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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에 관한 것으로, tRFC(Auto Referesh to Active/Auto Referesh command

period)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의 최소 tRAS(Active to Precharge command period) 지연 시간이 tRC(Active to

Active/Auto Refresh command period)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의 최소 tRAS 지연 시간 보다 길도록 지연 경로를 다르게

지연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DRAM의 최악의 상황인 리프레쉬 동작에서 tRFC에 더 많은 노이즈 마진을 확보함으로써 페일

이 발생할 확률을 감소시켜 테스트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가 제시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제어 회로, tRC, tRFC, 최소 tRAS, 지연 회로, 지연 경로 분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에 적용되는 지연 회로도.

도 3은 DRAM 동작에서의 tRC와 tRFC의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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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외부 칩셋 20 : 중앙 제어 회로

30 : 로우 패스 제어 회로 40 : 뱅크

50 : 지연 회로

21 : 제 1 지연부 22 : 제 2 지연부

23 : 제 3 지연부 24 : NAND 게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tRFC(Auto Referesh to Active/Auto Referesh

command period)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의 최소 tRAS(Active to Precharge command period) 지연 시간이 tRC

(Active to Active/Auto Refresh command period)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의 최소 tRAS 지연 시간 보다 길도록 지연 경로

를 다르게 지연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DRAM의 최악의 상황인 리프레쉬 동작에서 tRFC에 더 많은 노이즈 마진을 확보함으

로써 페일이 발생할 확률을 감소시켜 테스트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에 관한 것이다.

DRAM의 프리차지(precharge) 동작에는 외부 제어 칩셋(chip set)으로부터 액티브 명령(로우 어드레스 인가 및 해당 워

드라인 인에이블 신호)이 인가된 후 강제로 프리차지 동작 명령(워드라인 디스에이블, 비트라인 프리차지 신호)을 인가하

는 경우와 액티브 동작 명령이 인가된 후 DRAM 내부의 지연단을 거쳐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으로 DRAM 내부 신호

에 의해 프리차지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를 오토 프리차지(auto precharge)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오토 프리

차지를 수행하는 경우는 노멀(normal) 동작인 쓰기 및 오토 프리차지(write with auto precharge), 읽기 및 오토 프리차

지(read with auto precharge), 리프레쉬(refresh) 동작인 오토 리프레쉬(auto refresh), 셀프 리프레쉬(self refresh)인

경우이다.

tRC(Active to Active/Auto Refresh command period)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시 오토 프리차지 동작 명령이 인가되면 외

부 칩셋의 프리차지 동작 명령없이 내부의 최소 tRAS(이하, tRAS_min) 지연 회로에 의한 지연 시간 후 자동으로 프리차지

된다. 마찬가지로 tRFC(Auto Referesh to Active/Auto Referesh command period)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에서도

동일한 tRAS_min 지연 회로에 의한 지연 시간 후 자동으로 프리차지된다. 그런데, DDR DRAM의 경우 SDR DRAM과 달

리 tRC와 tRFC의 설정 시간이 다르며, 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은 올뱅크 액티브(All Bank Active) 동작이고, tRC

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은 1 뱅크 액티브(1 bank active)동작으로, 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이 DRAM에 있어서 최

악의 상황이므로 노이즈 마진(noise margin)등의 이유로 tRC에 비해 tRFC에 타이밍 마진을 더 준다. 예를들어 tRC는 65

㎱이고, tRFC는 75㎱이다. 그러나, tRC 또는 tRFC는 tRAS_min + tRP(Precharge command period)로 나타낼 수 있으

며, 이때 tRC와 tRFC는 동일한 tRAS_min 지연 회로를 사용하므로 tRFC가 가지는 타이밍 마진을 유동적으로 사용하기 어

렵다. 즉, 동일한 tRAS_min를 거친 후 tRP의 타이밍 마진만이 더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DRAM 테스트시 tRFC

(DRAM 동작시 최악의 상황인 오토 리프레쉬(IDD5))일 때 파워 노이즈에 의한 수율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리프레쉬 동작시 tRFC에 더 많은 노이즈 마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페일이 발생할 확률을 감소시켜

테스트시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tRC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의 tRAS_min 지연 경로와 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의 tRAS_min

지연 경로를 구분하여 tRAS_min 지연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tRFC에 더 많은 노이즈 마진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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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tRC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의 tRAS_min 지연 시간보다 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의

tRAS_min 지연 시간을 더 길게 설정함으로써 페일을 감소시키고 테스트시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메모

리 소자의 제어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는 외부 칩셋으로부터 수신되는 동작 명령에 응답하여, 대응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액티브 신호 및 리프레쉬 신호를 발생하고, 제1 또는 제2 지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프리차지 신호를 발생

하는 중앙 제어 회로; 액티브 신호 또는 프리차지 신호에 응답하여 뱅크의 액티브 동작 또는 프리차지 동작을 제어하고, 뱅

크의 액티브 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로우 패스 제어 회로; 및 제어 신호를 제1 지연 시간 동안 지연시킨 후, 리프레쉬 신

호에 응답하여, 제2 또는 제3 지연 시간 동안 더 지연시켜, 제1 또는 제2 지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를 포함한

다. 바람직하게, 지연 회로는, 제어 신호를 제1 지연 시간 동안 지연시키고, 제1 지연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부; 제1

지연된 신호를 수신할 때, 제1 지연된 신호를 리프레쉬 동작에 대응하는 제2 지연 시간 동안 지연시켜 제2 지연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지연부; 제1 지연된 신호를 수신할 때, 제1 지연된 신호를 노멀 동작에 대응하는 제3 지연 시간 동안 지연시

켜 제3 지연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연부; 제어 신호와, 제2 또는 제3 지연된 신호를 논리 조합하여, 제1 또는 제2 지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논리부; 및 리프레쉬 신호에 응답하여, 제어 신호를 제2 및 제3 지연부 중 어느 하나에 전달하고, 제

2 및 제3 지연된 신호 중 어느 하나를 논리부에 전달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의 구성도이다.

외부 칩셋(10)으로부터 쓰기 및 오토 프리차지(write with auto precharge), 읽기 및 오토 프리차지(read with auto

precharge) 또는 오토 리프레쉬(auto refresh)등의 명령이 인가되면 DRAM의 중앙 제어 회로(20)는 이들 명령을 수행하

기 위한 액티브 신호(ACTIVE)를 로우 패스 제어 회로(30)로 인가한다. 로우 패스 제어 회로(30)는 액티브 신호(ACTIVE)

를 뱅크(40)에 입력하면서 지연 회로(50)에도 제어 신호(tRASmin_in)를 입력하게 된다. tRAS_min에 알맞게 튜닝된 지연

시간을 갖는 지연 회로(50)는 일정 시간 지연시킨 후 지연 신호(tRASmin_out)를 중앙 제어 회로(20)로 출력한다. 중앙 제

어 회로(20)는 프리차지 신호(precharge)를 발생하여 로우 패스 제어 회로(30)에 입력시키고, 로우 패스 제어 회로(30)는

뱅크(40)를 프리차지시킨다. 한편, 리프레쉬 동작은 프리차지 동작과 동일하며, 중앙 제어 회로(20)에서 리프레쉬 신호

(refresh)를 지연 회로(50)에 입력하여 지연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다르다. 그런데, 지연 회로(50)는 tRC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에서의 지연 경로와 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에서의 지연 경로를 다르게 설정하여 서로 다른 지연 시간을 갖도

록 한다. 한편, 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에서의 지연 시간은 tRC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에서의 지연 시간보다 길게

설정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에 적용되는 지연 회로의 회로도이다.

제 1 지연부(21)는 로우 패스 제어 회로(30)로부터의 제어 신호(tRASmin_in)가 제 1 인버터(I21)를 통해 반전된 신호를

입력하여 설정된 시간, 예를들어 tRC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에 따른 tRAS_min와, 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에 따른

tRAS_min를 공통적으로 지연시킨다. 제 1 지연부(21)에 의해 지연된 신호는 제 1 및 제 2 전달 게이트(T21 및 T22)를 통

해 서로 다른 경로로 전달된다. 제 1 전달 게이트(T21)는 리프레쉬 신호(refresh)와 리프레쉬 신호의 반전 신호인 리프레

쉬 바 신호(refreshz)에 따라 구동되고, 제 2 전달 게이트(T22)는 리프레쉬 신호(refresh)와 리프레쉬 바 신호(refreshz)

에 따라 제 1 전달 게이트(T22)와 상보적으로 구동된다. 한편, 제 1 전달 게이트(T21)의 출력 단자와 접지 단자(Vss) 사이

에 리프레쉬 바 신호(refreshz)에 따라 구동되는 제 1 NMOS 트랜지스터(또는 제1 스위칭 회로)(N21)가 접속되고, 제 2

전달 게이트(T22)의 출력 단자와 접지 단자(Vss) 사이에 리프레쉬 신호(refresh)에 따라 구동되는 제 2 NMOS 트랜지스

터(또는 제2 스위칭 회로)(N22)가 접속된다. 제 2 지연부(22)는 제 1 전달 게이트(T21)를 통해 전달된 신호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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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에 따른 tRAS_min동안 지연 시간을 조절하고, 제 3 지연부(23)는 제 2 전달 게이트(T22)

를 통해 전달된 신호를 입력하여 tRC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에 따른 tRAS_min동안 지연 시간을 조절한다. 제 3 전달 게이

트(T23)는 리프레쉬 신호(refresh)와 리프레쉬 바 신호(refreshz)에 따라 구동되어 제 2 지연부(22)의 출력 신호를 전달

하고, 제 4 전달 게이트(T24)는 리프레쉬 신호(refresh)와 리프레쉬 바 신호(refreshz)에 따라 제 3 전달 게이트(T23)와

상보적으로 구동되어 제 3 지연부(23)의 출력 신호를 전달한다. NAND 게이트(24)는 제 3 또는 제 4 전달 게이트(T23 또

는 T24)를 통해 전달된 신호와 제 1 인버터(I21)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논리 조합하고, 그 논리 조합 결과에 따른 로직

신호를 출력한다. NAND 게이트(24)의 출력 신호는 제 2 인버터(I22)에 의해 반전되어 지연 제어 신호(tRASmin_out)로서

출력된다. NAND 게이트(24)와 제2 인버터(I22)는 지연 제어 신호(tRASmin_out)를 출력하는 논리부로서 동작한다. 상기

제1 내지 제4 전달 게이트들(T21 내지 T24)는 리프레쉬 신호(refresh)에 응답하여, 제어 신호(tRAS_min)를 제 2 및 제 3

지연부(22, 23) 중 어느 하나에 전달하고, 제 2 및 제 3 지연부(22, 23)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지연된 신호를 NAND 게이트

(24)에 전달하는 스위칭부로서 동작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에 적용되는 지연 회로의 구동 방법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로우 패스 제어 회로로부터의 제어 신호(tRASmin_in)는 제 1 인버터(I21)에 의해 반전되어 제 1 지연부(21)로 입력된다.

제 1 지연부(21)는 tRC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 또는 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tRAS_min동안

지연시킨다.

노멀 동작으로서 리프레쉬 신호(refresh)가 로우 상태로 인가되면, 리프레쉬 신호(refresh)의 반전 신호인 리프레쉬 바 신

호(refreshz)는 하이 상태로 인가된다. 따라서, 제 2 및 제 4 전달 게이트(T22 및 T24)는 턴온되고, 제 1 및 제 3 전달 게

이트(T21 및 T23)는 턴오프된다. 그리고, 제 1 NMOS 트랜지스터(N21)는 턴온되고, 제 2 NMOS 트랜지스터(N22)는 턴

오프된다. 그 결과, 제 1 NMOS 트랜지스터(N21)가 제2 지연부(22)의 입력 단자에 접지 전압(Vss)을 공급한다. 제 2 전달

게이트(T22)를 통해 전달된 제 1 지연부(21)의 출력 신호는 제 3 지연부(23)에 입력되고, 제 3 지연부(23)는 tRC가 적용

되는 노멀 동작에 따른 tRAS_min동안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한다. 제 3 지연부(23)의 출력 신호는 제 4 전달 게이트(T24)

를 통해 NAND 게이트(24)에 전달되고, NAND 게이트(24)는 제 1 인버터(I21)의 출력 신호와 제 1 지연부(21) 및 제 3 지

연부(23)를 통해 tRC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에 따른 tRAS_min동안 지연된 신호를 입력하고 논리 조합한다. NAND 게이트

(24)의 출력 신호는 제 2 인버터(I22)에 의해 반전되어 지연 제어 신호(tRASmin_out)로서 출력된다.

리프레쉬 동작으로서 리프레쉬 신호(refresh)가 하이 상태로 인가되면, 리프레쉬 신호(refresh)의 반전 신호인 리프레쉬

바 신호(refreshz)는 로우 상태로 인가된다. 따라서, 제 1 및 제 3 전달 게이트(T21 및 T23)는 턴온되고, 제 2 및 제 4 전

달 게이트(T22 및 T24)는 턴오프된다. 그리고, 제 1 NMOS 트랜지스터(N21)는 턴오프되고, 제 2 NMOS 트랜지스터

(N22)는 턴온된다. 그 결과, 제 2 NMOS 트랜지스터(N22)가 제3 지연부(23)의 입력 단자에 접지 전압(Vss)을 공급한다.

제 1 전달 게이트(T21)를 통해 전달된 제 1 지연부(21)의 출력 신호는 제 2 지연부(22)에 입력되고, 제 2 지연부(22)는

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에 따른 tRAS_min동안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한다. 제 2 지연부(22)의 출력 신호는 제 3

전달 게이트(T23)를 통해 NAND 게이트(24)에 전달되고, NAND 게이트(24)는 제 1 인버터(I21)의 출력 신호와 제 1 지연

부(21) 및 제 2 지연부(22)를 통해 tRFC가 적용되는 리프레쉬 동작에 따른 tRAS_min동안 지연된 신호를 입력하고 논리

조합한다. NAND 게이트(24)의 출력 신호는 제 2 인버터(I22)에 의해 반전되어 지연 제어 신호(tRASmin_out)로서 출력된

다.

도 3은 DRAM 동작에서 tRC와 tRFC의 타이밍도로서, DRAM이 100㎒(tCK=10㎱)로 동작하고, tRC=60㎱, tRAS_min=45

㎱, tRP=15㎱, tRFC=75㎱이라 가정한 경우의 타이밍도이다. tCK가 10㎱이므로 tRAS_min는 5클럭(clock), tRP는 2클럭

으로 표현되며, 60㎱인 tRC는 7클럭(70㎱)이 된다. 반면, tRFC는 설정값이 75㎱이므로, 8클럭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오

토 프리차지시의 tRC = tRAS_min + tRP이며, tRFC = tRAS_min + tRP이므로, tRFC = tRC + α의 마진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tRAS_min 지연 회로를 사용했을 경우 리프레쉬 동작시 α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tRAS_min 지

연 회로를 분리함으로써 리프레쉬 동작시 α의 마진을 tRAS_min에 더해 DRAM의 동작 특성 향상 및 테스트시 제품의 생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tRFC(Auto Referesh to Active/Auto Referesh command period)가 적용되는 리프

레쉬 동작의 최소 tRAS(Active to Precharge command period) 지연 시간이 tRC(Active to Active/Auto Re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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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period)가 적용되는 노멀 동작의 최소 tRAS 지연 시간 보다 길도록 지연 경로를 다르게 tRAS_min 지연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DRAM의 최악의 상황인 리프레쉬 동작에서 tRFC에 더 많은 노이즈 마진을 확보함으로써 페일이 발생할 확

률을 감소시켜 테스트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 칩셋으로부터 수신되는 동작 명령에 응답하여, 대응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액티브 신호 및 리프레쉬 신호를 발생

하고, 제1 또는 제2 지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프리차지 신호를 발생하는 중앙 제어 회로;

상기 액티브 신호 또는 상기 프리차지 신호에 응답하여 뱅크의 액티브 동작 또는 프리차지 동작을 제어하고, 상기 뱅크의

액티브 동작시 로우 액티브 동작이 일어나는 구간을 위한 지연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로우 패스 제어

회로; 및

상기 제어 신호를 제1 지연 시간 동안 지연시킨 후, 상기 리프레쉬 신호에 응답하여, 제2 또는 제3 지연 시간 동안 더 지연

시켜, 리프레쉬 동작시 노이즈 마진이 확보된 지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지연 회로는,

상기 제어 신호를 상기 제1 지연 시간 동안 지연시키고, 제1 지연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부;

상기 제1 지연된 신호를 수신할 때, 상기 제1 지연된 신호를 리프레쉬 동작에 대응하여 상기 제2 지연 시간 동안 지연시켜

리프레쉬 시 노이즈 마진이 상기 제2 지연 시간만큼 확보된 제2 지연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지연부;

상기 제1 지연된 신호를 수신할 때, 상기 제1 지연된 신호를 노멀 동작에 대응하여 상기 제3 지연 시간 동안 지연시켜 제3

지연된 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연부;

상기 제어 신호와, 상기 제2 또는 제3 지연된 신호를 논리 조합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지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논리

부; 및

상기 리프레쉬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상기 제2 및 제3 지연부 중 어느 하나에 전달하고, 상기 제2 및 제3 지

연된 신호 중 어느 하나를 상기 논리부에 전달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지연 시간은 상기 제3 지연 시간보다 길게 설정된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회로는,

상기 스위칭부가 상기 제어 신호를 상기 제3 지연부에 전달할 때, 상기 리프레쉬 신호의 반전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지연부의 입력 단자에 접지 전압을 공급하는 제1 스위칭 회로; 및

상기 스위칭부가 상기 제어 신호를 상기 제2 지연부에 전달할 때, 상기 리프레쉬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3 지연부의 입력

단자에 상기 접지 전압을 공급하는 제2 스위칭 회로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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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프레쉬 신호와 상기 리프레쉬 신호의 반전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지연된 신호를 상기 제2 지연부에 전달하는

제 1 전달 게이트;

상기 리프레쉬 신호와 상기 리프레쉬 신호의 반전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전달 게이트와 상보적으로 동작하여, 상기

제 1 지연된 신호를 상기 제3 지연부에 전달하는 제 2 전달 게이트;

상기 리프레쉬 신호와 상기 리프레쉬 신호의 반전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지연된 신호를 상기 논리부에 전달하는 제 3

전달 게이트; 및

상기 리프레쉬 신호와 상기 리프레쉬 신호의 반전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3 전달 게이트와 상보적으로 동작하여, 상기

제3 지연된 신호를 상기 논리부에 전달하는 제 4 전달 게이트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부는,

상기 제어 신호와 상기 제2 지연된 신호를 논리 조합하고, 그 논리 조합 결과에 따른 제1 로직 신호를 출력하거나, 또는 상

기 제어 신호와 상기 제3 지연된 신호를 논리 조합하고, 그 논리 조합 결과에 따른 제2 로직 신호를 출력하는 NAND 게이

트; 및

상기 제1 또는 제2 로직 신호를 반전시키고, 그 반전된 신호를 상기 제1 또는 제2 지연 제어 신호로서 출력하는 인버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제어 회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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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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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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