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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메모의 뱅크 선택 시스템은 두 개의 비동기 RAS 핀, 하나의 CAS핀 각 메모리 뱅크에 대한 스위칭 회로, 
및 출력이 각 스위칭 회로로 향하는 뱅크 어드레스 디코더를 포함한다. RAS 핀은 모든 스위칭 회로에 사
용가능하다. 주어진 스위칭 회로는 액티브인 RAS 핀은 모든 스위칭 회로에 사용가능하다. 주어진 스위칭 
회로는 액티브인 RAS 신호가 존재하고 뱅크 어드레스 디코더 출력이 스위칭 회로로 전송되어진 경우에 자
신에 연결된 뱅크를 선택한다. 동시에 액티브로 될 수 있는 메모리 뱅크의 수는 RAS 입력의 수에 직접적
인 관계를 가진다. 다르게는, CAS 핀의 수는 비동기 RAS 핀의 수와 동일하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중 메모리 뱅크 선택을 위한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기술의 뱅크 선택 시스템의 간략화된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의 한 메모리 뱅크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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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뱅크 선택 시스템의 간략화된 블록도.

제4도는 제3도의 예시적인 뱅크 선택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도시하는 도면.

제5도는 제3도 및 제4도의 뱅크 선택 시스뎀에 대한 판독 동작의 타이밍 도.

제6도는 본 발명에 의한 또다른 뱅크 선택 시스템의 간략화된 블록도.

제7도는 제6도의 멀티플렉서 제어 신호 발생기의 상세한 도면.

제8도는 제6도의 예시적인 뱅크 선택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도시하는 도면.

제9도는 제8도의 뱅크 선택 시스템에 대한 판독 동작의 타이밍 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 52 : RAS 입력                        54, 56, 58 : 뱅크 어드레스 입력

60 : CAS 입력                              62 : 뱅크 선택 제어기

64, 66, 68, 70 : 메모리 뱅크          90 : 데이터 I/O

214 : 멀티플렉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메모리 액세스 방식 (memory accessing scheme)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메모리 뱅크 선택 ( memory bank selection)에 관한 것이다.

메모리 집적도, 특히 다이나믹 임의 접근 메모리 (DRAM)의 집적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액세스 
효율 (accessing efficiency)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집적 메모리 모듈은 뱅크(bank)라고 하는 유니
트로 분할될 수 있다. 종래에는, 각 뱅크를 액세스하기 위하여 행 어드레스 선택 (row address select : 
RAS) 및 열 어드레스 선택 (colume address select : CAS)과 같은 각각의 선택 신호가 필요하였다. 또한, 
전형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단지 하나의 뱅크만이 활성화(active)되었다. 만일 필요한 선택 신호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면 선택 신호 입력 또는 핀(pins)의 수가 감소할 것이므로 액세스 효율은 증가할 것이고, 
또한 만일 다중 뱅크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다면 액세스 효율은 증가할 것이다.

뱅크 어드레스와 더불어 뱅크에 사용되는 한 세트의 선택 신호 또는 인에이블 신호를 클록으로 입력하는 
것이 한가지 해결책이었다. 이 방법에서는, 하나의 뱅크가 선택되고, 그리고 나서 상기 첫 번째 뱅크가 
여전히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뱅크가 선택된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동기화된 해결책은 성능을 저하시
키는데, 이는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클록 신호가 사용가능할 때까지는 어떠한 뱅크도 
선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메모의  뱅크에  대한  전용  인에이블  신호(dedicated  enable 
singnals)를 사용하지 않고 비동기 인에이블 신호의 성능상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소의 인에이블 신호로 더많은 메모리 뱅크들 중에서 선택하기 위하여 인에이블 신호 디코더를 사용하는 
것이 또다른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한번에 단지 하나의 뱅크만이 선택될 수 있었다. 그러
므로, 동시에 다중의 뱅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비동기 인에이블 신호의 성능상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메모리 뱅크 선택에 필요한 인에이블 신호 
입력의 수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다중의 메모리 뱅크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간단히, 본 발명은 어떠한 뱅크(또는 뱅크들)이 선택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스위치 어레이 (an array of 
switches)를  제어하는  뱅크  어드레스에  대한  디코더를  사용하는  비동기  선택  방식  (asynchronous 
selection scheme)을 제공함으로써 전술한 필요성을 만족시킨다.

전술한 바에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메모리 뱅크 선택에 필요한 메모리 뱅크 인에이블 입력의 수를 감
소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비동기 선택의 성능상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동시 다중 메모리 뱅크 선택 (multiple simultaneous memory bank selection)
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로, 본 발명은 메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복수의 메모리 뱅크, 및 상기 복
수의 메모리 뱅크에 대한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을 포함한다. 메모리 뱅크의 수는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의 수보다 많다. 상기 시스템은 뱅크 어드레스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를 또한 포함한다. 또한, 상
기 시스템은 복수의 메모리 뱅크로부터 다중 메모리 뱅크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코더 
출력 및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에 응답하는 복수의 스위치를 포함한다. 

상기 시스템은 상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과는 상이한 유형의 하나 이상의 다른 인에이블 입력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은 RAS 입력이고, 하나 이상의 다른 인에이블 
입력은 CAS 입력이다. 하나 이상의 다른 인에이블 입력에 가해지는 신호는 뱅크 어드레스에 대한 스트로
브(strobe)로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로, 본 발명은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 및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입력을 가지고 메모리 뱅크의 
수가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의 수보다 많은 시스템에서 복수의 메모리 뱅크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들 중의 하나에 인에이블 신호를 가하는 단계,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입력에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가하는 단계, 상기 가해진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디
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가해진 인에이블 신호 및 상기 디코딩된 뱅크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제1 메
모리 뱅크를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에 인에이블 신호를 가하
고 다른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가하여 디코딩하며, 가해진 후자의 인에이블 신호 및 뱅크 어드레스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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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제2 뱅크를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의하여 또다른 뱅크가 동시에 선택될 수 있다. 뱅크를 자동
적으로 선택하는 단계는 각자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과 뱅크들 중의 하나 사이에 그들간에 접속되어 있
는 스위치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접속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 기능 및 이점은 도면과 더불어 본 발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으로
부터 분명해질 것이다.

제1도는 종래 기술의 뱅크 선택 시스템 (10)을 간략화하여 블록도로 도시하고 있다. 뱅크 선택 시스템 
(10)은 여덟 개의 메모리 뱅크(12,  14,  16,  18)을 포함하는데, 각 메모리 뱅크는 각자 전용 RAS  입력 
(20, 22, 24, 26)을 가지고 있다. 각 메모리 뱅크는 8대1 멀티플렉서(28)에 접속되어 있는데, 상기 멀티
플렉스의 출력은 상기 여덟 개의 뱅크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 (30)이다. 멀티플렉서(28)의 제어 신호는 
CAS 입력 (38)과 뱅크 어드레스 입력 (32, 34, 36)이다. 입력(38)에의 CAS 신호는 라인 (32, 34, 36 ) 상
의 뱅크 어드레스에 대한 스트로브 신호이다. 멀티플렉서(28)은 정보 전송을 위하여 시간적으로 멀티플렉
싱된 어드레싱 (time multilpexed addressing)을 통하여 적절한 뱅크를 데이터 I/O에 접속시킨다.

제2도는 제1도의 모든 뱅크들의 한 예로서 뱅크(12)의 특정 메모리 위치가 행 어드레스와 열 어드레스를 
통하여 어떻게 액세스되는지를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제1도의 뱅크(12)의 보다 상세한 블록도이다. 뱅크
(12) 내에는 어드레스 제어기 (40)이 있는데, 그 입력은 RAS 선 (20),  CAS  선 (38)  및 어드레싱 신호 
(42)이고, 그 출력은 행 어드레스 (44)와 열 어드레스 (46)이다. 행 어드레스 (44)는 RAS 입력 (20)에의 
RAS 신호가 액티브로 되었을 때 어드레스 입력 (42) 상에 존재하는 어드레스이다. 유사하게, 열 어드레스
(46)은 CAS 입력 (38)에의 CAS 신호가 액티브로 되었을 때 어드레스 입력 (42) 상에 존재하는 어드레스이
다.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뱅크 선택 시스템의 간략화한 예시적 블록도이다. 시스템(48)은 RAS 입력 (50, 
52), 뱅크 어드레스 입력(54, 56, 58), 및 CAS 입력 (60)을 포함한다. 시스템(48)은 뱅크 선택 제어기 
(62), 8개의 메모리 뱅크 (64, 66, 68, 70), 8대1 멀티플렉서(214)를 또한 포함한다. 뱅크 선택 신호는 
각각 라인(72, 74, 86, 78)을 통하여 뱅크로 입력된다. 데이터는 라인 (80, 82, 84, 86)에 이은 멀티플렉
서(214)를 통하여 뱅크와 데이터 I/O (90) 사이에서 전송된다. 뱅크 선택 제어기 (62)에 대한 뱅크 어드
레스 입력은 뱅크 선택 제어기 (62)에 의하여 디코딩되고, 라인(88) 상의 뱅크 어드레스 제어기 출력은 
멀티플렉서(214)로 입력된다.

시스템(48)의 일반적인 동작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명세서의 예시적 실시예로서, RAS 신호와 CAS 
신호가 액티브 로우(active low)라고 한다. 뱅크 선택 제어기 (82)는 전술한 바와 같이 뱅크 어드레스 입
력 (54, 56, 58)에서 뱅크 어드레스 신호 입력을 디코딩는 것 뿐만 아니라, RAS  입력 (50, 52)에 가해진 
주어진 RAS 신호가 여덟 개의 뱅크들 중에서 하나의 뱅크를 선택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능한다. 본 
실시예에서, 주어진 RAS 입력 신호는 단지 하나의 뱅크를 선택할 수 있다. CAS 입력 (60)에의 CAS 신호가 
액티브로 되었을 때, 상기 액티브인 CAS 신호는 라인(88)을 통하여 멀티플렉서(214)로의 제어 신호, 즉 
디코딩된 뱅크 어드레스 및 CAS 신호에 기초하여, 멀티플렉서(214)는 데이터 I/O를 뱅크 중의 하나로부터 
나온 출력 라인에 접속되도록 한다.

제4도는 제3도의 간략화된 뱅크 선택 시스템 (48)의 세부 사항을 도시한다. 특히, 제4도는 제3도의 뱅크 
선택 제어기 (62)에 대한 세부 사항을 도시한다. 뱅크 선택 제어기 (62)는 이진 디코더(92), 하강 에지로 
트리거되는 단안정 소자 회로(single shot circuits : 94, 96), 및 스위칭 회로 (98, 100)(이하, 각각 스
위치라고 한다)를 포함한다. 비록 제4도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덟 개의 뱅크들이 [예를 들어, 뱅
크(64, 70)]이 각각에 관계된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 각각의 회로(94, 96)은 각각
의 RAS 입력에 가해지는 RAS 신호의 하강 에지시에 각각의 라인(106, 108)을 통하여 스위치의 래치[얘를 
들어,  스위치(98)의  래치(102,  104)]에  의하여 사용되는 SET  펄스를 발생시키도록 기능한다.  입력(50, 
52)에 가해지는 실제의 RAS 신호는 액티브 상태에서 비액티브 상태 (inactive state)로 전환될 때 각각 
라인(110, 112)를 통하여 스위치의 래치에 대한 RESET 신호로서 사용된다. 또한, 선택된 뱅크로부터의 출
력은 관계된 RAS 신호가 액티브가 아닌 상태로 된 후일지라도, 적어도 관계된 CAS 신호가 또한 액티브가 
아닌 상태로 될 때까지는 유효한 상태로 남을 수 있도록 래치될 수 있다.

시스템(48)의 스위치의 예로서 스위치(98)은 SET 와 RESET 제어를 가지는 두 개의 래치(102, 104)를 포함
한다. 각 래치는 도시된 바와 같이 결합된 두 개의 NOR 게이트를 포함한다. 스위치(98)은 액티브 로우인 
SET 펄스가 라인(106)에 존재하고 액티브 로우인 스위치 제어 신호가 이진 디코더 (92)로부터 출력되는 
라인(118)에 존재할 때 래치(102)에 SET 신호를 제공하는 NOR 게이트 (114), 액티브 로우인 SET 펄스가 
라인(108)에 존재하고 액티브 로우인 스위치 제어 신호가 이진 디코더 (92)로부터 출력되는 라인(118)에 
존재할 때 래치(104)에 SET 신호를 제공하는 NOR 게이트,(116), 및 래치(102, 104)의 출력 중의 어느 하
나라도 세트 상태임 (setting)을 나타낼 때 그 출력이 뱅크(64)에 대한 액티브 로우인 선택 신호로서 기
능하는 AND  게이트(120)을 또한 포함한다. (도시되지 않은) 시스템 레벨에 있는 메모리 제어기는 래치
(102, 104)가 동시에 세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디코더(92)는 3대8 이진 디코더이다.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디코더의 크기가 뱅크 어
드레스 입력의 수에 의존하고, 뱅크 어드레스 입력의 수는 뱅크의 수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예시적 실시예에는, 여덟 개의 메모리 뱅크가 있고, 따라서 세 개의 뱅크 어드레스 입력과 예를 들어 출
력 라인(118)과 같은 여덟 개의 출력이 필요한데, 이 출력을 전체적으로 디코더 출력 9122)라고 한다. 디
코더(92)는  각각 가능한 뱅크 어드레스를 인식하기 위한 NAND  게이트(126)  외에,  뱅크 어드레스 입력 
(54, 56, 58)애 가해지는 어드레스 신호를 반전하는 세 개의 인버터 (124)를 포함한다.

제4도에 도시된 뱅크 선택 시스템 (48)의 동작에를 설명하고자 한다. RAS 입력(52)에 가해진 RAS 신호가 
액티브(로우)가 되고, 뱅크 어드레스 (000)이 뱅크 어드레스 입력 (54, 56, 58)에 입력으로 가해졌다고 
하자, RAS 입력 (52) 상의 액티브인 RAS 신호는 단안정 소자 회로 (96)이 라인(108) 상으로 SET 펄스를 
내도록 한다. 어드레스 000은 디코더(92)가 라인(118) 상으로 액티브 로우인 스위치 제어 신호를 내도록 
한다. 라인(108)의 SET 신호와 라인(118)의 스위치 제어 신호는 NOR 게이트 (116)이 스위치(98)의 래치
(104)로 SET  신호를 내도록 한다.  래치(104)가 새팅되면,   AND  게이트 (120)은 뱅크(64)로 가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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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상에 뱅크 선택 신호를 내고, 이는 뱅크(64)가 선택되도록 한다. RAS 입력 (52)에의 RAS 신호가 고
전위의 비액티브 상태로 돌아가서 래치(104)를 리세트시킬 때까지 뱅크(64)는 선택된 상태로 유지된다.

제5도는 제3도 및 제4도의 뱅크 선택 시스템 (48)의 판독 동작에 대한 타이밍도 (130)이다. 각 메모리 뱅
크가  제2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어드레스 제어기를 포함한다고 가정하자.  시간(132)에서,  RAS  입력 
(50)에의 RAS 신호가 액티브로 되어, 뱅크(64)로 들어가는 행 어드레스 (134)와, SET 펄스를 통하여 스위
치(98)로 들어가는 디코딩된 뱅크 어드레스에 대하여 스트로브 기능을 한다. 행 어드레스(134)의 뱅크 어
드레스 (136)은 뱅크(64)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시간(138)에서, RAS 입력 (52)에의 RAS 신호가 
액티브로 되어, 행 어드레스 (140)과 뱅크 어드레스 (142)는 뱅크(70)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시
간(144)에서, CAS 입력(60)에의 CAS 입력 (60)애의 CAS 신호가 액티브로 되어, 뱅크(64)에 대한 열 어드
레스(146) 및 뱅크 어드레스 (148)에 대하여 스트로브 기능을 한다. 여기에서, 뱅크(64)는 시간(132)에서 
선택되었었고 행 어드레스 (134)와 열 어드레스 (146)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뱅크(64)가 출력 데이터
(150)으로 출력되도록 한다. 유사하게, 시간9152)에서, CAS 입력 (60)에서 다시 액티브로 된 CAS 신호는 
뱅크(70)에 대한 열 어드레스 (154) 및 뱅크 어드레스 (156)에 대하여 스트로브 기능을 하고, 이는 뱅크
(70)이 출력 데이터(158)로 출력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160)에서는 RAS 신호와 CAS 신호가 모두 
고전위 비액티브 상태로 돌아간다.

제6도는 본 발명에 의한 제2 예시적 뱅크 선택 시스템 (162)의 간략회된 블록도를 도시한다. 시스템(48)
과 공통점은 여덟 개의 뱅크, 뱅크 선택 제어기 (62), RAS 입력 (50, 52), 뱅크 어드레스 입력 (54, 56, 
58), 멀티플렉서(214) LAC 데이터 I/O(90)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시스템(162)와 제3도의 시스템(48)과의 
기본적인 상이점은 다중 CAS 입력 (164, 166)인데, CAS 입력 (164)는 RAS 입력 (50)에 대응하고, CAS 입
력 (166)은 RAS 입력 (52)에 대응한다. 따라서, 제6도의 실시예에서는, 같은 수의 RAS 입력과 CAS  입력
이 존재한다. 뱅크 선택 제어기 (62)의 구성 요소는 시스템(48)에 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디코더(92), 
단안정 소자 회로 (94, 96), 및 스위치(예를 들어, 98, 100)을 포함한다. 제3도의 디코딩된 뱅크 어드레
스 (88) 대신, 시스템(162)는 멀티플렉서 제어 신호 발생기 (168)을 도시하는데, 그 출력은 멀티플렉서
(214)에 대한 제어 신호 (170)으로서 기능한다. 멀티플렉서 제어 신호 발생기(168)의 입력은 스위치에 있
는 모든 래치의 출력 및 CAS 입력 (164, 166)이다. 예를 들어, 라인(172)는 스위치(98)에 있는 래치(10
2)의 출력을, 라인(174)는 스위치(98)에 있는 래치(104)의 출력을, 라인 (176)는 스위치(100)에 있는 래
치(105)의 출력을, 그리고 라인(178)은 스위치(100)에 있는 래치(107)의 출력을 전달한다.

제7도는 제6도의 멀티플렉서 제어 신호 발생기 (168)의 세부 사항을 도시하고 있다. 시스템(162) 내의 여
덟 개의 뱅크 각각에 대하여 논리 서브회로 (logic subcircuit : 예를 들어, 180)이 발생기(168)에 포함
되어 있다. 논리 서브회로(180)의 구성 요소 및 동작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발생기(168)의다른 논
리 서브회로들에 관하여도 이와 유사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논리 서브회로 (180)은 NOR 게이트 (182, 
184, 186)을 포함한다. NOR 게이트 (182)의 입력은 래치(102)의 출력인 라인(172)와 CAS 입력 (164)이다. 
NOR 게이트 (184)의 입력은 스위치(98)에 있는 래치(104)의 출력인 라인(174)와 CAS 입력 (166)이다. NOR 
게이트(186)의 입력은 NOR 게이트 (182, 184)의 출력이고, NOR 게이트 (186)의 출력은 멀티플렉서 제어 
신호 (170)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제8도는 제4도에서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는 선택 시스템 (162)의 
세부 사항을 도시하고 있는데, 래치출력 (예를 들어, 172, 174, 176, 178)이 멀티플렉서 제어 신호 발생
기 (168)로 입력되어 있는 것이 도시되어 있는 점이 상이하다.

논리 서브회로 (180)의 동작을 예로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RAS 입력(50)에서 RAS 신호가 하강하고, 
그리고나서 CAS  입력 (164)에의 CAS  신호가 하강하였다고 가정하자. 액티브인 RAS  신호에 의하여 뱅크
(64)가 선택될 것이다. 라인(172)의 래치 출력은 RAS 신호가 하강함에 따라 로우(iow)로 가게 되는데, 이
는 RAS 입력 (50)에의 RAS 신호가 하강할 때 래치(102)가 뱅크 어드레스 000에 의하여 세트되어 있기 때
문이다. CAS 입력 (164)에의 CAS 신호가 하강하기 전에, 라인(172)의 래치(102) 출력은 로우였고, 따라서 
NOR 게이트 (182)의 출력도 로우였다. 또한, 래치(104)의 출력은 이 때 하이(high)이고, 따라서 NOR 게이
트 (184)의 출력도 로우이다. NOR 게이트 (186)의 입력이 둘다 로우일 것이므로, 그 출력인 멀티플렉서 
제어 신호는 비액티브 하이 상태일 것이다. CAS 입력 (164)에의 CAS 신호가 로우가 됨에 따라, NOR 게이
트 (182)의 출력이 하이가 된다. NOR 게이트 (182)는 양쪽의 입력이 모두 로우일 때 액티브 하이 출력을 
낸다. NOR 게이트 (184)의 동작은 (182)의 동작과 유사하다. 따라서, NOR 게이트 (182)의 출력이 하이가 
될 때, NOR 게이트 (184)의 출력이 비액티브 로우 상태로 되는데, 이는 라인(174)의 래치(104) 출력이 하
이이기 때문이다. NOR 게이트 (186)은 NOR 게이트 (182)와 유사하게 동작하고 액티브 로우인 멀티플렉서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데, 이는 NOR 게이트 (182)로부터의 출력이 하이이고 NOR 게이트 (1842)로부터의 출
력이 로우이기 때문이다. 

제9도는 두 개의 뱅크가 동시에 선택된 상태, 즉 동시에 둘다 액티브로 된 상태에서 제8도의 뱅크 선택 
시스템 (162)의 판독 동작에 대한 타이밍 도이다. 시간(188)에서, RAS 입력 (50)에의 RAS 신호는 액티브 
상태로 하강하여, 뱅크(64)로 들어가는 행 어드레스 (190)과 스위치(98)로 들어가는 디코딩된 뱅크 어드
레스 (192)에 대하여 스트로브 기능을 한다. 유사하게, 시간(194)에서, RAS 입력 (52)에의 RAS 신호는 액
티브인 로우로 되고, 뱅크(70)에 대한 행 어드레스 (196) 및 뱅크 어드레스(198)에 대하여 스트로브 기능
을 한다. 시간(200)에서, CAS 입력 (164)에의 CAS 신호는 액티브인 로우가 되고, 뱅크(64)로 들어가는 열 
어드레스 (202)에 대하여 스트로브 기능을 하고 이로부터의 출력(204)를 초기화한다. CAS 입력 (164)가 
RAS 입력(50)에 대응하기 때문에, 열 어드레스를 트래핑(trapping)하는 때에 뱅크 어드레스가 필요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관계된 뱅크가 이미 선택되어 있다. 유사하게, 시간(206)에서, CAS 입
력 (166)에의 CAS 신호가 액티브인 로우가 되고, 뱅크(70)으로 들어가는 열 어드레스 (208)에 대하여 스
트로브 기능을 하고 이로부터의 출력(210)을 초기화한다. 마지막으로, 시간(212)에서, RAS 신호와 CAS 신
호는 모두 그들의 비액티브 하이 상태로 돌아간다.

본 발명의 여러 가지 실시예가 본 명세서에 설명되고 묘사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실시예를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특허 청구의 범
위는 본 발명의 진정한 사상과 범위 내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든 다른 실시예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의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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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메모리  뱅크  (memory  bank);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에  대한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 
(asynchronous enable inputs); 뱅크 어드레스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decoder); 및 다중 메모리 뱅크
가 동시에 선택되도록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 중에서 선택하기 위하여, 상기 디코더의 출력과 상기 복
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에 응답하는 복수의 스위치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의 수가 상
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의 수보다 많은 것을 특징으로하는 메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 (memory 
bank selection system).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가 메모리 모듈의 분할 (partitions of a memory module)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이 DRAM 메모리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스위치가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 각각에 연결된(associated) 스위치를 포
함하고, 상기 연결된 스위치의 각각의 주어진 메모리 뱅크로부터 상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의 각
각으로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된 스위치가 상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과 같은 수의 복수의 래치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가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와 같은 수의 복수의 출력을 갖는 이진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

청구항 7 

복수의 메모리 뱅크;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에 대한 복수의 비동기 뱅크 인에이블 입력(asynchronous 
bank  enable  input);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에  대한  하나  이상의  뱅크  출력  인에이블  입력  (bank 
output enable input);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를 어드레싱(addressing)하기 위한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입력; 상기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입력에 가해진 어드레싱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 및 상기 복수
의 뱅크 중에서 선택하기 위하여 상기 디코더로부터의 출력 신호 및 상기 복수의 비동기 뱅크 인에이블 
입력으로부터의 뱅크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는 복수의 스위치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의 
수가 상기 복수의 비동기 뱅크 인에이블 입력의 수보다 많고,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가 동시에 선택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비동기 뱅크 인에이블 입력이 복수의 행 어드레스 선택 입력을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뱅크 출력 인에이블 입력이 열 어드레스 선택 입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뱅크 출력 인에이블 입력이 단일의 뱅크 출력 인에이블 입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뱅크 출력 인에이블 입력의 수가 상기 복수의 비동기 뱅크 인에이블 
입력의 수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뱅크 선택 시스템.

청구항 11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과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입력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보다 더 많은 수의 복수의 메모리 뱅크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비동
기 인에이블 입력의 한 입력에 인에이블 신호를  가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입력에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가하는 단계; 상기 가해진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가해진 인에
이블 신호와 상기 디코딩된 뱅크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제1 메모리 뱅크를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가하는 단계가 상기 상기 가해진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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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이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와 상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신호 사이에 
연결된 복수의 스위치를 더 포함하고, 상기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단계가 상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
력들 중의 하나와 상기 제1 메모리 뱅크 사이의 접속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의 또다른 입력에 인에이블 신호를 가하는 단계; 상
기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입력에 또다른 뱅크 어드레스 신호를 가하는 단계; 상기 가해진 또다른 뱅크 어
드레스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의 또다른 입력에 가해진 상기 인
에이블 신호 및 상기 디코딩된 또다른 뱅크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제2 메모리 뱅크를 자동적으로 선
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메모리 뱅크와 상기 제2 메모리 뱅크가 동시에 선택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 유형의 메모리 뱅크 선택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 제2 유형의 메모리 뱅
크 선택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다른 인에이블 입력, 및 뱅크 어드레싱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입력을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보다 많은 수의 복
수의 메모리 뱅크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복수의 비동기 인에이블 입력의 한 입력에 
상기 제1 유형의 메모리 뱅크 선택 신호를 가하는 단계; (b) 상기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입력에 뱅크 어
드레싱 신호를 가하는 단계; (c) 상기 하나 이상의 다른 인에이블 입력에 상기 제2 유형의메모리 뱅크 선
택 신호를 가하는 단계; (d) 상기 가해진 뱅크 어드레싱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 (e) 상기 제1 유형 및 
상기 제2 유형의 상기 디코딩된 뱅크 어드레싱 신호 및 상기 가해진 메모리 위치 어드레싱 신호에 기초하
여  자동적으로  메모리  뱅크를  선택하는  단계;  및  (f)  (a)단계  내지  (e)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뱅크들 중에서 적어도 2개의 메모리 뱅크가 동시에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유형의 상기 메모리 뱅크 선택 신호가 행 액세스 선택 신호이고, 상기 제2 유
형의 상기 메모리 뱅크 선택 신호가 열 액세스 선택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뱅크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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