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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메모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반도체메모리 블록도.

제2a도 및 제2b도는 제1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챠트.

제3도는 제1도의 제어회로와 그 주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4도, 제5도 및 제6도는 제3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챠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제어회로                           2 : 로우어드레스래치

3 : 로우어드레스디코더           4 : 컬럼어드레스레치

5 : 컬럼어드레스디코더           6 : 열선택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예를 들면 다이나믹 RAM과 같은 반도체메모리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반도체메모리,  예를  들면  다이나믹  RAM은  로우어드레스와  컬럼어드레스를  멀티플렉스로서 입
력하는  방식이므로,  로우어드레스  스트로브,  컬럼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가  필요하며,  또한 기입제어
신호를 포함하여, 복수의 타이밍신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콤퓨터시스템은  통상  일정  주기의  시스템클록에  동기하여  동작하고  있으며,  기억장치로부터 
독출데이터  및  기입데이터도  이  시스템클록에  동기하여  전송된다.  따라서,  상기  다이나믹  RAM을 사
용한  기억장치에서는  시스템클록으로부터  복수의  타이밍신호를  작성하지만,  이들  타이밍신호는  모두 
신호레벨의 변화타이밍(예를 들면, 하이레벨로부터 로우레벨에의 변화의 타이밍)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타이밍신호의  작성에  있어서는,  타이밍신호의  지연시간의  불균일,  크로스토크  노이즈 등
을  고려하여,  최악의  상태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타이밍을  만족하도록  타이밍신호의  변화타이밍 상호
간에  여유를  갖게  하지  않으면  안되며,  본래  반도체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충분히  인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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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성능을  충분히  연출하는  것이  가능한,  예를  들면  다이나믹  RAM과  같은 반도체메모
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즉,  본  발명의  반도체메모리는  상기한  바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일정  주기의  클록신호를  수신하고, 
이  클록신호의  레벨변화타이밍에  따라서  메모리셀어레이에  대한  액세스동작이  제어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본  발명에  있어서는  시스템클록과  같은  일정  주기의  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을  이용하여, 그신호
의  변화시에  어드레스신호,  칩선택신호,  데이터입력신호  등의  신호의  레벨을  입력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종래와  같은  다수의  신호의  변화타이밍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좋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성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어드레스신호입력부,  데이터입출력부, 제어신
호입력부  등에  래치를  배설하고,  이  래치를  상기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의  레벨변환타이밍을 이
용하여, 그것과 동기하여 제어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에  따라서  상기  각각의  래치를 제어함으로
써, 예를 들면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속의 파이프라인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형태를 주로 제1도 및 제2도를 참조하여 예시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7)와,  외부로부터  받는 칩선택신호 가  소정의 레벨
일  때에,  외부로부터  받는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CLK)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 어
드레스신호(A0~A9)를  받아서,  이것을  래치하는  어드레스래치(2,  4)와,  상기  래치된  어드레스신호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셀어레이  중에서  원하는  메모리셀을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디코더(3,  5)와, 상
기  선택된  메모리셀로부터  데이터를  래치하고,  외부로부터  받는  상기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래치되어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는  제1의  래치(84)와,  상기 외부
로부터  받는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의  입력데이터를 래치하
고,  래치된  데이터를  상기  선택된  메모리셀에  전달하기  위한  제2의  래치(83)를  포함하는  제1의 반도
체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어드레스신호는 로우어드레스신호
와,  컬럼어드레스신호를  포함하고,  이들을  시분할  또한  다중화한  신호(A0~A9)이며,  상기 어드레스래

치(2,  4)는  외부로부터  받는 칩선택신호 가  소정의  레벨일  때에,  외부로부터  받는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의  앞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  받는  로우어드레스신호를  받아서,  이것을 

래치하는  로우어드레스래치(2)와,  외부로부터  받는 칩선택신호 가  상기의  동일한  소정의  레벨일 
때에,  외부로부터  받는  일정주기의  외부클록신호(CLK)의  상기  앞의  변화타이밍보다  후의 변화타이밍
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  받는  컬럼어드레스신호(A0~A9)를  받아서,  이것을  래치하는 컬럼어드레스래
치(4)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디코더는  상기  로우어드레스를  받는  로우어드레스디코더(3)와, 상
기 컬럼어드레스를 받는 컬럼어드레스디코더(5)를 포함하는 제2의 반도체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제2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제2의  래치(83)는  상기  컬럼어드레스래치(4)에 컬
럼어드레스를  래치할  때의  상기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과  동시에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입력데이터를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는 제3의 반도체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상기  제2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제1의  래치(84)는  상기 컬럼어드레스래치
(4)에  컬럼어드레스를  래치할  때의  상기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보다  후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
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는 제4의 반도체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상기  제2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제1의  래치(84)는  상기 컬럼어드레스래치
(4)에  컬럼어드레스를  래치할  때의  상기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보다  후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
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상기  제2의  래치(83)는  상기  컬럼어드레스래치(4)에 컬럼어
드레스를  래치할  때의  상기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과  동시에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를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는 제5의 반도체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상기  제5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제1의  래치(84)로부터  데이터를  출력할  때의 외부
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컬럼어드레스래치의  컬럼어드레스를  다시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
는 제6의 반도체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상기  제5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앞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로우어드레스
래치에  로우어드레스를  래치한  상태에서,  그  후의  상기  외부클록의  복수의  변화타이밍에  각각 동기
하여,  컬럼어드레스래치에  컬럼어드레스를  복수회  다시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는  제7의 반도체메모리
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상기  제7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제1의  래치(84)로부터  데이터를  출력할  때의 외부
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컬럼어드레스래치의  컬럼어드레스를  다시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
는 제8의 반도체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상기  제2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앞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로우어드레스
래치에  로우어드레스를  래치한  상태에서,  그  후의  상기  외부클록의  복수의  변화타이밍에  각각 동기
하여,  컬럼어드레스래치에  컬럼어드레스를  복수회  다시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는  제9의 반도체메모리
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상기  제2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칩선택신호의  소정의 레벨
은  로우레벨이며,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외부클록신호의  앞의  변화타이밍  및  앞의  변화타이밍보다 
후의  변화타이밍이  로우레벨로부터  하이레벨의  변화타이밍인  제10의  반도체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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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다음에,  상기  제1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외부클록신호(CLK)의 변화

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칩선택신호 를  래치하는  제3의  래치(81)를  포함하는  제11의 반도체메
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상기  제11의  반도체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외부클록신호(CLK)의 변화

타이밍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  받는 기입제어신호 를  래치하는  제  4  의  래치(82)를  포함하는 
제12의 반도체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다음에,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7)과,  어드레스신호(A0~A9)를  받는 어드레스수신단자

(P0~P9)와,  일정  주기를  가진  외부클록신호(CLK)를  받는  클록수신단자(P10)와, 칩선택신호 를 
받는  칩선택신호수신단자(P11)와,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상기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
이에  접속된  데이터  출력단자(P12)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상기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
어레이에  접속된  데이터입력단자(P13)와,  상기  칩선택신호수신단자에  있어서의  상기  칩선택신호가 
소정의  레벨일  때의  상기  클록수신단자에  있어서의  상기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상
기  어드레스신호를  래치하기  위한  어드레스래치(2,  4)와,  상기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
이와  상기  어드레스래치와의  사이에  접속되는  어드레스디코더(3,  5)와,  상기  데이터출력단자와  상기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
리셀어레이로부터의  데이터를  래치하고,  상기  클록수신단자에  있어서의  상기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
이밍에  동기하여  출력하는  제1의  래치(84)와,  상기  데이터입력단자와  상기  디아니믹형 랜덤액세스메
모리셀어레이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에의  데이터를 
상기  클록수신단자에  있어서의  상기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래치하는  제2의 래치
(83)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수신단자는  로우어드레스신호의  컬럼어드레스신호가  시분할  다중된 
신호를  받는  것이며,  상기  어드레스래치는  로우어드레스래치(2)와  컬럼어드레스래치(4)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디코더는  로우어드레스디코더(3)와,  컬럼어드레스디코더(5)를  포함하는  제13의  반도체 
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끝으로,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7)와,  로우어드레스신호와 컬럼어드레스신호(A0~A9)
를  가진  어드레스신호를  받는  어드레스수신단자(P0~P9)와,  일정  주기를  가진  외부클록신호(CLK)를 

받는  클록수신단자(P10)와, 칩선택신호 를  받는  칩선택신호수신단자(P11)와,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에  접속된  데이터출력단자(P12)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상
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에  접속된  데이터입력단자(P13)와,  상기  외부클록신호와  상기 칩선택신
호가  입력되고,  로우어드레스세트신호(RS1)와  컬럼어드레스세트신호(CS1)를 발생하는 
제어회로(1)와,  상기  로우어드레스세트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로우어드레스신호를  래치하기  위한 로
우어드레스래치(2)와,  상기  컬럼어드레스세트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컬럼어드레스신호를  래치하기 위
한  컬럼어드레스래치(4)와,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  상기  로우어드레스래치와의  사이에 접
속되는  로우어드레스디코더(3)와,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  상기  컬럼어드레스래치와의 사
이에  접속되는  컬럼어드레스디코더(5)로  이루어지며,  또한  상기  데이터출력단자와  상기 랜덤액세스
메모리셀어레이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로부터의  데이터를 래치
하여  상기  외부클록신호에  동기하여  출력하는  제1의  래치(84)와,  상기  데이터입력단자와  상기 랜덤
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의  데이터를  상기 
외부클록신호에  동기하여  래치하는  제2의  래치(83)를  포함하는  제14의  반도체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대표적인  실시형태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설명했으나,  그것을  실시할  때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반도체메모리의  블록도,  제2a  및  제2b도는  제1도에  나타낸 실
시예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챠트,  제3도는  제1도의  제어회로와,  그  주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4도~제6도는 제3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이다.

제1도에  있어서,  콤퓨터시스템내에서  작성되는  시스템클록신호  CLK는  클록수신단자(P10)를  통해 반
도체메모리의  외부로부터  입력되어,  래치회로(8)내의  각  래치(81~84)의  클록입력단자와, 제어회로
(1)의  클록입력단자에  입력된다.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  즉 칩선택신호수신단자

(P11)를  통해  입력되는  칩셀렉트  신호 ,  라이트이네이블수신단자(P14)를  통해  입력되는 라이트

이네이블신호 ,  데이터입력단자(P13)를  통해  입력되는  기입데이터  DIN는  시스템클록신호  CLK에 
동기하여  래치회로(8)의  각각의  래치(81~83)에  입력된다.  또한,  독출데이터  DOUT도  마찬가지로 래치
회로(8)의 래치(84)로부터 데이터출력단자(P12)를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

제어회로(1)의  출력신호인  로우어드레스세트신호  RS1는  로우어드레스래치(2)의  세트입력단자에 입력
되고,  어드레스수신단자(P0~P9)를  통해  입력되는  어드레스신호  A0~A9의  로우어드레스는 로우어드레
스래치(2)에  입력된다.  또한,  컬럼어드레스세트신호  CS1는  마찬가지로  컬럼어드레스래치(4)의 세트
입력단자에 입력되고, 어드레스신호 A0~A9의 컬럼어드레스는 컬럼어드레스래치(4)에 입력된다.

로우어드레스래치(2)의  출력신호는  로우어드레스디코더(3)의  입력단자에  입력되고, 로우어드레스디
코더(3)의 출력신호 X0~X1023는 메모리셀어레이(7)의 도시하지 않은 행선에 접속된다.

컬럼어드레스래치(4)의  출력신호는  컬럼어드레스디코더(5)의  입력단자에  입력되고, 컬럼어드레스디
코더(5)의 출력신호는 열선택회로(6)의 입력단자에 접속된다.

열선택회로(6)는  상기  컬럼어드레스디코더(5)의  출력신호에  따라서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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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입출력신호  Y0~Y1023의  1개를  선택하여,  기입동작시에는  래치(83)의  출력이  기입되고, 독출동
작시에는 래치(84)에 데이터가 독출된다.

본  실시예의  동작을  제2a도  및  제2b도의  타이밍챠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2a도는  리드사이클과 
라이트사이클, 제2b도는 리프레시사이클과 페이지모드사이클의 독출과 기입을 도시한 것이다.

리드사이클 :

1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하기  전에,  칩선택신호 를  저레벨로  하고,  어드레스  A0~A9에 
로우어드레스  RXi를  입력한다.  다음에,  클록  CLK의  상승에  동기하여  로우어드레스세트신호  RSI가 출
력되고,  제1도의  로우어드레스래치(2)에  로우어드레스  RXi가  래치된다.  로우어드레스디코더(3)는 로
우어드레스래치(2)에  래치된  로우어드레스  RXi를  디코드하고,  행선  X0~X1023중의  선택된  1개를 활성
화하여,  독출동작을  개시한다.  계속하여,  2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하기  전에,  어드레스 
A0~A9에  컬럼어드레스  RYj를  입력함으로써,  2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의  상승에  동기하여 컬럼어드
레스세트신호  CSl가  출력되고,  제1도의  컬럼어드레스래치(4)에  컬럼어드레스  RYj가  래치된다. 컬럼
어드레스디코더(5)는  컬럼어드레스래치(4)에  래치된  컬럼어드레스  RYj를  디코드하고, 열선택회로
(6)에서  데이터입출력신호선  Y0~Y1023에  독출된  독출데이터  중의  1개를  선택한다.  계속하여, 3사이
클째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한  시점에서,  열선택회로(6)에서  선택한  독출데이터를  래치회로(8)의 래

치(84)에  래치하여  출력한다.  또한,  3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하기  전에  칩선택신호 를 
고레벨로 함으로써, 클록신호 CLK의 상승시에 메모리셀어레이(7)의 선택동작을 종료한다.

라이트사이클 :

1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의 상승까지의 동작은 전술한 리드사이클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  리드사이클의  2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하기  전에  라이트이네이블신호 
를  저레벨로  하고,  데이터입력  DIN에  기입데이터를  부여한다.  클록신호  CLK의  상승시에 컬럼어드레
스  WYj를  래치하는  동시에,  래치회로(8)의  래치(83)에  기입데이터를  래치한다.  그리고, 열선택회로
(6)에서 컬럼어드레스 WYj로 선택된 데이터입출력신호선 Y0~Y1023중의 1개에 기입데이터가 
전송되고, 로우어드레스 WXi로 선택된 행선에 기입된다.

리프레시사이클 :

리드  또는  라이트사이클과  마찬가지로  1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로  리프레시어드레스  RFi를 로우어
드레스래치(2)에  래치하고,  로우어드레스디코더(3)는  로우어드레스래치(2)에  래치된 리프레시어드레
스  RFi를  디코드하여  행선  X0~X1023중의  선택된  1개를  활성화하여,  리프레시동작을  개시한다. 계속

하여,  2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가  고레벨로  되기  전에,  칩선택신호 를  고레벨로  한다.  그리고, 

2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하면,  칩선택신호 가  비활성으로  되므로, 컬럼어드레스래치
(4)의  컬럼어드레스디코더(5),  열선택회로(6)는  비동작으로  되고,  데이터의  입출력은  행해지지 않는
다.  3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는  리드  또는  라이트사이클과  사이클타임을  맞추기  위한  더미이며, 상
기 3사이클분의 클록신호 CLK로 리프레시사이클이 종료한다.

페이지모드사이클 :

1사이클째,  2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의  상승까지의  동작은  전술한  리드  또는  라이트사이클과 동일
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3사이클째  이후는  1사이클째,  2사이클째의  클록신호  CLK로  입력된 로우어
드레스(RXi  또는  WXi),  컬럼어드레스(RYj  또는  WYj)와는  상이한  컬럼어드레스(RYK,  RYL  또는  WYK, 
WYL)에  대하여  클록신호  CLK의  상승에  동기하여  독출  또는  기입이  행해진다.  그리고,  칩선택신호 

가 고레벨로 되기까지 이 페이지모드사이클이 계속된다.

또한,  도면에서는  1~4사이클째의  각  사이클에  로우어드레스  RXi,  컬럼어드레스  RYj,  WYK,  WYL를 부
여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제3도는  제1도의  제어회로(1)와  그  주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3도에  있어서,  칩선택신호 

는  래치회로(8)내의  래치(81)의  데이터입력단자에  입력되고,  클록신호  CLK는  동일하게 래치(81)

의  에지트  리거입력단자와  제어회로(1)내의  래치(10)의  에지트리거입력단자와  지연회로(12,  13)에 
입력된다.

래치(81)의  출력신호 는  인버터(11)에  입력되고,  인버터(11)의  출력신호  CCS는  래치(10)의 데
이터입력단자와 2입력앤드회로(14)와 3입력앤드회로(15)의 입력단자에 입력된다.

지연회로(12, 13)의 출력신호 CLK1는 3입력앤드회로(15)의 입력단자에 입력된다.

래치(10)의  출력신호  CT는  2입력앤드회로(14)의  반전입력단자와  3입력앤드회로(15)의  입력단자에 입
력된다.  2입력앤드회로(14)는  로우어드레스세트신호  RS1를  출력하고,  3입력앤드회로(15)는 컬럼어드
레스세트신호 CS1를 출력한다.

다음에,  리드(또는  라이트)사이클,  리프레시사이클,  페이지모드리드(또는  라이트)사이클을  예로 하
여, 제3도의 동작을 제4도, 제5도 및 제6도의 타이밍챠트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먼저,  제4도의  리드(또는  라이트)사이클에서는, t1 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하기  전에,  칩선택신호 

를  저레벨로  하여,  클록신호  CLK의  상승시에  칩선택신호 의  저레벨이  래치(81)에  래치된다. 

또한,  이  시점에서는  래치(81)의  출력신호 는  고레벨이다.  따라서,  래치(10)의 데이터입력신
호  CCS는  저레벨이므로,  래치(10)는  저레벨을  래치한다.  따라서,  래치(10)의  출력신호  CT는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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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다음의  클록신호  CLK의  상승까지  저레벨을  유지한다.  또한,  2입력앤드회로(14)의  입력신호 
CCS가 저레벨이므로, 2입력앤드회로(14)의 출력신호 RS1는 저레벨을 출력한다.

t1 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한  후,  래치(81)의  출력신호 는  저레벨로  된다.  그러므로, 인버터

(11)의  출력신호  CCS는  고레벨로  되며,  2입력앤드회로(14)의  반전입력신호  CT는  저레벨이며, 2입력
앤드회로(14)의  입력신호  CCS가  고레벨이므로,  2입력앤드회로(14)의  출력,  로우어드레스세트신호 

RS1는 고레벨을 출력한다.

다음에, t2 의  클록신호  CLK의  상승시에  래치(10)의  데이터입력신호  CCS는  고레벨이므로,  래치(10)는 

고레벨을  래치한다. t2 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한  후,  래치회로(10)의  출력신호  CT는  고레벨로  된다. 

또한,  2입력앤드회로(14)의  반전입력신호  CT가  고레벨로  되므로,  2입력앤드회로(14)의  출력신호 RS1
는  저레벨을  출력한다.  한편,  3입력앤드회로(15)의  입력신호  CCS와  CT가  고레벨로  되므로,  클록신호 
CLK를 지연시킨 클록신호 CLK1의 t2, t3간의 고레벨이 컬럼어드레스세트신호 CS1로서 출력된다.

이상의  동작에  의해,  어드레스신호  A0~A9의  로우어드레스와  컬럼어드레스를  순차 로우어드레스래치
(2)와 컬럼어드레스래치(4)에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t3 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하기  전에,  칩선택신호 를  고레벨로  함으로써,  클록신호  CLK의 

상승시에  래치(81)에  고레벨이  래치된다. t3 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한  후,  래치(81)의  출력신호 

는  고레벨로  된다.  그러므로,  신호  CCS는  저레벨로  되고,  따라서  3입력앤드회로(15)의  출력인 
컬럼어드레스세트신호 CS1는 저레벨로 되고, 다음의 클록신호 CLK의 상승까지 저레벨을 유지한다.

다음에, t4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시에 신호 CCS는 저레벨이므로, 래치(10)는 저레벨을 래치한다.

t4 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한  후,  래치(81)의  출력신호 는  저레벨로  된다.  또한,  래치(10)의 

출력신호  CT는  저레벨로  되므로,  2입력앤드회로(14)는  다른쪽의  입력신호  CCS가  고레벨로  된 시점에
서, 2입력앤드회로(14)의 출력인 로우어드레스세트 신호 RS1는 고레벨을 출력한다.

이와  같이, t 1  사이클롸 t 4  사이클에서는  동일동작을  하고  있으며,  반복하여  리드(또는 라이트)사이

클이 실행가능하게 된다.

제5도는  리프레시사이클을  나타낸다. t1 의  사이클은  제4도의  리드(또는  라이트)사이클의 t1 과  동일한 

동작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에,  리프레시사이클에서는  컬럼어드레스는  불필요하므로, t2 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하기  전에, 

칩선택신호 를  고레벨로  하고,  래치(81)의  입력신호 의  고레벨을  유지한다. t2 의  클록신호 

CLK가  상승한  후,  래치(81)의  출력신호 는  고레벨로  되며,  인버터(11)의  반전출력신호  CCS는 
저레벨로  된다.  그러므로,  3입력앤드회로(15)의  입력신호인  CCS가  저레벨로  되고, 3입력애드회로

(15)의 출력신호인 컬럼어드레스세트신호 CS1는 저레벨을 출력한다.

다음에, t3 의  사이클에서는,  2입력앤드회로(14)와  3입력앤드회로(15)에  공통의  입력신호의  CCS가 저

레벨이므로, 로우어드레스세트신호 RS1와 컬럼어드레스세트신호 CS1는 저레벨을 출력한다.

t4는 제4도의 t1과 동일한 동작으로 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리프레시사이클시에는  어드레스신호  A0~A9의  로우어드레스를  로우어드레스래치(2)에 
입력하고, 컬럼어드레스는 입력하지 않는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제6도는  페이지모드리드(또는  라이트)사이클을  나타낸다. t1 의  사이클에서는  제4도의 t1 의  사이클과 

동일한  동작이며,  어드레스신호  A0~A9의  로우어드레스를  로우어드레스래치(2)에  입력하고,  또한 t21

의  사이클에서는  제4도의 t2 의  사이클과  동일한  동작이며,  어드레스신호  A0~A9의  컬럼어드레스를 컬

럼어드레스래치(4)에 입력한다.

또한, t22 의  사이클에서는 t21 의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어드레스신호  A0~A9의  컬럼어드레스를 컬럼어

드레스래치(4)에 재차 입력한다. 따라서, 컬럼어드레스만을 연속하여 입력하는 동작을 행한다.

t4의 사이클에서는, 제4도의 t4의 사이클과 동일한 동작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페이지모드리드(또는  라이트)사이클시에는  어드레스신호  A0~A9의  로우어드레스를 로우
어드레스래치(2)에  입력하고,  이후  어드레스신호  A0~A9의  컬럼어드레스를  순차 컬럼어드레스래치

(4)에 대하여 연속하여 입력하는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의  실시예에  의하면,  종래의  MOS  다이나믹  RAM에  약간의  래치회로와  제어회로를  부가하는 것만
으로  단일의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어드레스멀티플렉스방식의 반도체메모
리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기입,  독출데이터는  1비트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이것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고,  복수  비트  구성의  경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리프레시어
드레스는  외부로부터  로우어드레스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내부에 어드레스카운터
를 설치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입력을 불필요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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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반도체메모리에  의하면,  반도체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대응한  클록신호를 부여함으
로써  동작시킬  수  있으며,  반도체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충분히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  외부로부터  받는  칩선택신호가  소정의  레벨일  때에, 외부
로부터  받는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  어드레스신호를 받아
서,  이것을  래치하는  어드레스래치와,  상기  래치된  어드레스신호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셀어레이 중
에서  원하는  메모리셀을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디코더와,  상기  선택된  메모리셀로부터  데이터를 래
치하고,  외부로부터  받는  상기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래치되어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는  제1의  래치와,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의  입력데이터를  래치하고,  래치된  데이터를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에 전달하기 위한 제2의 래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어드레스신호는  로우어드레스신호와,  컬럼어드레스신호를 포
함하고,  이들을  시분할  또는  다중화한  신호이며,  상기  어드레스래치는  외부로부터  받는 칩선택신호
가  소정의  레벨일  때에,  외부로부터  받는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의  앞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  받는  로우어드레스신호를  받아서,  이것을  래치하는  로우어드레스래치와,  외부로부터 받
는  칩선택신호가  상기와  동일한  소정의  레벨일  때에,  외부로부터  받는  일정  주기의  외부클록신호의 
상기  앞의  변화타이밍보다  후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  받는  컬럼어드레스신호를 받아
서,  이것을  래치하는  컬럼어드레스래치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디코더는  상기  로우어드레스를 받
는  로우어드레스디코더와,  상기  컬럼어드레스를  받는  컬럼어드레스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의  래치는  상기  컬럼어드레스래치에  컬럼어드레스를  래치할  때의  상기 외
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과  동시에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입력데이터를  래치하는  기능을 가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래치는  상기  컬럼어드레스래치에  컬럼어드레스를  래치할  때의  상기 외
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보다  후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래치는  상기  컬럼어드레스래치에  컬럼어드레스를  래치할  때의  상기 외
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보다  후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상기 
제2의  래치는  상기  컬럼어드레스래치에  컬럼어드레스를  래치할  때의  상기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
밍과  동시에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입력데이터를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제1의  래치로부터  데이터를  출력할  때의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컬럼어드레스래치의 컬럼어드레스를 다시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앞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로우어드레스래치에  로우어드레스를  래치한 상
태에서,  그후의  상기  외부클록의  복수의  변화타이밍에  각각  동기하여,  컬럼어드레스래치에 컬럼어드
레스를 복수회 다시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제1의  래치로부터  데이터를  출력할  때의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컬럼어드레스래치의 컬럼어드레스를 다시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앞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로우어드레스래치에  로우어드레스를  래치한 상
태에서,  그후의  상기  외부클록의  복수의  변화타이밍에  각각  동기하여,  컬럼어드레스래치에 컬럼어드
레스를 복수회 다시 래치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칩선택신호의  소정의  레벨은  로우레벨이며,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외부클록신호의  앞의  변화타이밍  및  앞의  변화타이밍보다  후의  변화타이밍이  로우레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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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벨에의 변화타이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칩선택신호를 
래치하는 제3의 래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로부터  받는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  받는 
기입제어신호를 래치하는 제 4 의 래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13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서메모리셀과,  어드레스신호를  받는  어드레스수신단자와,  일정  주기를  가진 외
부클록신호를  받는  클록수신단자와,  칩선택신호를  받는  칩선택신호수신단자와,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상기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에  접속된  데이터입력단자와,  상기 칩선택신호수신
단자에  있어서의  상기  칩선택신호가  소정의  레벨일  때의  상기  클록수신단자에  있어서의  상기 외부클
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상기  어드레스신호를  래치하기  위한  어드레스래치와,  상기 다이나
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  상기  어드레스래치와의  사이에  접속되는  어드레스디코더와,  상기 
데이터출력단자와  상기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다이
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로부터의  데이터를  래치하고,  상기  클록수신단자에  있어서의  상기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출력하는  제1의  래치와,  상기  데이터입력단자와  상기 다이나
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
레이에의  데이터를  상기  클록수신단자에  있어서의  상기  외부클록신호의  변화타이밍에  동기하여 래치
하는  제2의  래치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수신단자는  로우어드레스신호와  컬럼어드레스신호가 시
분할  다중된  신호를  받는  것이며,  상기  어드레스래치는  로우어드레스래치와  컬럼어드레스래치를 포
함하고,  상기  어드레스디코더는  로우어드레스디코더와,  컬럼어드레스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청구항 14 

다이나믹형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  로우어드레스신호와  컬럼어드레스신호를  가진 어드레스신
호를  받는  어드레스수신단자와,  일정  주기를  가진  외부클록신호를  받는  클록수신단자와, 칩선택신호
를  받는  칩선택신호수신단자와,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에  접속된 
데이터출력단자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에  접속된 데이터입력단
자와,  상기  외부클록신호와  상기  칩선택신호가  입력되고,  로우어드레스세트신호와 컬럼어드레스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회로와,  상기  로우어드레스세트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로우어드레스신호를 래치
하기  위한  로우어드레스래치와,  상기  컬럼어드레스세트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컬럼어드레스신호를 래
치하기  위한  컬럼어드레스래치와,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  상기  로우어드레스래치와의 사
이에  접속되는  로우어드레스디코더와,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와  상기  컬럼어드레스래치와의 
사이에  접속되는  컬럼어드레스디코더로  이루어지며,  또한  상기  데이터출력단자와  상기 랜덤액세스메
모리셀어레이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로부터의  데이터를 래치하
여  상기  외부클록신호에  동기하여  출력하는  제1의  래치와,  상기  데이터  입력단자와  상기 랜덤액세스
메모리셀어레이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랜덤액세스메모리셀어레이에의  데이터를  상기 외부
클록신호에 동기하여 래치하는 제2의 래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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