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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외부적으로 데이터 로드 신호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및 이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직렬 데이터의 

병렬데이터로의 프리패치 방법

요약

외부적으로 데이터 로드 신호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이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직렬 데이터의 병렬 데이터로

의 프리패치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동기되는 데이터 로드 신호를

외부적으로 갖고,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와 데이터 래치 회로를 포함한다.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는 데이터 스

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 로드 신호를 수신하고 소정시간 후 병렬 로더 신호를 발생한다. 데이터 래치 회로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수신한 후 병렬로 배열하고, 병렬 로더 신호에 응답하여 병렬

로 배열된 데이터를 래치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외부적으로 데이터 로드 신호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멀티 비

트 프리패치 방식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와 데이터 로드 신호를 데이터 스트로브(DQS) 신호에 동기시키고, 입력되는 

직렬 데이터를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 상에 병렬로 정렬한 후 프리패치한다. 이 때, 반

도체 메모리 장치의 내부적으로 DQS 도메인 상에서 제1군 데이터 라인의 데이터와 병렬 로더 신호 사이에 내부 타이

밍 마진들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종래의 DQS 도메인과 클럭 도메인 사이의 상대적인 외부 인터페이스 시간 규정인 t

DQSS 시간이 필요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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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SDRAM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제1 플립플롭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3은 도 1의 제2 플립플롭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4는 도 1의 SDRAM의 동작 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SDRAM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5의 데이터 입력 래치 회로와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도 5의 SDRAM의 동작 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직렬 데이터의 병렬 데이터로의 변환을 지시하는 데이터 로드 신

호를 외부적으로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 치 및 이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직렬 데이터의 병렬 데이터로의 프리패치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 중 SDRAM은 클럭 신호에 동기되어 기입 또는 독출 동작이 일어난다. 특히, DDR(Double Data

Rate) SDRAM은 클럭 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 둘다를 기입 또는 독출 동작에 사용하여 SDR(Single Data Rate)

SDRAM에 비해 클럭 레이트(clock rate)가 두배가 되어 동작 속도와 성능면에서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리고, DDR S

DRAM은 내부적으로 멀티-비트(multi-bit), 예컨대 4 비트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4-비트 프리패치(prefetch) 

방식을 도입하여 산업상 그 응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4-비트 프리패치 DDR SDRAM에서, 기입 동작시 입력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이하 'DQS 

신호'라고 칭한다)에 동기되어 순차적으로 입력되고 4 비트 단위로 정렬된다. 외부 클럭 신호에 동기되어 입력되는 기

입 명령에 의해 최종적으로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저장된다. 여기에서, 4 비트 프리패치 단위로 정렬된 데이터를 패치하

는 데에는 일명 tDQSS라고 불리는 소정의 시간 규정이 필요한 데, 이는 DQS 신호에 동기된 입력 데이터와 외부 클럭

신호에 동기된 기입명령이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동작되기 때문에 생기는 외부 인터페이스간의 타이밍에 대한 시간

규정이다. tDQSS 시간은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도 1은 종래의 SDRAM 일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SDRAM(100)은 DQS 신호를 입력하는 DQS 입

력 버퍼(120)의 출력 PDQS 신호의 반전신호 PDQSB 신호에 동기되어 데이터 입력 버퍼(110)를 통해 수신되는 데이

터(DIN)를 다수개의 플립플롭들(150, 160, 161, 162, 163)에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제1 플립플롭(150)은 도 2에 도

시되어 있으며, PDQSB 신호의 로우레벨에 응답하여 데이터 입력 버퍼(110)의 출력(PDIN)을 래치한다. 제2 내지 제

5 플립플롭들(160, 161, 162, 163)은 도 3에 도시되어 있으며, PDQSB 신호의 로우레벨에 응답하여 그 출력들을 래

치하고 이어지는 하이레벨에 응답하여 래치된 데이터를 제1군 데이터 라인들(DS2, DF2, DS1, DF1)에 실어 4 비트 

데이터로 정렬시킨다.

한편, SDRAM의 제어 신호들 CSB, RASB, CASB, WEB는 각각의 커맨드 입력 버퍼들(180)과 커맨드 디코더(190)를

통해 커맨드로 해석되는 데, 본 발명은 다양한 커맨드들 중 기입커맨드(WRITE)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된다. 외부 클

럭 신호(EXTCLK)를 입력하는 클럭 입력 버퍼(170)는 내부 클럭 신호(PCLK)를 발생한다. 내부 클럭 신호(PCLK)에 

응답하는 플립플롭들(164, 165, 166, 167)은 도 3의 플립플롭(160)과 동일하며, 내부 클럭 신호(PCLK)의 로우레벨

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들(DF1, DS1, DF2, DS2)에 실린 데이터들을 래치하고 이어지는 하이레벨에 응답하

여 래치된 데이터를 제2군 데이터 라인(DI1, DI2, DI3, DI4)으로 전달한다. 제2군 데이터 라인(DI1, DI2, DI3, DI4)의

데이터들은 SDRAM(100) 내부적으로 병렬 처리된다.

그런데, SDRAM(100)에서, 제1군 데이터 라인상에 4 비트의 데이터를 정렬하는 기준 신호는 DQS 신호이고, 제1군

의 데이터 라인상의 데이터를 병렬로 프리패치하는 PCLK 신호는 외부 클럭 신호(EXTCLK)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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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커맨드(WRITE)의 외부 클럭 동기 신호이다. 즉, 4 비트 데이터를 제1군 데이터 라인 상에 정렬하 는 것은 DQS 도

메인에서 이루어지고, 4 비트 데이터를 병렬로 프리패치하는 것은 클럭 도메인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DQS 도메

인과 클럭 도메인 사이에 상대적인 외부 인터페이스 타이밍 파라미터로 tDQSS 시간이 필요하다.

도 4는 SDRAM(100)의 동작 타이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에서, 외부 클럭 신호(EXTCLK)에 동기되어 C2 클럭

과 C4 클럭에서 제1 및 제2 기입 명령들(WRITE1, WRITE2)이 들어온다. C3 클럭에서 DQS 신호가 주기적으로 들어

오고 DQS 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 맞추어 데이터들(D1, D2, D3, D4, D5, D6, D7, D8)이 입력된다. D1 내지 

D4 데이터는 제1 기입명령(WRITE1)에 의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들이고, D5 내지 D8 데이터는 제2 기입명

령(WRITE2)에 의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들이다. 여기에서, 제1 기입명령(WRITE1)에 동기되는 외부 클럭 

신호(EXTCLK)와 제1 입력 데이터(D1)에 동기되는 DQS 신호간에는 외부적으로 규정되는 tDQSS 시간을 만족하며 

입력되는 데, 제1 기입명령(WRITE1)에 동기된 외부 클럭 신호(EXTCLK)로부터 DQS 신호가 최대한 늦게 발생되는 

최대 tDQSS 시간(tDQSSmax)일 때의 제1 경우(CASE I)와 최대한 빨리 발생되는 최소 tDQSS 시간(tDQSSmin)일 

때의 제2 경우(CASE II)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제1 경우(CASE I)에서, 기입명령(WRITE1)에 동기된 외부 클럭 신호(EXTCLK)로부터 최대 tDQSS 시간(tDQSSmax

) 후의 DQS 신호에 따라 내부 DQS 신호(PDQS)가 발생된다. PDQS 신호와 반대 위상인 PDQSB 신호(설명의 편의상

'늦은 PDQSB 신호'라고 칭한다)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 상에 데이터들이 실리는 데, 

늦은 PDQSB 신호의 상승에지마다 Unknown-Unknown-D1-D2, D1-D2-D3-D4, D3-D4-D5-D6, D5-D6-D7-D

8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실린다. 한편, 제2 경우(CASE II)에서, 기입명령(WRITE1)에 동기된 외부 클럭 신호(EXTC

LK)로부터 최소 tDQSS 시간(tDQSSmin) 후의 DQS 신호에 따라 PDQS 신호와 그 반대 위상인 PDQSB 신호(설명의 

편의상 '빠른 PDQSB 신호'라고 칭한다)가 발생된다. 빠른 PDQSB 신호의 상승에지마다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

1, DF2, DS2) 상에 Unknown-Unknown-D1-D2, D1-D2-D3-D4, D3-D4-D5-D6, D5-D6-D7-D8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실린다. 이 후, 내부 클럭 신호(PCLK)의 상승에지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 

상에 데이터들이 패치되어 제2군 데이터 라인(DI1, DI2, DI3, DI4)으로 실린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규정된 최대 tDQSS 시간(tDQSSmax)과 최소 tDQSS 시간(tDQSSmin)은 제1군 데이터 라인(DF

1, DS1, DF2, DS2) 상의 D1-D2-D3-D4 데이터를 패치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내부 클럭 신호(PCLK)의 마진 부

족으로 나타난다. 즉, 제1 경우(CASE I)에서의 제1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으로 데이터가 실리는 시작 시

점과 제2 경우(CASE II)에서의 제1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의 데이터가 끝나는 시점 사이에 내부 클럭 신

호(PCLK)는 내부 tDQSSmax와 내부 tDQSSmin을 갖는다. 내부 tDQSSmax와 내부 tDQSSmin 각각은 최대 tDQSS 

시간(tDQSSmax)과 최소 tDQSS 시간(tDQSSmin) 차(difference) 만큼 줄어든 시간 마진을 갖는다. 그리고, 내부 tD

QSSmax과 내부 tDQSSmin은 반도체 제조 공정상의 변화, 전압 변동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라, 그리고 병렬로 프리

패치되는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그 마진이 작아진다. 게다가, 내부 클럭 신호(PCLK)에 구동되는 내부 회로 블락(192,

도 1)으로 인한 내부 클럭 신호(PCLK)의 부하가 커질수록 내부 tDQSSmax와 내부 tDQSSmin 시간 마진이 더욱 작

아진다. 이에 따라 DQS 도메인과 클럭 도메인 사이의 상호 시간 규정을 만족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SDRAM의 기입

동작이 오동작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tDQSS 파라미터 없이 멀티 비트 프리패치 방식의 SDRAM의 기입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직렬 데이터의 병렬 데이터로의 변환을 지시하는 데이터 로드 신호를 외부적으로 갖는 반도체 메모

리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직렬 데이터를 병렬 데이터로 정렬하여 프리패치하는 방법을 제공

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적으로 데이터 로드 신호를 갖

고, 데이터 로드 신호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동기되어 입력된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

와 데이터 래치 회로를 포함한다.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 로드 신호를 

수신하고 소정시간 후 병렬 로더 신호를 발생한다. 데이터 래치 회로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수신한 후 병렬로 배열하고, 병렬 로더 신호에 응답하여 병렬로 배열된 데이터를 래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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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동기되

어 입력되는 데이터 로드 신호를 외부적으로 갖고, 데이터 로딩 회로,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 그리고 데이터 패치 

회로를 포함한다. 데이터 로딩 회로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수신하고 수신된 데이

터를 제1군 데이터 라인상에 로드한다.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 로드 신

호를 수신하고 소정시간 후 병렬 로더 신호를 발생한다. 데이터 패치 회로는 병렬 로더 신호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상의 데이터를 프리패치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로딩 회로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 데이터를 래치하는 플립플롭들로 구성되고, 

데이터 패치 회로는 병렬 로더 신호에 응답하여 제1군의 제1 데이터 라인 상의 데이터를 래치하는 플립플롭들로 구성

된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직렬 데이터의 병렬 데이터로의 프리패치 방법은 직렬 데이터의 병렬 

데이터로의 변환을 지시하는 데이터 로드 신호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동기되어 발생하는 단계와, 데이터 스트로

브 신호에 동기되어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단계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순차 입력된 데이터

들을 제1군 데이터 라인 상에 병렬로 배열하는 단계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 로드 신호를 소정 시

간 지연시켜 병렬 로더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그리고 병렬 로더 신호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 상의 데이터를

래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외부적으로 데이터 로드 신호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멀티 비트 프리패치 방식에 있어서, 입

력 데이터와 데이터 로드 신호를 데이터 스트로브(DQS) 신호에 동기시키고 입력되는 직렬 데이터를 데이터 스트로브

(DQS) 신호에 응답하여 병렬로 정렬한 후 프리패치한다. 이에 따라 종래의 DQS 도메인과 클럭 도메인 사이의 상대적

인 외부 인터페이스간의 시간 규정인 tDQSS 시간이 DQS 도메인 상에서의 내부 마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없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은 외부적으로 데이터 로드 신호를 갖는 SDRAM에 대하여 기술된다. 데이터 로드 신호는 외부에서 순

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병렬 처리를 위해 설정되는 신호이다. 본 명세서는 4 비트 프리패치 방식의 

DDR SDRAM을 예로 들어 기술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SDRAM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SDRAM(500)은 외부 신호인 데

이터 스트로브 신호(DQS), 데이터 입력 신호(DIN), 데이터 로드 신호(DL)를 각각 수신하는 DQS 입력 버퍼(510), 데

이터 입력 버퍼(520) 및 데이터 로드 입력 버퍼(530)와, 데이터 래치 회로(540),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550), 그

리고 메모리 셀 어레이(560)를 포함한다. DQS 입력 버퍼(510), 데이터 입력 버퍼(520), 그리고 데이터 로드 입력 버

퍼(530)는 통상의 입력 버퍼와 거의 동일하다. DQS 입력 버퍼(510)는 DQS 신호를 버퍼링하고, 데이터 입력 버퍼(52

0)는 데이터(DIN)를 버퍼링하고, 그리고 데이터 로드 입력 버퍼(530)는 데이터 로드 신호(DL)를 버퍼링한다. 데이터 

래치 회로(540)는 DQS 입력 버퍼(510)의 출력(PDQS)에 응답하여 데이터 입력 버퍼(520)의 출력(PDIN)을 순차적으

로 로드한 후,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550)의 출력(PLOAD)에 응답하여 최종적으로 메모리 셀 어레이(560)로 전

송한다.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550)는 데이터 로더 입력 버퍼(530)의 출력(PDL)을 수신하고 DQS 입력 버퍼(510

)의 출력(PDQS)에 응답하여 병렬 로더 신호(PLOAD)를 발생한다.

도 6은 도 5의 데이터 래치 회로(540)와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550)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에서, 

데이터 래치 회로(540)는 PDQS 신호를 반전하여 PDQSB 신호를 발생하는 인버터(130)와, PDQSB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PDIN)를 순차적으로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에 로딩하는 데이터 로딩 회로(542)와, 그리고

병렬 로더 신호(PLOAD)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 상의 데이터를 래치하여 제2군 데이

터 라인(DI1, DI2, DI3, DI4)으로 전달하는 데이터 패치 회로(544)로 이루어진다.

데이터 로딩 회로(542)는 제1 내지 제5 플립플롭(150, 160, 161, 162, 163)을 포함한다. 제1 플립플롭(150)은 도 2

에 도시된 플립플롭과 동일하며, PDQSB 신호의 로우레벨에 응답하여 데이터(PDIN)를 래치한다. 제2 내지 제5 플립

플롭(160, 161, 162, 163)은 도 3에 도시된 플립플롭과 동일하다. 제2 플립플롭(160)은 PDQSB 신호의 로우레벨에 

응답하여 그 출력들을 래치하고 이어지는 하이레벨에 응답하여 래치된 데이터를 제1군의 제4 데이터 라인(DS2)에 로

드한다. 제3 플립플롭(161)은 PDQSB 신호의 로우레벨에 응답하여 제1 플립플롭(150)의 출력들을 래치하고 이어지

는 하이레벨에 응답하여 래치된 데이터를 제1군의 제3 데이터 라인(DF2)에 로드한다. 제4 플립플롭(162)은 PDQSB 

신호에 응답하여 제2 플립플롭(160)의 출력을 래치하고 그 출력들을 래치하고 이어지는 하이레벨에 응답하여 래치된

데이터를 제1군의 제2 데이터 라인(DS1)에 로드한다. 제5 플립플롭(163)은 PDQSB 신호에 응답하여 제3 플립플롭(

161)의 출력을 래치하고 그 출력들을 래치하고 이어지는 하이레벨에 응답하여 래치된 데이터를 제1군의 제1 데이터 

라인(DF1)에 로드한다.

데이터 패치 회로(544)는 병렬 로더 신호(PLOAD)의 상승에지에 응답하여 제1군의 제1 내지 제4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 상의 데이터들을 각각 래치하여 제2군의 제1 내지 제4 데이터 라인(DI1, DI2, DI3, DI4)으로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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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6 내지 제9 플립플롭(164, 165, 166, 167)으로 이루어진다. 제6 내지 제9 플립플롭(164, 165, 166, 167)은 도 

3의 플립플롭(160)과 동일하다. 제2군 데이터 라인(DI1, DI2, DI3, DI4) 상의 데이터는 메모리 셀 어레이(도 5, 560)

에 각각 저장된다.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550)는 PDQS 신호에 응답하여, PDL 신호를 래치하는 제10 플립플롭(551)과 제10 플립플

롭(551)의 출력을 래치하는 제11 플립플롭(552), 제11 풀립풀롭(552)의 출력을 래치하는 제12 플립플롭(553), 그리

고 제12 플립플롭(554)의 출력을 래치하는 제13 플립플롭(554)을 포함한다. 제10 내지 제13 플립플롭들(551, 552, 

553, 554)들은 도 3의 플립플롭(160)과 동일하며, 제13 플립플롭(554)의 출력은 병렬 로더 신호(PLOAD)가 된다. 

병렬 로더 신호(PLOAD)는 PDL 신호를 래치하는 PDQSB 신호의 상승에지를 포함하여 4번째 상승에지에서 하이레

벨로 활성화된다. 이는 기입 동작시에 기입 레이턴시(WRITE LATENCY)와 버스트 길이(BURST LENGTH)로 입력

되는 데이터의 수를 고려해서 구성된 플립플롭 갯수에 의해 정해진다. 본 명세서에서는 기입 레이턴시가 1이고 버스

트 길이가 4인 경우에 대하여 기술되기 때문에, 병렬 로더 신호(PLOAD)는 총 4개의 플립플롭을 거친 후에 하이레벨

로 활성화되어 병렬로 데이터를 프리패치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SDRAM의 동작을 정리하면 도 7의 타이밍도와 같다. 도 7을 참 조하면, 외부 클럭 신호(EXTCLK)

의 C2 클럭에서 제1 기입 명령(WRITE1)과 함께 DQS 신호에 동기되어 데이터 로드 신호(DL)가 입력되고, C4 클럭

에서 제2 기입 명령(WRITE2)과 함께 DQS 신호에 동기되어 데이터 로더 신호(DL)가 들어온다. DDR SDRAM의 경

우에 입력 데이터(DIN)는 DQS 신호에 동기되어 DQS 신호의 에지마다 입력된다. D1 내지 D4 데이터는 제1 기입 명

령(WRITE1)에 의해 버스트 입력되는 데이터들이고, D5 내지 D8 데이터는 C4 클럭에서 제2 기입 명령(WRITE2)에 

의해 버스트 입력되는 데이터들이다. 데이터 로드 신호(DL)는 각각 DQS 신호에 동기되도록 설정되는 데, 이는 종래 

외부적으로 제어되던 tDQSS 시간이 외부 클럭 신호(EXTCLK)의 부하, 공정/전압/온도 변화 등으로 내부적으로 최대

tDQSS 시간(tDQSSmax)와 최소 tDQSS 시간(tDQSSmin)의 마진 부족으로 나타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C3 클럭에서의 PDQSB 신호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으로 Unknown-Unknown-D1-

D2 데이터가 실린다(ⓐ). C4 클럭에서의 PDQSB 신호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으로 D1

-D2-D3-D4 데이터가 실린다(ⓑ). C5 클럭에서의 PDQSB 신호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

2)으로 D3-D4-D5-D6 데이터가 실린다(ⓒ). 그리고, C6 클럭에서의 PDQSB 신호에 응답하여 제1군 데이터 라인(D

F1, DS1, DF2, DS2)으로 D5-D6-D7-D8 데이터가 실린다(ⓓ).

한편, C2 클럭에서 제1 기입명령(WRITE1)과 함께 데이터 로드 신호(DL)의 로우레벨 활성화시 DQS 신호의 상승에

지를 포함하여 4번째 상승에지인 C5 클럭에서 병렬 로더 신호(PLOAD)가 하이레벨로 활성화된다(ⓔ). 이는 병렬 로

더 신호 발생 회로(550, 도 5)가 4개의 플립플롭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며, 본 실시예의 4-비트 프리패치를 만족하기 

위해서이다. C5 클럭에서 하이레벨로 활성화되는 병렬 로더 신호(PLOAD)는 일반적인 펄스 발생 회로(미도시)를 통

해 펄스로 발생되는 데, 이는 당업자에게 자명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된다. 그리고, C4 클럭에서 제2 기입명령(

WRITE2)과 함께 데이터 로드 신호(DL)의 로우레벨 활성화시 DQS 신호의 상승에지를 포함하여 4번째 상승에지인 C

7 클럭에서 병렬 로더 신호(PLOAD)가 하이레벨로 활성화된다(ⓕ).

C5 클럭에서, 병렬 로더 신호(PLOAD)는 제1군의 제1 내지 제4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 상에 실리는 D1

-D2-D3-D4 데이터와 사이에 제1 내부 마진(Internal Margin1)과 제2 내부 마진(Internal Margin2)을 갖는다. 제1 

및 제2 내부 마진(Internal Margin1, Internal Margin2)은 입력 데이터(DIN)와 데이터 로드 신호(DL)가 DQS 신호에

동기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동일한 DQS 도메인 상에서 존재하는 내부 신호들간의 마진이 된다. 제1군의 제1 내지 제4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 상에 실리는 D1-D2-D3-D4 데이터는 병렬 로더 신호(PLOAD)에 응답하여 제2

군의 제1 내지 제4 데이터 라인(DI1, DI2, DI3, DI4)으로 전달된다.

C7 클럭에서도, 제1군의 제1 내지 제4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 상에 실리는 D5-D6-D7-D8 데이터는 병

렬 로더 신호(PLOAD)와 사이에 제1 내부 마진과 제2 내부 마진을 갖게 되고, 병렬 로더 신호(PLOAD)에 응답하여 

제2군의 제1 내지 제4 데이터 라인(DI1, DI2, DI3, DI4)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 상의 데이터들을 패치할 때 동일한 DQS 도메인 상에 내부적으로 

제1 내부 마진과 제2 내부 마진이 생기게 되어, 종래의 외부 클럭 신호(EXTCLK)와 DQS 신호간의 외부 인터페이스

에 필요한 tDQSS 시간 규정이 필요없게 된다. 또한, 반도체 제조 공정상의 변화, 전압 변동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라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으로 로드되는 데이터들의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변동되더라도 제1군

데이터 라인(DF1, DS1, DF2, DS2) 상의 데이터와 병렬 로더 신호(PLOAD)가 동일한 DQS 도메인 상에서 변동되기 

때문에 제1 내부 마진과 제2 내부 마진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실시예들을 들어 기술하였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4 비트 프리패치 방식은 일예로 든 것이며, 4 비트 이외의 

멀티 비트 프리패치 방식에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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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하면, 외부적으로 데이터 로드 신호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멀티 비트 프리패치 방식에 있

어서, 입력 데이터와 데이터 로드 신호를 데이터 스트로브(DQS) 신호에 동기시키고, 입력되는 직렬 데이터를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병렬로 정렬한 후 프리패치한다. 병렬로 정렬된 데이터를 프리패치할 때 DQS 도메인 상에

서 내부적으로 제1 및 제2 내부 마진을 갖게 되는 데, 이에 따라 종래의 DQS 도메인과 클럭 도메인 사이의 상대적인 

외부 인터페이스 시간 규정인 tDQSS 시간이 필요없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적으로 데이터 로드 신호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로드 신호를 수신하고 소정시간 후 병렬 로더 신호를 발생하는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 및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수신한 후 병렬 배치하고, 상기 병렬 로더 신호에 응답

하여 상기 병렬 배치된 데이터를 래치하는 데이터 래치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외부적으로 데이터 로드 신호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동기되어 입력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수신하고, 수신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제1군 데이터 라

인에 로딩하는 데이터 로딩 회로;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로드 신호를 수신하고, 소정시간 후 병렬 로더 신호를 발생하는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 및

상기 병렬 로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군 데이터 라인의 데이터를 래치하는 데이터 패치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로딩 회로는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1군 데이터 라인으로 래치하는 플립플롭들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치 회로는

상기 병렬 로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군의 제1 데이터 라인의 데이터를 래치하는 플립플롭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병렬 로더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로드 신호를 래치하는 플립플롭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직렬 데이터의 병렬 데이터로의 변환을 지시하는 데이터 로드 신호가 발생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동기되어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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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순차 입력된 데이터들을 제1군 데이터 라인 상에 병렬로 배열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로드 신호를 소정 시간 지연시켜 병렬 로더 신호를 발생하는 단

계; 및

상기 병렬 로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군 데이터 라인의 데이터를 래치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렬-투-병렬 데이터 전환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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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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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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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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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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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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