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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기억 소자의 개별 뱅크 리프레쉬 회로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리프레쉬 사이클 타임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리프레쉬에 요구되는 피크 전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개별 뱅크 리프레쉬 회로는, 반도체 기억 소자 내 복수의 뱅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리프레쉬 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펄스 신호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에 제어되어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카운트

하여 출력하기 위한 퍼뱅크 카운터; 상기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에 제어되어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선택

하여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로 출력하기 위한 퍼뱅크 멀티플렉서; 및 상기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의 논리결합으로

선택된 뱅크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명령 상태 머신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억 소자 내 복수의 뱅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리프레쉬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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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쉬 펄스 신호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에 제어되어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카운트하여 출력하기 위한 퍼

뱅크 카운터;

상기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에 제어되어 외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또는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선택하여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로서 출력하기 위한 퍼뱅크 멀티플렉서; 및

상기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의 논리결합으로 선택된 뱅크에 대하여 리프레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명령 상태 머

신

을 구비하는 개별 뱅크 리프레쉬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명령 상태 머신은,

상기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명령을 이용하여 액티브 신호 혹은 프리차지 신호를 출력하는 개별 뱅크 리프레쉬 회

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펄스 신호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을 이용하여 상기 리프레쉬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리프

레쉬 동작 중에 인가되는 다른 명령을 배제시키는 금지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퍼뱅크 록아웃터를 더 구비하는 개별 뱅크 리

프레쉬 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퍼뱅크 카운터는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최상위 비트로 하는 개별 뱅크 리프레쉬 회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퍼뱅크 카운터는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최하위 비트로 하는 개별 뱅크 리프레쉬 회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퍼뱅크 록아웃터는,

상기 리프레쉬 펄스 신호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을 입력받는 제1 낸드게이트;

상기 제1 낸드게이트의 출력과 하기 제3 낸드게이트의 출력을 입력받는 제2 낸드게이트;

상기 제2 낸드게이트의 출력을 지연시켜 펄스를 발생하기 위한 지연 및 펄스 발생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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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낸드게이트의 출력과 외부에서 인가되는 파워 업 신호 그리고 상기 지연 및 펄스 발생기의 출력을 입력받는 제3

낸드게이트를 구비하는 개별 뱅크 리프레쉬 회로.

청구항 7.

반도체 기억 소자 내 복수의 뱅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리프레쉬 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펄스 신호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에 제어되어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카운트

하여 출력하는 제1 단계;

상기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에 제어되어 외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또는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선택하여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로 출력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의 논리결합으로 선택된 뱅크에 대하여 리프레쉬 동작을 수행하는 제3 단계

를 포함하는 개별 뱅크 리프레쉬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명령을 이용하여 액티브 신호 혹은 프리차지 신호를 출력하는 개별 뱅크 리프레쉬 방

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펄스 신호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을 이용하여 상기 리프레쉬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리프

레쉬 동작 중에 인가되는 다른 명령을 배제시키는 금지신호를 출력하는 제4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개별 뱅크 리프레쉬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에서,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최상위 비트로 하여 카운트하는 개별 뱅크 리프

레쉬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에서,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최하위 비트로 하여 카운트하는 개별 뱅크 리프

레쉬 방법.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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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기억 소자의 리프레쉬 기술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기억 소자 내 뱅크별로 리프레쉬를 수

행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DRAM은 휘발성 소자이므로 셀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하여 소정 시간마다 반드시 리프레쉬를 필요로 한다. 그

런데 SDRAM 이후에는 뱅크 개념이 도입되어 칩내에 여러 개의 뱅크를 두고, 각 뱅크는 하위 로우 및 컬럼 어드레스에 해

당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셀을 포함한다. 만일 4개의뱅크가 각각 8K개의 로우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면 1번의 리프레쉬

에 4개의 로우가 액티브된다. 따라서 한번의 리프레쉬에 4개의 로우 어드레스가 액티브되어 전체 8K번 리프레쉬되면 모

든 셀이 리프레쉬되는 것이다.

그런데 칩의 집적도가 점차 상승함에 따라 하나의 로우 어드레스에 달려 있는 셀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셀의 수가 증

가함으로 인해 리프레쉬를 하는 데에 더 큰 전류가 소비된다.

한편, 최근에는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 기억 소자의 경우, 리프레쉬 부담을 덜기 위하여 모든 뱅크의 로우 어드레스를 동시

에 리프레쉬하지 않고 파일드 리프레쉬(piled refresh)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코어 영역이 8개의 뱅크로 되어 있는 경우,

4개씩 묶어 리프레쉬를 한다. 다시 말해서, 뱅크0 내지 뱅크3을 먼저 액티브시키고, 소정 시간(tRRD=row to row

activate delay) 경과 후 뱅크4 내지 뱅크7을 액티브시킨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작에서는 기존의 리프레쉬 사이클 타임

(tRFC)에 상기 소정시간을 추가하므로 리프레쉬 사이클 타임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리프레쉬 사이클 타임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리프레쉬에 요구되는

피크 전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개별 뱅크 리프레쉬 회로는, 반도체 기억 소자 내 복수의 뱅크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하여 리프레쉬 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펄스 신호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에 제어되어 복수의 내부 뱅

크 어드레스 신호를 카운트하여 출력하기 위한 퍼뱅크 카운터; 상기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에 제어되어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선택하여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로 출력하기 위한 퍼뱅크 멀티플렉서; 및 상기 복수의 뱅크 어

드레스 신호의 논리결합으로 선택된 뱅크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명령 상태

머신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내부 명령 상태 머신은, 상기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명령을 이용하여 액티브 신호 혹은 프리

차지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개별 뱅크 리프레쉬 회로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펄스 신호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을

이용하여 상기 리프레쉬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리프레쉬 동작 중에 인가되는 다른 명령을 배제시키는 금지신호를 출력하

기 위한 퍼뱅크 록아웃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퍼뱅크 카운터는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최상위 비트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퍼뱅크 카운터는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최하위 비트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개별 뱅크 리프레쉬 방법은, 반도체 기억 소자 내 복수의 뱅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리프레쉬 함에 있

어서,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펄스 신호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에 제어되어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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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트하여 출력하는 제1 단계; 상기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에 제어되어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선택하여 복

수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로 출력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의 논리결합으로 선택된 뱅크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명령을 수행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명령을 이용하여 액티브 신호 혹은 프리차지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개별 뱅크 리프레쉬 방법은,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리프레쉬 펄스 신호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을

이용하여 상기 리프레쉬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리프레쉬 동작 중에 인가되는 다른 명령을 배제시키는 금지신호를 출력하

는 제4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단계에서,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최상위 비트로 하여 카운트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단계에서, 상기 복수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최하위 비트로 하여 카운트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

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

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뱅크별 리프레쉬를 위한 전체 블럭 구성도이다.

본 발명은 뱅크별 리프레쉬를 위하여 퍼뱅크 카운터(110), 퍼뱅크 멀티플렉서(120), 내부 명령 상태 머신(130), 및 퍼뱅크

록아웃터(140)를 포함한다. 한편, 편의상 반도체 기억 소자내 뱅크는 4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노말 모드에서는 외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BA<0:1>) 및 외부 서브 어드레스 신호(A<0:n>)를 포함하는 외부 어드레

스 신호(External Address)가 인가되면, 퍼뱅크 멀티플렉서(120)는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Perbank)에 제어되어 외부 뱅

크 어드레스 신호(BA<0:1>)를 통과시키고, 서브 멀티플렉서(170)는 리프레쉬 펄스 신호(REFP)에 제어되어 외부 서브 어

드레스 신호(A<0:n>)를 통과시킨다. 디코더(180)는 퍼뱅크 멀티플렉서(120) 및 서브 멀티플렉서(170)를 각각 통과한 외

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BA<0:1>) 및 외부 서브 어드레스 신호(A<0:n>)로 이루어진 외부 어드레스 신호(External

Address)를 디코딩하여 모든 뱅크의 해당 어드레스를 액티브시킨다. 여기서,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Perbank)는 예를 들

어 모드 레지스터 세트 회로로부터 인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Perbank)는 반도체 기억 소자를

제어하는 제어 소자로부터 직접 인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오토 리프레쉬 모드 또는 셀프 리프레쉬 모드에서, 리프레쉬 펄스 신호(REFP)와 퍼뱅크 리프레쉬 신호(Perbank)가

퍼뱅크 카운터(110)에 인가되면, 퍼뱅크 카운터(110)는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RcntBA<0:1>) 및 내부 서브 어드레스

신호(Rcnt0~n)를 포함하는 내부 어드레스 신호(Internal Address)를 출력한다. 즉, 퍼뱅크 카운터(110)는 퍼뱅크 멀티플

렉서(120)로 제1 및 제2 뱅크 어드레스 신호(RcntBA0, RcntBA1)를 출력하고, 서브 리프레쉬 카운터(160)로 리프레쉬 펄

스 지연 신호(REFPD)를 출력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퍼뱅크 멀티플렉서(120)는 제1 및 제2 뱅크 어드레스 신호(RcntBA0, RcntBA1)의 조합에 따라

4개의 뱅크 중 하나의 뱅크만 선택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서브 리프레쉬 카운터(160)는 내부 서브 어드레스 신

호(Rcnt0~n)를 순차적으로 출력하고, 서브 멀티플렉서(170)는 내부 서브 어드레스 신호(Rcnt0~n)를 통과시킨다. 내부

명령 상태 머신(130)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명령(RAS, CAS, WE)을 이용하여 액티브 신호(Act) 혹은 프리차지 신호(Pcg)

를 출력한다.

순차적으로 인가되는 내부 서브 어드레스 신호(Rcnt0~n)가 디코딩되어 인에이블되는 각각의 어드레스는 내부 명령 상태

머신(130)으로부터 출력되는 액티브 신호(Act) 혹은 프리차지 신호(Pcg)에 따라 액티브 및 프리차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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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제1 및 제2 뱅크 어드레스 신호(RcntBA0, RcntBA1)를 최상위 및 차상위 비트로 설

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리프레쉬시킬 수 있다.

뱅크0의 0번지 -> 뱅크0의 1번지 -> .... -> 뱅크0의 N번지 ->

뱅크1의 0번지 -> 뱅크1의 1번지 ->....

혹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1 및 제2 뱅크 어드레스 신호(RcntBA0, RcntBA1)를 최하위 및 차하위 비트로

설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리프레쉬시킬 수도 있다(도 2의 카운터의 동작 타이밍도 참조).

뱅크0의 0번지 -> 뱅크1의 0번지 -> 뱅크2의 0번지 -> 뱅크3의 0번지 ->

뱅크0의 1번지 -> 뱅크1의 1번지 ->....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퍼뱅크 록아웃터(140)의 구체 회로도이고, 도 4는 퍼뱅크 록아웃터에서의 개별 신호에

대한 타이밍도이다.

퍼뱅크 록아웃터(140)는 내부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리프레쉬 동작이 수행중인 경우 다른 동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블럭이다. 예를 들어, 0번 주소를 액티브시켜 리프레쉬 동작을 수행중인데 갑자기 다른 명령이 발생하더라도 뒤에 발

생한 명령을 차단하여 리프레쉬 동작이 계속되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금지신호(forbidden)는 리프레쉬 펄스

신호(REFP)가 인가되는 순간부터 리프레쉬 사이클 타임(tREC)이 경과될 때까지 인에이블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내부 명령 상태 머신의 상세 회로도이다.

내부 명령 상태 머신(130)은 파워 업 신호(pwrup), 퍼뱅크 멀티플렉서(120)로부터 출력되는 뱅크 어드레스 신호

(badd<0>, badd<1>), 퍼뱅크 록아웃터(140)로부터 출력되는 금지신호(forbidden), 리프레쉬 펄스 신호(REFP), 퍼뱅크

신호(perbank), 액티브 명령 신호(Commands for ACT) 및 프리차지 명령 신호(Commands for PCG)에 제어되어 퍼뱅크

동작시 뱅크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선택된 뱅크에 대해서만 액티브 명령 신호와 프리차지 명령 신호를 출력한다.

외부에서 인가되는 파워 업 신호(pwrup)에 제어되어 노드A를 "H"상태로 만들고, 액티브 명령 신호는 노드 A를 "L"상태로

만든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리프레쉬 프리차지 신호(Rpcg0)는 소정 뱅크에서 리프레쉬 동작이 수행되는 경우 액티브

명령 신호가 인에이블되고 소정 시간(tRAS: 로우 어드레스 스토로브 신호의 인에이블을 위한 지연 시간) 후 인에이블되는

펄스이다. 따라서, 액티브 명령 신호(ACT0)가 인에이블 되고 나면 소정 시간 후 프리차지 명령 신호(PCG0)가 인에이블된

다.

도 6은 모드별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6A는 정상 동작시로서, 소정 뱅크가 액티브되고나서 프리차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 6B는 종래의 리프레쉬 동작시로서, 모든 뱅크에 대하여 액티브 및 프리차지 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 6C는 본 발명에 따른 퍼뱅크 리프레쉬 동작시로서, 하나의 뱅크에 대하여 액티브 및 프리차지 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 내

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리프레쉬 사이클 타임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리프레쉬에 요구되는 피크 전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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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뱅크별 리프레쉬를 위한 전체 블럭 구성도,

도 2는 카운터의 동작 타이밍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퍼뱅크 록아웃터의 구체 회로도,

도 4는 퍼뱅크 록아웃터에서의 개별 신호에 대한 타이밍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내부 명령 상태 머신의 상세 회로도,

도 6은 모드별 동작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110: 퍼뱅크 카운터 120: 퍼뱅크 멀티플렉서

130: 내부 명령 상태 머신 140: 퍼뱅크 록아웃터

150-1, 150-2: 어드레스 래치 160: 서브 리프레쉬 카운터

170: 서브 멀티플렉서 180: 디코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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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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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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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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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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