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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데이타 보유를 위해 리프레시(refresh)를 필요로 하는 DRAM 등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 간
격을 슬립 상태에서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기억 장치(13)의 리프레시 간격을 슬립(sleep) 상태에 있어서 제어하는 장치는 2중 오류 정
정 이상의 정정이 가능한 부호로 부호화하는 부호화 회로(3) 및 오류 정정 및 복호를 실시하는 복호화 회로(5)와, 슬립 
상태 이행 후, 기억 장치(13)에 보유되고 부호화 회로(3)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복호화 회로(5)에 의해 정정이 불가능한 오류 행이 없고, 정정 가능한 오류 행의 수가 소정수 이내이며,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리프레시 실행 회로(15)가 대응 가능하게, 리프레시 간격이 가장 길어질 때까지 실시하고, 리프
레시 간격의 변경이 종료한 후에는 당해 변경 종료 시의 리프레시 간격으로 기억 장치(13)의 리프레시를 실행하도록 
리프레시 실행 회로(15)를 설정하는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7)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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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기능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타임 플로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에 의한 타이머1(17)의 설정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에 의한 타이머2(9)의 설정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의 기능 블럭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컴퓨터

3 : 에러 정정 부호화 회로

5 :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

7 :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

9 : 타이머2

11 : 온도 센서

13 : DRAMs

15 : 리프레시 실행 회로

17 : 타이머1

21 : DRAM 칩

23a : DRAM 코어

25a : 셀프 리프레시 실행 회로

27a : 타이머1a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 2 -



등록특허 10-0305311

 
본 발명은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의 리프레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슬립 상태에서 
DRAM의 리프레시 간격을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DRAM은 고속, 대용량의 염가인 기억 장치로서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등에 이용되고 있다. 단, DRAM의 셀 내에 기억
된 데이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리프레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리프레시의 실시는 데이타의 보
유에 필요한 소비 전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저감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면, 온도에 따라 리프레시 레이트(rate)를 변경하는 기술(미합중국 특허 제5,278,796호 공보), 서스펜드(sus
pend) 시에 고정된 낮은 리프레시 레이트로 이행하는 기술(미합중국 특허 제5,465,367호 공보), 리프레시 특성이 나
쁜 불량 메모리 셀을 여분의 메모리 셀로 치환하고, 리프레시 특성이 양호한 메모리 셀에 대한, 낮은 리프레시 레이트에 
의해 리프레시를 실시하는 기술(미합중국 특허 제5,157,634호 공보), 유효한 데이타만을 기억한 메모리 셀만을 리프
레시하는 기술(미합중국 특허 제5,469,559호 공보) 등이 있다.
    

    
또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의 오류 정정 부호에 관한 기술이 존재하고 있다. 주로 소프트 에러에 기인하는 오류를 방
지하기 위해, 1비트 오류 정정 가능, 2비트 오류 정정 가능, 4비트의 버스트(burst) 오류 검출 가능한 72 비트 부호가 
서버(server) 등의 메모리 제어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방식은 고속이고 소프트 에러에 대해서는 충분한 오류 
정정 능력이 있지만, 통신이나 HDD(Hard Disk Drive)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법에 비하면, 비교적 약한 오류 정정 
능력밖에 갖고 있지 않다. 또한, DRAM에 온칩으로 오류 정정 부호화 및 복호화 회로를 탑재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미합중국 특허 제5,233,614호 공보, 미합중국 특허 제4,249,253호 공보 등을 참조할 것). 또한, 미합중국 특허 
제4,617,660호 공보에서는 에러 정정 회로에 의해 메모리의 하드 에러를 검출하여, 하드 에러를 발생시킨 셀의 정보를 
정정 후에 다른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DRAM의 리프레시와 오류 정정 부호 기술을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미합중국 특허 제4,758,992호 공보
가 있다. 이 미합중국 특허에서는 소프트 에러 대책을 위해, 온칩의 에러 검사 정정 회로를 포함하는 다이나믹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에러 검사 정정 회로의 동작을 수반하지 않는 리프레시 동작과, 수반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선택 가
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 에러 대책의 에러 검사 정정 회로이기 때문에, 에러 정정 능력이 낮
고, 또한 그것이 온칩이므로 단순한 DRAM 칩보다 고가이고 DRAM 칩과 독립적으로 시스템 설계자측의 요구에 따라 
에러 정정 능력의 변경/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점이 있다. 또한, 본 미합중국 특허에서는 본 기술을 실시하는 시기
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정이 없고, 리프레시 동작과 에러 검출 정정 동작의 동기만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다른 문헌으로서 미합중국 특허 제4,935,900호 공보가 있다. 이 미합중국 특허는 리프레시 중에 에러 검출 정정 
동작을 행하여, 에러 검출에 의해 리프레시용의 클럭을 조정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리프레시 동작과 에러 
검출 정정 동작의 동기만이 고려되고, 본 기술을 실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 리프레시 동작과 
에러 검출 정정 동작이 항상 동기하므로, 예를 들면 리프레시 간격이 길어짐으로써 소비 전력이 저감되어도 에러 검출 
정정 동작 분의 소비 전력이 중가한다. 이와 반대로, 리프레시 동작과 에러 검출 정정 동작이 항상 동기하므로, 고속으
로 처리할 수 있고 에러 정정 능력이 낮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에러 검출 정정 동작을 실행
하는 회로가 DRAM에 내장되어 있어, 단순한 DRAM 칩보다 고가이고 DRAM 칩과 독립적으로 시스템 설계자측의 요
구에 따라 에러 정정 능력의 변경/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결점이 있다. 본 미합중국 특허 전체에서는 최대한 리프레시 간
격을 연장하면 통상의 상태보다 에러가 생기기 쉬우므로, 에러 검출 정정을 리프레시마다 실행하지 않으면 에러가 축적
되어 데이타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고려 하에, 부득이 필요하여 리프레시마다 에러 검출 정정 동작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리프레시를 길게 하는 것과, 에러 검출 정정 동작을 리프레시마다 행하지 않는 것
은 신뢰성의 관점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항상 리프레시에 의한 전력의 저감과 에러 검출을 
행함에 따른 전력의 증가가 문제로 되었다. 에러 검출 정정 회로를 DRAM에 내장하는 것은 이 관점에서 필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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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준적인 DRAM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결점이 생겼다.
    

    
또한, 다른 문헌으로서 일본국 특개평 4-60988호 공보가 있다. 본 공보는 환경 조건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리프레시 시에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리프레시 횟수를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적당한 시간마
다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횟수의 설정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에러 정정에 대해서는 조금
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DRAM의 사용 개시 시기가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나서부터로 되어 있으며, 적당한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횟수의 설정을 실시할 때에 DRAM 내에 기억된 데이타를 외부 기억 장치에 퇴피(退避)
시킨다고 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 공보에 있어서 최초에 리프레시 횟수를 감소시키는 시기는 컴퓨터의 전원을 
투입한 직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RAM 내에 의미가 있는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공보 기재의 기
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적당한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횟수의 설정을 실시할 때에 DRA
M 내에 기억된 데이타를 외부 기억 장치에 퇴피시키지 않으면 안되므로, 쓸데없는 전력 소비가 생긴다고 하는 결점도 
있다.
    

    
또한, 다른 문헌으로서는 IBM Technical Disclousure Bulletin Vol.34 No. 10B pp217-218, 1992년 3월(이하, T
DB1이라 함)이 있다. 이 TDB1은 시스템의 전원 투입 시에 테스트를 행하여, 에러 정정 코드로 정정할 수 있는 범위에
서 가장 긴 리프레시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개시한다. 그러나, 당해 테스트에는 SRAM(Static Random Access Me
mory)에 기억된 테스트 패턴을 이용하므로, 여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결점이 있다. 또한, 전원 투입 시에 있
어서의 테스트를 바탕으로 리프레시 시간을 설정하므로, DRAM에 의미가 있는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경우에는 TDB1 
기재의 기술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다른 문헌으로서는 IBM Technical Disclousure Bulletin Vol. 40 No. 6 pp31-32, 1997년 6월(이하, TDB2
라 함)이 있다. 이 TDB2에는 이하와 같은 개시가 되어 있다. 고밀도, 로우(low) 코스트, 배터리 백업 메모리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온칩의 에러 정정/체크 및 압축 회로를 수반하는 적응적 DRAM 리프레시 스킴(scheme)이 채용되고, 
서스펜드 모드에 있어서 다음 동작을 행한다. (1) 온칩의 로직 회로는 격납된 데이타의 에러 코딩(체크 및 정정) 및 압
축을 행한다. 이 동작은 전체 메모리에 대해 1회, 또는 메모리를 다수의 세그먼트로 나눈 후 다수회 행할 수 있다. (2) 
타이머는 어느 세그먼트에 대해 에러 체크만을 수반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개시시킨다. 에러가 없으면, 그 세그먼트에 
대한 다음의 리프레시는 더욱 길게 된 리프레시 사이클에서 행해진다. (3) SRAM이 필요하다. 이것은 리프레시 사이클
의 인터벌을 다른 세그먼트에 대해 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러 체크를 위한, 그리고 압축 동작을 위한 동
작 기간 중, 템포러리(temporary) 데이타를 저장하기 때문이다.
    

    
TDB2에 개시된 기술은 이하와 같은 결점이 있다. 즉, 다른 몇가지 종래기술과 동일하게, 에러 정정/체크 및 압축 회로
가 온칩으로 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DRAM 칩을 이용하는 것보다 고가이고 에러 정정 능력의 변경/선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리프레시마다 에러 체크만 동시에 행하는 것, 및 에러없이 그와 같은 리프레시 사이클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리프레시 시간을 충분히 연장시키려면 DRAM을 복수의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마다 리프레시 사이클을 변
경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영역마다 다른 리프레시 사이클을 신뢰성 높게 기억하기 위해, SRAM이 필요하게 되어, 더
욱 비용이 상승한다.
    

이상과 같은 종래 기술에서는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한 DRAM에 대한 더욱 긴 리프레시 간격을 달성하고, 그 결과 신뢰
성이 높고 저소비 전력으로의 정보 보유를 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1)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에 있어서, 정전시에 더욱 적은 배터리 용량으로 메모리 내용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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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에 있어서, 슬립 상태(여기에서는 넓게 DRAM 등의 기억 보유에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기억 장치로의 외부로
부터의 독출 또는 기입 억세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행후, DRAM의 메모리 내용을 보존한다. 주전원을 오프(OF
F)한 후에도 DRAM의 내용을 적은 전력으로 보유함으로써, 다시 주전원을 온(ON)했을 때에 단시간에 시스템을 사용 
가능하게 한다. 이로인해, 메인 메모리의 내용을 자기 디스크에 격납하는 처리를 불필요하게 한다.

(3) 네트워크 컴퓨터나 소형 휴대 정보 기기 등에 있어서, 플래시(flash) 메모리 등의 불휘발성 메모리를 치환한다.

(4) 디지탈 카메라 등을 위한 소형 메모리 카드에 있어서, 플래시 메모리 등의 불휘발성 메모리를 치환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상과 같이,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한 DRAM의 리프레시 간격을 충분하게 연장하는 것은 종래기술에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원 발명의 목적은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한 DRAM의 리프레시 간격을 충분하게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데이타 보유를 위해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DRAM 등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 간격을 슬립 
상태에 있어서 충분하게 연장하는 것도 목적이다.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데이타 보유를 위해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DRAM 등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 간격을 슬립 
상태에 있어서 최적화하는 것도 목적이다.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데이타 보유를 위해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DRAM 등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 간격을 슬립 
상태에 있어서 최적화하고, 기억 장치 주변의 환경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가능한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
다.

강력한 오류 정정 기능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대체 영역으로 이체하는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신뢰성이 높은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다.

표준적인 DRAM 칩을 가능한 한 이용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다.

    
본원 발명에 관한,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 간격을 슬립 상태에서 제어하는 장치는 2중 오류 정
정 이상의 정정이 가능한 부호로 부호화하는 부호화 회로 및 오류 정정 및 복호를 실시하는 복호화 회로와, 슬립 상태 
이행 후, 기억 장치에 보유되고 부호화 회로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복호화 회로
에 의해 정정이 불가능한 오류 행이 없고, 정정 가능한 오류 행의 수가 소정수 이내이며,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를 실행
하는 리프레시 실행 회로가 대응 가능하게, 리프레시 간격이 가장 길어질 때까지 실시하고,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이 종
료한 후에는 당해 변경 종료 시의 리프레시 간격으로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를 실행하도록 리프레시 실행 회로를 설정하
는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를 갖는다. 이와 같이 하면, 보다 긴 리프레시 간격을 기억 장치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으므
로, 신뢰성이 높은 메모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2중 오류 정정 이상의 정정을 행하는 것은 「소정수」를 더욱 
큰 값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호화에는 압축 처리를 포함해도 좋다. 슬립 상태 이행후 부호화 회로를 동작시키도록 해도 
좋다.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리프레시 실행 회로가 대응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리프레시 실행 회로에 설정할 
수 있는 리프레시 간격이 전력 절약에 대해 최적한 범위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 실시예에서는 리프레시 간격의 변
경은 리프레시 간격으로 실시한다고 하고 있지만, 리프레시 간격 변경 종료 후에 있어서는 리프레시에 동기하여 복호화 
회로를 동작시킬 필요는 없다.
    

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를 외부로부터 슬립 상태의 종료를 명령받은 후에, 통상의 리프레시 간격을 리프레시 실
행 회로에 설정하고, 기억 장치에 보유된 데이타가 사용되기 전에 당해 데이타의 필요한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해 복호화 
회로를 동작시키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호화의 종류에도 따르지만, 슬립 상태의 종료 후에도 복호화 처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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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를 데이타의 필요한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해 복호화 회로를 동작시킨 후에 부호화 회로 및 
복호화 회로의 작동을 금지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프레시 간격 변경 종료 후, 부호화 회로 및 복호화 회로는 리프레시에 동기하여 동작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
하다. 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는 리프레시 실행 회로를 내장하도록 해도,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 외의 회로(예
를 들면 DRAM 내)에 포함되도록 해도 좋다.

    
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는 상기 변경 종료 후, 실행되는 리프레시와는 비동기적으로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실
시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상기 변경 종료 후의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 「비동기」는 상
기 변경 종료 후의 리프레시 간격을 변경하는 처리의 종료 시기와 실시될 리프레시의 종료 시기가 비동기인 경우도 포
함한다. 또한, 「비동기」는 비동기의 간격이어도 좋고, 외부로부터의 이벤트에 응답하도록(예를 들면 환경 변화에 따
라 출력되는 변화 신호에 응답하도록) 해도 좋다.
    

또, 「비동기의 간격」인 경우에는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실시할 때에 검출되는 오류 행의 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도 있다. 이로인해, 긴 사이클에서의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 더욱 소비 전력을 삭감할 수 있다.

비동기에 실시되는 상기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은 복호화 회로에 의해 정정 이 불가능한 오류 행이 없고, 정정 가능한 오
류 행의 수가 소정수 이내이며, 리프레시 실행 회로가 대응 가능하게, 리프레시 간격이 가장 길어질 때까지 실시되는 경
우도 있다.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은 단순히 단위 시간 리프레시 간격을 짧게 또는 길게 하도록 해도 좋다.

복호화 회로에 의해 검출된 정정 가능한 오류를 포함하는 오류 행의 올바른 내용을 다른 장소에 카피하는 회로를 더 포
함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된다. 이로인해, 더욱 긴 리프레시 간격을 선택할 수 있고,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상은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로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을 이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를 갖는 컴퓨터로서 실시하는 
것, 및 상기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의 동작을 처리 스텝으로서 파악하는 것, 및 처리 스텝을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하의 실시예를 이해한 당업자가 통상 행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A. 실시예1

    
실시예1은 DRAM 칩이 셀프 리프레시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및 셀프 리프레시 기능을 포함하지만 셀프 리프레시 
간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의 예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컴퓨터(1)의 블럭도이다. DRAMs
(13)(s는 DRAM 칩이 복수 이용되고 있는 것을 나타냄)은 메모리 제어기 및 CPU(도시하지 않음)와, 에러 정정 부호
화 회로(3) 및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5)와, 리프레시 실행 회로(15)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에러 정정 부호화 회로(
3) 및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5)에는 슬립 온 또는 오프 신호가 입력된다.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는 에러 정정 복
호화 회로(5)와, 타이머2(9)와, 온도 센서(11)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에도 슬립 온 또는 
오프 신호가 입력된다. 리프레시 실행 회로(15)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와, 타이머1(17)에 접속되어 있다. 타
이머2(9) 및 온도 센서(11)의 존재는 임의이다.
    

    
도 1에 도시한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을 도 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의 종축은 리프레시 빈도를 나타내고, 횡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통상 상태로부터 슬립 상태로 이행할 때에는 메모리 제어기 등으로부터 슬립 온 신호가 에러 정정 부
호화 회로(3)에 입력된다. 에러 정정 부호화 회로(3)는, 예를 들면 리드 솔로몬(Reed-Solomon, 이하 RS라 생략함) 
부호에 의한 부호화를 실시하는 회로로서, 슬립 온 신호를 수신하면, DRAMs(13)에 격납된 메모리의 내용을 부호화하
여, 생성한 부호를 DRAMs(13)에 기입한다(도 2의 A 부분). 부호의 종류는 RS 부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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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BCH 코드(Bose-Chaudhuri-Hocquenghem code) 등이어도 좋다. 이들의 부호는 2중 오류 이상의 오류 정정 능
력을 효율좋게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의 압축을 동시에 행하는 회로가 부가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부호화하는 
것은 DRAMs(13) 내의 의미있는 정보만으로 족하다.
    

    
그후,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가 DRAMs(13)의 리프레시 빈도를 줄이도록(리프레시 간격을 연장하도록), 리프레
시 실행 회로(15)를 설정한다. 최초에 어느 정도 리프레시 빈도를 줄일 것인가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에 접속
된 온도 센서(11)의 출력을 이용하여 결정해도 좋지만, 슬립 상태에 들어간 직후에 실시되는 리프레시 간격이라고 하
는 것으로 미리 결정해 두어도 좋다. 그리고, 리프레시의 타이밍에서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5)를 이용하여 오류 검출 
및 오류 정정을 행한다. 정정된 데이타는 다시 DRAMs(13)에 기입된다. 이 기간은 에러 정정 복호화에 의해 데이타가 
더욱 빈번하게 억세스되기 때문에, 리프레시 동작은 따로 행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5)에 의
해 검출된 오류 행 수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에 출력된다.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는 에러 정정 복호화 회
로(5)에 의해 정정이 불가능한 오류 행이 없고 정정 가능한 오류 행의 수가 소정수 이내인지 어떤지 판단하고, 이 조건
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리프레시 빈도를 더 줄인다. 이것을 반복하고, 상기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리프레시 빈
도를 증가시키고, 이상적으로는 상기 조건이 만족되고 리프레시 빈도가 최저로 되도록 리프레시 간격을 리프레시 실행 
회로(15)에 설정한다(도 2의 B의 부분). 상기 「소정 수」는 에러 정정 부호의 능력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이 처
리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한 행에 대해서는 다른 행에 내용을 카피하는 처리를 행해도 좋다. 또, 실시예1에서는 리프레
시 실행 회로(15) 및 타이머1(17)이 DRAMs(13)에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이머1(17)에 어떤 값을 설정하는 것
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타이머1(17)에 설정하는 값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한 내에 있어서 리프레시 간격을 설정한다.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저의 리프레시 빈도(최대의 리프레시 간격)가 결정된 경우에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
는 당해 리프레시 간격을 타이머1(17)에 설정한다. 리프레시 실행 회로(15)는 타이머1(17)에 의해, 설정된 값이 카운
트된 경우에 리프레시(여기에서는 CAS Before RAS 리프레시)를 실행한다. 그리고, 이 리프레시 동작을 반복한다. 단, 
에러 정정 부호화 회로(3) 및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5) 및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는 동작시키지 않고, 타이머1
(17) 및 리프레시 실행 회로(15)만으로 리프레시를 실행한다. 이로인해 소비 전력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이 리프레시 실행 회로(15)와 타이머1(17)만을 이용하여 리프레시의 실행을 슬립 상태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반복해도 좋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온도 상승이 발생하거나, 슬립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온도 하강이 생기는 등, 환경
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온도 상승이 있으면, 리프레시 빈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상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
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온도 하강이 생기면, 적은 리프레시 간격을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리프레시 
간격과는 무관계의 간격(예를 들면 타이머2(9)에 의해 카운트되는 간격), 또는 온도 센서(11)에 의해 통보된 소정 온
도 이상의 온도 상승 또는 하강에 응답하여 다시 리프레시 간격의 조정을 행한다(도 2의 B' 부분). 이 때에는 다시 리
프레시 간격을 연장 및 단축하여 상기 조건에 합치하는 최적한 리프레시 간격을 탐색해도 좋다. 또한, 단순한 온도 상승
이면 소정 시간 리프레시 간격을 짧게 하거나, 단순한 온도 하강이면 소정 시간 리프레시 간격을 길게 하거나 하는 조정
이어도 좋다. 이들의 처리를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에 의해 행한다.
    

리프레시 간격의 조정이 행해진 후에는 새로 타이머1(17)에 설정된 간격으로 리프레시 실행 회로(15)가 리프레시를 
실행한다.

그리고, 슬립 오프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5)에 의해 오류 정정 및 복호화를 실시한다(도 2의 
C 부분). 이 오류 정정 및 복호화의 실시 후에, 통상의 리프레시 빈도로 돌아가서 통상의 처리를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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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의 B(도 2)에 있어서의 타이머1(9) 설정의 동작 플로우의 예를 도 3에 도시한다. 
에러 정정 부호화 회로(3)의 동작이 종료하면,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의 동작이 개시되고(스텝 100), 리프레시
마다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5)에 에러 검출 및 정정을 실시시킨다(스텝 102).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스텝 
104),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는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5)에 기록시키고, 오류 행을 다른 장소에 카피시킨다(스
텝 106). 그리고, 오류 행 수가 소정 수 Max1을 초과하고 있는지 판단한다(스텝 108). 만약,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
우(스텝 104), 또는 오류 행 수가 Max1을 초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리프레시 간격을 k1배하여, 그 리프레시 간격으
로 리프레시를 행한다(스텝 110). k1배하는 경우는 또한 리프레시 간격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텝 1
02로 돌아간다. 한편, 스텝 108에서 오류 행 수가 Max1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종료한다
(스텝 112).
    

    
도 3의 동작 플로우는 한 예이고, 예를 들면 오류 행을 카피하지 않아도 좋다. 오류 행을 다른 장소에 카피하면, 채용한 
오류 정정 부호로 정정할 수 없는 오류를 발생시키더라도, 대체행으로부터 데이타를 복원함으로써 오류 정정 가능하게 
되므로, 리프레시 간격을 더욱 연장시킨다고 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 경우, 오류가 생겨 있는 행과 대체 행의 대응 관계
는 오류가 생긴 행의 어드레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오류가 생긴 행의 데이타 그것으로 매칭을 취함으로써 검출되는 등
의 방법에 의해, 대체 행의 존재를 나타내는 다른 용장 비트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스텝 108 후에, 일단 리프레시 간격을 짧게 하는 스텝을 포함하고, k1을 k1보다 작은 k2로 치환하여 스텝 102로 
돌아가고, 다시 스텝 108에서 오류 행 수가 Max1을 초과한 경우에 처리를 종료하도록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반복하여 k2를 k3으로 치환하는 처리를 실시하도록 해도 좋다. 이때에는 짧게 하는 양도 작게 해가면 좋다.

또한, 도 3의 처리는 B'(도 2)일 때에 실시해도 좋다.

    
B'(도 2)의 타이밍은 상술한 바와 같이 외부(예를 들면 온도 센서(1))로부터의 환경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에 응답해도 
좋고, 타이머2에 설정된 간격과 같이 타이머1과는 비동기의 간격으로 실시해도 좋다. 타이머2의 간격이 고정된 경우에
는 도 3의 처리를 B'일 때에 실시하는 것도 고려된다. 또한, 타이머2의 값을 적응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된다. 이것
은 B'에 있어서의 처리는 DRAMs(13) 내의 데이타의 신뢰성의 관점에서는 필요하지만, 소비 전력은 더욱 필요하게 되
므로, 가능한 한 적은 횟수로 고정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에 적응적인 타이머2(9)의 설정 처리 방법의 한 예를 도시한다. 최초에 도 4의 처리가 기동되는 것은 타이머2(9)
의 초기값이 카운트된 후이다. 최초에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는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3)에 에러 검출 정정을 실
시시키고, 오류 행 수를 기록시킨다(스텝 122). 그리고, 오류 행 수가 소정의 Max2보다 작으면, 타이머2(9)의 설정값
을 k2배한다(스텝 126). 그리고, 이 k2배된 설정값이 타이머2(9)에 의해 카운트되면, 스텝 122로 돌아간다. 한편, 오
류 행 수가 Max2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이머2(9)의 현재의 설정값이 타이머2(9)의 최저의 설정값보다 큰지 어
떤지를 판단한다(스텝 128). 만약, 타이머2(9)의 설정값이 타이머2(9)의 최저의 설정값보다 큰 경우에는 타이머2(9)
의 설정값은 거의 최적한 값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리를 종료한다(스텝 132). 한편, 오류 행 수는 Max2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머2(9)의 설정값이 타이머2(9)의 최저의 설정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리프레시 간격 그것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므로, 리프레시 간격을 1/k1배한다(스텝 130). 그리고, 타이머2(9)의 현재의 설정값이 카운트된 후에 스텝 12
2로 돌아간다.
    

또, 스텝 128 및 130의 실시는 임의이고, 실시하지 않아도 좋다. 실시하는 경우는 도 4의 처리를 실시한 후에 도 3의 
처리를 실시하는 등, 타이머1(17) 설정의 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

B. 실시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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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2는 셀프 리프레시 기능을 갖고 있고 셀프 리프레시 간격을 변경할 수 있는 DRAM 칩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이다. 
도 5에 실시예2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는데, 실시예1과 동일한 구성인 것은 동일 참조 번호를 붙이고 있다.

    
실시예2에 있어서의 DRAM 칩(21)은 컴퓨터(1) 내에 있어서 복수 이용되고 있다. 각 DRAM 칩(21)은 DRAM 코어
(core)(23a) 부분과, 셀프 리프레시 실행 회로(25a) 부분과, 타이머1a(27a) 부분을 포함한다. DRAM 코어(23a)는 
셀프 리프레시 기능과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서, 실시예1(도 1)의 DRAMs(13)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는, 예를 들면 도 3과 같은 처리에 의해 리프레시 간격을 설정할 때에 타이머1a(27a)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값을 설정한다. 설정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DRAM 칩(21)에 리프레시 간격 설정용의 레지스터를 
준비해 두고,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는 이 레지스터에 소정의 값을 설정한다.
    

셀프 리프레시 실행 회로(25a)는 각 DRAM 칩(21)마다 준비되므로, 리프레시 간격의 설정(예를 들면 도 3의 처리)도 
DRAM 칩(21)마다 행한다. 또한, DRAM 칩(21)마다 설정하는 리프레시 간격이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일단 리프레시 간격을 설정한 후는 타이머2(9) 또는 온도 센서(11)로부터의 신호에 응답하여 각 DRAM 칩(21)의 리
프레시 간격과는 비동기적으로 리프레시 간격의 검토를 일제히 실시한다. 각 DRAM 칩(21)마다 리프레시 간격의 검토
를 실시해도 좋지만, 리프레시 간격 제어 회로(7) 및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5)의 동작 기간이 증가하므로, 소비전력이 
증가한다. 타이머2(9)의 설정 처리는 도 4 그대로 실시해도 좋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했지만, 이상 설명한 이외의 변경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오류 행의 카피는 동일 메모리
의 다른 장소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자기 디스크를 컴퓨터(1)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역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컴퓨터(1)에 배터리 센서를 포함시키고, 배터리의 잔량이 소정값 이하로 된 경우에는 DRAM 내의 데이타를 접속된 네
트워크의 서버 내의 자기 디스크나 로컬 자기 디스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 디스크에 퇴피시키는 것도 고려된
다.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유저에게 경고 표시 또는 경고 음을 출력하는 등의 처치도 고려된다. 또한, 슬립 오프 신호가 
입력된 후 바로 에러 정정 복호화 회로(5)에 의해 에러 정정 및 복호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지만, 바로 실행하
지 않고 DRAM이 사용되기 직전에 에러 정정 및 복호를 실시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최초의 부호화 처리도 슬립 온 신
호에 응답시키지 않고 그것보다 전에 에러 정정 부호화의 처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도 고려된다.
    

    발명의 효과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한 DRAM의 리프레시 간격을 충분하게 연장할 수 있었다.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데이타 보유를 위해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DRAM 등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 간격을 슬립 
상태에 있어서 충분하게 연장할 수 있었다.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데이타 보유를 위해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DRAM 등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 간격을 슬립 
상태에 있어서 최적화할 수 있었다.

의미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데이타 보유를 위해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DRAM 등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 간격을 슬립 
상태에 있어서 최적화하여, 기억 장치 주변의 환경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가능한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했
다.

리프레시를 길게 해가면서, 에러 정정의 빈도도 그 이상으로 길게 함으로써, 에러 정정에 의한 전력의 증가가 리프레시
를 길게 함에 따른 전력의 감소에 비해 충분히 적어질 수 있었다.

강력한 오류 정정 기능이나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대체 영역으로 이체하는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신뢰성이 높은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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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인 DRAM 칩을 가능한 한 이용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리프레시(refresh)를 필요로 하는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 간격을, 상기 기억 장치로의 외
부로부터의 독출 또는 기입 억세스가 없는 슬립(sleep) 상태에서 제어하는 장치에 있어서,

2중 오류 정정 이상의 정정이 가능한 부호로 부호화하는 부호화 회로 및 오류 정정 및 복호를 실시하는 복호화 회로와,

    
상기 슬립 상태 이행 후, 상기 기억 장치에 보유되고 상기 부호화 회로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상기 복호화 회로에 의해 정정이 불가능한 오류 행이 없고 정정 가능한 오류 행의 수가 소정수 이내이며 
상기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리프레시 실행 회로가 대응 가능하게, 리프레시 간격이 가장 길어질 때까지 실
시하고, 상기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변경 종료 시의 리프레시 간격으로 상기 기억 장치의 리프레
시를 실행하도록 상기 리프레시 실행 회로를 설정하는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
    

를 포함한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는 외부로부터 상기 슬립 상태의 종료를 명령받은 후에 통상의 리프레시 
간격을 상기 리프레시 실행 회로에 설정하고, 상기 기억 장치에 보유된 데이타가 사용되기 전에 당해 데이타의 필요한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해 상기 복호화 회로를 동작시키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는 상기 데이타의 필요한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해 상기 복호화 회로를 동
작시킨 후에 상기 부호화 회로 및 복호화 회로의 작동을 금지하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종료 후, 상기 부호화 회로 및 복호화 회로는 리프레시에 동기하여 동작하지 않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는 상기 리프레시 실행 회로를 내장하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는 상기 변경 종료 후, 실행되는 리프레시와는 비동기적으로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실시하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종료 후, 후속되는 리프레시 간격을 변경하는 처리는 당해 리프레시 간격을 변경하는 처리
의 종료 시기와 리프레시의 종료 시기가 비동기적으로 되도록 실시되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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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는 상기 변경 종료 후, 당해 변경 종료 시에 설정한 리프레시 간격과는 
비동기의 간격으로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실시하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비동기 간격은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실시할 때에 검출되는 오류 행의 수에 따라 변경되는 리
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장치의 환경 변화를 검출하여 변화 신호를 출력하는 회로를 더 구비하고,

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는 상기 변경 종료 후, 상기 변화 신호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실시하는 리프
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11.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0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은 상기 복호화 회로에 의해 
정정이 불가능한 오류 행이 없고, 정정 가능한 오류 행의 수가 소정수 이내이며, 상기 리프레시 실행 회로가 대응 가능
하게, 리프레시 간격이 가장 길어질 때까지 실시되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12.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8항 또는 제10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회로에 의해 검출된 정정 가
능한 오류를 포함하는 오류 행의 올바른 내용을 다른 장소에 카피하는 회로를 더 포함하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시 실행 회로는 상기 기억 장치에 내장되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장치.

청구항 14.

데이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기억 장치와,

상기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리프레시 실행 회로와,

2중 오류 정정 이상의 정정이 가능한 부호로 부호화하는 부호화 회로 및 오류 정정 및 복호를 실시하는 복호화 회로와,

    
상기 기억 장치로의 외부로부터의 독출 또는 기입 억세스가 없는 슬립 상태 이행 후, 상기 기억 장치에 보유되고 상기 
부호화 회로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상기 복호화 회로에 의해 정정이 불가능한 
오류 행이 없고 정정 가능한 오류 행의 수가 소정수 이내이며 상기 리프레시 실행 회로가 대응 가능하게, 리프레시 간격
이 가장 길어질 때까지 실시하고, 상기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변경 종료 시의 리프레시 간격으로 
상기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를 실행하도록 상기 리프레시 실행 회로를 설정하는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
    

를 포함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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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데이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고, 당해 리프레시를 실행하는 리프레시 실행 회로를 갖는 기억 장
치와,

2중 오류 정정 이상의 정정이 가능한 부호로 부호화하는 부호화 회로 및 오류 정정 및 복호를 실시하는 복호화 회로와,

    
상기 기억 장치로의 외부로부터의 독출 또는 기입 억세스가 없는 슬립 상태 이행 후, 상기 기억 장치에 보유되고 상기 
부호화 회로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상기 복호화 회로에 의해 정정이 불가능한 
오류 행이 없고 정정 가능한 오류 행의 수가 소정수 이내이며 상기 리프레시 실행 회로가 대응 가능하게, 리프레시 간격
이 가장 길어질 때까지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실시하고, 상기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변경 종료 
시의 리프레시 간격으로 상기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를 실행하도록 상기 리프레시 실행 회로를 설정하는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
    

를 포함한 컴퓨터.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시 간격 변경 회로는 상기 변경 종료 후, 실행되는 리프레시와는 비동기적으로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실시하는 컴퓨터.

청구항 17.

데이타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기억 장치와, 2중 오류 정정 이상의 정정이 가능한 부호로 부호
화하는 부호화 회로 및 오류 정정 및 복호를 실시하는 복호화 회로를 갖는 컴퓨터에서, 상기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 간격
을 상기 기억 장치로의 외부로부터의 독출 또는 기입 억세스가 없는 슬립 상태에서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억 장치에 보유되고 상기 부호화 회로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상기 복호
화 회로에 의해 정정이 불가능한 오류 행이 없고 정정 가능한 오류 행의 수가 소정수 이내이며 상기 기억 장치의 리프레
시를 실행하는 리프레시 실행 회로가 대응 가능하게, 리프레시 간격이 가장 길어질 때까지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을 실
시하는 스텝과,

상기 리프레시 간격의 변경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변경 종료 시의 리프레시 간격으로 상기 기억 장치의 리프레시를 실
행하도록 상기 리프레시 실행 회로를 설정하는 스텝

을 포함하는 리프레시 간격 제어 방법.

도면

 - 12 -



등록특허 10-0305311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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