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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디코더의 점유면적을 줄여서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

회로는, 외부클럭신호와 리셋신호를 입력받아, 클리어신호, 내부리셋신호,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및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를 발생시키는 디코더 제어부; 및 상기 클리어신호, 상기 내부리셋신호,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상기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를 입력받아, 복수의 워드라인 구동신호를 발생

시키는 복수의 디코더를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디코더 중 마지막 디코더의 출력단자는 첫 번째 디코더의 입력단자에

접속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의 회로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의 블록도.

도 3는 도 2의 디코더 제어부의 회로도.

도 4은 도 2의 제1 디코더의 회로도.

도 5는 도 2의 중간 디코더의 회로도.

도 6는 도 2의 제n 디코더의 회로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의 주요신호들의 타이밍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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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점유면적이 감소된 반도체 메모리 소자

의 디코더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는 로오 디코더 컬럼 디코더가 있다. 이러 한 디코더들은 어드레스 버퍼에서 출력된

어드레스를 메모리 셀로 전달하기 전에 디코딩하는 기능을 한다.

도 1은 종래의 디코더를 나타낸 회로도로서, 크게 시프트 레지스터(10)와 드라이버(20)로 분리될 수 있다.

시프트 레지스터(10)는 일정 시간동안 드라이버(20)의 출력신호를 유지시켜 주는 래치회로(12)와 다음단의 시프트 

레지스터에 신호를 중개 유지하는 래치회로(14)를 기본단위로 한다. 그리고, 1개의 드라이버(20)에는 상술한 2개의 

래치회로(12, 14)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각 드라이버(20)에 이들 래치회로(12, 14)를 반복 배치함으로써 많은 점유면적이 필요하게 되어, 다이 사이

즈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다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코더의 점유면적을 줄여서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디코더회로는, 외부클럭신호와 리셋신호를 입력

받아, 클리어신호, 내부리셋신호,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및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를 발생시

키는 디코더 제어부; 및 상기 클리어신호, 상기 내부리셋신호,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상기 복수의 시프

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를 입력받아, 복수의 워드라 인 구동신호를 발생시키는 복수의 디코더를 구비하고, 상기 복

수의 디코더 중 마지막 디코더의 출력단자가 첫 번째 디코더의 입력단자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및 기타의 목적과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은 첨부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의 블록도로서, 디코더 제어부(100), 제1

디코더(200), 중간 디코더(300), 및 제n 디코더(400)로 구성된다.

여기서, 디코더 제어부(100)는, 외부클럭신호(CLK)와 리셋신호(RESET)를 입력받아, 클리어신호(CLR), 내부리셋신

호(IRESET),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 및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1>)를 

발생시킨다.

제1 디코더(200)는 클리어신호(CLR), 내부리셋신호(IRESET),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1>), 및 제n 디코더(400)의 출력단자(OUT)로부터의 신호를 입력받아 복수

의 워드라인 구동신호(WL<0:3>)를 발생시킨다.

중간 디코더(300)는 클리어신호(CLR), 내부리셋신호(IRESET),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1>), 및 제1 디코더(200)의 출력단자(OUT)로부터의 신호를 입력받아 복수

의 워드라인 구 동신호(WL<4:7>)를 발생시킨다.

제n 디코더(400)는 클리어신호(CLR), 내부리셋신호(IRESET),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1>), 및 중간 디코더(300)의 출력단자(OUT)로부터의 신호를 입력받아 복수의 워드라

인 구동신호(WL<n-3:n>)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제1 내지 제n 디코더(200, 300, 400)는 직렬로 접속되어 있고, 제n 디코더(400)의 출력단자(OUT)는 제1 디

코더(200)의 입력단자(IN)에 접속되어 있다.

이하, 도 2에 나타낸 각 구성부(100, 200, 300, 400)들의 구성과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디코더 제어부(100)의 회로도로서, 외부클럭신호(CLK)를 입력받아 내부클럭신호(CLK3, CLK4)와 클리어신

호(CLR)를 발생시키는 클리어신호 발생부(110)와, 리셋신호(RESET)를 입력받아 내부 리셋신호(IRESET)를 발생시

키는 내부 리셋신호 발생부(120)와, 내부클럭신호(CLK3, CLK4)를 입력받아 래치신호(A2, B2, C2, D2)를 발생시키

는 래치회로부(130)와, 래치신호(A2, B2, C2, D2)를 입력받아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와 시프트 레지스

터 인에이블신호(S_DEN<0:2>를 발생시키는 시프트 레지스터/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140)로 구성된다.

여기서, 클리어신호 발생부(110)는 외부클럭신호(CLK)와 리셋신호(RESET)를 논리 조합하는 낸드 게이트(ND1)와, 

낸드 게이트(ND1)의 출력신호를 연속해서 반전시켜 내부클럭신호(CLK3)를 발생시키는 인버터(I37, I38)와 인버터(I

38)의 출력신호를 반전시켜 내부클럭신호(CLK4)를 발생시키는 인버터(I39)와, 리셋신호(RESET) 의 반전신호와 내

부클럭신호(CLK3)를 논리 조합하는 낸드 게이트(ND2)와, 낸드 게이트(ND2)의 출력신호를 연속해서 반전시키는 인

버터(I40-I49)로 구성된다.

내부 리셋신호 발생부(120)는 리셋신호(RESET)를 연속해서 반전시키는 복수의 인버터(I75-I78)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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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래치회로부(130)는 내부클럭신호(CLK3, CLK4)를 입력받아, 래치신호(A2, B2, C2, D2)를 발생시키는 제1 

내지 제4 래치회로(132, 134, 136, 138)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1 내지 제3 래치회로(132, 134, 136)는 서로 동일한 구성을 갖고, 제4 래치회로(138)는 제1 내지 제3 래치

회로(132, 134, 136)와 다른 구성을 갖는데, 상세한 구성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140)는 제1 내지 제4 래치회로(132, 134, 136, 138)에서 발

생된 래치신호(A2, B2, C2, D2)를 입력받아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를 발생시키는 제1 내지 제4 드라이

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141, 143, 144, 146)와, 래치신호(A2, B2, C2, D2)를 입력받아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

신호(S_EN<0:1>)를 발생시키는 제1 및 제2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 발생부(142, 145)로 구성된다.

이러한 제1 내지 제4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141, 143, 144, 146)는 9개의 인버터로 구성되고, 제1 및 제2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 발생부(142, 145)는 4개의 인버터로 구성된다.

다음에, 도 4는 제1 디코더(200)의 회로도로서, 내부 리셋신호(IRESET), 복 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

EN<0:1>), 및 제n 디코더(400)의 출력단자(OUT)의 신호를 입력받아 일정한 시간동안 저장하는 시프트 레지스터(21

0)와, 시프트 레지스터(210)의 출력신호,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 및 클리어신호(CLR)를 입력받아 워드

라인 구동신호(WL<0:3>)를 발생시키는 드라이버(220)로 구성된다.

여기서, 시프트 레지스터(210)는, 입력단자(IN)로 입력된 제n 디코더(400)의 출력단자(OUT)의 출력신호, 시프트 레

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123)의 출력신호

를 입력받아 전달하는 전달 트랜지스터(T21)와, 전달 트랜지스터(T21)의 출력신호, 내부 리셋신호(IRESET), 및 시

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1>)를 입력받아 래치시키는 래치회로(212)와, 래치회로(212)의 출력신호, 시프

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 내부 리셋신호(IRESET)를 입력받아, 다음단 래치회로에 전달하는 래치회로(

214)로 구성된다.

그리고, 드라이버(220)는 래치회로(212)의 출력신호와 클리어신호(CLR)를 입력받아 전달하는 버퍼부(221), 버퍼부(

221)의 출력신호, 래치회로(212)의 출력신호, 및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를 입력받아 워드라인 구동신

호(WL<0:3>)를 발생시키는 제1 내지 제4 워드라인 구동신호 발생부(222, 223, 224, 225)로 구성된다.

다음에, 도 5는 중간 디코더(300)의 회로도로서, 내부 리셋신호(IRESET),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

EN<0:1>), 및 입력단자(IN)로 입력된 제1 디 코더(200)의 출력단자(OUT)의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일정한 시간동안 

저장하는 시프트 레지스터(310)와, 시프트 레지스터(310)의 출력신호,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 및 클리

어신호(CLR)를 입력받아 워드라인 구동신호(WL<4:7>)를 발생시키는 드라이버(320)로 구성된다.

여기서, 시프트 레지스터(310)는, 입력단자(IN)로 입력된 제1 디코더(200)의 출력단자(OUT)로부터의 출력신호, 내

부 리셋신호(IRESET), 및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1>)를 입력받아 래치시키는 래치회로(312)와, 래치

회로(312)의 출력신호,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 내부 리셋신호(IRESET)를 입력받아, 다음단 래치

회로에 전달하는 래치회로(314)로 구성된다.

그리고, 드라이버(320)는 도 4에 나타낸 드라이버(220)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

다.

도 6은 제n 디코더(400)의 회로도로서, 내부 리셋신호(IRESET),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1>), 및 입력

단자(IN)로 입력된 중간 디코더(300)의 출력단자(OUT)의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일정한 시간동안 저장하는 시프트 레

지스터(410)와, 시프트 레지스터(410)의 출력신호,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 및 클리어신호(CLR)를 입

력받아 워드라인 구동신호(WL<n-3:n>)를 발생시키는 드라이버(420)로 구성된다.

여기서, 시프트 레지스터(410)는, 입력단자(IN)로 입력된 중간 디코더(300)의 출력단자(OUT)의 출력신호, 내부 리셋

신호(IRESET), 및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1>)를 입력받아 래치시키는 래치회로(412)와, 래치회로(41

2)의 출력신 호와 내부 리셋신호(IRESET)를 입력받아, 제1 디코더(200)의 입력단자(IN)로 전달하는 래치회로(414)

로 구성된다.

그리고, 드라이버(420)는 도 4에 나타낸 드라이버(220)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

다.

다음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디코더회로를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보다 상

세히 설명한다.

먼저, 각 신호의 역할을 설명하면, 리셋신호(RESET)는 모든 회로를 초기화하는데 사용되는 신호이고, 외부클럭신호(

CLK)는 토글시 상승엣지에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동작시켜 순차적으로 드라이버의 출력신호를 액티브시키는 역할을 

한다.

클리어신호(CLR)는 외부클럭신호(CLK)의 토글시 외부클럭신호(CLK)의 펄스 폭만큼의 시간동안 액티브되는 워드라

인 구동신호를 제외한 다른 워드라인 구동신호를 클리어시키고, 나머지 시간동안 워드라인 구동신호를 플로팅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워드라인 구동신호들의 플로팅을 제거하려면 클리어신호(CLR)를 하이레벨로 유지시켜 주면 된

다.

우선, 외부클럭신호(CLK)가 로우레벨인 상태에서 리셋신호(RESET)를 하이레벨로 천이되면, 클리어신호(CLR)와 래

치신호(D2)는 하이레벨로 된다. 그렇게 되면,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3>) 및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

_EN<0:1>)가 로우레벨로 초기화된다.

제1 내지 제n 디코더(200, 300, 400)로부터 출력된 워드라인 구동신호(WL<0:n>)는 하이레벨인 내부 리셋신호(IRES

ET)와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3>)의 조합에 의해 로우레벨로 초기화된다. 그리고, 제n 디코더(400)의 노드 

S8이 하이레벨인 내부 리셋신호(IRESET)에 의해 하이레벨로 초기화된다. 그런 후에, 내부 리셋신호(IRESET)를 원

래 상태인 로우레벨로 다시 천이시키면 모든 초기화과정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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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기화동작 후에, 외부클럭신호(CLK)가 첫 번째로 토글하면, 외부클럭신호(CLK)의 상승엣지에서 시프트 레

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가 하이레벨로 되고, 노드 S1은 제n 디코더(400)의 노드 S8의 초기화된 하이레벨의 

신호가 전달 트랜지스터(T21)를 통해서 입력되어 하이레벨로 되고, 노드 S3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천이된다. 

이때,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가 하이레벨에서 로우레벨로 천이하면, 첫 번째 워드라인 구동신호(WL<0>)

가 하이레벨로 액티브된다.

다음에, 외부클럭신호(CLK)가 두 번째로 토글하면, 외부클럭신호(CLK)의 상승엣지에서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

EN<0>)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천이되어, 첫 번째 워드라인 구동신호(WL<0>)가 로우레벨로 디스에이블됨과 동

시에, 다음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1>)가 하이레벨에서 로우레벨로 천이된다. 그러면, 두 번째 워드라인 구동

신호(WL<1>)가 하이레벨로 액티브된다.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는 로우레벨로 천이되어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의 라인에 연결된 전달 트랜지스터(T21)를 디스에이블시킨다.

다음에, 외부클럭신호(CLK)가 세 번째로 토글하면,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1>)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천이되어, 두 번째 워드라인 구 동신호(WL<1>)가 로우레벨로 디스에이블됨과 동시에, 다음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D_EN<2>)가 하이레벨에서 로우레벨로 천이된다. 그러면, 세 번째 워드라인 구동신호(WL<2>)가 하이레벨로 액티브

된다.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S_EN<1>)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천이되어 노드 S1에 저장된 하이레벨을 전달 트랜

지스터(T22)를 통해서 노드 S2로 이동시킨다. 이때, 제n 디코더(400)에서 하이레벨로 있던 노드 S8에는 전단의 노드

S7에 있던 로우레벨이 전달 트랜지스터(T26)를 통해서 이동되어 노드 S8은 로우레벨로 된다.

다음에 외부클럭신호(CLK)가 네 번째로 토글하면,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2>)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천이되어, 세 번째 워드라인 구동신호(WL<2>)가 로우레벨로 디스에이블됨과 동시에, 다음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D-EN<3>)가 하이레벨에서 로우레벨로 천이된다. 그러면 네 번째 워드라인 구동신호(WL<3>)가 하이레벨로 액티브

된다.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1>)가 하이레벨에서 로우레벨로 천이되어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

신호(S_EN<1>)의 라인에 연결된 모든 전달 트랜지스터를 디스에이블시킨다.

다음에 외부클럭신호(CLK)가 다섯 번째로 토글하면, 외부클럭신호(CLK)의 상승엣지에서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

신호(S_EN<0>)가 하이레벨로 되고, 노드 S1은 제n 디코더(400)의 노드 S8의 로우레벨로 클리어된 신호가 전달 트랜

지스터(T21)를 통해서 입력되어 로우레벨로 클리어되고, 노드 S3은 하이레벨에서 로우레벨로 천이됨과 동시에 드라

이버 인에이블신호(D_EN<3>)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천이되 어, 네 번째 워드라인 구동신호(WL<3>)가 하이레

벨에서 로우레벨로 디스에이블된다.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S_EN<0>)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상승하여, 노드 S2의 하이레벨이 중간

디코더(300)의 노드 S4로 입력된다. 그러면, 노드 S6이 하이레벨로 되고, 이때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D_EN<0>)가 

로우레벨로 천이되면서 다섯 번째 워드라인 구동신호(WL<4>)가 하이레벨로 액티브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연속적인 외부클럭신호(CLK)의 토글에 의해 워드라인 구동신호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액티

브되게 된다. 즉, 최종단인 제n 디코더(400)의 워드라인 구동신호(WL<n>)가 액티브된 후에 외부클럭신호(CLK)가 토

글하면 다시 첫 번째단인 제1 디코더(200)의 워드라인 구동신호(WL<0>)가 액티브되는 무한 루프 구조를 형성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의 주요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7을 보면, 연속적인 외부클럭신호(CLK)의 토글에 의해 워드라인 구동신호들(WL<0:5>)이 순차적으로 액티브되는

무한 루프 구조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일정 시간동안 워드라인 구동신호를 유지시켜 주는 래치회로와 다음단의 시프

트 레지스터에 신호를 전달하는 래치회로를 4개의 드라이버당 1개씩 배치하고, 4개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를 이용

해서 4개의 드라이버를 제어함으로써, 기존의 드라이버 1당 2개의 래치회로가 배치된 디 코더에 비해 시프트 레지스

터의 회로가 점유하는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점유면적이 작은 디코더를 이용함으로써 다이 사이즈가 감소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안에

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클럭신호와 리셋신호를 입력받아, 클리어신호, 내부리셋신호,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및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를 발생시키는 디코더 제어수단; 및

상기 클리어신호, 상기 내부리셋신호,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상기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

호를 입력받아, 복수의 워드라인 구동신호를 발생시키는 복수의 디코더를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디코더는 서로 직렬로 접속되고, 상기 복수의 디코더 중 마지막 디코더의 출력단자는 첫 번째 디코더의 

입력단자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소형 디코더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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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 제어수단은,

상기 외부클럭신호와 상기 리셋신호의 반전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클리어신호, 제1 및 제2 내부클럭신호를 발생시키

는 클리어신호 발생부;

상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내부 리셋신호를 발생시키는 내부 리셋신호 발생부;

상기 제1 및 제2 내부클럭신호와 상기 내부 리셋신호를 입력받아, 복수의 래치신호를 발생시키는 래치회로부; 및

상기 복수의 래치신호를 입력받아,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와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를 발생시

키는 시프트 레지스터/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

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리어신호 발생부는,

상기 외부클럭신호와 상기 리셋신호의 반전신호를 입력받아 논리 조합하는 제1 논리소자와,

상기 논리소자의 출력신호를 반전시켜 상기 제1 내부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복수의 제1 반전소자와,

상기 제1 내부클럭신호를 반전시켜 상기 제2 내부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제2 반전소자와,

상기 내부리셋신호의 반전신호와 상기 제1 내부클럭신호를 논리 조합하는 제2 논리소자와,

상기 제2 논리소자의 출력신호를 반전시켜 상기 클리어신호를 발생시키는 복수의 제3 반전소자로 구성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리셋신호 발생부는,

상기 리셋신호를 연속해서 반전시켜 상기 내부 리셋신호를 발생시키는 복수의 반전소자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부는,

상기 제1 및 제2 내부클럭신호와 상기 내부 리셋신호를 입력받아, 제1 내지 제4 래치신호를 발생시키는 제1 내지 제4

래치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는,

상기 제1 내지 제4 래치신호를 입력받아, 제1 내지 제4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를 발생시키는 복수의 제1 반전소자와,

상기 제1 내지 제4 래치신호를 입력받아, 제1 및 제2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를 발생시키는 복수의 제2 반전

소자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디코더의 각각은,

상기 내부 리셋신호, 상기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를 입력받아 일정한 시간동안 저장하는 시프트 레지

스터와,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신호,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및 상기 클리어신호를 입력받아, 복수의 워

드라인 구동신호를 발생시키는 드라이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드라이버는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신호, 상기 복수의 드라이버 인에이블신호, 및 상기 클리어신호를 입력

받아, 제1 내지 제4 워드라인 구동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디코더 중 첫 번째 디코더 내의 시프트 레지스터는,

상기 마지막 디코더의 출력단자로부터의 출력신호와 상기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 중 하나를 입력받아 전달하

는 전달부;

상기 전달부의 출력신호, 상기 내부 리셋신호, 및 상기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 중 다른 하나를 입력받

아 래치시키는 제1 래치회로; 및

상기 제1 래치회로의 출력신호, 상기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 중 하나, 상기 내부 리셋신호를 입력받아,

다음단 래치회로의 입력단자에 전달하는 제2 래치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

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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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달부는 상기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 중 하나, 그것의 반전신호, 및 상기 마지막 디코더의 출력

단자로부터의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전달하는 전달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

청구항 11.
제 1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디코더 중 중간 디코더 내의 시프트 레지스터는,

상기 첫 번째 디코더의 출력단자의 신호와 상기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를 입력받아 래치시키는 제1 

래치회로; 및

상기 제1 래치회로의 출력신호, 상기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 신호 중 하나, 상기 내부 리셋신호를 입력받아

, 다음단 래치회로의 입력단자에 전달하는 제2 래치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

회로.

청구항 12.
제 1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디코더 중 마지막 디코더 내의 시프트 레지스터는,

상기 내부 리셋신호, 상기 복수의 시프트 레지스터 인에이블신호 중 다른 하나, 및 상기 중간 디코더의 출력단자로부

터의 출력신호를 입력받아 래치시키는 제1 래치회로; 및

상기 제1 래치회로의 출력신호 및 상기 내부 리셋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첫 번째 디코더의 입력단자에 전달하는 제2 

래치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디코더회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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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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