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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치환전에 액세스 가능한 용장행 및 용장열을갖는반도체기억장치

요약

반도체기억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치환 전에 액세스될 수 있고, 제어신호의 특정의 조합에 따라 용장행과 
용장열을 테스트하는 모드를 갖고, 멀티비트 테스트 가능한 용장행과 요장열을 테스트하는 모드를 갖고, 
멀티비트 테스트 가능한 용장행과 용장열을 가지며, 칩 역의 증가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개의 통
상의 워드선(WL),통상의 워드선을 가로질러 배치된 여러개의 통상의 비트선쌍(BL,/BL), 통상의 워드선과 
통상의 비트선쌍의 교점에 각각 대응해서 배치된 여러개의 통상의 메모리셀(MC), 외부에서 부여된 행어드
레스 신호에 따라 통상의 워드선 중 하나를 선택하는 통상의 비트선상 중 하나를 선택하는 통상의 열선택
수단, 통상의 비트선쌍을 가로질러 배치된 용장 워드선(SWL),통상의 워드선과 용장 워드선을 가로질러 배
치된 용장비트선쌍(BL,/BL), 용장워드선과 상기 통상의 비트선쌍의 교점에 각각 대응해서 배치된 여러개
의 용장행 메모리셀(RMC), 용장비트선쌍과 통상의 워드선쌍의 교점에 각각 대응해서 배치된 여러개의 용
장열 메모리셀(CMC), 용장 워드선과 용장 비트선쌍의 교점에 대응해서 배치된 용장행열 메모리셀(RCMC), 
용장 워드선을 선택하는 용장행 선택수단, 통상의 행선택수단에 부여될 행어드레스 신호가 소정의 행치환 
어드레스를 나타낼 때, 통상의 행선택수단을 불활성화하고 용장행 선택수단을 활성화하는 행치환수단, 소
정의 행 행테스트 신호에 따라, 행치환수단을 강제로 제어하여, 통상의 행선택수단을 불활성화하고, 용장
행 선택수단을 활성화하는 행치환 제어수단, 용장 비트선쌍을 선택하는 용장열 선택수단, 통상의 열선택
수단에 부여될 열선택수단을 불활성화하고 용장열 선택수단을 활성화하는 열치환수단 및 소정의 열테스트
신호(/TEST2)에 따라, 열치환수단을 강제로 제어하여, 통상의 열선택수단을 불활성화하고 열선택수단을 
활성화하는 열치환 제어수단을 마련한다.

이것에 의해, 따라서, 용장 시스템의 신뢰할 수 있는 전환을 더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다.

35-1

1019960015179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치환 전에 액세스 가능한 용장행 및 용장열을 갖는 반도체기억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기억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의 테스트모드 제어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제3도는 제2도의 외부클럭 검출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제4도는 제3도의 외부클럭 검출회로(122)의 WCBR에 의한 세트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

제5도는 제3도의 외부클럭 검출회로의 ROR 또는 CBR에 의한 리셋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

제6도는 제2도의 테스크군 검출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제7도는 제6도의 고전압 검출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8도는 제6도의 테스트군 디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9도는 제2도의 어드레스키 래치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10도는 제2도의 특수 케스트모드 클럭디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11도는 제2도의 테스트모드 제어회로에 의한 세트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

제12도는 제2도의 테스트모드 제어회로에 의한 리셋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

제14도는 제1도의 메모리셀 어레이, 용장행 메모리셀 어레이, 용장열 메모리셀 어레이 및 용장열행 메모
리셀어레이와 그의 주변회로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14도는 제13도의 각 베모리셀 어레이블럭의 구성을 도시한 배선도.

제15도는 제13도의 각 행디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16도는 제13도의 각 용장행 디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17도는 제13도의 RX 디코더 및 용장 RX디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18도는 제1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에 포함된 용장행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19도는 제1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에 포함된 용잔행어드레스 감지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20도는  제1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에  포함된  다른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21도는 제13도의 Y 하위 프리디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22도는 제13도의 Y 상위 프리디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23도는 제1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에 포하묀 용장열 어드레스 감지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24도는 제1도의 동장메모리 제오회로에 포함된 용장열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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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도는 제1도의 열디코더를 부분적으로 도시한 회로도.

제26도는 제1도의 용장열 디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27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반도체기억장치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제28도는 제27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에 포함된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제29도는 제27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에 포함된 다른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
도.

제30도는 제27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에 포함된 용장열 어드레스 감지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31도는 치환 전에 내장된 예비 메모리의 이용가능 여부의 판정 테스트가 가능한 종래의 반도체기억장치
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제32도는 제31도의 반도체기억장치에 사용되는 케스트모드 감지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33도는 제31도의 반도체기억장치에 사용되는 테스트신호 디코더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제34도는 제31도의 하나의 기본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기억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치환 전에 액세스 가능한 용장행 및 용장열을 갖는 반
도체기억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기억장치의 제조보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써 용장기술이 알려져 있다.  이 용장기술은 반도체
칩 상에 형성된 다결정 폴리실리콘의 퓨즈 소자를 레이저빔 등에 의해 절단하는 것에 의해 용장회로에 특
정의 어드레스를 프로그램하여, 통상의 메모리셀을 용장메모리셀로 치환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최근의 고집적도에 따라, 치환될 용장메모리셀에 불량이 존재하여 제조된 반도체기억장치가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수리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 다.  U.S.P.4,860,260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으로써 수리처리 전에 예비 메모리셀의 사전조사가 가능한 반도체기억장치의 1예가 기재되어 있다.

제31도는 상기한 문헌에 기재된 반도체기억장치으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31도에 있어서, 이 반도
체기억장치는 여러개의 메모리셀을 구비한 본체메모리(1), 행어드레스에 AR에 따라 워드선 WL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디코더(3),  열어드레스AC에 따라 비트선 BL  중 하나를 선택하는 열디코더(5),  본체 메모리
(1)에서 리드된 데이터를 증폭하는 센스앰프(6) 및 출력버퍼(7)을 포함한다. 이 반도체기억장치는 여러개
의  예비  메모리셀을  구비한  예비  메모리(2),  예비행  인에이블신호  SPE1-SPE4  또는 테스트신호TEST1'-
TEST4'에 따라 예비 메모리 워드선 SWL 중 하나를 선택하느 예비 디코더(40) 및 치환 어드레스가 프로그
램될 수 있고 행어드레스AR이 프로그램된 치환 어드레스와 일치하는 경우에 예비행 인에이블신호 SPE1-

SPE4 를 발생하는 블량어드레스 감지회로(80)을 또 포함한다.

통상의 동작시, 행디코더(3)은 외부에서 인가된 행어드레스 AR에 따라 워드선 WL중 하나를 선택한다.  따
라서, 선택된 워드선에 접속된 메모리셀에서 비트선 BL로 데이터가 리드된다.  다음에, 열디코더(5)는 외
부에서 인가된 열어드레스AC에 따라 비트선BL 중 하나를 선택한다.  따라서, 선택된 비트선 상의 데이터
는 센스앰프(6)에 의해 증폭되고, 출력버퍼(7)을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  이러한 통상의 동작시, 불량어
드레스 감지회로(80)은 불활성상태이고, 예비디코더(40)도 불활성상태이다.  따라서, 예비메모리 워드선
SWL은 비선택 상태이다.  

한편, 예비 메모리셀의 액세스 동작에 있어서, 불량 메모리셀의 어드레스는 퓨즈소자를 갖는 기본회로
(81)에 미리 프로그램된다.  이러한 불량 어드레스가 감지되면, 기본회로(81)로 부터의 예비행 인에이블
신호 SPE1-SPE4는 H레벨로 되어, 예비디코더(40)이 활성화된다.  동시에, 행디코더(3)은 불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예비디코더(40)은 예비메모리 워드선 SWL중 하나를 선택한다.  따라서, 데이터는 선택된 예비메
모리 워드선SWL에 접속된 예비메모리셀에서 비트선 BL로 리드된다.  다음에, 통상의 동작의 경웅에서와 
같이, 열디코더(5)는 회부에서 인가된 열어드레스AC에 따라 비트선 BL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비트
선 상의 데이터는 센스앰프(6)에 의해 증폭되어 출력버퍼(7)을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

이하, 이 반도체기억장치 내의 예비메모리(2)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32도는 반도체기억장
치에 사용된 테스트모드 감지회로를 도시한 것이다.  이 케스트모드 감지회로는 어드레스신호가 인가된 
입력패드PD, 입력패드PD에 인가된 신호를 반전해서 내부어드레스 버퍼에 반전된 신호를 공급하는 인버터
(36) 및 내부테스트신호를 생성하는 인버터(37)을 포함한다.  인버터(37)은 부하용 P채널 MOS트랜지스터
(38) 및 구동용 N 채널 필드 트랜지스터(39)로 구성된다.  N채럴 필드 트랜지스터(39)의 임계값 전압은 
전원전압 Vcc보다 높은 값(약9V)로 설정된다.

제33도는 내부테스트신호 TEST 및 행어드레스 신호의 상보신호 A0, /A0 및 A1, /A1 에 따라 내부테스트신
호 TEST1'-TEST4'를 발생하는 테스트신호 디코더회로를 도시한 것이다.  4개의 예비메모리 워드선 SWL1-
SWL4은 이러한 4개의 상보신호 A0, /A0 및 A1, /A1의 조합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동된다.

제34도는 제31도의 기본회로(81)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이 기본회로(81)은 서로 평행하게 접속된 여
러개의 N채널 MOS트랜지스터, 각각이 대응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와 직렬로 접속된 여러개으 퓨즈소자
(18-22) 및 이들 퓨즈소자(18-22)와 공통으로 접속된 P채널 트랜지스터(17)을 포함한다.

예비메모리의  테스트  동작에  있어서,  N채널  트랜지스터(39)의  임계값  저압  보다  높은  전압(예를 들
어,10V)이 입력패드PD에 인가된다.  따라서, 인버터(37)의 출력신호(내부 테스트신호/TEST)는 하위전위로 
공급된다.  그의 반전신호 TEST는 테스트신호 더회로에 인가되어, 어드레스 신호 A0 및 A1에 따라 테스트
신호 TEST1'-TEST4' 중 하나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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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A0,A1)=(1,1)의 경수, 테스트신호 TEST1'는 H레벨로 되고, 다른 테스트신호 TEST2'-TEST4' 
는 L레벨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테스트신호 TEST1'-TEST4' 에 따라 하나의 예비멤로리 워드선
SWL1이 선택된다.  또, 통상의 행디코더(3)은 내부테스트신호 TEST1'-TEST4' 에 따라 불활성화된다.  그 
후의 동작은 예비 메모리셀이 액세스되는 경우의 동작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반도체기억장치에 따
라, 예비 메모리셀은 퓨즈소자를 절단하지 않고 테스트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의 반도체기억장치에 있어서, 하나의 예비메모리 워드선을 선택하기 위해 각 OR게이
트(41)마다 하나의 내부테스트 신호가 필요하므로, 다중신호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신호선에 대해 
큰 역이 필요하므로 칩 크기가 커진다.

또, 예비행 인에이블신호 SPE1-SPE4 및 내부테스트신호 TEST1'-TEST4'이 인가되는 NOR게이트(82)의 크기
가 커진다.  NOR게이트(82)가 분활되어도, 선택될 예비메모리의 수의 증가게 따라 필요한 논리 게이트의 
수가증가하고, 그 결과, 칩크기도 증가한다.

또, 최근 고집적도의 반도체기억장치(예를 들면, 16M비트 아니나믹RAM)에 있어서, 행방향과 열방향으로 
다중 예비메모리셀이 배치되므로, 행과 열이이러한 구성에서 치환 전에 간단하게 액세스될 수 없다.

특히, 행과 열방향으로 예비 메모리셀이 마련되는 경우, 용장행과 용장열을 동시에 치황하기 위해 용장행 
및 용장열의 교차부에 배채된 예비메모리셀이 테스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구성에서는 그와 같은 테스트
를 실행할 수 없다.

또, 제32도의 테스트모드 감지회로에 있어서, 예비메모리의 테스트모드에서 전체 기간 동안 입력패드 PD
에 고전압을 계속 인가해야 한다.  따라서, 입력패드PD는 예비메모리셀을 선택하는데 사용된 어드레스핀
을 사용할 수 없고, 예비 메로리셀에는 분리패드PD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택적인 동작을 실행할 수 있는 반도첵기억장치 내의 가 메모리어레이 블록 마다 상술한 감지회로(80)을 
마련하면, 동작될 메모리어레이 블록을 선택하는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예비메모리셀의 기능테스트를 실행
해야 한다.  따라서, 블록선택에 사용된 어드레스 및 예비 메로리셀에 사용된 어드레스 사이의 관계를 고
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치환 전에 액세스될 수 잇는 용장행 및 용장열을 갖는 반도체기억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제어신호의 특정의 조합에 따라 용장행가 용장열을 테스트하는 모드를 갖는 반도
체기억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비트 테스트 가능한 용장행과 용장열을 갖는 반도체기억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복적은 치환 전에 액세스될 수 있는 용자행을 갖는 반도체기억장치를 칩 역의 증가를 
억제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치환 전에 액세스 될 수 있는 용장열을 갖는 반도체기억장치를 칩 역의 증가
를 억제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장치는 여러개의 통상의 워드선, 통상의 워드선을 가로질러 배치된 여러개의 통
상의 비트선쌍, 통상의 워드선과 통상의 비트선싸의 교차부에 각각 대응해서 배치된여러개의 통상의 메모
리셀, 외부에서 인가된 행어드레스신호에 따라 통상의 워드선 중 하나를 선택하는 통상의 행선택회로, 외
부에서 인가된 행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통상의 비트선쌍 중 하나를 선택하는 통상의 열선택회로, 통상의 
비트선쌍을 가로질로 배치된용장 워드선, 통상의 워드선과 용장 워드선을 가로질러 배치된 용장의 비트선
쌍, 용장 워드선과 통상의 비트선쌍의 교차붕에 각각 대응해서 배치된 여러개의 용장 행메모리셀, 용장 
비트선쌍과 통상의 워드선의 교차부에 각각 대응해서 배치된 여러개의 용장열 메모리셀, 용장 워드선과 
용장 비트선쌍의 교차부에 대응해서 배치된 용장 행열 메모리셀, 용장 워드선을 선택하는 
용장행선택회로, 통상의 행선택회로에 인가될 행어드레스 신호가 소정의 행치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경
우에 통상의 행선택회로를 불활성화하고 용장행 선택회로를 활성화하는행치환회로, 소정의 행테스트신호
에 따라 행치환회로를 강제적으로 제어하여 통상의 행선택회로를 불활성화하고 용장 행선택회로를 활성화
하는 행치환 제어회로, 용장 비트선쌍을 선택하는용장열 선택회로, 통상의 열선택회로에 인가될 열어드레
스 신호가 열치환 어드레스를 나타내면 통상의 열선택회로를 불활성화하고 용장열 선택회로를 활성화하는 
열치환회로 및 소정의 열테스트신호에 따라 열치환회로를 강제적으로 제어해서 통상의 열선택회로를 불활
성화하고 용장열 선택회로를 활성화하는 열치환 제어회로를 포함한다.

따라서, 소정의 행테스트신호 및 소정의 열테스트신호에 따라 용장행 선택회로 및 용장열 선택회로가 각
각 활성화되므로, 불량의 통상의 행에 치환될 용장행을 치환 전에 테스트하여 용장행이 이용가능한지 여
부를 판정할 수 있고, 불량의 통상의 열에 치환될 용장열을 치환 전에 테스트하여 용장열이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행을 용장행으로치환하거나 또는 통상의 열을 용장열로 치환하
는것에 의해 반도체기억장치를 확실하게 수리될 수 있어, 그 결과제조보급이 향상된다.

상술한 반도체기억장치는 외부에서 안가된 제어신호에 따라 행테스트신호 및 열테스트 신호를 발생하는 
테스트신호 발생회로를 또 포함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인가된 제어신호에 따라 내부에서 행테스트신호 및 열테스트신호 모두 또는 그 중 하나
가 생성되므로, 수지성형에 의해 반도체기억장치를 패키지한 후에도 용장행 및 용장열이 이용가능한지 여
부를 판정하는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상술한 반도체 기억장치는 하나의 행어드레스신호 및 하나의 열어드레스신호에 따라, 하나의 통상의 메모
리셀에서 여러개의 데이터를 병렬로 리드하는 병렬리드수단 및 소정의 멀티비트 테스트신호에 따라 병렬 
리드회로에 의해 리드된 모든 데이터가 서로 동일한지 여부를 검출하고, 모든 데이터가 서로 동일할 때 
제1값을 나타내고 뎅타 중 하낙 서로 동일하지 않을 때 제1값과 다른 제2값을 나타내는 일치/불일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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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발생하는 일치/불일치 검출회로를 포함한다.  테스트신호 발생회로는 외부에서 인가된 제어신호에 
따라 멀티비트세스트신호를 또 발생한다.

따라서, 용장행과 용장열에서 리드된 데이터의 멀티비트 테스트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상술한 바와 같이 
용장행과 용장열이 이용가능한지를 판정하는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술한 목적 및 다른 목적, 특징, 이점 등은 하기의 도면과 관련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더 명확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도면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동일 한 참조부호는 도면의 동일하거나 대응
하는 부분을 나타낸다.

[제1실시예]

1반도체기억장치의 전체구성(제1도)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기억장치의 전체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1도에 따르면, 
반도체기억장치는 여러개의 통상의 메모리셀을 갖는 통상의 메모리셀 어레이(이하,간단하게메모리셀 어레
이라고한다)(100), 여러개의 용장열 메모리셀을 갖는 용장열 메모리셀 어레이(101),여러개의 용장열 메모
리셀을 갖는 용장열 메모리셀 어레이 (102) 및 여러개의 용자열행 메모리셀을 가즌 용장열행 메모리셀 어
레이(103)을 포함한다.  또, 여러개의 통상의 워드선(이하,간단하게워드선이라 한다)WL0-WLn은 메모리셀 
어레이(100) 및 용장열 메모리셀어레이(102)를 거쳐서 배치되고, 여러개의 용장 워드선 SWL0-SWLm은 용장
행 메모리셀어레이(101) 및 용장행열 메모리셀러어레이(103)을 거쳐서 배치된다.  한편, 여러개의 열선택
선 CSL0-CSLj는 메모리셀 어레이(100) 및 용장행 메모리셀어레이(101)을 거쳐서 배채되며, 여러개의 용장
열 선택선 SCSL0-SCSLi는 용장열 메모리셀 어레이(102) 및 용장열행 메로리셀 어레이(103)을 거쳐서 배치
된다.

반도체기억장치는 메모리셀 어레이(100) 및 용장행 메모리셀 어레이(101)에서 리드된 데이터를 증폭해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센스리프레시 앰프 I/O제어회로(104) 및 용장열 메모리셀 어레이 (102) 및 
용장행 메모리셀어레이(103)에서 리드된 데이터를 증폭해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용장 센스리프레
시 앰프 I/O제어회로(105)를 또 포함한다.

반도체기억장치는 내부행 어드레스신호 /RA0-/RAp 및 그들 각각의 상보신호 RA0-RAp에 따라 워드선 WL0-
WLn 중 어느 것이 불량이거나 또는 용장행의 기능을 테스트하려는 경우에 용장 워드선 SWL0-SWLm중 하나
를 선택하는 용장행 디코더(107)을 또 포함한다.

반도체기억장치는  내부열  어드레스신호  CA0-CAq  및  그들  각각의  상보신호  /CA0-CAq에  따라  열선택선 
CAL0-CALj중 어느 것이 결함이 있거나 또는 용장열의 기능을 테스트하려는 경우에 용장열 선택선 SCSL0-
SCLSi중 하나를 선택하는 용장열 디코더(109)를 또 포함한다.

반도체기억장치는 외부에서 인가된 어드레스신호 A0-Aq에 따라 행디코더(106)  및 용장행 디코더(107)에 
내부 행어드레스신호 RA0-RAq 및 /RA0-/RAq를 공급하고, 열디코더(108) 및 용장열 디코더(109)에 내부 열
어드레스 신호 CA0-CAq 및 /CA0-/CAq를 공급하는 행열 어드레스버퍼(110),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 
및 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에 따라 다양한 내부제어신호를 발생하는 클럭발생회로(111), 라이트 인
에이블신호 /WE를 수신하는 논리게이트(117), 논리게이트(117)의 출력신호에 따라 센스리프레시 앰프I/O
제어회로(104) 및 용장세스 리프레시 앰프I/O제어회로(105)에 외부에서 인가된 데이터 DQ0-DQr을 공급하
는 입력버퍼(114), 논리게이트(117)의 출력신호 및 출력 이에이블신호 /OE에 따라 센스리프레시 앰프 I/O 
제어회로(104) 및 용장센스 리프레시 앰프 I/O 제어회로(105)로부터 외부로 테이타를 출력하는 출력버퍼
(115) 및 JEDEC표준의 멀티비트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이터 쉬링크회로(116)을 또 포함한다.

또, 본 발명의 1특징으로써, 반도체기억장치는 앵어드레스 스토로브신호 /RAS, 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 라이트 인에이블신호/WE, 외부 오드레스신호 A1,A2 및 테스트용 어드레스키신호 TA3-TA5에 따라 용
장행 테스트활성화신호 TEST1, 용장열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2 및 멀티비트 테스트 활성화신호 TMB를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테스트 모드 제어회로(112) 및 용장행 테스트활성화신호 TEST1,용장열 테스트 활성
화신호 /TEST2, 보조 행어드레스신호 RAs1,RAs2 및 보조열 어드레스신호 CAs1,CAs2에 따라 용장행 디코더 
활성화신호 SRF0 및 용장열 디코더 활성화신호 SCE0-SCEi를 발생하는 용장메모리 제어회로(113)을 또 포
함한다.  외부 어드레스신호 A1 및 A2는 테스트모드  제어회로(112)에 직접 인가된다.  또, 행열 어드레
스 버퍼(110)은 외부 어드레스신호 A3-A5(도시하지 않음)에 따라 테스트모드를 선택하는 어드레스키신호 
TA3-TA5를 테스트모드 제어회로(112)에 공급한다.

용장메모리 제어회로(113)은 대치 어드레스가 종래의 대치 어드레스 감지회로로써 프로그램될 수 있는 프
로그램 회로를 포함하고, 용장행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1 이 새로 인가되는 경우에 보조행 어드레스신호 
RAs1 및 RAs2에 따라 용장행 더 활성화신호 SRF0 및 SRF1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며, 용장열 테스트 할성
화신호 /TEST2가 인가되면 보조열 어드레스신호 CAs1  및 CAs2에 따라 용장열 디코더 활성화신호 SCE0-
SCEi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한다.

2테스트모드 제어회로 (제2도)

제2도는 제1도의 테스트모드 제어회로(112)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2도에 있어서, 이 테스트모
드 제어회로(112)는 외부에서 인가된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 외부에서 인가된 열어드레스 스트로
브신호/CAS 및 외부에서 인가된 라이트인에이블 신호 /WE의 소정의 타이밍을 검출해서 테스트모드 활성화
신호 FE, 어드레스키 래치제어신호 FSE 및 테스트모드 리셋신호 /FR을 발생하는 외부클럭 검출회로(122), 
이들 신호 FE, FSE 및 /FR에 따라 어드레스핀 A1 및 A2의 상태를 검출해서 특정의 테스트군신호 /TGA 및 
/TGB를 발생하는 테스트군 검출회로(120), 신호 FSE 및 /FR 에 따라 어드레스키 신호 TA3-TA5를 래치하는 
어드레스키 래치회로(121),  래치신호 LV3,LV4,HV3  및 HV4를 미리 복호하는 어드레스키 프리디코더(123) 
및 어드레스키 프리디코더(123)으로부터 특정의 테스트군 신호 /TGA 및 /TGB, 어드레스키 프리디코드신호 
H3H4, H3H4, L3H4 및 L3L4와 어드레스키 래치회로(121)에서 래치된 신호 HV5를 복호하여, 용장행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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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신호 TEST1, 용장열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2 및 멀티비트 테스트 활성화신호 TMB를 발생하는 특
정의 케스트모드 클럭 디코더(128)을 포함한다.

테스트군 검출회로(120)은 어드레스핀A1 및 A2에 인가된 전압이 H레벨, L레벨 또는 (통상의 H레벨 보다 
높은) 수퍼 H레벨인지를 검출하여, 테스트군 신호 / TGA 및 /TGB를 출력한다.  어드레스키 래치회로(12
1)은 어드레스키 신호 TA3-TA5에 대응하는 어드레스핀에 인가된 저압이 H레벨인지 또는 L 레벨인지를 감
지하고, 전압이 H레멜이면 H레벨인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3-HV5를 출력하고, 전압이 L레벨이면 H레벨인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LV3-LV5를 출력한다.  어드레스키 프리디코더(123)은 4개의 NOR게이트(124-127)를 
포함하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3,HV4,LV3  및  LV4에  따라  어드레스키  프리디코더신호  H3H4,  H3L4, 
L3H4, 및 L3L4를 출력한다.  예를 들면,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4가 H레벨이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4
가 H레벨이면 프리디코드 신호H3H4는 H레벨로 된다.  어드레스키 프리디코더(123)에 있어서, 상보 어드레
스키 래치신호 LV3 및 HV3또는 LV4 및 HV4를 사용하면, 하나의 NOR게이트가 하나의 프리디코드 신호를 생
성한다.

2.1외부클럭 검출회로(제3도)

제3도는 제2도의 외부클럭 검출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이 외부 클럭검출회로(122)는 멀티비
트  테스트모드의  세트타이밍인  WCBR(/WE,/CAS  Before  /RAS)타이밍  및  리셋  타이밍인  ROR(/RAS  Only 
Refresh) 또는 CBR(/CAS Before/RAS)리프레시 타이밍을 검출한다.

제3도에있어서, 외부클럭 검출회로(122)는 지연회로(1221a),NAND게이트 (1221ba) 및 인버터
(1221bb),(1221bc)를 갖는 클럭인버터 제어회로(1221b) 및 WBR(/WE Before/RAS)검출회로(1221c)를 포함한
다.  지연회로(1221a)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의 지연신호 D/RAS를 출력한다.  클럭인버터 제어
회로(1221b)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RAS가 L레벨로 하강할 때부터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H
레벨로 상승한 후 지연신호 D/RAS가 H레벨로 상승할 때까지 L레벨로 유지되는 클럭인버터 제어신호 CLC 
및 그의 반전 신호 /CLC를 출력한다.  NAND게이트(1221ba)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 및 지연신호 
D/RAS가 H레벨로 될 때 L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WBR검출회로(1221c)는 라이트가능신호/WE 및 클럭인버
터 제어신호 CLC, /CLC를 수신하고, 처음에 라이트 인에이블신호 /WE 가 L레벨로 되고 다음에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L레벨로 될 때 L레벨로 되는 WBR검출신호 /WBR 을출력한다.  클럭인버터 제어신호 
CLC, /CLC가 각각 H레벨 및 L레벨로 되면, 이 WBR검출회로(1221c)는 WBR검출신호 /WBR이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WE와 동일한 노리를 갖게 하고, 클럭인버터 제어신호 CLC,/CLD가 각각 L레벨 및 H레벨로 될 때 WBR
검출신호 /WBR을 유지한다.

외부클럭 검출회로(122)는 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 및 클럭인버터 제어신호 CLC,/CLC를 수신하고, 
처음에 열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가 L레벨로 되고 다음에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L레벨로 
되면 L레벨로 되는 CBR검출신호 /CBR을 출력하는 CBR검출회로(1221d)를 또 포함한다.  이 CBR검출회로
(1221d)는 클럭인버터(1221da), 인버터(1221db) 및 클럭인버터(1221dc)를 포함한다.  클럭 인버터 제어신
호 CLC, /CLC가 각각 H레벨 및 L레벨로 되면, 이 CBR검출회로(1221d)는 CBR 검출신호 /CBR이 라이트 인에
이블신호/WE와 동일한 논리를 갖게 하고, 클럭인버터 제어신호 CLC 및  /CLC가 각각 L레벨 및 H레벨로 될 
때, CBR검출신호 /CBR을 유지한다.

외부클럭 검출회로(122)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  그의 지연신호 D/RAS,  BCR검출신호 /WBR  및 
CBR검출신호 /CBR을 수신하고 WCBR타이밍 검출신호 WCBR을 출력하는 WCBR타이밍 검출회로(1221e)를 또 포
함한다.  이 WCBR 타이 및 검출회로(1221e)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 및 그의 지연신호 D/RAS 모
두 L레벨일 때 H레멜의 신호를 출럭하는 NOR게이트(1221ea), 인버터(1221eb),NAND게이트(1221ec) 및 NOR
게이트(1221ed)를 포함하다. 따라서, WBR검출신호 /WBR 및 CBR검출신호 /CBR이 L레벨로 되면, 즉 행어드
레스 스트로브신호 /RAS, 열러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 및 라이트 인에이블신호 /WE가 WCBR타이밍에서 
입력되면, 이 WCBR타이밍 검출회로(1221e)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호 /RAS후 지연신호 D/RAS가 L 레벨로 
하강함에 따라 H레벨로 세트되고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H레벨로 상승함에 따라 L레벨로 리셋되
는 WCBR타이밍 검출신호 WCBR을 출력한다.

외부클럭 검출회로(122)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그의 지연신호 D/RAS,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WBR검출신호 /WBR 및 CBR검출신호 /CBR을 수신하고, 리셋타이밍 검출신호 /RST를 출력하는 리셋타이
밍 검출회로(1221f)를 또 포함한다.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RAS, 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 CAS 및 라
이트 인에이블신호 /WE가 CBR피프레시 타이밍에서 입력되고 WBR검출신호 /WBR이 H레벨로 되며 CBR검출신
호 /CBR이 L레벨로 되거나 또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RAS 및 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 가 ROP타
이밍에서 입력되면, 이 리셋타이밍 검출신호 /TST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H레벨로 된 후 소정
의 기간 동안 L레벨이다.

이  리셋  타이밍검출회로(1221f)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  그의  지연신호  D/RAS,  WBR검출신호 
/WBR 및 CBR검출신호 /CBR을 수신해서 CBR리프레시 타이밍검출신호 CBRR을 출력하는 CBR리피레시 타이밍
검출회로(1221g)를 포함한다.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 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 및 라이트 
인에이블신호  /WE가  CBR리프레시  타이밍에서  입력되고  WBR검출신호  /WBR이  H레벨로  되며  CBR검출신호 
/CBR이 L레벨로 되면, 이 CBR 리프레시 타이밍 검출신호 CBRR은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L레벨로 
된 후 소정의 기간 동안 H레벨이다.  이 CBR리프레시 타이밍 검출회로(1221g) 는 인버터(1221ga), NOR게
이트(1221gb 및 NOR게이트(1221gg)를 포함한다.  NOR게이트(122ge) ALC (122gf)는 플립플롭 회로를 구성
한다.

이 리셋타이밍 검출회로(1221f)는 ROR리프레시타이밍 검출회로(1221h) 및 NOR게이트(1221fa)를 또 포함한
다.  이 ROR리프레시 타이밍 검출회로(1221h)는 인버터(1221ha), 및 NOR게이트(1221hg)를 갖는다.  NOR게
이트(1221hd) 및 (1221he)은 플립플롭 회로를 구성한다.

ROR리프레시 타이밍 검출회로(1221h)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그의 지연신호 D/RAS 및 열어드레
스 스트로브신호 /CAS를 수신하고, ROR타이밍 검출신호 ROR을 출력한다.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 
및 열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CAS 가 ROR 타이밍에서 입력되면, 이 ROR 타이밍 검출신호 ROR은 행어드레
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H레벨로 상승한 후 소정의 기간 동안 H레벨이다.  또, NOR게이트(1221fa)는 C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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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시 타이밍 검출신호 CBRR 및 ROR타이밍 검출신호 ROR을 수신하고, 리셋 타이밍검출신호 /RST를 출
력한다.  적어도 CBR리프레시 타이밍 검출신호 CBRR 중 하나가 H레벨이면, 이 리셋타이밍 검출신호 /RST
는 L 레벨로 하강한다.

외부클럭 검출회로(122)는 WCBR타이밍검출신호 WCBR 및 리셋 타이밍검출신호 /RST를 수신하여 타이밍검출
신호 TDA를 출력하는세트/리셋 회로(1221i)를 또 포함한다.  이 세트/리셋회로(1221i)는 인버터(1221ia), 
NAND게이트(1221ib) 및 NAND게이트(1221ic)를 갖는다.  NAND게이트(1221ib) 및 (1221ic)는 플립플롭회로
를 구성한다.  따라서,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 RAS, 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 및 라이트인에이
블신호 /WE가 WCBR리프레시 타이밍에서 입력되고 WCBR타이밍 검출신호 WCBR이 H레벨로 됨에 따라 리셋타
이밍 검출신호 /RST는 H레벨로 되면, 타이밍검출신호 TDA는 H레벨로 세트된다.  한평, 행어드레스트로브
신호 /RAS, 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CAS 및 라이트 인에이블신호 /WE가 CBR리프레시 타이밍 또는 ROR타
이밍으로 입력되고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의 H레벨로의 상승시 WCBR타이밍 검출신호 WCBR이 L레벨
로 됨에 따라 리셋타이밍검출신호 /RST가 L레벨로 되면, 타이밍검출신호 TDA는 L레벨로 리셋된다.

외부클럭 검출회로(122)는 타이밍검출신호 TDA 및 클럭인버터 제어신호 CLC 및 /CLC를 수신하여 타이밍검
출 래치신호 LTDA를 출력하는 타이밍검출신호 래치회로(1221j)를 또 포함한다.  이 타이밍검출신호 래치
회로(1221j)는 클럭인버터(1221ja), 인버터(1221jb) 및 클럭인버터(1221jc)를 갖는다.  따라서, 클럭인버
터 제어신호 CLC 및 /CLC가 각각 H레벨 및 L레벨이면, 타이밍검출 래치신호 LTDA는 타이밍검출신호 TDA와 
같은 논리를 갖게 된다.  한편, 클럭인버터 제어신호 CLC 및 /CLC가 각각 L레벨 및 H레벨로 되면, 그때의 
타이밍검출 래치신호 LTDA는가 유지된다.

외부클럭 검출회로(122)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ST를 수신하고 펄스신호 /FSEX를 출력하는 펄스발
생회로(1221k)를 또 포함한다.  이 펄스발생회로(1221kc)는 지연회로(1221ka),인버터(1221kb), 지연회로
(1221kc) 및 NAND게이트(1221kd)를 갖는다.  따라서,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ST가 L레벨로 하강한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 펄스신호 /FSEX는 소정의 시간 동안 L레벨로 하강한다.

외부클럭 검출회로(122)는 타이밍검출신호 TDA,타이밍검출 래치신호 LTDA 및 펄스신호 /FSEX를 수신하여 
테스트모드 리셋신호 /FR,어드레스키 래치제어신호 FSE 및 테스트모드 활성화신호 FE를 출력하는 타이밍
검출신호 발생회로(1221m)을 또 포함한다. 이 타이밍검출신호 발생회로(1221m)은 인버터
(1221ma),(1221mb),NDND게이트(1221mc) 및 인버터(1221md),(1221me), 및 (1221mf)를 갖는다.  따라서, 테
스트모드 리셋신호 /FR은 타이밍검출신호 TDA의 반전신호이다.  타이밍검출신호 TDA가 H레벨이고 펄스신
호 /FSEX가 L레벨이며, 타이밍검출 래치신호 LDTA가 L레벨이면, 어드레스키 래치제어신호 FSE는 H레벨로 
된다.  테스트모드 활성화신호 FE는 타이밍검출 래치신호 LTDA와 동일한 논리를 갖는다.

제4도는 WCBR타이밍에서의 외부클럭 검출회로(122)의 세트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이다.  제5도는 CBR리프
레시 타이밍 또는 ROR타이밍에서의 외부클럭 검출회로(122)의 세트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이다.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 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CAS 및 라이트인에이블신호 
/WE가 WCBR리피레시 타이밍에서 입력되면, 테스트모드 리셋신호 /FR 은 L레벨로 세트된다.  한편, 제5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들 신호 /RAS, /CAS 및 /WE가 CBR 리프레시 타이밍 또는 ROR 타이밍에서 입력되
면,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H레벨로 상승함에 따라 테스트모드 리셋신호 /FR이 H레벨로 리셋된
다.

또, 제4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L레벨로 된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 
소저의 시간 동안 어드레스키 래치제어신호 FSE는 H레벨이다.

또,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들 신호 /RAS,/CAS 및 /WE가 WCBR타이밍으로 입력되면, 행어드레스 스
트로브신호 /RAS가 H레벨로 사승함에 따라 테스트모드 활성화신호 FE는 H레벨로 된다.  한편, 제5도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이들 신호가 /RAS,/CAS 및  /WE가 CBR리프레시 타이밍 또는 ROR 타이밍에서 입력되면, 
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H레벨로 상승함에 따라 테스트모드 활성화신호 FE는 L레벨로 하강하다.

2.2테스트모드 검출회로(제6도)

제6도는 제2도의 테스트군 검출회로(120)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6도에 따르면, 이 테스트군 검
출회로(120)은 고전압 검출회로(130),(132)행어드레스 버퍼(131),(132) 및 테스트 디코더(134)를 포함한
다.  고전압검출회로(130)은 어드레스핀A1의 전압이 수퍼H레벨인지 아닌지를 검출하고, 전압이 적어도 수
퍼 H레벨이면 H  레벨의 고전압 센스신호 SV1F를  출력한다.   고전압 검출회로(132)는  고전압 검출회로
(130)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행어드레스  버퍼(131)은  어드레스신호  A1을  수신하고,  출력신호 
/ralfa를 출력한다.  행어드레스 버퍼(133)은 행어드레스 버퍼(131)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어드
레스 래치제어신호 FSE가 H레벨이면 테스트모드 디코더(134) 는 고전압 센스신호 SV21F 및 SV2F를 수신해
서 특정의 테스트군 신호 /TGA 및 /TGB를 출력한다.

2.2.1고전압 검출회로(제7도)

제7도는 제6동의 고전압 검출회로(130)의 1예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7도에 있어서, 이 고전압 검출회
로(130)은 n개의 다이오드 접속된 N채널 MOS트랜지스터(1301) 및 N채널 MOS트랜지스터(1302)를 포함한다.  

N채널 MOS트랜지스터(1301)은 임게값 Vt를 갖는다.  따라서, 전원전압 Vcc보다 n Vt만큼 높은 전압(수
퍼 H레벨)을 어드레스핀 A1에 인가하면, 고전압 센스신호 SV1F는 통상의 H레벨로 된다.

2.2.2테스트군 디코더(제8도)

제8도는 제6도의 테스트군 디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8도에따르면,이테스트군 디코더(134)는 
인버터(1341),(1345),(1347),   (1353) 및 (1355), 포함한다.  NOR게이트(1344)와 인버터(1345),NOR게이
트(1346)과  인버터(1347),  NOR게이트(1352)와  인버터(1353)  및  NOR게이트(1354)와  인버터(1355)는  각각 
래치회로를 구성한다.  

클럭인버터(1342),(1343),(1350)및 (1351)은 H레벨의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 FSE에 따라 동작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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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전압 센스신호 SV1F가 H레벨이면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1은 H레벨로 되고, 고전압 센스신호 SV2F
가  H레벨이면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2가  H레벨로  된다.   또,  행어드레스  버퍼(131)의  출력신호 
/RA1FA(131) 이 H레벨이면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1은 H레벨로 되고, 행어드레스 버퍼(133)의 출력신호 
/RA2FA가 H레벨이면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 는 H레벨로 된다.  따라서, 어드렛핀에 인가된 전압의 3상태
는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1,SV2,HV2,HV1 및 HV2의 조합에 따라 감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n(n=1,2)이 H레벨이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n(N=1,2)가 L레벨이면, 어드레스핀의 전압은 수
퍼 H레벨이다.  또,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n이 L레벨이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n이 H레벨이면, 어드레
스핀의 전압은 통상의 H레벨이다.  또,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n이 L레벨이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n이 
L레벨이면, 어드레스핀의 전압은 L레벨이다.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n 및 HVn은 동시에 H레벨로 되지 않
는다.

이들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n 및 HVn의 조합에 따라 특정의 테스트군 신호 /TGA 및 /TGB가 발생한다.  
테스트군 활성화신호 FE 및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1 및 HV2가 H레벨이면 특정의 테스트군 신호 /TGA는 L
레벨로 된다.  테스트모드 활성화신호 FE 및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2 및 HV1이 H레벨이면 특정의 테스트
군신호 /TGB는 L레벨로 된다.

따라서, 2종류의 전압이 2개의 어드렛핀에 각각 안가되면 특정의 테스트군신호 /TGA 및 /TGB가 활성화된
다.  통상의 용도에 있어서 이들 2종류으 전압 중 하나가 L레벨이면 다른 종류의 전압이 수퍼 H레벨인 경
우에도 특정의 테스트군 신호 /TGA 및 /TGB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또, 한 종류의 전압이 2개의 어드레스
핀에  인가되면,  그의  레벨이  어떠한  레벨이라도  특정의  테스트군  신호/TGA  및  /TGB  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연히 고전압이 어드레스핀에 인가되는 경우에도 반도체기억장치는 특정의 테스트모드
로 들어가지 않는다.

2.3어드레스키 래치회로(제9도)

제9도는 제2도의 어드레스키 래치뢰로(121)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9도에 있어서, 이 어드레스
키  래치회로(121)은  인버터(1211),(1216),(1218),(1220),(1221-1223),클럭인버터(1212-1214)  및 NOR게이
트(1215),(1217)  및  (1219)를  포함한다.   NOR게이트(1215)와  인버터(1216),NOR게이트(1217)과 인버터
(1218) 및 NOR게이트(1219)와 인버터(1220)은 각각 래치회로를 구성한다.

이 어드레스키 래치회로(121)은 어드레스키 신호 TA3-TA5를 수신해서 그의 반전 신호 /RA3FA-/RA5FA를 출
력하는 3개의 행어드레스 버퍼를 또 포함한다.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  FSE는  H레벨인  기간  동안  이들  어드레스버퍼의  출력신호  /RA3FA-RA5FA가 
도입되어, 어드레스키 래채신호 HV3-HV5 및 LV3-LV5가 래치된다.  테스트모드 리셋신호 /FR이 H레벨로 될 
때까지 이들 신호가계속 래치된다.  또, H레벨의 신호가 어드레스핀에 인가되면 행어드레스 버퍼의 출력
신호 /RAnFA(n=3,4,5)는 L 레벨로 하강하고, L레벨으 신호가 어드레스핀에 인가되면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n은 H레벨로 상승하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LVn은 L레벨로 하강한다.  한편, L레벨의 신호가 어드레스
핀에 인가되면,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n은 L레벨로 하강하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LVn은 H레벨로 상승
한다.

2.4특정의 테스트모드 클럭디코더(제10도)

제10도는 제2도으 특정의 테스트모드 클럭디코더(128)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10도에 있어서, 
이 특정의 테스트모드 디코더(128)은 멀티비트 테스트 활성화신호 TMB을 발생하는 회로 및 용장행 활성화
신호 TEST1 및 용장열 테스트활성화 신호 /TEST2를 발생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이 멀티비트 테스트활성
화신호  발생회로는  인버터(1281),(1284),(1288)(1289),NAND게이트(1282),(1285),(1286),(1287)  및 NOR게
이트(1283)을 포함한다.  한편, 이 용장행과 용장열 테스트활성화신호 발생회로는 NOR게이트
(1290),(1291),(1292),(1293), 및 인버터(1294),(1295) 및 (1296)을 포함한다.

통상의  역에서  L레벨으  전압  및  수퍼  H레벨의  전압이  어드레스핀  A1  및  A2에  각각  인가되고  신호 
/RAS,/CAS 및 /WE가 WCBR타이밍에서 입력될 때마다, 멀티비트 테스트 활성화신호 TMB가 활성화되어, 반도
체기억장치는 특정의 테스트모드로 들어가지 않는다.  또, 특정의 테스트모드에서 이 반도체기억장치의 
특성평가 실행시, 멀티비트 테스트모드에서 이 반도체기억장치으 여분의 평가를 실행하면, 테스트에 필요
한 시간은 충분히 저감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의 테스트모드에서도 멀티비트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으
므로,  어드레스키에  의해  컬티비트  테스트모드가세트될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어드레스핀 
A1,A2,A5의 전압이 각각 수퍼 H레벨, H레벨 및 H레벨 또는 H레벨,수퍼 H레벨 및 H레벨이면, 멀티비트 테
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제11도는 테스트모드 제어회로의 세트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로써, WCBR타이밍에 의해 활성화 상태에서 
용장행 활성화신호 TEST1,용장열활성화신호 /TEST2 및 멀티비트 테스트 활성화신호 TMB가 공급된다.  수
퍼 H레벨의 전압(제11도에서 S로 나타냄)이 어드레스핀 A1에 인가되고 제11도의 (d)~(h)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H레벨의 전압이 어드레스핀 A2-A5에 인가되는 경우, 제11도의 (a)~(c)에 도시한 바와 같이 행어드레
스 스트로브신호 /RAS, 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 및 라이트 인에이블신호 /WE가 WCBR타이밍으로 입
력되면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SV1은 H레벨로 상승하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1은 L레벨로 하강하고, 어
드레스키 래치신호 SV2는 L레벨로 하강하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2는 H레벨로 상승하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3은 H레베로 상승하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LV3는 L레벨로 하강하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4는 H 레벨로 상승하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LV4는 L레벨로 하강하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HV5는 H레
벨로 상승하며, 어드레스키 래치신호 LV5는 L레벨로 하강한다.  따라서, 특정의 테스트군 신호 /TGA는 활
성화상태로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 어드레스키 래치신호는 어드레스키 피리디코더(123)에 의해 프리디코드되고, 특정의 테스트모드 클
럭디코더(128)에 의해 또 복호된다.  다음에,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에 따라 테스트모드 활성화신
호 FE가 상승하면, 특정의 테스트군 신호/TGA는 활성상태로 되어(L레벨에서), 용장행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1, 용장열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2 및 멀티비트 테스트활성화 신호 TMB가 순차로 활성상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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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도는 테스트모드 제어회로의 리셋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로써, 모든 용장행 테스트활성화신호 TEST
1,용장열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2 및 멀티비트테스트 활성화신호 TMB는 ROR 또는 CBR 리프레시 타이밍
에 의해 불활성 상태로 된다.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열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 및 라이트 
인에이블신호 /WE가 ROR 또는 CBR리프레시 타이밍에서 입력되고, 다음에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제12도의 (a)-(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승하면, 테스트모드 리셋신호 /FR은 제12도의 (d)에 도시한 바와 
같이 H레벨로 된다.  테스트모드 리셋신호 /FR이 H레벨로 되면 모든 어드레스키 래치신호는 L레벨로 하강
하므로, 테스트모드 활성화신호 FE도 제12도의 (e)에 도시한 바와 같이 L레벨로 하강한다.  따라서, 모든 
용장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1,용장열 테스트 활성화신호/TEST2 및 멀티비트 테스트활성화 신호 TMB는 제
12도의 (f)~(h)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불활성상태로 된다.

상술한 설명에 따르면, 테스트모드 제어회로(112)의 복호신호는 하기 표1에 도시한 바와 같다.  표1에 있
어서, S는 수퍼H레벨, H는 통상의 H레벨(논리 하이)레벨, L은 L(논리 로우)레벨을 나타낸다.

[표 1]

특정의 테스트군신호 /TGB로 세트될 수 있는 특정의 테스트모드가 멀티비트 테스트모드 뿐인 경우에도, 
멀티비트 테스트모드가 아닌 특정의 테스트모드도 세트될 수 있다.  몰론, 어드레스키의 조합이 임의로 
설정될 수 있다.

[3] 그의 메모리셀 어레이 및 주변회로(제12도,제14도)

제13도는 제1도의 메모리셀 어레이(100-103) 및 주변회로를 상세하게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13도에 있어
서,  제1도의  메모리셀  어레이(100)  및  용장행  메모리셀  어레이(101)은  16개의  메모리셀  어레이  블록 
MCA1-MCA16으로 분활된다.  제1도의 용장열 메모리셀 어레이(102) 및 용장열행 메모리셀 어레이(103)은 
16개의 용장열 메모리셀 어레이 블록 SMCA1-SMCA16으로 분활된다.  제1도의 센스 리프레시 앰프I/O제어회
로(104)는 17개의 센스 리프레시 앰프 I/O 제어회로블럭 SA1A-SA17A로 분활된다.  제1도의 용장 센스리프
레시 앰프 I/O 제어회로(105)는 17개의 용장센스 리프레시 앰프 I/O제어회로블럭 SSA1A-SSA17A로 분할된
다.

제1도의 행디코더(106)은 16개의 행디코더 RDC1-RDC16 및 16개의 레벨변환회로 LC1-LC16을 포함한다.  제
1도의  용장행  디코더(107)은  16개의  용장행  디코더  SRDC1-SRDC16  및  16개의  용장레벨 변환회로 SLC1-
SLC16을 포함한다.  행디코더RDC1-RDC16 및 용장행 디코더 SRDC1-SRDC16은 메로리셀 어레이 MCA1-MCA16에 
따라 각각 배치된다.  각각의 행디코더 RDC1-RDC16은 4개의 통상의 워드선 WLi에 접속되고, 워드선 구동
신호 RX0-RX3에 따라 이들 4개으 통상의 워드선 중 하나를 구동한다. 각각의 용장행 디코더 SRDC1-SRDC16
은 2개의 용장 워드선 SWLj에 접속되고, 용장 워드선 구동신호 SRX0 및 SRX1 에 따라 이들 2개의용장 워
드선 중 하나를 구동한다.

각각의 레벨변환회로 LC1-LC16은 전원전압 레벨의 워드선 구종신호 RXF0-RXF3를 각각 승압된 전압레벨으 
워드선 구동신호 RX0-RX3으로 변환하고, 이들 변환 워드선 구동신호를 대응하는 행디코더에 공급한다.  
각각의 용장레벨 변환회로 SLC1-SLC16은 전원전압 레벨의 용장워드선 구동신호 SRF0 및 SRF1을 각각 승압
된 전압레벨의 용장워드선 구동신호 SRX0 및 SRX1 로 변환하고, 이들 변환된 용장워드선 구동신호를 대응
하는 용장행 디코더에 공급한다.

워드선 구동신호 RXF0-RFX3이 제13도에 도시한 RX디코더(142)에 의해 발생한다.  용장 워드선 구동신호 
SRF0 및 SRF1은 제13도에 도시한 용장 RX디코더(143)에 의해 발생한다.  RX디코더(142)는 RX디코 활성화
신호 /RXT에 따라 활성화되어, 상보 행어드레스신호 RAD0, /RAD0 및 RAD1, /RAD1에 따라 하나의 워드선 
구동신호가 발생한다.  RC디코더 활성화신호 /RXT는 행지연 스트로브신호 /RAS를 지연하는 것에 의해 발
생한다.  또, 용장 RX디코더(143)은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에 따라 하나의 용장워드선 구
동신호를 발생한다.

제1도의 열디코더(108)은 제13도에 도시한 Y상위 프리디코더(140),Y하위 디코더(141)  및 열디코더CDC를 
포함한다.  Y하위 프리디코더(141)은 상보 열어드레스 신호 CAD2, /CAD2-CAD6,/CAD6에 의해 프리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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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Y4-T15를 발생한다.  Y상위 프리디코더(140)은 열디코더 활설화신호 CDE  및 통상의 열활성화신호 
NCEA,NCEB에 따라 활성화되고, 상보열 어드레스신호 CAD7,/CAD7 및 CAD8, /CAD8을 프리디코드하는 것에 
의해 프리디코드신호 Y16-Y23을 발생한다.  엘디코더 CDC는 이들 프리디코드 신호 Y4-Y23에 따라 열선택
선 중 하나를 활성화한다.

용장열 디코더 SCDC는 4개의 용장열 선택선SCSLA,SCSLB,SCSLC 및 SCSLD에 접속되고, 4개의 용장열 활성화
신호 SCEA,SCEB,SCEC 및 SCED에 따라 2개의 용장열 선택선을 활성화한다.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C는 동시에 H레벨로 되므로, 대응하는 용장열 선택선 SCSLA 및 SCSLC는 동시에 활성화된다.  또, 용장
열 활성화신호 SCEB 및 SCED는 동시에 H레벨로 되므로, 대응하는 용장열 선택선 SCSLB 및 SCSLD는 동시에 
활성화된다.

제14도는 제13도의블록 MCA1, SMCA1, SA1A, SSA1A-MCA16, SMCA16, SA17A 및 SSA17A 중 하나의 블록을 도
시한 배선도이다.  제14도에 있어서, 여러개의 비트선쌍 BL,/BL은 여러개의 워드선 WL0-WL8 및 4개의용장 
워드선 SWL0-SWL3을 가로질러 배치된다.

여러개의 통상의 메모리셀 MC는 통상의 비트선쌍 BL, /BL 및 통상의 워드선 WL0-WL8의 교점에 각각 대응
해서 배치된다.  통상의 메모리셀 MC는 ○으로 나타낸다.  또, 여러개의 용장행 메모리셀 RMC는 통상의 
비트선쌍 BL, /BL과 용장 워드선 SWL0-SWL3의 교차점에 각각 대응하여 배치된다. 용장행 메모리셀 MC는 
으로 나타낸다.  또, 여러개의 용장행 메모리셀 CMC는 각각 용장 비트선쌍 BL,  /BL  및 통상의 워드선 

WL0-WL8의 교점에 대응하여 배치된다.  용장열 메모리셀 CMC는 로 나타낸다.  또, 여러개의 용장행열 
메모리셀 RCMC는 용장비트선쌍 BL, /BL 및 용장워드선 SWL0-SWL3의 교점에 각각 대응하여 배치된다.  용

장행열 메모리셀 RCMC는 로 나타낸다.

여러개의 통상의 센스 리프레시 앰프 SA0-SA3은 여러개의 통상 비트선쌍 BL, /BL에 대응하여 배치된다.  
또, 여러개의 용장센스 리프레시 앰프 SSA0-SSA3는 용장 비트선쌍 BL 및 /BL에 대응하여 배치된다.

2개의 로컬 I/O선쌍 LI01, /LI01 및 LI03, /LI03는 이러한 메모리셀 어레이의 한쪽에 배치되고, 2개의 로
컬 I/O 선쌍 LI00,/LI00 및 LI02, /LI02는 그의 다른 쪽에 배치된다.  2개의 열선택 게이트 CS는 통상의 
센스 리프레시 앰프 SA0-SA3에 애등하여 배치된다.  또, 2개의 용장열 선택게이트 CS는 각각의 용장센스 
리프레시 앰프 SSA0-SSA3에 대응하여 배치된다.

하나의 통상의 열선택선 CSL255는 4개의 통상의 센스 리프레시 앰프 SA0-SA3에 대응하여 배치되고,하나의 
용장열 선택선 SCSL1은 4개의 용장센스 리프레시 앰프  SSA0-SSA3에 대응하여 배치된다.

워드선 WL0과 동일한 형태를 같는 더미 워드선 dmy는 워드선 WL0을 따라 배치되고, 용장워드선 SWL3과 동
일한 형태를 갖는 더미 워드선 dmy는 용장 워드선  SWL3을 따라 배치된다.

4행계 회로

4.1행디코더(제15도)

제15도는 제13도의 하나의 행디코더 RDC1-RDC16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15도에 있어서, 하나의 
행디코더는 4개의 대응하는 워드선 WL0-WL3에  각각 접속된 4개의 구동회로(150),  N채널 MOS트랜지스터
(152-155),(158) 및 P채널 MOS트랜지스터 (151),(156),(157)을 포함한다.  각각의 구동회로(150)은 N채널 
MOS트랜지스터 (159-161)을 포함한다. 행디코더 프리다지신호 /RDP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151)의 게이트 
전극에 인가된다.  블록선택신호 RBS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155)의 게이트 전극에 인가된다.  X프리디코
드 신호 XC, XA 및 XB는 N 채널 MOS트랜지스터(152-154)에 각각 인가된다.

행디코더 프리차지신호 /RDP가 행의 프리차지 기간 동안 L레벨로 하강하면, 노드 NA는 승압전압 Vpp레벨
로 프리차지된다.  따라서, 모든 워드선 WL0-WL3은 불활성 상태로 된다.  다음에,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
호 /RAS가 L레벨로 하강하면, 행디코더 프리차지신호 /RDP가 H레벨로 되므로, 블록선택신호 RBS와 X프리
디코드신호 XA-XCDML의 조합에 따라 특정의 행디코더가 선택된다.  다음에, 선택적으로 공급된 워드선 활
성화신호 RX0-RX3에 따라 대응하는 하나의 워드선이 선택된다.  예를 들면, 워드선 구동신호 RX0이 공급
되면, 대응하는 워드선 WL0의 전압이 승압전압 Vpp레벨로 증가한다.

4.2용장행 디코더(제16도)

제16도는 제13돈의 용장행 디코더 SRDC1-SRDC16 중 하나의 구서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16도에 있어서, 
하나의 용장행 디코더는 2개의 대응하는 용장워드선 SWL0 및 SWL1에 각각 접속된 2개의 구동회로(162),N
채널 MOS트랜지스터(167),(168),(171) 및 P채널 MOS트랜지스터(166),(169) 및 (170)을 포함한다.  각각의 
구동회로(162)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163-165)를 포함한다.  N채널 MOS트랜지스터(167)의 게이트 전극
에는 우수 또는 기수를 나타내는 신호 RADE0이 인가된다.  용장행 디코더 SRDC1-SRDC16 은 통상의 디코더 
RDC1-RDC16과 거의 동일하게 동작한다. 통상의 워드선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용장 워드선 구동신호 SRX0 
및 SRX1이 L레벨로 유지되므로, 용장 워드선 SWL0 및 SWL1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할 
용장행 어드레스감지회로가 외부에서 인가된 행어드레스 신호가 프로그램된 치환 어드레스와 일치하는지
를 감지하면,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 중 하나는 H레벨로 되고, RX디코더(142)는 불활성화
된다.  따라서, 모든 통상의 워드선 구동신호 RXF0-RXF3이 L레벨로 하강한다.  한편, 용장행 어드레스 센
스신호 SRA가 H레벨로 되면, 대응하는 용장워드선 구동신호 SRF0이 H레벨로 되고,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
신호 SRB가 H레벨로 되면 대응하는 용장 워드선 구동 신호 SRF1이 H레벨로 된다.  따라서, 선택도니 메모
리셀 어레이블럭의 4개의 용장 워드선이 신호 RADE0에 따라 2개씩 활성화된다.

4.3RX디코더 및 용장 RX디코더(제17도)

제17도는  제13도의  RX디코더(142)  및  용장  RX디코더(143)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이다.   제17도에 
있어서, RX디코더(142)는 NAND게이트(1421-1424),  NOR게이트(1425-1428)  및 인버터(1433-1436)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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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를 수신하는 NOR게이트 (1437)은 각각의 NAND게이트(1429-1432)의 하나의 
입력노드에 접속된다.

따라서, 이 RX디코더(142)는 두 개의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가 L레벨일대 활성화된다.  RX
디코더  활성화신호  /RXT가  L레벨로  하강하면,  NAND게이트(1421-1424)에  각각  인가된  행어드레스  신호 
/RAD0, /RAD1; /RAD0, /RAD1; /RAD0, RAD1 및 RAD0, RAD1에 따라 워드선 구동신호 RXF0-RXF3 중 하나가 H
레벨로 활성화된다.

용장 RX디코더(143)은 인버터(1438),(1441) 및 (1442) 및 NAND게이트(1439) 및 (1440)을 포함한다.  따라
서, 용장행 어드레스센스신호 SRA가 H레벨로 되면, 대응하는 용장 워드선 구동신호 SRF0이 RX디코더 활성
화신호 /RXT에 따라 H레벨로 활성화된다.  H레벨의 이 용장행 어드레스센스신호 SRA가 NOR게이트(1437)에
도 인가되므로, RX 디코더(142)는 불활성화된다.  한편,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B가 H레벨로 되면, 
대응하는 용장 워드선 구동신호 SRF1 은 RX디코더 활성화 신호 /RXT 에 따라 H레벨로 활성화된다.  H레벨
인 이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B 이 NOR게이트(1437)에도 인가되므로, RX디코더(142)는 
불활성화된다.

4.4용장행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 및 용장행 어드레스감지회로(제18도-제20도)

제18도는 제1도의 용장 메모리 제어회로(113)에 포함된 용장행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이다.  제18도에 있어서, 이 용장행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는 8개의 프로그램부(180)을 포함한다.  
각각의 프로그램부(180)은 링크신호에 대해 하나의 신호선과 공통으로 접속된 14개의 퓨즈소자(181) 및 
대응하는 퓨즈소자(181)과 직렬로 각각 접속된 14개의 N채널 MOS트랜지스터(182)를 포함한다.  행어드레
스 신호 RAD1, /RAD1-RAD7, /RAD7은 이들 N 채널 MOS트랜지스터(182)의 게이트 전극에 각각 부여된다.

3개의 N채널 MOS트랜지스터(183),(185) 및 (187) 또는 (184),(186),(188)은 각각의 링크신호선과 접지노
드 사이에 접속된다.  행어드레스신호 /RAD8은 N채널 MOS트랜지스터(183)의 각각의 게이트전극에 부여된
다.  행어드레스 신호 RAD8은 N채널 MOS트랜지스터(184)의 각각의 게이트전극에 인가된다.  행어드레스신
호 /RAD9는 링크신호 LINK0 및 /LINK1에 각각 대응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185) 및 (186)에 인가된다.  
행어드레스신호 /RAD1은 링크신호 LINK0 및 LINK1 에 각각 대응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187) 및 (188)
의 게이트전극에 인가된다.  행어드레스신호 RAD9는 링크신호 LINK2 및 LINK3 에 각각 대응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185) 및 (186)의 게이트전극에 인가된다.  행어드레스 /RAD10은 링크신호 LINK2 및 LINK3
에  대응하는  N  채널  MOS트랜지스터(187)  및  (188)의  게이트  전극에  각각  인가된다.   행어드레스신호 
/RAD9는 링크신호 LINK4 및 LINK5에 대응하는 N 채널 MOS트랜지스터(185) 및 (186)의 게이트전극에 각각 
인가된다.  행어드레스 신호 RAD10은 링크신호 LINK4 및 LINK5 에 대응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187) 및 
(188)의 게이트전극에 각각 인가된다. 행어드레스 신호RAD9는 링크신호 LINK6 및 LINK7에 대응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185) 및 (186)의 게이트전극에 각각 인가된다.  행어드레스신호 RAD10은 링크신호 LINK6 
및 LINK7에 대응하는 N채널 트랜지스터(187) 및 (188)의 게이트전극에 각각 인가된다.

제19도는 제1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113)에 포함된 제1 용장행어드에스 감지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
로도이다.

이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는 제18도에 도시한 용장행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에 대응해서 마련된다.  
제19도에  있어서,  이  용장행  어드레스감지회로는  2개의  감지회로(190)을  포함한다.   각각의 감지회로
(190)은 P채널 MOS트랜지스터(1901),(1902),인버터(1903),NOR게이트(1904)를 포함한다.  이 용장행 어드
레스 감지회로는 NAND게이트(191), 인버터(192),(194) 및 NOR게이트(193)을 또 포함한다.  행어드레스 신
호 RAD6 및 /RAD7은 NAND게이트(191)에 부여되고, 용장행 테스트활성화 신호 TEST1은 인버터(192)에 인가
된다.

이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는 2개의 NOR게이트(1904)의 출력 및 인버터(194)의 출력을 수신하는 NAND게
이트(195)를 또 포함한다.  이 NAND게이트(195)는 용장행 어드레스신호 SRA를 출력한다.

제20도는 제1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113)에 포함된 제2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
로도이다.  이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는 용장메모리 제어회로(113)에 포함된 다른 용장행 어드레스 프
로그램에 대응해서 마련된다.  제20도에 있어서 제2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는 제19돈에 도시한 제1 용
장행 어드레스감지횔로와 마찬가지로 구성된다.  그러나, 행어드레스신호 /RAD6 및 RAD7은 제2용장행 어
드레스 감지회로 내의 NAND 게이트(191)에 부여된다.  또,NAND게이트(195)는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B를 출력한다.

제19도 및 제20도에 도시한 용장행 프리차지신호 SRPC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의 상승에 따라 L
레벨로 하강하여, 링크신호 LINK0-LINK7의 모든 신호선은 전원전압 Vcc레벨로 프리차지된다.  따라서, 두 
?nbsp;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는 H레벨로 된다.

제18도에 도시한 모든 퓨즈소자(181)이 절단되지 않으면, 즉 치환어드레스가 전혀 프로그램되지 않으면, 
어떠한 어드레스신호가 인가되든지 모든 링크신호 KINK0-LINK7은 L레벨로 하강한다.  한편, 상보행어드레
스신호쌍 RAD1, /RAD1-RAD7, /RAD7 각각의 하나의 행어드레스 신호에 각각 대등하는 퓨즈소자(181)이 절
단되는 경우, 즉 치환 어드레스가 프로그램되는 경우, 프로그램되지 않은 어드레스가 인가되지 않으면 오
든 링크신호 LINK0-LINK7이 L레벨로 하강하고, 프로그램된 어드레스가 부여되면 링크신호 LINK0-LINK7이 
H레벨로 유지된다.  이것은 퓨즈소자(181)이 절단됨에 따라, 그 퓨즈소자(181)에 대응하는 N채널 MOS트래
지스터(182)가 온되는 경우에도 링크신호용 신호선은 프리차지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같이,  반도체기억장치가  용장행  테스트모드에  세트되지  않으면(용장행  테스트활성화  신호 
TEST1은 L레벨), 링크신호 LINK0-LINK7에 따라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 중 하나가 활성화되
고, 다른 하나는 불활성화된다.  따라서, 프로그램되지 않은 어드레스신호가 부여되면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중 하나가 L레벨로 되고, 프로그램된 어드레스신호가 부여되면 용장행 어드레스센스
신호 SRA 및 SRB 중 하나는 H레벨로 유지된다.

이하, 반도체기억장치가 용장행 테스트모드에 세트되는 경우(용장행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1이 H레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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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이 경우, 제19도의 NAND게이트(191)에 인가된 두 개의 행어드레스 신호 /RAD7 및 
RAD6이  H레벨이면,  용장행 어드레스신호 SRA는  링크신호 LINK0-LINK7에  관계없이 H레벨로 활성화된다.   
이때, L 레벨의 행어드레스신호 RAD7 및 /RAD6이 제20도의 NAND게이트(191)에 부여되므로, 용장행 어드레
스 센스신호 SRB는 L레벨로 불활성화된다.

한편, 제20도의 NAND게이트(191)에 부여된 두 행 어드레스신호 RAD7 및 /RAD6이 H레벨이면, 용장행 어드
레스 센스신호 SRB는 H레벨로 활성화된다.  이때, L레벨의 행어드레스 신호 /RAD7 및 RAD6은 제19도의 
NAND게이트(191)에 인가되므로, 용장행 어드레스신호 SRA는 L레벨로 불활성화된다.

이 경우,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를 강제로 활성화하는 것에 의해 프로그램될 어드레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아니므로,  프로그램부(180)에  사용된  상보행  어드레스신호 RAD6,  /RAD6  및  RAD7, 
/RAD7은 그러한 용장 테스트모드를 감지하는데도 사용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될 어드레스에 따라 용
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를 선택하는 용장 RX 디코더(143)이 마련되므로, 외부에서 부여된 어
드레스의 조합에의해, 용장행과 용장열의 교차부에 배치된 용장행 메모리셀을 제외한 모든 용장행 메모리
셀의 기능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이 사용된 1예에 대해 본 실시예에서 설명하엿지만, 프로그램용 7개

의 행어드레스 RAD1-RAD7 이 사용되므로, 2
7
개의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는 외부에서 인가된 이들 어드

레스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될 수있다.  그러나, 사용된 용장행 어드레스신호의 수가 용장행 디코더에 
인가된 주클럭과 동일한 구성이 적절하다.  이러한 구성은 부가적인 제어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레이아
웃 역상에서 가장 크게 제한되는 행디코더, 용장행 디코더, 열디코더 및 용장열 디코더 등의 반복회로
의 역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

5열계 회로

5.1Y하위 프리디코더(제21도)

제21도는 제13도의 Y하위 프리디코더(141)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21도에 있어서, 이 Y하위 프
리디코더(141)은 6개의 프리디코드부(200) 및 (201)을 포함한다.  각각의 프리디코드부(200)은 NAND게이
트(2001),(2002)  및  인버터(2033)-(2008)을  포함한다.   각각의  프리디코드부(201)은 NAND게이트

(2011),(2012) 및 인버터(2013-2018)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Y하위 프리디코더(141)은 상보열 어드레스 
신호 CAD2, /CAD2-CAD6, /CAD6에 따라 프리디코드 신호 Y4-Y15를 발생한다.

5.2Y상위 프리디코더(제22도)

제22도는 제13도의 Y상위 프리디코더(140)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22도에 있어서, 이 Y상위 프
리디코더(140)은  2개의 프리디코드부(202)를  포함한다.   각각의 프리디코드부(202)는 NAND게이트(2021-
2024), (2029-2032), 인버터(2025-2028) 및 (2033-2036)을 포함한다.  행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RAS가 지
연될 때 발생한 열디코드 활성화신호 CDE에 따라 두 프리디코드부(2025-2028)이 활성화된다.  또, 프리디
코드부(202) 중 하나는 용장행 어드에스가 감지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된 통상의 열활성화신호 NCEA에 따
라 활성화되고, 다른 프리디코드부(202)는 통상의 열활성화신호 NCEB에 따라 활성화된다.  따라서, 열디
코드 활성화신호 CDE 및 통상의 열활성화신호 NCEA 및 NCEB가 H레벨이면, 이 Y상위 프리디코더(140)은 부
여된 상보 열어드레스신호 CAD7, /CAD7-CAD9, /CAD9에 따라 프리디코드신호 Y16-Y23을 발생한다.

이하에 설명할 용장열 어드레스 감지회로가 이하에 설명할 용장열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에서 프로그램된 
치환어드레스를 감지하면, 통상의 열활성화신호 NCEA 또는 NCEB는 L레벨로 하강하여, 프리디코드 신호 Y 
16-Y19 또는 Y20-Y23은 L레벨로 하강한다.

5.3용장열 어드레스 감지회로 및 용장열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제23도,제24도)

제23도는 제1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113)에 포함된 용장열 여드레스감지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
이다.  제23도에 있어서, 이 용장열 어드레스 감지회로는 NAND게이트(2041), (2042), (2046-2051), 인버
터(2044), (2045), (2052-2054) 및 NOR게이트(2043)을 호함한다. 

이 용장열 어드레스 감지회로에 있어서, 이하에 설명할 용장열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로부터 부여된 불량 
열어드레스 센스신호 /SCEA0, /SCEA1, /SCEB0, /SCEB1 및 용장열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2에 따라 통상
의 열활성화신호 NCE가 발생한다.   또,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B는 불량 열어드레스 센스신호 
/SCEA0, /SCEA1, /SCEB0, /SCEB1,  상보열 어드레스신호 DAD7, /CAD7, CAD8, /CAD8 및 용장열 테스트 활
성화신호 /TEST2에 따라 발생한다.

제24도는 제1도의 용장메모리 제어회로(113)에 포함된 용장열 어드레스 플그램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
도이다.  제24도에 있어서, 용장열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는 3개의 감지부(206)을 포함한다.  각각의 감
지부(206)은 2개의 프로그램부(207) 및 NOR게이트(2061)을 포함한다.  각각의 프로그램부는 P채널 MOS트
랜지스터(2071),  (2075),  (2079),  N채널  MOS트랜지스터  (2072),(2073),  (2076),  (2077)  및 퓨즈소자
(2074) 및 (2078)을 포함한다.  이 용장열 어드레스 프로그램회로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2081), (2091), 
(2094)  및  (2098)  퓨즈소자(2082),  (2085),  (2087),  (2089),(2097),  N채널  MOS트랜지스터  (2083), 
(2084),  (2086),  (2088),  (2090),  (2095),  (2096),  인버터(2092),  (2093),  프로그램부(207), NOR게이트
(2099) 및 NAND게이트(2100)을 포함한다.  용장열 프리차지신호 /SCPC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2081) 및 N
채널 MOS트랜지스터(2084)의 게이트전극에 부여된다.  프로그램된 어드레스는 상보열 어드레스신호 CAD2, 
/CAD2-CAD9, /CAD9 및 상보행 어드레스신호 RAD8, /RAD8 및 RAD9, /RAD9에 따라 발생한 프리디코드 신호 
X24-X26에 의해 구성된다.  이것은 프리디코드 신호 X24-X26에 따라 하나의 용장열 선택선에 접속되어 4
부분으로 분할된 용장열 메모리의 사용에 대응한다.  센스 리프레시 앰프대역 사이의 메모리셀 어레이블
럭을 초월한 동일한 Y라인 상에서는 불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랜덤 Y라인의 더 큰 자유도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또, 프리디코드 신호 X24-27에 각각 대응하는 퓨즈소자(2082),(2085), 
(2097) 이 동시에절단되면, 열디코더의 불량이 마찬가지로 다루어질 수 있다.  용장열 테스트모드가 아닌 
반도체기억장치의 경우, 치환 어드레스가 치환되지 않거나 또는 치환 어드레스와 다른 어드레스가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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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든 불량 열어드레스 센스신호 /SCE 는 H레벨로 되고, NAND게이트(2046)의 출력신호 /TAC 및 NAND 
게이트(2047)의 출력신호는 H레벨로 된다.  따라서, 두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B는 L레벨로 하
강한다.  이때, 통상의 열활성화신호 NCE는 H레벨에서 활성화되는 중이다.

용장열 테스트모드가 아닌 반도체기억장치의 경우(용장열 테스트호라성화신호 /TEST2가 H레벨),  부여된 
어드레스신호가 프로그램된 어드레스와 정합되면, 불량 열어드레스 센스신호 /SCE는 L레벨로 하강한다.  
따라서,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B 중 하나는 H레벨로 활성화된다.

이하, 반도체기억장치가 용장열 테스트모드인 경우(용장열 테스트 호라성화신호 /TEST2는 L레벨)에 대해 
설명한다.  이 경우, 두열어드레스 신호 /CAD7 및 CAD8이 H레벨이면, NAND게이트(2046)의 출력신호 /TAC
는 L레벨로 하강하여,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는 H레벨로 활성화된다.  한편, 두 개의 열어드레스 신호 
CAD7 및 /CAD8이 H레벨로 되면, NAND게이트(2047)의 출력신호/TDB는 L레벨로 하강하여, 용장열 활성화신
호 SCEB는 H레벨로 활성화된다.  동시에, 통상의 열활성화신호 NCE는 L레벨로 하강하여, 통상의 열선택선 
CSLi 는 비선택 상태이다.

상보행 어드레스 CAD7, /CAD7 및 CAD8, /CAD8이 사용되는 이유는 상술한 용장행 테스트모드의 경우와 동
일하다.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B가 강제로 활성화되면 프로그램될 어드래스가 불필요하게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될 어드레스에 의해 용장열 활성화신로 SCEA 및 SCEB를 선택하느 복호회로가 마련되
어, 외부에서 부여된 어드레스신호의 조합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용장행 및 용장열의 교점에 배치된 용장
열 메모리셀을 제외하고는 모든 용장메모리셀의 기능테스트를 가능하게 한다.  또,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SCEB, SCEC 및 SCED에 의해 각각 선택된 메모리셀 어레이블럭은 서로 다른 메모리 플레인에 속하므
로,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C가 동시에 강제로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선택도니 메모리셀 어레이블
럭은 서로 경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메모리 프레인은 제24도에 도시한 P채널 MOS트랜지스터(2094) 및 
N채널 MOS트랜지스터(2096)의 게이트전극에 부여된 열어드레스 신호 CAD9 또는 /CAD9에 의해 전환된다.  
또,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C의 경우와 같이,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B 및 SCED가 동시에 강제로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용장행 테스트 호라성화신호 /TEST2가 L레벨로 하강하면, 통상의 열활성화신호 NCE는 
불량 열어드레스 센스신호 /SCEA0, /SCEA1 및 SCEB0, /SCEB1에 관계없이 강제로 L레벨로 된다.  또, 용장
열 테스트활성화 신호 /TEST2가 L레벨로 하강하면,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B는 불량 열어드레스 
센스신호 /SCEA0, /SCEA1, /SCEB0, /SCEB1에 관계없이 상보열 어드레스신호 CAD7, /CAD7 및 CAD8, /CAD8
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된다.

4개의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SCED가 있는 예에 대해 설명하 지만, 프로그램용 7개의 어드레스 CAD2, 

/CAD2-CAD8, /CAD8이 사용되므로, 2
7
개의 용장열 활성화신호는 외부에서 부여된어드레스신호에 따라 선택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된 열어드레스 신호의 수가 용장열 디코더 SCDC에 인가된 용장열 활성화신호와 
동일한 구성이 적절하다.  또, 용장열 활성화신호가 상수한 바와 같이 열의 다른 플레인에 대응하는 조합
으로써 존재하면, 1/N용장열 활성화신호가 사용되는 구성은 N으로 나타낸 플레인의 수로가능하다.  따라
서, 용장열 활성화신호의 수가 적절하게 되명, 부가적인 신호가 필요하지 않아, 열디코더의 역이 증가
하는 것이 억재될 수 있다.

5.4열디코더 및 용장열 디코더(제25도,제26도)

제25도는 하나의 열디코더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이열디코더는 NAND게이트(210) 및 인버터(211)
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응하는 열선택선 CSL은 3개의 Y프리디코드 신호 Yh, Yj, Yk에 따라 활성화된다.

제26도는 제3도으 용장열 디코더 SCDC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26도에 있어서, 용장열 디커더 
SCDC는 8개의 이너터(212) 및 (213)을 포함한다.  따라서,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SCED 중 하나가 활성
화되면, 용장열 선택선 SCSLA-SCSLA로 부터의 활성화된 용장열 활성화신호에 대응하는 용장열 선택선이 
활성화된다. 제13도 및 제14도에 도시한 통상의 메모리셀 MC가 동일한 메모리셀 어레이블럭 내의 용장행 
메모리셀 RMC에 치환되므로, 어더한 메모리셀로 부터의 데이터도 동일한 로컬 I/O선쌍을 통해 
입출력된다.  마찬가지로, 통상의 메모리셀 MC가동일한 메모리셀 어레이블럭 내의 용장열 메모리셀 CMC에
도 치환되므로, 어떠한 멤로리셀로 부터의 데이터도 동일한 로컬 I/O 선쌍을 통해입출력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다음의 계층구조에 관계 없이, 즉 로컬 I/O선쌍이 글로벌 I/O선에 접속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메모리셀,  용장 메모리셀,  리드시스템 및 라이트시스템의 구조는 전혀 변경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JEDC표준으 멀티비트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에 데이터가 쉽게 쉬링크될 수 있으므로, 멀티비트 테스트는 
3종류의 용장메모리셀 테스트(용장행 메모리셀 테스트, 용장열 메모리셀 테스트 및 용장행열 메모리셀 테
스트) 중 어느 것에든지 적용될 수 있다.

6용장 메모리셀의 기능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이하,다이소트 테스트시의 용장 메모리셀의 기능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S8비트구조 및 2K리프레
시 사이클을 갖는 16M DRAM의 예에 따라 설명한다.  이 경우, 용장행은 2계통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에 의해 제어되고, 용장열은 4계통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SCED에 의해 제어된다.  용장열 활
서화신호 SCEA, SCEB 및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C, SCED는 서로다른 열어드레스 공간에 대응한다.  특히,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SCEC가 동시에 강제로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이들 신호는 서로 다른 열어드레스 
공간을 각각 제어하므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용장열 활성화 신호 SCEB  및 
SCED가 동시에 강하게 활서화되는 경우에도, 이들 신호는 서로 다른 열어드레스 공간을 각각 제어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자.  따라서, 용장열을 2계통으로 분리하기 위해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C의 조합 및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B 및 SCED의 조합이 실행될 수도 있다.

6.1먼저, 용장메모리셀의 방법에 대해설명한다.

6.1.1수퍼 H레벨, H레벨, H레벨, L레벨 및 L레벨인 신호를 WCBR타이밍에서 어드레스핀 A1-A5에 각각 입력
되고, 반도체기억장치는 용장행 메모리테스트모드로 세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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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다음에,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에 의해 제어되는 용장 메모리셀을 테스트한다.   이 경우, 프
로그램에 사용된 어드레스가 아닌 어드레스를 사용하므로, 행어드레스 신호 RA0, RA8, RA9, RA10 및 RA11
은  L  레벨이고,  행어드레스  신호  RA6은  H레벨이다.   또,  여기에서는  모든  열어드레스  CA0-CA9가 
사용된다.   한정된  어드레스  공간에서  통상의  H  레벨  및  L레벨인  신호를  사용해서  기능테스트를 
실행한다.  이때, 불량의 용장행 메모리셀이 있으면, 그의 행어드레스가 저장된다.  예를 들면, 이 어드
레스는 XA1으로 나타낸다.

6.1.3다음에, 용장행 어드레스신호 SRB에 의해 제어되는 용장메모리셀을 테스트한다.  상술한6.1.2전체의 
어드레스 공간에 대한 기능테스트를 완료한 후, 다른 행어드레스 RA0, RA8, RA9, RA10 및 모드 열어드레
스 CA0-CA9를 사용해서 H레벨인 행어드레스 신호 RA7 및 L레벨인 행어드레스 신호 RA6에 기느적 테스트를 
실행한다.  이때, 불량 용장행 메모리셀이 있으면, 그의 행 어드레스가 저장된다.  예를 들면, 이 어드레
스는 XB1으로 나타낸다.

6.1.4용장행 테스트모드가 리셋된다.  ROR타이밍 또는 CBR타이밍이 입력된다.

6.2다음에, 용장열 메모리셀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6.2.1먼저, 반도체기억장치는 용장열 테스트모드로 세트된다.  수퍼 H레벨, 통상의 H레벨 및 L레벨인 신
호는 WCBR타이밍에서 어드레스핀 A1-A5 에 각각 입력된다.  반도체기억장치는 이어드레스키에 의해 용장
열 메모리 테스트모드로 설정된다.

6.2.2다음에,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D에 의해 제어된 용장열 멤뢰셀을 테스트한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어드레스가 아닌 어드레스를 사용하므로, 열어드레스 CA8은 H레벨로 되고, 열어드레스 CA7은 L레
벨로 되며, 모든 행어드레스 RA0-RA10과 열어드레스 CA0, CA1, CA9이 사용된다.  이러한 한정된 어드레스 
공간에서 통상의 H레벨 및 L레벨인 신호를 사용해서 기능테스트를 실행한다.  이때, 불량 용장열 메모리
셀이  존재하면,  그의  열어드레스가  저장된다.   예를  들면,  이  어드레스는(X25,XAC1)으로  나타낸다.   
6.2.3 다음에,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B 및 SCED에 의해 제어된 용장열 메모리셀을 테스트한다.  6.2.2에
서 상술한 전체의 열어드레스 공간에 대한 기능 테스트가 완료된후, 열어드레스 CA0,CA1 및 CA9 및 모든 
행어드레스 RA0-RA10을 사용해서 L레벨의 열어드레스 CA8 및 H레벨의 열어드레스 CA7에 기능테스트를 실
행한다.  이때, 불량 열메모리셀이 존재하면, 그의 열어드레스가 저장된다.  예를 들면, 이 어드레스는 
(X26,XBD1)로 나타낸다.

6.2.4마지막으로, 용장열 테스트모드는 ROR타이밍 또는 CBR타이밍의 입력에 의해 리셋된다.

6.3다음에, 용장행 및 용장열의 교점에 배치된 메모리셀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6.3.1먼저,용장행 테스트모드 및 용장열 테스트모드가동시에 세트된다.  수퍼 H레벨, 통상의 H레벨, 통상
의 H레벨, 통상의 H레벨 및 L레벨의 신호는 WCBR타이밍에서 어드렛핀 A1-A5에 각각 입력된다.  용장행 테
스트모드 및 용장열 테스트모드는 이 어드레스키에 의해 동시에 세트될 수 있다.

6.3.2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에 의해 제어된 메모리셀로 부터의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C에 
의해 제어된 용장행 및 요장열의 교점에 배치된 메모리셀을 테스트한다.  이 경우,6.1.2 및 6.2.3에서 상
술한 어드레스 공간은 선택 어드레스(RA8, RA7, CA8, CA7)에 의해 사용된 어드레스 공간이다.  행어드레
스RA7은 L레벨로 되고, 행어드레스 RA6은 H레벨로 되며, 행어드레스 RA0, RA8, RA9, RA10이 사용된다.  
또, 열어드레스 CA8은 H레벨로 되고, 열어드레스 CA7은 L레벨로 되며, 열어드레스CA0, CA1, CA9가 사용된
다.   이러한  한정된  어드레스  공간에서  통상의  H레벨  및  L레벨인  신호를  사용해서  기능테스트를 
실행한다.  이때 , 불량 어드레스가 존재하면, 이 불량 어드레스의 행어드레스와 열어드레스가 저장된다.  

예를 들면, 이 불량 어드레스는(X
*
A1,Y

*
AC1)으로나타낸다.

6.3.3다음에,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에 의해 제어된 메모리셀로 부터의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B  및 
SCED에 의해 제어된 용장행 및 용장열의 교점에 배치된 메모리셀을 테스트한다.  6.3.2에서 상술한 전체 
어드레스 공간에 대해 기능테스트를 완료한 후, 행어드레스 RA7은 L레벨 되고, 해어드레스 RA6은 H레벨로
되며, 행어드레스 RA0,RA8, RA9 및 RA10 이 사용되고, 열어드레스  CA8은 L레벨로 되고, 열어드레스 CA7
은 H레벨로 되어, 열어드레스 CA0, CA1, CA9의 전체 공간의 기능테스트를 실행한다.  이때, 불량의 메모

리셀이 교점에 배치되면, 그의 행어드레스 및 열어드레스이 저정된다.  예를 들면, 이 어드레스(X
*
A2, 

Y
*
BD1)으로 나타낸다.

6.3.4다음에,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B에 의해 제어된 메모리셀로 부터의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및 SCEC에 의해 제어된 용장행과 용장열의 교점에 배치된 메모리셀을 테스트한다.  6.3.3에서 상술한 전
체 공간의 기능테스트가 왼료된 후, 행어드레스 RA7은 H레벨로 되고, 행어드레스 RA6은 L레벨로 되며, 행
어드레스 RA0, RA8, RA9 및 RA10이 사용되고, 열어드레스 CA8은 H레벨로 되고, 열어드레스 CA7은 L레벨로 
되며, 열어드레스 CA0, CA1 및 CA9의 전체 공간에 대한 기능테스트를 실행한다.  이때, 교점에 불량의 메

모리세리 배치되면, 그의 행어드레스 및 열어드레스가 저장된다.  예를 들면, 이 어드레스는 (X
*
B1,Y

*
AC

2)로 나타낸다.

6.3.5다음에,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B에 의해 제어된 메모리셀로 부터의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B 
및 SCED에 의해 제어된 용장행과 용장열의 교점에 배치된 메모리셀을 테스트한다.  6.3.5에서 상술한 전
체공간의 기능테스트를 완료한 후, 행어드레스 RA7은 H레벨로 되고, 행어드레스 RA6은 L레벨로 되며, 행
어드레스 RA0, RA8, RA9 및 RA10이 상용되고, 열어드레스 CA8은 L레벨로 되고, 열어드레스 CA7은 H레벨로 
되며, 열어드레스 CA0, CA1, CA9가 사용되어, 전체의 어드레스 공간의 기능테스트가 실행된다.  이때, 교
점에 불량의 메모리셀이 배치되면, 그의 행어드레스와 열어드레스가 저장된다.  예를 들면, 이 어드레스

는 (X
*
B2,Y

*
BD2)로 나타낸다.

6.3.6마지막으로, 용장행 테스트모드와 용장열 테스트모드는 ROR타이밍 또는 CBR타이밍의 입력에 따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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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된다.

6.3.7다음에, 불량 어드레스 정보가 얻어짐에 따라 사용가능한 용장행 및 사용가능한 용장열이 결정된다.

6.3.8다음에, 통상의 메모리셀의 전체 어드레스 공간의 기능테스트를 실행한다.  이 때, 불량 메모리셀이 
존재하면, X선 결함과 Y선 결함에 의해 그의 어드레스가 결정되고, 어드레스 정보가 저장된다.  예를 들
면, X 선 결함으 어드레스는 /X1, /X2, (X25, /Y1) 및 (X26, /Y2)에 의해 나타낸다.

6.3.9다음에, 상술한 결과 6.3.8는 사용가능한 용장행과 사용 가능한 용장열의 범위 내에서 분석된다.  
다음에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코드가 출력된다.

6.3.10다음에, 출력 수리코드에 따른 레저 트리머에 의해 프로그래밍을 실행한다.

6.3.11마지막으로, 모든 칩에 기능테스트를 실행하여, 각각의 칩이 이용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6.3.12상술한 과정은 1예로써, 멀티비트 테스트모드에서 기능테스트를 실행할 수도 잇다.  테스트에 필요
한 시간이 감소하므로, 이멀티비트 테스트모드의 사용은 매우 효과적이다.  또,테스트모드의 순서는 어떠
해도 좋다.

7제1실시예의 효과

7.1특정의 테스트모드는 어드레스키의 래치에 의해 설정된다.  각각의 특정 테스트모드 활성화신호는 래
치회로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래치회로가 출력 논리게이트의 마지막 단계에 배치되면, 더 큰 사이즈
으 논리게이트가 필요하다.(상승 속도 및 하강 속도돋 고려한다.)  그러나,래치회로가 제1단계에 가장 가
까운 위치에 사용되면, 논리게이트는 작은 크기를 가질 수 있어, 역이 감소하게 된다.

7.2또, 마지막으로 활성화신호를 출력하는 행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RAS의 상승에 의해 출력된테스트모
드 활성화신호 FE이고, 활성화신호의 출력 전에 활성화될 특정 테스트모드 주클럭신호가 출력될 준비가 
되므로, 잘못 설정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7.3JEDEC표준의 멀티비트 테스트가 WCBR의 입력은 물론 어드레스키의 입력에 의해설정될 수 있으므로, 멀
티비트테스트로 복잡화된 특정의 테스트모드를 쉽게 실현할 수 있다.

7.4특정의 테스트모드의 테스트군 신호가 2개의 H레벨, 즉 통상의 H레벨 및 수퍼 H레벨에 의해 활성화되
므로, 장치가 패키지된 경우, 장치의 출력버퍼신호와 어드레스발생 회로 등의 다른 드라이버 사이의 레벨
차에 의해 잘못 설정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7.5용장행 테스트모드와 용장열 테스트모드가 마련되고 이들 2개의 모드가 동시에 설정될 수 있으므로, 
용장행과 용장열의 교점에 배치된 메모리셀의 기능테스트가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용장 메모리
셀에 기능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다이소트 테스트시에 수리처리 전에 (퓨즈소자를 절단하기 전
에)모든 메모리셀의 기능을 체크할 수 있다.  따라서, 생상성이 확실히 향상될 수 있다.

7.6센스 리프레시 앰프대역 사이의 메모리셀 어레이블럭에 용장행 메모리셀과 용장열 메모리셀이 존재하
고, 용장행 디코더, 용장열 디코더, 용장센스 리프레시 앰프대역이 마련되고, 통상의 메모리셀과 용장행 
메모리셀이 동일한 비트선 상에 존재하고, 통상의 메모리셀과 용장의 열메모리셀이 동일 워드선 상에 존
재하며, 메모리셀의 데이터가 동일한 로컬 I/O선쌍을 통해 입출력되므로, 용장 메모리셀으 기능 테스트는 
멀티비트 테스트에 의해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다.

7.7용장 워드선 구동신호에 의해 용장행이 선택되고, 용장 워드선은 2계통으로 구분되며, 사용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 어드레스 신호의 조합에 의해 이들 두 계통의 선택을 실행하므로, 전환에 다중신호를 사용
할 필요가 없다.  또, 배선이 증가될 필요도 없다.

7.8용장열은 용장열 활성화신호에 의해 선택되고, 4계통의 신호는 동일한 메모리셀 어레이블럭을 담당하
지 않고, 즉 서로경합하지 않는 신호가 동시에 선택되며, 용장열은 2계통으로 구분된다.  또, 사용될 필
요가 없는 프로그램 어드레스신호의 조합에 의해 이들2계통의 선택이 실행되므로, 전환에 다중 신호를 사
용할 필요가 없다.  또, 배선이 증가될 필요도 없다.

7.9테스트모드의 결정, 리셋, 선택 및 전환은 외부신호 /RAS, /CAS, /WE 및 어드레스핀의 상태에 의해 실
행되므로, 성형된 제품에도 기능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용장 메모리셀로의 액세스를 
조사하거나 또는 메모리셀 어레이의 끝에 배치된 용장 메모리셀을 조사하는 것에 의해 후공정의 성형 등
이 칩에 주는 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 마진을 향상할 수 있다.

7.10외부핀에 접속된 클럭핀과 어드레스핀을 사용하고 다른 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가적인 패드에 의
해 칩이 증가하게 되는 멀티비트 제품의 등의 제품의 칩 면적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제2실시예]

제27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반도체기억장치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1도의 제1 
실시예와 반대로, 제2 실시예에서 용장워드선 구동신호  SRF0 및 SRF1을 선택하는 어드레스신호 RAs1 및 
RAs2 대신에 외부패드(214)에 전환용 전압 PR이 인가된다.  그러므로, 2계통의 용장 워드선은 외부패드
(214)의 전압 PR에 따라 전환된다.  또,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0-SCEi를 선택하는 어드레스 신호 CAs1 
및 CAs2대신에 외부패드(215)에 전환용 전압 PC가 인가된다.  따라서, 2계통 용장열은 외부패드(215)의 
전압PC에 따라 전환된다.

제28도는 제19도에 도시한 제1실시예의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 대신에 사용된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
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19도의 제1실시예와는 반대로, 제2실시예는 외부패드(214), 외부패드
(214)와 노드PRR사이에 접속된 레지스턴스(216), 외부 전원전압 EVcc가 인가되는 노드와 노드PRR 사이에 
접속된 P채널 MOS트랜지스터(217) 및 노드PRR의 전압과용장행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1을 수신하는 NAND
게이트(218)을 포함한다.  이 P채널 MOS트랜지스터는 소형이고, 외부 전원전압 EVcc가 그의 소오스전극에 
인가되며, 그의 게이트 전극에는 접지전압이 인가된다. 따라서, 패드(214)가 부동상태일 때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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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은 노드 PRR에서 전압을 H레벨로 상승시킨다.  NAND게이트(218)의 출력신호는 NAND게이트(195)의 하
나으 입력노드에 인가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반도체기억장치가 용장행 테스트모드로 들어가지 않은면,  용장행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1은 L레벨이므로, NAND게이트(218)의 출력신호는 H레벨로 된다.  따라서, 부여된 어드레스가 르로그
램된 치환 어드레스와 일치하면,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B는 H레벨로 활성화된다.  한편, 부여된 어
드레스가 프로그램된 치환 어드레스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치환 어드레스가 프로그램되지 않으면, 용장
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B는 L레벨로 불활성화된다.

제29도는 제19도에 도시한 제1 실시예으 행어드레스 감지회로 대신에 상용된 용장행 어드레스감지회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19도에 도시한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와는 반대로, 제2실시예의 용
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는 인버터(219) 및 NAND게이트(220)을 포함한다.  제28도에 도시한 노드 PRR의 전
압이 인버터(219)를  통해 NAND게이트(220)의  하나의 입력노드에 인가된다.   용장행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1은 NAND게이트(220)으 다른 입력노드에 부여된다.  NAND게이트(220)의 출력신호는 NAND게이트(195)
의 하나으 입력노드에 인가된다.  따라서, 반도체기억장치가 용장행 테스트모드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29
도의 용장행 어드레스 감지회로는 제28도에 도시한 용장행 어드레스감지회로와 마찬가지로 동작한다.

다음에, 반도체기억장치가 용장행 테스트모드로 들어가면, 용장행 스트호라성화신호 TEST1은 H레벨로 된
다.  외부패드(214)가 부동상태이거나 또는 H레벨의 신호가 외부패드(214)에 부여되면,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B는 H레벨로 활성화되고,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는 L레벨로 계속 불활성화된다.  다
음에, L레벨의 신호가 외부패드(214)에 인가되면,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는 H레벨로 활성화되고,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B는 L레벨로 불활성화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로구성이 사용되는 경우에
도 2계통의 용장행 어드레스 센스신호 SRA 및 SRB는 강제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외부패드(214)에 
의해 2계통의 용장행 어드레스센스 신호 SRA와 SRB가 전환되고, 어드레스신호가 외부에서 입력되어, 용장
행 및 통상의 행과 용장열의 교점에 배치된 용장행 메모리셀을 제외하고 모든 용장행 메모리셀에 기능 테
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제30도는 제23도에 도시한 용장열 어드레스 감지회로 대신에 사용된 용장열 어드레스 감지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23도의 제1실시예와는 반대로, 제2실시예의 용장열 어드레스 감지회로는 외부패드
(215), 인버터(2222), (2225), P채널 MOS트랜지스터(2223), 레지스턴스(2224) 및 NAND게이트
(2226),(2227)을 포함한다.  오부패드(215)의 전압 PC는 레제스턴스(2224)를 통해 NAND게이트(2226)의 하
나의 입력노드에 인가되고, 인버터(2225)를 통해 NAND게이트(2227)의 하나의 입력노드에도 인가된다.  P
채널 MOS트랜지스터(2223)은 소형이고, 외부 전원전압 EVcc는 그의 소오스 전극에 인가되며, 접지전압은 
그의 게이트 전극에 인가된다.  따라서 외부패드(215)가 부동상태이면, P채널 MOS트랜지스터는 노드PCC의 
전압을 H레베로 상승시킨다.

반도체기억장치가 용장열 테스트모드로 들어가면, 용장열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2는 L레벨로 하강하여, 
두 NAND게이트(2226) 및 (2227)이 활성화된다.  이때, 외부패드(215)가 부동상태이거나 H레벨의 신호가 
외부패드(215)에 부여되면, NAND게이트(2226)의 출력신호/TAC는 L렙벨로 하강한다.  따라서, 열디코드 호
라성화신호 CDE가 H레벨로 되면,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는 H레벨로 활성화된다.  한편, L레벨의 신호가 
외부패드(215)에 부여되면, NAND게이트(2226)의 출력신호 /TAC는 H레벨로 되고, NAND게이트(2227)의 출력
신호 /TBD는 L레벨로 하강한다.  따라서, 열디코드 활성화신호 CDE가 H레벨로 되면,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B는 H레벨로 활성화된다.  또,용장열 테스트 활성화신호 /TEST2가 L레벨로 하강하면, 용장열 활성화신
호 NCE는 즉시 L레벨로 하강한다.

따라서, 2계통의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A, SCEC 및 용장열 활성화신호 SCEB, SCED는 외부패드(215)에 의
해 전환되므로, 어드레스의 오부 부여에 의해, 용장열 및 통상의 열과 용장행의 교점에 배치된 용장열 메
모리셀을 제외하고 모든 용장열 메모리셀의 기능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또,  반도체기억장치가  용장행  테스트모드와  용장열  테스트모드에  동시에  들어가면,  외부패드(214)  및 
(215)의 부여된 전압 PR 및 PC를 각각 변경하고 메모리셀 어레이블럭의 선택에 필요한 하위 어드레스와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것에 의해 용장행과 용장열의 교점에 배치된 용장 메모리셀의 기능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제2실시예에서는 외부패드(214) 및 (215)에 의해 용장행 테스트모드와 용장열 테스트모드가 전환되는 구
조에 대해 설멸하 지만, 제1실시예의 경우와 같이 용장행 테스트모드가 외부패드에 으해 전환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의해 제1실시예 및 제2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모든 용장메모리셀을 테스트할수 있다.

또, 외부에서 부여된 어드레스에 의해 용장행 테스트모드가 전환될 수 있게 하고 용장열 테스트모드가 외
부패드에 의해 전환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의해, 제1실시예 및 제2실시예에서와 같이 모든 용장메모리셀을 
테스트할 수 있다. 제2실시예의 반도체기억장치에 따르면, 제1실시예의 7.1-7.8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효
과가 얻어질 수 있고, 용장열과 용장해의 계통을 전환하는 외부패드에 프로브 등을 직접 부여하느 것에 
의해 다이소트 테스트시 용장 메모리셀의 기능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용장 시스템의 신뢰할 
수 있는 전환을 더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 지만,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변경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위 제품들 군(Pile of packages)(45)이 성형될 작업 테이블(101)을 받치기 위한 중앙의 직사각형 개구
(28)가 있는 직사각형의 세로 수평 피삭면(被削面)(18)과, 적어도 하나의 구리 밴드의 회전부(20, 22)를 
받치고 작업 테이블(101)의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세로의 평행 유도장치(52, 53) 위에서 병진(竝進)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왕복대(60, 80)를 가지고 금속 밴드(12, 13)에 공급하는 급송(給送) 장치(50)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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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테이블(101)을 지지하고 감아 올리는 장치(120)와, 작업 테이블(101) 각면의 쓰이지 않는 위치로부터 
작업 공정 단계에서 작업 테이블(101)위의 상기 단위 제품 군(Pile)(45)을 유지하기 위해 성형되는 단위 
제품들 군(Pile of packages)(45)의 위치로 세로의 유도장치(142, 143)(190, 191)를 따라 병진(竝進)할 
수 있고 단위 제품들을 유지하기 위한 두 장치(150, 151)(181, 182)에 의해 박판 제품용의 단위 제품들 
군(Pile of packages)을 안정시키는 장치(140, 180)와, 작업 공정을 계획하고 다양한 작동을 동시에 일으
켜 왕복대(60, 80)를 작업 테이블(100의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앞뒤로 병진(竝進)하게 하고, 각 작업 공
정의 시작 단계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금속 밴드의 끝부분(12, 13)을 작업 테이블(101) 위에 놓고 상
기 왕복대(60, 80)의 번갈아 이동하는 행정(行程)후에 열 경화성 수지 판금 셋트(35, 36)와 중간 판금
(30, 32)을 상기 끝에 놓고, 관련 제품 군(45)은 구부러진 금속 밴드(12, 13)와 함께 성형되고, 단위 제

품(Pile)(38, 39)들 중에 양 방향에서 180 밴드(Bend)를 이루고 감아 올리기 장치(120)를 작동하는 동
안에 작업 테이블(101)은 그 상부 면을 피삭면(被削面)(18)과 같은 높이로 유지하기 위해 단위 제품 군
(Pile)(45)을 성형하는 동안에 점점 낮아지고, 밴드(12-15)가 향하는 방향의 반대쪽 작업 테이블(101) 면

에 놓인 안정 장치(140, 180)와, 그리고나서 양 방향에서 180 밴드(Bend)되는 밴드(12-15)에서의 성형
을 쉽게 하는 피삭면(被削面)(18) 쪽으로 왕복대(60, 80)가 이동하는 동안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단위 제
품 군(Pile)(45) 위로 이동하는 장치(150, 151)(181, 182)등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열 경화성 수
지 판금 셋트들 사이와, 단위 제품들(Packages)(38, 39) 사이의 중간 판금(30-32) 사이에 구부러져 배열
된 구리 밴드(12, 13)의 금속 박판으로 플라스틱 박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단위 제품들(Packages)(38, 
39) 군(Pile)(45)을 조립하는 자동 기계(10, 110).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각 왕복대(60, 80) 위에서, 절연 밴드의 회전부(21, 23)가 금속 밴드의 회전부(20, 2
2)와 결합하여 단위 제품들(38, 39) 사이에 감긴 구부러진 밴드가, 중간 판금(30-32)과 조화되는 절연 밴
드(14, 15)와 열 경화성 수지 판금 셋트(35, 36)와 조화되는 금속 밴드(12, 13)를 포함하고 있음을 특징
으로 하는 단위 제품들(Packages)(38, 39) 군(Pile)(45)을 조립하는 자동 기계(10, 110).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각 왕복대(60, 80) 위에서, 절연 밴드(21, 23)의 회전부가 금속 밴드의 회전부(20, 2
2)와 결합되고, 두 회전부를 받치는 왕복대(60, 80)가 있어 작업 테이블(101)의 한 면에서 두 왕복대(60, 
80)로 작업을 시작하고 다음 순서에 상기 테이블에 절연 밴드(14)와 금속 밴드(12)의 결합된 끝부분과, 
두번째 금속 밴드(13)과 두번재 절연 밴드(15)의 결합된 끝부분을 놓고, 작업 테이블(101)의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두 왕복대(60, 80)를 번갈아 이동시켜 왕복대(60, 80)의 각 행정(行程)에 성형되는 단위 제
품 군(Pile)(45)  위에  놓고,  밴드,  중간 판금(30-32),  열  경호성 수지 판금 셋트(35,  36)에  의해 각 

180 밴드(Bend)가 성형되어, 단위 제품들 군(Pile of packages)(45)이 점차로 성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위 제품들(Packages)(38, 39) 군(Pile)(45)을 조립하는 자동 기계(10, 110).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급송(給送) 장치(50)에 있는 왕복대(60, 80)는 두 회전부를 받치고 금속 밴드(12, 13)
의 하부 회전부(20, 22)와 절연 밴드(14, 15)의 상부 회전부(21, 23)는 그들 축이 왕복대(60, 80)의 이동 
방향에 수평, 직각을 이루며 각 왕복대 있는 두 회전부는 반대 방향으로 감기고, 절연 밴드(14, 15)는 금
속 밴드(12, 13)의 회전부(20, 22) 둘레를 지나며, 롤러(58, 59)는 하부 회전부(20, 22)가 풀리는 반대 
방향에서 회전부(20-23)에 평행한 왕복대(60, 80)의 하부 끝부분에 놓여 있고, 상기 하부 회전부(20, 2
2)는 두개 축(70, 71)(89, 90)의 끌어 당기는 작용으로 동력 구동되며, 왕복대(60, 80)의 한 쪽(62, 81)
에서 내부적으로 돌출하고 그 위에서 하부 회전부(20, 22)의 축(68, 96)의 한 끝부분이 놓여 있으며, 축
(70, 71)(89, 90)은 비율 모터(79, 95)에 의해 끌려 오는 연속적인 체인(78, 94)에 의해 회전하게 되며, 
비율 모터(79, 95)를 가동함으로써 금속 밴드의 회전부(20, 22)가 절연 밴드와 함께 금속 밴드(12, 13)를 
끌어 당김을 특징으로 하는 단위 제품(Packages)(38, 39) 군(Pile)(45)을 조립하는 자동 기계.

청구항 5 

안정 장치는, 수직 프레임(Frame)의 각 구성물이 피삭면(被削面)을 횡단하는 한 쌍의 압착기(150, 151)로 
구성되고, 또한 안정 장치는 모(母)장치 실린더(164, 165)에 의해 작동되는 상부 봉강(棒鋼)(152, 153)에 
고정된 두 칸(154, 156) 내부로 미끌어져 움직이는 두 수직 막대(158, 159)에 의해 하부 수평 봉강(棒
鋼)(160, 161)을 지지하는 상부 봉강(152, 153)으로 구성되며, 상기 프레임(Frame)은 피삭면(被削面)(18) 
위에서 세로 유도장치(142, 143)에 매달리고, 비율 모터의 통제하에 놓여지고 비율 모터(166, 167)와 모
(母)장치 실린더(164, 165)를 작동함으로써 두 압착기(150, 151)는 작업 테이블(101)의 쓰이지 않는 위치
로부터 상기 테이블(101)의 작업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며 그곳에서 동력을 일으키며 또한 적절한 탄

성 장치(162, 163)를 갖추고 특히 왕복대(68, 80)가 밴드를 180 밴드(Bend) 되도록 하기 위해 작업 테
이블(101)의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이동할 때 단위 제품 군(Pile)(45)의 여려 구성 성분이 제 위치를 유
지하도록 단위 제품 군(Pile)(45)에 충분한 압력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단위 제품들(Packages)(38, 
39) 군(Pile)(45)을 조립하는 자동 기계.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안정 장치는 작업 테이블(101)의 각 면에 있는 쓰이지 않는 위치로부터 모(母)장치 실
린더(200, 201) 혹은 다른 동력 구동 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상기 작업 테이블(101) 위의 한 위치로 이동
하는 직사각형의 수평 날개(181, 182)를 위한 두 세로 유도 장치(190, 191)로 구성되고, 단위 제품 군

(Pile)(45)을 성형하는 동안, 왕복대(60, 80)는 밴드(12-15)가 180 밴드(Bend)를 이루기 위해 그 행정
(行程)을 시작하며, 작업 테이블(101)에 반대 방향에 있는 날개(181)는 앞쪽 가장자리를 만드는 단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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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군(Pile)(45) 위에 상기 왕복대(60, 80)에 의해 행해진 행정(行程)의 끝에서 밴드를 180 밴드(Bend) 
되기 쉽게 하는 반작용을 일으키고 상기 날개(181)는 쓰이지 있지 않는 위치로부터 성형되는 단위 제품 

군(Pile)(45)으로 이동하는 두번째 날개(182)에 의해 대체되고, 한편 그것은 180 밴드(Bend)를 쉽게 하
도록  피삭면(被削面)(18)의  높이까지  낮춰짐을  특징으로  하는  단위  제품들(Packages)(38,  39) 군
(Pile)(45)을 조립하는 자동 기계.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감아 올리기 장치(120)는 작업 테이블(101)이 놓여 있는 4개의 상부 기둥(125)을 갖춘 
하나의 감아 올리는 수단(121)으로 구성되고, 또한 2개의 세로 체인(115, 116)으로 구성되고 또한 피삭면
(被削面)(18)의 아래에 있는 작업 테이블(101)의 양 면에 평행 수직 평면을 작동하는 하역장치(100)로 구
성되며, 비율 모터(13)에 의해 작동하는 동력 구동 축(102)에 의해 한 끝부분에서 지지되고 단위 제품 군
(Pile)(45)이  완성되면 감아 올리기 장치(121)는  작업 테이블(101)을  낮추고 테이블(101)은  상기 체인
(115, 116) 위에 놓여져 더욱 아래로 내려가는 감아 올리기 장치(121)로부터 분리되며 완성된 단위 제품 
군(Pile)(45)을 모으기 위해 기계의 끝에까지 피삭면(被削面)(18)의 아래에서 병진(竝進)하고 체인(115, 
116)은 작업 테이블(101)을 감아 올리는 장치(121)로 되돌려 가고, 그것은 작업 테이블(101)을 후속 작업 
공정을  위해  피삭면(被削面)(18)에  있는  개구(開口)(28)로  가져감을  특징으로  하는  단위 제품들

(Packages)(38, 39) 군(Pile)(45)을 조립하는 자동 기계.

청구항 8 

두 금속 밴드(12, 13)의 끝부분과 두 절연 밴드(14, 15)의 끝부분은 기계의 한 끝부분에 위치한 왕복대
(60, 80) 위에 있는 회전부(20-23)로부터 늦추어 풀어 낸 작업 테이블(101) 위에 놓여 있고, 밴드는 아래
로부터 순서대로 (즉, 제 7, 8도에서처럼 절연 밴드(14), 구리 밴드(12), 구리 밴드(13), 절연 밴드(15) 
순서) 겹쳐 놓여 있으며, 중간 판금(30)은 상기 밴드 끝에 놓여 있고 두 안정 장치의 두번째 것(151, 
182)은 상기 판금(30)으로 이동하며(제 9도, 19도), 두번째 왕복대(80)는 기계(10, 110)의 다른 끝으로 
이동하여, 안정 장치(151, 182)에 의해 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두번째 구리 밴드(13)와 절연 밴드(15)

로 하여금 중간 판금(30) 둘레를 180 밴드(Bend) 되도록 하고(제 10도, 20도) 열 경화성 수지 판금 셋
트(35)가 놓여 있고 다음에 첫번째 왕복대(60)는 기계의 다른 끝으로 이동하여 첫번째 구리 밴드(12)와 

절연 밴드(14)로 하여 180 밴드(Bend) 되게 하며(제 11도), 중간 판금(31)이 다음에 놓여 있고 첫번째 
안정 장치(150, 181)는 작동에 들어가며, 첫번째 왕복대(60)는 기계(10, 110)의 첫번째 끝부분으로 돌아

가 이전의 180 밴드(Bend)와 반대 방향으로 첫번째 밴드(12, 14)에 의해 또다른 180 밴드(Bend)되고
(제 12도, 21도, 22도), 두번째 열 경화성 수지 판금 셋트(36)가 놓여 있고, 두번째 왕복대(80)는 기계

(10, 110)의 왼쪽으로 돌아가 두번째 밴드(13, 15)로 하여 180 밴드(Bend)되게 하며(제 13도, 14도) 이
러한 공정으로 해서 열 경화성 수지 판금 셋트(35, 36)와 조화를 이루는 구리 밴드(12, 13)와 함께 열 경
화성 수지 판금 셋트(35, 36)와 중간 판금(30-32) 사이에서 구부러져 놓여 있는 구리 밴드(12, 13)와 절
연 밴드(14, 15)로 구성된 단위 제품들(Packages)(38, 39) 군(Pile)(45)이 성형되는 작업 공정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단위 제품들(Packages)(38, 39) 군(Pile)(45)을 조립하는 자동 기계.

청구항 9 

한 쌍의 절연 밴드(14, 15)는 한 쌍의 금속 밴드(12, 13)와 결합하고 상기 절연 밴드는 금속 밴드(12, 
13)의 외부에 놓여 단위 제품들(Packages)(38, 39) 군(Pile)(45)이, 절연 성분(15), 금속 성분(13), 열 
경화성 수지 판금 셋트(35), 절연 성분(14), 중간 금속 판금 셋트(31), 금속 성분(13), 절연 성분(15), 
중간 금속 판금(32)의 순서를 거쳐 마지막으로 완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단위 제품들(Packages)(38, 39) 
군(Pile)(45)을 조립하는 자동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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