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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단일 데이터 율(SINGLE DATA RATE, 이하 SDR이라 
함) 모드와 이중 데이터 율(DOUBLE DATA RATE, 이하 DDR이라 함) 모드를 겸용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로우와 칼럼에 배열된 복수개의 메모리 셀 어레이(117, 119)를 가지며, 외부 클락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이다.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의하여 메모리 셀에/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하고,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특정 칼럼 
어드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의하여 메모리 셀에/로부터 제1 데이터를 제1 글로발 
데이터선 GIOF로, 제2 데이터를 제2 글로발 데이터선 GIOS로 입출력하는 코어부(101); 궁극적으로 외부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제1 및 제2 데이터선 DIOF, DIOS; 특정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코어부(101)와 제
1 및 제2 데이터선 DIOF, DIOS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전송부(103); 및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
는, 제1 및 제2 데이터선 DIOF, DIOS의 데이터를 순차적 데이터로 변형하여 외부로 전송하며, 외부에서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외부 클락 신호의 상승단부 및 하강단부 각각에 응답하여 제1 및 제2 데이
터선 DIOF, DIOS에 전송하는 입출력 제어부(105)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범용 데이터 율 모드를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패스를 개략적으로 나타내
는 도면이다.

도 2는 모드 선택 신호(PSDR) 발생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도 1의 칼럼 디코더 블락(115)의 제1 메모리 셀 어레이(117)의 칼럼 디코더(300)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4은 도 1의 칼럼 디코더 블락(115)의 제2 메모리 셀 어레이(119)의 칼럼 디코더(400)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5는 도 1의 제1 출력 전송회로(107)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1의 제2 출력 전송회로(109)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도 1의 제1 입력 드라이버(111)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도 1의 제2 입력 드라이버(113)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1의 출력 먹서(121)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도 1의 입력 먹서(123)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은 DDR 모드의 출력 동작에서의 주요 단자 및 데이터의 타이밍도이다. 

도 12는 DDR 모드의 입력 동작에서의 주요 단자 및 데이터의 타이밍도이다. 

도 13은 SDR 모드의 출력 동작에서의 주요 단자 및 데이터의 타이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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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SDR 모드의 입력 동작에서의 주요 단자 및 데이터의 타이밍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단일 데이터 율(SINGLE DATA RATE, 이하 SDR이라 
함) 모드와 이중 데이터 율(DOUBLE DATA RATE, 이하 DDR이라 함) 모드를 겸용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은 주어진 작업들에 대한 명령들을 실행하기 위한 중앙 처리 장치(CPU)와, CPU가 요구하는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기 위한 주 메모리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CPU의 동작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CPU가 대기 시간없이 동작하여 주 메모리로의 
억세스 시간이 가능한 한 짧게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하여 시스템 클락의 제어를 받
아 동작하여 주 메모리로의 억세스 시간이 매우 짧은 동기식 디램(SDRAM)이 출현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SDRAM은 시스템 클락의 천이에 의해 발생되는 펄스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이 제어된다. 시스템 
클락의 천이에 의한 펄스 신호 발생 방식은 SDR 모드와 DDR 모드로 나눈다. SDR 모드는 시스템 클락이 '
하이(HIGH)에서 로우(LOW)로' 또는 '로우(LOW)에서 하이(HIGH)로' 중의 한 가지 방향의 천이에 대해서만 
펄스 신호를 발생시켜 DRAM 소자가 동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DDR 모드는 시스템 클락이 '하이
(HIGH)에서 로우(LOW)로' 또는 '로우(LOW)에서 하이(HIGH)로'의 양쪽 방향의 천이 모두에 대하여, 펄스 
신호를 발생시켜 DRAM 소자가 동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DDR 모드는 데이터의 출력 또는 입력 동작이 수행되므로 넓은 동작 가능 주파수(BAND WIDTH) 특성을 가진
다. 그러므로 DDR 모드는 초고속 SDRAM의 구현을 위해서는 매우 큰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DDR 모드를 칩 
상에 구현하는 데는 설계의 면적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우선 DDR 모드는 SDR 모드에 비하여 
2배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므로 데이터선의 수가 2배로 된다. 따라서 칩의 크기의 증가는 필연적 수반한다. 
그리고 DDR 모드에서는 SDR 모드에 비하여 입력과 출력시에 데이터와 클락간의 셋-업 시간(set-up time), 
데이터 유지 시간(hold time)이 크게 감소하므로, 외부 클락를 지연시키는 보조 회로들이 필수적이다. 이
러한 요인들도 메모리 칩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설계 방식에 있어서는 초고
속 시스템에 요구되는 메모리 소자에 대해서는 DDR 모드를 채용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메모리 소자에 대
해서는 SDR 모드를 채용한다.

그런데 종래에는 DDR 모드와 SDR 모드를 채택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옵션(OPTION)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별개의 소자로써 제품의 제작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이 낮아지고 생산비용도 
상승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SDR 모드와 DDR 모드에 모두 적용 가능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다음과 갗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본 발명은 로우와 칼럼에 배열된 복수개의 메모리 셀 어레이를 가지며, 외부 클락에 동기하여 동작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이다.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의하여 상기 메모리 셀에/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하고,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특정 칼럼 
어드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상기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의하여 상기 메모리 셀에/로부터 제1 데이터를 
제1 글로발 데이터선으로, 제2 데이터를 제2 글로발 데이터선으로 입출력하는 코어부; 궁극적으로 외부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제1 및 제2 데이터선;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코어부와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전송부; 및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제1 및 제
2 데이터선의 데이터를 순차적 데이터로 변형하여 외부로 전송하며, 외부에서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
터를 상기 외부 클락 신호의 상승단부 및 하강단부 각각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에 전송하
는 입출력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둘째,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디코더이다. 본 발명의 디코더는 소정의 모드 선택 신호에 의하여 
특정 어드레스의 응답 여부가 결정되는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 및 상기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의 출력 신
호와 상기 특정 어드레스를 제외한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행 또는 
열을 선택하는 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선택 신호 발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본 발명은 하나의 입력 데이터를 제1 또는 제2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출력 전송 회로이다. 본 발명
의 출력 전송회로는 특정 어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노말 전송부; 및 특정 모드가 선택될 때에는 상기 특정 어드레스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2 데이터선에 전송하며, 상기 특정 모드가 선택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입력 데이터
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선택 전송부를 구비한다.

넷째, 본 발명은 하나의 입력 데이터를 제1 또는 제2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입력 드라이버이다. 본 발명의 
입력 드라이버는 특정 모드가 선택되고 특정 어드레스가 인에이블될 때 상기 입력 데이터를 제1 데이터선
으로 전송하는 제1 입력부; 및 상기 특정 모드가 선택되고 상기 특정 어드레스의 반전 신호가 인에이블될 
때 상기 입력 데이터를 제2 데이터선으로 전송하는 제2 입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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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발명은 공통된 입력선을 통하여 입력되는 1개의 입력 데이터 또는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제1 
및 제2 입력 데이터를 외부 클락에 동기하여 제1 또는 제2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입력 먹서이다. 본 발명
의 입력 먹서는 제1 특정 모드가 선택될 때, 상기 외부 클락에 동기된 제1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입
력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제1 전송부; 및 제2 특정 모드가 선택될 때, 상기 외부 클락
의 상승단부에 동기된 제1 클락 신호와 상기 외부 클락의 하강단부에 동기된 제2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제1 및 제2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제2 전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여섯째, 본 발명은 제1 및 제2 입력 데이터선을 통하여 입력되는 제1 및 제2 입력 데이터를 외부 클락에 
동기하여 공통 출력선으로 출력하는 출력 먹서이다. 본 발명의 출력 먹서는 제1 특정 모드 또는 제2 특정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상승단부에 동기하여 상기 제1 입력 데이터를 상기 공통 출력선으로 전송하는 
노말 출력 먹서부; 및 제2 특정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하강단부에 동기하여 상기 제2 입력 데이터를 
상기 공통 출력선으로 전송하는 선택 출력 먹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1. 데이터 패스

도 1은 본 발명의 범용 데이터 율 모드를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패스를 개략적으로 나타내
는 도면이다. 도 1에서는 설명의 간편성을 위하여 하나의 칼럼 선택 라인이 선택되고, 하나의 칼럼 선택 
라인에는 1개의 비트 라인쌍이 대응되는 구조를 예로 제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특정 칼럼 어드레스 CAi
가 '로우' 상태일 때는 제1 메모리 셀 어레이(115)의 칼럼 선택 라인인 CSLF가 '액티브'되고, 특정 칼럼 
어드레스 CAi가 '하이' 상태일 때는 제2 메모리 셀 어레이(117)의 칼럼 선택 라인인 CSLS가 '액티브'되는 
경우이다. 즉, SDR 모드 동작에서 외부 칼럼 어드레스에 의하여 CSLF 또는 CSLS가 선택되며, DDR 모드에
서는 외부 칼럼 어드레스에 의하여 CSLF 및 CSLS가 선택된다. 여기서 SDR 모드 또는 DDR 모드인가를 선택
하는 신호는 모드 선택 신호 PSDR 이다. 즉, 상기 PSDR이 '하이'일 때는 SDR 모드가 선택되며, 상기 PSDR
이 '로우'일 때는 DDR 모드가 선택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코어부(101), 
제1 및 제2 데이터선(DIOF, DIOS), 전송부(103) 및 입출력 제어부(105)를 구비한다. 설명의 편의상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가 '로우'인 경우를 예로 상기 코어부(101)와 상기 전송부(103)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코어부(101)는 SDR  모드에서 상기 칼럼 선택 신호 CSLF가 활성화됨에 의하여,  로컬 데이터 라인 
LIOF와 클로발 데이터 라인 GIOF로 형성되는 데이터 패스를 통하여 데이터가 입출력된다. 상기 코어부
(101)는 DDR 모드에서는 상기 칼럼 선택 신호 CSLF와 칼럼 선택 신호 CSLS가 선택된다. 상기 칼럼 선택 
신호 CSLF가 선택되어 데이터가 입출력되는 것은 SDR모드에서와 같다. 그리고 상기 칼럼 선택 신호 CSLS
가 활성화됨에 의하여, 로컬 데이터 라인 LIOS와 클로발 데이터 라인 GIOS로 형성되는 데이터 패스를 통
하여 데이터가 입출력된다. 그러므로 DDR 모드에서는 2개의 데이터가 입출력된다.

상기 전송부(103)는 특정 칼럼 어드레스 CAi에 응답하여 상기 코어부(101)와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
(DIOF, DIOS)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한다. 상기 전송부(103)는 SDR 모드의 출력 모드에서 상기 GIOF
의 데이터가 출력 전송회로(107)를 통하여 제1 데이터선들 DIOF에 전송된다. 그리고 상기 전송부(103)는 
SDR 모드의 입력 모드에서 상기 제1 데이터선 DIOF의 데이터가 입력 드라이버(111)를 통하여 상기 코어부
(101)의 메모리 셀에 저장된다. 상기 전송부(103)는 DDR 모드의 출력 모드에서 상기 GIOF의 데이터가 출
력 전송회로(107)를 통하여 제1 데이터선 DIOF에 전송되는데, 이것은 SDR 모드의 출력 모드와 같다. 그리
고 상기 전송부(103)는 DDR 모드의 출력 모드에서 GIOS의 데이터가 제1 출력 전송회로(109)를 통하여 제2 
데이터선 DIOS에 전송된다. 

상기 전송부(103)는 DDR 모드의 입력 모드에서 상기 제1 데이터선 DIOF의 데이터가 제1 입력 드라이버
(111)를 통하여 GIOF로 전송되며 궁극적으로 상기 코어부(101)의 메모리 셀에 저장된다. 그리고 상기 전
송부(103)는 DDR 모드의 입력 모드에서 상기 제2 데이터선 DIOS의 데이터가 제2 입력 드라이버(113)를 통
하여 GIOS로 전송되며 궁극적으로 상기 코어부(101)의 메모리 셀에 저장된다.

상기 입출력 제어부(105)는 DDR 모드의 출력 모드에서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 DIOF, DIOS의 데이터를 
순차적 데이터로 변형하여 외부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입출력 제어부(105)는 DDR 모드의 입력 모드에
서 외부에서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 DIOF, DIOS에 전송한다.

2. PSDR 발생부 

도 2는 모드 선택 신호(PSDR) 발생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모스 트랜지스터(201)과 퓨
즈(203)을 구비한다.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201)는 소스가 접지 전압 VSS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앤모스 
트랜지스터이다. 그리고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201)의 게이트에는 전원 전압 VCC가 인가되어 항상 '턴
온'된다. 그리고 상기 퓨즈(203)는 제1 단자는 상기 전원 전압 VCC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제2 단자는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201)의 드레인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상기 모드 선택 신호 PSDR을 출
력한다. 그리고 상기 퓨즈(203)는 외부에서 절단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퓨즈를 절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PSDR이 '하이'  상태가 되어 SDR  모드가 선택된다.  그리고 상기 퓨즈를 절단하는 경우에는,  상기 
PSDR이 '로우' 상태가 되어 DDR 모드가 선택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앤모스 트랜지스터와 퓨즈로서 모드 
선택 신호부를 구성하였으나, 피모스 트랜지스터와 퓨즈로서도 구성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실
이다.

도 1의 상기 코어부(101)는 칼럼 디코더(115)를 포함한다. 상기 칼럼 디코더(115)는 SDR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 CAi를 포함하는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칼럼을 
선택한다. 그리고 상기 칼럼 디코더(115)는 DDR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어드레스 CAi를 제외한 상기 일군

21-3

1019970077743



의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칼럼들을 선택한다.

3. 칼럼 디코더

도 3은 도 1의 칼럼 디코더 블락(115)의 제1 메모리 셀 어레이(117)의 칼럼 디코더(300)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이를 참조하면, 상기 칼럼 디코더(300)는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301) 및 칼럼 선택부(303)을 구비
한다. 상기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301)는 SDR 모드 즉, PSDR이 '하이'일 때에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 
CAi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한다. 도 3의 실시예는 상기 CAi가 '로우'일 때, 출력단(N302)의 신호가 '하
이'로 활성화된다. 그리고 상기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301)는 DDR 모드 즉, PSDR이 '로우'일 때에는 상기 
/CAi에 응답하지 않는다. 즉, 상기 /CAi의 논리 상태에 관계없이 출력단(N302)의 신호는 '하이'가 된다. 
상기 칼럼 선택부(303)는 상기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301)의 출력(N302) 신호와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 
CAi를 제외한 나머지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 CAj, CAk, CAl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선택 신호 CSLF를 발생한다. 도 3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301)의 출력(N302) 신호가 '하이'일때, 상기 CAj, CAk, CAl가 '하이' 상태를 가지는 경
우에 상기 칼럼 선택 신호 CSLF가 '하이'로 되어 하나의 칼럼을 선택한다.

도 4은 도 1의 칼럼 디코더 블락(115)의 제2 메모리 셀 어레이(119)의 칼럼 디코더(400)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도 4의 칼럼 디코더(400)는 도 3의 칼럼 디코더(300)와 거의 동일한 구조이다. 다만, 특정 어드레
스 응답부(401)는 SDR 모드에서 상기 CAi가 '하이'일 때, 그 출력이 '하이'로 된다. 그리고 상기 칼럼 디
코더(400)의 출력 신호 CSLS는 상기 제2 메모리 셀 어레이(119)의 칼럼을 선택한다.

도 1의 상기 전송부(103)은 제1 및 제2 출력 전송회로(107,109)와 제1 및 제2 입력 드라이버(111,113)을 
구비한다. 상기 제1 출력 전송 회로(107)는 SDR 모드에서는 상기 CAi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GIOF의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선 DIOF에 전송한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CAi의 제1 논리 상태는 '로우'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상기 제1 출력 전송 회로(107)는 DDR 모드에서는 상기 코어부(101)의 GIOF의 데이
터를 상기 CAi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DIOF로,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DIOS로 전송한
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CAi의 제2 논리 상태는 '하이'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상기 제2 출력 전송 회로(109)는 SDR 모드에서는 상기 CAi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코어
부(101)의 GIOS의 데이터를 상기 DIOF에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제2 출력 전송 회로(109)는 DDR 모드에서
는 상기 코어부(101)의 GIOS의 데이터를 상기 CAi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DIOF로, 제1 논리 상
태에 응답하여 상기 DIOS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제1 입력 드라이버(111)는 SDR 모드 또는 DDR 모드에서는 상기 DIOF의 데이터를 상기 CAi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GIOF로,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GIOS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제1 입력 드라이버(111)는 SDR 모드 또는 DDR 모드에서는 상기 DIOF의 데이터를 상기 CAi의 제1 논리 상
태에 응답하여 상기 GIOF로,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GIOS로 전송한다.

상기 제2 입력 드라이버(113)는 DDR 모드에서는 상기 CAi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DIOS의 데이
터를 상기 GIOF로 상기 CAi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DIOS의 데이터를 상기 GIOS로 전송한다. 그
리고 상기 제2 입력 드라이버(113)는 SDR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한다.

4. 출력 전송회로

도 5는 도 1의 제1 출력 전송회로(107)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를 참조하여 상기 출력 전송 회로(107)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출력 전송 회로(107)는 노말 전송부(501)와 선택 전송부(503)을 
구비한다. 상기 노말 전송부(501)는 상기 CAi의 '로우'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GIOF의 데이터를 상기 DIOF
에 전송한다. 즉, 상기 CAi의 반전신호인 /CAi가 '하이'가 되면, 상기 /CAi의 지연신호 /CADi가 '하이'가 
된다. 이 때, 상기 GIOF가 '하이' 레벨이면, 피모스 트랜지스터(509)가 '턴온'되어 상기 DIOF는 '하이'가 
된다. 그리고 상기 GIOF가 '로우' 레벨이면, 앤모스 트랜지스터(511)가 '턴온'되어 상기 DIOF는 '로우'가 
된다. 그리고 상기 선택 전송부(503)는 DDR 모드에서는 상기 CAi의 '하이'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GIOF의 
데이터를 상기 DIOS에 전송한다. 즉, 상기 CAi가 '하이'가 되면, 상기 CAi의 지연신호 CADi가 '하이'가 
된다. 이 때, 상기 GIOF가 '하이' 레벨이면, 피모스 트랜지스터(513)가 '턴온'되어 상기 DIOS는 '하이'가 
된다. 그리고 상기 GIOF가 '로우' 레벨이면, 앤모스 트랜지스터(515)가 '턴온'되어 상기 DIOS는 '로우'가 
된다. 그리고 상기 선택 전송부(503)는 SDR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기 PSDR이 
'하이' 레벨이고 상기 CAi가 '로우'일 때, 상기 GIOF의 데이터는 제1 데이터선 DIOF에 전송된다. 그리고 
상기 PSDR이 '로우' 레벨이고 상기 CAi가 '로우'일 때, 상기 GIOF의 데이터는 제1 데이터선 DIOF에 전송
되고, 동시에 GIOS의 데이터는 제2 데이터선 DIOS에 전송된다. 상기 PSDR이 '로우' 레벨이고 상기 CAi가 
'하이'일 때, 상기 GIOF의 데이터는 제2 데이터선 DIOS에 전송된다. 상기 선택 전송부(503)는 모드 선택
부(505)  및  선택  데이터  전송부(507)를  구비한다.  상기  모드  선택부(505)는  PSDR과  CAi의  지연신호인 
CADi를 입력 신호로 한다. DDR 모드 즉, 상기 PSDR이 '로우'일 때, 상기 CAi가 '하이'가 되면 상기 모드 
선택부(505)의 출력(N506) 신호가 '하이'로 활성화된다. 그리고 상기 선택 데이터 전송부(507)는 상기 모
드  선택부(505)의  출력(N506)  신호가  '하이'로  활성화되면,  상기  GIOF의  데이터를 상기  제2  데이터선 
DIOS에 전송한다.

도 6은 도 1의 제2 출력 전송회로(109)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를 참조하여 상기 출력 전송 회로(109)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출력 전송 회로(109)는 노말 전송부(601)와 선택 전송부(603)을 
구비한다. 상기 노말 전송부(601)는 상기 CAi의 '하이'에 응답하여 상기 GIOS의 데이터를 상기 DIOF에 전
송한다. 즉, 상기 CAi가 '하이'가 되면, 상기 CAi의 지연신호 CADi가 '하이'가 된다. 이 때, 상기 GIOS가 
'하이' 레벨이면, 피모스 트랜지스터(609)가 '턴온'되어 상기 DIOF는 '하이'가 된다. 그리고 상기 GIOS가 
'로우' 레벨이면, 앤모스 트랜지스터(611)가 '턴온'되어 상기 DIOF는 '로우'가 된다. 그리고 상기 선택 
전송부(603)는 DDR 모드에서는 상기 CAi의 '로우'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GIOS의 데이터를 상기 DIOS에 전
송한다. 즉, 상기 /CAi가 '하이'가 되면, 상기 /CADi가 '하이'가 된다. 이 때, 상기 GIOS가 '하이' 레벨
이면, 피모스 트랜지스터(613)가 '턴온'되어 상기 DIOS는 '하이'가 된다. 그리고 상기 GIOS가 '로우' 레
벨이면,  앤모스  트랜지스터(615)가  '턴온'되어  상기  DIOS는  '로우'가  된다.  그리고  상기  선택 전송부
(603)는 SDR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기 PSDR이 '하이' 레벨이고 상기 C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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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일 때, 상기 GIOF의 데이터는 제2 데이터선 DIOS에 전송되고, 동시에 상기 GIOS의 데이터는 제1 
데이터선 DIOF에 전송된다. 그리고 상기 PSDR이 '로우' 레벨이고 상기 CAi가 '하이'일 때, 상기 GIOS의 
데이터는 제1 데이터선 DIOF에 전송된다. 상기 PSDR이 '로우' 레벨이고 상기 CAi가 '로우'일 때, 상기 
GIOS의 데이터는 제2 데이터선 DIOS에 전송된다. 상기 선택 전송부(603)는 모드 선택부(605) 및 선택 데
이터 전송부(607)를 구비한다. 상기 모드 선택부(605)는 PSDR과 /CAi의 지연신호인 /CADi를 입력 신호로 
한다. DDR 모드 즉, 상기 PSDR이 '로우'일 때, 상기 /CAi가 '하이'가 되면 상기 모드 선택부(605)의 출력
(N606) 신호가 '하이'로 활성화된다. 그리고 상기 선택 데이터 전송부(607)는 상기 모드 선택부(605)의 
출력(N606) 신호가 '하이'로 활성화되면, 상기 GIOS의 데이터를 상기 제2 데이터선 DIOS에 전송한다.

5. 입력 드라이버

도 7은 도 1의 제1 입력 드라이버(111)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제1 입력 드라이버
(111)는 제1 입력부(701) 및 제2 입력부(703)을 구비한다. 상기 제1 입력부(701)는 상기 CAi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DIOF의 데이터를 상기 GIOF로 전송한다. 즉, 상기 /CAi가 '하이'이고 상기 DIOF가 
'하이' 레벨이면, 피모스 트랜지스터(705)가 '턴온'되어 상기 GIOF는 '하이'가 된다. 그리고 상기 /CAi가 
'하이'이고 상기 DIOF가 '로우' 레벨이면, 앤모스 트랜지스터(707)가 '턴온'되어 상기 GIOF는 '로우'가 
된다. 상기 제2 입력부(703)는 상기 CAi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DIOF의 데이터를 상기 GIOS로 
전송한다. 즉, 상기 CAi가 '하이'이고 상기 DIOF가 '하이' 레벨이면, 피모스 트랜지스터(709)가 '턴온'되
어 상기 GIOS는 '하이'가 된다. 그리고 상기 CAi가 '하이'이고 상기 DIOF가 '로우' 레벨이면, 앤모스 트
랜지스터(711)가 '턴온'되어 상기 GIOS는 '로우'가 된다.

도 8은 도 1의 제2 입력 드라이버(113)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제2 입력 드라이버
(113)는 제1 입력부(801)  및 제2 입력부(803)를 구비한다. 상기 제1 입력부(801)는 DDR  모드에서 상기 
CAi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DIOS의 데이터를 상기 GIOF로 전송하며, SDR 모드에서는 상기 DIOS
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한다. 상기 제1 입력부(801)는 제1 제어부(805) 및 제1 데이터 전송부(807)을 
포함한다. 상기 제1 제어부(805)는 DDR 모드에서 CAi가 '하이' 일 때 그 출력(N806) 신호가 '하이'된다. 
그리고 제1 데이터 전송부(807)는 상기 제1 제어부(805)의 출력(N806) 신호가 '하이'로 인에이블될 때, 
상기 DIOS의 데이터를 상기 GIOF로 전송한다. 즉, 상기 PSDR이 '로우'이며 상기 CAi가 '하이'이고 상기 
DIOS가 '하이' 레벨이면, 피모스 트랜지스터(809)가 '턴온'되어 상기 GIOF는 '하이'가 된다. 그리고 상기 
PSDR이 '로우'이며 상기 CAi가 '하이'이고 상기 DIOS가 '로우' 레벨이면, 앤모스 트랜지스터(811)가 '턴
온'되어 상기 GIOF는 '로우'가 된다. 

상기 제2 입력부(803)는 DDR 모드에서 상기 CAi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DIOS의 데이터를 상기 
GIOS로 전송하며, SDR 모드에서는 상기 DIOS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한다. 상기 제2 입력부(803)는 제2 
제어부(813)  및  제2  데이터  전송부(815)을  포함한다.  상기  제2  제어부(813)는  DDR  모드에서  /CAi가 
'하이' 일 때 그 출력(N814) 신호가 '하이'된다. 그리고 제2 데이터 전송부(815)는 상기 제2 제어부(81
3)의 출력(N814) 신호가 '하이'로 인에이블될 때, 상기 DIOS의 데이터를 상기 GIOS로 전송한다. 즉, 상기 
PSDR이 '로우'이며 상기 /CAi가 '하이'이고 상기 DIOS가 '하이' 레벨이면, 피모스 트랜지스터(817)가 '턴
온'되어 상기 GIOS는 '하이'가 된다. 그리고 상기 PSDR이 '로우'이며 상기 /CAi가 '하이'이고 상기 DIOS
가 '로우' 레벨이면, 앤모스 트랜지스터(819)가 '턴온'되어 상기 GIOS는 '로우'가 된다. 

즉, CAi가 로우이고 PSDR이 로우이면, DIOF의 데이터는 GIOF로 동시에 DIOS의 데이터는 GIOS로 전달된다. 
반대로 CAi가 하이이고 PSDR이 로우이면, DIOF의 데이터는 GIOS로 동시에 DIOS의 데이터는 GIOF로 전달된
다.

또한 상기 PSDR이  '하이'인 경우에는 상기 피모스 트랜지스터들(809,817)과  상기 앤모스 트랜지스터들
(811,819)가 모두 '턴오프'되어 상기 DIOS의 데이터는 상기 GIOF 및 GIOS에 전송되지 않는다.

6. 입출력 제어부

도 1의 입출력 제어부(105)는 출력 먹서(121) 및 입력 먹서(123)를 구비한다. 상기 출력 먹서(121)는 SDR 
모드에서는 상기 DIOF의 데이터를 상기 외부 클락 CLK에 동기하여 궁극적으로 외부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출력 먹서(121)는 DDR 모드에서는 상기 DIOF 및 DIOS의 데이터를 상기 외부 클락 CLK의 상승단부와 
하강단부에 응답하여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상기 입력 먹서(123)는 SDR 모드에서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데
이터를 상기 외부 클락 CLK에 동기하여 상기 DIOF에 전송하며, DDR 모드에서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제1 및 
제2 입력 데이터를 상기 외부 클락 CLK의 상승단부와 하강단부에 응답하여 상기 DIOF 및 DIOS에 각각 전
송한다.

도 9는 도 1의 출력 먹서(121)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출력 먹서(121)는 노말 출력 
먹서부(901) 및 선택 출력 먹서부(903)을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노말 출력 먹서부(901)는 제어 신호 발
생부(907) 및 전송 게이트(909)를 구비한다. 상기 제어 신호 발생부(907)는 SDR 모드에서 즉, PSDR이 '하
이'일 때는, CLKDQ에 동기하여 그 출력(N908) 신호가 '로우'로 된다. 상기 CLKDQ는 SDR 모드에서 외부 클
락 CLK에 동기하여 발생하는 신호이다. 그리고 상기 제어 신호 발생부(907)는 DDR 모드에서 즉, PSDR이
 '로우'일 때는, CLKDQF에 동기하여 그 출력(N908) 신호가 '로우'로 된다. 상기 CLKDQF는 DDR 모드에서 
외부 클락 CLK의 상승단부에 동기하여 발생하는 신호이다. 그리고 상기 전송 게이트(909)는 상기 제어 신
호 발생부(907)의 출력 (N908) 신호가 '로우'로 될 때, 상기 DIOF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결국, 상기 DIOF
의 데이터는 SDR 모드에서 외부 클락 CLK에 동기되거나 DDR 모드에서 외부 클락 CLK의 상승 단부에 동기
하여 상기 DIOF의 데이터를 궁극적으로 외부의 데이터선 DOI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선택 출력 먹서부(903)는 제어 신호 발생부(911) 및 전송 게이트(913)를 구비한다. 상기 제
어 신호 발생부(911)는 DDR 모드에서 즉, PSDR이 '로우'일 때는, CLKDQS에 동기하여 그 출력(N912) 신호
가  '로우'로  된다.  상기  CLKDQS는  DDR  모드에서  외부  클락  CLK의  하강단부에  동기하여  발생하는 
신호이다. 그리고 상기 전송 게이트(913)는 상기 제어 신호 발생부(911)의 출력(N912) 신호가 '로우'로 
될 때, 상기 DIOS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결국, 상기 DIOS의 데이터는 DDR 모드에서 외부 클락 CLK의 하강
단부에 동기하여 상기 DIOS의 데이터를 궁극적으로 외부의 데이터선 DOI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노말 
출력 먹서부(901)와 상기 선택 출력 먹서부(903)의 공통 출력단(N910)의 레벨은 버퍼(905)를 거쳐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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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로 출력된다.

도 10은 도 1의 입력 먹서(123)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입력 먹서(121)는 제1 전
송부(1001) 및 제2 전송부(1003)을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제1 전송부(1001)는 상기 PSDR이 '하이'이고 
PCLK가 '하이'로 활성화할 때, 외부 입력 데이터선 DI의 데이터를 상기 DIOF로 전송한다. 상기 PCLK는 
SDR 모드에서 외부 클락 CLK에 동기하여 발생하는 신호이다. 상기 제2 전송부(1003)는 전송 래치부(1005) 
및 출력 전송부(1007)를 구비한다. 상기 전송 래치부(1005)는 상기 PSDR이 '로우'이고 CLKDIF가 '하이'로 
활성화할 때, 외부 입력 데이터선 DI의 데이터를 래치된다. 상기 CLKDIF는 DDR 모드에서 외부 클락 CLK의 
상승단부에 동기하여 발생하는 신호이다. 상기 출력 전송부(1007)는 상기 PSDR이 '로우'이고 CLKDIS가 '
하이'로 활성화할 때, 상기 전송 래치부(1005)의 출력(N1006) 신호를 상기 DIOF로 출력하고, 동시에, 이 
때 입력되는 상기 DI의 데이터는 상기 DIOS로 출력된다. 여기서, 상기 CLKDIS는 DDR 모드에서 외부 클락 
CLK의 하강단부에 동기하여 발생하는 신호이다. 따라서 DDR 모드에서는 DI를 통하여 먼저 입력되는 제1 
입력 데이터는 상기 DIOF로 전송되며, 계속하여 입력되는 제2 입력 데이터는 상기 DIOS로 입력된다. 그리
고 SDR 모드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상기 DIOF로만 입력된다.

7. SDR 및 DDR 모드의 입출력 동작의 타이밍도

도 11은 DDR 모드의 출력 동작에서의 주요 단자 및 데이터의 타이밍도이다. 이를 참조하면, 상기 CLKDQF
와 상기 CLKDQS는 외부 클락 CLK에 동기되어 발생한다. 그리고 특정 칼럼 어드레스 CAi의 논리 상태에 상
관하지 않고, 2개의 칼럼 선택 라인 CSLF와 CSLS가 활성화한다. 상기 CSLF와 상기 CSLS에 의하여 선택된 
데이터는 GIOF와 GIOS를 거쳐 DIOF와 DIOS에 전송된다. 그리고 상기 DIOF의 데이터는 상기 CLKDQF에 응답
하여 DOI로 출력되고, 상기 DIOS의 데이터는 상기 CLKDQS에 응답하여 DOI로 출력된다.

도 12는 DDR 모드의 입력 동작에서의 주요 단자 및 데이터의 타이밍도이다. 이를 참조하면, 상기 CLKDIF
와 상기 CLKDIS는 외부 클락 CLK에 동기되어 발생한다. 그리고 특정 칼럼 어드레스 CAi의 논리 상태에 상
관하지 않고, 2개의 칼럼 선택 라인 CSLF와 CSLS가 활성화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DI의 데이터
는 상기 CLKDIF에 응답하여 DIOF에, 상기 CLKDIS에 응답하여 DIOS에 전송된다. 그리고 상기 DIOF의 데이
터는 CAi의 논리 상태가 '로우'일 때, GIOF로 전달되며, 전달된 데이터는 상기 CSLF에 의하여 선택된 칼
럼의 메모리 셀로 입력된다. 그리고 상기 DIOF의 데이터는 CAi의 논리 상태가 '하이'일 때, GIOS로 전달
되며, 전달된 데이터는 상기 CSLS에 의하여 선택된 칼럼의 메모리 셀로 입력된다.

그리고 상기 DIOS의 데이터는 CAi의 논리 상태가 '로우'일 때, GIOS로 전달되며, 전달된 데이터는 상기 
CSLS에 의하여 선택된 칼럼의 메모리 셀로 입력된다. 그리고 상기 DIOS의 데이터는 CAi의 논리 상태가 '
하이'일  때,  GIOF로  전달되며,  전달된  데이터는  상기  CSLF에  의하여  선택된  칼럼의  메모리  셀로 
입력된다.

도 13은 SDR 모드의 출력 동작에서의 주요 단자 및 데이터의 타이밍도이다. 이를 참조하면, 상기 CLKDQ는 
외부 클락 CLK에 동기되어 발생한다. 그리고 1 클락 주기 동안에 1개의 칼럼 선택 라인 CSLF가 활성화한
다. 상기 CSLF에 의하여 선택된 데이터는 GIOF를 거쳐 DIOF에 전송된다. 그리고 상기 DIOF의 데이터는 상
기 CLKDQ에 응답하여 DOI로 출력된다.

도 14는 SDR 모드의 입력 동작에서의 주요 단자 및 데이터의 타이밍도이다. 이를 참조하면, 상기 PCLK는 
외부 클락 CLK에 동기되어 발생한다. 그리고 1 클락 주기 동안에 1개의 칼럼 선택 라인 CSLF가 활성화한
다. 그리고 입력되는 DI의 데이터는 상기 PCLK에 응답하여 DIOF에 전송된다. 그리고 상기 DIOF의 데이터
는 상기 CSLF에 의하여 선택된 칼럼의 메모리 셀로 입력된다.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
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
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
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단일 및 이중 데이터 율 겸용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의하여 SDR 모드와 DDR 모드에 모두 적용 
가능하게 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비용도 감소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로우와 칼럼에 배열된 복수개의 메모리 셀 어레이를 가지며, 외부 클락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반도체 메모
리 장치에 있어서,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의하여 상기 메모리 셀에/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하
고,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특정 칼럼 어드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상기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의하
여 상기 메모리 셀에/로부터 제1 데이터를 제1 글로발 데이터선으로, 제2 데이터를 제2 글로발 데이터선
으로 입출력하는 코어부;

궁극적으로 외부와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제1 및 제2 데이터선;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코어부와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제
어하는 전송부; 및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의 데이터를 순차적 데이터로 변형하여 외부로 전
송하며, 외부에서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외부 클락 신호의 상승단부 및 하강단부 각각에 응
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입출력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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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장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코어부는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칼럼을 선택하며,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어드레스를 제외한 상기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반
도체 메모리 장치의 칼럼들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칼럼 디코더는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고,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지 않는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 및

상기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의 출력 신호와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일군의 칼럼 어드레
스에 응답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칼럼 선택부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부는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소정의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코어부의 제1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선에 전송하며,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코어부의 제1 데이터를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데이터선으로,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데이터선으로 전송하는 제1 출력 전송 회로;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코어부의 제2 데
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선에 전송하며,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코어부의 제2 데이터를 상기 특
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데이터선으로,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데이터선으로 전송하는 제2 출력 전송 회로;

단일 데이터 율 모드 또는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선의 데이터를 상기 특정 칼럼 어
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글로발 데이터선으로,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글로발 데이터선으로 전송하는 제1 입력 드라이버; 및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데이터선의 
데이터를 상기 제1 글로발 데이터선으로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데이터선의 데이터를 상기 제2 글로발 데이터선으로 전송하며,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전송
하지 아니하는 제2 입력 드라이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출력 전송 회로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코어부의 제1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노말 전송부; 및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코어부의 제1 데
이터를 상기 제2 데이터선에 전송하며,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선택 전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출력 전송 회로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코어부의 제2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노말 전송부; 및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코어부의 제2 데
이터를 상기 제2 데이터선에 전송하며,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제2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선택 전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입력 드라이버는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데이터선의 데이터를 상기 제1 글로발 데
이터선으로 전송하는 제1 입력부; 및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데이터선의 데이터를 상기 제2 글로발 데
이터선으로 전송하는 제2 입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입력 드라이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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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데이터선의 데
이터를 상기 제1 글로발 데이터선으로 전송하며,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제2 데이터선의 데이터
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제1 입력부; 및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 상기 특정 칼럼 어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데이터선의 데
이터를 상기 제2 글로발 데이터선으로 전송하며,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제2 데이터선의 데이터
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제2 입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 제어부는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선의 데이터를 상기 외부 클락에 동기하여 궁극적으로 외부로 
출력하며,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상기 제1 데이터선 및 제2 데이터선의 데이터를 상기 외부 클락의 
상승단부와 하강단부에 응답하여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출력 먹서; 및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외부 클락에 동기하여 궁극적으로 상기 제1 
데이터선에 전송하며,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제1 및 제2 입력 데이터를 상기 외
부 클락의 상승단부와 하강단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데이터선 및 제2 데이터선에 각각 전송하는 입력 먹
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먹서는

단일 데이터 율 모드 및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상승단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데이
터선의 데이터를 궁극적으로 외부로 출력하는 노말 출력 먹서부; 및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하강단부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데이터선의 데이터를 궁극적으
로 외부로 출력하는 선택 출력 먹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먹서는

단일 데이터 율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에 동기하여 외부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궁극적으로 상기 제1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제1 전송부; 및

이중 데이터 율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상승단부와 하강단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입력 데이터 및 제
2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선 및 제2 데이터선에 각각 전송하는 제2 전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단일 데이터 율 모드 또는 이중 데이터 율 모드인가를 선택하는 모드 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모드 선택 신
호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소스가 전원 전압 또는 접지 전압 중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스 트랜지스터; 및

제1 단자는 상기 전원 전압 또는 접지 전압 중 다른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제2 단자는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상기 모드 선택 신호를 출력하며, 외부에서 
절단 가능한 퓨즈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디코더에 있어서,

소정의 모드 선택 신호에 의하여 특정 어드레스의 응답 여부가 결정되는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 및

상기 특정 어드레스 응답부의 출력 신호와 상기 특정 어드레스를 제외한 일군의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
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행 또는 열을 선택하는 선택 신호를 발생하는 선택 신호 발생부를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코더.

청구항 15 

하나의 입력 데이터를 제1 또는 제2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출력 전송 회로에 있어서,

특정 어드레스의 제1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1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노말 전송
부; 및

특정 모드가 선택될 때에는 상기 특정 어드레스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2 데
이터선에 전송하며, 상기 특정 모드가 선택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입력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선택 
전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전송회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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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전송부는

상기 특정 모드에서 상기 특정 어드레스의 제2 논리 상태에 응답하여 그 출력이 활성화되는 모드 선택부; 
및

상기 모드 선택부의 출력이 활성화될 때, 상기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2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선택 데이터 
전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전송회로.

청구항 17 

하나의 입력 데이터를 제1 또는 제2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입력 드라이버에 있어서,

특정 모드가 선택되고 특정 어드레스가 인에이블될 때 상기 입력 데이터를 제1 데이터선으로 전송하는 제
1 입력부; 및

상기 특정 모드가 선택되고 상기 특정 어드레스의 반전 신호가 인에이블될 때 상기 입력 데이터를 제2 데
이터선으로 전송하는 제2 입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드라이버.

청구항 18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입력부는

상기 특정 모드가 선택되고 상기 특정 어드레스가 인에이블될 때, 그 출력 신호가 인에이블되는 제1 제어
부; 및

상기 제1 제어부의 출력 신호가 인에이블될 때, 상기 입력 데이터를 제1 데이터선으로 전송하는 제1 데이
터 전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드라이버.

청구항 19 

제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입력부는

상기 특정 모드가 선택되고 상기 특정 어드레스의 반전 신호가 인에이블될 때, 그 출력 신호가 인에이블
되는 제2 제어부; 및

상기 제2 제어부의 출력 신호가 인에이블될 때, 상기 입력 데이터를 제2 데이터선으로 전송하는 제2 데이
터 전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드라이버.

청구항 20 

공통된 입력선을 통하여 입력되는 1개의 입력 데이터 또는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제1 및 제2 입력 데이터
를 외부 클락에 동기하여 제1 또는 제2 데이터선에 출력하는 입력 먹서에 있어서,

제1 특정 모드가 선택될 때, 상기 외부 클락에 동기된 제1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를 상
기 제1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제1 전송부; 및

제2 특정 모드가 선택될 때, 상기 외부 클락의 상승단부에 동기된 제1 클락 신호와 상기 외부 클락의 하
강단부에 동기된 제2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제1 및 제2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제2 전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먹서.

청구항 21 

제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송부는

제2 특정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상승단부에 동기된 제1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제1 입력 데이터
를 전송하여 래치하는 전송 래치부; 및

제2 특정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하강단부에 동기된 제2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전송 래치부의 
출력 신호 및 상기 제2 입력 데이터를 상기 제1 및 제2 데이터선에 전송하는 출력 전송부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먹서.

청구항 22 

제1 및 제2 입력 데이터선을 통하여 입력되는 제1 및 제2 입력 데이터를 외부 클락에 동기하여 공통 출력
선으로 출력하는 출력 먹서에 있어서,

제1 특정 모드 또는 제2 특정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상승단부에 동기하여 상기 제1 입력 데이터를 
상기 공통 출력선으로 전송하는 노말 출력 먹서부; 및

제2 특정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하강단부에 동기하여 상기 제2 입력 데이터를 상기 공통 출력선으로 
전송하는 선택 출력 먹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먹서.

청구항 23 

제22 항에 있어서, 상기 노말 출력 먹서부는

상기 제1 특정 모드 또는 상기 제2 특정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상승단부에 동기하여 활성화되는 제
어 신호 발생부; 및

상기 제어 신호 발생부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입력 데이터를 궁극적으로 상기 공통 출력선으
로 전송하는 전송 게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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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2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출력 먹서부는

상기 제2 특정 모드에서 상기 외부 클락의 하강단부에 동기하여 활성화되는 제어 신호 발생부; 및

상기 제어 신호 발생부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입력 데이터를 궁극적으로 상기 공통 출력선으
로 전송하는 전송 게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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