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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동기 디램에서 셀프 리프레시 동작을 완료한 후, 오토 리프레시를 수행하는 회로에 관한 것으
로,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신호를 입력 받아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를 감지하는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와, 그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신호를 받아 티알씨(tRC)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티알씨 감지회로와, 그 티알씨 감지회로의 출력신호와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신호
를 비교하는 논리부로 구성하여, 셀프 리프레시 동작을 완료한 후, 메모리 칩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오토 
리프레시를 수행하여 소모되는 전류를 줄이므로 소비전력을 감소시키기에 적당하도록 한 오토 리프레시 
제어 회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 기술의 리프레시를 위한 에스디램의 블록도.

도 2 는 도 1 에 있어서, 제어부의 상세 회로도.

도 3 은 도 2 에 있어서,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상세 회로도.

도 4 는 도 1 에 있어서, 동작 타이밍도.

도 5 는 본 발명의 오토 리프레시 제어회로의 블록도.

도 6 은 도 5 에 있어서,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상세 회로도.

도 7 은 도 5 에 있어서, 티알씨 감지회로의 상세 회로도.

도 8 은 도 5 에 있어서, 동작 타이밍도.

도 9 는 도 7 에 있어서, 티알씨 감지회로의 타이밍도.

도 10 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의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상세 회로도.

도 11 은 도 10 에 있어서, 동작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

10 :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

20 : 티알씨 감지회로

10` :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의 자동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

NOR51,NOR61,NOR131-NOR133 : 노아게이트

INV51,INV61-INV63,INV71-INV79,INV131-INV138 :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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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61,ND62,ND71-ND79,ND131,ND132 : 낸드게이트

DE61,DE62,DE131-DE133 : 지연기

RSFF61,RSFF131 : RS 플립플롭

DFF71-DFF78,DFF131-DFF133 : D 플립플롭

BUF71-BUF76 : 버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동기 디램에서 셀프 리프레시 동작을 완료한 후, 오토 리프레시를 수행하는 회로에 관한 것으
로, 특히 셀프 리프레시 동작을 완료한 후, 메모리 칩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오토 리프레시를 수행하므로 
소모되는 전류를 줄여 소비전력을 감소시키기에 적당하도록 한 오토 리프레시 제어회로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의 오토 리프레시 회로는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의 X 어드레스를 정형시키는 로우-어드
레스 입력 버퍼(BF1)와, 셀프 리프레시 및 오토 리프레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명
령들을 해석하는 제어부(1)와, 메모리 어레이 내의 모든 워드라인을 순차적으로 억세스 할 수 있는 오토 
리프레시 카운터(2)와, 셀프 리프레시 모드에서 자체 타이머로 리프레시 대상이 되는 모든 워드라인의 어
드레스를 발생시키는 셀프 리프레시 카운터(3)와, 상기 오토리프레시 카운터(2) 및 셀프 리프레시 카운터
(3)에서 발생되는 어드레스와 외부의 어드레스를 디코딩하는 로우 디코더(4)로 구성된다.

상기 제어부(1)는 도 2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토 리프레시 명령을 해석하여 오토 리프레시 카운터(2)의 
순차적인 어드레스 증가 플래그 신호(REF)를 만드는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1)와, 셀프 리프레시 
명령을 해석하여 셀프 리프레시 카운터(3)의 순차적인 어드레스 증가의 플래그 신호(SREF)를 만드는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2)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1)는  외부클럭신호(ICLK)를  순차  반전하는 인버터들
(INV21,INV22)과, 외부클럭신호(ICLK)의 순차 반전된 신호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23)와, 외부제어신호
들(ICSB,IRASB,ICASB,IWE)을 조합하는 노아게이트(NOR21)와, 상기 외부클럭신호(ICLK)의 순차 반전된 신
호와 그의 반전된 신호에 의해 제어되어 노아게이트(NOR21)의 출력이 입력단에 연결된 D 플립플롭(DFF2
1)과, 그 D 플립플롭(DFF21)의 출력과 상기 외부클럭신호(ICLK)의 순차반전된 신호를 합하는 낸드게이트
(ND21)와, 그 낸드게이트(ND21)의 출력을 반전시키는 인버터(INV24)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2)는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프 리프레시 종료(exit) 회로
(EX)의 출력신호(FSB)와 셀프 리프레시 시작(entry) 회로(EN)의 출력신호(FRB)를 입력받아, 셀프 리프레
시 카운터(3)로 어드레스 증가 플래그 신호(SREF)를 출력하는 RS 플립플롭(RSFF31)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셀프 리프레시 종료 회로(EX)는 제어클럭신호(ICKE)를 지연하는 지연기(DE31)와, 그 지연기
(DE31)의 출력과 신호(SET) - 전원 인가시 항상 로우값을 갖는다. - 의 반전된 신호를 조합하여 출력신호
(FSB)를 출력하는 노아게이트(NOR31)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셀프 리프레시 시작 회로(EN)는 외부클럭신호(ICLK)를 순차 반전하는 인버터들(INV31,INV32)
과, 그 인버터들(INV31,INV32)의 출력에 의해 제어되어 제어클럭신호(ICKE)가 입력단에 인가되는 제 1 D 
플립플롭(DFF31) 및 그 플립플롭(DFF31)의 출력이 입력단으로 인가되는 제 2 D 플립플롭(DFF32)과, 그 제 
2 플립플롭(DFF32)의 내부클럭신호(ICKI)를 지연시키는 지연기(DE32)와, 그 지연기(DE32)의 출력을 순차 
반전하는 인버터들(INV33,INV34)과, 상기 제 2 D 플립플롭(DFF32)의 출력과 상기 인버터들(INV33,INV34)
의 출력을 조합하여 출력클럭신호(CKD3)를 출력하는 노아게이트(NO32)와, 외부클럭신호(ICLK)를 순차 반
전하는 인버터들(INV35,INV36)과, 외부클럭신호(ICLK)의 순차 반전된 신호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37)와,  외부제어신호들(ICSB,IRASB,ICASB,IWE)을  조합하는 노아게이트(NOR33)와,  상기 외부클
럭신호(ICLK)의 순차 반전된 신호와 그의 반전된 신호에 의해 제어되어 노아게이트(NOR33)의 출력이 입력
단에 연결된 D 플립플롭(DFF33)과, 그 D 플립플롭(DFF33)의 출력과 상기 외부클럭신호(ICLK)의 순차 반전
된 신호를 낸딩하는 낸드게이트(ND31)와, 그 낸드게이트(ND31)의 출력을 반전시키는 인버터(INV38)와, 그 
인버터(INV38)의 출력을 지연하는 지연기(DE33)와, 상기 노아게이트(NOR32)의 출력(CKD3)과 상기 지연기
(DE33)의 출력(SAR)을 합하는 낸드게이트(ND32)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 기술의 오토 리프레시 회로의 동작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셀프 리프레시 동작을 할 때는, 칩 내부 타이머에 의해서 리프레시가 수행될 내부 어드레스가 발생되어 
리프레시가 수행되기 때문에, 메모리 외부의 제어기에서는 리프레시가 수행되고 있는 워드 라인의 번지를 
알수 없다. 따라서, 셀프 리프레시 동작이 완료된 후에는 셀프 리프레시 동작시에 리프레시가 수행되지 
못한 X 어드레스를 위하여 반드시 전체 X 어드레스에 대하여 외부의 리프레시 명령에 의한 오토 리프레시
를 수행하게 된다.

즉,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의 메모리 구동 제어기에 의한 셀프 리프레시 동작 완료 신호가 입력
된 후, 모든 워드 라인을 리프레시하기 위해 리프레시 사이클 만큼 메모리 구동 제어기에 의해 발생된 도 
4 (c) 내지 (f) 에 도시된 바와 같은 오토 리프레시 명령(AREF; CS,RAS,CAS,WE 신호의 조합)에 의한 오토 
리프레시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리프레시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의 워드 라인 수가 예를 들어 4096개 
이면, 메모리 구동 제어기에서 4096번의 오토 리프레시 명령이 인가되어 칩 내부의 오토 리프레시 카운터
에 의해서 칩 내부 어드레스가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오토 리프레시가 수행된다.

13-2

1019980005294



여기서,  상기  셀프  리프레시  모드에서  셀프  리프레시  시작(entry)과  끝(exit)은  리프레시 명령들
(CS,RAS,CAS,WE)과 제어클럭신호(CKE)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예를 들어 4K 리프레시 칩(Refresh chip)인 경우, 4096개의 명령을 해석하기 위하여 명령 디코더에 의한 
해석 동작이 4096번 수행되므로 리프레시 동작을 수행할 때, 전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한다.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오토 리프레시 동작이 외부 명령에 의
해 수행되어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없애기 위해 자동으로 수행되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리프레시 제어 회로는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신호를 입력 받아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를 감지하는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와, 외부제어
신호의 레이턴시 설정신호 및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티알씨(tRC)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티알씨 감지회로와, 그 티알씨 감지회로의 출력신호와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신호를 비교하는 논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리프레시 제어 회로는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2)의 출
력신호(SREF) 및 제어클럭신호(ICKE)를 입력받아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를 감지하는 오토 리프레시 모
드 디코더(10)와, 그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0)의 출력신호(SAREF) 및 외부제어신호(CAS)의 레
이턴시 설정신호(ICL1∼3)를 입력받아 티알씨(tRC)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티알씨 감지회로(20)의 출력신호
(ACTRC)를  조합하는 노아게이트(NOR51)와,  그  노아게이트(NOR51)의  출력신호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5
1)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0)는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
더(1-2)의 출력신호(SREF)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61)와,  그 인버터(INV61)의 출력을 지연하는 지연기
(DE61)와, 그 지연기(DE61)의 출력을 반전시키는 인버터(INV62)와, 그 인버터(INV62)의 출력과 상기 인버
터(INV61)의 출력을 낸딩하는 낸드게이트(ND61)와,  그 낸드게이트(ND61)의 출력(SA)을 지연하는 지연기
(DE62)와,  그  지연기(DE62)의  출력(SAR)과  외부제어신호(ICKE)가  각각  입력되어  조합되는 노아게이트
(NOR61) 및 낸드게이트(ND62)와, 그 노아게이트(NOR61)의 출력을 반전시키는 인버터(INV63)와, 상기 낸드
게이트(ND62)의 출력(ERB)이 S 입력단으로, 상기 인버터(INV63)의 출력(ESB)이 R 입력단으로 각각 입력되
는 RS 플립플롭(RSFF)로 구성된다.

상기 티알씨 감지회로는 도 7a 및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0)의 출
력(SAREF) 및 외부클럭신호(ICLK)를 낸딩하는 낸드게이트(ND71)와, 그 낸드게이트(ND71)의 출력을 반전시
켜 내부클럭신호(ICK)로 출력하는 인버터(INV71)로 구성된 입력부(IN)와,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0)의  출력(SAREF)  및  클리어제어신호(CR)를  플립플롭의  클리어신호(CLR)로  조합하는 클리어부
(CL)와, 상기 내부클럭신호(ICK)를 클럭입력으로 하고, 상기 클리어신호(CLR)로 클리어되는 플립플롭으로 
구성된 카운터부(CT)와, 그 카운터부(CT)의 각 플립플롭의 출력을 조합하는 조합부(SUM1∼SUM3)와, 그 조
합부(SUM1∼SUM3)의 출력 및 외부제어신호(CAS)의 레이턴시 설정신호(ICL1∼ICL3)가 입력되어 클리어제어
신호(CR)를 출력하는 클리어제어부(CRC1∼CRC3)와, 상기 외부제어신호(CAS)의 레이턴시 설정신호(ICL1∼
ICL3)의 반전된 신호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조합부(SUM1∼SUM3)의 출력을 선택출력하는 버퍼들(BUF71∼
BUF73)과, 상기 버퍼들(BUF71∼BUF73)의 출력과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0)의 출력(SARE
F)을 낸딩하는 낸드게이트(ND73)와, 그 낸드게이트(ND73)의 출력을 반전시켜 어드레스 증가 플래그 신호
(ACTRC)를 출력하는 인버터(INV73)로 구성된 출력부(OUT)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카운터부(CT)는 상기 내부클럭신호(ICK)에 의해 동기되고, 상기 클리어신호(CLR)에 의해 클리어되어 
앞 단의 출력이 뒷단의 입력으로 인가되는 D  플립플롭들(DFF71,DFF72,DFF73,DFF74,DFF75)로 구성되는데 
마지막 D 플립플롭(DFF75)의 반전출력이 처음 D 플립플롭(DFF71)의 입력으로 피드백된다.

상기 조합부(SUM1∼SUM3)는 상기 카운터부(CT)의 각 플립플롭들(DFF71,  DFF72,  DFF73,  DFF74,  DFF75)의 
출력(Q1, Q2, Q3, Q4, Q5)을 낸딩하는 낸드게이트(ND74)와, 그 낸드게이트(ND74)의 출력을 반전시키는 인
버터(INV74)로 구성된다.

상기 클리어제어부(CRC1∼CRC3)는 상기 조합부(SUM1∼SUM3)의 출력 및 상기 외부제어신호(CAS)의 레이턴
시 설정신호(ICL1∼ICL3)를 낸딩하는 낸드게이트(ND78∼ND80)와, 그 낸드게이트(ND78∼ND80)의 출력을 입
력으로 하고, 외부클럭신호(ICLK)에 의해 동기되어 클리어제어신호(CR)를 출력하는 D 플립플롭(DFF76∼
DFF78)과, 상기 외부제어신호(CAS)의 레이턴시 설정신호(ICL)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77∼INV79)와, 상
기 외부제어신호(CAS)의 레이턴시 설정신호(ICL)의 반전된 신호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D 플립플롭(DFF76
∼DFF78)의 출력을 선택출력하는 출력버퍼(BUF74∼BUF76)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리프레시 제어 회로의 동작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본 발명의 오토 리프레시 동작은, 셀프 리프레시 동작을 완료한 후, 내부 오토 리프레시 동작을 위하여 
제어신호(CKE)가 로우로 변화하면, 티알씨 시간(tRC)의 리프레시 사이클 회수(예를들어, 4K 리프레시 칩
일 경우 4096번) 동안 칩 내부에서 수행된다.

먼저, 도 8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제어신호(CKE)가 하이에서 로우로 천이하면, 셀프 리프레시 모드를 
종료하게 되고, 도 8 (c)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제어신호(SAR)가 지연된 만큼 로우 펄스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도 8 (d)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신호(SAREF)가 하이가 되어, 자동 오토 리
프레시 모드로 시작하게 되므로 내부 오토 리프레시가 수행된다.

13-3

1019980005294



오토 리프레시를 종료 하기 위하여 제어신호(CKE)를 로우에서 하이로 천이하면,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를 종료하게 된다.

이때,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시작으로 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은 티알씨 시간(tRC)의 리프레시 사이클 
만큼이 소요되어 외부의 메모리 제어기는 자동 오토 리프레시 신호(SAREF) 시작으로 부터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시작으로 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후에 자동 오토 리프레시 신호(SAREF) 종료 명령을 인가해
야만 한다.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신호(SAREF)가  하이일  때,  그  자동  오토  리프레시  신호(SAREF)와 클럭신호
(ICLK)의 조합인 출력클럭신호(ICK)가 티알씨 감지회로(20)의 주 클럭신호로 사용된다.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가 종료되면, 즉 제어신호(CKE)가 로우에서 하이로 천이하면, 자동 오토 리프레
시 신호(SAREF)가 로우가 되므로 티알시(TRC) 감지회로(20)가 클리어되며, 그 티알시(TRC) 감지회로(20)
의 출력신호(ACTRC)가 로우가 되어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동작을 종료한다.

티알씨 감지회로는 제어신호(CAS)  레이턴시에 의해서 티알씨(tRC)  카운트 회수가 변환되므로, 제어신호
(CAS) 레이턴시에 따라서 티알씨(tRC)에 해당되는 변화하는 클럭 수를 감지하기 위하여 모드 레지스터에
서 판정되는 제어신호(CAS) 레이턴시 값(ICL1∼3)을 입력으로 하여 도 9a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주파인 
레이턴시 3에서는 9클럭을 감지하고, 도 9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턴시 2에서는 6클럭을 감지하며, 도 
9c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턴시 1에서는 3클럭을 감지하여 어드레스 증가 플래그 신호(ACTRC)를 발생하
게 된다.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종료 명령이 인가되면, 즉 제어신호(CKE)가 로우에서 하이로 천이하면, 제어신
호(SAR)가 로우가 되고, 자동 오토 리프레시 신호(SAREF)가 로우가 되므로 티알씨 감지회로(20)가 클리어
되며, 출력신호(ACTRC)가 로우가 되어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동작을 종료한다. 

제어 핀의 상태가 제어신호들(CS,RAS,CAS)은 로우, 다른 제어신호(WE)는 하이에서 제어클럭신호(CKE)의 
상태가  하이에서  로우로  천이하면,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로  시작  되어  내부  자동  리프레시가 
수행된다. 또한 제어신호(CS)는 로우, 제어신호(RAS,CAS,WE)가 하이 또는 제어신호(CS)는 하이, 제어신호
(RAS,CAS,WE)가 돈케어(Don't care)에서 제어클럭신호(CKE)의 상태가 로우에서 하이로 천이하면, 자동 오
토 리프레시 모드를 종료하게 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는 본 발명의 리프레시 제어회로에서 종래의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와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를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0`)로 구성한
다. 여기서,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10`)는 종래의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와 구성상에서 같
으나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시작 회로에서 도 1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로 어드레스 제어신호
(IA10)가 추가로 입력되어 제어하므로 정의된 자동 오토 리프레시 시작 명령이 인가되면, 제어신호(SAR)
는 하이가 되며, 제어신호(CKE) 또한 하이에서 로우로 천이할 때, 제어신호(CKD3)가 하이가 되어 자동 오
토 리프레시 신호(SAREF)가 하이가 된다. 즉, 셀프 리프레시 동작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오토 리프레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신호(SAREF)가 하이일 때, 그 자동 오토 리프레시 신호(SAREF)와 외부클럭신호
(ICLK)를 조합환 내부클럭신호(ICK)를 티알씨 감지회로의 주 클럭으로 사용한다.

제어 핀의 상태가 제어신호들(CS,RAS,CAS)은 로우, 다른 제어신호(WE,A10)는 하이에서 제어클럭신호(CK
E)의 상태가 하이에서 로우로 천이하면,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로 시작 되어 내부 자동 리프레시가 수
행된다. 또한 제어신호(CS)는 로우, 제어신호(RAS,CAS,WE)가 하이 또는 제어신호(CS)는 하이, 제어신호
(RAS,CAS,WE)가 돈케어(Don't care)에서 제어클럭신호(CKE)의 상태가 로우에서 하이로 천이하면, 자동 오
토 리프레시 모드를 종료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셀프 리프레시 동작을 완료한 이후 외부의 메모리 구동 제어기에 의해 발생된 자동 리프레시 
명령에 의한 리프레시를 수행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셀프 리프레시 완료 후에 메모리 칩 내부에서 자동적
으로 자동 리프레시를 수행함으로서 기존 셀프 리프레시 완료후 자동 리프레시 명령 해석시 소모되는 전
류를 줄여 소비전력 저감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신호를 입력 받아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를 감지하는 자동 오토 리프
레시 모드 디코더와, 외부제어신호의 레이턴시 설정신호 및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
신호를 입력받아 티알씨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티알씨 감지회로와, 그 티알씨 감지회로의 출력신호와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신호를 비교하는 논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 리프레
시 제어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는 종래의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을 
입력받아 지연하여 내부 지연 펄스를 발생시키는 지연부와, 그 지연부의 출력과 외부클럭신호를 정형화한 
신호를 조합하여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 리프레시 제어회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티알씨 감지회로는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 및 외부클럭신
호를 내부클럭신호로 조합하는 입력부와,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 및 클리어제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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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플립플롭의 클리어신호로 조합하는 클리어부와,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클럭입력으로 하고, 상기 클리
어신호로 클리어되는 플립플롭으로 구성된 카운터부와, 그 카운터부의 각 플립플롭의 출력을 조합하는 조
합부와, 그 조합부의 출력 및 외부제어신호의 레이턴시 설정신호가 입력되어 클리어제어신호를 출력하는 
클리어제어부와, 상기 조합부의 출력과 상기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의 출력이 입력되어 어드레
스 증가 플래그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 리프레시 제어회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부의 각 플립플롭의 출력은 상기 외부제어신호의 레이턴시에 따라 상태를 
결정하여 입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 리프레시 제어회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셀프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 및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디코더를 자동 오토 리
프레시 모드 시작회로와, 자동 오토 리프레시 모드 종료회로와, 상기 시작회로의 출력을 R 입력으로 상기 
종료회로의 출력을 S 입력으로 하여 반전출력단에서 자동 오토 리프레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RS 플립플
롭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 리프레시 제어회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제어신호들 중에 어드레스 제어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토 리
프레시 제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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