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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비트 프리페치 출력 데이터 경로

요약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 패드에 복수의 출력 경로를 통해 복수의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각각의 출력

경로는 데이터 비트를 병렬로 수신하여 그 데이터 비트 중 하나의 비트를 선택한다. 각각의 출력 경로에서의 선택된 비트

들은 선택된 출력으로 전송된다. 2개의 인에이블 신호의 교대 위상에 기초하여 복수의 타이밍 신호가 순서대로 활성화되

며 선택된 출력으로부터 데이터 패드에 데이터 비트들을 직렬로 전송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데이터 비트, 출력 경로, 타이밍 신호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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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집적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경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SDRAM(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소자와 같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은 컴퓨터와 전자 제품에 널

리 이용되고 있다. SDRAM 소자는 통상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많은 수의 메모리 셀을 구비하고 있다. 데이터의 판독을 위

해, 메모리 판독 동작이 수행된다. 판독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가 액세스된 후 데이터 패드에 출력

되어 처리된다. SDRAM 소자의 동작은 공통 클럭 신호에 기초하고 있다.

SDRAM 소자에는 몇 가지 변형이 존재하고 있다. 한가지 변형으로는,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가 액세스되고, 클럭 사이클

마다 데이터 패드에 1비트의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이다. SDRAM 소자의 또 다른 변형으로는, 2비트의 데이터가 액세스되

어 클럭 사이틀 마다 데이터 패드에 출력되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변형 SDRAM 소자는 통상 DDR(double data rate)

SDRAM 소자라고 한다.

현재, 메모리 장치를 포함한 집적 회로 소자들의 표준을 정하는 국제적 조직인 JEDEC(Joint Electronics Device

Engineering Council)에 의해 SDRAM 소자의 새로운 변형이 제안되었다. JEDEC에 의해 제안된 SDRAM 소자의 사양에

대한 초안이 본 명세서에 참조로 수록되고 있다. 제안된 SDRAM 소자 즉 DDR II SDRAM 소자의 경우, 판독 사이클 동안

메모리 장치 내부에서 4비트의 데이터가 액세스되어 데이터 패드에 출력된다. 따라서, DDR II SDRAM 소자는 전통적인

DDR SDRAM 소자에 비해 고속으로 데이터를 출력한다.

DDR II SDRAM 소자의 동작에 대한 난제 중 하나는 메모리 셀로부터 4비트의 데이터가 데이터 패드에 적절히 출력되도록

소자를 구현하는 일이다. DDR SDRAM 소자의 경우, 한번에 2비트의 데이터 그룹이 액세스되고, 일 클럭 사이클에 한 그

룹에서 2비트가 데이터 패드에 출력될 수 있다. 다음 클럭 사이클에서는, 다음 2비트 그룹이 이전의 그룹처럼 동일한 방식

으로 데이터로 출력될 수도 있다. 따라서, 2클럭의 사이클마다 데이터 패드에 4비트가 출력되며, 이들 4비트는 2개의 서로

상이한 그룹으로부터의 비트이다. DDR II SDRAM 소자의 경우, 2 클럭 사이클에서 한번에 4비트의 그룹이 액세스되고, 2

개의 클럭 사이클 중 각각의 사이클에서 2비트가 데이터 패드에 출력된다. 그러나, DDR SDRAM과 달리, 4개의 비트는 동

일 그룹으로부터의 비트이기 때문에, DDR II SDRAM 소자는 4개의 비트 중 어느 2 비트가 2개의 클럭 사이클 중 어느 사

이클에서 출력되는 것인지를 식별해야만 한다. 또한, 4개의 비트 각각이 정상적인 순서대로 데이터 패드에 출력되도록 적

절한 비트 순서도 결정되어야 한다.

판독 동작 동안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 패드로 데이터가 적절히 출력되는 DDR II SDRAM 소자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패드와 메모리 셀간의 데이터 전송을 구현하기 위한 출력 회로를 구비한 DDR II SDRAM

소자이다.

일 양상에 따르면,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로부터 병렬로 데이터의 M 비트의 그룹을 수신하기 위한 복수의 입력 노드를

포함하고 있다. 입력 노드와 데이터 패드간에는 N개의 출력 경로가 접속되고, 여기서 M과 N은 2보다 크다. 각각의 출력

경로는 M 비트의 데이터 그룹 중의 서로 다른 비트를 전송한다. 데이터의 M 비트는 복수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함으로써

직렬로 데이터 패드에 전송된다. 타이밍 신호는 제1 및 제2 인에이블 신호에 의해 활성화된다. 인에이블 신호는 동기화되

지 않는다.

또 다른 양상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복수의 출력 경로로의 데이터의 M비트를 병렬로 판

독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서 M은 2보다 크다. 이 방법은 또한 출력 경로로부터 선택된 출력에 데이터의 M비트

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출력 경로는 서로 상이한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방법은 또한 제1 및 제

2 인에이블 신호 및 복수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도 포함하고 있다. 타이밍 신호는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직렬로

활성화된다. 이 방법은 또한 타이밍 신호의 전이에 따라 데이터의 M 비트를 직렬로 출력 스테이지에 전송하는 단계와, 클

럭 신호의 2 사이클 범위내에서 데이터 패드에 데이터의 M 비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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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블럭도이다.

도 2는 다양한 지연 설정에서 메모리 동작 동안 도 1의 타이밍도이다.

도 3은 도 1의 출력 회로의 블럭도이다.

도 4-7은 상이한 지연 설정에서 도 3의 출력 회로 동작의 타이밍도이다.

도 8A-D는 도 3의 입력 선택 회로의 개략도이다.

도 9는 도 3의 출력 회로의 래치의 개략도이다.

도 10은 도 3의 출력 단계의 개략도이다.

도 11은 도 1의 출력 제어기의 블럭도이다.

도 12는 도 11의 지연 입력 회로의 개략도이다.

도 13은 도 11의 출력 타이밍 인에이블 회로의 개략도이다.

도 14는 도 11의 출력 타이밍 발생기의 개략도이다.

도 15는 도 11의 전파 제어 신호 발생기의 개략도이다.

도 16은 도 12-13의 동작의 타이밍도이다.

도 17은 도 14-15의 동작의 타이밍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실시예

이하의 설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고 본 발명을 실시하는 특정 실시예를 통하여 나타낸다. 이들 실시예는 본 기술 분야

의 숙련된 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되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른 실

시예가 활용될 수 있으며 논리적, 기계적 및 전기적 변경이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의 설명은 제

한적인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정의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100)의 블럭도이다.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장치(100)는 주 메모리(102)

를 포함한다. 주 메모리(102)는 일반적으로, BANK 1-N으로 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메모리 뱅크를 포함하는 다이나믹 랜

덤 액세스 메모리(DRAM)를 포함한다. 메모리 뱅크 BANK 1-N 각각은 행 및 열로 배열된 복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행 디코드(104) 및 열 디코드(106)는 어드레스 버스 또는 어드레스 라인(110 0-X) 상에 제공되는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행 및 열에서 개별적으로 메모리 셀에 액세스한다. 어드레스 라인(110 1-X)은 복수의 어드레스 신호 A0-AX를 수신한다.

복수의 입력 회로(111 0-N) 및 복수의 출력 회로(112 0-N)은 주 메모리(102)와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데이터 버

스 또는 데이터 라인(114 0-N)에 접속한다. 각각의 데이터 라인(114 0-N)은 복수의 데이터 신호 또는 복수 비트의 데이

터 D0-DN을 제공한다. 출력 제어기(117)는 데이터 출력 타이밍을 주 메모리(102)로부터 데이터 패드(114 0-N)로 제어

한다. 메모리 제어기(116)는 제어 라인(118) 상에 제공되는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메모리(100)를 제어한다. 제어 신호는

외부 클럭 신호(CLK), Chip Select(CS*), Row Access Strobe(RAS*), Column Access Strobe(CAS*), 및 Write Elable

(WE*)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메모리 장치(100)는 모드 레지스터(119)를 포함하고, 메모리 장치

(100)의 동작을 위한 다양한 설정을 저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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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의 메모리 장치(100)가 부가적인 회로 및 제어 신호를 포함할 수 있고 도 1의 메모리 장치는 본 발명에 촛점을 맞추기

위하여 간략화되었다는 것은 본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라면 이해할 것이다. 전술된 DRAM은 메모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제

공하기 위한 것이지 DRAM 장치의 모드 구성요소 및 특징을 완전히 설명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설명을 통해 데이터, 비트, 데이터 비트 또는 비트의 데이터와 같은 용어는 동일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바꾸

어 사용되고, 이는 주 메모리(102)로부터 판독하거나 주 메모리(102)에 기록하는 정보 또는 신호이다. 또한, 라인 및 노드

등의 용어는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이들은 동일 소자로 지칭된다.

도 2는 각종 지연 설정(latency setting)에서 메모리 동작 동안의 도 1의 타이밍도이다. 도 2에서, CLK는 도 1의 제어 라

인(118) 중 하나를 통하여 메모리 장치(100)에 인가되는 외부 클럭 신호를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장치(100)는

66 메가 헤르츠(66MHZ) 내지 300 메가 헤르츠(300MHZ)의 주파수 범위를 갖는 CLK 신호로 동작할 수 있다.

COMMAND는 판독 동작 등의 임의의 메모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메모리 장치(100)에 인가되는 명령을 나타낸다.

OUTPUT DATA(210 0-3)는 도 1의 라인(114 0-N) 중 하나에 제공되는 출력 데이터를 나타낸다. OUTPUT DATA(210

0-3) 각각은 상이한 지연 설정에서의 출력 데이터를 나타낸다. 지연 설정은 도 1의 프로그래밍 모드 레지스터(119)에 의

해 설정된다. 상이한 지연 설정은 판독 명령이 발행된 후에 데이터의 제1 비트가 데이터 라인(114 0-N) 중 하나에서 사용

가능할 때를 위하여 상이한 타이밍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연이 2로 설정된 경우에, 데이터의 제1 비트(D1)는 READ 명

령 후의 2 클럭 사이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 2에서, READ 명령은 시간 T0에서 발생하고, OUTPUT DATA(210 0)의

데이터의 제1 비트(D1)는 READ 명령 후의 2 클럭 사이클인 시간 T2에서 사용가능하다. 유사하게, OUTPUT DATA(210

1-3)는, 지연 설정이 3, 4 또는 5인 경우에 READ 명령 후의 3, 4 또는 5 클럭 사이클인 T3, T4 또는 T5에서 데이터의 제

1 비트가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연 설정은 메모리 장치(100)와는 무관한 변수들에 의존하여 선택된다.

도 1의 메모리 장치(100)는 판독 동작의 각 판독 버스트에서 일련의 4 비트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판독 동작에서, 메모

리 제어기(116)는 신호 RAS*, CAS* 및 WE* 등의 명령 신호의 임의의 조합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 조합이 판독 동작 동안

유효(valid)한 경우에는, 판독 명령이 발행된다. 예를 들어, 도 2에 있어서, 시간 T0에서, 판독 동작의 조합이 유효한 이후

에, READ 명령이 발행된다. 주 메모리(102)(도 1)에서의 4 비트 데이터가 판독되어 출력 회로(112 0-N) 중 하나에 출력

된다. 주 메모리(102)의 4 비트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은 임의의 종래 판독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4 비트 데이터가 출력

회로(112 0-N) 중 하나로 판독된 후에, 이 비트들은 데이터 라인(114 0-N) 중 하나에 직렬 출력된다. 라인(114 0-N)으

로 출력되는 4 비트 데이터의 타이밍은 지연 설정에 기초하여 출력 제어기에 의해 제어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OUTPUT DATA(210 0-3) 각각의 4 비트 데이터(D0-D3)는 상이한 지연 설정에 기초하여 READ 명령 후에 상이한 클럭

사이클에서 출력된다. 출력 회로(112 0-N)와 출력 제어기(117) 및 그들의 동작이 후속하는 도면과 더불어 보다 상세히 기

술된다.

도 3은 도 1의 출력 회로(112 0-N) 중 하나의 블럭도이다. 도 3에서, 출력 회로(112-0)가 도시된다. 기타 출력 회로들의

구조는 도 3에 도시된 출력 회로 (112-0)의 구조와 동일하다. 출력 회로(112-0)는 복수의 출력 경로(310 0-3)를 갖는다.

출력 선택부(350)은 라인 또는 노드(342 0-3)를 통하여 출력 경로(310 0-3)에 접속된다. 출력 스테이지는 라인(356)을

통하여 출력 선택부(350)에 접속된다. 출력 스테이지(360)는 라인(114-0)에 접속되어 복수 비트의 데이터(D0-DN)를 제

공한다.

출력 경로(310 0-3)는 복수의 입력 선택부(320 0-3)을 포함한다. 복수의 제1 래치(330 0-3)는 라인(322 0-3)을 통하여

입력 선택부(320 0-3)에 접속된다. 복수의 제2 래치(340 0-3)는 라인(332 0-3)을 통하여 제1 래치(330 0-3)에 접속되

고, 라인(342 0-3)을 통하여 출력 선택부(350)에 접속된다. 출력 경로(310 0-3)의 구조가 동일하므로, 각 출력 경로(310

0-3)는 동일 엘리먼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출력 경로(310-0)는 라인(322-0)을 통하여 제1 래치(330-0)에 접속되는 입

력 선택부(320-0)을 갖는다. 제2 래치(340-0)는 라인(332-0)을 통하여 제1 래치(330-0)에 접속되고, 라인(342-0)을 통

하여 출력 선택부(350)에 접속된다. 기타 출력 경로(310 1-3)는 출력 경로(310-0)와 같이 동일 배열을 갖는다.

입력 선택부(320 0-3) 각각은 복수의 입력 노드(326)에 접속되어, 복수의 데이터 신호 또는 데이터 비트(D0-D3)를 수신

한다. 이러한 데이터 비트들은 보수 데이터(complement data)이다. 즉, 이들 데이터 비트들 각각은 주 메모리(102)로부터

의 트루 데이터 비트의 역(inverse)이다. 데이터 비트(D0-D3)는 노드(326)에서 병렬로 수신된다. 즉, 비트(D0-D3)는 동

시에 주 메모리(102)로부터 노드(326)에 도착한다. 또한, 입력 선택부(320 0-3) 각각은 복수의 선택 라인(328)에 접속되

어 복수의 선택 신호(CA0-CA3)를 수신하다. 제1 래치(330 0-3) 각각은 제어 라인(334)에 접속된다. 제2 래치(34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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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은 제어 라인(344)에 접속된다. 제어 라인(334 및 344)은 복수의 전파 제어 신호(Q0-Q2)를 수신한다. 여기서, 모든

제어 라인(334)은 신호 Q2를 수신한다. 제2 래치(340 0-1)의 제어 라인(344)은 신호 Q0을 수신한다. 제2 래치(340 2-3)

의 제어 라인(344)은 신호 Q1을 수신한다.

출력 선택부(350)는 복수의 멀티플렉서(352 0-3)를 포함한다. 각각의 멀티플렉서(352 0-3)는 노드(342 0-3) 중의 하나

에 입력이 접속되며, 라인(356)을 통하여 출력 스테이지(360)에 출력이 접속되어 있다. 또한, 멀티플렉서(352 0-3)는 복

수의 제어 라인(354)에 접속되어 복수의 타이밍 신호(DLL 0-3)를 수신한다.

도 3에서, 각각의 입력 선택부(320 0-3)는 라인(326)에서 4비트의 데이터(D0-D3)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그 선택된 비트

를 대응하는 라인(322 0-3) 중의 하나에 전달한다. 비트(D0-D3)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 비트를 선택하는 것은, 라인(110

0-X)(도 1 참조)에 수신된 2개의 어드레스 신호 또는 어드레스 비트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라인(110-X)에 수신된 어드레

스 비트는 A0, A1, A3, …, AX이다. 비트 A1 또는 A0의 논리값(논리 1 또는 논리 0)이 입력 선택부(320 0-3)에 의한 데

이터 비트의 선택을 결정한다. 만약, A1 및 A0의 논리값이 0 및 0(이진수 00)이면, 입력 선택부(320 0-3)에 의한 데이터

비트의 선택은 각각 D0, D1, D2 및 D3이 된다. 즉, 만약 A1A0의 조합이 00이면, 입력 선택부(320-0)는 비트 D0; 입력 선

택부(320-1)는 비트 D1; 입력 선택부(320-2)는 비트 D2; 입력 선택부(320-3)는 비트 D3을 선택한다. 만약, A1A0의 조

합이 01이면, 입력 선택부(320 0-3)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의 순서는 각각 D1, D2, D3 및 D0이 된다. 만약, A1A0의 조합

이 10이면, 입력 선택부(320 0-3)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의 순서는 각각 D2, D3, D0 및 D1이 된다. 만약, A1A0의 조합이

11이면, 입력 선택부(320 0-3)에 의해 선택된 데이터의 순서는 각각 D3, D0, D1 및 D2가 된다. 예컨대, 만약 A1A0의 조

합이 00이면, 도 3에서, 입력 선택부(320 0-3)에 의해 라인(322 0-3)에 선택된 4개의 상이한 비트의 데이터는 각각 D0,

D1, D2 및 D3이 된다.

래치(330 0-3 및 340 0-3)는 신호(QL0-QL2)에 의해 제어된다. 래치(330 0-3 또는 340 0-3)는, 신호(QL0-QL2)가 활

성화되어 있을 때, 데이터 신호 또는 데이터 비트를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에 전달한다. QL2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또는

로우 신호 레벨(LOW)로부터 하이 신호 레벨(HIGH)로 전이하는 경우, 제1 래치(330 0-3)는 노드(322 0-3)로부터 노드

(332 0-3)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QL0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제2 래치(340 0-1)는 노드(332 0-1)로부터 노드(342 0-

1)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QL1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제2 래치(340 2-3)는 노드(332 2-3)로부터 노드(342 2-3)로 데

이터를 전달한다. 상기한 예에서, QL0-QL2가 활성화된 후, 비트 D0-D3이 라인(322 0-3)으로부터 노드(332 0-3)에 전

달되고, 최종적으로 노드(342 0-3)에 전달된다.

출력 선택부(350)는 노드(342 0-3)의 데이터 비트를 선택하여, 이들을 순차적으로 출력 스테이지(360)에 전달한다. 타이

밍 신호(DLL0-DLL3)는 순차적으로 활성화되어 노드(342 0-3)의 데이터 비트를 라인(356)을 통하여 출력 스테이지

(360)에 전달한다. 출력 스테이지(360)에 순차적으로 전달된 데이터의 제1 비트는 출력 경로(310-0)의 데이터 라인

(342-0)의 비트이다. 출력 스테이지(360)에 전달된 제2 비트는 출력 경로(310-2)의 데이터 라인(342-1)의 비트이다.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출력 스테이지(360)에 전달된 제3 및 제4 비트는 라인(342-2) 및 라인(342-3)으로부터 제공된다. 상

기한 예에서, 출력 스테이지(360)에 전달된 데이터의 제1 비트는 D0이다. 또한, 출력 스테이지(360)에 전달된 제2, 제3 및

제4 비트는 D1, D2 및 D3이다.

출력 스테이지(360)는 라인(356)의 데이터 비트를 수신하여 이들을 순차적으로 라인(114-0)에 출력한다. 상기한 예와 마

찬가지로, 라인(114-0)의 데이터 출력 비트는 D0, D1, D2 및 D3이다. 출력 스테이지(360)는 데이터 비트(D0-D3)를 트루

폼(true form)으로서 출력 라인(114-0)에 출력한다. 즉, 라인(114-0)의 데이터 출력은 라인(326)의 데이터와 반대 전위

를 갖는다. 상기한 예에서, 데이터 비트의 순서를 D0, D1, D2 및 D3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비트의 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드레스 비트 A1 및 A0의 논리값에 따라서 임의의 순서로 될 수 있다. 예컨대, 만약 라인(342 0-3)의

데이터가 각각 D1, D2, D3 및 D0이라면, 데이터 비트는 이와 동일한 순서로 출력 스테이지(360)에 전달된다. 이 경우, 출

력 스테이지(360)도 데이터 출력 비트를 라인(114-0)에 동일한 순서, 즉 D1, D2, D3 및 D0과 같이 전달한다. 요약하면,

만약 어드레스 비트 A1A0의 조합이 00이면, 라인(114-0)에서의 데이터의 출력 순서는 D0, D1, D2 및 D3이 된다. 만약

A1A0이 01이면, 출력 데이터는 D1, D2, D3 및 D0이 된다. 만약 A1A0이 10이면, 출력 데이터는 D2, D3, D0 및 D1이 된

다. 만약 A1A0이 11이면, 출력 데이터는 D3, D0, D1 및 D2가 된다.

도 4는 도 3의 출력 회로에서 지연을 2로 설정한 경우의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4에서, CA 신호는 라인(328)에 수신된

CA0-CA3 중의 하나를 나타낸다. QL0, QL1 및 QL2 신호들은 도 3의 제1 및 제2 래치(330, 340)에서 수신된 동일한 신

호들을 나타낸다. DLL0, DLL1, DLL2 및 DLL3은 출력 선택부(350)의 라인들(354) 상에서 수신된 동일한 신호들을 나타

낸다. 출력 데이터 D0, D1, D2 및 D3은 라인(114-0) 상의 출력 데이터 D0-D3을 나타낸다.

등록특허 10-0568646

- 5 -



도 3의 동작에 대하여 도 4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시각 T0에서, READ 명령이 발행된다. 메모리 셀들

(102)(도 1)로부터의 4비트의 데이터가 액세스된다. 그 후 이 4비트의 데이터는 도 3의 출력 회로(112-0)의 데이터 경로

(310 0-3)로 전송된다. 데이터 경로(310 0-3)의 입력 선택부들(320 0-3)은 라인들(326) 상의 4비트의 데이터 D0-D3을

수신한다. 라인들(326)에서, 4비트의 데이터는 그들의 보수 형태로 표현된다. 도 4의 시각 TA에서, 신호 CA가 HIGH로

전환하고, 이로 인해 각각의 입력 선택부(320 0-3)이 라인들(326) 상의 4비트 D0-D3 중 1비트의 데이터를 선택하게 된

다. 선택된 데이터 비트들은 라인들(322 0-3)로 전달된다.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A1A0은 00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라인들(322 0-3)에 전달된 4비트의 데이터는 각각 D0, D1, D2 및 D3이다. 환언하면, 라인(322-0)은 비트 D0을 반송하

고, 라인(322-1)은 비트 D1을 반송하고, 라인(322-2)은 비트 D2를 반송하고, 라인(322-3)은 비트 D3을 반송한다.

지연 2에서, 신호 QL2는 항상 HIGH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QL2 신호는 READ 명령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클럭 사

이클까지 HIGH이다. QL2가 HIGH이기 때문에, 라인들(322 0-3) 상의 D0-D3은 래치들(330 0-3)을 통하여 노드들(332

0-3)로 전달된다. 시각 TA에서, QL0 신호가 HIGH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비트 D0 및 D1이 노드들(332 0-1)로부터 제2

래치들(340 0-1)을 통하여 노드들(342 0-1)로 전달된다. 시각 TB에서, QL1 신호가 HIGH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비트

D2 및 D3이 노드들(332 2-3)로부터 제2 래치들(340 2-3)을 통하여 노드들(342 2-3)로 전달된다.

출력 선택부(350)에서, 멀티플렉서들(352 0-3)은 타이밍 신호들 DLL0-DLL3에 의해 제어된다. DLL0-DLL3 신호들은,

노드들(342 0-3) 상의 비트들 D0-D3이 지연 설정에 기초하여 라인(114-0)에 적절히 출력될 수 있도록, 연속하여 활성화

된다. 지연 설정이 2이므로, 라인(114-0) 상의 제1 비트의 데이터는 READ 명령로부터 2 클럭 사이클 후에 나타난다. 이

경우, 제1 비트의 데이터는 시각 T2에서 나타난다. 노드(342-0) 상의 제1 비트를 전달하기 위하여, DLL0 신호가 활성화

된다. 이로 인해 비트 D0이 노드(342-0)로부터 노드(356)로 전달되고 그 후 라인(114-0)으로 전달된다. 노드(342-0)로

부터 노드(114-0)까지 전파 지연이 있기 때문에, 신호 DLL0은 시각 T2 직전에 활성화되고, 따라서 비트 D0이 라인(114-

0)에서 나타날 때 그것은 시각 T2에서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와 정렬하게 된다. 도 4에서, DLL0은 시각 T2 전에 활

성화되거나 또는 HIGH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비트 D0(참 형태)이 시각 T2에서 클럭 신호 CLK의 상승 에지와 정렬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DLL2는 시각 T3 전에 HIGH로 활성화되어 비트 D2가 시각 T2에서 CLK 신호의 상승 에지와 정

렬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신호 DLL1 및 DLL3은 각각 시각 T2.5 및 T3.5 전에 HIGH로 활성화되어 비트 D1 및 D3

이 시각 T2.5 및 T3.5에서 CLK 신호의 하강 에지와 정렬할 수 있게 한다.

도 5는 지연 3 설정을 갖는 도 3의 출력 회로(112-0)의 동작에 대한 타이밍도이다. 지연 3에서, 4비트의 출력 데이터는

READ 명령이 발행된 때로부터 3 클럭 사이클 후에 라인(114-0) 상에 나타난다. 도 5에서, D0은 시각 T3에서 나타나고,

이 시각은 시각 T0의 READ 명령로부터 3 클럭 사이클이 된다. 지연 3에서, 라인들(326) 상에 수신된 데이터 비트들 D0-

D3은 지연 2에서와 마찬가지로 라인(114-0)에 출력된다. 지연 2와 지연 3과의 차이는 신호 CA, QL0, QL1, 및 DLL0-

DLL3의 타이밍이다. 지연 3의 출력 데이터는 지연 2의 출력 데이터보다 1 클럭 사이클 후에 라인(114-0)에서 나타나므

로, 신호 CA는 거의 1 클럭 사이클 후에 활성화된다. 도 5에서, CA 신호는 시각 TA에서 HIGH로 활성화되는데, 이 시각은

도 4의 시각 TA보다 거의 1 클럭 사이클 후가 된다. QL2는 지연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독 사이클 동안 내내 HIGH에

머문다. 그러나, 다른 신호들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거의 1 클럭 사이클 후에 활성화된다.

도 6은 지연 4 설정을 갖는 도 3의 출력 회로(112-0)의 동작에 대한 타이밍도이다. 지연 4에서, 4비트의 출력 데이터는

READ 명령이 발행된 때로부터 4 클럭 사이클 후에 라인(114-0) 상에 나타난다. 도 6에서, D0은 시각 T4에서 나타나고,

이 시각은 시각 T0의 READ 명령로부터 4 클럭 사이클이 된다. 지연 4에서, 라인들(326) 상에 수신된 데이터 비트들 D0-

D3은 지연 2에서와 마찬가지로 라인(114-0)에 출력된다. 그러나, 한 그룹의 4비트 중 최종 비트와 다음 그룹의 4비트 중

제1 비트가 또한 적절히 출력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다른 타이밍 방식이 제공된다. 따라서, QL2 신호는 지연 2

및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상 HIGH는 아니다.

도 6에서, QL0 및 QL1의 대시된 부분은 이전 판독 사이클로부터의 신호를 나타낸다. 600 및 601에서 대시된 신호는 QL0

및 QL1 신호의 이전 전이(previous transitions)를 나타낸다. 604 및 605에서의 신호는 현재 판독 사이클에서 QL0 및

QL1의 현재 전이(current transitions)이다. 602에서 신호는 QL2 신호의 현재 전이이다. 도 3에서, 현재 판독 사이클의

현재 비트 D0-D3가 이전 판독 사이클의 이전 비트 D0-D3과 확실히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드(332 0-3) 상의 이전

비트 D0-D3는 현재 비트 D0-D3가 노드(332 0-3)에 도달하기 전에 노드(342 0-3)에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QL2는

QL0 신호의 전이와 QL1 신호의 전이 사이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QL2는 이전 판독 사이클의 QL0의 전이 이

후 및 현재 판독 사이클의 QL0의 전이 이전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QL2는 602에서 전이가 이루어지고, 이는 600에서 QL0의 전이 이후 및 604에서 QL0의 전이 이

전이다. 유사하게, 602에서 QL2 역시 601에서 QL1의 전이 이후 및 605에서 QL1의 전이 이전이다. 따라서, QL2가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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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이가 이루어질 때, 라인(332 0-3) 상의 현재 비트 D0-D3은 노드(332 0-3)를 통과한다. 이때(602에서), 이전 비트

D0-D3는 600 및 601에서 QL0 및 QL1의 전이에 의해 노드(342 0-3)에 이미 전달되었다. 따라서, 지연 4에서 신호

QL0-QL3을 적절히 활성화함으로써, 출력 회로(112-0)는 전체 판독 사이클에서 비트 D0-D3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도 7은 지연 5 설정을 갖는 도 3의 출력 회로(112-0)의 동작의 타이밍도이다. 지연 5인 경우, 출력 데이터의 제1 비트는

READ 명령이 발행되고부터 5 클럭 사이클 후에 라인(114-0) 상에 나타난다. 도 7에서, D0는 시각 T5에서 나타나고, 이

는 시각 T0에서 READ 명령로부터의 5 클럭 사이클이다. 지연 5에서, 라인(326) 상에 수신된 데이터 비트 D0-D3는 지연

2와 동일한 방식으로 라인(114-0)에 출력된다. 지연 5에서 출력 경로(112-0)의 동작 타이밍은 지연 4와 유사하다. 도 6

과 유사하게, 도 7에서 대시된 신호는 이전 판독 사이클로부터의 신호를 나타낸다. 도 7에서, 신호 QL2는 702에서 활성화

되거나 HIGH로 전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이는 704 및 705에서 QL0 및 QL1의 전이 이전 및 700 및 701에서 QL0 및

QL1의 전이 이후이다. 이때(702에서), 이전 비트 D0-D3는 700 및 701에서 QL0 및 QL1의 전이에 의해 노드(342 0-3)

로 이미 전달되었다. 따라서, 지연 5에서 신호 QL0-QL3를 적절히 활성화함으로써, 출력 회로(112-0)는 전체 판독 사이

클에서 비트 D0-D3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도 8A-D는 도 3의 입력 선택부(320 0-3)의 개략도이다. 도 8A-D의 입력 선택부(320 0-3) 각각은 복수의 멀티플렉서

(810 0-3)를 갖는다. 단순화를 위해, 서로 다른 입력 선택부(320 0-3) 사이의 멀티플렉서들의 참조 번호는 동일하게 하였

다. 도 8A에서, 멀티플렉서(810 0-3) 각각은 대응 입력 라인(326) 중 하나에 접속된 입력을 갖고, 이는 데이터 D0-D3의

비트들 중 하나를 수신한다. 멀티플렉서(810 0-3) 역시 노드(812)에 접속된 복수의 출력을 갖는다. 기억 소자(814)는 노

드(812)에서 멀티플렉서(810 0-3)의 출력에 접속된 제1 기억 노드와 노드(322 0-3) 중 하나에 접속된 제2 기억 노드를

갖는다. 멀티플렉서(810 0-3) 각각은 라인(328)에 수신된 신호 CA0-CA3 중 하나에 의해 제어된다.

도 8B-D에서, 입력 선택부(310 1-3)은 도 8A의 입력 선택부(310-0)과 동일한 배치를 갖는다. 그러나, 입력 선택부(310

1-3)의 입력들(326)은 서로 다른 순서로 데이터 D0-D3의 비트를 수신한다. 도 8A에서, 입력(326-0, 326-1, 326-2 및

326-3)은 각각 D0, D1, D2, D3를 이러한 순서로 수신한다. 도 8B에서, 입력(326-0, 326-1, 326-2, 326-3)에 의해 수신

된 D0-D3 순서는 각각 D1, D2, D3, D0이다. 도 8C에서, 입력(326-0, 326-1, 326-2, 326-3)에 의해 수신된 신호 D0-

D3의 순서는 각각 D2, D3, D1, D0이다. 도 8D에서, 입력(326-0, 326-1, 326-2, 326-3)에 의해 수신된 신호 D0-D3의

순서는 각각 D3, D0, D1, D2이다.

도 8A-D의 입력 선택부(320 0-3)의 동작은 동일하다. CA 0-3 중 하나가 활성화될 때, 활성화된 CA 신호에 의해 제어된

대응 멀티플렉서들은 노드들(326) 중 하나로부터 노드(812)로 및 노드(322 0-3) 중 하나로 비트 D0-D3 중 하나를 전달

한다. 예를 들어, 도 8A에서, CA0이 활성화되거나 전이 HIGH이면, 멀티플렉서(810-0)는 노드(326)에서 노드(812)로 및

노드(322-0)로 비트 D0를 전달한다. CA1이 활성화되면, 비트 D1은 노드(322-0)에 전달된다. 유사하게, CA2 또는 CA3

가 활성화되면, 비트 D2 또는 D3가 노드(322-0)에 전달된다.

신호 CA 0-3 중 하나만 임의의 시간에 활성화된다. 신호 CA 0-3의 활성화 순서는 어드레스 비트 A1 및 A0의 논리값에

기초한다. A1A0가 00이면, 그 때 CA0는 활성화되고; A1A0가 01이면, 그 때 CA1이 활성화되고; A1A0가 10이면, 그 때

CA2가 활성화되고; A1A0가 11이면, 그 때 CA3는 활성화된다. 이러한 순서는 도 3의 데이터 비트 D0-D3의 선택 순서와

일관된다. 예를 들어, A1A0이 10이면, 그 때 CA2는 활성화된다. 도 8A에서 신호 CA2에 의해 제어된 멀티플렉서(810-2)

는 D2를 노드(322-0)로 전달한다. 비트 D2는 순서에 있어 제1 비트이다. 도 8B에서, 신호 CA2에 의해 제어된 멀티플렉

서(810-2)는 D3를 노드(322-1)로 전달한다. 비트 D3은 순서에 있어 제2 비트이다. 유사하게, 도 8C 및 8D의 멀티플렉서

(810-2)는 비트 D0 및 D1을 노드(322-2) 및 (322-3)로 각각 전달한다. 따라서, A1A0가 10일 때, 신호 CA2는 활성화되

고, 이는 입력 선택부(320 0-3)이 비트 D2, D3, D1 및 D0를 선택하게 한다. 이는 도 3의 입력 선택부(320 0-3)의 선택과

매치한다.

도 9는 도 3의 출력 경로(310-0)의 제1 래치(330-0)의 개략도이다. 래치(330-0)는 라인(916)을 경유해 기억소자(914)

에 접속된 멀티플렉서(912)를 갖는다. 멀티플렉서(912)는 노드(322-0)에 접속된 입력 D와 노드(916)에 접속된 출력을 포

함한다. 멀티플렉서(912)는 자신의 클럭 또는 CLK 단자에서 라인(334)에 접속되어 QL2 신호를 수신한다. 멀티플렉서

(912)는 또한 라인(915)에 접속되고, 이는 인버터(917)의 출력에 접속한다. 인버터(917)는 또한 라인(334) 상의 QL2 신

호를 수신하고 라인(915) 상에 보수 신호 QL2* 를 생성한다. 기억 소자(914)는 노드(916)에 접속된 제1 기억 노드 Q 와

라인(332-0)에 접속된 제2 기억 노드 Q*를 갖는다. 도9는 출력 경로(310-0)의 제1 래치(330-0)만을 도시하고 있지만,

또다른 출력 경로(310 1-3)의 또다른 제1 래치(330 1-3)와 제2 래치(340 0-3)들도 도 9의 래치(330-0)와 동일하다. 따

라서, 도 3의 또다른 제1 및 제2 래치의 동작은 도 9의 래치(330-0)의 동작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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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를 참조하면, 신호 QL2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멀티플렉서(912)는 닫히고, 라인(322)상의 데이터 또는 신호가 멀티

플렉서(912)를 통과하는 것을 방지한다. 신호 QL2가 활성화되었을 때, 멀티플렉서(912)는 오픈되고, 라인(322-0)상의

데이터 또는 신호가 멀티플렉서(912)를 통해 라인(916) 및 (332-0)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신호는 하나의 신호 레벨에서

또다른 신호 레벨로 변화하였을 때 활성화된다. 이 경우에, 신호 QL2는 로우 신호 레벨(LOW)에서 하이 신호 레벨(HIGH)

로 전이(또는 스위치)하였을 때 활성화된다. 따라서, 도 9에서, QL2가 LOW에서 HIGH로 스위치하였을 때, 라인(322-0)

상의 데이터는 라인(322-0)으로 전달된다. 유사하게, 도 3에서, QL0 및 QL1이 활성화되었을 때, 라인 (332 0-3)상의 데

이터는 래치(340 0-3)를 통해 라인(342 0-3)으로 전달된다.

도 10은 도 3의 출력 스테이지(360)의 개략도이다. 출력 스테이지(360)은 노드(356)에 접속되어 출력 선택부(350)으로부

터 데이터 비트 D0-D3를 수신하는 기억소자(1002)를 포함한다. 기억 소자(1002)는 또한 노드(1008)에서 NOR 게이트

(1004)의 제1 입력과 NAND 게이트(1006)의 제1 입력에 접속된다. NOR 게이트(1004)의 제2 입력은 노드(1010)에서 기

억소자(1014)에 접속된다. NAND 게이트의 제2 입력은 노드(1012)에서 기억 소자(1014)에 접속한다. NOR 게이트

(1004)의 출력은 인버터(1016)을 통해 p채널 트랜지스터(1020)의 게이트에 접속된다. NAND게이트(1006)의 출력은 인

버터(1018)을 통해 n 채널 트랜지스터(1022)의 게이트에 접속된다. 트랜지스터(1020)는 또한 소스를 갖고, 전원과 드레

인에 접속되고, 데이터 패드(114-0)에 접속된다. 트랜지스터(1022)는 또한 드레인을 갖고, 접지 및 소스에 접속하고, 데

이터 패드(114-0)에 접속된다. 신호 DLL0는 노드(1026)에 접속되고, 멀티플렉서(1024)에 접속된다. 멀티플렉서(1024)

는 노드(1028)에서 입력을 가져 신호 QED를 수신하고, 노드(1010)에 접속된 출력을 갖는다.

동작 중에, 기억소자(1002)는 직렬로 데이터 비트 D0-D3를 수신하고 이들을 노드(1008)로 전달하고, 이는 NOR 게이트

(1004) 및 NAND 게이트(1006)의 제1 입력이 된다. 어느 시간에, 예를 들어, 도 4에 도시된 시각 TB에 DLL0는 HIGH로

전이한다. 이는 멀티플렉서(1024)가 신호 QED를 노드(1010 및 1012)로 전달하도록 한다. NOR 게이트(1004) 및 NAND

게이트(1006)은 트랜지스터(1020)을 턴온하거나 트랜지스터(1022)를 턴온하기 위해 노드(1010 및 1012)에서의 QED

신호와 노드(1008)에서의 신호의 조합을 결정한다. 만약 트랜지스터(1020)가 온이면, 노드(114-0)은 전원 전압(HIGH)

으로 된다. 트랜지스터(1022)가 온이면, 노드(114-0)는 접지 전압(LOW)으로 된다. 노드(114-0)에서의 HIGH 또는 LOW

는 데이터 D0-D3중의 어느 하나를 나타내고, 이는 라인(326)로부터 수신된 상응하는 보수 데이터 비트 D0-D3 중의 하나

의 역에 해당한다.

도 11은 도 1의 출력 제어기(117)의 블럭도이다. 출력 제어기(117)는 지연 입력 회로(1110)을 포함하는데, 이는 라인

(1112-1115) 상의 다수의 지연 신호 LATE2-LATE5, 라인(1116) 상의 판독 신호 RDW, 및 라인(1118) 상의 지연 로크

루프(delay locked loop) 클럭 신호 CLKDQ를 수신한다. 지연 입력 회로(1110)는 라인 (1120-1123)에서 다수의 출력을

가져서 다수의 신호 QED, QSP2, QSP3, 및 QSP1* 을 제공한다. 출력 타이밍 인에이블 회로(1130)는 라인(1118 및

1123)을 통해 입력 지연(1110)에 접속되어 CLKDQ 및 QSP1* 을 수신한다. 출력 타이밍 인에이블 회로(1130)은 라인

(1132) 상에 제1 인에이블 신호 CLKL을 발생시키고, 라인(1334)상에 제2 인에이블 신호 CLKH를 발생시킨다. 출력 타이

밍 발생기(1150)는 라인(1132 및 1134)를 통해 출력 타이밍 인에이블 회로(1130)에 접속되어 신호 CLKL 및 CLKH를 수

신한다. 신호 CLKL 및 CLKH는 출력 타이밍 발생기(1150)가 라인(1552-1155) 상에 타이밍 신호 DLL0-DLL3를 발생시

키도록 한다. DLL0-DLL3는 도 3에 도시된 대로 출력 선택부(350)을 제어하는 데에 사용된다. 전파 제어 신호 발생기

(1170)는 라인(1121-1123)을 통해 지연 입력 회로(1110)에 접속되고 라인(1152-1155)를 통해 출력 타이밍 회로

(1150)에 접속되어 QSP2, QSP3, QSP1* 및 DLL0-DLL3 신호를 수신한다. 전파 제어 신호 발생기(1170)는 라인(1172-

1174) 상에서 QL0-QL2 신호를 발생시킨다. QL0-QL2 신호는 도 3의 제1 및 제2 래치(330 0-3 및 340 0-3)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다음의 설명에서 '플립플롭'은 본 분야의 당업자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로 소자를 의미한다. 다음의 설명

에서의 플립플롭은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 플립플롭이다. 그러나, 본 발명을 읽어보면, 본 분야의 당업자는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네거티브 에지 트리거 플립플롭 또는 또다른 유형의 소자도 쉽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또한, 다음의 설

명에서 '래치' 또는 '패스 스루 래치'는 일반적 회로 소자를 의미한다. 래치는 입력으로부터의 데이터 또는 신호를 출력으로

전달하는 데에 사용된다. 다음의 설명에서 기술되는 래치는 도 9의 래치(330-0)과 비슷할 수 있다.

도 12는 도 11의 지연 입력 회로(1110)의 개략도이다. 지연 입력 회로(1110)은 패스 스루 래치(LAT)(1210)과 다수의 플

립플롭(FF)(1212-1214)를 갖고 있다. 래치(1210) 및 FF(1212-1214)는 라인(1118) 상의 CLKDQ 신호를 수신한다. 래

치(1210) 및 플립플롭(1212)은 라인(1116) 상의 신호 RDW를 수신한다. 다수의 멀티플렉서(1216-1219)는 라인(1112-

1115) 상의 LATE2-LATE5를 수신하여 노드(1230)로 RDW 신호를 전달한다. 플립플롭(1232)은 인버터(1235)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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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1230)에 접속되는 입력을 가진다. 플립플롭(1232)의 출력은, 신호 QSP1*을 제공하는 노드(1123)에서 래치(1234)

의 입력에 접속된다. 래치(1234)는, 신호 QSP2를 제공하는 노드(1122)에서 래치(1236)의 입력에 접속된 출력을 가진다.

노드(1122)는 또한 직렬로 접속된 인버터(1242, 1244)를 통해 QED 신호를 제공한다. 래치(1236)의 출력은 인버터

(1240)를 통해 노드(1121)에 접속되어 신호 QSP3을 제공한다. 플립플롭(1232) 및 래치(1234, 1236)의 클럭 입력들은

또한 신호 CLKDQ를 수신한다.

RDW는, 입력 신호들 CS*, RAS*, 및 WE*의 조합들이 유효한 경우 메모리 제어(116)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이다. LATE2

~ LATE5 신호들은 메모리 디바이스(100)에 프로그램되는, 지연(latency)에 기초하여 제어 회로(116)에 의해 발생된다.

CLKDQ 신호는 메모리 디바이스(100)의 지연 동기 루프(delay locked loop)에 의해 제공된다. 본 기술분야에서의 지연

동기 루프의 다수의 널리 알려진 유형들 중 하나가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회로인 관계로 지연 동기 루프는 도시하지 않

는다.

도 12에서, 신호 QSP1*, QSP2 및 QSP3은 래치(1210) 또는 플립플롭(1212 - 1214)중 하나를 통한 신호 RDW의 전파에

의해 발생된다. 지연 설정이 2인 경우, RDW는 래치(1216)를 통해 노드(1230)로 통과한다. 지연 설정이 3, 4 또는 5 중 하

나인 경우, RDW 신호는 플립플롭(1212 - 1214) 중 하나, 둘, 또는 세 개를 통과한다. 신호(LATE2 ~ LATE5)는 멀티플

렉서(1216 - 1219)를 통한 노드(1230)로의 RDW 신호의 통과를 제어한다.

도 12의 지연 입력 회로(1110)의 동작은 도 16의 타이밍도와 함께 설명된다.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해, 메모리 디바이스

(100)가 프로그램되어 있거나 또는 4의 지연으로 설정되어 있어, 단지 신호 LATE4만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데이터의 제1 비트는 판독 명령이 유효하게 된 후 4개 클럭 사이클의 데이터 패드(114-0)에서 발생한다. 도 16에서,

CLKDQ 및 CLK 신호들은 판독 동작을 예상할 경우 A 및 B에서 HIGH로 전이한다. 시간 T0에서, 판독 명령 READ는, 새

로운 판독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C에서) HIGH로 전이한다. 이어서, D에서, 신호 RDW는 HIGH로 전환한다. 도 12에

서, 신호 RDW가 플립플롭(1212, 1213)을 통해 전파된 후, LATE4 신호는 멀티플렉서(1218)를 활성화하여 신호 RDW를

도 12의 노드(1230)로 통과시킨다. RDW 신호가 HIGH이기 때문에, 노드(1230)에서의 신호도 HIGH이다. 도 16에서, 노

드(1230)은 E에서 HIGH로 전환한다. 노드(1230)에서의 HIGH는 인버터(1235)의 출력을 LOW로 한다. 인버터(1235)의

출력에서의 신호는 또한 플립플롭(1232)의 입력에서의 신호이다. CLKDQ가 HIGH이기 때문에, 플립플롭(1232)은

QSP1* 신호를 나타내는, 노드(1123) 상의 그 출력에서의 신호를 LOW로 한다. 도 16에서, QSP1*은 F에서 LOW로 전환한

다. 이어서, 노드(1123)에서의 신호는 래치(1234)를 통해 노드(1122)로 전파한 후, 래치(1236)을 통해 노드(1121)로 전

파한다. 노드(1122)에서의 신호는 신호 QSP2로 나타내고 노드(1121)에서의 신호는 신호 QSP3으로 나타낸다. 도 16에

서, 신호 QSP1*이 노드(1123)에서 LOW인 경우, 신호 QSP2가 G에서 HIGH로 전환하고 신호 QSP3은 H에서 HIGH로 전

환한다. 또한, 노드(1120)에서의 신호 QED는 인버터(1242, 1244)를 통한 신호 QSP2를 따른다. 신호 QSP1*, QSP2, 및

QSP3은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른 회로들로의 입력 신호들로서 사용된다. 신호 QED는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

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스트로브 신호로 사용된다.

도 13은 도 11의 출력 타이밍 인에이블 회로(1130)의 개략도이다. 출력 타이밍 인에이블 회로(1130)는 라인(1123)에 접

속된 펄스 회로(PULSE)(1315)를 가져서 신호 QSP1*을 수신하여 노드(1317)에서 래치 리세트 신호 LRST를 발생한다.

플립플롭(1320)은 리세트(RS) 입력, 클럭(CLK) 입력, 데이터 입력(D) 및 상보적 출력 (Q, Q*)을 포함한다. RS 입력은 노

드(1317)에 접속되어 LRST 신호를 수신한다. CLK 입력은 노드(1312)에서 지연회로(delay)(1314)에 접속되어 CLKDQ

신호의 지연된 버젼을 수신한다. 입력 D 및 출력 Q*는 서로 접속된다. 출력 Q는 인버터(1316, 1318)을 통해 라인(1132)

상에 신호 CLKL을 제공한다. 직렬 접속된 래치들(1322, 1324)은 라인(1312) 상의 CLKDQ 신호의 지연된 버젼을 수신하

고 라인(1134) 상에 신호 CLKH를 제공한다. 노드(1134)는 인버터(1332)를 포함하는 피드백 루프를 통해 입력 D에 접속

된다. 트랜지스터(1328)는 지연회로(1330)에 접속된 게이트를 가져 LRST 신호의 지연된 버젼을 수신한다. 트랜지스터

(1328)는 또한 접지에 접속된 소스, 및 래치(1324)의 리세트 RS 단자에 접속된 드레인을 가진다. LRST 신호가 활성화

(HIGH)되면, 트랜지스터(1328)을 온시키고 래치(1324)를 리세트한다. 래치(1324)가 리세트되면, 신호 CLKH 노드

(1134)를 LOW로 한다. LRST 신호는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래치(1320)를 리세트한다. LRST 신호가 활성화(HIGH)되면,

노드(1132) 상의 신호 CLKL는 LOW가 된다.

도 13에서, CLKH 및 CLKL 신호들은 CLKDQ 신호에 기초하여 발생된다. 인에이블 신호 CLKL 및 CLKH는, 판독 동작시

데이터 패드(114 0-N)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는, 신호(DLL0 - DLL3)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각 판독 동작시

데이터가 적절하게 전송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판독 명령이 수신될 때마다 LRST 신호가 활성화된다. LRST는

데이터가 적절하게 전송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신호 CLKH 및 CLKL을 리세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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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 16을 참조하면, QSP1*가 F에서 LOW로 전환되는 경우, D에서 HIGH인 RDW에 의해 표시되는 새로운 판독 동작

의 결과로서, 펄스 회로는 I에서 펄스 LRST를 생성한다. 신호 LRST가 활성화되면, J 및 K에서 표시된, CLKH 및 CLKL

신호를 LOW로 리세트시킨다. J 및 K에서 LOW로 리세트한 후에, CLKH 및 CLKL 신호는 다른 리세트가 있을 때까지 오

직 CLKDQ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CLKH 신호는 L, M 및 N에서 그 정규 전이를 다시 시작하고, CLKL 신

호는 O, P 및 Q에서 그 정규 전이를 다시 시작한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CLKH 및 CLKL는 다른 위상을 갖는다. 즉,

CLKH 및 CLKL은 동기되지 않는다. CLKH 및 CLKL 신호들은 도 14의 출력 타이밍 발생기(1150)를 인에이블하는데 사

용된다.

도 14는 도 11의 출력 타이밍 발생기(1150)의 개략도이다. 출력 타이밍 발생기(1150)는 제1 및 제2 타이밍 회로(1410,

1420)를 갖는다. 두 회로들(1410, 1420)은 동일하게 구성되고 라인(1118) 상의 동일한 CLKDQ 신호를 수신한다. 회로

(1410)는 펄스 발생기(1416)를 가지며, 인버터(1411)를 통하여 CLKDQ의 역(inverse)을 수신한다. 펄스 발생기(1416)

는 노드(1413)에서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노드(1413)에서의 신호는 라인(1153 또는 1155)을 통과하여 신호 DLL3 또는

DLL1을 나타낸다. 노드(1413)로부터 라인(1153 또는 1155)까지의 경로는 멀티플렉서(1415 또는 1418)에 의해 제어된

다. 멀티플렉서(1415, 1418)는 노드(1132)에서의 신호 CLKL에 의해 제어된다.

회로(1420)는 펄스 발생기(1426)를 가지며, 노드(1429)에서의 그 입력부에서 인버터(1411)를 통하여 CLKDQ를 수신한

다. 펄스 발생기(1426)는 노드(1423)에서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노드(1413)에서의 신호는 라인(1154 또는 1152)을 통

과하여 신호 DLL2 또는 DLL0을 나타낸다. 노드(1423)로부터 라인(1154 또는 1152)까지의 경로는 멀티플렉서(1425 또

는 1428)에 의해 제어된다. 멀티플렉서(1425 또는 1428)는 노드(1134)에서 신호 CLKH에 의해 제어된다.

일반적으로, 펄스 발생기(1416, 1426)는 CLKDQ 신호를 수신하여 노드(1413, 1423)에서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노드

(1413) 상의 신호는 멀티플렉서(1415 또는 1418)를 통과하여 신호 DLL1 또는 DLL3이 된다. 따라서, CLKL 신호의 위상

에 따라, DLL1 또는 DLL3 중의 하나가 생성된다. 즉, DLL1 및 DLL3은 CLKL 신호의 교대 위상(alternate phase)에서 활

성화된다. 유사하게, 노드(1423) 상의 신호는 멀티플렉서(1425 또는 1428)를 통과하여 신호 DLL0 또는 DLL2 중의 하나

가 된다. 따라서, CLKH 신호의 위상에 따라, DLL0 또는 DLL2중 어느 하나가 생성된다. 즉, DLL0 및 DLL2는 CLKH 신

호의 교대 위상에서 활성화된다. CLKH 및 CLKL 신호들은 동일한 위상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신호 DLL0-DLL3을 적절

하게 활성화시켜 D0-D3의 순서의 데이터 비트를 데이터 패드(114-0)로 적절하게 출력할 수 있게 한다.

도 17은 도 14의 동작의 타이밍도이다. 도 17에서, 노드(1423, 1413)에서의 신호들은 도 14의 노드(1423, 1413)에서의

펄스 발생기(1416, 1426)의 출력에서의 신호를 나타낸다. 신호 CLK, READ, LRST, CLKH 및 CLKL은 도 16과 동일한

신호들이다. CLKH 신호가 J에서 LOW이면, 멀티플렉서(1428)를 활성화시키고, 노드(1423)에서의 신호가 인버터(1429)

를 통과할 수 있게 한다. 이때, 노드(1423)에서의 신호가 LOW이므로, 인버터(1429)의 출력에서의 신호, 또는 DLL0 신호

는 HIGH가 된다. 도 17에서, DLL0는 S0에서 활성화(HIGH)된다. 신호 CLKH가 L에서 HIGH인 경우에는, 멀티플렉서

(1425)를 활성화하여, 노드(1423)에서의 신호가 인버터(1427)를 통과할 수 있게 한다. 이때, 노드(1423)에서의 신호가

LOW이므로, 인버터(1427)의 출력에서의 신호, 또는 DLL2 신호는 HIGH가 된다. 도 17에서, DLL2는 S2에서 활성화

(HIGH)된다. 요약하면, 신호 CLKH가 전이를 행할때 타이밍 신호 DLL0을 활성화시키고, 신호 CLKH가 다른 전이를 행할

때 타이밍 신호 DLL2를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도 17에 있어서, 타이밍 신호 DLL0 및 DLL2는 인에이블 신호 CLKH의

다른 위상 동안에 활성화된다. DLL0는 신호 CLKH의 한 위상에서(신호 CLKH가 LOW인 경우) 활성화되고, DLL2는 신호

CLKH의 다른 위상(신호 CLKH가 HIGH인 경우)에서 활성화된다. 즉, 타이밍 신호 DLL0 및 DLL2는 인에이블 신호

CLKH의 하강 에지(falling edge) 및 상승(rising edge) 에지에 후속하여 활성화된다.

마찬가지로, CLKL 신호가 K에서 LOW이면, 멀티플렉서(1418)를 활성화시키고, 노드(1413)에서의 신호가 인버터(1419)

를 통과할 수 있게 한다. 이때 노드(1413)에서의 신호가 LOW이므로, 인버터(1419)의 출력에서의 신호, 또는 DLL1 신호

는 HIGH가 된다. 도 17에서, DLL1은 S1에서 활성화(HIGH) 된다. 신호 CLKL이 O에서 HIGH인 경우에는, 멀티플렉서

(1415)를 활성화하여, 노드(1413)에서의 신호가 인버터(1417)를 통과할 수 있게 한다. 이때, 노드(1413)에서의 신호가

LOW이므로, 인버터(1417)의 출력에서의 신호, 또는 DLL3 신호는 HIGH가 된다. 도 17에서, DLL3은 S3에서 활성화

(HIGH) 된다. 요약하면, 신호 CLKL이 전이를 행할 때 타이밍 신호 DLL1을 활성화시키고, 신호 CLKL이 다른 전이를 행

할때 타이밍 신호 DLL3을 활성화시킨다. 즉, 타이밍 신호 DLL1 및 DLL3은 인에이블 신호 CLKL의 다른 위상 동안에 활

성화된다. 예를 들어, 도 17에 있어서, DLL1은 신호 CLKL의 한 위상에서(신호 CLKL이 HIGH인 경우) 활성화되고, DLL3

는 신호 CLKL의 다른 위상(신호 CLKL이 LOW인 경우)에서 활성화된다. 즉, 타이밍 신호 DLL1 및 DLL3은 인에이블 신

호 CLKL의 하강 에지(falling edge) 및 상승(rising edge) 에지에 후속하여 활성화된다.

등록특허 10-0568646

- 10 -



도 17에서, OUTPUT DATA는 데이터 패드(114-0)에서의 데이터 출력의 비트를 나타낸다. 4개의 지연에서, 데이터의 제

1 비트는 시간 T4에서 나타난다.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해, 데이터 패드(114-0)에서의 데이터 출력은 D0, D1, D2 및 D3의

전송 순서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D0 및 D2는 데이터의 우수 비트로서 나타내고, D1 및 D3은 데이터의 기수 비트

로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패드(114-0)에서의 일련의 4비트의 데이터 출력에서, 데이터의 우수 비트는 제1 및

제3 비트이다. 데이터의 기수 비트는 데이터의 제2 및 제4 비트이다. 이 경우, 우수 비트 D0 및 D2는, 타이밍 신호 DLL0

및 DLL2가 활성화되거나 또는 인에이블 신호 CLKH의 다른 위상에서 전이한(HIGH) 후 출력된다. 즉, 비트 D0 및 D2가

인에이블 신호 CLKH의 교대 위상에서 출력된다. 유사하게, D1 및 D3은 타이밍 신호 DLL1 및 DLL3이 활성화되거나 또

는 인에이블 신호 CLKL의 다른 위상에서 전이한(HIGH) 후에 출력된다. 즉, 비트 D1 및 D3은 인에이블 신호 CLKL의 교

대 위상에서 출력된다.

도 15는 도 11의 전파 제어 신호 발생기(1170)의 개략도이다. 전파 제어 신호 발생기(1170)는 노드(1155, 1122) 상의

DLL3 및 QSP2를 수신하기 위한 NOR 트(1502)를 갖는다. NAND 게이트(1502)의 출력은 인버터(1504)에 접속되며, 이

는 노드(1172)에 접속된 출력을 가지고 있어 QL0 신호를 제공한다. 유사한 구성으로, NAND 게이트(1512)는 노드(1153

및 1121)에서 DLL1 및 QSP3을 수신한다. NAND 게이트(1512)의 출력은 인버터(1514)에 접속되며, 이는 노드(1173)에

접속된 출력을 가지고 있어 QL1 신호를 제공한다. 전파 제어 신호 발생기(1170)는 또한 LATE2, LATE3, QED, QSP1*,

DLL0 및 DLL3과 같은 다른 신호들을 수신하며, 이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다른 회로들에 의해 발생된다. LATE2 및

LATE3 신호는 NOR 게이트(1532)에서 결합된다. DLL0 및 DLL2 신호들은 NOR 게이트(1534)에서 결합된다. NOR 게이

트(1534)의 출력은 NOR 게이트(1536)에서 신호 QED 및 QSP1*과 결합된다. NOR 게이트(1532)의 출력 신호는 멀티플

렉서(1544) 및 트랜지스터(1546)의 게이트를 제어한다. 트랜지스터(1546)는, 활성화되는 경우, 노드(1174)를 전원으로

끌어올린다. 멀티플렉서(1544)는, 활성화되는 경우, NOR 게이트(1536)의 출력 신호를 노드(1174)로 통과시킨다. 노드

(1174)의 신호는 QL2 신호를 나타낸다.

도 15에서, QL0은 DLL3 및 QSP2 신호 모두가 HIGH인 경우에 활성화(HIGH) 된다. 유사하게, QL1 신호는 DLL1 및

QSP3 신호 모두가 HIGH인 경우에 활성화(HIGH)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QL2 신호는 지연 설정이 2 또는 3이면 항상 활

성화(HIGH) 된다. 도 15에서, 노드(1112 또는 1113)에서의 LATE2 또는 LATE3 신호 중 어느 하나가, 지연 설정이 2 또

는 3인 것을 나타내는, HIGH이면, 노드(1540)에서의 NOR 게이트(1532)의 출력이 LOW로 된다. 이는 트랜지스터(1546)

를 온시켜, 노드(1174)를 전원(HIGH)에 연결시킨다. 따라서, 노드(1174)에서의 신호 QL2는 LATE2 또는 LATE3 중 어

느 하나가 HIGH이면 항상 HIGH이다. LATE2 및 LATE3 모두가, 지연 설정이 4 또는 5인 것을 나타내는, LOW이면, 노드

(1540)에서의 NOR 게이트(1532)의 출력이 HIGH로 된다. 이는 트랜지스터(1546)를 오프시킨다. 따라서, 노드(1174)에

서의 신호 QL2는 신호 QED, QSP1*, DLL0 및 DLL2에 의존한다.

도 17은 또한 도 15의 동작의 타이밍을 나타낸다. 도 17에서, 신호 QL0-QL2는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른 신호들과

관련하여 적절한 시간에 활성화되거나 전이(HIGH)한다. 신호 QL2의 전이는 신호 QL0의 전이 사이에 있다. 신호 QL2의

전이는 또한 신호 QL1의 전이 사이에 있다. 도 6 및 도 7의 설명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QL2 신호의 전이 타이밍에 의해

신호 QL0 및 QL1이 적절하게 활성화된다. 이에 의해 판독 동작시 데이터가 정확하게 처리된다.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을 나타낸다. 도면에서, 시스템(1800)은 메모리 디바이스(100)에 연결된 프로세서(1802)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메모리 디바이스(100)는 도 1에 상술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프로세서(1802)는 제어 라인

(CONTROL)을 통해 제어 신호를 메모리 디바이스(100)에 제공한다.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라

인 또는 데이터 버스(DATA)를 통해 전송되고, 어드레스 라인 또는 어드레스 버스(ADDRESS)를 통해 어드레스가 메모리

에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서, 프로세서(1802) 및 메모리 디바이스(100)는 단일 칩 상에 제조된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명세서에서는 특정 실시예가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들이라면 동일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되는 임의의 구성이 도

시된 특정 실시예에 대해 대체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본 출원은 본 발명의 임의의 개조 또는 변경을 포함하도록 의도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청구범위 및 그 등가물에 의해서만 제한되도록 의도된다.

삭제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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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제2, 제3 및 제4 데이터 비트의 그룹을 수신하는 복수의 출력 경로 -상기 출력 경로 각각은 상기 데이터 비트들을 병

렬로 수신함-;

상기 출력 경로로부터 데이터 비트를 수신하도록 상기 출력 경로에 접속된 출력 선택부(output select); 및

상기 출력 선택부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비트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비트를 데이터 패드에 직렬로 클럭 신호의 2 사이

클 내에 출력하는 출력 스테이지 -상기 제1 및 제3 데이터 비트는 제1 인에이블 신호의 교대 위상(alternate phases)에서

직렬로 출력되고, 상기 제2 및 제4 데이터 비트는 제2 인에이블 신호의 교대 위상에서 직렬로 출력되며, 상기 제1 및 제2

인에이블 신호는 동기화되지 않음-

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경로 각각은

상기 데이터 비트를 수신하는 복수의 입력 노드;

상기 데이터 비트들로부터 선택된 데이터 비트를 제공하도록 상기 입력 노드에 접속된 입력 선택부;

상기 선택된 데이터 비트를 수신하도록 상기 입력 선택부에 접속된 제1 래치; 및

상기 제1 래치로부터 상기 선택된 데이터 비트를 수신하도록 상기 제1 래치에 접속된 제2 래치 -한 출력 경로로부터 선택

되는 데이터 비트는 다른 출력 경로로부터 선택되는 데이터 비트와 상이함-

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경로의 제1 래치는 제1 전파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출력 경로 중 절반의 출력 경로

의 제2 래치는 제2 전파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며, 상기 출력 경로 중 다른 절반의 출력 경로의 제2 래치는 제3 전파 제

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전파 제어 신호는 상기 데이터 비트를 상기 래치에서 상기 출력 선택부로 통과시키도록 활

성화되는 집적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선택부에서 상기 출력 스테이지로 전송되는 데이터 비트는 복수의 타이밍 신호에 의해 제어되

고, 상기 타이밍 신호는 상기 데이터 비트 그룹을 상기 출력 선택부에서 상기 출력 스테이지로 직렬로 전송하도록 순차적

으로 활성화되는 집적회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신호는 66 MHz 내지 300 MHz의 범위의 주파수를 갖는 집적회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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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출력 경로 -상기 출력 경로 각각은 데이터 비트들의 그룹을 수신하는 복수의 입력 노드와, 상기 데이터 비트 그룹

으로부터 선택된 선택 비트를 제공하는 입력 선택부와, 상기 선택 비트를 수신하도록 상기 입력 선택부에 접속된 제1 래치

와, 상기 제1 래치로부터 상기 선택 비트를 수신하도록 상기 제1 래치에 접속된 제2 래치를 포함하고, 상기 출력 경로 각각

으로부터의 선택 비트는 상이함-;

상기 출력 경로 각각으로부터의 선택 비트를 수신하도록 상기 출력 경로에 접속된 출력 선택부; 및

상기 출력 선택부에 접속되고, 상기 출력 선택부로부터 선택 비트를 직렬로 수신하여 상기 선택 비트를 데이터 패드에 2

클럭 사이클 내에 제공하는 출력 스테이지

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경로의 수는 4인 집적회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모든 상기 출력 경로의 제1 래치는 제1 전파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출력 경로 중 절반의 출력

경로의 제2 래치는 제2 전파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며, 상기 출력 경로 중 다른 절반의 출력 경로의 제2 래치는 제3 전파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집적회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선택부에서 상기 출력 스테이지로 전송되는 데이터 비트는 복수의 타이밍 신호에 의해 제어되

고, 상기 타이밍 신호는 상기 데이터 비트 그룹을 상기 출력 선택부에서 상기 출력 스테이지로 직렬로 전송하도록 순차적

으로 활성화되는 집적회로.

청구항 10.

데이터의 M 비트의 그룹을 병렬로 수신하는 복수의 입력 노드;

데이터 패드; 및

상기 입력 노드와 상기 데이터 패드 사이에 접속된 N 출력 경로

를 포함하고,

상기 출력 경로 각각은 상기 데이터의 M 비트의 그룹 중 상이한 비트를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의 M 비트의 그룹은 복수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패드에 직렬로 전송되며, 상기 타이밍 신호는 제1 및 제2 인에이블 신호에 의

해 상이한 시간에 활성화되고, 상기 인에이블 신호는 동기화되지 않고, 상기 M 및 N은 2보다 큰 집적회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M은 N과 동일한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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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M은 4이고, 상기 N은 4인 집적회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M 비트의 절반은 제1의 2개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함으로써 제1 클럭 사이클에 상기

데이터 패드로 전송되고, 상기 데이터의 M 비트의 다른 절반은 제2의 2개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함으로써 제2 클럭 사이

클에 상기 데이터 패드로 전송되며, 상기 M은 2보다 큰 집적회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의 2개의 타이밍 신호 중 하나는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의 하강 에지를 따라 활성화되고, 상기

제1의 2개의 타이밍 신호 중 다른 하나는 상기 제2 인에이블 신호의 상승 에지를 따라 활성화되며, 상기 제2의 2개의 타이

밍 신호 중 하나는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의 상승 에지를 따라 활성화되고, 상기 제2의 2개의 타이밍 신호 중 다른 하나는

상기 제2 인에이블 신호의 하강 에지를 따라 활성화되는 집적회로.

청구항 15.

복수의 데이터 비트를 저장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제1, 제2, 제3 및 제4 데이터 비트의 그룹을 수신하는 복수의 출력 경로 -상기 출력 경로 각각은 상

기 데이터 비트를 병렬로 수신함-;

상기 출력 경로로부터 데이터 비트를 수신하도록 상기 출력 경로에 접속된 출력 선택부; 및

상기 출력 선택부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비트를 수신하여 상기 데이터 비트를 데이터 패드에 직렬로 클럭 신호의 2 사이

클 내에 출력하는 출력 스테이지 -상기 제1 및 제3 데이터 비트는 제1 인에이블 신호의 교대 위상(alternate phases)에서

직렬로 출력되고, 상기 제2 및 제4 데이터 비트는 제2 인에이블 신호의 교대 위상에서 직렬로 출력되며, 상기 제1 및 제2

인에이블 신호는 동기화되지 않음-

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경로 각각은 상기 데이터 비트 그룹으로부터 데이터 비트를 선택하고, 상기 출력 경로 각각으

로부터 선택된 각각의 데이터 비트는 상이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경로 각각은 상기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비트의 논리 값에 따라 상기 데이터 비트들로부터

데이터 비트를 선택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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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스테이지는 상기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비트의 논리 값에 따라 상기 데이터 비트를 출력하

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복수의 데이터 비트를 저장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

복수의 출력 경로 -상기 출력 경로 각각은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 비트의 그룹을 수신하는 복수의 입력 노드와, 상

기 데이터 비트로부터 선택된 선택 비트를 제공하는 입력 선택부와, 상기 선택 비트를 수신하도록 상기 입력 선택부에 접

속된 제1 래치와, 상기 제1 래치로부터 선택 비트를 수신하도록 상기 제1 래치에 접속된 제2 래치를 포함하고, 상기 출력

경로 각각으로부터의 선택 비트는 상이함-;

상기 출력 경로 각각으로부터 선택 비트를 수신하도록 상기 출력 경로에 접속된 출력 선택부; 및

상기 출력 선택부에 접속되고, 상기 출력 선택부로부터 선택 비트를 직렬로 수신하여 상기 선택 비트를 데이터 패드로 2

클럭 사이클에 제공하는 출력 스테이지

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경로의 제1 래치는 제1 전파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출력 경로 중 절반의 출력 경로

의 제2 래치는 제2 전파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며, 상기 출력 경로 중 다른 절반의 출력 경로의 제2 래치는 제3 전파 제

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전파 제어 신호는 상기 데이터 비트를 상기 래치에서 상기 출력 선택부로 통과시키도록 활

성화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파 신호는 상기 메모리 장치가 판독 명령을 수신한 후 2개의 클럭 사이클 내에 상기 데이터

패드에서 데이터의 제1 출력 비트가 발생할 때 항상 활성화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파 제어 신호는, 상기 메모리 장치가 판독 명령을 수신한 후에 3개의 클럭 사이클내에 데이

터 패드의 데이터의 제1 출력 비트가 발생할때 항상 활성화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파 제어 신호는, 상기 메모리 장치가 판독 명령을 수신한 후에 4개의 클럭 사이클내에서 데

이터 패드의 데이터의 제1 출력 비트가 발생할때 제2 전파 제어 신호의 전이(transition) 사이 및 제3 전파 제어 신호의 전

이 사이에서 활성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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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파 제어 신호는, 상기 메모리 장치가 판독 명령을 수신한 후에 5개의 클럭 사이클내에서 데

이터 패드의 데이터의 제1 출력 비트가 발생할때 제2 전파 제어 신호의 전이 사이 및 제3 전파 제어 신호의 전이 사이에서

활성화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파 제어 신호는, 상기 메모리 장치가 판독 명령을 수신한 후에 3개 초과의 클럭 사이클에서

데이터 패드의 데이터의 제1 출력 비트가 발생할때 제2 전파 제어 신호의 전이 사이 및 제3 전파 제어 신호의 전이 사이에

서 활성화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6.

복수의 데이터 비트를 저장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의 M 비트의 그룹을 병렬로 수신하는 복수의 입력 노드;

데이터 패드; 및

상기 입력 노드 및 상기 데이터 패드 사이에 접속되는 N 출력 경로 -상기 출력 경로의 각각은 데이터의 M 비트의 그룹의

상이한 비트를 전송하고, 데이터의 M 비트의 그룹은 복수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함으로써 직렬로 데이터 패드에 전송되

고, 상기 타이밍 신호는 제1 및 제2 인에이블 신호에 의해 상이한 시간에 활성화되고, 상기 인에이블 신호는 동기화되지 않

으며, M 과 N은 2보다 큼-;

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경로의 수는 4인 메모리 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M은 상기 N과 동일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M은 4이고 상기 N은 4인 메모리 장치.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데이터의 M 비트의 절반은 제1의 2개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함으로써 제1 클럭 사이클에 데이터 패드

로 전송되고, 데이터의 M 비트의 다른 절반은 제2의 2개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함으로써 제2 클럭 사이클에 데이터 패드

로 전송되며, M은 2보다 큰 메모리 장치.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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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접속된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의 복수의 비트를 저장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의 M 비트의 그룹을 병렬로 수신하는 복수의 입력 노드;

데이터 패드; 및

상기 입력 노드와 데이터 패드 사이에 접속된 N 출력 경로 -상기 출력 경로의 각각은 데이터의 M 비트의 그룹의 상이한

비트를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의 M 비트의 그룹은 복수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함으로써 데이터 패드에 직렬로 전송되고,

상기 타이밍 신호는 제1 및 제2 인에이블 신호에 의해 상이한 시간에 활성화되고, 상기 인에이블 신호는 동기화되지 않으

며, 상기 M과 N은 2보다 큼-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 및 상기 메모리 장치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데이터 버스; 및

상기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의 어드레스 위치를 제공하는 어드레스 버스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3.

메모리 장치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메모리 셀내의 데이터의 M 비트를 액세스하는 단계 - 상기 M은 2보다 큼-;

출력 회로에 병렬로 데이터의 M 비트를 전송하는 단계; 및

제1 및 제2 인에이블 신호에 기초하여 클럭 신호의 2 사이클내에서 상기 출력 회로로부터 데이터 패드로 직렬로 데이터의

M 비트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는 상기 데이터 패드에 데이터의 우수 비트를 출력하도록 하고, 상기 제

2 인에이블 신호는 상기 데이터 패드에 데이터의 기수 비트를 출력하도록 함-;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어드레스 비트를 수신하는 단계;

어드레스 비트의 일부의 논리값에 기초하여 전송 순서를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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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송 순서에 따라 상기 출력 회로로부터 상기 데이터 패드로 데이터의 M 비트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인에이블 신호에 기초하여 복수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6.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출력 경로로 데이터의 M 비트를 병렬로 판독하는 단계 -상기 M은 2보다 큼-;

상기 출력 경로로부터 출력 선택부로 데이터의 M 비트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출력 경로의 각각은 데이터의 상이한 비트

를 전송함-;

제1 및 제2 인에이블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기초하여 복수의 타이밍 신호를 직렬로 활성화하는 단계;

상기 타이밍 신호의 전이에 따라 출력 스테이지로 데이터의 M 비트를 직렬로 전송하는 단계; 및

클럭 신호의 2 사이클내에서 데이터 패드로 데이터의 M 비트를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M 비트를 판독하는 단계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액세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경로로부터 상기 데이터의 M 비트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출력 경로 각각에서 데이터의 M

비트로부터 데이터의 상이한 비트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인에이블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는 상이한 위상을 갖는 활성화 신호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의 제1 위상에 기초하여 제1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

상기 제2 인에이블 신호의 제1 위상에 기초하여 제2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

등록특허 10-0568646

- 18 -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의 제2 위상에 기초하여 제3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인에이블 신호의 제2 위상에 기초하여 제4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의 전이에 따라 제1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

상기 제2 인에이블 신호의 전이에 따라 제2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의 상이한 전이에 따라 제3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인에이블 신호의 상이한 전이에 따라 제4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의 전이는 상기 제2 인에이블 신호의 전이 사이에 있는 방법.

청구항 42.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의 하강 에지를 따라 제1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

상기 제2 인에이블 신호의 하강 에지를 따라 제2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의 상승 에지를 따라 제3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인에이블 신호의 상승 에지를 따라 제4 타이밍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인에이블 신호의 상기 하강 에지는 상기 제2 인에이블 신호의 하강 및 상승 에지 사이에 있는 방법.

청구항 43.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M 비트를 출력하는 단계는,

제1 타이밍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의 제1 비트를 출력하는 단계;

제2 타이밍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의 제2 비트를 출력하는 단계;

제3 타이밍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의 제3 비트를 츨력하는 단계; 및

제4 타이밍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의 제4 비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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