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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수 뱅크 구조 디램을 위한 리프레시 제어회로 및 그 방법

요약

리프레시가 동시에 수행되는 뱅크의 개수에 따라 뱅크 리프레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리프레시 제어회로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리프레시 제어회로는 소정의 지연간격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뱅크넘버를 출력하는 뱅크넘버 생성부와,

외부의 설정에 따라 리프레시를 수행할 뱅크집합을 선택하는 뱅크집합 선택부와, 리프레시를 수행하는 뱅크로 로액티브

신호를 전송하는 라스제어부를 포함하는 리프레시 제어회로에 있어서,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는 각 뱅크를 담당하는 뱅크 지연기들로 이루어지고 상기 뱅크 지연기 각각의 입력에 그 이전 뱅크

지연기의 지연된 출력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디램, 파일드 리프레시, 메모리 뱅크, 프리차지, 라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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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리프레시 제어회로를 나타낸 블럭도,

도 2는 종래기술의 리프레시 제어회로의 뱅크넘버 생성부를 나타낸 내부 구조도,

도 3은 제1 실시예의 리프레시 제어회로의 뱅크넘버 생성부를 나타낸 내부 구조도,

도 4는 제2 실시예의 리프레시 제어회로의 뱅크넘버 생성부를 나타낸 내부 구조도,

도 5는 제1 및 제2 실시예의 리프레시 제어회로의 라스제어부 및 지연부를 나타낸 내부 구조도,

도 6은 제1 실시예의 리프레시 제어회로의 뱅크넘버 생성부를 구성하는 내부지연기를 나타낸 내부 구조도,

도 7은 제1 및 제2 실시예의 리프레시 제어회로의 뱅크집합 선택부를 나타낸 내부 구조도,

도 8은 제1 및 제2 실시예에서 리프레시-회수를 결정하기 위한 진리표,

도 9는 본 발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출력 파형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뱅크넘버 생성부 30 : 뱅크집합 선택부

40 : 라스제어부 50 : 지연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개의 뱅크를 가지는 디램에서 리프레시(오토 리프레시 또는 셀프 리프레시)를 다수개의 뱅크를 함께 수행하

는 경우에 있어서, 각 뱅크들에 대한 리프레시 동작을 제어하는 리프레시 제어회로 및 상기 리프레시 제어회로에서 사용되

는 뱅크넘버 생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 휴대 전화 등으로 대표되는 휴대 기기에서는 다기능화가 진전되고, 그에 수반하여 필요한 메모리의 용량이 증대하기

때문에, 소비 전류가 보다 작은 특징을 갖는 에스램(SRAM:static RAM) 대신에 대용량화에 보다 적합한 디램(DRAM)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디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디램은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리프레시 동작을 필요로 하는데, 이 리프레시는 많은 소

비전력을 요구하며, 메모리나 CPU가 동작할 수 없는 리프레시 시간을 요구한다.

도 1에 도시한 일반적인 디램은 데이터의 저장을 위해 복수개의 뱅크를 가지며, 각 뱅크는 다수의 메모리셀로 이루어져 있

고, 필요에 따라 리프레시는 상기 뱅크 각각에 대하여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하거나, 소정 개수의 뱅크로 이루어진 뱅크

집합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몇개의 뱅크씩 동시에 리프레시를 수행할지에 관해서는 전력공급 정도 및 실행속

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결정은 외부에서 지시신호로 디램에 알려준다.

따라서, 디램 내부에서 각 뱅크들로 리프레시 신호를 전송하는 리프레시 제어회로는 상기 외부 지시신호에 따라 1, 2, 4 혹

은 8... 개씩의 뱅크들에 동시에 리프레시 신호를 보낸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종래의 8뱅크 리프레시 제어회로의 뱅크넘버

생성부(10)의 구성이 도 2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출력의 타이밍도 및 전류소모가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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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기술 및 본 발명의 리프레시 수행과정을 상술하기에 앞서 이해의 명확화를 위해 설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정의하

기로 한다.

상기 구조에서는 미리 설정된 개수의 메모리 뱅크들이 동시에 리프레시 되는데, 상기 미리 설정된 뱅크 개수를 '뱅크-집합

수'라 칭하며, 메모리 자체에 대한 관점에서 전체 뱅크에 대한 리프레시를 그대로 '리프레시'라 칭하며, 개별 메모리 뱅크에

대하여 수행되는 리프레시를 '뱅크 리프레시'라 칭한다. 상기 리프레시가 시작에서 완료되기 까지의 시간을 '총 리프레시

수행시간'이라 칭하며, 어느 한 뱅크 리프레시 시점에서 또 다른 뱅크 리프레시 시점까지의 시간을 '뱅크-리프레시-간격'

이라 칭한다. 또한, 상기 뱅크-집합수에 따라 1회의 리프레시를 완료하는데 수행되는 뱅크 리프레시의 회수를 '리프레시-

회수'라 칭하며, 상기 리프레시-회수로 정해지는 디램의 동작상태를 '리프레시 모드'라 칭한다.

또한, 하기 설명에서는 각 구성부분의 입출력 신호들이 하나의 뱅크에 대한 입출력 신호들의 집합으로 표현되는데, 입출력

신호 명칭에 '< >'표시내 해당 뱅크번호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또한, 특정번호 내지 다른 특정번호까지를 표시할때는 '< >'

표시안에 콜론(:)을 사용한다. 예컨데, 4번 뱅크부터 7번 뱅크까지의 예제신호(exam)는 "exam<4:7>"로 표시한다.

8뱅크 디램의 뱅크넘버 생성부(10)에 리프레시 명령(arefp6)이 인가되면 0번 뱅크넘버(intaxpd<0>)가 생성된다. 뱅크집

합 선택부(30)는 인가되는 리프레시-회수 제어코드(tm_piledref<0>, tm_piledref<1>)에 따라 도 8의 진리표에서와 같이

8, 4, 2, 1 리프레시-회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입력받은 뱅크넘버(intaxpd<0:7>)에 반응하여 뱅크집합 신호

(intaxd<0:7>)를 내보낸다. 리프레시-회수로 8이 선택되면 뱅크집합 선택부(30)에서 뱅크넘버(intaxpd<0:7>)를 0번부터

순차적으로 입력받아, 뱅크집합 신호(intaxd<0:7>)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리프레시-회수로 4가 선택된 경우(뱅

크 2개를 동시에 리프레시한다)에는, 0번 뱅크넘버(intaxpd<0>)를 입력받으면 뱅크 0 및 1에 대한 뱅크집합 신호들

(intaxp<0:1>)을 동시에 출력하며, 2번 뱅크넘버(intaxpd<2>)를 입력받으면 뱅크 2 및 3에 대한 뱅크집합 신호들

(intaxp<2:3>)을 동시에 출력하며, 4번 뱅크넘버(intaxpd<4>)를 입력받으면 뱅크집합 신호들(intaxp<4:5>)을 동시에 출

력하며, 6번 뱅크넘버(intaxpd<6>)를 입력받으면 뱅크집합 신호들(intaxp<6:7>)을 동시에 출력한다.

리프레시-회수 4가 선택된 경우의 세부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리프레시 명령(arefp6)이 하이("H")가 되면 0번 뱅크넘

버(intaxpd<0>)가 하이가 되고 뱅크집합 선택부(30)에 의해 뱅크집합 신호(intaxpd<0:1>)가 동시에 하이가 된다. 이 신

호는 라스제어기(40)로 들어가서 각각 0번 및 1번 뱅크를 활성화시키는 신호인 로액티브 신호(ratvbp13<0:1>)를 동시에

생성한다. 상기 로액티브 신호(ratvbp13)는 개별 뱅크에 대한 라스 신호의 활성화를 지시하는 펄스이며, 본 설명에서 로액

티브 신호(ratvbp13)는 각 뱅크에 대한 뱅크 로액티브 신호를 뜻하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상기 뱅크 로액티브 신호의 발

생은 곧 뱅크별 라스 신호의 발생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로액티브 신호(ratvbp13<0:1>)의 인에이블 시점에서 뱅크를 프리차지시켜주기 위한 프리차지신호(rpcgbp13<0:1>)의

인에이블 시점까지 하이 영역(high pulse width)을 갖는 기준신호(rast12<0:1>)가 만들어진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기준신호(rast12<0:1>)는 다시 뱅크넘버 생성부(10)내의 내부지연기(intax_gen1, intax_gen2)로 들어가서 다시 소

정의 지연시간(delay Δ)을 가지고 뱅크넘버들(intaxpd<1:2>)을 생성한다.

뱅크넘버(intaxpd<2>)는 다시 뱅크집합 선택부(30)로 들어가 뱅크집합 신호들(intaxp<2:3>)을 하이로 만든다. 이 신호는

다시 다음 뱅크 2, 3을 액티브시켜주기 위한 로액티브 신호들(ratvbp13<2:3>)을 생성한다. 나머지 뱅크를 액티브 시켜주

기 위한 로액티브 신호들(ratvbp13<4:7>)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성된다.

상술한 내용과 같이 종래의 구현에서는 모든 리프레시 모드에서의 뱅크-리프레시-간격(interval)은 최대수(8) 집합 리프

레시때와 동일한 뱅크-리프레시-간격을 가지게 된다. 리프레시가 수행되는 일정기간 동안 전류소요가 있으며, 한 번에 리

프레시를 수행하는 뱅크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류는 보다 많이 소요되는데, 다른 뱅크의 이전 리프레시 수행이 완료되기

전에 다음 리프레시가 수행되면 순간적으로 많은 전류 소요(peak current)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종래의 구현에서는 1

을 제외한 모든 리프레시-회수에서 뱅크-리프레시-간격이 최소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한꺼번에 리프레시되는 뱅크

가 많은 모드 일수록 더욱 큰 피크 전류가 요구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도 9에 도시한 이전기술의 전류 소모를 보아

도 명백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동시에 리프레시되는 뱅크의 개수에 따라 뱅크-리프레시

-간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리프레시 제어회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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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리프레시 제어회로는

복수개의 메모리 뱅크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있어서,

외부에서 인가되는 리프레시 명령에 따라 상기 각 메모리 뱅크에 대응하는 뱅크넘버를 외부 설정에 무관하게 소정시간마

다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뱅크넘버 생성부; 외부 설정에 따라 복수개의 메모리 뱅크 중 리프레시가 수행될 뱅크들의 집합을

선택하기 위한 뱅크집합 선택부; 및 선택된 상기 뱅크집합으로 액티브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라스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리프레시 제어방법은,

복수개의 메모리 뱅크들과, 상기 각 메모리 뱅크에 대한 뱅크넘버를 출력하는 뱅크넘버 생성부와, 리프레시를 수행할 뱅크

집합을 선택하는 뱅크집합 선택부와, 뱅크 액티브 신호를 발생시키는 라스제어부를 포함하는 메모리 소자에 있어서,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가 리프레시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와;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가 첫넘버부터 마지막넘버까지의 뱅크넘버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가 입력받은 뱅크넘버와 외부 설정에 따라 뱅크집합을 결정하여 뱅크 집합 신호들을 출력하는 단계

와;

상기 라스제어부가 입력받은 상기 뱅크집합 신호들에 대한 뱅크들로 뱅크 액티브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명확한 동작 개념을 위해 각 신호들이 출력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출력라인은

언제나 하이("H") 또는 로우("L")전위의 전압신호를 출력하고 있으므로, 본 발명의 설명에서 신호의 출력이라는 표현은 신

호가 인에이블(enable) 또는 활성화(active)되는 것을 뜻한다.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

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

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컨데, 본 발명 실시예들의 설명에서는 상기 개별 뱅크에 대한 리프레시 수행 지시 신호 즉, 뱅크 액티브 신호를 짧은 간

격의 펄스인 로액티브 펄스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뱅크에 대한 내부라스(RAS)신호

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다른 신호로 대용이 가능하다.

예컨데, 리프레시 모드를 결정하는 상기 외부 설정에 대한 표시방법으로 본 실시예들에서는 구체적으로 메모리의 모드레

지스터셋(MRS) 등에 기록되는 제어코드로서 구현하였지만, 동일 목적 및 효과를 위한 다른 균등범위의 구성이 존재함은

당연한 사항이다.

예컨데, 8개의 뱅크를 가지는 디램을 가정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동작원리를 설명하지만, 뱅크수가 다른 디램에서도 동일

한 구조 및 동작이 가능함은 당연하며, 뱅크수가 다른 디램으로의 적용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실시예 1)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실시예의 리프레시 제어회로는

등록특허 10-0596443

- 4 -



복수개의 메모리 뱅크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구현되며,

외부에서 인가되는 리프레시 명령(arefp6)에 따라 상기 각 메모리 뱅크에 대응하는 뱅크넘버(intaxpd<0:7>)를 리프레시-

회수에 무관하게 소정시간마다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뱅크넘버 생성부(10); 상기 리프레시-회수에 따라 상기 뱅크넘버 생

성부로부터 출력되는 뱅크넘버 중 리프레시가 수행될 뱅크들의 집합을 선택하기 위한 뱅크집합 선택부(30); 및 선택된 상

기 뱅크집합으로 로액티브 신호(ratvbp3<0:7>)를 출력하기 위한 라스제어부(4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실시예의 뱅크넘버 생성부(10)는 리프레시 명령(arefp6)을 입력받으면 각 뱅크에 대응하는 뱅크넘버(intaxpd<0:7>)를

소정의 지연시간을 유지하며 하나씩 순서대로 출력하는데, 상기 뱅크넘버간의 지연시간들은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출력된 상기 뱅크넘버(intaxpd<0:7>)는 뱅크집합 선택부(30)로 입력되는데, 이때 각 뱅크 별로 뱅크넘버

출력라인을 별도로 가지는 버스로서 구현하는 것이 칩상 구현의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30)는 상기 뱅크넘버(intaxpd<0:7>)를 받아서 뱅크집합 신호(intaxp<0:7>)를 출력하는데, 이 동작

은 미리 설정된 뱅크-집합수(리프레시-회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30)는 최초의 뱅크0에 대한 뱅

크넘버(intaxpd<0>)에 반응하여 해당 뱅크집합 신호들을 출력하고, 상기 반응처리한 뱅크넘버 '0'에 뱅크-집합수를 더한

수와 동일한 뱅크넘버에 반응하여 해당 뱅크집합 신호들을 출력한다. 이때, 상기 뱅크집합 신호는 뱅크-집합수의 개수만

큼 출력된다.

예컨데, 8개의 뱅크에서 뱅크-집합수로 2가 설정(리프레시-회수로는 4)되었다고 가정할때,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30)는

상기 뱅크0에 대한 뱅크넘버에 반응하여 뱅크0과 뱅크1에 대한 뱅크집합 신호들(intaxp<0:1>)을 출력한다. 소정시간 후

출력되는 다음 뱅크1에 대한 뱅크넘버(intaxpd<1>)는 무시하고, 다시 소정시간 후 다음 뱅크2에 대한 뱅크넘버

(intaxpd<2>)에 반응하여 뱅크2와 뱅크3에 대한 뱅크집합 신호들(intaxp<2:3>)을 출력한다. 마찬가지 과정으로 뱅크4과

뱅크6에 대한 뱅크넘버에만 해당 뱅크집합 신호들을 출력한다.

한편, 8개의 뱅크에서 뱅크-집합수가 4인 경우에도 유사한 과정으로,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30)는 뱅크0 및 뱅크4에 대한

뱅크넘버에 반응하여 각 4개씩의 해당 뱅크집합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과정들에서 뱅크집합 신호(intaxp)가 출력되는 시점간의 간격(지연시간)을 고찰해 보자.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10)에

서는 뱅크-집합수와 무관하게 소정의 간격(delay Δ)으로 순서대로 뱅크넘버들(intaxpd<0:7>)이 출력된다. 뱅크-집합수

가 2인 경우에는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30)는 뱅크0, 뱅크2, 뱅크4 및 뱅크6에 대한 뱅크넘버들(intaxpd<0,2,4,6>)에 반

응하여 뱅크집합 신호들을 출력하는데, 상기 뱅크0, 뱅크2, 뱅크4 및 뱅크6에 대한 뱅크넘버들(intaxpd<0,2,4,6>)은 2 *

delayΔ의 시간간격을 가지므로, 대응하는 뱅크집합 신호들도 동일한 시간간격을 가지고 출력된다. 결과적으로, 뱅크-리

프레시-간격은 총 리프레시 수행시간을 리프레시-회수로 나눈값이 된다.

상기 출력된 뱅크집합 신호들(intaxp<0:7>)은 라스제어부(40)로 입력되는데, 상기 뱅크집합 신호들(intaxp<0:7>)은 동시

에 복수개의 출력이 이루어지므로, 각 뱅크별로 뱅크집합 신호용 출력라인을 가지는 버스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라스제어부(40)는 입력받은 뱅크집합 신호들(intaxp<0:7>)에 따라서, 선택된 뱅크들을 리프레시하는데 필요한 뱅크

별 로액티브 신호들(ratvbp3<0:7>)을 발생시키고, 하기 지연부(50)에 의한 지연시간 경과 후 뱅크 프리차지 신호들

(rpcgbp13<0:7>)을 발생시킨다.

상기 신호들(ratvbp13<0:7>,rpcgbp13<0:7>)을 입력받아 실제 뱅크에 입력되는 뱅크 라스 신호와 뱅크 프리차지 신호를

출력하는 장치를 더 구비함이 일반적이나, 본 발명의 특징부와는 무관하므로 도 1과 같이 간략히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

다.

개별 뱅크에 대한 리프레시 때에도 디램의 특성상 소정시간 상기 뱅크 라스 신호를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본 구현에서

동일한 뱅크에 대한 라스의 발생은 상기 리프레시 명령(arefp6)에 의해 지연되며, 어느 한 뱅크에 대한 뱅크 라스 출력후

그 뱅크에 대한 프리차지 신호는 상기 지연부(50)에 의해 지연된다.

상기 지연부(50)는 바람직하게 버스형 입력라인으로 각 뱅크에 대한 뱅크 로액티브 신호들(ratvbp13<0:7>)을 상기 라스

제어부로부터 입력받고, 다시 각 뱅크에 대한 지연신호를 버스형 출력라인으로 상기 라스제어부로 출력하는 구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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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지연부(50)는 특정 뱅크에 대한 뱅크 로액티브 신호(ratvbp13)를 입력받으면 소정기간 지연시간 경과후에 그 뱅

크에 대한 지연신호(sadly)를 출력한다. 상기 라스제어부(40)는 상기 지연신호를 입력받은 뱅크에 대하여 프리차지 신호

(rpcgbp13)를 출력한다.

이하, 본 실시예의 바람직한 구성부분들의 내부 동작을 기술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실시예의 뱅크넘버 생성부(10)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 것이며, 도 5는 본 실시예의 라스제어부(40)와 지연부(50)

의 세부 연결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10)에 포함되는 내부지연기들의 체인구조를 도시한 것

이며, 도 7은 본 실시예의 뱅크집합 선택부(30)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10)는 리프레시 명령(arefp6)을 입력받으면, 이를 지연시켜 0번 뱅크넘버(intaxpd<0>)로서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30)로 출력한다.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30)는 도 8의 진리표에서와 같이 8, 4, 2, 1 리프레시-회수 중 하나가 선택된다. 상기 리프레시-회

수(뱅크-집합수로도 표현가능)는 본 실시예에서는 2개의 제어코드(tm_piledref<0>, tm_piledref<1>)로 설정하였는데,

상기 제어코드들은 설계 요구사항에 의해 미리 정해진 값으로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디램의 모드 레지스터 세트

(Mode Registor Set)에 구현하여 외부에서 변경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30)는 상기 2개의 제어코드(tm_piledref<0>, tm_piledref<1>)와 상기 뱅크넘버들(intaxpd<0:7>)

의 입력을 도 7에 도시된 소정의 논리로직회로를 거쳐 결정된 뱅크 선택신호들(intaxp<0:7>)을 출력한다. 상기 소정의 논

리로직회로의 원리는 도면을 참조할 때 당업자에게 자명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만약, 리프레시-회수로 8이 선택된 경우에는 내부지연기(40)에서 뱅크넘버들(intaxpd<0:7>)이 순차적으로 출력되면 뱅

크선택 신호들(intaxpd<0:7>)이 그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한편, 리프레시-회수로 4(뱅크-집합수2)가 선택된 경우에는, 0번 뱅크넘버 (intaxpd<0>)가 인에이블되면 2개의 뱅크선

택 신호들(intaxp<0:1>)이 동시에 출력되며, 2번 뱅크넘버 신호(intaxpd<2>)가 출력되면 2개의 뱅크선택 신호들

(intaxp<2:3>)이 동시에 출력되며, 4번 뱅크넘버 신호(intaxpd<4>)가 출력되면 2개의 뱅크선택 신호들(intaxp<4:5>)이

동시에 출력되며, 6번 뱅크넘버 신호(intaxpd<6>)가 출력되면 2개의 뱅크선택 신호들(intaxp<6:7>)이 동시에 출력된다.

상기 리프레시-회수가 4일 때, 리프레시 명령(arefp6) 및 0번 뱅크넘버 신호(intaxpd<0>)에 의해 인에이블된 2개의 뱅크

선택 신호들(intaxp<0:1>)은 라스제어부(40)로 입력되고, 이에 대응하여 상기 라스제어부(40)는 뱅크0, 1을 액티브시키

는 신호인 로액티브 신호들(ratvbp13<0:1>)을 동시에 출력한다. 뱅크 로액티브 신호(ratvbp13<0:1>)의 인에이블 시점에

서 뱅크를 프리차지시켜주기 위한 프리차지 신호(rpcgbp13<0:1>)의 인에이블 시점까지 하이 상태(high pulse width)를

갖는 기준신호들(rast12<0:1>)이 만들어지고, 이중 0번 기준신호(rast12<0>) 만이 제1 내부지연기(intax_gen1)로 입력

된다. 상기 제1 내부지연기(intax_gen1)는 상기 기준신호(rast12<0>)에 대응하여 뱅크넘버(intaxapd<1>)와 기준지연신

호(satv_all<1>)를 출력한다. 그러나, 상기 기준신호(rast12)는 상기 라스제어부 또는 지연부내에서 생성되도록 구현할 수

도 있다.

한편, 상기 뱅크넘버(intaxpd<1>)는 뱅크집합 선택부(30)로 입력되지만 4로 설정된 리프레시-회수 때문에 동작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상기 기준지연신호(satv_all<1>)는 제2 내부지연기(intax_gen2) 블럭으로 입력되고, 상기 제2 내부지연기

(intax_gen2) 블럭에서도 소정의 지연간격을 가진후 뱅크넘버(intaxpd<2>)과 기준지연신호(satv_all<2>)를 출력한다.

상기 기준지연신호(intaxpd<2>)는 다시 뱅크집합 선택부(30) 블록으로 들어가 2개의 뱅크선택신호들(intaxp<2:3>)을 인

에이블시킨다. 이 신호는 다시 다음 뱅크2, 3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로액티브 신호들(ratvbp13<2:3>)을 인에이블시킨

다. 상기 기준지연신호(satv_all<2>)는 마찬가지로 제3 지연기(intax_gen3) 블럭으로 입력되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나머지 뱅크를 액티브 시켜주기 위한 로액티브 신호들(ratvbp13<4:7>)신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성된다.

상기 동작에 있어, 뱅크넘버 생성부(10)에 의한 뱅크넘버의 발생 및 시간지연을 정리하기로 한다.

상기 기준신호(rast12<0>)는 제1 내부지연기(intax_gen1)에 대한 구동신호가 되고, 상기 제1 내부지연기(intax_gen1)는

충분한 시간 동안 지연을 시키고 나서 뱅크넘버(intaxpd<1>)를 출력한다.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30)로 입력된 상기 뱅크

넘버(intaxpd<1>)는 뱅크-집합수에 따라 그 사용여부가 결정되는데, 뱅크-집합수가 1일때만 뱅크선택신호(intaxp<1>)

를 생성시키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상기 뱅크넘버(intaxpd<1>)는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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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내부지연기(intax_gen1)는 또한 상기 기준신호(rast12<0>)를 입력받으면 소정시간 지연시킨 후 기준지연신호

(satv_all<1>)를 발생시키는데, 이 신호는 다음 내부지연기인 제2 내부지연기(intax_gen2)의 구동신호로서 입력된다. 상

기와 유사한 절차로 제8 내부지연기(intax_gen8)까지 구동하여 결국 모든 뱅크넘버들(intaxpd<0:7>)이 생성된다.

하나의 내부지연기(intax_gen)에서 다음 내부지연기(intax_gen)로 기준지연신호(satv_all)를 보내는데 모두 동일한 지연

시간 delay Δ가 소요되도록 구현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한번에 리프레시를 수행하는 뱅크 개수와 무관하게, 리프레시 명

령이 처음 가해진 때부터 마지막 8번 뱅크에 대한 리프레시 지시(뱅크 로액티브 신호)가 내릴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8

* delay Δ"가 된다.

따라서, 각 뱅크별로 리프레시가 수행되는 타이밍을 살펴보면, 뱅크-집합수가 1일 때는 delay Δd의 간격을 가지고 뱅크0

부터 뱅크7까지 하나씩 리프레시가 수행되고, 뱅크-집합수가 2일 때는 최초 뱅크0과 뱅크1에 대한 리프레시가 수행된 후,

2Δ후에 뱅크2와 뱅크3에 대해, 4Δ후에 뱅크4와 뱅크5에 대해, 6Δ후에 뱅크6과 뱅크7에 대해 리프레시가 수행된다. 마찬

가지로 뱅크-집합수가 4일 때는 4Δ의 간격으로 뱅크 4개씩 리프레시가 수행된다.

상기와 같이 뱅크-집합수에 따라 각 뱅크-리프레시-간격(뱅크 리프레시간의 시간지연)이 달라지며, 이는 뱅크-집합수와

무관하게 각 뱅크-리프레시-간격이 동일한 종래의 구현과는 다른 본 발명의 특징이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리프레시 제어회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리프레시-회수인 경우의 최소 뱅크-리프레시-간격을

기준으로 할때, 4리프레시-회수일 경우에는 최소 뱅크-리프레시-간격의 2배가 뱅크-리프레시-간격으로 되며, 2리프레

시-회수일 경우에는 최소 뱅크-리프레시-간격의 4배가 뱅크-리프레시-간격으로 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 내의 내부지연기 체인의 최초 입력신호로 기준신호(rast12<0>)를 사용했는데, 이

는 뱅크넘버 신호들(intaxpd<1:7>)을 보다 긴 펄스로 만들어 디램동작 특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종래의 구조

에서 변경을 적게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하, 도 5를 참조하여 뱅크 로액티브 신호(ratvbp13) 발생후 뱅크 프리차지 신호의 발생을 살펴보기로 한다.

각 뱅크의 메모리셀에 기록된 값을 갱신한 후(리프레시), 즉, 로액티브 신호 출력후 리프레시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후 뱅

크를 프리차지 시키는 뱅크 프리차지 신호를 출력해야 한다. 상기 뱅크 프리차지 신호(rpcgbp13<0:7>)는 지연신호

(sadly<0:7>)의 입력 후 라스제어부(40) 블록에서 생성되는데 이 지연신호(sadly<0:7>)신호는 다음과 같이 생성된다.

내부 블럭(bank_ctrl)(52)의 내부출력(satvb<0:7>)은 로액티브 신호(ratvbp13<0:7>)가 출력되면 로우(low)로 천이 된

다. 내부출력(satvb<0:7>)신호의 로우 천이에 의해 내부 블럭(tras_ctrl)(54)에서 라스타임(tRAS)만큼의 지연을 가지고

내부 출력(trasoutb<0:7>)을 만들어 주고, 내부 블럭(sense_dly)(56)에서 상기 내부 출력(trasoutb<0:7>)의 반대 펄스인

기준지연신호(sadly<0:7>)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기준지연신호(sadly<0:7>)가 뱅크를 프리차지 시켜주는 프리차지

신호들(rpcgbp13<0:7>)의 발생을 지시하고, 상기 프리차지 신호의 출력은 상기 내부출력(satvb<0:7>)을 하이로 천이하

게 만든다.

도 6에 도시한 구조와 같은 상기 내부지연기(intax_gen)는 일단 입력신호(rast12)를 지연시켜 기준지연신호(satv_all)를

출력한 후, 뱅크넘버(intaxp)를 출력한다. 이때, 일단 한번 뱅크넘버가 인에이블되면 피드백 루프에 연결된 인버터들 및 피

모스(PMOS)스위치에 의해 소정시간 경과 후 자동으로 디스에이블된다. 즉, 뱅크넘버(intaxp)는 입력신호(rast12)의 폭이

넓어도 항상 동일한 폭을 가지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리프레시 제어방법은,

복수개의 메모리 뱅크들과, 상기 메모리 뱅크의 개수에서 하나가 부족한 개수의 내부지연기들로 구성된 지연기 체인을 가

지며 뱅크넘버를 출력하는 뱅크넘버 생성부와, 상기 뱅크넘버 및 리프레시-회수의 논리조합에 따라 리프레시를 수행할 뱅

크집합을 선택하여 뱅크집합 신호를 출력하는 뱅크집합 선택부와, 상기 뱅크집합 신호에 포함된 뱅크들에 대하여 뱅크 로

액티브 신호를 발생시키는 라스제어부를 포함하는 메모리 소자에서 수행된다.

본 실시예의 리프레시 제어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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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뱅크넘버 생성부가 첫넘버부터 마지막넘버까지의 뱅크넘버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제1 단계; 상기 뱅크집

합 선택부가 입력받은 뱅크넘버와 미리 설정된 리프레시-회수의 조합으로 뱅크집합을 결정하여 뱅크 집합 신호들을 출력

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라스제어부가 입력받은 상기 뱅크집합 신호들에 대한 뱅크들로 뱅크 리프레시 지시 신호를 출력하

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리프레시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가,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가 리프레시 명령(arefp6)을 입력받는 단계(S110);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가 0번 뱅크넘버

(intaxpd<0>)를 출력하는 단계(S120); 상기 라스제어부가 0번 뱅크에 대한 로액티브 신호(ratvbp13<0:7>)의 출력후 소

정기간 동안 인에이블되는 기준신호(rast12<0>)를 출력하는 단계(S130); 상기 지연기 체인 구조상의 첫번째 내부지연기

(intax_gen1)가 상기 기준신호(rast12<0>)를 입력받아 소정의 지연시간 경과후 1번 뱅크넘버 및 1번 기준지연신호를 출

력하는 단계(S140); 및 상기 지연기 체인 구조상의 다음번 내부지연기가 상기 기준지연신호를 입력받아, 소정의 지연시간

경과후 다음번 뱅크넘버 및 다음번 기준지연신호를 출력하는 단계(S150)를 포함하며,

마지막 뱅크넘버가 출력될때까지 상기 S150단계를 반복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실시예의 상기 S120단계에서는 입력받은 리프레시 명령 신호를 단지 2개의 인버터를 경유하여 그대로 출력하므로, 상

기 리프레시 명령 신호는 다소 지연되고 전력이 충분히 보강되어서 0번 뱅크넘버(intaxpd<0>)로서 출력된다.

본 실시예의 상기 S130단계에서 출력되는 기준신호(rast12)는 어느 한 뱅크에 대한 로액티브 신호(ratvbp13) 출력후 그

뱅크에 대한 프리차지 신호(rpcgbp13)의 출력시점까지 활성화 되는 신호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프리차지 신호

(rpcgbp13)에 대한 설명은 상기 지연부(50)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본 실시예의 상기 S150단계는 도3의 제2 내부지연기(intax_gen2)부터 마지막 내부지연기(intax_gen7)까지 순차적으로

각 내부지연기에서 수행된다. 즉, 1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1>)가 제2 내부지연기(intax_gen2)로 입력되어 2번 기준지

연신호(satv_all<2>)와 2번 뱅크넘버(intaxpd<2>)의 출력을 야기시키고, 다시 상기 2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2>)가 제

3 내부지연기(intax_gen3)로 입력되어 3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3>)와 3번 뱅크넘버(intaxpd<3>)의 출력을 야기시키

며,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어 최종적으로 6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6>)가 제7 내부지연기(intax_gen7)로 입력되어 7번

뱅크넘버의 출력을 야기시킨다.

(실시예 2)

도 4는 본 실시예의 뱅크넘버 생성부(10)의 상세 구조를 도시한 것이며, 본 실시예는 도 1의 구조에서 상기 뱅크넘버 생성

부(10)가 도 4의 구조로 변경된 것이 상기 제1 실시예와의 차이점이다. 도면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상기 뱅

크넘버 생성부(10)는 기준신호(rast12<0>)를 입력받기 위한 입력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내부지연기 체인(chain)의 최

초 입력신호로 0번 뱅크넘버(intaxpd<0>)를 사용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른 구현은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10)의 구조 및 내부 배선이 상기 제1 실시예에 비해 간단해 지는

효과가 있다. 상기에 따라 본 실시예의 경우 상기 제1 실시예와 달라지는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뱅크넘버 생성부(10)는 뱅크 개수에서 1을 뺀 개수의 내부지연기들을 가지고 있으

며, 이 내부지연기들은 0번 뱅크넘버(intaxpd<0>)부터 마지막 7번 뱅크넘버(intaxpd<7>)의 출력 간의 시간간격을 균등

하게 해 준다. 따라서, 적당한 내부지연기의 지연시간은 전체 리프레시에 필요한 라스타임을 뱅크 개수로 나눈 시간이 된

다.

8개의 뱅크를 가진 디램에서 리프레시-회수가 4일 때, 입력된 리프레시 명령(arefp6)에 의해 0번 뱅크넘버 신호

(intaxpd<0>)가 인에이블되고, 상기 0번 뱅크넘버는 상기 제1 내부지연기(intax_gen1) 및 뱅크집합 선택부(30)로 입력된

다.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30)는 이에 대응하여 2개의 뱅크선택 신호들(intaxp<0:1>)을 출력하여 라스제어부(40)로 출력

하고, 이에 대응하여 상기 라스제어부(40)는 뱅크0, 1을 액티브시키는 신호인 로액티브 신호들(ratvbp13<0:1>)을 동시에

출력한다.

한편, 상기 0번 뱅크넘버 신호(intaxpd<0>)를 입력받은 제1 내부지연기(intax_gen1)블럭에서는 1번 뱅크넘버

(intaxapd<1>)와 1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1>)를 출력한다. 상기 1번 뱅크넘버(intaxapd<1>)는 뱅크집합 선택부(30)

로 입력되지만 4로 설정된 리프레시-회수 때문에 동작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상기 1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1>)는 제2

내부지연기(intax_gen2) 블럭으로 입력되고, 상기 제2 내부지연기(intax_gen2) 블럭에서도 소정의 지연간격을 가진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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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뱅크넘버(intaxapd<2>)과 2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2>)를 출력한다. 상기 2번 뱅크넘버(intaxpd<2>)는 다시 뱅크

집합 선택부(30) 블록으로 들어가 2개의 뱅크선택신호들(intaxp<2:3>)을 인에이블 시킨다. 이 신호는 다시 다음 뱅크2, 3

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로액티브 신호들(ratvbp13<2:3>)을 인에이블시킨다. 상기 2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2>)는 마

찬가지로 제3 지연기(intax_gen3)으로 입력되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나머지 뱅크를 액티브 시켜주기 위한 로액

티브 신호들(ratvbp13<4:7>)신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성된다.

상기 내부지연기들(intax_gen)을 가장 단순하게 구현하는 경우에는, 단지 이전 뱅크넘버를 입력받아 이를 소정시간 지연

시킨 신호를 다음 뱅크넘버로서 출력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경우에는 도 4의 기준지연신호들(satv_all<1:7>)은 상기 뱅

크넘버(intaxpd<1:7>)로 대체된다.

상기 구성에 의해, 본 실시예의 뱅크넘버 생성부(10)는 리프레시 명령을 입력받으면, 동일한 지연시간을 가지고 0번 뱅크

넘버부터 마지막번 뱅크넘버까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본 실시예의 다른 구성부분의 동작은 상기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며, 구현에 따라서는 상기 라스제어부(10)에서의 생성되는 기준신호(rast12<0:7>)를 생략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리프레시 제어방법은,

복수개의 메모리 뱅크들과, 상기 메모리 뱅크의 개수에서 하나가 부족한 개수의 내부지연기들로 구성된 지연기 체인을 가

지며 뱅크넘버를 출력하는 뱅크넘버 생성부(10)와, 상기 뱅크넘버 및 리프레시-회수의 논리조합에 따라 리프레시를 수행

할 뱅크집합을 선택하여 뱅크집합 신호를 출력하는 뱅크집합 선택부(30)와, 상기 뱅크집합 신호에 포함된 뱅크들에 대하

여 뱅크 로액티브 신호를 발생시키는 라스제어부(40)를 포함하는 메모리 소자에서 수행된다.

본 실시예의 리프레시 제어방법은,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10)가 첫넘버부터 마지막넘버까지의 뱅크넘버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제1 단계; 상기 뱅

크집합 선택부(30)가 입력받은 뱅크넘버와 미리 설정된 리프레시-회수의 조합으로 뱅크집합을 결정하여 뱅크집합 신호들

을 출력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라스제어부(40)가 입력받은 상기 뱅크집합 신호들에 대한 뱅크들로 뱅크 로액티브 신호를

출력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리프레시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가,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10)가 리프레시 명령(arefp6)을 입력받는 단계(S210);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10)가 0번 뱅크넘버

(intaxpd<0>)를 출력하는 단계(S220); 상기 지연기 체인 구조상의 첫번째 내부지연기(intax_gen1)가 상기 0번 뱅크넘버

(intaxpd<0>)를 입력받아 소정의 지연시간 경과후 1번 뱅크넘버 및 1번 기준지연신호를 출력하는 단계(S235); 및 상기

지연기 체인 구조상의 다음번 내부지연기가 상기 기준지연신호를 입력받아, 소정의 지연시간 경과후 다음번 뱅크넘버 및

다음번 기준지연신호를 출력하는 단계(S250)를 포함하며,

마지막 뱅크넘버가 출력될 때까지 상기 S250단계를 반복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실시예의 상기 S220단계에서는 입력받은 리프레시 명령 신호를 단지 2개의 인버터를 경유하여 그대로 출력하므로, 상

기 리프레시 명령 신호는 다소 지연되고 전력이 충분히 보강되어서 0번 뱅크넘버(intaxpd<0>)로서 출력된다.

상기 S135단계가 상기 제1 실시예의 뱅크넘버 생성방법과 다른 부분으로, 본 실시예에서는 모든 내부지연기들(intax_

gen)은 이전 번호의 뱅크넘버를 입력으로 받는다.

본 실시예의 상기 S250단계는 도4의 제2 내부지연기(intax_gen2)부터 마지막 내부지연기(intax_gen7)까지 순차적으로

각 내부지연기에서 수행된다. 즉, 1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1>)가 제2 내부지연기(intax_gen2)로 입력되어 2번 기준지

연신호(satv_all<2>)와 2번 뱅크넘버(intaxpd<2>)의 출력을 야기시키고, 다시 상기 2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2>)가 제

3 내부지연기(intax_gen3)로 입력되어 3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3>)와 3번 뱅크넘버(intaxpd<3>)의 출력을 야기시키

며,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어 최종적으로 6번 기준지연신호(satv_all<6>)가 제7 내부지연기(intax_gen7)로 입력되어 7번

뱅크넘버(intaxpd<7>)의 출력을 야기시킨다.

구현에 따라서는 상기 기준지연신호(satv_all<1:7>)를 별도로 구분하기 않고 뱅크넘버(intaxpd<1:7>)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부지연기들(intax_gen)의 구조가 더욱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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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의 본 발명의 리프레시 제어회로를 실시하면, 각 뱅크 리프레시가 수행되는 시간 간격이 전체 리프레시

타임 중에 균일해지므로, 각 뱅크 리프레시때 요구하는 전류소요량도 균등하게 분배된다. 이는, 리프레시에 필요한 전류소

요량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상기 리프레시 제어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리프레시 명령을 입력받아 균등한 시간간격으로 뱅크넘버를 순차적으로 출

력하는 뱅크넘버 생성부가 필요한데,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에는 본 발명의 뱅크넘버 생성방법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뱅크넘버 생성방법을 실시하는 것은 본 발명의 리프레시 제어회로를 실시하는 것이되어, 결국 리프레시

에 필요한 전류소요량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메모리 뱅크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있어서,

외부에서 인가되는 리프레시 명령에 따라 상기 각 메모리 뱅크에 대응하는 뱅크넘버를 외부 설정에 무관하게 소정시간마

다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뱅크넘버 생성부;

상기 외부 설정에 따라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로부터 출력되는 뱅크넘버 중 리프레시가 수행될 뱅크들의 집합을 선택하기

위한 뱅크집합신호를 생성하는 뱅크집합 선택부; 및

상기 뱅크집합신호에 응답하여 선택될 뱅크 집합으로 액티브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라스제어부를 포함하는 리프레시 제어

회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는, 각 뱅크넘버를 담당하는 내부지연기들로서 구성되며 상기 내부지연기 각각의 입력에 그 이전 뱅

크넘버의 내부지연기의 출력이 연결되는 지연기 체인을 포함하는 리프레시 제어회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기 체인의 최초 내부지연기에는 0번 뱅크에 대한 액티브 신호에 대응하여 생성된 기준신호가 입력되는 리프레시

제어회로.

청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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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뱅크집합 선택부는,

상기 뱅크넘버를 입력받으면, 상기 뱅크넘버와 상기 외부 설정을 반영하는 리프레시-회수와의 논리조합으로 뱅크선택 신

호를 결정하여 출력하는 리프레시 제어회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메모리 소자 외부의 제어장치에서 지정한 상기 리프레시-회수를 기록하기 위한 리프레시 모드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리프

레시 제어회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라스제어부로부터의 뱅크 액티브 신호를 입력받아 소정의 지연시간 후 상기 뱅크 액티브 신호에 해당하는 뱅크에 대

한 지연신호를 출력하는 지연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라스제어부는 상기 지연신호를 입력받아 해당 뱅크에 대한 프리차지 신호를 출력하는 리프레시 제어회로.

청구항 8.

복수개의 메모리 뱅크; 상기 각 메모리 뱅크에 대한 뱅크넘버를 출력하는 뱅크넘버 생성부; 리프레시를 수행할 뱅크집합을

선택하여 뱅크집합 신호를 출력하는 뱅크집합 선택부; 및 뱅크 액티브 신호를 발생시키는 라스제어부를 포함하는 메모리

소자에 있어서,

외부 설정에 무관하게 뱅크넘버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제1 단계;

상기 뱅크넘버와 외부 설정에 따라 뱅크집합을 결정하여 뱅크집합 신호를 출력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뱅크집합 신호에 대한 뱅크로 뱅크 액티브 신호를 출력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리프레시 제어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가 리프레시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가 0번 뱅크넘버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라스제어부가 상기 0번 뱅크에 대한 뱅크 액티브 신호의 출력후 소정기간 동안 인에이블되는 기준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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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뱅크넘버 생성부를 구성하는 지연기 체인 구조상의 첫번째 내부지연기가 상기 기준신호를 입력받아 소정의 지연시간

경과후 1번 뱅크넘버 및 1번 기준지연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지연기 체인 구조상의 다음번 내부지연기가 상기 기준지연신호를 입력받아, 소정의 지연시간 경과후 다음번 뱅크넘

버 및 다음번 기준지연신호를 출력하는 절차를 마지막 뱅크넘버가 출력될때까지 반복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리프레시

제어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가 리프레시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가 0번 뱅크넘버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뱅크넘버 생성부를 구성하는 상기 지연기체인 구조상의 첫번째 내부지연기가 상기 0번 뱅크넘버를 입력받아 소정의

지연시간 경과후 1번 뱅크넘버 및 1번 기준지연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지연기체인 구조상의 다음번 내부지연기가 상기 기준지연신호를 입력받아 소정의 지연시간 경과후 다음번 뱅크넘버

및 다음번 기준지연신호를 출력하는 절차를 마지막 뱅크넘버가 출력될때까지 반복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리프레시 제

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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