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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패킷 전송 방식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스페셜 모드를구현하는 회로

요약

초기화 동작 후 정상 동작하기 전 또는 정상 동작의 중간 중간에 스페셜 모드를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어 레지

스터 모드로의 전환 없이, 언제든지 정상 동작과 동일한 동작으로 스페셜 모드를 수행할 수 있는 패킷 전송 방식의 반

도체 메모리 장치에서의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가 개시된다. 본 발명애 의한 패킷 전송 방식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서 스페셜 모드를 구현하는 회로는 외부로부터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는 패킷 수신부와,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패킷이

특정 종류의 패킷인 경우, 수신된 패킷 중 소정의 제1 필드의 값에 따라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레지스터 제어부와, 레지스터 제어부가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경우, 수신된 패킷 중 소정의 제2 필드의 값에 

따라 제어신호에 의해 선택되는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생성하는 레지스터 값 생성부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패킷 수신,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제어부, 반도체 메모리, 패킷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램버스 디램에서의 COLC+COLX 패킷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해 이용되는 COLC+COLX 패킷의 비트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선택신호를 위해 2 비트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위해 3 비트가 할당된 경우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선택신호를 위해 3 비트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위해 2 비트가 할당된 경우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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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의 블록도.

도 6은 도 6의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에 구비되는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블록의 일 예의 회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패킷 전송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에서 스페셜 모드를 구현하는 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램버스 디램에 적용할 수 있으나, 패킷 전송 방식의

모든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이내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 이하, "DRAM"이라고 함)은 중앙 처리 장치(centr

al processing unit : 이하, "CPU"라고 함)의 요구에 따라 버스(bus)를 통해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거나 받아들이는 소

자이다. 따라서 버스 전송을 전제로 하지 않은 DRAM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DRAM 인터페이스는 단지 

DRAM의 데이터 폭(data width)이나 데이터 출력 버퍼의 구동 능력 등 DRAM의 전기 신호 전송의 최적화에만 초점

이 모아져 왔었다. 즉, CPU의 요구에 따른 외부로의 신속 정확한 신호(bit)의 전송만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신호(bi

t)의 전송보다 중요한 것이 정보(data)의 신속 정확한 전송이다. 따라서 비트 단위의 신호보다도 일정한 크기를 갖는 

데이터 단위(이하, 이를 "패킷"이라고 함)를 전송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기술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램버스(Rambus) DRAM이라는 패킷 전송 방식의 DRAM이 출현하게 되었다.

램버스 프로토콜은 클록의 방향과 데이터의 진행 방향을 일치시킨 소오스 동기 버스(source synchronous bus) 구조

를 채용한 램버스 채널(Rambus channel)에서의 프로토콜로서, 이에는 기본(Base) 램버스 DRAM 프로토콜, 컨커런

트(Concurrent) 램버스 DRAM 프로토콜, 다이렉트(Direct) 램버스 DRAM 프로토콜 등이 있다. 이중 현재 주로 사용

되는 다이렉트 램버스 DRAM 프로토콜에는 그 역할과 구조가 다른 여러 종류의 패킷, 예를 들어, ROWA 패킷, ROW

R 패킷, COLC 패킷, COLM 패킷, COLX 패킷 등이 있다. 기존 COLC+COLX 패킷의 구조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에서 점선 외부는 COLC 패킷을, 점선 내부는 COLX(또는 COLM) 패킷을 나타내며, 그리고 점선 내부는 M=1 이

면 COLM 패킷으로 동작하여 기록 데이터의 마스크 비트(mask bit)로 사용되고, M=0 이면 COLX 패킷으로 동작한

다. 점선 내부가 COLX 패킷으로 동작하는 경우 프리챠지(precharge), 전류 교정(current calibration), 스탠바이(sta

ndby) 상태로 전력 상태의 변환 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도 1에서 DX0 내지 DX4는 COLX 동작을 어떤 장치(device)에서 수행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BX0 내지 BX

4는 DX0 내지 DX4에 의해 특정된 장치의 어떤 뱅크(bank)에서 동작이 수행되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XOP0 내지

XOP4는 DX0 내지 DX4와 BX0 내지 BX4에 의해 특정된 장치의 뱅크에서 어떤 동작(operation)을 수행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리고 RsvB는 예약 비트(reserved bit)로서, 현재는 쓰이지 않는 비트이다. 다음의 표 1은 기존

의 COLX 패킷의 명령어 내용을 설명한다.

[표 1]

M DX4-DX0 XOP4-XOP0 명칭 명령어 내용

1 ... - MSK WR/WRA에 의해 이용되는 MB/MA 바이트마스크

0 /=(DEVID4..0) - - 미동작

0 =(DEVID4..0) 00000 NOXOP 미동작

0 =(DEVID4..0) 1xxx0 PREX 이 장치의 뱅크 BX4…BX0을 프리챠지

0 =(DEVID4..0) x10x0 CAL 이 장치에 대한 전류 IOL 교정

0 =(DEVID4..0) x11x0 CAL/SAM 이 장치에 대한 IOL 교정 및 샘플링

0 =(DEVID4..0) xxx10 RLXX 이 장치를 스탠바이 전력 상태로 전환

0 =(DEVID4..0) xxxx1 RSRV 예약, 미동작

현재까지의 램버스 DRAM에서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어 레지스터 모드(control register mo

de)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또한 제어 레지스터는 출력 드라이버(output driver)의 전류 조절, 슬루 레이트(slew rate)

조절 등의 한정된 부분에서만 쓰이고 있으며, 대부분 메탈층 옵션(metal layer option)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어 레지스터 모드로 변경하거나, 추가적으로 메모리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

별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 제어 레지스터를 추가할 때 동작(operation)의 구현 및 회로의 추가/변경이 복잡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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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 또한 메탈층으로 옵션 처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용 및 시간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초기화 동작(리셋 포함) 후 정상 동작하기 전 또는 

정상 동작의 중간 중간에 스페셜 모드를 구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어 레지스터 모드로의 전환 없이, 언제든지 정

상 동작과 동일한 동작으로 스페셜 모드를 수행할 수 있는 패킷 전송 방식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의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더 많은 스페셜 동작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는 패킷 전송 방식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의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물리적인 메탈층 옵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하여 테스트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패킷 전송 방

식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의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은 패킷 전송 방식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스페셜 모드를 구현하는 회로에 있

어서, 외부로부터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는 패킷 수신부와,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패킷이 특정 종류의 패킷인 경우, 수

신된 패킷 중 소정의 제1 필드의 값에 따라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레지스터 제어부

와, 레지스터 제어부가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경우, 수신된 패킷 중 소정의 제2 필드의 값에 따라 제어신호에 의해 선

택되는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생성하는 레지스터 값 생성부를 구비하는 것을 일 특징으로 한다.

레지스터 값 생성부는 제어신호에 의해 제2 필드의 값을 출력하는 레지스터 값 출력 수단과, 레지스터 값 출력 수단에

의해 출력되는 제2 필드의 값을 디코딩하는 레지스터 값 디코딩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램버스 다이내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에서 스페셜 모드를 구현하는 회로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는 패킷 수신부와,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패킷이 특정 종류의 패킷인 경우, 수신된 패킷 중 소정의 제

1 필드의 값에 따라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레지스터 제어부와, 레지스터 제어부가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경우, 수신된 패킷 중 소정의 제2 필드의 값에 따라 제어신호에 의해 선택되는 스페셜 모드 레지

스터의 값을 생성하는 레지스터 값 생성부를 구비하는 것을 다른 특징으로 한다.

레지스터 값 생성부는 제어신호에 의해 제2 필드의 값을 출력하는 레지스터 값 출력 수단과, 레지스터 값 출력 수단에

의해 출력되는 제2 필드의 값을 디코딩하는 레지스터 값 디코딩 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될 수 있다.

제1 필드 또는 제2 필드는 적어도 하나의 예약 비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패킷이 COL

X 패킷인 경우, XOP의 값이 1이면 레지스터 제어부에서 제어신호가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어신호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값은 XOP1 내지 XOP4와, 예약 비트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장치 초기화 후에 정상 동작하기 전에 또는 정상 동작의 중간 중간에 스페셜 모

드 레지스터를 세팅하여 그 값을 조절함으로써, 장치가 소정 규격에 맞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즉, 예를 

들어 현재 메탈 옵션으로 되어 있는 지연 고정 루프(delay locked loop)를 메탈 옵션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모

드(제어 레지스터 모드)로 전환할 필요 없이 소정 규격으로 동작하는 것을 간단히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조절함으로써 동작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장치의 테스트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더 많은 스페셜 동작(special operation)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설명의 일관성을 위하여 도면에서 동일한 참

조부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요소 및 신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해 이용되는 COLC+COLX 패킷의 비트들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에서 굵은 실선

내부(200)의 비트들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special mode register : 이하, "SMR"이라고 함)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비트들을 가리킨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COLX 패킷 중에서 XOP0 내지 XOP4와, 

RsvB가 이용된다. 다음의 표 2는 본 실시예에 의한 COLX 패킷의 명령어 내용이다.

[표 2]

M DX4-DX0 XOP4-XOP0 명칭 명령어 내용

1 ... - MSK WR/WRA에 의해 이용되는 MB/MA 바이트마스크

0 /=(DEVID4..0) - - 미동작

0 =(DEVID4..0) 00000 NOXOP 미동작

0 =(DEVID4..0) 1xxx0 PREX 이 장치의 뱅크 BX4…BX0을 프리챠지

0 =(DEVID4..0) x10x0 CAL 이 장치에 대한 전류 I OL 교정

0 =(DEVID4..0) x11x0 CAL/SAM 이 장치에 대한 I OL 교정 및 샘플링

0 =(DEVID4..0) xxx10 RLXX 이 장치를 스탠바이 전력 상태로 전환

0 =(DEVID4..0) xxxx1 SMR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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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에는 XOP0이 "1"인 경우(음영 처리된 행)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표 2로부

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구현하기 위해 본 실시예에 의해 사용된다. 즉, COLX 패킷의 XOP0

이 "1"로 특정되면 본 실시예에 의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구현하기 위해 COLX 패킷이 이용되며, 복수의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중에서 임의의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특정하고, 특정된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지정하기 위하

여 본 실시예에서는 XOP1 내지 XOP4와, RsvB가 사용된다.

다음의 표 3은 일 실시예에 의한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테이블이다. 표 3에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는 RsvB, XOP4

내지 XOP2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XOP1만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4개의 비트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 므로 SMR 값의 수(i)는 1

6이고, 1개의 비트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수(n)는 2이다.

[표 3]

SMR 값 지정 SMR 특정 XOP0 SMR 값의 수(i) SMR 수(n)

1 RsvB, XOP4,3,2 XOP1 1 16 2

2 RsvB, XOP4,3 XOP2,1 1 8 4

3 RsvB, XOP4 XOP3,2, 1 1 4 8

4 RsvB XOP4,3,2,1 1 2 16

그리고 예를 들어, 두 번째 경우는 RsvB, XOP4, XOP3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XO

P1과 XOP2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3개의 비트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

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SMR 값의 수(i)는 8이고, 2개의 비트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

므로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수(n)는 4이다. 다른 경우도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와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선택신호를 위해 2 비트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위해 3 비트가 할당된 경우(표 3에서 두 번째 경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RsvB, X

OP4, XOP3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XOP2와 XOP1이 4개의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중 하나를 선택(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XOP0은 스페셜 모드임을 표시한다. 따라서 XOP0이 "1"이면 XOP2와 XOP

1의 값을 불문하고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가 세팅된다. 그리고 (XOP2, XOP1)가 (0, 0)이면 첫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

스터(SMR 1)가 선택되고, (XOP2, XOP1)가 (0, 1)이면 두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SMR 2)가 선택되며, (XOP2, 

XOP1)가 (1, 0)이면 세 번째 스페셜 모드 레 지스터(SMR 3)가 선택되고, (XOP2, XOP1)가 (1, 1)이면 네 번째 스페

셜 모드 레지스터(SMR 4)가 선택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선택신호를 위해 3 비트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위해 2 비트가 할당된 경우(표 3에서 네 번째 경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RsvB, X

OP4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XOP3 내지 XOP1이 8개의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며, XOP0은 스페셜 모드임을 표시한다. (XOP3, XOP2, XOP1)가 (0, 0, 0)이면 첫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SMR 1)가 선택되고, (XOP3, XOP2, XOP1)가 (0, 0, 1)이면 두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SM

R 2)가 선택되며, (XOP3, XOP2, XOP1)가 (0, 1, 0)이면 세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SMR 3)가 선택되고, (XOP3, 

XOP2, XOP1)가 (0, 1, 1)이면 네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SMR 4)가 선택되며, (XOP3, XOP2, XOP1)가 (1, 0, 0)

이면 다섯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SMR 5)가 선택되고, (XOP3, XOP2, XOP1)가 (1, 0, 1)이면 여섯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SMR 6)가 선택되며, (XOP3, XOP2, XOP1)가 (1, 1, 0)이면 일곱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SMR 7)

가 선택되고, (XOP3, XOP2, XOP1)가 (1, 1, 1)이면 여덟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SMR 8)가 선택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의 블록도이다.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

에 의한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500)는 COLX 패킷 수신부(502)와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블록(504)과 스페셜 블록(5

06a 내지 506d)으로 이루어진다.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500)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RsvB, XOP4, X

OP3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XOP2와 XOP1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를 선택(특정)

하기 위해 사용되며, XOP0은 스페셜 모드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블록(504)은

4개의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a 내지 508d)를 구비하고 있으며, 각각의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a, 508b, 508c,

508d)는 8 가지 종류의 값(A1, …, A8)을 가질 수 있다. 리셋신호(Reset_b)는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a 내지 508d

)의 값을 리셋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6은 도 5의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에 구비되는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블록(504)의 일 예의 회로도로서, 도 6a는 첫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a)에 해당하며, 도 6b는 두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b)의 레지스터 제어부만을

, 도 6c는 세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c)의 레지스터 제어부만을, 도 6d는 네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d

)의 레지스터 제어부만을 도시하고 있다.

먼저 도 6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a)는 레지스터 제어부(602a)와 레지스터 값 출력

부(604a)와 레지스터 값 디코딩부(606a)를 구비하고 있다. 레지스터 제어부(602a)는 1개의 인버터(608)와 1개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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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게이트(610)를 구비하고 있다. 인버터(608)는 XOP0의 값을 반전시켜 NOR 게이트(610)의 입력단으로 제공한다.

NOR 게이트(610)는 (XOP2, XOP1, XOP0)이 (0, 0, 1)인 경우에만 "1"을 출력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0"을 출력하여

, 레지스터 값 출력부(604a)로 제공한다.

레지스터 값 출력부(604a)에서 먼저 NOR 게이트(610)로부터 "0"이 입력되면 인버터(612)에 의해 전송 게이트(614a,

614b, 614c)의 반전 제어단자에는 "1"이 입력되고, 비반전 제어단자에는 "0"이 입력되므로, 전송 게이트(614a, 614b,

614c)는 각각 패킷 수신부(도 5의 502)로부터 입력단자로 제공되는 XOP3, XOP4, RsvB를 출력단자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NOR 게이트(610)로부터 "1"이 입력되면 인버터(612)에 의해 전송 게이트(614a, 614b, 614c)의 반전

제어단자에는 "0"이 입력되고, 비반전 제어단자에는 "1"이 입력되므로, 전송 게이트(614a, 614b, 614c)는 각각 XOP3

, XOP4, RsvB를 출력단자로 통과시켜 래치부(616a, 616b, 616c)로 제공한다. 래치부(616a)는 입력단자는 상대방의

출력단자에, 출력단자는 상대방의 입력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2개의 인버터(620a, 622a)로 이루어질 수 있다. 래치부

(616b)는 인버터(620b, 622b)로 이루어져 있으며, 래치부(616c)는 인버터(620c, 622c)로 이루어져 있다. PMOS 트

랜지스터(618a, 618b, 618c)는 각각 래치부(616a, 616b, 616c)의 값을 리셋하는 역할을 한다. 도 6a에 도시되어 있

는 바와 같이, PMOS 트랜지스터(618a, 618b, 618c) 각각의 게이트에는 리셋신호(Reset_b)가 인가되며, 소오스에는

전원 전압(VCC)이 제공되고, 드레인은 해당 래치부(616a, 616b, 616c)의 입력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리셋신

호(Reset_b)가 "0"이면 각각의 PMOS 트랜지스터(618a, 618b, 618c)는 턴온되어 해당하는 래치부(616a, 616b, 616

c)로 신호 "1"을 인가한다.

그리고 래치부(618a, 618b, 618c)에 래치된 값은 레지스터 값 디코딩부(606a)로 제공되어 디코딩된다. 레지스터 값 

디코딩부(606a)로는 통상적인 디코더를 사용하면 되며, 이러한 통상적인 디코더의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널리 알

려져 있으므로 여기서 상술하지 않는다. 어쨌든 래치부(618a, 618b, 618c)로부터 인가되는 값에 따라 8개의 출력 신

호(A1 내지 A8) 중 어느 하나는 "1"을 출력하며, 나머지들은 "0"을 출력한다.

도 6b에 도시되어 있는 두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b)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제어부(602b)는 2개의 인버터(62

4, 626)와 1개의 NOR 게이트(628)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버터(624)는 XOP0을 반전하여 NOR 게이트(628)의 입력

단자로 제공하며, 인버터(626)는 XOP1을 반전하여 NOR 게이트(628)의 입력단자로 제공한다. 따라서 NOR 게이트(

628)는 (XOP2, XOP1, XOP0)이 (0, 1, 1)인 경우에만 "1"을 출력하고, 다른 경우에는 "0"을 출력한다. 따라서 레지스

터 제어부(602b)는 (XOP2, XOP1, XOP0)이 (0, 1, 1)인 경우에만 해당 레지스터 값 출력부(도시되지 않음)를 활성화

시켜서 레지스터 값이 출력되도록 한다.

도 6c에 도시되어 있는 세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c)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제어부(602c)는 2개의 인버터(63

0, 632)와 1개의 NOR 게이트(634)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버터(630)는 XOP0을 반전하여 NOR 게이트(634)의 입력

단자로 제공하며, 인버터(632)는 XOP2를 반전하여 NOR 게이트(634)의 입력단자로 제공한다. 따라서 NOR 게이트(

634)는 (XOP2, XOP1, XOP0)이 (1, 0, 1)인 경우에만 "1"을 출력하고, 다른 경우에는 "0"을 출력한다. 따라서 레지스

터 제어부(602c)는 (XOP2, XOP1, XOP0)이 (1, 0, 1)인 경우에만 해당 레지스터 값 출력부(도시되지 않음)를 활성화

시켜서 레지스터 값이 출력되도록 한다.

도 6d에 도시되어 있는 네 번째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508d)에 해당하는 레 지스터 제어부(602d)는 1개의 NAND 게

이트(636)와 1개의 인버터(638)로 이루어질 수 있다. NAND 게이트(636)는 (XOP2, XOP1, XOP0)이 (1, 1, 1)인 경

우에만 "0"을 출력하고, 인버터(638)는 이를 반전시켜 "1"을 최종적으로 출력한다. 다른 경우에는 NAND 게이트(636)

가 "1"을 출력하므로, 인버터(638)는 이를 반전시켜 "0"을 최종적으로 출력한다. 따라서 레지스터 제어부(602d)는 (X

OP2, XOP1, XOP0)이 (1, 1, 1)인 경우에만 해당 레지스터 값 출력부(도시되지 않음)를 활성화시켜서 레지스터 값이 

출력되도록 한다.

여기서 설명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본 발명

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업자들은 본 발명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변형이나 변경이 가능함을 주

목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장치 초기화 후에 정상 동작하기 전에 또는 정상 동작의 중간 중간에 스페셜 모

드 레지스터를 세팅하여 그 값을 조절함으로써, 장치가 소정 규격에 맞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즉, 예를 

들어 현재 메탈 옵션으로 되어 있는 지연 고정 루프(delay locked loop)를 메탈 옵션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모

드(제어 레지스터 모드)로 전환할 필요 없이 소정 규격으로 동작하는 것을 간단히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조절함으로써 동작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장치의 테스트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더 많은 스페셜 동작(special operation) 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킷 전송 방식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스페셜 모드를 구현하는 회로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는 패킷 수신부와,

상기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패킷이 특정 종류의 패킷인 경우, 상기 수신된 패킷 중 소정의 제1 필드의 값에 따라 스페

셜 모드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레지스터 제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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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레지스터 제어부가 상기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경우, 상기 수신된 패킷 중 소정의 제2 필드의 값에 따라 상기 제

어신호에 의해 선택되는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생성하는 레지스터 값 생성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 값 생성부는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2 필드의 값을 출력하는 레지스터 값 출력 수단과,

상기 레지스터 값 출력 수단에 의해 출력되는 상기 제2 필드의 값을 디코딩하는 레지스터 값 디코딩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

청구항 3.
램버스 다이내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에서 스페셜 모드를 구현하는 회로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는 패킷 수신부와,

상기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패킷이 특정 종류의 패킷인 경우, 상기 수신된 패킷 중 소정의 제1 필드의 값에 따라 스페

셜 모드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레지스터 제어부와,

상기 레지스터 제어부가 상기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경우, 상기 수신된 패킷 중 소정의 제2 필드의 값에 따라 상기 제

어신호에 의해 선택되는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생성하는 레지스터 값 생성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 값 생성부는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제2 필드의 값을 출력하는 레지스터 값 출력 수단과,

상기 레지스터 값 출력 수단에 의해 출력되는 상기 제2 필드의 값을 디코딩하는 레지스터 값 디코딩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필드 또는 상기 제2 필드는 적어도 하나의 예약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

.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패킷이 COLX 패킷인 경우, 상기 레지스터 제어부에서 상기 제어신호가 생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COLX 패킷의 XOP의 값이 1인 경우, 상기 레지스터 제어부에서 상기 제어신호가 생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와 상기 스페셜 모드 레지스터 값은 XOP1 내지 XOP4와, 예약 비트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스페셜 모드 구현 회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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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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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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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6c

도면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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