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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DRAM 은 수십 년 동안 컴퓨터 시스템의 주 기억장치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공정

기술의

진보를 통해

미세화(scaling)함으로써

최소

집적도의

선폭(half pitch)을
증가에

따른

칩

당

용량(capacity)의 증가와 부하용량(loading capacitance)의 감소에 따른
성능개선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최소 선폭이
10nm 대에 접어들며 저항의 급격한 증가, 셀 커패시터 용량(cell
capacitance)의 급격한 감소, 공정 미세화에 의한 공정 편차의 증가라는
세 가지의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공정기술
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워

선폭

미세화의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선폭의 미세화로 인한 메모리 칩의 용량증가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켜 왔으므로 미세화가 지연될
경우 늘어나고 있는 대용량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DRAM 의 미세화를 가로막는 세가지 문제들을
억제하고 미세화를 가속하기 위해, DRAM 접근 지연시간이 전체 메모리
접근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는 것을 이용하여 DRAM 접근
지연시간을

구성하는

일부

파라미터를

증가(열화)시킴으로써

공정

제약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정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를 통해 저항 증가로 인한 읽기, 쓰기 동작의 지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여 저항 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 셀 커패시터 용량
저하에

따른

센싱

마진(sensing

margin)

감소를

비트라인

기생

용량(bitline

parasitic

capacitance)을

감소시키는

대신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해결하고, 저항 증가는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를 통해
상쇄할

수

있다.

파라미터들을

SPICE

각각

시뮬레이션

14~43%

결과,

증가시켰을

때

특정

DRAM

워드라인,

타이밍
비트라인

저항증가를 각각 3 배, 2 배까지 허용할 수 있고, 셀 커패시터 용량이 30%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센싱 마진의 저하를 상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신

인텔

서버(Broadwell)에서 DRAM 타이밍 파라미터들을 50% 증가시킨 후
성능 평가 시, 성능저하는 최대 5.8%로 제한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방법을

이용하여

용량

최적화

DRAM(Capacity

Optimized DRAM: COD)을 설계할 때 뱅크 수와 뱅크 구성에 따른 장,
단점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뱅크
수를 늘릴 경우 칩의 면적이 약 3% 증가하지만 병렬성의 증가로 인해
성능이 평균 2.5%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메모리 시스템, 디램, 선폭 미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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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1. Introduction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은 Robert H. Dennard 박
사에 의해 발명되고 Intel이 1970년 최초의 1Kb(Kilobit) DRAM 제품
인 1103을 출시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컴퓨터 시스템의 주 기억장치로
사용되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CPU가 Moore의 법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것처럼 DRAM도 최소 선폭(half pitch)을 지
속적으로 미세화(scaling)함으로써 집적도의 증가에 따른 칩 당 용량
(capacity)의 증가와 부하용량(loading capacitance)의 감소에 따른 성
능개선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1Kb DRAM과 비교
하여 최신 8Gb DDR4 DRAM은 최소 선폭이 500분의 1로 줄었으며
800만 배의 용량과 1/10의 데이터 접근 시간, 12000배의 대역폭을 갖
게 되었다.
선폭의 미세화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광
(lithography),

식각(etching),

증착(deposition),

이온

주입(ion

implantation) 장비와 같은 반도체 공정 장비의 지속적인 개발, 개선과
함께 MIM(Metal Insulator Metal)구조의 셀(cell) 커패시터(capacitor)
개발, Saddle-Fin구조의 셀 트랜지스터(transistor) 개발, 매립 워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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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buried word line) 도입과 같은 DRAM 공정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
최신 DRAM 제품은 최소 선폭 기준으로 10nm 후반까지 선폭의 미세
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폭이 10nm 대로 감소함에 따라
DRAM 제조회사들은 미세화에 있어 저항의 급격한 증가, 셀 용량(cell
capacitance)의 급격한 감소, 공정 미세화에 의한 공정편차의 증가라는
크게 세 가지의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공정
기술만으로 극복이 어려워 미세화의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4][5]. 지
금까지는 주로 선폭의 미세화로 인한 메모리 칩의 용량증가를 통해 컴퓨
터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켜 왔으므로 미세화가 지연될 경우 늘
어나고 있는 대용량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DRAM 제조사들은 선폭 미세화의 지연에 대응하여 기
존과 같이 미세화를 통해 용량과 성능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more
Moore technology)이외에, 용량을 희생하여 성능을 개선한 제품이나
(e.g. HBM [6], HMC [7], RLDRAM [3]), 성능을 희생하여 용량을 늘
리는 제품(e.g. 3D-Xpoint [8], Z-NAND [9], ReRAM [10])과 같은
다른 방향(more than Moore technology)도 연구하고 있다 [4]. [그림
1.1]

그림 1.1 DRAM의 발전 방향. 미세화에 의해 집적도와 성능이 동시에 개선되는
기존 방향(more Moore technology)과 둘 중 한 특성을 희생하여 다른 특선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향(more than Moore technology)이 존재함[4] 본
논문에서는 성능을 열화시키고 집적도를 높이는 capacity optimized DRAM을
2

more than Moore technology의 하나로 제안함

본 논문에서는 DRAM의 미세화를 가로막는 이들 세가지 문제를 억제
하고

미세화를

가속하기

위해

그림

1.1의

more

than

Moore

technology의 하나로서 시스템 아키텍처 측면에서 DRAM 응답지연시간
(response latency)과 같은 일부 파라미터를 증가(열화)시킴으로써 공
정 제약을 완화시켜 집적도를 증가시키는 capacity optimized DRAM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이 CPU와 비교했을 때 매
우 느린 DRAM의 동작 속도에 의한 성능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비 순차
투기적 실행(out-of-order speculative execution) [11], 매시브 멀티
쓰레드(massive multi thread) [12, 13], 다층 캐시(multilevel caches)
등의 많은 해결책을 탑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 메모리 접근시간에
서 DRAM의 응답지연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이며, 따라서
DRAM의 응답지연시간의 증가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찰에 기반을 둔다 [14]. 또한, 그림 1.2 에서 볼 수 있
듯 DRAM의 최소 선폭은 CPU와 같은 logic technology보다 두 배 이
상 크므로 선폭의 미세화는 기존의 logic technology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2 DRAM과 Logic의 tech scaling trend
3

선폭 미세화에 따른 공정 문제 중 첫 번째, 배선(line)과 콘택트
(contact)의 저항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RC delay의 증가로 인해
신호와 데이터의 전달이 느려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DRAM이 동작을
완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DRAM의 타이밍 파라미터를 완화
함으로써 DRAM이 느리게 동작하더라도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 현재 공정기술
로 미세화를 진행 하였을 때 열화 되는 소자 특성과 그 정도를 DRAM
의 셀 배열(array) 구조와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
고; (2) DRAM 동작의 주요 경로(critical path)에 있는 DRAM 셀/코어
회로구조로부터 HSPICE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기 소자 특성이 tRCD,
tRP, tWR 등과 같은 응답지연시간을 구성하는 세부 타이밍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한 후; (3) 증가(열화)된 파라미터가 컴
퓨터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신 인텔 서버
머신에서 DRAM 타이밍 파라미터를 증가시킨 후 SPEC2006 벤치마크
(Benchmark)의 성능변화를 관찰하였다.
두 번째, 셀 커패시터의 용량(cell capacitance) 감소는 데이터의 센싱
(sensing)을

어렵게

한다.

DRAM은,

셀

커패시터와

프리차지

(precharge)된 비트라인(bit line)과의 전하 공유(charge sharing)를 통
해 커패시터에 저장된 전하에 의해 변화된 비트라인의 전압 차이(delta
V)를 차동 증폭기(differential sense amplifier)를 통해 읽어낸다. 셀
용량의 감소는 이 전압 차이를 감소시켜 차동 증폭기의 트랜지스터 문턱
전압 미스매치(threshold voltage mismatch)에 의한 센싱 실패를 유발
한다. 전압 차이는 셀 커패시터의 용량 뿐만 아니라 비트라인의 기생 용
량(parasitic capacitance)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비트라인의 단면적
(cross section)을 줄여 비트라인의 저항을 증가시키고 기생 용량을 감
소시키는 방법을 통해 셀 용량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요약하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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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저항과 관련된 타이밍 파라미터를 증가(열화)시킴으로써 셀 용량
감소에 의한 센싱 마진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셀 커패시터의 용량(cell capacitance) 감소는 셀의 데이터유
지시간(retention time)을 감소시켜 리프레시(refresh) 불량률을 증가시
키고 미세화에 따른 공정편차의 증가는 단락(short), 단선(open)에 의
한 불량률을 증가시킨다. 이 불량들은 무작위 단일 비트 불량(random
single bit fail)이며 전체 셀 수와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인 수는 적지만
무작위로

분포하므로

현재

DRAM에서

사용하는

로우(row),

컬럼

(column) 단위의 구제 방법(repair mechanism)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예비 셀(redundant cell)의 개수가 매우 많다 [18]. 따라서 불량률의 증
가는 수율 감소와 예비 셀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을 야기한다. 기존 연
구들에서는 In-DRAM ECC, ArchShield, CiDRA, XED, and Bamboo
ECC [20] 등의 새로운 오류 복원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타이밍 파라미터 완화를 통한 DRAM의 미세화는 집적도 측면에서는
이점을 가질 수 있으나 응답지연시간 증가를 수반한다.

응답 지연시간

의 증가는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켜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을 증가시킴
으로써 메모리 용량 증가에서 오는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 성능 저하
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신 인텔 서버 머신에서 DRAM 타이밍 파
라미터를 증가시킨 후 SPEC2006 벤치마크(Benchmark)의 성능변화를
측정하여 여러 다른 특성을 갖는 프로그램에서 DRAM의 응답 지연시간
이 실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DRAM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tRCD, tRP, tWR, tRAS 50%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
저하는 메모리 접근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IPC(instruction per
cycle)가 최대 5% 감소 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는 예상대로 타이밍
파라미터의 증가 대비 작은 값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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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연구기여
요약하면 본 논문에서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l

DRAM의 공정 미세화에 장애물로 제기되고 있는 세가지 문제
에 대해 현재 공정기술로 미세화를 진행 하였을 때 열화 되는
소자 특성과 그 정도를 DRAM의 셀 배열(array) 구조와 기존
에 발표된 논문의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였다.

l

저항 증가와는 달리 DRAM의 데이터 센싱에 영향을 주는 셀
용량 감소의 경우 비트라인의 높이와 폭을 감소하여 기생 용
량을 저항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셀 용
량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이 때 변화하는 저항과 기생용량을
셀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l

상기 소자특성과 DRAM의 로우 활성화(row active), 읽기
(read), 쓰기(write)동작에 관련된 회로를 바탕으로 HSPICE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소자 특성 열화에 따른 DRAM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열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추출하였다.

l

최신 인텔 서버 머신에서 DRAM 타이밍 파라미터를 증가시킨
후 SPEC2006 벤치마크(Benchmark)의 성능변화를 측정하여
여러 다른 특성을 갖는 프로그램에서 DRAM의 응답 지연시간
이 실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l

어떤 파라미터가 더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를 타이밍
파라미터 별로 평가하여 향후 이를 고려한 메모리 디바이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l

끝으로

실제

COD를

제품으로

구현

시

칩

구성(chip

architecture)에 따른 장 단점을 비교하고 McSimA+ [2] 시
6

뮬레이터를 통해 성능을 비교하였다.

1.2.Outline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현대 DRAM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타이밍 파라미터에 따른 선폭 미세화에 다룬다.
3장은 이 논문의 중심 주제를 다루는 장으로, 선폭 미세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셀과 그 주변 회로를 먼저 다루고 선폭 미세화를 실제로
적용할 때의 칩 구조에 따른 여러 사항을 검토한다. 끝으로 4장에서 이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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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2. Background
현대 DRAM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본적인 읽기, 쓰기 동작에 대해 검
토함으로써 여러 DRAM의 타이밍 파라미터가 메모리 접근 지연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이 타이밍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 주요
경로(critical path)에 있는 셀/코어 회로구조로부터 소자 수준의 특성이
어떻게 타이밍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또한 셀/코어 회로
의 물리적 구조를 살펴보고 공정의 미세화가 소자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미세화에 따른 소자 특성의 열화를 상쇄하기 위해
어떻게 타이밍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될지 이해할 수 있다.

2.1.현대 DRAM의 구조
DRAM은 한 비트의 데이터를 커패시터에 전하의 형태로 저장하며
커패시터는

셀

트랜지스터라

선택된다. 현대

DRAM은

메모리

단위(Cell)로

저장의

워드라인(word

line)과

불리는

하나의
하며

데이터

커패시터와
이

전송을
8

NMOS

셀들이
위한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신호

통해

트랜지스터를
전달을

비트라인(bit

위한

line)을

공유하며 배열되는데 이는 면적 효율(area efficiency)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을 공유하며 같은 형태로
배열된 셀의 집합을 셀 매트(cell mat) 혹은 하위 배열(sub array)이라
부른다. 셀 매트를 가로지르는 워드라인들의 끝 단에는 워드라인을
구동하기 위한 워드라인 구동(sub word-line driver)회로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비트라인의

끝

단에는

데이터를

읽어

내기

위한

차동

증폭기(differential sense amplifier)들이 배치되어있다. 차동 증폭기에
의해 센싱 된 데이터는 여러 매트가 공유하는 입출력(I/O)회로를 거쳐
칩(chip)의

중앙에

있는

입출력

단자(I/O

PAD)를

통해

외부로

전달된다. 이 때 같은 입출력 회로를 공유하는 매트의 집합을 뱅크라고
하며

뱅크의

주변에는

행

주소(row

address)를

이용하여

특정

워드라인을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row decoder)와 열 주소(column
address)를

이용하여

특정

비트

라인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컬럼

디코더(column decoder)가 위치한다. DRAM 칩은 여러 뱅크(DDR4의
경우 8~16개)로 구성되며 각각의 뱅크는 서로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계층적(hierarchical)구조를 갖는 이유는 면적 효율을 극대화
하면서 지연시간(latency)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2.1 DDR4 DRAM chip의 개념도 16개의 뱅크로 구성되며 뱅크 주변에는
행/열 디코더가 위치하고 있다. 뱅크는 셀들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셀 매트들로
구성되며 매트 주변에는 워드라인 구동회로와 차동 증폭회로들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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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DRAM은 면적 효율과 성능에 대한 요구를 모두 만족하기
위하여

DRAM

내부

회로의

동작

속도는

유지한

채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DRAM 내부의 동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셀 매트를 작게 유지하여 부하 용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주변회로의 면적을 증가시켜 면적 효율이 나빠지게 된다. 이를
위해

더블

데이터

프리페치(prefetch)가

레이트(double
도입되었다.

date

더블

rate;

데이터

DDR)와

레이트는

클락

시그널(clock signal)의 상승 에지(rising edge)와 하강 에지(falling
edge) 양쪽에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두 배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외부 I/O의 데이터 전송률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DRAM
내부 동작속도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속도 차이만큼의 데이터를
미리 가져오는 것을 프리페치(prefetch)라고 한다. DDR3, 4 기준으로
외부의 데이터 전송률(2/tCK)은 내부 동작 속도의 8배에 이르므로
한번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8배만큼 미리 가져와야 하고 이를 프리페치
크기(prefetch
시간(access
동일한

행에

size)라고

한다.

time)이후로는
대해

이상적인

tCCD

경우

[표 2.1]

읽기(read)명령어를

최초의

접근

간격으로

전송함으로써

지연

연속적으로
끊김

없이

이론적인 데이터 전송률(2/tCK) 만큼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는
행 활성화 명령어(row active command)에 의해 활성화된 워드라인과
연결된 모든 셀의 데이터가 차동 증폭기들에 의해 동시에 센싱이 되므로
이 데이터를 연속적인 파이프라이닝(pipelining)을 통해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차동 증폭기 배열을 행 버퍼(row
buffer)라

부르기도

한다.

한번의

활성화

명령에

의해

센싱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DDR4 기준으로 한 뱅크에서 8x1Kb이고 이를 DRAM
페이지 크기(DRAM page size)라고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요청 주소가
첫 번째 요청 주소와 같은 행이 아닌 경우 기존에 활성화 된 행을
10

비활성화(Precharge)시키고 다시 필요한 행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데,
이때는 주기 시간(cycle time)만큼의 시간이 걸리므로 높은 대역폭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림 2.1에서와 같이
칩을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여러 뱅크들로 구성하여 특정 뱅크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뱅크에서 데이터를 읽고 전송함으로써
대역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Min
Parameter

Symbol
(ns)

Activate to read delay

tRCD

13.32

Read to first data delay (= tCK×CL)

tCL

13.32

Access time (= tRCD + tCL)

tAC

26.64

Activate to precharge delay

tRAS

32

Precharge command period

tRP

13.32

Write recovery time

tWR

15

Cycle time (= tRAS + tRP)

tRC

45.32

Refresh to refresh interval

tREFI

7800

Refresh to active command delay(8G)

tRFC

350

Read to read command delay(short)

tCCD_S

3.32

Read to read command delay(long)

tCCD_L

4.98

Activate to activate command delay(short)

tRRD_S

3.32

Activate to activate command delay(long)

tRRD_L

4.98

Four bank activate window

tFAW

21.58

표 2.1 DDR4-2400 (0.83ns tCK) timing parameter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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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DRAM의 동작
DRAM은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보내는 명령(command)신호에 의해
동작한다. DRAM은 각 명령과 동기화하여 내부 동작을 수행하므로 명령
사이의 간격과 명령이 처리되어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
정확하게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타이밍 파라미터라 하고
표2.1에

대표적인

타이밍

파라미터들이

정리되어

있다.

메모리

컨트롤러는 정해진 타이밍 파라미터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입출력

하기

위해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전달되는

메모리

요청(request)들을 조율하여(scheduling) DRAM을 조작한다. 현대의
메모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CPU에서

한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e.g 64bit)만큼 동시에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8개 혹은 16개의
칩을 명령어 라인을 공유하는 랭크(rank)로 구성한다.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인 메모리 채널(memory channel)을 여러 개 이용함으로써
병렬성을 극대화 한다.

그림 2.2 DRAM active, read, Precharge 명령과 타이밍 파라미터의 관계 및
비트라인 전압, 워드라인, 차동 증폭회로의 동작 신호 타이밍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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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의

동작은

활성화(active),

비활성화(precharg),

읽기(read),

재충전(refresh)으로

쓰기(write),

구성된다.

DRAM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DRAM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소에
해당하는 행을 활성화 해야 한다. 활성화 명령어와 뱅크 주소(bank
address), 행 주소(row address)가 입력되면 DRAM은 주소를 행 주소
디코더(row address decoder)로 처리 하여 해당하는 워드라인에
연결된

워드라인

구동회로를

동작시키고

워드라인에

Vpp

전압이

인가된다. Vpp 전압에 의해 셀 트랜지스터가 턴 온(turn on)되면 셀
커패시터와 비트 라인이 연결되고 전하 공유(charge sharing)에 의해
비트라인의 전압은 프리차지 전압(

)에서 delta V 만큼 변화하게

된다. 전하 공유가 완료된 후 차동 증폭기가 동작하게 되면 셀과
연결되지

않은

비트바

증폭되어

비트라인은

라인(/bit line)과의 전압차이인
코어전압(Vcc)으로

상승하고

delta

비트바

V가

라인은

그라운드전압(Vss)으로 하강하게 된다.(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1일 경우)
delta V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비트라인 기생 용량,

=셀

커패시터 용량)

deltaV =

식 2.1

활성화 동작에 의해 워드라인에 연결된 모든 셀의 데이터는 차동
증폭기로 증폭되어 셀의 커패시터에 원래의 전압으로 다시 회복되게
된다.

이때

걸리는

시간을

tRAS라고

하며

활성화

명령으로부터

비활성화 명령이 호출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다. 읽기 동작은 차동
증폭기에 의한 센싱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활성화
명령에서 읽기 명령 사이에 시간 간격이 필요한데 이것이 tRCD이다.
읽기 명령어와 열 주소(column address)가 입력되면 차동 증폭기에서
센싱된 데이터 중 열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출력 라인(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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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을 통해 프리페치 버퍼(prefetch buffer)로 전달한다. 프리페치
버퍼의 데이터는 딜레이-락 루프(delay-locked loop)회로를 통해 외부
클럭과 동기화를 거쳐 입출력 패드를 통해 출력된다. 데이터를 내부
입출력 라인을 통해 전송하고 외부 클럭과 동기화 시키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므로 데이터는 읽기 명령어가 입력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입출력 패드를 통해 출력되는데 이 시간을 tCL(or tAA)이라 부른다.
쓰기는 읽기와 마찬가지로 활성화 되어 있는 행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명령이다. 쓰기 동작을 수행할 때는 데이터가 반대로 바뀌는 경우에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셀에 완전히
기록된 이후에 다른 동작을 취해야 한다. 마지막 데이터가 입력된
후부터 셀에 데이터의 기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tWR이라
부른다.

하나의

뱅크에서는

한번에

하나의

행

밖에

활성화

하지

못하므로 동일한 뱅크의 다른 행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되어있는
행을

비활성화

시켜주어야

한다.

이

동작을

실행하는

명령을

비활성화(precharge)라 부른다. 비활성화 명령과 행의 주소가 입력되면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워드라인의 전위를 Vpp에서 Vss로
낮춰 셀 트랜지스터를 턴 오프(turn off)시킴으로써 셀 커패시터의
데이터를 보호한다. 이후 차동 증폭기의 전원을 비트라인 비활성화
전압(Vblp=Vcc/2)으로

바꾸고

비트라인과

비트바라인을

연결(short)하여 두 라인의 전압을 Vblp 전압으로 만들어준다. 두
라인이 완전히 Vblp로 프리차지 되지 않고 활성화 동작을 수행할 경우
deltaV에

영향을

주어

센싱에

실패할

수

있다. 비활성화

명령이

입력되고 프리차지가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을 tRP라고 부르며 비활성화
명령이 입력되고 tRP가 지난 이후에 동일한 뱅크에 대한 활성화 명령이
호출되어야 한다. DRAM의 셀 커패시터의 전위는, 커패시터 자체의
누설전류뿐만 아니라 셀 트랜지스터의 서브 쓰레시홀드 누설전류(sub14

threshold leakage), PN 접합을 통한 누설전류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낮아지거나(1 data) 높아지게(0 data) 된다.
재충전(refresh)명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셀 커패시터의
전위를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한 명령이다. 주기적으로(현대 DRAM의
경우 64ms) 재충전 명령을 통해 전체 셀의 전위를 회복해 주지 않으면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된다. 모든 행을 비활성화 한 후 재충전 명령을
DRAM으로

전송하면

DRAM은

내부

카운터를

이용하여

행을

순차적으로 활성화-비활성화 함으로써 셀의 커패시터를 재충전 한다.
이 동작을 규정하는 타이밍 파라미터가 재충전 명령의 주기를 정의하는
tREFI와 재충전 명령어와 다음 활성화 명령어 사이의 간격을 정의하는
tRFC이다. 재충전 명령을 전송한 후 tRFC동안은 해당 랭크에 어떠한
명령어도 전송할 수 없다.

2.3.DRAM 타이밍 파라미터가 접근시간과 시스템 성
능에 미치는 영향
DRAM의 접근 시간은 미리 정해진 타이밍 파라미터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새로운 행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에 필요한 시간은 tRCD +
tCL + tCK*BL/2 + C 가 된다. (BL: burst length, C: DRAM 외부에서
소요되는 시간) 만일 동일한 뱅크에서 기존에 활성화된 행이 있었다면
행을 비활성화 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tRCD + tCL + tRP +
tCK*BL/2 + C로 접근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메모리 컨트롤러가 특정
행에서 데이터를 읽은 후 바로 행을 비활성화 할 지(close page policy)
혹은 계속 활성화 상태로 유지 시킬 지(open page policy), 경우에 따라
둘을

유연하게

적용할

지(adaptive

page

policy)에

따라

타이밍

파라미터가 접근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 그림 2.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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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뱅크의 동일한 행에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와
다른 뱅크 그룹에 속한 뱅크에서 교대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DDR4는 DDR3와 비교하였을 때 외부 클럭 속도는 50%
정도 증가하였으나 프리페치 사이즈는 동일하다. 이는 DDR4의 경우
내부

동작속도를

50%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2절에서 서술하였듯이 내부 동작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칩의
면적을

증가시켜야

하므로

DDR4에서는

입출력

라인을

공유하는

뱅크들을 뱅크 그룹으로 묶어 같은 뱅크 그룹에 연속적으로 접근 해서
파이프라이닝이

필요한

경우

50% 증가한

지연시간을

적용하였다.

이것이 tCCD_L과 tRRD_L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DDR4에서는 서로
다른 뱅크 그룹에 있는 뱅크를 교대로 접근 하는 것이 동일한 뱅크를
연속적으로 접근 하는 것 보다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읽기와 쓰기를 각각 모아서 처리하거나 동일한 행에 접근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거나 하는 다양한 메모리 관리 기법에 따라 DRAM
접근시간과 대역폭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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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CCD_L/S에 따른 data access 동일한 뱅크의 동일한 행에서 데이터를
읽는 경우(위)와 같은 뱅크 그룹에 속하지 않은 두 뱅크에서 교대로 데이터를
읽는 경우(아래)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은 중앙처리장치의 동작속도대비 느린 메모리
접근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다층 캐시를 도입해 지역성이 큰
메모리 접근의 경우 DRAM에 요청하지 않고 캐시에서 처리한다. 또한
예측을 통해 요청이 있기 전에 미리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와 캐시에
올려놓거나(prefetch) 메모리 시스템이 가진 병렬성을 이용하기 위해
멀티

쓰레드(multi

thread),

비

순차

투기적

실행(out-of-order

speculative execution)과 같은 여러 하드웨어 기법들이 존재한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메모리의 접근시간에서 타이밍 파라미터가 어떻게
적용되며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는 다양한 메모리 관리기법,
프로그램의 메모리 접근 패턴의 다양성, 각종 하드웨어 기법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결정되므로 이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컴퓨터 구조론에서는
어떤 요소가 시스템의 성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암달의 법칙(Amdahl's law)을 이용한다. 암달의 법칙에 의하면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체 작업 중 P%의 부분에서 S배의 성능이
향상되었을 때 전체 시스템에서 최대 성능 향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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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P) +

이를 통해 DRAM의 타이밍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개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만일 어떤 프로그램에서 DRAM에
접근하는데 걸린 시간이 전체 수행시간의 60%라고 하면 P=0.6이고
1.1절에서 기술했듯이 전체 DRAM 접근시간이 83ns이고 DRAM의
전근 시간이(tRCD + tCL) 30ns에서 45ns로 50% 증가한다고 했을 때
S=83/98이므로 전체 성능변화는 0.90로 10%가량 성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부터 메모리접근이 많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전체 DRAM접근시간에서 DRAM의 순수 타이밍 파라미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타이밍 파라미터의 증가에 따른 전체 성능의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4.DRAM 선폭 미세화가 타이밍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
DRAM의 선폭 미세화는 메모리 셀의 최소 선폭(half pitch)을 축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4 우측 그림과 같이 최신 DRAM에서는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의 교차점마다 하나의 셀이 존재하며 각각의 셀은
6

(F: 최소 선폭)면적을 갖는다. F를 축소함으로써 축소비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면적을 줄일 수 있다. 그림 2.4 좌측 그림은 DRAM 셀의
3차원 구조를 보여준다. 워드라인은 비트라인 기생 용량을 줄이고
커패시터와 비트라인 콘택트(contact)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리콘
기판 아래에 매립된 구조(buried word line)이다 [15]. 셀 트랜지스터의
소스(source),

드레인(drain)에는

각각

셀

커패시터와

비트라인이

콘택트를 통해 연결 되어있다. 워드라인은 시그널을 전송하는 것과
동시에 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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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의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을 사용해야 하며 후속
열공정에도 안정된 물질을 사용해야 하므로 알루미늄(Al), 구리(Cu)와
같은 저 저항 물질을 사용하기 어렵다. 최소 선폭이 미세화 됨에 따라
매립 워드라인의 폭(width)이 줄어들게 되고 금속이 매립될 공간이
좁아져 메탈 라인의 두께가 얇아지는 효과로 인해 비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5]. 또한 셀 트랜지스터에는 DRAM에서 가장 높은
전압인 Vpp 전압이 인가되므로 게이트 유전막(gate dielectric)의
두께를 낮추기가 어려워 워드라인을 매립할 공간을 확보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인해 워드라인 저항은 선폭미세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비트라인 저항의 경우 일정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고 미세화를 진행 시 비트라인의 폭 뿐만 아니라 전체
길이도 짧아지므로 선폭미세화에 따른 저항 증가 압력은 워드라인에
비해

높지

않다.

워드라인의

저항증가는

RC

딜레이를

증가시켜

워드라인 드라이브 반대쪽 셀 트랜지스터가 턴온되는 시간을 지연시킨다.
이로 인해 워드라인 드라이브의 반대쪽 끝 단에 위치한 셀들은 충분히
전하공유가 이루어지기 전에 차동증폭기가 동작하여 센싱이 실패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가한 RC 딜레이만큼 tRCD를
증가시켜 전하공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tRCD가
증가하면 tRAS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 또한 워드라인의 RC 딜레이
증가는 턴오프 시그널도 지연시키므로 행 비활성화 시간인 tRP도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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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최신 DRAM 셀의 2차원, 3차원 구조 개념도. 워드라인은
2F(F:최소선폭, half pitch), 비트라인은 3F 간격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셀 면적은
이 된다. 3차원 구조에서 최신 DRAM의 특징은 워드라인과 셀 트랜지스터가
실리콘 표면이 아닌 하부에 매립되어있다는 것이다.

셀 커패시터는 6

셀 면적마다 하나씩 위치해야 하므로 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커패시터의 면적이 줄어들어 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줄어드는 면적을 보상하기 위해 커패시터의 높이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aspect

ratio)가

커패시터의
높아져

높이를

공정

증가시키면

난이도가

가로와

증가한다

[6].

높이의
1Xnm

대에서는 6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커패시터의 쓰러짐(collapse),
휘어서 서로 붙거나(bridge), 트랜지스터와의 접촉불량(not open)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기존처럼 커패시터를 원통(cylinder)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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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공간이 부족하여 기둥(pillar)형태로 형성함에 따라 커패시터의
면적이 감소하여 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6].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유전막(dielectric)의 두께를 낮추거나 유전율이 높은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께를 낮추면 누설전류가
커지는 문제가 있고 유전율이 높은 새로운 물질의 개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셀 커패시터의 용량 감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데 첫째로 전하 공유 전/후의 전압차이를 감소시켜 센싱 마진이
감소한다.

센싱

마진

감소는

단순히

타이밍

변경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커패시터에 데이터가 유지되는 시간(retention
time)을 감소시킨다. 현대의 DRAM은 일반적으로 각 셀을 64ms마다
재충전(refresh)하는데

커패시터의

용량이

감소하면

64ms동안

데이터를 유지하지 못하는 셀들이 많아진다.
선폭이 미세화될 수록 공정 편차의 영향이 증가하여 불량 셀을
증가시킨다. 2nm의 라인 폭, 콘택트의 정렬 편차는 20nm 선폭에서는
10%에 해당하지만 10nm 선폭에서는 20%로 증가한다. 또한 미세화를
위해 적용하는 더블 패터닝(double patterning)과 같은 공정은 원하는
선폭을 얻기 위하여 여러 번 공정을 반복하는데 공정을 진행할 때마다
편차가 중첩되므로 공정 편차를 줄이기 어렵다. DRAM은 모든 메모리
셀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하므로 이런 불량 셀들은 예비 셀(redundant
cell)을

이용하여

대체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는

모든

셀이

정상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현대 DRAM은 행과 열 기준으로 불량
셀을 대체하므로 하나의 불량 셀을 구제(repair)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 셀의 수가 많고 불량 셀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예비 셀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면적 손실(area penalty)이 증가하므로 제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해결 하고자 기존 연구들에서는 In-DRAM
ECC

[16], ArchShield [17], CiDRA [18], XED [19], and Bam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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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

[20]와 같이 ECC(error correction code)를 이용하거나 CiDR

[21]과 같이 불량 셀을 행과 열이 아닌 셀 단위로 접근 속도가 빠른
SRAM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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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3. 타이밍 파라미터 완화를 통한 선폭 미
세화
3.1.DRAM 선폭 미세화에 따른 소자 파라미터 변화
DRAM 선폭미세화에 대한 최신 연구 [6]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향후 1Xnm 대 영역에서의 워드라인 저항, 셀 커패시터 용량을 예
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SPICE 시뮬레이션을 통해 셀 매트와 주변회로의
RC 딜레이 변화량을 추출 후 타이밍 파라미터의 증가량을 계산하였다.
또한 타이밍 파라미터의 증가로 해결할 수 없는 셀 커패시터 용량 감소
에 따른 센싱마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라인의 높이를 감소시켜 비
트라인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대신 기생 용량(parasitic capacitance)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때 비트라인 저항증가에 따른
타이밍 파라미터의 변화를 SPICE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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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tRCD, tRP 증가를 통한 워드라인 저항증가 허용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공정기술이나 물질의 도움 없이 선폭 미
세화에 따른 워드라인 저항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타이밍 파라미터의 증
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선폭미세화를 통해 워드라인 저항이 증가한
경우, 저항의 증가 정도와 이 증가한 저항으로 인한 RC 딜레이의 변화
를 도출한 후 이 RC 딜레이의 증가만큼 타이밍 파라미터를 증가시켜야
DRAM의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증가된 타이밍 파라미터
가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실제 머신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아이디어
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로 인한 시
스템의 성능저하가 너무 크다면 집적도의 증가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본 아이디어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Half pitch[nm]
Device Parameter
18(1X)

15(1Y)

12(1Z)

1.0

0.7

0.6

1.0

1.8

Bit line resistance

1.0

1.4

2.2

Bit line capacitance

1.0

0.8

0.7

Delta V

1.0

0.9

0.9

Cell capacitance
Word

line

3.0

resistance

표 3.1 최신 1X DRAM을 20%씩 2세대 미세화를 진행했다고 가정하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했을 때의 상대적인 소자 파라미터

표 3.1은 최신 연구 [6]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신 DRAM(1X) 대비
각각의 세대마다 20%씩 최소선폭이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1X대비 두 세
대 미세화를 진행했다고 가정한 후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적
용했을 때의 상대적인 소자 파라미터를 추정한 것이다. 셀 커패시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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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두 세대(1Z) 후 60%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워드라인 저항은
세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워드라인 저항이 세배로 증가했을 때 정상적인 행 활성화 동작을 위
하여 tRCD를 얼마나 증가시켜야 하는지 알기 위해 SPICE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그림3.1은 행 활성화 동작에서 워드라인 구동회로에서
차동증폭기에 이르는 주요경로의 개념도(schematic)를 보여준다. 셀 매
트와 코어 회로를 제외한, 어드레스 디코더(address decoder)와 입출력
회로 같은 주변회로의 경우 회로의 지연시간이 선폭 미세화보다 뱅크의
배치와 구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 [1] 미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받는 셀과 주변 코어회로만을 모델링 하였다. 셀 매트는 23nm
DDR3 논문에서 발표된 칩 [22]과 같이 각각 1024개의 워드라인과 비
트라인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1 SPICE 시뮬레이션을 위한 셀 매트와 주변회로의 개념도(sch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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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SPICE 시뮬레이션을 통해 워드라인 구동회로에서 가장
먼 셀 트랜지스터 게이트 노드(node)의 전위를 보여준다. 워드라인의
저항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저항이 2배 3배로 증가 했을 때,
게이트 노드의 전위가 최대 값(Vpp)의 80%인 지점까지 상승하는데 걸
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각각 2ns, 4ns의 지연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워
드라인이 비 활성화되어 게이트 노드의 전위가 Vpp에서 트랜지스터가
턴오프되는 지점인 0.5V될 때까지의 시간을 비교하면 2ns, 4ns의 지연
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DRAM의 타이밍 파라미터
중 워드라인의 활성화, 비활성화와 관련된 파라미터인 tRCD와 tRP가
각각 2ns, 4ns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셀에 데이터가 다
시 써지는 시간인 tRAS 또한 증가해야 한다. 이 결과는 tRCD, tRP를
30% 증가시키면 두 세대 정도 미세화 했을 때의 워드라인 저항 증가
문제를 새로운 공정이나 물질의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그림 3.2 워드라인 저항이 2배, 3배로 증가한 경우 워드라인 드라이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셀 트랜지스터 게이트 노드의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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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tRP, tWR, tRAS 증가를 통한 통한 센싱마진 보상
셀 커패시터의 용량(정확히는 셀 커패시터 용량과 비트 라인 기생용
량의 비) 감소는 전하 공유 이전과 이후의 비트라인의 전압차이(delta V)
를 줄여 센싱마진을 열화 시킨다. 모든 트랜지스터가 정확이 동일한 특
성을 갖는 이상적인 차동 증폭기(differential sense amplifier)의 경우
에는 센싱라인과 기준라인(reference line)의 전압차이가 아무리 작아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센싱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트랜지
스터는 공정의 산포에 의해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 폭(width),
길이(length)가 조금씩 다르므로 트랜지스터 간에 특성차이(off-set)가
존재하고 이 특성차이를 무시할 만큼 충분히 delta V가 크지 않으면 센
싱에 실패할 수 있다. 식 2.1과 같이 delta V는 셀 커패시터의 용량에
비례하고 비트라인의 기생용량에 반비례하므로 셀 커패시터 용량이 감소
하는 만큼 비트라인의 기생용량을 줄여서 delta V를 유지할 수 있다. 비
트라인의 기생용량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비트라인방향으로의 매
트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에 여러 연구에서 DRAM의
지연시간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1][23]. 그러나 이
방법은 면적효율을 감소시켜 칩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트라인의 저항을 높이는 대신 기생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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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비트라인의 단면 구조와 기생 용량(parasitic capacitance). 기생
용량은 비트라인의 높이와 비트라인과 주변 전극 사이 분리막의 유전율에
비례하고 유전막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그림 3.3은 비트라인의 단면구조를 보여준다. 비트라인 기생용량은
비트라인과 주변 전극 사이에서 형성되며 비트라인과의 중첩 면적
(overlap area)과 주변 전극 사이에 위치한 분리막의 유전율(dielectric
constant)에 비례하고 분리막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비트라인의
폭(width)와 높이(height)를 줄이면 중첩 면적이 감소하고 분리막의 두
께가 증가하여 기생 용량이 감소하고 대신 비트라인의 단면적이 감소하
므로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기생 용량의 감소보다 저항의 증가가
더 큰데, 이유는 그림 3.3에서처럼 프린징 필드(Fringing field)에 의한
기생 용량은 중첩 면적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비트라인뿐만 아니라 비트
라인 콘택트(bitline contact), 비트라인과 연결된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drain) 접합(junction)에 의한 기생 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라인 전체의 RC 딜레이는 증가하게 되어 비트라인의 RC 딜레이와
연관된 타이밍 파라미터를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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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비트라인의 폭과 높이를 감소시켜 저항을 33%, 100% 증가시키고
기생용량을 10%, 30% 감소시킨 경우 차동 증폭기에서 가장 먼 셀의 전위

그림 3.4는 비트라인 저항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비트라인
기생 용량이 30%감소한 경우의 SPICE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차동 증폭기에서 가장 먼 셀의 비트라인 전위가 Vss에서 Vcore 전압의
80%에 이르는 시간은 약 1ns 지연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비트라
인이 프리차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인 tRP와 셀에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tWR, 행 활성화 커맨드에 의해 셀에 데이터가 다시 기록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인 tRAS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이들 타이밍 파라
미터를 추가로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표3.1과 같이 선폭미세
화에 따라 셀 커패시터 용량이 40% 감소하여도 delta V의 감소를 10%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표 3.2는 SPICE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예
측한 선폭미세화에 따른 소자 파라미터 열화를 보상할 수 있는 타이밍
파라미터 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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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Time[ns]
Timing parameter
18(1X)

15(1Y)

12(1Z)

tRCD

13.32

15.32

17.32

tRP

13.32

16.32

19.32

tRAS

32

35

38

tWR

15

16

17

표 3.2 SPICE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예측한 선폭 미세화에 따른 타이밍
파라미터 값

3.1.3.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3.1.2절에서 예측한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 값이 실제 컴퓨터 시스템
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성능 저하가 허용 가능
한 수준인지를 판단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신 인텔 브로드웰
(Broadwell) 서버 시스템에서 SPEC2006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성능평
가를 진행하였으며 Intel PCM (Performance Counter Monitor)을 이용
하여 IPC (Instruction per Cycle)를 측정한 후 비교하였다. SPEC2006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Instructions)를

중

MAPKI

(Memory

기준으로

메모리

접근이

Access

많은

per

Kilo

그룹(>10;

mcf,

libquantum, omnetpp, zeusmp), 중간 그룹(>1; bzip2, dealII, tonto),
적은 그룹(<1; sjeng, povray) 별로 벤치마크를 선정하였다. 응답 지연
시간에 따른 성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네 가지 타이밍 파라미터 모두
를 앞선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참고하여 25%, 50% 증가시킨 후 IPC를
측정하였다. 앞선 SPICE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
값 대비 큰 값인 50% 증가 그룹에서의 성능 확인을 통해 보다 보수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떤 파라미터가 성능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파라미터를 따로 증가시킨 후 IPC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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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모리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하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시
에 수행되는 프로세스(process) 수를 4, 12, 20개(rate 4, 12, 20)로 변
화시켜 가며 IPC를 측정 하였다. 끝으로 DRAM의 랭크(rank) 수에 따
라 같은 뱅크에 접근하는 빈도에 차이가 생겨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이
변화 하므로 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 랭크, 4 랭크에서 각각
실험을 실시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스템 사양은 표 3.3과 같다. 인텔
의 최신 서버용 CPU인 브로드웰(Broadwell) 20 core CPU 2 소켓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하드웨어 프리페치 (Hardware Prefetch)는 모두
적용하였으며 그 외에 실험결과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하이퍼쓰레딩
(Hyper-Threading

Technology),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 터보 부스트(Turbo Boost)와 같은 기능은 사용하
지 않았다
CPU 모델

Intel E5-2698 v4 (Broadwell) [6]

CPU 코어, 소켓 수

20 core/socket, 2 socket

Clock Speed

2.2GHz (Turbo boost off)

Last Level Cache size

51.2MB/socket

Memory Channel 수

4/socket

Memory 용량

128GB/socket

Memory Type

DDR4 [7] 2133 4 rank/channel

OS

Ubuntu 16.04.1

Compiler

Intel compiler 17.0.0

표 3.3 실험에 사용한 시스템 구성

DDR4 DRAM 초기값 대비 실험군들의 상대적인 IPC를 비교하였다.
그림 3.5에서 MAPKI와 메모리 대역폭 사용량 (bandwidth)이 큰 벤치
마크 그룹(mcf, libquantum, omnetpp, zeusmp)의 경우 타이밍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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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베이스 대비 상대적인 IPC 감소량 연한 색과 짙은 색은 각각 타이밍
파라미터를 25%, 50% 증가 시켰을 때의 결과이고 검정색은 4rank, 붉은색은 2rank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점은 평균 대역폭 사용량을 나타낸다.

터 25%, 50% 증가 시 IPC는 각각 2~3%, 4~5% 감소하였다. 나머지
벤치마크 그룹(bzip2, dealII, tonto, sjeng, povray)의 경우 타이밍 파라
미터 50% 증가 시에도 IPC감소량은 1% 미만으로 성능의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벤치마크들이 실행한 프로세스의 수에 비례하여 성능이 저
하되었으며,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에 따른
성능저하 폭도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의 수가 늘어날수록 LLC(Last Level cache)의 미스레이트(miss rate)
가 증가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메모리에 접근하는 빈도가 증가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libquantum의 경우에는 rate 4와 비교하여 rate 12에서
파라미터 증가에 따른 성능저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는 rate 12에서 대역폭 포화에 따른 큐잉 지연(queuing delay)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로 인한 영향이 줄어든 것 때문
으로 설명 할 수 있다 [14].
DRAM 랭크 수를 4 에서 2 로 감소시켰을 경우(그림1에서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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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각 타이밍 파라미터 별로 25%, 50% 증가시켰을 때의 결과. tRCD > tRP =
tRAS > tWR 순서로 영향이 크다.

막대)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에 따른 IPC 감소량 최대값이 5%에서 10%
로 두 배 가량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랭크 수가 감소하면
메모리에 대한 요청이 같은 뱅크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DRAM은 뱅
크에서 하나의 행만 액티브 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액티브 되었던 행을
프리차지 한 후 다시 원하는 행을 액티브 하게 되어(row conflict) 타이
밍 파라미터 증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타이밍 파라미터 별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타이밍
파라미터들을 각각 25%, 50% 증가시킨 후 rate 20, 4 랭크 조건에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림. 3.6]. 벤치마크 별로 차이가 있
지만 tRCD에 가장 민감하고 tRP와 tRAS는 비슷한 정도의 민감도를 보
였으며 tWR는 성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rate 20 조건에
서 벤치마크들의 메모리 요청이 많아 Row conflict로 인한 액티브 - 리
드 - 프리차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티브 지연시간
인 tRCD와 프리차지 지연시간인 tRP가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같은 행에 연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은 상황에서는 tRAS로 인한
제약이 읽기 연산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으므로 tRAS의 영향도 무
시할 수 없다. tWR의 경우 쓰기에만 관계하는 파라미터이므로 상대적으
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실험 결과로부터, 메모리에 대한 요청이 적은 프로그램은 DRAM 타
이밍 파라미터 증가에 따른 성능저하가 거의 없으며 메모리에 대한 요청
이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DRAM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에 따른 성능저하
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최신 서버 시스템에서는 주요 타이밍 파라미터
tRCD, tRP, tRAS, tWR이 50% 증가해도 성능 열화는 4랭크 기준 최대
5%이하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1에서 예상하였듯이 DRAM
접근 시간에서 DRAM 응답 지연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것이 주
된 이유이고 메모리의 rank 수 증가를 통한 메모리 타이밍 파라미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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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영향 감소 역시 성능 열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
라서 타이밍 파라미터의 열화를 통한 미세화는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이 제한적이므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이 때 tRCD의 증가를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3.2.COD(Capacity Optimized DRAM) 칩 구조(chip
architecture)검토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를 통한 선폭미세화를 통해 세대마다 20%씩 두
세대 미세화를 적용하면 최신 DRAM 대비 동일 면적에 약 두 배의 용
량을 갖는 용량 최적화 DRAM(capacity optimized DRAM, COD)을 만
들 수 있다. 이 때 tRCD, tRAS, tRP, tWR과 같이 셀과 주변 회로의 미
세화에 의존하는 타이밍 파라미터 외에 tCL, tCCD, tRRD와 같이 칩의
구조(chip architecture)에 의존하는 타이밍 파라미터의 변화를 추정하
기 위해서는 COD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칩 구조에 따라 칩의 모양이 달라져 귀퉁이에서 칩의 중심에 위치하는
입출력 패드까지의 거리가 달라지며, 차동 증폭기 배열에서 입출력 패드
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각 스테이지의 부하용량(load capacitance)과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2.1. COD의 네 가지 칩 구조
이 논문에서는 최신 DDR4 8Gbit SDRAM과 비교하여 동일 면적에
두 배의 용량인 16Gbit를 집적할 때 가능한 1. 행 주소(row address)
를 수직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구조, 2. 행 주소를 수평방향으로 증가시
키는 구조, 3. 열 주소(column address)를 증가시키는 구조, 4.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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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수를 늘리는 구조를 검토하여 각 구조가 타이밍 파라미터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McSimA+ [2] 시뮬레이터를 통해 성능변화를 측
정하였다.
표 3.4는 용량을 두 배 증가시켰을 때의 네 가지 뱅크 구조와 각각의
타이밍 파라미터를 보여준다. 각 구조의 특성 중 칩 면적은 논문을 통해
공개된 23nm 4G DDR3 칩 사진을 [22] 통해 셀 매트, X/Y DEC, wide
peri와 같은 컴포넌트 각각의 면적 비를 추출하고, 셀 면적과 X/Y-DEC
면적에 미세화와 행, 열 수 변화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셀 지연시간은
3.1절에서 검토한 선폭 미세화에 따른 셀과 코어 회로의 RC 딜레이 증
가에 기인한 tRCD, tRP, tWR, tRAS 증가를 반영한다. 주변회로의 지연
시간에는 읽기 명령어가 입력된 후 데이터가 출력될 때까지의 지연시간
인 tCL(=tAA)과 연속적인 데이터 요청 시 최소 요청 간격인 tCCD가
있다. tCL은 가장 멀리 떨어진 차동 증폭기에서 칩의 중심에 있는 패드
까지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칩의 모양에 따라 데이
터 전송거리가 달라지면 tCL도 영향을 받는다. tCCD는 데이터 전송 파
이프라인의 각 스테이지에서 걸리는 시간의 최대값에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뱅크의 구조가 바뀌어 스테이지에서 걸리는 시간이 변하면 tCCD
도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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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Bank 구조

Chip

Cell

area

latency[ns]

Peri latency

tRCD=13.32
tRP=13.32

tCL=14ns

tWR=15

tCCD_L=6tCK

1.0
tRAS=32

Baseline

tRCD=17.32
tRP= 19.32
1.01
tWR=38

tCL=18ns
tCCD_L=12tCK

tRAS=17
1.Row

address

증가

(@vertical)

tRCD=17.32
tRP= 19.32
0.99
tWR=38
2.Row

address

증가

tRAS=17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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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L=12ns
tCCD_L=6tCK

tRCD=17.32
tRP= 19.32
0.99
tWR=38

tCL=12ns
tCCD_L=6tCK

tRAS=17

3.Column address 증가

tRCD=17.32
tRP= 19.32
1.03
tWR=38

tCL=12ns
tCCD_L=6tCK

tRAS=17

4.#Bank 증가

표 3.4 용량을 두 배 증가시켰을 때의 네 가지 뱅크 구조와 각각의 타이밍
파라미터

첫 번째, 행 주소를 수직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구조는 뱅크의 수직
방향으로 두 배의 셀을 배치하는 것으로, 뱅크의 모양이 세로방향으로
길어지고 차동증폭기에서 뱅크의 중간에 위치한 입출력 래치(latch)회로
까지의 거리가 길어져 타이밍 파라미터의 지연이 발생한다. 두 번째, 행
주소를 수평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구조는 뱅크의 가로 방향으로 두 배의
셀을 배치하는 것으로 열 주소는 유지되므로 뱅크의 절반씩 나눠서 활성
화 할 수 있는 회로가 필요하다 [22]. 세 번째, 열 주소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두 번째의 경우와 같이 가로방향으로 두 배의 셀을 배치한다. 다
른 점은 한번에 뱅크 전체를 활성화 하므로 페이지 크기가 다른 구조에
비해 두 배가 된다. 페이지 크기의 증가는 연속적인 데이터 접근의 경우
새로운 행을 활성화는 빈도가 감소하여 성능이 개선될 수 있지만, 행 활
성화 시에 두 배의 셀이 활성화 되므로 활성화 시에 필요한 파워가 커진
다. 네 번째 구조는 뱅크의 구조는 유지하고 뱅크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뱅크 수를 증가시키면 그에 따라 X/Y DEC과 같은 주변 회로의
면적이 같이 증가하므로 모든 구조들 중 면적 손실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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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OD 네 가지 칩 구조 별 지연시간
3.2.1에서 제시된 네 가지 칩 구조에 따른 지연시간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3.7은 읽기 명령에 따른 열 선택 신호와 데이터
의 출력 경로를 보여준다.

그림 3.7 읽기 명령에 따른 신호와 데이터 경로. (1) Column address decoding,
(2) Column select, (3) LIO develop, (4) Data traverse through GIO

(1) 읽기 명령과 함께 전달된 열 주소는 열 주소 디코더에 의해 해석
되어(decoding) (2) 특정 비트라인과 SIO(segment I/O) 라인을 연결
하는 Yi 트랜지스터와 LIO(local I/O)라인과 SIO라인을 연결하는 IOSW
트랜지스터를 차례로 동작 시킨다. 이전의 활성화 명령에 의해 해당 비
트라인은 셀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라 1(Vcore) 또는 0(Vss) 전위로 센
싱이 완료된 상태이다. (3) 이 데이터는 차동 증폭기 배열을 가로지르는
SIO라인과 뱅크 전체를 가로지르는 LIO라인을 통해 I/O 증폭기로 전달
된다. 셀 매트 하단에 위치하는 차동 증폭기만으로는 전체 칩을 가로지
르는 GIO(global I/O)라인을 구동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4) I/O
증폭기에 의해 증폭된 데이터가 GIO 라인을 통해 칩의 중앙에 있는 입
출력 패드 영역으로 전달되게 된다.
읽기 명령이 입력되고 데이터가 출력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tCL은
위의 (1)에서 (4)까지 시그널과 데이터가 전달되는 시간과 주소를 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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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하고 데이터 출력 시 외부 클럭에 동기와 하는 시간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칩의 가로 세로 비가 달라서 GIO 라인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뱅
크가 세로로 길어져 LIO라인의 RC 값이 증가하면 시그널과 데이터 전
송이 지연되어 tCL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SIO~LIO 구간은 데이터
전송 파이프 라인에서 하나의 스테이지에 해당하므로 tCCD_L 내에 데
이터 전송이 완료되어야 한다. 3.2.1에서 제시된 네 가지 칩 구조를 적
용했을 때 각각 칩의 모양과 뱅크의 크기를 고려하여 tCL과 tCCD_L 값
을 추정하면, 1번 구조의 경우 X축 대비 Y축 방향 길이가 증가하므로
칩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구석까지의 거리가 베이스라인(baseline) 대
비 13% 증가한다. 이 거리 증가에 따른 신호 전달 지연을 고려하여
tCL을 1ns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LIO의 길이가 1.4배가 되고(미세화
에 의한 길이 감소= 0.7 x 수직방향으로 두 배 많은 행의 개수) LIO의
기생 용량이 1.4배가 되어(미세화에 의한 기생 용량 감소= 0.7 x 수직
방향으로 두배 많은 행의 개수) RC가 베이스라인 대비 2배까지 증가하
므로 기존 LIO 데이터 전달 지연 시간(3ns) [22]이 100% 증가하여
tCL도 3ns 증가 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tCL을
4ns 증가시켜야 한다. 2~4번 구조는 칩 모양이 거의 정사각형이 되어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구석까지의 거리가 베이스라인 대비 4% 감소되
므로 tCL을 0.3ns 감소 시킬 수 있다. 또한 LIO의 RC가 베이스라인 대
비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R, C 각각 0.7배) tCL을 1.5ns 감소
시킬 수 있음. 따라서, 최종적으로 tCL을 1.8ns 감소 시킬 수 있다.
tCCD_L은 파이프라인의 각 스테이지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보다
커야 하므로 LIO를 통한 데이터 전달 시간이 지연될 경우 tCCD_L도 그
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 구조 1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LIO의 RC
값이 두 배로 증가하므로 tCCD_L도 두 배로 증가되어야 한다. 나머지
2~4번 구조는 RC 값이 절반으로 감소하지만 tCCD_L은 각 스테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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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시간 최대값에 의존하므로 tCCD_L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
였다.

3.2.3. 칩 구조에 따른 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McSimA+ 시뮬레
이션 결과
McSimA+ [2]는 이벤트 전송방식을 이용하는 CPU, 메모리 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시뮬레이터이다. 칩 구조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 실제 서버 시스템이 아닌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실제 서버
시스템에서 tCL과 같은 타이밍 파라미터를 줄이는 것은 메모리 오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3.1.3절 에서 실제 서버 시스템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험 조건이 타이밍 파라미터를 증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CPU 모델

O3 Core

CPU 코어, 소켓 수

16-Core

Clock Speed

3.6GHz

Last Level Cache size

Shared L3: 16MB (16-way)

Memory Channel 수

4

표 3.5 시뮬레이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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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blend

429.mcf,

473.astar,

464.h264ref,

481.wrf,
471.omnetpp,

482.sphinx3, 434.zeusmp, 447.dealII,
403.gcc, 410.bwaves, 436.cactusADM, ,
401.bzip2,

462.libquantum,

470.lbm,

456.hmmer, 454.calculix
mix-high

429.mcf, 462.libquantum, 450.soplex,
433.milc, 429.mcf, 470.lbm, 450.soplex,
437.leslie3d,

437.leslie3d,

470.lbm,

459.GemsFDTD, 433.milc, 482.sphinx3,
462.libquantum,

471.omnetpp,

459.GemsFDTD
표 3.6 멀티프로그램(multi-program)실험 조건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벤치마크
설정

그림 3.8 tRFC를 유지하였을 때의 베이스 대비 칩 구조에 따른 상대적인
IPC(multi-program, multi-thread)

칩 용량이 증가할 수록 리프레시를 수행하는 주기인 tREFI를 줄이거
나 한번에 많은 행을 동시에 리프레시하기 위해 리프레시 동작을 수행하
는 데 걸리는 시간인 tRFC가 증가해야 한다. 우선 칩 구조에 의한 영향
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tRFC를 베이스라인과 동일하게 유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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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8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킨
멀티프로그램(multi-program)과 여러 개의 쓰레드(thread)로 이루어진
멀티쓰레드(multi-thread) 프로그램의 베이스라인 대비 상대적인 IPC
를 보여준다.
실험 그룹

설명

LT

베이스라인으로 기존의 DDR4 DRAM

LR_CORE

tRCD, tRP, tRAS, tWR만을 증가

LR_ROW_V

수직방향으로 행 주소 증가

LR_ROW_H

수평방향으로 행 주소 증가

LR_COL

열 주소 증가(페이지 크기 증가)

LR_BANK

뱅크 수 증가

표 3.7 실험 그룹

시뮬레이션 결과 LT 대비 LR_CORE는 타이밍 파라미터의 증가로 인
해 모든 그룹에서 1~5% IPC가 열화 되었다. 이는 실제 서버 시스템에
서의

실험과

유사한

결과이다.

LR_ROW_V는

tCL

증가로

인해

LR_CORE대비 추가로 IPC가 열화 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LR_ROW_H, LR_COL, LR_BANK의 경우 LR_CORE대비 tCL이 감소하
였으므로 radix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IPC가 개선되었다. IPC개선 정
도는 LR_BANK > LR_COL > LR_ROW_H 순서이다. 현대 DRAM의 경
우 특정 뱅크에서 한번에 하나의 행만 활성화 가능하므로 DRAM에 접
근할 때 될 수 있으면 여러 뱅크에 골고루 접근함으로써 행 충돌(row
conflict)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메모리 접근 기법을 뱅크순환
(bank interleaving)기법이라 한다. 이때 뱅크의 수가 많으면 충돌이 일
어날 가능성이 더 적어져 성능이 개선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행
충돌에 의해 비활성화 명령이 호출되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이지 크기가 증가한 그룹(LR_COL)에서도 성능개선을 관찰
42

할 수 있었다. 페이지 크기 즉 한번의 활성화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데
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하나의 행에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프로그램의 경우, 행을 비활성화 한 후 다른 행을 다시 활성화 할 때까
지의 간격이 길어져 성능이 개선된다.
DDR4 스펙에서 [24]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tRFC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향성에 따라 베이스라인 LR과 LR_CORE를 제외
한 4가지 칩 구조에서 tRFC를 470ns로 증가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다.

그림 3.9 tRFC를 증가하였을 때의 베이스 대비 칩 구조에 따른 상대적인
IPC(multi-program, multi-thread)

tRFC를 증가시킨 경우 IPC가 평균적으로 2%가량 열화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IPC개선 정도는 LR_BANK > LR_COL > LR_ROW_H 순
서로 tRFC를 증가시키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43

Chapter 4
4. Conclusion
지금까지의 DRAM 연구들은 소자 레벨, 회로 설계 레벨, 마이크로
아키텍쳐

레벨,

시스템

아키텍쳐

레벨에서

각각

진행되어왔다.

마이크로 아키텍쳐의 변경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일부
연구들에서 연구분야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적인 접근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구분야에 국한되어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소자,

공정적인

관점에서만

연구되고

있는

선폭

미세화에 대한 문제를 시스템 아키텍쳐 레벨에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현재 10nm 대에서 선폭 미세화의 가창 큰 세가지 장벽인
워드라인 저항증가, 셀 커패시터 용량 감소, 공정 편차의 증가에 따른
불량 셀의 증가 문제를 시스템 아키텍쳐의 관점에서 DRAM의 타이밍
파라미터를 열화 시킴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세대
미세화를 가정하고, 열화되는 소자 특성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타이밍
파라미터 열화를 SPICE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화 하였다. tRCD, tRAS,
tRP, tWR를 각각 29%, 18%, 43%, 14% 증가시키면 두 세대 미세화에
따른 소자 특성 열화를 상쇄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최신 인텔 서버 머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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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2006 벤치마크를 통해 타이밍 파라미터에 따른 성능 변화를
관찰하여 tRCD, tRAS, tRP, tWR를 50% 증가시켰을 때 최대 5.8%
성능이 열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이밍 파라미터 증가량 대비 성능
열화가 제한적이므로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두 세대 미세화가 진행 되었다고 가정하면 현재 대비 DRAM 칩 당
용량이 두 배가 된다. 이 때 칩 구조에 따라 tCL, tCCD와 같은 타이밍
파라미터와 칩 면적이 영향을 받는다. 가능한 칩 구조를 뱅크 구조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뱅크 수와 뱅크 구성에 따른 장, 단점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뱅크 수를
늘릴 경우 칩의 면적이 약 3% 증가하지만 병렬성의 증가로 인해
성능이 평균 2.5%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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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elerating DRAM tech scaling
by increasing timing parameters
성 민 철(Minchul Sung)
융합과학부 지능형융합시스템 전공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Program in Intelligent Syste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RAM has been used as the main memory of computer systems
for decades because of the progressive improvements in process
technology that continue to scale the half pitch. Scaling half pitch
bring to increase the capacity per chip and improve performance
due to the reduction of the loading capacitance simultaneously.
Recently, there are three new challenges, a drastic increase in
resistance, a drastic decrease in cell capacitance, and an increase in
process variation as the minimum line width reaches under 20 nm.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process technology alone, and the
speed of tech scaling is slowing down. Until now, the memory
capacity of a computer system has been increased by increasing the
memory chip capacity due to tech scaling.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o meet the demand for the large memory system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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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In this paper, we propose to increase timing parameter to
suppress the three problems because the DRAM access delay time
occupies a small proportion of the total memory access time. By
increasing

the

specific

timing

parameter,

it

is

possible

to

compensate for the increase in resistance by securing the time
required to perform the read and write operations. The reduction of
the sensing margin due to cell capacitor capacity degradation is
solved by increasing the resistance instead of reducing the bit line
parasitic capacitance, and the increase in resistance can be
counteracted by increasing the timing parameter. As a result of
SPICE simulation, by increasing specific timing parameters 14~43%,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word line and bit line resistance by 3
times and 2 times respectively and to compensate deceasing the
sensing margin which is caused by the cell capacitor capacity being
reduced by 30%. In order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we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degradation was a
maximum of 5.8% in performance evaluation after increasing the
DRAM timing parameters by 50% in the latest Intel server
(Broadwell). In addition, when designing capacity optimized DRAM
(Capacity Optimized DRAM: COD) by using this method, we
examined each chip architecture and evaluated performance through
simula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when the number of
banks is increased, the area of the chip is increased by about 3%,
but the performance is improved by an average of 2.5% due to an
increase in paralle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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