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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및 방법

요약

  칩 면적이 작고 고주파 동작이 가능한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상

기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는, n(자연수)개의 제1래치들, n개의 제1스위치들, n개의 제2스위치들, n개의 제2래치들, 및 2개

의 제3스위치들을 구비한다. 상기 n개의 제1래치들은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프리페치한다. 상기 n개의 제1스위치들은 카스 레이턴시 정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래치들에 프리페치된 n비

트 데이터를 동시에 n개의 노드들로 전달한다. 상기 n개의 제2스위치들은 클럭신호에 동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

로 발생되는 n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상기 n개의 제2래치들은 상기 제

2스위치들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2개의 제3스위치들은 상기 클럭신호의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

에지에서 상기 제2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의 출력 드라이버의 입력단으로 전달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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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래기술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 타이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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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 타이밍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장치의 동작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2 비트, 4 비트, 8 비트 등의 프리페치(prefetch) 기술을 적용하여

메모리장치 내부는 동작속도를 감소시키고 출력 부분의 동작 주파수만 증가시키는 기술이 사용된다. 따라서 메모리장치

내부와 출력 부분 사이에는 내부 병렬(parallel) 데이터를 출력단으로 직렬로(serial) 전달하는 멀티플렉싱(multiplexing)

회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 비트 프리페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200Mbps(Mega bit per second) 속도로 동작하는 이중 데이터율 동

기식 메모리장치에서는 내부의 코아(core) 회로는 100MHz로 동작하는 반면에 실제 출력핀 수의 2배의 데이터가 멀티플

렉싱 회로로 병렬로 전달된다. 멀티플렉싱 회로는 병렬로 전달된 2배의 데이터를 각각 클럭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

에서 직렬로 출력단으로 전달한다. 즉 2 비트 프리페치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to-1 멀티플렉싱 회로가 필요하다.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동작 주파수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서 내부의 동작 주파수 감소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4 비트 또

는 8 비트 프리페치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각각 4-to-1 멀티플렉싱 회로 및 8-to-1 멀티플렉싱 회로가 필요하다. 이

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를 위한 출력 멀티플렉싱 기술이 미국 특허 번호 6,337,830 B1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도 1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래기술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회

로의 동작 타이밍도이다. 이 경우에서는 4비트 프리페치가 가정되었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기술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는, 각각 4개의 제1스위치들(S101-S104)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제1스위치 그룹들(101-104), 각각 4개의 래치들(L101-L104)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래치 그룹들(111-114), 및 각각 4개

의 제2스위치들(S111-S114)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제2스위치 그룹들(121-124)을 구비한다.

  제1스위치들(S101-S104)은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4비트 데이터(DO-F0,DO_S0,DO-

F1,DO_S1)를 해당 제어신호(DLi, i는 0-n)에 응답하여 래치들(L101-L104)로 전달한다. 제1스위치들(S101-S104)을 경

유하여 들어오는 4비트 데이터는 래치들(L101-L104)에 동시에 프리페치된다.

  제어신호들(DLi)은 메모리장치가 버스트(Burst) 동작을 하거나 메모리장치에 갭(Gap)없이 데이터 독출 명령들이 입력되

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데이터 패쓰를 통해 연속하여 전달되어오는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래치 그룹

들에 저장된다.

  제2스위치들(S111-S114)은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는 CDQi_F0, CDQi_S0, CDQi_F1, CDQi_S1 (i=0,1,2,3...)에 응답하

여 래치들(L101-L104)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노드(NODE1)로 전달한다. CDQi_F0, CDQi_S0, CDQi_F1,

CDQi_S1는 CAS(Column Address Strobe) 레이턴시(latency) 정보를 받아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는 신호이다.

  상기 종래기술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는 CAS 레이턴시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드(NODE1)의 기생 커패시턴

스가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고주파 동작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한편 동작 주파수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CAS

레이턴시가 증가한다. CAS 레이턴시가 10인 메모리장치의 경우 상기 i는 5가 되고 이 경우 CDQi 라인의 수는 20개가 된

다. 이 CDQi 라인들은 각 출력단들(DQ)에 모두 입력되어야 하므로 와이드(wide) DQ(예컨대 X16 또는 X32)의 경우 CDQi

라인 라우팅(routing)으로 인해 칩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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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 출력단(DQ)에서의 CDQi 신호의 스큐(skew)가 곧 DQ 스큐, 즉 DQ로 출력되는 데이터간의 스큐(skew)가 되므

로 각각의 CDQi 라인은 H-트리(tree) 방식등과 같은 스큐 제거 방식으로 라우팅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칩 면적이 더 커

지게 되며 와이드 DQ의 경우 DQ 스큐를 완벽하게 감소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상술한 종래기술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는 고주파 동작에 제약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내에 구현될 경우 칩 면적이 작고 고주

파 동작이 가능한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내에 구현될 경우 칩 면적이 작고 고주파

동작이 가능한 출력 멀티플렉싱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는, n(자연수)개의 제1래치들, n개의

제1스위치들, n개의 제2스위치들, n개의 제2래치들, 및 2개의 제3스위치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n개의 제1래치들은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프리페치한다. 상기

n개의 제1스위치들은 카스 레이턴시 정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래치들에 프리페치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n개의

노드들로 전달한다. 상기 n개의 제2스위치들은 클럭신호에 동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n개의 신호들

에 응답하여,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상기 n개의 제2래치들은 상기 제2스위치들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한다다. 상기 2개의 제3스위치들은 상기 클럭신

호의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제2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의 출력 드라

이버의 입력단으로 전달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는, n개의 제1래치들, n개의 제1

스위치들, n개의 제1논리 게이트들, n개의 제2스위치들, n개의 제2래치들, 2개의 제3스위치들, n개의 제2논리 게이트들,

n개의 제4스위치들, n개의 제3래치들, 및 2개의 제5스위치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n개의 제1래치들은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프리페치한다. 상기

n개의 제1스위치들은 카스 레이턴시 정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래치들에 프리페치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n개의

노드들로 전달한다.

  상기 n개의 제1논리 게이트들은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동안에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반전시켜 출력한다. 상

기 n개의 제2스위치들은 클럭신호에 동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n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논리 게이트들의 출력신호들을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상기 n개의 제2래치들은 상기 제2스위치들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2개의 제3스위치들은 상기 클럭신호

의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제2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의 출력 드라이

버의 풀업 트랜지스터로 전달한다.

  상기 n개의 제2논리 게이트들은 상기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동안에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상기 n

개의 제4스위치들은 상기 n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제2논리 게이트들의 출력신호들을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상기 n개의 제3래치들은 상기 제4스위치들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2개의 제5스위치들은 상기 클럭신호

의 상기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제3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의 출력 드

라이버의 풀다운 트랜지스터로 전달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방법은,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

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프리페치하는 단계, 카스 레이턴시 정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프리페치

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n개의 노드들로 전달하는 단계, 클럭신호에 동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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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순차적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하

는 단계; 및 상기 클럭신호의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의

출력 드라이버의 입력단으로 전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방법은,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프리페치하는 단계; 카스 레이턴시 정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프리페

치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n개의 노드들로 전달하는 단계;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동안에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

터를 반전시키는 단계; 클럭신호에 동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n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반전

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순차적으로 전달된 반전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클럭신호의 지연신호

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저장된 반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의 출력 드라이버의 풀업 트랜지스

터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동안에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n

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그대로 전달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순차적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

하는 단계; 및 상기 클럭신호의 상기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

장치의 출력 드라이버의 풀다운 트랜지스터로 전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 상의 잇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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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5는 도 3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 타이

밍도이다. 여기에서 4비트 프리페치가 가정되었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는, 각각 4개의 제1스위치들(S01-S04)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제1스위치 그룹들(301-304), 각각 4개의 제1래치들(L01-L04)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제1래치 그룹들(311-

314), 각각 4개의 제2스위치들(S21-S24)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제2스위치 그룹들(321-324), 4개의 제3스위치들(S31-

S34), 4개의 제2래치들(L11-L14), 및 2개의 제4스위치들(S41-S42)을 구비한다.

  제1스위치들(S01-S04)은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4비트 데이터(DO-F0,DO_S0,DO-

F1,DO_S1)를 해당 제어신호(DLi, i는 0-n)에 응답하여 제1래치들(L01-L04)로 전달한다. 따라서 제1스위치들(S01-S04)

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4비트 데이터는 제1래치들(L01-L04)에 동시에 프리페치된다.

  제어신호들(DLi)은 메모리장치가 버스트(Burst) 동작을 하거나 메모리장치에 갭(Gap)없이 데이터 독출 명령들이 입력되

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데이터 패쓰를 통해 연속하여 전달되어오는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래치 그룹

들에 저장된다.

  제2스위치들(S21-S24)은 해당 카스 레이턴시 정보신호(CDQi, i는 0-n)에 응답하여, 제1래치들(L01-L04)에 프리페치

된 4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4개의 노드들(NODE0-NODE4)로 전달한다. 제3스위치들(S31-S34)은 클럭신호(CLK)에 동

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4개의 신호들(QCLK0-QCLK3)에 응답하여, 노드들(NODE0-NODE4) 상

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제2래치들(L11-L14)로 전달한다. 제2래치들(L11-L14)은 제3스위치들(S31-S34)을 통해 전달

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일정한 간격은 클럭신호(CLK)의 반 주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제4스위치들(S41-S42)은 클럭신호의 지연신호(CLKDQ)의 상승에지(F) 및 하강에지(S)에서 제2래치들

(L11-L13)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메모리장치의 출력 드라이버(331)의 입력단(DOD)으로 전달한다. 좀더 상세하

게는 지연신호(CLKDQ)의 첫 번째 상승에지에서는 래치(L11)에 저장된 데이터가 스위치(S41)를 통해 출력 드라이버의 입

력단(DOD)으로 전달되고 지연신호(CLKDQ)의 첫 번째 하강에지에서는 래치(L13)에 저장된 데이터가 스위치(S42)를 통

해 출력 드라이버의 입력단(DOD)으로 전달된다. 다음에 지연신호(CLKDQ)의 두 번째 상승에지에서는 래치(L12)에 저장

된 데이터가 스위치(S41)를 통해 출력 드라이버의 입력단(DOD)으로 전달되고 지연신호(CLKDQ)의 두 번째 하강에지에

서는 래치(L14)에 저장된 데이터가 스위치(S42)를 통해 출력 드라이버의 입력단(DOD)으로 전달된다.

  이하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의 동작이 좀더 설명된다. 먼저 도 1에 도시된 종래기술과 마찬

가지로 DLi가 활성화될 때, 제1스위치들(S01-S04)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4비트 데이터가 제1래치들(L01-L04)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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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페치된다. 다음에 종래 기술과 달리 CDQi가 활성화될 때, 제1래치들(L01-L04)에 프리페치된 4비트 데이터가 동시에

제2스위치들(S21-S24)을 경유하여 4개의 노드들(NODE0-NODE4)로 전달된다. 4-비트 프리페치의 경우에는 클럭신호

(CLK)의 두싸이클 동안 데이터를 출력하므로 예컨대 CDQ0가 인에이블된 후 두싸이클 뒤에 CDQ1이 인에이블된다.

  다음에 노드들(NODE0-NODE4) 상의 데이터는 클럭신호(CLK)의 반주기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인에이블되는 4개의 신

호들(QCLK0-QCLK3)에 의해 제3스위치들(S31-S34)을 경유하여 순차적으로 제2래치들(L11-L14)로 전달되어 저장된

다.

  마지막으로 제2래치들(L11-L14)에 저장된 데이터는 클럭신호(CLK)의 두싸이클 동안 제4스위치들(S41-S42)을 경유하

여 클럭신호의 지연신호(CLKDQ)의 상승에지(F) 및 하강에지(S)에서 순차적으로 출력 드라이버(331)의 입력단(DOD)으

로 전달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에서는 카스 레이턴시(CL) 10을 지원하는 메모리장치의 경우 종

래기술에서는 제어라인이 20개이던 것이 제어라인이 10개(CDQ0-CDQ4, QCLK0-QCLK3, CLKDQ)로 감소한다. 따라서

종래기술에 비하여 칩면적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2개의 제4스위치들(S41-S42)이 CLKDQ 한 라인에

의하여 제어되므로 출력단들(DQ)로 출력되는 데이터간의 스큐(skew)를 최소화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하다.

  또한 종래 기술의 NODE1이 본 발명에서는 NODE0, NODE1, NODE2, NODE3로 분산되므로 각 노드의 기생 커패시턴

스가 감소되며 그 결과 종래기술에 비하여 고주파 동작이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여기에서 4비트 프리페치가 가정되었

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는 기본적으로 제1실시예와 거의 유사하나 제2스테

이지의 구성이 다르다.

  제2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의 제2스테이지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PTRST)에 의해 제어되는 4개의 낸드 게

이트들(ND1-ND4), 4개의 인버터들(I1-I4),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반전신호(PTRSTB)에 의해 제어되는 4개의 노아 게이

트들(NR1-NR4), 신호들(QCLK0-QCLK3)에 의해 제어되는 4개의 스위치들(S51-S54), 신호들(QCLK0-QCLK3)에 의

해 제어되는 4개의 스위치들(S61-S64), 4개의 래치들(L21-L24), 4개의 래치들(L31-L34), 2개의 스위치들(S71-S72),

및 2개의 스위치들(S81-S82)를 구비한다.

  낸드 게이트들(ND1-ND4)은 출력 인에이블 신호(PTRST)의 활성화 동안에 상기 노드들(NODE0-NODE4) 상의 데이터

를 반전시켜 출력한다. 인버터들(I1-I4) 및 노아 게이트들(NR1-NR4)은 출력 인에이블 신호(PTRST)의 활성화 동안에 다

시말해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반전신호(PTRSTB)의 비활성화 동안에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반전없이 그대로 출력한

다.

  스위치들(S51-S54)은 일정한 간격, 즉 클럭신호(CLK)의 반 주기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4개의 신호들

(QCLK0-QCLK3)에 응답하여, 낸드 게이트들(ND1-ND4)의 출력신호들을 순차적으로 래치들(L21-L24)로 전달한다. 래

치들(L21-L24)은 스위치들(S51-S54)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스위치들(S71-S72)은 클럭신호의 지연신호

(CLKDQ)의 상승에지(F) 및 하강에지(S)에서 래치들(L21-L24)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출력 드라이버(431)의 풀

업 트랜지스터(MP)의 게이트로 전달한다.

  스위치들(S61-S64)은 4개의 신호들(QCLK0-QCLK3)에 응답하여, 노아 게이트들(NR1-NR4)의 출력신호들을 순차적

으로 래치들(L31-L34)로 전달한다. 래치들(L31-L34)은 스위치들(S61-S64)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스위치

들(S81-S82)은 클럭신호의 지연신호(CLKDQ)의 상승에지(F) 및 하강에지(S)에서 래치들(L31-L34)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출력 드라이버(431)의 풀다운 트랜지스터(MN)의 게이트로 전달한다.

  상술한 제2실시예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의 동작은 제1실시예와 거의 유사하며, 다만 출력 드라이버(431)의 풀업

및 풀다운을 각각 DOP 및 DON에 의하여 제어하는 점이 다르다. 풀업을 구동하는 신호(DOP)와 풀다운을 구동하는 신호

(DON)가 다르므로 데이터의 상승시간 및 하강시간을 제어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제1실시예의 DOD 노드가 제2실시예에

서는 두 개의 노드(DOP,DON)로 분리되므로 제1실시예에 비하여 더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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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상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4비트 프리페치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8비트 프리페치 이상의 경우에도 본 발

명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상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

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

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

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 및 출력 멀티플렉싱 방법은,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내

에 구현될 경우 칩 면적이 작고 고주파 동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에 있어서,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프리페치하는 n개의 제1래치들;

  카스 레이턴시 정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래치들에 프리페치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n개의 노드들로 전달하는 n

개의 제1스위치들;

  클럭신호에 동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n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순차

적으로 전달하는 n개의 제2스위치들;

  상기 제2스위치들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n개의 제2래치들; 및

  상기 클럭신호의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제2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

의 출력 드라이버의 입력단으로 전달하는 2개의 제3스위치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

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한 간격은 상기 클럭신호의 반 주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

의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

청구항 3.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에 있어서,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프리페치하는 n개의 제1래치들;

  카스 레이턴시 정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래치들에 프리페치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n개의 노드들로 전달하는 n

개의 제1스위치들;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동안에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반전시켜 출력하는 n개의 제1논리 게이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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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신호에 동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n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제1논리 게이트들의 출력신

호들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n개의 제2스위치들;

  상기 제2스위치들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n개의 제2래치들;

  상기 클럭신호의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제2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

의 출력 드라이버의 풀업 트랜지스터로 전달하는 2개의 제3스위치들;

  상기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동안에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n개의 제2논리 게이트들;

  상기 n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제2논리 게이트들의 출력신호들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n개의 제4스위치들;

  상기 제4스위치들을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n개의 제3래치들; 및

  상기 클럭신호의 상기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제3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

리장치의 출력 드라이버의 풀다운 트랜지스터로 전달하는 2개의 제5스위치들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데이

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한 간격은 상기 클럭신호의 반 주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

의 출력 멀티플렉싱 회로.

청구항 5.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방법에 있어서,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프리페치하는 단계;

  카스 레이턴시 정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프리페치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n개의 노드들로 전달하는 단계;

  클럭신호에 동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n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순차

적으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순차적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클럭신호의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의 출력 드라

이버의 입력단으로 전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한 간격은 상기 클럭신호의 반 주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

의 출력 멀티플렉싱 방법.

청구항 7.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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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 패쓰를 통해 전송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프리페치하는 단계;

  카스 레이턴시 정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프리페치된 n비트 데이터를 동시에 n개의 노드들로 전달하는 단계;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동안에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반전시키는 단계;

  클럭신호에 동기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n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반전된 데이터를 순차적으

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순차적으로 전달된 반전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클럭신호의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저장된 반전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의 출력

드라이버의 풀업 트랜지스터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동안에 상기 노드들 상의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n개의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그대로 전달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순차적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클럭신호의 상기 지연신호의 상승에지 및 하강에지에서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상기 메모리장치의 출력

드라이버의 풀다운 트랜지스터로 전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의 출력

멀티플렉싱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한 간격은 상기 클럭신호의 반 주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 데이터율 동기식 메모리장치

의 출력 멀티플렉싱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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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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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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