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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클럭 버퍼 회로(1)로부터의 제 1 내부 클럭 신호(intCLK0)에 따라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extCLK)가 취
해지고, 이 클럭 버퍼 회로(1)로부터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가 생성되어 입력 버퍼 회로(30)에 인가된
다.   입력 버퍼 회로(30)는 이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intZCKE0)에 따라 그 전류 경로가 차단된다.   
내부 클럭 신호의 상승에 동기하여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의 상태를 변화시키므로, 외부 신호의 셋업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고, 입력 버퍼 회로의 소비 전류가 감소될 수 있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DRAM의 출발점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구성의 동작을 도시한 타이밍도

도 3은 도 1에 도시된 구성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SDRAM의 주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4에 도시된 구성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6은 도 4에 도시된 클럭 버퍼 회로 구성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7a는 도 4에 도시된 클럭 버퍼 회로의 변경예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 7b는 그 동작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도 4에 도시된 CKE 버퍼 및 외부 신호 입력 버퍼 구성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도 8에 도시된 구성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10a는 도 8에 도시된 CKE 버퍼의 변경예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 10b는 그 동작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입력 버퍼 회로의 변경예 1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입력 버퍼 회로의 변경예 2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SDRAM의 외부 핀 배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SDRAM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 15는 SDRAM 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6a는 클럭 인에이블 신호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고, 도 16b는 이 클럭 인에이블 신호의 
이용의 일예를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17a는 종래의 클럭 버퍼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고, 도 17b는 종래의 CKE 버퍼 회로 구성의 일예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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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면

도 18은 도 17a 및 17b에 도시된 구성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19는 종래의 SDRAM의 입력 버퍼의 제 1단 구성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클럭 버퍼 회로 2 : CKE 버퍼

2a : 입력 버퍼 회로 2b, 2c : 래치 회로

3 : 입력 버퍼 회로 4 : 내부 클럭 신호 발생 회로

PQ3 : p채널 MOS트랜지스터 35 : 래치 회로

31 : 전원 노드 32 : 접지 노드

1d, 4a : NAND 회로 1h : AND 회로

1f : 인버터 2d : 지연 회로

37 : 지연 회로 2ba : 제 1 래치

2bb : 제 2 래치 35a : 제 1 래치

35b : 제 2 래치 2ea, 2eb : 지연 회로

NQ3 : n채널 MOS트랜지스터 30a : 차동 증폭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클럭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에 관한 것
으로, 특히 클럭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의 외부 신호를 수신하는 입력 버퍼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의 동작 속도의 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 액세스 가능한 다양한 메모리 LSI
(대규모 집적 회로)가 제안되어 왔다.   이들 메모리 LSI는 외부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데이타의 입출력
을 수행함으로써, 실효적인 데이타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외부 클럭 신호
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이러한 동기형 메모리중 1개는,  동기형 DRAM(이하,  SDRAM이라 부름)이다.    이 
SDRAM은 메모리 셀이, 통상 1캐패시터/1트랜지스터형의 다이나믹형 메모리 셀로 구성된다.

도 13은 종래의 SDRAM의 외부 핀 단자의 배치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장방형 
패키지(TSOP : thin small outline package)의 긴 변 방향에 따라 양측에 외부 핀 단자가 배치된다.   이 
패키지의 긴 변 방향에서 대향 단부에, 전원 전압 Vdd를 수신하는 핀 단자 P1 및 P23 및 접지 전압 Vss를 
수신하는 핀 단자 P2 및 P24가 배치된다.   전원 핀 단자 P1 및 접지 핀 단자 P2에 인접하여, 데이타 입
출력을 수행하기 위한 핀 단자 P3, P4... P7 및 P8이 배치된다.   이들 데이타 입출력 핀 단자 P3, P4, 
P7 및 P8 사이에, 데이타 입출력을 수행하는 버퍼 회로에 의해 이용되는 접지 전압 VssQ 및 전원 전압 
VddQ를 각각 공급하는 핀 단자 P5, P6, P9 및 P10가 배치된다.

패키지 중앙 근처에, 외부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핀 단자 P11∼P17가 배치된다.   핀 단자 P11에
는, 기록 인에이블 신호 ZWE가 인가된다.   핀 단자 P13에는,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ZCAS가 인가된
다.   핀 단자 P15에는,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ZRAS가 인가된다.   핀 단자 P17에는, 칩 셀렉트 신
호 ZCS가 인가된다.   핀 단자 P12에는, 이후에 설명하는 입력 버퍼에서 외부 신호의 하이 레벨 및 로우 
레벨의 판정 기준이 되는 기준 전위 Vref가 인가된다.   이 기준 전위 Vref는 또한 내부 회로에서 다른 
형태로 이용되어도 좋다.

핀 단자 P14에는, 이 SDRAM의 동작 타이밍을 규정하는 외부 클럭 신호 CLK가 인가된다.   핀 단자 P16에
는, 이 외부 클럭 신호 CLK의 유효/무효를 규정하는 클럭 인에이블 신호 CKE가 인가된다.   핀 단자 P18
에는, 외부 신호가 인가되지 않고, 비접속(NC) 상태로 된다.

패키지의 하부 핀 단자 P19, P20, P21 및 P22에는,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 Ad가 인가된다.

표준 DRAM과 상이한 SDRAM에서는, 클럭 신호 CLK의 상승시에 외부 제어 신호 ZWE, ZCAS, ZRAS 및 ZCS의 
상태에 의해, 실행되는 내부 동작이 규정된다.  그 동작 방식에 대해 다음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4a를 참조하면,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서, 칩 셀렉트 신호 ZCS 및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ZRAS를 L레벨로 설정하고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ZCAS 및 기록 인에이블 신호 ZWE를 H레벨로 설정하
면, 액티브 커맨드가 인가되어, 이 SDRAM의 내부 동작이 활성화된다.   즉, 이 액티브 커맨드에 따라, 
SDRAM에서 어드레스 신호 X가 취해지고, 어드레스 신호 X에 따라 메모리 셀 선택 동작이 개시된다.

도 1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서, 칩 셀렉트 신호 ZCS 및 열 어드레스 스트로
브 신호 ZCAS를 L레벨로 설정하고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ZRAS 및 기록 인에이블 신호 ZWE를 H레벨로 
설정하면, 판독 커맨드가 인가되어, 데이타 판독 모드가 지정된다.   이 판독 커맨드가 인가되면, 어드레
스 신호 Y가 취해지고 SDRAM에서는 이 어드레스 신호 Y에 따라 메모리 셀의 열 선택 동작이 수행되어, 선
택된 행 및 열의 메모리 셀의 데이타 Q가 출력된다.   통상, 이 판독 커맨드가 인가된 후, "ZCAS 레이턴
시(latency)"로 불리우는 클럭 사이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유효 데이타 Q가 출력된다.   도 14b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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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CAS 레이턴시가 1인 경우의 상태를 표시한다.     

도 14c를 참조하면,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서, 칩 셀렉트 신호 ZCS,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ZCAS 및 기록 인에이블 신호 ZWE를 L레벨로 설정하고,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ZRAS를 H레벨로 설정하
면, 기록 커맨드가 인가된다.   이 기록 커맨드가 인가되면, SDRAM의 데이타 기록 동작이 지정되고, 이 
기록 커맨드가 인가된 클럭 사이클에서 데이타 D가 SDRAM에서 취해지고 어드레스 신호 X, Y에 의해 지정
된 내부 선택 메모리 셀로 기록된다.

도 1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서, 칩 셀렉트 신호 ZCS,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ZRAS 및 기록 인에이블 신호 ZWE를 L레벨로 설정하고,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ZCAS를 H레벨로 
설정하면,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된다.   이 프리차지 커맨드가 인가되면, SDRAM은 내부가 프리차지 상
태로 복귀하고, 선택 상태로 된 메모리 셀이 모두 비선택 상태로 된다.   SDRAM의 내부 회로는 모두 프리
차지 상태(대기 상태)로 복귀한다.

이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에 동기하여 외부 신호, 즉 외부 제어 신호, 어드레스 신호, 및 기록 데이
타를 장치 내부에서 취함으로써, 외부 신호의 스큐 등에 의한 타이밍 마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고속으
로 내부 동작을 개시할 수 있으며, 고속 액세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데이타 입출력을 클럭 신호 
CLK에 동기하여 수행하므로, 데이타 기록/판독을 고속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통상 SDRAM에서
는, 판독 커맨드 또는 기록 커맨드를 인가하면, 그 때에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Y 어드레스)에 따라 버스
트 길이로 불리우는 수의 데이타가 연속해서 판독 또는 기록될 수 있다.

도 15는 SDRAM의 내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SDRAM은 외부 클럭 
신호 extCLK를 버퍼 처리하는 클럭 버퍼(1)와,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클럭 버퍼(1)의 출력 
신호에 동기하여 취하고 래치하여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를 생성하는 CKE 버퍼 회로(2)와,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의 활성화시 활성 상태로 되어, 클럭 버퍼(1)의 출력 신호에 따라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생성하는 내부 클럭 발생 회로(4)를 포함한다.  내부 클럭 발생 회로(4)는, 이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의 비활성화시, 즉 외부(내부) 클럭 신호의 무효 상태를 나타내는 때에는, 내부 클
럭 신호 intCLK를 L레벨로 고정한다.

SDRAM은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의 신호 ZCS, ZRAS, ZCAS, 및 ZWE를 수신하
고 래치하여 내부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외부 신호 입력 버퍼 회로(6)와, 외부 신호 입력 버퍼(6)로부터
의 내부 제어 신호에 따라 지정된 동작 모드를 지정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커맨드 디코더(8)와, 커맨드 디
코더(8)로부터의 내부 동작 모드 지정 신호에 따라 필요한 내부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내부 제어 신호 발
생 회로(10)를 더 포함한다.   이 내부 제어 신호 발생 회로(10)는 또한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동기하
여 동작하고, 각종 내부 제어 신호를 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따라 활성/비활성 상태로 한다.

SDRAM은 행렬 형태로 배열되는 다수의 메모리 셀 MC를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12)와,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동기하여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 비트 Ad0∼Adn을 수신하고 내부 어드레스 신호를 생성하
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14)와, 내부 제어 신호 발생 회로(10)로부터의 내부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활성 
상태로 되고 어드레스 버퍼 회로(14)로부터의 내부 행 어드레스 신호 X를 디코드하고, 메모리 셀 어레이
(12)의 메모리 셀의 대응하는 행을 선택하는 행 선택 회로(16)와, 내부 제어 신호 발생 회로(10)로부터의 
내부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활성 상태로 되고 어드레스 버퍼 회로(14)로부터의 내부 열 어드레스 신호 Y
에 따라 메모리 셀 어레이(12)의 메모리 셀 열을 선택하는 열 선택 회로(18)와, 내부 제어 신호 발생 회
로(10)의 제어하에 메모리 장치 내부에서 데이타의 입출력을 수행하는 데이타 입출력 버퍼 회로(20)와, 
내부 제어 신호 발생 회로(10)의 제어하에, 메모리 셀 어레이(12)의 선택된 메모리 셀과 데이타 입출력 
버퍼 회로(20)와의 사이에서 데이타의 통신을 수행하는 기록/판독 회로(22)를 포함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12)에서는, 메모리 셀의 각 행에 대응하여 워드선 WL이 배치되고, 메모리 셀 MC의 각 
열에 대응하여 비트 선쌍 BLP가 배치된다.

행 선택 관련 회로(16)는 행 어드레스 신호 X를 디코드하는 X 디코더, X 디코더의 출력 신호에 따라 선택 
워드선 WL을 선택 상태로 구동하는 워드선 드라이버, 및 이 선택 워드선 WL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MC의 
데이타를 검출, 증폭 및 래치하는 센스 앰프 및 센스 앰프의 활성/비활성을 제어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행 선택 관련 회로(18)는 비트 선쌍 BLP 각각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IO 게이트, 및 IO 게이트를 선택하기 
위해 열 어드레스 신호 Y를 디코드하는 Y 디코더를 포함한다.

기록/판독 회로(22)는 각각 데이타 기록용 및 데이타 판독용을 위한 다수의 레지스터를 포함하고, 내부 
제어 신호 발생 회로(10)로부터 인가되는 기록/판독 지시 신호에 응답하여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동기
하여, 데이타의 기록/판독을 실행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SDRAM에서 내부 동작 타이밍은, 모두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의해 결정된다.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에 의해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L레벨로 고정한 경우, 외부 신호(외부 기록 데이
타, 어드레스 신호 비트 및 외부 제어 신호)는 취해지지 않고, 내부 제어 신호 발생 회로(10)는 이전의 
클럭 사이클의 상태를 유지한다.   내부 신호의 상태 변화는 생기지 않고, 따라서 신호선의 충방전은 수
행되지 않게 되어, 소비 전류가 감소된다.

도 16a 및 도 16b는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6a에 도시
된 바와 같이, 클럭 사이클 0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H레벨인 때에는, 다음의 클럭 사이
클 1에서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동기하여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생성된다.   클럭 사이클 0에서 내
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태는 이전의 클럭 사이클에서 신호 extCKE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클럭 사이클 1에서,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 에지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L레벨로 
설정하면, 다음의 클럭 사이클 2에서, 내부 클럭 intCLK가 L레벨로 고정된다.   즉, 클럭 사이클 2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 클럭 사이클 2에서 SDRAM은 클럭 사이클 1과 동
일한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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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b는 데이타 기록/판독시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의 이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6b에서는, 외부 제어 신호 ZCS, ZRAS, ZCAS 및 ZWE는 총체적으로 커맨드로서 도시된다.

클럭 사이클 1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H레벨로 하고, 기록 커맨드를 인가하면, 이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 에지에서 데이타 D0이 취해진다.   외부 클럭 인에이블 extCKE를 L레벨로 설정
하면, 클럭 사이클 3에서 내부 클럭 신호의 발생이 정지된다.   이 상태에서는, 클럭 사이클 2에서 데이
타 D1이 취해지고, 클럭 사이클 3에서 외부 클럭 신호 extCLK가 상승해도, 내부 클럭 신호가 발생되지 않
으므로, 데이타 D2가 취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제어 장치인 CPU(중앙 처리 장치)는, 다음의 클럭 
사이클 4에서도 동일한 데이타 D2를 인가한다.   신호 extCKE가 H레벨로 복귀함에 따라, 클럭 사이클 4에
서 내부 클럭 신호가 발생되고 데이타 D2가 취해지며, 다음에 클럭 사이클 5에서 데이타 D3이 취해진다.   
도 16b에서, 버스트 길이는 4로 설정된 경우가 일예로서 표시된다.   여기에서, 버스트 길이는 기록 커맨
드 또는 판독 커맨드가 인가된 때, 연속해서 기록 또는 판독할 수 있는 데이타의 수를 표시한다.   따라
서, 데이타 기록시에,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1 클럭 사이클 기간 L레벨로 함으로써, 데이타 
D2의 유효 상태를 길게 하고, 데이타 D3의 기록 타이밍을 1 클럭 사이클 지연할 수 있다.   CPU가 기록 
데이타 D3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  데이타 D3이  생성될 때까지 기록 타이밍이 지연될 수 
있다.

이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이용함으로써,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 에지에서 연속해서 
기록 데이타를 인가하고, 클럭 사이클 4에서 데이타 D3을 기록해야 하는 경우에, 데이타 D3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서도, 이 데이타 D3이 준비될 때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CPU 동작 타
이밍에 따라 데이타의 기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클럭 사이클 6에서, 판독 커맨드가 인가되면,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H레벨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ZCAS 레이턴시가 경과한 후 클럭 사이클 10에서 유효 데이타 Q0이 출력되고, 클럭 사이클 
11, 12 및 13에서 각각 데이타 Q1, Q2 및 Q3가 판독된다.   여기에서, ZCAS 레이턴시가 3인 경우가 일예
로서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클럭 사이클 7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L레벨로 하면, 클
럭 사이클 8에서 내부 클럭 신호의 발생이 정지되므로, 데이타 판독 동작이 1 클럭 사이클 정지되고, 등
가적으로 ZCAS 레이턴시가 1사이클 길게 되고, 4 클럭 사이클 경과 후의 클럭 사이클 11에서 유효 데이타 
Q0이 출력된다.

클럭 사이클 11에서, 또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L레벨로 설정하면, 클럭 사이클 12에서 내
부 클럭 신호의 발생이 정지되므로, 클럭 사이클 11에서 내부적으로 판독되고 이 클럭 사이클 12에서 확
정된 데이타 Q1이 클럭 사이클 13에서도 유지된다.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이후 H레벨이므
로, 클럭 사이클 14 및 15에서, 나머지 데이타 Q2 및 Q3이 각각 판독된다.   따라서, 이 데이타 판독 동
작시에도 CPU가 데이타를 수신하도록 준비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SDRAM으로부터의 데이타 판독 타이
밍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데이타 입출력의 타이밍을 지연시키는 경우외에도, 내부 클럭 신호의 발생이 정지되므로, 외부 클럭 
신호  extCKE를  연속적으로  L레벨로  고정함으로써,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항상  L레벨로  고정될  수 
있다.   따라서, SDRAM의 내부 상태를 변화하지 않고, 소비 전류를 저감할 수 있다.   특히, 대기시에 외
부 클럭 신호 extCLK에 동기하여 외부 신호가 취해지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내부 신호의 
상태 변화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대기시의 소비 전류가 감소될 수 있다. 

도 17a는, 도 15에 도시된 클럭 버퍼(1) 및 내부 클럭 발생 회로(4)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7a를 참조하면, 클럭 버퍼(1)는 외부 클럭 신호 extCLK를 버퍼 처리하는 입력 버퍼(1a)와, 버퍼(1a)
의 출력 신호를 반전하는 인버터(1b)를 포함한다.   인버터(1b)로부터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출
력된다.   버퍼(1a)로부터 외부 클럭 신호 extCLK와 상보형의 논리를 갖는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이 생
성된다.

내부 클럭 발생 회로(4)는 CKE 버퍼(2)로부터의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와 버퍼(1a)로부터의 내
부 클럭 신호 intZCLK0을 수신하는 NOR 회로(4a)와, NOR 회로(4a')의 출력 신호를 반전하는 인버터(4b)를 
포함한다.   NOR 회로(4a')로부터 제 2 내부 클럭 신호로서의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출력되고, 인버터
(4b)로부터 상보형 내부 클럭 신호 intZCLK가 출력된다.

도 17b는 도 15에 도시된 CKE 버퍼(2)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7b를 참조하면, CKE 버
퍼(2)는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버퍼 처리하는 버퍼(2a)와, 버퍼(2a)의 출력 신호를 내부 클
럭 신호 intCLK0에 동기하여 래치하고 출력하는 제 1 래치 회로(2b)와, 이 제 1 래치 회로(2b)의 출력 신
호를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에 동기하여 래치하고 출력하는 제 2 래치 회로(2c)를 포함한다.

제 1 래치 회로(2b)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0 및 intZCLK0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 상태로 되는 3상 인
버터(21a)를 포함한다.   이 3상 인버터(21a)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L레벨인 때에 활성 상태로 되
고, 버퍼(2a)로부터 인가된 신호를 반전한다.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H레벨인 때, 이 3상 인버터
(21a)는 비활성 상태로 되어 출력 고 임피던스 상태로 된다.

제 1 래치 회로(2b)는 3상 인버터(21a)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인버터(21b)와, 인버터(21b)의 출력 신호
를 인버터(21b)의 입력부에 반전하여 전달하는 인버터(21c)와, 인버터(21b)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인버
터(21d)와, 내부 클럭 신호 intCLK0과 인버터(21d)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NAND 회로(21e)와,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과 인버터(21b)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NAND 회로(21)와, NAND 회로(21e)의 출력 신호를 
한쪽 입력에서 수신하는 NAND 회로(21g)와, NAND 회로(21f)의 출력 신호와 NAND 회로(21g)의 출력 신호 
CKE0을 수신하는 NAND 회로(21h)를 포함한다.   NAND 회로(21h)의 출력 신호는 NAND 회로(21e)의 다른쪽 
입력에 인가된다.   이 NAND 회로(21g 및 21h)는 플립플롭을 구성한다.

제 2 래치 회로(2c)는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과 NAND 회로(21g)의 출력 신호 CKE0을 수신하는 NAND 회
로(22a)와,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와 NAND 회로(21h)의 출력 신호 CKE0을 수신하는 NAND 회로(22b)와, 
NAND 회로(22a)의 출력 신호를 한쪽 입력에서 수신하는 NAND 회로(22c)와 NAND 회로(22b)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보형의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를 출력하는 NAND 회로(22c)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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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D 회로(22d)를 포함한다.   NAND 회로(22d)가 출력하는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는 NAND 회로
(22c)의 다른쪽 입력에 인가된다.   NAND 회로(22c)로부터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가 출력된다.   
이 NAND 게이트(22c 및 22d)는 플립플롭을 구성한다.   다음에, 이 도 17a에 도시된 클럭 버퍼 및 내부 
클럭 발생 회로 및 도 17b에 도시된 CKE 버퍼의 동작을 그 동작 파형도인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클럭 사이클 0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H레벨인 때에, 외부 클럭 신호 extCLK가 H레벨로 
올라가면, 클럭 버퍼(1)의 입력 버퍼(1a)로부터의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이 L레벨로 되고, 인버터(1b)
의 출력 신호가 H레벨로 올라간다.   CKE 버퍼(2)에서, 버퍼(2a)의 출력 신호는 L레벨이고(버퍼(2a)는 반
전 기능을 가짐), 제 1 래치 회로(2b)에서는, 3상 인버터(21a)가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상승에 응답
하여 출력 고 임피던스 상태로 되고, 인버터(21b 및 21c)에 의해, 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상승 전
에 인가된 H레벨의 신호가 래치된다.

NAND 회로(21e 및 21f) 각각은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상승에 응답하여 인버터로서 작용하고, 각각 인
버터(21d  및 21b)가 인가하는 신호를 반전하여 NAND  회로(21g  및 21h)로 인가한다.   이 상태에서는, 
NAND 회로(21e)의 출력 신호는 L레벨로 되고, 따라서 NAND 회로(21g)로부터 신호 CKE0은 H레벨로 된다.   
한편, 제 2 래치 회로(2c)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은 L레벨로 내려 간다.   따라서,   NAND 회로
(22a 및 22b)의 출력 신호는 H레벨로 되고, 제 2 래치 회로(2c)는 이 내부 클럭 신호 intZLK0의 하강 전
에 인가된 신호를 유지하는 래치 상태로 된다.   이 상태에서는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가 H레벨
로 되는 한현, 상보형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는 L레벨로 된다.   따라서, 내부 클럭 발생 회로
(4)에서는, NOR 회로(4a')가 인버터로서 작용하고, 클럭 버퍼(1)의 버퍼(1a)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반전
하여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생성한다.   신호 intCKE 및 intZCKE의 상태는 내부 클럭 신호 intZCLK의 
상승에 응답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클럭 사이클 0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발생되는지의 여부는 
이전의 사이클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클럭 사이클 1에서,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 에지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L레벨로 
설정한다.   이 상태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따라 H레벨로 상승하고, 
제 1 래치 회로(2b)는 버퍼(2a)로부터 인가되는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래치하고, 출력한다.   
따라서, 이 제 1 래치 회로(2b)의 출력 신호 CKE0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상승에 응답하여 L레벨로 
내려간다.   한편, 제 2 래치 회로(2c)는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가 L레벨이므로 래치 상태이고, 따라서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를 H레벨, 상보형의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를 L레벨로 유지한
다.

따라서, 클럭 사이클 1에서 NOR 회로(4a')가 인버터로서 작용하고, 버퍼(1a)로부터의 신호에 따라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생성된다.   이 클럭 사이클 1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외부 클럭 신호 extCL
K)이 L레벨로 내려가면, 제 1 래치 회로(2b)에서, 3상 인버터(21a)가 활성 상태로 되고, 버퍼(2a)로부터
의 H레벨의 신호를 반전한다.   그러나, NAND 회로(21d 및 21f)는 L레벨의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에 의
해, 각각의 출력 신호를 H레벨로 유지하므로, NAND 회로(21g 및 21h)의 출력 상태는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제 1 래치 회로(21b)의 출력 신호 CKE0은 L레벨로 유지된다.   한편, 제 2 래치 회로(2c)는 
내부 클럭 신호 int ZCLK0의 상승에 응답하여 스루(through) 상태로 되고, 제 1 래치 회로(2b)로부터 인
가된 신호를 통과시키고 래치한다.   이에 따라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가 L레벨로 되고, 상보형
의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는 H레벨로 된다.   

이 결과, 내부 클럭 발생 회로(4)에서는, NOR 회로(4a')의 출력 신호가 L레벨로 고정되고, 내부 클럭 신
호 intCLK가 L레벨로 고정된다.   제 2 래치 회로(2c)는 다음에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H레벨로 상승
할 때까지(즉,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L레벨로 내려갈 때까지)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를 L레
벨로 유지한다.   따라서, 클럭 사이클 2에서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0가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따
라 상승해도, NOR 회로(4a')는 그 출력 신호가 L레벨로 고정되어,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발생)이 
금지된다.

클럭 사이클 2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H레벨로 되면,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상승에 
응답하여, 제 1 래치 회로(2b)가 래치 상태로 되고, 그 때까지 취해진 H레벨의 신호에 따라 그 출력 신호 
CKE0를 H레벨로 복귀시킨다.

따라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하강에 응답하여, 제 2 래치 회로(2c)가 스루 상태로 되면,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가 H레벨로 되고, 상보형 내부 클럭 신호 intZCKE가 L레벨로 된다.   이에 따라, 클
럭 사이클 3에서는,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에 따라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H레벨로 상승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 1 래치 회로(2b)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에 따라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를 
래치하고 쉬프트하며, 제 2 래치 회로(2c)에서, 이 제 1 래치 회로(2b)의 출력 신호를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에 따라 쉬프트한다.   따라서,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는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반
(half) 사이클 지연하여 변화하고 그 변화 상태를 1 클럭 사이클 유지한다.   따라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내려간 후 확실하게 다음의 클럭 사이클 동안 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L레벨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하강에 응답하여, 제 2 래치 회로의 래치 상태를 해제하여 스루 
상태로 한다.   따라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H레벨로 된 상태에서는, 다음의 클럭 사이클
에서 확실하게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H레벨의 활성 상태로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는 제 1 및 제 2 래치 회로(2b 및 2c)에 의해,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에 따라 순차적으로 쉬프트 동작한다.   따라서, 확실하게 이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외부 클럭 신호의 무효 상태를 표시하는 L레벨로 되는 때, 다음의 클럭 사이클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L레벨로 고정할 수 있다.

시스템 구성 요소인 각종 반도체 장치의 동작의 고속화에 대응하여, 시스템내에서 고속으로 신호를 전달
하기 위해, 새로운 규격의 인터페이스가 제안되어 왔다.   이들 새로운 규격에는, GTL(거닝 트랜시버 로
직(Gunning Transceiver Logic)), CTT(센터 트랩트 터미네이티드(Center Trapped Terminated)), HSTL(하
이 스피드 트랜시버 로직(High Speed Transceiver Logic)), SSTL(스터브 시리즈 터이네이티드 로직(Stub 
Series  Terminated  Logic)  또는  스터브  시리즈  터미네이티드  트랜시버  로직(Stub  Series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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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iver Logic))이 있다.   이들 인터페이스에서는, 입력 신호의 진폭이 작게 되어 있으며, 신호선의 
충방전 시간을 짧게 하므로, 소비 전력의 감소 및 동작의 고속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HSTL 및 CTT
에서, 입력 신호의 진폭은 기준 전압 Vref에 대해 ±0.2 V의 범위로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신측의 
소자에 제공된 입력 버퍼는 이러한 소진폭의 신호를 증폭하도록 요구된다.   이들 새로운 규격은 기준 전
압에 대해 H레벨 및 L레벨의 진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력 버퍼는 차동 증폭 회로를 가져야 한다.

도 19는 종래의 입력 버퍼 제 1단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여기에서, 입력 버퍼 제 1단으로는 외
부 신호를 직접 수신하는 버퍼 회로 부분을 도시하고, 버퍼(1a, 2a)에 대응한다.

도 19를 참조하면, 제 1단의 입력 버퍼는 전원 전압 Vdd를 공급하는 전원 노드에 접속되는 한쪽 도통 노
드(소스)와, 노드 N1에 접속되는 게이트 및 다른쪽 도통 노드(드레인)를 갖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1
와, 전원 노드에 접속되는 한쪽 도통 노드와 노드 N1에 접속되는 게이트와 출력 노드 N2에 접속되는 다른
쪽 도통 노드를 갖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2와, 접지 전압 Vss를 공급하는 접지 노드에 접속되는 한쪽 
도통 노드와 기준 전압 Vref를 수신하도록 접속되는 게이트와 노드 N1에 접속되는 다른쪽 도통 노드를 갖
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Q1와, 접지 노드에 접속되는 한쪽 도통 노드와 외부 신호 EXT를 수신하도록 접
속되는 게이트와 출력 노드 N2에 접속되는 다른쪽 도통 노드를 갖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Q2를 포함한
다.   제 1단의 입력 버퍼의 구성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1  및 PQ2가 전류 미러 회로를 구성한다.   
외부 신호 EXT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제어 신호 ZCS, ZRAS, ZCAS 및 ZWE, 어드레스 신호 Add, 및 기록 
데이타 D중 어느 하나라도 좋다.

외부 신호 EXT가 기준 전위 Vref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Q2의 콘덕턴스가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Q1의 콘덕턴스보다도 높게 된다.   MOS 트랜지스터 NQ1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1로부
터 전류를 수신하고, 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1를 통해 흐르는 전류와 동일한 크기의 전류가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2를 통해 흐른다(MOS 트랜지스터 PQ1 및 PQ2의 사이즈가 동일한 경우).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MOS 트랜지스터 PQ2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모두 MOS 트랜지스터 NQ2를 통해 접지 노드로 방
전되어, 노드 N2는 L레벨로 된다.

한편, 외부 신호 EXT의 전위 레벨이 기준 전압 Vref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Q1의 
콘덕턴스가, MOS 트랜지스터 NQ2의 콘덕턴스보다도 크게 된다.   이 경우에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2
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Q2를 통해 흐르는 전류보다도 크게 되어, 노드 N2의 전위 
레벨은 H레벨로 된다.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차동 증폭 회로를 제 1단의 입력 버퍼에 이용함으로써, 외부 신호 EXT의 진폭
이 작은 경우에도, 고속으로 증폭하여 큰 진폭의 내부 신호 ZOUT를 생성할 수 있다.

기준 전압 Vref는 통상 전원 전압 Vdd와 접지 전압 Vss의 중간 전압 (Vdd+Vss)/2의 전위 레벨이다.   외
부 신호 EXT는 그 진폭이 Vref±0.2(HSTL  및 CTT  인터페이스의 경우 : GTL에서, Vref±0.05)로 작다.   
그러나, 대기시와 같이, 외부 신호 EXT의 전위 레벨이 전원 전압 Vdd 또는 접지 전압 Vss의 레벨로 고정
된 경우에도, 기준 전압 Vref는 중간 전위 레벨이므로, 이 차동 증폭 회로에서, 전원 노드로부터 접지 노
드로 항상 전류가 흐른다.   즉, 외부 신호 EXT가 전원 전압 Vdd 레벨인 경우에는, MOS 트랜지스터 NQ2를 
통해 접지 노드에 전류가 흐르는 한편, 외부 신호 EXT가 접지 전압 Vss 레벨의 경우, MOS 트랜지스터 NQ1
을 통해 접지 노드에 전류가 흐른다.

SDRAM의  기억  용량이  증대한  경우,  어드레스  신호  비트를  수신하는  입력  버퍼의  수가  증대하고, 다
(multiple)비트 데이타를 입출력하는 경우, 데이타 입력 버퍼의 수도 증대한다.   또한 SDRAM의 다기능화
에 따라, 외부 제어 신호의 종류도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 신호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따라 입력 버퍼의 수가 증가되고,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은 차동 증폭 회로를 제 1단 입력 버퍼로
서 이용한 경우, 이 차동 증폭 회로를 통해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가 크게 되어, 저소비 전류의 SDRAM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입력 버퍼의 소비 전류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클럭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외부 클럭 신호의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서도, 액세스 동작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확실하게 입력 버퍼의 소비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클럭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외부 클럭 신호에 따라 제 1 내부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클럭 버퍼 회로와, 외부 클럭 신호의 유효를 표시하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를 제 1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래치하여 이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시 활성 
상태로 되는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하는 래치 회로와,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를 지연하여 내
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하는 클럭 인에이블 회로와, 이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시 활성 
상태로 되고, 외부 클럭 신호에 따라 제 2 내부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내부 클럭 발생 회로와,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시 활성 상태로 되어,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버퍼 처리하는 입력 버퍼 회로
와, 제 2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입력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를 래치하고 내부 신호를 생성하는 내부 
신호 발생 회로를 포함한다.   

입력 버퍼 회로는 제 1 및 제 2 전원 공급 노드상의 전압을 이용하여 동작 전원 전압으로서 동작하고 이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의 비활성화시 상기 제 1 및 제 2 전원 공급 노드 사이의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차단하는 소자를 포함한다.

외부 클럭 신호는 제 1 및 제 2 전위 레벨 사이에서 변화한다.   래치 회로는 외부 클럭 신호의 유효를 
표시하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를, 제 1 내부 클럭 신호의 제 1 전위 레벨로부터 

25-6

1019970001214



제 2 전위 레벨로의 변화에 동기하여 래치하고 출력한다.   내부 신호 발생 회로는 래치 회로와 실질적으
로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입력 버퍼 회로로부터의 신호를 제 2 내부 클럭 신호의 제 1 전위 레벨로부터 제 
2 전위 레벨로의 변화에 응답하여 래치하며 내부 신호를 생성하고 출력한다.

제 1 내부 클럭 신호에 따라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가 생성되고, 
이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입력 버퍼 회로의 전류 경로를 차단한다.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에 따라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가 생성되며, 제 2 내부 클럭 신호의 발생이 정지되는 사이클에서, 장치 
내부는 그 이전의 사이클 상태가 유지된다.   따라서, 외부 신호를 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필요한 
때에만 입력 버퍼 회로를 동작 상태로 하고, 불필요한 때에는 입력 버퍼 회로의 전류 경로가 차단된다.   
따라서, 회로 동작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소비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제 1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가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생성
된다.   따라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 상태로 되는 사이클, 즉 내부 클럭 신호가 무효 상태로
부터 유효 상태로 복귀하는 사이클에서, 내부 클럭 신호가 무효 상태로 되는 사이클에서 입력 버퍼 인에
이블 신호가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취해져야 하는 외부 신호가 인가되기 
전에(셋업되기 전에)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를 활성 상태로 하여, 입력 버퍼 회로를 동작 상태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 동작시에도 확실하게 외부 신호의 셋업 시간을 유지할 수 있고, 외부 신호에 따라 
내부 신호를 확실하게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래치 회로와 내부 신호 발생 회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므로,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의 상태가 확정된 때, 이미 외부 신호가 취해지고 내부 신호가 확정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한 
외부 신호를 확실하게 장치내에서 취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 및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성, 측면 및 장점은 이하 첨부되는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의 상세
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출발 개념]

도 1은 본 발명의 출발점으로서의 SDRAM의 주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에서 SDRAM은 
외부  클럭  신호  extCLK를  버퍼  처리하고  중간  클럭  신호  CLKX  및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  및 
intZCLK0을 생성하는 클럭 버퍼 회로(1)와,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 상
태로 되고 중간 클럭 신호 CLKX로부터 제 2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을 생성하는 내부 클럭 발생 회로(4)
를 포함한다.    이들 회로(1  및 4)의 구성은,  이후 상세히 설명된다.    내부 클럭 신호 intCLK0  및 
intZCLK0은 중간 클럭 신호 CLKX를 버퍼 처리하여 생성된다.

SDRAM은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버퍼 처리하는 버퍼 회로(2a)와, 이 버퍼 회로(2a)의 출력 신
호를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에 동기하여 래치하고 출력하는 제 1 래치 회로(2b)와, 이 제 1 래치 
회로(2b)의 출력 신호를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에 동기하여 래치하고 출력하는 제 2 래치 회로
(2c)를 더 포함한다.   제 2 래치 회로(2c)로부터,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 및 intZCKE가 출력된
다.   버퍼 회로(2a), 래치 회로(2b 및 2c)의 구성은 이전의 도 17b에 도시된 구성과 동일하다.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가 H레벨인 때에는, 외부 클럭 신호(내부 클럭 신호)의 유효 상태가 지시되고,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가 L레벨인 때에는, 외부 클럭 신호(내부 클럭 신호)의 무효 상태가 지시된다.

입력 버퍼(30)는 기준 전압 Vref와 외부 신호(제어 신호, 어드레스 신호 및 기록 데이타중 어느 하나) 
EXT를 차동적으로 증폭하고, 출력 신호 ZOUT를 생성한다.   입력 버퍼 회로(30)는 이전의 도 19에 도시된 
제 1단의 입력 버퍼와 유사하고, 전류 미러 회로를 구성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1 및 PQ2와, 기준 
전압 Vref와 외부 신호 EXT를 비교하는 비교단을 구성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Q1 및 NQ2를 포함한다.   

이 입력 버퍼(30)는 전원 노드(31)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1 및 PQ2의 각각의 한쪽 도통 노드 사이에 
접속되어 그 게이트에서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를 수신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3와, MOS 
트랜지스터 NQ2와 병렬로 제공되어 그 게이트에서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를 수신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T를 더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구성의 동작을 그 동작 파형도인 도 2를 참조하여 설
명한다.   클럭 사이클 0보다 이전의 클럭 사이클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는 H레벨로 설정
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클럭 사이클 0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는 H레벨로 설정되고,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유효
가 지정된다.   이 상태에서는, 이전의 클럭 사이클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는 H레벨로 유지
되어 있으므로, 클럭 버퍼 회로(1)로부터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이 생성되면, 이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에 따라 내부 클럭 발생 회로(4)로부터 내부 클럭 신호 iniCLK가 발생된다.   여기에서, "발생된
다"라는 의미는 클럭 신호가 L레벨(제 1 전위 레벨)로부터 H레벨(제 2 전위 레벨)로 올라가는 상태를 표
시한다.    이  상태에서는,  입력 버퍼(30)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3는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가 L레벨인 도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외부 신호 EXT와 기준 전압 Vref와의 비교를 수행하
고, 그 비교 결과에 따라 출력 신호 ZOUT를 생성한다.

클럭 사이클 1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L레벨로 설정되고,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무효
가 지정된다.   이 상태에서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은 클럭 버퍼(1)로부터 발생되고 래치 회로(2b 및 
2c)에 인가된다.   래치 회로(2b 및 2c)는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반 클럭 사이클 지연하여 전달한다.   따라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H레벨인 동안, 래치 회로(2c)는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는 L레벨을 유지한다.   따라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발생되고, 입력 버퍼 회로(30)가 동작하며, 외부 신호 EXT와 기준 전압 Vref와의 비
교를 수행한다.

클럭 사이클 1에서,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L레벨로 내려가면, 래치 회로(2c)가 스루 상태로 되
고, 제 1 래치 회로(2b)로부터 인가된 신호를 취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내부 클럭 인에이
블 신호 intZCKE가 H레벨로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3가 비도통 상태로 되고, n채널 MOS 트랜지스
터 NT가 도통 상태로 된다.   이에 따라, 입력 버퍼 회로(30)를 통해 전원 노드(31)로부터 접지 노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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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차단된다.   출력 신호 ZOUT는 MOS 트랜지스터 NT에 의해 방전되어, L레벨을 
유지한다.   MOS 트랜지스터 NT에 의해, 외부 신호 EXT가 L레벨인 때에도 출력 노드 N2가 고 임피던스 상
태로 되지 않음으로써 신호 ZOUT가 노이즈의 영양을 받기 쉽게 되는 것이 방지된다.   이 클럭 사이클 1
에서,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 에지에서 인가된 외부 신호 EXT((a))가 취해져서 내부 동작이 실행
된다.

클럭 사이클 2에서, 외부 클럭 신호 extCLK가 H레벨로 상승하면,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H레벨로 
상승한다.   이 상태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는 H레벨로 복귀하고, 외부 클럭 신호 extCLK
의 유효 상태가 지정된다.   그러나, 래치 회로(2c)는 L레벨의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에 의해 래치 상
태를 유지하고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는 H레벨을 유지한다.   유사하게,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는 L레벨의 비활성 상태이고, 따라서 내부 클럭 발생 회로(4)로부터의 내부 클럭 신호 intCLK
는 L레벨을 유지한다.   

이 상태에서는, 내부 동작이 수행되지 않으므로, 이 클럭 사이클 2에서 인가된 외부 신호 EXT((b))가 발
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입력 버퍼 회로(30)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3가 비도통 상태로 되고, 이 
입력 버퍼 회로(30)가 비동작 상태로 되어도 내부 동작에 대해 어떠한 악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클럭 사이클 2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L레벨로 내려가면, 제 1 래치 회로(2b)가 래치 상태로 되
고, 또한 제 2 래치 회로(2c)가 스루 상태로 되며, 내부 클럭 신호 intCKE가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에 따라 H레벨로 되고, 또한 상보형의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가 L레벨로 된다.   이에 
따라,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3가 도통 상태로 되고, 또한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T가 비도통 상태로 되
며, 입력 버퍼 회로(30)가 작동 상태로 된다.

따라서, 클럭 사이클 3에서,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 에지에서 외부 신호 EXT를 취하고, 입력 버퍼 
회로(30)에 의해 이것을 증폭하여 내부 신호를 생성하고 내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에 대해, 외부 신호 EXT의 셋업 시간 tsu 및 홀드 시간 thd가 규정된다.   
이들 시간은 정확하게 내부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외부 신호를 확정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도록 규정된
다.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하강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클럭 사이클 1에서 외부 신호 EXT((a))의 홀드 시간 thd가 확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클럭  사이클  1에서  외부  신호  EXT((a))를  취할  수  있다.    클럭  사이클  2에서  인가되는  외부  신호 
EXT((b))에 대해서는, 외부 신호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동기하여 취해져서 발생된다.   따라서, 이 
외부 신호 EXT((b))를 취하는 것이 확실하게 방지된다.

또한, 외부 클럭 신호 extCLK가 무효 상태로부터 유효 상태로 복귀하는 때, 즉 클럭 사이클 2로부터 클럭 
사이클  3으로의  이행시에,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가  L레벨로  되는  시점은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하강 시점에 대응하고, 클럭 사이클 3에서 취해져야 하는 외부 신호 EXT의 셋업 개시 시점보다
도  빠른  시점이다.    따라서,  외부  신호  EXT((c))에  대해,  확실하게  셋업  시간  tsu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이 외부 신호 EXT((c))를 취하고 내부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중간 클럭 신호 
CLKX를 버퍼 처리하고 내부 클럭 신호 intCLK0 및 intCLK를 생성함으로써,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빠른 
타이밍에서 발생할 수 있어, 내부 동작 개시 타이밍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외부  클럭  신호  extCLK가  비교적  저속이고,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의  L레벨로의  이행 
타이밍과, 외부 신호 EXT((c))의 셋업 개시 시점과의 시간차 tr이 양(positive)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때
에 입력 버퍼 회로(30)의 동작을 입력 버퍼 회로(30)의 동작을 정지시킨 후에 이 입력 버퍼 회로를 작동 
상태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외부 신호 EXT를 취하고 내부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클럭 신호 extCLK가 고속의 클럭 신호이고, 외부 신호 EXT의 셋업 시간 tsu가 외부 클럭 신
호 extCLK의 반 사이클 시간에 가깝게 된 경우, 정확하게 외부 신호 EXT를 취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조건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을 참조하면, 클럭 사이클 0에서 신호 intCKE, intZCKE 및 intCLK의 상태는 이전의 클럭 사이클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LK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클럭 사이클 1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
호 extCKE를 L레벨로 설정하고, 클럭 사이클 2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발생이 정지된다.   클럭 사
이클 3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재차 발생된다.   클럭 사이클 2에서, 제 1 내부 클럭 신호 CLK0이 
L레벨로  되고  나서  제  2  래치  회로(2c)에서의  지연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가 L레벨로 변화한다.   한편 이 때, 클럭 사이클 3에서 취해져야 하는 외부 신호 EXT((c))가 셋
업된다.   홀드 시간 thd 및 셋업 시간 tsu는 사양에 따라 결정된 일정값이다.   외부 클럭 신호 extCLK
의 주기가 짧은 때, 이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가 L레벨로 되는 것이 외부 신호 EXT((c))가 셋
업된 다음에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가 L레벨로 되는 타이밍과, 외
부 신호 EXT가 셋업되는 타이밍과의 시간차(이하, 리세트 시간으로 언급됨) tr이 음으로 되면, 외부 신호 
EXT의 셋업 시간 tsu가 실질적으로 짧게 되므로, 정확하게 이 외부 신호 EXT((c))를 취하여, 내부 신호를 
생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하, 고속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작용하는 경우에도, 확실하게 외부 신호를 취할 수 있는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SDRAM의 주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에서, 도 1에 
도시된 구성과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 참조부호를 붙이고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4에 도시된 
구성에서, 외부 신호 EXT를 수신하는 입력 버퍼 회로(30)의 전류 경로 차단용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3의 게이트에는, 제 1 래치 회로(2b)의 출력 신호 intZCKE0이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로서 인가된다.   
이  제  2  래치  회로(2c)로부터의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는,  내부  클럭  발생  회로(4)에 
인가되어,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유효/무효를 제어한다.   입력 버퍼 회로(30)의 출력 신호는 내부 클
럭  발생  회로(4)로부터의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응답하여  래치  상태로  되는  래치  회로(3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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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다.   래치 회로(35)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에 따라 입력 버퍼 회로(30)로부터 인가된 신
호를 취하고, 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L레벨인 동안 신호를 래치한다.   이 래치 회로(35)로부터의 
내부 신호 intCOM은 내부 제어 신호(커맨드를 생성하는 외부 제어 신호에 대응함), 어드레스 신호 비트 
또는 내부 기록 데이타중 임의의 것이고, 각각 커맨드 디코더, 어드레스 디코더 또는 기록 회로로 인가된
다(도 15 참조).

다음에 도 4에 도시된 구성의 동작을 그 타이밍도인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클럭 사이클 0에서 신호 intCKE 및 intCLK의 상태는 이전의 클럭 사이클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클럭 사이클 1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에서 L레벨로 설정
되어, 외부 클럭 신호의 무효가 지정된다.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상승에 동기하여, 클럭 버퍼(1)로
부터의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H레벨로 상승한다.   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상승에 동기하여 래
치 회로(2b)는 버퍼 회로(2a)로부터 인가된 신호를 취하여 래치하며,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하강에 
응답하여 래치 상태로 된다.   따라서 래치 회로(2b)로부터의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은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올라가면 H레벨로 올라가고, 입력 버퍼 회로(30)의 전류 경로 차단용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3를 비도통 상태로 한다.

래치 회로(35)는 래치 회로(2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상세한 구성은 이하 기술된다.   내
부 클럭 신호 intCLK가 H레벨로 상승하면 래치 회로(35)는 스루 상태로 되고, 이 입력 버퍼 회로(30)로부
터 인가되는 신호를 취하며,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L레벨인 때에 래치 상태로 된다.   입력 버퍼 인에
이블 신호 intZCKE0이 H레벨로 상승한 시점에서는, 이미 래치 회로(35)에서 이 입력 버퍼 회로(30)의 출
력 신호가 취해지고, 내부 신호 intCOM은 외부 신호 EXT에 대응한 상태에 있다.

다음에 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L레벨로 내려가면, 래치 회로(2c)가 스루 상태로 되고, 래치 회로
(2b)의 출력 신호에 따라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가 H레벨로 되고(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가 L레벨로 되고), 내부 클럭 발생 회로(4)가 디스에이블 상태로 되어,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L
레벨로 고정한다.   따라서, 클럭 사이클 2에서,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따라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이 변화해도, 내부 클럭 발생 회로(4)로부터의 내부 클럭 신호 intCLK는 L레벨을 유지한다.   이 
클럭 사이클 2에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는 H레벨로 복귀하고,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상
승에 응답하여, 래치 회로(2b)가 스루 상태로 되어,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을 L레벨로 복귀시
킨다.   이에 따라,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3이 도통 상태로 되어, 입력 버퍼 회로(30)는 작동 상태로 
된다.   이 때, 외부 신호 EXT((b))는 래치 회로(35)로 취해지지 않는다(내부 클럭 신호 intCLK는 L레벨
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내부  신호  intCOM은  이전의  클럭  사이클  1에서  인가된  외부  신호 
EXT((a))에 대응하는 상태(a)를 유지한다.

다음에,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따라 L레벨로 되면, 래치 회로(2c)가 스루 
상태로 되고, L레벨의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CKE0에 따라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가 L레
벨(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가 H레벨)로 복귀하고, 내부 클럭 발생 회로(4)는 작동 상태로 된다.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가 H레벨로 상승하는 타이밍이 다음의 클럭 사이클 3에서 취해지는 외부 
신호 EXT((c))의 셋업 타이밍보다 늦은 경우에도,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은 이미 L레벨의 활
성 상태로 복귀하고, 리세트 시간 tr이 거의 반 사이클 기간이므로, 입력 버퍼 회로(30)는 확실하게 외부 
신호 EXT를 버퍼 처리하여 래치 회로(35)에 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
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래치 회로(2b)로부터의 신호 intZCKE0을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로서 이용함으로
써, 외부 클럭 신호 extCLK가 고속의 클럭 신호이어도, 리세트 시간 tr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고
속 동작시에도 소비 전류를 감소시키고 확실하게 외부 신호를 취하여 내부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클럭 사이클 3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상승에 동기하여,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올라가고 래치 
회로(35)는 입력 버퍼 회로(30)로부터 인가된 외부 신호 EXT((c))를 취하며, 내부 신호 intCOM((c))를 출
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내부 클럭 신호 intZCKE보다도 빠른 타이밍에서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에 동기
하여 변화하는 신호 intZCKE0을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로서 이용하여, 입력 버퍼 회로(30)의 전원 공급 
노드들(전원 노드(31) 및 접지 노드(32)를 포함함)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고속 동
작시에도, 입력 버퍼 회로를 필요한 때에만 동작시키면서 외부 신호의 셋업 시간을 유지할 수 있고, 정확
하게 외부 신호 EXT를 취하여 내부 신호 intCOM을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속이고 소비 전류가 낮
게 동작하는 SDRAM을 얻을 수 있다.

[클럭 버퍼 회로의 구성]

도  6은  도  4에  도시된  클럭  버퍼  회로(1)  및  내부  클럭  발생  회로(4)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클럭 버퍼(1)는 외부 클럭 신호 extCLK를 수신하고 버퍼 처리하는 버퍼 회
로(1a)와, 버퍼 회로(1a)의 출력 신호를 반전하는 인버터(1c)와, 전원 전압 Vcc와 인버터(1c)의 출력 신
호를 수신하는 NAND 회로(1d)와, NAND 회로(1d)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1e)를 포함한다.   NAND 회로
(1d)로부터 상보형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이 출력되고, 인버터(1e)로부터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출력된다.   버퍼 회로(1a)는, 예를 들면 전류 미러형 차동 증폭 회로의 구성을 갖는다.   이 
버퍼 회로(1a)는 항상 동작하여 외부 클럭 신호 extCLK를 버퍼 처리하고 반전하여 출력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이 인버터(1c)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 외부 신호 
EXT의 셋업 시간 tsu에 대해, 이 인버터(1c)의 지연 시간 tsu'가 실효적인 셋업 시간으로서 부가되는데, 
그 이유는 외부 신호 EXT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동기하여 취해지고 래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외부 신호 EXT의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대한 셋업 시간 tsu를 짧게 해도, 내부에서 충분한 셋업 시
간 (tsu + tsu')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이클 기간을 짧게 할 수 있게 되어, 고속 동작이 가능해 
진다.  이 셋업 시간 및 홀드 시간은 내부 신호를 확실하게 생성하기 위해 내부 액세스 동작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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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신호를 사전설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이들 시간이 짧을수록, 
클럭 사이클 기간이 짧게 될 수 있다.   유사하게,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에 대해서도, 내부 클
럭 신호 intCLK0이 인버터(1c)에 의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 셋업 시간을 실효적으로 길게 할 수 있다.

내부 클럭 발생 회로(4)는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와 인버터(1c)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NAND 
회로(4a)와, NAND 회로(4a)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인버터(4b)를 포함한다.   NAND 회로(4a)로부터 상보
형 내부 클럭 신호 intZCLK가 출력되고, 인버터(4b)로부터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출력된다.

NAND 회로(4a)는 인버터(1c)의 출력 신호와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를 수신하는 AND 회로로 치환
되어도 좋다.   그 경우, 인버터(1c)로부터는 외부 클럭 신호 extCLK와 역상(opposite phase)의 클럭 신
호가 출력된다.   NAND 회로(1d 및 4a)에 의해 내부 클럭 신호 intCLK0 및 intZCLK의 지연 시간은 동일하
게 되므로, 빠른 타이밍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를 상승시켜 외부 신호를 래치하고 내부 신호 intCOM
을 확정 상태로 할 수 있게 되어, 내부 동작 개시 타이밍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도 7a 및 도 7b는 도 6에 도시된 클럭 버퍼 회로(1)의 변경예의 구성 및 동작을 각각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7a를 참조하면, 클럭 버퍼 회로(1)는 인버터(1c)의 출력 신호 CLKX를 반전하고 지연하는 지연 회로
(1g)와, 인버터(1c)의 출력 신호와 지연 회로(1g)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AND 회로(1h)와, AND 회로(1
h)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인버터(1f)를  포함한다.    AND  회로(1h)로부터  상보형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이 출력되고, 인버터(1f)로부터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출력된다.

도 7a에 도시된 구성의 경우, AND 회로(1h)로부터는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버터(1c)의 입력 신호 
Φ의 하강에 응답하여, 지연 회로(1g)가 갖는 지연 시간 동안 H레벨로 되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출
력된다.   내부 클럭 신호 intCLK0 및 intCLK의 상승시에만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동기하고, 그 하강
시에는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하강에는 동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SDRAM에서는, 입력단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 및 intCLK의 상승에 동기하여 래치 회로가 래치 동작을 수행하므로, 확실하게 외부 신
호를 취하여 내부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지연 회로(1g)가 갖는 지연 시간은 1 클럭 사이클 시간보
다도 짧다.   그러나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연 시간은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반 사이클보다도 
짧아도 좋고, 또는 길어도 좋다(긴 경우는 파선으로 도시됨).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필요한 최소 H
레벨 기간이 확보되어 있으면 좋다.

도 8은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 및 내부 신호 intCOM을 발생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도시하
는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CKE 버퍼(2)는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수신하는 
버퍼(2a)와, 버퍼(2a)의 출력 신호를 지연하는 지연 회로(2d)와, 지연 회로(2d)의 출력 신호를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에 동기하여 취하고 래치하며 쉬프트하여 출력/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CKE0  및 
intZCKE0을  생성하는  래치  회로(2b)와,  이  래치  회로(2b)의  출력  신호를  이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에 동기하여 취하고 래치하며 출력하는 래치 회로(2c)를 포함한다.

래치 회로(2b)는 도 17b에 도시된 구성과 유사하게,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L레벨인 때에 스루 상태로 
되고,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H레벨인 때에 래치 상태로 되는 래치(2ba)와,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L레벨인 때에 래치 상태로 되고,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H레벨인 때에 스루 상태로 되는 래치
(2bb)를 포함한다.   이 제 1 래치(2ba) 및 제 2 래치(2bb)의 구성은 도 17b에 도시된 구성과 유사하고,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붙인다.   또한, 제 2 래치 회로(2c)의 내부 구성도, 도 17b에 도
시된 구성과 유사하고,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붙인다.

외부 신호 EXT로부터 내부 신호 intCOM을 생성하는 입력 버퍼 회로는,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
에 동기하여 선택적으로 활성 상태로 되는 입력 버퍼(30)와, 입력 버퍼(30)의 출력 신호를 지연하는 지연 
회로(37)와, 지연 회로(37)의 출력 신호를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동기하여 취하고 래치하며 쉬프트하
여 내부 신호 intCOM 및 intZCOM을 생성하는 래치 회로(35)를 포함한다.   이 래치 회로(35)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이 L레벨인 때에 스루 상태로 되고,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H레벨인 때에 래치 상태로 되는 
래치(35a)와,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H레벨인 때에 스루 상태로 되며,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L레벨
인 때에 래치 상태로 되는 래치(35b)를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버퍼와 유사하게, 입력 버퍼(30)는 전류 미러형 차동 증폭 회로의 구성을 갖고,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이 L레벨인 때에 작동 상태로 되고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이 H레벨인 
때에 그 전류 경로가 차단되고 비작동 상태로 된다.

래치(35a)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 및 intZCLK에 동기하여 선택적으로 작동 상태로 되고 지연 회로(37)
의 출력 신호를 반전하는 3상 인버터(41a)와, 3상 인버터(41a)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인버터(41b)와, 
인버터(41b)의 출력 신호를 반전하여 인버터(41b)의 입력부에 전달하는 인버터(41c)와, 인버터(41b)의 출
력 신호를 반전하는 인버터(41d)를 포함한다.   인버터(41b 및 41c)는 래치 회로를 구성한다.   3상 인버
터(41a)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L레벨이고, 상보형 내부 클럭 신호 intZCLK가 H레벨인 때에는 작동 
상태로 되어 인버터로서 작용하며,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H레벨이고 상보형 내부 클럭 신호 intZCLK가 
L레벨인 때에는 출력 고 임피던스 상태로 된다.

래치 회로(35b)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와 인버터(41d)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NAND 회로(41e)와, 내부 
클럭 신호 intCLK와 인버터(41b)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NAND 회로(41f)와, NAND 회로(41e)의 출력 신호
를 그 한쪽 입력에서 수신하고 내부 신호 intCOM을 출력하는 NAND 회로(41g)와, NAND 회로(41f)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고 상보형 내부 신호 intZCOM을 출력하는 NAND 회로(41h)를 포함한다.   NAND 회로(41h)가 
출력하는 신호 intZCOM는 NAND 회로(41g)의 다른쪽 입력에도 인가된다.

래치 회로(2b)와 래치 회로(35)는 래치하고 쉬프트하는 타이밍을 규정하는 클럭 신호를 제외하고, 그 내
부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제 1  내부 신호 intCLK0은 도 1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버터(1b)를 통해 출력되고, 내부 클럭 신호 
intCLK는 NOR 회로(4a')를 통해 출력된다.   상보형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은 지연 회로(1c)에서 
출력되고, 상보형 내부 클럭 신호 intCLK는 NOR 회로(4a')로부터 인버터(4b)를 통해 출력된다.   따라서, 

25-10

1019970001214



내부 신호 intCLK0 및 intCLK의 변화 타이밍의 차는 대략 이 인버터(1b)와 NOR 회로(4a')에서 지연 시간
의 차이고,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값이다.

유사하게, 상보형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이, 지연 회로로부터 2 단의 인버터를 통해 출력되는 구
성으로  되면,  상보형  내부  클럭  신호  intZCLK  및  intZCLK0은  거의  동일한  타이밍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이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에 따라 H레벨로 되는 때, 
이 내부 신호 intCOM도 이미 외부 신호 EXT의 상태에 대응하는 상태로 변화하여, 래치(35b)에 의해 유지
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이 빠른 타이밍으로 비활성 상
태(H 레벨)로 되어도, 그 때까지는 외부 신호 EXT는 이미 래치 회로(35)에 의해 내부 신호 intCOM으로서 
래치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도 17a의 배치는 도 8의 배치와 조합될 수 있어 소망하
는 효과를 얻게 된다.   지연 회로(2d 및 37)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9는 도 6 내지 도 8에 도시된 버퍼 회로(1a, 2a 및 30) 각각의 다음단에 제공된 지연 회로(1c, 2d 및 
37)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외부 클럭 신호 extCLK는 지연 회로(1c)
에 의해 시간 Td0만큼 지연된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으로 변화된다.   내부 클럭 신호 intCLK는, 
NOR 게이트(4a') 또는 NAND 게이트(4a)의 지연을 고려하면,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대해 시간 Td1만큼 
지연하여 변화한다.

외부 신호 EXT((a))가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대해 셋업 시간 Tsu를 갖고,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대
한 홀드 시간이 0인 경우를 고려한다.   이 경우, 외부 신호 EXT는 지연 회로(37)에 의한 시간 Td2만큼 
지연된다.   따라서 이 경우, 이 지연 회로(37)의 출력 신호 (a)는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대해 다음 
식으로 표시되는 셋업 시간 tsu 및 홀드 시간 th를 갖는다.

tsu = Tsu + Td1 - Td2

th = Th(=0) + Td2 -Td1

따라서, Td2 ＞ Td1 인 조건이 만족되면, 외부 신호 EXT의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대한 홀드 시간이 0
인 경우에도,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대한 홀드 시간 th가 양의 값 (Td2 - Td1)을 가지므로, 빠른 타이
밍으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이 올라가도(Td0은 매우 작음), 확실하게 외부 신호 EXT를 취하고, 제 1 
래치(35a)의 출력 신호 intCOM0을 확정 상태로 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신호 EXT((c))의 경우, 지연 회로(37)가 출력하는 신호의 내부 클럭 신호 intCLK에 대한 셋업 
시간 tsu는 외부 신호 EXT((c))의 외부 클럭 신호 extCLK에 대한 셋업 시간 Tsu보다도 짧게 된다.   따라
서, 필요한 최소한의 셋업 시간 tsu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신호 EXT((c))의 셋업 타이밍을 빠르게 
할 필요가 생긴다.   이 지연 시간 Td2는 지연 회로(37)의 출력 신호의 홀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
되는 것이고, 그 값은 리세트 시간 tr보다도 충분히 작다(홀드 시간은 셋업 시간보다도 짧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도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이 L레벨로 내려가는 타이밍은 외부 신호 EXT((c))의 셋
업 타이밍보다도 충분히 빠르므로, 고속 동작시에도 확실하게 외부 신호 EXT의 셋업을 수행할 수 있다.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무효시,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은 제 1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상승에 동기하여 H레벨로 된다.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은 도 8에 도시된 래치(2bb)를 통해 
생성된다.   따라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H레벨로의 상승으로부터, 2단의 게이트(NAND 회로)의 지
연이 적어도 요구된다.   한편, 내부 클럭 신호 intCLK는 제 1단의 게이트(NOR 회로(4a))에 의해, 내부 
클럭 신호 intZCLK0에 따라 생성된다.   따라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상승으로부터, 입력 버퍼 인에
이블 신호 intZCKE0의 상승은 적어도 제 1단의 게이트 만큼 지연된다.   이 때, 내부 클럭 신호 intCLK와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의 상승 사이의 시간 차가 작고, 래치 회로(35)에 의해 외부 신호 EXT
가 취해지기 전에 입력 버퍼(30)가 비활성 상태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L레벨
인 때에는, 3상 인버터(41a)가 작동 상태로 되고, 그 출력 신호는 래치(41b 및 41c)에 의해 래치되며, 지
연 회로(37)의 출력 신호가, 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L레벨로부터 H레벨로 천이시에 확정 상태이면, 
확실하게 외부 신호 EXT를 취하고 래치하여 내부 신호 intCOM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특히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0 및 intCLK가 거의 동일한 타이밍으로 생성
되는 경우, 래치 회로(2b 및 35)는 동일한 구성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이 L레벨로부터 H레벨로 변화하는 때, 내부 신호 intCOM도 외부 신호 EXT에 따른 상태로 설정되
어 있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타이밍으로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이 올라가
도, 확실하게 외부 신호 EXT를 취하여 내부 신호 intCOM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 6 및 도 8의 배
치의 조합이 보다 유용하다.

상술한 설명에서는, 1 클럭 사이클 기간만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L레벨로 되는 동작이 설명
되었다.   그러나, 대기시에 연속적으로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L레벨로 설정하면,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CKE0은 연속적으로 H레벨을 유지하고, 입력 버퍼(30)의 전류 경로가 대기 동안 차단되
므로, 소비 전류가 감소될 수 있다.

도 10a는 CKE 버퍼의 변경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a에 도시된 CKE 버퍼의 구성에서는, 내
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 및 intZCKE를 출력하는 플립플롭(2c)을 대신하여, 래치 회로(2d)로부터의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CKE0 및 intZCKE0을 각각 지연하는 지연 회로(2e)가 제공된다.   지연 회로
(2e)는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CKE0을 지연해서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2ea)와,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을 지연해서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ZCKE를 출력하
는 지연 회로(2eb)를 포함한다.

도 10a에 도시된 바와 같은 지연 회로(2e)에 의해,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CKE0이 내부 클럭 신호 intCLK0의 상승에 동기하여 내려가는 경우, 소정 기간(지연 회로(2e)가 갖는 
지연 시간) 경과 후에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0이 L레벨로 내려간다.   플립플롭(2c)은 외부 클
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를 반 사이클 지연해서 전달하고 1 클럭 사이클 기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1클럭  사이클  기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은  래치  회로(2b)에  의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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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지연 회로(2e)를 이용해도, 확실하게 활성 상태의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extCKE가 인가된 
다음의 사이클에서 내부 클럭 신호 intCLK의 발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지연 회로(2e)를 이용하는 경우, 그 지연 시간에 의해,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H레벨인 동안,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intCKE가 L레벨로 될 가능상이 존재한다.   이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지연 회로(2ea 
및 2eb)의 지연 시간을 반 사이클 이상, 1 클럭 사이클 미만으로 설정해야 한다.   

클럭 주파수가 상이하면, 1클럭의 기간도 상이하므로, 내부 클럭 신호 intCLK0(intCLK)가 H레벨인 때의 
기간 길이도 상이하다.   이 경우, 지연 회로(2ea 및 2eb) 각각에서 다수의 지연 시간을 실현하는 다수의 
지연 소자를 제공하고, 이용되는 외부 클럭 신호 extCLK의 주파수에 따라 그의 대응하는 지연 시간의 지
연 소자를 선택하는 구성이 이용되면 좋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는, 예를 들면 SDRAM에 통상 제공되는 
커맨드 레지스터에, 지연 시간 선택용의 데이타를 저장하고, 종속 접속된 지연 소자를 그 저장 데이타에 
따라 선택적으로 단락하는 구성을 이용할 수 있다.

[입력 버퍼 회로의 변경예 1]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서 이용되는 입력 버퍼 회로의 변경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입력 버퍼(30)는 외부 신호 EXT와 기준 전압 Vref를 차동적으로 증폭하는 차동 증폭 회로
(30a)와, 이 차동 증폭 회로(30a)의 내부 접지 노드(차동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공통 소스 노드)와 접
지 노드(32)와의 사이에 접속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Q3을 포함한다.   이 MOS 트랜지스터 NQ3은 그 
게이트에서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CKE0을 수신한다.   차동 증폭 회로(30a)는 전원 노드(31)로부터 
전원 전압 Vdd를 공급받는다.   도 11에 도시된 구성에서는,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CKE0이 L레벨로 
되면,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Q3이 비도통 상태로 되고, 차동 증폭 회로(30a)로부터 접지 노드(32)에 전
류가 흐르는 경로가 차단되어, 차동 증폭 회로(30a)는 비작동 상태로 된다.

차동 증폭 회로(30a)는 음의 입력에서 외부 신호 EXT를 수신하고, 양의 입력에서 기준 전압 Vref를 수신
한다.   그 내부 구조는 도 1에 도시된 입력 버퍼 회로(30)에 포함되는 트랜지스터 PQ1, PQ2, NQ1, NT 및 
NQ2로 구성되는 차동 증폭 회로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이 차동 증폭 회로(30a)는 기준 전압 Vref와 
외부 신호 EXT를 차동 증폭하는 기능을 가지면 상이한 내부 구성을 갖고 있어도 좋다. 

도 11에 도시된 구성에서도, 내부 클럭 신호 intCLK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차동 증폭 회로(30a)의 전
원 노드(31)와 접지 노드(32)와의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차단된다.   따라서, 필요한 때에만 이 
입력 버퍼 회로(30)를 동작시킬 수 있어, 소비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입력 버퍼 회로의 변경예 2]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입력 버퍼 회로의 변경예 2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입력 버퍼(30)를 구성하는 차동 증폭 회로(30a)는 전원 노드(31)로부터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3를 통해 전원 전압 Vdd를 공급받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Q3를 통해 접지 노드(32)로부터 접지 전압 
Vss를 공급한다.   MOS 트랜지스터 PQ3의 게이트에는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ZCKE0이 인가되고, MOS 
트랜지스터 NQ3의 게이트에는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CKE0이 인가된다.   

도 12에 도시된 구성의 경우,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 intCKE0 및 intCKE0에 따라, MOS 트랜지스터 PQ3 
및 NQ3이 모두 비도통 상태로 되고, 차동 증폭 회로(30a)는 전원 노드(31) 및 접지 노드(32)로부터 분리
된다.   이 상태에서, 출력 신호 ZOUT이 리크 전류 또는 노이즈 등의 영향에 의해 변동된 경우에도, 차동 
증폭 회로(30a)에서는 어느 전류도 소비되지 않으므로(출력 노드와 전원 공급 노드(전원 노드(31) 및 접
지 노드(32)를 포함함)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소비 전류를 보다 감소시킬 수 있다.   MOS 트랜지스터 NT
와 같은 MOS 트랜지스터를 제공하면 신호 ZOUT를 L레벨로 고정하여, 이러한 노이즈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적용예]

상술한 설명에서는, SDRAM의 입력 버퍼 회로가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클럭 신호에 동기하
여 외부 신호가 취해지는 동기형 SDRAM(스태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과 같은 메모리라도 동일한 효과가 얻
어질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클럭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내부 클럭 신호의 리딩 에지(상승)
에 동기하여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여 입력 버퍼의 전류 경로를 차단한다.   따라서, 내부 클
럭 신호 비발생시로부터 발생 상태로의 복귀시에도, 확실하게 인가된 외부 신호의 셋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고속 동작하고 저소비 전류의 클럭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신호가 취해지고 내부 신호 상태가 확정된 후 입력 버퍼 회로를 비동작 상태로 한다.   따라
서, 이 외부 신호의 홀드 시간이 짧은 시간에서도, 확실하게 외부 신호에 대응한 내부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예시되었으나, 본 발명은 단지 예시적일 뿐 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는 첨부되는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됨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외부 클럭 신호(extCLK)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상기 외부 클럭 신호에 따라 제 1 내부 클럭 신호(intCLK0)를 생성하는 클럭 버퍼 수단(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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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부 클럭 신호의 유효를 지시하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를 상기 제 1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취하고 상기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시 활성 상태로 되는 입력 버퍼 인
에이블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래치 수단(2a, 2b)과,

상기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를 지연하여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를 생성하는 클럭 인에이블 수단(2c; 
2e)과,

상기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시에 활성 상태로 되어 상기 외부 클럭 신호에 따라 제 2 내부 클
럭 신호(intCLK)를 생성하는 내부 클럭 발생 수단(4)과,

상기 입력 버퍼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시 활성 상태로 되어 상기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 및 상기 외부 
클럭 신호와 상이한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버퍼 처리하는 입력 버퍼 수단(30)으로서, 상기 입력 버
퍼 수단은 제 1 및 제 2 전원 공급 노드상의 전압을 동작 전원 전압으로서 이용하고 상기 입력 버퍼 인에
이블 신호의 비활성화시 상기 제 1 및 제 2 전원 공급 노드 사이의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차단하는 수단
(PQ3; NQ3; PQ3, NQ3)을 포함하는 상기 입력 버퍼 수단과,

상기 제 2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입력 버퍼 수단의 출력 신호를 래치하고 내부 신호(intCOM)를 
생성하는 내부 신호 발생 수단(35)을 포함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클럭 신호는 제 1 전위 레벨과 제 2 전위 레벨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변화하고,

상기 래치 수단(2a, 2b)은 상기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를, 상기 제 1 내부 클럭 신호의 상기 제 1 전위 
레벨로부터  상기  제  2  전위  레벨로의  전위  레벨  변화에  동기하여  래치하고  출력하는  수단(2b)을 
포함하고,

상기 내부 신호 발생 수단(35)은 상기 래치 수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통 구성을 갖고, 상기 제 1 전위 
레벨로부터 상기 제 2 전위 레벨로의 상기 제 2 내부 클럭 신호의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 버퍼 수단
의 출력 신호를 래치하여 상기 내부 신호를 생성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수단(2a, 2b)은,

상기 외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를 버처 처리하는 버퍼 회로(2a)와,

상기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되어, 상기 제 1 내부 클럭 신호가 상기 제 2 전위 레벨인 
때에 상기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를 통과시키는 스루 상태(a through state)로 되고, 상기 제 1 내부 클
럭 신호가 상기 제 1 전위 레벨인 때에 상기 버퍼 회로로부터 인가된 신호에 관계없이 그 출력 신호의 상
태를 유지하는 래치 상태(a latch state)로 되는 제 1 래치(2ba)와,

상기 제 1 래치에 결합되어 상기 제 1 내부 클럭 신호가 상기 제 1 전위 레벨인 때에 상기 래치 상태로 
되고 상기 제 1 내부 클럭 신호가 상기 제 2 전위 레벨인 때에 상기 스루 상태로 되는 제 2 래치(2bb)를 
포함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인에이블 수단(2c; 2e)은, 상기 제 1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래치 수단(2a, 2b)과 상
보적으로 래치 상태로 되는 래치 회로(2c)를 포함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버퍼 수단(1)은,

상기 외부 클럭 신호를 버퍼 처리하는 버퍼 회로(1a)와,

상기 버퍼 회로(1a)의 출력 신호의 변화에 동기하여 변화하는 신호를 상기 제 1 내부 클럭 신호로서 생성
하는 수단(1d, 1e)을 포함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회로(1a)의 출력 신호를 지연하여 상기 제 1 내부 클럭 신호 발생 수단(1d, 1e)에 인가하는 지
연 회로(1c)를 더 포함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수단(2a, 2b)은, 상기 버퍼 회로(2a)와 상기 제 1 래치(2ba) 사이에 제공되는 지연 회로(2d)를 
포함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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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버퍼 수단(30)과 상기 내부 신호 생성 수단(35) 사이에 제공되는 지연 회로(37)를 더 포함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버퍼 수단(1)은 상기 외부 클럭 신호를 버퍼 처리하는 버퍼 회로(1a, 1c)와, 상기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되어 상기 버퍼 회로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내부 클럭 신호로서 
원샷 펄스(a one shot pulse) 신호를 생성하는 펄스 생성기(1g, 1h, 1f)를 포함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버퍼(91)는 상기 외부 클럭 신호를 버퍼 처리하는 버퍼(1a, 1c)와, 상기 버퍼의 출력을 게이트 
처리(gating)하여 상기 제 1 내부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게이트(1d, 1e)를 포함하고, 상기 내부 클럭 발
생 수단(4)은 상기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어 상기 버퍼의 상기 출력 신호를 게
이트 처리하여 상기 내부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다른 게이트(4a, 4b)를 포함하되, 상기 게이트 및 상기 
다른 게이트는 동일한 공통 게이트 지연(a same common gate delay)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동기형 반도
체 기억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버퍼 수단(30)은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신호(EXT)와 기준 전위(Vref)를 차동적으로 증폭하여 상
기 내부 신호 발생 수단(35)에 인가하는 전류 미러형 차동 증폭기(a current-mirror type differential 
amplifier)(PQ1, PQ2, NQ1, NQ2)를 포함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미러형 차동 증폭기(PQ1, PQ2, NQ1, NQ2)는 상기 내부 클럭 인에이블 신호의 비활성화에 응답
하여 상기 전류 미러형 차동 증폭기의 출력을 상기 제 2 전원 공급 노드에 결합하는 소자(NT)를 더 포함
하는 동기형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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