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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나의 억세스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커패시터로 구성되는 셀(통상의 DRAM 셀)을 가지는 SRAM에서 외부적으로 다

음번 어드레스가 빨리 입력되어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시간동안 셀의 테이터 리스토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어

드레스 입력 장치가 개시되는 바, 본 발명의 어드레스 입력 장치는 일정주기마다 내부클럭신호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내부클럭생성수단; 및 입력되는 어드레스를 버퍼링하고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일정주기로 상기 어드레

스를 샘플링하는 버퍼/샘플링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의사SRAM, 가상SRAM, 어드레스, 샘플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어드레스 입력 장치에 대한 블록 구성도.

도 2는 내부클럭생성기의 상세 블록 구성도.

도 3은 내부클럭생성기의 오실레이터 및 클럭생성부에 대한 상세 회로도.

도 4는 버퍼/샘플링기의 상세 회로도.

도 5는 본 발명의 동작을 보여주는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내부클럭생성기 200 : 어드레스 버퍼/샘플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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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단위 메모리 셀에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상기 메모리 

소자에서 데이터 리스토어(restore) 전에 어드레스가 변하므로써 셀 테이터가 파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어드

레스 입력 장치 및 방법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로서는 DRAM(Dynamic Random Access M

emory)이 널리 알려져 있다. DRAM은 하나의 억세스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커패시터로서 셀(cell)이 구성되므로 셀을 

작게 구성할 수 있어 고집적화에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DRAM은 셀에 저당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

마다 리프레쉬(refresh) 동작이 필요시 된다. 반면에, SRAM(Static RAM)은 메모리 셀이 래치 타입이기 때문에 리프

레쉬가 필요 없으나, 단위셀을 다수의 트랜지스터로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도를 DRAM 만큼 높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한 DRAM과 SRAM의 장점을 모두 사용하기 위한 소자로서, 즉, SRAM의 사용의 용이함과 DRAM의 고집적을 겨

냥한 메모리 소자로서, 의사(Pseudo) SRAM 및 가상(Virtually) SRAM이 알려져 있다. 의사 SRAM 및 가상 SRAM은

모두 메모리 셀에 커패시터를 사용하되 리프레쉬 동작을 숨기므로써 사용의 용이함을 가져오는 것이다.

한편, 커패시터를 셀로 사용할 경우 한번 어드레스가 액티브되는 경우 셀 커패시터에 데이터가 리스토어 될 때까지 

어드레스가 바뀌면 안되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DRAM은 이러한 제약을 위하여 tRAS라는 스펙

을 두어, 셀에 데이터가 충분히 리스토어된 후 새로운 어드레스를 입력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SRAM은 이러

한 tRAS 스펙이 없기 때문에,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셀을 갖는 SRAM에서는 셀에 데이터가 충분히 리스토어된 후 새

로운 어드레스를 인가받도록 하 는 장치 및 방법이 필요시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제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칩외부에서 어드레스가 계속 버뀌어 인가되더라도 내부적

으로 어드레스를 샘플링하여 입력받으므로써, 셀에 데이터가 충분히 리스토어된 후 새로운 어드레스를 입력받도록 

구성된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 셀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스 입력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

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어드레스 입력 장치는, 일정주기마다 내부클럭신호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내부

클럭생성수단; 및 입력되는 어드레스를 버퍼링하고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일정주기로 상기 어드레스를

샘플링하는 버퍼/샘플링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내부클럭생성수단은 칩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신호를 생성하는 인에이블신호생성수단; 상

기 인에이블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일정주기를 가지고 구동하는 오실레이터; 및 상기 오실레이터의 출력에 응답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생성하는 클럭생성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오실레이터는 상기 인에이블신호를 리셋신호로 입력받아 자신의 입력신호를 상기 일정주기 만큼 

지연시켜 스트로브신호를 생성하는 딜레이 체인부; 및 상기 스트로브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인에이블신호를 래치하는

래치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버퍼/샘플링수단은 상기 내부클럭신호의 클럭 에지에 동기되어 상기 입력어드레스를 래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버퍼/샘플링수단은 칩의 패드로부터 인가되는 입력어드레스를 버퍼링하는 입력버퍼링부; 상기 내

부클럭를 스트로브신호로하여 상기 버퍼링된 입력어드레스를 래치하는 래치부; 및 상기 래치부의 출력을 버퍼링하여

내부어드레스를 출력하는 출력버퍼링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어드레스 입력방법은 칩의 패드로부터 인가되는 입력어드레스를 버퍼링하는 단계; 일정주기마다 내

부클럭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버퍼링된 입력어드레스를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일정주기로 샘

플링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샘플링하는 단계는,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스트로브신호로하여 상기 버퍼링된 입력어드레스를 래치

하는 단계; 및 상기 래치된 입력어드레스를 버퍼링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상기 어드레스 입력방법에서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칩선택신호를 사용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

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 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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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어드레스 입력 장치에 대한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어드레스 입력장치는 칩선택신호(/CS)에 응답하여 tRC 주기마다 내부클럭신호(iclk)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내부클럭생성기(100)와, 입력어드레스(ext_add<0:n>)를 버퍼링하고 내부클럭신호(iclk)을 스트

로브신호(strobe signal)로 하여 tRC 주기로 입력어드레스(ext_add<0:n>)를 샘플링하여 내부어드레스(int_add<0:n

>)를 출력하는 버퍼/샘플링부(2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tRC는 셀에 데이터가 충분히 리스토어 되는데 필요

한 시간을 의미한다.

상기 버퍼/샘플링부(200)로부터 제공되는 어드레스신호(int_add<0:n>)는 컬럼/로우 디코더 및 어드레스천이검출기 

등으로 출력되게 된다.

버퍼/샘플링부(200)는 각기 다른 패드를 통해 입력되는 n개의 입력어드레스(ext_add<0:n>)에 각 대응되는 n개의 버

퍼/샘플링기(200a 내지 200n)로 구성되어 있다.

도 2는 내부클럭생성기(100)의 상세 블록 구성도로서, 칩선택신호(/CS)에 응답하여 인에이블신호(enable)를 생성하

는 인에이블신호생성부(120)와, 상기 인에이블신호에 응답하여 tRC 주기를 가지고 구동하는 오실레이터(140)와, 오

실레이터(160)의 출력에 응답하여 내부클럭신호(iclk)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클럭생성부(2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3은 내부클럭생성기(100)의 오실레이터(140) 및 클럭생성부(160)에 대한 상세 회로를 도시하고 있다.

오실레이터(140)는 인에이블신호생성부(120)로부터 제공되는 인에이블신호(enable)를 리셋(reset) 신호로 입력받아

입력(in) 신호를 tRC 만큼 지연시켜 스트로브신호(strobe)를 생성하는 딜레이체인부(142)와, 상기 딜레이체인부(142

)의 출력인 스트로브신호(strobe)에 응답하여 인에이블신호(enable)를 래치하는 래치부(144)로 구성된다. 도 3에서 

래치부(144)는 통상의 크로스커플래치로 실시 구성되어 있다.

클럭생성부(160)는 상기 래치부(144)의 출력을 입력받는 통상의 펄스발생기를 구비한다.

도 4는 버퍼/샘플링기(200)의 상세 회로도이다. 제1 내지 제n 버퍼/샘플링기(200a 내지 200n)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

버퍼/샘플링부(200)는 패드로부터 인가되는 입력어드레스(ext_add)를 버퍼링하는 입력버퍼링부(220)와, 내부클럭(i

clk)을 스트로브신호로하여 버퍼링된 입력어드레스(adrs, /adrs)를 래치하는 래치부(240)와, 상기 래치부(240)의 출

력을 버퍼링하여 내부어드레스(int_add)를 출력하는 출력버퍼링부(260)를 포함한다. 래치부(240)은 통상의 크로스커

플래치로 실시 구성되어 있고, 출력버퍼링부(260)는 풀업드라이버(242) 및 풀다운드라이버(244)를 포함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동작을 보여주는 타이밍도로서, 이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어드레스 입력장치의 동작을 살펴본다.

먼저, 칩선택신호(/CS)가 활성화되어 칩이 액티브 상태가되면 내부클럭생성 기(100)의 인에이블신호생성부(120)에 

의해 인에이블신호(enable)가 활성화되고, 인에이블신호(enable)에 의해 오실레이터(140)가 동작을 시작한다. 오실

레이터(140)는 tRC 주기를 가지고 계속 동작하며, 클럭생성부(160)는 tRC 주기마다 내부클럭신호(iclk)를 생성하여,

각각의 버퍼/샘플링기(200a 내지 200n)로 출력한다. 따라서, 칩의 액티브시에만 내부클럭생성기(100)가 동작하므로

칩의 스탠바이(stan-by) 상태에서는 내부클럭생성기(100)가 오프(off)되어 스탠바이 전류를 줄일 수 있다.

버퍼/샘플링기(200a)의 래치부(240)는 내부클럭신호(iclk)가 논리 '하이'일때에만 버퍼링된 입력어드레스(addrs, /ad

drs)를 확인하여 래치한다. 즉 내부클럭신호(iclk)를 스트로브신호로하여 입력어드레스를 래치하므로써, 외부어드레

스가 내부적으로 만든 내부클럭신호(iclk)의 tRC 주기로 샘플링된다.

이렇듯, 본 발명에서는 외부 입력 어드레스를 처리할 때,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내부신호를 만들고 이 내부신호를 이

용하여 주기적으로 외부 입력어드레스를 샘플링하여 받아들이므로써,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어드레스가 발생하여 셀 

데이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외부적으로 다음번 어드레스가 빨리 입력되어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시

간동안 셀의 테이터 리스토어가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

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하나의 억세스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커패시터로 구성되는 셀(통상의 DRAM 셀)을 가지는 SRAM에서, 본 발명에서와 

같이 외부 입력 어드레스를 처리하면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어드레스가 발생하여 셀 데이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칩선택신호에 의해 내부클럭신호를 생성하므로 스탠바이 전류를 억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있어서,

일정주기마다 내부클럭신호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내부클럭생성수단; 및

입력되는 어드레스를 버퍼링하고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일정주기로 상기 어드레스를 샘플링하는 버퍼/

샘플링수단

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스입력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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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샘플링수단은 복수개의 입력 어드레스에 각 대응되는 복수개의 버퍼/샘플링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스입력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클럭생성수단은 칩선택신호에 응답하여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스입력장치.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한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클럭생성수단은,

칩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신호를 생성하는 인에이블신호생성수단;

상기 인에이블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일정주기를 가지고 구동하는 오실레이터; 및

상기 오실레이터의 출력에 응답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생성하는 클럭생성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스입력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오실레이터는,

상기 인에이블신호를 리셋신호로 입력받아 자신의 입력신호를 상기 일정주기 만큼 지연시켜 스트로브신호를 생성하

는 딜레이체인부; 및

상기 스트로브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인에이블신호를 래치하는 래치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

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스입력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샘플링수단은,

상기 내부클럭신호의 클럭 에지에 동기되어 상기 입력어드레스를 래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스입력장치.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한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샘플링수단은,

칩의 패드로부터 인가되는 입력어드레스를 버퍼링하는 입력버퍼링부;

상기 내부클럭를 스트로브신호로하여 상기 버퍼링된 입력어드레스를 래치하는 래치부; 및

상기 래치부의 출력을 버퍼링하여 내부어드레스를 출력하는 출력버퍼링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스입력장치.

청구항 8.
칩의 패드로부터 인가되는 입력어드레스를 버퍼링하는 단계;

일정주기마다 내부클럭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버퍼링된 입력어드레스를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일정주기 로 샘플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체메모리소자의 어드레스 입력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링하는 단계는,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스트로브신호로하여 상기 버퍼링된 입력어드레스를 래치하는 단계; 및

상기 래치된 입력어드레스를 버퍼링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를 포함하

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체메모리소자의 어드레스 입력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칩선택신호를 사용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단위셀을 갖는 반도

체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스입력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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