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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소오스 동기 방식에 따라 상기 메모리의 읽기/쓰기 동작

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상기 읽기/쓰기 동작 동안, 상기 컨트롤러는 제 1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상기 메모

리로 명령 및 어드레스를 전송하고,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제 1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 및 어드레스를 래

치한다. 상기 읽기 동작 동안, 상기 메모리는 상기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제 3 스트

로브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제 3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받

아들인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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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일부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도;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메모리 및 메모리 컨트롤러의 일부를 보여주는 블록도; 그리고

도 4 및 도 5는 도 1에 도시된 메모리 및 메모리 컨트롤러의 다른예들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시스템 120 : 메모리

140 : 메모리 컨트롤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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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 장치들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소오스 싱크로너 스 방식 (source synchronous fashion)

을 이용하여 메모리와 메모리 컨트롤러 간의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개인 휴대 통신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PCS), 셀룰러 (cellular), 또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와 같은 이동 응용 시스템 (mobile application system)에는 다양한 메모리들이 제공되며, 

그러한 메모리들은 불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한다. 이동 응용 시스템이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이용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이동 응용 시스템에 포함된 메모리에는 저전력 특성이 요구된다. 특히, 많은 시간을 대기 

상태에서 보내는 이동 응용 시스템의 동작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그러므로, 저전력 메모리는 스탠바이 전류의 감소

를 요구하고 있다.

스탠바이 전류는 클록 트리 구조 (clock tree structure)를 갖는 메모리 (또는 동기형 메모리)에서 특히 많이 생성된

다. 왜냐하면, 동기형 메모리의 경우 전송 기준 신호 (transmission reference signal)로서 클록 신호가 사용되기 때

문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메모리의 동작에 관계없이 클록 신호가 항상 내부적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동기형 메모

리의 경우, 그러므로, 스탠바이 전류가 많이 생긴다. 이는 이동 응용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메모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핀들 (예를 들면, 데이터 핀들, 어드레스 핀들, 제어 핀들, 전원핀들, 등등)을 통

해 외부 (예를 들면, 메모리 컨트롤러 또는 칩셋)와 통신한다. 이동 응용 시스템의 경우, 메모리와 메모리 컨트롤러는 

점대점 (point-to-point)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다. 메모리와 메모리 컨트롤러가 점대 점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동 응용 시스템에 포함된 메모리의 많은 핀들은 이동 응용 시스템의 제조 단가에 부담을 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스탠바이 전류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비동기 메모리 및 그것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핀수를 줄일 수 있는 비동기 메모리 및 그것을 포함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스탠바이 전류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메모리와 메모리 컨트롤러 간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비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

는 어레이와; 제 1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를 래치하는 제 1 인터페이스 회로와; 상기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상기 어레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 회로와; 제 2 스트로브 신호를 지연시켜 제 3 스

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 회로와; 그리고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 회로에 의해서 독

출된 데이터를 래치하는 제 2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읽기 동작시 상기 제 2 인터페이스 회로에 래치된 데이터는 상기 제 3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외부로 출력된다. 쓰기 동작시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저장될 외부 데이터는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의 토글

에 따라 상기 제 2 인터페이스 회로에 의해서 래치된다. 상기 제 1 내지 제 3 스트로브 신호들은 상기 명령 및 어드레

스 정보와 상기 데이터가 전송될 때 토글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시스템은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그리고 소오스 동기 방식에 따라 상기 메

모리의 읽기/쓰기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상기 읽기/쓰기 동작 동안, 상기 컨트롤러는 제 1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상기 메모리로 명령 및 어드레스를 전송하고,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제 1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 및 어드레스를 래치한다. 상기 읽기 동작 동안, 상기 메모리는 상기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 2 스트로브 신호

에 응답하여 제 3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제 3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로부

터 출력된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시스템은 비동기 메모리와; 그리고 전송 기준 신호로서 제 1 및 제 2 스트로브 신호

들을 발생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상기 비동기 메모리는 상기 제 1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부터 출력되는 명령 및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제 1 인터페이스 회로와;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

여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제 2 인터페이스 회로와; 그리고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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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응답하여 제 3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스트로브 신호 발생 회로를 포함하되,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는 상기 제

3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비동기 메모리와 메모리 컨트롤러 간의 데이터 전송 방법은 제 1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상기 메모리로 명령 및 어드레스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된 명령 및 어드레스

에 따라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 단계와; 상기 메모리로 제 2 스트로브 신호를 전송하되,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제 3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제 3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상기 메모리에서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로 상기 읽혀진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참조 도면들에 의거하여 이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록도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시스템 (100)은 메모

리 (memory) (120)와 메모리 컨트롤러 (memory controller) (140)를 포함한다. 메모리 (120)는 비동기 메모리로, 

불휘발성 메모리들 (FRAM, EEPROM, EPROM, 등등)과 휘발성 메모리들 (DRAM, SRAM, 등등)을 이용하여 구현될 

것이다. 예를 들면, 메모리 (120)는 DRAM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있어서, 메모리 (120)와 

메모리 컨트롤러 (140)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소오스 싱크로너스 방식을 통해 수행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오스 싱크로너스 방식은 데이터가 클록 신호와 함께 송신기 (transmitter)에서 수신기 (recei

ver)로 전송되는 방식이며, 클록 신호는 동반하는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해서 수신측 인터페이스 (receive interface) 

내에서 사용된다. 소오스 싱크로너스 방식은 일반적인 동기 방식에 비해서 많은 이점들을 갖는다. 그러한 이점들 중 

하나로서, 소오스 싱크로너스 방식은 송신기와 수신 기 사이에서 신호 라인 상의 전송 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송신기와 수신기간의 클록 스큐에 대한 제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오스 싱크로너스 방식은 U.S. Patent No. 6,

311,285에 'METHOD AND APPARATUS FOR SOURCE SYNCHRONOUS TRANSFERS AT FREQUENCIES IN

CLUDING ODD FRACTION OF A CORE FREQUENCY'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U.S. Patent No. 6,336,159에 'ME

THOD AND APPARATUS FOR TRANSFERRING DATA IN SOURCE-SYNCHRONOUS PROTOCOL AND TRA

NSFERRING SIGNALS IN COMMON CLOCK PROTOCOL IN MULTIPLE AGENT PROCESSING SYSTEM'라는 

제목으로 각각 게재되어 있다.

계속해서 도 1을 참조하면,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제어 버스 (160)를 통해 읽기/쓰기 동작에 필요한 명령/어드레

스 정보 (CA)를 메모리 (120)로 전송하고, 전송 기준 신호로서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를 신호 라인 (162)을 통해 

메모리 (120)로 전송한다. 즉, 읽기/쓰기 동작에 필요한 명령/어드레스 정보 (CA)는 소오스 싱크로너스 방식에 따라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와 함께 메모리 컨트롤러 (140)에서 메모리 (120)로 전송된다. 메모리 (120)는 제 1 스트

로브 신호 (SCA)에 응답하여 명령/어드레스 정보 (CA)를 래치한다.

쓰기 동작시,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데이터 버스 (164)를 통해 데이터 (DATA)를 메모리 (120)로 전송하고, 신호 

라인 (166)를 통해 전송 동기 신호로서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를 메모리 (120)로 전송된다. 즉, 쓰기 동작시, 데

이터 (DATA)는 소오스 싱크로너스 방식에 따라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와 함께 메모리 컨트롤러 (140)에서 메모

리 (120)로 전송된다. 메모리 (120)는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에 응답하여 데이터 (DATA)를 래치한다.

읽기 동작시,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메모리 (120) 내부에서 읽혀진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 임의의 시간에 전송 동

기 신호로서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를 메모리 (120)로 전송하며, 메모리 (120)는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에 

응답하여 제 3 스트로브 신호 (SDfM)를 내부적으로 생성한다. 읽기 동작시, 메모리 (120) 내부에서 읽혀진 데이터는 

제 3 스트로브 신호 (SDfM)와 함께 메모리 컨트롤러 (140)로 전송된다. 읽기 동작시, 그러므로, 메모리 컨트롤러 (14

0)는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를 메모리 (120)로 전송하고 소정 시간 후에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를 메모리 (120)

로 전송함으로써 원하는 시간에 제 3 스트로브 신호 (SDfM)와 함께 메모리 (120)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DATA)를 받

아들인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는 패킷 형태로 전송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 하에서, 예를 들면, 제

어 버스 (160)는 3개의 제어 버스 라인들로 구성될 것이다. 만약 명령 및 어드레스가 별도의 전송 라인들을 통해 전송

될 경우, 제어 버스 (160)는 명령용 버스와 어드레스용 버스로 구성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명

령 및 어드레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어 버스를 통해 전송될 것이다.

일반적인 메모리 (예를 들면, DRAM)는 많은 핀들을 이용하여 외부 (예를 들면, 메모리 컨트롤러)와 통신한다. 예를 

들면, 256Mb SDRAM은 제어 신호들 (RAS#, CAS#, CS#, CKE, WE#)의 입력을 위한 5개의 제어 핀들과 15개의 어

드레스 핀들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X4, X8, 또는 X16의 비트 구조에 따라 4, 8, 또는 16개의 데 이터 핀들이 요구된

다. 메모리와 컨트롤러가 점대점 방식으로 연결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경우, 메모리의 이러한 핀 구조는 상당한 부

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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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발명의 경우, 어드레스와 명령을 패킷 형태로 전송하기 때문에 제어핀들과 어드레스 핀들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120)는 일반적인 메모리보다 적은 수의 핀들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데이터 핀

들의 수를 줄임으로써 메모리의 핀 수를 더욱 줄 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의 밴드폭 (bandwidth)은 동작 주파수

와 데이터 핀 수의 곱과 같다. X16의 비트 구조를 갖는 메모리 장치가 200Mbps로 동작할 때 밴드폭은 X4의 비트 구

조를 갖는 메모리 장치가 800Mbps로 동작할 때 밴드폭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데이터 핀 수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

해서 내부 데이터 버스 폭이 넓게 구현되어야 함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동작이 도 2에 의거하여 이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먼저, 메모리 (120)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140)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작이 설명될 것이다. 메모리 (120)에서 데이

터를 읽기 위해서, 액티브 명령 (예를 들면, 행 어드레스)이 메모리 컨트롤러 (140)에서 메모리 (120)로 전송된다. 이

는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를 소정 시간 (액티브 명령을 전송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토글시킴으로써 수행될 것

이다. 즉,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액티브 명령을 제어 버스 (160) 상에 실어놓음과 동시에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를 토글시킨다. 메모리 (120)는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의 토글에 응답 하여 액티브 명

령을 래치한다.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읽기 명령 (예를 들면, 열 어드레스)를 제어 버스 (160) 상에 실

어놓음과 동시에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를 다시 토글시킨다. 메모리 (120)는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의 토글에

응답하여 읽기 명령을 래치한다.

이후, 잘 알려진 읽기 방식을 통해 메모리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가 읽혀질 것이다. 즉, 메모리 셀 어레이 (미도시됨)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 회로 (예를 들면, 감지 증폭 회로)를 통해 읽혀질 것이다. 그렇게 읽혀진 데이터는 메모리 컨트

롤러 (140)의 제어에 따라 데이터 버스 (166)를 통해 메모리 (120)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140)로 전송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메모리 (120) 내에서 읽혀진 데이터를 메모리 컨틀로 (140)로 전송하기 위해서

는, 먼저, 메모리 컨트롤러 (140)가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를 메모리 (120)로 전송하여야 한다. 메모리 (120)는 

그렇게 전송된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에 응답하여 제 3 스트로브 신호 (SDfM)를 발생한다. 제 3 스트로브 신호 (

SDfM)는, 도 2에서 알 수 있듯이, 소정 시간만큼 지연된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와 동일한 파형을 갖는다. 메모리

(120)는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 (166) 상에 실어놓음과 동시에 제 3 스트로브

신호 (SDfM)를 출력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제 3 스트로브 신호 (SDfM)에 응답하여 데이터 버스 (166) 상에 

실린 데이터 (DATA)를 래치한다.

쓰기 동작시 메모리 컨트롤러 (140)에서 메모리 (120)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작이 이하 설명될 것이다. 메모리 (120

)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쓰기 동작시, 먼 저, 액티브 명령 (예를 들면, 행 어드레스)이 메모리 컨트롤러 (140)에서 메모

리 (120)로 전송된다. 이는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를 소정 시간 (액티브 명령을 전송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토

글시킴으로써 수행될 것이다. 즉,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액티브 명령을 제어 버스 (160) 상에 실어놓음과 동시에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를 토글시킨다. 메모리 (120)는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에 응답하여 액티브 명령을 래치

한다.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쓰기 명령 (예를 들면, 열 어드레스)를 제어 버스 (160) 상에 실어놓음과 

동시에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를 토글시킨다. 메모리 (120)는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에 응답하여 어드레스를 

래치한다.

이후, 메모리 (120)에 저장될 데이터가 메모리 컨트롤러 (140)에서 전송될 것이다. 저장될 데이터 전송은 제 2 스트

로브 신호 (SDtM)를 토글시킴으로써 수행될 것이다. 즉,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데이터 (DATA)를 데이터 버스 (1

66) 상에 실어놓음과 동시에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를 토글시킨다. 메모리 (120)는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

에 응답하여 데이터 (DATA)를 래치한다. 그렇게 래치된 데이터는 잘 알려진 방법으로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저장될 것

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래치된 데이터는 기입 회로 (예를 들면, 기입 드라이버 회로)를 통해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저

장될 것이다.

메모리는 내부적으로 비동기 방식 (예를 들면, 상태 머신으로서 지연 체인을 이용한 방식)으로 동작하고, 전송 기준 

신호로서 사용되는 스트로브 신호들 (SCA, SDtM)은 전송시에만 토글한다. 이는 스탠바이 전류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메모리 및 메모리 컨트롤러의 일부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에는 하나의 제어 버스 라인 및

하나의 데이터 버스 라인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더 많은 제어 및 데이터 버스 라인들이 포함됨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도 3에 있어서, 메모리 컨트롤러 (140)에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회로들만이 도시되

어 있지만, 다양한 기능 블록들이 제공됨은 자명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잘 알려진 칩셋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메모리 컨트롤러 (140)의 드라이버 (DRV1)는 내부적으로 생성된 명령/어드레스 정보 (CA_CON)를

제어 버스 라인 (160)으로 전달하고, 그것의 드라이버 (DRV2)는 내부적으로 생성된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_CON)

를 신호 라인 (162)으로 전달한다. 메모리 (120)의 입력 버퍼 (BUF1)는 제어 버스 라인 (160)을 통해 메모리 컨트롤

러 (140)로부터 전송되는 명령/어드레스 정보 (CA)를 버퍼링하고, 입력 버퍼 (BUF2)는 신호 라인 (162)를 통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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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컨트롤러 (140)로부터 전송되는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를 버퍼링한다. 래치 (LAT1)는 입력 버퍼 (BUF2)에 의

해서 버퍼링된 제 1 스트로브 신호 (SCA)에 응답하여 입력 버퍼 (BUF1)의 출력을 래치한다. 래치 (LAT1)의 출력 (C

A_MEM)은 제어 회로 (132)로 전달될 것이다. 버퍼들 (BUF1, BUF2)과 래치 (LAT1)는 메모리 (120)의 인터페이스 

회로를 구성한다.

계속해서 도 3을 참조하면, 메모리 컨트롤러 (140) 내에서 생성되는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_CON)는 드라이버 (

DRV3)를 통해 신호 라인 (166)으로 전달된다. 메모리 (120)의 입력 버퍼 (BUF3)는 신호 라인 (166)을 통해 메모리 

컨트롤러 (140)로부터 전송된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를 버퍼링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140)의 드라이버 (DRV4)

는 메모리 (120)에 저장될 데이터 (DOUT_CON)를 데이터 버스 라인 (164) 상으로 전달한다. 메모리 (120)의 입력 

버퍼 (BUF4)는 데이터 버스 라인 (164)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 (DOUT)를 버퍼링한다. 래치 (LAT2)는 입력 버퍼 (B

UF3)에 의해서 버퍼링된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에 응답하여 입력 버퍼 (BUF4)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래치

한다. 래치 (LAT2)의 출력 (DIN_MEM)은 메모리 셀 어레이 (134)에 저장되도록 기입 회로 (138)로 전달될 것이다. 

기입 회로 (138)는 제어 회로 (132)에 의해서 제어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래치 (LAT3)는 입력 버퍼 (BUF3)의 출력 즉,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에 응답하여 독출

회로 (136)에 의해서 읽혀진 데이터 (DOUT_MEM)를 래치한다. 그렇게 래치된 데이터는 드라이버 (DRV5)를 통해 

데이터 버스 라인 (164)으로 전달된다. 독출 회로 (136)는 제어 회로 (132)에 의해서 제어된다.

도 3에서, '130'으로 표기된 블록은 입력 버퍼 (BUF3)의 출력 즉,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에 응답하여 제 3 스트

로브 신호 (SDfM_MEM)를 발생한다. 예를 들면, 스트로브 신호 발생 회로로서 또는 지연 회로로서, 블록 (130)은 래

치 (LAT3)에 의해서 생기는 지연 시간만큼 제 2 스트로브 신호 (SDtM)를 지연시켜 제 3 스트로브 신호 (SDfM)를 발

생한다. 메모리 (120)의 드라이버 (DRV6)는 블록 (130)의 출력 (SDfM_MEM)을 신호 라인 (168)으로 전달한다. 메

모리 컨트롤러 (140)의 입력 버 퍼 (BUF5)는 데이터 버스 라인 (164) 상의 데이터 (DATA)를 버퍼링하고, 그것의 입

력 버퍼 (BUF6)는 신호 라인 (168)을 통해 전달되는 제 3 스트로브 신호 (SDfM)를 버퍼링한다. 래치 (LAT4)는 입력

버퍼 (BUF6)에 의해서 버퍼링된 제 3 스트로브 신호 (SDfM)에 응답하여 입력 버퍼 (BUF5)의 출력을 래치한다. 래치

(LAT4)의 출력 (DIN_CON)은 메모리 컨트롤러 (140)의 내부 회로 (미도시됨)로 전달될 것이다. 드라이버 (DRV5), 

입력 버퍼 (BUF4), 그리고 래치들 (LAT2, LAT3)은 인터페이스 회로를 구성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탠바이 상태에서 소모되는 대부분의 전류는 동기형 메모리의 동작을 동기시키기 위해서 사용

되는 클록 신호에 의해서 야기된다. 메모리가 동작 기준 신호로서 클록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스탠바이 상태에서도 

클록 신호는 계속해서 생성되어야 한다. 이는 클록 신호를 사용하고 생성하는 내부 회로들이 계속해서 동작함을 의미

한다. 하지만, 본 발명의 경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기준 신호로서 사용되는 스트로브 신호들 (SCA, SDtM)

이 단지 메모리 (120)에서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ch enable signal)로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스트로브 신호들 (

SCA, SDtM)은 메모리 (120) 동작을 위한 기준 신호 (예를 들면, 클록 신호)로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메모리 (120)

가 비동기 방식 (예를 들면, 상태 머신으로서 지연 체인을 이용한 방식)으로 읽기/쓰기 동작을 내부적으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탠바이 상태에서 메모리 (120) 내부에서 소모되는 스탠바이 전류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스트로브 신호들 (SCA, SDtM)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스트로브 신호는 원

하는 구간에만 토글하는 클록 신호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또는, 스트로브 신호는 전제 구간 (preamble interval

)과 유효 구간 (valid interval)을 갖도록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트로브 신호는 드라

이버 및/또는 입력 버퍼가 활성화되도록 전제 구간에서 로우 레벨 (또는 하이 레벨)로 설정되고, 유효 구간에서 토글

한다. 이때, 래치는 토글하는 스트로브 신호에 따라 제어/데이터 버스 상에 실린 정보를 유효 정보로서 래치한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메모리 및 메모리 컨트롤러의 다른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에서, 메모리 (120)와 메모리

컨트롤러 (140) 간의 데이터 전송은 동일한 데이터 버스를 통해 수행된다. 이에 반해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

모리 (120)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140)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버스 (164B)는 메모리 컨트롤러 (140

)에서 메모리 (120)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버스 (164A)와 분리되어 있다. 즉, 메모리 (120)에 데이

터가 저장되는 쓰기 동작시 데이터 버스 (164A)가 사용되는 반면에, 메모리 (120)에 저장된 데이터가 읽혀지는 읽기 

동작시 데이터 버스 (164B)가 사용된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도 4에 도시된 메모리 (120) 및 메모리 컨트롤러 (14

0)는 도 3에 도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동작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된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메모리 및 메모리 컨트롤러의 또 다른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에서 알 수 있듯이, 어드

레스 및 명령은 동일한 제어 버스 (160)를 통해 전송된다. 이에 반해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명령와 어드레스가 

다 른 버스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 컨트롤러 (140)의 드라이버 (DRV1)는 내부적으로 생성된 명령

(CMD_CON)을 버스 (160A) 상으로 전달하고, 메모리 (120)의 입력 버퍼 (BUF1)는 버스 (160A)를 통해 전달된 명

령 (CMD)을 버퍼링한다. 래치 (LAT1)는 입력 버퍼 (BUF1)에 의해서 버퍼링된 명령을 래치하고, 래치 (LAT1)의 출

력 (CMD_MEM)은 제어 회로 (132)로 전달된다. 메모리 컨트롤러 (140)의 드라이버 (DRV7)는 내부적으로 생성된 

어드레스 (ADD_CON)을 버스 (160B) 상으로 전달하고, 메모리 (120)의 입력 버퍼 (BUF7)는 버스 (160B)를 통해 전

달된 어드레스 (ADD)을 버퍼링한다. 래치 (LAT5)는 입력 버퍼 (BUF7)에 의해서 버퍼링된 어드레스를 래치하고,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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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LAT5)의 출력 (ADD_MEM)은 제어 회로 (132)로 전달된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도 5에 도시된 메모리 (120) 

및 메모리 컨트롤러 (140)는 도 3에 도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동작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스트로브 신호는 데이터 또는 어드레스가 전달될 때만 토글하도록 또는 데이터나 어드레스보다 앞

서 토글하도록 제어될 수 있다. 또는, 스트로브 신호는 계속해서 토글하도록 제어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

른 회로의 구성 및 동작을 상기한 설명 및 도면에 따라 도시하였지만,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소오스 싱크로너스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스탠바이 전류를 줄일 수 있다. 외부 (예를

들면, 메모리 컨트롤러)와의 통신을 통해 사용되는 메모리 핀 수를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는 어레이와;

제 1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를 래치하는 제 1 인터페이스 회로와;

상기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상기 어레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 회로와;

제 2 스트로브 신호를 지연시켜 제 3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 회로와; 그리고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 회로에 의해서 독출된 데이터를 래치하는 제 2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

함하며, 읽기 동작시 상기 제 2 인터페이스 회로에 래치된 데이터는 상기 제 3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외부로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쓰기 동작시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저장될 외부 데이터는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의 토글에 따라 상기 제 2 인터

페이스 회로에 의해서 래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3 스트로브 신호들은 상기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와 상기 데이터가 전송될 때 토글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는 패킷 형태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그리고

소오스 동기 방식에 따라 상기 메모리의 읽기/쓰기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상기 읽기/쓰기 동작 동안, 상기 컨트롤러는 제 1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상기 메모리로 명령 및 어드레스를 전송하고,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제 1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 및 어드레스를 래치하며; 그리고 상기 읽기 동작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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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는 상기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제 3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컨

트롤러는 상기 제 3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제 1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명령 및 상기 어드레스를 래치하는 제 1 인터페이스 회로와; 그리고

상기 읽기 동작시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컨트롤러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2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쓰기 동작 동안,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기입될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3 스트로브 신호들은 상기 데이터, 상기 명령, 그리고 상기 어드레스가 전송될 때 토글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및 상기 어드레스는 패킷 형태로 전송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및 상기 어드레스는 서로 다른 신호 라인들을 통해 전송되는 시스템.

청구항 11.
비동기 메모리와; 그리고

전송 기준 신호로서 제 1 및 제 2 스트로브 신호들을 발생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상기 비동기 메모리는

상기 제 1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부터 출력되는 명령 및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제 1 인터

페이스 회로와;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제 2 인터페이스 회로

와; 그리고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제 3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스트로브 신호 발생 회로를 포함하되, 상기 메모

리 컨트롤러는 상기 제 3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3 스트로브 신호들은 상기 데이터, 상기 명령, 그리고 상기 어드레스가 전송될 때 토글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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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명령 및 상기 어드레스는 패킷 형태로 전송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및 상기 어드레스는 서로 다른 신호 라인들을 통해 전송되는 시스템.

청구항 15.
비동기 메모리와; 그리고

전송 기준 신호로서 제 1 및 제 2 스트로브 신호들을 발생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상기 비동기 메모리는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는 어레이와;

상기 제 1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를 래치하는 제 1 인터페이스 회로와;

상기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상기 어레이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독출 회로와;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를 지연시켜 제 3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 회로와; 그리고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 회로에 의해서 독출된 데이터를 래치하는 제 2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

함하며, 읽기 동작시 상기 제 2 인터페이스 회로에 래치된 데이터는 상기 제 3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상기 메모리 컨

트롤러로 전송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3 스트로브 신호들은 상기 데이터와 상기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가 전송될 때 토글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및 어드레스 정보는 패킷 형태로 전송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정보 및 상기 어드레스 정보는 서로 다른 신호 라인들을 통해 전송되는 시스템.

청구항 19.
비동기 메모리와 메모리 컨트롤러 간의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제 1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상기 메모리로 명령 및 어드레스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된 명령 및 어드레스에 따라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 단계와;

상기 메모리로 제 2 스트로브 신호를 전송하되, 상기 메모리는 상기 제 2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제 3 스트로브 신

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제 3 스트로브 신호와 함께 상기 메모리에서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로 상기 읽혀진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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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내지 제 3 스트로브 신호들은 상기 데이터, 상기 명령, 그리고 상기 어드레스가 전송될 때 토글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및 상기 어드레스는 패킷 형태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및 상기 어드레스는 서로 다른 신호 라인들을 통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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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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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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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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