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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소자는 정상 모드와 선택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다. 상기 반도체 소자는 복수개의 동기 포획된 입력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커맨드 버스와, 복수개의 비동기 입력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복수개의 비동기 입력단자를 갖는다. 상

기 소자는 외부 클럭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클럭 입력단자를 더 갖고, 상기 소자는 임의의 최소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갖

는 외부 클럭신호를 사용하여 정상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제조업체에 의해 지정된다. 내부의 딜레이 록 루프(DLL) 클럭회

로는 클럭 입력단자에 결합되고, 상기 외부 클럭신호에 반응적인 정상 동작 모드에서 반응하여 하나 이상의 내부 클럭신호

를 생성하고, 상기 소자 내의 제어회로는 상기 소자가 임의의 최소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를 갖는 외부 클럭신호를 사용

하여 상기 선택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상기 소자의 비동기 입력단자에 인가되는 임의의 시퀀스의 비동기 신호에 반응하여

상기 소자를 상기 내부 클럭회로가 디스에이블되는 선택 동작 모드로 지정한다. 상기 선택 동작 모드는 상기 정상 동작 모

드에 지정된 최소 주파수보다 낮은 속도로 상기 소자를 검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동기, 메모리 소자, 동작, 검사, 딜레이 록 루프, DLL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즉 그 동작을 외부 인가된 발진하

는 클럭신호에 의해 조정하는 반도체 소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소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등을 포함하는 반도체 소자의 분야는 매우 역동적이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카테고리와 서브카테고리의 반도체 소자는 공지되어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컴퓨터 및 컴

퓨터 기반 소자의 항상 증가하는 인기와 편재(ubiquity)가 소비자 및 산업계에서 너무나 대단하여서 여러 가지 상이한 형

태의 반도체 소자에 대한 요구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동안에 계속 커질 것이다.

일반적인 주장에 따라, 반도체 소자는 두 개의 넓은 카테고리 즉, 동기식과 비동기식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동기식 반

도체 소자는 그 동작을 (통상적으로,) 외부 인가된 클럭신호에 의해 조정하거나, 클럭신호와 동기화시키는 반도체 소자인

반면에 비동기식 소자에는 클럭신호가 필요하지 않다.

오늘날 사용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더욱 통상적인 카테고리들 중의 하나가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또는 디램(DRAM)이다. 어떠한 디램의 바람직한 특징들 중에는 반도체 다이(die) 면적의 단위

면적당 높은 저장 능력, 신속한 접속(access) 속도, 낮은 전력 소비 및 낮은 원가가 있다.

DRAM의 바람직한 특성들을 최적화하는데 사용되어왔던 하나의 접근방법은 상기 특성이 동기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그

러한 소자를 설계하여왔다. 동기식 DRAM에는 일반적으로, 임의의 외부 인가된 클럭신호뿐만 아니라 그 타이밍이 상기 클

럭신호와 임의의 미리 정해진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하는 다른 외부 인가된 클럭신호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데이

터를 외부 인가된 클럭신호에 대해 동기적인 관계로 동기식 메모리 소자로부터 리드(read)하거나 동기식 메모리 소자에

라이트(write)한다. 동기식 DRAM 기술은 다년간 발전 중에 있고, 동기식 DRAM(주로, "SDRAM"이라고 칭함)은 개인용

컴퓨터 산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상업적 응용과 산업적 응용에 사용되고 있다.

당업자는 SDRAM의 저장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 면적당 고밀도 메모리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공정기술의 동

시 개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판의 다이 사이즈도 또한 일반적으로 커지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상기 기판 사이즈

가 증가함에 따라, 상기 기판의 전체에 걸쳐 지연하는 전기적 신호의 전체적인 동기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도 또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커패시티브 커플링(capacitive coupling), 임피턴스(impedance) 부하, 공정 변화 등과 같은

문제점은, 기판을 따라서 그리고 기판 내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신호들의 타이밍 상호관계가 여전히 동기화됨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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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힘들게 만든다. 반도체 소자의 처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러한 동기화 문제(종종 "스큐(skew)라고 일반적으로 칭

함)는 더욱 더 중대해질 수 있다. 피코세컨드(picosecond) 대의 타이밍 차이는, 소자가 신뢰성할 수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동작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인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구현(implementation)에서, 외부 클럭신호(CLK)는, 50%의 듀티(duty) 사이클(상기 신호가 각각의 완전한 클럭

사이클 동안에, 논리적인 "저" 레벨에 있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논리적인 "고" 레벨에 있음을 의미함)을 구비한채, 논리

적인 고전압 레벨(약 3.3V)과 논리적인 저전압 레벨(일반적으로 0V) 사이에서 상당히 일정한 주기로 발진하는,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간단하고도 주기적인 "구형(square)"파를 포함한다. 기존의 반도체 소자에서는, 클럭신호가 수백 메가헬

즈(megaheltz) 대의 주파수를 가져도 좋다.

SDRAM과 같은 동기식 반도체 소자에는 일반적으로, 상기 소자의 여러개(또는 짝수개) 분리되었지만 상호관련된 기능적

인 부회로(subcircuit)에 제공할 클럭신호와 같은 외부 입력신호가 필요할 것이다. 통상적인 반도체 소자 레이아웃

(layout)에 있어서, 전체 소자의 분리된 부회로의 각각을 기판 전체에 걸쳐 물리적으로 상이하고 아마도 분산된 지점에 배

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도전성 길이를 의미하고, 그러므로, 기판 전체에 걸쳐 전기적인 신호를 전송하는 여러개의

도전성 선로의 커패시티브 커플링과 복잡한 임피던스 부하와 같은 특성은 신호별로 상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클럭신호 입력핀에서 임의의 기능적인 부회로까지의 클럭신호 전달지연은 또다른 기능적인 부회로까지의 전달지연과 차

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100MHz대 또는 아마도 그 미만에서 아주 높은 클럭 속도로 동작하는 소자에서 중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처리하기 위해, "딜레이-록 루프(delay-locked loop)" 또는 "DLL"이라고 하는 접근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도 1은 DLL 구현의 간단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1에서, 외부 인가된 클럭신호(CLK)를 임의의 메모리 소자(10)의 입력

단자(12)에 인가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외부 인가된 클럭신호(CLK)를 DLL부(20)에 인가한다. 상기 DLL부

(20)는, 이후에 라인(22),(24),(26)을 통하여 메모리 소자(10)의 여러개 부회로에 제공하는, 복수개의 분리된 내부 클럭신

호를 파생시키도록 동작한다. 여기서, 단지 3개의 내부 클럭신호를 도 1에 도시하였을지라도, 당업자는 3개보다 많은 클럭

신호를 어떠한 임의의 구현에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DLL부(20)(도 1에서, 편의상, 집중된 영역에 나타내었음

에도 불구하고, 기판의 영역 전체에 걸쳐 분산된 회로를 나타낼 수 있음)의 기능은 소자(10)의 전체적인 동기 동작을 구현

할 수 있도록, 라인(22),(24),(26)을 통하여 소자(10)의 여러개 분산된 부회로에 제공하는 클럭신호들의 관련 타이밍을 조

정하는 것이다.

도 1의 DLL부(20)와 같은 DLL부가, 도 1에 예시적인 실선(28)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몇몇 형태의 루프백(loop-back) 동

작을 사용함으로써 DLL부(20)에는 라인(22)을 거쳐 커맨드부(CMD)(14)에 공급되는 클럭신호의 타이밍과, 입력되는 외

부 클럭신호(CLK)의 타이밍을 비교하기 위한 피드백(feedback)이 제공된다.

도 1의 간략화된 예에서는, 커맨드 입력버퍼(CMD input buffer)(14)와 데이터 입력버퍼(Data input buffer)(16)는 각각

클럭신호에 기초로 하여 수신하고 동작하기 때문에, 커맨드(CMD) 입력단자(15)와 데이터(DATA) 입력단자(17)는 동기식

입력단자라고 한다. 그 자체로, 상기 입력단자(15),(17)에 인가된 이진(binary) 데이터는 대응하는 내부 클럭신호들의 상

승 에지 또는 하강 에지 때에 각각의 버퍼(14),(16)(종종, "신호 포획(signal capture)"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저장되어야

만 할 것이다.

도 1의 DLL부(20)와 같은 일반적인 DLL부의 기능의 결과에 따라, 라인(22)의 전달 및 부하 특성은 말하자면, 라인(24),

(26)의 전달 및 부하 특성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 DLL 회로는, 정확한 소자 동작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

한 차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DLL 회로(20)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리된 지연과 스큐(프로그램 가능하거나 자동적으

로 조정됨)는, 소자(10)의 다른 기능적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거의 동기화되는 클럭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외부 인가된 클럭신호에 도입하여도 좋다. DLL에 의해 도입된 지연과 스큐는 피코세컨드대로 미소하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반도체 소자의 정확한 동작에 대해서 중대할 수 있다.

DLL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내부 클럭신호 발생의 프로세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당업자는 적어도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에서 DLL의 개념에 의심할 여지없이 정통할 것이다. 동기식 메모리 소자에 DLL을 구현한 여러개의 예는

"Synchronous Clock Generator Including Delay-Locked Loop"라는 제목이 붙여진, Harrison 등의 미국 특허번호

5920518, "Synchronous Clock Generator Including a Delay-Locked Loop Signal-Loss Detector"라는 제목이 붙여

진, Harrison의 미국 특허번호 6201424B1 및 "Method and Apparatus for Multiple Latency 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라는 제목이 붙여진, McLaury의 미국 특허번호 6130856에 제안되어 있다. 상기한 미국 특허

번호 5920518, 미국 특허번호 6201424B1 및 미국 특허번호 6130856 각각은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양도되

고, 각각은 이로써 본 발명에 참조로 완전히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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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자는 DLL이, 클럭되는 반도체 소자의 의도한 동작 속도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자주 구현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

다. 예를 들면, SDRAM( 및 그 DLL)은 말하자면, 100MHz의 클럭속도로 동작하여야만 하는 규격(specification)으로 설계

하여도 좋다. 이러한 경우, 그 지정된 속도와 실질적으로 상이한(느리거나 빠른) 속도에서의 소자 동작은, 내부 생성된 클

럭신호들과 외부 인가된 클럭신호간의 동기화를 유지하는 내부 DLL부의 성능이 손상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

다.

상기 내부 생성된 클럭신호들과 외부 인가된 클럭신호간의 동기화를 유지함에 대한 무능력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의

정상 동작 동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기 무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반도체 소자의 검사

(testing)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몇 경우에서, 검사중인 소자의 궁극적으로 의도한 동작속도와 실질적으로 상이한

동작속도(즉, 클럭속도)로, 부분 또는 완전 제조된 소자를 검사하는 것은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다.

SDRAM을 포함하는 DRAM은, 인쇄회로기판 상에 실장된 복수개의 개별 메모리 소자를 포함하는 소위 "메모리 모듈"에 자

주 내장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집적회로 부품을 포함하는) DRAM을 패키징(packing)하고 인쇄회로기판 상에

실장한 후에는, DLL 회로에 관련된 것과 같은 내부 회로 노드(node)에 대한 비접근성(inaccessibility) 때문에 개별적인

메모리 회로를 검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하나의 이유는, 메모리와 같은 반도체 소자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전용 검사장치와 설치물(fixture)이, 검사중인 소자가 동작하도록 지정한 속도에서 자주 동작할 수가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검사중인 소자를 "정상" 동작에 있을 때보다 늦은 속도로 동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또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이는 임의의 범위 내의 "정상" 동작 주파수를 제외하고 정확하게 기능하는 임의의 내부

회로, 특히 DLL의 능력에서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미리 정해진 패턴의 비트를 전송하여 상기 소자가 검사 모드와 같은 선

택(alternative) 모드에서 동작을 시작하도록 하는 "모드 레지스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에서, 상기 모드

레지스터에 결합된 디코더 회로는, 임의의 미리 정해진 패턴의 비트를 검출하여 적절한 제어신호를 발생하고, 적절한 내부

조정을 하여 상기 소자가 상기 미리 정해진 패턴의 비트에 대응하는 모드를 동작하도록 인에이블(enable)시킨다.

검사 모드에서의 동작은, 포함하지 않으면, 상기 소자의 "정상" 동작 속도와 실질적으로 상이한 클럭속도에서 상기 소자의

정확한 동작을 방해하는, DLL 회로와 같은 임의의 내부 부회로를 일시적으로 디스에이블(disable)시키는 단계를 포함한

다. 일단, 해당 회로가 디스에이블되면, 검사 모드(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더욱 늦은 동작속도를 포함하는 모드)의 동작은

이러한 역효과에 관한 염려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상기한 검사 모드 레지스터 접근방법에 대한 하나의 잠재적인 단점은, 검사 모드 회로가 속도에 민감하고도 중대한 회로

경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동작속도의 실직적인 변화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회로의 디스에이블은 내부 신호간의 다

른 타이밍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상기한 접근방법의 또다른 잠재적인 문제점은, 모드 레지스터를 제공하는 것 자체

가, 귀중한 반도체 "부동산"(즉, 기판 면적)을 낭비하고 회로 복잡성을 가중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드 레지

스터와 같은 접근방법을 채용하는 곳에서조차도, 불충분한 수의 모드가, 실행하기를 원하는 여러개의 검사 모드 전부를 수

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상이한 동작 모드의 수가 모드 레지스터 비트의 수에 의해 필연적으로 제한된다.

반도체 소자의 선택 동작 모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모드 레지스터" 접근방법의 또다른 잠재적인 단점은, 상기 소자를 선

택 모드로 정할 뿐만 아니라 상기 소자를 "정상" 모드로 복귀하는데 제어 또는 데이터 신호 "포획(capture)"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자를 선택 동작 모드로 정하는데 사용되는 커맨드 또는 데이터 입력단이, 그 자체가 정확한 동작을

위한 DLL 생성된 클럭신호에 좌우하는 (도 1의 임의의 예의 커맨드 부회로(14) 또는 데이터 부회로(16)와 같은) "포획" 부

회로에 의존하는 구현을 가정한다. 이러한 반도체 소자를 선택 동작 모드(상기 반도체 소자는 상기 DLL 회로가 활성화된

모드에서 동작을 시작한다고 가정함)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상기 DLL 회로가 비활성화된 선택 동작

모드가 일단 시작하면, 이후, 상기 소자를 "정상" 동작모드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커맨드 또는 데이터를 "포획"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는, "정상" 동작모드를 복귀하는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커맨드 또는 데이터를 포획하는데 사

용된 부회로를, 상기 DLL 회로가 비활성화되는 동안 대응하는 부회로에 의해 "포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상기 소자

의 "정상" 동작모드가 재시작하게 하는 바로 그 메커니즘(mechanism)을 "정상" 동작모드가 재시작할 때까지 재활성화할

수 없는, "캐치(catch) 22" 또는 "치킨 앤드 에그(chicken-and-egg)" 상태이다.

따라서, 집적회로 소자 내의 부회로를 일시적으로 전원 차단 또는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고, 뒤이어 정상 동작모드로 복귀

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과 장치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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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DLL 종속 부회로를 가진 반도체 소자를, DLL 회로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는 선택 동작 모드로

정할 수 있고, 그 후에 "정상" 동작모드(즉, DLL 회로가 활성화 상태인 모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일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를, 하나 이상의 내부 DLL 부회로를 디스에이블시키는 선택 동작 모드로 정하는

데, 내부 DLL 종속 부회로의 포함 없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 이상의 입력신호(즉, 비동기식 입력)를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내부 생성된 DLL 클럭신호와의 동기화를 포함하지 않는 수단에 의해 내부 회로로 입력하는, 하

나 이상의 외부 이용가능한 입력신호를 갖는 동기식 DRAM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여러개의 상상할 수 있는 실시예에 따라, 반도체 소자에 외부 인가된 하나 이상의 신호의 조합은 상기 소자를 "

정상" 동작 모드에 대해 선택적인 선택 모드에서 동작하게 한다. 이러한 선택 모드는, 상기 소자, 즉 임의의 방법으로 동작

하도록 하는 정상 모드에서 반응하는 동기식 소자를 더 느린 또는 더 빠른 동기 속도 즉, 정상 모드에 비해 더 느린 또는 더

빠른 클럭 속도를 제외하고는 상기 선택 모드에서 동일한 임의의 방법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모드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신호를, 하나 이상의 외부 인가된 외부 클럭신호로부터 파생된 하나 이상의 내부 생성된 클럭신

호와 동기화하여 입력하는 복수개의 입력단자를 갖는 동기식 DRAM을 포함한다. 상기 하나 이상의 내부 생성된 클럭신호

를 일반적으로 DLL(delay lock loop) 신호라고 한다. 덧붙여, 상기 DRAM은, 어떠한 내부 또는 외부 생성된 클럭신호에

대해 동기적으로 신호를 입력하거나, 어떠한 내부 또는 외부 생성된 신호에 대해 동기적으로 또는 비동기적으로 신호를 입

력하는, 하나 이상, 바람직하게는 두개의 입력단자를 갖는다.

일 실시예에서, 반도체 소자는 동기 신호의 생성에 관련한 내부 프로세스의 비활성화 및 활성화 모두를 가능하게 한다. 특

정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외부 인가된 클럭신호를 인가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내부 클럭신호의 생성을 정

상 동작 모드에서 조정하는 내부 딜레이 록 루프(delay lock loop) 부회로를 디스에이블시킴과 그 다음의 인에이블시킴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라, 내부 DLL 부회로의 비활성화와 활성화는, 어떠한 내부 또는 외부 생성된 클럭신호에

대해 정상 동작에서 동기적으로 신호를 입력하는 하나 이상의 입력단자에 신호를 인가함으로써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개시한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SDRAM에 대한 외부의 "리셋(reset)"과 "칩 셀렉트(chip select)" 입력신호

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특정한 실시예에서, 외부 인가된 "칩 셀렉트" 입력신호가 또다른 외부 입력단자에 제1 논

리적인 레벨로 인가된 채, 외부의 "리셋" 신호가 SDRAM에 대한 임의의 외부 입력단자에 어서트(assert)될 때, SDRAM은

"정상"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된다. 그러나, "칩 셀렉트" 입력신호가 제2 논리적인 레벨로 인가된 채, 상기 "리셋" 신호가 어

서트될 때, 상기 SDRAM은 상기 SDRAM 내의 임의의 딜레이 록 루프(DLL) 부회로를 디스에이블시키는 선택 동작 모드에

서 동작하도록 된다. 상기 DLL 부회로가 디스에이블되어 있으면, 상기 SDRAM은, 정상 동작을 위해 지정된 것과 실질적

으로 상이한 주파수를 갖는 클럭신호를 하나 이상의 클럭신호 입력단자에 공급한 채, 다른 정상 동작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술한 특징과 양태 및 기타 특징과 양태는,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의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읽을 때 가장 잘 이해할 것이다.

도 1은 하나 이상의 내부 생성된 딜레이 록 루프를 갖는 종래의 반도체 소자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3a 및 도 3b는 도 2의 메모리 소자를 제1,2 동작 모드로 초기화시킴에 관련된 전기적인 신호를 나타낸 타이밍도.

도 4는 도 2의 복수개의 메모리 소자를 실장한 메모리 모듈을 나타낸 도면.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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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설명에서, 설명의 편의상, 실제 구현의 모든 특징을 설명하지 아니한다. 물론, 어떠한 프로젝트와 같은 어떠한 실제

구현의 개발에 있어서, 구현에 따라 상이할 개발자의 특정한 목표 및 부목표(예를 들어, 시스템과 기술적인 제약에 따름)를

달성하도록 수많은 공학적이면서도 프로그램밍적인 결정을 하여야만 한다. 더욱이, 의문의 환경에 대한 정확한 공학적 숙

련에 반드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발 노력은, 복잡하면서도 시간을 낭비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업자

에게는 일상적인 업무로 인식할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반도체 메모리 소자(50)의 매우 간략화한 개략적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개시된 실시예에서, 본 개시의 이점을 가지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SDRAM 응용 영역에만 한정하지 아니 함을 인식할

지라도, 메모리 소자(50)는 동기식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SDRAM)이다. SDRAM(50)이, 도 2에 구체적으로 나타낸

기능적인 부품에 더하여 많은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타 회로는, 이러한 회로

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고, 본 발명의 구현에 특별히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간결함과 명쾌함을 위해 생략하였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SDRAM(50)은 제어회로(control circuitry)(52), 딜레이록루프회로(DLL)(54), 어드레싱회로

(addressing circuit)(56), 입/출력회로(input/output circuit)(58), 메모리뱅크(memory bank)(60), 센스앰프회로(sense

amplifier circiutry)(62), 칼럼디코더회로(column decoder circiutry)(64) 및 로우디코더회로(row decoder circiutry)

(66)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소자(50)는 복수개(예를 들면, 4개)의 메모리뱅크(60), 센스앰프회로(62), 칼럼디

코더(64) 및 로우디코더(66)를 포함하나, 본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명쾌함을 위해, 이들 기능적인 부품들 각각의 한개만이

도시되어 있다.

도 2를 계속 참조하면, SDRAM(50)은 복수개(예를 들어 8개)의 입/출력(DATA) 단자(68)를 갖는다. 상기 메모리뱅크(60)

의 각각은 로우와 칼럼으로 배열된 메모리 셀의 어레이를 포함하고, 대응하는 로우디코더(66)와 센스앰프회로(62)에 연결

된다. 각각의 메모리뱅크는 칼럼디코더(64)에 연결되는 입/출력회로(58)에 또한 연결된다. 입/출력회로(58)는 메모리뱅크

(60)로부터 데이터(DATA) 단자(68)에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통상적인 리드(read) 회로(미도시)를 포함한다. 입/출력회

로는 데이터(DATA) 단자(68)를 거쳐 메모리뱅크(60)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통상적인 라이트(write) 회로

(미도시)를 또한 포함한다.

제어회로(52)는 어드레스회로(56)에 결합되고, 여러개의 외부 제어신호를 입력신호로서 입력한다. 한정하지는 않지만 예

로서, 제어회로(52)는, 일반적인 DRAM이 로우어드레스스트로브(RAS)와 칼럼어드레스스트로브(CAS), 라이트인에이블

(WE#) 등과 같은 여러개의 다른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이해할지라도, 칩셀렉트(CS#) 신호와 리셋(RESET) 신호를

입력하여도 좋다. 도 2에서, 여러개의 제어신호를 커맨드(CMD) 버스(69)로 나타낸다. 당업자는 커맨드버스(69)를 거쳐

소자(50)에 인가되는 여러개의 제어신호에 정통할 것이다. 도 2에 도시하지 않았을지라도, 제어회로(52)는 소자(60)의 나

머지 기능적인 부품의 대부분에 결합되는 것과 같아서 제어회로(52)가 통상적인 배치에서, 여러개의 인가된 제어회로를

해석(interpret)할 수 있고, 소자(50)의 나머지 회로의 전체 동작을 구동하고 제어한다.

도 2에 도시된 소자(50)의 여러개의 기능적인 부품은, 서로에 대해 양호하게 정의된 공간적인 관계로 배치된, 분리되면서

도 개별적인(discrete) 회로로서 도시하였을지라도, 실제의 구현에서, 임의의 기능적인 부품의 일부분이 서로의 사이에 산

재하여 있는 채, 여러개의 회로가 반도체 기판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 걸쳐 분산된 것과 같다. 즉, 도 2는 실행적이며 구체적

인 시각보다는 기능적인 시각에서 소자(50)를 나타내고 있다.

딜레이 록 루프(DLL) 회로(54)는 입력단자에서 외부 클럭신호(CLK)를 입력하고, 복수개의 출력단자(70)에서 복수개의

내부 클럭신호(INTCLK1),....,(INTCLKN)를 생성한다. DLL 회로(54)로부터 출력되는 클럭신호(INTCLKX)의 각각은 소

자(50) 내의 하나 이상의 다른 기능적인 부품에 제공된다. 명쾌함을 위해, 도면에서는 DLL 회로(54)와 다른 기능적인 회로

간의 단지 몇 개의 전형적인 연결만을 도 2에 도시하였지만, 내부 클럭신호는 소자(50)의 다수의 다른 기능적인 부품에 제

공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DLL회로(54)의 기능은, 서로 동기화하여 상기 소자의 정확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도록 시간적으로 적절

히 각각 조정한 내부 클럭신호를 생성하는 것이다.

도 2의 회로중에서 내부 클럭신호를 입력하는 회로가 어드레싱회로(56)이다. SDRAM(50)은 동기식 소자이기 때문에, 어

드레스 정보를 어드레싱회로(56)에 의해 정확하게 "포획"하기 위해 메모리 어드레스를 외부 CLK신호와 동기화하여

ADDR단자에 인가하여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소자(50)에 라이트된 데이터 또는 소자(50)로부터 리드된 데이터는 동기 방

식으로 입/출력 데이터 단자(68)에 나타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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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라, SDRAM(50)은, 바람직하게는, DLL회로(54)가 디스에이블되는 하나 이상의 검사모드를 동작시

킬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일 실시예에서는, 제어회로(54)를 커맨드 버스(69) 상의 임의의 패턴의 외부 인

가된 제어신호에 반응하도록 하여 검사 모드(즉, "DLL 오프(off)" 모드)에서 DLL 회로(54)를 디스에이블시키고, 소자(50)

의 동작을 시작하게 한다. DLL 오프 모드에서, DLL회로(54)에 의해 생성된 INTCLK 클럭신호를 정상 입력하는, 소자(50)

의 여러개의 기능적인 부품에 상기 외부 인가된 CLK신호를 직접 인가한다. 즉, DLL 회로(54)는 상기 외부 인가된 CLK 신

호에 대해 아무런 조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에서, 소자(50)가 DLL 오프 모드에서 동작하면, 상기 소자(50)는

상기 소자의 정상 동작 속도보다 실질적으로 느린 속도를 포함하는, 어떠한 클럭속도로 동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상

동작에서 100MHz 클럭을 사용하도록 지정된 메모리는 검사 목적을 위해 DLL 오프 모드에서 10MHz로 동작시킬 수 있

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소자(50)를 DLL 오프 모드로 진입시키고, DLL 오프 모드로부터 이탈시키는데 포함된 제

어신호는, 커맨드 버스(69)를 거쳐 소자(50)에 인가되는 칩 셀렉트(CS#) 신호 및 리셋(RESET) 신호와 같은, 비동기 신호

또는 클럭되지 않은(unclocked) 신호이다. 이것의 중요성은 DLL 오프 모드가 된 후 "정상" 동작 모드로 소자(50)를 복귀

시키는 능력에 달려있다. 동기(즉, 클럭된) 입력신호는 소자(50)의 동작 모드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면, 일

단 DLL 회로(54)가 디스에이블되는 동작 모드로 정해진 이상, 소자(50)를 정상 동작 모드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

을지라도 어려울 수 있다.

도 3a를 참조하면, 정상 동작 모드에서의 소자(50)의 동작에 관련된 임의의 신호의 상태를 나타내는 타이밍도가 도시되어

있다. SDRAM의 통상적인 구현에 따라, 소자(50)는 전원이 들어왔을 때 리셋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커맨드 버스(69)는

RESET# 입력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RESET# 입력단자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SDRAM 구현에 따라, 소자

(50)는 커맨드 버스(69)의 일 단자의 칩 셀렉트(CS#) 입력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칩 셀렉트 신호가 칩이 동작을 위해 선택

되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커맨드 버스(69)에 인가된 여러개의 입력신호(커맨드)를 차단하도록, 상기 칩 셀렉트(CS#) 입

력신호는 제어회로(52) 내의 임의의 디코딩회로을 인에이블시키거나 디스에이블시킨다. 통상적인 방법에서, 상기 칩 셀렉

트 입력단자는, 그 각각이 메모리의 다중 뱅크중 분리된 하나로서 기능하는 다중 메모리 소자(50)를 포함하는 시스템에서

의 외부 뱅크 선택(selection)에 대비한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라, 칩 셀렉트(CS#) 입력단자와 리셋(RESET#) 입력단자 모두는 비동기 입력단자이고, 이는 이들

입력단자들에 인가되는 CS# 신호와 RESET# 신호의 상태를 상기 클럭(CLK) 신호에 상관없이 샘플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구현에 따라, 여러개의 전원공급 입력단자(미도시)에 전원을 (소자의 랫치업(latch up)을 방지하도록) 지정된 시

퀀스로 인가한 후 소자(50)에 전원을 넣고 임의의 방식으로 초기화하여야만 한다. 모든 전원 전압과 기준 전압이 안정화한

후, 클럭신호(CLK)를 클럭 입력단자에 인가한다. 안정한 클럭신호(CLK)는 임의의 기간(예를 들어, 200μ초) 동안에 존재

하여야만 한다.

그 다음에, 리셋 커맨드를 발생시켜야만 한다. 실시예에서, 리셋 커맨드는 RESET 입력단자에 인가되는 논리적인 높은 펄

스인 한편, 상기 칩 셀렉트 신호(CS)는 논리적인 낮은 레벨로 유지한다.(또다시, 상기 RESER 입력단자와 CS 입력단자는

도 2의 커맨드 버스(69)의 일부분이다. 일 실시예에서, RESET 펄스는 약간의 최소 존속기간을 가져야만 한다. 상기 리셋

커맨드는 상기 DLL 신호를 초기화하고 동기화하여 메모리뱅크(60)를 프리차지(precharge)시킨다.

도 3a를 참조하면, 클럭신호(CLK)는 시각(t1)에서 생성되기 시작하고, 시각(t2)까지 200μ초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다. 일 실시예에서, 클럭신호(CLK)는 200 내지 300mHz 대의 주파수를 가져도 좋다. 시각(t2)에서, RESET 신호는 어서트

되고(논리적인 높음), 시각(t3)까지 도 3에 tRSTPW라고 표기된, 적어도 최소 기간 동안에 어서트 상태를 유지한다. 시각(t3)

에서, RESET 신호는 디어서트(deassert)(논리적인 낮음)된다.. 도 3에 tRESET라고 표기된, 또다른 최소 기간에 뒤이어,

소자(50)의 동작은, 시각(t4)에서 칩 셀렉트(CS) 신호의 어서트를 포함하는 리프레시(refresh) 커맨드로 계속된다. 도 3a

에 표기된 리셋 커맨드 동안에 상기 칩 셀렉트(CS) 신호가 논리적인 낮은(deassert) 레벨로 유지된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정상 동작 모드에서의 소자(50)의 동작 동안에, 상기 CS 신호는 상기 RESET 신호와 동시에 어서트되지 않고, 그

리고, 그 반대로 상기 RESET 신호는 상기 CS 신호와 동시에 어서트되지 않는다.

도 3b를 참조하면, DLL 회로(54)가 디스에이블된 모드("DLL 오프 모드")로 소자(50)를 초기화하는 것에 대응하는 타이밍

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DLL 오프 모드로의 초기화는 시각(t5)에서 칩 셀렉트 신호(CS)의 어서트

로 시작한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라, 클럭신호(WCK)는 도 3b의 초기화 시퀀스 동안에 "dont care" 상태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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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칩 셀렉트 신호는 도 3b에 tSCS_DLL라고 표기된 최소의 기간 동안에 어서트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시각(t6)

에서, 리셋 펄스는 RESET 신호의 어서트(논리적인 높음)로 시작한다. 상기 리셋 펄스는, RESET가 디어서트되는 시각(t7)

까지 리셋 펄스 구간(tRSTPW) 동안 지속한다. 상기 칩 셀렉트(CS) 신호는 하지만, RESET가 디어서트됨에 따라 어서트 상

태를 유지하고, 현재 설명하는 실시예에서, RESET의 디어서트를 뒤따르는 최소 구간(tHCS-DLL) 동안에 또는 시각(t8)까지

어서트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시각(t8)에 뒤이어, RESET신호와 CS신호 모두는 시각(t7)에서 RESET의 디어서트에 뒤따르는 구간(tDLLOFF)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시각(t9)까지 디어서트를 유지한다. 이후, DLL 모드에서의 소자(50)의 동작은 시작할 수 있고, CLK 입력단자

에 클럭신호의 인가를 시작한다.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라, DLL 회로(54)가 디스에이블되면, 도 3b의 CLK신호는 정상 동

작의 소자(50)에 지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 현저하게도, DLL 오프 모드로 소자(50)를 초기화함에 뒤따르는

도 3b의 CLK신호는 정상 동작의 CLK신호보다 느릴 수가 있다. 따라서, 클럭신호(CLK)가 도 3a에서 200 내지 300mHzd

이어도 좋은 반면에, 도 3b의 클럭신호(CLK)는 예를 들어 10 내지 50mHz이어도 좋다. 당업자는 소자(50)의 검사를 위하

여 이것의 이점을 인식할 것이다. 특히, 일단, 소자(50)가 DLL 오프 모드로 초기화되었으면, 상기 소자에 지정된 최소의 정

상 동작 주파수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동기 클럭 주파수로 동작하는 한, 상기 소자 동작은 통상적인 기술과 검사장비를 이

용하여 소자 동작을 검사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임의의 반도체 소자를, 예를 들어 100mHz(종종 "파트 레이팅(part

rating)"이라고 칭함)의 동기식 외부 클럭 주파수로 동작하도록 제조회사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반면에, DLL 오프 모드에

서는, 상기 소자를 실질적으로 낮은 주파수, 예를 들어 50mHz 미만 주파수의 검사 모드에서 동작시켜도 좋다.

더욱이, 당업자는 정상 모드의 동작과 DLL 오프 모드의 동작간의 전환을 위한 모드 레지스터(register)를 사용하지 않는

바람직함을 인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DLL 오프 기능에 전용되어질 어떠한 제한된 수량의 모드 레지스터 비

트 패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일단, DLL 오프 모드에서의 검사가 완료되면, 상기한 바와 같은 통상적인 리셋(RESET)

커맨드를 발생함으로써 메모리 소자(50)를 "정상" 동작 모드로 복귀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공지된 싱글 인라인 메모리 모듈(single-in-line memory module: SIMM) 또는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dual-in-line mwmory module: DIMM) 등과 같은 다중 메모리 소자를 회로기판 상에 실장한 후, 메모리 소

자(50)와 같은 메모리 소자의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데 특히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러한 모듈에 대한 대부분의

검사 장치가 검사중인 소자를 지정된 "정상" 동작 클럭 속도로 동작시키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메모리 모듈에

포함된 각각의 메모리 소자가 상기 검사 장치의 더욱 느린 동작 속도에 적응할 수 없는 DLL 회로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다수개(12개)의 메모리 소자(50)를 포함하는 SIMM(80)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모듈(80)은

도 2,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수개의 개별 메모리 소자(50)를 갖는 회로기판(82)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모듈(80)은 예를 들어, 16MB 또는 32MB 능력을 갖는 JEDEC 및 산업 표준 72단자형이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의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하나의 모드에서 메모리 소자의 임의의 부회로가 디스에이블되는, 2

개 이상의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메모리 소자를 설명하였음을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메모리 소자를 동작하는 방법을

또한 설명하였다. 유리하게도, 본 발명은 상기 소자를 정상 모드의 동작과 DLL 오프 모드의 동작간에 전환할 수 있기 위해

모드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가 어느 정도 상세히 기술되어있을지라도, 이는 본 발명의

여러개 특징과 양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기술하였고, 본 발명의 요지에 대해 한정하지 아니 한다. 다양한 대체, 변경, 그

리고/또는 변형을 본 실시예에 대해 할 수 있지만, 본 실시예에서 제안할 수 있었던 실행 변화에 한정하지는 아니 하고, 첨

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사상과 요지를 벗어남 없이 상기 설명한 실시예에 대해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상 동작 모드와 선택 동작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로서,

제1 비동기 입력신호를 입력하는 제1 입력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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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비동기 입력신호를 입력하는 제2 입력단자로서, 상기 제2 비동기 입력신호와 상기 제1 비동기신호가 상기 정상 모드

에서 상기 소자의 동작 동안에 동시에 어서트(assert)되지 않는 제2 입력단자;

동기 입력신호를 입력하는 하나 이상의 입력버퍼;

외부 클럭신호를 입력하는 하나 이상의 클럭단자;

상기 클럭단자에 연결되고, 상기 외부 클럭신호에 반응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입력버퍼에 인가될 하나 이상의 내부 클럭신

호를 생성하는 딜레이 록 루프 회로로서, 상기 딜레이 록 루프 회로가 상기 정상 동작 모드 동안에 활성화되고 상기 선택

동작 모드 동안에 비활성화되는 딜레이 록 루프 회로; 및

상기 제1, 2 입력단자와 상기 딜레이 록 루프 회로에 결합되는 제어회로로서, 상기 제어회로가 상기 제1, 2 비동기 입력신

호의 동시적인 어서트에 반응하여 상기 딜레이 록 루프를 비활성화함으로써 상기 소자를 상기 선택 동작 모드로 정하는 제

어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동기식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비동기 입력신호는 리셋(RESET)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비동기 입력신호는 칩 셀렉트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동작 모드는 테스트 모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신호의 주파수는 상기 정상 동작 모드보다 상기 선택 동작 모드에서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정상 동작 모드용 상기 클럭신호의 주파수는 약 100mHz보다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

체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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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동작 모드용 상기 클럭신호의 주파수는 약 50mHz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

체 소자.

청구항 10.

정상 동작 모드와 선택 동작 모드에서 선택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로서,

제1 비동기 입력신호를 입력하는 제1 입력단자;

제2 비동기 입력신호를 입력하는 제2 입력단자;

복수개의 동기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커맨드 버스;

외부 클럭신호를 입력하는 클럭단자;

상기 클럭단자에 결합되고, 상기 외부 클럭신호에 반응하여 하나 이상의 내부 클럭신호를 생성하는 딜레이 록 루프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소자가 상기 제1 비동기 신호의 어서트에 반응하는 반면 상기 제2 비동기 신호는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서 제1 기능

을 수행하도록 디어서트(deassert)되고, 상기 소자가 상기 제2 비동기 신호의 어서트에 반응하는 반면 상기 제1 비동기 신

호는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서 제2 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어서트되며;

상기 소자가 상기 제1, 2 비동기 신호의 동시적인 어서트에 반응하여 상기 선택 동작 모드로 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딜레이 록 루프 회로는 상기 선택 동작 모드에서 디스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

체 소자.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반도체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클럭신호의 주파수는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 비해 상기 선택 동작 모드에서 더 낮은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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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비동기 입력신호는 리셋(RESET) 신호이고, 상기 정상 모드에서의 상기 제1 기능은 리셋 기능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비동기 입력신호는 칩 셀렉트 신호이고, 상기 정상 모드에서의 상기 제2 기능은 상기 커맨드

버스에 결합된 커맨드 디코더를 인에이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서의 상기 외부 클럭의 주파수는 약 100mHz보다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동작 모드에서의 상기 외부 클럭신호의 주파수는 약 50mHz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

기식 반도체 소자.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정상 동작 모드와 선택 동작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를 동작하는 방법으로서,

(a) 제1 비동기 입력신호의 어서트와 제2 비동기 신호의 디어서트에 반응하여 상기 제1 정상 동작 모드에서 제1 기능을 수

행하는 단계;

(b) 상기 제2 비동기 신호의 어서트와 상기 제1 비동기 신호의 디어서트에 반응하여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서 제2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1, 2 비동기 신호의 동시적인 어서트에 반응하여 상기 선택 동작 모드로 진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동작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상기 선택 동작 모드로 진입하는 것에 반응하여 내부 클럭회로를 디스에이블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동작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비동기 입력신호는 리셋(RESET)신호이고,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서의 상기 제1 기능은 리셋

기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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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비동기 입력신호는 칩 셀렉트 신호이고,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서의 제2 기능은 동기 커맨드

입력버퍼를 인에이블시키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동작 방법.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동기식 메모리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동작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동기식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동작

방법.

청구항 26.

제20항에 있어서,

(d)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 비해 상기 선택 동작 모드에서 더 늦은 동기 클럭 속도로 동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동작 방법.

청구항 27.

동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비동기적으로 모두 포획된 입력단자와 클럭 입력단자를 가지며, 정상 모드에서 최소 동기 클럭 주

파수 이상의 주파수로 동작하도록 지정된 동기식 반도체 소자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비동기 입력단자에 소정의 시퀀스의 비동기 입력신호를 인가하여 상기 소자를 검사 모드로 초기화시키는 단계;

(b) 상기 검사 모드로의 초기화에 반응하여 상기 소자의 내부 클럭회로를 디스에이블시키는 단계;

(c) 상기 클럭 입력단자에 상기 최소 동기 클럭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를 갖는 클럭신호를 인가하는 단계; 및

(d) 상기 검사 모드에서 동작하는 소자의 동작을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검사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검사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 소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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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시퀀스의 비동기 입력신호는, 상기 소자의 정상 동작 동안에 동시적으로 어서트되지 않은 2

개의 비동기 입력신호의 동시적인 어서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검사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2개의 비동기 입력신호는 리셋(RESET) 신호와 칩 셀렉트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

기식 반도체 소자 검사 방법.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동기 클럭 주파수는 약 100mHz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소자 검사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동기 클럭 주파수보다 낮은 상기 주파수는 약 50mHz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

도체 소자 검사 방법.

청구항 34.

정상 동작 모드와 검사 동작 모드의 동작에서 동작할 수 있는 동기식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 소자로서,

복수개의 동기적으로 포획된 입력신호 단자;

2개 이상의 비동기적으로 포획된 입력신호 단자;

외부 클럭신호를 입력하는 동기 클럭단자;

상기 동기 클럭단자에 결합되며, 상기 외부 클럭신호에 반응하여 하나 이상의 내부 클럭신호를 생성하는 딜레이 록 루프

회로;

상기 복수개의 동기적으로 포획된 입력신호 단자와 상기 2개 이상의 비동기적으로 포획된 입력신호 단자에 결합된 제어회

로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소자는 소정의 최소 정상 동작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외부 클럭신호를 사용하여 정상 모드에서 동작하

도록 지정하고,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2개 이상의 비동기 포획된 입력신호 단자에 인가된 소정의 시퀀스의 비동기 입력신호에 반응하여

상기 딜레이 록 루프 회로를 디스에이블시키고 그 다음에 상기 메모리 소자를 상기 검사 동작 모드에서 동작시키고,

상기 검사 동작 모드에서의 동작 동안에 상기 외부 클럭신호는 상기 소정의 최소 정상 동작하는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 소자.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시퀀스의 비동기 입력신호는 2개의 비동기 입력신호의 동시적인 어서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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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2개의 비동기 입력신호는 리셋(RESET) 신호와 칩 셀렉트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

기식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 소자.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최소 정상 동작 주파수는 약 100mHz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 소자.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최소 정상 동작 주파수보다 낮은 상기 주파수는 약 50mHz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다

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 소자.

청구항 40.

인쇄회로기판 상에 실장된 복수개의 구분된(discrete)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포함하는 메모리 모듈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

의 구분된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각각은 정상 동작 모드와 선택 동작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고, 각각의 구분된 반도체 메모

리 소자는

제1 비동기 입력신호를 입력하는 제1 입력단자;

제2 비동기 입력신호를 입력하는 제2 입력단자;

복수개의 동기 제어신호를 입력하는 커맨드 버스;

외부 클럭신호를 입력하는 클럭단자;

상기 클럭단자에 결합되고, 상기 외부 클럭신호에 반응하여 하나 이상의 내부 클럭신호를 생성하는 딜레이 록 루프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소자가 상기 제1 비동기 신호의 어서트에 반응하는 반면 상기 제2 비동기 신호는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서 제1 기능

을 수행하도록 디어서트되고, 상기 소자가 상기 제2 비동기 신호의 어서트에 반응하는 반면 상기 제1 비동기 신호는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서 제2 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어서트되며;

상기 소자가 상기 제1, 2 비동기 신호의 동시적인 어서트에 반응하여 상기 선택 동작 모드로 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딜레이 록 루프 회로는 상기 선택 동작 모드에서 디스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등록특허 10-0592648

- 14 -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반도체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는 다이내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4.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클럭신호의 주파수는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 비해 상기 선택 동작 모드에서 낮은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5.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비동기 신호는 리셋(RESET) 신호이고, 상기 정상 모드에서의 상기 제1 기능은 리셋 기능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비동기 신호는 칩 셀렉트 신호이고, 상기 정상 모드에서의 상기 제2 기능은 상기 커맨드 버스

에 결합된 커맨드 디코더를 인에이블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7.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정상 동작 모드에서의 상기 외부 클럭의 주파수는 약 100mHz보다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 모듈.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동작 모드에서의 상기 외부 클럭신호의 주파수는 약 50mHz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모듈.

청구항 49.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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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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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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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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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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