SRx) 및 FB-DIMM(MMn)의 메모리 허브(120-n)의

SB 패킷 수신단(SRx)에서도 SB 패킷을 수신하고 디코딩한다. 그러나, 커맨드 정보 내에 포함된 목적지 정보(DST)가 자신

의 모듈 식별 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디코딩된 명령을 무시하고,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어서, 선택된 FB-DIMM(MM1)의 메모리 허브(120-1)는 FB-DIMM(MM1)에 포함된 다수의 DRAM칩들(M1~Mn)로부

터 지정된 어드레스에 대한 읽기 동작(505)을 통하여 읽어 들인 데이터들을 NB 패킷들로 인코딩하여 호스트(110)로 전송

한다(506).

도5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읽기 동작의 타이밍을 알 수 있다.

도5b를 참조하면, 도2에서 예시한 동적 모니터링이 적용된 본 발명의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읽기 동작의 타이밍을

알 수 있다.

도5b를 참조하면, 호스트(210)가 송신한 SB 패킷(511,512)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호스트(210)에 데이지 체인으로 연

결된 모든 FB-DIMM(MM1~MMn)으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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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된 SB 패킷(511,512)은 각각의 FB-DIMM 내에 포함된 메모리 허브(220-1~220-n)의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에서

디코딩되고, 커맨드 정보 내에 포함된 목적지 정보(DST)를 해석하여 목적지 정보와 동일한 모듈 식별 코드를 가진 해당

FB-DIMM에서는 지정한 커맨드 동작을 수행함은 동일하다.

반면에, FB-DIMM(MM2)의 메모리 허브(220-2)의 NB 패킷 수신단(SRx) 및 FB-DIMM(MMn)의 메모리 허브(220-n)의

NB 패킷 수신단(SRx)에서도 SB 패킷을 수신하고 디코딩한다. 그러나, 커맨드 정보 내에 포함된 목적지 정보를 해석하여

목적지 정보(DST)가 자신의 모듈 식별 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디코딩된 명령은 무시한다.

하지만, 도5a에서 예시한 종래 기술의 FB-DIMM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와는 달리, 본 발명의 FB-DIMM 메모리 시스템에

서는 FB-DIMM(MM2)의 메모리 허브(220-2)의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와 FB-DIMM(MMn)의 메모리 허브(220-n)의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에서는 각각의 FB-DIMM에 포함된 DRAM 칩들의 온도 정보를 읽어오는 동작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상기 FB-DIMM(MM2)의 메모리 허브(220-2)의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는 포함된 DRAM 칩들에 대해서 온

도 정보 요청 커맨드를 메모리 인터페이스부(221)를 통하여 전송한다(516). 온도 정보 요청 커맨드를 수신한 DRAM 칩들

은 메모리 인터페이스부(221)를 통하여 내장된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정보를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로 전송한다

(518). 상기 FB-DIMM(MMn)의 메모리 허브(220-n)의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의 동작도 동일하다.

이어서, 선택된 FB-DIMM(MM1)의 메모리 허브(220-1)는 FB-DIMM(MM1)에 포함된 다수의 DRAM칩들(M1~Mn)로부

터 지정된 어드레스에 대한 읽기 동작을 통하여 읽어 들인 데이터(515)들을 NB 패킷들로 인코딩하여 호스트(210)로 전송

한다(520).

반면에, 상기 FB-DIMM(MM2)의 메모리 허브(220-2)의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와 FB-DIMM(MMn)의 메모리 허브

(220-n)의 메모리 허브 제어부(226)에서 읽어 들인 DRAM 칩들의 온도 정보는 NB 패킷으로 전달되지 않고, 상기 메모리

허브들(220-2,220-n)에 포함된 온도 정보 레지스터(225)에 일단 저장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온도 정보 레지스터

(225)에 저장된 온도 정보들은 호스트(210)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읽어들여진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5b는 SB 패킷의 DRAM 커맨드(CMD)가 읽기 동작인 경우에 국한하여, DRAM 칩들의 온도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하지만, SB 패킷의 DRAM 커맨드(CMD)가 읽기 커맨드인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쓰기 커맨드 또는 읽기 커맨드인 경우에 국한하거나, 모든 DRAM 커맨드를 수신한 경우에 DRAM 칩들의 온도 정보를 수

집하는 경우로 확장되어져서 적용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다른 메모리 모듈이 동작하는 동안에, 반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수신함으로써, 정상

적인 읽기/쓰기 동작을 저해하거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고 반도체 메모리 칩의 동적 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메모리 칩들과 연결된 메모리 인터페이스부;

호스트로부터 커맨드 패킷을 전달받고, 상기 호스트로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고속 인터페이스부;

상기 호스트와 SM 버스를 통하여 연결된 SM 버스 인터페이스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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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속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전달받은 상기 커맨드 패킷을 디코딩하여 자신을 목적한 커맨드 패킷인지를 판단하고,

자신을 목적한 커맨드 패킷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에 대한 온도 정

보 요청을 발신하고,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수신하는 메모리 허브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허브.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허브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신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비트로 구성

된 온도 정보 레지스터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허브.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신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상기 온도 정보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허브.

청구항 4.

온도 센서를 칩 내부에 구비하고,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정보를 칩 외부로부터의 온도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칩 외

부로 출력 가능한 복수의 반도체 메모리 칩; 및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모든 입력 신호를 호스트로부터 버퍼링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을 제어하

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모든 출력 신호를 버퍼링하고 이에 응답하여 호스트로 출력하는 메모리 허브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허브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커맨드 패킷을 전달받아, 상기 메모리 허브를 목적한 커맨드 패킷이 아닐 경우에는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에 대해서 상기 온도 정보 요청 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로부터 상기 온도 정

보를 수신하여 상기 호스트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허브는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과 연결된 메모리 인터페이스부;

상기 호스트로부터 커맨드 패킷을 전달받고, 상기 호스트로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고속 인터페이스부;

상기 호스트와 SM 버스를 통하여 연결된 SM 버스 인터페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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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속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전달받은 상기 커맨드 패킷을 디코딩하여 상기 메모리 허브를 목적한 커맨드 패킷인지

를 판단하고, 상기 메모리 허브를 목적한 커맨드 패킷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에 대한 온도 정보 요청을 발신하고,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

보를 수신하는 메모리 허브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은

상기 온도 정보를 칩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온도 정보 출력용 핀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상기 온도 정보 출력용 핀은

측정 온도가 임계 온도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에 활성화되는 온도 정보를 출력하는 하나의 핀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상기 온도 정보 출력용 핀은

직렬 통신으로 온도 정보를 칩 외부로 출력하는 하나의 핀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상기 온도 정보 출력용 핀은

병렬 통신으로 온도 정보를 칩 외부로 출력하는 복수개의 핀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허브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신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비트로 구성

된 온도 정보 레지스터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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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허브 제어부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신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상기 온도 정보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메모리 허브의 상기 온도 정보 레지스터에 기록된 상기 반도체 메모리칩들의 온도 정보를 상기 SM 버

스 인터페이스부에 연결된 SM 버스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읽어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청구항 13.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모듈; 및

상기 메모리 모듈과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된 호스트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모듈은

온도 센서를 칩 내부에 구비하고,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정보를 칩 외부로부터의 온도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칩 외

부로 출력 가능한 복수의 반도체 메모리 칩; 및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모든 입력 신호를 호스트로부터 버퍼링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을 제어하

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모든 출력 신호를 버퍼링하고 이에 응답하여 호스트로 출력하는 메모리 허브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허브는 호스트로부터 커맨드 패킷을 전달받아, 상기 메모리 허브를 목적한 커맨드 패킷이 아닐 경우에는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에 대해서 상기 온도 정보 요청 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로부터 상기 온도 정보를

수신하여 호스트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의 메모리 허브는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과 연결된 메모리 인터페이스부;

상기 호스트로부터 커맨드 패킷을 전달받고, 상기 호스트로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고속 인터페이스부;

상기 호스트와 SM 버스를 통하여 연결된 SM 버스 인터페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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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속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전달받은 상기 커맨드 패킷을 디코딩하여 상기 메모리 허브를 목적한 커맨드 패킷인지

를 판단하고, 상기 메모리 허브를 목적한 커맨드 패킷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에 대한 온도 정보 요청을 발신하고,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

보를 수신하는 메모리 허브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전달받은 온도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모듈에 포함된 반도체 메모리 칩의 동작 속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

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의 메모리 허브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신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비트로 구성

된 온도 정보 레지스터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의 메모리 허브의 메모리 허브 제어부는

상기 메모리 인터페이스부를 통하여 수신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들의 온도 정보를 상기 온도 정보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메모리 허브의 상기 온도 정보 레지스터에 기록된 상기 반도체 메모리칩들의 온도 정보를 상기 SM 버

스 인터페이스부에 연결된 SM 버스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읽어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9.

커맨드 패킷을 메모리 허브가 수신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커맨드 패킷이 자신을 지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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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커맨드 패킷이 자신을 지정한 것이 아닌 경우로 판단한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온도

정보 요청 신호를 발신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온도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 풀

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의 동작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의 동작 방법은 상기 수신된 반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상기 메모리 허브의 온도 정보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의 동작 방법.

청구항 21.

호스트에서 커맨드 패킷을 데이지 체인 연결된 메모리 허브들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된 커맨드 패킷을 메모리 허브가 수신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커맨드 패킷이 자신을 지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커맨드 패킷이 자신을 지정한 것이 아닌 경우로 판단한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온도

정보 요청 신호를 발신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온도 정보 요청 신호에 응답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수신된 반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상기 호스트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 풀리 버퍼드 메

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은 상기 수신된 반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상기 메모리 허

브의 온도 정보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허브가 상기 수신된 반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상기 호스트로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호스트가 상기 메모리 허브의 온도 정보 레지스터에 기록된 상기 수신된 반도체 메모리 칩의 온도 정보를 주기적으로

읽는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풀리 버퍼드 메모리 모듈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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