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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속 디램의 리드 레이턴시를 설정 및 보상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리드 데이터와 상기 리드 데이터를 래치하는데 사용된 리드 클럭이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가지며 동기적으로 데이터 래

치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클럭 신호로부터 파생되는 내부 클럭 신호들의 가변적인 타이밍을 조정하는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리드 클럭(129)은 지연 록 루프 회로(120)에서 상기 외부 클럭 신호(116)로부터 만들어지고, 리

드 커맨드(112)에 따라 만들어진 스타트 신호(118)는 상기 지연 록 루프(120)에 종속된 지연 회로(132)를 통과하고 그 결

과 상기 리드 클럭 신호(129)와, 지연된 스타트 신호(174)는 동일한 내부 타이밍 편차를 갖는다.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

(174)는 그럼으로써 상기 리드 클럭 신호(129)에 의해 리드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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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리드 데이터, 리드 클럭, 리드 레이턴시, 지연 록 루프, 지연, 동기화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램(DRAM) 회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정확한 리드 레이턴시(read latency)를 가지면서 고속의 디

램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회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인 디램 메모리 시스템은 디램 메모리 소자의 리드 리퀘스트(read request)와 라이트 리퀘스트(write request)를

요청하는 외부 디램 콘트롤러(DRAM controller)를 갖고 있다. 상기 리드 리퀘스트를 요청할 때, 상기 콘트롤러는, 상기 메

모리 소자 내의 데이터를, 상기 리드 리퀘스트가 상기 콘트롤러에 의해 요청된 후, 일반적으로 소정 개수의 외부 시스템 클

럭 사이클, 예컨대 8개 외부 클럭 사이클이 되는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가지며 데이터 버스 상에서 이용 가능하기를 예

상한다. 내부적으로, 상기 디램 메모리 소자는 외부 클럭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외부 클럭 신호로부터 상기 메모리 소자의

내부 작동을 위한 여러 개의 상이한 내부 클럭 신호를 확장하는 그 자신의 클럭 시스템을 갖고 있다.

공지된 고속 메모리 소자의 내부 클럭 시스템은 2개 이상의 클럭 도메인(domain)을 만든다. 제1 클럭 도메인은 대부분의

로직 회로에 사용되며 메모리 어레이 코아(core)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타이밍을 나타낸다. 상기 제1 도메인의 타이밍

은, 버퍼된 외부 자유 실행 시스템 클럭(buffered external free running system clock)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상기 외부

클럭에 관련된s 제1 도메인의 클럭 신호의 위상은 클럭 입력기(receiver)와 클럭 트리 지연(tree delays)에 의존한다. 상

기 외부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또한 파생된 제2 도메인은 백타이밍된(back-timed) 리드 클럭의 타이밍을 나타낸다. 상기

클럭 도메인은 지연 록 루프(delay lock loop: DLL)에 의해 만들어진다. 상기 제2 클럭 도메인은 데이터 리드 래치를 작동

시키기 위한 리드(read) 클럭을 만든다. 상기 리드 클럭은 상기 외부 시스템 클럭에 대해 소정의 위상 관계를 가지며 상기

리드 래치에 제공된다. 상기 제2 클럭 도메인은, 상기 외부 시스템 클럭과 소정의 위상 정합(alignment)을 이루도록 출력

데이터 래치를 작동시키는 리드 클럭 신호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 출력(DO) 경로의 지연을 보상한다.

상기 2개 클럭 도메인 중 어느 것도 특히 작동의 고주파에서 상기 외부 시스템 클럭의 타이밍을 정말로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상기 2개 도메인의 클럭 신호의 타이밍은 제조 공정, 전압 및 온도(PVT) 편차 때문에 메모리 소자 작동 동안에 서

로 엇갈리게 될 수 있다. 이는, 출력 래치에 리드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책임이 있는 임의의 클럭 도메인이 상기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백타이밍된 리드 클럭이 상기 래치에 존재할 때와 다른 시간에 전달시키는 점에서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맞추기 위해, 상기 메모리 소자는 리드(READ) 커맨드의 입력에 뒤이어 클럭 신호를 카운트하고

출력 래치를 활성화하여 출력 데이터를,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에 상기 백타이밍된 리드

클럭으로 래치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상기 제1, 2 클럭 도메인이 서로 엇갈리는 상태를 유지할 때, 곤란하다.

리드 클럭 백타이밍의 양은 데이터 이용가능성에 관련하여 불확정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기 리드 클럭을 제어하여 정

확한 데이터 출력과 외부 클럭 사이클에서 측정된 바와 같은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외부 클럭 사이클에서 측정된 바와 같은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의 정확한 데이터 출력을 얻기 위하여 데이터 흐

름에 관련한 리드 클럭 백 타이밍의 양의 불확실성과 편차를 보상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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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스타트(start) 신호는 외부 시스템 클럭 도메인으로부터 내부 리드 클럭 도메인으로 전달되어 그 결과 상기

스타트 신호가 리드 클럭에 대해 고정된 타이밍 관계를 갖는다. 상기 스타트 신호는 리드 클럭 타이밍의 어떠한 변화를 추

적하고, 메모리 어레이의 리드 데이터와 리드 클럭을 메모리 소자의 출력에서 적절하게 동기화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사용

된다.

상기 스타트 신호는 리드(READ) 커맨드의 입력 때에 커맨드 디코더에 의해 생성되고, 상기 리드 클럭을 백타이밍하는데

사용되는 지연 록 루프(DLL) 지연 라인에 종속된 지연 라인을 통과한다. 상기 종속된 지연 라인을 통과한 후, 상기 스타트

라인은 상기 리드 클럭과 같은, 상기 외부 클럭에 관련한 동일한 위상 및 백타이밍을 갖게 될 것이다.

카운터(counter)는 모드 레지스터(mode register)와 오프셋 레지스터(offset register)에 의해 제공되는 값으로 사전 로

드(pre-load)된다. 상기 값은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서 상기 DLL, 클럭 트리, 출력 래치 및 출력 드라이버를 거쳐 리드

클럭 신호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측정된 지연을 차감한 값을 나타낸다. 상기 카운터는 상기 스타트 신호의 입력에 뒤이어

리드 클럭을 사용하여 소정의 값까지 카운트할 것이다. 상기 카운터에 사전 로드된 실제의 카운트 값은 상기 메모리 소자

내의 디코딩 또는 다른 여러 가지의 지연을 고려하도록 1개 이상의 카운트만큼 더 오프셋(offset)될 수 있다. 상기 카운터

가 상기 소정의 값에 도달할 때, 상기 카운터는 상기 리드 데이터와 리드 클럭을 입력하는 출력 회로가 상기 리드 데이터를

동기적으로 래치하여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가지며 상기 리드 데이터를 출력하게 한다.

그러므로, 상기 리드 클럭 출력의 백타이밍이 클럭 사이클 경계를 가변하고 엇갈리더라도, 상기 스타트 신호는 상기 리드

클럭 출력의 백타이밍과 함께 이동하여 상기 데이터와 리드 클럭의 작동을 동기화 상태로 유지할 것이다.

본 발명의 상술한 특징 및 이점과 기타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 제공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메모리 소자의 제1 실시예의 블록도.

도 2는 초기화 동안에 사용된 추가 회로를 나타낸 제1 실시예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도 1 회로의 일부분의 변형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프로세서 시스템 내에 구현된 도 1 및 도 2의 메모리 소자를 나타낸 블록도.

실시예

본 발명은, 임의의 데이터가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가진 채 데이터 버스에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백 타이밍 리드

클럭에 적절히 타이밍된 데이터를 출력 래치에 전달함으로써 디램의 리드 클럭 백 타이밍 양의 불확실성과 편차를 보상한

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작동부를 메모리 소자(100)의 일부분으로서 도시하고 있다. 외부 메모리 콘트롤러(160)는

메모리 소자(100)를 향해 외부 클럭 라인(116) 상에 외부 시스템 클럭(XWCLK)을 공급하고, 커맨드/어드레스(C/A) 버스

(112) 상에 커맨드 신호와 어드레스 신호를 공급한다. 상기 콘트롤러(160)와 메모리 소자(100) 사이의 메모리 어레이 데

이터는 도 1에서 1개 데이터 라인(108)으로 도시된 다중 비트 데이터 버스를 거쳐 교환된다. 본 발명은 특히, 상기 메모리

소자(100) 내에서 일어나는 리드 작동의 타이밍에 지향하기 때문에, 상기 데이터 라인(108)은 선택된 리드 데이터를 메모

리 어레이(170)로부터 데이터 파이프(104)를 거쳐 리드 래치(124), 라인 드라이버(126), 상기 라인(108) 및 메모리 콘트

롤러(160)로 전달되는 것과 같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 파이프(104)는 병렬로 전달된 어레이 데이터를, DQ 경로

(108)에 전달하기 위한 직렬 데이터로 변환하는 직렬화기(serializer)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소자(100)는 상기 외부 시스템 클럭(XWCLK)을 버퍼링하기 위한 클럭 버퍼(117), 커맨드/어드레스(C/A) 버

스(112) 상에 나타나는 커맨드 신호 및 어드레스 신호를 버퍼링하기 위한 커맨드/어드레스 버퍼(119) 및 상기 메모리 콘트

롤러(160)에서 입력되는 커맨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커맨드(CMD) 디코더(121)를 더 포함한다. 상기 디코더(121)에 의해

디코딩된 리드(READ) 커맨드는 메모리 어레이(170)의 리드 작동을 초기화하고, 어드레스 디코더(125)에 의해 디코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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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트롤러(160)에 의해 지정된 바와 같은 1개 이상의 메모리 어드레스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도록 상기 메모리 어레

이(170)를 작동시키는 리드 로직(123)과 같이 도 1에 도시된 상기 메모리 소자(100)의 제어 로직을 거쳐 리드 작동을 초

기화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버퍼링된 외부 클럭은 메모리 콘트롤러(160)의 커맨드 데이터와 어드레스 데이터를 적절히 리드하기 위해 상기 커맨

드 디코더와 어드레스 디코더에 또한 인가된다. 상기 버퍼링된 외부 클럭은 클럭 트리(127)와 연합하여 상기 메모리 소자

(100)의 추가적인 내부 클럭 신호를 만드는 지연 록 루프(120)에 또한 인가되는데, 상기 추가적인 내부 클럭 신호 중의 하

나가 라인(129) 상의 리드 클럭 신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지연 록 루프(120)와 클럭 트리(127)에 의해 만들어진 리드

클럭은 상기 출력 경로의 지연에 의해 백타이밍된다. 상기 리드 클럭 신호의 특정 에지(edge)는 상기 어레이(170)로부터

리드된 특정 데이터를 위한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구현하기 위해 상기 출력 리드 래치(124)를 구동하도록 선택된다.

상기 리드 데이터 신호와 리드 클럭 신호가 PVT 또는 다른 타이밍 편차에도 불구하고 상기 리드 래치(124)에 적절한 타이

밍 관계로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리드 스타트(READ START) 신호가 사용된다. 상기 리드 스타트 신호는, 리드

(READ) 커맨드가 디코딩될 때 상기 커맨드 디코더(121)에 의해 라인(118) 상에 발생된다. 상기 리드 스타트 신호는 지연

록 루프(120)의 타이밍에 종속(slave)되는 슬레이브 지연 회로(132)에 인가된다. 슬레이브 지연(132)의 출력은, 클럭 트

리(127)의 리드 클럭에 의해 진행된 지연을 반복하도록 조정될 수 있는 클럭 트리 모델(133)에 인가된다. 그러므로, DLL

(120)에 의해 만들어진 라인(129) 상의 리드 클럭 신호에 전달된 어떠한 타이밍 편차이라도 상기 리드 스타트 신호(174)

에 또한 전달된다. 따라서, 상기 리드 스타트 신호는 동일한 PVT 편차 또는 라인(129) 상의 리드 클럭 신호에 의해 진행된

다른 타이밍 편차를 받기 쉽고, 또한 상기 라인(129) 상의 리드 클럭 신호와 같은 동일한 양만큼 출력 경로 지연에 대해 백

타이밍된다. 상기 리드 스타트 신호는 상기 클럭 트리 모델(133)로부터 라인(174) 상에 지연된 스타트(Delayed Start) 신

호로서 출력된다.

상기 라인(174) 상의 지연된 스타트 신호는 모드 레지스터(144)로부터 소정의 리드 데이터 레이턴시가 부과된 다운 카운

터(148)에 인가된다. 상기 소정의 레이턴시는 다수의 클럭 사이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제조 때에 상기 메모리 소자(100)

에 고정될 수 있거나, 초기화 때에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160)에 의해 디코더(121)의 커맨드 디코딩을 통하여 모드 레지스

터(144)에 프로그램된 값이 될 수 있다. 덧붙여, 만약 다른 메모리 소자(100)의 지연을 고려하는데 추가 오프셋이 필요하

면, 상기 지연은 모드 레지스터(144)로부터 카운터(148)에 로드되는 레이턴시 값에서 차감될 수 있다. 상기 오프셋은 개별

오프셋 회로(145)로부터 발생할 수 있거나, 모드 레지스터(144)에 저장된 당초의 레이턴시 데이터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운 카운터(148)는, 메모리 소자(100)를 위한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얻기 위해 라인(174) 상에 지연된 스타

트 신호가 나타나는 것에 뒤이어 발생하여야만 하는 다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이 부여된다. 라인(174) 상의 스타트 신호는

상기 다운 카운터(148)를 인에이블시켜 라인(129) 상의 리드 클럭 신호를 사용하여 초기화 값에서 카운트다운할 수 있게

한다. 일단 상기 카운터(148)가 소정의 카운트 값, 예컨대 제로에 도달하였으면, 카운터(148)는 데이터 파이프(104)를 인

에이블시키고 그 결과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보장하기 위해 라인(129) 상의 리드 클럭에 관하여 적절히 타이밍된 리드

래치(124)에 어레이(170)의 데이터가 도달한다.

상술된 본 발명은, PVT 편차 또는 다른 타이밍 편차가 상기 리드 클럭에 나타날지라도, 상기 편차가 라인(174) 상의 지연

된 스타트 신호에 또한 나타나는 것을 보장하고, 그 결과 출력 래치(124)에 전달된 데이터와 리드 클럭 신호가 서로 적절히

동기화되어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가 일치하는 것을 보장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도 1은 오프셋 회로(145)에서 다운 카운터(148)로 제공된 오프셋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오프셋은 특정

리드 데이터를 위한 리드 클럭 신호가 나타나는데 있어서의 고유(inherent) 지연을 고려한다. 그러므로, 상기 커맨드

(CMD) 디코더(121)에 의한 리드(READ) 커맨드의 입력에 뒤이어 리드 래치(124)에서 리드 클럭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있

어서의 고유 지연이 있을 것이다. 상기 지연은 지연 록 루프(120), 클럭 트리(127) 및 리드 클럭 신호 경로의 다른 회로 지

연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리드 클럭 신호가 리드(READ) 커맨드의 입력에 뒤이어 어드레스된 리드 데이

터를 위한 리드 래치(124)에 나타나는데 있어서 5개의 외부 시스템 클럭 사이클이 소요된다. 정수개의 외부 클럭, 예컨대

5개의 외부 클럭 사이클로 측정된 바와 같은 상기 지연은 오프셋 회로(145)에 의해 다운 카운터(148)에 공급되어 모드 레

지스터(144)에 의해 공급된 절대(absolute) 리드 레이턴시로부터 차감된다. 그러므로, 모드 레지스터(144)가 초기에, 콘

트롤러(160)에 의해 예정된 절대 리드 레이턴시, 예컨대 8개의 외부 클럭(XWCLK) 사이클로 설정되어 있는 한, 상기 오프

셋 회로는 상기 8개의 외부 클럭(XWCLK) 사이클에서, 리드할 특정 데이터를 위한 리드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데 있어서의

고유 지연에 기반으로 한 차감 값, 예컨대 5개의 클럭 오프셋을 제공한다. 상기 다운 카운터 회로(148)는 최종(net) 결과,

예컨대 8개 클럭 사이클의 절대 리드 레이턴시와 3개 클럭 사이클의 리드 클럭 신호 지연에 대해 3개 클럭 사이클을 저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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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운 카운터(148)는, 상기 스타트 신호의 나타남에 뒤이어 3개 리드 클럭 신호를 카운트할 때(리드(READ) 커맨드에

뒤이어 총 8개 리드 클럭 신호가 그 다음에 통과함), 8번째 리드 클럭 사이클은 상기 데이터를 출력 패드에 래치하고 그 결

과 8개 외부 시스템 클럭 사이클에 해당하는 총 8개 리드 클럭 사이클이 발생한다. 상기 카운터(148)는 리드 데이터 버스

트(burst)의 기간 동안에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이터 파이프(104)의 스타트를 인에이블시킨다.

오프셋 회로(145)에 의해 제공된 오프셋 값은 도 2에 도시된 시스템에 의해 시스템 초기화 단계에서 용이하게 결정된다.

도 2는 도 1과 동일하나, 타이머(128), 입/출력(I/O) 경로 모델 회로(158) 및 입력 펄스를 DLL(120)에 선택적으로 인가하

는 스위치(146)를 추가로 도시하고 있다. 초기화 기간 동안에, 상기 DLL(120)가 록(lock)된 후 상기 타이머(128)는 DLL

록 신호를 입력하고 스위치(146)를 경유한 펄스 신호를 DLL(120)을 거쳐 전송하며 라인(116) 상의 외부 클럭 신호

(XWCLK)를 카운팅을 시작한다. 타이머(128)는, 상기 인가된 펄스 신호가 라인(129)에 나타날 때 생성되는 입/출력(I/O)

경로 모델 회로(158)로부터의 입력신호를 입력할 때 상기 외부 클럭 신호의 카운팅을 중단한다. 상기 입/출력(I/O) 경로 모

델 회로(158)는 예상된 PVT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도달하는 리드 클럭 신호의 타이밍을 조정하여 타이머(128)에, 타이

머(128)로 하여금 외부 클럭 신호의 카운팅을 중단하게 하는 상기 조정된 리드 클럭 신호를 공급한다. 타이머에 유지된 카

운트 값은 리드(READ) 커맨드가 일단 생성되었을 때 상기 리드 클럭 신호를 생성함에 있어서의 지연을 나타내는 외부 클

럭 신호의 오프셋이다. 상기 오프셋 값은, 콘트롤러(160)에 의해 모드 레지스터(144)에 설정된 절대 리드 레이턴시를 오프

셋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오프셋 회로(145)에 저장된다.

상기한 내용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도 1 및 도 2 실시예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PVT 편차 또는 상기 리

드 클럭 신호에 부과된 다른 타이밍 편차가 존재할 때조차도 어레이(170)의 리드 데이터가 래치(124)에서 소정의 리드 레

이턴시 상태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간에 상기 리드 데이터를 위한 정확한 리드 클럭이 래치(124)에 존재하는 것

을 보장한다. 상기 리드 클럭의 생성 때의 고유 지연 및 타이밍과 같은 동일한 지연 및 동일한 타이밍 조정을 상기 스타트

신호에 인가하는 슬레이브 지연을 통과하는 리드 스타트 신호는, 상기 어레이로부터 상기 출력 경로를 거쳐 전달되는 데이

터를 상기 리드 클럭의 도달 시간과 동기화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시스템은 상기 다운 카운터(148)가 제로의 값까지 카운트다운하고 그 다음에 상기 데이터 파이프 회로(104)를 작동

개시하는 일 예의 시스템을 설명하였더라도, 데이터 파이프(104)를 스타트시킴 또는 리드(READ) 커맨드를 디코딩함에 있

어서와 같은 고유 지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상기 다운 카운터(148)는 상기 데이터 파이프(104)를 충

전하기 전에 제로의 값까지 항상 카운트다운할 필요가 없으나, 그 대신에 상기한 지연을 고려한 값까지 카운트다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8개 외부 클럭 사이클의 예시적인 절대 리드 레이턴시를 사용하고, 상기 리드 클럭의 생성을 위한 5개 클

럭 사이클의 오프셋이 있으면, 상기 다운 카운터는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될 때, 리드(READ) 커맨드 디

코딩 또는 상기 출력 파이프(104)의 스타트에서 1개 외부 클럭 사이클 지연이 있으면, 3에서 아마도 1의 카운트 값까지 카

운팅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상기 데이터 경로 지연을 고려하는 오프셋 값을 제공하는 오프셋 회로(145)에서 어떠한 출력 경로 지연라도 고려

될 수 있다.

상기 카운터(148)는, 어떠한 값까지 카운트다운하든지, 상기 값이 다운 카운터(148) 또는 상기 카운터(148)에 관련된 추

가 회로에 도달할 때, 리드 데이터 버스트(burst)의 기간 동안에 상기 데이터 경로를 오픈(open) 상태로 유지하고 그 후에

다음의 리드 작동을 위해 모드 레지스터(144)와 오프셋 회로(145)의 새로운 카운트 값으로 리셋된다.

도 3은, 다운 카운터(148)가 데이터 파이프(104)를 작동 개시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상기 어레이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를 라인(129) 상의 리드 클럭과 동기화시키기 위해, 상기 리드 래치(124)에 인에이블 신호(EN)를 제공하는, 도 1 실시예

의 변형을 나타낸다. 그 외에, 도 3의 실시예는, 도 1의 실시예와 정확하게 동일하다. 도 3의 변형에서, 상기 인에이블 신호

는, 카운터(148)가 사전 로드된 값에서 제로 값까지 또는 고려할 추가 지연이 있다면 또 다른 값까지 카운트다운할 때 제공

된다. 상기 인에이블 신호는 데이터 출력 버스트에 필요한 바와 같은 동일한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 동안에 상기 다운 카

운터 또는 그 관련된 다른 로직에 의해 또한 유지된다. 그 후에, 상기 카운터(148)는 다음 리드 작동을 위해 다시 로드되어

리셋된다. 다시 한번, 도 1 실시예와 같이, 도 3 실시예는 출력 경로의 리드 데이터 및 리드 클럭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도 4는, 도 1 내지 도 3에서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디램 메모리 소자(100)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프로세싱 시

스템(500)을 도시하고 있다. 도 4는 바람직한 개인용 컴퓨터 또는 워크 스테이션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상기 프로세싱 시

스템(500)은 로컬 버스(504)에 연결된 1개 이상의 프로세서(501)를 포함한다. 메모리 콘트롤러(160)와 제1 버스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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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는 또한 상기 로컬 버스(504)에 연결된다. 상기 프로세싱 시스템(500)은 다중 메모리 콘트롤러(160) 및/또는 다중

제1 버스 브릿지(503)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160)와 제1 버스 브릿지(503)는 단일 소자(506)로서 집적

될 수 있다.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160)는 또한 1개 이상의 메모리 버스(507)에 연결된다. 각 메모리 버스는 1개의 이상의 메모리 소

자(100)를 포함하는 메모리 콤포넌트(508)를 수용한다. 상기 메모리 콤포넌트(508)는 메모리 카드 또는 메모리 모듈일 수

있다. 메모리 모듈의 예는 싱글 인라인 메모리 모듈(single inline memory module: SIMM)과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

(dual inline memory module: DIMM)을 포함한다. 메모리 콤포넌트(508)는 1개 이상의 추가 소자(509)를 포함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SIMM 또는 DIMM에서, 상기 추가 소자(509)는 시리얼 프레전스 디텍트(SPD) 메모리와 같은 구조

(configuration) 메모리일 수 있다.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502)는, 또한 캐시(cache) 메모리(505)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캐시 메모리(505)는, 상기 프로세싱 시스템 내에서 단지 캐시 메모리만 존재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소자, 예컨대 프로세

서(501)는, 상기 캐시 메모리(501)와 캐시 계층(hierarchy)을 형성할 수 있는 캐시 메모리들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상기

프로세싱 시스템(500)이 버스 마스터(master)이거나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direct memory access: DMA)를 지원하는

주변장치나 콘트롤러를 포함하면,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160)는 캐시 일관성(coherency)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다. 상

기 메모리 콘트롤러(160)가 복수개의 메모리 버스(516)에 연결되면, 각 메모리 버스(516)는 병렬로 작동될 수 있거나, 상

이한 어드레스 범위가 상이한 메모리 버스(507)에 맵핑될 수 있다.

제1 버스 브릿지(503)는 1개 이상의 페리퍼럴 버스(510)에 연결된다. 주변장치 또는 추가 버스 브릿지와 같은 여러 가지

장치는 상기 페리퍼럴 버스(510)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장치는 스토리지 콘트롤러(511), 여러 가지 입/출력(I/O) 장치

(514), 제2 버스 브릿지(515), 멀티미디어 프로세서(518) 및 레거시(legacy) 장치 인터페이스(520)를 포함할 수 있다. 상

기 제1 버스 브릿지(503)는 또한 1개 이상의 전용 고속 포트(522)에 연결될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예컨대 전용 포

트는 상기 프로세싱 시스템(500)에 고성능 비디오 카드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가속 그래픽 포트(accelerated graphics

port: AGP)일 수 있다.

상기 스토리지 콘트롤러(511)는 1개 이상의 스토리지 장치(513)를, 스토리지 버스(512)를 거쳐 페리퍼럴 버스(510)에 연

결한다. 예를 들면, 상기 스토리지 콘트롤러(511)는 SCSI 콘트롤러일 수 있고, 상기 스토리지 장치(513)는 SCSI 디스크일

수 있다. 상기 입출력(I/O) 장치(514)는 어떠한 형태의 주변장치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출력(I/O) 장치(514)는 이더넷

(Ethernet) 카드와 같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 LAN)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 상기 제2 버스 브릿지

는, 또 다른 버스를 거쳐 상기 프로세싱 시스템에 인터페이스하는데 있어 추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제2

버스 브릿지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niversal serial bus: USB) 장치(517)를 상기 프로세싱 시스템(500)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유니버설 시리얼 포트(USB) 콘트롤러일 수 있다. 상기 멀티미디어 프로세서(518)는, 사운드 카드, 비디오 캡처

카드, 또는 스피커(519)와 같은 1개의 추가 장치에 또한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미디어 인터페이스일 수 있

다. 상기 레거시 장치 인터페이스(520)는, 레거시 장치, 예컨대, 구형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상기 프로세싱 시스템(500)에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도 4에 도시된 프로세싱 시스템(500)은, 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프로세싱 시스템일 뿐이다. 도 4가 개인용 컴

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범용 컴퓨터에 특히 적합한 프로세싱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더라도, 상기 프로세서 시스

템(500)을 여러 가지 응용에 사용하는데 더 적합해지도록 구성하기 위해 공지된 변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로세싱을

필요로 하는 많은 전자 장치는, 메모리 콤포넌트(508) 및/또는 메모리 버퍼 장치(504)에 연결된 CPU(501)에 의존하는 더

단순화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이들 전자 장치는, 오디오/비디오 프로세서 및 레코더, 게임 콘솔(console)

, 디지털 텔레비전, 유선 또는 무선 전화기, 네비게이션(navigation) 장치(위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및/또는 관성 항법장치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포함), 및 디지털 카메라 및/또는 레코더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변형은 예컨대, 불필요한 콤포넌트의 제거, 특수 장치 또는 회로의 추가, 및/또는 복수개

장치의 집적을 포함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소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고 도시되었더라도,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남 없이 다양한 변

형과 치환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설명에 의해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고, 단지 첨부된 청구범위의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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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제1 신호 처리 경로를 사용하여 외부 클럭 신호로부터 내부 리드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

가 상기 생성된 리드 클럭 신호의 타이밍 편차를 야기하는 단계;

입력된 리드 커맨드에 따라 리드 스타트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리드 스타트 신호를,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에 의해 야기된 상기 생성된 리드 클럭 신호의 타이밍 편차를 반복하는

제2 신호 처리 경로를 거쳐 전달하여 지연된 스타트 신호를 형성하는 단계; 및

리드 래치에서 상기 리드 클럭에 의해 리드 데이터의 출력을 동기화하기 위해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는 리드 래치에서 상기 리드 클럭에 의해 리드 데이터의 출력을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가지며

동기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는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한 리드 커맨드의 발생에 뒤이은 소정 개수의 외부 클럭 사이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소정의 값까지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팅하는 것을 인에이블하기 위해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를 사용하는 단계; 및

상기 소정의 값에 도달할 때 리드 데이터를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회로를 거쳐 상기 리드 래치에 전달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소정의 값까지 상기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팅하는 것을 인에이블하기 위해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를 사용하는 단계;

및

상기 소정의 값이 도달할 때 상기 리드 래치를 인에이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

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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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카운터의 초기화 값을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로 상기 카운터를 인에이블하여 상기 초기화 값에서 상기 소정의 값까지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

트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카운터의 초기화 값을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로 상기 카운터를 인에이블하여 상기 초기화 값에서 상기 소정의 값까지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

트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화 값은,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나타내는 제1 데이터와,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한 리드 커맨드의 발

생에 뒤이어 리드 클럭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에서 출력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나타내는 제2 데이터로부터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화 값은,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나타내는 제1 데이터와,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한 리드 커맨드의 발

생에 뒤이어 리드 클럭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에서 출력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나타내는 제2 데이터로부터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와 제2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소자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와 제2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소자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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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소자의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소자의 모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소자의 오프셋 회로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소자의 오프셋 회로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상기 모드 레지스터에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상기 모드 레지스터에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리드 커맨드가 발생한 후 리드 클럭 신호가 상기 제1 처리 경로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시간

을 상기 외부 클럭의 클럭 사이클로서 상기 오프셋 회로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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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리드 커맨드가 발생한 후 리드 클럭 신호가 상기 제1 처리 경로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시간

을 상기 외부 클럭의 클럭 사이클로서 상기 오프셋 회로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에 상기 제2 신호 경로를 종속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는 제1 지연 록 루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신호 처리 경로는 상기 제1 지연 록 루프에 종속된 지

연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편차는 제조 공정, 전압 및 온도로 인한 타이밍 편차 중 1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

법.

청구항 23.

리드 클럭 신호를 만들기 위해 외부 클럭 신호를 제1 지연 록 루프의 입력으로서 사용하는 단계;

지연된 신호를 만들기 위해 리드 커맨드의 입력에 따라 생성된 신호를 상기 제1 지연 록 루프에 종속된 지연 회로를 통과

시키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소자의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리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상기 지연된 신호와 리드 클럭 신호를 사용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 단계는,

소정의 카운트 값까지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팅하는 것을 인에이블하기 위해 상기 지연된 신호를 사용하는 단계;

상기 카운터가 상기 소정의 값에 도달할 때, 어레이 데이터를 출력 래치에 공급하는 데이터 회로를 인에이블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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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급된 데이터를 상기 리드 클럭 신호로 래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 단계는,

소정의 카운트 값까지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팅하는 것을 인에이블하기 위해 상기 지연된 신호를 사용하는 단계;

상기 카운터가 상기 소정의 값에 도달할 때, 출력 래치를 인에이블하는 단계; 및

상기 공급된 데이터를 상기 리드 클럭 신호로 래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팅은, 상기 출력 래치가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로 리드 데이터를 출력 버스에 공급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팅은, 상기 출력 래치가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로 리드 데이터를 출력 버스에 공급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값까지 카운팅하는 것은,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따라 결정된 일부분 이상인 프리셋(preset) 값에서부

터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값까지 카운팅하는 것은,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따라 결정된 일부분 이상인 프리셋(preset) 값에서부

터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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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리셋 값은, 리드 클럭 신호가 리드 커맨드에 뒤이어, 상기 지연 록 루프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경로를 거쳐 전달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상에 의해 오프셋되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

동 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셋 값은, 리드 클럭 신호가 리드 커맨드에 뒤이어, 상기 지연 록 루프를 포함하는 신호 처리 경로를 거쳐 전달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상에 의해 오프셋되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

동 방법.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는, 상기 메모리 소자의 작동에 있어서 고유의 추가 지연에 의해 더 오프셋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는, 상기 메모리 소자의 작동에 있어서 고유의 추가 지연에 의해 더 오프셋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지연은, 전송 커맨드의 디코딩에 의해 일부분 이상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지연은, 전송 커맨드의 디코딩에 의해 일부분 이상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지연은, 데이터 경로의 작동 개시에 의해 일부분 이상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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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지연은, 데이터 경로의 작동 개시에 의해 일부분 이상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3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록 루프와 지연 회로는, 동일한 유도된 신호 타이밍 편차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유도된 신호 타이밍 편차는, 제조 공정 편차, 전압 편차 및 온도 편차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유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메모리 소자 작동 방법.

청구항 40.

외부 클럭 신호로부터 내부 리드 클럭 신호를 만드는 제1 신호 처리 경로로서, 상기 리드 클럭 신호에 타이밍 편차를 주는

제1 신호 처리 경로;

입력된 리드 커맨드로부터 지연된 스타트 신호를 만드는 제2 신호 처리 경로로서,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에 상기 타이밍

편차를 주는 제2 신호 처리 경로; 및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와 리드 클럭 신호에 따라 리드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플로우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플로우 제어 회로는,

리드 래치;

리드 데이터를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상기 리드 래치에 공급하는 회로;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의 생성으로부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 후에 상기 래치를 거쳐 리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상기 리드 클럭과 동기화시키는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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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카운터로서, 상기 카운터가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카운터를 포함하고;

상기 공급 회로는, 상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이 카운트될 때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회로는,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카운터로서, 상기 카운터가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카운터를 포함하고;

상기 리드 래치는, 상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이 카운트될 때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은, 상기 메모리 소자의 출력 패드에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가지며 리드 데이터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은, 상기 메모리 소자의 출력 패드에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가지며 리드 데이터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46.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에 소정의 카운트 값을 사전 로딩하는 회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카운터는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으로부터 상

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47.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에 소정의 카운트 값을 사전 로딩하는 회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카운터는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으로부터 상

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48.

등록특허 10-0607764

- 14 -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상기 메모리 소자에 관하여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리드 클럭 사이클의 개수

에 관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상기 메모리 소자에 관하여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리드 클럭 사이클의 개수

에 관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50.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메모리 리드 커맨드가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발생된 후, 리드 클럭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

에서 출력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의해 오프셋되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메모리 리드 커맨드가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발생된 후, 리드 클럭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

에서 출력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의해 오프셋되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상기 메모리 소자 내의 추가 지연에 의해 더 오프셋되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53.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상기 메모리 소자 내의 추가 지연에 의해 더 오프셋되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지연은, 리드 커맨드의 디코딩에 의해 일부분 이상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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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5.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지연은, 리드 커맨드의 디코딩에 의해 일부분 이상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56.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지연은, 상기 출력 래치에 리드 데이터를 공급하는 상기 회로의 스타트 시간에 의해 일부분 이상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57.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 지연은, 상기 출력 래치에 리드 데이터를 공급하는 상기 회로의 스타트 시간에 의해 일부분 이상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58.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 로딩 회로는,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관련된 제1 카운트 값을 상기 카운트에 공급하는 모드 레지스터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59.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 로딩 회로는,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관련된 제1 카운트 값을 상기 카운트에 공급하는 모드 레지스터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카운트 값은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이고, 상기 사전 로딩 회로는 리드 커맨드가 생성된 후 리드 클럭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에서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관련된 제2 카운트 값을 상기 카운터에 공급하는 오프셋 회로를 더 포함

하며, 상기 카운터는 상기 제1 카운터 값과 제2 카운터 값의 차이 값으로 사전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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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카운트 값은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이고, 상기 사전 로딩 회로는 리드 커맨드가 생성된 후 리드 클럭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에서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관련된 제2 카운트 값을 상기 카운터에 공급하는 오프셋 회로를 더 포함

하며, 상기 카운터는 상기 제1 카운터 값과 제2 카운터 값의 차이 값으로 사전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6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는, 리드 데이터가 상기 공급 회로와 리드 래치를 통과하여 상기 메모리 소자의 출력 패드에 전달되는데 소요

되는 시간에 관련된 카운트 값에 의해 더 오프셋되는, 상기 차이 값으로 사전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63.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는, 리드 데이터가 상기 공급 회로와 리드 래치를 통과하여 상기 메모리 소자의 출력 패드에 전달되는데 소요

되는 시간에 관련된 카운트 값에 의해 더 오프셋되는, 상기 차이 값으로 사전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64.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처리 경로는, 지연 록 루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처리 경로는, 상기 지연 록 루프에 종속된 지연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66.

외부 클럭 신호로부터 리드 클럭 신호를 프로세싱하는 지연 록 루프;

상기 지연 록 루프와 동기화하며, 리드 커맨드의 입력에 따라 생성된 스타트 신호로부터 지연된 스타트 신호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

리드 데이터 래치;

메모리 어레이의 데이터를 상기 리드 데이터 래치에 전달하는 데이터 전달 회로; 및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에 반응하며, 상기 리드 클럭 신호의 소정 개수의 사이클이 카운트된 후 상기 데이터 전달 회로의

데이터를 상기 리드 클럭 신호에 의해 독출할 수 있게 하는 인에이블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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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회로는, 상기 지연 록 루프에 종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68.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달 회로는, 데이터 파이프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이프 회로는, 병렬-직렬(parallel to serial)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70.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회로는, 상기 리드 래치에서의 리드 데이터 독출을 상기 리드 클럭 신호의 타이밍과 동기화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회로와 리드 클럭 신호는, 상기 메모리 소자의 출력단의 데이터에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72.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회로는, 제1 값이 사전 로딩되며, 리드 클럭 신호 사이클을 상기 제1 값에서 제2 값까지 카운트하고, 상기

제2 값이 도달될 때 상기 리드 클럭 신호에 의해 상기 데이터의 독출을 인에이블시키는 카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는, 다운 카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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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4.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메모리 소자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소자는,

외부 클럭 신호로부터 내부 리드 클럭 신호를 만드는 제1 신호 처리 경로로서, 상기 리드 클럭 신호에 타이밍 편차를 주는

제1 신호 처리 경로;

입력된 리드 커맨드로부터 지연된 스타트 신호를 만드는 제2 신호 처리 경로로서,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에 상기 타이밍

편차를 주는 제2 신호 처리 경로; 및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와 리드 클럭 신호에 따라 리드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플로우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플로우 제어 회로는,

리드 래치;

리드 데이터를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상기 리드 래치에 공급하는 회로;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의 생성으로부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 후에 상기 래치를 거쳐 리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상기 리드 클럭과 동기화시키는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76.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회로는,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카운터로서,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카운터를 포함

하고;

상기 공급 회로는, 상기 소정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이 카운트될 때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77.

제75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회로는,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카운터로서,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카운터를 포함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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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드 래치는, 상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이 카운트될 때 인에이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

템.

청구항 78.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은, 상기 메모리 소자의 출력 패드에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가지며 리드 데이터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79.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은, 상기 메모리 소자의 출력 패드에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가지며 리드 데이터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80.

제76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에 소정의 카운트 값을 사전 로딩하는 회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카운터는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으로부터 상

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81.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에 소정의 카운트 값을 사전 로딩하는 회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카운터는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으로부터 상

기 소정의 개수의 리드 클럭 사이클을 카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82.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상기 메모리 소자를 위한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리드 클럭 사이클의 개수에

관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83.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상기 메모리 소자의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리드 클럭 사이클의 개수에 관련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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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4.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메모리 리드 커맨드가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발생된 후 리드 클럭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

에서 출력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의해 오프셋되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

스템.

청구항 85.

제8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메모리 리드 커맨드가 메모리 콘트롤러에 의해 발생된 후 리드 클럭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

에서 출력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의해 오프셋되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

스템.

청구항 86.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리드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상기 회로의 스타트 지연을 나타내는 추가량에 의해 더 오프셋되

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87.

제85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리드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상기 회로의 스타트 지연을 나타내는 추가량에 의해 더 오프셋되

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88.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리드 커맨드를 디코딩함에 있어서의 지연에 의해 더 오프셋되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89.

제85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카운트 값은, 리드 커맨드를 디코딩함에 있어서의 지연에 의해 더 오프셋되는, 상기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90.

등록특허 10-0607764

- 21 -



제80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 로딩 회로는,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관련된 제1 카운트 값을 상기 카운트에 공급하는 모드 레지스터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91.

제81항에 있어서,

상기 사전 로딩 회로는,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에 관련된 제1 카운트 값을 상기 카운트에 공급하는 모드 레지스터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92.

제9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카운트 값은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이고, 상기 사전 로딩 회로는 리드 커맨드가 생성된 후 리드 클럭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에서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관련된 제2 카운트 값을 상기 카운터에 공급하는 오프셋 회로를 더 포함

하며, 상기 카운터는 상기 제1 카운터 값과 제2 카운터 값의 차이 값으로 사전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

템.

청구항 93.

제9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카운트 값은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이고, 상기 사전 로딩 회로는 리드 커맨드가 생성된 후 리드 클럭이 상기 제1

신호 처리 경로에서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관련된 제2 카운트 값을 상기 카운터에 공급하는 오프셋 회로를 더 포함

하며, 상기 카운터는 상기 제1 카운터 값과 제2 카운터 값의 차이 값으로 사전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

템.

청구항 94.

제92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는, 리드 데이터가 상기 공급 회로와 리드 래치를 통과하여 상기 메모리 소자의 출력 패드에 전달되는데 소요

되는 시간에 관련된 카운트 값에 의해 더 오프셋되는, 상기 차이 값으로 사전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

템.

청구항 95.

제93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는, 리드 데이터가 상기 공급 회로와 리드 래치를 통과하여 상기 메모리 소자의 출력 패드에 전달되는데 소요

되는 시간에 관련된 카운트 값에 의해 더 오프셋되는, 상기 차이 값으로 사전 로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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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6.

제7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처리 경로는, 지연 록 루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97.

제9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처리 경로는, 상기 지연 록 루프에 종속된 지연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98.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메모리 소자를 포함하는 프로세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소자는,

외부 클럭 신호로부터 리드 클럭 신호를 프로세싱하는 지연 록 루프;

상기 지연 록 루프와 동기화하며, 리드 커맨드의 입력에 따라 생성된 스타트 신호로부터 지연된 스타트 신호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

리드 데이터 래치;

메모리 어레이의 데이터를 상기 리드 데이터 래치에 전달하는 데이터 전달 회로; 및

상기 지연된 스타트 신호에 반응하며, 상기 리드 클럭 신호의 소정의 개수의 사이클이 카운트된 후 상기 데이터 전달 회로

의 데이터를 상기 리드 클럭 신호에 의해 독출할 수 있게 하는 인에이블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

스템.

청구항 99.

제98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회로는, 상기 지연 록 루프에 종속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00.

제9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달 회로는, 데이터 파이프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01.

제10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파이프 회로는, 병렬-직렬(parallel to serial)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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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2.

제98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회로는, 상기 리드 래치로의 리드 데이터 인가를 상기 리드 클럭 신호의 타이밍에 동기화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03.

제102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회로와 리드 클럭 신호는, 상기 메모리 소자의 출력단의 데이터에 소정의 리드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청구항 104.

제98항에 있어서,

상기 인에이블 회로는, 제1 값이 사전 로드되며 리드 클럭 신호 사이클을 상기 제1 값에서 제2 값까지 카운트하고, 상기 제

2 값이 도달될 때 상기 리드 클럭 신호에 의해 상기 데이터의 독출을 인에이블시키는 카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메모리 소자.

청구항 105.

제104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는, 다운 카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서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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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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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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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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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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