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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데이터 캐싱

(57) 요 약
메모리 디바이스들을 동작시키기 위한 방법들, 시스템들, 및 디바이스들이 설명된다. 한 가지 방법은 메모리 셀
의 제 1 판독 수행시 행 버퍼의 감지 증폭기에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하는 단계; 메모리 셀의 제 1 판독
후에, 적어도 메모리 셀의 제 2 판독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메모리 셀의 적어도 제 2 판독을 위해 감
지 증폭기로부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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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메모리 디바이스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메모리 셀의 제 1 판독 수행시 행 버퍼(row buffer)의 감지 증폭기에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하는 단
계(caching)로서,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 1 판독의 메모리 어드레스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데이터를 캐싱하는 것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감지 증폭기에서 래치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 1 판독을 수행한 후에 상기 메모리 셀의 적어도 제 2 판독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단
계; 및
상기 메모리 셀의 적어도 상기 제 2 판독을 위해 상기 감지 증폭기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은 강유전체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강유전체 메모리 셀은 파기 판독 모드(destructive reading mode)에서 동작하도록 구
성되며, 상기 방법은
상기 감지 증폭기에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 한 후에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다시 상기 메모리
셀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에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하기 전에, 상기 메모리 셀이 결합된 비트 라인(bit
line)을 상기 감지 증폭기에 결합시키기 위해 절연 게이트(isolation gate)를 폐쇄하는 단계(closing); 및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에 다시 기록한 후, 상기 비트 라인을 상기 감지 증폭기로부터 디커
플링(decouple) 시키기 위해 상기 절연 게이트를 개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절연 게이트가 개방된 동안, 적어도 상기 메모리 셀의 제 2 판독을 위해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는 상기 감지 증폭기로부터 판독되는, 방법.
청구항 6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절연 게이트를 개방한 후에 상기 비트 라인을 상기 메모리 셀의 셀 플레이트(cell plate)와 동일한 전압으
로 프리 차지하는 단계(pre-charging)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에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하기 전에, 상기 메모리 셀이 결합된 비트 라인(bit
line)을 상기 감지 증폭기에 결합시키기 위해 절연 게이트를 폐쇄하는 단계(closing); 및
상기 감지 증폭기에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 한 후에, 상기 비트 라인을 상기 감지 증폭기로부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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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시키기 위해 상기 절연 게이트를 개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 내 캐싱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상기 감지 증폭기에 결합된 다른 메모리 셀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 2 판독은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 1 판독 후에 상기 메모리 셀
의 다음 판독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메모리 서브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들을 메모리 디바이스 내의 메모리 뱅크들의 상이한 그룹들에 맵핑하는
단계로서, 각각의 메모리 뱅크는 행 버퍼와 연관되는, 상기 맵핑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프로세스들 중에 하나의 프로세스로부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제 1 메모리 판독 요청을 수신
한 때, 데이터 워드를 검색하기 위해, 메모리 뱅크내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복수의 메모리 셀을 어드
레싱하는 단계(addressing)로서,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제 1 메모리 판독 요청을 수신한
때에 상기 행 버퍼에서 래치되는, 단계; 및
상기 프로세스로부터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적어도 제 2 메모리 판독 요청을 수신한 때, 상기 데이터
워드를 검색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뱅크와 연관된 행 버퍼를 어드레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코어들을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상이한 그룹들로 매핑하는 것
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들은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상이한 그룹들
에 매핑되는, 방법.
청구항 12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제 2 메모리 판독 요청은 상기 제 1 메모리 판독 요청 후에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
의 다음 판독 요청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메모리 셀들;
복수의 감지 증폭기들을 포함하는 행 버퍼로서, 상기 복수의 감지 증폭기들은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
독된 최종 데이터 워드를 일시적으로 캐싱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된 상기 최종 데이터 워드의 메모리
어드레스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도록 동작가능한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을 포함하는, 상기 행 버퍼;
및
메모리 판독 요청과 관련된 메모리 어드레스를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
와 연관된 데이터 워드를 판독하고,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다음 메모리 판독 요청을 수신한 때, 상기
행 버퍼의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로부터 상기 데이터 워드를 판독하도록 동작 가능한 제어기를 포
함하는, 장치.
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복수의 절연 게이트들; 및

-4-

등록특허 10-2151659
복수의 비트 라인들로서, 각각의 비트 라인은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의 대응하는 서브 세트 및 대응하는 절연
게이트를 통해 대응하는 감지 증폭기에 결합되는, 상기 복수의 비트 라인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5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 내에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판독된 최종 데이터 워드를 캐싱하기 전에 상기 복수의 절연 게이트들을 폐쇄시키고, 상기 캐싱 후에 상기 복수
의 절연 게이트들을 개방시키도록 동작 가능한, 장치.
청구항 16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은 복수의 강유전체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17
청구항 16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은 파기 판독 모드로 동작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어기는 상기
데이터 워드가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에 캐싱된 후에,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에 캐
싱된 데이터 워드를 다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에 기록하도록 동작 가능한, 장치.
청구항 18
청구항 17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워드는 동일한 메모리 셀 세트로부터 판독되고 상기 메모리 셀의 동일한 세트
에 다시 기록되는, 장치.
청구항 19
청구항 17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워드는 제 1 세트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판독되고, 제 2 세트의 메모리 셀들에
다시 기록되는, 장치.
청구항 20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비트 라인을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의 셀 플레이트 전압과 동일한 전압으로 프리 차지하도록 동작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 차지 회로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1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프로세서;
메인 메모리; 및
상기 메인 메모리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제어기를 포함하되, 상
기 메인 메모리는 :
복수의 메모리 뱅크들로 배열된 복수의 메모리 셀들;
복수의 감지 증폭기들을 포함하는 각 메모리 뱅크에 대한 행 버퍼로서, 상기 메모리 뱅크의 복수의 감
지 증폭기들은 상기 메모리 뱅크로부터 판독된 최종 데이터 워드를 일시적으로 캐싱하고 상기 메모리 뱅크로부
터 판독된 상기 최종 데이터 워드의 메모리 어드레스의 적어도 일부를 저장하도록 동작가능한 복수의 데이터 저
장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상기 행 버퍼; 및
상기 메모리 제어기로부터 메모리 판독 요청과 관련된 메모리 어드레스를 수신하도록 동작 가능한 제어
기를 포함하되, 상기 제어기는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데이터 워드를 상기 메모리 뱅크로부터
판독하고,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다음 메모리 판독 요청 수신시, 상기 메모리 뱅크와 연관된 상기 행
버퍼의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로부터 상기 데이터 워드를 판독하도록 추가로 동작 가능한, 상기
메인 메모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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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는 멀티 코어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는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들을 상기 메인 메모리의 상이한 메모리 뱅크 그룹들에 맵핑하도록 동작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청구항 23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는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코어를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상이
한 그룹에 맵핑하는 것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들을 상기 메모리 뱅
크의 상이한 그룹들에 맵핑하도록 동작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청구항 24
청구항 21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은 복수의 강유전체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청구항 25
청구항 24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은 파기 판독 모드로 동작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제어기는 행 버
퍼의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에 캐싱된 데이터 워드를 상기 메모리 뱅크에 다시 기록하도록 동작 가능하
며, 상기 데이터 워드는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에 캐싱된 후에 상기 메모리 뱅크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상호 참조들

[0002]

특허를 위한 본 출원은 2017년 4월 25일에 출원된 "Data

Caching" 이라는 제목에 PCT 출원 번호

PCT/US2017/029420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이는 2016년 4월 27일에 출원된 “Data Caching”이라는 제목으
로 Kajigaya에 의한 U.S. 특허 출원번호 15/140,073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들의 각각은 이의 양수인에게
양도되며, 본 출원에 그 전체가 참조로서 명확하게 통합된다.
[0003]

이하는 전반적으로 메모리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캐싱(data caching)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4]

메모리 디바이스들은 컴퓨터들, 무선 통신 디바이스들, 카메라들, 디지털 디스플레이들 등과 같은, 다양한 전자
디바이스들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정보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상이한 상태들을 프로그램
함으로써 저장된다. 예를 들면, 이진 디바이스들은, 종종 로직 "1" 또는 로직 "0"에 의해 표시된, 두 개의 상태
들을 갖는다. 다른 시스템들에서, 두 개 이상의 상태들이 저장될 수 있다. 저장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 전
자 디바이스는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저장된 상태를 판독하거나, 또는 감지할 수 있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전자 디바이스는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상태를 기록하거나, 또는 프로그램할 수 있다.

[0005]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판독 전용 메모리(ROM), 동적 RAM(DRAM), 동기식 동적 RAM(SDRAM), FeRAM, 상 변화
RAM(PCRAM), 스핀-전달 토크 RAM(STT-RAM), 저항성 RAM(ReRAM), 자기 RAM(MRAM), 플래시 메모리, 및 다른 것을
포함한, 다수의 유형들의 메모리 디바이스들이 존재한다. 메모리 디바이스들은 휘발성이거나 또는 비-휘발성일
수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서 플래시 메모리는 외부 전원의 부재 시에도 확장된 시간 기간들 동안 데이터를 저
장할 수 있다. 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들, 예로서 DRAM은 그것들이 외부 전원에 의해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refresh)되지 않는다면 시간에 걸쳐 그것들의 저장된 데이터를 잃을 수 있다. 바이너리(binary) 메모리 디바이
스는 예를 들어, 대전되거나 또는 방전된 커패시터를 포함할 수 있다. 대전된 커패시터는 누설 전류들을 통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방전될 수 있고, 저장된 정보의 손실로 귀결된다. 휘발성 메모리의 특정한 실시예들은, 더 빠
른 판독 또는 기록 속도들과 같은, 성능 이점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주기적인 리프레싱 없이 데이터를 저장
하기 위한 능력과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의 측면들이 유리할 수 있다.

[0006]

일부 경우들에서, FeRAM은 DRAM의 동작에 유사한 비휘발성 특성과 속도에서 동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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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FeRAM의 메모리 셀들에 사용되는 강유전체 커패시터들은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내에서의 강유전체 재료
들의 반복된 분극(편광) 및 반전에 의한 피로를 겪을 수 있어서, 잔류 분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
록 동작들이 동일한 분극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수행될 때, "인-프린트 (in-print)"로 지칭되는 메모리 셀의 히
스테리시스 특성의 시프트(이동)는 메모리 셀의 재기록 특성의 후속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DRAM에 비
해, FeRAM은 그것의 수명 동안 더 적은 판독 및 기록 동작들을 지원할 수 있다.

발명의 내용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7]

본 개시의 실시예들은 다음의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1은 본 개시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예시적인 메모리 디바이스를 예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디바이스와 같은 메모리 디바이스의 메모리 블록 및 메모리
영역의 예시적인 아키텍처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블록의 메모리 영역과 같은 메모리 블록의 메모리 영역의 예
시적인 아키텍처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블록의 메모리 영역과 같은 메모리 블록의 메모리 영역의 예
시적인 아키텍처를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디바이스, 메모리 블록
또는 메모리 영역의 복수의 메모리 뱅크(bank)와 같은 복수의 메모리 뱅크를 포함하는 장치를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예시적인 강유전체 메모리 셀을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감지 증폭기 및 비트 라인 프리 차지 회로(pre-charge circuit)의 예
시적인 회로도를 도시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감지 래치(sense latch) (예를 들어, 감지 회로) 기판 제어 회로의
예시적인 회로도를 도시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로딩 명령(load command)을 발행하고 메모리 셀로부터 감지 증폭기로
로직 1 또는 하이-레벨 로직 값을 로딩할 때, 다양한 단자들에 인가되거나 다양한 노드들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시적인 파형들을 도시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로딩 명령을 발행하고 메모리 셀로부터 감지 증폭기로 로직 0 또는
로우-레벨 로직 값을 로딩할 때, 다양한 단자들에 인가되거나 다양한 노드들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시적인 파
형들을 도시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저장 명령을 발행하고 메모리 셀에 감지 증폭기에 저장된 로직 1
또는 하이-레벨 로직 값을 저장할 때 다양한 단자들에 인가되거나 다양한 노드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시적인
파형을 도시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저장 명령을 발행하고 메모리 셀에 감지 증폭기에 저장된 로직 0
또는 로우-레벨 로직 값을 저장할 때 다양한 단자들에 인가되거나 다양한 노드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시적인
파형을 도시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데이터 워드가 복수의 메모리 셀로부터 행 버퍼로 로딩된 다음, 메
모리 셀 대신에 행 버퍼로부터 판독되는 동작들의 예시적인 시퀀스를 도시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데이터 워드가 복수의 메모리 셀로부터 행 버퍼로 로딩되거나, 또
는 행 버퍼에 기록된 다음, 메모리 셀 대신에 행 버퍼로부터 판독되는 동작들의 예시적인 시퀀스를 도시한다;
도 15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인 메모리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다;
도 16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로딩 명령을 발행하고 메모리 셀로부터 감지 증폭기로 로직 1 또는
하이-레벨 로직 값을 로딩할 때, 다양한 단자들에 인가되거나 다양한 노드들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시적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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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을 도시한다;
도 17은 본 개시의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른, 데이터 워드가 제 1 복수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행 버퍼로 로딩된
다음 제 2 복수의 메모리 셀들에 저장되는 동작의 예시적인 시퀀스를 도시한다;
도 18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
도를 도시한다; 및
도 19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
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8]

개시된 기술들은 복수의 메모리 셀들 (예를 들어, 강유전체 메모리 셀들, 예컨대, Fe-RAM, 하이브리드 RAM
(HRAM) 셀들)을 갖는 메모리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강유전체 메모리 셀들은 강유전체 필름을 갖는 정보 스토
리지 커패시터를 갖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유전체 필름이 열화 될 수 있고, 강유전체 메모리 셀의 성능이 저
하될 수 있다. 본 출원에 설명된 기술들의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는 메모리 셀의 제 1 판독을 수행
할 때 행 버퍼의 감지 증폭기에서 캐싱될 수 있다. 메모리 셀의 제 1 판독 후에, 적어도 메모리 셀의 제 2 판독
을 수행할 때, 메모리 셀의 데이터는 메모리 셀 대신에 감지 증폭기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메모리 셀의 직접 판독이 보다 적게 수행될 수 있고, 메모리 셀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전력 소모는 또한 감
지 증폭기들에 데이터를 캐싱함으로써 축소될 수 있다. 개별 행 버퍼 내의 메모리 디바이스의 다수의 뱅크들에
대한 데이터를 캐싱함으로써, 메모리 디바이스는 일종의 멀티-페이지 캐시로서 동작될 수 있다. 새로운 데이터
를 메모리 셀에 저장할 때, 새로운 데이터는 감지 증폭기에 기록된 다음 메모리 셀에 기록될 수 있다. 이어서,
새로운 데이터는 메모리 셀로부터 감지 증폭기로 새로운 데이터를 로딩할 필요없이 (즉, 새로운 데이터가 감지
증폭기에 이미 캐싱되기 때문에) 감지 증폭기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다시, 메모리 셀의 직접 판독의 횟수가 감
소되고, 메모리 셀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고, 전력 소모가 감소될 수 있다. 로딩 명령이 메모리 셀로부터 새로
운 데이터를 판독하기 전에 발행될 필요가 없으므로, 명령 버스 효율도 또한 개선될 수 있다.

[0009]

본 출원에서 설명된 기술들의 다른 실시예에서,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들은 메모리 디바이스 내의 메모
리 뱅크들의 상이한 그룹들에 맵핑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각각의 메모리 뱅크는 행 버퍼와 연관된다. 메모리 뱅
크 내의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복수의 메모리 셀들은 데이터 워드를 검색하기 위해 어드레싱될 수 있다. 복
수의 메모리 셀은 복수의 프로세스의 프로세스로부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제 1 메모리 판독 요청을 수신
한 때 어드레싱될 수 있다. 프로세스로부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제 2 메모리 판독 요청을 수신한 때, 메
모리 뱅크와 연관된 행 버퍼는 데이터 워드를 검색하기 위해 어드레싱될 수 있다. 메모리 뱅크들의 상이한 그룹
들에 프로세스들의 맵핑은 메모리 디바이스의 행 버퍼들 내의 히트율(hit rate)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메모리 셀들의 직접 판독의 횟수를 감소시키고, 메모리 셀들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메모리 디바이스에 의
한 전력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0010]

상기에서 소개된 본 개시의 실시예들은 메모리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더 설명된다. 그런 다음 하이브리
드 메모리의 특정 예들이 설명된다. 본 개시의 이러한 측면 및 다른 실시예들은 하이브리드 메모리의 구성, 동
작 및 사용과 관련된 장치 다이어그램, 시스템 다이어그램 및 플로우 차트를 참조하여 추가로 예시되고 설명된
다.

[0011]

도 1은 본 개시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예시적인 메모리 디바이스 (100)를 도시한다. 메모리 디바이스
(100)는 복수의 메모리 블록 (예를 들어, 제 1 메모리 블록 (105-a), 제 2 메모리 블록 (105-b) 및 제 8 메모리
블록 (105-h)을 포함하는 8 개의 메모리 블록)으로 배열된 복수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셀들
은 컬럼 어드레스, 행 어드레스 및 뱅크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어드레스에 의해 어드레싱될 수 있다. 컬럼 어드
레스는 컬럼 어드레스 버퍼 (110)에 의해 수신되어 컬럼 디코더 (115) 및 병렬/직렬 변환 회로 (145)에 인가될
수 있다. 행 어드레스는 행 어드레스 버퍼 (120)에 의해 수신되어 뱅크 제어 회로 (135)에 인가될 수 있으며,
뱅크 제어 회로 (135)는 차례로 행 어드레스를 행 디코더 (125)에 제공할 수 있다. 뱅크 어드레스는 뱅크 어드
레스 버퍼 (130)에 의해 수신되어 뱅크 제어 회로 (135)에 인가될 수 있다.

[0012]

메모리 셀의 서브 세트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는 판독/기록 (RW) 증폭기 (140)에서 증폭되고, 병렬/직렬 변환 회
로 (145)에 의해 직렬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되며, 데이터 입력/출력 버퍼 (150)에 일시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메모리 셀들의 서브세트에 기록된 데이터는 데이터 입력/출력 버퍼 (150)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병렬/
직렬 변환 회로 (145)에 의해 병렬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되어, 메모리 셀들의 서브세트에 기록되기 전에 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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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 (140)에서 증폭된다.
[0013]

판독 명령 또는 기록 명령은 명령 디코더 (155)에 의해 수신되고 디코딩될 수 있다. 디코딩된 명령들은 명령 디
코더 (155)로부터 칩 제어 회로 (160)로 제공될 수 있고, 모드 신호는 모드 회로 (165)로부터 칩 제어 회로
(160)로 제공될 수 있다. 칩 제어 회로 (160)는 컬럼 어드레스 버퍼 (110), 행 어드레스 버퍼 (120), 뱅크 어드
레스 버퍼 (130), 뱅크 제어 회로 (135), RW 증폭기 (140) 및 병렬/직렬 변환 회로 (145)를 제어하는 신호들을
제공할 수 있다. 클럭 생성 회로 (170)는 병렬/직렬 변환 회로 (145), 데이터 입력/출력 버퍼 (150), 명령 디코
더 (155) 및 칩 제어 회로 (160)에 하나 이상의 클록 신호들을 제공할 수 있다.

[0014]

메모리 제어기는 메모리 디바이스 (100)의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통해 메모리 디바이스 (100) 내의 메모리 셀들
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제어기는 메모리 블록들 (105)의 메모리 셀을 액세스하기 위해
메모리 블록들(105)의 원하는 워드 라인 및 디지트 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컬럼, 행 및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메모리 제어기는 또한 메모리 디바이스 (100)의 동작 중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압 전위를 생성
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출원에서 논의된 인가된 전압의 진폭, 형상 또는 지속 시간은 조절되거나
변화될 수 있으며, 메모리 디바이스 (100)를 동작에서 논의된 다양한 동작들에 대해 다를 수 있다.

[0015]

도 2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디바이스 (100)와 같은 메모리 디바이스의 메모리 블록
(105) 및 메모리 영역 (205)의 예시적인 아키텍처 (200)를 도시한다. 각 블록 (105) 및 각 메모리 영역 (205)은
복수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블록 (105)은 8 개의 블록 (예를 들어, 제 1 메모리 블
록 (105-a), 제 2 메모리 블록 (105-b), 제 3 메모리 블록 (105-c), 제 4 메모리 블록 (105-d), 제 5 메모리
블록 105-e), 제 6 메모리 블록 (105-f), 제 7 메모리 블록 (105-g), 및 제 8 메모리 블록 (105-h)를 포함할
수 있다.

[0016]

도 2에 도시된 각각의 메모리 블록들 (105)은 복수의 메모리 영역 (205)으로 세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1
메모리 블록 (105-a)은 제 1 메모리 영역 (205-a), 제 2 메모리 영역 (205-b), 제 3 메모리 영역 (205-c) 및
제 4 메모리 영역 (205-d)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각각의 메모리 블록 (105)은 각각의 메모리 블
록 (105)의 제 1 차원 (예를 들어, 수평 차원)을 따라 구현된 컬럼 디코더들 (115-a) 및 각각의 메모리 블록의
제 2 차원 (예를 들어, 수직 차원을 따라서)을 따라 구현된 행 디코더들(125-a)를 갖는 메모리 칩의 직사각형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

[0017]

도 3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블록 (105-a)의 메모리 영역 (205-a)과 같은, 메모리 블록의
메모리 영역의 예시적인 아키텍처 (300)를 도시한다. 메모리 영역 (205-a)은 복수의 메모리 뱅크 (305) (예를
들어, 제 1 메모리 뱅크 (305-a), 제 2 메모리 뱅크 (305-b), 제 3 메모리 뱅크 (305-c), 제 14 메모리 뱅크
(305-n), 제 15 메모리 뱅크 (305-o), 및 제 16 메모리 뱅크 (305-p)를 포함하는 메모리 뱅크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18]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뱅크 (305) 내의 메모리 셀들은 컬럼 디코더 (310), 복수의 각 메모리 뱅크에
대한 행 디코더들 (315) (예를 들어, 제 1 행 디코더 (315-a), 제 2 행 디코더 (315-b), 제 3 행 디코더 (315c), 제 14 행 디코더 (315-n), 제 15 행 디코더 (315-o) 및 제 16 행 디코더 (315-p)) 및 복수의 각 메모리 뱅
크에 대한, 뱅크 제어 회로(320)(예를 들어, 제 1 뱅크 제어 회로 (320-a), 제 2 뱅크 제어 회로 (320-b), 제
3 뱅크 제어 회로 (320-c), 제 14 뱅크 제어 회로 (320-n), 제 15 뱅크 제어 회로 (320-o) 및 제 16 뱅크 제어
회로 (320-p))에 의해 어드레싱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컬럼 어드레스가 컬럼 디코더에 의해 제공될 수 있
고, 뱅크 어드레스, 행 어드레스 및 로딩 명령 또는 저장 명령은 각각의 뱅크 제어 회로 (320)에 제공될 수 있
다. 각각의 뱅크 제어 회로 (320)는 연관된 어드레스 래치 (325) (예를 들어, 제 1 어드레스 래치 (325-a), 제
2 어드레스 래치 (325-b), 제 3 어드레스 래치 (325-c), 제 14 어드레스 래치(325-n), 제 15 어드레스 래치
(325-o), 또는 제 16 어드레스 래치 (325-p))에 행 어드레스를 래치할 수 있고, 대응하는 행 디코더 (315)에 행
어드레스를 전달할 수 있다.

[0019]

로딩 명령 동안 메모리 뱅크 (305)를 어드레싱할 때, 메모리 뱅크 (305)와 연관된 행 버퍼 (330) 내의 다수의
감지 증폭기들 (예를 들어, 제 1 메모리 뱅크 (305-a)와 연관된 행 버퍼 (330-a/330-b) 내의 복수의 감지 증폭
기들)은 복수의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증폭하고, IO 라인 (335) 상에 판독을 위해 데이
터를 래치할 수 있다. 저장 명령 동안 메모리 뱅크 (305)를 어드레싱 지정할 때, IO 라인 (335)상의 데이터는
행 버퍼 (330) 내의 감지 증폭기들에 의해 증폭되어 복수의 메모리 셀에 저장될 수 있다.

[0020]

각 뱅크 제어 회로 (320)는 행 버퍼 (330)의 감지 증폭기에 다수의 제어 신호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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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어 신호들은 뱅크 선택 (BS) 신호, 플레이트 전압 (PL), 절연 게이트 제어 신호 (TG), 비트 라인 프리-차
지 신호 (PCB), 감지 증폭기 프리-차지 신호 (PCS), 기준 전압 인가 신호 (REF) 또는 감지 회로 활성화 신호
(CS)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뱅크 내에 데이터를 로딩하거나 저장할 때 이들 신호들의 사용 예가 도 9-14,
도 16 및 도 17을 참고로 하여 설명된다.
[0021]

도 4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블록 (105-a)의 메모리 영역 (205-a)과 같은 메모리 블록의
메모리 영역의 예시적인 아키텍처 (400)를 도시한다. 메모리 영역 (205-a)은 복수의 메모리 서브-뱅크들 (405)
(예컨대, 제 1 메모리 서브-뱅크 (405-a), 제 2 메모리 서브-뱅크 (405-b), 제 3 메모리 서브-뱅크 (405-c),
제 14 메모리 서브-뱅크 (405-n), 제 15 메모리 서브-뱅크 (405-o), 및 제 16 메모리 서브-뱅크 (405-p)를 포
함하는 16개의 메모리 서브-뱅크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22]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서브-뱅크들 (405) 내의 메모리 셀들은 컬럼 디코더 (410), 복수의 각 메모리
뱅크에 대한 행 디코더들 (415) (예를 들어, 제 1 행 디코더 (415-a), 제 2 행 디코더(415-b), 제 3 행 디코더
(415-c), 제 14 행 디코더 (415-n), 제 15 행 디코더 (415-o) 및 제 16 행 디코더 (415-p))와, 뱅크 제어 회로
(420)에 의해 어드레싱될 수 있다. 일부 예제들에서, 컬럼 어드레스는 컬럼 디코더 (410)에 제공될 수 있고, 뱅
크 어드레스, 행 어드레스 및 로딩 명령 또는 저장 명령은 뱅크 제어 회로 (420)에 제공될 수 있다. 뱅크 제어
회로 (420)는 행 어드레스를 각 메모리 서브 뱅크에 대한 어드레스 래치 (425) 중 하나 (예를 들어, 제 1 어드
레스 래치 (425-a), 제 2 어드레스 래치 (425-b), 제 3 어드레스 래치 (425-c), 제 14 어드레스 래치 (425-n),
제 15 어드레스 래치 (425-o), 또는 제 16 어드레스 래치 (425-p))에서 래치할 수 있고, 대응하는 행 디코더
(415)로 행 어드레스를 전달할 수 있다.

[0023]

로딩 명령 동안 메모리 서브-뱅크 (405)를 어드레싱할 때, 메모리 서브-뱅크 (405)와 연관된 행 버퍼 (430) 내
의 복수의 감지 증폭기들 (예를 들어, 제 1 메모리 서브-뱅크 (405-a)와 연관된 행 버퍼 (430-a/430-b)내의 복
수의 감지 증폭기들)은 복수의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증폭하고, IO 라인 (435)을 통해
판독을 위해 데이터를 래치할 수 있다. 저장 명령 동안 메모리 서브-뱅크 (405)를 어드레싱할 때, IO 라인
(435)상의 데이터는 행 버퍼 (430)의 감지 증폭기들에 의해 증폭되어 복수의 메모리 셀에 저장될 수 있다.

[0024]

뱅크 제어 회로 (420)는 행 버퍼 (430)의 감지 증폭기에 다수의 제어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제어 신호들은 뱅크 선택 (BS) 신호, 플레이트 전압 (PL), 절연 게이트 제어 신호 (TG), 비트 라인 프리-차지
신호 (PCB), 감지 증폭기 프리-차지 신호 (PCS), 기준 전압 인가 신호 (REF) 또는 감지 회로 활성화 신호 (CS)
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뱅크 내에 데이터를 로딩하거나 저장할 때 이들 신호들의 사용 예가 도 9-14, 도 16
및 도 17을 참조하여 설명되며, 메모리 서브-뱅크 내에 데이터를 로딩하거나 저장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적
용될 수 있다.

[0025]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된 각 메모리 뱅크에 대한, 제어 회로 (320)는 메모리 뱅크 (305)에 독립적인 인터리브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도 4를 참조하여 설명된 공유된 뱅크 제어 회로 (420)보다 더 많은
칩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뱅크 어드레스와 함께 공유 뱅크 제어 회로 (420)에 서브 뱅크 어드레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메모리 서브 뱅크와 연관된 모든 행 버퍼들의 판독 및 기록이 가능하다. 일부 메모리 서브뱅크 (405)에 대한 로딩 및 저장 프로세스 및 다른 메모리 서브-뱅크 (405)에 대한 판독 및 기록 프로세스는 인
터리빙(interleave)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영역 내의 일부 메모리 서브-뱅크 (405)에 대한 프로세스를 로
딩 및/또는 저장하는 경우, 메모리 서브-뱅크 인터리빙은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0026]

도 5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디바이스 (100), 메모리
블록 (105) 또는 메모리 영역 (205)의 복수의 메모리 뱅크와 같은 복수의 메모리 뱅크 (305)를 포함하는 장치
(500)을 도시한다. 일부 예에서, 장치 (500)는 제 1 메모리 뱅크 (305-a), 제 2 메모리 뱅크 (305-b) 및 제 3
메모리 뱅크 (305-c)를 포함할 수 있다. 장치 (500)는 대안적으로 더 많거나 또는 더 적은 메모리 뱅크들(305)
을 포함할 수 있다.

[0027]

메모리 뱅크 (305) 각각은 상이한 상태들을 저장하도록 프로그램 가능한 복수의 메모리 셀들 (505)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메모리 셀 (505)은 로직 0 및 로직 1로 표시된 2 개의 상태를 저장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메모리 셀 (505)은 2 개 보다 많은 로직 상태를 저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메모리 셀
(505)은 프로그램 가능 상태를 나타내는 전하를 저장하는 캐패시터를 포함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대전 및 비대
전 커패시터는 2 개의 로직 상태들을 나타낼 수 있다. DRAM 아키텍처들은 통상 이런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채용된 커패시터는 선형 전기 분극 특성을 갖는 유전체 재료를 포함할 수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강
유전체 메모리 셀은 유전체 재료로서 강 유전체를 갖는 커패시터를 포함할 수 있다. 강유전체 재료들은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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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극 특성들을 갖는다.
[0028]

판독 및 기록과 같은 동작은 적절한 워드 라인 (WL) 및 비트 라인 (BL)을 활성화 또는 선택함으로써 메모리 셀
(505)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비트 라인은 디지트 라인으로 지칭될 수 있다. 워드 라인 또는 비트
라인을 활성화 또는 선택하는 것은 개별 라인에 전압 전위를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워드 라인 및 비
트 라인은 전도성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워드 라인 및 비트 라인은 금속 (예를 들어, 구리,
알루미늄, 금, 텅스텐 등)으로 제조될 수 있다. 메모리 셀 (505)의 각각의 행은 단일 워드 라인 (예를 들어,
WLm1, WLm2, WLmj-1 또는 WLmj, 여기서, m은 메모리 뱅크 표시자이고, j는 메모리 뱅크 (305)를 어드레싱하는
다수의 워드 라인이다)에 연결될 수 있고, 메모리 셀들 (505)의 각각의 컬럼은 단일 비트 라인 (예컨대, BLm1,
BLm2, BLm3, BLm4, BLmk-1 또는 BLmk, 여기서, k는 메모리 뱅크를 어드레싱하는 다수의 비트 라인들이다)에 연
결될 수 있다. 워드 라인과 비트 라인의 인터섹션(intersection)은 메모리 셀의 어드레스로 지칭될 수 있다. 하
나의 워드 라인 및 메모리 뱅크 (305)와 연관된 모든 비트 라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데이터 워드는 복수의 감
지 증폭기들 (510) (예를 들어, 감지 증폭기 SAm1 (510-a), SAm2 (510-b) SAm3 (510-c), SAm4 (510-d), SAmk-1
(510-e) 및 SAmk (510-f)를 포함하는)를 포함하는 행 버퍼로 판독될 수 있다.

[0029]

일부 아키텍처들에서, 메모리 셀 (505)의 로직 저장 디바이스, 예를 들어 커패시터는 선택 디바이스에 의해 비
트 라인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될 수 있다. 워드 라인은 선택 디바이스에 연결될 수 있고 선택 디바이스를 제
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 디바이스는 트랜지스터일 수 있고 워드 라인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연결될
수 있다. 워드 라인을 활성화하는 것은 메모리 셀 (505)의 캐패시터와 그에 대응하는 비트 라인 사이에 전기적
연결로 귀결될 수 있다. 메모리 셀 (505)과 연관된 워드 라인을 활성화시에, 메모리 셀 (505)과 관련된 비트 라
인이 메모리 셀 (505)을 판독하거나 기록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액세스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0030]

판독 동작 동안 메모리 셀 (505)에 액세스할 때, 메모리 셀 (505)에 저장된 로직 값은 메모리 셀의 비트 라인과
관련된 감지 증폭기 (510)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지 증폭기 (510)는 메모리 셀(505)의 저장 상
태 또는 로직 값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비트 라인의 로직 값 (예를 들어, 전압)을 기준 신호 (예를 들어, 기준
전압, 미도시)와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트 라인이 기준 전압보다 더 높은 전업을 갖는 경우, 감지 증폭
기 (510)는 메모리 셀 (505)에 저장된 상태가 로직 1 또는 하이 레벨 로직 값이라고 결정할 수 있고, 비트 라인
이 기준 전압보다 더 낮은 전압을 갖는 경우, 감지 증폭기 (510)는 메모리 셀 (505)에 저장된 상태가 로직 0 또
는 로우 레벨 로직 값인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지 증폭기 (510)는 래칭 (latching)으로 지칭될 수 있는 전
압의 차이를 검출 및 증폭하기 위해 다양한 트랜지스터 또는 증폭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런다음 메모리 셀
(505)의 검출된 로직 상태는 IO 라인 상에 출력될 수 있다.

[0031]

메모리 셀 (505)은 메모리 셀 (505)에 대한 관련 워드 라인 및 디지트 라인을 유사하게 활성화시킴으로써 설정
되거나 기록될 수 있다. 상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워드 라인을 활성화하는 것은 메모리 셀 (505)의 대응하는
행을 각각의 비트 라인에 전기적으로 연결시킨다. 메모리 셀 (505)과 관련된 워드 라인이 활성화되는 동안 메모
리 셀 (505)에 대한 관련 비트 라인을 제어함으로써, 메모리 셀 (505)이 기록될 수 있다 - 즉, 로직 값이 메모
리 셀 (505)에 저장될 수 있다. 강유전체 캐패시터를 갖는 메모리 셀의 경우, 강유전체 캐패시터 양단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메모리 셀 (505)이 기록될 수 있다.

[0032]

몇몇 메모리 아키텍처들에서, 메모리 셀 (505)을 액세스하는 것은 저장된 로직 상태를 저하 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고, 재 기록 또는 리프레시(refresh) 동작이 수행되어 메모리 셀 (505)에 대한 원래의 로직 상태를 복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DRAM에서, 캐패시터는 감지 동작 동안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방전되어, 저장된 로직 상
태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저장된 로직 상태는 감지 동작 후에 재 기록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단일 워
드 라인을 활성화하는 것은 해당 행의 모든 메모리 셀의 방전으로 귀결될 수 있고; 따라서, 행 내의 모든 메모
리 셀(505)은 재 기록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0033]

DRAM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일부 메모리 아키텍처들은 외부 전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리프레시되지 않는 한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의 저장된 상태를 잃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된 커패시터는 누설 전류들을 통하여 시
간이 흐르면서 방전될 수 있고, 저장된 정보의 손실로 귀결된다. 이러한 소위 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의 리프레
시 비율은 예를 들어, DRAM의 경우 초당 수십 회의 리프레시 동작들과 같이 비교적 높아서 상당한 전력 소모로
귀결될 수 있다. 메모리 어레이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증가된 전력 소모가 특별히 배터리와 같은 한정된 전원
에 의존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경우 메모리 어레이들 (예를 들어, 파워 서플라이들, 열 생성, 재료 제한
등)의 배치 또는 동작을 방해할 수 있다.

[0034]

제 2 메모리 뱅크 (305-b)의 각 비트 라인은 행 버퍼 내의 각각의 감지 증폭기의 입력 단자에 선택적으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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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수의 절연 게이트들 (515) (예를 들어, nMOS 트랜지스터들)의 각각은 제 2 메모리 뱅
크 (305-b)의 비트 라인 (예를 들어, BLm1, BLm2, BLm3, BLm4, BLmk-1 또는 BLmk)에 개별적으로 결합된 소스
및 드레인 단자들 및 감지 증폭기들 중 대응하는 감지 증폭기 (예를 들어, 감지 증폭기 SAm1 (510-a), SAm2
(510-b), SAm3 (510-c), SAm4 (510-d), SAmk-1 (510-e), 또는 SAmk(510-f))를 가질 수 있다. 절연 게이트
(515)의 게이트 단자에 인가된 영역 제어 신호 (TGm)는 절연 게이트(515)를 동작시켜서 절연 게이트 (515)를 개
방하고 제 2 메모리 뱅크 (305-b)의 비트 라인을 감지 증폭기 (510)로부터 디커플링하거나, 또는 절연게이트들
(515)을 폐쇄하고 제 2 메모리 뱅크 (305-b)의 비트 라인들을 감지 증폭기들 (510)에 결합할 수 있다. 절연 게
이트 (515)가 폐쇄될 때, 활성화된 워드 라인과 연관된 메모리 셀 (505)의 행로부터 데이터 워드가 판독되거나
기록될 수 있다.
[0035]

비트 라인들의 각각은 비트 라인 프리 차지 회로 (520)와 관련될 수 있다. 메모리 셀들(505)의 행의 판독 동안,
비트 라인 프리 차지 회로들 (520)은 절연 게이트들 (515)이 개방된 동안 비트 라인들을 로우 레벨로 프리 차지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워드 라인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절연 게이트 (515)는 비트 라인을 감지 증폭기 (510)에
결합하고 활성화된 워드 라인과 연관된 메모리 셀 (505)에 저장된 데이터 워드를 비트 라인상에서 판독하기 위
해 폐쇄될 수 있다. 감지 증폭기 (510)는 그런 다음 비트 라인의 전압을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메모리 셀 (50
5)의 저장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메모리 셀들 (505)의 저장된 상태들은 감지 증폭기들 (510)에 저장 (즉, 래
치)될 수 있다. 제 2 메모리 뱅크 (305-b)의 다음 액세스가 바로 이전의 액세스와 동일한 워드 라인과 관련될
때,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셀 (505) 대신에 감지 증폭기 (510)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감지 증폭
기 (510)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은 메모리 셀의 하나 이상의 추가 액세스를 덜어줄 수 있다. 메모리
셀들 (505)의 서브 세트에 저장된 데이터가 메모리 셀들 (505) 대신에 감지 증폭기들 (510)로부터 판독될 때,
메모리 셀들 (505)은 감지 증폭기들 (510)에 결합될 필요가 없으며 절연 게이트들 (515)은 개방된 채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비트 라인은 메모리 셀 (505)의 플레이트 전압 (PLm)과 동일한 전압 레벨로 프리 차지될 수 있
다. 플레이트 전압 및 비트 라인 모두가 동일한 전압 (예를 들어, VSS와 같은 저전압 레벨)에 유지될 때, 메모
리 셀 (505)과 관련된 누설 전류는 최소화되고, 메모리 셀 (505)의 수명은 연장될 수 있다.

[0036]

도 6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예시적인 강유전체 메모리 셀(600)을 도시한다. 강유전체 메모리 셀
(600)은 선택 디바이스 및 로직 저장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다. 선택 소자는 소스 단자 (605), 드레인 단자
(610) 및 게이트 단자 (645)를 갖는 트랜지스터를 포함할 수 있다. 로직 저장 컴포넌트는 2 개의 도전성 전극,
셀 플레이트 전극 (PLT) 및 저장 노드 전극 (SN)을 포함하는 커패시터 (620)를 포함할 수 있다. 커패시터(620)
의 전극들은 절연성 강유전체 재료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된 것 처럼, 다양한 상태들이 캐패시
터 (620)를 대전 또는 방전함으로써 저장될 수 있다.

[0037]

일부 실시예들에서, 소스 및 드레인 단자 (605, 610)는 p 형 실리콘 기판 (625)에 형성된 n 형 불순물 층 (또는
웰(well)) 일 수 있다. 소스 및 드레인 단자 (605, 610)는 엘리먼트 분리 절연막 (630, 635)에 의해 다른 활성
영역과 절연될 수 있다. 소스 단자 (605), 기판 (625) 및 드레인 단자 (610)의 일부 영역에는 게이트 유전체 막
(640)이 형성될 수 있다. 게이트 단자 (645)는 게이트 유전체 막 (640) 상에 형성될 수 있다.

[0038]

소스 단자 (605)는 제 1 금속 라인 및/또는 전도성 비아 (예를 들어, 스토리지 노드(VSN)에서)에 의해 캐패시터
(620)의 저장 노드 전극 (SN)에 결합될 수 있다. 캐패시터 (620)의 셀 플레이트 전극 (PLT)은 제 2 금속 라인
및/또는 전도성 비아에 의해 셀 플레이트 노드 (PL)에 결합될 수 있다. 드레인 단자 (610)는 제 3 금속 라인 및
/또는 전도성 비아에 의해 비트 라인 (BL) (650)에 결합될 수 있다. 게이트 단자 (645)는 제 4 금속 라인 및/또
는 전도성 비아에 의해 워드 라인 (WL) (655)에 결합될 수 있다.

[0039]

동작시, 선택 디바이스를 활성화하고 저장 노드 (VSN)와 비트 라인 (BL) (650) 사이에 전류 흐름을 유도하기 위
해 고전압 레벨 (예를 들어, VPP)이 워드 라인 (WL) (655)에 인가될 수 있다. 반대로, 워드 라인 (WL) (655)에
저 전압 레벨 (예를 들어, VKK)이 인가되어 선택 디바이스를 비활성화시키고 저장 노드 (VSN)와 비트 라인 (BL)
(650) 사이의 전류 흐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워드 라인 (WL) (655)이 저전압 레벨에 있을 때, 셀 플레이트 노
드 (PL), 비트 라인 (BL) (650) 및 기판 (625) (예를 들어, Psub 전압)이 저전압 레벨 (예를 들어, VSS)을 사
용하여 선택 디바이스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워드 라인 (WL) (655)이 저 전압 레벨에서 유지되고 셀
플레이트 노드 (PL), 비트 라인 (BL) (650) 및 기판 (625)의 전압들이 저 전압 레벨 (예를 들어, VSS)에서 유지
되는 이 상태는, 메모리 셀 (600)에 저장된 데이터가 메모리 셀 (600) 대신에 비트 라인 (BL) (650)에 결합된
감지 증폭기로부터 판독될 때, 유지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워드 라인 (WL) (655)의 전압 레벨은 저전압 레벨
(예를 들어, VKK)에서 유지될 수 있고, 비트 라인 (BL) (650)상의 전압은 메모리 셀 (600)에 저장된 데이터가
감지 증폭기로 로딩될 때, 또는 새로운 데이터가 메모리 셀(600)에 기록될 때 선택 디바이스를 통해 전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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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로서 변동을 거듭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0040]

도 7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감지 증폭기 (705) 및 비트 라인 프리 차지 회로 (710)의 예시적인
회로도 (700)를 도시한다. 일부 예에서, 감지 증폭기 (705)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들 (510) 중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일 수 있다. 일부 예에서, 감지 증폭기 (705)는 노드 BLSm 및 /BLSm상의 전압을 비교하
는 감지 회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BLSm은 BLSm에 대하여 상보적인 (또는 차동) 노드이고, BLSm 및 다
른 신호들의 표기 "m" 신호가 메모리 뱅크 "m"에 대해 생성되었음을 나타낸다. 감지 회로는 감지 전압들을 래치
할 수 있다. 예로서, 감지 회로는 2 개의 pMOS 트랜지스터 (715-a, 715-b) 및 2 개의 nMOS 트랜지스터 (720-a,
720-b)를 포함하는 4 개의 트랜지스터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감지 증폭기 (705)는 또한 BLSm 및 /BLSm 노드들
을 I/O 레지스터의 노드들 IO 및 /IO에 각각 결합하기 위한 제 1 트랜지스터 쌍 (예를 들어, nMOS 트랜지스터
(725-a 및 730-a)) 및 제 2 트랜지스터 쌍 (예를 들어, nMOS 트랜지스터 (725-b 및 730-b))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각 쌍의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단자는 노드 BLSm 또는 /BLSm 중 하나와 I/O 레지스터 노드 IO 또
는 /IO 중 하나 사이에 직렬로 결합될 수 있다. 각 쌍 내의 하나의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 (예를 들어, 트랜
지스터 (725-a 및 725-b)의 게이트 단자)는 뱅크 선택 신호 BSm에 의해 구동될 수 있고, 각 쌍 내의 다른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예를 들어, 트랜지스터 (730-a 및 730-b)의 게이트 단자)는 컬럼 선택 신호 (YS)에 의해
구동될 수 있다.

[0041]

감지 증폭기 (705)는 비트 라인 BLm에 연결된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감지 증폭기 (705)내) 로딩하기 전
에 노드 BLSm 및 /BLSm을 제 1 전압 (예를 들어, VSS)으로 바이어싱하도록 동작가능한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회로는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PCSm) 신호에 의해 구동된 게이
트 단자들을 갖고 저전압 전위 (예를 들어, VSS 또는 접지)와 노드 BLSm 또는 /BLSm 사이의 소스 및 드레인 단
자에 의해 결합된 트랜지스터들의 쌍(735-a, 735-b)를 포함할 수 있다. 노드 BLSm 및 /BLSm 사이의 소스 및 드
레인 단자에 의해 결합된 제 3 트랜지스터 (740)는 또한 PCSm 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게이트 단자를 또한 가질
수 있다.

[0042]

감지 증폭기 (705)는 또한 노드 /BLSm을 기준 전압 (Vref)으로 바이어싱하도록 동작 가능한 바이어스 회로를 포
함할 수 있다. 노드 /BLSm은 노드 BLSm 및 /BLSm을 저전압 전위로 프리 차지 한 후, 그리고 비트 라인 BLm에 연
결된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감지 증폭기 (705)에) 로딩하기 전에 기준 전압으로 바이어싱될 수 있다.
바이어스 회로는 노드 /BLSm과 기준 전압 (Vref) 전위로 유지되는 노드 사이의 소스 및 드레인 단자에 의해 결
합된 트랜지스터 (745)를 포함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 (745)의 게이트 단자는 REFm 신호에 의해 구동될 수
있다.

[0043]

비트 라인 프리 차지 회로 (710)는 비트 라인 (BLm)과 저 전위 (예를 들어, VSS 또는 접지) 사이의 소스 및 드
레인 단자에 의해 결합된 트랜지스터 (750)를 포함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 (750)의 게이트 단자는 비트 라인 프
리 차지 (PCBm) 신호에 의해 구동될 수 있다. 메모리 셀로부터의 데이터를 비트 라인 (BLm)을 통해 감지 증폭기
(705)로 로딩하지 않을 때, PCBm 신호는 비트 라인 (BLm)을 로우 레벨 (예를 들어, VSS)로 풀링(pull)하도록 어
써트될 수 있다.

[0044]

비트 라인 (BLm)은 절연 게이트 (515-a)에 의해 감지 증폭기 (705)에 결합될 수 있다. 절연 게이트 (515-a)는
비트 라인 (BLm)과 노드 (BLSm) 사이의 소스 및 드레인 단자에 의해 결합된 트랜지스터를 포함할 수 있다.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 단자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영역 제어 신호 (TGm)에 의해 구동될 수 있다.

[0045]

도 8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감지 래치 (예를 들어, 감지 회로) 기판 제어 회로 (800)의 예시적인
회로도를 도시한다. 감지 래치 기판 제어 회로 (800)는 제 1 세트의 기판 전압 (예를 들어, VDD 및 VSS) 또는
제 2 세트의 기판 전압 (예를 들어, VDL 및 VSH)을 도 7을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회로와 같은 감지 회로에 제공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 1 세트의 기판 전압들은 제 1 pMOS 기판 전압 (VDD) 및 제 1 nMOS 기판 전압
(VSS)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 세트의 기판 전압들은 제 2 pMOS 기판 전압 (VDL) 및 제 2 nMOS 기판 전압
(VSH)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 pMOS 기판 전압 (VDD)은 제 2 pMOS 기판 전압 (VDL)보다 높을 수 있고, 제 1
nMOS 기판 전압 (VSS)은 제 2 nMOS 기판 전압 (VSH)보다 낮을 수 있다. 전압 선택 회로 (835)는 pMOS 기판 전
압 (노드 NWm에서) 및 nMOS 기판 전압 (노드 PWm에서)을 출력하도록 감지 래치 기판 제어 회로 (800)를 구성할
수 있다. 노드 NWm 및 PWm의 전압은 제 1 세트의 기판 전압 또는 제 2 세트의 기판 전압을 사용하여 감지 증폭
기의 감지 회로 (예를 들어, 도 7을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705)의 감지 회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제 1 세트의 기판 전압들은 다른 시간에 감지 회로에 대해 더 높은 임계 전압을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지 증폭기를 포함하는 행 버퍼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제 2 세트의 기판 전압은, 감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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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로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로딩할 때, 메모리 셀내 감지 증폭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또는
감지 증폭기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또는 감지 증폭기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 감지 회로에 대해 더 낮은 임
계 전압 (Vt)을 제공할 수 있다.
[0046]

일부 예에서, 감지 래치 기판 제어 회로 (800)는 제 1 pMOS 트랜지스터 (805), 제 2 pMOS 트랜지스터 (810),
제 1 nMOS 트랜지스터 (815) 및 제 2 nMOS 트랜지스터 (820)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pMOS 트랜지스터 (805)는
노드 (NWm)와 제 1 pMOS 기판 전압 (VDD)로 유지되는 노드 사이의 소스 및 드레인 단자에 의해 결합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노드 NWm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705)의 감지 회로에 pMOS 기판 전압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 pMOS 트랜지스터 (810)는 노드 (NWm)와 제 2 pMOS 기판 전압 (VDL) 사이의 소스 및 드레인 단자
에 의해 결합될 수 있다. 제 1 nMOS 트랜지스터 (815)는 노드 PWm과 제 1 nMOS 기판 전압 (VSS)로 유지되는 노
드 사이의 소스 및 드레인 단자에 의해 결합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노드 PWm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705)의 감지 회로에 nMOS 기판 전압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 nMOS 트랜지스터 (820)는 노드 (PWm)와 제
2 nMOS 기판 전압 (VSH) 사이의 소스 및 드레인 단자에 의해 결합될 수 있다.

[0047]

전압 선택 회로 (835)는 입력으로서 감지 증폭기 인에이블 (SEm) 신호 및 뱅크 선택 (BSm) 신호를 갖는 NOR 게
이트 (830)를 포함할 수 있다. NOR 게이트 (830)의 출력은 전압 선택 회로 (835)의 비-반전 출력 (840)을 제공
할 수 있다. 전압 선택 회로 (835)의 비 반전 출력 (840)은 인버터 (845)에 의해 수신될 수 있다. 인버터 (84
5)의 출력은 전압 선택 회로 (835)의 반전된 출력 (850)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 pMOS 트랜지스터 (810) 및 제
1 nMOS 트랜지스터 (815)의 게이트 단자는 비-반전 출력 (840)에 결합될 수 있고, 제 1 pMOS 트랜지스터 (805)
및 제 2 nMOS 트랜지스터 (820)의 게이트 단자는 반전 출력 (850)에 결합될 수 있다.

[0048]

동작시, (로딩 또는 저장 동작 동안) SEm 신호 또는 (판독 또는 기록 동작 동안) BSm 신호의 어써팅(assertio
n)은 전압 선택 회로 (835)의 비 반전 출력 (840)이 로우 레벨로 풀링되게 하고, 전압 선택 회로 (835)의 반전
출력 (850)을 하이 레벨로 풀링되게 하고, 제 2 pMOS 트랜지스터 (810)를 도전시켜 노드 NWm을 VDL로 풀링되게
하고, 제 2 nMOS 트랜지스터 (820)를 도전시켜 노드 PWm을 VSH로 풀링되게 한다. SEm 신호 및 BSm 신호가 어써
팅되지 않으면, 전압 선택 회로 (835)의 비 반전 출력 (840)은 하이 레벨로 풀링되며, 전압 선택 회로 (835)의
반전된 출력 (850)이 로우 레벨로 풀링되고, 제 1 pMOS 트랜지스터 (805)를 전도시켜 노드 NWm을 VDD로 풀링되
게 하고, 제 1 nMOS 트랜지스터 (815)를 전도시켜 노드 PWm을 VSS로 풀링되게 한다.

[0049]

도 9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로딩 명령(load command)을 발행하고 메모리 셀로부터 감지 증폭기로
로직 1 또는 하이-레벨 로직 값을 로딩할 때, 다양한 단자들에 인가되거나 다양한 노드들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시적인 파형들(900)을 도시한다. 예로서, 감지 증폭기는 하이 레벨 로직 값의 로딩에 앞서 로우 레벨 로직 값
을 저장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다른 예로서, 메모리 셀은 도 5 또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셀들 (505
또는 600) 중 하나 일 수 있고, 감지 증폭기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중 하나일 수 있다.

[0050]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기간 (905) 동안, PCS 신호는 로우 레벨 (VSS)로부터 하이 레벨 (VDD)로 스위칭될 수 있
고, CS 신호는 하이 레벨 (VDD)로부터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다. PCS 신호를 하이 레벨로 스위칭하
는 것은 /BLS 노드를 로우 레벨 (VSS)로 풀링하고 BLS 노드를 로우 레벨 (VSS)에서 유지하는 한 쌍의 풀-다운
(pull-down)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회로를 인에이블한다. 또한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기간 동안, 이전에 어써트된 워드 라인 (WL ')은 하이 레벨 (VPP)로부터 로우 레벨 (VKK)로 스위칭될 수 있다.
이전에 어써트된 워드 라인을 스위칭 한 후에, PCS 신호는 하이 레벨 (VDD)에서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고, 그렇게함으로써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회로를 디스에이블하고, PCB 신호는 하이 레벨 (VDD)를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함으로써 비트 라인 프리 차지 회로를 디스에이블시킨다.

[0051]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기간 (905)에 후속하는 셀 선택 및 판독 기간 (910) 동안, TG 신호는 로우 레벨 (VSS)에
서 하이 레벨 (VPP)로 스위칭되어 절연 게이트를 폐쇄시키고 BLS 노드에 비트 라인 (BL)을 결합시킬 수 있다.
절연 게이트를 폐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병렬로, REF 신호는 /BLS 노드에 기준 전압 (Vref)을 인가하는 트랜지
스터의 게이트를 구동하기 위해 로우 레벨 (VSS)로부터 하이 레벨 (VDD)로 스위칭될 수 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워드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의 세트를 선택하고 저장된 로직 값을 비트 라인 (BL) 및 BLS 노드상에서 판독하기
위해 워드 라인 (WL)이 어써트될 수 있다 (로우 레벨 (VKK)에서 하이 레벨 (VPP)로 전환됨)). 예로서, 도 9는
로직 값이 로직 1 또는 하이 레벨 로직 값인것을 도시한다. 워드 라인 (WL)을 어써트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병렬
로, 메모리 셀들의 세트의 셀 플레이트 전압 (PL)은 로우 레벨 (VSS)로부터 하이 레벨 (VDD)로 스위칭될 수 있
고, REF 신호는 하이 레벨 (VDD)에서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다. 셀 플레이트 전압을 상승시키는 것
은 저장된 로직 값이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될 수 있게 한다. 저장된 로직 값을 비트 라인 및 BLS 노드상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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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후, TG 신호는 하이 레벨 (VPP)에서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되어 절연 게이트를 개방시키고 비트 라인
(BL)을 BLS 노드로부터 디커플링시킬 수 있다.
[0052]

셀 선택 및 판독 기간 (910)에 후속하는 감지 증폭 기간 (915) 동안, CS 신호는 로우 레벨 (VSS)로부터 하이 레
벨 (VDD)로 스위칭될 수 있어서, 감지 증폭기가 BLS 노드 상에서 판독된 로직 값과 /BLS 노드에 인가된 기준 신
호 (Vref) 사이의 차이를 증폭시키게 할 수 있다. 증폭은 BLS 노드를 하이 레벨 (VDD)로 구동시키고 /BLS 노드
를 로우 레벨 (VSS)로 구동시킨다. BLS 노드 상에서 판독된 로직 값의 증폭 후에, TG 신호는 로우 레벨 (VSS)로
부터 하이 레벨 (VPP)로 스위칭될 수 있고, 감지 증폭 기간(915) 다음에 재 기록 기간 (920)에서 절연 게이트를
다시 폐쇄시킨다.

[0053]

재기록 기간 (920) 동안, BLS 노드상의 증폭된 로직 레벨 (즉, 로직 1)은 비트 라인 (BL)으로 다시 전송된다.
그런 다음 셀 플레이트 전압 (PL)은 하이 레벨 (VDD)에서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되어, 로직 1 또는 하이 레
벨 로직 값을 메모리 셀에 재 기록할 수 있다.

[0054]

재기록 기간 (920)에 후속하는 비트 라인 프리 차지 기간 (925) 동안, TG 신호는 하이 레벨 (VPP)로부터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고, 다시 절연 게이트를 개방시킬 수 있다. 또한, PCB 신호는 로우 레벨 (VSS)에서
하이 레벨 (VDD)로 스위칭되어, 비트 라인 (BL)이 하이 레벨 (VDD)에서 로우 레벨 (VSS)로 전환될 수 있게
한다. 비트 라인이 프리 차지된 후에, 플레이트 전압 및 비트 라인 전압 모두는 동일한 전압 (예를 들어, VSS와
같은 저 전압 레벨)에서 유지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셀과 관련된 누설 전류를 완화시키고 메모리
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0055]

파형 (900)은 메모리 셀이 파기 판독 모드로 동작하도록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메모리 셀이 파기 판독 모드로
동작하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데이터는 재기록 기간 (920) 동안 메모리 셀로 다시 전송될 필요가 없다.

[0056]

도 10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로딩 명령을 발행하고 메모리 셀로부터 감지 증폭기로 로직 0 또는
로우-레벨 로직 값을 로딩할 때, 다양한 단자들에 인가되거나 다양한 노드들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시적인 파
형들(1000)을 도시한다. 예로서, 감지 증폭기는 로우 레벨 로직 값의 로딩에 앞서 하이 레벨 로직 값을 저장하
는 것으로 가정된다. 다른 예로서, 메모리 셀은 도 5 또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셀들 (505 또는 600)
중 하나 일 수 있고, 감지 증폭기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중 하나일 수 있다.

[0057]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기간 (1005) 동안, PCS 신호는 로우 레벨 (VSS)로부터 하이 레벨 (VDD)로 스위칭될 수
있고, CS 신호는 하이 레벨 (VDD)로부터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다. PCS 신호를 하이 레벨로 스위칭
하는 것은 /BLS 노드를 로우 레벨 (VSS)로 풀링하고 BLS 노드를 로우 레벨 (VSS)에서 유지하는 한 쌍의 풀-다운
(pull-down)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회로를 인에이블한다. 또한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기간 동안, 이전에 어써트된 워드 라인 (WL ')은 하이 레벨 (VPP)로부터 로우 레벨 (VKK)로 스위칭될 수 있다.
이전에 어써트된 워드 라인을 스위칭 한 후에, PCS 신호는 하이 레벨 (VDD)에서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고, 그렇게함으로써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회로를 디스에이블하고, PCB 신호는 하이 레벨 (VDD)를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함으로써 비트 라인 프리 차지 회로를 디스에이블시킨다.

[0058]

감지 증폭기 프리 차지 기간 (1005)에 후속하는 셀 선택 및 판독 기간 (1010) 동안, TG 신호는 로우 레벨 (VS
S)에서 하이 레벨 (VPP)로 스위칭되어 절연 게이트를 폐쇄시키고 BLS 노드에 비트 라인 (BL)을 결합시킬 수 있
다. 절연 게이트를 폐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병렬로, REF 신호는 /BLS 노드에 기준 전압 (Vref)을 인가하는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를 구동하기 위해 로우 레벨 (VSS)로부터 하이 레벨 (VDD)로 스위칭될 수 있다. 그런 다음 데
이터 워드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의 세트를 선택하고 저장된 로직 값을 비트 라인 (BL) 및 BLS 노드상에서 판
독하기 위해 워드 라인 (WL)이 어써트될 수 있다 (로우 레벨 (VKK)에서 하이 레벨 (VPP)로 전환됨)). 예로서,
도 10은 로직 값이 로직 0 또는 로우 레벨 로직 값인 것을 도시한다. 워드 라인 (WL)을 어써트하는 것과 실질적
으로 병렬로, 메모리 셀들의 세트의 셀 플레이트 전압 (PL)은 로우 레벨 (VSS)로부터 하이 레벨 (VDD)로 스위칭
될 수 있고, REF 신호는 하이 레벨 (VDD)에서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다. 셀 플레이트 전압을 상승시
키는 것은 저장된 로직 값이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될 수 있게 한다. 저장된 로직 값을 비트 라인 및 BLS 노드상
에서 판독한 후, TG 신호는 하이 레벨 (VPP)에서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되어 절연 게이트를 개방시키고 비트
라인 (BL)을 BLS 노드로부터 디커플링시킬 수 있다.

[0059]

셀 선택 및 판독 기간 (1010)에 후속하는 감지 증폭 기간 (1015) 동안, CS 신호는 로우 레벨 (VSS)로부터 하이
레벨 (VDD)로 스위칭될 수 있어서, 감지 증폭기가 BLS 노드 상에서 판독된 로직 값과 /BLS 노드에 인가된 기준
신호 (Vref) 사이의 차이를 증폭시키게 할 수 있다. 증폭은 BLS 노드를 로우 레벨 (VSS)로 구동시키고 /BLS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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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하이 레벨 (VDD)로 구동시킨다. BLS 노드 상에서 판독된 로직 값의 증폭 후에, TG 신호는 로우 레벨 (VS
S)로부터 하이 레벨 (VPP)로 스위칭될 수 있고, 감지 증폭 기간(1015) 다음에 재 기록 기간 (1020)에서 절연 게
이트를 다시 폐쇄시킨다.
[0060]

재기록 기간 (1020) 동안, BLS 노드상의 증폭된 로직 레벨 (즉, 로직 0)은 비트 라인 (BL)으로 다시 전송되고,
로직 0 또는 로우 레벨 로직 값은 메모리 셀에 재 기록된다. 그런 다음 셀 플레이트 전압 (PL)은 하이 레벨
(VDD)에서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다.

[0061]

재기록 기간 (1020)에 후속하는 비트 라인 프리 차지 기간 (1025) 동안, TG 신호는 하이 레벨 (VPP)로부터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고, 다시 절연 게이트를 개방시킬 수 있다. 또한, PCB 신호는 로우 레벨 (VSS)에서
하이 레벨 (VDD)로 스위칭될 수 있고, 그에 의해 비트 라인 프리-차지 회로를 다시 인에이블한다. 비트 라인이
프리 차지된 후에, 플레이트 전압 및 비트 라인 전압 모두는 동일한 전압 (예를 들어, VSS와 같은 저 전압
레벨)에서 유지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셀과 관련된 누설 전류를 완화시키고 메모리 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0062]

파형 (1000)은 메모리 셀이 파기 판독 모드로 동작하도록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메모리 셀이 파기 판독 모드로
동작하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데이터는 재기록 기간 (1020) 동안 메모리 셀로 다시 전송될 필요가 없다.

[0063]

도 11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저장 명령을 발행하고 메모리 셀에 감지 증폭기에 저장된 로직 1
또는 하이-레벨 로직 값을 저장할 때 다양한 단자들에 인가되거나 다양한 노드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시적인
파형들(1100)을 도시한다. 예로서, 메모리 셀은 도 5 또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셀들 (505 또는 600)
중 하나 일 수 있고, 감지 증폭기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중 하나일 수 있다.

[0064]

데이터 전송 기간 (1105) 이전에, 감지 증폭기의 BLS 노드는 저장될 로직 1을 나타내는 하이 레벨 (VDD)로 풀링
될 수 있고, 감지 증폭기의 /BLS 노드는 로우 레벨 (VSS)로 풀링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전송 기간 이전에,
로직 1이 저장될 메모리 셀에 결합된 비트 라인 (BL)은 로우 레벨 (VSS)로 유지될 수 있다.

[0065]

데이터 전송 기간 (1105) 동안, PCB 신호는 하이 레벨 (VDD)에서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고, 그에 의
해 비트 라인 프리 차지 회로를 디스에이블시킨다. 또한, TG 신호는 로우 레벨 (VSS)에서 하이 레벨 (VPP)로 스
위칭되어 절연 게이트를 폐쇄시키고 BLS 노드에 비트 라인 (BL)을 결합시킬 수 있다. 절연 게이트를 폐쇄시키는
것은 BLS 노드의 하이 레벨 (즉, 로직 하이가 저장 됨)이 비트 라인 (BL)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0066]

기록 기간 (1110) 동안에, 메모리 셀의 셀 플레이트 전압 (PL)은 일시적으로 로우 레벨 (VSS)로부터 하이 레벨
(VDD)로 스위칭되고, 다시 로우 레벨로 되돌아 가서 로직 1 또는 하이-레벨 로직 값을 메모리 셀에 재기록할 수
있다.

[0067]

기록 기간에 이어지는 비트 라인 프리 차지 기간 (1115) 동안, TG 신호는 하이 레벨 (VPP)에서 로우 레벨 (VS
S)로 스위칭될 수 있고, 다시 절연 게이트를 개방시킬 수 있다. 또한, PCB 신호는 로우 레벨 (VSS)에서 하이 레
벨 (VDD)로 스위칭될 수 있고, 그에 의해 비트 라인 프리-차지 회로를 다시 인에이블시키고 비트 라인 (BL)이
하이 레벨 (VDD )에서 로우 레벨 (VSS)로 전환되게 한다. 비트 라인이 프리 차지된 후에, 플레이트 전압 및 비
트 라인 전압 모두는 동일한 전압 (예를 들어, VSS와 같은 저 전압 레벨)에서 유지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셀과 관련된 누설 전류를 완화시키고 메모리 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0068]

도 12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저장 명령을 발행하고 메모리 셀에 감지 증폭기에 저장된 로직 0
또는 로우-레벨 로직 값을 저장할 때 다양한 단자들에 인가되거나 다양한 노드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시적인
파형(1200)을 도시한다. 예로서, 메모리 셀은 도 5 또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셀들 (505 또는 600)
중 하나 일 수 있고, 감지 증폭기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중 하나일 수 있다.

[0069]

데이터 전송 기간 (1205) 이전에, 감지 증폭기의 BLS 노드는 저장될 로직 0을 나타내는 로우 레벨 (VSS)로 풀링
될 수 있고, 감지 증폭기의 /BLS 노드는 하이 레벨 (VDD)로 풀링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전송 기간 이전에,
로직 0이 저장될 메모리 셀에 결합된 비트 라인 (BL)은 로우 레벨 (VSS)로 유지될 수 있다.

[0070]

데이터 전송 기간 (1205) 동안, PCB 신호는 하이 레벨 (VDD)에서 로우 레벨 (VSS)로 스위칭될 수 있고, 그에 의
해 비트 라인 프리 차지 회로를 디스에이블시킨다. 또한, TG 신호는 로우 레벨 (VSS)에서 하이 레벨 (VPP)로 스
위칭되어 절연 게이트를 폐쇄시키고 BLS 노드에 비트 라인 (BL)을 결합시킬 수 있다. 절연 게이트를 폐쇄시키는
것은 BLS 노드의 로우 레벨 (즉, 로직 제로가 저장 됨)이 비트 라인 (BL)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0071]

기록 기간 (1210) 동안, 메모리 셀의 셀 플레이트 전압 (PL)은 로우 레벨 (VSS)에서 하이 레벨 (VDD)로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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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스위칭될 수 있고, 그때에 로직 0 또는 로우 레벨 로직 값이 다시 메모리 셀에 재기록될 수 있고, 그런 다
음 셀 플레이트 전압은 로우 레벨로 복귀될 수 있다.
[0072]

기록 기간에 이어지는 비트 라인 프리 차지 기간 (1215) 동안, TG 신호는 하이 레벨 (VPP)에서 로우 레벨 (VS
S)로 스위칭될 수 있고, 다시 절연 게이트를 개방시킬 수 있다. 또한, PCB 신호는 로우 레벨 (VSS)에서 하이 레
벨 (VDD)로 스위칭될 수 있고, 그에 의해 비트 라인 프리-차지 회로를 다시 인에이블한다. 비트 라인이 프리 차
지된 후에, 플레이트 전압 및 비트 라인 전압 모두는 동일한 전압 (예를 들어, VSS와 같은 저 전압 레벨)에서
유지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셀과 관련된 누설 전류를 완화시키고 메모리 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0073]

일부 경우들에서, 도 16 또는 도 17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마모 레벨링은 로딩 명령과 관련하여 수행될
수 있다.

[0074]

도 13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데이터 워드가 복수의 메모리 셀로부터 행 버퍼로 로딩된 다음, 메
모리 셀 대신에 행 버퍼로부터 판독되는 동작들(1300)의 예제 시퀀스를 도시한다. 예로서, 메모리 셀은 도 5 또
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셀들 (505 또는 600) 중 하나 일 수 있고, 감지 증폭기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중 하나일 수 있다.

[0075]

시간 t1에서, (복수의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데이터 워드를 행 버퍼에 로딩하도록 로딩 명령 (load command)
(LD)이 발행될 수 있다. 로딩 명령은 제 1 데이터 워드의 뱅크 어드레스 (BAm) 및 제 1 행 어드레스 (RAa)와 연
관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로딩 명령은 도 9 또는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실행될 수 있다. 제 1
데이터 워드가 행 버퍼에 로딩된 후, 행 버퍼로부터 제 1 데이터 워드를 판독하기 위해 다수의 판독 명령이 발
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뱅크 어드레스 (BAm) 및 컬럼 어드레스 (CA)와 관련된 판독 명령 (RD)은 시간 t1에
이어서 시간 t2에 발행될 수 있다. 임의의 수의 추가 판독 명령이 시간 t1 후에 발행될 수 있다. " 누락(mis
s)"를 반환하는 판독 명령을 발행할 때, 제 2 데이터 워드를 행 버퍼에 로딩하기 위해 시간 t3에서 로딩 명령이
발행될 수 있다. 제 2 데이터 워드는 뱅크 어드레스 (BAm) 및 제 2 행 어드레스 (RAb)와 연관될 수 있다. 제 2
데이터 워드는 시간 t3 다음에 임의의 횟수만큼 행 버퍼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행 버퍼의 판독 동안, 대응하는
데이터 워드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은 방해받지 않는다. 제한된 회수에서만 판독될 수 있는 메모리 셀에 대해,
행 버퍼에서의 데이터 워드의 캐싱은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0076]

또한,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감지 인에이블 (SEm) 신호가 로딩 명령의 발행시 어써트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SEm 신호의 어써팅은 감지 증폭기를 포함하는 행 버퍼에 데이터 워드를 로
딩할 때 감지 증폭기의 감지 회로의 임계 전압 (Vt)을 낮출 수 있다. 유사하게, 뱅크 선택 (BSm) 신호는 판독
명령의 발행시 어써트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BSm 신호의 어써트는 감지 증폭기를 포함
하는 행 버퍼로부터 데이터 워드를 판독할 때 감지 증폭기의 감지 회로의 임계 전압 (Vt)을 낮출 수 있다.

[0077]

또한,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컬럼 선택 신호 (YS)가 BSm 신호의 어써트와 함께 어써트될 수 있다. 판독 명
령의 발행시 BSm 및 YS 신호 모두의 어써팅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데이터 워드가 행 버퍼 (즉,
복수의 감지 증폭기들)로부터 판독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0078]

도 14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데이터 워드가 복수의 메모리 셀로부터 행 버퍼로 로딩되거나, 또
는 행 버퍼에 기록된 다음, 메모리 셀 대신에 행 버퍼로부터 판독되는 동작들(1400)의 예시적인 시퀀스를 도시
한다. 예로서, 메모리 셀은 도 5 또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셀들 (505 또는 600) 중 하나 일 수
있고, 감지 증폭기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중 하나일 수 있다.

[0079]

시간 t1에서, (복수의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데이터 워드를 행 버퍼에 로딩하도록 로딩 명령 (load command)
(LD)이 발행될 수 있다. 로딩 명령은 뱅크 어드레스 (BAm) 및 제 1 행 어드레스 (RAa)에 대응하는 워드 라인의
어써트와 연관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로딩 명령은 도 9 또는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실행될 수
있다. 제 1 데이터 워드가 행 버퍼에 로딩된 후, 행 버퍼로부터 제 1 데이터 워드를 판독하기 위해 다수의 판독
명령(미도시)이 발행될 수 있다.

[0080]

시간 t2에서, 제 2 데이터 워드를 행 버퍼 (예를 들어, 메모리 제어기로부터)에 기록하기 위해 기록 명령 (WR)
이 발행될 수 있다. 기록 명령은 뱅크 어드레스 (BAm) 및 행 버퍼의 컬럼 어드레스 (CA)와 관련될 수 있다. 제
2 데이터 워드가 행 버퍼에 기록된 후, 행 버퍼로부터 제 2 데이터 워드를 판독하기 위해 다수의 판독 명령(미
도시)이 발행될 수 있다. 시간 t3에서, 저장 명령 (ST)이 발행되어 제 2 데이터 워드를 복수의 메모리 셀에 저
장할 수 있다. 저장 명령은 뱅크 어드레스 (BAm)와 관련될 수 있지만,이 예에서 대응하는 워드 라인이 또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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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팅되기 때문에 행 어드레스 (예를 들어, 행 어드레스 (RAa))는 필요하지 않다. 복수의 메모리 셀에 제 2 데이
터 워드를 저 한 후, 일부 예에서, 행 버퍼의 컬럼 어드레스 (CA) 및 뱅크 어드레스 (BAm) 와 연관된 판독 명령
(RD)이 발행될 수 있다(예를 들어, 시간 (t3) 다음 시간 (t4)). 임의의 수의 추가 판독 명령이 시간 t2 또는 시
간 t3 후에 발행될 수 있다.
[0081]

"누락(miss)"를 반환하는 판독 명령을 발행할 때, 제 3 데이터 워드를 행 버퍼에 로딩하기 위해 시간 t5에서 로
딩 명령이 발행될 수 있다. 제 3 데이터 워드는 뱅크 어드레스 (BAm) 및 제 2 행 어드레스 (RAb)와 연관될 수
있다. 제 3 데이터 워드는 시간 t5 다음에 임의의 횟수만큼 행 버퍼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행 버퍼의 판독 동
안, 대응하는 데이터 워드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은 방해받지 않는다. 제한된 회수에서만 판독될 수 있는 메모리
셀에 대해, 행 버퍼에서의 데이터 워드의 캐싱은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0082]

또한,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감지 인에이블 (SEm) 신호가 로딩 명령 또는 저장 명령의 발행시 어써
트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SEm 신호의 어써팅은 감지 증폭기를 포함하는 행 버퍼에 데
이터 워드를 로딩할 때 또는 행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 워드를 복수의 메모리 셀들에 저장할 때 감지 증폭기의
감지 회로의 임계 전압 (Vt)을 낮출 수 있다. 유사하게, 뱅크 선택 (BSm) 신호는 판독 명령 또는 기록 명령의
발행시 어써트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BSm 신호의 어써트는 감지 증폭기를 포함하는 행
버퍼로부터 데이터 워드를 판독할 때 또는 메모리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워드를 행 버퍼에 기록할 때 감
지 증폭기의 감지 회로의 임계 전압 (Vt)을 낮출 수 있다. 다른 시간에, 행 버퍼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
해, 행 버퍼의 감지 증폭기와 관련된 감지 회로의 임계 전압이 상승될 수 있다.

[0083]

또한,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컬럼 선택 신호 (YS)가 BSm 신호의 어써트와 함께 어써트될 수 있다. 판독 명
령 또는 기록 명령의 발행시 BSm 및 YS 신호 모두의 어써팅은 데이터 워드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행 버퍼 (즉, 복수의 감지 증폭기)로부터 판독되거나 또는 행 버퍼에 기록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0084]

도 15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인 메모리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스템(1500)의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시스템(1500)은 디바이스(1505)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연결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쇄 회로 보드이거나 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0085]

디바이스 (1505)는 메인 메모리 서브 시스템 (1510)을 포함할 수 있으며, 메인 메모리 서브 시스템은 도 1에서
설명된 메모리 디바이스 (100)의 예제일 수 있다. 메인 메모리 서브 시스템 (1510)은 메모리 제어기 (1565) 및
복수의 메모리 뱅크 (1570)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제들에서, 메모리 뱅크 (1570)는 도 3 또는 도 5를 참
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뱅크의 예일 수 있으며, 각각의 메모리 뱅크는 도 3, 5 또는 7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구성된 행 버퍼 (감지 증폭기들을 포함)와 연관될 수 있다.

[0086]

디바이스 (1505)는 또한 프로세서 (1515),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 (DMAC) (1520), BIOS 컴포넌트 (1525),
주변기기 컴포넌트(1530) 및 입력/출력 제어기 (1535)를 포함할 수 있다. 디바이스 (1505)의 컴포넌트들은 버스
(1540)를 통해 서로와 전자 통신할 수 있다. 프로세서 (1515)는 메모리 제어기 (1565)를 통해 메인 메모리 서브
시스템 (1510)을 동작 시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일부 경우들에서, 메모리 제어기 (1565)는 프로세서 (1515)에
통합될 수 있다. 프로세서 (1515)는 범용 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SP), 애플리케이션-특정 집적 회로
(ASIC), 필드-프로그램 가능한 게이트 어레이 (FPGA)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디바이스, 이산 게이트
또는 트랜지스터 로직, 이산 하드웨어 컴포넌트들, 또는 이들 유형들의 컴포넌트들의 조합일 수 있다. 일부 예
들에서, 프로세서 (1515)는 멀티 코어 프로세서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프로세서 (1515)는 메모리
관리 유닛 (MMU) (1560)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예들에서, MMU (1560)는 번역 룩어사이드 버퍼 (TLB :
translation lookaside buffer)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 (1515)는 본 출원에서 설명된 다양한 기능들을 수
행할 수 있다. 프로세서(1515)는, 예를 들면, 디바이스(1505)가 다양한 기능들 또는 태스크들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메모리 뱅크들(1570)에 저장된 컴퓨터-판독 가능한 지시들을 실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87]

DMAC (1520)는 프로세서 (1515)가 메인 메모리 서브 시스템 (1510) 내에서 직접 메모리 액세스들을 수행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0088]

BIOS 컴포넌트(1525)는 시스템(1500)의 다양한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을 초기화하고 구동할 수 있는, 펌웨어로서
동작된 기본 입력/출력 시스템(BIOS)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일 수 있다. BIOS 컴포넌트(1525)는 또한
프로세서(1515) 및 다양한 컴포넌트들, 예로서 주변기기 컴포넌트들(1530), 입력/출력 제어기(1535) 등 사이에
서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 BIOS 컴포넌트(1525)는 판독 전용 메모리(ROM), 플래시 메모리, 또는 임의

- 18 -

등록특허 10-2151659
의 다른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0089]

주변기기 컴포넌트(들)(1530)는, 디바이스(1505)로 통합되는, 임의의 입력 또는 출력 디바이스, 또는 이러한 디
바이스들을 위한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주변기기 디바이스들의 예들은 디스크 제어기들, 사운드 제어기, 그래
픽스 제어기, 이더넷 제어기, 모뎀, USB 제어기, 직렬 또는 병렬 포트, 또는 주변기기 컴포넌트 상호 접속(PCI)
또는 가속 그래픽스 포트(AGP) 슬롯들과 같은 주변기기 카드 슬롯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90]

입력/출력 제어기 (1535)는 프로세서 (1515)와 주변기기 컴포넌트(들) (1530), 입력 디바이스(들) (1545), 출력
디바이스(들) (1550), 및/또는 서브-메모리 디바이스 (1555)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및/또는 고
체 상태 드라이브 (SSD))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관리할 수 있다. 입력/출력 제어기(1535)는 또한 디바이스
(1505)로 통합되지 않은 주변기기들을 관리할 수 있다. 몇몇 경우들에서, 입력/출력 제어기(1535)는 외부 주변
기기로의 물리적 연결 또는 포트를 나타낼 수 있다.

[0091]

입력 디바이스(들)(1545)는 디바이스(1505) 또는 그것의 컴포넌트들로 입력을 제공하는 디바이스(1505)의 외부
에 있는 신호 또는 디바이스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다른 디바이스들과의 또는 그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몇몇 경우들에서, 입력 디바이스(들)(1545)은 주변기기 컴포넌트
(들)(1530)를 통해 디바이스(1505)와 인터페이스하는 주변기기일 수 있거나 또는 입력/출력 제어기(1535)에 의
해 관리될 수 있다.

[0092]

출력 디바이스(들)(1550)는 디바이스(1505) 또는 그것의 컴포넌트들로부터 출력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디바이스
(1505)의 외부에 있는 신호 또는 디바이스를 나타낼 수 있다. 출력 디바이스(1550)의 예들은 디스플레이, 오디
오 스피커들, 인쇄 디바이스, 또 다른 프로세서 또는 인쇄 회로 보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경우들에서,
출력 디바이스(들)(1550)은 주변기기 컴포넌트(들)(1530) 중 하나를 통해 디바이스(1505)와 인터페이스하는 주
변기기일 수 있거나 또는 입력/출력 제어기(1535)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0093]

메모리 제어기 (1565) 및 메모리 뱅크들 (1570)을 포함하는 디바이스 (1505)의 컴포넌트들은 그것들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된 회로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출원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다양한
회로 소자들, 예를 들어, 전도성 라인들, 트랜지스터들, 커패시터들, 인덕터들, 저항기들, 증폭기들, 또는 다른
활성 또는 불활성 엘리먼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94]

일부 예들에서, 프로세서 (1515)에 의해 실행되는 운영 체제 (OS)는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 (또는
코어)를 메모리 디바이스의 메모리 뱅크들의 다른 그룹 (예를 들어, 메인 메모리 서브 시스템 (1510))에 맵핑할
수 있다. 메모리 뱅크는, 예를 들어, 도 3, 도 5 또는 도 7을 참조하여 설명된, 행 버퍼와 연관될 수 있다. 프
로세스들 (또는 코어들)을 메모리 뱅크들의 그룹들에 맵핑하는 것은 행 버퍼들 내의 데이터의 공간적 집약성
(locality)을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워드가 복수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검색될 때
히트 (hit)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히트율이 개선된 때, 메모리 셀의 액세스 수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일
부 경우들에서 판독 레이턴시를 단축시키고 및/또는 메모리 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프
로세스 (또는 코어)의 메모리 뱅크 그룹에 대한 맵핑은 프로세스들 (또는 코어들)의 작업 세트 크기의 변경들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작업 세트 내의 연속 페이지는 메모리 뱅크 그룹 내의 상이한 메모리 뱅
크의 행 버퍼에서 전개될 수 있다.

[0095]

일부 예들에서, 프로세서 (1515)는 16 개의 코어들을 가질 수 있고, 메인 메모리 서브 시스템 (1510)은 512 개
의 메모리 뱅크로 분할될 수 있다. 이들 예제들에서, 메모리 뱅크는 코어들에 동등하게 (예를 들어, 각각의 코
어는 32 개의 메모리 뱅크의 상이한 그룹들에 맵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어 (1)은 메모리 뱅크 (1 내지 3
2)에 맵핑될 수 있고, 코어 (2)는 메모리 (33 내지 64)에 맵핑될 수 있다;... 코어 (16)는 메모리 뱅크 (481 내
지 512)에 맵핑될 수 있다) 또는 불균일하게 (예를 들어, 상이한 코어들은 상이한 수의 메모리 뱅크들에 맵핑될
수 있다) 할당될 수 있다.

[0096]

일부 예들에서, 프로세서 (1515)는 판독 명령 또는 기록 명령 중 적어도 하나를 발행할 수 있다. 판독 명령의
발행시, 메모리 제어기 (1565)는 판독 명령과 연관된 메모리 어드레스 (예를 들어, 뱅크 어드레스 및 행 어드레
스)를 식별하고, 메모리 뱅크와 연관된 행 버퍼로부터 데이터 워드를 판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행 버퍼에 히
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도 9, 도 10 또는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메모리 제어기 (1565)는 행 버
퍼에 저장된 데이터 워드를 프로세서 (1515)에 제공할 수 있다. 행 버퍼에 누락(miss)이 있는 경우, 메모리 제
어기 (1565)는 데이터 워드가 메모리 뱅크 내의 복수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될 수 있고, 데이터 워드가 예를
들어, 도 9 또는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된 프로세서 (1515)에 제공될 때 행 버퍼에 저장되게 할 수 있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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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발행시, 메모리 제어기 (1565)는 기록 명령과 관련된 메모리 어드레스 (예를 들어, 뱅크 어드레스 및 행
어드레스)를 식별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도 11 또는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메모리 뱅크와 연관된
행 버퍼에 데이터 워드를 기록할 수 있다. 행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 워드는 그런다음 예를 들어 도 11, 도 12
또는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뱅크의 복수의 메모리 셀들에 저장될 수 있다.
[0097]

도 16 및 도 17은 본 발명에서 설명된 기술들이 마모 레벨링 동작들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제 1 행 어드레스와 연관된 제 1 복수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는 메모리 디
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필요없이 (예를 들어, 메모리 I/O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제 2 행 어드레스와
연관된 제 2 복수의 메모리 셀에 저장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마모 레벨링 동작은 메모리 디바이스의 각각의
메모리 뱅크 (또는 서브-뱅크)에 대해 수행된 로딩 및 저장 프로세스의 수를 카운트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고,
미리 결정된 수의 로딩 및/또는 저장 프로세스들의 성능에 기해, 마모 레벨링 동작은 메모리 뱅크 (또는 서브뱅크)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마모 레벨링 동작 동안 데이터 워드가 저장되는 메모리 셀은 데이
터 갭 (예를 들어, 데이터 워드가 없거나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데이터 워드)과 관련된 복수의 메모리 셀로 식
별될 수 있다.

[0098]

도 16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로딩 명령을 발행하고 메모리 셀로부터 감지 증폭기로 로직 1 또는
하이-레벨 로직 값을 로딩할 때, 다양한 단자들에 인가되거나 다양한 노드들 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예시적인 파
형(1600)들을 도시한다. 예로서, 감지 증폭기는 하이 레벨 로직 값의 로딩에 앞서 로우 레벨 로직 값을 저장하
는 것으로 가정된다. 다른 예로서, 메모리 셀은 도 5 또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셀들 (505 또는 600)
중 하나 일 수 있고, 감지 증폭기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중 하나일 수 있다.

[0099]

파형 (1600)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된 파형 (900)과 유사하지만, 워드 라인 (WL) 및 이전에 어써트(assert)된
워드 라인 (WL ') 파형에 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파형들 (1600)에 앞에서 어써트된 워드 라인 (WL ')
파형이 없고, 절연 게이트 개방 바로 전에 (또는 실질적으로 병렬로) 비트 라인 프리-차지 기간 (925)의 시작시
워드 라인 (WL) 파형은 로우 레벨 (VKK)로 천이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메모리 뱅크 (또는 서브-뱅크)는 비트
라인 (BL)을 로우 레벨 (VSS)로 프리 차지 한 후에 다른 워드 라인과 연관된 새로운 행 어드레스를 수신하도록
준비될 수 있어서, 셀 선택 동안 감지 증폭기에 저장된 로직 값은 로직 값이 판독된 메모리 셀과는 다른 메모리
셀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모 레벨링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0100]

도 17은 본 개시의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른, 데이터 워드가 제 1 복수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행 버퍼로 로딩된
다음 제 2 복수의 메모리 셀들에 저장되는 동작(1700)의 예시적인 시퀀스를 도시한다. 예로서, 메모리 셀은 도
5 또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셀들 (505 또는 600) 중 하나 일 수 있고, 감지 증폭기는 도 5를 참조하
여 설명된 감지 증폭기 중 하나일 수 있다.

[0101]

시간 t1에서, (제 1 복수의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데이터 워드를 행 버퍼에 로딩하도록 로딩 명령 (load
command) (LD)이 발행될 수 있다. 로딩 명령은 제 1 행 어드레스 (RAa)에 대응하는 워드 라인 및 뱅크 어드레스
(BAm)의 어써트와 연관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로딩 명령은 도 9 또는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실
행될 수 있다. 데이터 워드가 행 버퍼에 로딩된 후에, 제 1 개수의 판독 명령들 (미도시)이 행 버퍼로부터 데이
터 워드를 판독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

[0102]

시간 t2에서, 저장 명령 (ST)이 발행되어 제 2 복수의 메모리 셀에 데이터 워드 (행 버퍼에 저장 됨)를 저장할
수 있다. 저장 명령은 뱅크 어드레스 (BAm) 및 제 2 행 어드레스 (RAb)에 대응하는 워드 라인의 어써트와 연관
될 수 있다. 데이터 워드가 제 2 복수의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후에, 제 2 개수의 판독 명령들 (미도시)은 행
버퍼로부터 데이터 워드를 판독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발행되지 않을 수 있다.

[0103]

도 18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에 따른,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방법 (1800)을 도시하
는 흐름도이다. 방법 (1800)의 동작은 도 1 또는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디바이스 (100) 또는 시스템
(1500)과 같은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상에서 또는 그 내부에서 또는 도 3, 도 4, 도 5, 도 6, 도 15 또는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뱅크 또는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 내에서 또는
내부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방법 (1800)의 동작은 도 1 또는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제어
기 (1565) 및/또는 메모리 디바이스 (100)와 같은 메모리 제어기 및/또는 메모리 디바이스에 의해 또는 그 제어
하에 수행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메모리 제어기 및/또는 메모리 디바이스는 메모리 뱅크의 기능 엘리먼트
들을 제어하여 이하에 설명되는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코드 세트를 실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메모리 제어기 및/또는 메모리 디바이스는 특수 목적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이하에 설명된 기능의
측면들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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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블록 (1805)에서, 방법은 예를 들어 도 9 또는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셀의 제 1 판독을 수행할 때
행 버퍼의 감지 증폭기에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메모리 셀은
강유전체 메모리 셀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강유전체 메모리 셀은 파기 판독 모드(destructive
reading mode)로 동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105]

블록 (1810)에서, 방법은, 예를 들어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셀의 제 1 판독을 수행한 후에 메모리 셀
의 적어도 제 2 판독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셀의 제 2 판독은 메모리 셀의 제
1 판독 후에 메모리 셀의 다음 판독을 포함할 수 있다.

[0106]

블록 (1815)에서, 본 방법은 예를 들어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메모리 셀의 적어도 제 2 판독을 위
해 감지 증폭기로부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107]

블록 (1820)에서, 메모리 셀이 파기 판독 모드로 동작하도록 구성될 때, 본 방법은 예를 들어도 9 또는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감지 증폭기에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 한 후에 선택적으로 메모리 셀의 데이
터를 메모리 셀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108]

블록 (1825)에서, 본 방법은 예를 들어, 도 16 또는 도 17을 참조로 하여 설명된 것 처럼, 선택적으로, 감지증
폭기내 캐싱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기에 연결된 다른 메모리 셀에 기록 (예를 들어, 마모 레벨링 동
작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109]

일부 예에서, 방법 (1800)은 감지 증폭기에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하기 전에, 메모리 셀이 결합된 비트
라인에 결합하기 위해 절연 게이트를 폐쇄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방법은 또한 감지 증폭기에서 비트 라인
을 디커플링하기 위해 감지 증폭기에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 한 후에 절연 게이트를 개방하는 단계를 포
함할 수 있다. 방법이 블록 (1820)에서 재 기록 동작 (들)을 포함할 때, 방법은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메모리
셀에 다시 기록한 후에 절연 게이트를 개방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블록 (1820)에서의 재기록 동작 (들)이
수행되는 일부 예에서, 방법은 감지 증폭기에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증폭하는 동안 절연 게이트를 개방하는
단계, 메모리 셀에 다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절연 게이트를 폐쇄하는 단계, 메모리 셀의 데이
터를 다시 메모리 셀에 기록한 후 절연 게이트를 재 개방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방법은 메
모리 셀의 셀 플레이트와 동일한 전압으로 비트 라인을 프리 차지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방법이 블록
(1820)에서 재기록 동작 (들)을 포함하지 않을 때, 프리 차지는 감지 증폭기에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 캐싱 후에
절연 게이트를 개방 한 후에 수행될 수 있다. 방법이 블록 (1820)에서 재 기록 동작 (들)을 포함하는 경우, 재
기록 동작 (들)에 후속하여 절연 게이트를 개방 한 후에 프리차지가 수행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는, 적어도 메모리 셀의 제 2 판독 동안, 절연 게이트가 개방되어 있는 동안 (즉, 비트 라인이 감지 증폭
기로부터 디커플링되는 동안) 감지 증폭기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0110]

도 19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방법(1900)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방법 (1900)의 동작은 도 1 또는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디바이스 (100) 또는 시스템
(1500)과 같은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상에서 또는 그 내부에서 또는 도 3, 도 4, 도 5, 도 6, 도 15 또는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된 메모리 뱅크 또는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 내에서 또는
내부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방법 (1900)의 동작은 도 1 또는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된 프로세서
(1515), 메모리 제어기 (1565) 및/또는 메모리 디바이스 (100)와 같은 프로세서, 메모리 제어기 및/또는 메모리
디바이스에 의해 또는 그 제어하에 수행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프로세서, 메모리 제어기, 및/또는 메모리
디바이스는 메모리 뱅크의 기능 엘리먼트들을 제어하여 이하에 설명되는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코드 세트를 실행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프로세서, 메모리 제어기 및/또는 메모리 디바이스는 특수 목적 하드
웨어를 사용하여 이하에 설명된 기능의 측면들을 수행할 수 있다.

[0111]

블록 (1905)에서, 방법은, 예를 들어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메모리 디바이스 내의 메모리 뱅크의
상이한 그룹에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를 맵핑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메모리 뱅크는 행 버
퍼와 연관될 수 있다. 일부 예에서,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코어를 메모리 뱅크의 다른 그룹에 맵핑하는 것에 기초하여 메모리 뱅크들의 상이한 그룹들에 맵핑될 수 있다.

[0112]

블록 (1910)에서, 방법은 복수의 프로세스들의 프로세스로부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제 1 메모리 판독 요
청 수신시 데이터 워드를 검색하기 위해 메모리 뱅크 내의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복수의 메모리 셀을 어드
레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113]

블록 (1915)에서, 방법은 프로세스로부터 적어도 메모리 어드레스와 관련된 적어도 제 2 메모리 판독 요청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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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할 때 데이터 워드를 검색하기 위해 메모리 뱅크와 연관된 행 버퍼를 어드레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 메모리 판독 요청은 제 1 메모리 판독 요청 후에 메모리 셀의 다음 판독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0114]

방법들(1800 및 1900)은 가능한 구현들을 설명하며, 방법들 (1800 및 1900)의 동작들 및 단계들은 다른 구현들
이 가능하도록 재배열되거나 또는 다른 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유의 하여야 한다. 몇몇 예들에서, 방법
들(1800, 및 1900)의 측면들은 조합될 수 있다.
장치가 설명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상기 메모리 셀의 제 1 판독 수행시 행 버퍼(row buffer)의 감지
증폭기에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하기 위한 수단,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 1 판독을 수행한 후에 상기
메모리 셀의 적어도 제 2 판독을 수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메모리 셀의 적어도 상기 제 2 판독
을 위해 상기 감지 증폭기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메모리 셀은 강유전체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강유전체 메모리 셀은
파기 판독 모드(destructive reading mode)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상기 감지
증폭기에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 한 후에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다시 상기 메모리 셀에 기록하
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상기 감지 증폭기에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하기 전에, 상기 메모리 셀이 결합된 비트 라인(bit line)을 상기 감지 증폭기에 결합시키기 위해 절연 게
이트(isolation gate)를 폐쇄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에 다시 기록한 후,
상기 비트 라인을 상기 감지 증폭기로부터 디커플링(decouple) 시키기 위해 상기 절연 게이트를 개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절연 게이트가 개방된 동안, 적어도 상기 메모리 셀의 제 2 판독을 위해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는 상기 감지 증폭기로부터 판독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상기 절연 게이트를 개방한 후에 상기
비트 라인을 상기 메모리 셀의 셀 플레이트(cell plate)와 동일한 전압으로 프리 차지하기 위한(pre-charging)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상기 감지 증폭기에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하
기 전에, 상기 메모리 셀이 결합된 비트 라인(bit line)을 상기 감지 증폭기에 결합시키기 위해 절연 게이트를
폐쇄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감지 증폭기에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캐싱 한 후에, 상기 비트 라인을 상
기 감지 증폭기로부터 디커플링시키기 위해 상기 절연 게이트를 개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상기 감지 증폭기내 캐싱된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상기 감지 증폭기에 결합된
다른 메모리 셀에 기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 2 판독은
상기 메모리 셀의 상기 제 1 판독 후에 상기 메모리 셀의 다음 판독을 포함한다.
장치가 설명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들을 메모리 디바이스 내의 메모
리 뱅크들의 상이한 그룹들에 맵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각의 메모리 뱅크는 행 버퍼와 연관되는, 상기 맵핑
하기 위한 수단, 상기 복수의 프로세스들 중에 하나의 프로세스로부터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제 1 메
모리 판독 요청을 수신한 때, 데이터 워드를 검색하기 위해, 메모리 뱅크내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복수의
메모리 셀을 어드레싱하기 위한(addressing) 수단, 및 상기 프로세스로부터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적
어도 제 2 메모리 판독 요청을 수신한 때, 상기 데이터 워드를 검색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뱅크와 연관된 행 버
퍼를 어드레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코어들을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상이한 그룹들로 매핑하는 것에 적
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들은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상이한 그룹들에 매
핑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제 2 메모리 판독 요청은 상기 제 1 메모리 판독 요청 후에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의 다음 판독 요청을 포함한다.
장치가 설명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복수의 메모리 셀들, 복수의 감지 증폭기들을 포함하는 행 버퍼
로서, 상기 복수의 감지 증폭기들은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된 최종 데이터 워드를 일시적으로 캐싱
하도록 동작가능한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을 포함하는, 상기 행 버퍼, 및 메모리 판독 요청과 관련된
메모리 어드레스를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데이터 워드를 판
독하기 위한 수단,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다음 메모리 판독 요청을 수신한 때, 상기 행 버퍼의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로부터 상기 데이터 워드를 판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복수의 절연 게이트들, 및 복수의 비트 라인들로서, 각각의 비트 라인은 상기 복수
의 메모리 셀들의 대응하는 서브 세트 및 대응하는 절연 게이트를 통해 대응하는 감지 증폭기에 결합되는, 상기
복수의 비트 라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 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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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판독된 최종 데이터 워드를 캐싱하기 전에 상기 복수의 절연 게이트들을 폐쇄시키
기 위한 수단, 상기 캐싱 후에 상기 복수의 절연 게이트들을 개방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
들에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은 복수의 강유전체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은 파기 판독 모드로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
는 상기 데이터 워드가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에 캐싱된 후에,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
들에 캐싱된 데이터 워드를 다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에 기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
에서, 상기 데이터 워드는 동일한 메모리 셀 세트로부터 판독되고 상기 메모리 셀의 동일한 세트에 다시 기록된
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상기 데이터 워드는 제 1 세트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판독되고, 제 2 세트의 메
모리 셀들에 다시 기록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상기 복수의 비트 라인을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의 셀
플레이트 전압과 동일한 전압으로 프리 차지하도록 동작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프리 차지 회로를 포함할 수 있
다.
장치가 설명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장치는 데이터 프로세서, 메인 메모리, 및 상기 메인 메모리와 상기 데
이터 프로세서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메인 메모리는
복수의 메모리 뱅크들로 배열된 복수의 메모리 셀들, 복수의 감지 증폭기들을 포함하는 각 메모리 뱅크
에 대한 행 버퍼로서, 상기 메모리 뱅크의 복수의 감지 증폭기들은 상기 메모리 뱅크로부터 판독된 최종 데이터
워드를 일시적으로 캐싱하도록 동작가능한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상기 행 버퍼, 및
상기 메모리 제어기로부터 메모리 판독 요청과 관련된 메모리 어드레스를 수신하기 위한 수단, 상기 메
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데이터 워드를 상기 메모리 뱅크로부터 판독하기 위한 수단, 상기 메모리 어드레스와
연관된 다음 메모리 판독 요청 수신시, 상기 메모리 뱅크와 연관된 상기 행 버퍼의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
리먼트들로부터 상기 데이터 워드를 판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는 멀티 코어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는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들을 상기 메인 메모리의 상이한 메모리 뱅크 그룹들에 맵핑하도록 동작 가능하다. 일
부 예들에서,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는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코어를 상기 메모리 뱅크들의 상이한 그룹
에 맵핑하는 것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상기 멀티 코어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들을 상기 메모리 뱅크의 상
이한 그룹들에 맵핑하도록 동작 가능하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은 복수의 강유전체 메모리 셀
을 포함한다. 일부 예들에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은 파기 판독 모드로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일부 예들에
서, 행 버퍼의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에 캐싱된 데이터 워드를 상기 메모리 뱅크에 다시 기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데이터 워드는 상기 복수의 데이터 저장 엘리먼트들에 캐싱된 후에 상기 메모리
뱅크로부터 판독된다.
[0115]

본 출원에서의 설명은 예들을 제공하며, 청구항들에서 제시된 범위, 적용 가능성, 또는 예들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변화들이 본 개시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논의된 요소들의 배열 및 기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예들은 적절하다면 생략하고, 대체하거나, 또는 다양한 절차들 또는 컴포넌트들을 부가할 수 있다.
또한, 몇몇 예들에 대하여 설명된 피처들은 다른 예들에서 조합될 수 있다.

[0116]

수반되는 도면들과 관련되어, 본 출원에서 제시된 설명은 예시적인 구성들을 설명하며 구현될 수 있거나 또는
청구항들의 범위 내에 있는 예들 모두를 나타내지 않는다. 본 출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예제" 및 "대표적
인")은 "선호된" 또는 "다른 예들에 비해 유리한"이 아닌, "예제, 인스턴스, 또는 예시로서 작용하는"을 의미한
다. 상세한 설명은 설명된 기술들의 이해를 제공할 목적으로 특정 세부사항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 기술들
은 이들 특정 세부사항들 없이 실시될 수 있다. 몇몇 인스턴스들에서, 잘 알려진 구조들 및 디바이스들은 설명
된 예들의 개념들을 모호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블록도 형태로 도시된다.

[0117]

첨부된 도면들에서, 유사한 컴포넌트들 또는 피처들은 동일한 참조 라벨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다양한 컴포넌트들은 대시 기호에 의한 참조 라벨 및 유사한 컴포넌트들을 구별하는 제 2 라벨을 따름으
로써 구별될 수 있다. 제 1 참조 라벨이 명세서에서 사용될 때, 설명은 제 2 참조 라벨에 관계없이 동일한 제 1
참조 라벨을 가진 유사한 컴포넌트들 중 임의의 것에 적용 가능하다.

[0118]

본 출원에서 설명된 정보 및 신호들은 다양한 상이한 기술들 및 기법들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상기 설명 전체에 걸쳐 참조될 수 있는 데이터, 지시들, 명령들, 정보, 신호들, 비트들,
심볼들, 및 칩들은 전압들, 전류들, 전자기파들, 자기장들 또는 입자들, 광학 필드들 또는 입자들, 또는 그것의
임의의 조합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몇몇 도면들은 단일 신호로서 신호들을 예시할 수 있지만; 신호는 신호들
의 버스를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출원에서 버스는 다양한 비트 폭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술분야의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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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0119]

본 출원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상 접지(virtual ground)"는 대략 제로 볼트 (0V)의 전압으로 유지되지만 접지
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전기 회로의 노드를 나타낸다. 따라서, 가상 접지의 전압은 일시적으로 변동하여 정상
상태에서 약 0V로 리턴할 수 있다. 가상 접지는 연산 증폭기 및 저항기들로 구성된 전압 분배기와 같은 다양한
전자 회로 소자들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다른 구현예들도 또한 가능하다.

[0120]

용어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은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전자 흐름을 지원하는 컴포넌트들 사이에
서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컴포넌트들 사이에서의 직접 연결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중간 컴포넌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전자 통신에서의 컴포넌트들은 전자들 또는 신호들을 능동적으로 교환할 수 있거나(예로서, 활
성화된 회로에서) 또는 전자들 또는 신호들을 능동적으로 교환하지 않을 수 있지만(예로서, 비활성화된 회로에
서) 회로가 활성화될 때 전자들 또는 신호들을 교환하도록 구성되며 동작 가능할 수 있다. 예로서, 스위치(예로
서, 트랜지스터)를 통해 물리적으로 연결된 두 개의 컴포넌트들은 스위치의 상태(즉, 개방 또는 폐쇄)에 관계없
이 전자 통신에 있다.

[0121]

메모리 디바이스(100)를 포함하는 본 출원에서 설명된 디바이스들은 실리콘, 게르마늄, 실리콘-게르마늄 합금,
갈륨 비소, 갈륨 질화물 등과 같은, 반도체 기판상에 형성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기판은 반도체 웨이퍼이다.
다른 경우들에서, 기판은 실리콘-온-글래스(SOG) 또는 실리콘-온-사파이어(SOP)와 같은, 실리콘-온-절연체(SOI)
기판, 또는 또 다른 기판상에서의 반도체 재료들의 에피택셜 층들일 수 있다. 기판의 전도율, 또는 기판의 서브
-영역들은, 이에 제한되지 않지만, 인, 붕소, 또는 비소를 포함한, 다양한 화학적 종들을 사용하여 도핑을 통해
제어될 수 있다. 도핑은, 이온-주입에 의해, 또는 임의의 다른 도핑 수단들에 의해, 기판의 초기 형성 또는 성
장 동안 수행될 수 있다.

[0122]

본 출원에 논의된 트랜지스터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FET)를 나타낼 수 있고 소스, 드레인 및 게이트를 포함
하는 3 단자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단자들은 전도성 재료들, 예를 들어 금속들을 통해 다른 전자 소자에
연결될 수 있다. 소스 및 드레인은 전도성 일 수 있고, 고도로 도핑된, 예를 들어 축퇴된 반도체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소스 및 드레인은 약하게 도핑된 반도체 영역 또는 채널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 만약 채널이 n 형
(즉, 다수 캐리어가 전자들인) 이면, 그러면 FET는 n 형 FET로 지칭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채널이 p-형
(즉, 다수 캐리어가 홀이다) 이면, 그러면 FET는 p- 형 FET로 지칭될 수 있다. 채널은 절연 게이트 산화물에 의
해 캡핑(cap)될 수 있다. 채널 전도성은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n 형 FET
또는 p 형 FET에 개별적으로 양의 전압 또는 음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은 채널이 전도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 귀
결될 수 있다.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의 임계 전압보다 크거나 같은 전압이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인가될 때
"온" 또는 "활성화(activated)"될 수 있다. 트랜지스터의 임계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인
가될 때, 트랜지스터는 "오프" 또는 "비활성화(deactivated)"될 수 있다.

[0123]

본 출원에서의 개시와 관련되어 설명된 다양한 예시적인 블록들, 컴포넌트들, 및 모듈들은 본 출원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범용 프로세서, DSP, ASIC, FPGA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디바이스, 이산
게이트 또는 트랜지스터 로직, 이산 하드웨어 컴포넌트들, 또는 그것의 임의의 조합을 갖고 구현되거나 또는 수
행될 수 있다. 범용 프로세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일 수 있지만, 대안으로, 프로세서는 임의의 종래의 프로세서,
제어기, 마이크로제어기, 또는 상태 기계일 수 있다. 프로세서는 또한 컴퓨팅 디바이스들의 조합(예로서, DSP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조합, 다수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 DSP 코어와 함께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
또는 임의의 다른 이러한 구성)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0124]

본 출원에서 설명된 기능들은 하드웨어,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그것의 임의의 조합
으로 구현될 수 있다.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된다면, 기능들은 컴퓨터-판독 가능한 매체
상에서 하나 이상의 지시들 또는 코드로서 그것 상에서 저장되거나 또는 송신될 수 있다. 다른 예들 및 구현들
은 본 개시 및 첨부된 청구항들의 범위 내에 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인해, 상기 설명된 기능
들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하드와이어링, 또는 이들 중 임의의 것의 조합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기능들을 구현한 피처들은 또한, 기능들의 부분들이 상이한 물리적 위치들에서 구현
되도록 분산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치들에서 물리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 또한, 청구항들에서를 포함한,
본 출원에서 사용되는, 아이템들의 리스트(예를 들면, "~ 중 적어도 하나" 또는 " ~ 중 하나 이상"과 같은 구절
에 의해 시작된 아이템들의 리스트)에서 사용되는 "또는"은 예를 들면, A, B, 또는 C 중 적어도 하나의 리스트
가 A 또는 B 또는 C 또는 AB 또는 AC 또는 BC 또는 ABC(즉, 및 B 및 C)를 의미하도록 포괄적 리스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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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컴퓨터-판독 가능한 미디어는 하나의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임의의
매체를 포함하는 통신 미디어 및 비-일시적 컴퓨터 저장 미디어 양쪽 모두를 포함한다. 비-일시적 저장 매체는
범용 또는 특수 목적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이용 가능한 매체일 수 있다. 예로서, 및 제한 없
이, 비-일시적 컴퓨터-판독 가능한 미디어는 RAM, ROM, 전기적으로 소거 가능한 프로그램 가능 판독 전용 메모
리(EEPROM), 컴팩트 디스크(CD) ROM 또는 다른 광학 디스크 저장 장치, 자기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다른 자기
저장 디바이스들, 또는 지시들 또는 데이터 구조들의 형태로 원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들을 운반하거나 또는
저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범용 또는 특수-목적 컴퓨터, 또는 범용 또는 특수-목적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
스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비-일시적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0126]

또한, 임의의 연결은 컴퓨터-판독 가능한 매체로 적절히 칭하여진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동축 케이블, 광
섬유 케이블, 꼬임 쌍선, 디지털 가입자 라인(DSL), 또는 적외선, 라디오, 및 마이크로파와 같은 무선 기술들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서버, 또는 다른 원격 소스로부터 송신된다면, 동축 케이블, 광 섬유 케이블, 꼬임 쌍선,
디지털 가입자 라인(DSL), 또는 적외선, 라디오, 및 마이크로파와 같은 무선 기술들은 매체의 정의에 포함된다.
본 출원에서 사용되는, 디스크(disk 및 disc)는 디스크들이 보통 데이터를 자기적으로 재생하는 CD, 레이저 디
스크, 광학 디스크, 디지털 다목적 디스크(DVD), 플로피 디스크 및 블루-레이 디스크를 포함하는 반면, 디스크
들은 레이저들을 갖고 광학적으로 데이터를 재생한다. 상기의 조합들은 또한 컴퓨터-판독 가능한 미디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0127]

본 출원에서의 설명은 이 기술분야의 숙련자가 본 개시를 만들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공된다.
본 개시에 대한 다양한 수정들은 이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쉽게 명백할 것이며, 본 출원에서 정의된 일반적
인 원리들은 본 개시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다른 변형들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시는 본 출원에
서 설명된 예들 및 설계들에 제한되지 않으며 본 출원에서 개시된 원리들 및 신규 특징들과 일치하는 가장 광범
위한 범위에 부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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