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11C 11/409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6월22일

10-0591758

2006년06월13일

(21) 출원번호 10-2003-0076957 (65) 공개번호 10-2005-0041701

(22) 출원일자 2003년10월31일 (43) 공개일자 2005년05월04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박복규

경기도수원시장안구율전동324-9203호

서동일

경기도용인시수지읍풍덕천리진산마을삼성5차아파트501동902호

장현순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본동궁전아파트C동403호

정우섭

경기도용인시기흥읍농서리719-52번지

(74) 대리인 임창현

권혁수

오세준

송윤호

심사관 : 고재현

(54) 패킷 방식을 이용한 메모리 및 그것을 포함한 메모리 시스템

요약

여기에 개시되는 메모리 장치는 복수 개의 패킷 핀들, 동기형 메모리, 그리고 패킷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동기형 메모리는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입력받는다. 패킷 컨트롤러는 패킷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될 때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패킷 핀들을 통해 각각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순차적으로 입력받고, 입력된 패킷 데이터를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로 변환한다. 특히, 패킷 핀들을 통해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은 동작 모드를 나타내는 명령 정보

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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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패킷 컨트롤러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동기형 메모리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컨트롤러 및 동기형 메모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그리고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메모리 시스템 110 : 메모리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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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패킷 컨트롤러 130 : 동기형 메모리

121 :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2 : 선택 회로

123 : 지연 회로 124 : 어드레스 래치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패킷 방식을 이용한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3G 이동전화 (third-generation mobile phone), 디지털 스틸 카메라 (digital still

camera), 등과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obile application)은 소형화 및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오랫

동안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기술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개발 기간 및 공정 기술의 비용 증가 등으로 미세화의 효과가 얻어

지기 어렵게 되고 있다. 그래서 미세화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MCP (Multi-Chip Package) 기술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채용되고 있다. MCP란 다른 여러 개의 메모리 칩들 (예를 들면, 노어 플래시, 낸드 플래시, SRAM, UtRAM, 등)을 하나의

패키지에 장착한 복합칩 제품을 말하며, 첨단 패키지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쓰이는 메모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

으로 제조될 수 있다. MCP를 사용할 경우 휴대 기기 각각의 단품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내부 실장면적을 50% 이상 줄이고

배선도 단순화할 수 있어, 원가절감과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나아가, 미세화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SIP (System In

Package) 기술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채용되고 있다. SIP란 메모리 제품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

에 장착한 제품을 말하며, 요구되는 칩들을 복수로 쌓아서(적층) 내부에서 3차원으로 접속하는 기술이다. 적층화는 단순히

실장 면적의 감소뿐만 아니라 개발 기간의 단축, 비용의 감소, 고속 동작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MCP 제품뿐만 아니라 SIP 제품의 경우, 다수의 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핀들이 존재하며, 이는 시스템을 구

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게다가, 메모리 장치 역시 많은 핀들 (어드레스 핀들, 데이터 핀들, 제어 핀들, 등)을 가지며,

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채용되는 메모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외부 핀 수를 줄일 수 있는 메모리 및 그것을 포함한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동작 모드에 따라 동작 시점이 가변되는 메모리 및 그것을 포함한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메모리 장치는 복수 개의 패킷 핀들과;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입력받는 동기형 메모리와; 그리고 패킷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클록 신호에 동기

되어 상기 패킷 핀들을 통해 각각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순차적으로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패킷 데이터를 상기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로 변환하는 패킷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패킷 핀들을 통해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

들은 동작 모드를 나타내는 명령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

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예를 들면,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나머지 패킷 데이터 비트들의 입력과

관계없이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의 입력 후에 상기 제어 신호들을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상기 첫 번

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상기 클록 신호

에 동기되어 나머지 패킷 데이터 비트들의 입력 후에 상기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발생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은 명령을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 비트들의 조합이다. 또는,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은 상기 제어 신호들의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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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패킷 인에이블 신호는 칩 선택 신호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버스트 동작을 수행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동기형 메모리 및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하나의 패키지 내에 장착되며, 상기 패키지는 멀티-칩

패키지와 시스템 인 패키지 중 어느 하나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메모리 장치는 복수 개의 패킷 핀들과;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입력받는 동기형 메모리와; 패킷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클록 신호의 첫 번째 에지에서 상기 패킷 핀들을 통해

각각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입력받아 디코딩 신호들을 출력하는 디코딩 회로와; 상기 디코딩 신호들을 지연시키는 지연 회

로와; 상기 클록 신호의 첫 번째 에지에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

의 여부를 판별하여 래치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와; 상기 래치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들 또는 상기 디코딩 회로의 출력 신호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

로와; 그리고 상기 래치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클록 신호의 나머지 에지들에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각각 입력

받고,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로서 출력하는 어드레스 래치 회로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디코딩 수단의 출력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선택하며,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어드레

스 신호들의 입력없이 상기 선택 회로로부터의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선택하며,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

들와 함께 입력되는 상기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메모리 시스템은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입력받는 동기형 메

모리와; 상기 클록 신호 및 패킷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며,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를 포함한 패킷 데이터를 출력하는 메모

리 컨트롤러와; 그리고 상기 패킷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패킷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

들로 변환하는 패킷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상기 패킷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시 상기 클록 신호의 첫 번째 에지에서 입력

된 패킷 데이터는 동작 모드를 나타내는 상기 명령 정보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동기형 메모리 및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하나의 패키지 내에 장착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버스트 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패키지는 멀티-칩

패키지와 시스템 인 패키지 중 어느 하나이다. 게다가, 상기 패킷 데이터의 변환 동작 및 상기 동기형 메모리의 버스트 동

작은 상기 클록 신호와 동일한 동작 주파수에서 수행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상기 패킷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클록 신호의 첫 번째 에지에서 패

킷 데이터를 입력받아 디코딩 신호들을 출력하는 디코딩 회로와; 상기 디코딩 신호들을 지연시키는 지연 회로와; 상기 클

록 신호의 첫 번째 에지에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를 판

별하여 래치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와; 상기 래치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들

또는 상기 디코딩 회로의 출력 신호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와; 그리고

상기 래치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클록 신호의 나머지 에지들에서 패킷 데이터를 각각 입력받고, 입력된 패킷 데

이터 비트들을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로서 출력하는 어드레스 래치 회로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가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선

택 회로는 상기 디코딩 회로의 출력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선택하며,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

들의 입력없이 상기 선택 회로로부터의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선택하며,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

들와 함께 입력되는 상기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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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메모리 시스템은 메모리를 포함하며, 메모리에 인가될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 (특

히, 명령을 나타내기 위한 제어 신호들)이 패킷 형태로 전송되도록 구성된다. 패킷 형태로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전송

함으로써 메모리를 포함한 패키지의 핀 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참조 도면들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

(100)은 메모리 컨트롤러 (memory controller) (110), 인터페이스 장치 (interface device)로서 패킷 컨트롤러 (packet

controller) (120), 그리고 동기형 메모리 (synchronous memory) (13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동기형

메모리 (130)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 동기형 DRAM (double data rate synchronous DRAM: 이하, "DDR-SDRAM"이라

칭함)으로, 동기형 메모리 (130)가 그것에 국한되지 않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본 발

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 (100)에 있어서, 패킷 컨트롤러 (120) 및 동기형 메모리 (130)는 멀티-칩 패키지 (MCP) 또는 시

스템 인 패키지 (SIP)를 구성하도록 하나의 패키지에 장착된다. 나아가, 패킷 컨트롤러 (120) 및 동기형 메모리 (130)가 시

스템 온 칩 (System On a Chip: SOC)으로 구성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패킷

컨트롤러 (120) 및 동기형 메모리 (130)는 메모리 컨트롤러 (110)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들 (CK, /CK)에 동기되어 동

작하며, 특히 동기형 메모리 (130)는 클록 신호들 (CK, /CK)에 동기되어 버스트 동작 (burst operation)을 수행한다. 메모

리 컨트롤러 (110)는 동기형 메모리 (130)에 제공될 어드레스 및 명령 신호들을 패킷 형태로 출력하고, 패킷 컨트롤러

(120)는 동기형 메모리 (130)의 통신 프로토콜 (communication protocol)에 적합하도록 메모리 컨트롤러 (110)로부터 제

공되는 패킷 데이터를 어드레스 및 제어 (또는 명령) 신호들로 변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메모리 컨트롤러 (110)는 어드레스 및 명령 신호들을 패킷 형태로 변환한다. 예를 들면, 어드레스 및 명령 신호들은 동기형

메모리 (130)에 병렬로 인가되는 반면에, 메모리 컨트롤러 (110)는 어드레스 및 명령 신호들을 직렬로 변환하며, 그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이하 "패킷 데이터" (또는 데이터 패킷)라 칭한다. 패킷 데이터 (PACKET0[m:0]-PACKETn[m:0])는

클록 신호 (CK)의 소정의 사이클 동안 (이 실시예에 있어서, 2 사이클) 패킷 컨트롤러 (120)로 전달된다. 예를 들면, 각 패

킷 데이터는 4-비트 데이터로, 클록 신호 (CK)의 반주기마다 1 비트 씩 메모리 컨트롤러 (110)에서 패킷 컨트롤러 (120)

로 전달될 것이다. 패킷 컨트롤러 (120)는 메모리 컨트롤러 (110)로부터의 클록 신호들 (CK, /CK)에 동기되어 동작하며,

메모리 컨트롤러 (110)로부터의 제어 신호들 (/CS, CKE)에 응답하여 입력된 패킷 데이터를 동기형 메모리 (130)의 통신

프로토롤에 적합하게 변환한다. 패킷 컨트롤러 (120)는 제어 신호 (/CS)가 활성화될 때 메모리 컨트롤러 (110)로부터의

패킷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즉, 칩 선택 신호로서 제어 신호 (/CS)의 활성화는 패킷 데이터가 전송됨을 알리는 패

킷 인에이블 신호 (packet enable signal)로서 사용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패킷 데이터 (PACKET0-PACKETn) 각각의 첫 번째 위치에는 명령 정보가 할당되는 반면에 패킷 데

이터 (PACKET0-PACKETn) 각각의 나머지 위치들에는 어드레스 정보가 할당될 것이다.

패킷 컨트롤러 (120)는 패킷 인에이블 신호로서 제어 신호 (/CS)가 활성화될 때 패킷 데이터 (PACKET0-PACKETn) 각

각의 첫 번째 위치에 놓인 명령 정보를 해석한다. 즉, 패킷 컨트롤러 (120)는 명령 정보가 어드레스 정보를 요구하는 동작

(예를 들면, 읽기 및 쓰기 동작들)을 나타내는 지 또는 명령 정보가 어드레스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동작 (예를 들면, 오토

리프레쉬, 파워 다운, 그리고 뱅크 프리챠지 동작들)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패킷 컨트롤러 (120)는 판별 결과

에 따라 동기형 메모리 (130)의 동작 시점이 상이하도록 제어 신호들 (TCS, TRAS, TCAS, TWE)의 타이밍을 제어한다.

예를 들면, 명령 정보가 어드레스 정보를 요구하는 동작 (예를 들면, 읽기 및 쓰기 동작들)을 나타낼 때, 패킷 컨트롤러

(120)는 동작에 필요한 어드레스를 모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어 신호들 (TCS, TRAS, TCAS, TWE)을 생성한다. 명

령 정보가 어드레스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동작 (예를 들면, 오토 리프레쉬, 파워 다운, 그리고 뱅크 프리챠지 동작들)을 나

타낼 때, 패킷 컨트롤러 (120)는 동작에 필요한 어드레스를 받아들이지 않고 명령 정보의 입력과 동시에 제어 신호들

(TCS, TRAS, TCAS, TWE)을 생성한다. 이는 전반적인 동작 속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이후 상세히 설명

될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및 명령 신호들이 패킷 형태로 전송되는 반면에, 데이터는 메모리 컨트롤러 (110)와 동

기형 메모리 (130) 사이에서 변경없이 전송된다. 동기형 메모리 (130)는 클록 신호들 (CK, /CK)에 동기되어 동작하며, 패

킷 컨트롤러 (120)로부터 출력되는 어드레스 및 제어 (또는 명령) 신호들에 응답하여 읽기/쓰기 동작을 수행한다. 앞서 설

명된 바와 같이, 패킷 컨트롤러 (120) 및 동기형 메모리 (130)는 하나의 패키지 내에 장착되는 것으로, 동기형 메모리

(130) 즉, DDR-SDRAM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어드레스, 명령 및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즉, DDR-SDRAM (130)은 동일한

핀 구성을 갖는다. 만약 패킷 컨트롤러 (120)가 사용되지 않으면, 동기형 메모리 (130)를 포함한 SIP 또는 MCP는 동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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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130)에 필요한 모든 핀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반면에, 동기형 메모리 (130)에 필요한 어드레스 및 명령 신호들을

패킷 형태로 메모리 컨트롤러 (110)에서 패킷 컨트롤러 (120)로 전송하는 경우, 동기형 메모리 (130)를 포함한 SIP 또는

MCP는 동기형 메모리 (130)에 필요한 핀들보다 적은 수의 핀들을 필요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패킷 컨트롤러 (120) 및 DDR-SDRAM (130)은 하나의 기판 상에 형성되며, 적은 핀

수를 갖짐과 동시에 낮은 전력 소모를 달성하기 때문에 L2RAM (Low pin and Low power RAM)이라 명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L2RAM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채용하기에 적합하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패킷 컨트롤러 (120)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패킷 컨트롤러 (120)의 실

시예는 패킷 데이터 수 (n)가 5이고 각 패킷 데이터는 4-비트 데이터임을 가정하여 구현되었다. 하지만, 패킷 데이터 수 및

패킷 데이터의 비트 수가 적용되는 메모리 시스템 (또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패킷 컨트롤러 (120)는 디코딩 및 검출 회로 (decoding and

detecting circuit) (121), 선택 회로 (selector circuit) (122), 지연 회로 (delay) (123), 그리고 어드레스 래치 회로

(address latch circuit) (124)를 포함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클록 신호 (CLK)의 2 사이클 동안 5개의 패킷 핀들

(PACKET0-PACKET4)을 통해 4-비트 데이터 패킷들이 전송되며, 각 데이터 패킷의 첫 번째 위치에는 명령 정보가 할당

된다. 패킷핀 수에 따라 패킷 데이터의 첫 번째 위치에는 명령 정보 뿐만 아니라 어드레스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명령 정

보는 제어 신호들 (TCS, TRAS, TCAS, TWE)의 조합이거나 동작 모드들을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 비트들의 조합일 수 있

다.

먼저,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칩 선택 신호 (/CS)가 활성화된 후 클록 신호 (CLK)의 첫 번째 에지 (예를 들면, 로우-

하이 천이)에서 패킷 핀들 (PACKET0-PACKET4)을 통해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입력받는다.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신호들 (D0-D3)을 출력한다. 이와 동시에,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를 활성화시킨다.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낼 때,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를 비활성화시킨다.

계속해서 도 2를 참조하면, 지연 회로 (123)는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의 출력 신호들 (D0-D3)을 소정 시간 (예를 들

면, 클록 신호의 1.5 사이클 만큼)만큼 지연시킨다. 선택 회로 (122)는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에 응답하여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의 출력 신호들 (D0-D3) 또는 지연 회로 (123)의 출력 신호들 (DD0-DD3)을 선택하고, 선택된 신호들

을 제어 신호들 (TCS, TRAS, TCAS, TWE)로서 출력한다. 어드레스 래치 회로 (124)는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

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가 활성화될 때, 어드레스 래치 회로 (124)는 패킷 핀들

(PACEKT0-PACKET4) 각각을 통해 직렬로 전달되는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래치한다. 어드레스 래치 회로 (124)는 래치

된 데이터 비트들을 어드레스 신호들 (TA0-TA15)로서 출력한다.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가 비활성화될 때, 어드

레스 래치 회로(124)는 동작하지 않는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도 1의 동기형 메모리 (130)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동기형 메

모리 (130)는 DDR-SDRAM을 이용하여 구성되었지만, 본 발명의 동기형 메모리 (130)가 그것에 국한되지 않음은 이 분야

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본 발명에 따른 동기형 메모리 (130)는 메모리 컨트롤러 (110)로부터 제공

되는 클록 신호들 (CK, /CK)에 동기되어 동작한다. 다시 말해서, 동기형 메모리 (130)의 읽기/쓰기 동작은 클록 신호들

(CK, /CK)에 동기되어 수행된다. 도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 (110)로부터의 클록 신호들 (CK, /CK)이

동기형 메모리 (130) 내의 타이밍 레지스터 (201), 어드레스 레지스터 (202),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 회로 (213), 데이터 출

력 버퍼 회로 (214), 그리고 데이터 입력 레지스터 회로 (216)에 사용된다.

비록 메모리 컨트롤러 (110)에서 패킷 형태로 어드레스 및 명령 신호들이 패킷 컨트롤러 (120)에 제공되지만, 동기형 메모

리 (130)는 패킷 컨트롤러 (120)가 통상적인 SDRAM 통신 프로토콜 방식으로 제공하는 어드레스 및 명령 신호들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즉, 기본적으로, 동기형 메모리 (130)는 이 분야의 잘 알려진 DDR-SDRAM과 동일하게 동작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될 것이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동기형 메모리 (130)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클록

신호들 (CK, /CK)에 동기되어 버스트 동작 (또는 내부적으로 열 어드레스를 증가시키는 동작)을 수행한다. DDR-SDRAM

의 버스트 동작의 기준이 되는 내부 동작 주파수는 메모리 컨트롤러 (110)에서 제공되는 클록 신호 (CK)의 주파수와 동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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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작이 요구될 때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컨트롤러 (120) 및 동기형 메모리 (130)

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작은 오토 리프레쉬

동작, 셀프 리프레쉬 동작, 파워 다운 동작, 뱅크 프리챠지 동작 등을 포함한다. 설명의 편의상, 오토 리프레쉬 동작을 이용

하여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이 설명될 것이다.

동기형 메모리 (130)의 오토 리프레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메모리 컨트롤러 (110)는 제어 신호 (/CS)를 로우 레

벨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클록 신호 (CK)에 동기되어 4-비트 직렬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3:0], PACKET4[3:0])을 패킷 컨트롤러 (120)로 출력한다. 제어 신호 (/CS)가 활성화될

때, 패킷 컨트롤러 (120)는 클록 신호 (CLK)에 동기되어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

[3:0], PACKET3[3:0], PACKET4[3:0])의 각 데이터 비트를 순차적으로 입력받는다. 구체적으로, 패킷 컨트롤러 (120)

의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3:0],

PACKET4[3:0])의 첫 번째 데이터 비트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신호들 (D0-D3)을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

[3:0], PACKET4[3:0])의 첫 번째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를 검출한

다. 만약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3:0], PACKET4[3:0])의 첫 번

째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내면,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를 비활성화시킨다. 이는 이후에 입력되는 패킷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어드레스 래치 회로 (124)가 비활

성화되게 한다. 이와 동시에, 선택 회로 (122)는 비활성화된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에 응답하여 디코딩 및 검출 회

로 (121)로부터의 출력 신호들 (D0-D3)을 선택하고, 제어 신호들 (TCS, TRAS, TCAS, TWE)로서 선택된 신호들을 출력

한다. 동기형 메모리 (130)는 선택 회로 (122)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신호들 (TCS, TRAS, TCAS, TWE)에 응답하여 오토

리프레쉬 동작을 수행한다.

도 5는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이 수행될 때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행 어드레스와 함께 액티브 명령 (active command)이 SDRAM에 주어지

고, 소정 시간 후에 열 어드레스와 함께 읽기 명령 (read command)이 SDRAM에 주어진다. 이 실시예에서, 읽기 동작을

이용하여 패킷 컨트롤러 (120)의 동작이 설명될 것이다. 하지만, 쓰기 동작의 경우, 패킷 컨트롤러 (120)의 동작은 읽기 동

작의 그것과 동일하게 수행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될 것이다.

동기형 메모리 (130)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먼저, 메모리 컨트롤러 (110)는 제어 신호 (/CS)를 로우 레벨로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클록 신호 (CK)에 동기되어 액티브 명령을 포함한 4-비트 직렬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3:0], PACKET4[3:0])을 패킷 컨트롤러 (120)로 출력한다. 제어 신호 (/

CS)가 활성화될 때, 패킷 컨트롤러 (120)는 클록 신호 (CLK)에 동기되어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 PACKET2[3:0], PACKET3[3:0], PACKET4[3:0])의 각 데이터 비트를 순차적으로 입력받는다. 구체적으로, 패킷 컨

트롤러 (120)의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3:0], PACKET4[3:0])의 첫 번째 데이터 비트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신호들 (D0-D3)을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

[3:0], PACKET4[3:0])의 첫 번째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를 검출한

다. 만약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3:0], PACKET4[3:0])의 첫 번

째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면,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를 활성화시킨다.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가 활성화됨에 따라, 선택 회로 (122)는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의 출력 신호들 (D0-D3) 대신에 지연 회로 (123)의 출력 신호들 (DD0-DD3)을 선택한다.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의 출력 신호들 (D0-D3)은 지연 회로 (123)에 의해서 1.5 클록 사이클만큼 지연될 것이다. 그렇게 지연된 신호들

(DD0-DD3)은 동기형 메모리 (130)로 출력될된다.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가 활성화됨에 따라, 어드레스 래치 회

로 (124)는 클록 신호 (CLK)에 동기되어 나머지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순차적으로 래치하고, 래치된 신호들을 어드레스

신호들 (TA0-TA15)로서 출력한다. 즉, 패킷 컨트롤러 (120)는 1번째/2번째 사이클의 클록 신호 (CK)의 하이 에지 및 로

우 에지에서 각각 입력되는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은 액티브 명령 및 행 어

드레스 신호들로서 동시에 동기형 메모리 (130)로 전달된다. 동기형 메모리 (130)는 3번째 사이클에서 액티브 명령 및 행

어드레스 신호들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 (110)는 제어 신호 (/CS)를 로우 레벨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클록 신호 (CK)에 동기되어

읽기 명령을 포함한 4-비트 직렬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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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ET4[3:0])을 패킷 컨트롤러 (120)로 출력한다. 제어 신호 (/CS)가 활성화될 때, 패킷 컨트롤러 (120)는 클록 신호

(CLK)에 동기되어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3:0], PACKET4

[3:0])의 각 데이터 비트를 순차적으로 입력받는다. 구체적으로, 패킷 컨트롤러 (120)의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패

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3:0], PACKET4[3:0])의 첫 번째 데이터

비트들을 디코딩하여 디코딩 신호들 (D0-D3)을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

[3:0], PACKET4[3:0])의 첫 번째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를 검출한

다. 만약 패킷 데이터 (PACKET0[3:0], PACKET1[3:0], PACKET2[3:0], PACKET3[3:0], PACKET4[3:0])의 첫 번

째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면,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는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를 활성화시킨다.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가 활성화됨에 따라, 선택 회로 (122)는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의 출력 신호들 (D0-D3) 대신에 지연 회로 (123)의 출력 신호들 (DD0-DD3)을 선택한다. 디코딩 및 검출 회로

(121)의 출력 신호들 (D0-D3)은 지연 회로 (123)에 의해서 1.5 클록 사이클만큼 지연될 것이다. 그렇게 지연된 신호들

(DD0-DD3)은 동기형 메모리 (130)로 출력될된다. 래치 인에이블 신호 (LAT_EN)가 활성화됨에 따라, 어드레스 래치 회

로 (124)는 클록 신호 (CLK)에 동기되어 나머지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순차적으로 래치하고, 래치된 신호들을 어드레스

신호들 (TA0-TA15)로서 출력한다. 즉, 패킷 컨트롤러 (120)는 3번째/4번째 사이클의 클록 신호 (CK)의 하이 에지 및 로

우 에지에서 각각 입력되는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은 읽기 명령 및 열 어드

레스 신호들로서 동시에 동기형 메모리 (130)로 전달된다. 동기형 메모리 (130)는 5번째 사이클에서 읽기 명령 및 열 어드

레스를 받아들인다. 이후, 잘 알려진 방법에 따라 데이터 읽기 동작이 수행될 것이다.

패킷 컨트롤러 및 동기형 메모리로 구성된 L2RAM이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서 제어될 때,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되는 칩 선택 신호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 시작을 알리는 패킷 인에이블 신호로서 사용된다. 하지만,

L2RAM들이 이 모듈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 각 L2RAM에 대응하는 칩 선택 신호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 시작을 알리는 패

킷 인에이블 신호로서 그리고 대응하는 L2RAM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신호로서 사용된다. 예컨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복수 개의 L2RAM들이 메모리 컨트롤러에 의해서 제어될 때, 각 L2RAM에는 칩 선택 신호들 (/CS0-/CSn)이 할당될

것이다. 따라서, 각 L2RAM에 대응하는 칩 선택 신호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 시작을 알리는 패킷 인에이블 신호로서 그리고

대응하는 L2RAM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 신호로서 사용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회로의 구성 및 동작을 상기한 설명 및 도면에 따라 도시하였지만,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패키지 내의 동기형 메모리에 입력될 어드레스 및 명령을 패킷 형태로 전송하고 칩 선택 신호의 활성화

에 따라 전송된 패킷 데이터를 변환함으로써, 멀티칩 패키지 또는 시스템 인 패키지의 핀 수를 줄일 수 있다. 명령 정보를

패킷 데이터의 첫 번째 위치에 할당함으로써 어드레스 정보가 필요한 동작인 지의 여부에 따라 동기형 메모리의 동작 시점

을 상이하게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복수 개의 패킷 핀들과;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입력받는 동기형 메모리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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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패킷 핀들을 통해 각각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순차적

으로 입력받고, 상기 입력된 패킷 데이터를 상기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로 변환하되, 상기 패킷 데이터 비트들 중 첫 번

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패킷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나머지 패킷 데이터 비트들의 입력과 관계없이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의 입력 후에 상기 제어 신호들

을 발생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상기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나머지 패킷 데이터 비트들의 입력 후에 상기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발생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은 명령을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 비트들의 조합인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은 상기 제어 신호들의 조합인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인에이블 신호는 칩 선택 신호인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버스트 동작을 수행하는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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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형 메모리 및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하나의 패키지 내에 장착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는 멀티-칩 패키지와 시스템 인 패키지 중 어느 하나인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의 변환 동작 및 상기 동기형 메모리 장치의 버스트 동작은 상기 클록 신호와 동일한 동작 주파수에서 수

행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들은 내부 행 스트로브 신호 (TRAS), 내부 열 스트로브 신호 (TCAS), 내부 쓰기 인에이블 신호 (TWE) 그

리고 내부 칩 선택 신호 (TCS)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클록 신호와 상기 패킷 컨트롤러로부터의 상기 어드레스와 상기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의 기입/독출 동작이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복수 개의 패킷 핀들과;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입력받는 동기형 메모리와;

패킷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클록 신호의 첫 번째 에지에서 상기 패킷 핀들을 통해 각각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입력받아 디코딩 신호들을 출력하는 디코딩 회로와;

상기 디코딩 신호들을 지연시키는 지연 회로와;

상기 클록 신호의 첫 번째 에지에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의 여

부를 판별하여 래치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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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래치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들 또는 상기 디코딩 회로의 출력 신호들을 선택하고, 선

택된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와; 그리고

상기 래치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클록 신호의 나머지 에지들에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각각 입력받고,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을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로서 출력하는 어드레스 래치 회로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디코딩 수단의 출력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선택하며,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의 입력없이 상

기 선택 회로로부터의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선택하며,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와 함께 입력되는 상기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은 상기 명령을 정의하기 위한 데이터 비트들의 조합인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은 상기 제어 신호들의 조합인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인에이블 신호는 칩 선택 신호인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버스트 동작을 수행하는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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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형 메모리 및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하나의 패키지 내에 장착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는 멀티-칩 패키지와 시스템 인 패키지 중 어느 하나인 메모리 장치.

청구항 23.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의 변환 동작 및 상기 동기형 메모리 장치의 버스트 동작은 상기 클록 신호와 동일한 동작 주파수에서 수

행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4.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들은 내부 행 스트로브 신호 (TRAS), 내부 열 스트로브 신호 (TCAS), 내부 쓰기 인에이블 신호 (TWE) 그

리고 내부 칩 선택 신호 (TCS)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클록 신호와 상기 패킷 컨트롤러로부터의 상기 어드레스와 상기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의 기입/독출 동작이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6.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을 입력받는 동기형 메모리와;

상기 클록 신호 및 패킷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며,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를 포함한 패킷 데이터를 출력하는 메모리 컨트

롤러와; 그리고

상기 패킷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패킷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어드레스 및 제어 신호들로 변환하며, 상기 패

킷 데이터 비트들 중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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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하는 패킷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상기 패킷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시 상기 클록 신호의 첫 번째 에지에서 입력된 패

킷 데이터는 동작 모드를 나타내는 상기 명령 정보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동기형 메모리 및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하나

의 패키지 내에 장착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클록 신호에 동기되어 버스트 동작을 수행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키지는 멀티-칩 패키지와 시스템 인 패키지 중 어느 하나인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의 변환 동작 및 상기 동기형 메모리의 버스트 동작은 상기 클록 신호와 동일한 동작 주파수에서 수행되

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0.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컨트롤러는

상기 패킷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클록 신호의 첫 번째 에지에서 패킷 데이터를 입력받아 디코딩 신호들을 출

력하는 디코딩 회로와;

상기 디코딩 신호들을 지연시키는 지연 회로와;

상기 클록 신호의 첫 번째 에지에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지의 여

부를 판별하여 래치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와;

상기 래치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들 또는 상기 디코딩 회로의 출력 신호들을 선택하고, 선

택된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와; 그리고

상기 래치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클록 신호의 나머지 에지들에서 패킷 데이터를 각각 입력받고, 입력된 패킷 데

이터 비트들을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로서 출력하는 어드레스 래치 회로를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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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가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디코딩

회로의 출력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선택하며,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의 입력없이 상기 선택

회로로부터의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첫 번째로 입력된 패킷 데이터 비트들이 어드레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상기 선택 회로는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들을 상기 제어 신호들로서 선택하며, 상기 동기형 메모리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와 함께 입력되는 상기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메모리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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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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