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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버스트 동작이 가능한 에스램 메모리 장치

요약

버스트 동작이 가능한 에스램 메모리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한번의 워드 라인 선택으

로 n(자연수) 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기입 또는 독출하는 버스트 동작(burst operation)을 수행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블록 및 j 개의 주변 회로부를 구비한다. 메모리 블록은 상기 선택된 하나의 워드

라인에 응답하여 각각 1 비트의 데이터를 기입 또는 독출하는 j(자연수) 개의 서브 메모리 블록들을 구비한다. j 개의 주변

회로부는 상기 j 개의 서브 메모리 블록들에 각각 대응되며, 대응되는 서브 메모리 블록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한다. 상기

주변 회로부 각각은 상기 버스트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기입 또는 독출 명령이 발생되어 상기 n 비트 데이터 중 일

부 데이터만 상기 주변 회로부에 저장된 경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저장된 일부 데이터의 독출 및 기입을 제어한

다.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버스트 동작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별도의 회로 증가나 회로 복잡성의 증가 없

이 버스트 스톱에 의한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어 소비전류 감소 및 동작 속도를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등록특허 10-0575004

- 1 -



도 1은 일반적인 에스램(SRAM)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주변 회로부를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3(a)는 도 1 및 2의 메모리 장치의 독출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3(b)는 도 1 및 2의 메모리 장치의 기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버스트 동작이 가능한 SRAM 메모리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도 4의 주변 회로부의 구성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6은 바이패스 비교부를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7(a)는 도 4 및 도 5의 메모리 장치의 독출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7(b)는 도 4 및 도 5의 메모리 장치의 기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8은 도 4의 플래그 신호 발생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9(a)는 도 4 및 5의 메모리 장치가 버스트 기입 동작 수행중 버스트 스톱되고 다시 직전의 어드레스에 대하여 독출 동작

을 수행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9(b)는 도 4 및 5의 메모리 장치가 버스트 기입 동작 수행 중 버스트 스톱되고 새로운 어드레스에 대하여 기입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버스트 동작(burst operation)이 가능한 에스램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별도의 제어 신호나 회로의

부가 없이 간단한 회로에 의해서 한 번의 워드라인 선택에 응답하여 복수 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독출 또는 기입하는 버

스트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소비 전류 및 동작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한 번의 외부 어드레스(address) 인가에 연계되어 상기 어드레스와 이에 수반하는 복수 비트의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복수

비트의 데이터를 독출 혹은 기입하는 버스트(burst) 동작이 주요한 동작 형태인 메모리 장치는 버스트 동작의 특성 상 외

부에서 인가되는 첫 번째 어드레스가 수신되면 버스트 동작 단위 내의 후속 어드레스는 예측 가능하므로 어드레스에 대응

되는 메모리 셀을 선택하는 디코딩(decoding) 동작을 매번의 클록 사이클(clock cycle) 마다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버스트 동작의 단위(이하, 버스트 렝스(burst length)라고 한다.)가 8 비트라면 처음 외부에서 인가된 어드레스

가 수신되면 처음 수신된 어드레스에 의해 후속의 7 비트 어드레스는 버스트 어드레스(burst address) 순서에 따라 자동

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메모리 장치는 8 비트의 어드레스를 매번의 클록 사이클마다 별도로 디코딩(decoding) 작업을 수행하여도 되며,

반대로, 한번의 디코딩 작업으로 8 비트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을 모두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버스트 렝스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은 항상 같은 워드 라인(word line)에 의해 선택되고 비트 라인(bit line)은 서로 다르

지만 동시에 선택된다. 그러면 독출 동작 시에는 한번에 버스트 렝스(burst length)에 해당하는 8비트 데이터가 센스 증폭

회로를 통해 출력되어 각각의 임시 저장 수단에 저장되고, 8비트 데이터는 매번의 클록 사이클에 동기되어 외부로 출력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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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워드 라인은 버스트 렝스에 해당하는 8비트 데이터가 독출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활성화된다.

또한 데이터 기입 동작 시에도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버스트 렝스(burst length)에 해당하는 8 비트 데이터 전체를 순차적

으로 임시 저장 수단에 저장한 후 동시에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워드 라인은 하나만 활성화된

다.

따라서, 상기 언급된 하나의 워드 라인 선택으로 버스트 렝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버스트 동작

은 정상적인(normal) 데이터 접근 동작에 비하여 워드 라인 선택 동작이 한번만 수행되므로 워드 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독출 혹은 기입 동작 수행 시간도 단축된다.

도 1은 일반적인 에스램(SRAM)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메모리 장치(100)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블록(MBLK)과 메모리 셀에 연결된 워드 라인(WL)

을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110), 메모리 블록(MBLK)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증폭하여 외부로 출력하거나 외부에서 입력

되는 데이터를 메모리 블록(MBLK)에 기입하는 주변 회로부(120)를 구비한다. 메모리 블록(MBLK)과 주변 회로부(120)

는 데이터 라인 쌍(DL,/DL)에 의하여 연결된다.

메모리 블록(MBLK)은 i(자연수) 개의 칼럼 유니트들(C0~Ci-1)을 구비한다. 칼럼 유니트들(C0~Ci-1)은 각각 비트라인

쌍(BL,/BL)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CD)를 구비하며, 비트라인 쌍(BL,/BL)과 워드라인(WL)에 메모리 셀이 연결된다.

도 1의 메모리 장치(100)는 p(자연수)개의 워드 라인(WL) 중 하나, i개의 비트 라인 쌍(BL,/BL) 중 하나만이 선택되므로

메모리 블록(MBLK)에서 선택되는 메모리 셀은 단 하나 뿐이며 역시 하나 뿐인 데이터 라인 쌍(DL,/DL)을 통해서 데이터

를 주변 회로부(120)로 인가하여 기입 또는 독출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독출 또는 기입을 위한 회로의 구성은 비교적 간단하나 메모리 블록(MBLK)에서 단 하나의 메모리 셀 데이터를 처

리하기 위해 항상 하나의 워드 라인이 활성화되므로 전류 소비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 방법 중 하나가 버스트 동작이다. 그러나, 도 1의 메모리 장치(100)의 회로구성으로는

매 번의 클록 사이클마다 메모리 블록(MBLK)과 주변 회로부(120)등 메모리 장치(100) 상의 대부분의 회로가 동작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버스트 사이클(burst cycle)을 제외한 나머지 버스트 렝스(burst length)에 해당하는 사이클(cycle)에서

는 선택하여야 할 어드레스를 알고 있으므로, 첫 번째 클록 사이클에 전체 버스트 렝스(burst length)에 해당하는 전체 비

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독출하여 프리페치(prefetch)해 두거나, 기입 동작시에는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전체 비트의 데이터

를 임시 저장 수단에 저장해 둔 후 전체 데이터를 동시에 메모리 셀에 쓰면 메모리 장치의 일부 회로만 동작시켜 전류 소비

를 줄이고 버스트 동작 속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도 2는 도 1의 주변 회로부를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도 1의 주변 회로부(120)는 독출 제어 신호(PSA)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센스 증폭 회로(S/A) 및 기입 제

어 신호(PWD)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기입 드라이버(W/D)를 구비한다. 도 2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데이터 출력 버퍼

(210)와 데이터 입력 버퍼(220)를 함께 도시한다.

독출 동작의 경우 데이터 라인 쌍(DL,/DL)을 통해 전달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는 센스 증폭 회로(S/A)를 통해 증폭되어 데

이터 출력 버퍼(210)로 전달되어 외부 I/O 단자로 출력된다. 기입 동작의 경우 외부 I/O 단자에 인가된 데이터가 데이터 입

력 버퍼(220)로부터 기입 드라이버(W/D)에 전달되면 데이터 라인 쌍(DL,/DL)을 통해 대응되는 메모리 셀에 쓰여진다.

도 3(a)는 도 1 및 2의 메모리 장치의 독출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3(b)는 도 1 및 2의 메모리 장치의 기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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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 렝스(burst length), 즉 데이터를 출력할 메모리 셀의 어드레스를 8 비트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어드레스(A0)에 대

응되는 워드 라인(WL)에 연결된 8 비트의 데이터가 독출된다. 첫 번째 출력 데이터(Q00)가 출력되기 위하여 어드레스

(A0)에 대응되는 워드라인(WL)과 칼럼 디코더 선택 신호(Y0) 및 센스 증폭 회로(S/A)를 활성화시키는 독출 제어 신호

(PSA0)가 모두 활성화된다.

또한, 두 번째 출력 데이터(Q01)가 출력되기 위해서도 이미 선택할 메모리 셀의 어드레스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드라인(WL)과 칼럼 디코더 선택 신호(Y01) 및 독출 제어 신호(PSA1)이 또다시 모두 활성화된다.

이러한 동작은 마지막 출력 데이터(Q07)가 출력될 때까지 동일하게 수행되므로 모든 클록 사이클에서 비트라인 쌍을 차지

또는 디스차지(charge/discharge) 시키기 위한 전류 소모는 동일하고 버스트 동작 속도 역시 일반적인 데이터 출력 동작

속도와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ADV는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발생되는 명령으로서 기입 명령 또는 독출 명령을 발생시킨

다.

도 3(a)에서 clock 는 클럭 신호이고, Add는 어드레스 이고, /ADV 는 제어 명령이며, /WE 는 기입 인에이블 신호를 의미

한다.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도 3(b)의 기입 동작도 도 3(a)의 독출 동작과 거의 유사하다. 모든 클록 사이클에서 워드 라인(WL), 칼럼 디코더 선택 신

호(Y) 및 기입 드라이버(W/D)를 활성화시키는 기입 제어 신호(PWD)가 모두 활성화된다.

따라서, 기입 동작 시에도 독출 동작 시와 같이 모든 클록 사이클에서 비트라인 쌍을 차지 또는 디스차지(charge/

discharge) 시키기 위한 전류 소모는 동일하고 버스트 동작 속도 역시 일반적인 데이터 출력 동작 속도와 다를 바가 없다.

도 3(a) 및 도 3(b)는 어드레스가 입력된 후 데이터가 처음으로 입력 또는 출력되는 시간(레이턴시(latency))을 2 클록 사

이클로 가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도 1의 메모리 장치(100)의 구조에서는 소비 전류를 감소시키고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개선시

키기 위한 버스트 동작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도 1과 같은 SRAM 메모리 장치에서 버스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회로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상기 언급된 버스트 동작은 한 번의 워드 라인 선택으로 다수의 메모리 셀에 동시에 데이터가 기입되므로 순차적으

로 입력되는 외부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고 난 다음 실제적인 기입 동작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메모리 셀로의 기입 동작은 다음의 기입 명령에 의한 기입 동작이 수행되는 클록 사이클에 수행된다. 이를 후

기입(late write) 동작 방식이라고 한다.

이 경우, 메모리 장치로 입력된 데이터를 메모리 셀에 기입하기 전에 독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버스트 렝스

(burst length)에 대응되는 데이터 비트가 모두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트 스톱(burst stop) 명령이 인가되어 버스트

렝스(burst length)의 일부 데이터는 메모리 장치의 임시 저장 수단에 저장되고 메모리 셀에는 버스트 스톱 사이클 이전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이 버스트 렝스(burst length) 내의 전체 비트가 임시 저장 수단과 메모리 셀로 분산되어 저장된 데이터에 대

하여 독출 명령이 발생하면 어떤 데이터 비트는 메모리 셀에서 읽어 오고 어떤 데이터 비트는 임시 저장 수단에서 가져와

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기입 동작 자체도 어떤 데이터 비트는 임시 저장 수단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동작을 수행하

고 어떤 데이터 비트는 기입 동작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각 각의 데이터 비트의 유효성이 일일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회로 수단이 메모리 장치에 구비되어야

하고 이러한 회로 수단의 구비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회로 면적의 증가 및 별도의 제어 신호 발생에 의한 회로 복잡성의 증

가는 버스트 동작을 수행하는 메모리 장치의 소비 전류 특성이나 동작 속도 개선의 장점을 훼손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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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버스트 동작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별도의 회로 증가나 회로 복잡성의 증

가 없이 버스트 스톱에 의한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한번의 워드 라인 선택으로 n(자연수) 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기입 또는 독출하는 버스트 동작(burst operation)을 수행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블록 및 j 개의 주변 회로부를 구비한다.

메모리 블록은 상기 선택된 하나의 워드 라인에 응답하여 각각 1 비트의 데이터를 기입 또는 독출하는 j(자연수) 개의 서브

메모리 블록들을 구비한다. j 개의 주변 회로부는 상기 j 개의 서브 메모리 블록들에 각각 대응되며, 대응되는 서브 메모리

블록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한다.

상기 주변 회로부 각각은 상기 버스트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기입 또는 독출 명령이 발생되어 상기 n 비트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상기 주변 회로부에 저장된 경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저장된 일부 데이터의 독출 및 기입을 제

어한다.

상기 각각의 주변 회로부는 기입 드라이버, 센스 증폭 회로, 제 1 내지 제 3 저장부를 구비한다. 기입 드라이버는 기입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블록에 기입한다. 센스 증폭 회로는 독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메

모리 블록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증폭하여 출력한다.

제 1 저장부는 제 1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센스 증폭 회로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래치한 후 외부로 출력하다. 제 2

저장부는 제 2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래치한 후 상기 기입 드라이버로 인가한다.

제 3 저장부는 제 3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저장부에 래치된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한다. 버스트 동작시, 상기 제

1 저장부는 상기 센스 증폭회로에서 출력되는 n 비트 데이터를 래치한 후 순차적으로 출력하며, 버스트 동작시, 상기 제 2

저장부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n 비트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래치한 후 동시에 상기 기입 드라이버로 인가한다.

상기 버스트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기입 또는 독출 명령이 발생되는 버스트 스톱 동작이 실행되면, 상기 n 비트 데

이터 중 일부 데이터는 상기 제 1 또는 제 2 저장부에 저장되고, 상기 제 1 내지 제 3 저장부는 상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

여 상기 제 1 또는 제 2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일부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블록에 기입하거나 외부로 출력한다.

상기 각각의 주변 회로부는 버스트 동작시, 상기 n 비트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기 전에 버스트 스톱 동작이 실행되어 상기 n

비트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상기 제 2 저장부에 저장되면, 다음 기입 사이클동안 상기 제 2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일부

데이터를 선택하여 기입 드라이버로 인가하도록 제어하는 상기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플래그 신호 발생부를 더 구비한

다.

상기 플래그 신호 발생부는 버스트 동작시, 상기 n 비트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기 전에 버스트 스톱 동작이 실행되어 상기 n

비트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상기 제 2 저장부에 저장되고 다음 독출 명령에 의하여 이전에 기입된 데이터를 독출해야

할 경우, 상기 제 2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일부 데이터를 선택하여 상기 제 3 저장부를 통하여 외부로 출력하고, n 비트 중

나머지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블록으로부터 출력되도록 제어한다.

상기 플래그 신호 발생부는 제 1 및 제 2 트랜지스터, 지연부 및 논리합 수단을 구비한다. 제 1 트랜지스터는 전원 전압과

제어 노드 사이에 연결되며 게이트로 상기 제 2 제어 신호의 반전 신호가 인가된다.

제 2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어 노드와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되며 게이트로 상기 기입 제어 신호가 인가된다. 지연부는 상

기 제어 노드의 출력을 지연시켜 출력한다.

논리합 수단은 상기 제어 노드의 출력과 상기 지연부의 출력을 논리합 하여 상기 플래그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각각의 주변 회로부는 제 1 내지 제 3 제어부를 더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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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제어부는 상기 플래그 신호를 반전시킨 신호와 제 1 예비 제어 신호를 논리곱 하여 상기 제 1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제 2 제어부는 상기 플래그 신호와 제 2 예비 제어 신호를 논리곱 하여 상기 기입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제 3 제어부는 상기 플래그 신호와 제 3 예비 제어 신호를 논리곱 하여 상기 제 3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제 1 예비 제어 신호는 상기 독출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센스 증폭 회로가 데이터를 출력할 때마다 활성화되는 펄스

신호이고, 상기 제 2 예비 제어 신호는 상기 기입 명령에 응답하여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활성화되는 펄스 신호이며, 상

기 제 3 예비 제어 신호는 가장 최근에 입력된 기입 어드레스와 입력된 독출 어드레스가 동일하면 활성화되는 펄스 신호이

다.

상기 제 3 제어 신호는 상기 기입 명령에 응답하여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활성화되는 펄스 신호이며, 상기 플래그 신호

는 상기 제 2 제어 신호가 활성화되는 동안 제 1 레벨로 활성화되며, 상기 기입 제어 신호가 제 1 레벨로 활성화되면 제 2

레벨로 비활성화 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이다. 상기 j는 상기 n보다 같거나 크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버스트 동작이 가능한 SRAM 메모리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제4도는 read/write path 구성도, 특히 SRAM 제품에서의 본 발명의 구성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메모리 장치(400)는 한번의 워드 라인(WL) 선택으로 n(자연수) 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기입 또는 독출

하는 버스트 동작(burst operation)을 수행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메모리 장치(400)는 메모리 블록(MBLK) 및 j 개의 주변 회로부(420_0, 420_1, ~ 420_j-1)를 구비한다.

메모리 블록(MBLK)은 선택된 하나의 워드 라인(WL)에 응답하여 각각 1 비트의 데이터를 기입 또는 독출하는 j(자연수)

개의 서브 메모리 블록들(SMB0, SMB1~SMBj-1)을 구비한다. 각각의 서브 메모리 블록들(SMB0, SMB1~SMBj-1)은

내부에 k 개의 칼럼 유니트들(C0~Ck-1)을 구비한다.

도 1의 메모리 장치(100)는 메모리 블록(MBLK) 내부에 i개의 칼럼 유니트(C0~Ci-1)가 존재한다. 도 4의 메모리 장치

(400)에도 총 i개의 칼럼 유니트가 존재한다. 즉, j 개의 서브 메모리 블록들(SMB0, SMB1~SMBj-1)은 각각 k 개의 칼럼

유니트들(C0~Ck-1)을 구비하며 k x j = i 의 관계가 성립한다.

각각의 칼럼 유니트들(C0~Ck-1)은 하나의 비트라인 쌍(BL,/BL)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들과 칼럼 디코더(CD)를 구비하

다. j 개의 주변 회로부(420_0, 420_1, ~ 420_j-1)는 j 개의 서브 메모리 블록들(SMB0, SMB1~SMBj-1)에 각각 대응되

며, 대응되는 서브 메모리 블록(SMB0, SMB1~SMBj-1)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한다.

주변 회로부(420_0, 420_1, ~ 420_j-1) 각각은 상기 버스트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기입 또는 독출 명령이 발생되

어 상기 n 비트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상기 주변 회로부(420_0, 420_1, ~ 420_j-1)에 저장된 경우, 플래그 신호(미도

시)에 응답하여 저장된 일부 데이터의 독출 및 기입을 제어한다. 주변 회로부(420_0, 420_1, ~ 420_j-1)의 구성 및 동작

은 후술된다.

각각의 주변 회로부(420_0, 420_1, ~ 420_j-1)와 이에 대응되는 각각의 서브 메모리 블록(SMB0, SMB1~SMBj-1)은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 쌍(DL0,/DL0, DL1,/DL1, ~ DLj-1,/DLj-1)에 의하여 연결된다. 여기서, 메모리 장치(400)는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이다. 그리고, j는 상기 n보다 같거나 크다. 즉, 후술되는 버스트 동작에서 동시에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비트수는 서브 메모리 블록들(SMB0, SMB1~SMBj-1)의 수보다 작거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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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체 서브 메모리 블록(SMB0, SMB1~SMBj-1)이 모두 1비트의 데이터를 출력 또는 입력할 수 있으며, 또는 전

체 서브 메모리 블록(SMB0, SMB1~SMBj-1)들 중 일부 서브 메모리 블록들만 데이터를 입력 또는 출력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대로 로우 디코더(410)에 연결되는 워드 라인(WL)에 의해서 로우(row) 방향의 메모리 셀들은 동시에 선택

되며 서로 다른 칼럼 디코더(CD)에 의해 발생된 칼럼 디코더 선택 신호 Y는 j개의 서브 메모리 블록(SMB0,

SMB1~SMBj-1)들에서 동시에 하나의 비트 라인쌍(BL,/BL)을 선택하여 메모리 블록(MBLK)에서 j개의 메모리 셀이 동

시에 선된다.

또한 하나의 메모리 블록(MBLK)에 데이터 라인 쌍(DL0,/DL0, DL1,/DL1, ~ DLj-1,/DLj-1)과 주변 회로부들(420_0,

420_1, ~ 420_j-1)도 j개가 있어 j개의 선택된 메모리 셀 데이터는 각각의 주변 회로부들(420_0, 420_1, ~ 420_j-1)에

서 병렬로 처리된다. 따라서, 도 4의 메모리 장치(400)는 버스트 동작 시에 하나의 워드 라인을 선택하고 다수개의 비트 라

인 쌍을 동시에 구동하여 다수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5는 도 4의 주변 회로부의 구성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4의 주변 회로부들(420_0, 420_1, ~ 420_j-1)은 모두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도 5에는

주변 회로부(420_0)만 도시하여 설명된다.

도 5를 참조하면, 주변 회로부(420_0)는 기입 드라이버(W/D), 센스 증폭 회로(S/A), 제 1 내지 제 3 저장부(FF1~FF3)를

구비한다. 도 5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데이터 출력 버퍼(410)와 데이터 입력 버퍼(430)를 함께 도시한다.

기입 드라이버(W/D)는 기입 제어 신호(PWD)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를 메모리 블록(MBLK)에 기입한다. 센스 증폭

회로(S/A)는 독출 제어 신호(PSA)에 응답하여 메모리 블록(MBLK)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증폭하여 출력한다.

제 1 저장부(FF1)는 제 1 제어 신호(TSA)에 응답하여 센스 증폭 회로(S/A)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래치한 후 외부로 출

력하다. 제 2 저장부(FF2)는 제 2 제어 신호(TWD)에 응답하여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래치한 후 기입 드라이버(W/D)로 인

가한다.

제 3 저장부(FF3)는 제 3 제어 신호(BYP)에 응답하여 제 2 저장부(FF2)에 래치된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한다. 제 1 내지

제 3 저장부(FF3)는 레지스터나 플립플롭 등 다양한 저장 장치일 수 있다. 도 5에서 제 1 내지 제 3 저장부(FF1~FF3)는

플립플롭으로서 도시된다.

메모리 장치(400)의 버스트 동작시, 제 1 저장부(FF1)는 센스 증폭 회로(S/A)에서 출력되는 n 비트 데이터를 래치한 후

순차적으로 출력하며, 제 2 저장부(FF2)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n 비트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래치한 후 동시에 기입 드라이

버(W/D)로 인가한다.

메모리 장치(400)의 버스트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기입 또는 독출 명령이 발생되는 버스트 스톱 동작이 실행되면,

n 비트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는 제 1 또는 제 2 저장부(FF1, FF2)에 저장된다.

이 때, 제 1 내지 제 3 저장부(FF1~FF3)는 플래그 신호(FLAG)에 응답하여 제 1 또는 제 2 저장부(FF1, FF2)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를 메모리 블록(MBLK)에 기입하거나 외부로 출력한다.

도 5에 개시된 주변 회로부(420_0)는 도 2의 주변 회로부(120)에 비해 제 1 내지 제 3 저장부(FF1~FF3)가 부가된다. 제

1 저장부(FF1)는 독출 동작 시 선택된 하나의 워드라인에 연결된 j개의 메모리 셀로부터 각각의 센스 증폭 회로(S/A)가 동

시에 센싱하여 출력한 데이터를 각각 저장하며 대응되는 클록 사이클에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데이터 출력 버퍼(410)로 내

보낸다.

제 2 저장부(FF2)는 기입 동작 시 순차적으로 데이터 입력 버퍼(430)를 통하여 전달되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수단

으로서 전체 버스트 렝스(burst length)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면 기입 드라이버(W/D)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후

기입(late write) 방식으로 다음 기입 명령에 따른 클록 사이클에 하나의 워드 라인을 선택하여 j개의 메모리 셀에 데이터

를 동시에 기입한다.

등록특허 10-0575004

- 7 -



제 3 저장부(FF3)는 바이 패스(bypass) 동작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저장 수단으로서 기입 동작이 이미 수행되어 제 2 저

장부(FF2)에 데이터가 저장되었으나 메모리 셀에는 아직 기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어드레스로부터 데이터를 독출

해야 할 경우, 제 2 저장부(FF2)의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 출력 버퍼(410)에 연결시키는 바이패스 동작을 수행한다.

도 6은 바이패스 비교부를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6은 도 5의 제 3 저장부(FF3)가 바이패스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바이패스 비교부(600)의 구성을 개시한다. 바이패

스 비교부(600)는 어드레스 버퍼(610) 독출 어드레스 레지스터(620), 기입 어드레스 레지스터(630) 및 비교기(640)를 구

비한다. 바이패스 비교부(600)는 도 5의 주변 회로부(420_0)에는 도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주변 회로부(420_0)에 포함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기입한 어드레스는 다음 기입 동작 시의 어드레스가 입력되기 전 까지는 기입 어드레스 레지스터

(630)에 입력되며 독출 어드레스 레지스터(620)에 저장된 독출 동작 시의 어드레스와 비교기(640)에 의해서 비교되어 동

일하면 비교기(640)의 출력인 제 3 예비 제어 신호(BYP')를 제 1 레벨로 발생시킨다.

제 3 예비 제어 신호(BYP')에 대해서는 후술되겠지만 제 3 예비 제어 신호(BYP')가 제 1 레벨이면 제 3 저장부(FF3)를 통

해 제 2 저장부(FF2)의 데이터가 직접 데이터 출력 버퍼(410)에 전달되어 출력된다. 여기서, 제 1 레벨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하이 레벨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제 1 레벨이 반드시 하이 레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 5의 제 1 제어 신호(TSA)와 제 2 제어 신호(TWD)는 각각 제 1 저장부(FF1)와 제 2 저장부(FF2)를 활성화시키는 신

호이고, 제 3 제어 신호(BYP)는 제 3 저장부(FF3)를 활성화시키는 신호이다. 제 1 내지 제 3 제어 신호(TSA, TWD,

BYP)에 대해서는 후술된다.

도 7(a)는 도 4 및 도 5의 메모리 장치의 독출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버스트 렝스(burst length)가 8 비트라고 가정하고, 첫 번째 클록 사이클에서 인가된 어드레스(A0)를 통해 메모리 장치

(400)가 버스트 어드레스(burst address)를 인식하면 선택된 워드 라인(WL)과 8개 칼럼 디코더 신택 신호(Y0-Y7)가 동

시에 선택되어 8개의 비트 라인 쌍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또한 8개의 비트 라인 쌍에 대응되는 8개의 센스 증폭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독출 제어 신호(PSA0 - PSA7) 역시 동시에

활성화되어 각각의 데이터를 증폭하여 각각의 주변 회로부(420_0~420_7)의 제 1 저장부(FF1)에 저장한다.

그리고, 정해진 레이턴시(latency)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제 1 저장부(FF1)를 활성화시키는 제 1 제어 신호

(TSA0~TSA7)에 응답하여 제 1 저장부(FF1)에 저장된 8비트 데이터(Q00~Q07)는 데이터 출력 버퍼(410)를 통하여 외

부로 출력된다.

따라서, 도 1의 종래의 메모리 장치(100)에 비해 한 번의 워드 라인 선택으로 전체 버스트 렝스(burst length)에 해당하는

다수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독출할 수 있으므로 특히 SRAM 메모리 장치에서 소비 전류가 큰 동작인 비트라인 프리차지/디

스차지(bit line precharge/discharge) 동작에 의한 전류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데이터 출력 사이클을 제외하고는 독출 동작은 제 1 저장부(FF1) 이후의 회로에서만 수행되므로 독출 동작

의 속도 역시 디코딩 및 메모리 코어 동작이 배제되어 개선된다. 어드레스(A0) 다음에 어드레스(A1)가 입력되면 새로운

버스트 독출 동작이 수행된다.

도 7(b)는 도 4 및 도 5의 메모리 장치의 기입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7(b)의 기입 동작도 도 7(a)의 독출 동작과 유사하게 메모리 장치(400)는 어드레스(A0)와 기입 명령에 응답하여 일정

한 레이턴시(latency) 후에 매 클록 사이클에서 8비트 데이터(D00~D07)를 순차적으로 데이터 입력 버퍼(430)를 통하여

수신하여 각각의 제 2 저장부(FF2)에 저장한다.

그리고, 후 기입(late write) 방식에 의하여 다음 기입 사이클에서 하나의 워드 라인(WL)과 8개의 칼럼 디코더 선택 신호

(Y0-Y7)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8개의 비트 라인 쌍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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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개 비트 라인 쌍에 각각 대응되는 8개의 기입 드라이버(W/D)를 활성화시키는 기입 제어 신호(PWD0-PWD7) 역시

동시에 활성화되어 각각의 데이터를 증폭하여 각각의 메모리 셀에 저장한다.

따라서, 도 1의 종래의 메모리 장치(100)에 비해 한 번의 워드 라인 선택으로 전체 버스트 렝스(burst length)에 해당하는

다수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기입할 수 있으므로 특히 SRAM 메모리 장치에서 소비 전류가 큰 동작인 비트라인 프리차지/디

스차지(bit line precharge/discharge) 동작에 의한 전류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고 동작 속도 역시 개선 가능하다.

버스트 동작에 의한 기입 동작은 후 기입(late write) 방식이므로 버스트 렝스(burst length)상의 비트가 모두 입력되지 않

은 상태에서 버스트 스톱(burst stop) 명령이 인가되어 버스트 렝스(burst length) 상의 일부 데이터는 제 2 저장부(FF2)

에 저장되고 나머지 비트에 대응되는 데이터는 이전 기입 사이클의 데이터로서 메모리 셀에 저장 될 경우도 발생될 수 있

다.

특히 기입 버스트 스톱 사이클(write burst stop cycle) 이후 동일한 어드레스에 대하여 데이터 독출 명령이 인가되면 어

떤 데이터는 메모리 셀로부터 출력되어야 하고 어떤 데이터는 제 2 저장부(FF2)에서 출력되어야 한다.

또한, 기입 버스트 스톱 사이클(write burst stop cycle) 이후 동일한 어드레스에 대하여 데이터 기입 명령이 인가되면 어

떤 비트에 대해서는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동작이 수행되어야 하고 어떤

비트에 대해서는 기입 동작을 수행치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버스트 렝스에 대응되는 각각의 비트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메모리 셀 또는 제 2 저장부(FF2) 중

어디로부터 독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거나 데이터를 어느 곳으로 기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도 4의 플래그 신호

발생부(421) 및 제 1 내지 제 3 제어부(423, 425, 427)에서 수행된다.

도 8은 도 4의 플래그 신호 발생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4의 주변 회로부(420_0)는 버스트 동작시, n 비트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기 전에 버스트 스톱 동작이 실행되어 상기 n

비트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되면, 다음 기입 사이클동안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상기 일

부 데이터를 선택하여 기입 드라이버(W/D)로 인가하도록 제어하는 플래그 신호(FLAG)를 발생하는 플래그 신호 발생부

(421)를 더 구비한다.

플래그 신호 발생부(421)는 버스트 동작시, n 비트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기 전에 버스트 스톱 동작이 실행되어 상기 n 비

트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되고 다음 독출 명령에 의하여 이전에 기입된 데이터를 독출해야 할

경우,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를 선택하여 제 3 저장부(FF3)를 통하여 외부로 출력하고, n 비트 중 나머지

데이터는 메모리 블록(MBLK)으로부터 출력되도록 제어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플래그 신호 발생부(421)는 제 1 및 제 2 트랜지스터(TR1, TR2), 지연부(810) 및 논리합 수단

(820)을 구비한다. 제 1 트랜지스터(TR1)는 전원 전압(VDD)과 제어 노드(N) 사이에 연결되며 게이트로 제 2 제어 신호

(TWD)의 반전 신호가 인가된다. 제 2 제어 신호(TWD)의 반전 신호는 인버터(805)에 의해서 발생된다.

제 2 트랜지스터(TR2)는 제어 노드(N)와 접지 전압(VSS) 사이에 연결되며 게이트로 기입 제어 신호(PWD)가 인가된다.

지연부(810)는 제어 노드(N)의 출력을 지연시켜 출력한다. 지연부(810)는 인버터들(811, 812)을 구비한다. 도 8에는 2개

의 인버터들(811, 812)만 도시되었으나 지연부(810)가 구비하는 인버터들의 개수는 한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입력과 출

력의 논리 레벨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인버터들의 개수는 짝수개이다.

논리합 수단(820)은 제어 노드(N)의 출력과 지연부(810)의 출력을 논리합 하여 플래그 신호(FLAG)를 발생한다. 플래그

신호 발생부(421)는 제어 노드(N)의 전압 레벨을 유지시키는 래치부(830)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주변 회로부(420_0)는 제 1 내지 제 3 제어부(423, 425, 427)를 더 구비한다. 제 1 제어부(423)는 플래그 신호(FLAG)를

반전시킨 신호와 제 1 예비 제어 신호(TSA')를 논리곱 하여 제 1 제어 신호(TSA)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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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제어부(425)는 플래그 신호(FLAG)와 제 2 예비 제어 신호(PWD')를 논리곱 하여 기입 제어 신호(PWD)를 발생한다.

제 3 제어부(427)는 플래그 신호(FLAG)와 제 3 예비 제어 신호(BYP')를 논리곱 하여 제 3 제어 신호(BYP)를 발생한다.

제 2 및 제 3 제어부(425, 427)는 논리곱 수단이다. 제 1 제어부(423)는 플래그 신호(FLAG)를 반전시키는 인버터와 논리

곱 수단을 구비한다.

제 1 예비 제어 신호(TSA')는 독출 명령에 응답하여 센스 증폭 회로(S/A)가 데이터를 출력할 때마다 활성화되는 펄스 신

호이다. 제 2 예비 제어 신호(PWD')는 기입 명령에 응답하여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데이터가 메모리 셀로 입력될 때

마다 활성화되는 펄스 신호이다.

제 3 예비 제어 신호(BYP')는 가장 최근에 입력된 기입 어드레스와 입력된 독출 어드레스가 동일하면 활성화되는 펄스 신

호이다. 플래그 신호(FLAG)는 제 2 제어 신호(TWD)가 활성화되는 동안 제 1 레벨로 활성화되며, 기입 제어 신호(PWD)

가 제 1 레벨로 활성화되면 제 2 레벨로 비활성화 된다.

도 9(a)는 도 4 및 5의 메모리 장치가 버스트 기입 동작 수행 중 버스트 스톱되고 다시 직전의 어드레스에 대하여 독출 동

작을 수행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버스트 렝스를 8 비트라고 가정한다. 기입 동작 중 4 비트 데이터만 입력된 후 버스트 스톱(burst stop)되고 바로 직전에

데이터가 기입된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다시 독출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독출 하여야 할 8 비트 데이터 중 4 비트는 바로 직전 기입 사이클에서 입력된 데이터이나 아직 메모리 셀에는 쓰

여지지 않고 도 5의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상태이며 나머지 4 비트는 버스트 스톱되었기 때문에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독출해야 하므로 제 2 저장부(FF2)와 메모리 셀에 저장된 각각의 데이터가 독출되어도 되는지 여부, 즉 각 데이

터의 유효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버스트 기입 동작 사이클에서 데이터(D00)가 입력되면 제 2 제어 신호(TWD0) 신호가 하이 레벨로 활성화되어

데이터(D00)가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다. 하이 레벨의 제 2 제어 신호(TWD0)는 도 8의 플래그 신호 발생부(421)의

제 1 트랜지스터(TR1)를 턴 온 시켜 플래그 신호(FLAG)를 하이 레벨로 발생시킨다.

물론 이때 기입 제어 신호(PWD0)는 로우 레벨이므로 제 2 트랜지스터(TR2)는 턴 오프 상태이다. 정상적으로 기입 동작이

수행되는 경우 펄스 신호인 제 2 제어 신호(TWD0~TWD3))는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 사이를 토글(toggle)하므로 제 2 저

장부(FF2)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사이클에 발생되는 플래그 신호(FLAG0~FLAG3)는 하이 레벨을 유지한다.

반대로, 중간에 버스트 스톱에 의해서 데이터가 제 2 저장부(FF2)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 2 제어 신호

(TWD4~TWD7)도 활성화되지 아니하며 플래그 신호(FLAG4~FLAG7)는 로우 레벨을 유지한다.

메모리 장치(400)는 처음의 파워 업 동작 시에 기입 제어 신호(PWD)가 한 번 하이 레벨로 활성화되어 제어 노드(N)의 전

압 레벨을 로우 레벨로 설정하고 플래그 신호(FLAG)를 로우 레벨로 유지시킨다. 따라서 메모리 장치(400)의 동작 중에 데

이터가 입력되지 아니하여 제 2 제어 신호(TWD4~TWD7)가 활성화되지 아니하면 플래그 신호(FLAG4~FLAG7)는 로우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 2 저장부(FF2)에 데이터(D00~D03)가 저장되는 동안 플래그 신호(FLAG0~FLAG3)는 하이 레벨로 발생되고 제 2 및

제 3 제어부(425, 427)는 제 2 및 제 3 예비 제어 신호(PWD', BYP')의 논리 레벨에 따라 기입 제어 신호(PWD) 및 제 3 제

어 신호(BYP)의 논리 레벨을 결정한다.

도 9(a)에는 플래그 신호(FLAG0)와 플래그 신호(FLAG7)의 파형만 예로써 도시하였다.

버스트 스톱 후 바로 직전에 기입한 어드레스를 독출하면 우선 해당 워드 라인(WL), 칼럼 디코더 선택 신호(Y0-Y7) 및 독

출 제어 신호(PSA0-PSA7)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메모리 셀에 저장된 8 비트 데이터가 데이터의 유효성과 무관하게 일단

각 각의 제 1 저장부(FF1)에 저장된다.

이때 상기 도 6의 바이패스 비교부(600)에 의하여 제 3 예비 제어 신호(BYP'0~BYP'3)는 하이 레벨로 발생된다. 그러면

플래그 신호(FLAG0~FLAG3)와 제 3 예비 제어 신호(BYP'0~BYP'3)가 논리곱 되어 제 3 제어 신호(BYP0~BYP3)는 하

이 레벨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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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4비트의 데이터에 대응되는 제 3 제어 신호(BYP0~BYP3)는 하이 레벨로 발생되며 메모

리 셀에 저장된 4비트의 데이터에 대응되는 제 3 제어 신호(BYP4~BYP7)는 로우 레벨로 발생된다.

또한 제 1 예비 제어 신호(TSA'0~TSA'7)는 독출 명령에 응답하여 모두 하이 레벨로 발생되지만 제 2 저장부(FF2)에 저

장된 4비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플래그 신호(FLAG0~FLAG3)는 하이 레벨로 발생되므로 제 1 제어부(423)는 제 1 예비

제어 신호(TSA'0~TSA'3)의 논리 레벨에 무관하게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4비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제 1 제어 신호

(TSA0~TSA3)를 로우 레벨로 발생한다.

그리고, 메모리 셀에 저장된 4비트의 데이터에 대응되는 플래그 신호(FLAG4~FLAG7)는 로우 레벨로 발생되므로 제 1

제어부(423)는 하이 레벨의 제 1 예비 제어 신호(TSA'4~TSA'7)에 응답하여 메모리 셀에 저장된 4비트 데이터에 대응되

는 제 1 제어 신호(TSA4~TSA7)를 하이 레벨로 발생한다.

따라서,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4 비트 데이터(예를 들어, D00, D01, D02, D03)에 대응되는 제 1 제어 신호

(TSA0~TSA3)는 로우 레벨이고 제 3 제어 신호(BYP0~BYP3)는 하이 레벨이 되어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4비트

데이터(D00, D01, D02, D03)가 데이터 출력 버퍼(410)로 출력된다.

반대로, 메모리 셀에 저장된 4비트 데이터(예를 들어D04, D05, D06, D07)에 대응되는 제 1 제어 신호(TSA4~TSA7)는

하이 레벨이고 제 3 제어 신호(BYP4~BYP7)는 로우 레벨이 되어 메모리 셀에 저장된 4비트 데이터(D04, D05, D06,

D07)가 데이터 출력 버퍼(410)로 출력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도 9(a)에는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데이터(D00, D01, D02, D03)에 대응되는 제 1 제어 신호

(TSA)와 제 3 제어 신호(BYP), 제 3 예비 제어 신호(BYP') 및 플래그 신호(FLAG)로서 각각 TSA0, BYP0, BYP'0 및

FLAG0 이 도시되어 있으며,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D04, D05, D06, D07)에 대응되는 제 1 제어 신호(TSA)와 제 3

제어 신호(BYP) 및 플래그 신호(FLAG)로서 각각 TSA7, BYP7, 및 FLAG7 이 도시되어 있다.

도 9(b)는 도 4 및 5의 메모리 장치가 버스트 기입 동작 수행 중 버스트 스톱되고 새로운 어드레스에 대하여 기입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버스트 렝스(burst length)가 역시 8 비트라고 가정하고 버스트 기입 동작에 의해서 어드레스(A0)에 4 비트 데이터(D00,

D01, D02, D03)가 입력된 후 버스트 스톱되고 새로운 어드레스(A1)로 연속 버스트 기입하는 경우이다.

4 비트 데이터(D00, D01, D02, D03)만 제 2 저장부(FF2)에 저장한 상태에서 버스트 스톱되고 다시 기입 사이클이 시작되

므로 다음 기입 사이클 내에 제 2 저장부(FF2)의 데이터를 메모리 셀로 기입하는 후 기입(late write) 동작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데이터는 메모리 셀에 기입해야 하고 버스트 스톱되어 업데이트 되지 못한 제 2 저장부

(FF2)의 데이터는 메모리 셀에 기입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각 데이터가 메모리 셀에

저장되어야 하는 지의 여부, 즉, 데이터의 유효성이 각 데이터 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전 기입 사이클에서 4 비트 데이터가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상태는 도 9(a)와 동일하므로 제 2 저장부(FF2)에 저

장된 데이터에 대응되는 플래그 신호(FLAG0~FLAG3)는 하이 레벨로 발생되고 나머지 4비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플래그

신호(FLAG4~FLAG7)는 로우 레벨을 유지한다.

이때, 연속하여 다른 어드레스(A1)에 기입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후 기입(late write) 동작에 의하여 이전 기입 사이클 어

드레스(A0)의 해당 워드라인(WL), 칼럼 디코더 선택 신호(Y0-Y7) 및 제 2 예비 제어 신호(PWD'0-PWD'7)가 동시에 활

성화되지만 제 2 제어부(425)는 하이 레벨의 플래그 신호(FLAG0~FLAG3)가 발생되는 동안만 기입 제어 신호

(PWD0~PWD3)를 하이 레벨로 발생시키고 로우 레벨의 플래그 신호(FLAG4~FLAG7)가 발생되면 제 2 제어부(425)는

기입 제어 신호(PWD4~PWD7)를 로우 레벨로 발생시킨다.

따라서,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4비트의 데이터는 기입 드라이버(W/D)를 통해 대응되는 메모리 셀에 기입되고 업데

이트 되지 못한 나머지 4비트의 데이터는 기입 드라이버(W/D)가 활성화 되지 아니하므로 대응되는 메모리 셀은 이전의 데

이터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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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4비트 데이터를 기입 드라이버(W/D)에 전달하기 위해 기입 제어 신호(PWD0~PWD3)

가 하이 레벨로 발생되면 플래그 신호 발생부(421)의 제 2 트랜지스터(TR2)가 턴 온 되어 제어 노드(N)가 로우 레벨로 되

고 지연부(810)에 의하여 일정한 지연 시간 후에 플래그 신호(FLAG0~FLAG3)도 로우 레벨로 된다.

이렇게 지연부(810)에 의해서 플래그 신호(FLAG0~FLAG3)가 로우 레벨로 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플래그 신호

(FLAG0~FLAG3) 빠르게 로우 레벨로 천이될 경우 로우 레벨의 플래그 신호가 제 2 제어부(425)에 영향을 주어 기입 제

어 신호(PWD)의 하이 레벨 구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 9(b)에는 제 2 저장부(FF2)에 저장된 데이터(D00, D01, D02, D03)에 대응되는 기입 제어 신호(PWD)와 플래그 신호

(FLAG)로서 각각 PWD0 및 FLAG0 이 도시되어 있으며, 제 2 저장부(FF2)의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나머지 4비트 데이터에

대응되는 기입 제어 신호(PWD)와 플래그 신호(FLAG)로서 각각 PWD7 및 FLAG7 이 도시되어 있다.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버스트 기입 또는 독출 동작 중 버스트 스톱에 따른 데이터의 유효성 결정이 도 5의 플래그 신

호 발생부(421)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회로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버스트 동작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별도의 회로 증가나 회로 복

잡성의 증가 없이 버스트 스톱에 의한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어 소비전류 감소 및 동작 속도를 개선시키는 장점

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한번의 워드 라인 선택으로 n(자연수) 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기입 또는 독출하는 버스트 동작(burst operation)을 수행

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상기 선택된 하나의 워드 라인에 응답하여 각각 1 비트의 데이터를 기입 또는 독출하는 j(자연수) 개의 서브 메모리 블록들

을 구비하는 메모리 블록 ;

상기 j 개의 서브 메모리 블록들에 각각 대응되며, 대응되는 서브 메모리 블록의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는 j 개의 주변 회

로부를 구비하며,

상기 주변 회로부 각각은,

상기 버스트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기입 또는 독출 명령이 발생되어 상기 n 비트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상기 주

변 회로부에 저장된 경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저장된 일부 데이터의 독출 및 기입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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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주변 회로부는,

기입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블록에 기입하는 기입 드라이버 ;

독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블록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증폭하여 출력하는 센스 증폭 회로 ;

제 1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센스 증폭 회로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래치한 후 외부로 출력하는 제 1 저장부 ;

제 2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래치한 후 상기 기입 드라이버로 인가하는 제 2 저장부 ; 및

제 3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저장부에 래치된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는 제 3 저장부를 구비하고,

버스트 동작시, 상기 제 1 저장부는 상기 센스 증폭회로에서 출력되는 n 비트 데이터를 래치한 후 순차적으로 출력하며,

버스트 동작시, 상기 제 2 저장부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n 비트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래치한 후 동시에 상기 기입 드라이버

로 인가하며,

상기 버스트 동작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기입 또는 독출 명령이 발생되는 버스트 스톱 동작이 실행되면, 상기 n 비트 데

이터 중 일부 데이터는 상기 제 1 또는 제 2 저장부에 저장되고,

상기 제 1 내지 제 3 저장부는,

상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또는 제 2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일부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블록에 기입하거나 외

부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주변 회로부는,

버스트 동작시, 상기 n 비트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기 전에 버스트 스톱 동작이 실행되어 상기 n 비트 데이터 중 일부 데이

터만 상기 제 2 저장부에 저장되면,

다음 기입 사이클동안 상기 제 2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일부 데이터를 선택하여 기입 드라이버로 인가하도록 제어하는 상

기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플래그 신호 발생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그 신호 발생부는,

버스트 동작시, 상기 n 비트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기 전에 버스트 스톱 동작이 실행되어 상기 n 비트 데이터 중 일부 데이

터만 상기 제 2 저장부에 저장되고 다음 독출 명령에 의하여 이전에 기입된 데이터를 독출해야 할 경우,

상기 제 2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일부 데이터를 선택하여 상기 제 3 저장부를 통하여 외부로 출력하고, n 비트 중 나머지

데이터는 상기 메모리 블록으로부터 출력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그 신호 발생부는,

등록특허 10-0575004

- 13 -



전원 전압과 제어 노드 사이에 연결되며 게이트로 상기 제 2 제어 신호의 반전 신호가 인가되는 제 1 트랜지스터 ;

상기 제어 노드와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되며 게이트로 상기 기입 제어 신호가 인가되는 제 2 트랜지스터 ;

상기 제어 노드의 출력을 지연시켜 출력하는 지연부 ;

상기 제어 노드의 출력과 상기 지연부의 출력을 논리합 하여 상기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논리합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주변 회로부는,

상기 플래그 신호를 반전시킨 신호와 제 1 예비 제어 신호를 논리곱 하여 상기 제 1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제어부 ;

상기 플래그 신호와 제 2 예비 제어 신호를 논리곱 하여 상기 기입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제어부 ; 및

상기 플래그 신호와 제 3 예비 제어 신호를 논리곱 하여 상기 제 3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 3 제어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예비 제어 신호는,

상기 독출 명령에 응답하여 상기 센스 증폭 회로가 데이터를 출력할 때마다 활성화되는 펄스 신호이고,

상기 제 2 예비 제어 신호는 상기 기입 명령에 응답하여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활성화되는 펄스 신호이며,

상기 제 3 예비 제어 신호는,

가장 최근에 입력된 기입 어드레스와 입력된 독출 어드레스가 동일하면 활성화되는 펄스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 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그 신호는,

상기 제 2 제어 신호가 활성화되는 동안 제 1 레벨로 활성화되며, 상기 기입 제어 신호가 제 1 레벨로 활성화되면 제 2 레

벨로 비활성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3 저장부는,

플립플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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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j는 상기 n보다 같거나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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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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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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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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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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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a

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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