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G11C 11/4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3월10일
10-0472726
2005년02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3-0011121 (65) 공개번호 10-2004-0040292
(22) 출원일자 2003년02월21일 (43) 공개일자 2004년05월12일

(30) 우선권주장 1020020066269 2002년10월29일 대한민국(KR)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72) 발명자 안진홍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130-1영풍아파트101-1408

홍상훈
경기도이천시부발읍신하리청구아파트101-1302

김세준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까치마을선경아파트107-1002

고재범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8동2-83층6/6

(74) 대리인 특허법인 신성

심사관 : 안병일

(54) 고속 데이터억세스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장치 및 그구동방법

요약

본 발명은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 및 그의 구동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다수개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제1 셀블럭; 다수개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제2 셀블럭; 및 상기 제1 셀블럭에
대해 연속적으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동작
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2 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
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반도체, 메모리, 센스앰프, 예비워드라인. 재저장, 단위셀블럭, 셀블럭어드레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기술에 의한 메모리 장치의 대략적인 블럭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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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도1에 도시된 비트라인 센스앰프부 및 셀블럭의 일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3은 도1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에서 한 뱅크에 연속해서 데이터를 리드할 때의 동작파형도이다.

도4는 도1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에서 뱅크간 인터리빙 동작을 나타내는 파형도이다.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6는 도5에 도시된 메모리장치에서 제1 셀블럭에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억세스되는 경우에 동작타이밍을 나타내
는 도면이다.

도7는 도5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에서 제1 셀블럭과 제2 셀블럭에 교대로 데이터가 억세스되는 되는 경우의 동작타
이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8은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를 구현한 블럭구성도이다.

도9는 도8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셀영역을 보다 자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도10은 도9의 도시된 셀블럭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11a 내지 도11d는 도8에 도시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와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간의 데이터 이
동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12는 도8의 메모리 장치에서 하나의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만을 구비하여 고속으로 데이터 억세스가 가능하
도록 구성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의 블럭구성도이다.

도13은 도12에 도시된 셀블럭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14는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로서, 입력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셀블럭과 데이터 재저장
을 위한 여분의 셀블럭을 가지는 메모리 장치의 블럭구성도이다.

도15는 도14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6은 본 발명에 의해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한 태그블럭과, 예비워드
라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예비셀블럭 테이블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블럭구성도이다.

도17은 도16에 도시된 태그블럭을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18은 도16에 도시된 예비셀블럭 테이블의 블럭구성도이다.

도19는 도16에 도시된 제어부(420)의 일부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20은 도17에 도시된 9개의 단위태그테이블의 일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21는 도18에 도시된 예비셀블럭테이블의 일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22은 도16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메모리 장치의 동작타이밍도이다.

도23은 도16에 도시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에서 테그관련 블럭에 대한 동작타이밍도이다.

도24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현한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25는 도24의 메모리 장치에서 서로 다른 단위셀블럭으로 데이터를 교대로 억세스할 경우, 인터리브 모드에서의
동작을 보여주는 파형도이다.

도26은 도24의 메모리 장치에서 하나의 단위셀블럭에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리드할 때의 동작을 보여주는 파형도
이며,

도27은 도24의 메모리 장치에서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라이트할 때의 동작을 보여주는 파형도
이다.

도28은 도25의 메모리 장치에서 도26에 도시된 순서대로 리드명령어가 입력될 때의 시뮬레이션 파형도이다.

도29는 도24에 도시된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회로도의 일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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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0은 도29에 도시된 회로도에서 생성되는 신호에 따라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가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파형도
이다.

도31은 도23의 메모리 장치에서 강제프리차지 시간(tRP)과 셀블럭어드레스를 변환하는 시간(tBAT)만큼이 줄어든
로우사이클타임을 가지는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32는 도31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블럭구성도이다.

도33은 도32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가 연속적으로 리드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을 타나내는 동작 파형도이다.

도34는 도32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도16에 도시된 메모리장치의 동작과 비교하여 나
타낸 동작타이밍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터를 고속으로 억세스(Access)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에 관
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크게 RAM(Random Access Memory)과 ROM(Read only Memory)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램(RAM)은 1개의 트랜지스터(transister)와 1개의 캐패시터가 하나의 단위셀(unit cell)을 구성하는 다이나믹 램
(Dynimic RAM)과, 6개의 트랜지스터 또는 4개의 트랜지스터 및 2개의 부하 저항으로 구성되는 스태틱램(Static
RAM)으로 나뉘어 지는데, 집적도면에서나 제조공정등에서 효율적인 다이나믹 램이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등 여러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 중앙처리장치(CPU)의 동작속도는 메모리 장치(DRAM)의 동작속도를 능가할 정도로 현저히 향상되어 왔으
며, 그 결과 메모리 장치의 동작속도가 중앙처리장치의 동작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느려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의 메모리 장치가 개발
되고 있다.

도1은 종래기술에 의한 메모리 장치의 대략적인 블럭구성도이다.

도1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메모리 장치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다수의 명령어신호(/RAS,/CAS,/WE,/CS,CKE,CK등)
를 입력받아 뱅크(100)에서 수행되는 동작(예컨대 리드(read), 라이트(write), 리프레쉬(refresh)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제어부(200)와, 독립적으로 로우디코더(row decoder)와 칼럼디코더(column decoder)를 구비하여, 입
력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단위셀의 데이터를 리드(read)하여 출력하거나 상기 단위셀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라
이트(write)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뱅크(100)와, 뱅크(100)로부터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버퍼링하여 외부로 입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 입,출력버퍼(300)를 구비한다.

통상 메모리 장치는 다수의 뱅크(예컨대 4개의 뱅크)를 구비하고 있는데, 각각의 뱅크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1에는 하나의 뱅크(100)만 도시하였다. 또한 도1은 메모리 장치에 구비되는 블럭중에서 본 발명을 설명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블럭만을 도시한 것이다.

하나의 뱅크(100)에는 각각 다수의 셀블럭을 구비하고 있는 8개의 세그먼트(120a ~ 120h)와, 세그먼트(120a ~
120d)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증폭하여 데이터 입,출력버퍼(300)로 전달하거나, 데이터입출력버퍼(300)에서 입력
되는 데이터를 세그먼트로 전달하기 위한 I/O 센스앰프부(110,130)를 구비하고 있다.

하나의 세그먼트(예컨대 120a)는 로우어드레스를 디코딩(decoding)하여 셀영역(120a_1)으로 출력하는 로우어드
레스 디코더부(121)와, 컬럼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셀영역(120a_1)으로 출력하는 컬럼어드레스 디코더부(122)와,
다수의 단위셀로 구성되는 셀영역(120a_1)을 구비하고 있다.

셀영역(120a_1)은 통상적으로 다수개의 단위셀를 각각 구비하는 다수의 셀블럭(Cell block)(124a~124h)과, 셀블
럭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기 위해 셀블럭(124a~124h)간에 배치된 비트라인 센스앰프부(123a~123i)
를 구비하고 있다.

도1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는 용량이 256Mb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4개의 뱅크로 구성되는 경우 하나의 뱅크에
는 64Mb의 단위셀을 구비하며, 하나의 세그먼트는 8Mb로 총 8개의 세그먼트가 하나의 뱅크를 구성한다. 하나의
세그먼트(예컨대 123a)에는 총 8개의 셀블럭(124a~124h)을 구비하고 있고, 하나의 셀블럭(예컨대 124a)은 256개
의 워드라인(Word Line)과 4K(4 * 1024)개의 비트라인을 구비한다. 또한, 하나의 셀블럭에는 256 * 4K개의 단위
셀(예컨대 124a)을 구비한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세그먼트가 8Mb이고, 8개의 셀블럭이 각각 256
개의 워드라인을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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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개의 셀블럭(124a~124h) 사이에 9개의 비트라인 센스앰프부(123a~123i)가 구비되어, 하나의 센스앰프부
(예컨대 123b)는 이웃한 두 셀블럭(124a,124b)에 공유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셀블럭의 회로구조상 하나의 셀블럭
에는 일측과 타측에 각각 2개의 센스앰프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8개의 셀블럭에는 총16개의 비트라인 센스앰프부가
필요하지만, 회로면적등의 효율을 위해서 하나의 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2개의 이웃한 셀블럭이 공유하고, 셀블럭
(예컨대 124a와 124b)과 비트라인 센스앰프(123b)간에 연결부를 두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웃한 2개의 셀블럭
(124a와 124b)중 하나와 비트라인 센스앰프부(123b)를 연결 또는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도2는 도1에 도시된 비트라인 센스앰프부 및 셀블럭의 일예를 나타내는 회로도로서, 특히 제1 셀블럭 및 제2 셀블
럭(124a,124b)과 비트라인 센스앰프(123b)의 일부분을 도시하고 있다.

도2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제1 셀블럭(124a)에는 하나의 모스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로 구성된 단위셀이
256 * 4k개 구비되어 있고, 워드라인(WL)이 각 단위셀을 구성하는 모스트랜지스터의 게이트단으로 연결되고, 비트
라인(BL, /BL)이 워드라인과 교차하면서 단위셀을 구성하는 모스트랜지스터의 드레인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단위
셀을 구성하는 각각의 모스트랜지스터는 소스단이 단위셀을 구성하는 캐패시터의 일측과 각각 연결되고, 캐패시터
의 타측은 셀플레이트 전원(예컨대 접지전원)과 각각 연결되어 있다. 도시되지 않았지만 제2 셀블럭(124b)에서도
제1 셀블럭(124a)과 같은 구성이다.

비트라인 센스앰프부(123b)는 비트라인 센스앰프 인에이블신호(RTO, /S)에 의해 인에이블되어, 비트라인(예컨대
BL0,/BL0)에 인가되는 신호 차이를 증폭하기 위한 비트라인 센스앰프(123b_4)와, 비트라인 센스앰프(123b_4)가
디스에이블일 때에 출력되는 프리차지 인에이블신호(BLEQ')에 인에이블되어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Vblp)으로
비트라인(예컨대 BL0, /BL0)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프리차지부(123b_3)와, 이퀄라이제이션 신호(BLEQ)에 의해
인에이블되어 제1 셀블럭(124a)에 연결된 한쌍의 비트라인(예컨대 BL0,/BL0) 전압레벨을 같게 하기 위한 이퀄라
이제이션부(123b_2)와, 칼럼어드레스에 의해 생성되는 컬럼제어신호(예컨대 CD0)에 의해서 비트라인 센스앰프
(123b_4)에 의해 증폭된 데이터신호를 데이터 라인(DB0, /DB0)으로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출력부(123b_5)와, 비
트라인 센스앰프(123b_4)를 이웃한 셀블럭(124a,124b)과 선택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123b_1,123b_6)를
구비한다.

여기서 비트라인 센스앰프부(123b)에 구비되는 센스앰프의 수는 이웃한 셀블럭에 구비되는 비트라인쌍 수에 따라
정해지고, 센스앰프 연결신호(BISH,BISL)에 의해서 제1 셀블럭(124a) 또는 제2 셀블럭(124b)에 비트라인 센스앰
프부(123b)가 연결된다. 도2의 비트라인쌍(BL1,/BL1)은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비트라인 센스앰프부(도1의 123a
참조)에 구비된 센스앰프에 연결된다.

도3 및 도4는 도1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파형도이다.

이하에서는 도1 내지 도4를 참조하여, 종래 기술에 의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살펴본다.

먼저, 메모리 장치에 입력되는 어드레스를 살펴보면, 어드레스는 크게 뱅크어드레스, 로우어드레스, 컬럼어드레스
로 구분되고, 로우어드레스는 셀블럭어드레스와 로컬어드레스로 구분된다. 뱅크어드레스는 4개의 뱅크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 이며, 셀블럭어드레스는 하나의 세그먼트와 선택된 세그먼트내의 셀블럭을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 신호이다. 로컬어드레스는 셀블럭내에서 하나의 워드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 신호이며, 컬럼어드
레스는 하나의 워드라인에 의해 선택된 4K개의 단위셀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신호이다.

계속해서 메모리 장치의 리드동작에 대해서 살펴본다.

리드명령어(예컨대 RD0)와 그에 대응하여 입력된 뱅크어드레스에 의해서 하나의 뱅크(예컨대 100)가 선택되고, 이
어서 상기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여 입력된 로우어드레스가 선택된 뱅크의 각 세그먼트에 구비된 로우어드레스
디코더부(예컨대 121)로 입력된다.

이어서, 로우어드레스 디코더부(121)에서 입력된 로우어드레스에서 셀블럭어드레스와 로컬어드레스를 감지하고,
감지된 셀블럭어드레스에 의해 뱅크(100)의 한 세그먼트(예컨대 120a)와 세그먼트(120a)내에서 하나의 셀블럭(예
컨대 제1 셀블럭(124a))을 선택한다.

이어서, 제1 셀블럭에 구비된 비트라인쌍(BL,/BL)이 프리차지부(도2의 123b_3 참조)에 의해 프리차지(통상적으로
전원전압의 1/2)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우어드레스 디코더부(121)에서 출력되는 로컬어드레스에 의해서 256개의
워드라인중 하나의 워드라인(예컨대 제1 셀블럭의 WL0)을 활성화시킨다.

이어서 활성화된 워드라인(WL0)에 연결된 4K개의 단위셀에 각각 저장되어 있던 4K개의 데이터가 각각의 비트 라
인(BL0,BL1,...,BL1023*4)에 인가된다. 이 때 도2에 도시된 센스앰프 연결신호(BISH)는 인에이블 상태이고, 센스
앰프 연결신호(BISL)는 디스에이블 상태가 되어 비트라인센스앰프부(123b)는 제1 셀블럭(124a)과 연결된 상태이
다.

이어서 비트라인 센스앰프(123b_4)는 비트라인에 인가된 데이터신호를 감지, 증폭한다.

여기서 제1 셀블럭(124a)의 일측에 구비된 비트라인 센스앰프부(123b)는 짝수번째의 비트라인(BL0,/BL0,BL2,/
BL2,..,BL1022*4,/BL1022*4)에 인가된 데이터신호를 감지 증폭하고, 홀수번째의 비트라인(BL1,/BL1,BL3,/
BL3, ..,BL1023*4, /BL1023*4)에 인가된 데이터신호는 타측에 구비된 비트라인 센스앰프부(123a)에 의해서 감
지,증폭된다. 이렇게 하나의 비트라인 센스앰프부가 셀블럭사이에 구비되어 이웃한 셀블럭과 적절한 타이밍에 연결
또는 분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장치의 고집적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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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컬럼어드레스 디코더부(122)는 상기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여 입력된 컬럼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비
트라인 센스앰프부(123b)의 컬럼선택신호(CD0,CD1,..)(도2의 123b_5 참조)를 출력하고, 비트라인센스앰프
(123b_4)에 의해 증폭이 끝난 4K의 데이터중에서 컬럼선택신호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가 데이터라인(DB,/DB)를
통해 I/O 센스앰프부(도1의 110)로 출력된다.

이어서 I/O 센스앰프(110)는 비교적 긴 데이터 라인으로 인해 줄어들 데이터신호를 한번 더 증폭하여 데이터 입,출
력버퍼(300)로 전달하고, 데이터 입,출력버퍼(300)에서는 각 뱅크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프리패치하여 데이터가
출력될 타이밍에 외부로 출력한다.

한편, 비트라인 센스앰프(123b_4)에 의해 감지, 증폭되어 래치된 4K개의 데이터는 리드명령어(RD0)에 의해 활성
화되었던 워드라인(WL0)에 대응되는 4K개의 단위셀에 재저장하는 동작이 이루어진다.

메모리 장치의 집적도를 위해서 하나의 단위셀을 구성하는 캐패시터는 캐패시턴스를 최대한 작게 수 팸토(f)정도로
제조되고, 이로 인해 하나의 단위셀을 구성하는 캐패시터의 데이터 신호로 저장되는 전하의 양은 매우 작다. 따라서
단위셀의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하가 비트라인에 인가되고, 센스앰프에 의해 증폭된 후에는 다시 증폭된 신호를 가
지고 캐패시터에 재저장하는 동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재저장 동작으로 단위셀을 구성하는 캐패시
터 충전용량의 90% 이상이 충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메모리 장치의 기억소자로 캐패시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충전해주는 리프레쉬 동작이 필요한데,
상기의 재저장 동작을 오래하면 할수록 리프레쉬 동작의 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리프레쉬 동작의 주기를 생
각해서는 충분히 재저장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번의 명령어에 의해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고 나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받아 다른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인 로우사이클 타임 측면에서는 상기의 재저장동작은 작을
수록 고속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저장동작을 충분히 오랫동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점점 더 메모리 장치의 동작이 고속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재저장시간을 점점 더 줄여야 하는데, 데이터 재
저장시간을 줄이게 되면 리프레쉬 동작간격이 줄어드는 등의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도3은 도1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리드 동작에 관한 파형도이다.

도3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제1 리드명령어(RD0)가 메모리 장치에 입력되면, 첫번째 타이밍(t0)에서는 입력된 로우
어드레스를 셀블럭어드레스 및 로컬어드레스로 감지하고, 감지된 셀블럭어드레스 및 로컬어드레스에 대응되는 하
나의 셀블럭 및 워드라인(제1 셀블럭의 워드라인(WL0))이 선택되고, 선택된 워드라인(WL0)이 활성화된다. 이어서
활성화된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4K개의 단위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1 셀블럭에 연결된 비트라인 센스앰프
부(123a,123b)에 의해 감지, 증폭된다.

어어서 두번째 타이밍(t1)에서는 입력된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디코딩된 컬럼선택신호(예컨대 CD0)에 의해 4K개의
데이터중에서 선택된 데이터(D0)를 외부로 출력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활성화된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4K
개의 데이터에 대한 재저장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하나의 리드명령어를 수행하는데 두번의 타이밍(t0,t1)이 필요
하다.

상기의 두구간(t0,t1)이 끝난후에 다시 제2 리드명령어(RD1)가 입력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두 타이밍(t2,t3)동안
한번의 리드동작(RD1)을 수행한다. 도3에 도시된 노멀 로우사이클 타임은 로우어드레스를 입력받아 하나의 워드라
인이 활성화되고, 다음 로우 어드레스에 의한 워드라인이 활성화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어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동작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본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작은 데이터를 리드하는 동작에서 설명한 워드라인이 활성화되어 4K개의 데이터가 비트라인
센스앰프에 의해 감지 증폭되는 과정은 똑같다.

첫번째 타이밍에서 로우어드레스에 의해 하나의 워드라인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하나의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4K
개의 데이터가 비트라인 센스앰프에 의해 감지, 증폭한다.

이어서 두번째 타이밍에서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디코딩된 컬럼선택신호에 의해 해당되는 비트라인 센스앰프에 외
부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교체 저장되고, 이후에 활성화된 워드라인에 해당하는 4K개의 데이터를 재저장하는 동작
이 수행된다.

이 때에 센스앰프에 교체저장된 데이터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큰 신호이기 때문에 다시 감지 증폭할 필요는 없다. 따
라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동작도 도3에 도시된 두 타이밍(t0,t1)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캐패시터를 저장매체로 하는 메모리 장치는 그 특성상 데이터를 리드하던지 또는 라이트하던지, 첫번째로는
단위셀에 있는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타이밍과, 두번째로는 증폭된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거나 외부에서 입력
된 데이터로 교체한 다음, 데이터가 있던 단위셀에 재저장하는 타이밍이 필요한 것이다.

고집적 메모리 장치에서 데이터 저장 매체인 캐패시터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데이터신호에 따라 저장되는 전하의
수가 매우 적게 되고, 이로 인해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하를 감지, 증폭하게 되면 캐패시터에서는 저장된 데이터신호
가 파괴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 재저장동작은 한번의 리드 또는 라이트 명령어 동작후에 데이터를 다시 보
존하기 위해 하는 동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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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나의 명령어에 따라 데이터를 억세스하고 난 후, 바로 다음 명령어를 입력받아 다음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데이터에 대한 재저장동작이 끝난 후에야 다음 데이터에 대한 억세스가 가능한 것이다. 즉,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재저장 시간으로 인해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시간보다 더 많은 시
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실제로 캐피시터를 데이터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메모리 장치에서는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시간은 어드레스를 입력
받아 하나의 워드라인을 선택하여 활성화하거나,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는 시간 보다는 수팸토 정도
의 캐패시터에서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시간과 데이터를 다시 재저장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캐패시터를 데이터 기억매체로 사용하는 메모리 장치를 보다 고속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재저장
시간이 데이터 억세스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보다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스하기 위해 데이터 재재장시간만큼 데이터 억세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뱅크간
인터리브 모드(Interleave Mode)를 사용하는 메모리 장치가 제안되었다.

뱅크간 인터리브 모드를 사용하는 메모리 장치란 일정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뱅크 인터리빙(Bank
Interleaving) 방법을 사용되는데, 한 뱅크에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재저장하는 동안에 이웃한 뱅크에서 데이터가 출
력되어, 외부에서 보면 재저장하는 시간없이 연속적으로 명령어를 입력받아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출력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도4에는 뱅크간 인터리빙 동작을 나타내는 파형도이다.

도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인터리빙 동작시에 메모리 장치는 첫번째 리드명령어(RD0)에 의해 뱅크0의 한 워드라인
(B0의 WL0)이 활성화되고, 다음 구간에 데이터를 출력시키고 재저장하는 한편, 다른 뱅크1에서 리드명령어(RD1)
를 연속적으로 입력받아 한 워드라인(B1의 WL0)을 활성화시키고 데이터(D1)를 출력시킨다. 따라서 인터리빙 모드
로 동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리드명령어(RD0,RD1,RD2)를 입력받아 데이터(D0,D1,D2)를 연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 뱅크에서 데이터를 재저장하는 동안 이웃한 뱅크에서는 명령어를 입력받아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여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재저장하는 시간만큼 데이터 억세스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뱅크간 인터리빙을 동작시
키면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우 사이클 타임을 노멀 로우 사이클 타임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리빙 모드를 사용하는 메모리 장치에서도 동일 뱅크에 연속적으로 억세스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인터리
빙동작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입력되는 명령어에 의해 한 뱅크만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억세스할 때에는 뱅크간 인터리빙 모드로 동작할 수 없게
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 명령어에 의한 데이터 재저장시간이 끝난후에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을 밖에 없는 것이
다.

따라서 뱅크간 인터리빙을 사용하는 메모리 장치라도 입력되는 명령어가 한뱅크의 데이터만을 연속적으로 억세스
하는 패턴인지, 또는 뱅크를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패턴인지에 따라 그 동작속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다.

억세스되는 데이터의 패턴에 따라 메모리 장치의 억세스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메모리 장치를 시스템에 사
용하게 되면 시스템의 동작속도에 차이가 생겨 시스템의 동작신뢰도에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억세스 패턴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고속으로 억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데이터 재저장시간이 데이터 억세스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 및 그의 구동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인터리빙모드로 동작하면서, 한 뱅크내에서 연속적인 데이터 억세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터리빙모
드에 비해 데이터 억세스 속도의 저하없이 고속으로 동작함으로서, 데이터 억세스 패턴에 관계없이 고속으로 데이
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 및 그의 구동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다수개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제1 셀블럭; 다수개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제2
셀블럭; 및 상기 제1 셀블럭에 대해 연속적으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2 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수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단위셀블럭과, 상기 단위셀블럭의 일측에 구비되어 상기 단위셀블럭의
일부 데이터를 감지하여 증폭하기 위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단위셀블럭의 타측에 구비되어 상기
단위셀블럭의 나머지 데이터를 감지하여 증폭하기 위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구비하는 제1 기본셀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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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기본셀블럭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제2 내지 제4 기본셀블럭; 상기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
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서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상기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서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제
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상기 제1 기본셀블럭의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로 연결하거나, 상기 제2 기본셀블럭의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상기 제2 글로벌 비트라인 센스
앰프부와 선택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1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 상기 제3 기본셀블럭의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
프부를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로 연결하거나, 상기 제4 기본셀블럭의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
를 상기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선택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1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 및 제1 글로벌비
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를 재저장 동작에 사용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수의 단위셀을 각각 구비하고, 상기 다수의 단위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감지증폭하기 위한 로컬비
트라인 센스앰프부를 각각 구비하는 다수의 기본셀블럭; 상기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다수의 로컬비트라인 센스
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및 상기 래치된 데이터를 재저장
동작에 사용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N개로 구성된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는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 및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으로부터 억세스되는 데이터를 상기 제1 단위셀블럭 또는 상기
제2 단위셀블럭으로 재저장시키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기 위해 추가의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되는
셀블럭; 상기 (N+1) ×M개의 워드라인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한 워드라인을 예비워드라인으로 할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셀블럭 테이블; 상기 로우어드레스를 입력받아 N개의 단위셀블럭을 선택하기 위한 논리
적 셀블럭어드레스를 감지하고, 이를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여 출력하기 위한 태그블럭; 및 상기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단위셀블럭에서의 한 워드라인
과, 상기 워드라인에 대한 -상기 예비셀블럭 테이블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 정해지는- 예비워드라인을 활성
화시키기 위해 상기 태그블럭과 상기 예비셀블럭 테이블을 제어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M개의 워드라인을 더 가지기 위해 추가의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으로부터 억세스되는 데이터가 상기 제1 단위셀블
럭 또는 제2 단위셀블럭으로 재저장되도록 제어하는 데이터억세스 제어수단; 및 현재 실행되는 제1 명령어에 대응
하는 데이터 억세스 중에, 다음 실행될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셀블럭어드레스 변환동작과 상기 제1 명령어에 대응
하는 비트라인에 대한 강제프리차지동작이 이루어지도록 상기 데이터억세스 제어수단을 제어하는 명령어 제어수단
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수개의 단위셀을 각각 구비하는 제1 및 제2 셀블럭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셀블럭에서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1 단계; 상기 제2 셀블럭에서 상기 제1 데이터를 재저장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제1 셀블럭에서 제2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단계 및 상기 제3
단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
법에 있어서,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에서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1 단계;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2 단위셀블럭으로 상기 제1 데이터를 재저장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제
1 셀블럭에서 제2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단계 및 상기 제3 단계는 실질적으로 동
일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고,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
법에 있어서,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 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의 제1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제1 단계;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되는 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제2 단계; 감지증폭된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되
는 K개의 데이터를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예비워드라인이 구비된 셀블럭으로 이동시켜 재저장하는 제3 단
계;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 제2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제4 단계; 및 상기 제2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K개의 데이
터를 감지증폭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며, 제3 단계 내지 제5 단계의 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이루어지
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고,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상기 M개의 예비워드라인을 가지기 위해 추가의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로우어드레스를 입력받아 N개의 논리적 단위셀
블럭을 선택하기 위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와, 선택된 단위셀블럭에 구비된 M개의 워드라인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로컬어드레스로 감지하는 제1 단계; 상기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N+1개의 물리적 단위셀블럭중 하나를 선
택하기 위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제2 단계; 상기 변환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대응하여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에서 상기 로컬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제1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제3 단계;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되는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4 단계; 상기 제1 데이터를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되는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제2 단위셀블럭으로 이동시켜 재저장하는 제5 단계; 다음명령을 위해 입력된 로컬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상
기 제1 단위셀블럭의 제2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제6 단계; 및 상기 제2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제2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제7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5 단계 내지 상기 제7 단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메모
리 장치의 구동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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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고, 입력되는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
셀블럭에, 추가적으로 상기 M개의 예비워드라인을 가지기 위해 추가의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
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제1 논리적 셀블럭
어드레스를 입력받아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제1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제1 단계; 상기 제1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제1 단위셀블럭에서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2 단계;
상기 제1 데이터를 이동시켜 래치하는 제3 단계;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서 감지증폭된 상기 제1 데이터를 강제프리
차지시키는 제4 단계;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제2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입력받아 제2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로 변환하는 제5 단계; 상기 래치된 제1 데이터를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2 단위셀블럭으로 이
동시켜 재저장하는 제6 단계; 및 상기 제2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제1 단위셀블럭에서 제2 데이터를 감
지증폭하는 제7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6 단계 및 상기 제7 단계는 실질적으로 같은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5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다수개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제1 셀블럭(92)과, 다수개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제2 셀블럭(93)과, 제1 셀블럭(92)에 대해 연속적으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제1 셀블럭(92)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
고, 제2 셀블럭(93)에서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96)를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상기 제1 데이터를 제1 셀블럭(60)으로부터 전달받아 래치(latch)하기 위한 래치부
(91)와, 래치부(91)에 래치된 데이터를 제2 셀블럭(93)으로 전달시키기 위한 신호라인(94)을 더 구비한다.

제1 및 제2 셀블럭(92,93)은 상기 제1 데이터 또는 상기 제2 데이터를 감지증폭하기 위한 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각
각 구비하고, 래치부(91)는 상기 비트라인 센스앰프에서 감지, 증폭되는 데이터를 래치하게 된다.

또한 제1 및 제2 셀블럭(92,93)은 다수 구비된 단위셀과 상기 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각각 연결하기 위한 비트라인을
각각 구비하며, 상기 비트라인 센스앰프와 래치수단(91)간의 데이터 이동은 신호라인(94)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신호라인(94)이 제1 및 제2 셀블럭(92,93)에 구비된 비트라인 센스앰프와 선택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연결
부(95)를 더 구비한다.

도6는 도5에 도시된 메모리장치에서 제1 셀블럭에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억세스되는 경우에 동작타이밍을 나타내
는 도면이고, 도7는 제1 셀블럭과 제2 셀블럭에 교대로 데이터가 억세스되는 되는 경우의 동작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도5 내지 7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살펴보는데, 먼저 도6을 참조하여 제1 셀블럭에 연속
해서 데이터 억세스가 일어날 때의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살펴본다.

도6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명령어(CD0~CD2)( 'CD0~CD2'은 모두 제1 셀블럭(92)에 있는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에 의해 첫번째 타이밍(t0)에 제1 셀블럭(92)에서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
하고, 이어서 두번째 타이밍(t1)에 제2 셀블럭(93)에서 상기 제1 데이터를 재저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 셀블럭
(92)에서 제2 데이터를 감지, 증폭한다.

이어서 세번째 타이밍(t2)에는 제2 셀블럭(93)에서 상기 제2 데이터를 재저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 셀블럭
(92)에서 제3 데이터를 감지 증폭한다. 이어서 네번째 타이밍(t3)에서는 제2 셀블럭(93)에서 상기 제3 데이터를 재
저장하게 된다.

일단 제1 셀블럭에 구비된 비트라인 센스앰프에 의해 데이터가 감지, 증폭되면 래치부(91)로 래치되고, 데이터 재저
장시에는 래치부(91)에 래치된 데이터가 제2 셀블럭로 이동하여 이루어진다. 래치부(91)와 제1 셀블럭(92) 또는 제
2 셀블럭(93)간의 데이터 이동은 신호라인(94)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호라인(94)은 연결부(95)에 의해서 제1 셀
블럭(92) 또는 제2 셀블럭(93)과 선택적으로 연결된다.

계속에서 도7을 참조하여 제1 셀블럭(92)과 제2 셀블럭(93)에 교대로 데이터억세스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 살펴
본다.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명령어(CD0~CD2)에 의해 제1 셀블럭(92)과 제2 셀블럭(93)에서 제1 데이터 내지 제3 데이
터가 교대로 억세스될 때, 첫번째 타이밍(t0)에 제1 셀블럭(92)에서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하고, 이어서 두번째 타
이밍(t1)에 제1 셀블럭(92)에서 상기 제1 데이터를 재저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2 셀블럭(93)에서 제2 데이터를
감지, 증폭한다.

이어서 세번째 타이밍(t2)에는 제2 셀블럭(93)에서 상기 제2 데이터를 재저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 셀블럭
(92)에서 제3 데이터를 감지 증폭한다. 이어서네번째 타이밍(t3)에서는 제1 셀블럭(92)에서 상기 제3 데이터를 재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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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셀블럭에 구비된 비트라인 센스앰프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는 래치부에 래치되고, 데이터 재저장시에는
래치된 데이터가 제1 셀블럭(92) 또는 제2 셀블럭(93)로 이동하여 재저장이 이루어진다. 제1 셀블럭(92)과 제2 셀
블럭(93)에 교대로 데이터 억세스가 일어날 셀때에는 블럭간 인터리빙모드로 동작하게 되는데, 감지 증폭되어 래치
부(91)에 래치된 데이터가 다시 재저장하는 타이밍에 다음 명령어에 의해 억세스되는 데이터가 감지, 증폭되는 것
이다.

입력된 명령어가 리드명령어일 경우에는 감지 증폭되어 래치부(91)에 래치된 데이터가 외부로 출력되고, 라이트명
령어일 경우에는 외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감지 증폭되어 래치된 데이터와 교체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장치를 동작시키면, 데이터 재저장하는 시간이 데이터 억세스시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
아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스 할 수 있게 된다. 캐패시터를 저장매체로 사용하는 메모리 장치에서는 억세스된 데
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시간과 재저장하는 시간이 데이터 억세스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데이터 재저장시간이
데이터 억세스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데이터억세스 시간을 크게 줄일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한 셀블럭에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계속 억세스되거나 셀블럭간에 교대로 데이터가
억세스되거나 동일한 로우사이클 타임을 가지게 되어, 억세스되는 데이터 패턴에 상관없이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
스할 수 있게 된다.

도8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시키고, 다음 명령어의 데이터 감지 증폭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
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8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다수의 단위셀를 구비하는 단위셀블럭(72_1b)과, 단위셀블럭
(72_1b)의 일측에 구비되어 단위셀블럭(72_1b)의 일부 데이터를 감지하여 증폭하기 위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
앰프부(72_1a)와, 단위셀블럭(72_1b)의 타측에 구비되어 단위셀블럭(72_1b)의 나머지 데이터를 감지하여 증폭하
기 위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72_1c)를 구비하는 제1 기본셀블럭(72_1)과, 제1 기본셀블럭(72_1)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제2 내지 제4 기본셀블럭(72_2, 72_3, 72_4)과,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72_1, 72_2, 72_3,
72_4)에 각각 구비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a, 72_2a, 72_3a, 72_4a)에서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
하기 위한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와,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72_1, 72_2, 72_3, 72_4)에 각각 구
비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c, 72_2c, 72_3c, 72_4c)에서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b)와, 제1 기본셀블럭(72_1)의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c)를 제2 글로벌
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로 연결하거나, 제2 기본셀블럭(72_2)의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a)를 제2 글
로벌 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b)와 연결하기 위한 제1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73_1)와, 제3 기본셀블럭(72_3)의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3c)를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b)로 연결하거나, 제4 기본셀블럭
(72_4)의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4a)를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와 연결하기 위한 제1 글로
벌비트라인 연결부(73_2)와,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와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b)에 래치
된 데이터를 재저장 동작에 사용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80)를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제1 기본셀블럭(72_1)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상기 제5 기본셀블럭(72_5)와, 제5 기
본셀블럭(72_5)의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5_5c)를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b)와 연결하기 위한
제3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73_3)를 더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제1 내지 제5 기본셀블럭(72_1, 72_2, 72_3, 72_4, 72_5)에 각각 구비된 제1 로컬
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a, 72_2a, 72_3a, 72_4a, 72_5a)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
스앰프부(71a)와 연결 -제1 내지 제3 글로벌 비트라인 연결부(73_1,73_2,73_3)를 통해서 연결되거나 또는 직접연
결- 하거나, 제1 내지 제5 기본셀블럭(72_1, 72_2, 72_3, 72_4, 72_5)에 각각 구비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
부(72_1c, 72_2c, 72_3c, 72_4c, 72_5c)를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b)와 연결 -상기 제1 내지 제3 글
로벌 비트라인 연결부(73_1,73_2,73_3)를 통해서 연결되거나 또는 직접연결- 하기 위한 글로벌비트라인(74)을 더
구비한다.

또한 제1 내지 제5 기본셀블럭(72_1, 72_2, 72_3, 72_4, 72_5)에 각각 구비된 제1 및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
(72_1a, 72_2a, 72_3a, 72_4a, 72_5a, 72_1c, 72_2c, 72_3c, 72_4c, 72_5c)부는 제1 내지 제3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73_1,73_2,73_3) 중 하나와, 또는 글로벌비트라인(74)과 연결되기 위한 스위치(도9의 A참조)를 각각 구비
한다.

제어부(80)는 제1 내지 제5 기본셀블럭(72_1, 72_2, 72_3, 72_4, 72_5)중에서 선택된 제1 기본셀블럭(72_1)에 연
속적으로 제1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제1 기본셀블럭(72_1)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
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제1 기본셀블럭 이외의 기본셀블럭(예컨대 제2 기본셀블럭
(72_2))에서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한다. 참고적으로 도면부호 'BL,/BL'은 기본셀블럭
의 로컬비트라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제어부(80)는 제1 내지 제5 기본셀블럭(72_1, 72_2, 72_3, 72_4, 72_5)중에서 선택된 제1 기본셀블럭(72_1)
과 제2 기본셀블럭(72_2)에서 제1 데이터와 제2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 될 때, 상기 제1 데이터를 제1 기본셀블럭
(72_1)에 재저장시키고, 상기 재저장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제2 기본셀블럭(72_2)에서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한다.

도9는 도8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셀영역(70)을 보다 자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도9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메모리 장치의 셀영역(70)은 다수의 단위셀을 각각 구비하는 제1 내지 제5 기본셀블럭
(72_1 ~ 72_5)과, 기본셀블럭 영역의 일측과 타측에 각각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와 제2 글로벌비트
라인 센스앰프부(71b)를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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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와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b)는 각각 다수개의 글로벌비트라인 센
스앰프(GSA)를 구비하고 있으며,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에 구비된 하나의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
(예컨대 71a_1)는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구비된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예컨대 71b_1)와 제1 글로
벌비트라인(GBL0,/GBL0)으로 연결된다.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는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래치하는 역할과, 데이터
가 글로벌비트라인을 통하여 이동됨으로서 데이터신호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 다시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
라서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는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와 같은 회로구성으로 구현할 수 있다.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73_1 ~ 73_3)는 글로벌비트라인(74)을 이웃한 2개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과 선택적으
로 연결한다.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73_1 ~ 73_3)는 2의 기본셀블럭마다 하나씩 구비되는데, 도시된 바와 같이
기본셀블럭이 5개일 경우에는 총 3개가 필요하다. 만약 기본셀블럭이 9개인 경우에는 총 5개의 글로벌비트라인 연
결부가 필요하게 된다.

하나의 기본셀블럭(예컨대 72_1)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 제1 및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72_1a,72_1c)와 단
위셀블럭(72_1b)으로 구성되는데, 제1 및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72_1a,72_1c)는 각각 다수의 비트라인 센스
앰프(LSA)를 구비하고 있다.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는 스위치(도9의 A참조)를 통해 글로벌비트라인(74)과
연결되거나 또는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73_1)로 연결된다.

제1 내지 제5 기본셀블럭 제어부(76a ~ 76e)는 각각의 기본셀블럭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가 글로
벌비트라인(74) 또는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73_1,73_2,73_3)와 적절한 타이밍에 연결될 수 있도록 스위치 제어
신호(예컨대 GBIS12)를 출력하거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구비된 스위치를 제어하는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71b)에 연결된 데이터버스(75a,75b)는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
스앰프부(71a,71b)에 래치된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거나 외부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71b)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10은 도9의 도시된 기본셀블럭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회로도로서, 특히 제1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73_1)의 일부
분과, 제1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73_1)와 이웃한 영역의 제1 및 제2 기본셀블럭(72_1,72_2)을 나타낸 것이다.

도10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제1 및 제2 기본셀블럭(72_1,72_2)에 각각 구비된 단위셀블럭(72_1b, 72_2b)에는 각
각 다수의 워드라인(WL0,WL1,...)과, 로컬비트라인(BL0,/BL0,...)과, 각각의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에 대응하여 연
결되는 다수의 모스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를 구비하고 있다.

제1 기본셀블럭(72_1)의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c)는 비트라인센스앰프 인에이블신호(RTO, /S)에 의
해 인에이블되어 로컬비트라인(예컨대 BL0, /BL0)에 인가된 데이터 신호를 감지, 증폭하기 위한 로컬비트라인 센
스앰프(72_1c_3)와,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72_1c_3)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 신호를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
(73_1)를 통해 글로벌비트라인(GBL0,/GBL0)으로 전달하기 위한 로컬비트라인 연결부(72_1c_4)를 구비한다.

또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c)는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72_1c_3)가 디스에이블일 때에 출력되는 프
리차지인에이블신호(BLEQ)에 인에이블되어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Vblp)으로 비트라인(예컨대 BL0, /BL0)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프리차지부(72_1c_2)와, 이퀄라이제이션 신호(BLEQ')에 의해 비트라인(BL0,/BL0)의 전압레
벨을 같게 하기 위한 이퀄라이제이션부(72_1c_1)를 구비한다.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a)는 기본적으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c)와 같은 구성으로, 로컬
비트라인 센스앰프(72_1a_3)와, 로컬비트라인 연결부(72_1a_4)와, 프리차지부(72_1a_2)와, 이퀄라이제이션부
(72_1a_1)를 구비한다. 제1 기본셀블럭(72_1)의 비트라인(BL1,/BL1)에 인가된 데이터신호는 기본셀블럭(72_1b)
의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a)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72_1a_1)에 의해서 감지, 증폭된다.

도10에 도시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c)는 종래의 비트라인 센스앰프부(도2의 123b 참조)와 같은 구
성을 하고 있으나, 컬럼제어신호(CD0,..)에 제어되어 비트라인(BL,/BL)에 인가된 데이터신호를 I/O 센스앰프부로
출력하는 데이터 출력부(도2의 123b_5 참조)가 없다.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에서는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72_1c_3)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신호는 일단 글로벌비트
라인(74)을 통해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71b)로 전달되어 래치되고, 이후에 제1 및 제2 글로
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a,71b)에 래치된 데이터가 I/O 센스앰프부로 출력되기 때문에 로컬 비트라인 센스앰프부
에는 데이터 출력부가 따로 필요없는 것이다.

또한, 제2 기본셀블럭(72_2)의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72_2a)는 로컬비트라인 연결부(72_2a)를 제외하고 나
머지 회로는 도시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회로는 제1 기본셀블럭(72_1)의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72_1c)와
같은 구성을 가진다.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에 구비된 단위셀블럭(예컨대 72_1b)에 1Mega의 단위셀을 구비하게 된다면 256개의 워드
라인(WL0 ~ WL255)과, 4K개의 로컬비트라인쌍(BL0,/BL0 ~ BL1023 ×4, /BL1023 ×4)과, 2K개의 글로벌비트
라인쌍(GBL0, /GBL0 ~ GBL1023 ×2, /GBL1023 ×2)과, 4K개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4 ×1024)를 구비하게
되는 것이다.

로컬비트라인쌍의 갯수가 4K이면 글로벌비트라인쌍의 갯수는 2K개이면되는데, 이는 셀블럭의 일측과 타측에 각각
2K개씩의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구비하고 단위셀블럭의 일측과 타측에 각각 구비된 2K개의 로컬비트라인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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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앰프에 각각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한 워드라인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되어 4K개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에 래
치된 데이터중 2K개의 제1 데이터는 글로벌비트라인의 일측으로 전달되고, 나머지 2K개의 데이터는 글로벌비트라
인의 타측으로 전달되어 제1 및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글로벌비트라인(74)내에서
의 데이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비된 것이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72_1 ~ 71_3)이다.

도11a 내지 도11d는 도8에 도시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와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간의 데이터 이
동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특히 제1 글로벌비트라인(GBL0./GBL0)을 통해 두비트의 데이터가 양측에 구비된 글로벌
비트라인 센스앰프(GSA, 71a_1, 71b_1)로 각각 이동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에서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로 데이터 이동은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
에서 감지증폭된 데이터를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로 래치하기 위한 것이고,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
(GSA)에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로의 데이터이동은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에 래치된 데이터를 기
본셀블럭에 재저장시키기 위해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하 도8 내지 도10과 도11a 내지 도11d를 참조하여 도8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살펴본다.

먼저 메모리 장치에 명령어가 입력되면, 그에 대응하여 입력된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기본셀블럭에 저장된 데이
터가 단위셀에 연결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에 의해 감지 증폭된다. 이어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는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로 이동되어 래치된다.

여기서 데이터는 한 비트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력된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워드라인이 활성
화되면, 활성화되는 워드라인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되는 모든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워드라인
에 1024 ×4 개의 단위셀이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워드라인이 활성화되면 4K개의 단위셀에 각각 연결된 4K개
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에 의해 4K개의 데이터가 감지 증폭되어서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로 이동되어 래치되
는 것이다.

도11a는 제2 기본셀블럭(72_2)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 72_2a_1,72_2c_1)에 의해 감지 증폭된 두비트의
데이터가 글로벌비트라인(GBL0, /GBL0)을 통해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 71a_1,71b_1)로 데이터가 각각
이동되어 래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1a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먼저 제1 명령어에 대응하여 입력된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제2 기본셀블럭(72_2)에
저장된 데이터가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 72_2a_1,72_2c_1)에 의해 감지, 증폭된다. 이어서 제2 기본셀블럭
(72_2)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 72_2a_1, 72_2c_1)에 의해 증폭된 데이터가 글로벌비트라인(GBL0,/
GBL0)를 통해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71a_1, 71b_1)로 이동되어 래치된다.

이어서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에 래치된 제1 데이터는 리드명령어에 대한 억세스동작에서는 출력데이터
로 외부로 출력되고, 라이트명령어에 대한 억세스동작일 경우에는 외부에서 입력된 입력데이터가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에 래치된 제1 데이터를 덮어쓰게 된다.

이어서 다음실행될 제2 명령어에 대응하여 제2 기본셀블럭의 워드라인 하나가 선택되고, 선택된 워드라인에 대응
하는 제2 데이터가 제2 기본셀블럭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에 의해 감지 증폭된다.

한편, 제2 명령어에 대응하여 데이터가 감지 증폭되는 타이밍에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에 래치된 제1 데이
터는 제5 기본셀블럭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로 이동되어 래치되고, 이어서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재저장
동작이 제5 기본셀블럭에서 이루어진다.

도11b는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71a_1,71b_1)에서 제5 기본셀블럭(72_5)으로 글로벌비트라인(GBL,/GBL)을
통해 데이터가 이동되는 것이 도시되어 있다.

도11b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GSA, 71a_1,71b_1)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제5 기본셀
블럭(72_5)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72_5a_1, 72_5c_1)으로 이동되고, 제5 기본셀블럭(72_5)에서 제1 명령어
에 대응하는 재저장동작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재저장동작과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데이터의 감지 증폭 동작은은 실질적으로 동
일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 이는 제1 명령어와 제2 명령어가 연속해서 동일한 제2 기본셀블럭을 억세스하게 되지만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재저장동작은 제2 기본셀블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5 기본셀블럭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하나의 선택된 단위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감지 증폭되면 일단 글
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로 이동되어 래치되고, 래치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행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를 출
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제1 기본셀블럭(72_1)과 제2 기본셀블럭(72_2)에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 될 때에는 제1 기본셀블럭(72_1)에서 제1 데이터를 재저장하는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
에 제2 기본셀블럭(72_2)에서 상기 제2 데이터가 감지 증폭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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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c와 11d는 제4 기본셀블럭에서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여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에 래치시키고, 이어서 글로벌
비트라인 센스앰프에서 제1 기본셀블럭로 데이터가 이동되어 재저장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의 동작은 도
11a 및 도11b에서 설명한 동작과 같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편, 종래에는 메모리 장치의 면적감소를 위해 하나의 로컬센스앰프를 이웃한 셀블럭이 공유해서 사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본 발명은 워드라인 하나의 대응되는 모든 데이터를 감지 증폭할 수 있는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기
본셀블럭의 일측과 타측에 모두 구비하고, 셀블럭 영역의 일측과 타측에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에서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할 수 있는 글로벌 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본셀블럭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와 글로벌 비트라인 센스앰프간의 데이터 이동을 위한 글로벌 비트라인
을 추가로 구비하고, 이웃한 2개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글로벌 비트라인과 선택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글로벌
비트라인 연결부를 2개의 기본셀블럭당 하나씩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메모리 장치보다 셀영역의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셀영역을 구성하게 되면, 하
나의 기본셀블럭에 연속해서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에도 데이터를 다시 원래의 기본셀블럭에 재저장하지 않아도 되
기 때문에 연속해서 다음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어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본셀블럭의 일측과 타측에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구비하게 되는 것은 기본
셀블럭의 구성이 구비된 선택된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데이터(예컨대 4K개의 데이터)중에서 일부 데이터(2K개의
데이터)는 일측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되고, 나머지 데이터(2K개의 데이터)는 타측
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2개의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는 일측과 타측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
터를 각각 이동시켜 래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셀블럭이 하나의 활성화된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모든 데이터가 일측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
에 의해 감지 증폭되는 구조라면 글로벌 비트라인 센스앰프부는 일측에만 구비하면 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글로벌
비트라인 연결부를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도12는 하나의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만을 구비하여 고속으로 데이터 억세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의 블럭구성도이다.

도12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다수의 단위셀을 각각 구비하고, 상기 다수의 단위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감지증폭하기 위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각각 구비하는 다수의 기본셀블럭(62_1,62_2,62_3)와,
기본셀블럭(62_1,62_2,62_3)에 각각 구비된 다수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62_1b,62_2b,62_3b)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62)와, 래치된 데이터를 재저장 동작에 사용되도록 제
어하기 위한 제어부(50)를 구비한다. 도면부호 BL,/BL은 단위셀블럭(61_1a)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을 나타낸다.

또한 다수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62_1b,62_2b,62_3b)는 상기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선택적으로 연
결되기 위한 스위치(도10의 72_1c_4)를 각각 구비한다.

또한 다수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62_1b,62_2b,62_3b)와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62)를 연결하기 위한
글로벌 비트라인(63)을 더 구비한다.

도13은 도12의 기본셀블럭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회로도로서, 특히 제1 기본셀블럭(61_1)의 단위셀블럭(61_1a)과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61_1b)를 나타낸 것이다.

도13에 도시된 회로구성은 도10에 도시된 회로구성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한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모든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61_1b_3)가 일측에 모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비트라인(BL0,/
BL0, ...)과 글로벌비트라인(GBL0./GBL)을 연결하는 글로벌 비트라인 연결부(도10의 73_1)가 따로 필요없다. 이
경우에는 로컬비트라인에 구비된 스위치부(61_1b_4)를 이용하여 로컬비트라인(61_1b_3)을 글로벌비트라인
(GBL0./GBL)을 선택적으로 연결하게 된다.

또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61_1b_3)는 도10에 도시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LSA)와 같은 회로구성을 가지며,
프리차지부(61_1b_2)는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가 디스에이블되었을 때에 비트라인쌍(BL0,/BL0)의 전압레벨을
프리차지전압(Vblp)로 프리차지시키는, 역활을 하고, 이퀄라이제이션부(61_1b_2)는 비트라인쌍(BL0,/BL0)의 전
압을 같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12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은 도8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동작과 유사하므로 자세한 동작설명은 생략한다.

한편, 도12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에서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일측과 타측에 각각 구비할 수도 있는데, 이 경
우에는 일측과 타측에 구비된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는 각각 2K개의 글로벌비트라인과 연결되고, 한 단위셀블
럭에서 감지 증폭되어 로컬비트라인에 센스앰프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는 각각 셀블럭의 일측과 타측에 구비된
2K개씩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로 이동되어 래치된다.

이렇게 셀블럭을 구성하게 되면, 글로벌 비트라인 4개당 하나의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셀블럭의 레이아웃 영역에 따라서 효율적일 수 있으며, 도8에 도시된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는 필요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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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8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에서는 셀블럭에 구비된 글로벌비트라인의 수를 4K로 구성하여, 한 단위셀블럭에
구비된 2K개의 로컬비트라인센스앰프와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각각 글로벌비트라인으로 연결
시키게 되면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가 필요없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장치에서와 같이 데이터를 억세스한 셀블럭이 아닌 다른 셀블럭에 상기의 데이터를 제저
장하는 경우에는 입력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셀블럭외에도 여분의 셀블럭이 필요하게 된다.

도14는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로서, 입력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셀블럭과 데이터 재저장
을 위한 여분의 셀블럭을 가지는 메모리 장치의 블럭구성도이다.

도1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
응하도록 N개로 구성된 단위셀블럭(40_1 ~ 40_n)에, 추가적으로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는 단위셀블럭(40_n+1)
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40)과, N+1개의 단위셀블럭(40_1 ~ 40_n, 40_n+1)중에
서 선택된 하나의 단위셀블럭(예컨대 40_1)으로부터 억세스되는 데이터를 선택된 하나의 단위셀블럭(40_1) 또는
다른 단위셀블럭(예컨대 40_3)으로 재저장시키도록 제어하는 제어부(30)을 구비한다.

제어부(30)는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여 2개의 단위셀블럭이 활성화되도록 제어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N+1개의 단위셀블럭(40_1 ~ 40_n, 40_n+1)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단위셀블럭(예
컨대 40_1)에서 활성화되는 워드라인(WL0)과 다른 단위셀블럭(예컨대 40_3)에서 활성화되는 워드라인(WL0)을
선택하기 위한 각각의 어드레스는 동일 어드레스를 사용한다.

즉, 제어부(30)에 의해 활성화되는 2개의 단위셀블럭에서는 같은 어드레스를 가지는2개의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
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제어부에서 입력된 어드레스에 의해 제1 단위셀블럭(40_1)의 워드라인 'WL0'이 활성화 되면,
제3 단위셀블럭(40_3)에서도 워드라인 'WL0'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제어부(30)는 N+1개의 단위셀블럭(40_1 ~ 40_n, 40_n+1)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40_1)에 대해 연속적으
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제1 단위셀블럭(40_1)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
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N+1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다른 단위셀블럭에서는 상
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하도록 제어한다.

도15는 도14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도14에 도시된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
택된 제1 단위셀블럭에 제1 데이터와 제2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억세스되는 경우에 동작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이
다.

이하 도14 및 도15을 참조하여 도14에 도시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입력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단위셀블럭이 N개라면 하나의 단위셀블럭을 더 구비
하여 총 N+1개의 단위셀블럭을 구비한다. 예를 들어 입력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단위셀블럭이 8개라면 총9개
의 단위셀블럭을 구비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구비되는 단위셀블럭은 동일한 단위셀블럭에 연속해서 데이터 억세스가 일어날 때 이전 명령어에 의해
억세스된 데이터 재저장을 위한 것이다.

도15에서는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제1 단위셀블럭에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억세스되고, 입력되는 어드레스에
의해 워드라인 WL0, WL1이 연속해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도15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먼저 제1 명령어(CD0)에 의해 N+1개의 단위셀블럭 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
(40_1)의 제1 워드라인(WL0)을 활성화시킨다. 이어서, 제1 워드라인(WL0)에 대응되는 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
한다. 이어서 제1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K개의 데이터를 데이터래치부(20)로 이동시켜 래치시킨다. 이어서,
제1 워드라인(WL0)에 대응하여 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한 센스앰프를 강제프리차지시킨다.

이어서 제1 명령어(CD0)가 리드명령어인 경우에는 데이터래치부(20)에 래치된 K개의 데이터중 선택된 하나의 데
이터를 제1 명령어(CD0)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출력시시키고, 제1 명령어(CD))가 라이트명령어인 경우에는 입
력되는 데이터로 데이터래치부(20)에 래치된 K개의 데이터중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를 덮어쓰게 된다.

이어서 제1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예비워드라인으로 지정된 제3 단위셀블럭(40_3)의 워드라인(WL0)을 활성
화시킨다. 이어서 데이터래치부(20)에 래치된 K개의 데이터를 제3 단위셀블럭(40_3)의 워드라인(WL0)에 대응되
는 K개의 단위셀에 재저장한다.

이어서 제2 명령어(CD1)에 대응하여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40_1)에 제2 워드라인(WL1)을 활성화시킨다. 이어서
제2 워드라인(WL1)에 대응하는 K개의 데이터를 감지증폭한다.

여기서 제1 명령어(CD0)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된 K개의 데이터가 재저장 동작과 제2 명령어(CD1)에 의해 K개의
데이터가 감지, 증폭 동작은 실질적으로 같은 타이밍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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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데이터를 억세스 함으로서 이전명령어에 의해 감지, 증폭된 K개의 데이터가 재저장되는 타이밍에 상관없이
다음 명령어에 의해 데이터를 감지, 증폭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재저장시간만큼 데이터억세스 시간을 줄일 수 있
게 된다.

한편 입력되는 명령어에 의해 활성화되는 워드라인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비워드라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비 워드
라인은 총 M개가 지정되며, 하나에 단위셀블럭 구비된 모든 워드라인이 예비워드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
장치의 동작중에 계속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단위셀블럭보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단위셀블
럭을 구비함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제1 단위셀블럭(40_1)의 워드라인(WL0)에 대한 예비워드라인은 제3 단위셀블럭의 워드라인(WL0)이고,
제1 단위셀블럭(40_1)의 워드라인(WL1)에 대한 예비워드라인은 제2 단위셀블럭(40_2)의 워드라인(WL1)으로 지
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서로 다른 단위셀블럭에서 교대로 억세스되는 인터리빙모드로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상기 제1 데이터를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40_1)에서 감지 증폭한 다음 데
이터래치부에 래치시킨다. 이어서 제1 단위셀블럭(40_1)에 제1 데이터를 재저장시키고, 상기 재저장 타이밍과 실
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2 단위셀블럭(40_2)에서 상기 제2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여 상기 데이터래치부에 래치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메모리장치는 데이터가 하나의 셀에 계속해서 억세스되는 경우에는 이전 데이터에 대한 재저장은
지정된 예비워드라인에 대응하는 단위셀에서 수행하고, 데이터가 단위셀에 교대로 억세스되는 경우에는 인터리빙
모드로 동작함으로서, 억세스되는 패턴에 상관없이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입력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단위셀블럭의 수가 N개이고, 실제 단위셀블럭은 N+1개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N개에 대응하여 입력되는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N+1개에 대응하는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변환부
가 필요하다.

또한, 선택된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억세스될 때에 이전 데이터에 대한 재저장을 다른셀블럭
(억세스되는 워드라인에 대해 지정된 예비워드라인이 있는 셀블럭)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성화된 워드라인
에 대한 예비워드라인이 어떤 단위셀블럭에 있는지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저장부가 필요하다.

도16은 본 발명에 의해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한 태그블럭(430)과, 예
비워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예비셀블럭 테이블(410)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블럭구성도이다.

특히 도16은 셀블럭(500)이 9개의 단위셀블럭을 구비하고,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구비된 워드라인이 256개인 경우
를 도시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가 상기와 같이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한다.

도16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각각 256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8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256개의 워드라인을 가지기 위해 추가의 단위셀블럭을 더 포
함하여 9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되는 셀블럭(500)과, 셀블럭에(500) 구비되는 (8+1) ×256개의 워드라인 중에
서, 적어도 어느 한 워드라인을 예비워드라인으로 할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셀블럭 테이블
(410)과, 상기 로우어드레스를 입력받아 N개의 단위셀블럭을 선택하기 위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감지하고,
이를 상기 9개의 단위셀블럭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여 출력하기 위한 태그블럭
(430)과, 상기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단위셀블럭에서의 한 워드라인과, 상기 워드라인에 대한 -상
기 예비셀블럭 테이블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 정해지는- 예비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기 태그블럭과
상기 예비셀블럭 테이블을 제어하는 제어부(420)을 구비한다.

또한 제어부(420)는 상기 9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연속적으로 제1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데이터에 대한 재저장동작은 상기 제2 데이터를 억세스하기 위해 활성화된 워드라인에 대응
하여 지정된 예비워드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어한다.

또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에 입력되는 어드레스에는 8 ×256개의 워드라인에 대응하며, 추가의 단위셀블럭의 구
비되는 워드라인의 수만큼인 256개를 예비워드라인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예비워드라인은 한 단위셀블럭에 있는
256개의 워드라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메모리 장치가 동작중에서 계속해서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에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는 8개의 단위셀블럭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논리적셀블럭
어드레스와, 선택된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구비된 256개의 워드라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로컬어드레스를 포함
한다.

또한 셀블럭(500)에 구비되는 9개의 단위셀블럭은 억세스되는 데이터를 감지증폭하기 위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
프(미도시, 도8참조)를 각각 구비하며, 셀블럭(500)은 상기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에서 감지증폭되는 데이터를 래
치하기 위한 데이터래치부(450)를 더 구비한다.

도17은 도16에 도시된 태그블럭(430)을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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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7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태그블럭(430)은 9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256개의 워드라인이 어떤 논리적 셀
블럭에 대응되는 것인지를 각각 저장하고 있는 9개의 단위태그테이블(432a~432i)와, 입력되는 논리적셀블럭어드
레스(Cur_LBA)와, 입력되는 로컬어드레스(Cur_RA)에 대응되어 상기 9개의 단위태그테이블(432a~432i)에서 출
력되는 정보 -상기 로컬어드레스(Cur_RA)에 의해 선택된 워드라인이 어떤 논리적셀블럭에 관한 것에 관한 9개의
데이터 정보- 와 각각 비교하기 위한 9개의 비교부(433a~433i)와, 9개의 비교부(433a~433i)에서 비교한 정보를
인코딩하여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PBA)를 출력하기 위한 인코더(434)와, 9개의 단위태그테이블
(432a~432i)과, 9개의 비교부(433a~433i)와 인코더(434)를 제어하기 위한 테그제어부(436)를 구비한다.

태그블럭(430)은 예비셀블럭 테이블(420)에서 출력되는 정보(Extra_BA) -로컬어드레스(Cur_RA)에 대응하는 워
드라인의 예비워드라인이 9개의 단위셀블럭(500)중에서 어떤 단위셀블럭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 를 디코딩하여, 9
개의 단위태그테이블(432a~432i)중에서 하나의 단위태그테이블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셀블럭어드레
스 디코더부(431)를 더 구비한다. 또한 현재 동작클럭(CK)의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PBA)를 한클럭 지연시
켜 이전 클럭의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Pre_PBA)를 출력하기 위한 태그지연부(435)을 구비한다.

여기서 각각의 단위태그테이블(432a~432i)은 256개의 레지스터를 구비하고,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가 8개이므로
각각의 레지스터는 3비트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제1 단위태그테이블(432a)는 제1 단위셀블럭에 구비된 256개의
워드라인이 어떤 논리적셀블럭에 대한 것인지를 저장하고 있고, 제2 단위태그테이블(432b)는 제2 단위셀블럭에 구
비된 256개의 워드라인이 각각 어떤 논리적셀블럭에 대한 것인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태그메모리(432a~432i)에서 제1 레지스터(0)는 워드라인'WL0'의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저장하
고 제2 레지스터(1)는 워드라인'WL1'의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제256 레지스터(255)는 워드라인
'WL255'의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저장한다.

예컨대 도17에 도시된 제1 단위태그테이블(432a)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제1 단위셀블럭의 워드라인(WL0)(제1 레
지스터'0'참조)에 대응하여 저장된 데이터는 제2 논리적 단위셀블럭의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데이터이고, 제1
단위셀블럭의 워드라인(WL255)(제255 레지스터 '255'참조)에 대응하여 저장된 데이터는 제7 논리적 단위셀블럭
의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데이터인 것이다.

태그제어부(436)는 셀블럭어드레스 디코더부(431)의 출력 -선택된 워드라인에 대한 예비 워드라인이 어떤 물리적
셀블럭에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에 의해 선택된 단위태그테이블의 상기 워드라인에 의해 대응되는 레지스
터에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LBA) 정보를 저장하도록 9개의 단위태그테이블(432a~432i)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입력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LBA)와 로컬어드레스(Cur_RA)가 각각 제3 단위셀블럭과 워
드라인 'WL1'을 선택하고, 선택된 워드라인(WL1)에 대응하는 예비워드라인이 제1 단위셀블럭의 'WL1'로 지정된
경우에, 태그제어부(436)의 제어에 의해서 제1 단위태그테이블(432a)의 두번째 레지스터(1)에 논리적 셀블럭어드
레스(Cur_LBA:3)을 저장되는 것이다.

도18은 도16의 예비셀블럭 테이블(410)의 블럭구성도이다.

도18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예비셀블럭 테이블(410)은 256개의 예비워드라인이 9개의 물리적 단위셀블럭중에서
어떤 단위셀블럭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256개의 레지스터(411)를 구비한다.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총 256개의 워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256개의 워드라인(WL)에 대한 예비워드라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예비셀블
럭 테이블(410)에는 256개의 레지스터가 있고, 각각의 레지스터는 9개의 단위셀블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4비트로 구현된다.

예비셀블럭 테이블(410)에 저장된 내용을 살펴보면, 워드라인(WL0)의 예비워드라인은 제2 단위셀블럭의 워드라
인 'WL0'이라는 것이고(제1 레지스터'0' 참조), 워드라인(WL3)의 예비워드라인은 제4 단위셀블럭의 워드라인
'WL3' 이라는 뜻이다(제4 레지스터'3' 참조). 메모리 장치의 동작중에 레지스터(411)에 저장된 내용은 계속 업데이
트되며, 업데이트 될 때마다 256개의 예비워드라인에 대한 정보는 계속 바뀌는 것이다.

또한, 예비셀블럭 테이블(410)은 현재의 로컬어드레스(Cur_LA)를 입력받아 현재 실행되고 있는 로컬어드레스
(Cur_LA)에 대한 예비워드라인이 어떤 단위셀블럭에 지정되었는 지를 알려주는 신호(Extra_BA)를 태그블럭(430)
으로 출력하고, 이전 단계의 로컬어드레스(Pre_RA)와, 이전단계의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Pre_PBA)를 입력받아
예비블럭 업데이터 신호(EBT_UPDATE)에 응답하여 레지스터(411)을 업데이터한다.

도19는 도16에 도시된 제어부(420)의 일부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19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제어부(420)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명령어(Ext_CMD)/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Ext_BA)/로컬어드레스(Ext_RA)를 입력받아 현재 동작클럭에서의 명령어(Cur_CMD)/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Cur_LBA)/로컬어드레스(Cur_RA)와, 이전 동작클럭에서의 명령어(Pre_CMD)/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Pre_LBA)/로컬어드레스(Pre_RA)를 출력하기 위한 신호입력부(421)를 구비한다.

또한 제어부(420)는 현재 클럭에서의 실행 명령어(Cur_CMD)/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LBA)/로우어드레스
(Cur_RA)와, 이전 클럭에서의 실행 명령어(Pre_CMD)/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Pre_LBA)/로우어드레스(Pre_RA)
를 입력받는 어드레스 변환제어부(422)를 구비하는데, 어드레스 변한 제어부(422)에서 출력되는 예비셀블럭 업데
이터 신호(EBT_UPDATE)는 이전 클럭과 현재클럭에 억세스할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PBA, Pre_PBA(이
신호는 제어부(422)내부에서 생성된다)가 같을 경우, 예비셀블럭 테이블(410)에 저장된 내용을 업데이터하기 위한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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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차지 액티브신호(pc_act[0:8])는 입력되는 명령어에 대응하는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한 신호
이다.

또한 내부 재저장신호(intW[0:8])는 이전 클럭과 현재클럭에 억세스할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Cur_PBA,Pre_PBA(이 신호는 제어부(422)내에서 생성된다))가 같을 경우, 현재 실행되는 명령어에 의해 선택된
단위셀블럭에서 억세스되어 데이터래치부에 래치된 데이터를 예비 워드라인이 지정된 단위셀블럭으로 이동시켜 재
저장하도록 하는 신호이다.

클럭지연부(422_1)는 내부 재저장신호(intW[0:8])를 프리차지 액티브신호(pc_act[0:8])에 비해 한클럭 지연되어
출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먼저 프리차지 신호(pc_act[0:8])를 이용하여 단위셀블럭을 선택하고, 선택된 단위셀
블럭중 하나의 워드라인을 선택하고, 선택된 워드라인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감지 증폭한 다음, 내부 재저장신호
(intW[0:8])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재저장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명령어 취소신호(CMD_KILL)는 연속해서 동일한 셀블럭의 동일 워드라인을 억세스할려고 할 때에는 뒤에 실
행되는 명령어의 동작을 중지시키기 위한 신호이다. 이는 연속해서 같은 셀블럭의 같은 워드라인을 억세스하는 경
우에, 앞 명령어에 대해 태그블럭(430)에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대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터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그 정보를 읽게되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나중의 명령어에 관
한 동작을 취소시키고, 이전의 데이터를 그대로 억세스하면 되는 것이다.

도20은 도17에 도시된 9개의 단위태그테이블(432a~432i)의 일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고, 도21는 도18에 도시된
예비셀블럭테이블(410)의 일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단위태그테이블(예컨대 432a)은 통상적인 메모리 장치의 단위셀블럭에 사용되는
단위셀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데, 각각의 레지스터는 8개의 단위셀블럭에 대응하는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저장하기 때문에 3비트씩이 필요하고,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256개의 워드라인이 구비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태그
메모리는 256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테그블럭에 필요한 메모리의 총크기는 256 ×3 ×9 비트가 된
다.

한편, 예비셀블럭 테이블(410)도 도20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단위셀블럭의 단위셀 구조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으
나, 예비블럭테이블(410)은 한 클럭내에서 정보를 읽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하기 때문에 도21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고속억세스가 가능한 스태택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셀블럭 테이블은 256개의 예비워드라인을 지정하기 위해 256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하면, 하나의 레지스터는 9
개의 단위셀블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4비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비셀블럭에 필요한 메모리의 총
크기는 256 ×4비트가 된다.

도22은 본 발명에 의한 메모리 장치의 동작타이밍도로서, 특히 태그관련 블럭의 동작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도16 내지 도22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은 한 타이밍(t0,t1,...)에 하나의 명령어를 입력받으며, 한 명령어가 실행되기 위
해서는 2개의 타이밍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1 명령어(CD0)에 따른 동작은 첫번째 타이밍과 두번째 타이밍
(t0,t1) 동안 실행되는 것이다. 한번의 타이밍(t0,t1,...)에는 각각 테그관련 블럭(410,430등)이 동작하는 구간
(a0,a1,..)과 셀블럭(500)이 동작하는 구간(b0,b1,...)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 각각의 구간별로 메모리 장치가 수행

하는 동작을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첫번째 타이밍(t0)에서의 태그관련 블럭이 동작하는 구간(a0구간)을 살펴본다.

a0구간의 첫번째 구간인 a0-1구간에서는 제1 명령어(CD0)에 대응하여 로우어드레스(Row Address)가 입력되면,

제어부(420)에서는 로우어드레스를 셀블럭(500)에 구비된 8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와, 한 단위셀블럭에 구비된 256개의 워드라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로컬어드레스로 분리하여
입력받는다.(a0-1구간)

이어서 a0-2구간에서는 태그블럭(430)에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LBA)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9개의 물리적

셀블럭중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PBA)로 변환한다.(a0-2구간)

태그블럭(430)에서의 어드레스 변환과정(a0-2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9개의 단위태그테이블(432a~432i)

에서는 현재 실행되는 명령에 따른 로컬어드레스(Cur_RA)에 대응하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9개의 논리적 셀블럭어
드레스를 비교부(433a~433i)로 출력한다. 예를 들어 로컬어드레스(Cur_RA)가 '1'이면, 제1 단위태그테이블(432a)
에서는 제2 레지스터(1)에 저장된 논리적셀블럭어드레스 '2'를 출력하고, 제2 단위태그테이블(432b)는 제2 레지스
터(1)에 저장된 논리적셀블럭어드레스 '1'을 비교부(433a,433b)로 각각 출력하는 것이다.

이어서 9개의 비교부(433a~433i)에서는 현재 실행되는 명령에 따른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LBA)와 9개의
단위태그테이블(432a~432i)에서 출력되는 9개의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각각 일치하는지를 비교한다. 예를 들
어 로컬어드레스(Cur_RA)이 '1'이고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LBA)가 '2'라면, 비교부(433a)에서 현재 실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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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령에 따른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LBA) '2'와 단위태그테이블(432a)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2'가 일치되
는 것이다.

이어서 셀블럭어드레스 인코더부(434)에서는 9개의 비교부(433a~433i)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인코딩하여 현재 실
행명령의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PBA)를 출력한다.

이어서 태그지연부(435)에서는 클럭신호를 입력받아 현재 실행명령에 따른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PBA)를
한클럭 지연시킨 이전명령의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Pre_PBA)를 출력하는 것이다.

한편, 계속해서 a0-3구간에 대해 살펴보면, 예비블럭테이블(410)에서 현재 입력된 로컬어드레스(Cur_RA)에 해당

되는 워드라인(예컨대 WL0)의 예비워드라인이 어떤 단위셀블럭에 있는지 감지하여 예비워드라인이 있는 셀블럭어
드레스(Extra_BA)를 제어부(420)와 태그블럭(430)으로 출력한다.

예를 들면, 로컬어드레스가 '1'인 경우에는 워드라인은 'WL1'이 선택되어 활성화될 것이고, 예비워드라인은 예비셀
블럭의 테이블(410)의 제2 레지스터(1)의 저장된 정보 '3'에 의해 제4 단위셀블럭의 워드라인 'WL1'이 지정되는 것
이다.

즉, 예비셀블럭(410)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정보는 현재 실행명령어에 의해 활성화된 워드라인에 대한 예비워드라
인이 어떤 단위셀블럭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이다.

이어서 태그블럭(430)의 셀블럭어드레스 디코더부(431)는 예비셀블럭 테이블(410)에서 출력되며, 현재 실행명령
에 의해 활성화되는 워드라인에 대한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되어 있는 셀블럭어드레스(Extra_BA)를 입력받아서 디
코딩하여 단위태그테이블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서 선택된 단위태그테이블에 현재 실행명령어에 의한 논리적 셀블
럭어드레스(Cur_LBA)를 현재 실행 명령어에 대응하는 로컬어드레스(Cur_RA)에 따라 선택된 레지스터에 저장시
킨다.

예를 들어 셀블럭어드레스 디코더부에 의해 제2 단위태그테이블(432b)이 선택되고, 현재 실행명령에 의한 로컬어
드레스(Cur_RA)가 '2'이며,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LBA)가 '1'이라면 제2 단위태그테이블(432b)의 제2 레지
스터(1)에 2가 저장되는 것이다. (a0-3구간)

이어서 a0-4구간에서 제1 명령어(CD0)에 의해 선택된 단위셀블럭이 이전 명령어에 의해 선택된 단위셀블럭과 동

일 단위셀블럭인 지를 비교하고, 그 결과에 의해 예비셀블럭 테이블(410)을 업데이트한다.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은
두번째 타이밍의 a1-4구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a0-4구간)

계속해서, 첫번째 타이밍(t0)에서 제1 명령어(CD0)에 따라 셀블럭(500)이 동작하는 구간(b0구간)을 살펴본다.

b0-1구간에서는 변환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PBA)에 대응하여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에서 로컬어드레스

에 대응하는 제1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킨다.(b0-1구간)

이어서, b0-2구간에서 제1 워드라인에 대응되는 K개의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한다.(b0-2구간)

이어서 b0-3구간에서 제2 워드라인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된 K개의 데이터를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시킨

다.(b0-3구간) 첫번째 타이밍(t0)에서는 캐패시터를 단위메모리 소자로 사용하는 메모리 장치의 특성상 선택된 워

드라인에 대응하는 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동작(b0-2)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제1 명령어(CD0)가 리드명령어인 경우는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된 K개의 데이터중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를 제2 명령어(CD1)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출력하고, 제2 명령어(CD1)가 라이트명령어인 경우
에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로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된 K개의 데이터중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데이
터를 덮어쓰게 된다.

여기서 제1 명령어(CD0)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가 실제로 메모리 외부로 출력되는 구간은 두번째 타이밍(t1)동안
이다.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4K개의 데이터가 감지, 증폭이 완료되어 데이터래치부에 래치되기 전까지는 제1 명
령어(CD0)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를 출력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두번째 타이밍(t1)에서 태그관련 블럭이 동작하는 구간(a1구간)을 살펴본다. 두번째 타이밍(t1)에서 다음

에 실행될 제2 명령어(CD1)가 입력된다.

a1-1구간에서는 제2 명령어(CD1)에 대응하여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를 입력되어 로컬어드레스와 논리적 셀블럭

어드레스로 분리된다.(a1-1구간)

이어서 a1-2구간에서는 태그블럭(430)에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Cur_LBA)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Cur_PBA)로 변환한다.(a1-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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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a1-3구간에서는 예비블럭테이블(410)에서 제2 명령어(CD1)에 의해 입력된 로컬어드레스(Cur_RA)에 해당

되는 제2 워드라인(예컨대 WL3)의 예비워드라인이 어떤단위셀블럭에 있는지 감지하여 예비워드라인이 있는 셀블
럭어드레스(Extra_BA)를 제어부(420)와 태그블럭(430)으로 출력한다. 이어서 제2 워드라인(WL3)의 예비워드라
인에 의해 선택된 단위태그테이블의 레지스터에 제2 명령어(CD1)에 의해 입력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Cur_LBA)를 업데이트한다.

예를 들어 제2 명령어(CD1)에 의한 로컬어드레스가 '3'이라면, 제2 워드라인으로 'WL3'이 선택될 것이다. 제2 명령
어(CD1)에 의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가 '4'이고, 제2 워드라인 'WL3'에 대한 예비워드라인이 제2 단위셀블럭의
'WL3'으로 지정되었다면 이 구간에서 단위태그테이블(432b)의 제4 레지스터(3)에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4'이 저
장되는 것이다.(a1-3구간)

이어서 a1-4구간에서 제2 명령어(CD1)에 의해 선택된 단위셀블럭이 이전 명령어인 제1 명령어(CD0)에 의해 선택

된 단위셀블럭과 동일 단위셀블럭인 지를 비교한다.

비교한 결과 제1 명령어(CD0) 및 제2 명령어(CD1)에 의해 연속해서 같은 단위셀블럭을 억세스하게 된다면, 제1 명
령어(CD0)에 의해 선택된 제1 워드라인의 예비워드라인을 제1 명령어(CD0)에 의해 입력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
스가 저장되어 있던 단위셀블럭의 제1 워드라인으로 교체한다. 여기서 예비워드라인의 교체는 예비셀 테이블에 저
장된 정보를 업데이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연속적으로 같은 물리적 셀블럭을 억세스하기
때문에 제1 명령어(CD0)에 대응하는 재저장동작을 제1 워드라인에 대응하여 지정된 예비워드라인에서 수행하기
위함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2 명령어(CD1)가 입력되는 순간에는 제1 명령어(CD0)에 대응하는 워드라인 'WL1'의 예비워드라인이
제4 단위셀블럭의 워드라인 'WL1'이었는데, 업데이터후에는 워드라인 'WL1'의 예비워드라인이 제1 단위셀블럭의
'WL1'이 되는 것이다. 즉, 예비셀블럭 테이블(410)의 제2 레지스터(1)에는 '3'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업데이터 이후
에는 제2 레지스터(1)에 '0'이 저장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제1 명령어(CD0)에 의해 선택된 제1 워드라인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되어 단위셀블럭의 비트
라인 센스앰프와 비트라인에 인가된 K개의 제1 데이터를 강제프리차지시켜 제거한다. 여기서 제1 워드라인에 대응
하는 K개의 제1 데이터는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 되어있기 때문에 단위셀블럭의 비트라인 센스앰프에 저장된
K개의 제1 데이터는 강제 프리차기하여 제거하여도 상관없다. 강제프리차지 하는 이유는 제1 명령어에 의해 억세
스된 단위셀블럭에 제2 명령어(CD1)에 의한 제2 워드라인을 바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a1-4구간)

계속해서 두번째 타이밍(t1)에서 셀블럭(500)이 동작하는 구간(b1구간)을 살펴본다.

b1-1구간에서 제2 명령어(CD1)에 의해 입력된 로컬어드레스에 의해서 선택된 제2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이 때 제1 명령어(CD0)에 의해 a0-3구간에서 선택된 제1 워드라인에 대한 예비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킨다.(b1-1구

간)

이어서 b1-2구간에서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되어있던 K개의 제1 데이터를 활성화된 제1 워드라인의 예비워드

라인에 대응되는 K개의 단위셀에 재저장시킨다. 또한 활성화된 제2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
폭한다.(b1-2구간)

이어서 b1-3구간에서 제2 워드라인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된 K개의 데이터를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시킨다. 제

2 명령어(CD1)가 리드명령어인 경우는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된 K개의 데이터중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를 제2 명령어(CD1)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출력하고, 제2 명령어(CD1)가 라이트명령어인 경우에는 외
부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로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된 K개의 데이터중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를 덮
어쓰게 된다.(b1-3구간)

두번째 타이밍(t1)에서도 캐패시터를 단위메모리 소자로 사용하는 메모리 장치의 특성상 제1 명령어(CD0)에 따른
제1 데이터를 재저장하는 시간과 제2 명령어(CD1)에 따른 제1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 단위셀블럭에 제1 및 제2 데이터가 연속해서 억세스되면 제1 데이터
에 관한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제2 데이터에 관한 억세스 동작을 수행하고, 제1 데이터에 관한 재저장동작은
준비된 예비워드라인에 의해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데이터 재저장하는 시간만큼 데이터를 고속
으로 억세스할 수 있다.

계속해서 9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및 제2 단위셀블럭에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 되
는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제1 데이터를 상기 9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에서 감지 증폭한 다음 데이터래치부(450)
에 래치시킨다. 이어서 제1 단위셀블럭에 제1 데이터를 재저장시키고, 상기 재저장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
이밍에 9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2 단위셀블럭에서 제2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여 상기 데이터래치부에 래
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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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메모리장치는 데이터가 하나의 셀에 계속해서 억세스되는 경우에는 이전 데이터에 대한 재저장은
지정된 예비워드라인에 대응하는 단위셀에서 수행하고, 데이터가 단위셀에 교대로 억세스되는 경우에는 인터리빙
모드로 동작함으로서, 억세스되는 패턴에 상관없이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22에 도시된 구간에 대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메모리 장치에서는
구현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의 동작 특성에 따라 동작하는 구간이 서로 시간적으로 겹칠수 있다. 예를 들어 a1-4구간

에서 태그관련 블럭에서는 제1 명령어와 제2 명령어에서 억세스하는 단위셀블럭을 비교하고 비교한 결과에 따라
예비셀블럭 테이블을 업데이터하는 한편 셀영역에서는 워드라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도23은 테그관련 블럭에 대한 동작타이밍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그관련 블럭에 관한 동작 타이밍을 로컬어드레스를 입력받아 예비워드라인을 먼저 감
지해 내고(A), 태그블럭(430)에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고(B), 이어서 현재
실행중인 명령어에 따라 억세스되는 단위셀블럭과 이전 명령어에 따라 억세스되는 단위셀블럭이 동일한지 비교(B)
하고, 비교한 결과에 따라서 예비셀블럭을 업데이터(G)하도록 메모리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도시된 바
와 같이 예비셀블럭을 업데이터(G)하는 동안 셀블럭에서는 선택된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도24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현한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다수의 뱅크를 구비하고 있는데, 각각의 뱅크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24에는 하나의 뱅크(1000)만을 도시하였다. 또한 도24에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블럭
만을 도시한 것이다.

도2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하나의 뱅크(1000)에는 총 8개의 세그먼트(1100a ~ 1100h)로 구성되고, 세그먼트
(1100a ~ 1100h)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여 데이터 입,출력버퍼(3000)로 전달하거나, 데이터 입,출
력버퍼(300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세그먼트(1100a ~ 1100h)로 전달하기 위한 I/O 센스앰프부(1200, 1300)를
구비한다.

또한, 세그먼트(1100a)는 제어부(400)에서 출력되는 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셀영역(500)으로 출력하기 위한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부(800)와, 컬럼어드레스를 입력받아 셀영역(500)으로 출력하기 위한 컬럼어드레스 디코더부
(900)를 구비한다.

도24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는 용량이 256Mb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4개의 뱅크로 구성되는 경우 하나의 뱅크
에는 64Mb의 단위셀이 구성되며, 총 8개의 세그먼트가 하나의 뱅크를 구성하고, 하나의 세그먼트는 8Mb로 구성된
다.

세그먼트마다 구비되는 셀블럭(500)은 9개의 단위셀블럭(510~590)으로 구성되고, 하나의 단위셀블럭은 256개의
워드라인과 4K(4 × 1024)개의 비트라인을 구비하고, 256 ×4K개의 단위셀을 구비한다.

제어부(400)는 9개의 단위셀블럭(510~590)에 대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한 태그블럭(430)과, 256개의 예비 워드라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셀블럭 테이블(410)과, 태그블럭(430)
및 예비셀블럭 테이블(410)을 제어하기 위한 태그제어부(420)을 구비한다.

셀블럭(500)에서는 입력되는 셀블럭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단위셀블럭보다 하나를 더 구비하기 때문에, 입력되는 셀
블럭어드레스는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인식하고, 제어부(400)의 태그블럭(430)에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동작이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제어부(400)에서는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의
해 선택된 하나의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예비워드라인이 어떤 단위셀블럭에 지정되었는지를 찾는 동작을 수행한다.

또한 셀블럭(500)에 구비된 9개의 단위셀블럭(예를 들어 510)은 각각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510a, 510c)를 구
비하는데, 하나의 단위셀블럭은 선택된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K개의 데이터중 일부는 일측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510a)에서 감지 증폭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타측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510c)에서 감지
증폭하는 구조로 구성된다.(도10 참조)

또한 셀블럭(400)은 9개의 단위셀블럭(510~590)중 선택된 하나의 단위셀블럭에서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
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와, 제1 및 제2 글로
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와 9개의 단위셀블럭(510~590)간의 데이터 이동을 위한 글로벌비트라인(720)
과, 글로벌비트라인(720)과 9개의 단위셀블럭(510~590)을 연결하기 위한 5개의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
(610~650)를 구비하고 있다.(도9 참조)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는 기본적으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와 센스앰프를 구비하여,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래치하고, 글로벌비트라인을 통해 전달됨으로서 감소되는 데이
터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도25는 서로 다른 단위셀블럭으로 데이터를 교대로 억세스할 경우, 인터리브 모드에서의 동작을 보여주는 파형도이
다. 도26은 하나의 단위셀블럭에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리드할 때의 동작을 보여주는 파형도이며, 도27은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라이트할 때의 동작을 보여주는 파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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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25를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인터리브 모드에서의 리드동작을 살펴본다.

하나의 명령어에 대응하여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는 뱅크 및 세그먼트와, 한 세그먼트내에서 하나의 단위셀블럭을
지정하기 위한 셀블럭어드레스와, 선택된 셀블럭내에서 하나의 워드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로컬어드레스를 포함한
다. 또한 한 단위셀블럭에 구비된 4K개의 비트라인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컬럼어드레스도 명령어에 대응하여 입
력된다.

첫번째 타이밍(t0)에서, 제1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는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
환하고, 변환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의해 제1 단위셀블럭(BL0)이 선택된다.

이어서 제1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는 로컬어드레스에 의해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0)이 활성화
된다. 활성화된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4K개의 단위셀에 저장된 4K개의 데이터가 제1 단위셀블럭(BL0)에 구
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510a,510c)에 의해 감지, 증폭된다.

감지 증폭된 4K개의 데이터는 글로벌비트라인(720)을 통해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로 이
동되어 래치된다. 이어서,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중에서, 제1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는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D0)가 I/O센스앰프부(1200)로 출력된
다. 여기서 실제 데이터(D0)가 메모리 장치 외부로 출력되는 타이밍은 두번째 타이밍(t1)이다.

이어서 두번째 타이밍(t1)에서 제1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여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
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는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4K개의 단위셀로 이동되어 재저
장된다.

한편, 제1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에, 제2 리드명령어(RD1)에 대
응하여 선택된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0)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4K개
의 데이터가 제2 단위셀블럭(BL1)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520a,520c)에 의해 감지, 증폭된다.

이어서, 제2 리드명령어(RD1)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된 4K개의 데이터는 글로벌비트라인(720)을 통해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로 이동되어 래치된다.

이어서,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중에서, 제2 리드명령어(RD1)
에 대응하는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D1)가 I/O센스앰프부(1200)로 출력된다. 여기서 실제 데
이터(D1)가 메모리 장치 외부로 출력되는 타이밍은 세번째 타이밍(t2)이다.

이어서 세번째 타이밍(t2)에서 제2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여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
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는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4K개의 단위셀로 이동되어 재저
장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제1 단위셀블럭(BL0)과 제2 기본셀블럭(BL1)에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
될 때에는 하나의 단위셀블럭에서 데이터를 재저장하는 동안 다른 단위셀블럭에서는 감지, 증폭동작을 수행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이 단위셀블럭간 교대로 데이터가 리드될 때에는 인터리빙 모드로 동작함으로 데이터 재저장시간만큼 데이
터 리드시간을 줄일 수 있어 고속으로 데이터억세스가 가능해진다. 도25에 도시된 단위셀블럭간 인터리빙에 의한
로우사이클 타임은 한번의 명령어 입력으로 워드라인이 활성화된고 난후, 다음명령어에 대응하는 워드라인이 활성
화되는 시간을 말한다.

또한 단위셀블럭간에 교대로 데이터가 라이트되는 동작은,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에 래
치된 4K개의 데이터중에서 라이트명령어에 대응하여 선택된 데이터를 라이트명령어에 대응하여 입력된 입력데이
터로 덮어쓰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리드때의 동작과 같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어서 도26을 참조하여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리드할 때의 동작을 살펴본다.

도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총 8번의 리드명령어(RD0~RD7)가 입력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각의 리드명령어에 표
시된 괄호안의 내용은 데이터가 리드될 단위셀블럭의 워드라인을 나타낸다. 8번의 리드명령어(RD0~RD7)에 대응
하는 워드라인의 예비워드라인은 제2 단위셀블럭(BL1)에 있는 것을 가정한다.

첫번째 타이밍(t0)에서, 입력된 제1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는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
스로 변환한다. 각 타이밍에서 빗금친부분이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구간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어드레스 변환된 물리적셀블럭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되는 단위셀블럭은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에 의해 선택되는 단위셀블럭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제1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여 변환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인해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0)
이 활성화 된다. 이어서 활성화된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4K개의 단위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1 단위셀블럭
(BL0)에 구비된 로컬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된다.

이어서 로컬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된 4K개의 데이터는 글로벌비트라인(720)을 통해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
라인 센스앰프부(710,730)으로 이동되어 래치된다. 제1 및 제2 글로벌 센스앰프부(710,730)에 래치된 4K개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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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중에서 제1 리드명령어(CD0)에 대응하여 입력된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D0)가 I/O 센스
앰프(1200)로 출력된다. 이 때 I/O센스앰프부(1200), 데이터 입출력버퍼(3000)등을 통해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데
이터(D0)가 실제 출력되는 구간은 두번째 타이밍(t1)이다.

또한 첫번째 타이밍(t0)에서 워드라인(WL0)의 예비워드라인이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0)임을 감지
하게 된다.

이어서 두번째 타이밍(t1)에서 제1 단위셀블럭(BL0)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비트라인을 강제프리차
지시켜, 제1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되어 제1 단위셀블럭(BL0)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저장
된 4K개의 데이터를 제거한다.

이어서 제2 리드명령어(RD1)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에 따라서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1)을 활성화시
킨다. 이어서 활성화된 워드라인(WL1)에 대응하는 4K개의 단위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1 단위셀블럭(BL0)에 구
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된다.

한편, 이 타이밍(t1)에서 제1 및 제2 글로벌센스앰프부(710,730)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 -제1 리드명령어(RD0)
에 의해 재저장될 4K개의 데이터- 는 워드라인(WL0)의 예비워드라인으로 지정된 제2 기본셀블럭(BL1)의 워드라
인(WL0)에 대응되는 4K개의 단위셀로 이동하여 재저장된다. 데이터이동은 글로벌비트라인(720)을 통해 이동되
며, 도15에 도시된 'intw0'가 상기의 과정을 나타낸다.

즉, 제2 리드명령어(RD1)에 대응하는 4K개의 데이터가 제1 단위셀블럭(BL0)에서 감지증폭되는 동안 제1 리드명
령어(RD0)에 대응하여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는 제2 단위셀블
럭(BL1)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로 이동되고,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4K개의 단위셀에 재저장되는 것이
다.

또한 이 때부터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0)이 논리적인 제1 단위셀블럭(BL0)이 되고, 제1 기본셀블럭
(BL0)의 워드라인(WL0)은 워드라인(WL0)의 예비워드라인으로 지정된다. 여기에 관한 정보가 예비셀블럭 테이블
(410)과 태그블럭(430)에 각각 업데이트되며, 도26의 도면부호 'EBT_UP1'가 이 때의 업데이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어서 제2 리드명령어(RD1)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된 4K개의 데이터가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710,730)에 이동되어 래치되고, 래치된 데이터 중에서 제2 리드명령어(RD1)에 대응하여 입력된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D1)가 I/O 센스앰프(1200)로 출력된다. 이 때에도 I/O센스앰프, 출력버퍼등을 통해 메모리 장
치의 외부로 데이터(D1)가 실제 출력되는 구간은 세번째 타이밍(t2)이다.

이어서 세번째 타이밍(t2)에서 제3 리드명령어(RD2)에 대응하는 제1 단위셀블럭(BL0)에 대응하는 워드라인
(WL2)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워드라인(WL2)에 대응하는 4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한 다음, 제1 및 제 2 글
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에 이동되어 래치한다.

한편, 제2 리드명령어(RD1)에 대한 재저장동작이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1)에 대응하는 4K개의 단
위셀에서 수행되며, 도26에 도시된 'intw1'가 상기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 때에도 예비셀블럭 테이블(410) 및 태그
테이블(430)를 업데이트하게 되며 도26의 'EBT_UP2'가 이 때의 업데이트과정을 나타낸다.

네번째 타이밍(t3)에서 제3 리드명령어(RD2)에 대한 재저장동작을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0)에 대
응하는 4K개의 단위셀에서 수행되며, 'intw2'가 상기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 때에도 각각의 타이밍에서 예비셀블럭
테이블(430) 및 태그테이블(430)을 업데이트 하게 되며, 'EBT_UP3'가 이 때의 업데이터 과정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제4 리드명령어(RD3)에 대응하는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3)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워
드라인(WL3)에 대응하는 4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한다.

이어서 다섯번째 타이밍(t4)에서 제4 리드명령어(RD3)에 대한 재저장동작은 데이터를 워드라인(WL3)의 예비워드
라인이 있는 제2 단위셀블럭(BL1)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3)에 대응하는 4K
개의 단위셀에서 수행한다.

이는 다음 명령어인 제5 리드명령어(RD4)에 의해 동작되는 단위셀블럭이 제2 단위셀블럭(BL1)이고, 이전 명령어
인 제4 리드명령어(RD3)에 의해 동작되고 있는 단위셀블럭이 제1 단위셀블럭(BL0)이기 때문에, 다섯번째 타이밍
(t4)에서 제5 리드명령어(RD4)에 대응되는 워드라인(WL0)을 바로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워드라인(WL3)의 예비워드라인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셀블럭테이블(430)을 업데이터할 필요가 없고, 이를
나타내는 것이 'EBT_UPN'이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제5 및 제6 리드명령어(RD4~RD5)가 각 타이밍(t4,t5)에 입력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첫타이밍
에서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4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여,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에 래치시키고, 래치된 4K
의 데이터 중에서 선택된 한 데이터를 출력시킨다. 이어서 두번째 타이밍에서는 활성화된 워드라인의 예비워드라인
이 지정된 단위셀블럭으로 데이터를 이동시켜 재저장동작을 수행한다.

이어서 제7 및 제8 리드명령어(RD6,RD7)가 타이밍(t6,t7)에 각각 입력되면 인터리브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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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실행 구간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점선부분은 실제 입력된 리드명령어에 따른 동작이 수행되고 있지만, 내부적
으로는 해당되는 데이터는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단위셀블럭으로 이동되어 재저장되며, 그에 따라서 예비블럭테
이블 (410)및 태그테이블(430)이 업데이트되는 구간이다. 'EBT_UP1 ~ EBT_UP5'는 태그블럭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이고, 'EBT_UPN1 ~ EBT_UPN2'는 예비태그태이블이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또한 빗금친 부분을 나타내는 'X'구간은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동작과 함께,
동일 단위셀블럭에 연속해서 데이터를 리드함으로써 이전 명령어에 따라 감지 증폭되어 단위셀블럭의 로컬비트라
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를 강제프리차지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같은 단위셀블력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리드할 경우에, 첫번째 타이
밍에서 입력된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증폭시킨 다음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로 이동시켜 래치시키
고, 두번째 타이밍에서 리드명령어에 의해 활성화된 워드라인의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단위셀블럭으로 글로벌비
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되어 있던 데이터를 옮겨서 재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연속해서 같은 단위셀블럭에 데이터를 리드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재저장동작에 관계없이 다음 실행되는 리
드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어 고속으로 데이터를 리드시킬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도27를 참조하여 하나의 단위셀블럭에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라이트할 때의 동작을 살펴본다.

첫번째 타이밍(t0)에서 제1 라이트명령어(WR0)에 대응하여 입력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
스로 변환시켜,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0)을 활성화시킨다.

여기서 제1 라이트명령어(WR0)에 대응하여 입력된 셀블럭어드레스는 논리적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
(WL0)을 선택하는 것인데, 논리적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실제 데이터는 물리적인 제
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단위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도27에 도시된 '명령어
실행 구간'에는 라이트명령어에 대응하여 입력되는 셀블럭어드레스의 변환동작에 의해 입력되는 논리적인 단위셀
블럭의 워드라인에 관한 정보와 변환뒤에 선택되는 물리적인 단위셀블럭의 워드라인이 표시되어 있다.

이어서 활성화되는 워드라인(WL0)에 대응되는 4K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고,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
프부(710,730)로 이동시키는 래치시킨다.

이어서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중에서 제1 라이트명령어(WR0)
에 대응하여 입력된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를 제거하고, 외부에서 제1 라이트명령어(WR0)에
대응하여 입력된 입력데이터(D0)를 제거된 데이터가 대신에 래치시킨다.

두번째 타이밍(t1)에서 제2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4K개의 단위셀에 제1 라이트명령어
(WR0)에 의해 감지 증폭된 4K개의 데이터를 재저장시킨다. 따라서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고 래치한 뒤에, 래치된
데이터중 하나를 외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로 교환하는 동작만 제외하고는 리드명령어 동작과 같은 방식으로 라이트
동작이 진행되는 것이다.

한편 이 타이밍(t1)에 제2 라이트명령어(WR1)에 대응하여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
환시키고, 변환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따라 제3 단위셀블럭(BL2)의 워드라인(WL1)을 활성화시킨다. 이어서
활성화된 워드라인(WL1)에 대응하는 4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고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710,730)에 래치시킨다.

이어서 제2 라이트명령어(WR1)에 대응하여 입력된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를 제거하고, 외부
에서 제2 라이트명령어(WR1)에 대응하여 입력된 입력데이터(D1)를 제거된 데이터 대신에 래치시킨다.

세번째 타이밍(t2)에서 제2 라이트명령어(WR1)에 대응하여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를 제3 단위셀블럭(BL2)의 워드라인(WL1)에 해당되는 4K개의 단위셀에 재저장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제3 라이트명령어(WR2)에 대응하여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2)을 활성화시킨다. 이어
서, 활성화된 워드라인(WL2)에 대응하는 4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고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710,730)에 래치시킨다.

이어서 제3 라이트명령어(WR2)에 대응하여 입력된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를 제거하고, 외부
에서 제3 라이트명령어(WR2)에 대응하여 입력된 입력데이터(D0)를 제거된 데이터 대신에 래치시킨다.

네번째 타이밍(t3)에서 제3 라이트명령어(WR2)에 대응하여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710,730)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는 제2 단위셀블럭(BL1)에 저장되지 않고, 워드라인(WL2)의 예비워드라인으로 지정된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2)에 대응되는 4K개의 단위셀에 재저장된다. 도27에 도시된 'intw0'가 상기의 과
정을 나타낸다.

이 때 워드라인(WL2)의 예비워드라인이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2)에서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
드라인(WL2)로 바뀌게 되며, 이에 관한 정보가 예비셀블럭 태이블(410)에 업데이트 된다. 또한 논리적 셀블럭어드
레스와 관한 정보도 바뀌었으므로 태그테이블(430)도 업데이트 되며, 이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EBT_UP1'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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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워드라인(WL2)의 예비워드라인은 제2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2)이 된다. 또한, 이전까지 제
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2)이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BL0'의 워드라인(WL2)이었어나, 이제부터는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2)이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BL0'의 워드라인(WL2)을 나타내게 된다.

이후에 제4 라이트명령어(WR3)에 대한 동작은 전술한 제1 라이트명령어(WR0)에 대한 동작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다.

이어서, 제5 라이트명령어(WR4)와, 제6 라이트명령어(WR5)가 수행될 때에도 연속해서 제1 단위셀블럭(BL0)을
데이터를 라이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동작으로 여섯번째 타이밍(t5)에서 제5 라이트명령어
(WR4)에 대응하여 래치된 4K개의 데이터가 워드라인(WL0)의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
드라인(WL0)에 대응되는 4K개의 단위셀에 재저장된다. 도27에 도시된 'intw1'가 상기의 과정을 나타낸다.

도27에 도시된 명령어실행 구간의 점선부분은 다음에 실행될 라이트명령어가 같은 단위셀블럭에 데이터를 라이트
하기 때문에 이전 명령어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단위셀블럭으로 이동되어 재저장 동작이 일
어나는 구간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서로 다른 단위셀블럭으로 데이터를 라이트할 경우에는 인터리빙 방법
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라이트하고, 연속해서 같은 단위셀블럭으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경우에는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단위셀블럭으로 데이터가 이동되어 재저장 동작이 수행되는 것이다. 이는 입력되는 셀블럭어드레스에 대응
되는 단위셀블럭보다 하나의 단위셀블럭을 더 추가하여 256개의 예비워드라인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동작에서 데이터 재저장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다음 라이트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으므
로 고속으로 데이터를 라이틀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계속해서 데이터가 라이트되던지 서로 다른 단위셀블럭에 데이터가 교대로 라이트되는
지, 데이터가 라이트 되는 패턴에 상관없이 항상 데이터 재저장되는 시간만큼이 줄어든게 되어, 고속 데이터 라이트
가 가능한 것이다.

도28은 도25의 메모리 장치에서 도26에 도시된 순서대로 리드명령어(RD0~RD7)가 입력될 때의 시뮬레이션 파형
도이다.

도28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리드명령어(RD0~RD2,RD4~RD5)가 실행될 때에는 다음 리드명령어가 계속 같은 셀블
럭을 리드하기 때문에, 리드된 데이터의 재저장동작은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단위셀블럭에서 수행되며, 총 5번의
데이터 이동 및 재저장동작(도28의 'intW')이 일어난다. 또한 리드명령어(RD3,RD6,RD7)가 실행될 때에는 다음 리
드명령어가 다른 단위셀블럭을 억세스하기 때문에, 선택된 하나의 단위셀블럭에서 리드된 데이터의 재저장동작(도
28의 'act')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29는 도24에 도시된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610 ~ 650)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예컨대 GBIS12)를 생성하기 위
한 회로도의 일예이다.

도29에 도시된 부분은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610 ~ 650, 도10의 73_1~73_3 참조)를 제어하기 위한 회로로서,
제1 노어게이트(NOR1)에서 명령어에 의해 선택된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데이터의 감지 증폭을 위한 신호(pcg-
Act[2n],pcg-Act[2n+1])를 입력받고, 제2 노어게이트(NOR2)에서 연속해서 같은 단위셀블럭을 억세스할 경우
이동하여 재저장하라는 신호(intW[2n],intW[2n+1])를 입력받아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를 제어하는 신호(GBIS)
를 출력하게 된다. τ1, τ2,τ3은 각각 지연소자(Delay1 ~ Delay3)에서 지연되는 시간이다.

도30은 도29에 도시된 회로도에서 생성되는 신호에 따라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가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파형도
이다.

도30에 도시된 빗금친 부분은 각 타이밍별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도30에 도시된 지연시간(τ1,τ2,τ3)은 도29에 도시된 딜레이(Delay1~Delay3)에 따라 정해진다.

도30에서 'LSA_EN'은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의 인에이블신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BIS'는 로컬비트라인 연결부의
인에이블신호이고, 'GBIS'는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의 인에이블 신호이고, 'GSA_EN'은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
프의 인에이블 신호이다.

또한, 'ㅿ'는 제1 명령어에 의해 활성화된 워드라인을 다음에 실행되는 제2 명령어가 같은 단위셀블럭을 억세스하는
경우 강제로 비활성화시키고, 제1 명령어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강제 프리차시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고, 'intW'는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워드라인의 예비워드라인이 저정된 단위셀블럭으로 데이터를 이동시켜 재저장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3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에서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과 강제
프리차지시간은 전체 한 타이밍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사상을 구현하려고 하면 종래의 메모리 장치구조에서 하나의 셀블럭당 하나의
단위셀블럭을 추가하고, 예비셀블럭 테이블과 태그테이블등을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
프와 글로벌비트라인을 추가로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메모리 장치보다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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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의 블럭을 추가함으로서 메모리 장치의 동작속도는 재저장하는 시간만큼 감소되어, 종래의 메모리 장치
보다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다.

종래 기술에 의해 메모리 장치의 로우사이클 타임은 tRC라고 생각했을 때,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로우사이
클타임은 MAX{0.5*(tBAT,+tRP+tRC),tINTW}로 정해진다. 즉, '0.5*(tBAT,+tRP+tRC)'와 'tINTW'중에서 더
긴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로우사이클타임이 정해진다.

여기서 tBAT는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이고, 'tRP'는 프리차지 타임이며, 'tRC'는 종래의 로우사이클 타임이고,
'tINTW'는 내부적으로 래치된 데이터가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단위셀블럭으로 이동되어 재저장하는 시간을 나타
낸다.

여기서 'tRP'는 본발명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하나의 명령어가 수행될 때마다 하는 강제프리차지 동작으로, 연속
해서 같은 셀블럭을 억세스할 때 다음 데이터를 바로 억세스하기 위해 이전에 감지 증폭되어 로컬비트라인 센스앰
프에 래치된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를 디스에이블시키고, 로컬비트라인을 프리차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로우사이클 타임은 '0.5*(tBAT,+tRP+tRC)'와 'tINTW' 중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긴 타이밍으로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0.5*(tBAT,+tRP+tRC)' 시간이 tINTW 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서, 로우사이클 타임은 '0.5*(tBAT,+tRP+tRC)'로 정해진다.

메모리 장치의 로우사이클 타임이 '0.5*(tBAT+tRP+tRC)'라면,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
로 변환하는 시간과 강제프리차지하는 시간이 추가되더라도 데이터 재저장하는 만큼 감소되어 대략 30~40%의 로
우사이클 타이밍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도26 및 도27에 도시된 본 발명과 종래기술에 의한 로우사이
클 타임 참조)

예를 들어 명령어하나가 수행되는 타이밍이 15n라고 생각하면, 종래에는 두번의 타이밍 즉 30n가 하번 로우사이클
타임이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으로 3n, 강제프리차지 시간으로 3n가 추가로 걸린다
고 하더라도 한번의 타이밍 15n에 6n가 더해진 21n가 로우사이클 타임이 되는 것이다.

한편, 전술한 실시예에 의해 메모리 장치는 다음 명령어 수행시 억세스될 단위셀블럭이 이전의 명령어에 의해 억세
스된 단위셀블럭과 같을 때만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데이터가 이동시에만 태그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그런데, 본 발명의 사상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현재 억세스될 단위셀블럭의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선택
된 워드라인의 예비워드라인이 구비된 단위셀블럭으로 데이터를 항상 이동시켜 재저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항상 두군데의 단위셀블럭에 같은 데이터가 저장되며, 실제의 데이터가 저장된 셀블럭은 태그테이
블에 의해 정해진다. 이 경우에는 매번 명령어를 실행할 때마다 단위셀블럭에서 감지 증폭된 데이터가 글로벌비트
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되면, 단위셀블럭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는 강제프리차지하도록 구현
하는 것이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첫타이밍인 데이터 감지 증폭후 래치시에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거
나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하였으나, 명령어가 실해되는 두번째 타이밍인 데이터 재저장 동작시에 명령어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거나 입력받도록 메모리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상기의 방법은 메모리 장치의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으로 메모리 장치을 구현
하던지 데이터 재저장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를 고속으로 억세스할 수 있게 된다.

전술한 실시예에 의한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 재저장 시간만큼 데이터 억세스시간이 단축되어 고속 동작이 가능하
나, 종래의 메모리 장치에서는 없던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시간(tBAT) 및
강제프리차지 시간(tRP)이 로우사이클 타임에 추가되었다.

본 발명에서는 보다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스하기 위해서 도24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에서 강제프리차지 시간
(tRP)과 셀블럭어드레스를 변환하는 시간(tBAT)만큼이 줄어든 로우사이클타임을 가지는 메모리 장치를 제안한다.

도31은 도23의 메모리 장치에서 강제프리차지 시간(tRP)과 셀블럭어드레스를 변환하는 시간(tBAT)만큼이 줄어든
로우사이클타임을 가지는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럭구성도이다.

도31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제어부(400)에서 명령어(CD)를 직접 입력받는 한편, 명령어
(CD)를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tBAT) 및 강제프리차지시간(tRP)만큼 지연시킨, 지연부(460)에서 출력되는 지
연된 제2 명령어(CD_D)를 생성한다. 제어부(400)는 명령어(CD)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
스로 변환하는 동작과 강제프리차지 동작을 수행하고, 지연된 명령어(CD_D)으로는 데이터 억세스에 필요한 나머지
동작을 수행하도록 셀블럭(500)을 제어한다.

도32는 도31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블럭구성도이다.

도32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각각 256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8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256개의 워드라인을 더 가지기 위해 추가의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8+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500)과, 9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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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억세스되는 데이터가 제1 단위셀블럭 또는 제1 단위셀 이외의 다른 단위셀블럭으로 재저장되도록 제어하는 데
이터억세스 제어부(460)와, 현재 실행되는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데이터 억세스 중에, 다음 실행될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셀블럭어드레스 변환동작과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비트라인에 대한 강제프리차지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데이터억세스 제어부(460)를 제어하는 명령어 제어부(470)을 구비한다.

명령어 제어부(470)는 상기 제1 명령어에 대응하여 입력된 로우어드레스에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감지하여,
9개의 단위셀블럭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셀블럭어드레스 변환부(471)와, 제1
명령어에 의해 감지, 증폭되어 단위셀블럭에 구비된 로컬비트라인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를 강제프리차지시키
기 위한 강제프리차지 제어부(472)와, 제1 명령어에 대응하여 감지증폭된 데이터가 데이터래치부(450)에 의해 래
치된 이후에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강제프리차지 동작이 수행되도록 강제프리차지 제어부(472)를 제어하는 명령
어 타이밍제어부(473)를 구비한다.

명령어타이밍 제어부(473)는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강제프리차지 동작 및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셀블럭어드레스
변환동작을 수행하는 시간(tRP + tBAT)만큼 제2 명령어를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지연부(440)을 구비하고,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데이터의 감지, 증폭동작은 지연부(440)에 의해 지연된 제2 명령어에 의해 수행되도록 데이터억
세스 제어부(460)를 제어한다.

도33은 도32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가 연속적으로 리드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을 타나내는 동작 파형도이다. 이하에
서 도31 내지 도33을 참조하여 메모리장치의 동작을 살펴본다.

먼저, 입력된 제1 리드명령어(RD0)에 대응하는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고, 강제
프리차지 동작을 수행한다. 이 때 강제프리차지동작은 이전 명령어에 대응하여 억세스되는 단위셀블럭과 현재 실행
중인 제1 리드명령어(RD0)에 대해 억세스될 단위셀블럭이 동일하면, 이전 리드명령어에 대한 재저장동작을 수행하
지 않고 강제로 프리차지시키는 동작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와 같이 메모리 장치의 첫번째 리드동작에서는 이전
명령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강제프리차지 동작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의 메모리장치는 처음 명령어를 수행할 때에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tBAT) 및 강제프리차지시간
(tRP) 만큼의 레이턴시(latency)(도33의 'X' 구간)를 가지게 된다.

한편, 명령어타이밍 제어부(473)는 제1 리드명령어(RD0)를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tBAT) 및 강제프리차지시간
(tRP)만큼 지연시킨 지연된 제1 명령어(RD0_D)를 지연부(440)를 통해 생성한다.

이어서 첫번째 타이밍(t0)에서 명령어타이밍 제어부(473)에서 생성된 지연된 제1 명령어(RD0_D)에 대응하는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0)이 활성화되도록 데이터억세스 제어부(460)를 제어한다. 이어서 활성화된 워드
라인(WL0)에 대응하는 4K개의 데이터가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에 의해 감지, 증폭된다.

이어서 감지 증폭된 4K개의 데이터는 데이터래치부(450)로 이동되어 래치된다. 이어서 래치된 4K개의 데이터중에
서 제1 리드명령어(CD0)에 대응하여 입력된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D0)가 I/O센스앰프부(도
24의 1200 참조)로 출력된다. 여기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출력데이터(D0)는 두번째 타이밍(t0)에 입출력버퍼등을
통해 메모리장치의 외부로 출력된다.

한편, 첫번째 타이밍(t0)중에 명령어제어부(470)는 제2 리드명령어(RD1)를 입력받아, 그에 대응하는 논리적 셀블
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한다. 이어서 명령어제어부(470)는 제1 리드명령어(RD0)와 제2 리드
명령어(RD1)에 의해 데이터가 억세스되는 단위셀블럭을 비교한다. 여기서 제1 리드명령어(RD0)와 제2 리드명령어
(RD1)에 의해 데이터가 리드되는 단위셀블럭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1 리드명령어(RD1)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되어
제1 단위셀블럭(BL0)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를 강제프리차지시킨다.(도33의 'Y'구
간)

또한 'Y'구간에서 명령어타이밍 제어부는 제2 리드명령어(RD1)를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tBAT) 및 강제프리차
지시간(tRP)만큼 지연시킨 지연된 제2 명령어(RD1_D)를 생성한다.

이어서 두번째 타이밍(t1)에서 지연된 제2 리드명령어(RD1_D)에 대응하여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
(WL1)이 활성화된다. 이어서 활성화된 워드라인(WL1)에 대응하는 4K개의 데이터가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에 의
해 감지 증폭되어, 데이터래치부(450)로 이동되어 래치된다. 이어서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중
에서 제2 리드명령어(RD1)에 대응하여 입력된 컬럼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D1)가 I/O 센스앰프부로 출력
된다.

한편, 이 타이밍(t1)에서 제1 리드명령어에 대응하여 활성화되는 워드라인(WL0)의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제2 단
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0)이 활성화되고,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된 데이터는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0)에 대응하는 4K개의 단위셀에 이동되어 재저장된다. 이 동작에 대한 부분이 'intW0'이다.

이어서 두번째 타이밍중(t1)에 제3 리드명령어(RD2)가 명령어제어부(470)로 입력되어 그에 대응하는 논리적 셀블
럭어드레스를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된다. 이어서 명령어제어부(470)는 제2 명령어(RD1)와 제3 명령어
(RD2)에 의해 데이터가 억세스되는 단위셀블럭을 비교한다. 여기서 제2 리드명령어(RD1)와 제3 리드명령어(RD2)
에 의해 데이터가 억세스되는 단위셀블럭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2 리드명령어(RD1)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되어 제1
단위셀블럭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를 강제프리차지시킨다.(도33의 'Z'구간)

또한 'Z'구간에서 명령어타이밍 제어부(473)는 제3 리드명령어(RD2)를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tBAT) 및 강제프
리차지시간(tRP)만큼 지연시킨 지연된 제3 명령어(RD2_D)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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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타이밍(t2)에서 지연부(440)를 거쳐서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tBAT) 및 강제프리차지시간(tRP)만큼 지
연된 제3 명령어(RD2_D)에 의해 제1 단위셀블럭(BL0)의 워드라인(WL2)이 활성화된다.

이어서 활성화된 워드라인(WL2)에 대응하는 4K개의 데이터가 감지 증폭되고, 데이터래치부(450)로 이동되어 래
치된다. 이어서 데이터래지부(450)에 래치된 4K개의 데이터중에서 제3 리드명령어(RD2)에 대응하여 입력된 컬럼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D2)가 I/O 센스앰프부로 출력된다.

한편, 이 타이밍(t2)에서 제2 리드명령어(RD1)에 대응하여 활성화되는 워드라인(WL1)의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제2 단위셀블럭(BL1)의 워드라인(WL1)이 활성화된다. 이어서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된 데이터는 제2 단위셀
블럭(BL1)의 워드라인(WL1)에 대응하는 4K개의 단위셀에 이동되어 재저장된다. 이 동작에 대한 부분이 'intW1'이
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32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는 전체적인 동작은 도24에 도시된 메모리장치와 같지만, 셀블럭어드
레스를 변환하고 강제프리차지동작을 수행하는데에는 직접 입력받은 리드명령어를 사용하고, 이후의 워드라인 활
성화, 단위셀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 재저장등의 데이터억세스에 관련된 동작은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tBAT)
및 강제프리차지시간(tRP)만큼 지연시킨 지연된 리드명령어(RD_D)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메모리 장치의 초기동작시, 처음 실행되는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
(tBAT) 및 강제프리차지시간(tRP) 만큼의 레이턴시(도33의 'X')를 가지게 되지만, 두번째 실행되는 리드명령어부
터는 로우사이클 타임이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tBAT) 및 강제프리차지시간(tRP) 만큼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
게 된다.

이는 이전 리드명령어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감지 증폭할 때에 다음 리드명령어에 해당하는 셀블럭어드레스 변환 및
강제프리차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우 사이클 타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 도32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리드명령어에 대한 동작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라이트동작에 관해서는 리드동작
과 전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즉, 라이트 동작시에는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된 데
이터중에서 선택된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는 동작 대신에, 외부에서 라이트 명령어에 대응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데이터래치부(450)에 래치된 데이터중에서 선택된 데이터를 덮어쓰는 동작만 다르게 된다.

도34는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도16에 도시된 메모리장치의 동작(도22참조)과 비교
하여 나타낸, 도33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동작타이밍도이다.

도34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제1 명령어(CD0)를 이용하여 a0구간에서 셀블럭어드레스 변환 및 강제프리차지 동작

을 수행하고, b0구간에서 제1 명령어(CD0)를 'tRP + tBAT'시간만큼 지연된 제1 명령어(CD0_D)를 이용하여 워드

라인 활성화 및 활성화된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게 된다. 그리고 b0구간중의 a1구간에 다음 실

행될 제2 명령어(CD1)를 입력받아 셀블럭어드레스를 변환하고,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강제프리차지 동작을 수행
하게 된다. 이어서 b1구간에 제2 명령어(CD1)를 'tRP + tBAT'시간만큼 지연된 제2 명령어(CD1_D)를 이용하여 워

드라인 활성화 및 활성화된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게 된다.

따라서 도32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로우사이클타임은 MAX{0.5*tRC,tINTW}로 정해진다. 이 때 'tRC'는 종래의
로우사이클 타임(b0+b1)이고, 'tINTW'는 실행되는 명령어에 대응하는 워드라인의 예비워드라인이 활성화되고, 데

이터래치부에서 예비워드라인 지정된 단위셀블럭으로 데이터가 이동되어 재저장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도32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의 로우사이클 타임(MAX{0.5*tRC,tINTW})은 앞에서 설명한 메모리 장치의 로우사이
클 타임(MAX{0.5 ×(tBAT,+tRP+tRC),tINTW})에서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시간을 나타내는 'tBAT'과, 강제프리차
지 타임을 나타내는 'tRP'가 제거되었다.

통상적으로 'tINTW'보다는 'tRP'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로우사이클 타임은 0.5 ×tRC이 되며,
이로 인해 도32에 도시된 메모리 장치는 종래기술에 의한 메모리 장치와 대비하여 최대 1/2까지 로우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도3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기술에 의한 메모리 장치의 로우사이클 타임은
b0+b1이었어나, 본 발명에 의한 메모리 장치의 로우사이클타임은 b0가 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해 캐패시터를 단위메모리 소자로 사용하는 메모리 장치에서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억세스시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데이터 재저장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속으로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
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서 데이터의 재저장시간만큼 데이터 억세스시간이 감소되어 고속으로 데이터 억세스가 가능한 메모
리 장치를 구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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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의한 메모리 장치는 동일 셀블럭에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억세스하든지, 또는 서로 다른 셀블럭 간에 교대
로 데이터를 억세스하든지, 데이터 억세스 패턴에 상관없이 항상 고속으로 데이터를 연속해서 억세스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를 메인메모리로 구비한 시스템은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억세스 패턴에 상관없이 전체적
인 시스템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메모리 장치는 종래의 메모리 장치 구조를 최대한으로 유지시키면서 태그관련 블럭 몇개만을
추가함으로써 고속 데이터 억세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제조개발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고속으로 동작하는 메모
리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개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제1 셀블럭;

다수개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제2 셀블럭; 및

상기 제1 셀블럭에 대해 연속적으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
이터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2 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

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를 상기 제1 셀블럭으로부터 전달받아 래치하기 위한 래치 수단; 및

상기 래치수단에 래치된 상기 제1 데이터를 상기 제2 셀블럭으로 전달하기 위한 신호라인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셀블럭은,

상기 제1 데이터 또는 상기 제2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기 위한 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각각 구비하고,

상기 래치수단은 상기 비트라인 센스앰프에서 감지 증폭되는 데이터를 래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라인을 상기 제1 및 제2 셀블럭에 구비된 비트라인 센스앰프와 선택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를 더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셀블럭과 상기 제2 셀블럭에서 상기 제1 데이터와 상기 제2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될 때, 상기 래치수단
에 래치된 제1 데이터를 상기 제1 셀블럭에 재저장시키고, 상기 재저장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상기
제2 셀블럭에서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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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래치수단에 래치된 데이터가 실행중인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가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다수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단위셀블럭과, 상기 단위셀블럭의 일측에 구비되어 상기 단위셀블럭의 일부 데이터를 감
지하여 증폭하기 위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단위셀블럭의 타측에 구비되어 상기 단위셀블럭의 나
머지 데이터를 감지하여 증폭하기 위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구비하는 제1 기본셀블럭;

상기 제1 기본셀블럭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제2 내지 제4 기본셀블럭;

상기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서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
한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상기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서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
한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상기 제1 기본셀블럭의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로 연결하거나, 상기
제2 기본셀블럭의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상기 제2 글로벌 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선택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1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

상기 제3 기본셀블럭의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로 연결하거나, 상기
제4 기본셀블럭의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상기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선택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2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 및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를 재저장 동작에 사용되
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

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기본셀블럭에 연속적으로 제1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기본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
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1 기본셀블럭 이외의 다른 기본
셀블럭에서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기본셀블럭과 상기 제2 기본셀블럭에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 될 때, 상기 제1 데이
터를 제1 기본셀블럭에 재저장시키고, 상기 재저장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상기 제2 기본셀블럭에
서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중에서 선택된 데이터를 실행중인 리드명령어에 대응
하는 출력데이터로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본셀블럭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상기 제5 기본셀블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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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5 기본셀블럭의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연결하기 위한 제3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상기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연결 -상기 제1 내지 제3 글로벌 비트라인 연결부중 하나를 통해서 연결되거나 또는
직접연결- 하거나,

상기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
부와 연결 -상기 제1 내지 제3 글로벌 비트라인 연결부중 하나를 통해서 연결되거나 또는 직접연결- 하기 위한 글
로벌비트라인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5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1 및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는,

상기 제1 내지 제3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중 하나와 연결되거나 또는 상기 글로벌비트라인과 연결되기 위한 스위
칭수단을 각각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다수의 단위셀을 구비하는 단위셀블럭과, 상기 단위셀블럭의 일측에 구비되어 상기 단위셀블럭의 일부 데이터를 감
지하여 증폭하기 위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단위셀블럭의 타측에 구비되어 상기 단위셀블럭의 나
머지 데이터를 감지하여 증폭하기 위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를 구비하는 제1 기본셀블럭;

상기 제1 기본셀블럭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제2 내지 제4 기본셀블럭;

상기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서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
한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상기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서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
한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및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를 재저장 동작에 사용되
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

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기본셀블럭에 연속적으로 제1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기본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
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1 기본셀블럭 이외의 다른 기본
셀블럭에서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기본셀블럭과 상기 제2 기본셀블럭에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 될 때, 상기 제1 데이
터를 제1 기본셀블럭에 재저장시키고, 상기 재저장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상기 제2 기본셀블럭에
서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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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중에서 선택된 데이터를 실행중인 리드명령어에 대응
하는 출력데이터로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상기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연결하기 위한 제1 글로벌비트라인; 및

상기 제1 내지 제4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
부와 연결하기 위한 제2 글로벌비트라인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5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1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는 상기 제1 글로벌비트라인과 연결되
기 위한 제1 스위칭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내지 제5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제2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는 상기 제2 글로벌비트라인과 연결되
기 위한 제2 스위칭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다수의 단위셀을 각각 구비하고, 상기 다수의 단위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감지증폭하기 위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
부를 각각 구비하는 다수의 기본셀블럭;

상기 기본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다수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글로
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및

상기 래치된 데이터를 재저장 동작에 사용되도록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

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는 상기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선택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스위칭 수
단을 각각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다수의 기본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기본셀블럭에 연속적으로 제1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기
본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1 기본셀블럭 이외의 다른 기본셀블럭에서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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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기본셀블럭과 상기 제2 기본셀블럭에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 될 때, 상기 제1 데이
터를 상기 제1 기본셀블럭에 재저장시키고, 상기 재저장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상기 제2 기본셀블
럭에서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가 현재 실행중인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연결하기 위한 글로벌 비트라인을 더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6.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는

상기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된 일부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제1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
및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의해 감지 증폭된 나머지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다수의 기본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기본셀블럭에 연속적으로 제1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기
본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1 기본셀블럭 이외의 다른 기본셀블럭에서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기본셀블럭과 상기 제2 기본셀블럭에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 될 때, 상기 제1 데이
터를 상기 제1 기본셀블럭에 재저장시키고, 상기 재저장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상기 제2 기본셀블
럭에서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가 현재 실행중인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
로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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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제1 및 제2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연결하기 위한 글로벌 비
트라인을 더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1.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N개로 구성된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M
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는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 및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으로부터 억세스되는 데이터를 상기 제1 단위셀블럭 또는
상기 제2 단위셀블럭으로 재저장시키도록 제어하는 제어수단

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여 2개의 단위셀블럭에서 각각 워드라인이 활성화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2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활성화되는 워드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각각의 어드레스는 동일 어드레스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 대해 연속적으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서는 상
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2 단위셀블럭에서
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데이터 및 상기 제2 데이터가 상기 제1 및 제2 단위셀블럭에서 교대로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데이터를 상
기 제1 단위셀블럭에 재저장시키고, 상기 재저장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상기 제2 단위셀블럭에서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셀블럭은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서 감지 증폭되는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글
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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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선택적
으로 연결하기 위한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상기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를 연
결하기 위한 글로벌비트라인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9.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글로벌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 래치된 데이터가 현재 실행중인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0.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M
개의 워드라인을 가지기 위해 추가의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되는 셀블럭;

상기 (N+1) ×M개의 워드라인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한 워드라인을 예비워드라인으로 할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셀블럭 테이블;

상기 로우어드레스를 입력받아 N개의 단위셀블럭을 선택하기 위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감지하고, 이를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여 출력하기 위한 태그블럭; 및

상기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단위셀블럭에서의 한 워드라인과, 상기 워드라인에 대한 -상기 예비셀
블럭 테이블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 정해지는- 예비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기 태그블럭과 상기 예
비셀블럭 테이블을 제어하는 제어수단

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단위셀블럭에 연속적으로 제1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데이터에 대한 재저장동작은 선택된 예비워드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예비워드라인은 M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블럭은

N+1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M개의 워드라인이 어떤 논리적셀블럭에 대응되는 지를 각각 저장하고 있는
N+1개의 단위태그테이블;

상기 로우어드레스에서 감지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와, 로컬어드레스(단위셀블럭의 한 워드라인을 선택하기 위
한 어드레스)에 대응되어 상기 N+1개의 단위태그테이블에서 출력되는 정보 -상기 로컬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워
드라인이 어떤 논리적 단위셀블럭에 대응되는 것인지에 관한 N+1개의 데이터 정보- 를 각각 비교하기 위한 N+1
개의 비교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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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1개의 비교수단에서 비교한 정보를 인코딩하여 상기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출력하기 위한 인코딩수단;
및

상기 N+1개의 단위태그태이블과 상기 N+1개의 비교수단과 상기 인코딩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테그제어부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블럭은,

상기 예비셀블럭 테이블에서 출력되는 정보 -상기 로컬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예비워드라인
이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어떤 단위셀블럭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 를 디코딩하여, 상기 N+1개의 단위
태그테이블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단위태그테이블로 출력하기 위한 셀블럭어드레스 디코딩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예비셀블럭 테이블은

상기 M개의 예비워드라인이 상기 N+1개의 물리적 단위셀블럭중에서 어떤 단위셀블럭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
장하기 위한 M개의 레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N+1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에 대해 연속적으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
하고,

상기 제1 단위셀블럭이외의 다른 제2 단위셀블럭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 단위셀블럭에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 될 때,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 상기 제1
데이터를 재저장시키는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상기 제2 단위셀블럭에서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셀블럭은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서 감지 증폭되는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데
이터래치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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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래치부에 래치된 데이터가 실행중인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0.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셀블럭은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데이터래치부를 선택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1.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셀블럭은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상기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데이터래치부를 연결하기 위한 글
로벌비트라인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2.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M
개의 워드라인을 더 가지기 위해 추가의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으로부터 억세스되는 데이터가 상기 제1 단위셀블럭 또는
제2 단위셀블럭으로 재저장되도록 제어하는 데이터억세스 제어수단; 및

현재 실행되는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데이터 억세스 중에, 다음 실행될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셀블럭어드레스 변
환동작과 상기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비트라인에 대한 강제프리차지동작이 이루어지도록 상기 데이터억세스 제어
수단을 제어하는 명령어 제어수단

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억세스 제어수단은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 대해 연속적으로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될 때,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서는 상
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제2 단위셀블럭에서
는 상기 제1 데이터의 재저장 동작이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억세스 제어수단은

상기 제1 및 제2 단위셀블럭에 제1 데이터 및 제2 데이터가 교대로 억세스 될 때,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 상기 제1
데이터를 재저장시키는 타이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상기 제2 단위셀블럭에서 상기 제2 데이터가 억세스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5.

제 52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제어수단은,

상기 제1 명령어에 대응하여 입력된 로우어드레스에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감지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셀블럭어드레스 변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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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명령어에 의해 감지, 증폭된 데이터를 강제프리차지시키기 위한 강제프리차지 제어부; 및

상기 제1 명령어에 대응하여 감지증폭된 데이터가 래치된 이후에 상기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상기 강제프리차지
동작이 수행되도록 상기 강제프리차지 제어부를 제어하는 명령어 타이밍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장치.

청구항 56.

제 55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타이밍제어부는

상기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상기 강제프리차지 동작 및 상기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상기 셀블럭어드레스 변환동
작을 수행하는 시간만큼 상기 제2 명령어를 지연시켜 출력하기 위한 지연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데이터의 감지, 증폭동작은 상기 지연수단에 의해 지연된 제2 명령어에 의해 수행되도
록 상기 데이터억세스 제어수단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셀블럭은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에서 감지 증폭되는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데
이터래치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데이터래치부에 래치된 데이터가 실행중인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9.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셀블럭은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데이터래치부를 선택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글로벌비트라인 연결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60.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셀블럭은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에 각각 구비된 상기 로컬비트라인 센스앰프부와 상기 데이터래치부를 연결하기 위한 글
로벌비트라인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61.

다수개의 단위셀을 각각 구비하는 제1 및 제2 셀블럭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셀블럭에서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1 단계;

상기 제2 셀블럭에서 상기 제1 데이터를 재저장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제1 셀블럭에서 제2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단계 및 상기 제3 단계는 실질적
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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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제1 데이터를 이동시켜 래치하는 제4 단계; 및

래치된 상기 제1 데이터를 상기 제2 셀블럭으로 이동시켜 재저장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63.

제 62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에서 래치된 제1 데이터를 입력된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출력시키는 제6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64.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단
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에서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1 단계;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2 단위셀블럭으로 상기 제1 데이터를 재저장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제1 셀블럭에서 제2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단계 및 상기 제3 단계는 실질적
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65.

제 64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제1 데이터를 이동시켜 래치하는 제4 단계; 및

래치된 상기 제1 데이터를 상기 제2 셀블럭으로 이동시켜 재저장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66.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에서 래치된 제1 데이터를 입력된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출력시키는 제6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67.

제 6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가 래치된 후에 상기 감지, 증폭된 제1 데이터를 강제프리차지시켜 제거하는 제7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68.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고,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단
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 중에서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의 제1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제1 단계;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되는 K개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하는 제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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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증폭된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되는 K개의 데이터를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예비워드라인이 구비된
셀블럭으로 이동시켜 재저장하는 제3 단계;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 제2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제4 단계; 및

상기 제2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K개의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며, 제3 단계 내지 제5 단계의 수행
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69.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K개의 데이터를 이동시켜 래치시키는 제6 단계;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예비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제7 단계; 및

상기 래치된 K개의 데이터를 상기 예비워드라인에 대응되는 K개의 단위셀에 재저장하는 제8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70.

제 69 항에 있어서,

상기 제6 단계에서 래치된 K개의 데이터중 선택된 하나를 입력된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출력시키는
제8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71.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되어 비트라인에 인가된 K개의 데이터를 강제프리차지시켜 제거하는 제9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72.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고, 입력되는 로우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적으로 상
기 M개의 예비워드라인을 가지기 위해 추가의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된 셀블럭
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로우어드레스를 입력받아 N개의 논리적 단위셀블럭을 선택하기 위한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와, 선택된 단위
셀블럭에 구비된 M개의 워드라인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로컬어드레스로 감지하는 제1 단계;

상기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N+1개의 물리적 단위셀블럭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
환하는 제2 단계;

상기 변환된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대응하여 선택된 제1 단위셀블럭에서 상기 로컬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제1 워
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제3 단계;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되는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4 단계;

상기 제1 데이터를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되는 예비워드라인이 지정된 제2 단위셀블럭으로 이동시켜 재저장하
는 제5 단계;

다음명령을 위해 입력된 로컬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상기 제1 단위셀블럭의 제2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제6 단계;
및

상기 제2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제2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7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5 단계 내지 상기 제7 단
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73.

제 7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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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5 단계는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제1 데이터를 이동시켜 래치시키는 제8 단계;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하는 예비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제9 단계; 및

상기 래치된 제1 데이터를 상기 예비워드라인에 대응되는 단위셀에 재저장하는 제10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74.

제 73 항에 있어서,

상기 제8 단계에서 래치된 제1 데이터를 입력된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출력시키는 제11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75.

제 7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워드라인에 대응하여 감지, 증폭되어 비트라인에 인가된 제1 데이터를 강제프리차지시켜 제거하는 제11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76.

제 7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워드라인과 상기 예비워드라인은 동일한 로우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의 구동방법.

청구항 77.

각각 M개의 워드라인을 가지고, 입력되는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대응하도록 구비된 N개의 단위셀블럭에, 추가
적으로 상기 M개의 예비워드라인을 가지기 위해 추가의 단위셀블럭을 더 포함하여 N+1개의 단위셀블럭으로 구성
된 셀블럭을 구비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제1 명령어에 대응하는 제1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입력받아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제1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제1 단계;

상기 제1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제1 단위셀블럭에서 제1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2 단계;

상기 제1 데이터를 이동시켜 래치하는 제3 단계;

상기 제1 단위셀블럭에서 감지증폭된 상기 제1 데이터를 강제프리차지시키는 제4 단계;

제2 명령어에 대응하는 제2 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를 입력받아 제2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로 변환하는 제5 단계;

상기 래치된 제1 데이터를 상기 N+1개의 단위셀블럭중에서 선택된 제2 단위셀블럭으로 이동시켜 재저장하는 제6
단계; 및

상기 제2 물리적 셀블럭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제2 단위셀블럭에서 제2 데이터를 감지증폭하는 제7 단계를 포함하
며, 상기 제6 단계 및 상기 제7 단계는 실질적으로 같은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
동방법.

청구항 78.

제 77 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 및 상기 제5 단계를 수행하는 시간만큼 제2 명령어를 지연시켜 입력받는 제8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7 단계는 상기 제8 단계에 의해 지연된 제2 명령어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청구항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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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에서 래치된 제1 데이터를 입력된 리드명령어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로 출력시키는 제9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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