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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및 이를 포함하는 동기식반도체 메모리 장치

요약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및 이를 포함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제공된다.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
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는 입력 버퍼 회로 및 검출 회로를 포함한다. 입력 버퍼 회로는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
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1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한다. 검출 회로는 액티브 신호
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버퍼를 인에이블시키기 위한 검출 신호를 발생한다.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
터 입력 버퍼를 미리 인에이블시키는 제어 신호를 발생할 수 있고,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입
력 버퍼를 포함하므로, 동작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더라도 입력 데이터를 정확히 메모리 셀들에 라이트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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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도 1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예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도 1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오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도 5는 도 4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예시적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도 7은 도 6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예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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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를 나타내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10: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220: 제1 래치 회로

  211: 입력 버퍼 회로 212: 검출 회로

  310: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320: 논리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및 이를 포함하는 동기식 반
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memory cell)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
출력하는 메인(main) 메모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출력 속도는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속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동작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있
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동기식 반도체 장치(synchronous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DRAM)가 개발되었다.
상기 SDRAM은,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의 클락 신호와 동기하여 메모리 동작을 제어하는 내부 회로를 포함한다.
SDRAM는, 예를 들어, 싱글 데이터 레이트 SDRAM(SDR SDRAM: Single Data Rate SDRAM)과 더블 데이터 레이트
SDRAM(DDR SDRAM :Double Data Rate SDRAM)을 포함할 수 있다. SDR SDRAM은, 클락 신호의 상승 에지(rising
edge) 또는 하강 에지(falling edge)에 응답하여, 클락 신호의 한 사이클(cycle) 마다 1개의 데이터를 입력 또는 출력할 수
있다. 한편, DDR SDRAM은, 클락 신호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클락 신호의 한 사이클 마다 2개의 데이터
를 입력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즉, DDR SDRAM의 대역폭(band width)은 SDR SDRAM의 대역폭의 2배 일 수 있다.

  DDR SDRAM에 입력/출력되는 데이터의 윈도우(window)는 SDR SDRAM에 입력/출력되는 데이터의 윈도우와 비교하
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입력/출력 데이터를 페취(fetch)해주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ata strobe signal)가 필요하
다. 따라서, DDR SDRAM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가 입력되는 여분의 핀(extra pin)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
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는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data strobe input buffer, 110), 데이터 입력 버퍼(data
input buffer, 120), 커맨드 디코더(command decoder, 130), 래치 회로(latch circuit, 140), 및 메모리 셀 어레이
(memory cell array, 150)를 포함한다.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110)는 액티브 신호(PACTIVE)에 응답하여 인에이블(enable)되고, 외부 장치(예를 들어, 중
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와 기준 전압(VREF)을 비교하여 지연
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를 발생한다.

  데이터 입력 버퍼(120)는 라이트 신호(PWRITE)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DIN)를
버퍼링(buffering)하여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를 발생한다.

  커맨드 디코더(130)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커맨드(COMMAND)를 디코딩(decoding)하여 액티브 신호(PACTIVE) 및
라이트 신호(PWRITE)를 발생한다. 커맨드(COMMAND)는 클락 신호(CLOCK)에 동기된다. 액티브 신호(PACTIVE)는 동
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를 활성화시키고, 라이트 신호(PWRITE)는 메모리 셀 어레이(150)에 포함된 메모리 셀들
(미도시)에 입력 데이터(PDIN)가 라이트(write)되도록 제어한다.

  래치 회로(140)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
를 래치하여 제2 내부 입력 데이터(DATA)를 출력한다. 제2 내부 입력 데이터(DATA)는 메모리 셀 어레이(150)에 포함된
메모리 셀들에 라이트된다.

  도 2는 도 1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예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2는 입력 데이터
(DIN)의 버스트 길이(burst length)가 4이고 종래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가 저주파수로 동작하는 경우를 일례
로서 도시한다. 즉, 클락 신호(CLOCK)의 주기는 tCC1 이고 상대적으로 큰 주기에 해당한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종래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액티브 커맨드
(ACTIVE COMMAND)가 클락 신호(CLOCK)의 제1 사이클(C1)의 상승 에지에 동기되어 입력되면, 액티브 신호
(PACTIVE)가 하이 레벨(high level)로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110)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DS)를 버퍼링하여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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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High-impedance state, Hi-Z)에서 도 2에 도시된 로우 레벨인
"PA" 구간을 거친 후 1/2 주기 마다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low level)로 4번 토글링한 다음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
로 변한다. 여기서, "PA"는 프리앰블(preamble) 구간(time interval)을 나타낸다. 입력 데이터(DIN)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
호(DS)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동기되어 외부로부터 입력된다.

  라이트 커맨드(WRITE COMMAND)가 클락 신호의 제3 사이클(C3)의 상승 에지에 동기되어 인가되면, 라이트 신호
(PWRITE)가 소정의 시간 동안 하이 레벨로 활성화된다. 그러면, 데이터 입력 버퍼(120)가 입력 데이터(DIN)를 버퍼링하
여 지연된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를 발생한다.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의해 래치된다.

  따라서, 도 2에 "A"로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하이 레벨로 천이(transition)하기 전에 데이터 입
력 버퍼(120)를 인에이블시키는 라이트 신호(PWRITE)가 하이 레벨로 천이하므로, 입력 데이터(PDIN)가 메모리 셀 어레
이(150)의 메모리 셀들에 정상적으로 라이트될 수 있다.

  도 3은 도 1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오동작(malfunction)을 나타내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입력 데이
터(DIN)의 버스트 길이가 4 이고 종래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가 고주파수로 동작하는 경우를 일례로서 도시한
다. 즉, 클락 신호(CLOCK)의 주기는 tCC2 이고 도 2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tCC1 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도 1 및 도 3을 참조하여 종래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액티브 커맨드
(ACTIVE COMMAND)가 클락 신호(CLOCK)의 제1 사이클(C1)의 상승 에지에 동기되어 입력되면, 액티브 신호
(PACTIVE)가 하이 레벨로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110)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를 버퍼
링하여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를 발생한다.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에서 도 3에 도시된 로우 레벨인 "PA" 구간을 거친 후 1/2
주기 마다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로 4번 토글링한 다음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로 변한다. 여기서, "PA"는 프리앰블
구간을 나타낸다. 입력 데이터(DIN)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동기되어 외부로부터 입력
된다.

  라이트 커맨드(WRITE COMMAND)가 클락 신호(CLOCK)의 제3 사이클(C3)의 상승 에지에 동기되어 입력되면, 라이트
신호(PWRITE)가 소정의 시간 동안 하이 레벨로 활성화된다. 그러면, 데이터 입력 버퍼(120)가 입력 데이터(DIN)를 버퍼
링하여 지연된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를 발생한다.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
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의해 래치된다.

  그런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의 동작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 및 입력 데이터
(PDIN)의 주파수들도 동시에 높아지지만, 라이트 명령(WRITE COMMAND)이 인가된 후 라이트 신호(PWRITE)가 하이
레벨로 활성화되는 시점은 동작 주파수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도 3에 "B"로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이트
신호(PWRITE)의 하이 레벨로 천이하는 시점이 입력 데이터(PDIN)와 동기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하이 레벨로
천이하는 시점 보다 늦어지므로,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 중 제1 입력 데이터(D1)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 중 제1 입력 데이터(D1)가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의 상승 에지에 의해 래치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는 동작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1 기술적 과제는 데이터 입력 버퍼가 제1 내부 입력 데이터 중 제1 데이터를 발생할 수 있도
록 제어하는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2 기술적 과제는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를 포함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1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는,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
블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1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입력 버퍼 회로; 및 상
기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버퍼를 인에이블시키기 위한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로우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상기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기 제1 기준 전압의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입력 버퍼 회로 및 상기 검출 회로는 각각 차동 증폭기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스트로
브 신호, 상기 제1 기준 전압, 및 상기 제2 기준 전압이 상기 차동 증폭기의 입력단들에 입력되며,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
브 신호와 상기 검출 신호가 상기 차동 증폭기의 출력단을 통해 출력된다.

  상기 제2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액티브 신호에 응답
하여 인에이블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1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데이
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상기 검출 신호를 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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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제1 래치 회로;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입력 데이터를 버퍼링하여
제1 내부 입력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입력 버퍼;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응답하
여, 상기 제1 내부 입력 데이터를 래치하여 제2 내부 입력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2 래치 회로; 및 상기 제2 내부 입력 데이
터가 라이트되는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2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액티브 신호에 응답
하여 인에이블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1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데이
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상기 검출 신호 및 라이
트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논리 회로;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입력 데이터를
버퍼링하여 제1 내부 입력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입력 버퍼;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
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내부 입력 데이터를 래치하여 제2 내부 입력 데이터를 발생하는 제2 래치 회로; 및 상기 제2 내부
입력 데이터가 라이트되는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논리 회로로부터 발생되는 인에이블 신호는, 상기 검출 신호의 활성화에 의해 활성화되
기 시작하고, 상기 라이트 신호의 활성화에 의해 상기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가 유지되며, 상기 라이트 신호의 비활성화
에 의해 비활성화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 입력 버퍼
를 미리 인에이블시키는 제어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를 포함하므로, 동작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더라도 입력 데이터를 정확히 메모리 셀들에 라이트
할 수 있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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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도 4를 참
조하면, 상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200)는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210), 제1 래치 회로(220), 데이터 입력 버퍼
(230), 커맨드 디코더(240), 제2 래치 회로(250), 및 메모리 셀 어레이(260)를 구비한다.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210)는 액티브 신호(PACTIVE)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외부 장치(예를 들어,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와 제1 기준 전압(VREF1)을 비교하여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
호(PDS)를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210)는 액티브 신호(PACTIVE)에 의해 인에이블된 후 데이터 스
트로브 신호(DS)와 제2 기준 전압(VREF2)을 비교하여 검출 신호(DET)를 발생한다.

  제1 및 제2 기준 전압들(VREF1, VREF2)은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200)에 포함된 기준 전압 발생기(reference
voltage generator, 미도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제2 기준 전압(VREF2)의 레벨(level)은, 제1 기준 전압(VREF1)의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로우 레벨 보다 낮다.

  제1 래치회로(220)는 검출 신호(DET)를 래치(latch)하여 인에이블(enable) 신호(EN1)를 출력한다.

  데이터 입력 버퍼(230)는, 인에이블 신호(EN1)의 활성화(activation)에 응답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
(DIN)를 버퍼링하여 지연된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를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후술하는 라이트 신호(PWRITE)에 의해 데이터 입력 버퍼(230)를
인에이블시키지 않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로우 레벨을 이용하여 미리 데이터 입력 버퍼(230)를 인에이블시키므
로, 동작 주파수가 높아지더라도 입력 데이터(DIN)를 메모리 셀 어레이(260)의 메모리 셀들(미도시)에 정확히 라이트할
수 있다.

  커맨드 디코더(240)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커맨드(COMMAND)를 디코딩(decoding)하여 액티브 신호(PACTIVE) 및
라이트 신호(PWRITE)를 발생한다. 커맨드(COMMAND)는 클락 신호(CLOCK)에 동기된다. 액티브 신호(PACTIVE)는 동
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200)를 활성화시키고, 라이트 신호(PWRITE)는 메모리 셀 어레이(260)에 포함된 메모리 셀들
(미도시)에 입력 데이터(PDIN)가 라이트되도록 제어한다.

  제2 래치 회로(250)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제1 내부 입력 데이터
(PDIN)를 래치하여 제2 내부 입력 데이터(DATA)를 출력한다. 제2 내부 입력 데이터(DATA)는 메모리 셀 어레이(260)에
포함된 메모리 셀들에 라이트된다.

  도 5는 도 4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예시적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5는 입력 데이터(DIN)
의 버스트 길이가 4 이고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200)가 고주파수로 동작하는 경우를 일례로서 도시한다. 즉, 클락 신
호(CLOCK)의 주기는 tCC2 이고 도 2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tCC1 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200)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액티브 커맨드(ACTIVE COMMAND)가 클락 신호(CLOCK)의 제1 사이클(C1)의 상승 에지에 동기되어 입력되면, 액티브
신호(PACTIVE)가 하이 레벨(high level)로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210)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를 버퍼링하여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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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에서 도 5에 도시된 로우 레벨인 "PA" 구간을 거친 후 1/2
주기 마다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로 4번 토글링한 다음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로 변한다. 여기서, "PA"는 프리앰블
구간을 나타낸다. 입력 데이터(DIN)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동기되어 외부로부터 입력
된다.

  한편, 검출 신호(DET)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프리앰블 구간에서 천이되는 로우 레벨을 감지(sensing)하여 하이 레
벨로 활성화된다. 검출 신호(DET)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로 천이하면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로 천이한다.

  인에이블 신호(EN1)는 검출 신호(DET)를 래치하여 발생한다. 인에이블 신호(EN1)는 데이터 입력 버퍼(230)를 인에이
블시킨다. 인에이블된 데이터 입력 버퍼(230)는 입력 데이터(PDIN)를 버퍼링하여 지연된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를
발생한다.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의해 래치된다.

  한편, 라이트 커맨드(WRITE COMMAND)가 클락 신호(CLOCK)의 제3 사이클(C3)의 상승 에지에 동기되어 입력되면,
라이트 신호(PWRITE)가 소정의 시간 동안 하이 레벨로 활성화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200)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더라도 데이터 입력 버퍼(230)를 인에이블하는 인에이블 신호
(EN1)를 미리 발생시키므로 입력 데이터(DIN)를 메모리 셀 어레이(260)의 메모리 셀들에 정확히 라이트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을 참
조하면, 상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300)는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310), 논리 회로(320), 데이터 입력 버퍼
(330), 커맨드 디코더(340), 래치 회로(350), 및 메모리 셀 어레이(360)를 구비한다.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310)는 액티브 신호(PACTIVE)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데이
터 스트로브 신호(DS)와 제1 기준 전압(VREF1)을 비교하여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를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310)는 액티브 신호(PACTIVE)에 의해 인에이블된 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와 제2 기준
전압(VREF2)을 비교하여 검출 신호(DET)를 발생한다.

  제1 및 제2 기준 전압들(VREF1, VREF2)은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300)에 포함된 기준 전압 발생기(미도시)에 의
해 발생될 수 있다. 제2 기준 전압(VREF2)의 레벨은, 제1 기준 전압(VREF1)의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데이터 스트
로브 신호(DS)의 로우 레벨 보다 낮다.

  논리 회로(320)는 검출 신호(DET) 및 라이트 신호(PWRITE)에 응답하여 인에이블 신호(EN2)를 발생한다. 인에이블 신
호(EN2)는, 검출 신호(DET)의 활성화에 의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라이트 신호(PWRITE)의 활성화에 의해 인에이블 신
호(EN2)의 활성화가 유지되며, 라이트 신호(PWRITE)의 비활성화에 의해 비활성화된다. 논리 회로(320)는 NAND 게이
트(gate) 또는 NOR 게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 버퍼(330)는, 인에이블 신호(EN2)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DIN)를 버퍼링
하여 지연된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를 발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300)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로우 레벨을 이용
하여 미리 데이터 입력 버퍼(330)를 인에이블시키므로, 동작 주파수가 높아지더라도 입력 데이터(DIN)를 메모리 셀 어레
이(360)의 메모리 셀들(미도시)에 정확히 라이트할 수 있다.

  커맨드 디코더(340)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커맨드(COMMAND)를 디코딩하여 액티브 신호(PACTIVE) 및 라이트 신호
(PWRITE)를 발생한다. 커맨드(COMMAND)는 클락 신호(CLOCK)에 동기된다. 액티브 신호(PACTIVE)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300)를 활성화시키고, 라이트 신호(PWRITE)는 메모리 셀 어레이(360)에 포함된 메모리 셀들에 입력 데이터
(PDIN)가 라이트되도록 제어한다.

  래치 회로(350)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
를 래치하여 제2 내부 입력 데이터(DATA)를 출력한다. 제2 내부 입력 데이터(DATA)는 메모리 셀 어레이(360)에 포함된
메모리 셀들에 라이트된다.

  도 7은 도 6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예시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 7은 입력 데이터
(DIN)의 버스트 길이가 4 이고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300)가 고주파수로 동작하는 경우를 일례로서 도시한다. 즉, 클
락 신호(CLOCK)의 주기는 tCC2 이고 도 2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tCC1 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300)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액티브 커맨드(ACTIVE COMMAND)가 클락 신호(CLOCK)의 제1 사이클(C1)의 상승 에지에 동기되어 입력되면, 액티브
신호(PACTIVE)가 하이 레벨(high level)로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310)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를 버퍼링하여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를 발생한다.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에서 도 7에 도시된 로우 레벨인 "PA" 구간을 거친 후 1/2
주기 마다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로 4번 토글링한 다음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로 변한다. 여기서, "PA"는 프리앰블
구간을 나타낸다. 입력 데이터(DIN)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동기되어 외부로부터 입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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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검출 신호(DET)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프리앰블 구간에서 천이되는 로우 레벨을 감지(sensing)하여 하이 레
벨로 활성화된다. 검출 신호(DET)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로 천이하면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로 천이한다.

  인에이블 신호(EN2)는 검출 신호(DET)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하이 레벨로 활성화된다. 인에이블 신호(EN2)는 데이터
입력 버퍼(330)를 인에이블시킨다. 인에이블된 데이터 입력 버퍼(330)는 입력 데이터(DIN)를 버퍼링하여 지연된 제1 내
부 입력 데이터(PDIN)를 발생한다. 이 때, 클락 신호(CLOCK)의 제3 사이클(C3)의 상승 에지에 동기되어 입력되는 라이
트 커맨드(WRITE COMMAND)에 의해 소정의 시간 동안 하이 레벨로 활성화되는 라이트 신호(PWRITE)는 인에이블 신
호(EN2)를 하이 레벨로 계속하여 유지시킨다. 그러면, 데이터 입력 버퍼(330)는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를 계속하여
발생한다. 라이트 신호(PWRITE)가 로우 레벨로 비활성화될 때, 인에이블 신호(EN2)는 로우 레벨로 디스에이블(disable)
된다. 제1 내부 입력 데이터(PDIN)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의해 래치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300)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더라도 데
이터 입력 버퍼(330)를 인에이블하는 인에이블 신호(EN2)를 미리 발생시키므로 입력 데이터(DIN)를 메모리 셀 어레이
(360)의 메모리 셀들에 정확히 라이트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를 나타내는 블락 다이어그램이다. 도 8은 도 4의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210)의 일 실시예 또는 도 6의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310)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 8을 참조하면,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210, 310)는 입력 버퍼 회로(211) 및 검출 회로(212)를 구비한다.

  입력 버퍼 회로(211)는 액티브 신호(PACTIVE)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와 제1 기준 전압
(VREF1)을 비교하여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를 발생한다. 입력 버퍼 회로(211)는 차동 증폭기
(differential amplifier)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 및 제1 기준 전압(VREF1)은 상기 차동 증
폭기의 입력단들(input terminals)에 입력되고,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PDS)는 상기 차동 증폭기의 출력단(output
terminal)을 통해 출력된다.

  검출 회로(212)는 액티브 신호(PACTIVE)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와 제2 기준 전압
(VREF2)을 비교하여 데이터 입력 버퍼(230, 330)를 인에이블시키는 검출 신호(DET)를 발생한다. 제2 기준 전압
(VREF2)의 레벨(level)은 제1 기준 전압(VREF1)의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로우 레벨
보다 낮다.

  검출 회로(212)는 입력 버퍼 회로(211)에 포함된 차동 증폭기의 크기(size) 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차동 증폭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 및 제2 기준 전압(VREF2)은 상기 차동 증폭기의 입력단들에 입력되
고, 검출 신호(DET)는 상기 차동 증폭기의 출력단을 통해 출력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의 실시예들이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
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
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 입력 버퍼를 미리 인에이블시키
는 제어 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를 포함하므로, 동작 주파수가 상
대적으로 높아지더라도 입력 데이터를 정확히 메모리 셀들에 라이트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1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입력 버퍼 회로; 및

  상기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동기식 반도체 메
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버퍼를 인에이블시키기 위한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
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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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로우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특징을 하는 동기식 반
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기 제1 기준 전압의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특징을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버퍼 회로 및 상기 검출 회로는 각각 차동 증폭기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상기 제1 기준 전압, 및 상기 제2 기준 전압이 상기 차동 증폭기의 입력단들에 입력되며, 상
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상기 검출 신호가 상기 차동 증폭기의 출력단을 통해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청구항 5.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1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상기 검출 신호를 래치하여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하는 제1 래치 회로;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입력 데이터를 버퍼링하여 제1 내부 입력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입력
버퍼;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내부 입력 데이터를 래치하여 제2 내부
입력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2 래치 회로; 및

  상기 제2 내부 입력 데이터가 라이트되는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
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는

  상기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상기 제1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상기 내부 데
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입력 버퍼 회로; 및

  상기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상기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상기 검출 신
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버퍼 회로 및 상기 검출 회로 각각은 차동 증폭기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상기 제1 기준 전압, 및 상기 제2 기준 전압이 상기 차동 증폭기의 입력단들에 입력되며, 상
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상기 검출 신호가 상기 차동 증폭기의 출력단을 통해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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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로우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특징을 하는 동기식 반
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기 제1 기준 전압의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특징을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1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상기 검출 신호 및 라이트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논리 회로;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입력 데이터를 버퍼링하여 제1 내부 입력 데이터를 발생하는 데이터 입력
버퍼;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내부 입력 데이터를 래치하여 제2 내부
입력 데이터를 발생하는 제2 래치 회로; 및

  상기 제2 내부 입력 데이터가 라이트되는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
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는

  상기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상기 제1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상기 내부 데
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입력 버퍼 회로; 및

  상기 액티브 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상기 제2 기준 전압을 비교하여 상기 검출 신
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버퍼 회로 및 상기 검출 회로 각각은 차동 증폭기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상기 제1 기준 전압, 및 상기 제2 기준 전압이 상기 차동 증폭기의 입력단들에 입력되며, 상
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상기 검출 신호가 상기 차동 증폭기의 출력단을 통해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퍼.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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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로우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특징을 하는 동기식 반
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기 제1 기준 전압의 레벨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특징을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 회로로부터 발생되는 인에이블 신호는

  상기 검출 신호의 활성화에 의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상기 라이트 신호의 활성화에 의해 상기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가 유지되며, 상기 라이트 신호의 비활성화에 의해 비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 회로는 NAND 게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 회로는 NOR 게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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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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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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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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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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