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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램(DRAM) 공정의 미세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DRAM의 고용량, 고속 동작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DRAM 공정의 미세화에 따른 불량 셀들의 발생은 DRAM의 생산

성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량 셀들은 셀의 데

이터 유지 시간(retention time) 변화를 유발하여 DRAM 리프레시

(refresh) 동작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DRAM의 동작 에러로 연결

된다.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resilience) 방식으로는 여분의 로

우, 칼럼(spare row, column) 방식과 오류 정정 부호(ECC)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높은 면적 오버헤드로 인해 DRAM

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한다. 또, DRAM 불량 셀들의 대부분은 균

일하게 분포된 불특정 싱글 불량 셀(uniform-randomly distributed

single bit errors)들이다. 따라서 이 방식들은 이러한 불량 셀들의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 희생되는 정상 셀들로 인해 면적 비효율

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불량 셀들을 정상 셀들로 전환하기 위한

회로는 DRAM의 동작 회로(critical path) 중간에 위치하여 DRAM

의 성능 저하를 유발한다.

본 논문은 균일하게 분포된 불특정 싱글 불량 셀들을 수정하기

위한 기존의 일반적인 데이터 복원 방식을 대신하여 DRAM의 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그 효율을 분석하

였으며, 이와 함께 오늘날 디디알4(DDR4) 디바이스 내부에서의

ECC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 방식은

DRAM 내부에 작은 캐시를 적용하여 불량 셀들을 DRAM의 정상

셀이 아닌 캐시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캐시의 에스램(SRAM) 셀은

DRAM 셀과 비교하여 크지만 균일하게 분포된 불특정 싱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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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들을 수정하기 위해 희생되는 DRAM 셀들의 면적을 고려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DRAM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블룸

필터를 이용하여 캐시로의 접근을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얻

을 수 있다. DRAM 정상 동작 시 매번 캐시로의 접근을 블룸 필

터가 제어하는 것은 불량 셀들의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DRAM

내의 캐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블룸 필터와 캐시는

DRAM의 정상 동작과 병렬로 동작하고, DRAM 동작과 비교하여

빠르게 동작하므로 DRAM 동작의 성능 저하를 유발시키지 않는

다.

이와 함께 DDR4 디바이스 내부에서의 ECC 적용은 DRAM 데이

터 코드워드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면적 오버헤드가 감소하지

만, ECC 회로의 수정 및 덮어쓰기 동작(read-modify-write)으로

인한 동작 성능 저하를 유발한다. 또, ECC의 연산 결과를 DRAM

외부에 전달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DRAM 공정이 미세화 될수록 불량 셀들을 수정하기 위한

DRAM 생산업체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상

셀 대비 불량 셀 비율에 따른 본 논문 방식의 효과와 오늘날

DDR4 디바이스에 ECC를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

다.

주요어 : 디램, 신뢰성, 오버헤드 특성, 디램 내장 오류 정정 부호,

디디알4

학 번 : 2013-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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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동기

IBM 연구소의 Dennard [25]가 발명한 디램(DRAM)은 휘발성(volatile)

메모리 디바이스(device)로서, 1개의 트랜지스터(transistor)와 1개의 커패

시터(capacitor)로 구성되어 에스램(SRAM) 대비 높은 셀(cell) 밀도 특성

을 갖고 있으며, 생산성에 민감한 디바이스이다.

DRAM은 그림 1과 같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발전을 통해 시스템의

주기억 장치(main memory)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DRAM의 공

정 미세화 기술은 이러한 DRAM의 고용량, 고속 동작의 발전을 가능하

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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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RAM의 발전 [4, 22]



- 2 -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DRAM 셀 커패시턴

스(capacitance)를 유지하기 위해 DRAM 셀 커패시터의 aspect ratio는

증가하게 되고 [12], 이는 DRAM 셀의 공정 변화(process variation) 특

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생산 및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취약한 DRAM의 이러한 셀 특성은 셀

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data) 보존 시간의 변동을 심화시켜 DRAM

retention time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5, 6]. 또, 이러한 DRAM의

불량 셀은 DRAM 컴포넌트(component) 동작의 에러(error)를 유발하며

결국 시스템 오동작(failure)을 발생시킨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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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RAM의 aspect ratio [12]

DRAM의 공정 미세화에 따른 DRAM 불량 셀을 수정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는 추가 row와 column을 배치하는 spare row, column

방식과 error를 인지하여 수정하거나 error 존재 여부를 시스템에 알려주

는 DIMM level의 ECC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DRAM 디

바이스(device)의 면적 오버헤드(overhead)를 증가시켜 DRAM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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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악화시킨다.

대부분의 DRAM 셀 에러는 생산이나 테스트(test) 도중 발생한 균일하

게 분포된 불특정 싱글 불량 셀(uniform-randomly distributed single bit

errors) [13]들이다 [7, 14]. DRAM의 row와 column은 수천에서 수만 개

의 셀 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row와 column 내에서 불량 셀이 발

생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row와 column을 활성화(access)하지 않고 추가

로 구비된 spare row와 column이 해당 row와 column을 대체하여 동작

한다. 따라서 spare row, column 방식은 불량 셀들을 수정하기 위해 희

생되는 수많은 정상 셀들로 인해 면적 비효율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spare row, column 방식은 관련 회로들이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DRAM

동작 회로(critical path) 중간에 위치하여 DRAM의 성능 저하를 유발한

다. 따라서 일반적인 DRAM 셀 에러를 수정하기 위한 spare row,

column 방식은 면적 및 성능 오버헤드를 유발하므로 DRAM 셀 에러의

비율에 따라 적절히 구비(trade-off)되어야 한다.

또한, DIMM level의 ECC도 추가되는 component로 인해 면적 오버헤

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균일하게 분포된 불특정 불량 셀들을 수정하기

위해 높은 면적 희생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DRAM의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불량 셀들로 인한

DRAM 셀 에러는 생산성에 민감한 DRAM 생산업체의 고민이 되고 있

다.

1.2 연구내용

DRAM의 집적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공정 미세화는 생산 및 테스트

도중 발생한 불량 셀들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DRAM의 데이터 복원(resilience) 구조는 불량 셀들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특정 싱글 불량 셀들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높

은 면적 비효율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면적 효율성을 높인 아키텍처를 제안하기에 앞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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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DRAM의 구성과 동작을 이해하고, 3장에서 DDR4 SDRAM의

specification 특성과 DDR3 SDRAM 대비 추가된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

였다. 그리고 4장에서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구조의 특성을 분

석하여 그 한계를 이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 면적 효율을 높여 DRAM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설계 및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여 본 논문이 제안한 아키텍처의 효율을 설명하였다.

6장에서는 DDR4 디바이스에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DDR3 디바이스

대비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 이해하고 DDR4 디바이스에 ECC를 내장하

였을 때 활용 가능한 새로운 DDR4 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SECDED를 채용한 ECC 내장 시 발생하는 오버헤드의 특성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캐시(cache)를 DDR4 디바이스에 내장하여 DRAM의 생산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논문의 제안과 ECC 내장을 위해 면적 효율성

을 높이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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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RAM

2.1 DRAM의 구성

DRAM은 그림 3과 같이 DIMM, rank, chip, row/column으로 이어지는

subsystem hierarchy로 구성되어 있다 [21].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

위인 DRAM 셀은 1개의 트랜지스터(transistor)와 1개의 커패시터

(capacitor)로 구성되어 있다. DRAM 셀들은 다시 로우 디코더(row

decoder)와 비트 라인(bit line)을 서로 공유하는 sub-array 단위인 mat

을 구성하고, 1개의 mat은 비트 라인 센스 앰프(bit line sense amp,

BLSA)를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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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RAM hierarchy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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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된 mat가 모여 2D array 구조로 하나의 bank를 구성하게

된다. Bank 내의 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로우 디코더(row

decoder)에 의해 활성화되는 워드라인(word line)과 해당 mat의 로컬 워

드라인(local word line) 활성화를 통해 읽기, 쓰기(write, read) 준비 동

작을 거치게 된다. 이후 동일 bank의 칼럼 디코더(column decoder)는 칼

럼 셀렉트 라인(column select line, CSL)을 활성화시켜 워드라인의 활성

화를 통해 비트 라인에 전달된 데이터를 DRAM 셀에 실제로 읽기, 쓰기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이러한 여러 bank들의 집합을 통해 하나의 chip, 즉, DRAM 디바

이스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통해 입력된 주소(address)

에 해당하는 bank 내 셀 데이터의 읽기, 쓰기 동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DRAM 디바이스들이 모여 시스템의 캐시 라인(cache line)과

같은 데이터 버스(data bus) 사이즈(size)를 갖는 rank를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rank들이 모여 DRAM DIMM을 이루게 된다.

2.2 DRAM의 동작

DRAM은 시스템의 명령에 의해 데이터의 읽기, 쓰기 동작을 수행한다.

시스템 내에서의 DRAM의 읽기, 쓰기 동작은 그림 4와 같다.

먼저 CPU는 메모리 컨트롤러(memory controller)에게 데이터 처리 요

청을 보내고, 메모리 컨트롤러는 이 요청을 DRAM의 명령(command)으

로 전환하여 DRAM에 전달한다. 전달받은 명령으로 DRAM은 먼저 라

스(RAS) 동작을 수행한 후 카스(CAS) 동작을 통해 데이터 처리 동작을

수행한다.

이 후 DRAM은 DRAM 내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메모리 컨트롤러로 전

달한다.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로 전달된 데이터 처리 결과는 다시

CPU로 전달되어 CPU와 DRAM 사이의 동작을 완료하게 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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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내에서의 DRAM 동작 [26]

먼저, 그림 5는 DRAM의 RAS 동작과 CAS 동작을 나타낸다. DRAM

의 RAS 동작은 bank 내의 word line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이다. 즉,

DRAM은 RAS 동작을 통해서 DRAM의 CAS 동작이 수행되기 위한 준

비를 완료한다. DRAM의 RAS 동작이 완료되면 DRAM은 CAS 동작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DRAM의 타이밍 다이어그램(timing diagram)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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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RAM의 타이밍 다이어그램 [3]

동일 bank 내의 word line은 동시에 여러 개가 활성화 될 수 없는데,

이미 활성화된 word line 이외의 word line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

존의 word line을 tRP의 시간동안 precharge시켜야 한다.

DRAM의 RAS 명령이 입력되면 DRAM active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DRAM은 이러한 active 동작 시간 보장을 위해 tRCD 시간 이후에

column 명령인 읽기, 쓰기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 DRAM의 읽기(read)

동작은 tAA의 시간 안에 해당 셀의 데이터를 DRAM 외부로 전달하여

야 한다. 이는 CL (CAS Latency), 즉, 읽기 명령이 입력된 후 CL에 해

당하는 clock cycle 이후에 데이터를 외부로 전달하는 것으로 CL과 동작

주파수에 따라 tAA가 결정된다. DRAM의 읽기 동작은 RAS 동작을 통

해 비트 라인으로 전달된 해당 DRAM 셀의 데이터를 비트 라인 센스

앰프(bit line sense amp, BLSA)의 증폭 동작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 라

인으로 전달한다. 글로벌 데이터 라인으로 전달된 데이터는 해당 bank의

글로벌 데이터 라인 센스 앰프(global data line sense amp)의 증폭동작

을 통해 DRAM의 패드(pad)로 전달되어 DRAM 외부로 나가게 된다.

DRAM의 쓰기(write) 동작은 먼저 WL (Write Latency) 이후에 데이터

가 DRAM으로 입력된다. 이후 입력된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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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ata line)을 통해 해당 bank로 전달한다. 그리고 칼럼 디코더

(column decoder)에 의해 해당 칼럼 셀렉트 라인(column select line,

CSL)이 활성화되어 글로벌 데이터 라인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가 비트

라인으로 입력되고, 마지막으로 DRAM 셀에 저장된다. 이 때 입력된 데

이터는 tWR, 그리고 이후 읽기 동작이 입력될 경우 tWTR 시간 동안

관련 회로의 동작과 셀 데이터 입력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DRAM의 active 동작과 precharge 동작의 최소 보장 타이밍을 tRAS라

고 하며 active 동작 후 다음 active 동작이 수행되기 위한 최소의 보장

타이밍을 tRC라고 한다.

DRAM은 데이터 I/O 패드 개수에 따라 DRAM 디바이스의 대역폭

(bandwidth)이 결정된다. DRAM의 최대 동작속도가 빠르고, I/O 패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DRAM 디바이스의 bandwidth는 높아진다.

또, DRAM은 RAS 동작 이후 CAS 명령을 tCCD의 간격을 두고 연속

적으로 수행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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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DR4 SDRAM의 이해

3.1 DDR4 SDRAM의 specification

시스템의 주기억 장치인 DRAM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림 7 [23]과 같

이 SDR, DDR, DDR2, DDR3를 거쳐 오늘날 DDR4 디바이스에 이르기

까지 저전력, 고속 동작이 가능하도록 발전을 거듭해왔다.

표 1은 DDR4 SDRAM의 주요 변화를 나타낸다 [23, 24]. DDR3

SDRAM 대비 DDR4 SDRAM은 1.2V의 낮은 구동 전압을 바탕으로

3200Mbps의 고속 동작을 타깃(target)으로 한다. DDR4 SDRAM은

DDR3 SDRAM 대비 20%, DDR3L SDRAM 대비 11%의 구동 전압 감

소를 통해 저전력 시스템을 지원한다 [3]. 또한 4Gb에서 16Gb까지의 고

용량 DRAM을 지원하여 DDR3 SDRAM 대비 고용량 DIMM 제작을 가

능하게 한다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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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RAM의 동작 전압 및 속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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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Option DDR3 DDR4

Number of prefetch 8 bits 8 bits

Voltage (core and I/O) 1.5V 1.2V

Speed 0.8 ~ 1.6 Gbps 1.6 ~ 3.2 Gbps

Densities Component 512Mb ~ 4Gb 4Gb ~ 16Gb

Module 1, 2, 4, 8, 16, 32, 
and 64GB

8, 16, 32, 64, 
and 128GB

Internal banks 8 16

Bank groups (BG) N/A 4

Read latency AL + CL AL + CL

Write latency AL + CWL AL + CWL

표 1. DDR3 SDRAM 대비 DDR4 SDRAM의 주요 변화 [23, 24]

DDR4 SDRAM은 bank group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3]. DDR

SDRAM은 2-bit pre-fetch, DDR2 SDRAM은 4-bit pre-fetch, 그리고

DDR3 SDRAM은 8-bit pre-fetch 설계를 통해 DRAM 디바이스의 대역

폭(bandwidth)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DDR4 SDRAM은 DDR3

SDRAM과 같은 8-bit pre-fetch를 유지하고 bank group specification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8Gb ×8 DDR4 SDRAM의 경우 4개의 bank group,

그리고 동일 bank group 내 4개의 bank를 갖는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

다. 8개의 내부 bank를 갖는 DDR3 SDRAM 대비 16개의 내부 bank를

갖고 있어 DDR3 SDRAM 대비 더 많은 bank를 갖는 구조이다.

이러한 bank group의 개념은 동일 bank group간, 그리고 서로 다른

bank group간의 동작 specification 변화를 가져왔다. CAS 동작의 최소

간격 단위인 tCCD와 쓰기 동작 후 읽기 동작 명령의 입력 시간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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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쓰기 시간을 보장해주는 tWTR은 동일 bank group의 경우

tCCD_L, tWTR_L, 그리고 다른 bank group의 경우 tCCD_S, tWTR_S

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DDR3 SDRAM 대비 대역폭을 증가시킬 수

있고, 동시에 동일 bank group에서의 bank 내 동작을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DR4 SDRAM에서 연속으로 입력, 출력되는 데이터 bit 개수

인 burst length 8의 경우 8개의 데이터가 4nCK동안 동작한다. 그리고

이 때 2400-DDR4 die에서 tCCD_L, tCCD_S은 각각 6nCK와 4nCK, 그

리고 tWTR_L, tWTR_S는 각각 9nCK와 3nCK로 DDR4 SDRAM은 동

일 bank group내에서의 연속 동작을 specification으로 보장한다.

쓰기 및 읽기의 동작 성능(read latency & write latency)은 AL

(Additive Latency) + CL (CAS Latency)과 AL + CWL (CAS Write

Latency)로 동일하게 동작하지만 그 값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DDR4

SDRAM 동작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CA parity 기능의 동작

시간 오버헤드를 보장하기 위하여 PL (parity latency)을 specification

내에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3.2 DDR4 SDRAM의 새로운 기능

DDR4 SDRAM은 DDR3 SDRAM 대비 높은 동작 신뢰성을 갖는다. 이

러한 동작 신뢰성을 위해 CRC (Cyclic Redundancy Check), PDA (Per

DRAM Addressability) mode, CA (Command and Address) parity,

Gear Down mode 기능을 추가하였다 [3, 23].

DDR4 SDRAM specification은 쓰기 동작에서의 CRC 기능을 지원한다.

이는 DRAM의 쓰기 동작에서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변경되어 발생하는

에러를 인지하여 DRAM의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CRC 기

능은 데이터 burst의 뒤에 CRC bit을 추가하여 에러 인지 연산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DRAM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CRC 기능과 함께 DRAM에

전송되어 입력되는 명령과 주소의 신뢰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CA 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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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명령, 주소와 함께 전송되어 입력된 패리티를 내부 연산을 통해

DRAM에 입력된 명령 및 주소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DDR4 SDRAM은 CA parity, CRC 기능을 통해 쓰기 동작에서 입력된

명령 및 주소,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PDA mode와 Gear Down mode는 DRAM S/I (system integrity) 동작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이다. DDR4 SDRAM은 DRAM module 내 각

chip의 Vref 레벨(level) ODT (On Die Termination) 설정을 모두 동일

하게 설정하는 DDR3 SDRAM과 달리 각 chip의 환경을 반영하여 임피

던스(impedance)를 조절한다. 따라서 전송 선로의 reflection을 안정화 시

켜 S/I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Gear Down mode를 통해 명령 및 주

소의 낮은 동작 속도 환경 속에서 실제로 DRAM 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입력, 출력하는 DRAM 데이터 버스(data bus) DQ의 동작 속

도를 빠르게 유지 가능하도록 하여 DRAM의 S/I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DDR4 SDRAM에는 DDR3 SDRAM 대비 DRAM의 신뢰성 향

상을 위해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의 동작시간

오버헤드(latency overhead)로 인해 4∼5nCK의 추가 동작시간을

specification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읽기 동작시간(tAA)에 최대 2ns의

동작시간 오버헤드가 specification에 반영되었다 [3].

DDR3 SDRAM 대비 DDR4 SDRAM은 저전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고

집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DRAM의 동작 신뢰성을 위한

기능들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Bank group 개념의 도입은 대역폭 성

능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송된 입력 데이터와 명령 및 주소에 패

리티를 추가하여 쓰기 동작에서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또 이러한 기능

들의 동작을 통해 추가되는 동작시간 오버헤드가 specification에 반영되

었다.

그러나 DDR4 SDRAM은 셀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능

들로 DDR3 SDRAM과 같이 DRAM에 내장된 spare row, column 방식

과 DIMM 레벨의 ECC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성을 위한 새로운 기능들의 오버헤드가 반영되어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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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4 SDRAM specification과 같이 공정 미세화의 진행 속에서 DRAM

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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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

4.1 Spare row, column 아키텍처

DRAM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DRAM 셀의 에러를 수정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그림 8과 같이 spare row, column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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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pare row, column 아키텍처

*이 장은 [1]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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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e row, column 아키텍처는 불량 셀에 해당하는 row와 column을

대체하기 위해 여분의 row와 column을 두어 해당 불량 셀의 row와

column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row와 column 디코더 앞에 address remapping unit을

배치하여 입력 주소와 불량 셀을 포함하고 있는 row, column 주소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먼저, 데이터를 쓰고, 읽기 위한 주소가 입력되면 address remapping

unit으로 주소가 전달된다. 전달된 주소는 address remapping unit에서

불량 셀을 포함하는 퓨징(fusing)된 row, column 주소들과 비교작업을

거치게 된다. 입력 주소와 퓨징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력 주소

의 row, column을 활성화시켜 정상 RAS, CAS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입력 주소와 퓨징된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address remapping

unit은 입력 주소를 spare row와 column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소로 전

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전환된 주소로의 spare row와 column이

활성화되고 spare row와 column 내의 정상 셀로의 접근을 통해 불량 셀

을 수정하게 된다.

불량 셀을 포함하고 있는 row, column 주소들은 DRAM의 생산 및 테

스트 단계에서 퓨징 작업을 거치게 되고, DRAM 내에 비휘발성 메모리

상태로 저장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퓨징은 레이저(laser) 방식과 전기(electrical)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4.2 Spare row, column 아키텍처의 생산성 분석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인 spare row, column 아키텍

처는 해당 row와 column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셀들을 대체하는 방식이

다. 따라서 이 방식은 해당 row와 column 내 대부분의 셀들이 불량일

때 적합한 구조이다.

즉, 해당 row와 column 내 대부분의 셀들이 불량일 경우 spare row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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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으로의 대체를 통해 대부분의 불량 셀들이 수정된다. 따라서 불량

셀들을 수정하기 위해 희생되는 정상 셀들의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반

대로 해당 row와 column 내 대부분의 셀들이 정상이지만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셀들이 불량일 경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당 row와 column

은 불량 row, column으로 지정되어 spare row, column으로의 대체를 통

해 불량 셀들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 경우 일부 불량 셀

들을 수정하기 위해 희생되는 정상 셀들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인 spare row,

column 아키텍처는 해당 row와 column 내 대부분의 셀들이 불량한

row성, column성 에러를 수정하기에 효과적이지만, 반대의 경우 희생되

는 정상 셀들의 비율로 인해 면적 비효율적인 특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DRAM 불량 셀들은 생산이나 테스트 도중 발생한 균일하게

분포된 불특정 싱글 불량 셀(uniform-randomly distributed single bit

errors)들이다 [7, 14]. 따라서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

를 이용하여 이러한 특성을 갖는 불량 셀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희생되

는 정상 셀들의 비율로 인해 높은 면적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

DRAM의 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또, address remapping unit을 통해 불량 셀을 포함한 row와 column을

spare row, column으로 대체하는데, 이 address remapping unit이 row

디코더와 column 디코더 앞, 즉, DRAM의 동작 회로(critical path) 중간

에 위치하여 동작시간 오버헤드(latency overhead)가 발생하게 되고 이

는 DRAM의 성능 저하를 유발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는 면적 및 동작시간

오버헤드로 인해 불특정 싱글 불량 셀 특성을 갖는 DRAM 셀 에러를

고려했을 때 면적 비효율적이며, 이는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

DRAM의 bank는 row block과 column block의 메시(mesh) 구조로 되

어 있다. 각각의 row, column block 내 불량 row, column을 대체하기

위해 여분의 row, column을 배치하는 spare row, column 아키텍처는 그

림 9와 같이 캐시의 set, way 구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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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8nm 8Gb ×8 DDR4-2400 die를 베이스(base)로 하였다. 4개

의 bank group과 동일 bank group 내 4개의 bank로 구성된 8Gb DDR4

아키텍처에서 하나의 bank를 8k bit row와 64k bit column으로 구성했

을 때 spare column의 경우 spare row와 비교하여 희생되는 높은 정상

셀 비율로 인해 면적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spare row를 사

용하는 구조를 베이스로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를 분

석하였다.

본 논문은 CACTI-D [17]를 수정하여 모델링(modeling)하였고, 면적 오

버헤드가 현저하게 발생하는 싱글 비트 에러율(Single-bit error rate,

SBER)   이상에서 분석하였다.

DRAM의 생산성은 DRAM 생산 업체의 기밀이다 [12]. 따라서 본 논문

은 다양한 set과 way를 모델링하였고, bank 당 640개의 spare row와 80

개의 spare column을 오버헤드 기준 [14]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를 분석하였다.

DRAM 생산성의 기준으로 
 의 생산성 저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일반적인 DRAM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의 면적 오버헤드는 그림 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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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그림 10. 일반적인 DRAM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의 면적 오버헤드

각각의 SBER에서 
 의 생산성 저하를 만족시키는 set과 way의 조합

중 면적 오버헤드가 가장 작은 최적 지점(optimal point)을 기준으로

SBER이 증가할수록 SBER  에서 0.26%,  에서 3.66%,  에서

32.5%와 같이 면적 오버헤드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림 11과 같이 set과 way를 모두 증가시켰을 경우 DRAM 디바이스의

failure rate은 감소하지만 이로 인한 면적 오버헤드와 동작시간 오버헤

드가 모두 증가하여 이는 DRAM 업체의 생산성에 부담이 된다. 특히 실

험결과는 SBER이 
  이상일 경우 면적 오버헤드는 32.5% 이상이 되

어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를 통해 DRAM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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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BER  

(b) SBER  

(c) SBER  

그림 11. 일반적인 DRAM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의 생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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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RAM 내 캐시 적용 아키텍처

5.1 DRAM 내 캐시 적용 및 분석

기존의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인 spare row, column

아키텍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은 DRAM 내부에 캐시를 적

용한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이는 DRAM 내부에 그림 12와 같이 캐시를 적용하여 불량 셀들 대신

캐시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을 수행하여 DRAM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Bank Bank Bank• • •

Cmd/Addr
Cache Data

Data

Data

Cmd/Addr

“Cache hit”

Cache 
Tag = faulty addr
Data = burst data

그림 12. DRAM 내 캐시 적용 아키텍처

*이 장은 [1]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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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 내 캐시를 적용한 아키텍처는 DRAM 내에 불량 셀들을 대신하

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시, 그리고 기존 DRAM 셀의 데이터와 캐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MUX로 구성된다. 그리고 캐시의 엔트리

(entry) 크기는 DRAM의 burst length 크기와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DRAM의 I/O 근처에 배치된 캐시는 불량 셀들의 주소 정보를 저장하

고 있다. 이 캐시는 DRAM에 입력된 명령(command)과 row 주소

(address), column 주소를 차례로 받아들이고 합치는 과정을 통해 이 주

소가 불량 셀의 주소인가를 판단한다.

그림 13은 DRAM 내 캐시를 적용한 아키텍처의 동작을 나타낸다. 쓰기

(write) 동작에서는 입력된 주소와 캐시의 태그(tag)에 저장된 불량 셀들

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cache miss) DRAM의 정상 셀에 쓰기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반대로 캐시의 태그에 저장된 불량 셀들의 주소

와 입력된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즉, 캐시 히트(cache hit)가 발생하면

캐시는 입력된 데이터를 캐시의 해당 set에 저장한다.

읽기(read) 동작에서는 입력된 주소와 캐시의 태그(tag)에 저장된 불량

셀들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cache miss), 먼저 일치하지 않는다

는 신호를 MUX로 보내게 된다. 또 읽기 명령(read command)이 입력되

면서 동시에 동작하는 DRAM의 읽기 동작을 통해 DRAM의 정상 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 온다. 마지막으로 MUX의 신호에 따라

DRAM 정상 셀의 데이터를 DRAM I/O를 통해 외부로 내보낸다. 반대

로 캐시의 태그에 저장된 불량 셀들의 주소와 입력된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cache hit), 마찬가지로 먼저 일치한다는 신호를 MUX로 보내게 된

다. 그리고 캐시의 해당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읽기(read) 동작

을 수행하고 MUX는 DRAM의 불량 셀의 데이터를 대신하여 캐시에 저

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DRAM I/O를 통해 외부로 내보낸다.

DRAM 내 캐시를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은 캐시의 동작과 외

부 명령(command)에 따른 DRAM의 정상 동작이 병렬로 수행되기 때문

에 동작시간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식의 적용에 따

른 성능 저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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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캐시 미스(cache miss) 동작

Bank Bank Ban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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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DRAM 내 캐시 적용 아키텍처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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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와 같이 DRAM 내 캐시를 적용한 아키텍처는 일반적인 DRAM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의 면적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에서 불량 셀을 수정하기 위해 정상 셀

들이 희생되는 것과 달리 본 논문의 아키텍처는 불량 셀에 해당하는 데

이터만 캐시에 저장할 수 있어 면적 오버헤드가 일반적인 DRAM의 데

이터 복원 아키텍처와 비교하여 SBER   기준으로 32.5%에서 1.2%

로 매우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면적 효율성을 현저히 높여서 DRAM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아키텍처 설계 시 3-metal layer를 고려하였고,

SRAM 셀의 크기는 150  , DRAM 셀의 크기는 6 로 적용하였다.

SRAM 셀의 크기가 DRAM 셀의 크기와 비교하여 크지만, 불량 셀을

수정하기 위한 캐시의 크기가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

에서 희생되는 정상 셀들의 크기와 비교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DRAM

내 캐시를 적용한 방식은 기존의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

텍처와 비교하여 높은 면적 효율성을 갖는다.

하지만, DRAM 내 캐시를 적용한 아키텍처는 일반적인 DRAM의 데이

터 복원 아키텍처와 비교하여 높은 에너지(energy) 오버헤드를 갖는다.

이는 DRAM에 명령 및 주소가 입력되면 DRAM 내 캐시는 캐시 내에

저장되어 있는 불량 셀들의 주소 정보와 입력된 주소가 일치하는지 매번

비교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와 DRAM 내 캐시

를 적용한 방식의 에너지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인 칩 멀티프로세서 시스

템(chip-multiprocessor system)에서 구동되는 SPEC CPU2006 어플리케

이션(application)의 평균 로우 버퍼 충돌(row-buffer conflict) 비율(ß)

0.27 [16]을 적용하였을 때, DRAM 내 캐시를 적용한 아키텍처는 SBER


  기준으로 2.3%의 에너지 오버헤드를 갖는다. 따라서 기존 아키텍처

의 1.16% 에너지 오버헤드와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높은 면적 효율성을 유지하고, 에너지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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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DRAM 내 캐시 적용 아키텍처의 오버헤드

5.2 Bloom filter 적용 및 분석

DRAM내 캐시를 적용한 아키텍처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RAM

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인 spare row, column 아키텍처와 비교하여 매

우 높은 면적 효율성을 갖는다. 그러나 매번 캐시에 접근하여 캐시에 저

장되어 있는 불량 셀들의 주소와 입력된 주소의 비교 동작을 수행함으로

써 에너지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림 15와 같이 본 논문은 이러

한 오버헤드를 개선하기 위해 DRAM 내 캐시와 함께 블룸 필터(bloom

filter)를 사용한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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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RAM 내 캐시 및 블룸 필터 적용 아키텍처

본 논문의 아키텍처는 캐시 앞단에 블룸 필터를 배치하여 캐시로의 접

근을 통제한다.

블룸 필터 [10]는 확률적 자료 구조로서 여러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

된다 [8, 9]. 블룸 필터는 그림 16과 같이 일정 크기의 데이터가 입력되

면 해시 함수(hash function)를 통해 변환되어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읽

고 입력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별한다.

먼저, 모두 데이터 “0”으로 되어 있는 블룸 필터의 데이터 셀들에

DRAM의 불량 셀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즉, 불량 셀의 주소를 입

력하여 해시 함수를 통해 변환된 주소에 해당되는 블룸 필터 셀에 데이

터 “1”을 저장한다. 여기서 해시 함수는 XOR, shift, rotat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DRAM의 정상 동작이 시작되면, 블룸 필터는 입력 주소를 해시 함수를

통해 변환하고 해당 셀들의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모두 데이터 “1”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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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주소가 불량 셀의 주소일 수 있고(In set), 반대로 해당 셀들의 데

이터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입력된 주소는 절대 불량 셀의 주소가

아니라고 판별(Not in set)한다. 따라서 블룸 필터는 입력된 주소가 불량

셀의 주소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불량 셀의 주소가 아니지만 불량 셀

의 주소일 수 있다고 실수할 오류 발생 확률이 존재한다. 이를 false

positive rate이라고 한다.

여러 개의 해시 함수를 사용할수록 이 false positive rate은 작아진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수의 해시 함수 사용은 입력된 주소가 불량 셀의 주

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 필터가 실수하여 오류 판단할 확률을 줄여준

다.

Address

1 0

0 1

0

1
0

1

0
1

2nd hash function 

Nth hash function 

1st hash function 

1

“1” or “0”
“In set” or 
“Not in set”

Hash array

그림 16. 블룸 필터

DRAM의 불량 셀을 수정하기 위해 캐시의 앞 단에 사용하는 블룸 필

터는 이 false positive rate의 특성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 즉, 입력된

주소가 불량 셀의 주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반대로 입력된

주소가 불량 셀의 주소가 아닐 때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실

제 불량 셀의 주소가 불량 셀의 주소가 아니라고 판단할 확률은 절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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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와 블룸 필터를 적용한 본 논문 아키텍처에서의 동작은 그림 17과

같다. 먼저, 명령(command)과 주소(address)가 입력되면 블룸 필터는 입

력된 주소가 불량 셀의 주소인지를 판별한다. 입력된 주소가 불량 셀의

주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 필터가 판별(bloom filter hit)하면 DRAM

내의 캐시 태그에서 입력된 주소가 불량 셀의 주소인지를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과 실제로 비교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비교 동작을 통해 입력 주

소가 캐시에 저장되어 있다고 판별(cache hit)하면 캐시의 해당 주소 데

이터에 접근하여 읽기, 쓰기 동작을 수행한다. 만약, 비교 동작을 통해

입력 주소가 캐시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cache miss) 그 정보를 MUX

로 보내 DRAM의 정상 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고 DRAM I/O

로 전달한다.

반대로, 블룸 필터가 블룸 필터로 입력된 주소가 불량 셀의 주소가 절

대 아니라고 판별(bloom filter miss)하면 캐시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DRAM의 정상 동작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블룸 필터의 해시 함수와 해당 셀의 데이터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DRAM의 tCCD보다 작아서, 이는 여러 개의 해시 함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 블룸 필터와 캐시의 동작은 DRAM의 정상 동작과 병렬로 진

행되고 DRAM의 tAA와 비교하여 매우 빠르기 때문에 동작시간 오버헤

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는 캐시는 해당 set을 여러 개의 set으

로 구성하여 사용하는 pseudo associative cache [11]를 적용하여

DRAM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해당 set이 불량 셀의 주소로 가득 차

면 인접 set의 정보도 함께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캐시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아키텍처는 프로세서-메모리 간의 인터페이스(interface)나

메모리 컨트롤러(memory controller)의 수정 없이 DRAM에 적용하여 사

용이 가능하다. 또한, 불량 셀의 수정을 통해 DRAM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RAM의 leaky 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저장하여

리프레시 동작의 개선을 통해 DRAM의 성능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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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DRAM 내 캐시 및 블룸 필터 적용 아키텍처의 동작



- 32 -

DRAM과 비교하여 작은 용량의 블룸 필터와 캐시는 매우 빠르기 때문

에 순차적으로 [11] 블룸 필터와 캐시에 접근하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블룸 필터는 4개의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순차적으

로 블룸 필터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였고 평균 1.8번 데이터에 접근한

다.

DRAM 내 캐시와 블룸 필터를 사용하는 본 논문의 아키텍처는 그림

18과 같이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와 비교하여 높은

면적 효율성을 갖는다. 매번 캐시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블룸 필터

는 캐시의 크기와 비교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캐시 하나만을 사용한 아

키텍처 대비 SBER   에서 추가적으로 0.2% 면적 오버헤드를 갖는

다.

@	10 @	100.02

0.17 @	101.37

그림 18. DRAM 내 캐시 및 블룸 필터 적용 아키텍처의 면적 오버헤드

그림 19는 set과 way의 변화에 따른 본 논문이 제안한 아키텍처의 생

산성을 나타낸다. Set과 way를 비교하였을 때 way에 생산성이 더 민감

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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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BER  

(b) SBER  

(c) SBER  

그림 19. DRAM 내 캐시 및 블룸 필터 적용 아키텍처의 생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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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의 생산성 저하 조건에서의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와 DRAM 내 캐시만을 사용한 구조, 그리고 DRAM 내

캐시와 블룸 필터를 함께 사용한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20은

세 가지 구조의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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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와 DRAM 내 캐

시 적용 아키텍처, 그리고 DRAM 내 캐시 및 블룸 필터 적용 아키텍

처의 면적 및 에너지 오버헤드 특성 비교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의 높은 32.5% 면적 오버헤드

와 비교하여 DRAM 내 캐시만을 적용한 아키텍처는 1.2%, 캐시와 블룸

필터를 적용한 아키텍처는 1.4%의 면적 오버헤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비교한 spare row 방식은 액티브(active) 동작을 수행할

때 에너지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DRAM 내 캐시와 블룸필터를 적용한

아키텍처는 읽기, 쓰기 동작에서 에너지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따라서 평

균 로우 버퍼 충돌(row-buffer conflict) 비율(ß) 0.01은 한 번 액티브

(active) 동작을 수행한 후 해당 로우(row)의 읽기, 쓰기 동작을 반복하

는 것으로 액티브 동작 때 에너지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이때의 에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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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헤드는 SBER  에서 spare row 방식은 0.07%, DRAM 내 캐시를

적용한 아키텍처는 4%, 그리고 캐시와 블룸 필터를 적용한 아키텍처는

0.63%이다. 평균적인 로우 버퍼 충돌 비율(ß) 0.27에서의 에너지 오버헤

드는 각각 1.16%, 2.3% 그리고, 0.36%로 캐시와 블룸 필터를 함께 적용

한 아키텍처가 캐시만을 적용한 아키텍처와 비교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

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이 제안한 DRAM 내 캐시 및 블룸 필터를 적용한 아키

텍처는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와 비교하여 SBER이

면적 오버헤드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에서의 높은 면적 효율성을 통해

DRAM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블룸 필터 사용을 통해 캐시의 에너

지 오버헤드를 줄여 캐시의 DRAM 내장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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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In-DRAM ECC

6.1 일반적인 DRAM의 ECC

일반적인 DRAM의 ECC (Error Correcting Code)는 DIMM 레벨의

ECC이다. 따라서 DRAM의 생산성 향상 보다는 동작 중 발생하는 일시

적인 에러(transient error)를 수정하여 동작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일반적인 DRAM의 ECC는 그림 21과 같이 DIMM

레벨에서 추가로 DRAM 디바이스를 할당하여 ECC 동작을 수행함으로

써 높은 면적 오버헤드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IMM 레벨의 ECC는 SECDED (Single-bit

Error Correction Double-bit Error Detection)를 채택하여 메모리 컨트

롤러에서 데이터와 패리티(parity)를 연산하고 데이터를 수정 및 처리한

다.

DRAM

DRAM

DRAM

DRAM

DRAM

DRAM

DRAM

DRAM

DIMM with ECCDIMM with non-ECC

DRAM

DRAM

DRAM

DRAM

DRAM

DRAM

DRAM

DRAM

DRAM

그림 21. 일반적인 DRAM의 ECC

*이 장은 [2]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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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In-DRAM ECC를 위한 DDR4 특징

DRAM의 공정 미세화는 불량 셀 발생으로 인한 DRAM의 생산성 저하

를 유발한다. 이러한 생산성 저하를 줄이기 위해 DRAM 내부에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 즉, spare row, column 방식은 불

량 셀을 수정하기 위해 희생되는 정상 셀들의 높은 비율로 인해 면적 비

효율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SBER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방안 없이

는 DRAM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없다.

DDR4 디바이스는 DRAM 동작의 신뢰성을 위해 DDR3 디바이스 대비

쓰기 동작에서의 CRC (Cyclic Redundancy Check), PDA (Per DRAM

Addressability) mode, CA (Command and Address) parity를 지원한다.

그러나 CRC, CA parity 기능은 모두 데이터 전송 중 발생하는 에러를

위한 기능들로 생산 및 테스트 중 발생한 불량 셀과 동작 중 발생하는

일시적인 에러를 수정하기 위한 기능들은 DDR4 디바이스에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 미세화에 따른 불량 셀들을 수정 및 인지하여

DRAM의 생산성과 동작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DRAM 내 ECC 적용이 있고 이를 위해 DDR4 디바이스와

ECC 적용에 따른 오버헤드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22와 같이 DDR3 디바이스 대비 DDR4 디바이스에서는 CRC와

CA parity에서 인지된 에러들을 DRAM 디바이스 외부로 알리기 위해

ALERT_n 패드가 추가되었다. 이 ALERT_n 패드는 DRAM 내 ECC를

적용하였을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CC가 SECDED를 채택하였을 경

우, SECDED의 코드워드(codeword)를 구성하는 데이터(data)와 패리티

(parity) bit의 연산을 통해 인지된 single-bit 에러들은 DRAM 외부의

도움 없이 DRAM 내부에서 수정되어 DRAM I/O를 통해 외부로 출력된

다. 그러나 double-bit 에러는 DRAM 내부에서 수정되지 않고 인지되었

다는 사실을 DRAM 외부로 알려야 한다. 따라서 DDR3 디바이스 대비

추가된 DDR4 디바이스의 ALERT_n 패드는 패드의 추가 할당 없이

DRAM 내 ECC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DDR4 SDRAM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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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errors 
to system

Detected errors by

ALERT_n pad

Function

CA parity

CRC

ECC (SECDED)

그림 22. DDR4 디바이스의 ALERT_n 패드와 DRAM 내 ECC 적용

시 활용 방안

6.3 In-DRAM ECC 오버헤드 특성

우리는 2.4Gbps 8Gb DDR4 디바이스 [3]를 기본으로 CACTI-D [17]를

수정하여 실험하였다. DRAM 내 SECDED를 사용한 ECC를 적용하였을

경우 디바이스의 면적, 에너지 그리고 동작시간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그림 23은 SECDED를 DRAM 내부에 적용하였을 경우의 오버헤드를

나타낸다. 이 때 데이터 bit과 패리티 bit으로 구성되는 코드워드의 크기

에 따라 서로 다른 오버헤드 특성을 갖는다.

코드워드 크기(데이터의 크기만 적용)가 증가함에 따라 면적 오버헤드

는 감소하는데 그 감소 속도도 함께 줄어드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코드

워드의 크기가 증가할 때 필요한 패리티의 크기도 함께 증가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데이터 크기의 증가 속도와 비교하여 매우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 크기가 증가할 때 코드워드를 구성하는 패리티 크

기의 비율이 감소한다. 표 2는 SECDED를 구성하였을 경우 데이터의 크

기 증가에 따른 필요한 패리티의 크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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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DRAM 내 SECDED 적용 시 코드워드 크기(데이터의 크기

만 적용)에 따른 면적, 에너지, 동작시간 오버헤드

Data bit Parity bits
for SECDED

32 7
64 8

128 9
256 10
512 10

표 2. SECDED 적용 시 데이터 크기 증가에 따른 패리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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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워드의 크기(데이터의 크기만 적용)가 32, 64, 그리고 128bit으로 증

가할 때 면적 오버헤드는 21.9%, 12.5%, 그리고 7.0%로 감소하고, 에너

지 오버헤드는 11.4%, 6.5%, 그리고 3.7%로 감소하며, 모두 감소 속도도

함께 줄어든다.

6.4 적용 가능성 분석

그림 24는 DRAM 내 ECC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읽기, 쓰기 동작을 나

타낸다. 먼저, 쓰기 동작 시에는 쓰기 동작 명령과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해당 데이터의 패리티를 생성하기 위한 인코더(encoder)가 필요하다.

그림 24의 (a)와 같이 SECDED 연산을 위해 필요한 코드워드가 하나의

데이터 burst를 포함하였을 때, 데이터가 입력되면 해당 데이터의 패리

티 생성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패리티가 생성되면 데이터와 함

께 패리티는 해당 로우 버퍼(row buffer)에 보내지고 최종적으로 DRAM

셀에 저장된다.

그림 24의 (c)와 같이 읽기 동작에서는 DRAM에 읽기 명령이 입력되면

데이터와 패리티를 해당 데이터 셀로부터 읽은 후 이 코드워드는 패리티

체커(parity checker)로 보내진다. 패리티 체커는 해당 데이터에 에러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single-bit 에러가 존재할 경우 수정하여 DRAM

I/O를 통해 DRAM 외부로 내보내고 동시에 수정된 데이터와 패리티를

해당 로우 버퍼로 다시 보내 DRAM 셀에 저장한다. 그리고 double-bit

에러가 존재할 경우 그 결과를 ALERT_n 패드를 이용하여 DRAM 외부

로 전송한다.

즉, DRAM 내 ECC를 적용하였을 경우 읽기 동작은 single-bit 에러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는 수정 및 덮어쓰기

(read-modify-write) 동작으로 변환되어 동작 시간 오버헤드가 발생한

다.

따라서, DRAM 내 ECC를 적용할 경우 동작 시간 오버헤드로 인해 여

러 동작 조건에서의 추가 동작 시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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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DRAM 내 SECDED 적용 시 동작 (a) 코드워드가 하나의

데이터 burst를 포함 (b) 코드워드가 복수의 데이터 burst를 포함 (c)

읽기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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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그리고 ×16 DDR4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burst는 32, 64, 그리고

128 bit으로 구성된다. 이때의 패리티 크기는 7, 8, 그리고 9 bit으로 이

에 따라 21.8%, 12.5%, 그리고 6.3%의 면적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또, 쓰

기 동작 시에 입력 데이터가 새로 생성한 패리티를 업데이트(update)하

기 위한 DRAM 내부의 추가 동작으로 각각 11.4%, 6.5%, 그리고 3.7%

의 추가 에너지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DRAM 내 ECC를 적용하였을 때 읽기, 쓰기 동작 시 필요한 추가 동작

시간은 DRAM의 critical path 중간에 위치하여 tWTR (write-to-read

time)과 tAA (read time)가 증가한다. 그러나 관련 회로들의 동작 시간

은 코드워드의 크기에 따른 그 변화량이 작고 [20] 그 크기는 2.4Gbps의

동작 속도 기준으로 읽기, 쓰기 동작 시간의 5% 이내이다.

DRAM 내 ECC 적용 시 면적 오버헤드는 DRAM의 생산성 저하를 발

생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성 저하를 줄이기 위해 코드워드를 복수의

데이터 burst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그림 25는 ×4, ×8 그리고 ×16

DDR4 디바이스에서 ß, 즉 코드워드가 포함하는 데이터 burst 수를 증가

시켰을 때의 면적 및 에너지, 그리고 동작 속도 오버헤드를 나타낸다.

ß를 증가시켰을 때의 면적 오버헤드 감소는 ×4 DDR4 디바이스가 ×8,

×16 DDR4 디바이스보다 그 효과가 더 크다. 이는 데이터의 크기가 클

수록 해당하는 패리티의 크기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드워

드를 구성하는 데이터 burst의 수를 증가시키면 DRAM의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정상 쓰기 동작의 변화가 필요하다. DRAM

에 쓰기 명령과 함께 데이터가 입력되면 하나의 코드워드 안에 복수의

데이터 burst를 구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복수의 데이터 burst를 읽고,

이 후 입력된 데이터와 함께 새로운 패리티를 생성하여 데이터와 함께

쓰기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쓰기 동작이 수정 및 덮어쓰

기 동작(read-modify-write)으로 변환된다. 이는 활성화된 동일 로우

(row)로의 write-to-write 동작 시간과 write-to-read 동작 시간의 심각

한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더 많은 로우 버퍼를 구성하여 [19]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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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안 [18]이 있다. 그러나 코드워드를 구성하기 위해 추가로 수행하

는 읽기 및 연산 동작은 ×4 DDR4 디바이스 기준으로 50%가 넘는 에너

지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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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코드워드 크기 증가 시 오버헤드(ß=코드워드가 포함하는 데

이터 burst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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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 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스템의 주기억(main memory) 장치로서의 DRAM

은 공정 미세화를 통해 고용량, 고속 동작의 발전을 해왔다. 오늘날

DDR4 디바이스는 DDR3 디바이스와 비교하여 저전력 및 높은 대역폭

(bandwidth)으로 동작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 미세화의 진행은 DRAM

셀의 공정 변화(process variation)를 심화시키고 불량 셀들의 발생을 통

해 DRAM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DRAM 에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특정 싱글

불량 셀들(uniform-randomly distributed single bit errors)의 특성 안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RAM의 데이터 복원(resilience) 아키텍

처인 spare row, column 방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불량 셀들의 수정을

위해 희생되는 정상 셀들로 인해 SBER (Single-Bit Error Rate)이 증가

할수록 일반적인 DRAM의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는 면적 비효율적 특성

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DDR4 디바이스에 캐시를 내장하여 일반적

인 DRAM 데이터 복원 아키텍처와 비교하여 높은 면적 효율성으로 갖

고, 또 블룸 필터를 이용하여 매번 캐시에 접근하는 것을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인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DRAM 동작의 신뢰성을 위해 여러 기능이 추가된 DDR4 디바이스에는

생산 및 테스트 중에 발생한 불량 셀과 동작 중 발생하는 일시적인 에러

를 수정하기 위한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정 미세

화에 따른 불량 셀을 수정하여 DRAM의 생산성 및 동작 신뢰성을 높이

는 방안으로 ECC를 DDR4 디바이스에 내장 시 그 특성에 관해 연구하

였다. CRC, CA parity 기능을 위해 추가된 ALERT_n 패드는 SECDED

를 채용한 ECC가 double-bit 에러 detection 사실을 외부로 알릴 때 함

께 사용할 수 있다. 또, ECC를 DDR4에 내장 시 코드워드 크기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그 변화량은 ×4 DDR4 디바이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오버헤드를 줄인 ECC를 DRAM에 내장하는 것은 앞으로

DDR4 디바이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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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Main-Memory DRAM

Productivity through Applying

Caches and ECC to DDR4

SDRAM

Sanghyuk Kwon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past few decades, steady DRAM scaling has enabled

higher capacity and faster speed of DRAM. However, faulty DRAM

cells have been more frequent through the scaling, becoming a major

problem for maintaining DRAM productivity. Faulty cells induce

fluctuation in DRAM retention time and lead to DRAM device

failures. Conventional solutions to repair faulty cells include

populating redundant cells and adopting ECC (Error-Correcting Code).

However, these become a burden of DRAM productivity due to high

area overheads. Uniform-randomly distributed single bit errors are the

majority of the faulty cells. Therefore, the conventional solutions are

inefficient because they require too many normal cells per faulty cells



- 49 -

and induce degradation in DRAM performance as the needed logic

gates lie in critical paths.

This thesis proposes a novel architecture for DRAM faulty cells to

improve DRAM productivity over conventional solutions and identifies

the possibilities of implementing ECC in DDR4. We add a small

SRAM cache in DRAM device to repair faulty cells instead of normal

DRAM cells. The area of an SRAM cell is higher than that of a

DRAM cell, but implementing a cache in DRAM is area efficient

compared to sacrificing rows of normal DRAM cells per

uniform-randomly distributed single bit error. Also, using a bloom

filter reduces the energy overhead by filtering most accesses to the

SRAM cache that would miss anyway. Especially, this SRAM cache

and Bloom filter operate in parallel with normal DRAM accesses,

which does not degrade DRAM performance. In implementing ECC in

DDR4, the increasing codeword sizes reduce the area overhead, but

read-modify-write operation induces the degradation of DRAM

performance. And it requires a feature to report the result of ECC

back to a memory controller. DRAM scaling makes manufacturers

have serious concerns due to faulty cells. Therefore, this thesis also

studies the effect of our sol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

of faulty cells in DRAM and the possibilities of implementing ECC in

DDR4 devices.

keywords : DRAM, Reliability, overhead characteristics,

In-DRAM ECC, DD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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