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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프레시를 자동으로 행하는 동적 메모리 회로

요약

본 발명은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한 리프레시 관리를 불필요하게 한 동적 메모리 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동적 메모리 회로에서는, 커맨드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EOC)에 대하여, 제1 및 제2 내부 동작 사이클

(IOC1, IOC2)을 할당하여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을 행하고, 제2 내부 동작 사이클

에서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리프레시 동작(REF)은 메모리 회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는 메모리 회로에 대하여 리프레시 커맨드를 공급

할 필요가 없어 리프레시 동작의 관리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더욱이, 리프레시 동작은 외부 동작 사이클(EOC)내의 한쪽 내

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행해지고, 다른 쪽 내부 동작 사이클(IOC1)은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의 커맨드에 응답하는 동

작에 이용되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는 메모리 회로의 리프레시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독출이나 기록 등의 커맨드를

공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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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바람직한 메모리 코어의 동작을 도시한 타이밍 차트도.

도 2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동작 개략도.

도 3은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

도 4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도.

도 5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의 회로도.

도 6은 제2 실시예의 동작도.

도 7은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

도 8은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도.

도 9는 제3 실시예의 동작도.

도 10은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

도 11은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도.

도 12는 제4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

도 13은 클록 체배 회로의 제1 회로예 및 그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클록 체배 회로의 제2 회로예 및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15는 제5 실시예의 동작도.

도 16은 제5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

도 17은 제5 실시예에 있어서의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도.

도 18은 제5 실시예에 있어서의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의 회로도.

도 19는 제6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

도 20은 제6 실시예에 있어서의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도.

도 21은 제7 실시예에 있어서의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의 회로도.

도 22는 제7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

도 23은 제7 실시예에 있어서의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도.

도 24는 종래의 동기형 동적 메모리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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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 외부 동작 사이클

IOC1, IOC2: 제1, 제2 내부 동작 사이클

BANK: 메모리 코어, 뱅크

BLK: 블록

READ, WRITE: 독출 커맨드, 기록 커맨드

RD, WR: 독출 커맨드(신호), 기록 커맨드(신호)

REF1: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

REF: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동적 RAM 등의 데이터의 기억 유지에 리프레시 동작을 필요로 하는 메모리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리프레

시를 자동적으로 실시하고, 외부로부터의 리프레시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적 메모리 회로에 관한 것이다.

동적 RAM(DRAM)은 대용량의 메모리 디바이스로서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1트랜지스터와 1커패시터로 이루어지는 휘발

성 메모리 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리프레시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리프레시에는 통상 모드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커맨드에 응답하여 실시되는 오토 리프레시와, 파워 다운 모

드시에 메모리 디바이스가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셀프 리프레시가 있다.

이들 리프레시를 설명하기 전에 종래의 동기형 동적 메모리 회로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24는 종래의 동기형 동적 메모리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4에 도시된 메모리 회로는 메모리 코어인 2개의 메모리 뱅크(BANK0, BANK1)를 갖

는다. 이들 메모리 뱅크에 공통으로, 주변 회로로서, 클록 인에이블 신호(CKE)의 상태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클록(CLK)을

입력하고 내부의 블록으로 내부 클록(CLK1)을 공급하는 클록 입력 버퍼(10)와, 외부로부터의 커맨드 입력 CMD를 취입하

여 디코드하는 커맨드 디코더(12)와,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를 취입하는 어드레스 버퍼(14)와, 데이터 입출력 단자(DQ)에

데이터를 출력 또는 입력하는 데이터 입출력 버퍼/레지스터(16)와, 셀프 리프레시 커맨드(S-REF)에 응답하여 내부 셀프

리프레시 신호(S-REF1)를 생성하는 셀프 리프레시 제어부(18)와, 리프레시 어드레스 카운터(22)가 설치된다.

또한, 각 메모리 뱅크내에는 메모리 셀 어레이(MC)와, 로우 디코더(RDEC)와, 감지 증폭기(SA)와, 칼럼 디코더(CDEC)를

갖는 복수의 블록(BLK)과, 블록(BLK)에 공통으로 설치된 커맨드 래치(24)와, 커맨드 래치(24)로부터의 각종 커맨드(RD,

WR, REF)에 응답하여 블록에 대응하는 제어 신호를 공급하는 제어 회로(26)와, 리프레시 어드레스 카운터(22)로부터의

리프레시 어드레스(Ref.Add)와 어드레스 버퍼(14)로부터의 외부 어드레스(E-Add)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셀렉터(28)

가 설치된다. 또한, 블록(BLK)은 데이터 버스(DB), 감지 버퍼/기록 증폭기(SB/WA)를 통해 뱅크에 공통의 입출력 데이터

버스(I/ODB)에 접속된다.

오토 리프레시는 독출 또는 기록이 행해지는 통상 모드시에 있어서, 외부 커맨드에 응답하여 행해진다. 그 경우, 리프레시

는 메모리 셀(MC)을 선택하고 감지 증폭기(SA)에서 그 정보를 증폭하여 메모리 셀에 재기록하는 순서이다. 따라서, 리프

레시 중에는 그 메모리 셀 블록에 기록 또는 독출 동작을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통상 모드에 있어서는, 리

프레시 동작과 독출 또는 기록 동작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로부터의 오토 리프레시 커맨드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동

작을 행한다. 단, 리프레시를 행하는 메모리 셀을 선택하는 어드레스는 메모리 디바이스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발생된다.

이것이 오토 리프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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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도 24의 종래예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토 리프레시 커맨드(A-REF)가 들어오면 커맨드 래치(24)에 리프

레시 신호(REF)가 래치되고, 그 리프레시 신호(REF)에 기초하여 제어 회로(26)가 리프레시 동작을 제어한다. 리프레시 어

드레스는 리프레시 어드레스 카운터(22)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되고, 리프레시시에는 제어 회로(26)로부터 공급되는 선

택 신호(SEL)에 응답하여 셀렉터(28)가 리프레시 어드레스를 선택하여 메모리 블록(BLK)에 공급한다. 리프레시 어드레

스 카운터(22)는 리프레시할 때마다 카운트 업된다.

한편, 셀프 리프레시는 파워 다운 모드시에 있어서, 디바이스가 자동적으로 행하는 리프레시이다. 파워 다운 모드에 있어

서는, 메모리 디바이스는 입력 버퍼(10, 12, 14)를 비활성화하고, 외부로부터의 입력 신호의 취입을 정지하는 동시에 내부

로의 클록(CLK1)의 공급도 정지한다. 이 상태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셀프 리프레시 제어

부(18)는 파워 다운을 지시하는 클록 인에이블 신호(CKE)에 의해 디바이스가 파워 다운 상태가 되면, 그 동작을 개시한다.

셀프 리프레시 제어부(18)는 디바이스에 탑재된 발진기(20)가 소정의 주기로 발생하는 타이밍 신호에 응답하여 셀프 리프

레시 지시 신호(S-REF1)를 발생하고, 그 신호(S-REF1)에 기초하여 제어 회로(26)가 리프레시 동작을 제어한다. 리프레

시 어드레스 카운터(22) 및 셀렉터(28)의 동작은 오토 리프레시와 동일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메모리 디바이스(DRAM)를 컴퓨터 시스템에 탑재하는 경우, 이 리프레시는 하나의 곤란성을 갖는다. 특히, 통상 동

작 모드시에서의 오토 리프레시에 관해서는 메모리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디바이스가 메모리 디바이스의 리프레

시 시기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리프레시 커맨드를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제어는 컨트롤러 디바이스에 있어서 부담이 된

다.

더욱이, 메모리 컨트롤러는, 오토 리프레시 기간 중에는 독출 또는 기록 커맨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있어서

의 고속화의 하나의 폐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일본 특허 공개 공보 소화 61-71494에는 기록 또는 독출 동작의 1개의 사이클을 2개

의 시간대로 분할하여, 그 한쪽 시간대에 기록 또는 독출 동작을 행하고, 나머지 다른 쪽 시간대에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반도체 기억 장치는 비교적 동작 속도가 느리고, 최근의 동기형 메모리

디바이스에 단순히 적용할 수는 없다.

공급되는 클록에 동기하여 커맨드 사이클이 제어되는 동기형의 메모리 디바이스(SDRAM)에서는, 메모리 코어의 활성화나

독출 또는 기록 동작은 전부 공급되는 커맨드에 의해 제어되고, 또 클록에 동기하여 행해진다. 또한, 그 동작 사이클은 고

속이다. 따라서, 통상 동작 모드 기간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임의의 타이밍에서 공급되는 독출이나 기록 커맨드에 응답

할 수 있도록, 메모리 디바이스가 자발적으로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 결과, 메모리 컨트롤러측이

통상 동작 모드 기간 중의 리프레시의 제어를 행하고, 소정의 타이밍에서 오토 리프레시 커맨드를 공급하고 있다.

더욱이, 동기형 메모리 디바이스에서는 독출 동작과 기록 동작은 반드시 동일한 타이밍으로 제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상기 선행 기술과 같이, 2개의 시간대의 한쪽 시간대에서 독출 또는 기록 동작을 실행하고, 다른 쪽 시간대에서 리프레

시 동작을 실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본 발명의 목적은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한 리프레시 제어를 불필요하게 하는 동적 메모리 회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목적은 통상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도, 리프레시 동작을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동적 메모리

회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목적은 리프레시 동작에 의해 시스템상의 고속화가 방해되지 않는 동적 메모리 회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목적은 신규의 내부 동작 사이클을 가지며, 리프레시 동작을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동적 메

모리 회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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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1 측면에서는, 동적 메모리 회로에 있어서, 커맨드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

에 대하여 제1 및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을 할당하여 메모리 코어는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독출 커맨드에 대응하

는 독출 동작을 행하고,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 커맨드에 응답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한다. 또한,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 커맨드에 응답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고,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기록 커맨드에 대응하

는 기록 동작을 행한다. 더욱이, 보다 바람직하게는, 기록 및 독출 커맨드가 입력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어느 빠른 쪽의 내

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 동작을 행한다. 그리고, 메모리 회로내에, 리프레시 시기에 상기 리프레시 신호를 발생하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를 설치한다.

상기 제1 측면의 발명에 따르면, 리프레시 동작은 메모리 회로 내부에서 발생한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여 행해지기 때문

에, 메모리 컨트롤러는 메모리 회로에 대하여 리프레시 커맨드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 리프레시 동작의 관리 부담을 없앨

수 있다. 더욱이, 리프레시 동작은 외부 동작 사이클내의 한쪽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행해지고, 다른 쪽 내부 동작 사이클

은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의 커맨드에 응답하는 동작에 이용되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는 메모리 회로의 리프레시 타

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독출이나 기록 등의 커맨드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리프레시 시기에 따라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이 지연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메모리 코어는 비교적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독출 동작을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행하고, 기록 데이터의 입력

후 비교적 느리게 밖에 실행할 수 없는 기록 동작을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행하며, 더욱이, 독출 동작의 경우는 제2 내

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고, 기록 동작의 경우는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 동작을 행한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에서는, 동적 메모리 회로에 있어서, 메모리 코어를 논리적으로 복수의 블록, 예컨대, 제1 및 제2 블록

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커맨드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대하여, 제1 및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을 할당한다. 외부

로부터의 1개의 커맨드(독출이나 기록)에 응답하여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는 제1 블록에 대하여 그 커맨드를 실행하

고,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는 제2 블록에 대하여 그 커맨드를 실행한다. 한편, 내부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

하여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제1 블록에 대한 리프레시를 실행하고,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제2 블록에 대한 리프레

시를 실행한다.

상기 제2 측면에 따르면, 외부 커맨드에 응답하여 제1 및 제2 내부 동작 사이클 각각으로 제1 및 제2 블록에서 커맨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고속성이 손상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제1 및 제2 블록에서는 커맨드에 대한 동작을 행하고 있지 않은

내부 동작 사이클을 이용하여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실행하기 때문에, 커맨드에 대응하는 동작과 리

프레시 동작이 충돌을 일으키는 일은 없다. 이 경우도, 메모리 컨트롤러는 메모리 회로의 리프레시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

며, 리프레시 동작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의 커맨드를 발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측면은, 휘발성 메모리 셀을 가지며, 소정의 타이밍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지는 동적 메모리 회로에 있

어서,

독출 커맨드와 기록 커맨드를 포함하는 동작 커맨드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대하여, 제1 및 제2 내부 동작 사이

클이 할당되고,

상기 메모리 셀을 갖는 메모리 코어와,

소정의 타이밍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를 발생하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를 가지

며,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독출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독출 동작을 행하고, 그것에 계속되는

상기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응답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며,

더욱이,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기록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응답하

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고, 상기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4 측면은, 휘발성 메모리 셀을 가지며, 소정의 타이밍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지는 동적 메모리 회로에 있

어서,

동작 커맨드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대하여 복수의 내부 동작 사이클이 할당되고,

등록특허 10-0618070

- 5 -



상기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복수의 메모리 블록을 갖는 메모리 코어와,

소정의 타이밍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를 발생하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를 가지

며,

상기 메모리 코어는,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메모리 블록에 있어서의 상기 동작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을 상기 복수의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각각 행하고,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대응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상기 메모리 블록에 있어서, 대응하는 내부 동작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제5 측면은, 휘발성 메모리 셀을 가지며, 소정의 타이밍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지는 동적 메모리 회

로에 있어서,

동작 커맨드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대하여 2N(N은 1이상의 정수)의 내부 동작 사이클이 할당되고,

상기 메모리 셀을 각각 포함하는 제1 및 제2 메모리 블록을 갖는 메모리 코어와,

소정의 타이밍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를 발생하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를 가지

며,

상기 메모리 코어는,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메모리 블록의 상기 동작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을 상기 2N의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각각 행하고,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대응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상기 메모리 블록에 있어서, 대응하는 내부 동작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의 제5 측면은 메모리 코어내에 2M개의 메모리 블록을 가져도 좋다.

상기 발명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상기 메모리 코어는 워드선과 그것에 교차하는 비트선과, 그 비트선에 접속

되는 감지 증폭기와, 그 워드선 및 비트선의 교차 위치에 배치된 상기 메모리 셀을 가지며,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내부 동작 사이클내에서 상기 워드선 및 감지 증폭기를 활성화하고 그 후 상기 비트선을 프리차지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예가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는

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바람직한 메모리 코어의 동작을 도시한 타이밍 차트도이다. 메모리 코어는 후술하는 바와 같

이, 복수의 워드선과 그것에 교차하는 복수의 비트선과, 이들의 교차 위치에 배치되는 복수의 메모리 셀과, 비트선에 접속

되는 감지 증폭기를 갖는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회로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클록에 동기하여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

작이 실행되는 동기형 메모리 디바이스이다.

특히, 바람직한 메모리 회로는, 예컨대, 본 출원인이 별도 제안하고 있는 FCRAM(Fast Cycle RAM)이며, 국제 특허 출원

WO98/56004에 개시되어 있는 메모리 회로이다. 도 1은 이러한 메모리 회로의 메모리 코어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클록(CLK)에 동기하여 공급되는 독출이나 기록 등의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각 동작 커맨

드에 대한 동작 사이클(Ts)내에 메모리 코어를 활성화하여 워드선(WL)이 상승되는 기간 T1과, 감지 증폭기를 활성화하여

동작 커맨드(CMD)에 대응하는 독출 또는 기록을 행하는 기간 T2와, 자동적으로 감지 증폭기를 비활성화하고 비트선(BL)

등록특허 10-0618070

- 6 -



등의 프리차지를 행하는 기간 T3이 포함된다. 그리고, 독출 커맨드에 대한 독출 데이터(D-a, D-b)의 출력은 다음 동작 사

이클 중에 행해진다. 이와 같이,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1개의 동작 사이클내에서 상기 3개의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커맨

드 사이클을 짧게 할 수 있고, 랜덤 액세스에 대한 액세스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다.

[제1 실시예]

도 2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동작 개략도이다. 제1 실시예에서는 커맨드(CMD)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EOC)에

대하여, 제1 및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1, IOC2)을 할당하여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상기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READ, WRITE)을 행하고,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에 응답하는 리프레시 동작

(REF)을 행한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 회로내에, 리프레시 시기에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를 발생하는 리프

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를 설치한다.

더욱이, 제1 실시예에서는, 동작 커맨드가 공급되고 있지 않으면, 제1 및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1, IOC2) 중 어느 빠른

쪽의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진다.

도 2에 도시된 예에서는, 커맨드(CMD)는 외부 클록(CLK)의 2 클록 사이클마다 공급된다. 따라서, 외부 동작 사이클

(EOC)은 2 클록 사이클로 설정되어 있다. 더욱이, 제1 및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1, IOC2)은 1 클록 사이클로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시간 t0의 클록(CLK)의 상승 에지에 동기하여 공급되는 독출 커맨드(READ-a)에 응답하여 그것에 계속되

는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독출 동작(READ-a)이 실행된다. 이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내에서, 도 1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메모리 코어는 활성화되고, 독출 동작이 행해지며, 자동 프리차지가 행해진다. 그리고, 그것에 계속되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데이터 입출력 단자(DQ)로부터 데이터(Qa)가 출력된다. 따라서, 이 예에서는, 리드 레이

턴시(Read Latency)는 2이다.

또한, 시간 t2의 클록(CLK)의 상승 에지에 동기하여 공급되는 독출 커맨드(READ-b)에 응답하여 제1 내부 동작 사이클

(IOC1)에서 독출 동작(READ-b)이 실행되고, 그것에 계속되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독출 데이터(Qb)가 데이

터 입출력 단자(DQ)로부터 출력된다. 더욱이, 시간 t4에서는 동작 커맨드는 공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 t6의 클록

(CLK)의 상승 에지에 동기하여 공급되는 기록 커맨드(WRITE-c)에 응답하여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기록 동작

(WRITE-c)이 기록 데이터(Dc)에 대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이 예에서는 라이트 레이턴시는 1이다.

이상과 같이,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동작 커맨드(CMD)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이 실행된다.

한편,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는, 디바이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는 리프레시 동작이 적절

하게 행해진다. 도 2의 예에서는, 시간 t1에 계속되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최초의 리프레시 동작(REF-0)이

행해지고, 시간 t5에 계속되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2번째의 리프레시 동작(REF-1)이 행해진다.

또한, 라이트 레이턴시가 1이므로, 시간 t4에 있어서, 기록 커맨드(WRITE)를 부여할 수 없다. 즉, 시간 t4에서는, 아직 앞

사이클의 독출 데이터(Qb)가 데이터 입출력 단자(DQ)로부터 출력중이므로, 시간 t4의 타이밍에서 기록 데이터를 부여하

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t6까지 대기하여 기록 커맨드(WIRTE-c)가 부여되고 있다.

도 3은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이다. 도 24의 종래예와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인용 번호를 부여

하고 있다. 도 3에 있어서, 외부 클록(CLK)을 취입하는 입력 버퍼(10), 커맨드 디코더(12), 어드레스 버퍼(14), 데이터 입

출력 버퍼/레지스터(16), 리프레시 어드레스 카운터(22)는 종래예와 같다. 또한, 메모리 코어인 메모리 뱅크(BANK0,

BANK1)내의 구성에 대해서도 메모리 블록(BLK), 로우 디코더(RDEC), 메모리 셀 어레이(MC), 감지 증폭기(SA), 칼럼 디

코더(CDEC), 데이터 버스(DB), 감지 버퍼/기록 증폭기(SB/WA), 셀렉터(28), 커맨드 래치(24) 등도 같다. 메모리 셀 어레

이(MC)내에는 복수의 비트선(BL)과 복수의 워드선(WL)이 교차하도록 배치되고, 이들 교차 위치에 1트랜지스터와 1커패

시터로 이루어지는 메모리 셀이 배치된다.

도 3에 도시된 메모리 회로는 리프레시 타이밍마다 리프레시 신호(REF1)를 생성하는 리프레시 타이머(21)와,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를 새롭게 갖는다.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통상 동작 모드시 및 파워 다운 모드시에 있어

서, 리프레시 타이머(21)가 발생하는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에 응답하여 커맨드 래치(24)가 생성하는 독출 신호

(RD)나 기록 신호(WR)의 상태를 확인하여 어느 쪽의 내부 동작도 행해지고 있지 않을 때에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를

발생한다. 이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에 응답하여 제어 회로(26)는 리프레시 어드레스가 지정하는 어드레스 메모리 블

록(BLK)에 대하여, 리프레시 동작을 실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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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서, 내부 동작에 대해서 상술한다. 전제로

서, 커맨드 래치(24)는 커맨드 디코더(12)가 생성하는 내부 커맨드(CMD1)를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 동안만큼 유지

한다. 따라서, 독출 신호(RD)나 기록 신호(WR)는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의 기간만큼 H 레벨이 된다. 또한, 제어 회

로(26)는 독출 신호(RD), 기록 신호(WR) 및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에 응답하여 메모리 블록(BLK)에 대하여 각각의

내부 동작을 행하게 한다. 또한,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를 발생할 때마다 카운트 업

신호(S1)를 발생하고, 그것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어드레스 카운터(22)가 리프레시 어드레스(RAdd)를 인크리먼트한다.

도 4를 참조하여 독출 커맨드와 리프레시 시기가 중복된 경우의 케이스 1에 대해서 설명한다. 최초의 독출 커맨드(RDa)에

응답하여 커맨드 래치(24)는 뱅크 선택 어드레스(BAdd)가 자기 뱅크 어드레스의 경우에, 독출 신호(RD= H 레벨)를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 대응하는 1 클록 주기만큼 유지한다. 이 독출 신호(RD)에 응답하여 제어 회로(26)에 의해 통상의 독출

동작(a)이 실행되고, 다음 클록 사이클(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데이터 입출력 단자(DQ)로부터 독출 데이터(Qa)가 출력된

다.

상기 독출 동작(a)이 실행되고 있을 때에, 리프레시 타이머(21)가 리프레시해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을 검출하여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를 H 레벨로 한다. 그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의 H 레벨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

(25)는 내부의 리프레시 플래그(RFL)를 H 레벨로 하여 독출 동작이 종료할 때까지 대기한다.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

(25)는 그 리프레시 플래그(RFL)가 H 레벨이고, 또 커맨드 래치(24)가 유지하는 독출 신호(RD) 및 기록 신호(WR)가 모두

L 레벨인 것을 검출하면,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를 H 레벨로 한다. 단,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리프레시 커

맨드(RAdd)가 자기 뱅크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기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를 H 레벨로 한다. 또한, 내부 리프

레시 커맨드(REF)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1 클록 사이클) 기간만큼 H 레벨로 된다.

제어 회로(26)는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어드레스(RAdd0)에 대응하는 블록(BLK)에 리프레시

동작을 실행시킨다. 이 리프레시 동작은 제2 내부 동작 사이클(1 클록 사이클)내에 종료한다. 리프레시 동작이 종료하면,

카운트 업 신호(S1)가 발생하고, 그것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어드레스 카운터(22)가 리프레시 어드레스(RAdd)를 인크리먼

트한다.

다음에, 독출 커맨드(RDb, RDc) 각각에 대해서도 제1 내부 동작 사이클내에서 대응하는 독출 동작(b, c)이 실행되고, 그것

에 계속되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데이터 입출력 단자(DQ)로부터 독출 데이터(Qb, Qc)가 출력된다.

케이스 2도 케이스 1과 같이 독출 커맨드와 리프레시 시기가 중복된 경우이며, 마찬가지로 하여 독출 커맨드(RDd)에 대응

하는 독출 동작이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실행된다. 이 실행중에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가 발생하면,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내부의 리프레시 플래그(RFL)를 H 레벨로 하고, 대기한다. 그리고, 독출 신호(RD)와 기록 신호

(WR) 모두가 L 레벨이고, 리프레시 어드레스(RAdd1)가 자기 뱅크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

서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가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 H 레벨)를 발생한다. 그것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동작이

실행된다.

케이스 3인 경우는 기록 커맨드(WRg)가 공급될 때에 리프레시 시기가 중복된 경우로서, 기록 커맨드가 공급되기 직전에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가 발생하고, 리프레시 플래그(RFL)가 H 레벨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커맨드 래치(24)가

기록 신호(WR)를 H 레벨로 하여 내부 기록 동작중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기록 동

작(g)이 종료하는 것을 대기하여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 H 레벨)를 발생한다.

케이스 4의 경우는 아무런 동작 커맨드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의 발생에 응답하여,

즉,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가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 H 레벨)를 발생하고, 리프레시를 실행한다. 동작 커맨드

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는, 커맨드 래치(24)가 내부의 독출 신호(RD)도 기록 신호(WR)도 H 레벨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1

또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 기간 중 어느 빠른 사이클에서 리프레시가 실행된다. 단, 독출 또는 기록 커맨드가 공급된 경우

는, 그쪽이 우선되고, 리프레시 동작은 제2 내부 동작 사이클까지 대기된다.

도 5는 제1 실시예에 있어서의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의 회로도이다. 도 5에는 커맨드 래치(24)와, 리프레시 타이머

(21)와,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가 도시된다. 리프레시 타이머(21)는 매우 저속의 발진 회로(OSC)를 가지며, 이 발

진 회로(OSC)가 리프레시 사이클에 대응하는 주파수의 클록(RCLK)을 발생한다. 그리고, 펄스 생성 회로(30)에 의해 클록

(RCLK)의 상승 에지에 동기한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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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뱅크 선택 어드레스(BAdd)와, 커맨드 래치(24)가 발생하는 독출 신호(RD), 기록 신호

(WR),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를 공급받는다.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가 H 레벨이 되면, 트랜지스터(N2)가 도

통하고, 도통 상태의 트랜지스터(N3)와 함께 래치 회로(31)를 반전하여 리프레시 플래그(RFL)를 H 레벨로 한다. 이 상태

에서 리프레시 어드레스(RAdd)내의 뱅크 선택 어드레스(BAdd)가 H 레벨[뱅크(BANK0)를 선택]이고, 또 독출 신호(RD)

및 기록 신호(WR)가 모두 L 레벨일 때에 NOR 게이트(33)의 출력이 H 레벨이 되고, NAND 게이트(34), 인버터(35)를 통

해 노드(N1)가 H 레벨이 된다.

지연 회로(36)는 커맨드 래치(24)와 게이트(33, 34, 35)의 지연 시간과 동일한 지연 시간을 클록(CLK1)에 부여하고, 노드

(N1)의 레벨이 결정되는 타이밍에서, 플립플롭(F/F)(37)에 취입 클록을 부여한다. 따라서, H 레벨의 노드(N1)의 신호가

플립플롭(37)에 래치되고,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가 H 레벨이 된다. 이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의 H 레벨에 응답

하여 제어 회로(26)가 리프레시 동작을 실행한다.

한편, 이 리프레시 커맨드(REF)에 응답하여 펄스 발생 회로(38)가 카운트 업 신호(S1)를 발생하고, 리프레시 어드레스 카

운터(22)를 인크리먼트한다. 또한, 리프레시 커맨드(REF)에 응답하여 P 채널 트랜지스터(P1)가 도통하고, 래치 회로(31)

를 반전시켜 리프레시 플래그(RFL)를 L 레벨로 복귀시킨다. 그것에 따라, 다음 클록(CLK1)의 타이밍에서 플립플롭(37)은

반전되고,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는 L 레벨로 복귀된다.

도 3으로 되돌아가서, 파워 다운 모드시에는 입력 버퍼(10), 커맨드 디코더(12), 어드레스 버퍼(14) 및 데이터 입출력 버퍼

/레지스터(16)가 비활성 상태가 되고, 내부 클록도 휴지(休止) 상태가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서도, 리프레시 타이머(21)

가 갖는 발진 회로(OSC)가 리프레시의 동작을 행하기 위한 메모리 블록의 동작 사이클의 클록을 발생하며, 셀프 리프레시

가 행해진다. 파워 다운시에는 커맨드 래치(24)가 생성하는 독출 신호(RD) 및 기록 신호(WR)는 모두 L 레벨이기 때문에,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는 제1 또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 관계없이 생성되며, 리프레시 동작이 실행된다.

이상과 같이, 제1 실시예에서는, 통상 동작 모드에 있어서, 최단의 커맨드 사이클인 외부 동작 사이클 전반의 내부 동작 사

이클에서 동작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을 실행하고, 후반의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동작을 실행한다. 따라서, 메모리 컨트롤러는 리프레시 커맨드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메모리 디바이스측은 통상

동작 커맨드로 조정하여 자동적으로 리프레시를 실행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제2 실시예에서는, 제1 실시예와 같이, 최단의 커맨드 사이클인 외부 동작 사이클(EOC)내에 2개의 내부 동작 사이클

(IOC1, IOC2)을 설정한다. 단, 제2 실시예에서는, 독출 커맨드에 응답하여 전반의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내에서 독

출 동작을 실행하고, 기록 커맨드에 응답하여 후반의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내에서 기록 동작을 실행한다. 즉, 리드

레이턴시는 2, 라이트 레이턴시도 2로 각각 설정된 예이다.

그리고, 메모리 디바이스 내부의 리프레시 타이머가 생성하는 리프레시 타이밍을 알리는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에 응답하

여 제1 또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 중 독출 또는 기록의 어느 내부 동작도 행해지고 있지 않을 때에 리프레시 동작을 실행

한다. 동작 커맨드와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가 중복되어도 2개의 내부 동작 사이클 중 어느 한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기

간에 리프레시 동작이 실행된다.

도 6은 제2 실시예의 동작도이다. 시간 t0에서 공급된 독출 커맨드(READ-a)에 응답하여 메모리 코어에서는 제1 내부 동

작 사이클(IOC1)에서 독출 동작(READ-a)을 실행한다. 그리고, 후속하는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독출 데이터(Qa)가

입출력 단자(DQ)로부터 출력된다. 즉, 리드 레이턴시는 2이다. 도 6의 예에서는, 시간 t1의 클록(CLK)의 상승 에지에 계

속되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 중에 리프레시 동작(REF)이 실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간 t2에서 공급된 독출 커맨드(READ-b)에 응답하여 전반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1) 중에 독출 동작

(READ-b)이 실행된다. 그리고, 도 6의 예에서는, 후반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는 리프레시 동작은 행해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시간 t4에서 공급된 기록 커맨드(WRITE-c)에 응답하여 1 클록 사이클 후의 제2 내부 동작 사이클 중에, 메모리

코어에서는 기록 동작(WRITE-c)이 실행된다. 따라서, 그 기록 동작을 위해, 기록 데이터는 시간 t5에 동기하여 입출력 단

자(DQ)로부터 공급되면 좋다. 그 경우, 앞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서의 독출 동작(READ-b)에 대응하는 독출 데이터(Qb)는

앞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있어서의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 중에 입출력 단자(DQ)로부터 출력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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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에 있어서의 기록 데이터(Dc)는 독출 데이터(Qb)와 충돌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라이트 레이턴시를 2로 함으로써, 독출

커맨드와 기록 커맨드는 2 클록 사이클, 즉 외부 동작 사이클에서 연속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즉, 독출 커맨드와 기록

커맨드를 등간격으로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도 6의 예에서는, 시간 t4 후의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내부의 리프

레시 동작(REF)이 실행된다.

또한, 독출 데이터(Qb)의 출력과 기록 데이터(Qc)의 입력의 시간차는 입출력 데이터 버스(I/ODB)상에서의 양 데이터의 중

복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격이다.

이상과 같이, 제2 실시예에서는, 독출 커맨드에 대한 내부 동작은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실행하고, 기록 커맨드

에 대한 내부 동작은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실행한다. 그리고, 동작 커맨드와 리프레시 타이밍이 중복된 경우

는, 독출 커맨드의 경우는 독출 동작을 행한 후의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리프레시를 행하고, 기록 커맨드의 경

우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한 후의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기록 동작을 행한다.

도 7은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이다. 도 3의 제1 실시예와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인용 번호를 부여

하였다. 도 7의 구성은 커맨드 래치(24)가 래치한 기록 신호(WR1)를 1 클록 사이클만큼 지연시키는 시프트 레지스터

(shift register: 27)가 커맨드 래치(24)와 제어 회로(26)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도 3의 예와 다르다. 이 시프트 레지스

터(27)에 의해 기록 신호(WR)가 커맨드 공급으로부터 1 클록 사이클 지연되어 제어 회로(26)에 공급되고, 그 결과, 내부의

기록 동작을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실행할 수 있다.

도 8은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보다 상세한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이다. 도 4의 제1 실시예와 같이, 케이스 1, 2는 모두

독출 커맨드(RDa, RDd)와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가 중복된 경우이고, 케이스 3은 기록 커맨드(WRh)와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가 중복된 경우이며, 케이스 4는 어느 쪽의 동작 커맨드와도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가 중복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케이스 1과 2는 도 4와 동일하다.

케이스 3의 경우는,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의 발생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내의 리프레시 플래

그(RFL)가 H 레벨이 된다. 거기서, 기록 커맨드(WRh)가 공급되지만, 시프트 레지스터(27)에 의해 기록 신호(WR)는 1 클

록 사이클 지연되어 제어 회로(26)에 공급된다. 그리고, 기록 커맨드(WRh)가 공급된 후의 최초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1)

에 있어서, 리프레시 어드레스(RAdd2)에 대응하는 리프레시 동작 2가 실행된다. 기록 커맨드에 대한 기록 동작(W/h)은

그 다음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실행된다.

도 8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독출 커맨드(RD)와 기록 커맨드(WR)는 최단의 2 클록 사이클에서 연속하여 공급되고 있다.

케이스 4의 경우는, 동작 커맨드가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 또는 후반의 내부 동작 사이클 중, 빠른 쪽의 내부 동

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실행된다.

제2 실시예에 있어서의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도 5에 기재한 제1 실시예의 회로와 동일한 구성이다.

[제3 실시예]

제3 실시예는 제1 또는 제2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를 버스트 모드로 입출력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레이트를 향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9는 제3 실시예의 동작도이다. 시간 t0에서 공급된 독출 커맨드(READ-a)에 응답하여 메모리 코어에서는, 제1 내부 동

작 사이클(IOC1)에서 독출 동작을 실행한다. 그리고, 제1 및 제2 실시예와 비교하여 2배의 독출 데이터(Qa0, Qa1)가 독

출되고, 후속하는 시간 t1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2)과 시간 t2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이들 독출 데이터(Qa0,

Qa1)가 각각 입출력 단자(DQ)로부터 직렬로 출력된다. 시간 t2에 공급되는 독출 커맨드(READ-b)에 대한 독출 동작도 상

기와 동일하다. 그리고, 시간 t3, t4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2, IOC1)에서 독출 데이터(Qb0, Qb1)가 각각 출력된다.

외부 동작 사이클(EOC) 전반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독출 동작이 행해지므로, 메모리 코어는 후반의 내부 동작 사

이클(IOC2)에서 리프레시(REF-0)를 실행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버스트 모드이기 때문에, 시간 t4에서는 기록 커맨드를 공급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리고, 시간 t6에서

공급된 기록 커맨드(WRITE-c)에 대한 기록 동작은 시간 t7의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실행된다. 이 기록 동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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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데이터(Dc0, Dc1)는 시간 t6, t7에서 직렬로 공급되고, 동시에 기록된다. 따라서, 시간 t6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1)

에서 리프레시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시간 t4에서는 동작 커맨드가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 9의 예에서는, 시간

t5의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리프레시(REF-1)가 실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 리프레시(REF-1)는 시간 t4 또는 t6의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실행할 수도 있다.

도 10은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이다. 도 7에 도시한 제2 실시예와 같이, 커맨드 래치(24)와 제어 회

로(26) 사이에 기록 신호(WR)를 1 클록 사이클 지연지키는 시프트 레지스터(27)가 설치된다. 더욱이, 도 10의 예는 입출

력 데이터 버스(I/ODB)의 버스폭이 도 7의 경우의 2배로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병렬·직렬 변환 회로(29)가 입출력 데이

터 버스(I/ODB)와 데이터 입출력 버퍼/레지스터(16) 사이에 설치된다.

이 병렬·직렬 변환 회로(29)는, 독출시에는 병렬 데이터를 직렬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고, 기록시에는 직렬 데이터를

병력 데이터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도 11은 제3 실시예에 있어서의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도이다. 기록 커맨드(RDa∼RDf)에 응답하여 각각 2 세트의 데이

터 출력(Qa0, Qa1∼Qf0, Qf1)이 내부 동작 사이클마다 연속하여 출력된다. 따라서, 데이터 출력 효율이 향상되고 있다.

그리고, 케이스 1, 2의 독출 커맨드와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메모리 블록에서 후반의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각각의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진다. 또한, 기록 커맨드(WRg)와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가 중복되고

있는 케이스 3인 경우는, 메모리 블록에서, 전반의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지고, 그 후반의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기록 동작(g)이 행해진다.

[제4 실시예]

제1 내지 제3 실시예에 있어서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클록 신호(CLK)의 주파수는 내부 동작 사이클(IOC)과 같게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하여, 제4 실시예는 클록 신호(CLK, CLK1)를 외부 동작 사이클(EOC)과 같게 하여 내부 동작 사이클용 클

록 신호(CLK2)를 메모리 디바이스 내부에서 발생한다.

도 12는 제4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이다. 이 구성도는 제2 실시예의 도 7에 있어서, 클록 체배 회로(분

주 회로: 11)를 추가한 예인, 단, 제4 실시예는, 제1 내지 제3 실시예 및 후술하는 제5 실시예 등의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

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4 실시예는 외부로부터 공급된 클록(CLK1)을 입력 회로 등의 인터페이스 회로(10, 12,

14, 16)에 공급하여 외부 클록에 동기한 입출력을 가능하게 하고, 한편, 클록(CLK1)을 분주하는 클록 체배 회로(11)를 구

비하여 메모리 코어 등의 내부의 회로에는 주파수를 체배한 클록(CLK2)을 공급한다.

도 13은 클록 체배 회로의 제1 회로예 및 그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외부 클록과 동일한 주파수의 클록(CLK1)이 펄스 생

성 회로(40)에 공급되고, 클록(CLK1)의 상승 에지에 동기한 펄스 신호(N1)가 생성된다. 클록 체배 회로(11)는 DLL

(Delay Locked Loop) 회로로 구성되고, 펄스 신호(N1)를 지연하는 가변 지연 회로(41, 44)와, 펄스 신호(N1)와 지연된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는 위상 비교기(45)와, 위상 비교 결과에 따라 입력 신호의 위상을 정합시키도록 가변 지연 회로(41,

44)의 지연량을 제어하는 가변 지연 제어 회로를 갖는다. 이 DLL 회로에 의해, 가변 지연 회로(41, 44)는 동일한 지연량을

갖기 때문에, 가변 지연 회로(41)의 출력(N2)은 클록(CLK1)의 위상으로부터 180°지연된 펄스 신호가 된다. 그래서, 펄스

신호(N1)와 180°지연된 펄스 신호(N2)가 N0R 게이트(42)에 의해 합성되어 주파수가 2배로 체배된 내부 클록(CLK2)이

생성된다.

또한, 도 14는 클록 체배 회로의 제2 회로예 및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 회로예는 펄스 신호(N1)에 대하여 고정의 지연

량을 갖는 고정 지연 회로(51)에 의해, 고정 지연량 지연시킨 펄스 신호(N2)를 생성하고, NAND 게이트(52)에서 합성하여

외부 동작 사이클(EOC)내에 2개의 내부 클록(CLK2)이 생성되도록 한다. 이 경우, 전반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1)과 후반

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2)의 길이가 다르지만, 내부 동작 사이클(IOC1)의 2배 이상의 길이로 외부 동작 사이클(EOC)을

설정하면, 동작상 문제는 없다.

[제5 실시예]

제5 실시예는 제3 실시예와 같이, 데이터를 버스트 모드로 입출력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레이트를 향상시킨 메모리 회로이

다. 그 외부에서 본 동작은 제3 실시예와 동일하지만, 그 실현 방법이 크게 다르다. 도 15는 제5 실시예의 동작도이다. 또

한, 도 16은 그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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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5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코어인 메모리 뱅크(BANK0, BANK1)내를 복수의 블록, 예컨대

BLOCK-A, BLOCK-B로 구성한다.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커맨드 래치(24)는 BLOCK A, B로의

독출 신호(RD-A, RD-B) 또는 기록 신호(WR-A, WR-B)를 생성한다. 그리고, BLOCK A의 제어 회로(26)에는 커맨드 래

치(24)로부터 독출 및 기록 커맨드(RD-A, WR-A)가 그대로 입력된다. 또한, BLOCK B의 제어 회로(26: 도시하지 않음)

에는 시프트 레지스터(60)를 통해 1 클록 사이클 지연하여 커맨드(RD-B, WR-B)가 입력된다. 더욱이, 상기한 실시예와

같이, 메모리 회로의 내부 동작 사이클(IOC)의 2사이클분을 외부 동작 사이클(EOC)의 1사이클로 한다.

도시하지 않은 메모리 컨트롤러가 외부 동작 사이클(EOC)에서 메모리 디바이스에 대하여 독출 또는 기록 커맨드(READ,

WRITE)를 발행하면,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내부의 독출 또는 기록 신호(RD-A, WR-A)가 BLOCK-A에 입력

되고, 그것에 계속되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내부의 독출 또는 기록 신호(RD-B, WR-B)가 BLOCK-B에 입력

된다.

외부로부터의 1개의 커맨드에 대하여, BLOCK A, B로부터 각각 메모리 셀이 선택되고,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BLOCK A에 대하여 커맨드에 대한 독출 또는 기록 동작이 실시되며, 계속되는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BLOCK B에

대하여 커맨드에 대응하는 동작이 실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서 BLOCK A로부터 선택된 서

브 블록(SBLK)이 활성화되고, 그 서브 블록(SBLK)에 대하여 커맨드에 대응하는 동작이 실시되며, 내부 동작 사이클

(IOC2)에서는 동일한 것이 BLOCK B에 대해서 반복된다.

또한, 메모리 디바이스는 리프레시 시기를 검출하는 리프레시 타이머(21)를 구비하고, 그것이 발생하는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가 리프레시 어드레스 카운터(22)에서 발생한 리프레시 어드레스

(RAdd)에 의해 선택되는 BLOCK A 또는 B에 대하여, 리프레시 커맨드(REF-A, REF-B)를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한

다. 보다 상세하게는, 리프레시 어드레스 카운터(22)는 BLOCK A 또는 B내의 서브 블록(SBLK)의 워드선을 선택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리프레시 시기는 리프레시 타이머(21)로부터 정기적으로 출력되는 신호(REF1)에 의해 검출된다. 이 리

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내에서 후술하는 리프레시 플래그 신호가 발생한

다.

그리고,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1) 리프레시 플래그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2) BLOCK-A, BLOCK-B의 선택

어드레스가 H 레벨(BLOCK A가 선택)인, 또 (3) 동작 커맨드 RD-A=WR-A="L"의 조건으로, 클록(CLK1)에 동기하여 리

프레시 커맨드(REF-A)를 발생한다.

또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1) 리프레시 플래그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2) BLOCK-A, BLOCK-B의 선택 어

드레스가 L 레벨(BLOCK B가 선택), (3) 동작 커맨드 RD-B=WR-B="L"의 조건으로, 클록(CLK1)에 동기하여 리프레시

커맨드(REF-B)를 발생한다.

그리고, 각 블록내의 제어 회로(26)는 리프레시 커맨드[REF-A(또는 REF-B)]에 기초하여 BLOCK-A(또는 BLOCK-B)

에서 리프레시 동작을 실행한다. 구체적으로는, BLOCK-A 또는 BLOCK-B 중에서 선택된 서브 블록(SBLK)에 대하여 리

프레시 동작이 실행된다.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5 실시예에서는, 시간 t0에서 공급되는 독출 커맨드(READ-a)에 응답하여 제1 내부 동작 사

이클(IOC1)에 있어서, BLOCK-A내의 서브 블록(SBLK)에서 독출 동작(READ-Aa)이 실행되고, BLOCK-B내에 서브 블

록(SBLK)에서 독출 동작(READ-Ba)이 실행된다. 각각의 독출 데이터(QAa, QBa)는 계속되는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입출

력 단자(DQ)로부터 출력된다.

그리고, 내부 리프레시 동작(REF-A)이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내에, BLOCK-A내의 서브 블록(SBLK)에 대하여 행

해진다. 이 사이클(IOC2)에서는 BLOCK-A내에서는 독출 동작은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 15에서는, 시간 t2에서 공급되는 독출 커맨드(READ-b)에 응답하여 상기 와 같이 BLOCK-A와 BLOCK-B에서 제1 및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1, IOC2) 각각에 있어서 독출 동작이 실행된다. 다음에, 시간 t4에서는, 버스트 모드 고로 기록

커맨드는 공급되지 않고, 시간 t6에서 기록 커맨드(WRITE-c)가 공급되고, 그것에 응답하여 제1 내부 동작 사이클(IOC1)

에서 기록 데이터(DAc)가 BLOCK-A내의 서브 블록(SBLK)내의 셀에 기록된다. 더욱이, 제2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

서 기록 데이터(DBc)가 BLOCK-B내의 서브 블록(SBLK)내의 셀에 기록된다. 이 경우는, 시간 t6의 제1 내부 동작 사이클

(IOC1)에서 BLOCK-B내의 서브 블록(SBLK)에 대하여 내부 리프레시(REF-B)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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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16의 구성예에서는, BLOCK-A와 BLOCK-B의 서브 블록(SBLK)은 각각 독립하여 구성되어 있도록 도시되어 있

지만, 예를 들면 BLOCK-A와 BLOCK-B의 서브 블록(SBLK)이 물리적으로 일체로 구성되어도 좋고, 어드레스에 의해 논

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좋다.

도 17은 제5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이다. 이 예에서는, 리프레시 어드레스 카운터(22)

는 BLOCK-A와 BLOCK-B를 교대로 선택한다.

케이스 1에서는, 독출 커맨드(RDa)에 응답하여 내부 동작 사이클(IOC2)에서 BLOCK-B로부터의 독출(Ba)과 동시에

BLOCK-A에서 리프레시(AO)가 실시되고 있다. 즉, BLOCK-A에서의 독출 동작(Aa) 중에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REF1)

가 발생한 경우에, BLOCK A에서의 독출 동작이 종료한 후, 다음 내부 동작 사이클 중에 BLOCK A에서 리프레시가 실행

된다.

케이스 2에서는 독출 커맨드(RDe)에 응답하여 내부 동작 사이클(IOC1)에 있어서, BLOCK-A로부터의 독출(Ae)과 동시

에 BLOCK-B에서 리프레시(BO)가 실시되고 있다. 즉, 독출 커맨드(RDd)에 응답하여 BLOCK B에서 독출 동작(Bd)을 한

창 행하고 있을 때에 리프레시의 타이밍이 되었을 경우는, 다음 외부 동작 사이클중의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BLOCK

B에서의 리프레시 동작이 실행된다.

케이스 3에서는, 기록 동작과 리프레시 타이밍이 중복된 경우로서, 기록 커맨드(WRg)에 응답하여 내부 동작 사이클

(IOC2)에 있어서, BLOCK-B로의 기록(Bg)과 동시에 BLOCK-A에서 리프레시(A1)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케이스 4는 외부로부터의 커맨드와 리프레시 타이밍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경우는 커맨드 래치(24)로부

터 출력되는 독출 신호(RD-A, RD-B) 및 기록 신호(WR-A, WR-B) 모두 H 레벨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프레시 타이

밍에 응답하여 어느 한쪽 내부 동작 사이클 중에 리프레시 동작이 실행된다.

또한, 도 17의 예에서는, 리프레시 어드레스(RAdd)는 교대로 BLOCK A와 B의 어드레스가 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필

요는 없다. BLOCK A의 어드레스를 연속하여 발생한 후에, BLOCK B의 어드레스를 발생하여도 좋고, BLOCK A의 어드

레스를 복수회 연속시킨 후에, BLOCK B의 어드레스를 복수회 연속시켜도 좋다. 상기 케이스 3에 있어서, 리프레시 어드

레스(RAdd)가 BLOCK B의 어드레스라고 하면, 기록 커맨드(WRg)에 응답하는 BLOCK A의 기록 동작(Ag) 중에, BLOCK

B에서 리프레시가 실행된다.

도 18은 제5 실시예에 있어서의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 회로 구성은 도 5에 있어서 도시

한 회로 구성의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를 생성하기 위한 게이트(33, 34, 35) 및 플립플롭(37)의 부분을, 2개의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A, REF-B)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회로에 BLOCK-A,

BLOCK-B의 선택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그것에 따라, 도 18 중에서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에는 인용 번호에 A,

B를 부여하고 있다.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에는 뱅크 선택 어드레스(BAdd)에 부가하여 BLOCK A, B 선택 어드레스(BSAdd)가 공급

되고, 게이트(39A)와 게이트(39B)에서 블록이 선택된다. 플립플롭(37A)은 (1) 리프레시 플래그 신호(RFL)가 H 레벨, (2)

블록 선택 어드레스(BSAdd)가 H 레벨(BLOCK A가 선택), 또 (3) 동작 커맨드 RD-A=WR-A="L"의 조건으로, 클록

(CLK1)에 동기하여 H 레벨을 래치하고, 리프레시 커맨드(REF-A)를 발생한다.

또는, 플립플롭(37B)은 (1) 리프레시 플래그 신호(RFL)가 H 레벨, (2) 블록 선택 어드레스(BSAdd)가 L 레벨(BLOCK B가

선택), (3) 동작 커맨드 RD-B=WR-B="L"의 조건으로, 클록(CLK1)에 동기하여 H 레벨을 래치하고, 리프레시 커맨드

(REF-B)를 발생한다.

제5 실시예는 제3 실시예와 동일하게 버스트 모드로 독출, 기록을 행하지만, 제3 실시예에 비하여 각 블록내의 메모리 셀

어레이(MC)로부터 1회에 독출하는(또는 기록하는) 데이터수가 적기 때문에, 입출력 데이터 버스(I/ODB)의 갯수를 적게

할 수 있다.

즉, 제3 실시예에서는,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독출 커맨드(READ)에 대하여, 1클록 주기의 사이에 병렬로 독출한 데이터

(예컨대, 32비트)를 2클록 주기에 걸쳐 직렬로 반씩의 데이터(예컨대, 16비트×2클록)를 출력한다. 그것에 대하여, 제5 실

시예에서는, 1클록 주기로 독출한 데이터(예컨대, 16비트)를 다음의 1클록 주기로 출력(예컨대, 16비트)하는 동작을, 2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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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주기내(2내부 동작 사이클내)에 BLOCK A, B에서 연속하여 행한다. 따라서, 제3 실시예에 있어서는, 1클록 동안에 2클

록분의 데이터를 메모리 코어로부터 병렬로 독출하기 때문에, 제5 실시예에 비하여 입출력 데이터 버스(I/ODB)의 갯수가

2배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제5 실시예는 칩 면적의 점에서 유리하다.

[제6 실시예]

제5 실시예는 메모리 코어(뱅크)내의 블록을 BLOCK-A, BLOCK-B의 2블록 구성으로 하고, 1개의 동작 커맨드에 대하여

양 블록을 동작시켜 2비트 버스트의 데이터 입출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하여, 제6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코어

(뱅크)내의 블록을, 예컨대 BLOCK-A, BLOCK-B, BLOCK-C, BLOCK-D의 4블록 구성으로 하고, 4비트 버스트의 데이

터 입출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제6 실시예에서는,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내에, 4개의 내부 동작 사이클이 포함

되어 4비트의 버스트 길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4개의 내부 동작 사이클내, 동작 커맨드에 대응하는 동작이 행해

지고 있지 않은 메모리 블록에서 적절하게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진다.

도 19는 제6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이다. 또한, 도 20은 그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도이다. 더욱이, 도

21은 제6 실시예에 적용하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뱅크(메모리 코어: BANK-0)내에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4개의 메모리 블록 BLOCK-A,

BLOCK-B, BLOCK-C, BLOCK-D가 형성되고, 각각의 블록은 복수의 서브 블록(SBLK)과, 제어 회로(26A)와, 셀렉터

(28)와, 감지 버퍼/기록 증폭기(SB/WA)를 갖는다. 그리고, 뱅크내의 커맨드 래치(24)는 1개의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자

기 뱅크가 선택되고 있는 경우에, 독출 신호(RD-A) 또는 기록 신호(WR-A)를 발생한다.

커맨드 래치(24)의 후단에는 3개의 시프트 레지스터(60B, 60C, 60D)가 직렬로 배열되고,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커맨드 신호(RD-A, RD-B, RD-C, RD-D, WR-A, WR-B, WR-C, WR-D)가, 1클록(CLK1)씩 지연시키면서 BLOCK-A,

BLOCK-B, BLOCK-C, BLOCK-D에 순서대로 보내어진다. 그리고, 각 블록은 이들 커맨드 신호에 응답하여 독출 동작 또

는 기록 동작을 외부 동작 커맨드(예컨대, RDa)의 공급에 계속해서 4개의 내부 동작 사이클내에서 순서대로 실행한다. 각

블록에서의 독출 동작 후에, 입출력 단자(DQ)로부터 각각의 독출 데이터(예컨대, QAa, QBa, QCa, QDa)를 순서대로 출력

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커맨드 사이클은, 독출 커맨드(RD)에 대해서는 4 클록 사이클마다 공급되고, 독출 커맨드

(RDc) 후의 기록 커맨드(WRg)는 6 클록 사이클 후에 공급된다.

도 21에 도시된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도 18의 회로와 비교하면, 더욱이 4개의 내부 리프레시 커맨드(REF-A,

REF-B, REF-C, REF-D)를 생성하기 위한 회로 블록(62A, 62B, 62C, 62D)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다르다. 각각의 회로

블록(62)은 뱅크 선택 어드레스(BAdd)와 블록 선택 어드레스(BCAdd)에 의해 리프레시해야 할 블록에 대한 내부 리프레

시 커맨드(REF-A, REF-B, REF-C, REF-D)를 생성한다. 그 생성 조건은 도 18의 경우와 동일하고, 뱅크 선택 어드레스

(BAdd)가 자기 뱅크를 선택(H 레벨)하고 있으며, 블록 선택 어드레스(BSAdd)가 H 레벨이고, 자기 블록에 대한 동작 커맨

드 신호(RD, WR)가 모두 L 레벨일 때이다.

도 20의 타이밍 차트에 도시된 바와 같이, 케이스 1에서는, BLOCK A에서 독출 동작(Aa) 중에 BLOCK A에 리프레시 타

이밍이 중복된 예이며, 독출 동작(Aa)이 종료된 후의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A0)가 실행된다. 케이스 2에서

는, BLOCK C, D에서 독출 동작(Cb) 중에 BLOCK B의 리프레시 타이밍이 중복된 예로서, 독출 동작(Cb)이 종료된 후의

제4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레시(B0)가 실행된다. 케이스 3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케이스 4에서는, 내부 동작이 행

해지고 있지 않을 때에 BLOCK D로의 리프레시 타이밍이 발생한 예로서, 그 경우는, 즉, 다음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리프

레시(D0)가 실행된다.

제6 실시예에 있어서도, 각 입출력 데이터 버스(I/ODB)는 제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적은 버스 수이어도 좋다.

[제7 실시예]

제7 실시예는, 4비트 버스트로 입출력하는 별도의 예이다. 도 22는 제7 실시예에 있어서의 메모리 회로의 구성도이다. 또

한, 도 23은 그 내부 동작의 타이밍 차트도이다.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코어인 뱅크내에 예컨대 2개의 블록 BLOCK-A, BLOCK-B를 논리적

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1개의 커맨드에 대하여, BLOCK-A→BLOCK-B→BLOCK-A→BLOCK→B에서 대응하는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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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함으로써, 4비트 버스트를 실현한다. 그리고, 1번째 블록 BLOCK-A에서의 동작과 2번째 블록 BLOCK-A에서의 동

작에서는, 선택되는 메모리 셀을 바꾼다. 그러기 위해 어드레스 버퍼(14)의 후단에 블록내의 어드레스를 인크리먼트하는

어드레스 카운터(62)가 설치된다.

또한, 뱅크내의 2개의 블록에 대한 동작 커맨드 신호(RD-A, RD-B, WR-A, WR-B)는 커맨드 래치(24)가 발생한 동작 커

맨드 신호(RD-A0, WR-A0)를, 3개의 시프트 레지스터(60B, 60C, 60D)에 의해 1 클록 사이클씩 지연시켜, NOR 게이트

(64, 65)를 통해 공급된다. 블록내의 제어 회로(26A)는 공급된 동작 커맨드(RD-A, RD-B, WR-A, WR-B)에 응답하여 대

응하는 동작을 각각의 블록에서 실행한다.

도 23에 있어서, 독출 커맨드(RDa)가 들어가면, 어드레스 카운터(62)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어

드레스(a0)를 발생한다. 한편, 커맨드 래치(24)로부터의 독출 신호(RD-A0)와, 1클록 지연후에 시프트 레지스터(60B)로

부터의 독출 신호(RD-B0)에 응답하여 블록 BLOCK-A, BLOCK-B에 있어서, 어드레스(a0)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이 각각

선택되고, BLOCK-A, BLOCK-B의 순서로 독출(Aa0, Ba0)이 실시된다. 다음에, 어드레스 카운터(62)가 2클록 후에 자동

적으로 어드레스(a0)를 카운트 업하여 어드레스(a1)를 발생한다. 시프트 레지스터(60C)로부터의 독출 신호(RD-A1)와, 1

클록 지연의 시프트 레지스터(60D)로부터의 독출 신호(RD-B1)에 응답하여 블록 BLOCK-A, BLOCK-B에 있어서, 어드

레스(a1)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이 각각 선택되고, BLOCK-A, BLOCK-B의 순서로 독출(Aa1, Ba1)이 실시된다. 이상으

로 4비트 버스트 독출이 종료된다.

제7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코어(뱅크)내에 2개의 메모리 블록이 설치되고, 외부로부터의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2개의

메모리 블록이 교대로 대응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따라서, 제5 실시예와 같이, 외부 동작 사이클내의 2개의 내부 동작 사이

클에 있어서, 한쪽 메모리 블록에서 내부 동작이 실행되고 있는 사이클 안은 다른 쪽의 메모리 블록의 리프레시 동작을 실

행한다.

이와 같이, 제7 실시예에서는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내에 4개의 내부 동작 사이클이 포함되어 버스트 길이 4의 동작을 가

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4개의 내부 동작 사이클내의 내부 동작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블록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실행

된다.

도 23의 케이스 1에서는, 리프레시 어드레스(RAdd)가 BLOCK A에 대한 어드레스(A0)이기 때문에, BLOCK B에서 독출

동작(Ba0)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BLOCK A에 대하여 리프레시 동작(a0)이 실행된다. 반대로, 케이스 2에서는, 리프레

시 어드레스(RAdd)가 BLOCK B에 대한 어드레스(B0)이기 때문에, BLOCK A에서 독출 동작(Ac0)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

에, BLOCK B에 대하여 리프레시 동작(B0)이 실행된다. 또한, 케이스 3에서는, BLOCK B에서 기록 동작(Bd0)이 실행되

고 있는 동안에, BLOCK A에서 리프레시 동작(a1)이 실행된다. 케이스 4에서는, 어느 쪽의 블록도 내부 동작이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프레시 타이밍 후에 즉 선택된 블록에서 리프레시 동작(B1)이 실행된다.

제7 실시예에 적용하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25)는 도 18의 제5 실시예의 것과 동일하다.

제7 실시예에서는, 시프트 레지스터(60B, 60C, 60D)를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2비트 버스트 모드, 4비트 버스트 모드를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다. 예컨대, 버스트 길이가 2비트인 경우는, 시프트 레지스터(60C, 60D)의 출력은 금지되고, 버스트

길이가 4비트인 경우는, 그 출력이 허가되도록 하면 좋다. 더욱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수를 7개로 하면, 버스트 길이가 8비

트인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다. 버스트 길이가 2인 경우는, BLOCK A, B에서 1회씩 동작을 실행하고, 버스트 길이가 4인

경우는, BLOCK A, B에서 2회씩 동작을 실행하며, 버스트 길이가 8인 경우는, BLOCK A, B에서 4회씩 동작을 실행하면

좋다.

이상, 몇 개의 실시예에서는,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대하여, 2개의 내부 동작 사이클을 할당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그것에 한정되지 않고, 별도의 실시예와 같이,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복수의 내부 동작 사이클을 할당하여 메모리 코

어내에 있어서,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을 실행하지 않는 내부 동작 사이클 중에 리프레시를 실행하도록 하여도 좋

다.

더욱이, 제7 실시예에 있어서, 메모리 코어내의 블록의 수는 2개로 한정되지 않고, 임의의 복수개이어도 좋다. 그 경우는,

그 복수의 블록에 대하여, 순서대로 내부 동작 사이클에 동기하여 소정의 동작이 실행된다.

더욱이, 상기 실시예에서는, 통상 동작 모드시나 파워 다운 모드시나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발생되는 리프레시 타이머 신호

에 응답하여 소정의 내부 동작 사이클 중에 리프레시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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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그 균등물에까지 미치는 것이

다.

발명의 효과

이상,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 컨트롤러는 동적 메모리 회로의 리프레시 동작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또한, 메모리 회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타이밍에 응답하여 외부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이 실행되지 않는 내부 동작 사이클 중

에 리프레시가 실행되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는 리프레시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의 타이밍에서 동작 커맨드를

발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휘발성 메모리 셀을 가지며 소정의 타이밍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지는 동적 메모리 회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을 갖는 메모리 코어와,

소정의 타이밍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를 발생하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를 포함하

며,

독출 커맨드와 기록 커맨드를 포함하는 동작 커맨드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대하여 제1 및 제2 내부 동작 사이

클이 할당되고,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독출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독출 커맨드에 응답하는 독출 동

작을 행하고, 그것에 계속되는 상기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응답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며,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기록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응답하는 리프

레시 동작을 행하고, 상기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메모리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독출 커맨드 또는 기록 커맨드가 입력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또는 제2 내부 동작 사이클 중 어느 빠른 사이클에서 상기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메모

리 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독출 커맨드에 대응하는 상기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가 발생하

고 있는 경우에 상기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고,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상기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메모리 회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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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메모리 셀을 가지며 소정의 타이밍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지는 동적 메모리 회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복수의 메모리 블록을 갖는 메모리 코어와,

소정의 타이밍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를 발생하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를 포함하

며,

동작 커맨드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대하여 복수의 내부 동작 사이클이 할당되고,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내부 동작 사이클마다 상기 복수의 메모리 블록의 상기 동

작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을 행하고, 상기 메모리 블록에서 대응하는 내부 동작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내부 동작 사

이클에서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대응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며,

상기 복수의 메모리 블록의 제1 메모리 블록은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동작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을 행하

고,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대응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며,

상기 복수의 메모리 블록의 제2 메모리 블록은 상기 제2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동작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을

행하고, 상기 제1 내부 동작 사이클에서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대응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

적 메모리 회로.

청구항 5.

휘발성 메모리 셀을 가지며 소정의 타이밍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지는 동적 메모리 회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을 각각 포함하는 제1 및 제2 메모리 블록을 갖는 메모리 코어와,

소정의 타이밍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를 발생하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를 포함하

며,

동작 커맨드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대하여 2N개(N은 1 이상의 정수)의 내부 동작 사이클이 할당되고,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2N개의 내부 동작 사이클마다 상기 제1 및 제2 메모리 블록의 상

기 동작 커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을 행하고, 상기 메모리 블록에서 대응하는 내부 동작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내부 동

작 사이클에서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대응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메모리 회로.

청구항 6.

휘발성 메모리 셀을 가지며 소정의 타이밍에서 리프레시 동작이 행해지는 동적 메모리 회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을 각각 포함하는 2M개(M은 1 이상의 정수)의 메모리 블록을 갖는 메모리 코어와,

소정의 타이밍에서 발생하는 리프레시 신호에 응답하여 리프레시 커맨드를 발생하는 리프레시 커맨드 발생 회로를 포함하

며,

동작 커맨드에 따른 1개의 외부 동작 사이클에 대하여 2N개(N은 1 이상의 정수)의 내부 동작 사이클이 할당되고,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2N개의 내부 동작 사이클마다 상기 메모리 블록의 상기 동작 커

맨드에 대응하는 내부 동작을 행하고, 상기 메모리 블록에서 대응하는 내부 동작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내부 동작 사이클

에서 상기 리프레시 커맨드에 대응하는 리프레시 동작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메모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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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코어는 워드선과, 상기 워드선과 교차하는 비트선과, 상기 비트선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와, 상기 워드선 및

비트선과 관련된 상기 메모리 셀을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코어는 상기 동작 커맨드에 응답하여, 상기 내부 동작 사이클 내에서 상기 워드선 및 감지 증폭기를 활성화하

고 그 후 상기 비트선을 프리차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메모리 회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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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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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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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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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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