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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의 논리상태의 변동에 의해 야기된 전원전압 및 접지전압의 변동 및 편차를 억제하는

버퍼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상기 버퍼회로는 CMOS 구조를 갖는 제1의 인버터회로(a)와, CMO

S 구조를 갖는 제1의 인버터회로(b)와,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의 제1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제2의 

출력신호를 등화하는 등회회로(c)를 포함한다. 각각의 상기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는 제어신호에 의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된다. 상기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가 활성화 되는 경우에, 상기 등화회로는 고 임피던스의 상태로 설정되

고, 상기 상태에서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는 그 출력단자에서 제1의 출력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는 

그 출력단자에서 제2의 출력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가 비 활성화 되는 경우에, 상기 등화회

로는 저 임피던스의 상태로 설정되고, 상기 상태에서 상기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의 출력단자는 상기 등화회로를 

경유하여 서로 접속되어 상기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의 제1 및 제2의 출력신호가 제1의 논리상태와 제2의 논리상

태의 사이의 거의 중간의 논리상태가 되게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전원전압, 접지전위, 래치신호, 인버터회로, 어드레스 신호, 기생용량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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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용의 어드레스 버퍼회로를 도시하는 회로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종래기술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동작을 도시하는 것으로서, 어드레스 신호(ADIN), 어드

레스 신호(TRUE),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 전원선을 통해 흐르는 전원전류,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접지전류, 전

원전압 및 접지전압의 파형을 도시하는 파형도.

도 3은 반도체 기억장치용으로 설계된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4는 도 3의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동작을 도시하는 것으로서, 어드레스 신호(ADIN), 어드레

스 신호(TRUE),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 전원선을 통해 흐르는 전원전류,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접지전류, 전원

전압 및 접지전압의 파형을 도시하는 파형도.

도 5는 도 1의 종래기술 및 도 3의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에서 전원전류, 접지전류, 전원전압 및 접

지전압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도시하는 파형도.

도 6은 반도체 기억장치용으로 설계된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 레스 버퍼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

도 7은 도 6의 제2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버퍼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반도체 기억장치의 기억부에 어드레스 신호와 같은 출력신호를 출력하는 

어드레스 버퍼회로로서 양호하게 사용되며 소정의 신호의 논리상태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 접지전압과 전원전압의 편

차 또는 요동(변화)을 억제하는 버퍼회로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반도체 기억장치용으로 사용되는 종래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일 예를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기술에 따른 버퍼회로(102)는 입력부(104), 제1 내지 제4의 인버터회로(106, 108, 11

0, 112), 어드레스 신호 변화 검출회로(ATD 회로)(114), 및 파형 합성펄스 발생회로(116)로 구성되어 있다. 도 1에서

는 어드레스의 1비트에 관한 구성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드레스의 비트 수에 따라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

은 동일한 많은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입력부(104)는 직렬로 접속된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이하, 

MOSFET라고 한다)(131, 132)와 병렬로 접속된 두개의 N채널 MOSFET(133, 134)를 포함하는 두개의 2입력 NOR 

게이트이다.

P채널 MOSFET(131)의 소스는 전원전압(Vcc)이 인가된 전원선에 접속되고 P채널 MOSFET(131)의 드레인은 P채

널 MOSFET(132)의 소스에 접속된다. 상기 P채널 MOSFET(132)의 드레인은 N채널 MOSFET(133, 134)의 결합된

드레인에 접속된다. N채널 MOSFET(133, 134)의 결합된 소스는 접지된다. P채널 MOSFET(132, 133)의 게이트는 

서로 접속되어 제1의 입력부(104)의 입력단자(104a)를 형성한다. 버퍼회로(102)의 입력신호인 어드레스 신호(ADIN

)는 버퍼회로(102)의 외측으로부터 제1의 입력단자(104a)에 공급된다. P채널 MOSFET(131, 134)의 결합된 게이트

는 입력부(104)의 제2의 입력단자(104b)를 형성한다. 칩 인에이블 신호(CEB)는 버퍼회로(102)로부터 제2의 입력단

자(104b)에 공급된다. P채널 MOSFET(132, 133, 134)의 결합된 드레인은 입력부(104)의 출력단자(104c)를 구성한

다.

칩 인에이블 신호(CEB)가 소정의 논리레벨에 있는 경우, 어드레스 신호(ADIN)는 입력부(104)로 취해지고 어드레스 

신호(ADIN)에 대해 반대인 논리레벨을 갖는 출력신호가 제2의 입력단자(104b)에서 출력된다. 상기와 같이 출력된 

출력신호는 그 후 제4의 인버터회로(112)에 공급된다.

제1, 제2, 제3 및 제4의 인버터회로(106, 108, 1110, 112)는 그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제4의 인버터회로(11

2)의 구성이 이하에서 기술될 것이고 제1, 제2, 제3의 인버터회로(106, 108, 110)에 관한 기술은 첨부된 문자를 제외

하고는 제4의 인버터회로(112)와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여서 생략된다.

제4의 인버터회로(112)는 드레인이 함께 결합된 CMOS형 인버터인 P채널 MOSFET(135a)와 N채널 MOSFET(136

a)로 구성된다. P채널 MOSFET(135a)의 소스는 전원전압(Vcc)의 전원선에 접속된다. N채널 MOSFET(136a)의 소

스는 접지된다. P채널 MOSFET(135a, 136a)는 함께 결합되어 제4의 인버터회로(112)의 입력단자(112a)를 형성한

다. 입력단자(112a)는 입력부(104)의 출력단자(104c)에 접속된다. P채널 MOSFET(135a, 136a)는 제4의 인버터회

로(112)의 출력단자(112b)를 형성한다.

제4의 인버터회로(112)는 입력부(104)로부터의 출력신호에 대해 반대의 논리를 갖는 출력신호를 출력단자(112b)에

서 발생한다. 상기와 같이 발생된 제4의 인버터회로(112)의 출력신호는 그 후 ATD 어드레스 신호(ATDIN)로서 ATD

회로(114)에 공급됨과 동시에 제2 및 제3의 인버터회로(108, 110)에 공급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ATD 어드

레스 신호(ATDIN)는 버퍼회로(102)의 외측에 제공된 소정의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공급된다.

제4의 인버터회로(112)의 구성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갖는 제2의 인버터회로(108)는 P채널 MOSFET(135b)와 N채

널 MOSFET(136b)의 결합된 게이트에 의해 형성된 입력단자(108a)와 P채널 MOSFET(135b)와 N채널 MOSFET(1

36b)의 결합된 드레인에 의해 형성된 출력단자(108b)를 포함한다. 입력단자(108a)는 제4의 인버터회로(112)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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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112b)에 접속된다. 제2의 인버터회로(108)는 그 출력단자(108b)에서 입력단자(108a)에 인가된 제4의 인버터

회로(112)로부터 출력신호 레벨에 대한 반대의 논리레벨을 갖는 출력신호를 발생한다. 제2의 인버터회로(108)의 출

력신호는 버퍼회로(102)의 두개의 출력신호 중의 한 신호인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이다. 상기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는 그 후 버퍼회로(102) 외측에 제공된 디코더 회로 또는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인가된다.

제4의 인버터회로(112)와 구성이 거의 동일한 제3의 인버터회로(110)는 P채널 MOSFET(135c)와 N채널 MOSFET(

136c)의 결합된 게이트에 의해 형성된 입력단자(110a)와 P채널 MOSFET(135c)와 N채널 MOSFET(136c)의 결합

된 드레인에 의해 형성된 출력단자(110b)를 포함한다. 입력단자(110a)는 제4의 인버터회로(112)의 출력단자(112b)

에 접속된다. 제3의 인버터회로(110)는 입력단자(110a)에 인가된 제4의 인버터회로(112)로부터의 출력신호에 대해 

반대의 논리레벨을 갖는 출력신호를 출력단자(110b)에서 발생한다. 제3의 인버터회로(110)의 출력신호는 그 후 제1

의 인버터회로(106)에 인가된다.

제4의 인버터회로(112)와 구성이 거의 동일한 제1의 인버터회로(106)는 P채널 MOSFET(135d)와 N채널 MOSFET(

136d)의 결합된 게이트에 의해 형성된 입력단자(106d)와 P채널 MOSFET(135d)와 N채널 MOSFET(136d)의 결합

된 드레인에 의해 형성된 출력단자(106d)를 포함한다. 입력단자(106a)는 제3의 인버터회로(110)의 출력단자(110b)

에 접속된다. 제1의 인버터회로(106)는 그 출력단자(106b)에서 입력단자(106a)에 인가된 제3의 인버터회로(110)로

부터의 출력신호에 대해 반대의 논리레벨을 갖는 출력신호를 발생한다. 제1의 인버터회로(106)의 출력신호는 버퍼회

로(102)의 두개의 출력신호 중의 다른 하나의 신호인 어드레스 신호(TRUE)이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TRUE)는 그 

후 버퍼회로(102) 외측에 제공된 디코더 회로 또는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인가된다.

ATD 회로(114)에는 제4의 인버터회로(112)로부터 출력된 ATD 어드레스 신호(ATDIN)가 인가된다. ATD 회로(114

)는 어드레스 신호(ADIN)의 논리레벨의 변화(즉, 어드레스 변화)를 검출하고 그 후 ATD 출력신호(ATDOUT)를 파형

합성 펄스발생회로(116)에 출력한다.

상기 펄스 발생회로(116)는 ATD 회로(114)로부터의 신호(ATDOUT)에 따라 하이(High)레벨로부터 로우(Low)레벨

로 논리상태가 변하는 펄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래치신호(DTL)를 발생하고, 버퍼회로(102) 외측에 제공된 소정의 회

로에 상기 데이터 래치신호(DTL)를 출력한다.

제1의 인버터회로(106)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TRUE)는 버퍼회로(102)의 입력부(104)에 인가된 어드레스 신

호(ADIN)의 파형에 대응하는 파형을 갖는다. 또한, 제2의 인버터회로(108)로부터 출력된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

)는 어드레스 신호(TRUE)의 반전된 파형을 갖는다. 즉,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는 어드레스 신호(TRUE)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전되어 있다. 어드레스 신호(TRUE) 및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는 디코더 회로 또는 회로(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버퍼회로(102) 외측에 위치한 기억부(도시되지 않음)에 인가된다.

데이터 신호는 어드레스 신호(TRUE) 및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에 따라 기억부 각각의 메모리 셀로부터 출력된

다. 기억부에 제공된 래치회로 또는 회로(도시되지 않음)는 데이터 래치신호(DTL)와 동기하도록 상기와 같이 출력된

데이터 신호를 유지(latch)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기술에 따른 버퍼회로(102)에서의 어드레스 신 호(ADIN), 어드레스 신호(TRUE), 반전

된 어드레스 신호(BAR), 전원선을 통해 흐르는 전원전류, 접지선을 통해 흐르는 접지전류, 전원전압 및 접지전압의 

파형을 도시하고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퍼회로(102)에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ADIN)는 타이밍(T101)에서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화되고, 그 후, 타이밍(T102)에서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복귀된다. 어드레스 신호(ADIN)의 상기와 같

은 변화에 따라, 어드레스 신호(TRUE)는 타이밍(T101)에서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화되고 그 후 타이밍(T1

02)에서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복귀된다. 반면에,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는 타이밍(T101)에서 하이 레

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화되고 그 후 타이밍(T102)에서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복귀된다.

공지된 바와 같이, CMOS의 구성를 갖는 MOSFET에 의해 형성된 인버터회로는 입력신호(및 또한 출력신호)가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전환되는 경우에 큰 전류가 흐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106, 108)

는 고전류 구동성을 갖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경향은 더욱 현저해 진다. 특히 큰 전류는 하이의 논리베벨과 로우의 논

리레벨 사이의 입출력신호의 전환시에 제1의 인버터회로(106)에서 MOSFET(135b, 136b)를 통해 흐르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도 2의 곡선(118, 120)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전원전류와 접지전류는 어드레스 신호(TRUE)와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가 하이의 논리레벨과 로우의 논리레벨 사이에서 전환되는 타이밍(T1O1, T1O2)에서 스파이크 

모양으로 크게 변한다. 따라서, 도 2에 부호(R101, R102)로 도시된 바와 같이, 타이밍(T1O1, T1O2)에서 전원전압은

일시적으로 하강하고 접지전압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어드레스 버퍼회로(102)는 어드레스 비트의 수에 따라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많은 구성

을 실제 포함한다. 또한, 어드레스의 비트의 수는 최근에는 매우 많고 그에 따라 버퍼회로(102)의 인버터회로의 수가 

매우 많아, 모든 인버터회로는 어드레스 신호(ADIN)의 논리상태의 변화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전원전압 및 접지전압의 요동(변화) 또는 편차가 매우 커서 무시할 수 없다.

보통, 반도체 기억장치는 버퍼회로(102)용으로 통상 전원선과 접지선을 사용하는 버퍼회로(102) 보다는 다른 회로를

포함한다. 따라서, 전술한 전원전압 및 접지전압의 변동 및 편차는 상기 회로들이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오작동하게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의 논리상태의 변동에 의해 야기된 전원전압 및 접지전압의 변동 및 

편차를 억제하는 버퍼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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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회로구성을 복잡하게 하지 않으면서 버퍼회로에 보통 전원선 및 접지선을 사용하는 다른 회로

의 불안정한 동작 및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버퍼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특별히 언급된 다른 목적과 함께 전술한 목적은 이하의 기술로부터 본 분야의 기술자에게는 명확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버퍼회로는, (a) 제1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1의 MOSFET 및 상기 제1의 도전형과 반대

인 제2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2의 MOSFET를 포함하는 제1의 인버터회로와,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1

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자를 형성하는 상기 제1의 MOSFET의 게이트 및 상기 제2의 MOSFET의 게이트와, 상기 제

1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자에 인가되는 제1의 논리상태에 있는 제1의 입력신호와,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1의 인버터

회로의 출력단자를 형성하는 상기 제1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 및 상기 제2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과, (b) 상

기 제1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3의 MOSFET 및 상기 제2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4의 MOS

FET를 포함하는 제2의 인버터회로와,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자를 형성하는 상기 제3의 MO

SFET의 게이트 및 상기 제4의 MOSFET의 게이트와,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자에 인가되는 상기 제1의 논

리상태와 반대인 제2의 논리상태에 있는 제2의 입력신호와,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출력단자를 형

성하는 상기 제3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 및 상기 제4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과, (c)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의

제1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출력신호를 서로 등화시키며, 상기 제1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한 

제5의 MOSFET 및 상기 제2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6의 MOSFET을 포함하는 등화회로와, 함께 결합

되어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의 출력단자에 접속되는 상기 제5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 및 상기 제6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과,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출력단자에 접속되는 상기 제5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 

및 상기 제6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과, 반대의 논리레벨 상 태의 제어신호가 각각 인가되고 그에 따라 상기 등화

회로를 고 임피던스 또는 저 임피던스의 상태로 설정하는 상기 제5 및 제6의 MOSFET의 게이트와, (d) 상기 제1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제1의 전압선에 접속하거나 상기 제1의 전압선으로부터 단절하고, 상기 제1의 도전형으

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7의 MOSFET를 포함하며, 상기 제7의 MOSFET의 게이트에 인가된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

칭되는 상기 제1의 스위칭회로와, 상기 제1의 MOSFET의 채널의 상기 타단에 접속된 상기 제7의 MOSFET의 채널

의 일단과, (e) 상기 제2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제2의 전압선에 접속하거나 상기 제2의 전압선으로부터 단절

하고, 상기 제2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8의 MOSFET를 포함하며, 상기 제8의 MOSFET의 게이트에 인

가된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칭되는 상기 제2의 스위칭회로와, 상기 제2의 MOSFET의 채널의 상기 타단에 접속된 상

기 제8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과, (f) 상기 제3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1의 전압선에 접속하거나 상

기 제1의 전압선으로부터 단절하고, 상기 제1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9의 MOSFET를 포함하며, 상기 

제9의 MOSFET의 게이트에 인가된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칭되는 상기 제3의 스위칭회로와, 상기 제3의 MOSFET의 

채널의 상기 타단에 접속된 상기 제9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과, (g) 상기 제4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2의 전압선에 접속하거나 상기 제2의 전압선으로부터 단절하고, 상기 제2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10

의 MOSFET를 포함하며, 상기 제10의 MOSFET의 게이트에 인가된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칭되는 상기 제4의 스위칭

회로와, 상기 제4의 MOSFET의 채널의 상기 타단에 접속된 상기 제10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과, (h) 상기 제1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1 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1의 전압선에 접속하고, 상기 제2의 스위칭 회로가 상

기 제2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2의 전압선에 접속하고, 상기 제3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3의 MOSFE

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1의 전압선에 접속하고, 상기 제4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4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2의 전압선에 접속하는 경우에, 고 임피던스 상태로 설정되는 상기 등화회로와, 상기 제2의 논리상태에 있는 

제1의 출력신호를 출력단자에서 발생시키는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 및 상기 제1의 논리상태에 있는 제2의 출력신호

를 출력단자에서 발생시키는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와, (i) 상기 제1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1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1의 전압선으로부터 절단하고, 상기 제2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2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2의 전압선으로부터 절단하고, 상기 제3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3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1의 전압

선으로부터 절단하고, 상기 제4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4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2의 전압선으로부터 

절단하는 경우에, 저 임피던스 상태로 설정되는 상기 등화회로와, 상기 등화회로를 경유하여 서로 접속되고 그 결과 

상기 제1및 제2의 인버터회로의 상기 제1 및 제2의 출력신호가 상기 제1의 논리상태와 상기 제2의 논리상태 사이의 

거의 중간의 논리상태가 되도록 하는 상기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의 출력단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버퍼회로에서, 상기 등화회로가 저 임스던스의 상태인 경우에 출력단자에서 발생된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의 출력신호를 유지(latch)하는 제1의 래치회로와, 상기 등화회로가 고 임스던스의 상태인 경

우에 출력단자에서 발생된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출력신호를 유지(latch)하는 제2의 래치회로를 더 포함하고 있

다.

본 발명에 따른 버퍼회로에서,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자에 인가된 상기 제1의 입력신호는 반도체 기억장치

의 기억부에 공급된 어드레스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버퍼회로에서 상기 등화회로의 상기 제5 및 제6의 MOSFET의 게이트에 인가된 반대의 논리 레벨에 

있는 제어신호는 어드레스 신호의 변화와 동기되도록 형성된 펄스화된 신호이고, 상기 제1 내지 제4의 스위칭 회로 

각각에 인가된 제어신호는 어드레스 신호의 변화와 동기되도록 형성된 펄스화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버퍼회로에서, 상기 등화회로용의 상기 펄스화된 신호 및 각각의 상기 제1 내지 제4의 스위칭 회로용

의 상기 펄스회된 신호는 데이터 래치신호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버퍼회로에서, 상기 제1의 인버퍼 회로에 인가하기 이전의 상기 제1의 입력신호에 인가된 상기 제1의

입력신호를 유지하는 래치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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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버퍼회로에서, 상기 등화회로용의 펄스화된 신호 및 각각의 상기 제1 내지 제4의 스위칭회로용의 펄

스화된 신호는 상기 반도체 기억장치에 인가된 클럭신호에 의해 생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다.

제1의 실시예

(회로 구성)

도 3은 반도체 기억장치용으로 사용되는 본 발명의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를 도시하고 있다.

도 3에 도시된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2)는 입력부(4), 제1의 인버터회로(6), 제2의 인버터회로(8), 

제3의 인버터회로(10), 제4의 인버터회로(12), 제5의 인버터회로(14), 등화회로(16), 어드레스 신호 변화 검출회로(A

TD 회로(18)), 파형 합성펄스 발생회로(20), 제1 및 제2의 래치회로(22, 24)로 구성되어 있다. 도 3에는 단순화를 위

해 어드레스의 1비트분에 관한 구성만이 도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드레스의 비트 수에 대응해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구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입력부(4)는 직렬로 접속된 두개의 P채널 MOSFET(71, 72) 및 병렬로 접속된 두개의 N채널 MOSFET(73, 74)를 포

함하는 2입력 NOR 게이트이다. P채널 MOSFET(71)의 소스는 Vcc의 전원전압이 인가된 전원선에 접속되고 상기 P

채널 MOSFET(71)의 드레인은 P채널 MOSFET(72)의 소스에 접속된다. P채널 MOSFET(72)의 드레인은 N채널 M

OSFET(73, 74)의 결합된 드레인에 접속된다. N채널 MOSFET(73, 74)의 결합된 소스는 접지된다. MOSFET(72, 7

3)의 게이트는 함께 결합되어 입력부(4)의 제1 입력단자(4a)를 형성한다. 상기 제1의 입력단자(4a)에는 버퍼회로(2)

의 외측으로부터 어드레스 신호(ADIN)가 인가된다. MOSFET(71, 74)의 게이트는 함께 결합되어 입력부(4)의 제2 

입력단자(4b)를 형성한다. 상기 제2 입력단자(4b)에는 버퍼회로(2)의 외측으로부터 칩 인에이블 신호(CEB)가 인가

된다. MOSFET(72, 73, 74,)의 결합된 드레인은 입력부(4)의 출력단자(4c)를 형성한다.

칩 인에이블 신호(CEB)가 소정 논리 레벨인 때, 어드레스 신호(ADIN)는 입력부(4)에 들어가 어드레스 신호(ADIN)에

대해 반대의 논리 레벨을 갖는 출력신호는 출력단자(4a)에서 발생된다. 상기와 같이 발생된 출력신호는 그 후 제4의 

인버터회로(12)에 제공된다.

제4의 인버터회로(12)는 드레인이 함께 결합되어 CMOS 구성을 형성하는 P채널 MOSFET(26a)와 N채널 MOSFET(

28a)을 포함한다. P채널 MOSFET(26a)의 소스는 Vcc의 전원선에 접속되고, N채널 MOSFET(28a)의 소스는 접지된

다. MOSFET(26a, 28a)의 게이트는 함께 결합되어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입력단자(12a)를 형성한다. 상기 입력단

자(12a)는 입력부(4)의 출력단자(4c)에 접속된다. MOSFET(26a, 28a)의 결합된 드레인은 회로(12)의 출력단자(12a

)를 형성한다. 상기 회로(12)는 입력단자(12a)에 인가된 출력신호에 대해 반대의 논리 레벨을 갖는 출력신호를 출력

단자(12b)에서 발생한다. 상기와 같이 발생된 회로(12)의 출력신호는 그 후 ATD 입력신호로서 ATD 회로(18)에 공

급됨과 동시에 제2 및 제3의 인버터회로(8, 10)에 공급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ATD 입력신호(ATDIN)는 어

드레스 버퍼회로(2) 외측에 제공된 소정의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또한 공급된다.

상기 ATD 회로(18)에는 ATD 입력신호(ATDIN)로서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출 력신호가 공급된다. 상기 ATD 회

로(18)는 ATD 입력신호(ATDIN)의 논리 레벨의 변화(예컨대, 어드레스 변화)를 검출한다. 회로(18)는 ATD 입력신

호(ATDIN)의 변화가 발생할 때 ATD 출력신호(ATDOUT)를 그 출력단자에서 발생한다.

펄스발생회로(20)에는 상기 ATD 회로(18)로부터의 출력신호(ATDOUT)가 공급된다. 상기 펄스발생회로(2))는 그 

출력단자에서 데이터 래치신호(DTL)를 발생한다. 상기와 같이 발생된 데이터 래치신호(DTL)는 하이 레벨의 논리로

부터 로우 레벨의 논리까지 스위칭되는 펄스화된 신호이다.

제5의 인버터회로(14)는 제4의 인버터회로(12)와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보다 상세하게는, 제5의 인버터회로(1

4)는 드레인이 함께 결합되어 CMOS 구성을 형성하는 P채널 MOSFET(26c)와 N채널 MOSFET(28c)로 구성되어 있

다. P채널 MOSFET(26c)의 소스는 Vcc의 전원선에 접속되고, N채널 MOSFET(28c)의 소스는 접지된다. MOSFET(

26c, 28c)의 게이트는 함께 결합되어 제5의 인버터회로(14)의 입력단자(14a)를 형성한다. 입력단자(14a)에는 펄스

발생회로(20)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MOSFET(26c, 28c)의 드레인은 함께 결합되어 제5

의 인버터회로(14)의 출력단자(14b)를 형성한다. 제5의 인버터회로(14)는 데이터 래치신호(DTL)에 대해 반대의 논

리 레벨을 갖는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를 출력단자(14b)에서 출력한다.

제2의 인버터회로(8)는 직렬로 접속된 두개의 P채널 MOSFET(40b, 41b) 및 병렬로 접속된 두개의 N채널 MOSFET

(42b, 43b)를 포함한다. 상기 P채널 MOSFET(41b)의 소스는 P채널 MOSFET(40b)를 통해 Vcc의 전원선에 접속되

고, 그 드레인은 N채널 MOSFET(42b)의 드레인에 직접 접속된다. P채널 MOSFET(40b)의 게이트에는 펄스발생회

로(2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P채널 MOSFET(40b)의 소스는 상기 N채널 MOSFET(43b

)를 통해 접지된다. 상기 N채널 MOSFET(43b)의 게이트에는 제4의 인버터회로(14)로부터 출력된 반전된 데이터 래

치신호(DTL')가 인가된다. MOSFET(41b, 42b)의 결합된 게이트는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입력단자(8a)를 형성한다

. MOSFET(41b, 42b)의 결합된 드레인은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단자(8b)를 형성한다. 상기 입력단자(8a)는 제

4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단자(12b)에 접속된다.

제2의 인버터회로(8)는 데이터 래치신호(DTL)와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에 의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되도

록 제어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로우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인 경우)에 P채널 MOSFET(40b)와 N채널 MOSFET(43b)는 온의 상태에 있고, 따라서, MOSFET(40b, 43b)의 

소스-드레인 임피던스는 저임피던스이다. 따라서, P채널 MOSFET(41b)의 소스는 P채널 MOSFET(40b)를 경유하여

Vcc의 전원선에 접속되고, 동시에, N채널 MOSFET(42b)의 소스는 N채널 MOSFET(43b)를 경유하여 접지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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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제2의 인버터회로(8)는 활성화 또는 동작가능하고, 회로(8)는 출력단자(8b)에 인가된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신호에 대해 반대의 논리 레벨을 갖는 출력신호(S2)를 출력한다.

반면에,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로우 레벨인 경우), P채널 

MOSFET(40b)와 N채널 MOSFET(43b)는 오프 의 상태이다. 따라서, P채널 MOSFET(40b, 43b)의 임피던스는 고

임피던스이다. 따라서, P채널 MOSFET(41b)의 소스는 P채널 MOSFET(40b)에 의해 Vcc의 전원선으로부터 분리되

거나 절단되고, 동시에, N채널 MOSFET(42b)의 소스는 N채널 MOSFET(43b)에 의해 접지로부터 분리되거나 단절

된다. 따라서, 제2의 인버터회로(8)는 비활성화 또는 비동작가능의 상태가 된다.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제2의 인버터회로(8)에서, P채널 MOSFET(40b)와 N채널 MOSFET(43b)는 P채

널 MOSFET(41b, 42b)에 의해 형성된 CMOS 인버터회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스위치 회로로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제3의 인버터회로는 제4의 인버터회로(12)와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회로(10)는 드레인이 함께 결합되어 

CMOS 구성을 형성하는 P채널 MOSFET(26a)와 N채널 MOSFET(28b)를 포함한다. P채널 MOSFET(26a)의 소스는

Vcc의 전원선에 접속되고, N채널 MOSFET(28a)의 소스는 접지된다. MOSFET(26a, 28a)의 게이트는 함께 결합되

어 회로(10)의 입력단자(10a)를 형성한다. 상기 입력단자(10a)는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단자(12c)에 접속된다

. MOSFET(26a, 28a)의 결합된 드레인은 회로(10)의 출력단자(10a)를 형성한다. 상기 회로(10)는 제4의 인버터회로

(12)의 출력신호에 대해 반대의 논리 레벨을 갖는 출력신호를 출력단자(10b)에서 발생하고, 상기 출력신호는 그 후 

제1의 인버터회로(6)에 공급된다.

제1의 인버터회로(6)는 제2의 인버터회로(8)와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직렬로 접속된 두

개의 P채널 MOSFET(40a, 41a) 및 직렬로 접속된 두개의 N채널 MOSFET(42a, 43a)를 포함한다. 상기 P채널 MOS

FET(41a)의 소스는 P채널 MOSFET(40a)를 통해 Vcc의 전원선에 접속되고, 그 드레인은 N채널 MOSFET(42a)의 

드레인에 직접 접속된다. P채널 MOSFET(40a)의 게이트에는 펄스발생회로(2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래치신호(DTL

)가 인가된다. P채널 MOSFET(42a)의 소스는 상기 N채널 MOSFET(43a)를 통해 접지된다. N채널 MOSFET(43a)의

게이트에는 제5의 인버터회로(14)로부터 출력된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MOSFET(41a, 42a)의 

결합된 게이트는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입력단자(6a)를 형성한다. MOSFET(41a, 42a)의 결합된 드레인은 상기 회

로(6)의 출력단자(6b)를 형성한다. 상기 입력단자(6a)는 제3의 인버터회로(10)의 출력단자(10b)에 접속된다.

제2의 인버터회로(8)와 유사하게, 제1의 인버터회로(6)는 데이터 래치신호(DTL)와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에

의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되도록 제어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로우 레벨인 경우(즉, 반전

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인 경우)에, P채널 MOSFET(40a)와 N채널 MOSFET(43a)는 온의 상태로 변

하고, 따라서, MOSFET(40a, 43a)의 소스-드레인 임피던스는 저임피던스이다. 따라서, P채널 MOSFET(41a)의 소

스는 P채널 MOSFET(40a)를 경유하여 Vcc의 전원선에 접속되고, 동시에, N채널 MOSFET(42a)의 소스는 N채널 M

OSFET(43a)를 경유하여 접지된다. 따라서, 제1의 인버터회로(6)는 활성화 또는 동작가능이 상태에 있고, 회로(6)는 

제3의 인버터회로(10)의 출력신호에 대해 반대의 논리 레벨을 갖는 출력신호(S1)를 출력한다.

반면에,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 신호(DTL')가 로우 레벨인 경우), P채널 

MOSFET(40a)와 N채널 MOSFET(43a)는 오프의 상태이다. 따라서, P채널 MOSFET(40a, 43a)의 임피던스는 고임

피던스이다. 따라서, P채널 MOSFET(41a)의 소스는 P채널 MOSFET(40a)에 의해 Vcc의 전원선으로부터 분리되거

나 절단되고, 동시에, N채널 MOSFET(42a)의 소스는 N채널 MOSFET(43a)에 의해 접지로부터 분리되거나 단절된

다. 따라서, 제1의 인버터회로(6)는 비활성화 또는 비동작가능의 상태가 된다.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제1의 인버터회로(6)에서, P채널 MOSFET(40a)와 N채널 MOSFET(43a)는 P채

널 MOSFET(41a, 42a)에 의해 형성된 CMOS 인버터회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스위치 회로로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등화회로(16)는 P채널 MOSFET(34)와 N채널 MOSFET(36)로 구성된다. 상기 P채널 MOSFET(34)의 소스와 상기 

N채널 MOSFET(36)의 드레인은 함께 결합되어 지점(point)(30b)에서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단자(8b)에 접속

된다. 상기 P채널 MOSFET(34)의 드레인과 상기 N채널 MOSFET(36)의 드레인은 함께 결합되어 지점(point)(30a)

에서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단자(6b)에 접속된다. P채널 MOSFET(34)의 게이트에는 제5의 인버터회로(14)에 

의해 출력된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N채널 MOSFET(36)의 게이트에는 펄스 발생회로(20)에 의

해 출력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등화회로(16)에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로우 레벨인 경

우), MOSFET(34, 36) 양쪽 모두는 온의 상태 이고, 따라서, MOSFET(34, 36)의 임피던스는 높다. 즉, 등화회로(16)

는 저임피던스의 상태에 놓여진다. 따라서, 등화회로(16)의 개략 단락상태에 기인하여,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

단자(6b)와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단자(8b)는 등화회로(16)를 통해 서로 접속된다. 따라서, 제1 및 제2의 인버

터회로(6,8)의 출력신호(S1, S2)는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의 사이의 중간의 레벨을 갖도록 등화된다. 중간의 레벨을 

갖는 신호(S1, S2)는 그 후 제1 및 제2의 래치회로(22, 24)에 각각 공급된다.

반면에,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로우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의 상태에 있는 

경우), MOSFET(34, 36)는 오프의 상태에 있고, 따라서, MOSFET(34, 36)의 임피던스는 낮다. 즉, 등화회로(16)는 

고임피던스의 상태에 놓여진다. 따라서,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단자(6b)는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단자(8b

)로부터 분리되거나 절단된다. 따라서,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8)의 출력신호(S1, S2)는 등화작용이 없이 제1 및 

제2의 래치회로(22, 24)에 독립적으로 각각 공급된다.

상기 제1의 래치회로(22)는 P채널 MOSFET(46a), N채널 MOSFET(48a), 인버터회로(50a) 및 클럭 인버터회로(52a

)로 구성되어 있다. P채널 MOSFET(46a)의 소스는 N채널 MOSFET(48a)의 드레인에 접속되어 제1의 래치회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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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력단자(22a)를 형성한다. P채널 MOSFET(46a)의 드레인은 N채널 MOSFET(48a)의 소스에 접속되어 제1의 래

치회로(22)의 입력단자(22a)를 형성한다. 상기 입력단자(22a)는 지점(30a)에 접속된다. P채널 MOSFET(46a)의 소

스와 N채널 MOSFET(48a)의 드레인은 함께 결합되 어 인버터회로(50a)의 입력단자에 접속된다. N채널 MOSFET(4

8a)에는 제5의 인버터회로(14)로부터 출력된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P채널 MOSFET(46a)의 

게이트에는 펄스 발생회로(2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인버터회로(50a)의 출력단자는 클

럭 인버터회로(52a)의 입력단자에 접속되어 제1의 래치회로(22)의 출력단자(22b)를 형성한다. 상기 클럭 인버터회로

(52a)의 출력단자는 인버터회로(50a)의 입력단자에 접속된다. 상기 클럭 인버터회로(52a)에는 제어신호로서 데이터 

래치신호(DTL)와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상기 제1의 래치회로(22)는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신호(S1)에 대해 반대의 논리레벨을 갖는 신호를 유지(latch)

하고 상기 유지된 신호를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로서 출력단자(22b)에서 출력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데이터 래

치신호(DTL)가 로우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인 경우), MOSFET(46a, 48a) 양쪽

모두는 온의 상태이고, 따라서,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신호(S1)는 인버터회로(50a)의 입력단자에 인가된다. 이

때, 클럭 인버터회로(52a)는 비활성화되고 그 결과로서 인버터회로(50a)는 출력신호(S1)에 대해 반대의 논리를 갖는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를 출력한다.

반면에,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로우 레벨인 경우), MOSF

ET(46a, 48a)는 오프의 상태에 있고, 따라서, 출력신호(S1)는 인버터회로(50a)의 입력단자에 인가되지 않는다. 이때,

클럭 인버터회로(52a)는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서 양(positive)의 피드백 루프가 인버터 회로(50a) 및 클럭 인버터회

로(52a)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하기 직전(즉, 반전된 데

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하기 직전)의 출력신호(S1)에 대한 반대의 논리레벨을 갖는 

신호가 유지된다. 상기와 같이 유지된 신호는 그 후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로서 출력단자(22b)에서 출력된다.

제2의 래치회로(24)는 제1의 래치회로(22)와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다 상세히 언급하면, 제2의 래치회

로(24)는 P채널 MOSFET(46b), N채널 MOSFET(48b), 인버터회로(50b) 및 클럭 인버터회로(52b)로 구성되어 있다.

P채널 MOSFET(46b)의 소스는 N채널 MOSFET(48b)의 드레인에 접속되어 제2의 래치회로(24)의 입력단자(24a)를

형성한다. P채널 MOSFET(46b)의 드레인은 N채널 MOSFET(48b)의 소스에 접속되어 제2의 래치회로(22)의 입력

단자(24a)를 형성한다. 상기 입력단자(24a)는 지점(30b)에 접속된다. P채널 MOSFET(46b)의 소스와 N채널 MOSF

ET(48b)의 드레인은 함께 결합되어 인버터회로(50b)의 입력단자에 접속된다. N채널 MOSFET(48b)에는 반전된 데

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P채널 MOSFET(46b)의 게이트에는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인버터회

로(50b)의 출력단자는 클럭 인버터회로(52b)의 입력단자에 접속되어 제2의 래치회로(24)의 출력단자(24b)를 형성한

다. 상기 클럭 인버터회로(52b)의 출력단자는 인버터회로(50b)의 입력단자에 접속된다. 상기 클럭 인버터회로(52b)

에는 제어신호로서 데이터 래치신호(DTL)와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인가된다.

상기 제1의 래치회로(22)와 유사하게, 상기 제2의 래치회로(24)는 제2의 인 버터회로(8)의 출력신호(S2)에 대해 반

대의 논리레벨을 갖는 신호를 유지(latch)하고 상기 유지된 신호를 어드레스 신호(TRUE)로서 출력단자(24b)에서 출

력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로우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

벨인 경우), MOSFET(46b, 48b) 양쪽 모두는 온의 상태가 되고, 따라서,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신호(S2)는 인

버터회로(50b)의 입력단자에 인가된다. 이때, 클럭 인버터회로(52b)는 비활성화되고 그 결과로서 인버터회로(50b)는

출력신호(S2)에 대해 반대의 논리를 갖는 어드레스 신호(TRUE)를 출력한다.

반면에,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로우 레벨인 경우), MOSF

ET(46b, 48b)는 오프의 상태로 되고 , 따라서, 출력신호(S2)는 인버터회로(50b)의 입력단자에 인가되지 않는다. 이

때, 클럭 인버터회로(52b)는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서 양(positive)의 피드백 루프가 인버터회로(50b) 및 클럭 인버터

회로(52b)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하기 직전(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하기 직전)의 출력신호(S2)에 대한 반대의 논리레벨을 갖

는 신호가 유지된다. 상기와 같이 유지된 신호는 그 후 어드레스 신호(TRUE)로서 출력단자(24b)에서 출력된다.

제2의 래치회로(2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TRUE)는 입력부(4)에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ADIN)에 대응하는 파

형을 갖는다. 상기 제1의 래치회로(22)로부터 출력된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는 어드레스 신호(TRUE)의 반전된

파형을 갖 는다.어드레스 신호(TRUE)와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는 그 후 디코더 회로 등의 회로(도시되지 않음)

에 의해 기억부(도시되지 않음)에 공급된다. 상기 기억부 및 디코더 회로 등은 어드레스 버퍼회로(2)의 외측에 위치한

다. 펄스 발생회로(2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래치신호(DTL)는 또한 상기 기억부에 공급된다.

상기 기억부에서, 데이터 신호는 어드레스 신호(TRUE)와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를 따라 소정의 메모리 셀로부

터 출력된다. 그에 따라, 기억부내의 래치회로 등의 회로(도시되지 않음)는 데이터 래치신호(DTL)와 동기되도록 판독

된다.

(회로동작)

이하,도 3의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2)의 동작이 도 4에 도시된 파형도를 참조하면서 기술될 것이다

.

여기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버퍼회로(2)에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ADIN)는 타이밍(T1)에서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하고, 타이밍(T2)에서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복귀한다. 칩 인에이블신호(CEB

)는 타이밍(T0)이전에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했고, 그에 따라 어드레스 신호(ADIN)는 타이밍(T0)에서 이미

입력부(4)에 공급되어 있다. 제1의 래치회로(22)는 하이 레벨을 갖는 신호를 이미 유지하였고, 제2의 래치회로(24)는

타이밍(T0)에서 로우 레벨을 갖는 신호를 이미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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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T0)에서, 어드레스 신호(ADIN)는 로우 레벨에 있고 입력부(4)의 출력신호는 하이 레벨에 있다. 또한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신호(즉, ATD 입력신 호(ADTIN))는 로우 레벨에 있고 제3의 인버터회로(10)의 출력신호는 

하이 레벨에 있다. 펄스 발생회로(2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래치신호(DTL)는 하이 레벨에 있고 제5의 인버터회로(14

)로부터 출력된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는 로우 레벨에 있다.

더욱, 타이밍(T0)에서, 제1의 인버터회로(6)의 P채널 MOSFET(40a)와 N채널 MOSFET(42a)는 오프 상태에 있고 

그에 따라 제1 인터버회로(6)는 비활성 상태에 있다. 제2의 인버터회로(8)의 P채널 MOSFET(40b)와 N채널 MOSFE

T(42b)는 오프 상태에 있고 그에 따라 제2의 인버터회로(8)는 비활성 상태에 있다. 비활성의 상태에서, 서로 논리 레

벨이 다른 원치 않는 신호가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 8)의 출력단자(6b, 8b)에서 각각 유도된다. 상기 원인은 P채

널 MOSFET(41a, 41b)의 게이트의 이웃 및 N채널 MOSFET(42a, 42b)의 게이트의 이웃에 존재하는 기생용량에 기

인하기 때문이다.

등화회로(16)에서, 타이밍(T0)에서, P채널 MOSFET(34)와 N채널 MOSFET는 온의 상태에 있다. 그에 따라 제1 인

터버회로(6)의 출력단자(6b) 및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단자(8b)는 등화회로(16)를 경유하여 서로 단락되거나 

접속된다. 따라서, 타이밍(T0)에서의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신호(S1)와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신호(S2)는

상기 등화회로(16)에 의해 논리 레벨에 있어서 등화되고, 그 결과 양 신호(S1, S2)는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 사이의 

중간 레벨에 있게 된다.

이 경우(즉, 타이밍(T0)에서), 제1의 래치회로(22)에서, P채널 MOSFET(46a)와 N채널 MOSFET(48a)는 오프 상태

가 된다. 따라서, 출력신호(S1)는 제1의 래치회 로(22)의 인버터회로(50a)에 인가되지 않고 그 결과 회로(22)에서 출

력된 어드레스 신호(BAR)는 하이 레벨에 있게 된다. 제2의 래치회로(24)에서, 제1의 래치회로(22)와 유사하게, P채

널 MOSFET(46b)와 N채널 MOSFET(48b)는 오프 상태가 된다. 따라서, 출력신호(S2)는 제2의 래치회로(24)의 인버

터회로(50b)에 인가되지 않고 그 결과 회로(2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TRUE)는 하이 레벨에 있게 된다.

그 후에, 타이밍(T1)에서, 어드레스 신호(ADIN)는 로우 레벨로부터하이 레벨로 변한다. 이때, 입력부(4)의 출력신호

는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하고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츨력신호(즉, 신호(ATDIN))는 로우 레벨로부터 하

이 레벨로 변하고, 제3의 인버터회로(10)의 출력회로는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한다.

ATD 회로(18)에서, 타이밍(T1)에서, ATD 입력신호(ATDIN)의 논리 레벨의 변화는 검출되고 그 후 출력신호(ATDO

UT)는 펄스 발생회로(20)에 출력된다.

상기 펄스 발생회로(20)에서, 소정의 펄스 폭을 갖는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발생되어 출력된다. 상기와 같이 발생

된 데이터 래치신호(DTL)는 타이밍(T1)에서는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하고, 타이밍(T1')에서는 로우 레벨

로부터 하이 레벨로 복귀한다.

제4의 인버터회로(14)에서,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가 발생되어 출력된다.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는 

타이밍(T1)에서는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하고, 타이밍(T1')에서는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복귀한다.

제1의 인버터회로(6)에서, 타이밍(T1)에서, P채널 MOSFET(40a)와 N채널 MOSFET(42a)는 온의 상태로 변하고 그

에 따라 제1 인터버회로(6)는 활성화 된다. 따라서,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화된 제3의 인버터회로(10)는 제

1의 인버터회로(6)에 공급된다. 유사하게, 제2의 인버터회로(8)에서, P채널 MOSFET(40b)와 N채널 MOSFET(43b) 

타이밍(T1)에서 온으로 변하고 그에따라 회로(8)는 활성화된다. 따라서,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한 제4의 인

버터회로(12)의 출력신호는 제2의 인버터회로(8)에 공급된다.

등화회로(16)에서, 타이밍(T1)에서, P채널 MOSFET(34)와 N채널 MOSFET(36)는 오프의 상태로 변한다. 그에 따

라,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단자(6b)는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단자(8b)로부터 분리되거나 단절된다. 그 결

과,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신호(S1)는 중간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하고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신호(S

2)는 중간 레벨로 부터 로우 레벨로 변한다.

상기 제1의 래치회로(22)에서, 타이밍(T1)에서, P채널 MOSFET(46a)와 N채널 MOSFET(48a)는 온의 상태로 변한

다. 따라서,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신호(S1)는 제1의 래치회로(22)의 인버터회로(50a)에 인가된다. 그 결과, 회

로(22)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BAR)는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한다.

제2의 래치회로(24)에서, 타이밍(T1)에서 제1의 래치회로(22)와 유사하게, P채널 MOSFET(46b)와 N채널 MOSFE

T(48b)는 온으로 변하고 따라서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신호(S2)는 제2의 래치회로(24)의 인버터회로(50b)에 

인가된다. 따라서, 회로(2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TRUE)는 로우 레벨로 변한다.

이어서, 타이밍(T1')에서, 데이터 래치신호(DTL)는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 벨로 변한다(즉,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

호(DTL')는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한다). 그 후, 제1의 인버터회로(6)의 P채널 MOSFET(40b)와 N채널 MO

SFET(42a)는 오프로 변하고 그에 따라 회로(6)가 비 활성화 된다. 유사하게, 제2의 인버터회로(8)의 P채널 MOSFE

T(40b)와 N채널 MOSFET(42a)는 오프로 변하고 그에 따라 회로(8)가 역시 비활성화 된다. 비 활성의 상태에서, 타

이밍(T0)의 경우와 유사하게, 서로 반대의 논리 레벨을 갖는 출력신호(S1, S2)는 P채널 MOSFET(41a, 41b)의 게이

트의 주위 및 N채널 MOSFET(42a, 42b)의 게이트의 주위에 존재하는 기생용량에 기인하여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

로(6, 8)의 출력단자(6b, 8b)에서 각각 유도된다.

등화회로(16)에서, 타이밍(T1')에서, P채널 MOSFET(34)와 N채널 MOSFET는 온의 상태에 있고 그에 따라 제1 인

터버회로(6)의 출력단자(6b) 및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단자(8b)는 등화회로(16)를 통해 접속된다. 상기는 타이

밍(T1)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인버터회로(6, 8)의 출력신호(S1, S2)는 회로(16)에 의해 등화된다. 그 결과, 출

력신호(S1)는 하이 레벨로부터 증간 레벨로 변하고, 동시에 출력신호(S2)는 로우 레벨로부터 증간 레벨로 변한다.

제1 래치히로(22)에서, 타이밍(T1')에서, P채널 MOSFET(46a)와 N채널 MOSFET(48a)는 오프로 변하고, 그에 따라

, 제1의 래치회로(22)의 인버터회로(50a)에 대한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신호(S1)의 공급은 중단된다. 또한 클럭

인버터회로(52a)는 타이밍(T1')에서 활성화되므로, 인버터회로(50a)와 클럭 인버터회로(52a)는 양(positive)의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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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루프를 형성한다. 그 결과, 타이밍(T1') 의 바로 직전의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의 논리 레벨은 타이밍(T1')에

서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상기의 의미는 반전되 어드레스 신호(BAR)는 다음의 타이밍(T2)까지 로우 레벨에서 유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의 래치회로(24)에서, 타이밍(T1')에서, 제1의 래치회로(22)와 유사하게, P채널 MOSFET(46b)와 N채널 MOSFE

T(48b)는 오프로 변하고, 그에 따라, 제2의 래치회로(24)의 인버터회로(50b)에 대한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신

호(S2)의 공급은 중단된다. 또한 클럭 인버터회로(52b)는 타이밍(T1')에서 활성화되므로, 인버터회로(50b)와 클럭 

인버터회로(52b)는 양(positive)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그 결과, 타이밍(T1')의 바로 직전의 어드레스 신호(TRU

E)의 논리 레벨은 타이밍(T1')에서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상기의 의미는 어드레스 신호(TRUE)는 다음의 타이밍(T2

)까지 하이 레벨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타이밍(T2, T3) 동안의 동작은 각각의 어드레스 신호(ADIN), 데이터 래치신호(DTL),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

호(DTL'),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 8)의 출력신호(S1, S2), 어드레스 신호(TRUE) 및 어드레스 신호(BAR)가 논

리적으로 반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타이밍(T1 내지 T2) 동안의 동작과 동일하다. 따라서, 그 설명은 단순화를 위해 

생략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3의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에서, 제 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 8)의 각각의 출

력신호(S1, S2)는 어드레스 신호(ADIN)의 논리 레벨의 변화에 따라 중간 레벨로부터 로우 또는 하이 레벨로 변한다. 

즉,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력신호(S1, S2)의 전압 변화(V1, V2)는 폭이 감소된다. 따라서, 제1의 인버터회로(6)

의 MOSFET(40a, 41a, 42a, 43a)를 통해 흐르는 전류 변화 및 제2의 인버터회로(8)의 MOSFET(40b, 41b, 42b, 43

b)를 통해 흐르는 전류 변화는 종래의 어드레스 버퍼회로(102)에 비해 감소된다. 그 결과,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원 및 접지전위의 변동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도 4의 마크(R1, R2)에 의해 지시된 바오 같이 전원전압(VCC) 및 접

지전위의 변동을 억제한다.

제1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2)는 어드레스 비트수에 따라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많은 구성을 실

제로 포함하므로, 회로(2)는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 8)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 다른 많은 인버터회로(도시되지 않

음)를 포함한다. 또한, 반도체 기억장치에서의 어드레스 비트수는 최근에는 매우 많고 그에 따라 회로(2)내의 인버터

회로의 수도 매우 많고 모든 인버터회로는 보통 어드레스 신호(ADIN)의 논리상태와 동시에 동작한다. 그러나, 회로(2

)에서는 접지전류 및 전압(Vcc)의 변동이 억제된다. 따라서, 어드레스 퍼버회로(2)용으로 전원 및 접지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다른 회로의 불안정한 동작 및 오작동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더욱,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 사이의 중간의 논리 레벨을 갖는 신호를 발행하기 위해, 어드레스 버퍼회로(2)는 논리 

레벨이 서로 다른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 8)에서 입력되거나 출력된다는 점을 이용한다. 따라서, 상기 목적을 위

한 여분의 전원회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회로구성이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활성상태에서의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 8)의 출력신호(S1, S2)는 제1 및 제2의 래치회로(22, 24)에 의해 

벼동도지 않고 유지된다. 따라서, 중간의 논리 레벨을 갖는 원하지 않는 신호가 반전된 어드레스 신호(BAR) 또는 어

드레스 신호(TRUE)로서 버퍼회로(2)로부터 출력될 가능성이 없다.

(테스트 결과)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종래기술에 의한 어드레스 버퍼회로(102)와 도 3에 도시된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

퍼회로(2)에 의한 전원전압, 접지전압, 전원전류 및 접지전류의 변동 결과를 측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발명자는 

본 발명의 장점을 확인하고자 측정을 실행했다. 도 5에서 독창적인 본 회로(2)의 측정결과는 실선으로 표시되고 종래

기술에 의한 측정결과는 파선으로 표시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버퍼회로(2)의 전원전압, 접지전압, 전원전류 및 접지전류의 변화는 어드레스 신

호(ADIN)의 논리상태가 변했던 때의 타이밍(T1, T2)에서 종래의 어드레스 버퍼회로(102)의 전원전압, 접지전압, 전

원전류 및 접지전류의 변화보다 작았다.

이하의 표 1 및 2는 전원전압, 접지전압, 전원전류 및 접지전류의 피크값을 도시하고 있다. 표 1 및 2의 번호(a 내지 h

, 및 A 내지 H)는 도 5에 도시된 피크 또는 지점(point)를 나타낸다.

[표 1]

종래기술 제1 실시예 효과

a : 전원전류의 변화 (mA) 3.13 (A) : 전원전류의 변화 (mA) 2.28 27.2% 감소

b : 전원전압의 변화 (V) -0.34 (B) : 전원전압의 변화 (V) -0.23 32.4% 감소

c : 전원전류의 변화 (mA) -3.20 (C) : 전원전류의 변화 (mA) -2.32 27.5% 감소

d : 전원전압의 변화 (V) 0.33 (D) : 전원전압의 변화 (V) 0.24 27.3% 감소

[표 2]

종래 회로 본 실시형태 예 효과

e : 전원전류의 변화 (mA) 3.04 E : 전원전류의 변화 (mA) 1.98 34.9%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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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전원전압의 변화 (V) -0.34 G : 전원전압의 변화 (V) -0.20 41.2% 감

g : 전원전류의 변화 (mA) -3.04 G : 전원전류의 변화 (mA) -2.01 33.9% 감

g : 전원전압의 변화 (V) 0.32 H : 전원전압의 변화 (V) 0.21 34.4% 감

표 1 및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2)의 전원전압, 접지전압, 전원전류 및 접지

전류의 변화는 종래의 어드레스 버퍼회로(102) 보다 27% 이상 감소되었다. 특히, 어드레스 신호(ADIN)가 하이 레벨

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화된 경우에, 변호를 억제하는 효과가 두드러져 상기 감소량은 최대 41%정도 감소하였다.

제2의 실시예

도 6은 본 발명의 제2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2A)을 도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기 어드레스 버퍼회로(

2A)는 입력부(4), 제1의 인버터회로(6), 제2의 인버터회로(8), 제3의 인버터회로(10), 제4의 인버터회로(12), 제1의 

래치회로(22), 제2의 래치회로(24) 및 제3의 래치회로(60)로 구성되어 있다. 제2의 실시 예에 따른 구성과 제1의 실

시예에 따른 구성은 제5의 인버터회로(14)가 생략되었고, 제3의 래치회로(60) 및 인버터회로(61)가 추가되었고, 클

록신호(CLK)가 데이터 래치신호(DTL) 대신에 제어신호로서 사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어드레스 버퍼회로(2A)에서의 입력부(4), 제1, 제2, 제3 및 제4의 인버터회로(6, 8, 10, 12), 및 제1 및 제2의 래치회

로(22, 24)는 도3의 제1의 실시예에 다른 회로(2)와 구성이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 동일한 소자에

는 도 3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동일한 부호를 붙임으로써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2A)에 있어서,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단자

는 제3의 래치회로(60)를 경유하여 제2 및 제3의 인버터회로(8, 10)의 입력단자(8a, 10a)에 공통으로 접속된다.

제3의 래치회로(60)는 두개의 P채널 MOSFET(91, 93), 두개의 N채널 MOSFET(92, 94) 및 3개의 인버터회로(81, 8

2, 83)으로 구성되어 있다.

P채널 MOSFET(91)의 소스는 N채널 MOSFET(92)의 드레인에 접속되어 회로(60)의 입력단자(60a)를 형성한다. P

채널 MOSFET(91)의 드레인과 N채널 MOSFET(92)의 소스는 함께 결합되어 인버터회로(81)의 입력단자에 접속된

다. MOSFET(93)의 소스는 MOSFET(94)의 드레인과 결합되어 MOSFET(91, 92)의 결합된 드레인과 소스에 접속된

다. MOSFET(91, 92)의 결합된 드레인과 소스는 인버터회로(82)의 출력단자에 접속된다. MOSFET(92, 93)의 게이

트는 함께 결합되어 반도체 기억장치를 제어하는 클록신호(CLK)가 인가된다. 상기 클록신호(CLK)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2A)로부터 전송된다. P채널 MOSFET(91, 94)의 게이트는 함께 결합되어 반전된 클럭신호(CLK')가 인가된다. 

상기 반전된 클럭신호(CLK')는 회로(2A) 외측에 위치한 인버터회로(61)에 의해 생성되어 전송된다.

인버터회로(81)의 입력단자는 인버터히로(82, 83)의 입력단자에 공통으로 접속된다. 인버터회로(83)의 출력단자는 

제3의 래치회로(60)의 출력단자를 형성하여, 제2 및 제3의 인버터회로(8, 10)의 입력단자(8a, 10a)에 공통으로 접속

된다.

제3의 래치회로(60)는 입력단자(60a)에서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신호를 수신한다. 그 후, 회로(60)는 클록신

호(CLK) 및 반전된 클럭신호(CLK')와 동기되도록 회로(12)의 출력신호에 대한 반대의 논리 레벨을 갖는 신호를 유지

(latch)한다. 그 후, 회로(60)는 유지된 신호에 대한 반대의 논리 레벨을 갖는 신호(즉, 회로(12)의 출력신호와 동일한 

논리 레벨을 갖는 신호)를 제2 및 제3의 인버터회로(8, 10)에 공급한다.

클록신호(CLK)가 로우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클럭신호(CLK')가 하이 레벨인 경우), P채널 MOSFET(91, 92)는 오

프로 변해 인버터회로(81)로의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신호의 공급을 중단한다. 이때, MOSFET(93, 94)는 온

으로 변하고 따라서, 인버터회로(81, 82)는 양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따라서, 클록신호(CLK)가 로우 레벨로 변

하기 직전(즉, 반전된 클럭신호(CLK')가 하이 레벨로 변하기 직전)의 타이밍에서의 회로(12)의 출력신호에 대한 반대

의 논리를 갖는 신호는 제3의 래치히로(60)에서 유지(latch)된다. 상기와 같이 유지된 신호는 그 후 인버터회로(83)를

통해 제2 및 제3의 인버터회로(8, 10)에 공급된다.

반면에, 클록신호(CLK)가 하이 레벨인 경우(즉, 반전된 클럭신호(CLK')가 로 우 레벨인 경우), P채널 MOSFET(91, 

92)는 온으로 변해 인버터회로(81)로의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신호의 공급을 중단한다. 이때, MOSFET(93, 9

4)는 오프로 변하고 따라서 인버터회로(81, 82)는 양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로(12)의 출력신

호는 인버터회로(81, 83)를 통해 제2 및 제3의 인버터회로(8, 10)에 공급된다.

클록신호(CLK)는 제1의 인버터회로(6)의 P채널 MOSFET(40a), 제2의 인버터회로(8)의 P채널 MOSFET(40b), 제1

의 래치회로(22)의 N채널 MOSFET(48a), 및 제2의 래치회로(24)의 N채널 MOSFET(48b)에 대한 제어신호로서 인

가된다. 상기 반전된 클럭신호(CLK')는 제1의 인버터회로(6)의 N채널 MOSFET(43a), 제2의 인버터회로(8)의 N채널

MOSFET(43b), 제1의 래치회로(22)의 P채널 MOSFET(46a), 및 제2의 래치회로(24)의 P채널 MOSFET(46b)에 대

한 제어신호로서 인가된다.

다음에, 도 6의 제2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2A)의 동작이 도 7을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버퍼회로(2A)에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ADIN)는 타이밍(11)에서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화되고 타이밍(11')에서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복귀한다.

반면에, 클록신호(CLK)는 타이밍(T11)에서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하고 타이밍(11')에서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복귀한다. 더욱이, 클록신호(CLK)는 타이밍(T12)에서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화하고 타이밍(T

12')에서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복귀한다.

반전된 클럭신호(CLK')는 타이밍(T11)에서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화되고 그 후 타이밍(11')에서 로우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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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하이 레벨로 복귀한다. 반전된 클럭신호(CLK')는 타이밍(12)에서 하이레베롤부터 로우 레벨로 변화되고 그 

후 타이밍(T12')에서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복귀한다.

타이밍(11')과 타이밍(T11) 및 타이밍(T12')과 타이밍(T12)의 사이의 시간주기는 "어드레스 셋업 시간주기"이다. 타

이밍(11')과 타이밍(T12) 및 타이밍(T12')과 타이밍(T13)의 사이의 시간주기는 "정규 액세스 시간주기"이다.

어드레스 신호(ADIN)가 타이밍(T11)에서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화되면, 입력부(4)의 출력신호는 하이 레

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화됨과 동시에 제4으ㅢ 인버터회로(12)의 출력신호는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화된

다.

타이밍(T11)에서, 제3의 래치회로(60)에서, P채널 MOSFET(91)와 N채널 MOSFET(92)는 온으로 변하고, P채널 M

OSFET(93)와 N채널 MOSFET(94)는 클록신호(CLK) 및 반전된 클럭신호(CLK')에 의해 오프로 변한다. 따라서, 제4

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신호는 인버터회로(81, 83)를 통해 회로(60)의 출력단자(60b)에 출력된다. 따라서, 제3의 

래치신호(60)의 출력신호는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화된다. 상기와 같은 제3의 래치회로(60)의 출력신호의 

변화에 기인하여, 제3의 인번터회로(10)의 출력신호는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변화된다.

타이밍(T11)에서, 제1의 인버터회로(6)에서, P채널 MOSFET(40a)와 N채널 MOSFET(43a)는 클록신호(CLK)와 반

전된 클럭신호(CLK')에 의해 오프로 변한다. 유사하게, 제2의 인번터회로(8)에서, P채널 MOSFET(40b)와 N채널 M

OSFET(43b)는 클록 신호(CLK)와 반전된 클럭신호(CLK')에 의해 타이밍(T11)에서 오프로 변해 제2의 인버터회로(

8)를 비활성화 시킨다. 상기 비활성화 상태에서, P채널 MOSFET(41a,41b)의 게이트의 주위 및 N채널 MOSFET(42a

, 42b)의 주위에 존재하는 기새용량에 기인하여 서로 다른 논리 레벨을 갖는 원치 않는 신호가 제1 및 제2의 인버터

회로(6, 8)의 출력단자(6b, 8b)에서 유도(induce)된다.

타이밍(T11)에서, 등화회로(16)에서 P채널 MOSFET(34)와 N채널 MOSFET(36)는 온으로 볕하고, 그에 따라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단자(6b)와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단자(8b)를 서로 접속한다. 그 결과, 타이밍(T11)에서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 8)의 원치 않는 신호는 등화회로(16)를 경유하여 등하되고 그 결과 하이 레벨과 로우 레

벨 사이의 중간 레벨의 논리에서의 출력신호(S1, S2)가 된다.

다음의 타이밍(T11')에서, 클록신호(CLK)가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즉, 반전된 클럭신호(CLK')가 로우 레벨로

부터 하이 레벨로) 변화된다면, P채널 MOSFET(91)와 N채널 MOSFET(92)는 오프로 변하고 P채널 MOSFET(93)와

N채널 MOSFET(94)는 제3의 래치히로(60)에서 온으로 변한다. 그 결과,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신호의 인버

터회로(81)로의 입력은 중단됨과 동시에 양의 피드백 루프가 인버터회로(81, 82)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제3의 래

치회로(60)의 출력신호는 타이밍(T11')의 이후에도 하이 레벨에서 유지된다.

제3의 인버터회로(10)의 출력신호는 타이밍(T11')에서 로우 레벨을 유지된다.

타이밍(T11')에서, 제1의 인버터회로(6)에서,P채널 MOSFET(40a)와 N채널 MOSFET(42a)는 클록신호(CLK)와 반

전된 클럭신호(CLK')에 의해 온으로 변해 제1의 인버터회로(6)를 활성화 시킨다 활성화된 제1의 인버터회로(6)에는 

논리 레벨이 로우인 제3의 인버터회로(10)의 출력신호가 인가된다. 유사하게, 제2의 인버터회로(8)에서, P채널 MOS

FET(40b)와 N채널 MOSFET(43b)는 클록신호(CLK)와 반전된 클럭신호(CLK')에 의해 온으로 되어 제2의 인버터회

로(8)를 활성화 시킨다. 상기 활성화된 제2의 인버터회로(8)에는 논리 레벨이 하이인 제3의 래치회로(60)의 출력신호

가 인가된다.

타이밍(T11')에서, P채널 MOSFET(34)와 N채널 MOSFET(36)는 등화회로(16)에서 오프로 변해 제2의 인버터회로(

8)의 출력단자(8b)로부터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단자(6b)를 분리하거나 단절시킨다. 그 결과, 제1의 인버터회

로(6)의 출력신호(S1)는 중간 레벨의 논리로부터 하이 레벨의 논리로 변함과 동시에 제2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신

호는 중간레벨의 논리로부터 로우 레벨의 논리로 변화된다.

다음의 타이밍(T12)에서, 클록신호(CLK)가 로우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즉, 반전된 클럭신호(CLK')가 하이 레벨로

부터 로우 레벨로) 변화된다면, P채널 MOSFET(91)와 N채널 MOSFET(92)는 온으로 변화되고 P채널 MOSFET(93)

와 N채널 MOSFET(94)는 제3의 래치회로(60)에서 오프로 변화된다. 그 결과,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출력신호는 

인버티회로(81, 83)를 경유하여 회로(60)의 출력단자(60b)에 출력된다. 따라서, 회로(60)의 출력신호는 하이 레벨로

부터 로우 레벨로 변화된다.

제3의 래치회로의 출력신호의 변화에 따르면, 제3의 인버터회로(10)의 출력신호는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

화된다.

타이밍(T12)에서, 제1의 인버터회로(6)에서, P채널 MOSFET(40a)와 N채널 MOSFET(43a)는 클록신호(CLK)와 반

전된 클럭신호(CLK')에 의해 오프로 변해 회로(6)를 비활성화 시킨다. 유사하게, 제2의 인버터회로(8)에서, P채널 M

OSFET(40b)와 N채널 MOSFET(43b)는 클록신호(CLK)와 반전된 클럭신호(CLK')에 의해 타이밍(T12)에서 오프로 

변해 제2의 인버터회로(8)를 비활성화 시킨다.

타이밍(T12)에서, 등화회로(16)에서, P채널 MOSFET(34)와 N채널 MOSFET(36)는 클록신호(CLK)와 반전된 클럭

신호(CLK')에 의해 온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단자(6b)와 제2의 인버터회로(8)의 출력단

자(8b)를 서로 접속한다. 따라서, 타이밍(T11)의 경우와 유사하게,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 8)의 출력신호(S1, S

2)는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의 중간의 논리레벨에 있게 된다.

다음의 타이밍(T12')에서, 클록신호(CLK)가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로 번화되면(즉, 반전된 클럭신호(CLK')가 로

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로 변화되면), P채널 MOSFET(91)와 N채널 MOSFET(92)는 오프로 변화되고 P채널 MOSF

ET(93)와 N채널 MOSFET(94)는 제3이 래치회로(60)에서 온으로 변한다. 그 결과, 제4의 인버터회로(12)의 인버터

회로(81)로의 출력은 중단됨과 동시에 양의 피드백 루프가 인버터회로(81, 83)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제3의 래치

회로(60)의 출력신호는 타이밍(T12')의 이후에도 로우베렐로 유지된다.

타이밍(T12')에서, 제3의 인버터회로(10)의 출력신호는 하이 레벨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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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T12')에서, 제1의 인버터회로(6)에서, P채널 MOSFET(40a)와 N채널 MOSFET(42a)는 클록신호(CLK)와 반

전된 클럭신호(CLK')에 의해 온으로 변화되어 제1의 인버터회로(6)를 활성화시킨다. 상기와 같이 활성화된 회로(6)

에는 논리 레벨이 로우인 제3의 인버터회로(10)의 출력신호가 인가된다. 유사하게, 제2의 인버터회로(8)에서 P채널 

MOSFET(40b)와 N채널 MOSFET(43b)는 클록신호(CLK)와 반전된 클럭신호(CLK')에 의해 온으로 되어 제2의 인

버터회로(8)를 활성화한다. 상기와 같이 활성화된 회로(8)에는 논리레벨이 하이인 제3의 래치회로(60)의 출력신호가 

인가된다.

타이밍(T12')에서, 등화회로(16)에서, P채널 MOSFET(34)와 N채널 MOSFET는 오프로 되어 제2의 인버터회로(8)

의 출력단자(8b)로부터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단자(6b)를 분리하거나 단절한다. 그 결과, 제1의 인버터회로(6)

의 출력신호(S1)는 중간의 논리레벨로부터 로우의 논리레벨로 변화됨과 동시에 제1의 인버터회로(6)의 출력신호(S2

)는 중간의 논리레벨로부터 하이의 논리레벨로 변화된다.

제1 및 제2의 래치회로(22, 24)는 도 3의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2)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한

다. 따라서, 회로(22, 24)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도 3의 제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2)와 유삿한 도 6의 제2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

스 버퍼회로(2A)에 있어서,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 8)의 각각의 출력신호 (S1, S2)는 중간의 논리레벨로부터 하

이의 논리레벨 또는 로우의 논리레벨로 변화된다. 따라서, 전원전류 및 접지전류의 변화는 감소되고, 그에 따라 전원

전압(Vcc) 및 그란운드전압의 변동을 억제한다. 따라서,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6, 8)에 전원선 및 접지선을 보통 

사용하는 다른 회로가 불안정하게 동작하거나 오동작을 하지 않는다.

더욱이, 어드레스 버퍼회로(2A)의 외측으로부터 공급된 클록신호(CLK)와 반전된 클럭신호(CLK')가 사용되므로, 제

1의 실시예에 따른 어드레스 버퍼회로(2)와는 달리 데이터 래치신호(DTL)로부터 반전된 데이터 래치신호(DTL')를 

발생시키는 제4의 인버터회로(14)가 필요치 않게 된다. 따라서, 추가되는 회로가 제1의 실시예의 회로(2)보다 회로 

스케일에 있어서 작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존재한다.

전술한 제1 및 제2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반도체 기억장치용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에 적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어떤 다른 형의 버퍼회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본 발명의 양호한 형태가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본질을 벗어남이 없이 본 분야의 기술자에게는 변형이 자명할 거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이하의 청구항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버퍼회로에 있어서,

(a) 제1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1의 MOSFET 및 상기 제1의 도전형과 반대인 제2의 도전형으로 된 채

널을 구비하는 제2의 MOSFET를 포함하는 제1의 인버터회로와,

(b) 상기 제1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3의 MOSFET 및 상기 제2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4

의 MOSFET를 포함하는 제2의 인버터회로와,

(c)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의 제1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출력신호를 서로 등화시키는 등화회로와,

(d) 상기 제1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제1의 전압선에 접속하거나 상기 제1의 전압선으로부터 단절하는 제1의 

스위칭 회로와,

(e) 상기 제2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제2의 전압선에 접속하거나 상기 제2의 전압선으로부터 단절하는 제2의 

스위칭 회로와,

(f) 상기 제3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1의 전압선에 접속하거나 상기 제1의 전압선으로부터 단절하는 제

3의 스위칭 회로와,

(g) 상기 제4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2의 전압선에 접속하거나 상기 제2의 전압선으로부터 단절하는 제

4의 스위칭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1의 MOSFET의 게이트 및 상기 제2의 MOSFET의 게이트는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

자를 형성하고,

제1의 논리상태에서 제1의 입력신호는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자에 인가되고,

상기 제1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 및 상기 제2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은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1의 인버터회

로의 출력단자를 형성하고,

상기 제3의 MOSFET의 게이트 및 상기 제4의 MOSFET의 게이트는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

자를 형성하고,

제2의 입력신호는 상기 제1의 논리상태와 반대인 제2의 논리상태에서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자에 인가되

고,

상기 제3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 및 상기 제4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은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2의 인버터회

로의 출력단자를 형성하고,

상기 등화회로는 상기 제1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한 제5의 MOSFET 및 상기 제2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

비하는 제6의 MOSFET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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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5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 및 상기 제6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은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1의 인버터회

로의 출력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제5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 및 상기 제6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은 함께 결합되어 상기 제2의 인버터회

로의 출력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제5 및 제6의 MOSFET의 게이트에는 반대의 논리레벨에서 제어신호가 각각 인가되고 그에 따라 상기 등화회로

를 고 임피던스 또는 저 임피던스의 상태로 설정하고,

상기 제1의 스위칭 회로는 상기 제1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7의 MOSFET를 포함하며,

상기 제7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은 상기 제1의 MOSFET의 채널의 상기 타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1의 스위칭 회로는 상기 제7의 MOSFET의 게이트에 인가된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칭되고,

상기 제2의 스위칭 회로는 상기 제2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8의 MOSFET를 포함하며,

상기 제8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은 상기 제2의 MOSFET의 채널의 상기 타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2의 스위칭 회로는 상기 제8의 MOSFET의 게이트에 인가된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칭되고,

상기 제3의 스위칭 회로는 상기 제1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한 제9의 MOSFET를 포함하고,

상기 제9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은 상기 제3의 MOSFET의 채널의 상기 타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3의 스위칭 회로는 상기 제9의 MOSFET의 게이트에 인가된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칭되고,

상기 제4의 스위칭회로는 상기 제2의 도전형으로 된 채널을 구비하는 제10의 MOSFET를 포함하며,

상기 제10의 MOSFET의 채널의 일단은 상기 제4의 MOSFET의 채널의 상기 타단 에 접속되고,

상기 제4의 스위칭회로는 상기 제10의 MOSFET의 게이트에 인가된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칭되고,

(h) 상기 제1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1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1의 전압선에 접속하고, 상기 제2의 스

위칭 회로가 상기 제2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2의 전압선에 접속하고, 상기 제3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3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1의 전압선에 접속하고, 상기 제4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4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2의 전압선에 접속하는 경우에, 상기 등화회로는 고 임피던스 상태로 설정되고,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는 출력단자에서 상기 제2의 논리상태의 제1의 출력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

는 출력단자에서 상기 제1의 논리상태의 제2의 출력신호를 발생시키고,

(i) 상기 제1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1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1의 전압선으로부터 절단하고, 상기 제2

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2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2의 전압선으로부터 절단하고, 상기 제3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3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1의 전압선으로부터 절단하고, 상기 제4의 스위칭 회로가 상기

제4의 MOSFET의 채널의 타단을 상기 제2의 전압선으로부터 절단하는 경우에, 상기 등화회로가 저 임피던스 상태로

설정되고 ,

상기 제1 및 제2의 인버터회로의 출력단자는 상기 등화회로를 경유하여 서로 접속되어 상기 제1및 제2의 인버터회로

의 상기 제1 및 제2의 출력신호가 상기 제1 의 논리상태와 상기 제2의 논리상태 사이의 거의 중간의 논리상태가 되도

록 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화회로가 저 임스던스의 상태인 경우에 출력단자에서 발생된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의 출력신호를 유지(latc

h)하는 제1의 래치회로와,

상기 등화회로가 고 임스던스의 상태인 경우에 출력단자에서 발생된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출력신호를 유지(latc

h)하는 제2의 래치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자에 인가된 상기 제1의 입력신호는 반도체 기억장치의 기억부에 공급된 어드레스 

신호이고,

상기 제2의 인버터회로의 입력단자에 인가된 상기 제2의 입력신호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의 반전된 신호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버퍼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등화회로의 상기 제5 및 제6의 MOSFET의 게이트에 인가된 반대의 논리 레벨에 있는 제어신호는 어드레스 신

호의 변화와 동기되도록 형성된 펄스화된 신호이고,

상기 제1 내지 제4의 스위칭 회로 각각에 인가된 제어신호는 어드레스 신호의 변화와 동기되도록 형성된 펄스화된 신

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등화회로용의 상기 펄스화된 신호 및 각각의 상기 제1 내지 제4의 스위칭 회로용의 상기 펄스회된 신호는 데이

터 래치신호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회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인버퍼 회로에 인가하기 이전의 상기 제1의 입력신호에 인가된 상기 제1의 입력신호를 유지하는 래치회

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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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등화회로용의 펄스화된 신호 및 각각의 상기 제1 내지 제4의 스위칭회로용의 펄스화된 신호는 상기 반도체 기억

장치에 인가된 클럭신호에 의해 생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퍼회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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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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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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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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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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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0400710

- 20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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