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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적적한 논리 신호의 입력하에 확장 데이타 출력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DRAM 이 제공된다. 이 DAM 은 CBR 

리프레쉬 사이클동안 데이타 출력을 제어하는  before (CBR) 검출회로를 포함한다. CBR 검

출 회로의 동작은 CBR 리프레쉬사이클(예로 -하이, -로우, 가 로우인 동안 -하

이에서 로우)동안 출력 인에이블( ) 신호의 상태에 의존한다. 가 로우이면, CBR 검출 회로는 
리프레쉬 제어기에 대한 리프레쉬 펄스와 함께 데이타 아웃 버퍼의 제1출력 모드1 예로, 비 영속성 버전

의 정상적인 빠른 페이지 출력 모드 및 영속성 버젼의 프로그램된 모드)를 트리거한다. 가 하이이
면 CBR 검출 회로는 데이타 아웃 버퍼로부터의 확장 데이타 출력을 트리거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프로그래머블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일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빠른 페이지 모드의 블럭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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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CBR 검출 회로를 설명하며 종래의 빠른 페이지모드 DRAM의 일부에 대한 블럭 회로도.

제2a도는 CBR 리프레쉬 사이클동안 제2도의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며 전압이 시간에 따라 나
타나는 시간선도.

제3도는 상태에 따라 EDO 펄스나 빠른 페이지 펄스를 트리거하는데 적합한 CBR 검출 회로를 설명하
며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빠른 페이지 모드 일부분에 대한 블럭 회로도.

제3a도는 CBR 리프레쉬 사이클이 하이일 동안 제3도의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며 전압
이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시간선도.

제3b도는 CBR 리프레쉬 사이클이 로우인 동안 제3도의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며 전압
이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시간선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3 : 로우 디코더                         15 : 로우 어드레스 버퍼

17 : 열 어드레스 버퍼                  18 : 열 디코더

29 : 리프레쉬 제어기                   30 : 리스레쉬 카운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 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에 관하며, 특히 확장 데이타 출력(extended data out, EDO) 특성을 제
공하도록 선택적으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 DRAM 에 관한다.

[발명의 배경]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s)는  반도체  집적회로칩(ICs)상에  장착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구비한다. 메모리 셀은 행과 열로 배열되어 있다.

(예로, 1-Mbit, 4-Mbit, 16-Mbit,64-Mbit). 각 셀은 캐패시터에서 전하의 유무에 의해 약간의 정보를 기
억한다. DRAM 에서 기억된 전하의 리프레싱(refreshing)이 리프레쉬 회로에 제공되어 있다(즉, 부분적으
로 방전된 캐패시터에 전하를 완전히 채우도록 재기억한다).

후세대의 DRAM 에서, 반도체 제조업자들은 전자 설비의 DRAM 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여러가지 디바이스 옵
션을 제안하였다. 이 디바이스 옵션은 상이한 기능적 특징을 메모리 디바이스에 제공하며 DRAM 의 실행이
나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빠른 페이지 모드 기능이 있는 DRAM 은 높이 비율(예로 90% 이상)으로 팔리며 이것을 빠른 페이지 모드 
DRAM 이라 한다. DRAM 의 빠른 페이지 모드 동작에 따라 행 어드레스 규정 페이지 경계내에서 데이타 동

작이 더욱 신속해진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행 어드레스 ( ) 신호를 로우로 유지하고 메모리 사이

클을 더 빠르게 실행하도록 열 어드레스( )신호를 다르게 스트로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DRAM 의 다른 실행 옵션으로 확장 데이타 출력(extended data out)이 있으며 하이퍼 페이지 모드(hyper 
page mode)라고도 한다. EDO DRAM 에서 데이타 블럭은 빠른 페이지 모드 DRAM 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사이

클 속도는 더 빠르게 DRAM 으로부터 출력된다. 이것은 신호가 하이로 될때 출력 버퍼를 더 이상 제
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 데이터 흐름이 제공된다. 이에 의해 데이타들 읽
을 수 있고 더 빠르게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확장 출력은 빠른 페이지 모드 DRAM 와 같은 DRAM 을 구성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 사전충전 (precharge)을 시작할때 신호는 I/O 버퍼를 3 가지 상태
로 할 수 없다. 

DRAM 의 두가지 형태로 비트 당 쓰기(write per bit,WPB) DRAM 과 스태틱 열(static column) DRAM 이 있

다. 비트 당 쓰기(WPB) DRAM / 키와 마스크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가 하이에서 로우로 천

이될 때 가 로우이면 해칭 마스크 데이터(latching mask data)를 제공하며 데이타 입력이 연속적인

천이(low)에서 통과하는 것을 마스크가 제한할 수 있다. 스태틱 열 DRAM  은 빠른 페이지 모드 

DRAM 와 유사한 구성을 갖지만 열 어드레스 버퍼가 시간( 는 로우로 됨)에서 데이타를 래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며 이에 의해 tCAC(즉 로부터의 액세스 시간)이 필요없어진다. 이것은 더

욱 빠른 페이지 사이클을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신호는 DRAM에서 나오는 데이타를 더이상 복구할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WPBDRAM 와 스태틱 열 DRAM 은 확장 데이타 출력을 가지도록 구성될 수 있다.

DRAM 의 이들 여러가지 디바이스 옵션은 통상적으로 동일한 메모리 어레이를 활용하지만 메모리 어레이내
에서 메모리 셀을 어드레싱, 인에블링 출력 및 리프세싱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터페이스 회로가 필요하다. 
원하는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회로는 논리 게이트와 칩의 보드에 형성된 CMOS 전송 디바이스
를 구비한다. 원하는 옵션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회로가 구성되도록 적절한 마스크를 사용하여 웨이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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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동안 이행된다.

이 접근의 한가지 단점은 비유연성이다. 칩의 구성이 제조시에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조
업자는 다른 시장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는 다른 형태의 칩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다른 웨이퍼를 제조해야
만 한다. 유사하게, IC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자신들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칩
에 대한 물품 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

다른 접근은 하나의 기본적인 마스크 세트에 모든 디바이스 옵션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셈블리 동작에서 
원하는 칩의 최종 구성을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드 프로그래밍(bond programming)에서 칩 구성은 
패드에 접합하거나 또는 패드를 열린 상태로 둠으로써 선택될 수 있다. 원하는 회로 구성을 이루기 위하
여  접합된  패드는  어떤  회로에  접속될  수  있으며  접합되지  않는  패드는  디폴트  포텐셜(default 
-potential)로 취할 수 있다. McAdams 의 미국 특허 제 5,303,180 호에 본드 프로그래밍 장치에 대해 기
술되어 있다.

상기 접근들은 유연성이 없으며 또한 소비자가 항상 용이하게 실행할 수 없다. 제조 비용이 비싸지 않은 
DRAW 의 여러 실행 옵션과 어셈블리 동작을 선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적절한 논리 신호를 사용하여 인에이블될 수 있는 여러 실행 옵션이 장착된 
DRAM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적절한 논리 신호의 입력하에 EDO DRAM 으로 구성될 수 
있는 빠른 페이지 모드 DRAM, WPB, DRAM 또는 스태틱 열 DRAM 과 같은 DRAM 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라, 적절한 논리 신호의 입력하에 확장 데이타 출력으로 구성될 수 있는 DRAM 이 제공된다. 

이 DRAM 은 CBR 리프레쉬 사이클동안 데이타 출력은 제어하는 before (CBR) 검출회로를 포
함한다. 

CBR 검출 회로는 리프레쉬 제어기에 접속되며 또한 DRAM 용 데이타 출력 버퍼에도 접속된다. CBR 검출 회

로의  동작은  CBR  리프레쉬  사이클  동안  출력 인에이블( )  신호의  상태에  의존한다(예를 들

면, -하이, -로우, 가 로우인 동안 RAS 하이에서 로우로 된다). 가 로우이면,CBR 
검출회로는 리프레쉬 제어기로 들어가는 리프레쉬 펄스와 함께 데이터 출력 버퍼용 제1출력 모드(예로,정

상적인 빠른 페이지 출력 모드)를 트리거 한다. 가 하이이면 CBR 검출 회로는 데이타 출력 버퍼로
부터 확장 데이타 출력을 트리거한다. 영속성 리프레쉬나 또는 비영속성 리프레쉬로 EDO 옵션이 구성될 
수 있다. 영속성 리프레쉬 일때, EDO 가 일단 프로그램되면, 전원이 꺼질 때까지 더 이상의 명령이 필요

없다. 로우인 CBR 은(빠른 페이지 모드나 EDO DRAM 으로서) CBR 리프레쉬를 실행하며 하이인 
제 CBR 은 EDO DRAM 으로서 DRAM 을구성한다(그렇지만 리프레쉬는 실행되지 않는다). 비영속성 리프레쉬

인 경우, 각 CBR 명령은 리프레쉬 명령이 되며 빠른-페이지 모드/스태틱 열/WPB( 로우)나 EDO 로드

( 하이)를 규정한다.

DRAM 은 빠른 페이지 모드 DRAM, 비트 당 쓰기 DRAM 또는 스태틱 열 DRAM 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서 DRAM 으로부터의 데이타 출력은 CBR 리프레쉬 사이클동안 의 상태에 따라 확장 테이타 출
력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이점 및 능력이 설명의 진행에 따라 분명하게 될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

상술한 바와 같이 빠른 페이지 모드 용어는 입력 신호가 메모리 셀의 미리 결정된 행의 다른 열로 어드레
스되는 다이나믹 메모리 디바이스를 말한다.

EDO DRAM 은 데이타가 제어 핀에 의해 강제로 출력되는 다이나믹 메모리 디바이스를 말한다.

WPB  DRAM  은 전송되는 데이타가 시간동안 프로그램된 바에 따라 마스크되는(무시되는) 다이나믹 
메모리 다바이스를 말한다 . 

스태틱 열 DRAM 은 열 어드레스 버퍼가 래치되지 않은 다이나믹 메모리 디바이스를 맡한다.

제1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DRAM(10)이 도시되어 있다. DRAM(10)은 빠른 페이지 
모드 DRAM으로  구성된 반도체 집적 회로 칩 형태로 되어 있다. DRAM(10)은 2048 행과 열의 X1 구성으로 
배열된  4Mbit  메모리  셀  어레이(11)를  구비한다.  셀  어레이용  다른  적절한  크기는  IMbit,16Mbit  및 
64Mbit  이다.  부가적으로,  셀  어레이는 여러 가지 다른 구성(예로,  X2,  X4,  X8,  X16)으로  배열될 수 
있다. 

셀 어레이(11)는 상보 선택기(12) 및 행 디코더(13)를 구비하는 행렬 어드레스 회로에 의해 어드레스 된
다. 이들 구성 성분은 행 어드레스 버퍼(18)을 통하여 어드레스 핀(14)과 행 어드레스 버퍼(15)로부터 행 
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한다.  어드레스는 다중 송신되고, 그래서 열어드레스는 어드레스 핀(14)과 열 어드
레스 버퍼(17)를 통하여 열 디코더(18)로 인가된다. 셀 어레이(11)의 열(즉, 비트 라인)은 감도 증폭기
(19)와 열 디코더(18)에 접속되어 주어진 읽기 또는 쓰기가 사이클 동안 입력 또는 출력용 몇몇 비트를 
선택한다. 모든 감도 증폭기(19)는 모든 액티브 읽기 또는 쓰기 사이클과 모든 리프레쉬 사이클에서 활성
화된다. 입력/출력 게이팅(gating)은 또한 감도 증폭기(19)와 연관되어 있다.감도 증폭기(19) 및 I/O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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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팅은 아웃 버퍼(21)와 데이타-인 버퍼(22)에 접속된다. 데이타-인 버퍼(22)는 데이자-인 핀(23)에 접속
된다. 데이타-아웃 버퍼(21)는 데이타-아웃 핀(20)에 접속된다.

다중 송신된 어드레스는 행렬 어드레스 스트로브 및 CAS의 제어하에 어드레스 핀(14)에서 어드레

스 버퍼(15)로 전송된다. 이 논리 신호들은 핀(24)과 핀(25)에 입력된다. 어드레스 
스트로브는 NO.1 클럭 발생기로 인가되며 이 발생기는 어드레스 버퍼(15), 행 디코더(13) 및 감도 증폭기
(19)를 구동하는 내부 클럭을 발생한다. No.1 클럭 발생기(26)는 No.2 클럭 발생기(28)에 접속되어 있으
며 No.2 클럭 발생기는 신호를 데이타 아웃 버퍼(21)로 보낸다.  부가하여, No.1클럭 발생기(26)는 리프
레쉬 제어기(29)에  접속되며 리프레쉬 카운터(30)는  리프레쉬 사이클의 동작을 제어한다.  논리 게이트
(32, 33, 34)와 함께 초기 쓰기 검출 회로(early write detection circuit)는 도시된 바와 같이 쓰기 인

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는 핀(27)과 열 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는 CAS핀(25)에 접속된다. EA 검출 회로

는 패쇄(lockout) 상태가 되고 CAS가 로우로 되기전에 가  로우로 천이되면 READ가 발생하는 것을 방

지한다. CAS가 로우로 된 후 가 로우가 되면 READ 및 WRITE 가 발생한다. 

액티브 사이클에서 실행되는 동작에 대한 선택을 핀(27)이 제어한다. 핀(27)이 액티브-로우
이면 사이클은 WRITE 사이클이며 입력 핀(23)으로부터 데이타를 받아들여서. 감도 증폭기(19)를 거쳐 메

모리 어레이(11)에 쓰여진다. 가 인액티브-하이이면, 사이클은 READ 사이클이 된다. READ 사이클
동안 감도 증폭기(19)를 거처 메모리 어레이(11)로부터 추출된 데이타는 데이타 출력 핀(20)으로 입력된
다. 

READ 또는 WRITE 사이클 동안, 각각의 비트는 한번에 10 비트씩 들어가는 어드레스 핀(14)을 통하여 단일

로 어드레스된다. 가 처음 10 비트를 래치하는데 사용되며 CAS가 나중의 10 비트를 래치하는데·

사용된다. WRITE 사이를 동안, 데이타-인 핀(23)에서의 데이타는 나 의 하강 엣지에 의해 
래치되며 어느 것이나 마지막으로 발생한다.

가 로우로 되기 전에 가 로우로 되면 데이터 아웃 핀(20)에서의 출력은 다음의 사

이클때까지 개방(하이 2)으로 남는다.데이타가 데이타 출력 핀(20)에 도달한 후 가 로우이면, 데

이타는 액티브되어 가( 나 에 관계없이)로우로 남아있는 한 선택된 셀 데이타를 유

지한다. 이 늦은 펄스가 결국 READ-WRITE 사이클이 된다. 

와 가 하이로 돌아가면 메모리 사이클을 종료하고. 감소된 대기(standby) 레벨로 현재의 

칩을 감소시킨다. 또한  칩은 하이인 동안 다음 사이클에 대해 미리 조건지어진다. 메모리 셀 데

이타는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 사이클(READ, WRITE, ONLY, -BEFORE- ,  또는 

HIDDEN 리프레쉬)을 실행하여 그 정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어드레스의 모든 조합은 적어도 15ms 
에서 모두 실행된다. 

PAGE  MODE  동작은 행 어드레스 규정 페이지 경계내에서 데이타 동작(READ,  WRITE,  또는 READ-MODIFY-

WRITE)을 더 빠르게 한다. PAGE MODE 사이클은 에 의해 스트로브된 열 어드레스로 항상 초기화 된

다. 를 로우로 유지함으로써 는 메모리 사이클을 더 빠르게 실행하는 다른 열 어드레스를  

스트로빙하여 토글될 수 있다. 하이로 돌아가면 PAGE MODE 동작는 종료된다.

이들 기능이 다음의 진리표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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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셀  어레이(11)는  트랜지스터가  하나인  다이나믹  메모리셀을  사용하며  데이터  비트는  캐패시터에 
기억된다.  캐퍼시터에서 누적이 일어나기 때문에,데이타는 주기적으로(예로 매 15 밀리세컨트마다) 리프

레쉬되어야 한다. 몇가지 리프레쉬 메카니즘이 현재의 시중에 있는 DRAM 에 유용하다.  제2a도는

리프레쉬 전의 종래 를 도시하며 제2도에 도시된 CBR 검출회로(35)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CBR 검출 회로(35)는 제2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No.1 발생기(16), 핀(25), 및 리프레쉬 제어기

(29)에 접속된다.  부가하여, 데이타-아웃 버퍼(21)가 데이타 아웃 핀(20)을 구동할때 확립되도록

핀(36)을 통하여 데이터-아웃 버퍼(21)로 데이타가 입력된다. 가 액티브-로우일 때만 데이타 아웃 
핀(20)은 데이타 아웃 버퍼(21)에 의해 구동될 수 있다. 

가 전에 하강하면 이것은 리프레쉬용 행 어드레스가 리프레쉬 카운터(30)에서 유지되는 리
프레쉬 사이클에 신호를 보낸다. 이 동작 동안에 데이타의 입력이나 출력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어드레스

로 없다. 가  이러한  형태의  리프레쉬 동작(즉, -하이, -로우, 로우인 동안

-하이에서  로우)이  하강할 때 신호는  하이어야  하며  CBR리프레쉬를  시그널링 한다

( 로우는  JEDEC  페스트  모드  동작을  초기화 한다). 신호는 리프레쉬전에 표준

에서 무시된다(즉, 돈 케어(don't care)). 와 가 하이 레벨로 리턴하면 단지 하나

의 리프레쉬 사이클만 있거나 . 또는 가 매 15 밀리 세컨드(최대) 마다 토글되고 가 로우
를 유지하면 리프레쉬 사이클의 연속적인 시퀀스로 실행된다. 

제3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DRAM 이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데이타-아웃 버퍼
(21A)가 EDO 펄스(38) 또는 빠른 페이지 펄스(39)로 트리거되도륵 DRAM 의 CBR 검출 회로(35A)가 구성된

다. 핀(36)(하이 또는 로우)의 상태가 데이타 출력 모드(빠른 페이지 또는 EDO)를 효과적으로 제어
한다 . 

빠른 페이지 펄스(39)는 가 하이일때만(또한 EDO 가 영속성 버전에서 먼저 자극받지 않았을 때)트

리거된다. 동시에, CBR 리프레쉬 펄스(40)가 트리거 된다. 로우이면 CBR 리프레쉬 펄스가 트리거되
는 것이 아니라 EDO 펄스가 영속성 버전에서 트리거된다. 비영속성 버젼도 또한 리프레쉬 명령을 발생한

다.  두가지 경우에서, 리프레쉬전의 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즉, -하

이, -로우, 로우인 동안 -하이에서 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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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a도는  CBR  리프레쉬  펄스  및  빠른  페이지  펄스를  동시에  트리거하는 동안의 , 및

의 타이밍과 상태를 나타낸다.

제3b도는 CBR 리프레쉬 펄스대신에 EDO 펄스를 트리거하는 동안 , 및 WE의 타이밍과 상태
를 나타낸다.

제3a 및 3b 도에서; 

VIE 는 입력 하이(논리 1) 전압.

VIL은 입력 로우(논리 0) 전압.

t
RP 는 사전 충전 시간.

t
RAS 는 펄스 폭.

t
RPC 는 내지 의 사전충전 시간.

t
CPN 은 CAS 사전충전 시간.

t
CSR 은 셋업 시간.

t
CHR 은 유지 시간.

t
WRP 는 셋업 시간.

t
WRE 는 유지 시간.

그래서 논리 신호는 CBR 검출회로(35A)의 동작을 제어하여 EDO펄스(38)나 빠른 페이지 펄스(39)를 제공한
다. 제4도는 본 발명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간략화된 CBR검출회로 (35A)를 도시한다.

그래서 본 발명은, 하나의 모드(예로, 빠른 페이지 모드)에서 작동될 수도 있고 적당한 논리 신호의 입력
을 가진 EDO DRAM 으로도 작동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빠른 페이지 모드 DRAM의 실시예를 기술하였지만 EDO DRAM 으로 구성될 수 있는 WPB DRAM 또는 
스태틱 열 DRAM 을 구성하는데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은 양호한 실시예를 인용하여 기술하였으며, 당 분야에 익숙한 기술인에게 분명한 바와 같
은 첨부된 클레임으로 한정된 바에 따라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변경 및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이나믹 메모리 디바이스에 있어서, 행과 열로 배열된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어레이와; 상기 메
모리 어레이에 소정의 메모리 셀을 어드레싱하기 위하여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에 응답하는 행 어드레스 
수단 및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에 응답하는 열 어드레스 수단과; 쓰기 인에이블 신호, 열 어드레스 스트로
브 및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각각 소정의 전압에 있으며 서로에 대해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때 리프레쉬 
신호를 발생하고 메모리 셀에 기억된 데이타를 리프레싱하는 리프레쉬 수단과; 출력 인에이블 신호에 응
답하여 선택된 메모리 셀에서 나오는 데이타를 전송하는 데이타-아웃 수단과; 쓰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
하여 선택된 메모리 셀에 데이타를 전송하는 데이타-인 수단 및; 리프레쉬 신호에 응답하며 출력 인에이
블 신호가 제 1 전압에 있을 때의 제1모드에서와 출력 인에이불 신호가 제 2 전압에 있을 때의 제2모드에
서 상기 데이터-아웃 수단을 동작시키는 검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나믹 메모리 디바
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모드는 데이타의 블럭이 동시에 전송되는 확장 데이타 출력 모드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이나믹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리프레쉬 신호는 쓰기 인에이블이 하이 전압일 때,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로우 
전압일때, 또한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로우 전압인 동안 읽기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하이에서 로우로 될
때 초기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나믹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은 제 1 펄스가 트리거될 때 리프레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나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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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2모드의 확장 데이타 출력을 가진 빠른 페이지 모드 디바이스로서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이나믹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2모드의 데이타 출력을 가진 비트 당 쓰기 디바이스로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나믹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제2모드의 확장 데이타 출력을 가진 스태틱 열 디바이스로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이나믹 메모리 디바이스 .

청구항 8 

확장  데이타  출력으로  구성될  수  있는  빠른  페이지  모드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디바이스에 
있어서, 행과 열로 배열된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어레이와; 소정의 메모리 셀을 어드레싱하고 행
내의 소정 열의 메모리 셀을 어드레싱하기 위해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에 응답하는 행어드레스 수단 및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에 응답하는 열 어드레스 수단과; 쓰기 인에이블 신호,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 및 행 어
드레스 스트로브가 각각 소정 전압에 있고 신호 리프레쉬 사이클동안 메모리 어레이의 메모리 셀에 기억
된 데이터를 리프레싱하기 위해 서로 시간적으로 연속된 리프레쉬 신호에 응답하는 리프레쉬 수단과; 열 
어드레스 수단과 행 어드레스 수단에 연관되어 있으며 메모리 셀에서 데이타-아웃 핀으로 데이타를 전송
하기 위해 출력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는 데이타-아웃 수단과; 열 어드레스 수단과 행 어드레스 수단에 
연관되어 있으며, 데이타-인 핀에서 메모리 셀로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인에이볼 신호에 응답하는 
데이타-인 수단 및;  리프레쉬 사이클의 발생에 응답하며 데이타 출력을 초기화하기 위해 출력 인에이블 
신호가 제1 전압에 있을 때 데이타-아웃 수단으로 제 1 펄스를 트리거하며 데이타 출력의 블록을 초기화
하기 위해 출력 인에이블 신호가 제2 전압에 있을 때 데이타 아웃 수단으로 제 2 펄스를 트리거하는 검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빠른 페이지 모드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레쉬 신호는 쓰기 인에이블이 하이 전압 일때,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로우 
전압일때, 또한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로우 전압인 동안 읽기 어드레스 스트로브가하이에서 로우로 될
때 초기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빠른 페이지 모드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메모리 셀은 제 1 펄스가 트리거 될 때 리프레쉬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빠른 페이지 
모드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디바이스 .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리프레쉬 수단은 메모리 셀을 영속적으로 리프레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빠른 페이지 
모드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2 

읽기 사이클동안 어드레스 핀과 데이타-인 핀을 통하여 어드레스 가능한 행렬로 배열된 메모리 어레이를 
장착하여 출력 사이클동안 출렬 핀에서 출력 신호를 발생하는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메모리 어레이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배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메모리 어레이의 리프레쉬 
사이클 동안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전압을 검출하는 단계와; 데이타 출력의 제1모드를 인에이블 하기 위
해 출력 인에이블 신호가 제 1 전압에 있을 때 제 1 펄스를 출력 핀으로 발생하는 단계 및; 데이타 출력
의 제2모드를 인에이블하기 위해 출력 인에이블 신호가 제 2 전압에 있을 때 제 2 펄스를 출력 핀으로 발
생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신호 배열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데이타 출력의 제2모드는 데이타의 블럭이 출력될 때 확장 데이타 출력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출력 신호 배열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리프레쉬 사이클은 쓰기 인에이블이 하이 전압일때,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로우 전압
일 때 , 또한 열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로우 전압인 동안 읽기 어드레스 스트로브가 하이에서 로우로 될 
때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신호 배열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제 1 전압은 출력 인에이블 하이이며 제 2 전압은 출력 인에이블 로우인 것을 특징으로 
출력 신호 배열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데이타 출력의 제1모드는 빠른 페이지 모드 어드레스에 이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신호 배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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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데이타 출력의 제1모드는 비트당 쓰기 어드레스에 이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신호 배열 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데이타 출력의 제1모드는 스태틱 열 어드레스에 이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신
호 배열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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