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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파이프라인드 멀티-비트 프리페치 아키텍쳐를 가지는 동기형 버스트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독출 및 기입 버스트 모드
들 각각을 위한 별개의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을 포함한다. 상기 동기형 메모리 장치는 코어 사이클 시간을 줄이기 위
한 오토-트래킹 비트 라인 스킴, 전류 감소를 위한 단축 메인 데이터 라인, 듀얼-레일 리세트 다이나믹 회로를 통해서 
고속 전달 특성을 가지는 노이즈 면역 회로, 2-비트 프리페치 동작, 그리고 프로세서 데이터-유효 시간을 보장하기 위
해 출력 데이터와 동기되는 스트로브 클럭들을 채용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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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종래 기술의 메모리 장치의 타이밍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4는 도 3의 메모리 장치의 독출 및 기입 어드레스 경로들 상의 회로의 상세 회로도; 그리고

도 5는 도 3의 메모리 장치의 타이밍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300 : SRAM 장치 102, 302 : 클럭 버퍼

104, 308, 312 : 어드레스 레지스터 106 : 카운터

100, 124a, 124b, 124c, 136, 138 : 멀티플렉서

112 : 어드레스 디코더 114 : SDR/DDR 출력 제어 로직

116, 336 : 어드레스 비교기 118, 150 : 로직 게이트

120, 122 : 데이터 입력 레지스터 126 : 기입 레지스터

128, 324 : 기입 드라이버 130, 326 : 메모리 셀 어레이

132, 328 : 감지 증폭 회로 134 : 출력 레지스터

140 : 출력 버퍼 142 : 데이터 레이트 레지스터

144 : 기입/독출 인에이블 레지스터 148 : 출력 인에이블 레지스터

152, 154, 338 : 에코 클럭 버퍼 302 : 제어 로직

306 : 어드레스 버퍼 310, 314 :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

316 : 어드레스 선택기 318 : 디코더

320 : 데이터-인 레지스터 322 : 기입 데이터 정렬기

330 : 독출 데이터 정렬기 332 : 데이터 출력 버퍼

334 : 출력 패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파이프라인드 멀티-비트 프리페치 아키텍쳐(pipelined m
ulti-bit prefetch architecture)를 가지는 동기형 버스트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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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클럭 신호와 동기적으로 동작하는 종래의 동기형 버스트 파이프라인드 SRAM(Static Ra
ndom Access Memory) 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상기 SRAM 장치(100)에는, SRAM 코어가 동기형 주변 회로
와 함께 집적된다. 상기 SRAM 장치(100)는 기입 데이터가 어드레스들 및 제어 입력들이 입력된 후 적어도 하나의 클
럭 사이클 뒤에 메모리 셀들에 기입되는 기입 동작 모드를 가진 다.

    
종래 메모리 장치(100)는 외부 클럭 신호(CK)(또는 CK#)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엑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럭 신호의 상승(또는 하강) 에지에 응답해서 엑세스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기 장치(100)는 
싱글 데이터 레이트(sing data rate, 이후 SDR이라 칭함) 및 더블 데이터 레이트(double data rate, 이후 DDR이라 
칭함) 동작 모드들 중 어느 하나의 동작 모드로 동작 가능하다. 상기 SDR 동작 모드는 유저(user)가 상기 클럭 신호(
CK)의 상승 에지마다 싱글 워드(single word)를 독출 또는 기입하게 하고, 상기 DDR 모드는 상기 클럭 신호(CK)의 
매 클럭 에지에 동기되어 독출 또는 기입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상기 SRAM 장치(100)는 클럭 버퍼(a clock buffer)(102), 어드레스 레지스터(an address register)(104), 버스
트 어드레스 시퀀스 카운터(a burst address sequence counter)(106), 기입 어드레스 레지스터(a write address 
register)(108), 2*1 멀티플렉서들(multiplexers)(110, 124a, 124b, 124c, 136 및 138), 어드레스 디코더(an ad
dress decoder)(112), SDR/DDR 출력 제어 로직(114), 어드레스 비교기(an address comparator)(116), 로직 게
이트들(118 및 150), 데이터 입력 레지스터들(120 및 122), 기입 레지스터(126), 기입 드라이버(128), 메모리 셀 
어레이(130), 감지 증폭 회로(132), 출력 레지스터(134), 출력 버퍼(140), 데이터 레이트 레지스터(a data rate re
gister)(142), 독출/기입 인에이블 레지스터(read/write enable register)(144), 출력 인에이블 레지스터(148), 그
리고 에코 클럭 버퍼들(echo clock buffers)(152 및 154)를 포함한다.
    

    
상기 SRAM 장치(100)에는, 상기 SDR 또는 DDR 모드를 나타내는 데이터 레이트 신호(SD/DD#) 그리고 리니어 또
는 인터리브드 버스트 타입(linear or interleaved burst type)을 나타내는 버스트 타입 신호(LBO#)가 외부로부터 
인가된다. 상기 SDR 모드에서는, 기입 데이터가 상기 클럭 신호(CK)의 상승 에지에서 래치된다. 상기 DDR 모드에서
는, 기입 데이터가 상기 클럭 신호(CK)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에서 래치된다. 독출 데이터는 상기 SDR 모드 동안에 상
기 클럭 신호(CK)의 상승 에지에서 구동되고 상기 DDR 모드 동안에 상기 클럭 신호(CK)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에서 
구동된다. 어드레스 신호들(SA0' 및 SA1')은 상기 신호(LBO#)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로 입력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종래 기술의 SRAM 장치(100)의 타이밍도이다. 설명의 목적을 위해서, 상기 종래 기술의 SRA
M 장치(100)가 버스트 길이들(burst lengths)1, 2, 그리고 4를 지원하고, 상기 메모리 장치가 2단 지연 특징을 가진
다고 가정하자.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스트 길이 4를 가지는 DDR 버스트 기입 동작(이후 " DW4 동작" 이라 칭
함)을 나타내는 명령(DW4)이 상기 외부 클럭 신호(CK)의 사이클(C1)에서 외부로부터 발생될 때, 시초 버스트 어드
레스(initial burst address)로서 외부 어드레스(A0_b)가 상기 외부 클럭 신호(CK)의 상승 에지에서 제공된다. 상기 
SRAM 장치(100)가 레이트 라이트 타입(late write type)이기 때문에, 상기 클럭 신호(CK)의 다음 사이클(C2)(즉, 
어떤 외부 어드레스 입력 없이 버스트 기입 연속 사이클(a burst write continue cycle))에서는, 한 쌍의 기입 데이터
(WOb 및 WOa)가 상기 클럭 신호(CK)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서 각각 순차적으로 입력된다.
    

    
버스트 길이 2를 가지는 DDR 버스트 기입 동작(이후 " DW2 동작" 이라 칭함)을 나타내는 명령(DW2)이 발생하는 상
기 클럭 신호(CK)의 사이클(C3) 동안에는, 또한 상기 명령(DW4)에 상응하는 2개의 연속적인 기입 데이터(WOd 및 
WOc)가 상기 클럭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에 각각 동기되어 입력된다. 기입 데이터의 입력열(the input sequenc
e of the write data)(WOb, WOa, WOd 그리고 WOc)은 상기 외부 어드레스(A0_b) 및 상기 선택된 버스트 모드(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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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리브드 또는 리니어 버스트 모드)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기 SRAM 장치의 2단 지연 기입 특징으로 인해서, 상기 기입 데이터(WOb 및 WOa)를 위한 내부 어드레스(WA0_b
a)는 사이클(C3)에서 발생되고, 그 결과 상기 데이터(WOb 및 WOa)는 상기 어드레스(WA0_ba)를 디코딩하여 선택
된 메모리 셀들에 기입된다. 상기 기입 데이터(WOb 및 WOa)를 위한 상기 버스트 기입 어드레스의 참조 기호(WA0_
ba)는 직렬 입력된 데이터(WOb 및 WOa) 모두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에 병렬로 기입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이클(C4)에서는, 한 쌍의 기입 데이터(W1a 및 W1b)가 사이클(C3)에서 발생된 상기 명령(DW2)에 응답하여 상기 
클럭 신호(CK)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에서 입력된다. 그러나, 버스트 길이 4의 DDR 버스트 독출 동작(이후 " DR4 동
작" 이라 칭함)을 나타내는 명령(DR4)이 사이클(C4)에서 주어질 때, 상기 DR4 동작을 위한 버스트 어드레스(RA2_
cd)는 시초 버스트 어드레스로서 DW2 동작을 위한 상기 어드레스(A1_a)를 사용하는 대신에 DR4 동작을 위한 외부 
어드레스(A2_c)를 이용하여 내부적으로 발생된다. 사이클(C4)에서는, 상기 기입 데이터(WOd, WOc, W1a 및 W1b)
가 래치되고 상기 DR4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메모리 셀들에 기입되지 않을 것이다.
    

    
버스트 기입 연속 명령을 가지는 사이클(C2)과 같이, 버스트 독출 연속 명령(burst read continue command)을 가지
는 사이클(C5)에서는, 외부 어드레스가 입력되지 않는다. 이 사이클(C5)에서는, 연속적인 내부 버스트 어드레스(RA
2_ab)가 상기 외부 어드레스(A2_c)에 따라 발생되고 상기 DR4 동작을 위한 상기 버스트 어드레스(RA2_cd)에 상응
하는 제 1 독출 데이터(R2c)가 데이터 버스에 구동된다. 상기 독출 데이터(R2c 및 R2d)(또는 R2a 및 R2b)를 위한 
상기 버스트 어드레스의 참조 기호(RA2_cd)(또는 RA2_ab)는 데이터(R2c 및 R2d)(또는 R2a 및 R2b) 모두가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로부터 병렬로 독출 됨을 의미한다.
    

    
사이클(C6)에서는, 버스트 길이 1의 SDR 버스트 독출 동작(이후 " SR1 동작" 이라 칭함)을 나타내는 명령(SR1)이 
외부 어드레스(A3_d)와 함께 주어진다. 이 싱글 독출 사이클(C6)에서는, 상기 외부 어드레스(A3_d) 자체가, 추가적
인 내부 어드레스를 발생하지 않고, 상기 내부 어드레스(RA3_d)가 되고 상기 DR4 동작에 상응하는 독출 데이터(R2d 
및 R2a)가 상기 데이터 버스에 나타낸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종래 기술의 SRAM 장치(100)는 기입 사이
클에서 독출 사이클로 천이하는 경우 " 노 오퍼레이션(no operation)(NOP)" 사이클이 불필요하더라도 독출 사이클에
서 기입 사이클로 천이하는 경우 외부 어드레스 입력이 없는 단일의 상기 NOP 사이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기 클
럭 신호(CK)의 사이클(C7)에서는, 상기 NOP 사이클이 다음 사이클(C8)에서 수행되는 기입 동작을 위해서 추가된다. 
상기 NOP 사이클(C7)에서는, 상기 DR4 동작에 상응하는 최종 독출 데이터(R2b)가 내부 어드레스를 발생함 없이 데
이터 버스에 구동되고 상기 DR4 동작이 완료된다. 앞서 언급된 버스트 기입 동작들과 같이, 독출 데이터 출력 열의 데
이터(R2c, R2d, R2a 및 R2b) 역시 상기 외부 어드레스(A2_c) 및 상기 선택된 버스트 모드에 의해서 결정된다.
    

버스트 길이 1을 가지는 DDR 기입 동작을 나타내는 명령(DW1)이 외부 어드레스(A4_a)와 함께 주어지는 상기 클럭 
신호(CK)의 사이클(C8)에서는, 사이클(C4)에서 래치된 기입 데이터(WOd 및 WOc)가 내부 어드레스(WA0_dc)를 
디코딩하여 선택된 메모리 셀들에 기입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DW4 동작을 위해서 상기 래치된 데이터들(WOd 및 WOc)은 상기 DR4 및 SR1 동작들이 
완료된 후 기입 사이클(C8)에서 메모리 셀들에 기입된다. 그러나, 상기 SR1 동작 후 상기 제 1 기입 사이클(C8)에서 
상기 내부 어드레스(WA0_dc)에 의해서 지정된 메모리 셀들에 상기 래치된 데이터(WOd 및 WOc)를 기입하기 위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싱글 버스트 어드레스 시퀀스 카운터(106)(도 1에 도시됨)이 독출 및 기입 동작 모두를 위해서 사
용되기 때문에 상기 버스트 어드레스 시퀀스 카운터를 상기 내부 어드레스(WAO_dc)로 빠르게 설정하기에 어렵고, 그 
결과 어드레스 디코딩 속도 손실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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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향상된 성능을 가지는 동기형 버스트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싱글 버스트 어드레스 발생기를 사용함으로 인한 어드레스 디코딩 타이밍 손실을 극복할 수 있
는 동기형 버스트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외부 클럭(또는, 시스템 클럭) 신호에 동기되어 
동작하는, SRAM, DRAM, 플래시 EEPROM, 강유전체 RAM, 기타 등등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제공된다. 동기
형 메모리들의 중요한 이점은 시스템 클럭 에지가 시스템에 의해서 메모리에 제공되어야 하는 유일한 타이밍 스트로브
(timing strobe)라는 것이다. 이는 PC 모드 또 모듈의 주변으로 다양한 타이밍 스트로브들을 전달하는 요구를 줄인다. 
게다가, 본 발명의 동기형 메모리 장치는 상기 외부 클럭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엑세스하며, 
이는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레이트를 두 배로 증가시킨다. 게다가, 메모리 장치는 버스트 독출 및 기입 모드들에서 동작
한다. 이러한 버스트 모드 엑세스는 메모리 장치의 내부 버스가 외부 버스보다 더 넓다는 이점을 가진다. 이는 일련의 
버스트 모드 어드레스들로부터의 모든 데이터가 시초 어드레스의 입력에 따라 메모리 장치로부터 그것의 출력들로 프
리페치되게 한다. 본 발명의 동기형 메모리 장치에는 두 개의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이 제공되며, 특히, 그들 중 하나
는 버스트 독출 동작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버스트 기입 동작들을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버스트 독출용 어
드레스 발생기는 외부 어드레스에 응답해서 일련의 버스트 독출 어드레스들을 내부적으로 발생한다. 상기 버스트 기입
용 어드레스 발생기 또한 외부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일련의 버스트 기입 어드레스들을 내부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제어기가 메모리 장치에 구현되며, 그것은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독출 및 기입 명령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내부 어드레
스 발생기들의 동작들을 제어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외부 클럭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에 응답해서 엑세스 가능하고 버스트 독출 및 기
입 모드들에서 동작 가능한 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 비트들을 저장하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 외부 어드레스를 임시적으로 유지하는 제 1 어드레스 레지스터, 상기 제 1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출
력을 받아들여서 버스트 독출 동작을 위한 일련의 제 1 내부 어드레스들을 발생하는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 상기 
외부 어드레스를 임시적으로 유지하는 제 2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리고 상기 제 2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출력을 받아들
여서 버스트 기입 동작을 위한 일련의 제 2 내부 어드레스들을 발생하는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의 출력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어드레스 선택기, 외부 기입 인
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의 동작들을 제어하는 제어기, 그리고 상기 외부 기입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의 출력을 디코딩하여 상기 메모리 셀들을 선택하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나아가 제 1 기입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유지하는 제 1 데이터-인 레지스터, 제 2 기입 데이터를 임시적
으로 유지하는 제 2 데이터-인 레지스터, 상기 제 1 및 제 2 기입 데이터는 직렬로 입력되고, 상기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의 출력에 응답해서 상기 제 1 및 제 2 기입 데이터를 정렬하는 기입 데이터 정렬기, 상기 정렬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들에 기입하는 기입 드라이버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더 나아가 상기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제 1 독
출 데이터 및 제 2 독출 데이터를 병렬로 감지하고 증폭하는 감지 증폭 회로와, 상기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의 출력
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독출 데이터를 정렬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독출 데이터를 직렬로 출력하는 독출 데이터 
정렬기를 포함한다.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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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치에 의해서, 동기형 메모리 장치에는 별개의 내부 독출-전용 및 기입-전용 어드레스 발생기들이 갖추어
져 있기 때문에, 버스트 기입 동작이 독출 동작에 의해서 중지되더라도, 중지된 기입 동작을 위해서 어드레스 발생기의 
재설정이 불필요하다. 그러므로, 상기 메모리 장치는 더 짧은 내부 어드레스 디코딩 시간을 갖고, 결과적으로 디바이스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중요한 특징은 버스트 독출 및 기입 동작들을 위해서 별개의 내부 어드레스 발생
기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별개의 버스트 독출 및 기입 어드레스 발생기들은 디바이스 성능을 향상하도록 어드레
스 디코딩 시간을 단축시킨다.

    
여기서는 편의상 SRAM 환경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그러나, DRAM, 플래시 EEPROM, 강유전체 
램, 기타 등등과 같은 어떤 다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도 지금 여기서 개시되는 실시예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코어 사이클 시간(core cycle time)을 줄이기 위한 오토-트래킹 비트 
라인 스킴(auto-tracking bit line scheme), 전류 감소를 위한 단축 메인 데이터 라인(shortened main dara line), 
듀얼-레일 리세트 다이나믹 회로(dual-rail reset dynamic circuit)를 통해서 고속 전달 특성을 가지는 노이즈 면역 
회로(noise immune circuit), 2-비트 프리페치 동작, 그리고 프로세서(또는 CPU) 데이터-유효 시간(data-valida
tion time)을 보장하기 위해 출력 데이터와 동기되는 스트로브 클럭들과 함께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명세서 및 도면
들은 제한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동기형 파이프라인드 버스트 SRAM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고, 도 4는 도 
3의 메모리 장치의 독출 및 기입 어드레스 경로들 상의 회로들을 보여주는 상세 회로도이다. 이들 도면에서, 잘 알려진 
회로들은 본 발명을 불명료하게 하지 않도록 블록도 형태로 도시하였고, 단지 설명의 편의상 본 발명의 SRAM 장치가 
최대 버스트 길이 4를 지원하고 2단 지연 특징(즉, 2 사이클의 기입 레이턴시)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먼저 도 3을 참조하면, 동기형 파이프라인드 버스트 SARM 장치(300)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차동 클럭 신호들(K 및     )
과 동기되어 동작한다. 클럭 버퍼(302)는 상기 외부 클럭 신호들(K 및     )에 동기되어 내부 클럭 신호(CLK)를 발생
한다. 상기 SRAM 장치(300)는 비록 도시되지 않았지만 4 개의 매트들로 구성된 메모리 셀 어레이(326)를 포함한다. 
각 매트는 3 개의 블록들로 구성되고 9 개의 입/출력들을 가진다. 3 개의 입/출력들을 가지는 각 블록은 각각이 64Kb 
용량을 가지는 8개의 서브-블록들로 나누어진다. 상기 메모리 장치(300)는 17-비트의 외부 어드레스(A0-A16)를 
받아들인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A0-A16)은 어드레스 버퍼(306)를 통해 제 1 및 제 2 어드레스 레지스터들(308 
및 312)로 공급된다. 상기 레지스터들(308 및 312)은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A0-A16)을 각각 임시적으로 유지한다. 
또, 상기 메모리 장치(300)는 각각이 36-비트 폭의 버스(36-bit wide bus)를 가지는 제 1 및 제 2 데이터-인 레지
스터들(320a 및 320b)을 구비하는데, 이는 파이프라인드 기입 사이클들을 향상시키고 독출-기입 전환 시간(read-t
o-write turnaround time)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상기 SRAM 장치(300)는 상기 어드레스들 및 제어 입력들이 제공된 후 하나 또는 그 보다 많은 클럭 사이클들 뒤에 그
것의 메모리 셀들에 기입되는 " 레이트 라이트(late write)" 동작 모드를 가진다. 이 모드는 기입 동작이 독출 동작 다
음에 일어날 때 정상적으로 생기는 유휴 사이클들(idle cycles)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상기 메모리 장
치(300)는 버스트 독출 및 기입 모드들에서 동작한다.

또한, 상기 메모리 장치(300)는 정상적인 SDR(Single Data Rate) 및 DDR(Double Data Rate) 동작 모드들을 가진
다. 즉, 상기 메모리 장치(300)는 외부 클럭 신호(K)(또는     )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엑세스할 
수 있고(DDR 모드), 뿐만 아니라 상기 클럭 신호(K)(또는     )의 상승 또는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엑세스할 수 있다(
SDR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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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상기 SRAM 장치(300)가 기입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에 독출 명령이 발생되면, 상기 메모리 장치(320)는 
독출 동작과 충돌함 없이 메모리 셀에 마지막 워드를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레지스터들에 상기 기입 동작을 위
한 어드레스들 및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나머지 기입 데이터는 다음 기입 사이클이 생길 때까지 상기 레지스
터들에 그대로 있다. 상기 독출 사이클(들) 후 첫 번째 기입 사이클에서는, 이전 기입 사이클의 상기 래치된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 셀들에 기입된다. 이는 " 포스티드 라이트(posted write)" 기능이라 불린다.
    

상기 SRAM 장치(300)에서는, 모든 동기 입력들(synchronous inputs)이 상기 클럭 신호들(K)(또는     )에 의해서 
제어되는 상기 레지스터들을 통과한다. 상기 동기 입력들은 상기 클럭 신호의 상승 에지에서 래치된다. 상기 동기 입력
들에는 모든 어드레스들(A0-A16), 모든 데이터 입력들(DQ0-DQ35), 동기 로드 신호(synchronous load signal)(
B1), 독출/기입(R/W) 인에이블 신호(B2), 그리고 상기 SDR 및 DDR 동작 모드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 레
이트 신호(B3)가 포함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로직(304)은 상기 내부 클럭 신호(CLK)에 동기되어 상기 동기 로드 신호(B1), 상기 
독출/기입 인에이블 신호(B2), 그리고 상기 데이터 레이트 신호(B3)와 같은 독출 및 기입 명령 정보를 외부로부터 받
아들인다. 상기 동기 로드 신호(B1)는 버스 사이클 시퀀스가 정의될 때 로우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버스 시퀀스 정의
에는 어드레스, 데이터 전달 방향(data transfer direction) 및 데이터 길이(data length) 등이 포함된다. 상기 독출/
기입 선택 신호(B2)는 엑세스 타입(독출 또는 기입)을 나타낸다. 독출 동작은 상기 신호(B2)가 하이 상태일 때 가능한 
반면에, 기입 동작은 상기 신호(B2)가 로우 상태일 때 가능하다. 또한, 상기 신호(B2)는 상기 신호(B1)가 하이 상태일 
때 버스트 사이클이 수행되는 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상기 SRAM 장치(300)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미도시됨)와 같은 몇몇 비동기 제어 입력들과 버스트 타입 신호(      )
를 포함한다. 상기 신호(     )는 인터리브드 버스트 또는 리니어 버스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SDR 기입 동작 동안에는, 데이타가 상기 클럭 신호(K)의 상승 에지에서 래치되는 반면에 DDR 기입 동작 동안에는, 데
이터가 상기 클럭 신호(K)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에서 래치된다. 독출 데이터는 SDR 모드에서 상기 클럭 신호(K)의 
상승 에지에서 구동되고 DDR 모드에서 상기 클럭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에서 구동된다.

    
내부 어드레스들은 상기 신호(B2)가 하이 상태일 때 입력되지만, NOP(no operation)는 상기 신호(B2)가 로우 상태
일 때 수행된다. 데이터 레이트 신호(B3)는 상기 동기 로드 신호(B1)가 로우 상태인 동안에 상기 클럭 신호(CLK)(또
는 K)의 상승 에지에서 제어 로직(304)에 의해서 샘플링된다. 이때, 상기 SRAM 장치(300)는 SDR 독출 또는 기입 
동작을 수행한다. 만약 신호(B3)가 로우 상태로 샘플링되면, 상기 클럭 신호(CLK)(또는 K)의 매 클럭 에지에서 DDR 
독출 또는 기입 동작이 수행된다.
    

그리고 상기 제어 로직(304)은 레지스터 인에이블 신호들(E1 내지 E4)과 같은 내부 제어 신호들, 기입 동작의 데이터 
레이트(DDR 기입 또는 SDR 기입)를 나타내는 기입 레이트 신호(      ), 독출 동작의 데이터 레이트를 나타내기 위한 
독출 레이트 신호(      ), 기입 인에이블 신호(       ), 그리고 내부적으로 생성될 연속 버스트 어드레스들(subseque
nt burst addresses)을 활성화시키기 이한 버스트 연속 신호(BCN)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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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상기 제 1 어드레스 레지스터(308)의 출력들(RA0-RA16)중, 두 개의 LSB(Least Significant Bit) 어드레
스 신호들(RA1 및 RA0)은 버스트 독출 어드레스 발생기로서 사용되는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310)에 로드된다. 
상기 어드레스 레지스터(308)의 다른 출력 신호들(RA2-RA16)은 2*1 멀티플렉서와 같은 어드레스 선택기(316)로 
직접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 2 어드레스 레지스터(312)의 2 비트 출력 신호들(WA1 및 WA0)은 버스트 기입 
어드레스 발생기로서 사용된다.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314)에 로드된다. 상기 레지스터(312)의 다른 출력 신호
들(WA2-WA16)은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316)에 제공된다.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310 및 314) 모두는 내부 클럭 
신호(CLK)에 동기되어 동작하고 상기 버스트 연속 신호(BCN), 상기 기입 인에이블 신호(        ) 및 버스트 타입 신호
(     )를 공급받는다. 상기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310)는 버스트 독출 어드레스 신호들(RA0' 및 RA1')을 발생
한다. 상기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314)는 버스트 기입 어드레스 신호들(WA0' 및 WA1')을 발생한다. 상기 어드
레스 신호들(RA0', RA1', WA0' 및 WA1')은 DDR 동작에서 각 클럭 에지에서 상기 신호(      )에 의해서 표기되는 순
서로 나오지만, SDR 동작에서는 각 상승 에지에서만 나온다. 상기 버스트 독출 어드레스 신호(RA1')은 상기 제 1 어
드레스 레지스터(308)로부터의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RA2-RA16)과 함께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316)의 입력(A)에 
공급된다. 상기 버스트 기입 어드레스 신호(WA1')은 상기 제 2 어드레스 레지스터(312)로부터의 상기 어드레스 신호
들(WA2-WA16)과 함께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316)의 다른 입력(B)에 공급된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제 1 어드레스 레지스터(308)는 상기 어드레스 버퍼(306)에 연결된 스위치 회로(402) 및 상
기 스위치 회로(402)에 연결된 래치 회로(404)를 포함한다. 상기 스위치 회로(402)는 상기 로직 회로(304)(도 3에 
도시됨)로부터의 제어 신호(E1)에 응답해서 개폐된다. 상기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310)는 상기 래치 회로(404)
에 연결된 카운터(406)와 2*1 멀티플렉서(408)를 포함한다. 상기 카운터(406)는 상기 내부 클럭 신호(CLK)에 동기
되어 동작하고 상기 제어 로직(304)으로부터의 버스트 타입 신호(     )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       )에 의해서 제어
된다. 상기 카운터(406)는 기입 인에이블 신호(        )에 응답해서 동작하며, 상기 내부 클럭 신호(CLK)에 동기되어 
버스트 독출 어드레스 신호들(RA0' 및 RA1')을 발생한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RA0' 및 RA1')의 순서는 상기 제어 
로직(304)으로부터의 버스트 타입 신호(     )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기 멀티플렉서(408)는 2개의 입력들(A 및 B)을 
가지며, 그것들 중 하나의 입력은 상기 카운터(406)의 출력을 받아들이고 다른 입력은 상기 래치 회로(404)의 출력을 
받아들인다. 상기 멀티플렉서(408)는 상기 제어 로직(304)으로부터의 버스트 연속 신호(BCN)에 응답해서 상기 2개
의 입력들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출력한다. 상기 멀티플렉서(408)의 출력(C)은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316)의 출력(
A)에 제공된다.

상기 제 2 어드레스 레지스터(312)는 2개의 스위치 회로들(410 및 414), 그리고 2개의 래치 회로들(412 및 416)을 
포함한다. 상기 스위치 회로(410)는 상기 어드레스 버퍼(306)와 상기 래치 회로(412)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스위치 
회로(412)는 상기 래치 회로들(412 및 416)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스위치 회로(410)는 제어신호(E2)에 의해 제어
되고 상기 스위치 회로(414)는 상기 제어 신호(E2)의 반전 신호(     )에 의해서 제어된다. 상기 스위치 회로들(402, 
410, 그리고 414)은 MOS 트랜지스터들 또는 CMOS 전송 게이트 회로들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래치 회로들의 수는 
기입 레이턴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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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314)는 상기 래치 회로(416)의 출력단에 연결된 카운터(418) 및 2*1 멀티플렉서(
420)를 포함한다. 상기 카운터(418)는 상기 제어로직(304)으로부터 버스트 타입 신호(      ) 및 기입 인에이블 신호
(       )에 의해서 제어된다. 상기 카운터(418)는 기입 인에이블 신호(        )에 응답해서 동작하며, 상기 내부 클럭 
신호(CLK)에 동기되어 버스트 기입 어드레스 신호들(WA0' 및 WA1')을 발생한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WA0' 및 
WA1')의 순서는 상기 제어 로직(304)으로부터의 상기 버스트 타입 신호(      )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기 멀티플렉서
(420)는 2개의 입력들(A 및 B)을 가지며, 그것들 중 하나는 상기 카운터(418)의 출력을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상
기 래치 회로(416)의 출력을 받아들인다. 상기 멀티플렉서(420)는 상기 제어 로직(304)으로부터의 상기 버스트 연속 
신호(BCN)에 응답해서 상기 두개의 입력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 상기 멀티플렉서(408)의 출력은 상기 어드레스 선택
기(316)의 입력(A)로 제공되고 상기 멀티플렉서(420)의 출력은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316)의 입력(B)에 제공된다. 
상기 디코더(318)는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316)의 출력을 제공받는다. 여기서, 본 발명의 다른 변형들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310 및 314)가 독출 및 기입 어드레스 발생기들로서 각각 구현될 수 있다는 것에 주의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동기형 파이프라인드 버스트 SRAM 장치(300)는 별개의 내부 독출-전용 및 기입-전용 
어드레스 발생기들(310 및 314)을 가지고, 그래서 독출 사이클(들) 후에 포스티드 라이트 사이클들 동안에 래치된 어
드레스로 상기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기 SRAM 장치(300)의 내부 어드레스 디코
딩 시간이 종래 기술의 메모리 장치와 비교하여 감소될 수 있다.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316)는 기입 인에이블 신호(        )에 응답해서 상기 버스트 독출 어드
레스 신호들(RA1'-RA16) 및 상기 버스트 기입 어드레스 신호들(WA1'- WA16) 중 하나를 선택한다. 상기 버스트 
독출 어드레스 신호들(RA1'-RA16)은 기입 인에이블 신호(        )가 하이 상태일 때 선택되고 상기 버스트 기입 어드
레스 신호들(WA1'- WA16)은 상기 신호(        )가 로우 상태일 때 선택된다.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316)의 출력은 
상기 디코더(318)에 제공된다. 상기 디코더(318)는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316)로부터의 16-비트 어드레스(A1'- 
A16)를 디코딩하여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326)의 행들 및 열들을 선택한다.

상기 데이터-인 레지스터들(320a 및 320b)은 각각 직렬 입력된 2개의 연속적인 36-비트 데이터를 유지한다. 상기 
레지스터들(320a 및 320b)의 출력들은 기입 데이터 정렬기(write data sorter)(322)로 동시에 공급된다.

    
상기 기입 데이터 정렬기(322)는 상기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314)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WA0')에 따라 데이
터-인 레지스터들(320a 및 320b)의 두개의 36-비트 출력들의 전송 경로들을 스위치한다. 예를 들면, 상기 어드레스 
신호(WA0')가 하이 상태일 때, 상기 레지스터들(320a 및 320b)의 출력들은 각각 높은 순서의 36-비트 데이터와 낮
은 순서의 36-비트 데이터로(또는 그와 반대로) 정렬된다. 상기 신호(WA0')가 로우 상태일 때, 상기 레지스터들(32
0a 및 320b)의 출력들은 반대로 스위치된다. 정렬된 72-비트 기입 데이터는 기입 드라이버(324)에 제공된다.
    

상기 기입 드라이버(324)는 상기 제어 로직(304)으로부터의 기입 레이트 신호(      )에 응답해서 상기 메모리 셀 어레
이에 상기 72 또는 36 비트들의 데이터를 기입한다. 예컨대, 상기 신호(      )가 로우 상태일 때(즉, DDR 기입 모드), 
상기 72-비트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326)에 기입된다. 상기 신호(      )가 하이 상태일 때(즉, SDR 기입 
모드), 상기 36-비트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326)에 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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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감지 증폭 회로(328)는 상기 제어 로직(304)으로부터의 상기 독출 레이트 신호(     )에 응답해서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326)로부터의 72-비트 또는 36- 비트들의 데이터를 감지 증폭한다. 예컨대, 상기 감지 증폭 회로(328)는 상
기 신호(    )가 로우 상태일 때(즉, DDR 독출 모드), 상기 디코더(318)에 의해서 선택된 메모리 셀들로부터 72-비트 
데이터를 감지하고, 상기 감지 증폭 회로(328)는 상기 신호(     )가 하이 상태일 때(즉, SDR 독출 모드) 36-비트 데
이터를 감지한다. 상기 감지 증폭 회로(328)의 출력 데이터는 독출 데이터 정렬기(read data sorter)(330)에 제공된
다.

상기 DDR 모드 동안에, 상기 독출 데이터 정렬기(330)는 상기 72-비트 출력 데이터를 두개의 36-비트 데이터로 나
누고 상기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310)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RA0')에 따라 높은 순서의 데이터와 낮은 순서의 
데이터로 상기 두개의 36-비트 데이터를 정렬하고, 그리고 그와 반대의 순서로 정렬한다. 상기 정렬된 데이터는 데이
터-출력 버퍼(332)를 통해 출력 패드들(334)로 직렬로 출력된다.

    
어드레스 비교기(336)는 기입 동작이 종결되지 않고(pending) 독출 동작이 요구될 때만 활성화된다. 상기 비교기(33
6)는 제 1 어드레스 레지스터(308)의 출력 어드레스를 상기 제 2 어드레스 레지스터(312)의 출력 어드레스와 비교한
다. 상기 어드레스들이 서로 동일하면, 상기 비교기(336)는 액티브 하이 레벨의 비교신호(EQA)를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활성 상태의 로우 레벨의 상기 비교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신호(EQA)가 하이로 갈 때, 상기 데이터-인 레
지스터들(320a 및 320b)에 유지되는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326)를 바이패스(bypass)하여 상기 독출 데이
터 정렬기(330)로 직접 보내진다. 따라서, 비록 어드레스가 이전 사이클에서 기입되더라도 독출 동작이 어드레스에서 
즉시 수행된다. 이 독출 사이클 동안에, 메모리 셀 어레이(326)는 상기 비교기(336)에 의해서 바이패스되고, 데이터는 
대신에 최근 기입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인 레지스터(320a) 또는 (320b)으로부터 독출된다.
    

에코 클럭 버퍼(338)는 상기 클럭 신호(CLK)(또는 K)에 동기되어 출력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들로서 다른 에코 클럭 
신호들(KQ 및     )을 발생한다. 상기 출력 데이터(DQ0-DQ35)는 상기 에코 클럭 신호들(KQ 및      )에 정확히 동기
된다. 상기 에코 클럭 신호들(KQ 및     )은 어떤 제어 신호들에 의해서 비활성화되지 않고 항상 상기 클럭 신호(CLK)
(또는 K)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SRAM 장치(300)의 타이밍도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본 발명의 DDR SRAM 장치(300)가 
버스트 길이들 1, 2 그리고 4를 지원하고, 상기 메모리 장치가 2단 지연 특징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도 5를 참조하면, 외부 클럭(K)의 사이클(C1)에서, 버스트 길이 2를 가지는 DDR 버스트 기입 동작(외부 제어 신호들 
B1, B2 그리고 B3 모두 로우 상태이다)을 나타내는 명령(DW2)이 외부 어드레스(AO_a)가 시초 버스트 어드레스로서 
입력되는 동안에 발생되면, 상기 DW2 명령에 상응하는 기입 데이터(WOa 및 WOb)는 상기 SRAM 장치(300)가 레이
트 라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상기 클럭 신호(K)의 사이클(C2)에서 순차적으로 입력된다.

다음, 버스트 길이 4를 가지는 DDR 버스트 기입 동작을 나타내는 명령(DW4)이 외부 어드레스(A1_b)가 제공되는 동
안에 주어지면, 상기 DW4 명령에 상응하는 기입 데이터가 클럭 신호(K)의 사이클들(C3 및 C4)에서 순차적으로 입력
된다.

상기 DW4 명령의 연속 명령이 발생되는 상기 클럭 신호(K)의 사이클(C3) 동안에, 상기 데이터(WOa 및 WOb)를 메
모리 셀들에 기입하기 위한 내부 어드레스(WAO_ab)가 2단 지연 기입 특징에 따라 발생된다. 상기 기입 데이터(WOa 
및 WOb)를 위한 버스트 기입 어드레스의 참조 기호(WAO_ab)는 직렬 입력된 상기 데이터(WOa 및 WOb) 모두가 상
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에 병렬로 동시에 기입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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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C4)에서, 버스트 길이 4를 가지는 DDR 버스트 독출 동작(외부 제어 신호들 B1 및 B2는 로우 상태이고 외부 
제어 신호 B2는 하이 상태이다)을 나타내는 명령(DR4)이 시초 버스트 어드레스로서 제공되면, 상기 SRAM 장치(30
0)의 포스티드 라이트 특징(posted write feature)으로 인해서, 상기 DR4 동작을 위한 버스트 어드레스(RA2_cd)는 
외부 어드레스(A2_c)을 이용하여 내부적으로 발생된다. 상기 포스티드 라이트 특징에 따르면, 기입 데이터(W1b, W1
a, W1d 그리고 W1c)는 DR4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래치된다.
    

버스트 독출 연속 명령을 가지는 사이클(C5)에서, 다음의 내부 버스트 어드레스(RA2_ab)가 생성되고 상기 DR4 동작
을 위한 버스트 어드레스(RA2_cd)에 상응하는 제 1 독출 데이터(R2c)는 상기 클럭 신호(K)의 하강 에지에서 데이터 
버스에 구동된다.

    
사이클(C6)에서, 버스트 길이 1을 가지는 SDR 버스트 독출 동작(외부 제어 신호 B1은 로우 상태이고 외부 제어 신호
들 B2 및 B3은 하이 상태이다)을 나타내는 명령(SR1)이 외부 어드레스(A3_d)에 따라 주어지면, 상기 내부 어드레스
(A3_d)는 추가적인 내부 어드레스를 발생함 없이 내부 어드레스(RA3_d)가 되고 상기 DR4 동작에 상응하는 독출 데
이터(R2d 및 R2a)는 데이터 버스 상에 나타난다. 상기 독출 데이터(R2c 및 R2d)(또는 R2a 및 R2b)를 위한 상기 버
스트 어드레스의 참조 기호(RA2_cd)(또는 RA2_ab)는 데이터(R2C 및 R2d)(또는 R2a 및 R2b) 모두 상기 선택된 메
모리 셀로부터 병렬로 독출 됨을 나타낸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SRAM 장치(300)은 기입 사이클에서 독출 사이클로 천이하는 경우 " 노 오퍼레이션(no op
eration)(NOP)" 사이클이 불필요하더라도 독출 사이클에서 기입 사이클로 천이하는 경우 외부 어드레스 입력이 없는 
단일의 상기 NOP 사이클(외부 제어 신호들 B1 및 B3은 하이 상태이고 외부 제어 신호 B2는 로우 상태이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기 클럭 신호(K)의 사이클(C7)에서는, 상기 NOP 사이클이 다음 사이클(C8)에서 수행되는 기입 동작
을 위해서 추가된다. 상기 NOP 사이클(C7) 동안에는, 상기 DR4 동작에 상응하는 최종 독출 데이터(R2b)가 내부 어드
레스를 발생함 없이 데이터 버스에 구동되고 상기 DR4 동작이 완료된다. 독출 데이터 출력 열의 데이터(R2c, R2d, R
2a 및 R2b) 역시 상기 외부 어드레스(A2_c) 및 상기 선택된 버스트 모드에 의해서 결정된다.
    

버스트 길이 1을 가지는 DDR 기입 동작(외부 제어 신호들 B1 및 B2는 로우 상태이고 외부 제어 신호 B3은 하이 상태
이다)을 나타내는 명령(DW1)이 외부 어드레스(A4_a)와 함께 주어지는 상기 클럭 신호(K)의 사이클(C8)에서는, 사
이클(C4)에서 래치된 기입 데이터(WOb 및 WOa)가 내부 어드레스(WA1_ab)를 디코딩하여 선택된 메모리 셀들에 기
입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별개의 내부 버스트 독출 및 기입 어드레스 발생기들이 동기형 버스트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제공되
기 때문에,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포스티드 라이트 모드에서 내부 어드레스 디코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결과적
으로 디바이스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 클럭 신호에 동기되어 동작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 비트들을 저장하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
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외부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독출/기입 동작을 위한 일련의 제 1 내부 어드레스들을 발
생하는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와; 상기 외부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기입/독출 동작을 위한 일련의 제 2 내부 어드레
스들을 발생하는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와;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 중 하나의 출력들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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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드레스 선택기와;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독출 및 기입 명령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
생기들과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의 동작들을 제어하는 제어기 및; 상기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독출 및 기입 명령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의 출력을 디코딩하여 상기 메모리 셀들을 선택하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외부 클럭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에지들 모두에서 상기 데이터 비트들을 엑
세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스태틱 랜덤 엑세스 메모리(static random access memory, SRAM)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DRAM) 장
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버스트 독출 및 기입 모드들에서 동작 가능한 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 비트들을 저장하는 복수 개
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외부 어드레스를 임시적으로 유지하는 제 1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상
기 제 1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출력을 받아들여서 버스트 독출 동작을 위한 일련의 제 1 내부 어드레스들을 발생하는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와; 상기 외부 어드레스를 임시적으로 유지하는 제 2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상기 제 2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출력을 받아들여서 버스트 기입 동작을 위한 일련의 제 2 내부 어드레스들을 발생하는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와;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 중 하나의 출력들을 선택하는 어드레스 선택기와; 외부 기입 인
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의 동작들을 제어하는 제어기 및; 상기 외부 기입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
하여 상기 어드레스 선택기의 출력을 디코딩하여 상기 메모리 셀들을 선택하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제 1 기입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유지하는 제 1 데이터-인 레지스터와; 제 2 기입 데이터를 임시적
으로 유지하는 제 2 데이터-인 레지스터와; 상기 제 1 및 제 2 기입 데이터는 직렬로 입력되고; 상기 제 2 내부 어드레
스 발생기의 상기 출력에 응답해서 상기 제 1 및 제 2 기입 데이터를 정렬하는 기입 데이터 정렬기 및; 상기 정렬된 데
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들에 기입하는 기입 드라이버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제 1 독출 데이터 및 제 2 독출 데이터를 병렬로 감지하고 증폭하는 감지 
증폭 회로 및; 상기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의 상기 출력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독출 데이터를 정렬하고 상
기 제 1 및 제 2 독출 데이터를 직렬로 출력하는 독출 데이터 정렬기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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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스태틱 랜덤 엑세스 메모리(static random access memory, SRAM)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RAM) 장
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 중의 적어도 하나는,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되어 동작하
는 카운터 및, 상기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의 출력 및 상기 카운터의 출력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서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의 상기 각 카운터는 기입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동
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의 상기 각 멀티플렉서는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연속적인 
버스트 어드레스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버스트 연속 신호에 응답해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
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 중의 적어도 하나는,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되어 동작하
는 카운터 및, 상기 제 1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의 출력 및 상기 카운터의 출력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서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의 상기 각 카운터는 기입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동
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내부 어드레스 발생기들의 상기 각 멀티플렉서는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연속적인 
버스트 어드레스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버스트 연속 신호에 응답해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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