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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중 데이터 전송률(Double Data Rate)을 갖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프리-러닝 클

락(Free-running Clock)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 또는 출력하고, 출력하는 데이터에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

(Preamble)을 포함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소정의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외부로부터 데이터의 독출명령

을 받아들이며, 이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프리앰블을 포함한 데이터를 출력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프리앰블, DDR SDRAM, 반도체 메모리 장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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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사용하는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과 같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기입명령이 주어진 경우에 각 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3은 도 1과 같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독출명령이 주어진 경우에 각 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4는 도 1과 같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로 구현된 메모리 모듈이다.

도 5a는 메모리 모듈간의 구성에서 스텁 버스 또는 일대일 버스 구조를 보여준다.

도 5b는 메모리 모듈간의 구성에서 숏 루프 쓰루 방식의 버스 구조를 보여준다.

도 6은 프리-러닝 클락에 동기되어 데이터의 입출력 동작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신호의 입출력을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 7은 도 6에 보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상세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독출동작시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9a 내지 도 9e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프리앰블의 다양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a는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프리앰블을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의 기입동작시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10b는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프리앰블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기입동작시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11은 프리앰블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본 발명의 데이터 입력부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2는 도 9와 같은 형태의 프리앰블을 갖는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회로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13은 도 12의 회로도에서 프리앰블을 검출하고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동기클락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타

이밍도이다.

도 14a는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한 스텁 버스 또는 일대일 버스 구조에 적합한 메모리 모듈의 실시예이다.

도 14b는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한 숏 루프 쓰루 방식의 버스 구조에 적합한 메모리 모듈의 실시예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한 메모리 모듈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모듈상에 허브를 갖는 메모리 모듈의

실시예이다.

도 16a는 도 15의 실시예에서 CA_CLK을 삭제하고 Data_CLK 만을 사용하는 메모리 모듈의 실시예이다.

도 16b는 도 15의 실시예에서 Data_CLK을 삭제하고 CA_CLK 만을 사용하는 메모리 모듈의 실시예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중 데이터 전송률(Double Data Rate)을 갖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Synchronous Semiconductor

Memory Device)에 관한 것으로 특히, 프리-러닝 클락(Free-running Clock)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 또는 출력하고,

출력되는 데이터에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Preamble)을 포함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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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시스템 클락에 동기되어 데이터의 입출력을 수행하고, 데

이터의 전송을 위한 동기 방식에 따라 단일 데이터 전송률(Single Data Rate)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이하, SDR

SDRAM)와 이중 데이터 전송률(Double Data Rate)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이하, DDR SDRAM)로 나뉘어진다.

SDR SDRAM은 시스템 클락의 상승 에지(Rising Edge)와 하강 에지(Falling Edge) 중 하나에 동기되어 동작한다. 이에 반

해, DDR SDRAM은 시스템 클락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 모두에 동기되어 동작한다. 따라서, DDR SDRAM은 동일한 시

스템 클락에 대해 SDR SDRAM에 비해 두 배의 동작 주파수를 갖는다. 그리고, DDR SDRAM에서는 데이터가 고주파로 전

송되므로, 이러한 고주파의 데이터를 래치(latch)하기 위해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Data Strobe Signal)를 이용한다.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데이터가 출력될 때, 데이터 소스(Data Source)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마스터(Chipset,

HUB 등)로부터 DDR SDRAM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지는 경우에는 마스터에 의해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생성되

어 데이터와 함께 DDR SDRAM으로 입력되어지고, 반대로 DDR SDRAM으로부터 데이터가 출력되는 경우에는 DDR

SDRAM의 내부에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생성되어 데이터와 함께 마스터로 출력되어진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

받는 쪽에서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에 의해 데이터의 입력을 인식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반

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데이터의 인식을 위한 동기클락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가 출력되기 이전에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hi-impedance:'하

이' 와 '로우'의 중간 레벨)를 유지하다가, 데이터가 출력되기 한 주기전에 '로우(low)'상태로 천이되고, 데이터의 윈도우

(window) 변화에 따라 토글(toggle)되어 '하이(high)'상태와 '로우' 상태를 반복한다. 그리고, 데이터의 출력이 완료되면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다시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복귀한다.

도 1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사용하는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 1

을 참조하면,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시스템 클락(CLK)에 응답하여 마스터로부터 커맨드/어

드레스 신호(CA:Command/Address)를 받아들이며,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를 이용하여 마스

터와 데이터(DQ)의 입출력을 수행한다.

도 2는 도 1과 같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데이터 입력 시, 즉 기입명령(Write)이 주어진 경우에 각 신호들의 타

이밍도이고, 도 3은 독출명령(Read)이 주어진 경우에 각 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2 및 도 3에 보인 것처럼,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에서는 기입명령(Write)이 주어진 경우 마스터로부터 입력되

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센터(Center)에 동기하여 데이터들(D0 ~ D3)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독출명령(Read)이

주어진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생성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에지(Edge)

에 동기된 데이터들(Q0 ~ Q3)을 출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 입출력 시 데이터의

셋 업(setup) 및 홀드(hold) 타임 마진이 부족하여 점점 더 고주파화되어 가는 메모리의 데이터 입출력 동작에 제한요소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도 4는 도 1과 같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로 구현된 메모리 모듈로서, 스텁 버스(Stub Bus) 또는 일대일 버스(Point-

to-Point Bus)구조에 적합한 메모리 모듈의 실시예이다.

여기서, 스텁 버스 또는 일대일 버스 구조란, 메모리 모듈(Module)간의 통신을 위한 배선구조에서 도 5a와 같이, 메모리

모듈(500, 504)에 포함된 메모리들(502, 506)과 보드상의 배선(508)이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반면에 도

5b에 보인 숏 루프 스루(SLT:Short Loop Through) 버스 구조는 메모리 모듈(510, 514)간의 배선(518)이 메모리 모듈

(510, 514)에 포함된 메모리들(512, 516)을 경유하여 연결된 구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스텁 버스는 667MHz이상의 고

주파 동작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반해 SLT 버스는 그 이상의 고주파 동작에서도 적합한 버스 구조이다.

도 4에 보인 것처럼, 종래의 메모리 모듈(400)은 다수개의 메모리들(100)과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시스템 클락(CLKm) 및

커맨드/어드레스 신호(CAm)를 각각의 메모리들(100)에 공급하고, 각 신호의 동기를 위한 PLL 회로를 갖는 레지스터/

PLL(402)을 포함한다. 그리고, 각각의 메모리(100)에는 데이터(DQ)의 입출력을 위한 데이터 라인들과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입출력을 위한 신호 라인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각 메모리(100)에 공급되는 시스템 클락(CLKm)의 경로

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경로가 다르게 설정됨으로써 즉,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각각의 메모리(100)에 대

해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짧은 경로를 가짐에 비해, 시스템 클락(CLKm)은 레지스터/PLL(402)로부터 가까운 메모리(406,

408)에서 먼 곳의 메모리(404, 410)로 공급되는 비교적 긴 경로를 가진다. 따라서, 동작 주파수가 증가하는 경우 메모리

모듈상의 각 메모리들로 공급되는 시스템 클락의 시간지연에 의한 타임 스큐(time skew)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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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는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대신에 프리 러닝 클락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

고, 이 때 출력되는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을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한,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사용한 메모리 모듈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로부터의 소정의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외부로부터 데이터의 독출명령 및 어드레스

신호를 받아들이며, 이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프리앰블을 포함한 데이터를 출력함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

도 6은 프리-러닝 클락에 동기되어 데이터의 입출력 동작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신호의 입출력을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600)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제1 클락신호(CA_CLK)를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 인가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CA)를 받아들이며, 데이터의 기입명령(Write) 또는 독출명령(Read)이 인가되었을

때, 외부로부터의 제2 클락신호(Data_clk)를 이용하여 데이터(DQ)의 입출력을 수행한다.

도 7은 도 6에 보인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상세 블록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커맨드/어드레

스 입력부(CA 입력부, 700)는 내부 클락 발생부(702)로부터의 소정의 내부 클락신호(CAi_CLK)에 동기되어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CA)를 메모리 장치(600)의 내부로 전달한다.

내부 클락 발생부(702)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커맨드/어드레스 클락(이하, CA_CLK)과 데이터 클락(이하, Data_CLK)에

응답하여 복수의 내부 클락들을 생성한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CA_CLK 신호에 응답하여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클락(이하, CAi_clk)을 생성하고, Data_CLK 신호에 응답하여 제어부(704)로부터의 소정의 제어신호

(Ctr1)에 따라 데이터의 입력을 위한 데이터 입력 내부 클락(이하, Din_clk)을 생성하거나, 또는 데이터의 출력을 위한 데

이터 출력 내부 클락(이하, Dout_clk)을 생성한다. 즉, 외부로부터 커맨드/어드레스 입력부(700)를 통해 기입명령(Write)

이 주어진 경우에는 데이터 입력을 위한 Din_clk을 생성하고, 독출명령(Read)이 주어진 경우에는 데이터 출력을 위한

Dout_clk을 생성한다. 그리고, Din_clk은 경우에 따라(입력 데이터에 프리앰블이 포함된 경우)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복

수의 클락신호일 수도 있다.

제어부(704)는 커맨드/어드레스 입력부(700)로부터 입력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CA)에 따라 메모리 장치의 기입

(Write) 또는 독출(Read)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들(Ctr1, Ctr2)을 생성하고, 어드레스 신호(ADDR)를 메모리 셀

(712)로 전달한다. 또한, 제어부(704)는 메모리의 각종 동작 옵션을 설정하고 제어하기위한 모드 레지스터(Mode

Register)를 포함한다.

데이터 처리부(710)는 제어부(704)로부터의 동작 제어신호(Ctr2)에 따라 메모리 셀(712)과 데이터 입력부(706) 또는 데

이터 출력부(708) 사이의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데이터의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처리부(710)에는 카스 레이턴시

(CL:CAS Latency)와 버스트 데이터의 길이(BL:Burst length)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프리앰블을 포함하지 않는 데이

터의 입력시 데이터의 시작과 종료를 감지할 수 있다.

데이터 출력부(708)는 독출동작(Read)시, 데이터 처리부(710)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Dout_clk에 동기하여 외부로

전달한다. 도 8은 본 발명에서 독출동작시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8에 보인 것처럼,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600)

는 독출동작(Read)시 CAi_clk 신호에 동기되어 외부로부터 커맨드 신호(CA)인 독출명령(Read)을 받아들이고, Dout_clk

신호에 동기되어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한다. 그리고, 출력되는 데이터의 시작부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 부

분(Pre)이 부가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출력부(708)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을 생성하고, 출력되는 데이터

의 앞에 프리앰블을 추가하는 프리앰블 발생기(도시 않음)를 포함한다.

한편, 프리앰블은 도 9a와 같이 모든 데이터 라인에 대해 출력되는 데이터에 논리 하이값을 갖는 프리앰블을 부가하거나,

도 9b와 같이 논리 로우값을 갖는 프리앰블을 부가하여 모든 데이터 라인을 통해 출력되는 데이터에 동일한 논리값의 프

리앰블을 부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도 9c 및 도 9d와 같이 데이터 라인들을 짝수번째 라인들과 홀수번째 라인들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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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도 9e와 같이 각 데이터 라인들을 순서에 따라 네 개의 그룹(예를 들어, 4n 번째 라인, 4n+1 번째 라인, 4n+2

번째 라인 및 4n+3 번째 라인 ;단, n=0,1,2,...)으로 구분하여 구분된 각 그룹별로 서로 다른 논리값을 갖는 프리앰블을 부

가함으로써, 서로 인접하는 데이터 라인을 통해 출력되는 데이터에는 동일한 논리값의 프리앰블이 부가되지 않도록 할 수

도 있다. 프리앰블은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현도어 데이터의 시작부에 부가될 수 있다.도 9는

한편, 프리앰블이 부가된 데이터를 입력받는 장치에는 프리앰블을 검출하여 데이터를 래치할 수 있는 회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프리앰블의 형태에 따라 회로의 구성도 달라진다.

데이터 입력부(706)는 기입동작(Write)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Din_clk 신호에 동기하여 데이터 처리부

(710)로 전달한다. 도 10A는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프리앰블을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의 기입동작시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10a에 보인 것처럼,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기입동작(Write)시 CAi_clk 신호에 동기되어 외부

로부터 커맨드 신호(CA)인 기입명령(Write)을 받아들이고, Din_clk 신호에 동기되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이

경우 데이터의 시작과 종료는 카스 레이턴시(CL) 및 버스트 길이(BL)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알 수 있다. 카스 레이턴시

(CL)는 커맨드 입력으로부터 데이터 입력까지의 클락 수를 정의한 것이고, 버스트 길이(BL)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길이를

정의한 것이다. 참고로, 도 10a에 보인 데이터는 카스 레이턴시가 2(CL=2)이고, 버스트 길이가 4(BL=4)인 경우이다. 그러

나, 만약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에 프리앰블이 부가되어 있다면, 프리앰블이 부가된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회로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구현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는 프리앰블을 포함한 데이터를 입력받는 외부의 마스터나 프로세서들

에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 있어야만 한다.

도 10b는 프리앰블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기입동작시 신호의 타이밍도이고, 도 11은 프리앰블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래치

하기 위한 본 발명의 데이터 입력부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1에 보인 것처럼, 프리앰블을 포함하는 데이터

를 래치하는 회로는 크게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DQ)에서 프리앰블을 검출하여 데이터의 시작을 감지하는 프리앰블

검출기(1100)와 내부 클락 발생부(702)로부터 입력되는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복수의 클락신호들(PMP) 중 입력되는 데

이터들을 래치하기에 적합한 클락신호(PSEL)를 선택하는 클락 선택기(1102) 및 입력 데이터들(DQ)을 클락 선택기(1102)

로부터의 클락신호(PSEL)에 동기하여 래치하는 데이터 입력버퍼(1104)로 구성된다.

도 12는 도 9e와 같은 형태의 프리앰블을 갖는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회로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보여주는 회로도이고,

도 13은 도 12의 회로도에서 프리앰블을 검출하고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동기클락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타

이밍도이다. 도 12 및 도 13을 참조하면, 도 9e와 같은 형태의 프리앰블이 도 12에 보인 프리앰블 데이터 래치회로의 증폭

기들(1204, 1206)로 인가되면, 도 13의 제1 구간에서 제1 증폭기(1204)의 출력이 하이가 되고, 제2 구간에서는 제1 증폭

기(1204)와 제2 증폭기(1206)의 출력이 모두 하이가 된다.

제1 구간에서 제1 증폭기(1204)의 출력이 하이가 되면, 래치회로(1200)를 통해 데이터 입력버퍼(1104)에 클락을 공급하

기 위한 설정(SET)을 하고,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클락신호들(P0 ~ P315)이 프리앰블 검출기(1100)에 있는 플립플롭

(Flip-Flop)들의 클락 입력단(CK)으로 입력된다. 이 때, 입력되는 클락신호들(P0 ~ P315)은 도 12에 보인 것처럼, 각기 45

도의 위상차를 갖는 신호들이다.

제2 구간에서 제2 증폭기(1206)의 출력이 하이가 되면 프리앰블 검출기(1100)에 있는 플립플롭들의 입력단으로 하이인

신호가 입력되고, 이는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클락신호들(P0 ~ P315)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력(Q0 ~ Q315)된다. 도 13을

보면, 제2 구간에서 최초로 하이가 되는 클락신호는 P225 이고, 프리앰블 검출기(1100)는 이 클락신호(P225)를 입력으로

하는 플립플롭을 통해 가장 먼저 신호(Q225)를 출력한다.

클락 선택기(1102)는 프리앰블 검출기(1100)에 의해 입력되는 최초 신호(Q225)의 위상을 감지하고, 이 보다 위상이 90도

빠른 클락신호(P135)를 선택하여 데이터 입력버퍼(1104)로 인가한다. 데이터 입력버퍼(1104)에서는 입력되는 데이터들

(DQ0 ~ DQ3)을 클락 선택기(1102)에 의해 선택된 클락신호(PSEL=P135)에 동기하여 래치한 후 래치된 데이터(D0 ~ D3)

를 메모리 셀(712)로 저장한다. 이 때, 위상이 90도 빠른 클락신호를 선택하는 것은 데이터를 래치할 때, 도 13에 보인 것

처럼, 데이터 유효시간의 중앙에서 클락신호가 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데이터의 입력이 종료되면, 버스트 종료회로(1202)에서 데이터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를 래치회로(1200)로 인가하

고, 래치회로(1200)에서는 데이터 입력버퍼(1104)의 플립플롭들을 재 설정(Reset)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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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프리앰블을 래치하기 위한 회로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뿐만 아니라, 프리앰블을 포함한 데이터를 입력받는 다

른 장치에도 동일하게 구현되어져야 하고, 프리앰블의 형태에 따라 회로의 구성은 다양하게 구현되어질 수 있다.

한편,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외부로부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와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해 두 개의 분리된 별도의 클락신

호들(CA_CLK, Data_CLK)을 입력으로 한다. 그러나, 만약 두 클락신호들(CA_CLK, Data_CLK)간의 위상차가 작다면

(0.5tCK 이하 단, tCK는 시스템 클락의 한 주기이다.), 둘 중 하나의 클락신호만으로도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입력 및 데

이터의 입출력이 가능하다. 이 때, 어떤 클락신호를 사용할 것인지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제어부(704)에 포함된 레지스

터에 옵션(MRS:Mode Register Set)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이, 둘 중 하나의 클락신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메모리 모듈구성 시 클락신호의 공급을 위한 배선의 수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허브를 이용한 메모리 모듈 구성 시 하나의

클락신호만을 이용하여 배선의 수가 감소되면 메모리 모듈의 두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4a는 앞서 언급한 프리앰블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한 메모리 모듈로서 스텁 버스 또는 일대

일 버스 구조에 적합한 메모리 모듈의 실시예이고, 도 14b는 숏 루프 쓰루 방식의 버스 구조에 적합한 메모리 모듈의 실시

예이다. 도 14a 및 도 14b에 보인 것처럼, 메모리 모듈(1400)상의 각각의 메모리(600)에 대해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대신

프리-러닝 클락인 데이터 클락(Data_CLK)을 위한 배선이 구성된다. 그리고, 레지스터/PLL 회로(1402)는 경우에 따라 메

모리 모듈(1400)이 아닌 칩 셋 상에 구현되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메모리 모듈(1400)에서 삭제되어 질 수 있다. 또한,

Data_CLK과 CA_CLK 중 하나만을 이용할 때에는 Data_CLK을 위한 배선 또는 CA_CLK을 위한 배선들 중 하나는 삭제

되어질 수 있다.

도 15는 프리앰블을 사용하는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한 메모리 모듈로서, 메모리 모듈상에 허브를 갖는 메

모리 모듈의 실시예이다. 도 15에 보인 것처럼, 허브(1500)를 포함한 메모리 모듈(1502)은 하나의 채널(CH)을 이용하여

외부와 연결되고, 채널과 연결된 허브(1500)를 통해서만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다. 즉, 메모리 모듈(1502)상의 모든 반도

체 메모리 장치는 채널(CH)과 연결된 허브(1500)를 통해서만 외부로부터 각종 클락신호와 데이터를 입력받고, 또한 데이

터를 외부로 출력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허브를 포함한 구조의 메모리 모듈은 컨트롤러와 메모리 모듈간 또는 메모리 모듈과 모듈간의 통신이 모

듈상의 허브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메모리 모듈상의 모든 배선이 허브로 집중되게 된다. 따라서, 배선의 수에 따라 메모

리 모듈의 두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CA_CLK과 Data_CLK 중 하나의 클락신호만을 사용

함으로써 메모리 모듈상에 배치되는 배선의 수를 감소시키고, 메모리 모듈의 두께를 줄일 수 있다.

도 16a는 CA_CLK을 삭제하고 Data_CLK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메모리 모듈의 실시예이고, 도 16b는 Data_CLK을 삭제

하고 CA_CLK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메모리 모듈의 실시예이다. 도 16a의 실시예에서 보인 것처럼, Data_CLK 만을 사용

한 경우 CA_CLK의 공급을 위한 두 개의 배선이 삭제 가능하고, CA_CLK 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 16b의 실시예에 보인

것처럼, Data_CLK의 공급을 위한 10 개의 배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구성 및 동작과 메모리 모듈을 상기한 설명 및 도면을 통해 설명하였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응용 및 변경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고주파 동작 시에도 안정적인 데이터의 셋 업 및 홀드 타임 마진을 확

보할 수 있고, 메모리 모듈로 구현 시 시간지연에 의한 타임 스큐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모듈로 구현 시 클락신호

의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배선의 수를 줄임으로서 메모리 모듈의 두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락 신호에 응답해서 복수의 내부 클락 신호들을 발생하고, 상기 내부 클락 신호들에 동기해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명령

/어드레스 신호를 입력받으며,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한 어드레스 신호 및 소정의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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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드레스 신호 및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저장된 데이터를 래치 및 출력하는 메모리

셀; 및

상기 제어 신호 및 상기 내부 클락 신호들 중 하나의 내부 클락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에

프리앰블을 부가하고, 상기 프리앰블이 부가된 데이터를 출력하고, 수신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에 저장하는 데이터 입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복수의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출력되며;

상기 데이터 라인들 각각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에 부가되는 상기 프리앰블은 모두 동일한 논리값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값은 논리 하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값은 논리 로우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는 복수의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출력되며;

상기 복수의 데이터 라인들 중 인접하는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출력되는 데이터에 부가되는 상기 프리앰블은 각기 다른 논

리값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프리앰블이 포함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프리앰블

을 감지하여 입력 데이터를 래치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등록특허 10-0626375

- 7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앰블은 상기 데이터의 시작부에 부가되며, 상기 데이터의 출력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클락신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락신호인 제1 클락신호 및 제2 클락신호이며, 상기 제1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동기를 위한 제1 내부 클락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제2 클락신호 및 상기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데

이터 입출력을 위한 동기신호인 제2 및 제3 내부 클락신호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출력부에는 상기 출력되는 데이터에 상기 프리앰블을 추가하기 위한 프리앰블 발생기가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출력부는 상기 프리앰블을 감지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프리앰블 검출기를 더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메모리 셀;

외부로부터의 제1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제1 내부 클락신호를 생성하고, 소정의 제어신호 및 외부로부터의 제2 클락신호

에 응답하여 제2 내부 클락신호 또는 제3 내부 클락신호를 생성하는 내부 클락 발생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제1 내부 클락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내부로 전

달하는 커맨드/어드레스 입력부;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기위한 복수의 제어신호 및 어드레스 신

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상기 제2 내부 클락신호에 동기되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데이터 입력부;

상기 제3 내부 클락신호에 동기되어 외부로 프리앰블을 포함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출력부; 및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상기 메모

리로부터의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출력부로 전달하는 데이터 처리부를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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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출력부에는 상기 프리앰블을 생성하여 출력 데이터에 부가하는 프리앰블 발생기를 포함하며, 상기 프리앰블

은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출력되는 데이터의 시작부에 부가되어 데이터의 출력이 시작되는 것을 알림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출력되는 각각의 데이터에 부가되는 프리앰블은 모두 동일한 논리값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값은 논리 하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값은 논리 로우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 라인들 중 인접하는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출력되는 데이터에 부가되는 프리앰블은 각기 다른 논리값

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락신호만을 사용하여 상기 제1 내지 상기 제3 내부 클락신호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락신호만을 사용하여 상기 제1 내지 상기 제3 내부 클락신호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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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프리앰블이 포함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입력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프리

앰블을 감지하여 입력 데이터를 래치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력부는 상기 프리앰블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를 래치하기 위한 프리앰블 검출회로; 및

상기 프리앰블 검출회로로부터의 프리앰블 검출신호에 따라 상기 제2 내부 클락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외부로부터의 입력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처리부로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 버퍼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복수의 데이터 라인들을 통해 프리앰블을 포함한 데이터를 입출력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메모리 셀;

외부로부터의 제1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내부 커맨드/어드레스 클락신호를 생성하고, 소정의 제어신호 및 외부로부터의 제

2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복수의 내부 클락신호들을 생성하는 내부 클락 발생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내부 어드레스/커맨드 클락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의 내부로 전달하는 커맨드/어드레스 입력부;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기위한 복수의 제어신호 및 어드레스 신

호를 출력하는 제어부;

상기 복수의 내부 클락신호들 중 하나의 클락신호에 동기되어 외부로부터 프리앰블을 포함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데이터

입력부;

상기 복수의 내부 클락신호들 중 하나의 클락신호에 동기되어 외부로 프리앰블을 포함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출력

부; 및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데이터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상기 메모

리로부터의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출력부로 전달하는 데이터 처리부를 포함하되,

상기 데이터 출력부에는 상기 프리앰블을 생성하여 출력 데이터에 부가하는 프리앰블 발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력부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의 프리앰블을 검출하여 프리앰블 검출신호를 생성하는 프리앰블 검출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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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내부 클락신호들을 입력으로 하고, 상기 프리앰블 검출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내부 클락신호들 중 하나

의 클락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클락 선택기; 및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상기 클락 선택기에 의해 선택된 클락신호에 동기하여 받아들이는 데이터 입력버퍼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내부 클락신호들은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지는 클락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클락신호들 간의 위상차는 45도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4.

외부에서 입력되는 하나의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외부로부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복

수 개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탑재된 메모리 모듈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 각각에 연결되어 외부와 데이터의 입출력 통로가 되는 데이터 배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을 경유하여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상기 클락신호를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클락 배선을 포함하되,

상기 데이터 배선을 통해 외부로 출력되는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이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 모듈.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배선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이 더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

듈.

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클락 배선은 상기 복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 각각에 독립적으로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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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클락 배선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을 모두 경유하여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28.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위상 고정 루프 회로를 포함하는 레지스터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29.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스텁 방식의 버스 구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0.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숏 루프 쓰루 방식의 버스 구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1.

외부에서 입력되는 제1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외부로부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받아들이고 제2 클락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복수 개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탑재된 메모리 모듈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 각각에 연결되어 외부와 데이터의 입출력 통로가 되는 데이터 배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을 경유하여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상기 제1 클락신호를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제1 클락 배선; 및

상기 제2 클락신호를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제2 클락 배선 을 포함하되,

상기 데이터 배선을 통해 외부로 출력되는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이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 모듈.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배선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이 더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

듈.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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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락 배선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을 모두 경유하여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4.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락 배선은 상기 복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 각각에 독립적으로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5.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위상 고정 루프 회로를 포함하는 레지스터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6.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스텁 방식의 버스 구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7.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숏 루프 쓰루 방식의 버스 구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38.

복수 개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탑재된 메모리 모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외부와의 연결을 위한 하나의 채널;

상기 채널과 연결되어 상기 채널을 통해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클락신호 및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

치로 전달하고, 상기 채널을 통해 외부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간에 상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허브;

상기 허브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 각각에 연결되어 데이터의 전달통로가 되는 데이터 배선;

상기 허브로부터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을 경유하여 상기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전달통로가 되는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및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에 상기 클락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클락 배선을 포함하되,

상기 채널을 통해 외부로 출력되는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이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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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을 통해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이 더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 모듈.

청구항 40.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클락 배선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각각에 독립적으로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1.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클락 배선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을 모두 경유하여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2.

복수 개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탑재된 메모리 모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외부와의 연결을 위한 하나의 채널;

상기 채널과 연결되어 상기 채널을 통해 입력되는 제1 클락신호, 제2 클락신호 및 커맨드/어드레스 신호를 상기 반도체 메

모리 장치로 전달하고, 상기 채널을 통해 외부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간에 상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허브;

상기 허브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 각각에 연결되어 데이터의 전달통로가 되는 데이터 배선;

상기 허브로부터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을 경유하여 커맨드/어드레스 신호의 전달통로가 되는 커맨드/어드레스 배선;

상기 제1 클락신호를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에 공급하기 위한 제1 클락 배선; 및

상기 제2 클락신호를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에 공급하기 위한 제2 클락 배선을 포함하되,

상기 채널을 통해 외부로 출력되는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이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3.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을 통해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앰블이 더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 모듈.

청구항 44.

제 4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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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클락 배선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을 모두 경유하여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청구항 45.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클락 배선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각각에 독립적으로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모듈.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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