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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개의 메모리 블락 사이에 3개의 센스앰프를 가지며,인출과 기입 동작 구간이 분리되는 리프레쉬 동

작을수행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 및 그 구동방법

요약

  인출과 재기입 동작 구간이 분리되는 리프레쉬 동작을 수행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 및 그 구동방법이 게시된다. 본 발명

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제1 비트라인쌍을 통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상기 제1 메모리 블락; 제2 비트라인쌍을 통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상기 제2 메모리 블락; 상기 제1 비트라인쌍의 데이터를 증폭하여 래치하는 제1 센스앰프; 상기 제2

비트라인쌍의 데이터를 증폭하여 래치하는 제2 센스앰프; 전송되는 데이터를 증폭하여 래치하는 제3 센스앰프; 상기 제1

비트라인쌍과 상기 제3 센스앰프의 전기적 연결을 제어하는 제1 스위칭 수단; 및 상기 제2 비트라인쌍과 상기 제3 센스앰

프의 전기적 연결을 제어하는 제2 스위칭 수단을 구비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서로 비연속적인 제1

및 제2 리프레쉬 구간을 수행하되, 상기 제1 리프레쉬 구간에서는 리프레쉬되는 디램셀의 데이터를 인출하고, 상기 제2 리

프레쉬 구간에서는 인출된 데이터를 상기 리프레쉬되는 디램셀에 재기입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

모리 및 그 구동방법에 의하면, 할당되는 리프레쉬 구간의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외부 억세스 구간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전체적인 동작 속도가 현저히 개선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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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사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종래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구동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에스램 호환 메모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도 2의 일부분을 자세히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4는 제1 및 제2 외부 억세스 구간 내의 리프레쉬 구간 및 내부 억세스 구간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리프레쉬 구간에서 특정행의 디램셀에서 데이터를 인출한 후, 내부 억세스 구간 동안에 동일 메모리 블락에서의

다른행의 디램셀의 데이터를 독출 억세스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6a 및 도 6b는 도 5의 타이밍도에 따른 리프레쉬와 관련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이다.

  도 7은 리프레쉬 구간에서 특정행의 디램셀에서 데이터를 인출한 후, 내부 억세스 구간 동안에 동일 메모리 블락에서의

동일행의 디램셀의 데이터를 독출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8a 및 도 8b는 도 7의 타이밍도에 따른 리프레쉬와 관련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이다.

  도 9는 리프레쉬 구간에서 특정행의 디램셀에서 데이터를 인출한 후, 내부 억세스 구간 동안에 다른 메모리 블락에서의

디램셀의 데이터를 독출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10a 및 도 10b는 도 9의 타이밍도에 따른 리프레쉬와 관련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

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램(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셀(cell)을 가지

면서, 에스램(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과 호환 가능한 에스램 호환 메모리 및 그 구동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장치 중의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은 에스램과 디램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인 램

은 행과 열로 구성되는 매트릭스 상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디램셀들을 가지는 메모리 블락와, 상기 디램셀들로/로부터 데이

터를 입/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주변 회로로 구성된다. 에스램에 사용되는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셀은

래치(latch) 구조를 이루는 4개의 트랜지스터와, 전송 게이트로 작용하는 2개의 트랜지스터로 구현된다. 즉, 통상적인 에

스램은 래치 구조의 단위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리프레쉬 동작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

한, 에스램은, 디램에 비하여, 동작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작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에스램의 단위셀은 6개의 트랜지스터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에스램은 1개의 트랜지스터와 1개의 커패시터로 단

위셀이 구현되는 디램에 비하여, 소요되는 웨이퍼 면적 측면에서, 단점을 지닌다. 즉, 동일한 용량의 기억 소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에스램의 웨이퍼 면적은 디램의 웨이퍼 면적의 6배 내지 10배 정도이다. 이와 같은, 에스램의 소요 면적은 에스램

의 단가를 상승시킨다. 만약,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에스램을 대신하여 통상적인 디램이 사용되는 경우, 주기적인 리프레

쉬 때문에 추가적으로 디램 컨트롤러가 장착되어야 한다. 또한, 디램의 주기적인 리프레쉬 동작을 위한 소요 시간과 느린

동작 속도 때문에 시스템 자체의 전반적인 성능이 하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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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은 디램과 에스램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이 내부적으로 디램셀을 이용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에스램

과 호환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이다. 도 1은 종래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구동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

조하면, 한개의 '외부 억세스 구간(EXT-TRC)'은 '내부 억세스 구간(INT-TRC)'과 '리프레쉬 구간(REF-RW)'을 포함한다.

  그런데, 종래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구동방법에서는, 리프레쉬되는 디램셀의 데이터가 소정의 센스앰프로 인출되어 증

폭된 후, 다시 리프레쉬되는 디램셀에 재기입되는 동작이, 1개의 상기 '리프레쉬 구간(REF-RW)'에서, 모두 수행된다.

  따라서, 종래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구동방법에 의하면, 리프레쉬 구간(REF-RW)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전

체적으로 동작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리프레쉬 구간의 길이를 감소시켜, 전체적으

로 동작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 및 그 구동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은 에스램 호환 메모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행과 열로 정의되는 매트릭스 상에 배열되는 복수개의 디램셀들을 포함하며, 상기 디램셀들 각각은 저장된 데이

터를 유효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소정의 리프레쉬 주기 이내에 리프레쉬의 수행이 요구되는 제1 및 제2 메모리 블락를 가

지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로서, 외부적으로 상기 리프레쉬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동작 타이밍 구간이 설정되지 않는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싱될 수 있다. 상기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제1 비트라인쌍을 통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상기 제1 메

모리 블락; 제2 비트라인쌍을 통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상기 제2 메모리 블락; 상기 제1 비트라인쌍의 데이터를 증폭하

여 래치하는 제1 센스앰프; 상기 제2 비트라인쌍의 데이터를 증폭하여 래치하는 제2 센스앰프; 소정의 제3 센스앰프; 상기

제1 비트라인쌍과 상기 제3 센스앰프의 전기적 연결을 제어하는 제1 스위칭 수단; 및 상기 제2 비트라인쌍과 상기 제3 센

스앰프의 전기적 연결을 제어하는 제2 스위칭 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제3 센스앰프는 상기 제1 스위칭 수단의 턴온시에 전

송되는 제1 비트라인쌍의 데이터를 증폭래치하며, 상기 제2 스위칭 수단의 턴온시에 전송되는 제2 비트라인쌍의 데이터

를 증폭하여 래치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외부에서 억세스되는 제1 및 제2 외부 억세스 구간을 수행하되, 상기 제1 외

부 억세스 구간은 소정의 제1 리프레쉬 구간과 제1 내부 억세스 구간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외부 억세스 구간은 소정의 제

2 리프레쉬 구간을 포함하는 상기 제1 및 제2 외부 억세스 구간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기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상기 제1

리프레쉬 구간에서 상기 제1 메모리 블락의 제1행의 디램셀의 데이터를 인출하며, 상기 제2 리프레쉬 구간에서 인출된 상

기 제1 메모리 블락의 제1행의 디램셀의 데이터를 재기입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 상의 잇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대하

여,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임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내부적으로 디램셀을 채용하고 리프레쉬 동작이 수행되지만, 외부적으로는 통상의 에스

램과 마찬가지로 리프레쉬를 위한 동작구간이 할당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리프레쉬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제어신호가 외부에서 요구되지 않으며, 외부적으로는 통상적인 에스램과 동일한 규칙에 의하여 구

동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하나의 '외부 억세스 구간' 내에 하나의 '리프레쉬 구간'과 하나의 '내부 억세스 구간'을

가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상기 '외부 억세스 구간'은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독출 또는 기입 억세스 명령이 유효하게 수

행될 수 있는 최소 간격을 칭한다. 상기 '내부 억세스 구간'은 하나의 워드라인인 활성화된 후, 동일 또는 다른 워드라인이

활성화되어 유효하게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 최소 시간 간격을 말한다. 그리고, 상기 '리프레쉬 구간'은 상기 '외부 억

세스 구간'에서 상기 '내부 억세스 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서, 리프레쉬를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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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에스램 호환 메모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2개의 메모리 블락들(110,210)과

이 블락들 사이에 내장되는 회로요소들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서, 제1 메모리 블락(110)의 워드라인들

을 참조부호 WLAi(여기서, i는 변수)로 나타내고, 상기 제2 메모리 블락(210)의 워드라인들을 참조부호 WLBi(여기서, i는

변수)로 나타낸다. 또한, 상기 제1 메모리 블락(110)의 비트라인쌍을 참조부호 BLA, /BLA로 나타내고, 상기 제2 메모리

블락(210)의 워드라인들을 참조부호 BLB, /BLB로 나타낸다.

  도 3은 도 2의 일부분(300)을 자세히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3의 구성요소의 참조부호는, 도 2의 구성요소의 참조부호

에 프라임(')을 첨가함으로써, 동일한 구성요소의 한 부분임을 나타낸다.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에스램 호환 메모리가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상기 제1 및 제2 메모리 블락

(110', 210') 각각은 행(row)과 열(column)로 정의되는 매트릭스 상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디램셀들(110a, 110b,…,

210a, 210b,…)을 포함한다. 상기 디램셀들(110a, 110b,…,210a, 210b,…) 각각은 저장된 데이터를 유효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소정의 리프레쉬 주기 이내에 리프레쉬의 수행이 요구된다. 상기 디램셀들(110a, 110b,…, 210a, 210b,…)은 워드

라인에 의하여 게이팅되는 전송트랜지스터와, 전송트랜지스터를 통하여 전송되는 비트라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커패시

터로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기 제1 메모리 블락(110')의 디램셀(110a,110b,…)의 데이터는 제1 비트라인쌍(BLA,/BLA)을 통하여 인출될 수 있으

며, 상기 제2 메모리 블락(210')의 디램셀(210a,210b,…)의 데이터는 제2 비트라인쌍(BLB, /BLB)을 통하여 인출될 수 있

다.

  한편,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도 4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 억세스되는 제1 및 제2 외부 억세스 구간

(EXT-TRC1, EXT-TRC2)을 수행한다. 상기 제1 외부 억세스 구간(EXT-TRC1)은 제1 리프레쉬 구간(REF1)과 제1 내

부 억세스 구간(INT-TRC1)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외부 억세스 구간(EXT-TRC2)은 제2 리프레쉬 구간(REF2)과 제2 내

부 억세스 구간(INT-TRC2)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 및 그 구동방법의 리프레쉬 동작에 따르면, 제1 리프레쉬 구간(REF1)에서 리프레쉬하고

자 하는 디램셀의 데이터의 독출이 수행되고, 제2 리프레쉬 구간(REF2)에서 리프레쉬하고자 하는 디램셀의 데이터의 재

기입이 수행된다. 이때, 리프레쉬되는 데이터의 증폭은 상기 제1 리프레쉬 구간(REF1) 또는 상기 제1 내부 억세스 구간

(INT-TRC1) 중에서 수행된다. 또한, 리프레쉬되는 데이터의 증폭이 제2 리프레쉬 구간(REF2)에서 데이터의 재기입이

수행되기 이전에 증폭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제1 센스앰프(140')는 래치구조로 구현되며, 상기 제1 메모리 블락(110')의 디램셀(110a,110b)로

부터 인출되거나 디램셀(110a,110b)에 기입될 데이터를 증폭하여 래치한다. 제2 센스앰프(180')는 래치구조로 되어 있으

며, 상기 제2 메모리 블락(210')의 디램셀(210a,210b)로부터 인출되거나 디램셀(210a,210b)에 기입될 데이터를 증폭하

여 래치한다. 그리고, 제3 센스앰프(160')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증폭하여 저장한다. 한편, 본 명세서에서는, 상기 디램셀로

부터 데이터를 인출하거나, 디램셀에 데이터를 기입하는 것을 '디램셀을 억세스한다'라고 표현한다.

  상기 제1 메모리 블락(110')의 데이터는 제1 비트라인쌍(BLA, /BLA)을 통하여 입출력되며, 상기 제2 메모리 블락(210')

의 데이터는 제2 비트라인쌍(BLA, /BLA)을 통하여 입출력된다.

  제1 스위칭 수단(150')은 제1 메모리 블락(110')의 비트라인쌍(BLA, /BLA)과 상기 제3 센스앰프(160')의 데이터선

(BLR, /BLR) 사이의 전기적 연결을 제어한다. 제2 스위칭 수단(170')은 상기 제2 메모리 블락(210')의 비트라인쌍(BLB, /

BLB)과 상기 제3 센스앰프(160')의 데이터선(BLR, /BLR)의 데이터선(SAL2, /SAL2) 사이의 전기적 연결을 제어한다.

즉, 상기 제3 센스앰프(160')는 상기 제1 스위칭 수단(150')의 턴온시에 전송되는 제1 메모리 블락(110')의 비트라인쌍

(BLA, /BLA)의 데이터를 증폭래치하며, 상기 제2 스위칭 수단(170')의 턴온시에 전송되는 상기 제2 메모리 블락(210')의

비트라인쌍(BLB, /BLB)의 데이터를 증폭하여 래치한다.

  한편, 상기 제1 등기화 회로(130') 및 제2 등기화 회로(190')는 제1 메모리 블락(110')의 비트라인쌍(BLA, /BLA)과 제2

메모리 블락(210')의 비트라인쌍(BLB, /BLB)을 각각 등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계속하여,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에서의 리프레쉬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경우의 동작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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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리프레쉬 구간에서 특정행의 디램셀에서 데이터를 인출한 후, 내부 억세스 구간 동안에 동일 메모리 블락에서의

다른행의 디램셀의 데이터를 독출 억세스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다시 설명하면, 도 5는 제1 리프레쉬

구간(REF1)에서 제1 메모리 블락(110')의 제1 워드라인(WLA1)과 연결되는 디램셀(110a)로 데이터가 인출되고, 제1 내

부 억세스 구간(INT-TRC1)에서 제1 메모리 블락(110')의 제2 워드라인(WLA2)과 연결되는 디램셀(110b)의 데이터를

독출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계속하여, 도 3과 함께 도 5를 참조한다. 먼저, 시점 t1에서 발생되는 리프레쉬 요구신호(REF)에 응답하여, 제1 리프레쉬

구간(REF1)이 시작된다. 시점 t2에서, 제1 등기화 신호(EQ1)가 "로우"로 비활성화되고, 제1 스위칭 신호(ISO1)가 "하이"

로 활성화되므로, 제1 비트라인쌍(BLA,/BLA)의 등기화는 해제되고, 제1 스위칭 수단(150')은 "턴온"되어서, 제1 비트라

인쌍(BLA,/BLA)은 제3 센스앰프(160')의 데이터선(BLR,/BLR)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즉, 제1 비트라인쌍(BLA,/BLA)

은 제1 센스앰프(140') 및 제3 센스앰프(160')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제1 워드라인(WLA1)이 "하이"로 활성화되는 구간 t3에서, 제1 메모리 블락(110')의 디램셀(110a)의 데이터가

인출되며, 신호 NE3 및 PE3이 각각 "하이" 및 "로우"로 활성화되는 구간 t6에서, 제3 센스앰프(160')가 작동하여, 인출된

디램셀(110a)의 데이터를 증폭한다.

  그리고, 제1 내부 억세스 구간(INT-TRC1)이 시작되는 시점 t5 이전에, 리프레쉬되는 디램셀(110a)에 대하여, 동일한

메모리 블락(110)이지만 다른행 즉, 제2 워드라인(WLA2)의 디램셀(110b)을 선택하는 어드레스의 입력이 확인되면, 제1

스위칭 신호(ISO1)는 "로우"로 디스에이블된다. 그러므로, 제1 센스앰프(140') 및 제1 비트라인쌍(BLA, /BLA)는 제3 센

스앰프(160')의 데이터선(BLR, /BLR)과 분리된다.

  시점 t7에서, 제1 등기화 신호(EQ1)이 다시 활성화하여 제1 비트라인쌍(BLA,/BLA)을 등기화한다. 이어서, 시점 t8에서

제2 워드라인(WLA2)이 활성화하면, 디램셀(110b)의 데이터가 제1 센스앰프(140')로 인출되며, 신호 NE1 및 PE1이 다

시 각각 "하이"와 "로우"로 활성화하는 구간 t9에서, 디램셀(110b)의 인출된 데이터를 증폭한다. 그리고, 제1 출력 제어신

호(NCD1)이 "하이"로 되는 구간 t10에서, 제1 센스앰프(140')에 저장되어 있는 디램셀(110b)의 인출된 데이터가 제1 로

컬 데이터선쌍(LIO1,/LIO1)으로 출력된다. 이때, 제2 출력 제어신호(NCD2)은 "로우"로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한다.

  이어서, 제2 리프레쉬 구간(REF2)이 시작되는 시점 t11에서, 제1 등기화 신호(EQ1)가 다시 활성화되어, 제1 비트라인쌍

(BLA,/BLA)을 등기화한다. 계속하여, 시점 t12에서 다시 제1 스위칭 신호(ISO1)와 제1 워드라인(WLA1)이 활성화되면,

제3 센스앰프(160')에 저장된 디램셀(110a)의 인출된 데이터가 다시 디램셀(110a)에 재기입된다.

  도 5에 도시되는 타이밍의 각 신호들에 대한 구현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

된다.

  도 6a는 도 5의 타이밍도에 따른 리프레쉬와 관련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로서, 리

프레쉬되는 디램셀에 대하여, 동일 메모리 블락이지만, 다른행의 디램셀에 데이터를 독출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챠

트이다.

  도 3과 함께 도 6a를 참조하면, 제1 리프레쉬 구간(REF1)에서 제1 워드라인(WLA1)의 디램셀(110a)에서 리프레쉬될 데

이터를 인출한다(S611). 그리고, 인출된 데이터는 제3 센스앰프(160')에서 증폭되어 저장된다(S615). 이어서, 제1 내부

억세스 구간(INT-TRC1)에서, 제2 워드라인(WLA2)이 활성화하여, 상기 외부 어드레스에 의하여 특정되는 디램셀

(110b)의 데이터가 제1 센스앰프(140')로 인출되어 증폭된다(S623). 그리고, 제1 센스앰프(140')에 저장되어 있는 디램셀

(110b)의 데이터를 외부로 독출한다(S627). 계속하여, 제2 리프레쉬 구간(REF2)에서, 제3 센스앰프(160')에 저장된 디램

셀(110a)의 인출된 데이터를 디램셀(110a)에 재기입한다(S631).

  도 6b는 리프레쉬되는 디램셀에 대하여, 동일 메모리 블락이지만, 다른행의 디램셀에 데이터를 기입하는 경우를 나타내

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6b의 플로우챠트는 도 6a의 플로우챠트와 유사하다. 따라서, 도 6b에서 도 6a와 동일한 단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

조번호에 프라임(')을 더하여 나타낸다. 즉, 도 6b의 단계 S611', S615'는, 도 6a의 단계 S611, S615와 마찬가지로 수행되

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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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여, 도 6b의 단계 S620에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가 제1 센스앰프(140')에서 증폭되어 래치된다. 단계

S621에서, 제1 센스앰프(140')에 저장되어 있는 입력 데이터를 제2 워드라인(WLA2)의 디램셀(110b)에 기입된다.

  그리고, 제2 리프레쉬 구간(REF2)에서, 제3 센스앰프(160')에 저장된 디램셀(110a)의 인출된 데이터를 디램셀(110a)에

재기입한다(S631').

  도 7은 리프레쉬 구간에서 특정행의 디램셀에서 데이터를 인출한 후, 내부 억세스 구간 동안에 동일 메모리 블락에서의

동일행의 디램셀의 데이터를 독출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3과 함께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시점 t21에서 발생되는 리프레쉬 요구신호(REF)에 응답하여, 제1 리프레쉬 구간

(REF1)이 시작된다. 시점 t22에서, 제1 등기화 신호(EQ1)가 "로우"로 비활성화되고, 제1 스위칭 신호(ISO1)가 "하이"로

활성화되므로, 제1 비트라인쌍(BLA,/BLA)의 등기화는 해제되고, 제1 스위칭 수단(150')은 "턴온"되어서, 제1 비트라인쌍

(BLA,/BLA)은 제3 센스앰프(160')의 데이터선(BLR,/BLR)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즉, 제1 비트라인쌍(BLA,/BLA)은 제

1 센스앰프(140') 및 제3 센스앰프(160')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제1 워드라인(WLA1)이 "하이"로 활성화되는 시점 t23

에서, 제1 메모리 블락(110')의 디램셀(110a)의 데이터가 인출되며, 신호 NE3 및 PE3이 각각 "하이" 및 "로우"로 활성화

되는 시점 t24에서, 제1 및 제3 센스앰프(140', 160')가 작동하여, 인출된 디램셀(110a)의 데이터를 증폭한다.

  계속하여, 시점 t25에서 제1 내부 억세스 구간(INT-TRC1)이 진행된다. 그리고, 제1 출력 제어신호(NCD1)이 "하이"로

되는 구간 t26에서, 제1 및 제3 센스앰프(140', 160')에 저장되어 있는 디램셀(110a)의 인출된 데이터가 제1 로컬 데이터

선쌍(LIO1,/LIO1)으로 출력된다. 이때, 제2 출력 제어신호(NCD2)은 "로우"로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한다.

  이어서, 제2 리프레쉬 구간(REF2)이 시작되는 시점 t27에서, 제1 및 제3 센스앰프(140', 160')에서 증폭된 데이터가 디

램셀(110a)에 재기입된다.

  도 7에 도시되는 타이밍의 각 신호들에 대한 구현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

된다.

  도 8a는 도 7의 타이밍도에 따른 리프레쉬와 관련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로서, 리

프레쉬되는 디램셀에 대하여, 동일 메모리 블락의 동일의 디램셀에 데이터를 독출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3과 함께 도 8a를 참조하면, 제1 리프레쉬 구간(REF1)에서 제1 워드라인(WLA1)의 디램셀(110a)에서 리프레쉬될 데

이터를 인출한다(S811). 그리고, 인출된 데이터는 제1 및 제3 센스앰프(140', 160')에서 증폭되어 저장된다(S815). 이어

서, 제1 내부 억세스 구간(INT-TRC1)에서, 제1 및 제3 센스앰프(140', 160')에서 증폭된 디램셀(110a)의 데이터를 외부

로 독출한다(S819).

  계속하여, 제2 리프레쉬 구간(REF2)에서, 제1 및 제3 센스앰프(140', 160')에서 증폭된 디램셀(110a)의 인출된 데이터

를 디램셀(110a)에 재기입한다(S823).

  도 8b는 리프레쉬되는 디램셀에 대하여, 동일 메모리 블락의 동일행의 디램셀에 데이터를 기입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

로우챠트이다.

  도 8b의 플로우챠트는 도 8a의 플로우챠트와 유사하다. 따라서, 도 8b에서 도 8a와 동일한 단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

조번호에 프라임(')을 더하여 나타낸다. 즉, 도 8b의 단계 S811', S815'는, 도 8a의 단계 S811, S815와 마찬가지로 수행되

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된다.

  계속하여, 도 8b의 단계 S869에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가 제1 및 제3 센스앰프(140', 160')에서 수신하고, 제1

및 제3 센스앰프(140', 160')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로 대체한다.

  계속하여, 도 8b의 단계 S873에 다르면, 제2 리프레쉬 구간에서, 제1 워드라인(WLA1)이 활성화하면, 제1 및 제3 센스

앰프(140', 160')에 저장된 디램셀(110a)의 인출된 데이터를 디램셀(110a)에 재기입한다.

  도 9는 리프레쉬 구간에서 특정행의 디램셀에서 데이터를 인출한 후, 내부 억세스 구간 동안에 다른 메모리 블락에서의

디램셀의 데이터를 독출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다시 설명하면, 도 9는 제1 리프레쉬 구간(REF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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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메모리 블락(110')의 제1 워드라인(WLA1)과 연결되는 디램셀(110a)로 데이터가 인출되고, 제1 내부 억세스 구간

(INT-TRC1)에서 제2 메모리 블락(210')의 제1 워드라인(WLB1)과 연결되는 디램셀(210b)을 독출하는 경우를 나타낸

다.

  계속하여, 도 3과 함께 도 9를 참조한다. 먼저, 시점 t31에서 발생되는 리프레쉬 요구신호(REF)에 응답하여, 제1 리프레

쉬 구간(REF1)이 시작된다. 시점 t32에서, 제1 등기화 신호(EQ1)가 "로우"로 비활성화되고, 제1 스위칭 신호(ISO1)가 "하

이"로 활성화되므로, 제1 비트라인쌍(BLA,/BLA)의 등기화는 해제되고, 제1 스위칭 수단(140')은 "턴온"되어서, 제1 비트

라인쌍(BLA,/BLA)과 제3 센스앰프(160')의 데이터선(BLR,/BLR)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제1 워드라인(WLA1)

이 "하이"로 활성화되는 시점 t33에서, 제1 메모리 블락(110')의 디램셀(110a)의 데이터가 인출되며, 신호 NE3 및 PE3이

각각 "하이" 및 "로우"로 활성화되는 시점 t34에서, 제3 센스앰프(160')는 작동하여, 인출된 디램셀(110a)의 데이터를 증

폭한다.

  계속하여, 시점 t35에서, 제1 내부 억세스 구간(INT-TRC1)이 시작된다. 시점 t36에서, 제2 등기화 신호(EQ2)가 "로우"

로 비활성화되고, 제2 스위칭 신호(ISO2)가 "하이"로 활성화되므로, 제2 비트라인쌍(BLB,/BLB)의 등기화는 해제된다. 이

때, 제2 스위칭 수단(170')은 "턴오프" 상태를 유지하여, 제2 비트라인쌍(BLB,/BLB)과 제3 센스앰프(160')의 데이터선

(BLR,/BLR)이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워드라인(WLB1)이 "하이"로 활성화되는 시점 t37에서, 제2 메모리 블락

(210')의 디램셀(210a)의 데이터가 인출되며, 신호 NE2 및 PE2이 각각 "하이" 및 "로우"로 활성화되는 시점 t38에서, 제2

센스앰프(180')는 작동하여, 인출된 디램셀(210a)의 데이터를 증폭한다.

  그리고, 제2 출력 제어신호(NCD2)이 "하이"로 되는 구간 t39에서, 제2 센스앰프(180')에 저장되어 있는 디램셀(210b)의

인출된 데이터가 제2 로컬 데이터선쌍(LIO2,/LIO2)으로 출력된다. 이때, 제1 출력 제어신호(NCD1)은 "로우"로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한다.

  이어서, 제2 리프레쉬 구간(REF2)이 시작되는 시점 t40에서, 다시 제1 스위칭 신호(ISO1)와 제1 워드라인(WLA1)이 다

시 활성화되면, 제1 및 제3 센스앰프(140',160')에 저장된 디램셀(110a)의 인출된 데이터가 다시 디램셀(110a)에 재기입

된다.

  도 9에 도시되는 타이밍의 각 신호들에 대한 구현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

된다.

  도 10a는 도 9의 타이밍도에 따른 리프레쉬와 관련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로서, 리

프레쉬되는 디램셀에 대하여, 다른 메모리 블락의 디램셀에 데이터를 독출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3과 함께 도 10a를 참조하면, 제1 리프레쉬 구간(REF1)에서 제1 워드라인(WLA1)의 디램셀(110a)에서 리프레쉬될

데이터를 인출한다(S1011). 그리고, 인출된 데이터는 제3 센스앰프(160')에서 증폭되어 저장된다(S1015). 제1 내부 억세

스 구간(INT-TRC1)에서, 제2 메모리 블락(210)의 워드라인(WLB1)의 디램셀(210a)의 데이터를 인출하여, 제2 센스앰

프(180')에서 증폭하여 외부로 출력한다(S1019). 계속하여, 제2 리프레쉬 구간(REF2)에서, 제3 센스앰프(160')에서 증폭

된 데이터를 디램셀(110a)에 재기입한다(S1023).

  도 10b는 리프레쉬되는 디램셀에 대하여, 다른 메모리 블락의 디램셀에 데이터를 기입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

이다.

  도 10b의 플로우챠트는 도 10a의 플로우챠트와 유사하다. 따라서, 도 10b에서 도 10a와 동일한 단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에 프라임(')을 더하여 나타낸다. 즉, 도 10b의 단계 S1011', S1015'는, 도 8a의 단계 S1011, S1015와 마찬가지

로 수행되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된다.

  계속하여, 도 10b의 단계 S1016에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가 제2 센스앰프(180')에서 증폭하여 워드라인

(WLB1)의 디램셀(210a)에 기입된다.

  계속하여, 도 10b의 단계 S1023'에 따르면, 제2 리프레쉬 구간에서 워드라인(WLA1)이 활성화하면, 제3 센스앰프(160')

에 저장된 디램셀(110a)의 인출된 데이터를 디램셀(110a)에 재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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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 및 그 구동방법에 의하면, 하나의 외부 억세스 구간 내에 하나의 리프레쉬 구

간과 하나의 내부 억세스 구간이 포함되며, 하나의 리프레쉬 구간에서는, 리프레쉬되는 데이터의 인출 또는 재기입 동작만

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에스램 호환 메모리 및 그 구동방법에 의하면, 할당되는 리프레쉬 구간의 길이를 감소시

킬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외부 억세스 구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에스램 호환 메모리의 전체적인 동작 속도가 현

저히 개선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행과 열로 정의되는 매트릭스 상에 배열되는 복수개의 디램셀들을 포함하며, 상기 디램셀들 각각은 저장된 데이터를 유

효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소정의 리프레쉬 주기 이내에 리프레쉬의 수행이 요구되는 제1 및 제2 메모리 블락를 가지는 에

스램 호환 메모리로서, 외부적으로 상기 리프레쉬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동작 타이밍 구간이 설정되지 않는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싱될 수 있는 상기 에스램 호환 메모리에 있어서,

  제1 비트라인쌍을 통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상기 제1 메모리 블락;

  제2 비트라인쌍을 통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상기 제2 메모리 블락;

  상기 제1 비트라인쌍의 데이터를 증폭하여 래치하는 제1 센스앰프;

  상기 제2 비트라인쌍의 데이터를 증폭하여 래치하는 제2 센스앰프;

  소정의 제3 센스앰프;

  상기 제1 비트라인쌍과 상기 제3 센스앰프의 전기적 연결을 제어하는 제1 스위칭 수단; 및

  상기 제2 비트라인쌍과 상기 제3 센스앰프의 전기적 연결을 제어하는 제2 스위칭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3 센스앰프는

  상기 제1 스위칭 수단의 턴온시에 전송되는 제1 비트라인쌍의 데이터 또는 상기 제2 스위칭 수단의 턴온시에 전송되는

제2 비트라인쌍의 데이터를 증폭하여 래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에스램 호환 메모리는

  외부에서 억세스되는 제1 및 제2 외부 억세스 구간을 수행하되, 상기 제1 외부 억세스 구간은 소정의 제1 리프레쉬 구간

과 제1 내부 억세스 구간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외부 억세스 구간은 소정의 제2 리프레쉬 구간을 포함하는 상기 제1 및 제

2 외부 억세스 구간을 수행하며,

  상기 제1 리프레쉬 구간에서 상기 제1 메모리 블락의 제1행의 디램셀의 데이터를 인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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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2 리프레쉬 구간에서 인출된 상기 제1 메모리 블락의 제1행의 디램셀의 데이터를 재기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위칭 수단은

  상기 제1 리프레쉬 구간에서 턴온되어, 상기 제1 비트라인쌍을 상기 제3 센스앰프에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

청구항 4.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위칭 수단은

  상기 제1 내부 억세스 구간에서 턴오프되어 상기 제3 센스앰프를 상기 제1 비트라인쌍으로부터 전기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호환 메모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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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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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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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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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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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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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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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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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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