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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의 메모리 뱅크(MB0∼MB3)는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5)로부터의 뱅크 선택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어 메모리 

셀의 선택이 행해진다. 모드 설정 회로(4)는 특수 동작 모드가 지정되었을 때, 이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로부터의 

뱅크 선택 신호를 모두 활성 상태로 하여, 메모리 뱅크 모두를 동시에 활성/비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고속으로 메모리 셀로의 액세스를 실행할 수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메모리 셀을 선택할 수 있는 멀티 뱅크 동기형 반

도체 기억 장치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실현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a는 도 1에 도시하는 클럭 입력 버퍼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 2b는 그 동작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도 1에 도시하는 제어 신호 입력 버퍼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4a는 도 3에 도시하는 다이나믹 래치의 구성을 도시하며, 도 4b는 그 동작을 도시하는 신호 파형도,

도 5는 도 1에 도시하는 모드 설정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도 1에 도시하는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6에 도시하는 뱅크 어드레스 디코더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도 6에 도시하는 로우계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의 구성을 개략적 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도 6에 도시하는 프리차지 신호 발생 회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도 6에 도시하는 컬럼계 선택 신호 발생 회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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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로우계 제어 회로 및 메모리 어레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도 11에 도시하는 제어 회로의 동작을 도시하는 신호 파형도,

도 13은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4a는 통상 동작 모드시의 워드선 선택 상태를 도시하며, 도 14b는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시의 워드선 선택 상태

를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디스터브 리프레쉬를 실행하기 위한 외부 제어 신호의 상태를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

도 16은 본 발명에 따라서 실현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컬럼계 회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에 따라서 실현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판독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도 16 및 도 17에 도시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시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

도 19는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0은 도 17에 도시하는 프리 앰프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본 발명에 따라서 구성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메모리 어레이의 다른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도 21에 도시하는 서브 어레이 선택 신호 발생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도 21에 도시하는 메모리 어레이에 대한 로우계 제어 구동 회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4는 도 21에 도시하는 메모리 어레이의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시의 내부 데이터 버스의 접속 상태를 도시하는 도

면,

도 25는 도 24에 도시하는 열 선택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6은 본 발명에 따라서 구성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판독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7은 도 26에 도시하는 축퇴 회로의 구성의 일례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8은 도 26에 도시하는 뱅크 활성화 신호를 발생하는 부분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9는 도 28에 도시하는 회로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

도 30은 본 발명에 따라서 구성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의 기입/판독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

도 31은 축퇴 회로의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2는 도 26에 도시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판독부의 다른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3은 도 32의 판독 데이터 버스 접속에 대한 구체적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4는 본 발명의 다른 적용예를 설명하기 위한 화면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5는 본 발명의 다른 적용예를 위한 메모리의 뱅크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6은 이 도 35에 도시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가 처리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7은 도 36에 도시하는 처리를 실행할 때의 동작 순서를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

도 3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인 뱅크 선택 신호 발생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9는 종래의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판독시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

도 40은 종래의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기입시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

도 41은 종래의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42는 도 41에 도시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판독시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

도 43은 도 41에 도시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기입시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

도 44는 종래의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5는 종래의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 전체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클럭 입력 버퍼 2 ; 제어 신호 입력 버퍼

3 ; 어드레스 입력 버퍼 4 ; 모드 설정 회로

5 ;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 MA0∼MA3 ; 메모리 어레이

BD0∼BD3 ; 뱅크 구동 제어 회로 MB0∼MB3 ; 메모리 뱅크

5a ; 뱅크 어드레스 디코더

5b ; 로우계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 5c ; 프리차지 신호 발생 회로

5d ; 컬럼계 선택 신호 발생 회로 15b ; 행계 제어 회로

15c ; 로우 어드레스 래치 15d ; 로우 선택 회로

SA0∼SA7 ; 서브 어레이 20c ; 컬럼계 제어 회로

20e ; 열 선택 회로 PA0∼PA3 ; 프리 앰프

OB ; 출력 회로 RG0∼RG3 ; 판독 게이트

RD ;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IO0∼IO3 ; 내부 데이터 버스

SB00∼SBnm ; 서브 어레이 블록

GIO0∼GIOm ; 글로벌 데이터 버스

LIO00∼LIOnm ; 로컬 데이터 버스

LIa, LIb ; 서브 로컬 데이터 버스 TG00∼TGnm ; 블럭 선택 게이트

PAM0∼PAMm ; 프리 앰프 WD0∼WDm ; 기입 드라이버

30a ; 어레이 블럭 디코더 30c ; 로우 디코더 드라이버

30d ; 로우계 구동 회로 CD ; 컬럼 디코더

CSLa∼CSLc, CSLaa, CSLab, CSLca, CSLcb ; 열 선택선

40-0∼40-3 ; 축퇴 회로 GS0∼GS3 ; 뱅크 선택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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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0∼GT3 ;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

RDF0∼RDF3 ;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BK #0∼ BK #7 ; 메모리 뱅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기억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뱅크를 갖는 멀티(multi) 뱅크 반도체 기억 장치에 관한 것이

다. 보다 특정적으로는, 본 발명 은 동작 모드가 커맨드의 상태로 클록 신호에 동기하여 인가되는 멀티 뱅크 동기형 반

도체 기억 장치에 관한 것이다.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와 메모리의 처리 속도의 차를 작게 하기 위해서, 예를들면 시스템

클럭인 외부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데이터의 입출력을 실행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가 이용되는 것이 보편화되

고 있다.

도 39는 종래의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판독시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이다. 이하, 도 39를 참

조하여, 종래의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판독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

서는, 동작 모드 지시는 커맨드(command)의 형태로 인가된다. 커맨드는 클럭 신호 CLK의 예를들면, 상승 에지에 있

어서의 외부 제어 신호(및 어드레스 신호 비트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의 상태의 조합에 의해 인가된다.

도 39에 있어서, 클럭 사이클 #0의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 칩 셀렉트 신호/CS 및 로우 어드레스 스트

로브 신호/RAS를 L 레벨로 설정하며,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E를 H 레벨로 설

정한다. 이 상태는 액티브 커맨드(active command)라고 불리고, 어레이 활성화가 지정된다. 여기서, 어레이 활성화는

메모리 셀 어레이에 있어서의 워드선의 선택, 이 선택 워드선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데이터의 센스 앰프에 의한 검지,

증폭 및 래치까지의 동작이 행해진 상태를 나타낸다. 이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되면, 그 때에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 A

D를 로우 어드레스 신호로 하여 내부에서 행 선택 동작이 행해져, 이 어드레스 지정된 행에 대응하는 워드선이 선택

되어, 선택 메모리 셀의 데이터의 검지, 증폭 및 래치가 실행된다.

표준 DRAM에 있어서의 RAS-CAS 지연 시간이 경과하면, 열 선택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도 39에 있어서, 클럭 사이

클 #2에 있어서,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 칩 셀렉트 신호/CS 및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를 L

레벨로 설정하며,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E를 H 레벨로 설정한다. 이 상태는 리

드 커맨드(read command)라고 불리고, 데이터 판독이 지정된다. 이 리드 커맨드가 인가되면, 그 때의 어드레스 신호

AD를 열 어드레스 신호 Y로 하여 열 선택 동작이 행해져, 이 선택열 상의 메모리 셀 데이터가 판독된다. 동기형 반도

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는, CAS 레이턴시라고 불리는 기간이 존재하여, 리드 커맨드가 인가되고 나서 유효 데이터가 

확정 상태로 되는 기간이 정해진다. 도 39에 있어서는, CAS 레이턴시가 2인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클럭 사이클 #

4에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 최초의 판독 데이터 Q0가 확정 상태로 된다.

내부에 있어서는, 버스트 어드레스 카운터(burst address counter)라고 불리는 어드레스 발생기가, 이 리드 커맨드가

인가되었을 때의 어드레스를 선두 어드레스로 하여 각 사이클마다 소정의 순서로 열 어드레스를 변화시켜 열 선택 동

작을 실행한다. 따라서, 이후 클럭 사이클 #5, #6 및 #7에 있어서 데이터 Q1, Q2 및 Q3이 출력된다. 1개의 리드 커맨

드가 인가되었을 때에 연속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를 버스트 길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도 39에 있어서는 

버스트 길이가 4인 경우의 데이터 판독 동작이 도시된다.

클럭 사이클 #7에 있어서,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 칩 셀렉트 신호/CS,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R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E를 L 레벨로 설정하고,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를 H 레벨로 설정한다. 이 

상태는, 프리차지 커맨드(precharge command)라고 불리고, 활성 상태에 있던 어레이가 비활성 상태로 구동된다. 따

라서 선택 상태의 워드선이 비선택 상태로 구동되고, 또한 메모리 셀 데이터를 래치하고 있는 센스 앰프가 비활성 상

태로 되고, 또한 각 열의 비트선은 소정의 프리차지 전위로 복귀한다.

이 프리차지 커맨드는 최후의 버스트 길이 데이터가 판독될 때의 클럭 사이클보다 CAS 레이턴시 이상의 사이클만큼 

빠른 타이밍으로 인가될 수 없다. 이는 메모리 셀 데이터가 판독되기 전에, 어레이가 비활성 상태로 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어레이가 프리차지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내부의 데이터 판독 회로는 버스트 길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내

부 판독 회로는 행계 회로와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버스트 길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한다).

상술과 같이,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의 외부 신호 상태의 조합에 의해 동작 모드를 지정하고, 클럭 신

호에 동기하여 데이터의 입출력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각 제어 신호의 스큐(skew)를 고려하여 내부 동작 타이밍을 

결정할 필요가 없고, 내부 동작 개시 타이밍을 빠르게 할 수 있어, 고속 액세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데이터는 클럭 신

호 CLK에 동기하여 출력 확정 상태로 되기 때문에, 외부 장치를 이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서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것에 의해, 클 럭 신호 CLK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데이터의 판독을 실행하는 수 있어,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

해진다.

도 40은 종래의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기입시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이다. 이하, 도 40을 참

조하여, 데이터 기입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0에 있어서, 클럭 사이클 #0에 있어서,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하여, 

어레이를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이어서, 클럭 사이클 #2에 있어서,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서 칩 셀렉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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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E를 L 레벨로 설정하고,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

호/RAS를 H 레벨로 설정한다. 이 상태는 라이트 커맨드(write command)라고 불리고, 데이터의 기입이 지정된다. 라

이트 커맨드가 인가되면, 그 때에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 AD를 열 어드레스 신호로 하여 메모리 셀의 열 선택 동작이 

행해진다. 이 데이터 기입시에 있어서는, 라이트 커맨드와 동시에 기입 데이터가 인가되어, 이 클럭 사이클 #2에 있어

서 인가된 데이터 D0가 이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내부로 취입(take)된다. 이후, 순차 클럭 사이클 #3, #4 및 #5에 

있어서 기입 데이터 Dl, D2 및 D3이 기입된다. 이 데이터 기입시에 있어서도, 내부에서 버스트 어드레스 발생기가 동

작하여 버스트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순차적인 열 선택 동작을 실행하여, 이들 기입 데이터 D0∼D3는 내부에서 소정

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선택 메모리 열에 취입된다.

데이터 기입이 완료되면, 클럭 사이클 #6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하여, 어레이를 비활성 상태

로 구동한다. 이 데이터 기입시에 있어서도, 프리차지 커맨드는 버스트 길이 데이터의 기입 완료후, 판독시의 CAS 레

이턴시 에 대응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인가할 수 없다. 이 데이터 기입시에 있어서도, 1개의 라이트 커맨드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를 버스트 길이라고 부른다. 즉, 버스트 길이는 리드 커맨드 또는 라이트 

커맨드와 같은 데이터 기입/판독을 나타내는 액세스 커맨드가 인가되었을 때에, 연속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의 수를 나타낸다.

이 데이터 기입시에 있어서도, 기입 데이터는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반도체 기억 장치 내부에 취입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기입은 클럭 신호 CLK와 같은 속도로 실행할 수 있어, 고속 기입이 가능해진다.

상술과 같이,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는,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외부 신호의 취입 및 판독 데이터의 출력을

실행하고 있어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어레이

가 1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페이지(page)를 전환하는(별도의 워드선을 선택한다) 경우에는, 일단 프리차지 커맨

드를 인가하여 어레이를 비활성 상태로 한 후 다시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페이지(워드선)를 선

택 상태로 구동해야 한다. 따라서, 이 상태에 있어서는, 데이터 전송을 실행할 수 없어, 고속 액세스가 방해된다. 그래

서, 이러한 페이지 전환시 등에 있어서의 액세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내부에 각각이 서

로 독립적으로 활성 상태/비활성 상태로 구동할 수 있는 복수의 뱅크를 마련하여, 이들 뱅크를 소정의 순서로 순차적

으로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는 것에 의해, 외부적으로 이 프리차지 시간을 숨길(concealed) 수 있어, 고속 액세스가 가

능해진다. 이하, 이 뱅크 구성의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1은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 41에 있어서, 동기형 반도

체 기억 장치는 복수의 뱅크 BK0∼BKn을 포함한다. 이들 뱅크 BK0∼BKn 각각에 대응하여, 뱅크 제어 회로 BCT0

∼BCTn이 마련된다. 이들 뱅크 제어 회로 BCT0∼BCTn은 뱅크 어드레스 버퍼 BAB로부터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 B

A와 제어 입력 버퍼 CIB로부터의 동작 모드 지시 신호를 수신한다. 제어 입력 버퍼 CIB는 제어 신호/CS, /WE, /CAS 

및 /RAS를 수신한다. 뱅크 BK0∼BKn은 공통으로 입출력 회로 IOB에 결합된다.

뱅크 제어 회로 BCT0∼BCTn의 각각은, 뱅크 어드레스 버퍼 BAB로부터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가 대응하는 뱅크를 

지정할 때에 활성화되어, 제어 입력 버퍼 CAB에서 인가되는 동작 모드 지시 신호에 따라서 대응하는 뱅크의 동작을 

제어한다. 이들 뱅크 제어 회로 BCT0∼BCTn의 활성/비활성은 뱅크 어드레스 버퍼 BAB로부터의 뱅크 어드레스 신

호에 의해 지정되기 때문에, 이들 뱅크 제어 회로 BCT0∼BCTn은, 서로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뱅크 BK0∼BKn을 활

성/비활성 상태로 구동할 수 있다. 여기서, 뱅크 BK0∼BKn은 행렬 형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갖는다.

다음에, 이 도 41에 도시하는 복수의 뱅크를 가지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동작순서의 일례를 도 42를 참조하여 설명한

다. 도 42에 있어서는, 데이터 판독시의 동작이 도시되어 있고, 버스트 길이가 4, CAS 레이턴시가 4이다.

클럭 사이클 #0에 있어서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되고, 어드레스 신호 AD(도 41에서는 도시하지 않음)의 뱅크 어드레

스 신호에 따라서 뱅크 활성화 동작이 행해 진다. 이 액티브 커맨드와 동시에 인가된 뱅크 어드레스 신호 BA는 뱅크 

BK0를 지정하고 있고, 뱅크 제어 회로 BCT0가 뱅크 BK0를 활성화한다.

클럭 사이클 #2에 있어서 리드 커맨드가 인가되고, 그 때에 인가되는 어드레스를 열 어드레스 신호(Y)으로 하여 열 

선택 동작이 행해진다. 이 때, 뱅크 어드레스 신호 BA가 뱅크 BK0를 지정하고 있고, 뱅크 제어 회로 BCT0가 뱅크 B

K0의 대응하는 메모리 셀을 선택하여 입출력 회로 IOB에 접속하여, 뱅크 BK0의 선택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입출력 

회로 IOB로 전달한다. CAS 레이턴시가 2이기 때문에, 클럭 사이클 #4에 있어서의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서, 

이 뱅크 BK0로부터 판독된 데이터가 확정 상태로 된다. 버스트 길이가 4이고, 이 뱅크 BK0으로부터의 데이터 Q0, Q

1, Q2 및 Q3이 순차적으로 판독된다.

클럭 사이클 #4에 있어서, 다시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되어, 뱅크 어드레스 BA는 뱅크 BK1를 지정한다. 이에 따라, 

뱅크 제어 회로 BCT1가 활성화되어, 제어 입력 버퍼 CIB로부터의 액티브 커맨드에 따라서 뱅크 BK1를 활성화한다.

클럭 사이클 #6의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 뱅크 BK1를 지정하는 뱅크 어드레스와 함께 리드 커맨드가 

인가된다. 이에 따라, 뱅크 제어 회로 BCT1가 뱅크 BK1의 메모리 셀을 선택하여, 해당 선택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판독한다. 뱅크 BK1로부터의 데이터는 2 클럭 사이클후에 확정 상태로 된다. 따라서, 뱅크 BK0으로부터의 버스트 길

이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판독되어, 클럭 사이클 #7에 있어서, 뱅크 BK0으로부터의 데이터 Q3이 판독되면, 다음 클럭

사이클 #8에 있어서는, 뱅크 BK1로부터의 데이터 Q0…가 순차적으로 판독된다.

이 데이터 판독시에 있어서, 클럭 사이클 #7에 있어서,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된다. 이 프리차지 커맨드와 함께, 뱅

크 BK0를 지정하는 뱅크 어드레스가 인가되어, 뱅크 BK0의 프리차지가 지시된다. 이에 따라, 뱅크 BK0가 뱅크 제어

회로 BCT0의 제어하에 비활성 상태로 된다. 계속해서, 클럭 사이클 #8에 있어서,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되어, 그 때에

인가되는 뱅크 어드레스 BA는 뱅크 BK2를 지정한다.

클럭 사이클 #12의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서 리드 커맨드와 함께 뱅크 BK2를 지정하는 뱅크 어드레스 BA가 

인가된다. 따라서, 클럭 사이클 #11에 있어서, 뱅크 BK1로부터의 데이터 Q3가 판독된 후, 계속해서 다음 뱅크 B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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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데이터가 판독된다.

이 도 4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복수의 뱅크를 소정의 순서로 활성/비활성화하는 것에 의해, 뱅크의 프리차지 시간을 

숨기면서 데이터의 판독을 실행할 수 있어, 고속 판독이 가능해진다.

이 뱅크를 순차적으로 소정의 순서로 활성화하여 메모리 셀를 선택하는 순서는, 데이터 기입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고, 뱅크를 순차적으로 활성화하여, 라이트 커맨드를 인가하는 것에 의해, 페이지 전환시에 있어서도, 뱅크의 전환

에 의해 대응할 수 있어,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다.

지금, 뱅크 BK0∼BKn으로서, 8개의 뱅크 BK0∼BK7가 마련되고 있고, 1개의 뱅크 BK0에 대한 데이터 기입시에 이

들 뱅크를 순차적으로 프리차지하는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버스트 길이가 8이고, CAS 레이턴시가 3인 경

우에 대하여 생각한다. 또한,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되고 나서 그 뱅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 클럭 사이클을 필요

로 한다고 하는, RAS 프리차지 사이클이 3 클럭 사이클인 경우를 생각한다.

지금, 도 43에 있어서, 클럭 사이클 #1에 있어서,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되어, 뱅크 BK0가 활성화된다.

클럭 사이클 #4에 있어서, 라이트 커맨드가 인가되어, 뱅크 BK0에 대한 데이터 기입이 지정되어, 이 클럭 사이클 #4

에 있어서 인가된 데이터 D0가 뱅크 BK0에 기입된다. 이후, 클럭 사이클 #5 내지 #11에 있어서 인가되는 기입 데이

터 D1∼D7가 순차적으로 이 뱅크 BK0에 기입된다.

한편, 클럭 사이클 #5 내지 #11에 있어서,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하여, 각 클럭 사이클마다 뱅크 어드레스를 변경하

여 뱅크 BK1∼BK7를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이들 뱅크 BK1∼BK7를 순차적으로 프리차지한다.

클럭 사이클 #11에 있어서, 뱅크 BK0에 대한 데이터 기입이 완료되고, 또한 뱅크 BK7에 대한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

가된다. 다시 일단 제어 신호를 모두 H 레벨로 설정하고, NOP(no operation) 커맨드를 설정한다. 이에 따라,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는, 새로운 동작은 지정되지 않는다.

클럭 사이클 #13에 있어서, 뱅크 BK0에 대한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된다. 이에 따라, 뱅크 BK0에 있어서는 모든 데

이터의 기입이 완료하고, 계속해서 프리차지가 실행된다. RAS 프리차지 클럭 사이클이 3이기 때문에, 클럭 사이클 #

14에 있어서, 뱅크 BK7에 대한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할 수 있어, 뱅크 BK7가 활성화된다. 계속해서, 클럭 사이클 #1

7에 있어서 뱅크 BK0에 대한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된다. 이후 이 동작을 반복한다.

이 도 43에 도시하는 동작 순서에 있어서는, 데이터 기입 마스크 커맨드(data write mask command)(라이트 워드 마

스크 커맨드(write word mask command)) DQM은 L 레벨의 비활성 상태에 있어, 기입 데이터에 대한 마스크는 걸

리지 않는다. 즉, 인가된 기입 데이터 D0∼D7은 모두 뱅크 BK0에 기입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프리차지 커맨드와 뱅

크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각 클럭 사이클에 있어서 1개씩 뱅크를 프리차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경우, 모든 뱅크를 활성

화하는 데, 긴 시간을 요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 44는 이 데이터 기입시의 다른 동작 순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 44에 있어서도, 뱅크 BK0으로의 버스트 길

이 8의 데이터 기입시에 있어, 다른 뱅크를 순차적으로 프리차지하는 동작이 도시된다. 이 도 44에 있어서는, 클럭 사

이클 #7 및 #10에 있어서 라이트 워드 마스크 커맨드가 인가되어, 신호 DQM이 H 레벨로 되고, 이 클럭 사이클에 있

어서의 데이터 워드에 대한 기입이 금지된다. 이 라이트 워드 마스크 커맨드는 외부 신호이지만 1개의 커맨드이고, 외

부 콘트롤러의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서, 같은 사이클에 있어서 2개의 커맨드를 동시에 입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라이트 워드 커맨드 DQM이 활성 상태로 된 경우, 외부와의 제어 신호/CS, /RAS, /CAS 및 /WE는 NOP 커맨

드 상태로 설정된다. 따라서, 이 상태에 있어서, 단지 데이터 기입에 대한 마스크를 거는 처리가 행하여질 뿐이다.

즉, 이 클럭 사이클 #7 및 #10에 있어서는, 뱅크에 대한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도 44에 도시

하는 동작 순서에 있어서는, 뱅크 BK7은 클럭 사이클 #13에 있어서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되어 프리차지된다. 다음

클럭 사이클 #14에 있어서 뱅크 BK0의 프리차지가 지정된다. RAS 프리차지 사이클은 3 클럭 사이클이고, 클럭 사이

클 #16에 있어서 뱅크 BK7에 대한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할 수 있어, 다음 클럭 사이클 #17에 있어서 뱅크 BK0에 대

한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라이트 워드 마스크(write word mask)를 이용하는 경우, 그 클럭 사이클에 있어서는 액티브 커맨드 또는 

프리차지 커맨드 등의 커맨드를 입력할 수 없고, 다른 뱅크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액티브 커맨드 및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하여, 인터리브(interleave)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활성/비활성화하여 고속 액세스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데이터 판독시에 있어서도, 이 커맨드 DQM에 의해, 리드 워드 마스크가 지시(instruct)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문제

가 발생한다.

또한, 전(全) 뱅크를 동시에 프리차지하는 전(全)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가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는 준비

되어 있다. 도 45에 이 전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를 도시한다. 즉, 이 전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는 클럭 신호 CLK의 상

승 에지에서, 칩 셀렉트 신호/CS,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E를 L 레벨로 설정하

고,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 및 특정한 어드레스 신호 비트 Ad10를 H 레벨로 설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는, 모든 뱅크에 대한 프리차지가 지정된다. 어드레스 비트 Adl0를 L 레벨로 설정하면, 싱글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되어, 그 때의 뱅크 어드레스에 의해 특정되는 뱅크의 프리차지가 실행된다.

이러한 전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를 이용한 경우, 전 뱅크는 동시에 프리차지될 수 있다. 그러나, 전 뱅크를 동시에 프

리차지한 경우, 각 뱅크를 순차적으로 액티브 커맨드를 이용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뱅크를 인터리브 상태에서 

활성/비활성화하여, 데이터의 기입/판독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뱅크 구성의 

이점이 손상된다. 또한 뱅크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들 뱅크의 활성/비활성화를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데이터의 기

입/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판독시에 있어서는, CAS 레이턴시 및 

버스트 길이라고 불리는 조건이 존재하며, 또한 RAS 프리차지 사이클 및 표준 DRAM의 RAS-CAS 지연 시간에 상당

하는 RAS-CAS 지연 사이클(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되고 나서 다음에 리드/라이트 커맨드를 인가할 때까지 필요로 되

는 시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고, 수많은 뱅크를 주기적으로 활성/비활성화하는 경우, 그 제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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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복잡해져, 용이하게 인터리브 상태에서 각 뱅크에 액세스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점이 발생한다.

특히, 뱅크의 수가 증가한 경우, 주기적으로 액티브 커맨드, 리드/라이트 커맨드 및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하여 각 

뱅크를 소정의 순서로 액세스할 때에는, 각 클럭 사이클에 있어서 액티브 커맨드, 리드/라이트 커맨드 및 프리차지 커

맨드를 인가하고, 주기적인 커맨드의 인가 순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CAS레이턴시, 버스트 길이, RAS 프리차지 

사이클 및 RAS-CAS 지연 사이클의 조건에 의해, 1개의 클럭 사이클에 있어서, 복수의 커맨드를 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되고, 이러한 경우, 그 커맨드 인가 순서의 규칙성이 손상되므로, 데이터 액세스 제

어의 연속성이 손상되어, 고속 전송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는,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에 있어서 여러가지의 테스트가 

행해진다. 이러한 테스트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정확히 기입/판독되는가 아닌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기입

/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뱅크의 수가 많아진 경우, 상술과 같이, 인터리브 상태에서 각 뱅크를 순차적으로 소정의 

순서로 활성화하여 데이터의 기입/판독을 실행하기 위한 제어가 복잡해져, 고속으로 데이터의 기입/판독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테스트의 경우에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모든 메모리 셀에 대한 데이터의 기입/판

독을 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술과 같은 각 뱅크의 인터리브 상태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가 없는 경우, 고속으

로 데이터의 기입/판독을 실행할 수 없어, 테스트 시간이 길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전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를 이용하여 프리차지를 실행하는 경우, 모든 뱅크가 프리차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

을 필요가 있어, 이 전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하는 타이밍은 연속 데이터에 있어서의 최종 데이터 판독전 등의 

한정된 타이밍에 한정되어, 이 전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액세스를 실현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액티브 커맨드 및 리드/라이트 커맨드 등의 메모리 셀 선택 커맨드는 뱅크 어드레스 신호와 함께 이용되고, 메

모리 셀을 선택하는 뱅크를 특정하여 메모리 셀의 선택 동작이 그 특정된 뱅크내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복수의 뱅크

에 동시에 액세스하는 등의 동작을 실행할 수 없어, 몇몇의 처리 내용(content of the processing)에 있어서는, 쓰기

에 불편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커맨드의 충돌을 수반하는 일없이 고속으로 메모리 셀의 선택 및 데이터 액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멀티 뱅크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속으로 데이터의 기입을 실행할 수 있는 멀티 뱅크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테스트 시간이 단축되는 멀티 뱅크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관한 반도체 기억 장치는, 각각이 서로 독립적으로 활성 상태 및 비활성 상태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한 복수

의 뱅크와, 이들 복수의 뱅크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되어, 각각이 활성화시 대응되는 뱅크의 메모리 셀 선택 동작을 실

행하기 위한 복수의 메모리 셀 선택 수단과, 동작 모드 지시 신호와 메모리 셀 선택 지시에 응답하여, 복수의 메모리 

셀 선택 수단중 2 이상의 소정수의 뱅크에 대하여 마련된 메모리 셀 선택 수단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제어 수단을 구

비한다.

동작 모드 지시 신호가 특정하는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메모리 셀 선택 지시가 인가되면, 복수의 뱅크중 소정수의 

뱅크에 있어서 동시에 메모리 셀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의 뱅크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어, 커맨드 인가 순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또한, 뱅크 각각을 구동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에 비해, 커맨드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아, 테

스트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테스트 데이터 기입시에 있어서는, 동시에 선택 상태로 구동된 뱅크로 동시에

테스트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어, 테스트 데이터 기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테스트 데이터 판독시에는 압축 

처리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동시에 선택된 뱅크로부터의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어, 테스트 데이터 판독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통상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복수의 뱅크에 대하여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어, 처리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에 있어서,

이 반도체 기억 장치는 복수의 서로 독립적으로 활성/비활성 상태로 구동할 수 있는 복수의 메모리 뱅크를 포함한다. 

도 1에 있어서는, 일례로서, 4개의 메모리 뱅크 MB0∼MB3가 도시된다. 이들 메모리 뱅크 MB0∼MB3의 각각은, 행

렬 형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가지는 메모리 어레이 MA0∼MA3과, 이들 메모리 어레이의 메모리 셀의 

선택/비선택 및 데이터의 기입/판독을 실행하기 위한 뱅크 구동 제어 회로 BD0∼BD3을 포함한다.

반도체 기억 장치는, 또한, 외부로부터의, 예를 들면, 시스템 클럭인 클럭 신호 extCLK를 받아 내부 클럭 신호 intCL

K를 생성하는 클럭 입력 버퍼(1)와,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 에지에서 외부로부터의 제어 신호/CS, /RAS, /CA

S 및 /WE를 취입해서 내부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제어 신호 입력 버퍼(2)와,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 에지에서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 AD 및 뱅크 어드레스 신호 BA를 취입해서 내부 어드레스 신호 ADi 및 내부 뱅크 어드

레스 신호 BAi를 생성하는 어드레스 입력 버퍼(3)와, 제어 신호 입력 버퍼(2)로부터의 내부 제어 신호와 어드레스 입

력 버퍼(3)로부터의 내부 어드레스 신호 ADi를 수신하여, 이들 수신한 신호가 소정의 상태일 때, 특정 동작 모드가 지

정된 것을 나타내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동작 모드 지시 신호) MS를 출력하는 모드 설정 회로(4)와, 제어 신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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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2)로부터의 내부 제어 신호, 어드레스 입력 버퍼(3)로부터의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BAi 및 모드 설정 회로(4)

로부터의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받아, 이들 내부 제어 신호의 상태의 조합에 따라서, 동작 모드 지정 신호를 생성

하여,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BAi가 지정하는 뱅크로 인가하는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5)를 포함한다.

모드 설정 회로(4)로부터의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활성 상태로 설정되면,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5)는 어드레

스 입력 버퍼(3)로부터 인가되는 내부 뱅크 어드레스 신호 BAi를 무시하고, 메모리 뱅크 MB0∼MB3 각각 대하여, 제

어 신 호 입력 버퍼(2)로부터 인가된 제어 신호의 상태의 조합, 즉 커맨드에 따른 동작 모드 지정 신호를 인가한다. 이

에 따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의 활성화시, 메모리 뱅크 MB0∼MB3이 동시에 활성/비활성 상태로 구동된다.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모드 설정 회로(4)로부터의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에 따라서, 뱅크 어드레스 신호 BAi를

선택적으로 무효/유효 상태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동작 모드에 따라 복수의 뱅크를 동시에 활성 상태로 할 수 있다. 

다음에, 구체적인 복수 뱅크의 동시 활성화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각부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클럭 입력 버퍼]

도 2a는 도 1에 도시하는 클럭 입력 버퍼(1)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a에 있어서, 클럭 입력 버퍼(1)

는 외부로부터의 클럭 신호 intCLK를 소정 시간 지연하고 또한 반전하여 출력하는 반전 지연 회로(1a)와, 반전 지연 

회로(1a)의 출력 신호와 외부로부터의 클럭 신호 extCLK를 받는 NAND 회로(1b)와, NAND 회로(1b)의 출력 신호를

반전하여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생성하는 인버터(1c)를 포함한다. 반전 지연 회로(1a)는, 예를 들면, 기수단(奇數

段)의 인버터로 구성된다. 다음에 이 도 2a에 도시하는 클럭 입력 버퍼의 동작을 도 2b에 도시하는 신호 파형도를 참

조하여 설명한다.

반전 지연 회로(1a)는 지연 시간 td를 가지고 있다. 외부 클럭 신호 extCLK가 H 레벨로 상승하면, 이 때 반전 지연 회

로(1a)의 출력 신호는 H 레벨에 있고, 이에 따라 NAND 회로(1b)의 출력 신호가 L 레벨로 되고, 인버터(1c)로부터의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H 레벨로 상승한다. 지연 시간 td가 경과하면, 반전 지연 회로(1a)의 출력 신호가 L 레벨로 

하강하고, NAND 회로(1b)의 출력 신호가 H 레벨로 되어, 이에 따라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L 레벨로 하강한다. 따

라서, 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는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에 동기하여 H 레벨로 상승하고, 또한 반전 지연 

회로(1a)가 가지는 지연 시간 td가 경과하면 L 레벨로 하강한다.

따라서,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H 레벨 기간이 지연 시간 td보다도 길 때,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H 레벨 기간

은 반전 지연 회로(1a)가 가지는 지연 시간 td로 인가된다. 이에 따라, 외부 클럭 신호 extCLK가 노이즈 등에 의해 하

강 타이밍의 시간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도,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하강 타이밍은 변화하지 않고, 내부 회로의, 

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하강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회로 부분의 동작 타이밍을 일정하게 할 수 있어, 내부 회로 

동작 타이밍이 지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외부 클럭 신호 extCLK가 노이즈의 영향에 의해, 그 펄스폭이 반전 지

연 회로(1a)가 가지는 펄스 지연 시간보다도 짧아진 경우에는, 그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H 레벨 기간이 감소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내부 회로 동작 개시 타이밍이 빠르게 되어, 내부 회로를 빠른 타이밍에서 동작시킬 수 있어, 특

별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어 신호 입력 버퍼]

도 3은 도 1에 도시하는 제어 신호 입력 버퍼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에 있어서, 제어 신호 입

력 버퍼(2)는, 외부로부터의 제어 신호 ext/RAS, ext/CAS, ext/WE 및 ext/CS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되고, 도 1에 도

시하는 클럭 입력 버퍼(1)로부터의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 에지에서 인가된 신호를 래치하는 다이나믹 래치(

2a), (2b), (2c) 및 (2d)를 포함한다. 다이나믹 래치(2a), (2b), (2c) 및 (2d)에서 각각 제어 신호 int/RAS, int/CAS, int

/WE 및 int/CS가 출력된다. 이들 다이나믹 래치(2a∼2d)의 각각은, 동일 구성을 구비하며,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L 레벨로 되면, 프리차지 상태로 되어, 내부의 제어 신호 int/RAS, int/CAS, int/WE 및 int/CS가 H 레벨로 프리차지

된다. 다이나믹 래치(2a∼2d)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의 외부로부터의 

제어 신호 ext/RAS, ext/CAS, ext/WE 및 ext/CS를 취입하여 그 상태를 확실히 판정할 수 있다.

도 4a는 도 3에 도시하는 다이나믹 래치(2a∼2d)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들 다이나믹 래치(2a∼2d)는 동일

한 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도 4a에 있어서는 1개의 다이나믹 래치의 구성을 도시하며, 또한 입력 신호 IN을 외부 제어

신호 ext/RAS, ext/CAS, ext/WE 및 ext/CS 대신에 이용하고, 출력 신호 OUT를 내부 제어 신호 int/RAS, int/CAS, 

int/WE 및 int/CS 대신에 이용한다.

도 4a에 있어서, 다이나믹 래치는 전원 노드와 출력 노드 N1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그 게이트에서 내부 클럭 신호 i

ntCLK를 수신하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1과, 이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1과 병렬로 접속되며 또한 그 게이

트가 출력 노드 N2에 접속되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2와, 노드 N1과 노드 N3의 사이에 접 속되고 또한 그 게이

트에서 입력 신호 IN을 받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5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5와 병렬로 접속되며 또한 그 

게이트가 출력 노드 N2에 접속되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6과, 전원 노드와 출력 노드 N2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

한 그 게이트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수신하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3과, 전원 노드와 출력 노드 N2의 사

이에 접속되고 또한 그 게이트가 출력 노드 N1에 접속되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4와, 출력 노드 N2와 노드 N3

의 사이에 접속되며 또한 그 게이트에서 기준 전압 Vref를 수신하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7과, 출력 노드 N2와 

노드 N3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그 게이트가 출력 노드 N1에 접속되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8과, 노드 N3과 

접지 노드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그 게이트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받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9를 포함

한다. 출력 노드 N1로부터 입력 신호 IN에 대한 상보(complementary)의 출력 신호/OUT가 출력되어, 출력 노드 N2

로부터 입력 신호 IN과 같은 논리의 출력 신호 OUT가 출력된다. 다음에, 이 도 4a에 도시하는 타이밍 래치의 동작을 

도 4b에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L 레벨일 때,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1 및 Q3이 온(on) 상태, 한편, n 채널 MOS 트랜지

스터 Q9가 오프(off) 상태에 있다. 이 상태에 있어서는, 출력 노드 N1 및 N2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1 및 Q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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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서 전원 전압 Vcc 레벨로 프리차지된다.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H 레벨로 상승하면,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1 및 Q3이 오프 상태로 되고, 한편,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9가 온(on) 상태로 되어, 내부 노드 N3이 접지 노드에 결합된다. 지금,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는, 출력 노드 N1 및 N2는 H 레벨(전원 전압 Vcc 레벨)이고,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2 및 Q4

은 오프 상태에 있다.

입력 신호 IN이 L 레벨일 때에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7의 콘덕턴스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5의 콘덕턴스

보다도 커져, 노드 N2의 전위가 저하된다. 이 노드 N2의 전위 저하에 따라서,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2가 도통하

여, 노드 N1에 대하여 전류를 공급하여, 이 출력 노드 N1을 H 레벨로 유지한다. 한편, 이 출력 노드 N1은 H 레벨이고

,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4는 오프 상태를 유지하므로, 노드 N2은 MOS 트랜지스터 Q7 및 Q8을 거쳐서 접지 전압

레벨로 방전되어 L 레벨로 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2 및 Q4의 전류 공급력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7 및

Q5의 그것보다도 크다. 따라서 일단 래치 상태로 되어, MOS 트랜지스터 Q6가 오프 상태, MOS 트랜지스터 Q8가 온 

상태로 되면, 입력 신호 IN이 L 레벨로부터 H 레벨로 상승하더라도, MOS 트랜지스터 Q6은 오프 상태를 유지하고 있

어, MOS 트랜지스터 Q2의 전류 공급력이 MOS 트랜지스터 Q5의 그것보다도 크기때문에, 출력 노드 N1은 H 레벨을 

유지하여, 래치 상태는 변화하지 않는다.

다시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L 레벨로 하강하면,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9가 오프 상태로 되고, 또한 p 채널 MO

S 트랜지스터 Q1 및 Q3이 온 상태로 되어, 출력 노드 N1 및 N2가 H 레벨로 충전된다.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 입력 신호 IN이 H 레벨일 때에는, 반대로, 출력 노드 N1이 접지 전압 

레벨로 방전되어, MOS 트랜지스터 Q4는 온 상태, MOS 트랜지스터 Q8이 오프 상태로 되어, 출력 노드 N2가 H 레벨

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 출력 신호 OUT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H 레벨인 동안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의 입력 신호 IN의 상태로 유지된다. 이 도 4a에서 도시한 바와 같은 다이나믹 래치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클

럭 신호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 출력 노드 N1 및 N2의 한쪽을 방전하는 것만에 의해 출력 신호 OUT 및 /OUT의 레벨

이 결정되어, 확실하고 또한 고속으로 내부 제어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모드 설정 회로]

도 5는 도 1에 도시하는 모드 설정 회로(4)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에 있어서, 이 모드 설정 회로(4)는 제어

신호 입력 버퍼로부터의 내부 제어 신호 int/CS, int/RAS, int/CAS 및 int/WE를 수신하는 NOR 게이트(4a)와, NOR 

게이트(4a)의 출력 신호가 H 레벨일 때에 도통하여, 어드레스 입력 버퍼로부터의 내부 어드레스 신호 비트 MA0∼M

A10를 통과시키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트랜스퍼 게이트(4b)와, 이 트랜스퍼 게이트(4b)로부터의 어

드레스 신호 비트를 래치하는 인버터(4c) 및 (4d)를 포함한다. 인버터(4c)에서 상보의 내부 어드레스 신호 비트/MA0

∼/MA10이 생성된다. 트랜스퍼 게이트(4b)에서 내부 어드레스 신호 비트 MA0∼MA10이 생성된다.

이 모드 설정 회로(4)는, 또한, 이 인버터 래치에 의해 래치된 어드레스 신호 비트 MA0∼MA10중 소정의 어드레스 

신호 비트 MA7∼MA10을 받아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출력하는 AND 게이트(4e)를 포함한다.

이 도 5에 도시하는 모드 설정 회로(4)의 구성에 있어서는,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 에지에 있어서, 내부 제어 신호 i

nt/CS, int/RAS, int/CS 및 int/WE가 모두 L 레벨로 설정되고(WCBR 조건) 또한 어드레스 신호 비트 A7∼A10이 모

두 H 레벨로 설정되면,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H 레벨의 활성 상태로 된다. 즉 모드세트 지시 신호 MS는 소위 W

CBR 조건+어드레스 키에 의해 활성화되어, 복수 뱅크의 동시 활성화를 지정한다.

도 6은 도 1에 도시하는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5)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6에 있어서,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5)는 어드레스 입력 버퍼로부터 인가되는 뱅크 어드레스 신호 비트 BA0 및 BA1을 받아 디코드

하여,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를 출력하는 뱅크 어드레스 디코더(5a)와, 이 뱅크 어드레스 디코더(5a)로부터의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과 제어 신호 입력 버퍼로부터의 내부 제어 신호/CS, /RAS, /CAS 및 /WE와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받아, 각 뱅크에 대한 로우계 활성화 신호 RE0∼RE3을 출력하는 로우계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

5b)와,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과 내부 제어 신호 /RAS, /CAS 및 /WE와 입력 버퍼로부터의 특정한 내부 어드

레스 신호 비트 A10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받아 각 뱅크에 대한 프리차지 지시 신호 PE0∼PE3를 출력하는 

프리차지 신호 발생 회로(5c)와,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과 내부 제어 신호/CS, /RAS, /CAS 및 /WE와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받아 각 뱅크에 대한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0∼CE3를 출력하는 컬럼계 선택 신호 발생 회로(5

d)를 포함한다. 여기서 내부 제어 신호를 나타내는 'int'는 생략하고 있다.

뱅크 어드레스 디코더(5a)는 인가된 뱅크 어드레스 신호 비트 BA0 및 BA1에 따라서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

중 어느 하나를 선택 상태로 구동한다. 로우계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5b)는 내부 제어 신호/CS, /RAS, /CAS 및 /

WE의 상태가 액티브 커맨드를 나타낼 때,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비활성 상태일 때에는 뱅크 지정 신호에 따라서

지정된 뱅크에 대하여 로우계 활성화 신호를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이 로우계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5b)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활성 상태일 때에는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되었을 때, 모든 뱅크에 대한 로우계 활성화 신호 RE

0∼RE3를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프리차지 신호 발생 회로(5c)는 제어 신호/CS, /RAS, /CAS 및 /WE의 상태가 프리차지 커맨드이고, 또한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0이 L 레벨일 때에는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이 지정하는 뱅크에 대한 프리차지 지시 신호를 활

성 상태로 구동한다. 프리차지 신호 발생 회로(5c)는,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되고 또한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0이 H

레벨일 때에는 모든 뱅크에 대한 프리차지 지시 신호 PE0∼PE3을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또한, 이 프리차지 신호 발

생 회로(5c)는 이 싱글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 및 전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에 부가하여,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활

성 상태일 때에는,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되었을 때,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0의 논리 레벨에 관계 없이, 프리차지 지

시 신호 PE0∼PE3을 모두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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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계 선택 신호 발생 회로(5d)는 제어 신호/CS, /RAS, /CAS 및 /WE가 리드 커맨드 또는 라이트 커맨드일 때, 즉 

액세스 커맨드일 때,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이 지정하는 뱅크에 대한 컬럼계 활성화 신호를 활성 상태로 구동

한다. 모드세트 지시 신호 MS가 활성 상태일 때에는, 컬럼계 선택 신호 발생 회로(5d)는 액세스 커맨드가 인가되었을

때에, 모든 뱅크에 대한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0∼CE3을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에 의해 뱅크 지정 신호의 유효/무효를 제어하는 것에 의해, 전 뱅크의 동시 동작 또는 1개의 

뱅크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도 7은 도 6에 도시하는 뱅크 어드레스 디코더(5a)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7에 있어서, 뱅크 어드레

스 디코더(5a)는 뱅크 어드레스 비트 BA0 및 BA1을 수신하여 뱅크 지정 신호 BNK0을 출력하는 AND 회로(5aa)와, 

뱅크 어드레스 신호 비트 BA0 및 /BA1을 받아 뱅크 지정 신호 BNK1을 출력하는 AND 회로(5ab)와, 뱅크 어드레스 

신호 비트/BA0 및 BA1을 받아 뱅크 지정 신호 BNK2를 출력하는 AND 회로(5ac)와, 뱅크 어드레스 신호 비트/BA0 

및 /BA1을 받아 뱅크 지정 신호 BNK3을 출력하는 AND 회로(5ad)를 포함한다. 뱅크 어드레스 신호 비트/BA0 및 /B

A1은 뱅크 어드레스 신호 비트 BA0 및 BA1과 서로 상보인 어드레스 신호 비트이다. AND 회로(5aa∼5ad)의 각각은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 비트가 모두 H 레벨일 때에 대응하는 뱅크 지정 신호를 H 레벨의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도 8은 도 6에 도시하는 로우계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5b)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에 있어서, 

로우계 뱅크 선택 신호 발생 회로(5b)는 칩 셀렉트 신호/CS,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 및 컬럼 어드레스 스

트로브 신호/CAS를 수신하여 어레이 활성화 지시 신호 φa를 출력하는 게이트 회로(5ba)와, 뱅크 지정 신호 BNK0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어레이 활성화 지시 신호 φa를 받아 로우계 활성화 신호 RE0을 출력하는 AND/OR 복합 

게이트(5bb)와, 뱅크 지정 신호 BNK1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어레이 활성화 지시 신호 φa를 받아 로우계 활

성화 신호 RE1을 출력하는 AND/OR 복합 게이트(5bc)와, 뱅크 지정 신호 BNK2와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어레

이 활성화 지시 신호 φa를 받아 로우계 활성화 신호 RE2을 출력하는 AND/OR 복합 게이트(5bd)와, 뱅크 지정 신호 

BNK3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어레이 활성화 지시 신호 φa를 받아 로우계 활성화 신호 RE3을 출력하는 AND/

OR 복합 게이트(5be)를 포함한다.

게이트 회로(5ba)는 칩 셀렉트 신호/CS 및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가 모두 L 레벨에 있고,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E가 모두 H 레벨일 때에 어레이 활성화 지시 신호 φa를 활성화한다. 

즉, 이 게이트 회로(5ba)는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된 것을 식별한다.

AND/OR 복합 게이트(5bb∼5be)의 각각은 뱅크 지정 신호 BNK(BNK0∼BNK3)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수신

하는 OR 게이트와, 이 OR 게이트의 출력 신호와 어레이 활성화 지시 신호 φa를 수신하는 AND 게이트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H 레벨의 활성 상태로 되면, 뱅크 지정 신호 BNK0

∼BNK3은 등가적으로 모두 선택 상태로 구동되고, 어레이 활성화 지시 신호 φa가 활성 상태로 되면, 로우계 활성화

신호 RE0∼RE3이 모두 활성 상태로 구동되어, 뱅크 모두에 있어서 로우계 회로가 동작한다. 여기서 로우계 회로 는 

행 선택에 관련되는 동작을 실행하는 회로이고, 후에 상세히 설명한다.

한편,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L 레벨의 비활성 상태일 때에는,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이 지정하는 뱅크에 

대한 로우계 활성화 신호가 어레이 활성화 지시 신호 φa에 따라서 활성 상태로 구동되어, 뱅크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지정된 뱅크에 있어서만 행 선택에 관련되는 동작이 행해진다.

도 9는 도 6에 도시하는 프리차지 신호 발생 회로(5c)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에 있어서, 프리차지 

신호 발생 회로(5c)는 칩 셀렉트 신호/CS,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E를 수신하여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를 출력하는 게이트 회로(5ca)와, 뱅크 지정 신호 BNK0

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를 받는 AND/OR 복합 게이트(5cb)와, 뱅크 지정 신호 BNK1

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를 받는 AND/OR 복합 게이트(5cc)와, 뱅크 지정 신호 BNK2

와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를 받는 AND/OR 복합 게이트(5cd)와, 뱅크 지정 신호 BNK3

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를 받는 AND/OR 복합 게이트(5ce)와, AND/OR 복합 게이트(5

cb)의 출력 신호와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0를 받아 프리차지 활성화 신호 P0을 출력하는 OR 게이트(5cf)와, 어드레

스 신호 비트 A10과 AND/OR 복합 게이트(5cc)의 출력 신호를 받아 프리차지 활성화 신호 P1을 출력하는 OR 게이

트(5cg)와, AND/OR 복합 게이트(5cd)와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0을 받아 프리차지 활성화 신호 P2을 출력하는 OR 

게이트(5ch)와, AND/OR 복합 게이트(5ce)와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0을 받아 프리차지 활성화 신호 P3을 출력하는 

OR 회로(5ci)를 포함한다.

AND/OR 복합 게이트(5cb∼5ce)의 구성은 동일하며, 뱅크 지정 신호 BNK(BNK0∼BNK3)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수신하는 OR 게이트와, 이 OR 게이트의 출력 신호와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를 수신하는 AND 게이트의 구성

과 등가이다.

게이트 회로(5ca)는 칩 셀렉트 신호/CS,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E가 L 레벨로 

설정되고, 또한,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가 H 레벨로 설정되어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되었을 때에 프리차

지 지시 신호 φp를 H 레벨의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이 도 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프리차지 신호 발생 회로(5c)에 있어서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H 레벨의 활성 

상태일 때에는, 등가적으로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이 모두 선택 상태로 되어,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에 따라

서 전 뱅크에 대한 프리차지 활성화 신호 P0∼P3이 활성 상태인 H 레벨로 구동된다.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L 레벨일 때에는,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와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0에 의해, 싱글 뱅크 

프리차지 또는 전 뱅크 프리차지가 실행된다. 즉,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가 활성 상태일 때에, 어드레스 신호 비트 A

10이 L 레벨일 때에는,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에 따라서 선택된 뱅크에 대한 프리차지만이 실행된다. 한편,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0이 H 레벨에 있고, 또한,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가 활성 상태일 때에는, 프리차지 활성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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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P0∼P3이 모두 활성 상태로 구동된다.

프리차지 신호 발생 회로(5c)에 대하여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인가되고 있는 것은, 액티브 커맨드 및 리드/라이

트 커맨드와 마찬가지로,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의 활성화시, 동일한 제어 신호 발생 상태에서, 전 뱅크에 대한 메모

리 셀 선택 동작(액티브 커맨드 및 리드/라이트 커맨드)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의 활성화시, 

싱글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를 대신하여 전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를 프리차지 신호 발생 회로만이 수신하는 경우, 이 

커맨드를 인가하는 콘트롤러의 부하가 커진다.

따라서, 이 도 9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활성 상태의 H 레벨일 때에는,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0이, 상시 전 뱅크 프리차지를 지정하도록, 이들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 및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0의 OR

를 취한 신호가, OR 게이트(5cf∼5ci)로 인가되어도 좋다. 이 경우에는, AND/OR 복합 게이트(5cb∼5ce)는 단지 AN

D 게이트로 치환할 수 있다.

도 10은 도 6에 도시하는 컬럼계 선택 신호 발생 회로(5d)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에 있어서, 컬럼

계 선택 신호 발생 회로(5d)는 칩 셀렉트 신호/CS와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와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

호/CAS를 수신하여 컬럼계 활성화 신호 φc를 출력하는 게이트 회로(5da)와, 뱅크 지정 신호 BNK0과 모드 세트 지

시 신호 MS와 컬럼계 활성화 지시 신호 φc를 받아 뱅크 MB0에 대한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0을 출력하는 AND/OR

복합 게이트(5db)와, 뱅크 지정 신호 BNK1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컬럼계 활성화 지시 신호 φc를 받아 뱅크 

MB1에 대한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1을 출력하는 AND/OR 복합 게이트(5dc)와, 뱅크 지정 신호 BNK2와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컬럼계 활성화 지시 신호 φc를 받아 뱅크 MB2에 대한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2을 출력하는 AND/O

R 복합 게이트(5dd)와, 뱅크 지정 신호 BNK3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와 컬럼계 활성화 지시 신호 φc를 받아 뱅

크 MB3에 대한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3을 출력하는 AND/OR 복합 게이트(5de)를 포함한다.

게이트 회로(5da)는 칩 셀렉트 신호/CS 및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가 모두 L 레벨에 있고 또한 로우 어드

레스 스트로브 신호/RAS가 H 레벨일 때에, 컬럼계 활성화 지시 신호 φc를 H 레벨의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이 상태

는 리드 커맨드 또는 라이트 커맨드가 인가된 상태에 대응한다. 따라서, 메모리 셀의 열 선택에 관련되는 부분의 활성

화가 이 컬럼계 활성화 지시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서 지정된다. 데이터의 기입/판독의 식별은 리드/라이트 커맨드 디

코더에 의해 실행되고, 즉 기입 인에이블 신호/WE의 논리 레벨에 따라서, 내부의 기입 회로 및 내부의 판독 회로의 활

성/비활성화가 지정된다.

AND/OR 복합 게이트(5db∼5de)의 각각은 동일 구성을 갖고, 뱅크 지정 신호 BNK(BNK0∼BNK3)과 모드 세트 지

시 신호 MS를 받는 OR 게이트와, OR 게이트의 출력 신호와 컬럼계 활성화 지시 신호 φc를 받는 AND 게이트의 구

성을 포함한다.

이 도 10에 도시하는 컬럼계 선택 신호 발생 회로(5d)의 구성에 있어서도,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H 레벨의 활성 

상태일 때에는, 컬럼계 활성화 지시 신호 φc의 활성화에 따라서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0∼CE3이 모두 활성 상태로 

구동되어, 모든 뱅크에 있어서, 열 선택에 관련되는 회로가 동작한다. 한편,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L 레벨의 비활

성 상태일 때에는, 뱅크 지정 신호 BNK0∼BNK3에 따 라서, 이 뱅크 지정 신호가 지정하는 뱅크에 대해서만, 컬럼 활

성화 지시 신호 φc에 따라서 컬럼 활성화 신호가 활성 상태로 된다.

상술과 같이,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전 뱅크 동시 동작 및 뱅크 어드레스 신호가 지정하는 

뱅크만의 동작을 실현할 수 있다.

도 11은 1개의 뱅크에 있어서의 로우계 제어부 및 메모리 어레이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 11에 도시하는 

구성은 각 뱅크에 대하여 마련된다.

도 11에 있어서, 메모리 어레이 MA는 행렬 형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메모리 셀 MC와, 메모리 셀의 각 행에 대응하

여 배치되는 워드선과, 메모리 셀의 각 열에 대응하여 배치되는 비트선쌍을 포함한다. 도 11에 있어서는, 1개의 워드

선 WL과 1쌍의 비트선 BL 및 /BL과, 워드선 WL과 비트선 BL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되는 메모리 셀 MC을 대표

적으로 도시한다. 메모리 셀 MC는 그 한쪽 전극(셀 플레이트 전극(cell plate electrode))에 소정의 전압 Vcp(=Vcc/

2)을 수신하는 캐패시터 C와, 워드선 WL 상의 신호 전위에 응답하여 도통하여, 캐패시터 C의 다른쪽 전극(저장 노드

(storage node))를 비트선 BL에 접속하는 n 채널 M0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액세스 트랜지스터 MT를 포함한다.

비트선 BL 및 /BL에는, 활성화시 비트선 BL 및 /BL의 전위를 차동적으로 증폭하는 센스 앰프(10)와, 활성화시 비트

선 BL 및 /BL을 소정의 프리차지 전위 Vb1(=Vcc/2)로 프리차지하며 또한 등화(equalization)하는 비트선 프리차지/

등화 회로(11)가 마련된다. 센스 앰프(10)는, 통상의, 교차 결합된 p 채널 M0S 트랜지스터 및 교차 결합된 n 채널 M

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비트선 프리차지/등화 회로(11)는 도통시 비트선 BL 및 /BL을 전기적으로 단락하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T1과, 도통시 비트선 프리차지 전위 Vb1을 비트선 BL 및 /BL로 각각 전달하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T2 및 T3을 포함한다.

뱅크 구동 제어 회로 BD의 로우계 구동 제어부는, 로우계 활성화 신호 RE(RE0∼RE3)의 활성화시 세트되고 또한 프

리차지 활성화 신호 PE의 활성화시 리세트되어, 어레이 활성화 신호 ACT를 출력하는 세트/리세트 플립플롭(15a)과,

이 어레이 활성화 신호 ACT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로우 어드레스 래치 지시 신호 RAL, 워드선 구동 신호 WX, 비트선

등화 지시 신호 BEQ 및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PN을 소정의 타이밍으로 출력하는 행계 제어 회로(15b)와, 행계 제

어 회로(15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 래치 지시 신호 RAL의 활성화시 어드레스 입력 버퍼로부터 인가된 내부 어드레

스 신호 ADi를 취입하여 래치하는 로우 어드레스 래치(15c)와, 행계 제어 회로(15b)의 제어하에, 이 로우 어드레스 

래치(15c)에서 인가된 로우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드하여, 메모리 어레이 MA의 어드레스 지정된 행에 대응하여 배치

된 워드선 WL을, 워드선 구동 신호 WX에 따라서 선택 상태로 구동하는 로우 선택 회로(15d)를 포함한다.

이 로우 선택 회로(15d)는, 행계 제어 회로(15b)로부터 도시하지 않은 로우 디코더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시 인가된

로우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드하여, 워드선 구동 신호 WX의 활성화에 따라서 어드레스 지정된 워드선을 선택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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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한다. 비트선 등화 지시 신호 BEQ는, 비트선 프리차지/등화 회로(11)로 인가되고,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PN은

센스 앰프(10)로 인가된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하는 뱅크의 어레이 활성화 동작, 즉 로우계 회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신호 파형도이다. 이하, 도

12를 참조하여, 도 11에 도시하는 뱅크의 어레이 활성화/비활성화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되면, 커맨드 디코더로부터의 어레이 활성화 지시 신호 φa가 활성 상태로 되어, 이에 따라 로우

계 활성화 신호 RE가 소정 기간 활성 상태의 H 레벨로 된다. 이에 따라, 도 11에 도시하는 세트/리세트 플립플롭(15a

)이 세트되어, 어레이 활성화 신호 ACT가 활성 상태로 된다. 행계 제어 회로(15b)는 이 어레이 활성화 신호 ACT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소정 기간 로우 어드레스 래치 지시 신호 RL을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이에 따라, 로우 어드레스 

래치(15c)가,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 ADi을 취입하여 래치하고, 또한, 로우 선택 회로(15d)로 인가한다. 로우 선택 회

로(15a)는, 행계 제어 회로(15b)의 제어하에 이 로우 어드레스 래치(15c)에서 인가된 내부 로우 어드레스 신호를 디

코드하고, 이어서 워드선 구동 신호 WX의 활성화에 따라, 이 어드레스 지정된 행에 대응하는 워드선 WL을 선택 상태

(H 레벨)로 구동한다. 이 워드선 WL의 전위가 H 레벨로 상승하면, 도 11에 도시하는 메모리 셀 MC의 액세스 트랜지

스터 MT가 도통하여, 캐패시터 C에 저장된 전하가 비트선 BL로 이동한다. 도 12에 있어서는, 캐패시터 C에 H 레벨

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의 비트선의 전위의 변화가 일례로서 도시된다.

이 비트선 BL 및 /BL의 전위가 커지면, 이어서,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PN이 활성화되어, 센스 앰프(10)가 활성화

되고, 비트선 BL 및 /BL의 전위가 차동 증폭되어, 고 전위의 비트선(BL)의 전위가 전원 전압 Vcc 레벨, 다른쪽의 저 

전위 레 벨의 비트선(/BL)의 전위가 접지 전위 레벨로 구동된다.

어레이 활성 상태에 있어서는, 이 센스 앰프(10)에 의한 센스 동작이 완료하여, 센스 앰프는 이 메모리 셀 데이터의 검

지, 증폭 및 래치를 실행하고 있다.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되면, 프리차지 지시 신호 φp가 커맨드 디코더로부터 발생되어, 이에 따라 프리차지 활성화 

신호 PE가 소정 기간 활성 상태로 되고, 세트/리세트 플립플롭(15a)이 리세트되어, 어레이 활성화 신호 ACT가 L 레

벨의 비활성 상태로 된다. 이에 따라, 워드선 구동 신호 WX가 비활성 상태로 되어, 선택 워드선 WL의 전위가 L 레벨

로 된다. 이어서,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PN이 비활성 상태로 되고, 센스 앰프(10)가 비활성화되어, 메모리 셀 데이

터의 래치 동작이 완료된다. 이어서 비트선 등화 지시 신호 BEQ가 활성 상태로 되어, 비트선 프리차지/등화 회로(11)

가 활성화되고, 비트선 BL 및 /BL을 소정의 프리차지 전위 Vb1 레벨로 프리차지한다. 이에 따라, 어레이가 비활성 상

태로 된다.

이 어레이 활성화 동작은,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활성 상태일 때, 모든 뱅크에 있어서 실행된다. 따라서, 예를 들

면 이하에 나타내는 워드선 디스터브 테스트(disturb test)(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disturb refresh test))를 뱅크 

단위로 실행하는 경우에 비해, 테스트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도 13은 워드선 디스터브(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3에 있어서, 워드선 WL1 및 WL2

와 비트선 BL 및 /BL의 부분이 도시된다. 워드선 WL1과 비트선 BL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메모리 셀 MC1이 배치되

고, 워드선 WL2와 비트선 /BL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메모리 셀 MC2가 배치된다. 지금, 이들 메 모리 셀 MC1 및 MC

2가 H 레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한다. 워드선 WL1과 워드선 WL2의 사이에는 기생 용량 Cp가 존

재한다. 워드선 WL1이 선택 상태로 구동되면, 이 워드선 WL1의 전위가 H 레벨로 상승한다. 이 기생 용량 Cp의 용량

결합에 의해, 비선택 워드선 WL2의 전위도 상승한다. 이 상태에서, 센스 앰프가 동작한 경우, 비트선 BL은 H 레벨로 

구동되고, 비트선 /BL은 L 레벨로 구동된다. 워드선 WL2가 워드선 WL1의 선택시의 용량 결합에 의해, 이 전위가 상

승하고 있는 경우, 이 메모리 셀 MC2의 액세스 트랜지스터가 도통 상태로 되어, 이 메모리 셀 MC2의 캐패시터에 저

장된 H 레벨의 데이터가, L 레벨의 비트선 /BL로 전달된다. 이 전하의 리크(leakage)에 의해, 메모리 셀 MC2의 캐패

시터의 축적 전하량이 저하한다. 이 워드선 사이의 기생 용량 Cp는 인접 워드선뿐만아니라, 다른 떨어져 존재하는 워

드선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존재한다. 이 비선택 워드선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의 축적 전하량이 저하한 경우, 주기적

으로 리프레쉬를 실행하기 전에, 이 메모리 셀의 기억 데이터가 소실되어 버린다. 메모리 셀 캐패시터의 축적 전하의 

유출량은, 워드선의 선택 회수가 많아질수록 많아진다. 이 워드선은, 선택하는 회수를 통상「디스터브 회수(the freq

uency of disturbance)」라고 불린다. 이러한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회수의 워

드선을 선택 상태로 구동하여, 디스터브 회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실행된다. 이 때문에, 통상 동작시에서 동시에 선택

되는 워드선의 수보다도, 이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시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워드선이 선택 상태로 구동된다(메

모리 어레이가 복수의 어레이 블럭으로 분할되어 있고, 각 어레이 블럭에 있어서 워드선을 선택함). 이러한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시에 있어서, 전 뱅크를 동시에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 시간이 동일하면, 이 디스터브 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상술과 같은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를 실행하는 구성에 대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도 14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 어레이 MA가, 열방향을 따라 복수개(도 14a에 있어서는 8개)의 서브 어레이 S

A0∼SA7로 분할되는 구성을 고려한다. 통상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이들 서브 어레이 SA0∼SA7에 있어서 2개의 

서브 어레이가 선택되어 각 선택 서브어레이에 있어서 워드선 WL이 선택된다. 도 14a에 있어서는 서브어레이 SA0 

및 SA4에 있어서 워드선 WL이 선택되는 상태를 도시한다.

한편, 도 14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시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서브 어레이에 있어서 워드

선이 선택 상태로 구동된다. 도 14a에 있어서, 서브어레이 SA0∼SA7 각각에 있어서 워드선 WL이 선택 상태로 구동

되는 경우가 일례로서 도시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된 시간내에서, 워드선 WL이 선택 상태로 구동되는 회수를 증

가시킬 수 있고, 디스터브 리프레쉬 회수를 증가시켜,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를 보다 정확히 실행할 수 있다(디스

터브 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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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이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이다. 이하, 도 15를 참조하여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

에 대하여 설명한다.

클럭 사이클 #0에 있어서,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서, 칩 셀렉트 신호/CS,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E를 L 레벨로 설정하고, 또한 어드레스 신호 AD를 특정

한 상태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모드 세트 설정 커맨드가 인가되고 또한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 모드가 지정된다.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는 단지 어드레스 신호 비트의 특정한 어드레스 신호의 상태에 의해 식별된다. 이 모드 세트

설정 커맨드에 의해,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H 레벨의 활성 상태로 되어, 전 뱅크 동시 동작 가능한 상태로 설정된

다. 이 모드 세트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로 들어 간다.

클럭 사이클 #1에 있어서, 칩 셀렉트 신호/CS 및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를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

서 L 레벨로 설정한다. 이 액티브 커맨드에 의해, 그 때의 어드레스 신호 AD를 로우 어드레스 신호 X0로 하여, 모든 

뱅크에 있어서, 소정수의 워드선이 동시에 활성 상태로 구동된다. 이 경우, 뱅크 어드레스 신호 BA는 무시된다.

이 클럭 사이클 #1에 있어서의 액티브 커맨드에 의해, 워드선이 선택되고, 또한 행계 회로가 동작하여, 센스 앰프에 

의한 검지 증폭 동작이 완료되면, 이어서 클럭 사이클 #2에 있어서 칩 셀렉트 신호/CS,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R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E를 L 레벨로 설정하고 또한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를 H 레벨로 설정하여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한다. 이 프리차지 커맨드는 어드레스 신호 AD 및 뱅크 어드레스 신호 BA의 상태에 관계 없

이, 전 뱅크가 프리차지 상태로 복귀한다.

RAS 프리차지 사이클이 경과한 후, 클럭 사이클 #3에 있어서, 다시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한다. 이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되면, 그 때의 어드레스 신호 AD를 로우 어드레스 신호 X1로 하여, 다음 워드선의 선택 동작이 행해진다. 이후, 

액티브 커맨드 및 프리차지 커맨드의 교대 인가를 소정의 디스터브 회수(워드선 선택 회수) 반복한다.

클럭 사이클 #m에서,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하여, 최후의 워드선을 비선택 상태로 구동하여,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

작이 완료된다. 이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이 완료되면, 이어서 메모리 셀 데이터가 정확히 유지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판독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 모드를 리세트해야 하며, 다시

칩 셀렉트 신호/CS,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W

E를 L 레벨로 설정하고 또한 어드레스 신호 AD를 소정의 상태로 설정한다. 이 때, 모드 세트 설정 커맨드일 때와는 

다르게 어드레스 신호의 비트의 논리 상태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L 레벨의 비활성 상태로

되어, 복수 뱅크의 동시 동작이 완료하는 것과 동시에,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도 완료하여, 워드선 선택 개수가 증가

하는 동작 모드가 리세트된다.

이 도 1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시에 있어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활성 상태로 구동하

는 것에 의해, 복수의 뱅크(4 뱅크)에 있어서 동시에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을 실행할 수 있어, 디스터브 리프레쉬 

회수의 증가(디스터브 리프레쉬 시간이 같은 경우) 또는 디스터브 리프레쉬 시간의 단축( 디스터브 리프레쉬 회수가 

같은 경우)을 실현할 수 있다.

또, 도 14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는, 서브 어레이 SA0∼SA7 각각에 있어 워드선 WL이 선택 상태로 구동되고 있

다. 그러나, 이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시에서, 동시에 선택 상태로 구동되는 워드선의 수는 통상 동작 모드시에 선택

되는 워드선의 수보다도 많으면 좋다. 또한, 1개의 서브 어레이내에서 메모리 셀에 모두 같은 데이터가 기입되는 경우

, 1개의 서브 어레이내에서 복수 라인의 워드선이 동시에 선택 상태로 구동되더라도 좋다. 이들은, 단지 서브어레이 

특정용의 어드레스 신호 비트 및 워드선 특정용의 어드레스 신호 비트의 예를 들면, 하위 어드레스 신호 비트를 축퇴 

상태(어드레스 신호 비트 및 그 상보 어드레스(complementary address) 신호 비트를 모두 선택 상태로 설정하는 상

태)로 하는 것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컬럼계 구동/제어 회로의 구성]

도 16은 1개의 뱅크에 대한 뱅크 제어 구동 회로의 컬럼계 구동 제어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6에 있

어서, 이 컬럼계 구동 제어 회로는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CE0∼CE3)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세트되어 리드/라이트 

활성화 신호 CAC를 그 출력 Q에서 출력하는 세트/리세트 플립플롭(20a)과, 이 리드/라이트 활성화 신호 CAC를 버스

트 길이 기간 지연하는 버스트 길이 카운터(20b)와, 이 리드/라이트 활성화 신호 CAC의 활성화에 따라서 컬럼계 회

로(열 선택에 관련되는 회로 및 데이터의 기입/판독에 관련되는 회로)의 동작을 제어하는 컬럼계 제어 회로(20c)를 

포함한다.

버스트 길이 카운터(20b)는 버스트 길이 기간을 카운트 업(count up)하면, 그 출력 신호를 활성 상태로 하여 세트/리

세트 플립플롭(20a)을 리세트 상태로 구동한다. 버스트 길이 카운터(20a)는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가 인가되면, 그 

카운트 동작이 리세트된다. 따라서,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가 버스트 길이 기간마다 인가되는 경우, 버스트 길이 카

운터(20b)의 출력 신호는 리세트 상태를 유지하여, 이에 따라 리드/라이트 활성화 신호 CAC는 활성 상태를 유지한다.

이 버스트 길이 카운터(20b)는, 통상,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동기하여 이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를 시프트하는 시

프트 회로로 구성된다.

컬럼계 제어 회로(20c)는 이 리드/라이트 활성화 신호 CAC의 활성화시,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소정의 순서로, 

열 선택 및 내부 데이터 기입/판독에 필요한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컬럼계 구동 제어 회로는, 또한, 컬럼계 제어 회로(20c)로부터의 컬럼 어드레스 래치 지시 신호 CAL에 따라서 어드레

스 입력 버퍼로부터 인가된 내부 어드레스 신호 ADi를 취입하여 래치하는 컬럼 어드레스 래치(20d)와, 컬럼계 제어 

회로(20c)로부터의 컬럼 디코드 인에이블 신호 CDE와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따라서,이 컬럼 어드레스 래치(20d)

에서 인가된 컬럼 어드레스 신호를 선두 어드레스로서 소정의 순서로 열 어드레스를 생성하여 디코드하여 대응하는 

열을 선택 상태로 구동하는 열 선택 회로(20e)를 포함한다. 이 열 선택 회로(20e)는, 따라서, 컬럼 어드레스 래치(20d

)로부터의 내부열 어드레스를 래치하여,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따라서 그 래치한 어드레스를 소정의 순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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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어드레스 발생 회로와, 이 어드레스 발생 회로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를 컬럼 디코드 인에이블 신호 CDE에 따

라서 디코드하여 열 선택 신호를 생성하는 컬럼 디코더를 포함한다.

이 열 선택 회로(20e)로부터의 열 선택 신호는 비트선 BL 및 /BL에 마련된 열 선택 게이트 SG에 접속되는 열 선택선

CSL상에 전달된다. 열 선택 게이트 SG는 대응하는 열 선택선 CSL 상의 신호가 H 레벨의 활성 상태일 때 도통하여, 

비트선 BL 및 /BL을 내부 데이터선 IO 및 /IO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비트선 BL 및 /BL에는 1열의 메모리 셀이 접

속되지만, 도 16에 있어서는, 센스 앰프(10)만을 도시한다.

도 17은 뱅크 MB0∼MB3의 데이터 출력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7에 있어서, 뱅크 MB0∼M

B3 각각에 있어 내부 데이터 버스 IO0∼IO3이 마련되고, 이들 내부 데이터 버스 IO0∼IO3 각각에 대하여 프리 앰프 

PA0∼PA3이 마련된다. 이들 프리 앰프 PA0∼PA3의 출력 신호는 판독 게이트 RG0∼RG3 각각을 거쳐서 판독 데이

터 버스 RD에 전달된다. 이 판독 데이터 버스 RD 상의 데이터가 출력 회로(메인 앰프) OB에 의해 증폭되어 출력 데

이터가 생성된다.

판독 게이트 RG0은 뱅크 활성화 신호 BE0과 모드 세트 설정 신호 MS의 반전 신호 /MS가 모두 H 레벨일 때에 도통 

상태로 된다. 판독 게이트 RG1은 뱅크 활성화 신호 BE1과 신호 /MS가 모두 H 레벨일 때에 도통 상태로 된다. 판독 

게이트 RG2는 뱅크 활성화 신호 BE2와 신호 /MS가 모두 H 레벨일 때에 도통 상태로 된다. 판독 게이트 RG3은 뱅크

활성화 신호 BE3과 신호 /MS가 모두 H 레벨일 때에 도통한 다. 즉, 이 판독 게이트 RG0∼RG3은 모드 세트 지시 신

호 MS가 H 레벨일 때에는, 모두 비 도통 상태로 되고, 통상의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뱅크 활성화 신호 BE0∼BE3

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성 상태로 구동된다. 뱅크 활성화 신호 BE0∼BE3은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0∼CE3에 따라

서 생성된다. 다음에, 이 도 16 및 도 17에 도시하는 회로의 동작을 도 18에 도시하는 타임 챠트도를 참조하여 설명한

다. 우선, 클럭 사이클 #a에서, 신호/CS, /RAS, /CAS 및 /WE를 L 레벨로 설정하고 또한 어드레스 신호 AD를 소정의

상태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디스터브 판독 모드가 설정되어,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활성 상태의 H 레벨로 구동

된다.

이 테스트 모드가 설정되면, 클럭 사이클 #b에서, 신호/CS 및 /RAS를 L 레벨로 설정하고, 신호 /CAS 및 /WE를 H 레

벨로 설정하여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한다. 이에 따라, 각 뱅크에 있어서 소정수의 워드선이 선택 상태로 구동된다.

이 각 뱅크에 있어서, 워드선이 선택 상태로 구동되고, 또한 센스 앰프에 의한 선택 메모리 셀 데이터의 래치가 완료

되면, 클럭 사이클 #b에서 신호 /CS 및 /CAS를 L 레벨로 설정하고 또한 신호 /RAS 및 /WE를 H 레벨로 설정하여 리

드 커맨드를 인가한다. 이 리드 커맨드가 인가되면 그 때의 어드레스 신호 AD를 열 어드레스 Y로 하여 각 뱅크에 있

어서 열 선택 동작이 행해진다. 즉, 도 16에 도시하는 세트/리세트 플립플롭(20a)이 세트되어, 리드/라이트 활성화 신

호 CAC가 활성 상태로 구동되고, 컬럼계 제어 회로(20c)의 제어하에 열 선택 회로(20e)가 동작하여, 이 인가된 어드

레스 신호에 따라서 열 선택선 CSL 상의 전위를 H 레벨로 상승한다. 다음에 이 열 선택선 CSL의 선택에 의해, 열 선

택 게이트 SG가 도통하여, 대응하는 비트선 BL 및 /BL이 내부 데이터선쌍 IO에 접속되어, 센스 앰프(10)에 래치되어

있던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 버스에 판독된다.

이어서, 프리 앰프 활성화 신호 PAE가 활성화되어, 도 17에 도시하는 프리 앰프 PA0∼PA3이 동작하여, 이 내부 데

이터 버스 IO0∼IO3에 판독된 데이터의 증폭을 실행한다. 그러나, 판독 게이트 RG0∼RG3은 비 도통 상태에 있어, 데

이터의 판독은 실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 상의 데이터의 충돌이 방지된다.

클럭 사이클 #c에 있어서 리드 커맨드가 인가되면, 컬럼계 제어 회로(20c)의 제어하에, 열 어드레스 Y를 선두 어드레

스로 하여 버스트 어드레스가 소정의 순서로 발생되어, 순차적으로 열 선택 동작이 행해진다.

버스트 길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클럭 사이클 #d에서 리드 커맨드를 인가하여, 열 선택 동작을 반복한다.

모든 열의 선택 동작이 완료되면, 클럭 사이클 #e에서, 신호 /CS, /RAS 및 /WE를 L 레벨로 설정하고, 또한 신호 /CA

S를 H 레벨로 설정하여,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한다. 이에 따라, 모든 뱅크에 있어서, 선택 워드선이 비선택 상태로 

복귀한다. 이후 이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하여, 워드선을 선택 상태로 구동한 후, 열을 선택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 단순히 열 선택 동작이 행해져, 메모리 셀 데이터가 판독된다. 이 테스트 모드는 리드 디스터브 테스

트 모드라고 불린다. 이 열 선택 동작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메모리 셀 캐패시터의 저장 노드와 비트선과의 단락 등의

절연 불량을 검출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한다.

모든 메모리 셀에 대한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가 완료되면, 클럭 사이클 #f에 있어서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되어, 전 

뱅크의 메모리 어레이가 비활성 상태로 되어,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가 완료된다.

이어서, 클럭 사이클 #g에서, 신호 /CS, /RAS, /CAS 및 /WE를 L 레벨로 설정하고 또한 어드레스 신호 AD를 특정한 

상태로 설정하여, 이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리세트한다. 이에 따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L 레벨의 비활성 상

태로 되고,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가 리세트되어, 다음 동작 모드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도 19는 이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9에 있어서, 워드선 WL1 및 WL2과, 비트선쌍 BLl,

/BL1 및 BL2, /BL2을 도시한다. 워드선 WL1과 비트선 BL1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메모리 셀 MC1이 배치되고, 워드

선 WL1과 비트선 BL2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메모리 셀 MC2가 배치된다. 워드선 WL2와 비트선/BL1의 교차부에 대

응하여 메모리 셀 MC3이 배치되고, 워드선 WL2와 비트선 /BL2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메모리 셀 MC4가 배치된다.

지금, 워드선 WL1이 선택 상태에 있고, 또한 비트선 BL1 및 /BL1이 선택되어, 내부 데이터 버스에 접속되어 있는 상

태를 고려한다. 워드선 WL1이 선택 상태일 때에는, 비트선 BL1의 전위는 메모리 셀 MC1의 기억 데이터에 따른 전위

레벨로 되고, 또한 비트선 BL2는 이 메모리 셀 MC2의 기억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 레벨로 된다. 이들 비트선 BL1 및 

/BL1의 전위 및 비트선 BL2 및 /BL2의 전위는 도시하지않은 센스 앰프에 의해 래치되어 있다. 메모리 셀 MC1∼MC

4에 동일한 데이터가 기입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한다. 또한, 이 메모리 셀 MC4의 저장 노드 SN이 비트선 BL1과 전

기적으로 단락하고 있거나 또는 절연 불량에 의해, 약한 리크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이 상태에 있어서, 비트선 

BL1 및 /BL1을 선택하여 내부 데이터 버스에 접속한 경우, 이 접속시, 비트선 BL1 및 /BL1의 전위가 변동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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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센스 앰프에 의해 본래의 전압 레벨로 복귀한다. 이 접속시에 있어, 메모리 셀 MC4의 저장 노드 SN4와 비트선 BL

1의 사이에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여, 메모리 셀 MC4의 축적 전하량이 변화한다. 이 비트선쌍 선택을 순차적으로 반

복하는 것에 의해, 각 메모리가 동일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열 선택 동작시에서 비선택 메모

리 셀의 캐패시터의 축적 전하량이 변화하여(불량 셀에 있어서), 이에 따라 불량 메모리 셀의 존재를 검출할 수 있다. 

이 테스트 모드가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라고 불린다.

도 20은 프리 앰프 활성화 신호 발생 회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0에 있어서, 프리 앰프 활성

화 회로(20ca)는, 도 16에 도시하는 컬럼계 제어 회로(20c)에 포함되어 있고, 리드/라이트 활성화 신호 CAC와 판독 

활성화 신호 φre의 논리곱 신호와,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따라서 프리 앰프 활성화 신호 PAE를 출력한다. 이 프

리 앰프 활성화 회로(20c)는 각 뱅크에 있어서 각각 마련되어 있고, 활성화 신호 CAC 및 PAE는, 각 뱅크 단위로 발

생되는 활성화 신호 CAC0-CAC3 및 PAE0-PAE3을 나타낸다. 판독 활성화 신호 φre는 리드 커맨드 인가시 활성화

된다.

[어레이의 다른 구성]

도 21은 본 발명을 실현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메모리 어레이의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1에 있어서는

, 1개의 메모리 뱅크의 메모리 어레이의 구성이 도시된다. 이 도 21에 도시하는 메모리 어레이가 각 뱅크에 대하여 마

련된다. 도 21에 있어서, 메모리 어레이 MA는 행 방향 및 열 방향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서브 어레이 블럭 SB00∼SB

nm을 포함한다. 이들 서브 어레이 블럭 SB00∼SBnm의 각각은 행렬 형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가진다.

행 방향으로 정렬하여 배치되는 서브 어레이 블럭이 1개의 서브 어레이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서브 어레이 블럭 SB

00∼SB0m은 서브 어레이 SA0를 구성한다. 도 21에 있어서는, 서브 어레이 SA0∼SAn이 배치된다. 동일한 서브 어

레이에 포함되는 서브 어레이 블럭에 공통으로 워드선 WL이 배치된다. 도 21에 있어서는, 서브 어레이 SA1에 포함

되는 서브 어레이 블럭 SB10∼SB1m에 대하여 워드선 WL이 공통으로 마련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열 방향으로 정렬하여 배치되는 서브 어레이 블럭은 열 블럭을 구성한다. 도 21에 있어서는, 열 블럭 SC0∼SCm을 

도시한다. 예를 들면, 서브 어레이 블럭 SB00∼SBn0은 열 블럭 SC0을 구성한다. 1개의 열 블럭에 포함되는 서브 어

레이 블럭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열 선택선 CSL이 배치된다. 도 21에 있어서는, 열 블럭 SC0에 대한 열 선택선 CSLa 

및 열 블럭 SC1에 대한 열 선택선 CSLb 및 열 블럭 SCm에 대한 열 선택선 CSLc을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이들 열 선

택선 CSLa∼CSLc는 상기 도 16에 도시하는 열 선택 회로(20e)로부터의 열 선택 신호를 전달한다.

서브 어레이 블럭 SB00∼SBnm 각각에 대하여,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이 마련된다. 이들 로컬 데이터 버

스 LIO00∼LIOnm은 오직 대응하는 서브 어레이 블럭과만 데이터의 수수를 실행한다. 열 블럭 SCO∼SCm에 대응하

여, 대응하는 열 블럭과만 데이터의 수수를 실행하는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0∼GIm이 마련된다. 예를 들면,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O0은 열 블럭 SC0에 포함되는 서브 어레이 블럭 SB00∼SBn0과만 데이터의 수수를 실행한다.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과 대응하는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O0∼GIOm을 접속하기 위해서 블럭 선택 게이

트 TG00∼TGnm이 마련된다. 블럭 선택 게이트 TG00∼TGnm은 대응하는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과 대

응하는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O0∼GIOm의 사이에 접속되어, 어레이 선택 신호 RB0∼RBn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도

통 상태로 되어, 대응하는 로컬 데이터 버스와 글로벌 데이터 버스를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어레이 선택 신호 RB0∼RBn은 서브 어레이 SA0∼SAn을 선택하여, 선택 서브 어레이에 대하여 마련된 로컬 데이터 

버스를 글로벌 데이터 버스에 접속한다. 예를 들면, 서브 어레이 SA0에 대한 어레이 선택 신호 RB0은,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0m에 대하여 마련된 블럭 선택 게이트 TG00∼TG0m에 공통으로 인가된다. 마찬가지로, 서브 어레

이 SA1에 대한 어레이 선택 신호 RB1은 로컬 데이터 버스 LIO10∼LIOlm에 대하여 마련된 블럭 선택 게이트 TG10

∼TGlm에 공통으로 인가된다. 또한, 서브 어레이 SAn에 대한 어레이 선택 신호 RBn은 로컬 데이터 버스 LIOn0∼L I

Onm에 대하여 마련된 블럭 선택 게이트 TGn0∼TGnm에 공통으로 인가된다. 따라 서, 통상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1개의 어레이 선택 신호가 활성 상태로 구동되어, 1개의 서브 어레이에 포함되는 서브 어레이 블럭이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O0∼GIOm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로컬 데이터 버스와 글로벌 데이터 버스의 버스 폭이 동일할 때).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O0∼GIOm 각각에 대하여, 데이터 판독시 활성화되어 대응하는 글로벌 데이터 버스상의 데이

터를 증폭하여 공통 데이터 버스 CDB 상에 전달하는 프리 앰프 회로 PAM0∼PAMm과, 데이터 기입시 공통 데이터 

버스 CDB 상의 기입 데이터를 증폭하여 대응하는 글로벌 데이터 버스로 전달하는 기입 드라이버 WD0∼WDm이 마

련된다. 이 공통 데이터 버스 CDB는, 뱅크 MB0∼MB3에 공통으로 마련된 데이터 입출력 회로에 접속된다.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O0∼GIOm 각각의 비트폭과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의 비트폭은 동일하다(1개의 서

브 어레이만이 선택되는 경우). 그러나, 이 서브 어레이 SA0∼SAn에서, 2개의 서브 어레이가 선택되어, 이들 동시에 

선택된 서브 어레이의 서브 어레이 블럭에 대하여 마련된 로컬 데이터 버스가 글로벌 데이터 버스의 다른 버스선에 

접속되는 구성의 경우, 글로벌 데이터 버스의 버스폭은 로컬 데이터 버스의 버스폭보다도 커진다.

또한, 공통 데이터 버스 CDB의 버스폭과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O0∼GIOm의 버스폭은 동일하더라도 좋고, 또한 다

르더라도 좋다. 다른 경우에는, 프리 앰프 회로 PAM0∼PAMm이 선택적으로 활성 상태로 되고(열 어드레스에 따라

서) 또는 기입 드라이버 WD0∼WDm이 선택적으로 활성 상태로 된다. 이에 따라, 공통 데이터 버스 CDB와 글로벌 데

이터 버스의 사이에서의 복수 비트의 데이터의 수수가 행해진다.

이 도 21에 도시하는 메모리 어레이의 구성에 있어서, 통상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

록,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O0∼GIOm과,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이 블럭 선택 신호 RB0∼RBm에 따라서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시에서는, 서브 어레이 SA0∼SAn에 있어서 워드선이 동시에 선택 상태로 구동된다. 이 경우,

로컬 데이터 버스와 글로벌 데이터 버스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다. 디스터브 리프레쉬에 있어서는,

워드선이 순차적으로 선택 상태로 구동될 뿐이고, 열 선택 동작은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드 디스터브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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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실행하는 경우, 열 선택이 행해진다. 이 경우,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시에 있어서, 통상 동작 모드시보다도 많은

서브 어레이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 복수의 로컬 데이터 버스가 동일한 글로벌 데이터 버스선에 접속되어, 데이터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어레이 선택 신호 RB0∼RBm을 비활성 

상태로 설정하여,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O0∼GIOm과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을 전기적으로 단절시킨다. 

단지 서브 어레이 블럭 SB00∼SBnm에 있어서, 센스 앰프에 래치된 데이터가 대응하는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

Onm에 전달될 뿐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열 선택선 CSL이 순차적으로 선택 상태로 구동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도 22는 블럭 선택 신호 발생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2에 있어 서, 블럭 선택 신호 발생부는 도 11에 도

시하는 로우 어드레스 래치(15c)에서 인가되는 내부 로우 어드레스중 서브 어레이를 지정하는 서브 어레이 어드레스 

RA를 디 코드하여 서브 어레이 지시 신호 RGB를 출력하는 어레이 블럭 디코더(15da)와,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받는 인버터(15ba)와, 인버터(15ba)의 출력 신호와 어레이 블럭 디코더(15ba)로부터의 서브 어레이 선택 신호 RDB

를 받아, 서브 어레이 선택 신호 RB를 출력하는 AND 회로(15bb)를 포함한다.

어레이 블럭 디코더(15da)는 도 11에 도시하는 로우 선택 회로(15d)에 포함되어 있고, 인버터 회로(15ba) 및 AND 

회로(15bb)는, 행계 제어 회로(15b)에 포함된다. 이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는, 통상 동작시보다, 수많은 워드선이 

동시에 선택 상태로 구동되어 순차적으로 선택되는 디스터브 리프레쉬 모드시에 있어서는 L 레벨로 설정되고, 열 선

택선 CSL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시에는 H 레벨로 설정된다. 단, 디스터브 리프레쉬 모드시 및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시에 있어서는, 뱅크에 대한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는 활성 상태이고, 뱅크는 모두 동시에 활

성화된다. 단,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지정하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부호 MSr로 나

타내고, 디스터브 리프레쉬 테스트를 나타낼 때에 설정되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부호 MSd로 나타낸다.

이 도 22에 도시하는 서브 어레이 선택 신호 발생부의 구성에 따르면,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행하는 경우에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r이 H 레벨이고, 인버터(15ba)의 출력 신호가 L 레벨로 되며, AND 회로(15bb)로부터의 서브 어

레이 선택 신호 RB가 L 레벨로 되어 도 21에 도시하는 블럭 선택 게이트 TG00∼TGnm은 모두 오프 상태로 되며, 글

로벌 데이터 버스 GIO0∼GIOm과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은 모두 전기적으로 단절된다. 따라서, 각 서브 

어레이에 있어서 비트선이 선택 상태로 구동되더라도, 글로벌 데이터 버스상에서의 데이터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아, 

정확히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디스터브 리프레쉬시에 있어서도, 서브 어레이 선택 신호 RB가 L 레벨로 설정되는 구성이 이용되어도 좋다.

도 23은 1개의 서브 어레이 SA에 대한 로우 선택 회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 23에 도시하

는 로우 선택 회로(30)은 도 11에 도시하는 행계 제어 회로(15b)를 마스터 제어 회로로 하여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

PN, 비트선 등화 지시 신호 BEQ 및 워드선 구동 신호 WX를 받아, 대응하는 서브 어레이의 활성/비활성을 제어한다.

도 23에 있어서, 로우 선택 회로(30)는 서브 어레이 어드레스 신호 RA를 디 코드하여 서브 어레이 지시 신호 RGB를 

출력하는 어레이 블럭 디코더(30a)와, 어레이 블럭 디코더(30a)가 출력하는 서브 어레이 지시 신호 RGB와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받는 OR 게이트(30b)와, OR 게이트(30b)의 출력 신호의 활성화시 활성화되어, 인가된 워드선 어드

레스 신호 RAr를 디코드하여, 대응하는 워드선 WL을 선택 상태로 구동하는 로우 디코드 드라이버(30c)와, OR 게이

트(30b)의 출력 신호의 활성화시 활성화되고, 워드선 구동 신호 WX, 비트선 등화 지시 신호 BEQ 및 센스 앰프 활성

화 신호 SPN에 따라서 대응하는 서브 어레이에 대한 워드선 구동 신호 WXa, 비트선 등화 지시 신호 BEQa 및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PNa를 출력하는 로우계 구 동 회로(30d)를 포함한다. 로우계 구동 회로(30d)로부터의 워드선 구

동 신호 WXa는 로우 디코드 드라이버(30c)로 인가된다. 비트선 등화 지시 신호 BEQa 및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P

Na는 서브 어레이 SA에 포함되는 비트선 프리차지/등화 회로 및 센스 앰프에 인가된다.

이 도 23에 도시하는 로우 선택 회로(30)은 서브 어레이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되어, 서브 어레이 SA 단위에서의 활성

/비활성의 제어가 행해진다.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비활성 상태의 L 레벨일 때에는, OR 게이트(30b)의 출력 신호는 어레이 블럭 디코더(30a

)로부터의 서브 어레이 지정 신호 RGB에 따라서 변화한다. 대응하는 서브 어레이 SA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로우 디

코드 드라이버(30c) 및 로우계 구동 회로(30d)가 활성화되어, 대응하는 서브 어레이 SA의 활성/비활성화가 행해진다

.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의 활성화시에는, 어레이 블럭디코더(30a)로부터의 서브 어레이 지정 신호 RGB의 상태에 관

계 없이, OR 게이트(30b)의 출력 신호가 H 레벨의 활성 상태로 되어, 로우 디코드 드라이버(30c) 및 로우계 구동 회

로(30d)가 활성 상태로 된다. 따라서, 메모리 어레이에 있어서의 모든 서브 어레이 SA에서 활성/비활성화가 행해진다

. 이에 따라, 디스터브 리프레쉬를 메모리 어레이내의 모든 서브 어레이에 있어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이 도 

23에 도시하는 구성을 이용하면, 디스터브 리프레쉬 및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이 도 23에 도시하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는, 리드 디스터브 모드시에 활 성 상태로 되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

r 및 디스터브 리프레쉬 모드를 지정하였을 때에 활성 상태로 되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d의 OR에 의해 생성되어, 

양 모드시에 있어 활성 상태로 된다.

따라서, 디스터브 리프레쉬 및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 테스트 시간의 단축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전 뱅크에 있어서 동시에 이들 테스트가 행해지기 때문에, 테스트 시간을 보다 한층 단축할 수 있다.

[메모리 어레이의 변경예 2]

도 24는 메모리 어레이의 변경예 2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4에 있어서, 서브 어레이 SB00∼SBnm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되는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 각각에 대하여, 인버터 IV로부터의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r이

L 레벨일 때에 오프 상태로 되는 분리 게이트 IG가 마련된다. 이 분리 게이트 IG가 오프 상태로 되면, 로컬 데이터 버

스 LIO00∼LIOnm의 각각은, 서브 로컬 데이터 버스LIa 및 LIb로 2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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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r이 H 레벨의 활성 상태로 되는 것은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 모드시이고, 이 리드 디스터브 테

스트시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을, 분리 게이트 IG를 오프 상태로 하여 2분할한다. 블럭 선택 게이트 TG00

∼TGnm은 모두 서브 어레이 선택 신호 RB0∼RBn이 비활성 상태로 있어, 오프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리드 디스터

브 테스트시,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의 서브 로컬 데이터 버스 LIa 및 LIb에 대하여, 동시에 대응하는 서브

어레이의 센스 앰프에 래 치된 데이터를 전달하더라도, 데이터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시에 있어, 각 서브 어레이 블럭에 있어서, 2개의 열 선택선 CSLaa 및 CSLab를 동시에 선택 상태로 구동하고,

로컬 데이터 버스 LIO00∼LIOnm의 서브 로컬 데이터 버스 LIa 및 LIb에 데이터를 판독하여,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 

시간을 보다 단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블럭 선택 게이트 TG00∼TGnm은 모두 오프 상태로 있어(도 22참조), 

글로벌 데이터 버스 GIO0∼GIOm상에서의 데이터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아, 정확히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다.

도 25는 도 24에 도시하는 열 선택선을 구동하기 위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5에 있어서, 서브 어레이 블럭 

SB는 2개의 영역 #A 및 #B로 분할된다. 영역 #A는 컬럼 어드레스 신호 비트 CA0이 H 레벨일 때에 선택되고, 영역 

#B는 상보의 컬럼 어드레스 신호 비트 /CA0이 H 레벨일 때에 선택 상태로 구동한다. 컬럼 디코더 CD는 인가된 컬럼 

어드레스 신호 비트 CA0, /CA0∼CA7, /CA7를 디코드하여 어드레스 지정된 열에 대응하는 열 선택선을 선택 상태로

구동한다. 이 컬럼 디코더 CD에 대하여, 컬럼 어드레스 신호 비트 CA0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r를 받는 OR 게이

트 OG1 및 컬럼 어드레스 신호 비트 /CA0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r를 받는 OR 게이트 OG2를 마련한다. 모드 세

트 지시 신호 MSr이 L 레벨의 비활성 상태일 때에는, 컬럼 디코더 CD로는 컬럼 어드레스 신호 비트 CA0 및 /CA0이 

그대로 인가된다. 한편,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r이 H 레벨일 때에는, 컬럼 어드레스 신호 비트 CA0 및 /CA0이 모두

H 레벨로 되어 컬럼 디코더 CD로 인가된다. 이 상태에 있어서는, 서브 어레이 블럭 SB에서 영역 #A 및 #B 각각에 있

어 열 선택선 CSLa 및 CSLb가 동시에 선택 상태로 구동된다.

이 도 2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r에 따라서 소정의 컬럼 어드레스 신호 비트를 축퇴 상태(비

트 CA0 및 /CA0이 모두 H 레벨의 선택 상태)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용이하게 필요한 수의 열 선택선을 동시에 선택 

상태로 구동할 수 있다.

[데이터 판독부의 구성]

도 26은 본 발명을 실현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판독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6에 있

어서, 메모리 뱅크 MB0∼MB3의 선택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된 데이터가, 각각 대응하는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

0∼RDF3상에 전달된다. 이들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0∼RDF3의 각각은 16 비트의 폭을 갖는다. 즉, 메모리 뱅

크 MB0∼MB3으로부터는 16 비트의 데이터가 판독된다. 이들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0∼RDF3의 각각은, 도 2

1에 도시하는 공통 데이터 버스 CDB에 대응한다.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0∼RDF3 각각에 대응하여, 인가된 16 비트의 데이터를 4 비트의 데이터로 압축하여(축

퇴하여) 출력하는 축퇴 회로(40-0∼40-3)가 마련된다. 이들 축퇴 회로(40-0∼40-3)의 각각은, 인가된 데이터의 논

리의 일치/불일치를 판정하여 그 판정 결과를 나타내는 신호를 축퇴 데이터로서 출력한다.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0∼RDF3의 각각은, 뱅크 선택 게이트 GS0∼GS3를 거쳐서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에

결합된다. 이들 뱅크 선택 게이트 GS0∼GS3의 각각은, 뱅크 선택 신호 BE0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의 반전 신호 

/MS의 논리곱이 H 레벨일 때에 도통 상태로 되어, 대응하는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0∼RDF3을 공통 판독 데이

터 버스 RD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뱅크 활성화 신호 BE0∼BE3은, 그 생성법은 이하에 설명하지만, 도 10에 도시

하는 컬럼 활성화 신호 CE0∼CE3에 따라서 생성된다. 따라서 통상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

S가 H 레벨의 비활성 상태에 있어, 뱅크 선택 게이트 GS0∼GS3은 뱅크 활성화 신호 BE0∼BE3에 따라서 도통/비도

통 상태로 된다.

축퇴 회로(40-0∼40-3)의 각각의 출력은,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 GT0∼GT3를 거쳐서 각각 공통 판독 데이터 버

스의 미리 정해진 버스선에 결합된다. 이들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 GT0∼GT3은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의 활성

화시 도통하여, 대응하는 축퇴 회로(40-0∼40-3)로부터의 축퇴 데이터를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에 전달한다.

축퇴 회로(40-0∼40-3)의 각각이 출력하는 4 비트 데이터는,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의 다른 데이터 버스선에 전

달된다. 즉, 축퇴 회로(40-0)의 4 비트 데이터는 공통 데이터 버스 RD의 4 비트의 버스선 RD<0:3> 상에 전달된다. 

축퇴 회로(40-1)의 4 비트 데이터는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의 4 비트 데이터 버스선 RD<4:7>에 전달된다. 축퇴 

회로(40-2)가 출력하는 4 비트 데이터는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의 버스선 RD<8:11> 상에 전달된다. 축퇴 회로(4

0-3)가 출력하는 4 비트 데이터는,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의 버스선 RD<12:15> 상에 전달된다. 이에 따라, 테스

트 데이터 판독시 메모리 뱅크 MB0∼MB3 모두를 동시에 동작시켜 메 모리 셀 데이터를 판독하더라도, 각 뱅크로부

터의 선택 메모리 셀 데이터의 압축 데이터를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 상에 충돌하는 일이 없이 전달할 수 있다.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는 출력 회로 OB에 접속되고, 이 출력 회로 OB는 활성화시 16 비트의 공통 판독 데이터 버

스 RD 상의 데이터를 버퍼 처리하여 데이터 출력 단자 DQ0∼DQ15상에 전달한다.

도 27은 도 26에 도시하는 메모리 뱅크 MB0에 대하여 마련된 축퇴 회로(40-0)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7에 있어서, 이 축퇴 회로(40-0)는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0<0:15>의 다른 4 비트의 버스선상의 신호를 받

는 4개의 AND 회로를 포함한다. 도 27에 있어서는, 4 비트 버스선 RDF0<0>∼RDF0<3>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AND 

회로(40a)와, 버스선 RDF0<12>∼RDF0<15> 상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AND 회로(40b)를 나타낸다. 나머지의 4 비트

버스선 RDF0<4>∼RDF0<7> 및 RDF0<8>∼RDF0<11>에 대하여도 각각 AND 회로가 마련된다. AND 회로(40a)의 

출력 신호는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 GTa를 거쳐서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0:3> 상에 전달된다. AND 회로(40b

)의 출력 신호는,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 GTb를 거쳐서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 RD<3> 상에 전달된다. 나머지 메모

리 뱅크 MB1∼MB3에 대하여 마련된 축퇴 회로(40-1∼40-3)도 마찬가지의 구성을 구비하여, 각각 4 비트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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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 데이터로 압축하는 AND 회로가 마련되어,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를 거쳐서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선의 다

른 버스선상에 이 출력 신호가 전달된다.

이 도 2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축퇴 회로(40-0∼40-3)로부터의 데이터를 공 통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0>∼RD<
15> 상에 전달하는 것에 의해, 이들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0>∼RD<15>의 각각의 선상에는, 4 비트 데이터가 

1 비트 데이터로 압축되어 전달된다.

도 28은 뱅크 선택 게이트 GS0∼GS3에 인가되는 뱅크 활성화 신호 BE0∼BE3를 발생하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뱅크 활성화 신호 발생부는 도 16에 도시하는 컬럼계 제어 회로에 포함되어도 좋고, 또한 이것과 다르게

마련되어도 좋다. 이 도 28에 도시하는 뱅크 활성화 신호 발생부는 각 뱅크에 대하여 마련된다.

도 28에 있어서, 뱅크 활성화 신호 발생부는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의 활성화시 세트되는 플립플롭(45a)과, 이 플립

플롭(45a)의 출력 신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기동되어, CAS 레이턴시 — 1 클럭 사이클 기간 카운트하여, 뱅크 활성

화 신호 BE(BE0-BE3)를 출력하는 CAS 레이턴시 카운터(45b)와, 이 CAS 레이턴시 카운터(45b)로부터의 뱅크 활성

화 신호 BE의 활성화시 활성화되어, 버스트 길이 기간을 카운트하여 카운트 업 신호를 세트/리세트 플립플롭의 리세

트 입력 R로 인가하는 버스트 길이 카운터(45c)를 포함한다. 이들 CAS 레이턴시 카운터(45b) 및 버스트 길이 카운터

(45c)는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시프트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인가된 신호를 클럭 신호에 따라서 

소정 기간 시프트하여 그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다음에 이 도 28에 도시하는 뱅크 활성화 신호 발생부의 동작을 도 2

9에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9에 있어서, 클럭 사이클 #0에 있어서 리드 커맨드가 인가되어,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가 소정 기간 활성 상태로

된다. 이에 따라, 세트/리세트 플립플롭(45a)가 세트되어, 그 출력 Q로부터의 신호가 H 레벨로 상승한다. CAS 레이

턴시 카운터(45b)는 CAS 레이턴시 — 1 사이클 기간 인가된 신호를 지연한다. 지금, CAS 레이턴시가 2인 경우를 생

각하면, 클럭 사이클 #1에 있어서, 이 CAS 레이턴시 카운터(45b)로부터의 뱅크 활성화 신호 BE가 활성 상태로 되고,

또한 버스트 길이 카운터(45c)가 기동된다. 이 뱅크 활성화 신호 BE의 활성화에 따라서, 뱅크 선택 게이트가 도통하

여, 출력 회로로 판독 데이터가 인가되어, 클럭 사이클 #2에 있어서, 최초에 판독 데이터 Q0이 확정 상태로 된다. 지

금, 버스트 길이가 4라고 하면, 클럭 사이클 #3, #4 및 #5 각각에 있어서, 데이터 Q1, Q2 및 Q3이 각각 출력 회로 OB

로 인가되어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서 확정 상태로 된다.

버스트 길이 카운터(45c)는 버스트 길이 기간, 즉, 4 클럭 사이클 기간 카운트하여, 클럭 사이클 #4에 있어서 그 출력 

신호가 활성 상태로 되어, 세트/리세트 플립플롭(45a)이 리세트된다. 이 세트/리세트 플립플롭(45a)의 출력 신호는 C

AS 레이턴시 카운터(45b)를 거쳐서 전달된다. 따라서, 클럭 사이클 #5에 있어서 뱅크 활성화 신호 BE가 비활성 상태

로 된다.

이 도 29에 도시하는 동작 파형에 있어서는, 출력 회로는 인가된 데이터를 그 취입된 클럭 사이클에 있어서 출력하도

록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출력 회로가 1단의 래치 회로를 포함하여, 취입된 데이터를 다음 클럭 사이클에서 출력하

는 경우에는, 이 뱅크 활성화 신호 BE의 활성 기간도 그것에 따라서 상이하다.

이 뱅크 활성화 신호 BE(BE0-BE3)를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에도 인가하는 것에 의해, 테스트 동작시에서도, 정확

히, 레이턴시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정확한 타이밍에서 데이터의 판독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도 28에 도시하는 뱅크 활성화 신호 발생부의 구성을, 도 17에 도시하는 뱅크 활성화 신호 BE0∼BE3를 발생하기

위해서도 이용한다.

다음에, 이 도 26에 도시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동작을 도 30에 도시하는 타이밍 차트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클럭 사이클 #0에 있어서 모드 세트 커맨드가 인가된다. 이 모드 세트 커맨드가 인가되었을 때의 어드레스 신호 AD

를 모드 설정 신호 M 으로 하여, 전(全) 뱅크의 동시 활성화가 지정되고, 또한 디스터브 리프레쉬를 실행하거나,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실행하는 등의 테스트 모드가 지정된다. 이 모드 세트 커맨드에 따라서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H 레벨의 활성 상태로 된다. 이에 따라, 테스트 모드가 설정된다. 이어서 클럭 사이클 #1에 있어서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된다.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H 레벨의 활성 상태에 있으므로, 이 때에는, 어드레스 신호 AD를 로우 어드레스

신호로 하여, 모든 뱅크에 있어서 행 선택 동작이 행해진다. 뱅크 어드레스 신호가 모두 무시되어, 모든 뱅크가 활성 

상태로 구동된다.

이어서 클럭 사이클 #2에 있어서 라이트 커맨드가 인가되어, 그 때의 어드레스 신호 AD를 컬럼 어드레스 신호로 하

여 열 선택 동작이 실행된다. 이 라이트 커맨드가 인가되었을 때의 데이터 D가 순차적으로 메모리 셀에 기입된다. 이 

테스트 데이터의 기입을 모든 메모리 셀에 대하여 실행하면, 클럭 사이클 #3에 있어서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기입 사이클이 완료된다. 이 테스트 데이터의 기입 회로는, 상기 도 21에 도시하는 기입 드라이버 W

D0∼WDm을 모든 뱅크에 있어서 활성 상태로 하여 데이터의 기입을 실행한다. 이 테스트 데이터 기입시에 있어서는,

상기 도 24에 도시하는 것과 같은 로컬 데이터 버스의 2분할은 실행되지 않는다.

이어서, 이 클럭 사이클 #3 이후에 있어서, 필요한 테스트가 행해져, 디스터브 리프레쉬 동작 및/또는 판독 디스터브 

테스트가 행해진다. 이 테스트 기간에 있어서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도 24의 구성을 실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모드 세트 커맨드가 인가되어, 각 로컬 데이터 버스의 2분할이 행해진다.

이 디스터브 리프레쉬 및/또는 리드 디스터브 테스트는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뱅크의 전 서브 어

레이에 있어서 동시에 실행된다.

이 디스터브 테스트 기간이 완료되면, 이어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의 판독이 행해진다.

클럭 사이클 #4에 있어서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하여, 그 때의 어드레스 신호 AD를 로우 어드레스 신호 X로 하여 전 

뱅크에 있어서 행 선택이 행해진다.

계속해서, 클럭 사이클 #5에 있어서 리드 커맨드를 인가하여, 그 때의 어드레스 신호 AD를 컬럼 어드레스 신호로 하

여 메모리 셀의 선택 동작이 행해진다. 이 리드 커맨드에 따라서 도 26의 메모리 뱅크 MB0∼MB3 각각으로부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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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의 메모리 셀 데이터가 판독된다.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H 레벨의 활성 상태에 있고, 뱅크 활성화 신호 BE0

-BE3은 컬럼계 활성화 신호 CE0-CE3이 모두 활성 상태 에 있기 때문에 활성 상태에 있어, 뱅크 선택 게이트 GS0∼

GS3이 비도통 상태에 있고, 한편,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 GT0∼GT3이 도통 상태에 있다. 축퇴 회로(40-0∼40-3)

각각은, 인가된 16 비트의 데이터를 4 비트 데이터로 축퇴하여 판독 데이터 버스 RD 상에 전달하여 출력 회로 OB를 

거쳐서 데이터 입출력 단자 DQ0-DQ15로 출력한다.

이 축퇴 회로를 이용하여, 각 축퇴 회로의 출력 신호를 다른 판독 데이터 버스선상에 전달하는 것에 의해, 전 뱅크로

부터 동시에 메모리 셀 데이터를 판독하더라도 정확히 데이터의 충돌을 수반하는 일없이 데이터의 판독을 실행할 수 

있다. 이후 이 버스트 길이 데이터의 판독이 완료할 때마다, 리드 커맨드를 인가한다. 페이지(워드선)를 전환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클럭 사이클 #6에 있어서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하여, 전 뱅크를 일단 비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계속

해서, 클럭 사이클 #7에 있어서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하여, 새로운 어드레스 신호 AD를 로우 어드레스 신호로 하여 

전 뱅크에 있어서 행 선택 동작이 행해진다. 계속해서 클럭 사이클 #8에 있어서 리드 커맨드를 인가하여, 그 때의 어

드레스 신호 AD를 컬럼 어드레스 신호로 하여 열 선택 동작이 행해지고, 또한, 메모리 셀 데이터의 판독이 행해진다. 

이후 이 판독 동작을 각 워드선에 대하여 실행한다. 이 데이터 판독이 1행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완료하면, 클럭 사이

클 #9에 있어서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되어, 다음 행 선택 동작이 행해진다. 이 동작을 반복하여, 전 워드선에 대하

여 메모리 셀 데이터의 판독을 실행하여, 판독된 메모리 셀 데이터의 논리가 모두 일치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판정이 

행해진다. 이 판독된 메모리 셀 데이터의 논리 의 일치/불일치에 의해, 메모리 셀이 정상인지 불량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당연히, 기입 데이터는 모두 논리가 동일하다.

또한,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은, 전 뱅크에 대하여 동시에 실행되지만, 선택 상태로 구동되는 워드선의 수는 디스터브

테스트 기간보다도 적다. 따라서 디스터브 테스트 기간에 있어서, 이 테스트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을 실행할 때의 워

드선보다도 보다 많은 워드선 및 컬럼 선택선을 활성 상태로 하기 위해서, 디스터브 테스트 기간 개시시에 있어서 새

롭게 이들 디스터브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세트가 행해진다. 이에 따라, 테스트 데이터 기입시 및 테스트 데이터 판

독시에 있어 동시에 복수개의 워드선 및/또는 복수의 컬럼선(비트선쌍)이 모두 선택 상태로 되어 데이터의 충돌이 발

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테스트 데이터 기입시에 있어서는, 디스터브 테스트시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워드선이 동시

에 선택 상태로 구동되는 구성이 적용되어도 좋다(기입 데이터의 논리가 같은 경우). 단, 로컬 데이터 버스의 2분할 및

로컬 데이터 버스와 글로벌 데이터 버스의 분리는 당연히 테스트 기간 개시시에 설정된다.

상술과 같이, 전 뱅크에 대하여 동시에 테스트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1개의 뱅크에 대한 어드

레스 공간으로의 액세스만으로, 전 뱅크에 대한 액세스를 실현할 수 있어, 테스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축퇴 회로(40-0∼40-3)는 테스트 데이터 판독시에 있어서만 활성 상태로 되고, 그 이외의 상태에 있어서는, 비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 구성이 이용되어도 좋다(소비 전류 저감을 위해).

[축퇴 회로의 변경예]

도 31은 도 26에 도시하는 축퇴 회로(40-0∼40-3)의 변경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1에 있어서는, 1개의

축퇴 회로를 위한 구성을 도시한다. 도 31에 있어서 내부 신호선(51)에,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F<0>∼RDF<3>
가 와이어드 접속되고(wired-connects), 또한 신호선(52)에, 내부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F<12>∼RDF<15>이 와이

어드 접속된다. 나머지의 8 비트의 판독 데이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4 비트씩 와이어드 접속된다. 이들 

신호선(51, 52)은 신호 MS·BE(신호 MS 및 BE의 논리곱)의 활성화시 도통하는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 GT를 거

쳐서 내부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i>∼RD<i+3>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와이어드 접속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신호선(51)에 있어서, 비트 RDF<0>∼RDF<3>가 모두 H 레벨일 때에는, 이

신호선(51)은 H 레벨을 유지한다. 한편, 이들 비트 RDF<0>∼RDF<3> 중 1개라도 1 비트의 L 레벨의 데이터가 혼재

하는 경우에는, 이 신호선(51)의 전위는 L 레벨로 저하한다. 마찬가지로, 신호선(52)에 있어서도, 비트 RDF<12>∼R

DF<15>의 값이 모두 H 레벨일 때에는, 신호선(52)의 전위는 H 레벨을 유지한다. 이러한 와이어드 접속(와이어드 A

ND 접속)을 실행하더라도, 4 비트 데이터를 1 비트의 데이터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신호선(51, 52)은 데이터 판독전에 H 레벨로 프리차지된다. 이 도 31에 도시하는 구성을 이

용한 경우, 특히 AND 회로와 같은 게이트 회로는 필요가 없어, 회로 점유 면적을 저감할 수 있다. 이 도 31에 도시하

는 와이어드 접속을 하는 구성의 경우, 판독되는 메모리 셀 데이터는 H 레벨일 때에 유효하다. 그러나, DRAM(dynam

ic random access memory)에 있어서, 디스터브 테스트시에 있어서는, H 레벨 데이터가 그 전하 리크 등에 의해 L 

레벨로 저하하는 특성이 측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와이어드 접속을 이용하여 H 레벨 데이터가 기입되며 또한 H 레벨

데이터가 판독되는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구성이어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독 회로의 변경예]

도 32는 본 발명을 실현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의 테스트 데이터 판독부의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통상의 데

이터의 기입/판독을 실행하는 부분의 구성은, 상기 도 26에 도시하는 구성과 동일하며, 뱅크 선택 게이트 GS0∼GS3

이 도통하여, 메모리 뱅크 MB0∼MB3의 메모리 셀로의 데이터의 기입/판독이 행해진다.

도 32에 있어서, 메모리 뱅크 MB0에 대한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0<0:15>는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 GT0를 

거쳐서 판독 데이터 버스 RD<0:15>에 각각 1 대 1 대응으로 접속된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뱅크 MB1의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1<0:15>가,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 GT1를 거쳐서 판독 데이터 버스 RD<0:15>에 1 대 1 대응으

로 접속된다. 메모리 뱅크 MB2의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2<0:15>가, 판독 데이터 버스 RD<0:15>에 축퇴 데이

터 선택 게이트 GT2를 거쳐서 1 대 1 대응으로 접속된다. 메모리 뱅크 MB3의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 RDF3<0:15>
는,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 GT3를 거쳐서 판독 데이터 버스 RD<0:15>에 1 대 1 대응으로 접속된다.

각 판독 데이터 버스 RDF0<0:15>∼RD3<0:15>는 판독 데이터 버스 RD<0:15>에와이어드 접속된다. 따라서 결과적

으로, 도 32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도, 메모리 셀의 판독 데이터가 압축되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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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은 도 32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의, 1 비트의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j>에 대한 뱅크 판독 데이터 버스의 접

속 형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3에 있어서는, 테스트 동작시, 축퇴 데이터 선택 게이트는 도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다. 도 33에 있어서, 메모리 뱅크 MB0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F0<j>, 메모리 뱅

크 MB1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F1<j>, 메모리 뱅크 MB2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F2<j>, 및 메모

리 뱅크 MB3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F3<j>이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j>에 와이어드 접속된다. 단, j는 0

에서 15중 어느 하나이다. 따라서 각 뱅크로부터 판독된 메모리 셀 데이터가 공통 데이터 버스선 상에서 와이어드 접

속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4 비트의 데이터가 1 비트의 데이터로 압축된다. 이 도 33의 와이어드 접속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버스선 RDF<j>∼RDF3<j>의 데이터가 H 레벨일 때에 공통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j>의 데이터가 H 레

벨로 되고, 그 이외, 판독 데이터 버스선 RD<j>가 L 레벨로 되어, 실질적으로 와이어드 AND 접속으로 된다.

이상과 같이, 이 판독 경로에 있어서 축퇴 회로로서, 와이어드 접속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전용의 논리 게이트가 불

필요해져, 회로 점유 면적을 저감할 수 있다.

(다른 적용예)

상술의 설명에 있어서는, 테스트 모드시에 있어, 전 뱅크를 동시에 동작시켜, 메모리 셀의 선택을 실행하고 있다. 이하

, 통상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드에 있어서의 동작 모드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 도 3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화상 처리 분야에서, 통상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표시 화면 SCRN이 256개의 주

사선 HL0∼HL255을 포함하는 구성을 고려한다. 이 표시 화면 SCRN은 우수 필드(even field) 및 기수 필드(odd fiel

d)로 이루어지는 프레임의 1 필드에 대응한다.

지금, 도 3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도체 기억 장치내에서, 8개의 뱅크 BK #0∼BK #7를 마련해, 뱅크 BK #0∼BK 

#7 각각에, 8개씩의 주사선상의 화소 데이터를 저장한다. 즉, 뱅크 BK #0상에는 주사선 HL8n(n= 0, 1,…)상의 화소 

데이터를 저장하고, 뱅크 BK #1상에는 주사선 HL8n+1상의 화소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하, 마찬가지로 해서, 뱅크 B

K #7에는 주사선 HL8n+7상의 화소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들 뱅크 BK #0∼BK #7은 입출력 회로 IOB에 공통으로 

접속된다.

통상 동작시에서는, 뱅크 BK #0∼BK #7를 인터리브 상태에서 활성화하고, 주사선 HL0∼HL255상의 화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입출력하여, 페이지 전환(주사선 변경시)의 오버헤드를 저감한다.

지금, 도 3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화면 SCRN 상의 소정의 소 영역(小領域) SMRG을 동일한 빛깔의 영역으로 표시

하는 「채색(color-in)」 처리를 고려한다. 지금,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소 영역 SMRG가 8행×8열의 화소로

구성되는 경우를 고려한다. 이 소 영역 SMRG의 채색 처리를 도 37에 도시하는 순서에 따라서 실행한다.

우선, 클럭 사이클 #0에 있어서 모드 세트 커맨드를 인가해, 전 뱅크 동시에 활성화를 지시하고, 또한 버스트 길이를 

8로 설정한다(버스트 길이의 초기 설정이 8과는 다른 경우). 이어서, 클럭 사이클 #1에 있어서 액티브 커맨드를 인가

하여, 뱅크 BK #0∼BK #7에 있어서, 이 소 영역 SMRG의 각 행을 선택 상태로 구동한다. 이에 따라, 소 영역 SMRG

에 포함되는 주사선이 각 뱅크에 있어서 동시에 선택 상태로 구동된다(지금, 소 영역은 8행 즉, 8개의 주사선으로 구

성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이어서, 클럭 사이클 #2에 있어서 라이트 커맨드를 인가해, 채색해야 할 색을 나타내는 데이터 D를 인가한다. 라이트 

커맨드를 인가하였을 때의 어드레스 신호 AD를 컬럼 어드레스 신호 Y로 하여 메모리 셀 선택 동작이 행해진다. 이 때

의 기입 데이터 D가 취입되어, 선택 메모리 셀에 기입된다. 내부에서 버스트 어드레스가 순차적으로 발생되어, 외부

에서 인가하는 데이터 D가 취입되어 순차적으로 소정의 순서로 선택 메모리 셀로 기입된다. 따라서, 클럭 사이클 #3

에 있어서, 이후의 데이터의 기입이 완료되었을 때, 뱅크 BK #0∼BK #7 각각에 있어서는 1행×8열상의 메모리 셀에

데이터가 기입되어 있어, 합계 8행×8열의 화소 데이터의 기입이 완료한다. 따라서, 이 버스트 길이가 8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회의 라이트 커맨드만으로 소 영역 SMRG의 채색 처리가 완료하여, 고속 처리가 가능해진다. 채색 처

리가 완료하면, 전 뱅크 프리차지 커맨드를 인가해 모든 뱅크를 비활성 상태로 구동한 후, 모드 리세트 커맨드를 인가

해,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비활성 상태로 하여, 뱅크 BK #0∼BK #7를 다시 인터리브 상태에서 활성/비활성화한

다.

이 도 34 내지 도 3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통상의 데이터의 기입/판독을 실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화상 처리용도 

등의 특정한 처리 내용에 따라 전 뱅크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에 의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도 3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인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도 38에 있

어서는, 뱅크 선택 신호 BNK0∼BNK3을 출력하는 뱅크 디코드 회로부의 구성이 도시된다. 도 38에 있어서, 뱅크 어

드레스 신호 비트 BA0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받는 OR 회로 OG5와, 상보의 뱅크 어드레스 신호 비트 /BA0과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를 받는 OR 회로 OG6이 마련된다. 이 뱅크 디코더(5a)의 구성은 도 7에 도시하는 구성과 동

일하다. 따라서, 이 도 38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는, 모드 세트 지시 신호 MS가 활성 상태로 되면, 뱅크 어드레스 

신호 비트 BA0 및 /BA0이 모두 H 레벨로 되고, 따라서, 뱅크 디코더(5a)는 4개의 뱅크 선택 신호 BNK0∼BNK3중 2

개의 뱅크 선택 신호를 활성 상태로 구동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에 활성화되는 뱅크의 수가 통상과 다르게 2

개이고, 테스트시에 있어 동시에 활성화되는 뱅크의 수가 증가하여, 테스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른 적용예 2)

상술한 설명에 있어서는, SDRAM(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뱅크

구성을 가지며 또한 동작 모드가 클럭 신호에 동기해 인가되는 커맨드에 의해 지정됨과 동시에, 데이터의 입출력이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실행되는 메모리(예를 들면, 싱크로너스 스태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synchronous static rand

om access memory))이면, 본 발명은 적용 가능하다.

또한, 클럭 신호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서 외부 신호의 취입 및 데이터의 입출력이 행해지는 메모리라도 본 발명

은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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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특정한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복수의 뱅크를 동시에 활성/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기 때

문에, 1개의 뱅크에 할당된 어드레스 공간으로의 액세스만으로 복수의 뱅크 어드레스 공간으로의 액세스가 가능해져,

고속 처리가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이 서로 독립적으로 활성 상태 및 비활성 상태로 구동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각각이 행렬 형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갖는 복수의 뱅크를 갖는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뱅크 각각에 대응하게 마련되고, 각각이 활성화시 대응하는 뱅크의 메모리 셀의 선택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복수의 메모리 셀 선택 수단과,

동작 모드 지시 신호와 메모리 셀의 행 또는 열의 선택을 지시하는 메모리 셀 선택 지시와 특수 모드 지시에 응답하여

,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 선택 수단 중 2 이상의 소정수의 뱅크에 대해 마련된 메모리 셀 선택 수단을 동시에 활성화하

는 한편 상기 소정수의 뱅크 각각에서 동시에 복수의 행 또는 열이 선택되도록 상기 활성화된 메모리 셀 선택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
각각이 서로 독립적으로 활성 상태 및 비활성 상태로 구동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각각이 행렬 형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갖는 복수의 뱅크를 갖는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뱅크 각각에 대응하게 마련되고, 각각이 활성화시 대응하는 뱅크의 메모리 셀의 선택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복수의 메모리 셀 선택 수단과,

동작 모드 지시 신호와 선택 메모리 셀의 데이터 판독을 지시하는 메모리 셀 선택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메모

리 셀 선택 수단 중 2이상의 소정수의 메모리 선택 수단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제어 수단과,

상기 동작 모드 지시 신호와 상기 메모리 셀 선택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소정수의 뱅크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 선택 

수단에 의해 동시에 선택되어 판독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압축하여 출력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
각각이 서로 독립적으로 활성 상태 및 비활성 상태로 구동되는 것이 가능한 복수의 뱅크를 갖는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뱅크 각각에 대응하게 마련되고, 각각이 활성화시 대응하는 뱅크의 메모리 셀의 선택 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복수의 메모리 셀 선택 수단과,

동작 모드 지시 신호와 메모리 셀 선택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 선택 수단 중 2이상의 소정수의 메모

리 셀 선택 수단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복수의 뱅크 각각은, (ⅰ) 각각이 행렬 형상으로 배열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갖는 복수의 어레이 블록과, (ⅱ) 

상기 복수의 어레이 블럭 각각에 대응하게 마련되고, 대응하는 어레이 블럭과 데이터의 송수를 행하는 복수의 로컬(lo

cal) 데이터선과, (ⅲ) 상기 복수의 어레이 블럭에 공통으로 마련되어, 상기 복수의 로 컬 데이터선과 선택적으로 전기

적으로 접속되는 글로벌 데이터선을 포함하며, 또한

상기 반도체 기억 장치는 상기 동작 모드 지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로컬 데이터선 각각을 복수의 서브데이

터선으로 분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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