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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중 비트 프리페치 모드에서 동작하며, 신호 라인의 전환과 관련하여 감소된 온칩 노이즈를 갖는 SDRAM과 같은 반

도체 메모리 장치가 개시된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반도체 메모리장치는 제 1 및 제 2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를 포함한다. 제 1의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1)는 제 1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에 연결되고 제 2의 Y-

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2)는 제 2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202)에 연결된다. 제 1의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

1)는 Y-어드레스와 제 1의 래치 신호(CLK1)를 수신한다. 제 2의 Y-어드레스 디코더(100-2)는 Y-어드레스와 제 2

의 래치 신호(CLK2)를 수신한다. 클록 생성 회로(400)는 외부 클록 신호(CLK)를 수신하고 제 1 및 제 2의 래치 신호

(CLK1 및 CLK2)를 동시에 생성한다. 제 1 및 제 2의 래치 신호(CLK1 및 CLK2)는 서로 스태거되어(staggered), 칼

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 및 I/O 버스(RWBS1 및 RWBS2)의 전환과 관련 회로의 활성화와 연관된 온칩 노이

즈를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반도체 메모리 장치, 프리페치, 온칩 노이즈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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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제 1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제 2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3은 도 1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S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4은 도 1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S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다른 타이밍도.

도 5은 도 1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6은 도 1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또 다른 타이밍도.

도 7은 도 2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8은 도 2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또 다른 타이밍도.

도 9은 도 2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또 다른 타이밍도.

도 10은 일 실시예에 따른 클록 생성 회로의 동작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11은 일 실시예에 따른 클록 생성 회로의 다른 동작을 도시하는 다른 타이밍도.

도 12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Tclk/2의 시간 간격으로 생성되는 래치 신호(CLK1 및 CLK2)를 생성하는 클록 

생성 회로의 블록도.

도 13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반전 관계를 갖는 래치 신호(CLK1 및 CLK2)를 생성하는 클록 생성 회로의 

블록도.

도 14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간에 소정의 시간 간격을 갖는 래치 신호(CLK1 및 CLK2)를 생성하는 클록 

생성 회로의 블록도.

도 15는 종래의 2비트 프리페치 동작을 갖는 SDRAM의 블록도.

도 16a 및 도 16b는 도 15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도시된 S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각각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 17은 도 15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붙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밍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1, 100-2, 100a-1, 100a-2, 100a-3, 100a-4 :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

200 : 메모리 셀 어레이

201, 202, 201a, 202a, 203a, 204a : 메모리 어레이부

301, 301a : AMP1 302, 302a : AMP2

303a : AMP3 304a : AMP4

400 : 클록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n비트 프리페치 모드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에 액세스하는 

싱크로너스 반도체 메모리 장치(synchronous semiconductor memory device)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싱크로너스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고속 외부 클록 주파수로 장치를 동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싱크로너스 메모리 장치는 고속으로 판독되고 기록될 수 있어야만 한다. 싱크로너스 메모리 장치 액세스의 속도를 높

이기 위한 한 방법은 n비트 프리페치(prefetch)(n은 2 이상의 정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판독 동작의 제 1의 

지점에서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n비트의 데이터가 액세스되고 후속하는 클록 싸이클에서 싱크로너스 메모리 장치로부

터 동시에 출력된다. 싱크로너스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의 2비트 프리페치 동작의 예는 일본 특개평 제 9-63263호 

공보(반도체 메모리 장치)와 일본 특개평 제 11-39871호 공보(싱크로너스형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싱크로너스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한 예는 싱크로너스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SDRAM)이다. 본 발명의

여러 양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종래의 2비트 프리페치 동작이 SDRAM에 관해서 설명될 것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종래의 2비트 프리페치 동작을 갖는 SDRAM이 도시되어 있다. 도 15의 SDRAM은 Y-어드레스 버

퍼 디코더(100)와, 메모리 셀 어레이(200), 및 감지 증폭기(301(AMP1) 및 302(AMP2))를 포함한다. 메모리 셀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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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00)는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로 분할되는데 각각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는 메모리 셀 어레

이(200)의 절반이다.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는 외부 칩 또는 집적 회로로부터 외부 마스터 클록 신호(CLK)와 Y-어드레스(칼럼 어

드레스)를 수신한다. Y-어드레스 신호의 값에 따라,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

룹에서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과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에서 메모리 셀 세

그먼트(202)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을 활성화한다. 칼럼 스위치 라인은 클록 신호(CLK)와 동기하여 활성화된

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은 짝수 칼럼 스위치 라인(YSW1)과 홀수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을 나타낸다. 

따라서,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가 짝수 Y-어드레스 값(Y)을 수신하면,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로부터 Y-어드레스 값(Y)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을 활성화한다. 또한, 동시에, Y

-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 Y-어드레스 값(Y+1)에 대응하는 칼럼 스

위치 라인을 활성화한다.

그러나,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가 홀수 Y-어드레스 값(Y)을 수신하면,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 Y-어드레스 값(Y)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을 활성화한다. 또한, 동시에, Y

-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로부터 Y-어드레스 값(Y+1)에 대응하는 칼럼 스

위치 라인을 활성화한다.

따라서,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로부터 메모리 셀이 동시에 액세스되어 2비트 프리페치를 구성하게 된다. 프

리페치된 2비트는 연속적인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비트에 대응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200)는 절반씩으로 분할되는

데 그 각각은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또는 202)에 대응한다.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는 짝수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메모리 셀 만을 포함하고 메모리 셀 세그먼트(202)는 홀수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메모리 셀 만을 포함한다.

또한, X-어드레스(로우 어드레스) 버퍼 디코더(도시되지 않음)는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와 연결되어 각 메

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에서 한 로우의 메모리 셀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면, X-어드레스 신호는 SDRAM 외부

로부터 수신되어 각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의 워드 라인(도시되지 않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

다음, SDRAM 외부에서 수신되는 Y-어드레스 신호(칼럼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

의 각 그룹으로부터 칼럼 스위치 라인이 선택되어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로부터 짝수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비트와

메모리 셀 세그먼트(202)로부터 홀수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비트를 액세스하게 된다. 이들 액세스된 메모리 셀은 수

신된 X-어드레스 신호의 값에 대응하는 로우 어드레스와 한 비트에 대한 수신된 Y-어드레스 신호(Y)의 값과 나머지 

비트에 대한 (Y+1)에 대응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다.

2비트 프리페치 동작에 있어서, 연속적인 칼럼 어드레스 값을 갖는 프리페치된 2비트는 감지 증폭기(301 및 302)에 

의해 I/O 버스(RWBS1 및 RWBS2) 상에서 동시에 액세스될 것이고 따라서 프로세서는 연속하는 클록(CLK) 싸이클

에서 이들을 액세스(판독/기록)할 수 있게 된다.

도 16a를 참조하면, 도 15의 SDRAM의 2비트 프리페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가 도시되어 있다. 판독 동작에 있

어서, 로우 어드레스 신호(도시되지 않음)와 칼럼 어드레스 신호(도시되지 않음)는 Tclk의 주기를 갖는 클록 신호(CL

K)와 동기하여 외부에서 SDRAM으로 인가된다. 로우 어드레스 신호는 각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의 워드 

라인을 활성화한다. 판독 동작은 외부적으로 인가된 로우 및 칼럼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식별되는 시작 비트를 갖는 4

비트 버스트 판독이다. 버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프리페치 모드에서 SDRAM에 기록되거나 SDRAM으로부터 판독될 

때,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에 의해 액세스된 어드레스 값은 외부 제어 신호와 외부적으로 인가된 칼럼 어

드레스에 의해 지정될 때 순차 카운트 모드(sequential count mode)가 사용되는지 또는 인터리브 카운트 모드(interl

eaved count mode)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간략화를 위해서, SDRAM은 순차 카운트 모드에서 동작하

고 외부적으로 인가된 칼럼 어드레스의 최하위 비트는 0인 것으로 간주한다. 액세스된 칼럼 어드레스(A1 내지 A4)는

한 비트씩 증가하는 순차 어드레스이다.

상기의 조건에서 어드레스(A1)는 짝수이고, 따라서 t1의 시간에서 어드레스(A1)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

1)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또한 t1의 시간에서 어드레스(A2)(=A1+1)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하여,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

2)로부터의 DATA1과 DATA2는 t1로부터 회로 전송 지연 후 I/O 버스(RWBS1 및 RWBS2)로 각각 출력된다.

두 클록(CLK) 싸이클 후의 t3의 시간에서는, 어드레스(A3)(=A1+2)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

로부터의 다른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또한 t3의 시간에서 어드레스(A4)(=A1+3)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하여,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로부

터의 DATA3 및 DATA4는 t3로부터 회로 전송 지연 후 I/O 버스(RWBS1 및 RWBS2)로 출력된다.

I/O 버스(RWBS1 및 RWBS2) 상의 데이터(먼저 DATA1과 DATA2 그 후 DATA3과 DATA4)는 클록 신호(CLK)와 

동기하여 소정의 타이밍에서 교대적으로 래치되고, 그 다음 순차 CLK 싸이클과 동기하여 데이터 신호(DQ)로서 외부

로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버스트 싸이클 동안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의 활성화의 전환(A1에서 A3 또는 A2에서 A4)은 Y-어드레

스 버퍼 디코더(100) 내의 회로에 의해 외부 클록 신호(CLK)와 동기하여 수행되고 SDRAM 상의 제어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제어된다.

도 16a에 도시된 2비트 프리페치 모드에 있어서는, 각 그룹의 프리페치된 데 이터를 I/O 버스(RWBS1 및 RWBS2) 

상으로 액세스시키기 위해서는 두 CLK 싸이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데이터 신호(DQ)는 CLK와 동기하여 매 CLK 

싸이클마다 출력된다. 따라서, 개개의 메모리 셀에 대한 액세스 속도는 데이터가 SDRAM 외부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느리다(대략 1/2). 두 클록 싸이클 내부 액세스 윈도우 때문에, 외부 클록 신호에서의 증가는 데이터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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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도 16b를 참조하면, SDRAM의 종래의 비프리페치 판독 동작(non-prefetch read operation)(파이프라인으로도 공지

됨)을 설명하는 타이밍도가 도시되어 있다. 내부 I/O 버스(RWBUS) 상의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신호(DQ)가 단일의 C

LK 싸이클과 동기하여 전송됨을 알 수 있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도 매 CLK 싸이클마다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도 17을 참조하면, DDR-SDRAM(Double Data Rate SDRAM)의 2비트 프리페치 판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가 

도시되어 있다. 판독 동작은 외부에서 인가된 로우 및 칼럼 어드레스 신호(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지정된 시작 비트를

갖는 4비트 버스트 판독이다. 그러나, DDR-DRAM에 있어서,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는 각 CLK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에지 둘 다와 동기하여 동작이 발생하도록 구성된다.

도 17에 도시된 DDR-SDRAM에서의 2비트 프리페치 모드에 있어서는, 각 그룹의 프리페치된 데이터를 I/O 버스(R

WBS1 및 RWBS2) 상으로 액세스시키는데 하나의 CLK 싸이클이 필요된다. 그러나, 데이터 신호(DQ)는 CLK의 상승

및 하강 에지와 동기하여 매 1/2 CLK마다 출력된다. 따라서, 개개의 메모리 셀에 대한 액세스 속도는 SDRAM 외부

로부터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느리다(대략 1/2). 이것은 전형적으로 종래의 비프리페치 동작에서보다 

더 빠른 외부 클록(CLK)의 능력을 허용할 것이다.

2비트 프리페치 모드에 있어서, 도 17에 도시된 DDR-SDRAM은 병렬로 프리페치된 2비트가 부가적인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을 선택하는 회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도 16a에 도시된 SDR-SDRAM(Single Data Rate 

SDRAM)과 유사하다. 그러나,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를 프리페치하지 않는 SDRAM은 부가적인 칼럼 스

위치 라인(YSW1 및 YSW2)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 두 배의 속도로 메모리 셀 어레이(200)로부터 데이터를 액세

스하는데, 이것은 DDR-SDRAM에서 외부 클록(CLK)의 주기(Tclk)의 절반이 될 것이다.

종래의 2비트 프리페치 모드에 기초한 SDRAM은 두 개의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을 동시에 활성화시키

고 동시에 활성화되는 두 개의 I/O 버스를 또한 필요로 할 것이다. 이들 요구는 한 쌍의 칼럼 스위치 라인 드라이버(도

시되지 않음)와 감지 증폭기(301 및 302)가 각 데이터 비트에 대해 활성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증가된 회로 활성화가

발생하는 순간은 도 16a와 도 17에서 "*"로 도시되었다. 16DQs(x16)을 갖는 SDRAM의 경우, 32 데이터 경로 회로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압 공급 라인과 접지 라인 상에서의 전류 스파이크로 인해 온칩 노이즈를 생성할 것이다. 

이러한 노이즈는 제한된 전류 공급 능력 및/또는 상대적으로 좁은(따라서 저항성의) 온칩 파워 버스를 갖는 온칩 전압

조절기(on-chip voltage regulators)를 사용하는 종래 기술의 SDRAMs의 상태에 문제점이 된다. 액세스 횟수를 줄

이기 위해서, 메모리 셀 레벨이 충분히 "감지되어" 데이터가 신뢰성 있게 전 송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자마자 칼럼 회

로는 활성화되어, 이 시간동안 전류 스파이크는 이들이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 전송 또는 지연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노이즈는 4비트 이상의 프리페치 모드에서 동작하는 SDRAM에 대해 더 큰 문제점이 된다.

상기의 논의를 통해, 다중 비트 프리페치 모드에서 동작하는 SDRAM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어레이

로부터 다중 프리페치된 비트를 선택할 때 감소된 노이즈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 따르면, 외부 클록 신호와 동기하여 외부 제어 신호와 외부 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며 외부 클록 신호와 동

기하여 데이터를 기록 또는 판독하도록 구성된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 클록을 수신하며 외부 클록 신호와 동기하

여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각각 생성되는 래치 신호를 생성하는 래치 회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내부 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는 어드레스 디코더는 수신된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칼럼 

스위치 신호를 생성한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어레이 세그먼트로 분할되는 메모리 어레이를 포함한다. 메모

리 어레이 세그먼트의 칼럼은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어드레스 디코더에 의해 주소지정된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내부 I/O 버스는 각각의 메모리 어레이 세그먼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메모리 어레

이 세그먼트는 상기 데이터를 내부 I/O 버스에 병렬로 전송하고 그 후 상기 데이터는 외부 데이터 신호(DQ)로서 반도

체 메 모리 장치로부터 순차적으로 전송된다. 메모리 어레이 세그먼트로부터의 데이터는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내부 

I/O 버스로 전송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래치 회로는 외부 클록 신호, 인에이블 신호, 및 기준 전압을 수신하고 이로부터 래치 

신호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래치 신호는 외부 클록 신호와 동기하여 생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래치 신호는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하나의 래치 신호는 다른 래치 신호의 논리 반전이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래치 신호는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된 적어도 두 래치 신호를 갖는 특정 펄스폭의

펄스이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래치 신호 사이의 시간 간격은 래치 회로의 지연 단(delay stage)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데이터가 외부 클록 신호의 제 1의 에지와 동기하여 기록되거나 판독될 때 인접한 래

치 신호 사이의 최대 시간 간격은 외부 클록 신호의 주기보다 짧게 또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데이터가 외부 클록 신호의 제 1 및 제 2의 에지와 동기하여 기록되거나 판독될 때 인

접한 래치 신호 사이의 최대 시간 간격은 외부 클록 신호의 1/2 주기보다 짧게 또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여러 실시예가 다수의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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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는, 제 1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제 1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도 15에 도시된 종래의 경우와 유사한 구성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구성 요소는 동일한 도면 부호

로 표기하고 필요하면 첨자를 병기할 것이다.

도 1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2비트 프리페치 모드에서 메모리 셀을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SDRAM이다. SDRAM은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로 분할될 수 있는 메모리 셀 어레이(200)를 포함하며, 상기 세그먼트 각각은 메모리

셀 어레이(200)의 메모리 셀의 1/2이다.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 각각은 Y-어드레스 디코더(100-1 및 100

-2)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메모리 셀의 칼럼을 구비한다.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1 및 100-2)는 각각 래치

신호(CLK1 및 CLK2)를 수신한다.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1)는 래치 신호(CLK1)와 동기하여 칼럼 스위치 라

인(YSW1)의 그룹으로부터 활성 칼럼 스위치 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2)는 래치 신호(

CLK2)와 동기하여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 활성 칼럼 스위치 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래치 신호(C

LK1 및 CLK2)는 하기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클록 생성 회로(400)에 의해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된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은 각각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에 접속된 두 그룹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다.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는 각각 메모리 셀 어레이(200)의 메모리 셀의 수의 절반과 동일한 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Y-어드레스(칼럼 어드레스) 신호는 SDRAM 외부에서 생성되어 입력으로서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

(100-1)에 인가된다. 또한, Y-어드레스 디코더(100-1)는 입력으로서 래치 신호(CLK1)를 수신한다. Y-어드레스 버

퍼 디코더(100-1)는 수신된 Y-어드레스 신호의 값에 따라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로부터 칼럼 스위치 라

인을 래치 신호(CLK1)와 동기하여 활성화시킨다.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2)는 입력으로서 Y-어드레스 신호

를 수신한다. 또한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2)는 입력으로서 래치 신호(CLK2)를 수신한다.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2)는 수신된 Y-어드레스 신호의 값에 따라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 칼럼 스위치 라인

을 래치 신호(CLK1)와 동기하여 활성화시킨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은 짝수 칼럼 스위치 라인(YSW1)과 홀수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을 지정한다. 

따라서,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1 및 100-2)가 짝수 Y-어드레스 값(Y)을 수신하면,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

100-1)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로부터 Y-어드레스 값(Y)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을 활성화한다. 

또한, 동시에, Y-어드레스 버퍼 더코더(100-2)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 Y-어드레스 값(Y+1)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1 및 1002-2)가 홀수 Y-어드레스 값(Y)을 수신하면, Y-어드레스 버퍼 디코

더(100-2)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2)으로부터 Y-어드레스 값(Y)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을 활성화한다. 또한

, 동시에 Y-어 드레스 버퍼 디코더(100-1)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로부터 Y-어드레스 값(Y+1)에 대응

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을 활성화한다.

따라서, 양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로부터의 메모리 셀이 액세스되어 2비트 프리페치를 구성하게 된다. 프리

페치된 2비트는 연속하는 칼럼 어드레스에 대응한다. 도시된 예에 있어서, 메모리 셀 어레이(200)는 절반씩 분할되어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또는 202)에 각각 대응하게 된다.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는 짝수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메

모리 셀 만을 포함하고 메모리 셀 세그먼트(202)는 홀수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메모리 셀 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X-어드레스(로우 어드레스) 버퍼 디코더(도시되지 않음)은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에 접속되어 각 메

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의 메모리 셀의 로우를 활성화한다. 예를 들면, X-어드레스 신호는 SDRAM 외부에서 

수신되어 각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의 워드 라인(도시되지 않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 다음, 

SDRAM 외부에서 수신되는 Y-어드레스 신호(칼럼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칼럼 스위치 라인이 칼럼 스위치 라인(YS

W1 및 YSW2)의 각 그룹으로부터 선택되어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로부터 짝수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비트와 메모

리 셀 세그먼트(202)로부터 홀수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비트를 액세스한다. 이들 액세스된 메모리 셀은 수신된 X-어

드레스 신호의 값에 대응하는 로우 어드레스와 하나의 비트에 대한 수신된 Y-어드레스의 값과 나머지 비트에 대한 (

Y+1)에 대응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다.

2비트 프리페치 동작에 있어서, 연속하는 칼럼 어드레스 값을 갖는 프리페치 된 2비트는 래치 신호(CLK1 및 CLK2)

와 동기하여 감지 증폭기(301 및 302)를 통해 입/출력(I/O) 버스(RWBS1 및 RWBS2) 상에서 각각 액세스된다. 그 후,

프로세서는 연속하는 외부 클록(CLK) 싸이클에서 이들을 액세스(판독/기록)한다.

클록 생성 회로(400)는 외부 클록 신호(CLK)와 기준 전압(VREF)를 수신하고 래치 신호(CLK1 및 CLK2)를 생성한

다. 기준 전압(VREF)은 외부 클록(CLK)에 대한 논리 레벨 기준으로서 사용된다. 기준 전압(VREF)은, 예를 들면, SD

RAM 외부에서 제공되거나 기준 전압 발생기를 사용하여 내부적으로 생성된다. 클록 생성 회로(400)는 프리페치 클

록 인에이블 신호(PCEN)도 수신하는데, 이것은 제어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생성된다. 프리페치 클록 인에이블 

신호(PCEN)는 한 논리 상태에 있을 때 클록 생성 회로(400)를 인에이블하여 래치 신호(CLK1 및 CLK2)를 생성하고 

다른 논리 상태에 있을 때 클록 생성 회로(400)를 디스에이블한다.

Y-어드레스 버퍼 회로(100-1 및 100-2)는 각각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의 그룹으로부터 칼럼 스위치를 

활성화한다. 칼럼 스위치 라인은 래치 신호(CLK1 및 CLK2)와 동기하여 활성화된다. 래치 신호(CLK1 및 CLK2)는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활성화된다. 따라서,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은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활성화된다.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활성화 타이밍은, 예를 들면, 지연 회로를 사용하거나, 또는 CLK의 한 위상(예를 들면, 

CLK 하이)에서 하나를 활성화하고 CLK의 다른 위상(예를 들면, CLK 로우)에서 나머지를 활성화하는 것에 의해 결

정된다. 그러나, 만약 래치 신호(CLK1 및 CLK2) 사이의 시간 지연이 너무 크다면, CAS(Column Address Strobe) 

레이턴시가 악영향을 받게 되어, SDRAM의 데이터 액세스 시간에서 과도한 지연을 유발하게 된다. 만약 반도체 메모

리 장치가 SDR-DRAM이라면, 래치 신호(CLK1 및 CLK2) 사이의 최대 시간 간격을 외부 클록 신호(CLK)의 주기와 

동일하게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DDR-DRAM이라면, 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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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CLK1 및 CLK2) 사이의 최대 시간 간격을 외부 클록 신호(CLK)의 주기의 반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하로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를 참조하면, 제 2의 실시예에 다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개략적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2의 반도체 메모

리 장치는 4비트 프리페치 모드(4비트가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병렬로 액세스된다)에서 메모리 셀을 액세스하도록 구

성된 SDRAM을 도시한다. 제 2의 실시예에 따른 SDRAM은 메모리 셀 어레이(200a)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셀 어

레이(200a)는 메모리 셀 어레이(200a)의 메모리 셀의 1/4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a 내지 204a)로 분할

된다.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a 내지 204a)는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a-1 내지 100a-4)에 의해 각각 액세스되

는 메모리 셀의 칼럼을 구비한다.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a-1 내지 100a-4)는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를 

각각 수신한다.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a-1)는 래치 신호(CLK1)와 동기하여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

으로부터 활성 칼럼 스위치 라인을 제공한다.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a-2)는 래치 신호(CLK2)와 동기하여 칼

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 활성 칼럼 스위치 라인을 제공한다.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a-3)는 래

치 신호(CLK3)와 동기하여 칼럼 스위치 라인(YSW3)의 그룹으로부터 활성 칼럼 스위치 라인을 제공한다. Y-어 드레

스 버퍼 디코더(100a-4)는 래치 신호(CLK4)와 동기하여 칼럼 스위치 라인(YSW4)의 그룹으로부터 활성 칼럼 스위

치 라인을 제공한다.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는 클록 생성 회로(400a)에 의해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된다.

한 방식에 따르면,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a 내지 204a)는,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4로 나눈 나머지에 기초하여

분할된다.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칼럼 어드레스는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a)로 지정된다.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칼

럼 어드레스는 메모리 셀 세그먼트(202a)로 지정된다.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칼럼 어드레스는 메모리 셀 세그먼트(2

03a)로 지정된다.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칼럼 어드레스는 메모리 셀 세그먼트(204a)로 지정된다.

또한, X-어드레스(로우 어드레스) 버퍼 디코더(도시되지 않음)는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 및 202)에 접속되어 각 메

모리 셀 세그먼트(201a 내지 204a)에서 메모리 셀의 로우를 활성화한다. 예를 들면, X-어드레스 신호는 SDRAM 외

부로부터 수신되어 각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a 내지 204a)의 워드 라인(도시되지 않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

된다. 그 다음, SDRAM 외부에서 수신되는 Y-어드레스 신호(칼럼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4)의 각 그룹으로부터 칼럼 스위치 라인이 선택되어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a 내지 204a) 각각으로부터의 비트

를 액세스하게 된다. 이들 액세스된 메모리 셀은 수신된 X-어드레스 신호의 값에 대응하는 로우 어드레스와 수신된 

Y-어드레스 신호(Y 내지 Y+3)의 값에 연속적으로 대응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다.

4비트 프리페치 동작에 있어서, 연속하는 칼럼 어드레스 값을 갖는 프리페치 된 4비트는 래치 신호(CLK1 내지 CLK

4)와 동기하여 감지 증폭기(301a 내지 304a)를 통해 I/O 버스(RWBS1 내지 RWBS4)에서 각각 액세스된다. 그 후, 프

로세서는 연속하는 외부 클록(CLK) 싸이클에서 이들을 액세스(판독/기록)한다.

도 2의 실시예의 클록 생성 회로(400a)는 외부 클록 신호(CLK)와 기준 전압(VREF)을 수신하고 래치 신호(CLK1 내

지 CLK4)를 생성한다. 기준 전압(VREF)은 외부 클록(CLK)에 대한 논리 레벨 기준으로서 사용된다. 기준 전압(VRE

F)은, 예를 들면, SDRAM 외부에서 제공되거나 기준 전압 발생기를 사용하여 내부적으로 생성된다. 클록 생성 회로(4

00a)는 프리페치 클록 인에이블 신호(PCEN)도 수신하는데, 이것은 제어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생성된다. 프리

페치 클록 인에이블 신호(PCEN)는 한 논리 상태에 있을 때 클록 생성 회로(400a)를 인에이블하여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를 생성하고 다른 논리 상태에 있을 때 클록 생성 회로(400a)를 디스에이블한다.

Y-어드레스 버퍼 회로(100a-1 및 100a-4)는 각각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내지 YSW4)의 그룹으로부터 칼럼 스위

치를 활성화한다. 칼럼 스위치 라인은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와 동기하여 활성화된다. 래치 신호(CLK1 내지 C

LK4)는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활성화된다. 따라서,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내지 YSW4)은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활

성화된다.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의 활성화 타이밍은, 예를 들면, 지연 회로의 사용 또는 CLK의 위상, 또는 이

들 두 기술을 조합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만약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 사이의 시간 지연이 너무 크

다면, CAS(Column Address Strobe) 레이턴시가 악영향을 받게 되어, SDRAM의 데 이터 액세스 시간에서 과도한 

지연을 유발하게 된다. 만약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SDR-DRAM이라면,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 사이의 최대 시

간 간격을 외부 클록 신호(CLK)의 주기와 동일하게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DDR-DRAM이라면,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 사이의 최대 시간 간격을 외부 클록 신호(CLK)

의 주기의 반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 및 도 2의 제 1 및 제 2의 실시예의 동작이 도 3 내지 도 9의 타이밍도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3은 도 1의 반도체 메모리에 도시된 바와 같은 S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

밍을 도시하는 타이밍도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활성화 사이의 시간 간격은 외부 클

록 신호(CLK)의 주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판독 동작에 있어서, 제어 신호, 로우 어드레스 신호(도시되지 않음) 및 칼럼 어드레스 신호(도시되지 않음)는 Tclk의

주기를 갖는 클록 신호(CLK)와 동기하여 SDRAM의 외부에서 제공된다. 로우 어드레스 신호는 각각의 메모리 셀 세

그먼트(201 및 202)에서 워드 라인을 활성화한다. 도 3의 판독 동작은 외부에서 인가된 로우 및 칼럼 어드레스 신호

에 의해 지정되는 시작 비트를 갖는 4비트 버스트 판독이다. 버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프리페치 모드에서 SDRAM에 

기록되거나 또는 SDRAM으로부터 판독될 때,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에 의해 액세스되는 어드레스 값은 

순차 카운트 모드가 사용되는지 인터리브 카운트 모드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특정 카운트 모드는, 예를

들면, 외부 제어 신호(들)와 외부에서 인가되는 칼럼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간략화를 위해, SDRAM이 순

차 카운트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고 외부에서 인가된 칼럼 어드레스의 최하위 비트가 0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액

세스된 칼럼 어드레스(A1 내지 A4)는 각각 한 비트씩 증가하는 순차 어드레스가 된다.

상기의 조건에서 어드레스(A1)는 짝수이다. 따라서, t1에 후속하는 지연 시간(Ta)에서, 펄스 형태의 제 1의 래치 신

호(CLK1)가 생성되고 어드레스(A1)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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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된다.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로부터의 DATA1은 회로 전송 지연 후에 I/O 버스(RWBS1)로 출력된다. 그 후, 

외부 클록(CLK)의 클록 주기(Tclk) 후에,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2)가 생성되고 어드레스(A2)(=A1+1)에 대응

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하여 회로 전송 지연 후 메

모리 셀 세그먼트(202)로부터의 DATA2가 I/O 버스(RWBS2)로 출력된다. 외부 클록(CLK)의 다른 클록 주기(Tclk) 

또는 t3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Ta)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1)가 다시 생성된다. 이렇게 하여 어드레스(A3)(=

A1+2)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로부터의 DATA3가 회로 전송 지연 후 I/O 버스(RWBS1)로 출력된다. 외부 클록(CLK)의 또 다른 클록

주기(Tclk) 또는 t4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Ta)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2)가 다시 생성된다. 이렇게 하여 어드

레스(A4)(=A1+3)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메모리 셀 세그먼트(202)로부터의 DATA4가 회로 전송 지연 후 I/O 버스(RWBS2)로 출력된다. 칼럼 스위치 라인(YS

W1)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의 활성화가 래치 신호(CLK1)와 동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래치 

신호(CLK1)와 동기하여 I/O 버스(RWBS1)로 출력된다. 또한,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

치 라인의 활성화가 래치 신호(CLK2)와 동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래치 신호(CLK2)와 동기하여 I/O 버스

(RWBS2)로 출력된다. I/O 버스(RWBS1 및 RWBS2) 상의 데이터(먼저 DATA1 및 DATA2와 그 다음 DATA3 및 D

ATA4)는 클록 신호(CLK)와 동기하여 소정의 타이밍에서 교대적으로 래치되고, 그 후 데이터 신호(DQ)로서 순차적

인 CLK 싸이클과 동기하여 순차적으로 외부에 출력된다.

버스트 싸이클 동안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의 활성화의 전환(A1에서 A3 또는 A2에서 A4)은 Y-어드레

스 버퍼 디코더(100-1 및 100-2) 내의 회로에 의해 외부 클록 신호(CLK)와 동기하여 수행되고 SDRAM 상의 제어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제어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생성을 스태거링(stggering)함으로써, 칼럼 스위치 라인(YS

W1 및 YSW2)의 전환과 I/O 버스(RWBS1 및 RWBS2) 상의 데이터의 변경은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한다. 이것

은 SDRAM 상의 내부 전류 스파이크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노이즈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칼럼 스위치 라인의 

전환과 I/O 버스 상의 데이터의 변환이 거의 동일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하는 도 16a 및 도 16b에 도시된 종래의 예와

대조된다.

도 4는 도 1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S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

스 타이밍을 설명하는 다른 타이밍도이다. 본 예에 있어서,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활성화 사이의 시간 간격은 

소정의 시간 지연(Tb)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외부 동작 조건은 도 3의 타이밍도에 도시된 예와 동일하다. 도 4의 예에

있어서, 래치 신호(CLK1)는 t1의 시간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Ta) 후에 생성되고 래치 신호(CLK2)는 래치 신호(CLK

1)의 생성 후 시간 지연(Tb) 후에 생성된다. 유사하게, 래치 신호(CLK1)는 t3의 시간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Ta) 후에

재생성되고 래치 신호(CLK2)는 래치 신호(CLK1)의 재생성 후 시간 지연(Tb) 후에 재생성된다.

도 3의 타이밍도에 도시된 예와 유사하게 래치 신호(CLK1 및 CLK2)에 대응하여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

은 활성화되고 데이터는 I/O 버스(RWBS1 및 RWBS2)로 전송된다. 도 4에 도시된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생

성을 스태거링함으로써,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의 전환과 I/O 버스(RWBS1 및 RWBS2) 상의 데이터의 

변환은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SDRAM 상에서의 내부 전류 스파이크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노이즈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칼럼 스위치 라인의 전환과 I/O 버스 상의 데이터의 변환이 동일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

하는 도 16a 및 도 16b에 도시된 종래의 예와 대조된다.

도 5는 도 1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밍도이다. 본 예에 있어서,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활성화 사이의 시간 간격은 외부 클록 신호(C

LK)의 주기의 절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 5의 판독 동작에 있어서, 외부 신호는 Tclk의 주기를 갖는 외부 클록 신

호(CLK)의 상승 및 하강 에지 둘다와 동기하여 SDRAM에 인가된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과 I/O 버스(

RWBS1 및 RWBS2) 상의 데이터는 외부 클록(CLK)의 주기(Tclk)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변경되지만, 출력 데이터 

신호(DQ)는 외부 클록(CLK)의 1/2 주기(Tclk/2)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칼럼 스위치 라인(YSW

1 및 YSW2)과 I/O 버스(RWBS1 및 RWBS2)의 순서는 도 3 및 도 4의 타이밍에서 주어진 예와 동일하다. 도 5의 타

이밍도에 있어서, t1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Ta) 후, 펄스 형태의 제 1의 래치 신호(CLK1)가 생성되고, 어드레스(A1)

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메모리 셀 세그먼

트(201)로부터의 DATA1은 회로 전송 지연 후 I/O 버스(RWBS1)로 출력된다. 그 다음, 외부 클록(CLK)의 1/2 클록 

주기(Tclk/2)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2)가 생성되고 어드레스(A2)(=A1+1)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

W2)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하여 회로 전송 지연 후 메모리 셀 세그먼트(202)로

부터의 DATA2가 I/O 버스(RWBS2)로 출력된다. 외부 클록(CLK)의 다른 1/2 클록 주기(Tclk/2) 또는 t2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1)가 다시 생성되고, 어드레스(A3)(=A1+2)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

YSW1)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하여,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로부터의 DATA3

가 회로 전송 지연 후 I/O 버스(RWBS1)로 출력된다. 외부 클록(CLK)의 또 다른 1/2 클록 주기(Tclk/2) 후, 펄스 형

태의 래치 신호(CLK2)가 다시 생성되고 어드레스(A4)(=A1+3)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

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하여, 메모리 셀 세그먼트(202)로부터의 DATA4가 회로 전송 지연 후 I

/O 버스(RWBS2)로 출력된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의 활성화가 래치 신호(

CLK1)와 동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래치 신호(CLK1)와 동기하여 I/O 버스(RWBS1)로 출력된다. 또한, 칼

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의 활성화가 래치 신호(CLK2)와 동기하여 발생하기 때문

에, 데이터는 래치 신호(CLK2)와 동기하여 I/O 버스(RWBS2)로 출력된다. I/O 버스(RWBS1 및 RWBS2) 상의 데이

터(먼저 DATA1 및 DATA2와 그 다음 DATA3 및 DATA4)는 클록 신호(CLK)의 상승 및 하강 에지와 동기하여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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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이밍에서 교대적으로 래치되고, 그 후 데이터 신호(DQ)로서 순차적인 CLK 상승 및 하강 에지와 동기하여 순차

적으로 외부에 출력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생성을 스태거링(stggering)함으로써, 칼럼 스위치 라인(YS

W1 및 YSW2)의 전환과 I/O 버스(RWBS1 및 RWBS2) 상의 데이터의 변환은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한다. 이것

은 SDRAM 상의 내부 전류 스파이크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노이즈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칼럼 스위치 라인의 

전환과 I/O 버스 상의 데이터의 변환이 거의 동일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하는 도 16a 및 도 16b에 도시된 종래의 예와

대조된다.

도 6은 도 1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또 다른 타이밍도이다. 본 예에 있어서,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활성화 사이의 시간 간격은 Tc의 소

정의 시간 지연 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 6의 판독 동작에 있어서, 외부 신호는 Tclk의 주기를 갖는 외부 클록 신호(

CLK)의 상승 및 하강 에지 둘다와 동기하여 SDRAM에 인가된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과 I/O 버스(R

WBS1 및 RWBS2) 상의 데이터는 외부 클록(CLK)의 주기(Tclk)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변경되지만, 출력 데이터 

신호(DQ)는 외부 클록(CLK)의 1/2 주기(Tclk/2)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칼럼 스위치 라인(YSW

1 및 YSW2)과 I/O 버스(RWBS1 및 RWBS2)의 순서는 도 5의 타이밍에서 주어진 예와 동일하다. 도 6의 타이밍도에 

있어서, t1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Ta) 후, 펄스 형태의 제 1의 래치 신호(CLK1)가 생성된다. 그 다음, 래치 신호(CLK

1)의 생성 후의 Tc의 소정 시간 지연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2)가 생성된다. 그 다음, t2에 후속하는 시간 지

연(Ta)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1)가 재생성된다. 래치 신호(CLK1)의 재생성 후의 Tc의 또 다른 소정의 시간 

지연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2)가 재생성된다. 도 6에 있어서,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과 I/O 버스

(RWBS1 및 RWBS2)의 활성화는 도 4의 타이밍도에서와 같이 래치 신호(CLK1 및 CLK2)와 동기하여 동작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생성을 스태거링(stggering)함으로써, 칼럼 스위치 라인(YS

W1 및 YSW2)의 전환과 I/O 버스(RWBS1 및 RWBS2) 상의 데이터의 변환은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한다. 이것

은 SDRAM 상의 내부 전류 스파이크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노이즈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칼럼 스위치 라인의 

전환과 I/O 버스 상의 데이터의 변환이 거의 동일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하는 도 16a 및 도 16b에 도시된 종래의 예와

대조된다.

도 7은 도 2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본 예에 있어서,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의 활성화 사이의 시간 간격은 외부 클록 신호

의 1/4 주기 또는 Tclk/4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 7의 판독 동작에 있어서, 제어 신호, 로우 어드레스 신호(도시되지 않음) 및 칼럼 어드레스 신호(도시되지 않음)는 

Tclk의 주기를 갖는 클록 신호(CLK)와 동기하여 SDRAM의 외부에서 제공된다. 로우 어드레스 신호는 각각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a 내지 204a)에서 워드 라인을 활성화한다. 도 7에 있어서, 판독 동작은 외부에서 인가된 로우 및 칼

럼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지정되는 시작 비트를 갖는 4비트 버스트 판독이다. 버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프리페치 모드

에서 SDRAM에 기록되거나 또는 SDRAM으로부터 판독될 때,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내지 YSW4)에 의해 액세스

되는 어드레스 값은 순차 카운트 모드가 사용되는지 인터리브 카운트 모드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특정

카운트 모드는, 예를 들면, 외부 제어 신호(들)와 외부에서 인가되는 칼럼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간략화를 

위해, SDRAM이 순차 카운트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고 외부에서 인가된 칼럼 어드레스의 최하위 비트가 0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액세스된 칼럼 어드레스(A1 내지 A4)는 각각 한 비트씩 증가하는 순차 어드레스가 된다.

상기의 조건을 고려하면, 시작 버스트 어드레스(A1)(0)는 4에 의해 나누어지며 나머지가 0이다. 따라서, t1에 후속하

는 시간 지연(Ta)에서,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1)가 생성되고, 어드레스(A1)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

1)의 그룹 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하여,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a)로부터의 DATA1은 

회로 전송 지연 후에 I/O 버스(RWBS1)로 출력된다. 그 후, 외부 클록(CLK)의 1/4 클록 주기(Tclk/4) 후에, 펄스 형태

의 래치 신호(CLK2)가 생성되고 어드레스(A2)(=A1+1)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터의 칼

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하여 회로 전송 지연 후 메모리 셀 세그먼트(202)로부터의 DATA2가 I/O 버스(

RWBS2)로 출력된다. 외부 클록(CLK)의 다른 1/4 클록 주기(Tclk/4) 또는 외부 클록 (CLK)의 하강 에지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Ta)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3)가 생성되고 어드레스(A3)(=A1+2)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

SW3)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하여, 메모리 셀 세그먼트(201c)로부터의 DATA3

가 회로 전송 지연 후 I/O 버스(RWBS3)로 출력된다. 외부 클록(CLK)의 또 다른 1/4 클록 주기(Tclk)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4)가 다시 생성되고 어드레스(A4)(=A1+3)에 대응하는 칼럼 스위치 라인(YSW4)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하여, 메모리 셀 세그먼트(202d)로부터의 DATA4가 회로 전송 지연 후 I/O 

버스(RWBS4)로 출력된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1)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의 활성화가 래치 신호(CLK1)와 동기하여 발생하기 때

문에, 데이터는 래치 신호(CLK1)와 동기하여 I/O 버스(RWBS1)로 출력된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2)의 그룹으로부

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의 활성화는 래치 신호(CLK2)와 동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래치 신호(CLK2)와 동

기하여 I/O 버스(RWBS2)로 출력된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3)의 그 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의 활성화는 래

치 신호(CLK3)와 동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래치 신호(CLK3)와 동기하여 I/O 버스(RWBS3)로 출력된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4)의 그룹으로부터의 칼럼 스위치 라인의 활성화는 래치 신호(CLK4)와 동기하여 발생하기 때

문에, 데이터는 래치 신호(CLK4)와 동기하여 I/O 버스(RWBS4)로 출력된다.

I/O 버스(RWBS1 내지 RWBS2) 상의 데이터(DATA1 내지 DATA4)는 클록 신호(CLK)의 상승 및 하강 에지와 동기

하여 소정의 타이밍에서 교대적으로 래치되고, 그 후 데이터 신호(DQ)로서 순차적인 CLK 상승 및 하강 에지와 동기

하여 순차적으로 외부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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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의 생성을 스태거링(stggering)함으로써, 칼럼 스위치 라인(Y

SW1 내지 YSW4)의 전환과 I/O 버스(RWBS1 내지 RWBS4) 상의 데이터의 변환은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SDRAM 상의 내부 전류 스파이크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노이즈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칼럼 스위치 라

인의 전환과 I/O 버스 상의 데이터의 변환이 거의 동일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하는 도 16a 및 도 16b에 도시된 종래의

예와 대조된다.

도 8은 도 2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또 다른 타이밍도이다. 본 예에 있어서,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의 활성화 사이의 시간 간격은 Td의 

소정의 시간 지연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내지 YSW4)과 I/O 버스(RWBS1 내지 RWBS4) 상

의 데이터는 Td의 소정의 시간 지연과 동일한 시간 간격에서 순차적으 로 활성화되지만, 출력 데이터 신호(DQ)는 외

부 클록(CLK)의 1/2 주기(Tclk/2)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내지 YSW4)

과 I/O 버스(RWBS1 내지 RWBS4)의 순서는 도 7의 타이밍에서 주어진 예와 동일하다. 도 8의 타이밍도에 있어서, t

1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Ta) 후, 펄스 형태의 제 1의 래치 신호(CLK1)가 생성된다. 그 다음, 래치 신호(CLK1)의 생

성 후 Td의 소정 시간 지연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2)가 생성된다. 그 다음, 래치 신호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

Td)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3)가 생성된다. 래치 신호(CLK3)의 재생성 후의 Td의 또 다른 소정의 시간 지연 

후, 펄스 형태의 래치 신호(CLK4)가 생성된다. 도 8에 있어서,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내지 YSW4)과 I/O 버스(RW

BS1 내지 RWBS4)의 활성화는 도 7의 타이밍도에서와 같이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와 동기하여 동작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의 생성을 스태거링(stggering)함으로써, 칼럼 스위치 라인(Y

SW1 내지 YSW4)의 전환과 I/O 버스(RWBS1 내지 RWBS4) 상의 데이터의 변환은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한다.

도 9는 도 2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도시된 DDR-SDRAM의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액세스 타이밍을 

도시하는 또 다른 타이밍도이다. 본 예에 있어서, 래치 신호(CLK1 및 CLK2)는 동시에 생성된다. 소정의 시간 간격 

후, 래치 신호(CLK3 및 CLK4)는 동시에 생성된다. 래치 신호(CLK1 및 CLK2)와 래치 신호(CLK3 및 CLK4)의 생성

사이의 시간 간격은 외부 클록(CLK) 주기의 절반(Tclk/2)이다.

도 9의 타이밍도에 있어서, t1에 후속하는 시간 지연(Ta) 후, 각각이 펄스 형태인 래치 신호(CLK1 및 CLK2)가 생성

된다. 그 다음,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생성 후 소정의 시간 간격 후에, 각각이 펄스 형태인 래치 신호(CLK3 및

CLK4)가 생성된다. 도 9에 있어서,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내지 YSW4)과 I/O 버스(RWBS1 내지 RWBS4)의 활성

화는, 도 8의 타이밍도에서와 같이, 래치 신호(CLK1 내지 CLK4)와 동기하여 동작한다. 그러나, 도 9의 타이밍도에 

있어서,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은 거의 동시에 변경되고 칼럼 스위치 라인(YSW3 및 YSW4)은 거의 동시

에 변경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래치 신호(CLK3 및 CLK4)에 대한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생성을 스태거링함으로써

, 칼럼 스위치 라인(YSW1 및 YSW2)의 전환과 I/O 버스 상의 데이터의 변환은 칼럼 스위치 라인(YSW3 및 YSW4)과

I/O 버스(RWBS3 및 RWBS4)에 대해서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칼럼 스위치 라인과 I/O 버스가 프

리페치된 4비트에 대해서 동시에 변경되는 종래의 4비트 프리페치와 비교하여 전류 스파이크가 절반으로 된다.

도 1에서 400으로 도시된 클록 생성 회로의 구성과 동작은 도 10 내지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10 및 도 11은 외부 클록 신호(CLK)에 대한 래치 신호(CLK1 및 CLK2)의 타이밍을 도시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1

0 및 도 11의 타이밍도는 래치 신호(CLK1 및 CLK2) 사이의 간격이 Tclk/2와 동일한 도 5에 도시된 DDR-SDRAM

과 대응한다. 도 10에서, 래치 신호(CLK1 및 CLK2)는 소정의 폭을 가지며 외부 클록 신호(CLK)의 상승 및 하강 에

지와 각각 동기하여 생성된 펄스이다.

도 11에 있어서, 래치 신호(CLK1 및 CLK2)는 Ta의 전송 지연을 갖는 버퍼를 통해 외부 CLK 신호로부터 직접적으

로 생성된다. 따라서, 래치 신호(CLK1 및 CLK2)는 외부 클록 신호(CLK)와 동일한 폭을 갖는다. 래치 신호(CLK2)는

CLK1에 대해서 반전된다.

도 12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Tclk/2의 시간 간격으로 래치 신호(CLK1 및 CLK2)를 생성하는 클록 생성 회로

(400)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12의 클록 생성 회로(400)는 CLK1 생성 회로(401)와 CLK2 생성 회로(402)를 포함

한다. CLK1 생성 회로(401)는 외부 클록 신호(CLK)와 기준 전압(VREF)을 수신하고 래치 신호(CLK1)를 생성한다. 

래치 신호(CLK1)는 Ta의 지연 후 외부 CLK 신호의 상승 에지와 동기하여 생성되는 펄스이다. CLK2 생성 회로(402

)는 외부 클록 신호(CLK)와 기준 전압(VREF)을 수신하고 래치 신호(CLK2)를 생성한다. 래치 신호(CLK2)는 Ta의 

지연 후 외부 CLK 신호의 하강 에지와 동기하여 생성되는 펄스이다. 기준 전압(VREF)은 외부 클록 신호(CLK)에 대

한 논리 레벨 기준으로서 사용된다. 기준 전압(VREF)은 예를 들면 SDRAM 외부에서 제공되거나 또는 기준 전압 발

생기를 사용하여 내부적으로 생성된다.

CLK1 생성 회로(401)와 CLK2 생성 회로(402)는 제어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생성되는 프리페치 클록 인에이

블 신호(PCEN)를 각각 수신한다. 본 예에 있어서, CLK1 및 CLK2 생성 회로(401 및 402) 각각은 별개의 프리페치 

클록 인에이블 신호(PCEN)를 수신한다. 일 예로서, 도 12와 연계하여 도 3을 참조하면, CLK1 생성 회로(401)용 프

리페치 클록 인에이블 신호(PCEN)는 t1과 t3의 시간에서 인에이블 상태(CLK1의 생성을 허용함)에 있지만, t2와 t4

의 시간에서는 디스에이블 상태(CLK1의 생성을 억제함)에 있다. 그러나, CLK2 생성 회로(402)용 프리페치 클록 인

에이블 신호(PCEN)는 t2와 t4의 시간에서 인에이블 상태(CLK2의 생성을 허용함)에 있지만, t1과 t3의 시간에서는 

디스에이블 상태(CLK2의 생성을 억제함)에 있다.

도 13을 참조하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반전된 관계를 갖는 래치 신호(CLK1 및 CLK2)를 생성하는 클록 

생성 회로(400)가 개략적인 블록도 형태로 도시되어 있다. 도 13의 클록 생성 회로(400)는 CLK1 생성 회로(403)와 

인버터(404)를 포함한다. CLK1 생성 회로(403)는 외부 클록 신호(CLK)와 기준 전압(VREF)을 수신하고 래치 신호(

CLK1)를 생성한다. 래치 신호(CLK1)는 Ta의 지연 후에 외부 CLK 신호와 동기하여 생성된다. 인버터(404)는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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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래치 신호(CLK1)를 수신하고 래치 신호(CLK2)를 생성한다. 이렇게 하여, CLK2는 래치 신호(CLK1)의 논리 

반전이 된다. CLK1 생성 회로(403)는 또한 제어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생성되는 프리페치 클록 인에이블 신호

(PCEN)도 수신한다.

도 14에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서로 소정의 시간 간격을 갖는 래치 신호(CLK1 및 CLK2)를 생성하는 클록 생성

회로(400)의 개략적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4의 클록 생성 회로(400)는 CLK1 생성 회로(405)와 지연 회로(

406)를 포함한다. CLK1 생성 회로(405)는 외부 클록 신호(CLK2)와 기준 전압(VREF)을 수신하고, 래치 신호(CLK1

)를 생성한다. 래치 신호(CLK1)는 Ta의 지연 후 외부 CLK 신호 의 상승 에지와 동기하여 생성되는 펄스이다. 지연 

회로(406)는 입력으로서 래치 신호(CLK1)를 수신하고 지연된 출력으로서 래치 신호(CLK2)를 생성한다. 래치 신호(

CLK1)의 생성과 래치 신호(CLK2)의 생성 사이의 시간 간격은 지연 회로(406)의 신호 전송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지연 회로는 예를 들면 다수의 인버터(406-1 내지 406-n)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n은 짝수이다. 지연 시간은 인버터

의 수를 변경하거나 또는 인버터 스트링(inverter string)의 용량 부하 및/또는 저항 소자를 사용함을써 조정된다.

래치 신호(CLK1 및/또는 CLK2)의 생성과 함께 논의된 지연 시간(Ta)은 CLK1 및/또는 CLK2 생성 회로(401 내지 4

03 및 405)의 전송 지연에 의해 결정된다. Ta의 결정에 있어서의 다른 요인은 칼럼 어드레스 셋업 및 유지 시간과 입

력 버퍼를 통한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1 및 100-2)까지의 외부 칼럼 어드레스에 대한 전송 지연을 포함한다.

상기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다중 비트 프리페치 모드에서 동작하는 SDRAM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는, 신호 라인의 전환 및/또는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100-1 및 100-2)와 내부 I/O 버스(RWBS1 

및 RWBS2)와 같은 Y-어드레스 신호와 관련된 회로의 활성화는 종래의 프리페치 모드에서 동작하는 메모리 장치와 

비교하여 온-칩 노이즈를 감소하도록 스태거된다(staggered).

발명의 효과

상기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다중 비트 프리페치 모드에서 동작하는 SDRAM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 장

치는 초기 칼럼 어드레스와 버스트 길이에 따라 다수의 칼럼 스위치 라인을 활성화하는 다수의 디코더 회로를 포함한

다. 칼럼 스위치 라인은 각각의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활성화된다. 래치 신호 생성 회로는 외부 클록과 동기하여 다수

의 래치 신호를 생성한다. 다수의 래치 신호는 다수의 칼럼 스위치 라인의 활성화를 스태거링하도록 스태거되고, 그 

결과 종래의 다중 비트 프리페치 모드에서 동작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와 비교하여 온-칩 노이즈를 감소하게 된다.

상기 상술된 실시예는 예시적인 것이며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프리페치되는 비

트의 수는 2 또는 4 이외의 수가 될 수 있으며 버스트 길이는 필요하다면 4 이외의 수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

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예를 들면, 스태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SRAM) 또는 리드 온리 메모리(ROM)과 같은 

다른 휘발성 또는 불휘발성 타입의 형태일 수도 있다.

상기 상술된 실시예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데이터 신호(DQ)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대해 설명되었다. 그러나, 메모

리 장치는 메모리 셀 어레이, 칼럼 디코더, 및 내부 I/O 버스가 예를 들면 16회 반복되는 x16과 같은 와이드-워드부(

wide-word parts)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래치 신호의 수는 요구되는 노이즈 억제 레벨에 따라 증

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원에서 개시된 여러 특정 실시예가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본 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과 수정 및 대체 등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 클록 신호와 동기하여 외부 제어 신호 및 외부 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외부 클록 신호와 동기하여 데이

터가 기록/판독되도록 구성된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n(2 이상의 정수)개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로 분할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외부 클록을 수신하고 상기 외부 클록 신호와 동기하여 다수의 래치 신호를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하는 래치 회

로; 및

상기 외부 어드레스 신호로부터 생성되는 내부 어드레스 신호, 및 상기 다수의 래치 신호의 하나를 각각 수신하며 상

기 수신된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칼럼 스위치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메모리 셀 세그먼트의 하나로부터 데이터를 선택

하는 다수의 어드레스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인접한 래치 신호 사이의 최대 시간 간격은 데이터가 상기 외부 클록 신호의 제 1의 에지와 동기하여 기록/판독될 때 

상기 외부 클록 신호의 주기보다 작거나 또는 거의 상기 외부 클록 신호의 주기와 거의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인접한 래치 신호 사이의 최대 시간 간격은 데이터가 상기 외부 클록 신호의 제 1 및 제 2의 에지와 동기하여 기록/판

독될 때 상기 외부 클록 신호의 1/2 주기보다 작거나 또는 거의 상기 외부 클록 신호의 1/2 주기와 거의 동일한 것을 



등록특허  10-0386990

- 11 -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는 n개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로 분할되고 n은 2보다 큰 정수이며;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되는 래치 신호의 수는 n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다수의 래치 신호는 제 1의 래치 신호와 제 2의 래치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제 2의 래치 신호는 상기 제 1의 래치 신

호의 논리 반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다수의 래치 신호는 제 1의 래치 신호와 제 2의 래치 신호를 포함하며;

상기 래치 회로는 지연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지연 회로는 입력으로 상기 제 1의 래치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 2의 

래치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입력으로서 외부 클록 신호를 수신하고 제 1 및 제 2의 래치 신호를 서로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하는 클록 회로와

;

제 1 및 제 2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로 분할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제 1 및 제 2의 내부 I/O 버스를 포함하고,

상기 제 1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로부터의 데이터는 상기 제 1의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상기 제 1의 내부 I/O 버스로 

전송되고 상기 제 2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로부터의 데이터는 상기 제 2의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상기 제 2의 내부 I/O

버스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의 내부 I/O 버스 상의 데이터는 상기 외부 클록 신호와 동기하여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의 래치 신호는 소정의 펄스 폭을 갖는 펄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입력으로서 상기 제 1의 래치 신호와 어드레스를 수신하며, 상기 제 1의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제 1의 그룹의 칼럼 스

위치 라인의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제 1의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 및

입력으로서 상기 제 2의 래치 신호와 어드레스를 수신하며, 상기 제 2의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제 2의 그룹의 칼럼 스

위치 라인의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제 2의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1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는 상기 제 1의 그룹의 칼럼 스위치 라인을 수신하도록 연결되고, 상기 제 1의 그룹의

칼럼 스위치 라인은 상기 제 1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의 셀의 칼럼을 주소 지정하며,

상기 제 2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는 상기 제 2의 그룹의 칼럼 스위치 라인을 수신하도록 연결되고, 상기 제 2의 그룹의

칼럼 스위치 라인은 상기 제 2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의 셀의 칼럼을 주소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클록 회로는 제 3 및 제 4의 래치 신호를 서로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더 생성하고;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는 제 3 및 제 4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로 더 분할되고;

제 3 및 제 4의 내부 I/O 버스가 마련되고;

상기 제 3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로부터의 데이터는 상기 제 3의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상기 제 3의 내부 I/O 버스로 

전송되고 상기 제 4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는 상기 제 4의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상기 제 4의 내부 I/O 버스로 전송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제 3, 및 제 4의 래치 신호는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

치.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3의 래치 신호는 거의 동일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되며;

상기 제 2 및 제 4의 래치 신호는 거의 동일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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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으로서 외부 클록 신호를 수신하고 제 1 및 제 2의 래치 신호를 서로 상이한 시간 간격에서 생성하는 클록 회로와

;

입력으로서 상기 제 1의 래치 신호와 칼럼 어드레스를 수신하며, 상기 제 1의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제 1의 그룹의 칼

럼 스위치 라인의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제 1의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와;

입력으로서 상기 제 2의 래치 신호와 칼럼 어드레스를 수신하며, 상기 제 2의 래치 신호와 동기하여 제 2의 그룹의 칼

럼 스위치 라인의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제 2의 Y-어드레스 버퍼 디코더; 및

제 1 및 제 2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로 분할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를 포함하고,

상기 제 1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는 상기 제 1의 그룹의 칼럼 스위치 라인을 수신하도록 연결되고, 상기 제 1의 그룹의

칼럼 스위치 라인은 상기 제 1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의 셀의 칼럼을 주소 지정하며;

상기 제 2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는 상기 제 2의 그룹의 칼럼 스위치 라인을 수신하도록 연결되고, 상기 제 2의 그룹의

칼럼 스위치 라인은 상기 제 2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의 셀의 칼럼을 주소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는 짝수의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메모리 셀을 포함하며;

상기 제 2의 메모리 셀 세그먼트는 홀수의 칼럼 어드레스를 갖는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래치 신호는 소정의 폭을 갖는 펄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회로는 신호 전송 지연을 갖는 지연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지연 회로는 입력으로서 상기 제 1의 래치 신호

를 수신하고 제 2의 래치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제 2의 래치 신호는 상기 제 1의 래치 신호 후에 소정의 시간 간격에서 생성되는 펄스이며 상기 시간 간격은 상

기 지연 회로의 상기 신호 전송 지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래치 신호는 상기 외부 클록 신호와 거의 동일한 주기의 주기성 신호이며;

상기 제 2의 래치 신호는 상기 제 1의 클록 신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클록 신호는 상기 외부 클록 신호의 상승 에지와 동기하여 생성되는 펄스이며;

상기 제 2의 클록 신호는 상기 외부 클록 신호의 하강 에지와 동기하여 생성되는 펄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클록 회로는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인에이블 신호는 한 논리 레벨에 있을 때 상기 제 1의 클록 신호의

생성을 인이에블하고 다른 논리 레벨에 있을 때 상기 제 1의 클록 신호의 생성을 디스에이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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