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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 기능을 가지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

요약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 기능을 가지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본 명세서
에서는 카스 명령 및 칼럼 어드레스의 인가로부터 메모리 독출 및 기입 동작이 시작되기 까지의 지연시간을 클락 단위
로 제어하는데 잇어서, 첫째 그 지연 시간을 MRS로 프로그래밍하는 방안과 그 지연시간을 내부 신호와 외부 신호를 검
출해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방법에 있어서의 발명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카스 레이턴시를 제어하는 
카운터부를 구비할 수 있다. 카운터부는 동일한 뱅크에 로우 억세스 명령이 발생한 후, 칼럼 억세스 명령이 인가되기까
지의 클락 신호의 클락수에 따라 카스 레이턴시를 제어하는 신호를 발생하여 독출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카
스 레이턴시를 제어한다. 본 발명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에 의하여,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별도의 MRS 명령없이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와 통상적인 카스 레이턴시 동작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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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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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 기능을 가지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락도이다.

도 2는 도 1의 카운터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3은 도 1의 버퍼 제어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4는 포스티드 카스 명령에서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중요 단자의 타이밍도이다.

도 5는 통상적인 카스 명령에서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중요 단자의 타이밍도이다.

도 6은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하는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
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 기능을 가지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락도이다.

도 8은 도 7의 카운터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8의 제1 감지 신호 발생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0은 도 8의 제2 감지 신호 발생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1은 도 7의 카운터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다른 도면이다.

도 12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하는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
다.

도 13은 일반적인 로우 억세스 명령 또는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데이터가 출력되기까지의 각각의 레이턴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SDRAM:Synchronous DRAM)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포스티드(posted) 카스
(CAS) 레이턴시(latency) 기능을 가지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와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 2 -



등록특허 10-0304705

 
일반적으로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클락 신호에 동기되어 독출 또는 기입 동작이 제어된다. 
도 13은 로우(Row) 억세스(Access) 명령(Commamnd) 또는 칼럼(Column) 억세스(Access) 명령(Commamnd)의 
인가로부터 데이터가 출력되기 까지의 각각의 레이턴시(Latency)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먼저, 로우 억세스 명령이 인가된 후, 첫 번째 데이터가 출력되는 시점까지의 외부 클락 신호의 클락수를 라스(RAS) 
레이턴시 RL라 한다. 그리고 칼럼 억세스 명령이 인가된 후, 첫 번째 데이터가 출력되는 시점까지의 외부 클락 신호의 
클락수를 카스(CAS) 레이턴시 CL라 한다. 그리고 로우 억세스 명령이 인가된 후로부터, 동일한 뱅크에 대한 칼럼 억
세스 명령이 인가되기까지의 외부 클락 신호의 클락수를 라스-카스 레이턴시 RCD라 한다. 따라서, RCD, RL, CL사이
에는 [수학식 1]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수학식 1
RL=RCD+CL

그리고, 특정의 외부 클락 신호의 주파수에서 라스 레이턴시의 최소값을 RLmin이라 하면, 상기 RL은 [수학식 2]를 만
족하여야 한다.

수학식 2
RL≥ RLmin

그리고 계속하여, 특정의 외부 클락 신호의 주파수에서 카스 레이턴시의 최소값을 CLmin이라 하고, RCDmin을 [수학
식 3]과 같이 정의하자.

수학식 3
RCDmin=RLmin-CLmin

그런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RCD < RCDmin인 경우 즉,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에서도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다시 설명하면, RCD < RCDmi
n인 경우에도 제품의 사양인 RL ≥ RLmin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에서 RL ≥ RLmin
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카스 레이턴시 CL이 [수학식 4]를 만족하여야 한다.

수학식 4
CL CLmin + (RCDmin-RCD)

종래 기술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는 RCDmin-RCD ＜0의 사양을 지켜야 했으므로 모드 레지스터 세트(Mo
de Register Set, 이하 MRS라 함) 명령으로 상기 최소 카스 레이턴시 CLmin을 보장하는 CL을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
했다. 그러나 포스티드 카스 상황에서는 [수학식 4]에서 RCDmin-RCD 값과 CLmin을 별도로 알고 있어야 각각 카스 
명령(칼럼 어드레스 명령 포함)은 적절한 지연시간 및 데이터 패스의 레이턴시를 제어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포스티드 카스 명령의 수행이 가능한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데이터 출력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은 행과 열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지는 뱅크와, 상기 뱅크의 열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를 포함하며,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동기식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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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언급된 포스티드 카스 상황에서 카스 명령의 적절한 지연 수단을 
구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tRCDmin-tRCD의 값을 결정하는 방안과 그결과 만큼 카스 명령을 메모리 내부에서 
지연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발명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뱅크의 열을 선택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입
력하는 칼럼 어드레스 입력단; 상기 칼럼 어드레스 입력단과 상기 칼럼 디코더 사이에서, 상기 칼럼 어드레스를 소정의 
지연클락수 만큼 지연시키도록 하는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 및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
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락수를 RLmin이라 하고,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
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락수를 CLmin이라 할 때,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 RCD에 연동하여, 상기 
RCD와 상기 (RLmin-CLmin)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제1 지연클락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쉬프트 레지스터로 제
공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지연클락수는 상기 RCD와 상기 (RLmin-CLmin)의 차이의 크기에 응답하여, 외
부에서 프로그래밍하거나, 내부에서 결정된다. 특별히 내부에서 결정될 시에는 소정의 카운터부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카운터부는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를 RCD와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센스 앰프가 인에이블
되는 시점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 RSE를 감지하여, 상기 RCD와 상기 RSE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제1 
지연클락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지연클락수는 상기 RCD와 상기 RS
E의 차이에 응답하여 결정된다.
    

    
상기와 같은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은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은 (RLmin-CLmin)을 상기 동기식 반도
체 메모리 장치의 외부에서 입력하는 단계; 상기 RCD와 상기(RLmin-CLmin)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RCD가 (RLmi
n-CLmin)보다 작으면,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소요되는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
인 카스 레이턴시를 (RLmin-RCD)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RCD가 (RLmin-CLmin) 이상이면, 상기 카스 레이턴
시를 CLmin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은 RCD를 감지하는 단계; RSE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RCD와 상기 RSE를 비
교하는 단계; 상기 RCD가 상기 RSE보다 작고 그 차이가 소정의 기준 클락수 이상이면,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
로부터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소요되는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인 카스 레이턴시를 (RLmin-RCD)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RCD가 상기 RSE 이상이거나 그 차이가 상기 기준 클락수보다 작으면, 상기 카스 레이턴시를 CLmin로 결정하
는 단계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제어 방법은 상기 RCDmin-RCD 값을 외부에서 프로그래밍하여, 내부 카스 명령의 지연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방식에서 외부 RCD를 감지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에 의하여,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별도의 M
RS 명령없이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와 통상적인 카스 레이턴시 동작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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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여,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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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적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출력에 관련되는 구성 요소 및 데이터 출력 동작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다수개의 뱅크들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뱅크들 각각은 행과 열에 배열되
는 다수개의 메모리 셀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하나의 뱅크속에 포함되는 다수 개의 메모리 셀들 중에서 특정한 메모리 
셀을 선택하기 위하여, 행을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 및 열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를 포함한다. 그리고 로우 디코더를 통
하여 선택되는 행의 메모리 셀의 데이터는 비트라인쌍으로 출력된다. 그리고 출력되는 데이터는 센스 앰프를 통하여 증
폭된다. 그리고 선택되는 열에 대응하는 비트라인쌍의 증폭된 데이터는 전송 스위치를 통하여 데이터 입출력선으로 출
력된다. 이때 전송 스위치는 칼럼 디코더를 통하여 입력되는 디코딩된 칼럼 어드레스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턴온된다. 
입출력선으로 출력된 데이터는 출력 버퍼를 통하여 외부로 출력된다.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출력 동작은 외부에
서 입력되는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제어된다.
    

제1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 기능을 가지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락도로서, 본 발명과 관련되는 요소들이 도시된다. 도 1을 참조하면,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
모리 장치는 칼럼 어드레스 입력단(N102),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103), 칼럼 디코더(109), 카운터부(115) 및 뱅크
(105)를 포함한다.

    
뱅크(105)는 행과 열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메모리 셀들로 구성되면, 본 명세서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의 뱅크 만이 도
시된다. 칼럼 디코더(107)는 뱅크(105)의 열을 선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칼럼 어드레스 입력단(N102)은 뱅크(10
5)의 열을 선택하는 칼럼 어드레스(CA)를 수신한다.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103)은 칼럼 어드레스 입력단(N102)를 
통하여 입력되는 칼럼 어드레스(CA)를 지연클락수(TD1) 만큼 지연하여 칼럼 디코더(109)에 제공한다. 여기서, 지연
클락수(TD1)는 [수학식 5]를 만족한다.
    

수학식 5
TD1 = (RLmin-CLmin)-RCD

여기서, RLmin은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클락 신호(CLK)의 최소 
클락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CLmin은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클락 신
호(CLK)의 최소 클락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RCD는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칼럼 억세
스 명령의 인가까지의 클락 신호(CLK)의 클락수를 나타낸다.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103)는 구체적으로 다수개의 레지스터들(103a, 103b, 103c)과 먹서(103x)를 구비한다. 상
기 레지스터들(103a, 103b, 103c)은 직렬로 연결되며, 클락 신호(CLK)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칼럼 어드레스(CA)를 
순차적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칼럼 어드레스(CA)는 상기 클락 신호(CLK)의 1 클락마다 다음의 레지스터로 전송된다. 
상기 먹서(103x)는 상기 칼럼 어드레스 입력단(N102)과 상기 레지스터들(103a, 103b, 103c)의 출력 신호들을 입력 
신호들로 하며, 카운터부(115)에서 출력되는 제1 지연클락 제어신호(DRCD)에 응답하여 선택되는 하나의 신호를 칼
럼 디코더(109)에 제공한다.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103)에 포함되는 레지스터의 수는 확장될 수 있으나, 본 명세서
에서는 대표적으로 3개의 레지스터만을 도시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레지스터들(103a, 103b, 
103c)는 D 플립-플럽이다.
    

카운터부(115)는 상기 RCD를 감지하여, 상기 RCD와 상기 (RLmin-CLmin)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제1 지연
클락 제어신호(DRCD)를 상기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103)의 먹서(103x)로 제공한다. 상기 (RLmin-CLmin)의 값
은 MRS를 통하여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외부에서 입력될 수 있다. 카운터부(115)의 자세한 구성 및 동작은, 
후술되는 도 2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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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어
하는 센스 앰프(107), 제2 쉬프트 레지스터부(111) 및 버퍼(113)을 더 구비한다.

센스 앰프(107)는 비트라인쌍으로 출력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증폭한다.

제2 쉬프트 레지스터부(111)는 메모리 셀의 출력 데이터를 상기 CLmin만큼 지연하여 버퍼(113)으로 제공한다. 제2 
쉬프트 레지스트부(111)는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103)과 거의 동일한 구성 및 작용 효과를 가지므로, 본 명세서에서
는 구체적인 기술이 생략된다. 다만, 먹서(111x)는 상기 CLmin에 의하여 제어된다.

    
버퍼(113)는 제2 지연클락 제어신호(PTRST)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쉬프트 레지스터부(111)의 출력 신호(N112)를 
지연클락수(TD1) 만큼의 지연으로 버퍼링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버퍼(11
3)를 제어하는 제2 지연클락 제어신호(PTRST)를 발생하는 버퍼 제어부(117)를 더 구비한다. 버퍼 제어부(117)의 
자세한 구성 및 동작은, 후술되는 도 3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앤드 게이트(119)는 도 2와 관련하여 후술되
는 카운팅 정지 신호(QRCDZE)에 의하여 인에이블되어 클락 신호(CLK)에 응답하여 칼럼 제어 신호(PCDEN)를 발생
한다. 칼럼 제어 신호(PCDEN)는 궁극적으로 칼럼 디코더(109)를 제어한다.
    

도 2는 도 1의 카운터부(115)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이를 참조하면, 카운터부(115)는 다운 카운터(20
1), 레지스터(203), 클락 제어부(205), 논리부(207) 및 RCD 측정부(209)를 구비한다.

    
다운 카운터(201)는 상기 (RLmin-CLmin)의 값인 RCDmin을 입력하며, 상기 클락 제어부(205)의 출력 신호인 제1 
클락 제어 신호(CKCON1)에 응답하여 상기 RCDmin에서 1씩 감소하는 값을 가지는 출력 신호(QRCD)를 발생한다. 
레지스터(203)는 다운 카운터(201)의 출력 신호(QRCD)를 논리부(207)의 출력 신호인 제2 클락 제어 신호(CKCON
2)에 응답하여 저장하여, 그 출력 신호인 제1 지연 클락 제어신호(DRCD)를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103, 도 1 참조)
에 제공한다.
    

    
클락 제어부(205)는 로우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인에이블되어, 클락 신호(CLK)에 응답하는 제1 클락 제어 신
호(CKCON1)를 다운 카운터(201)에 제공한다. 클락 제어부(205)는 다운 카운터(201)의 출력 신호(QRCD)의 값이 
0이 될 때 디스에이블된다. 바람직하기로는 클락 제어부(205)는 인버터(205a)와 논리곱 게이트(205b)로 구성된다. 
인버터(205a)는 다운 카운터(201)의 출력 신호(QRCD)의 값이 '0'이 될 때, '하이'로 활성하는 카운팅 정지 신호(QR
CDZE)를 반전한다. 그리고 앤드 게이트(205b)는 로우 억세스 신호(PR), 클락 신호(CLK) 및 인버터(205a)의 출력 
신호(N206)를 논리곱하여 제1 클락 제어 신호(CKCON1)을 발생한다. 여기서, 로우 억세스 신호(PR)는 로우 억세스 
명령이 발생하면, '하이'로 활성하는 신호이다. 따라서, 제1 클락 제어 신호(CKCON1)는 로우 억세스 명령이 발생한 후, 
클락 신호(CLK)에 응답한다. 그러나, 제1 클락 제어 신호(CKCON1)는 다운 카운터(201)의 출력 신호(QRCD)가 '0'
이 된 후에는 '로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다시 로우 억세스 명령이 발생하면, 리셋 제어부(211)의 출력 신호(PRSET)가 활성되고 다운 카운터(201)는 
리셋된다. 그리고 제1 클락 제어 신호(CKCON1)는 다시 클락 신호(CLK)에 응답한다.

RCD 측정부(209)는 로우 억세스 신호(PR)과 칼럼 억세스 신호(PC)를 입력하여 RCD 측정 신호(RCDET)를 논리부
(207)에 발생한다. 여기서, 칼럼 억세스 신호(PC)는 칼럼 억세스 명령이 발생하면, '하이'로 활성하는 신호이다. RCD 
측정 신호(RCDET)는 로우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활성하고 칼럼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디스에이블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RCD 측정부(209)는 2개의 인버터들(209a, 209d)과 2개의 낸드 게이트(209b, 209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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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인버터(209a)는 칼럼 억세스 신호(PC)를 반전시킨다. 그리고 2개의 낸드 게이트(209b, 209c)는 각각 로
우 억세스 신호(PR)과 인버터(209a)의 출력 신호를 하나의 입력 신호로 하며, 서로 크로스 커플(cross-couple)된다. 
그리고 인버터(209d)는 낸드 게이트(209b)의 출력 신호를 반전하여 RCD 측정 신호(RCDET)를 발생한다. 따라서 R
CD 측정 신호(RCDET)는 로우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활성하고 칼럼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디스에이블
된다.
    

논리부(207)는 제1 클락 제어 신호(CKCON1)와 RCD 측정 신호(RCDET)를 논리합하여, 그 출력 신호인 제2 클락 제
어 신호(CKCON2)를 레지스터(203)의 클락단에 제공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논리부(207)는 노아 게이트로 구현된다.

도 2에 도시된 카운부(115)는 RCDmin, 로우 억세스 신호(PR), 칼럼 억세스 신호(PC), 클락 신호(CLK)를 입력하여 
(RCDmin-RCD)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제1 지연클락 제어신호(DRCD)를 발생한다. 여기서, (RCDmin-RCD)이 '0'
보다 작은 값인 경우에는, 제1 지연클락 제어신호(DRCD)는 상기 (RCDmin-RCD)가 '0'인 경우의 정보와 동일한 정
보를 지닌다.

도 3은 도 1의 버퍼 제어부(117)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이를 참조하면, 버퍼 제어부(117)는 제1 레지스
터부(301) 및 제2 레지스터부(303)를 구비한다.

    
제1 레지스터부(301)는 클락 신호(CLK)에 응답하여, 칼럼 억세스 신호(PC)를 지연클락수(TD1)만큼 지연하여 출력
한다. 제1 레지스터부(301)는 클락 신호(CLK) 대신에 내부 클락 신호(PCLK)에 응답할 수도 있다. 여기서 내부 클락 
신호(PCLK)는 클락 신호(CLK)의 상승 단부에 응답하여 발생하는 신호이다. 제1 레지스터부(301)는 도 1의 제1 쉬
프트 레지스터(101)와 거의 동일한 구성 및 작용효과를 가진다. 다만, 제1 쉬프트 레지스터(103)는 칼럼 어드레스(C
A)를 지연클락수(TD1) 만큼 지연시키는 반면에, 제1 레지스터부(301)는 칼럼 억세스 신호(PC)를 지연클락수(TD1) 
만큼 지연시키는 것에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제2 레지스터부(303)는 클락 신호(CLK)에 응답하여, 제1 레지스터(301)의 출력 신호(N302)를 지연클락수(CLmin)
만큼 지연하여 출력한다. 제2 레지스터부(303)는 도 1의 제2 쉬프트 레지스터부(111)와 거의 동일한 구성 및 작용효
과를 가진다. 다만, 제2 쉬프트 레지스터부(111)는 메모리 셀의 출력 데이터를 상기 CLmin만큼 지연시키는 반면에, 
제2 레지스터부(303)는 제1 레지스터부(301)의 출력 신호(N302)를 CLmin 만큼 지연시키는 것에 차이점이 있을 뿐
이다.

도 4는 포스티드 카스 명령에서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중요 단자의 타이밍도이다. 도 4에서 
RCDmin은 4이고, CLmin은 4이며, RCD가 2이다. 이와 같이, RCD가 RCDmin보다 작은 경우에는 카스 레이턴시 CL이 
6으로 변경되어 적절히 데이터 출력 동작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도 5는 통상적인 카스 명령에서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중요 단자의 타이밍도이다. 도 4에서 
RCDmin은 4이고, CLmin은 4이며, RCD가 6이다. 이와 같이, RCD가 RCDmin보다 큰 경우에는 카스 레이턴시 CL이 
CLmin인 4로 되어 카스 레이턴시의 손실없이 적절히 데이터 출력 동작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도 6은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하는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
다. 이를 참조하여,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RCDmin이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외부에서 입력된다(601단계). 그리고 RCD가 측정된다(603단계). RCD가 RCDmin과 비교된다(607). 그리고 RCD가 
RCDmin보다 작으면, CL은 (RLmin-RCD)로 결정된다(609). RCD가 RCDmin 이상이면, CL은 CLmin으로 결정된다
(611).
    

제2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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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 기능을 가지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블락도로서, 본 발명과 관련되는 요소들이 도시된다. 그리고 도 7의 제2 실시예에서 도 1의 제1 실시예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호들은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한다. 도 7에 도시된 제2 실시예는 도 1의 제1 실시예와 거의 
동일한 구성 및 작용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제2 실시예의 구성 및 작용 효과가 
제 1실시예와 구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된다. 도 7의 제2 실시예는 제1 지연클락 제어신호(DRCD)를 발생하는 
카운터부(715)에서 도 1의 카운터부(115)와 차이점을 지닌다.
    

    
카운터부(715)는 RCD와 RSE를 감지하여, RCD와 RSE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제1 지연클락 제어신호(DRCD)
를 상기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603)의 먹서(603x)로 제공한다. 물론 상기 제1 지연클락 제어신호가 외부로부터 직
접적으로 MRS 드으이 수단을 거쳐 인가되는 것도 하나의 구현 방업이 된다. 여기서 RSE는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
부터 센스 앰프(607)가 인에이블되는 시점까지의 클락 신호(CLK)의 클락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RSE는 동기식 반도
체 장치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칼럼 어드레스(CA)가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603)에 의하여 지연되는 지연클락수(TD2)는 지연클락수(TD2)
는 [수학식 6]을 만족한다.

수학식 6
TD2 = RSE-RCD

카운터부(715)의 자세한 구성 및 동작은, 후술되는 도 8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도 8은 도 7의 카운터부(715)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카운터부(715)는 제1 카운팅 회로
(801), 제2 카운팅 회로(803) 및 감산부(805)를 구비한다.

제1 카운팅 회로(801)는 RSE를 카운팅하여 제1 클락수(CNT1)를 발생하고, 제2 카운팅 회로(803)는 RCD를 카운팅
하여 제2 클락수(CNT2)를 발생한다. 감산기(805)는 제2 클락수(CNT2)에서 제1 클락수(CNT1)를 감산하여 제1 지
연클락 제어신호(DRCD)를 발생한다. 그러나 제2 클락수(CNT2)가 제1 클락수(CNT1)보다 작은 경우에, 제1 지연클
락 제어신호(DRCD)는 '0'의 정보를 가진다.

    
제1 카운팅 회로(801)는 구체적으로 논리 래치부와 카운터(801c)를 구비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논리 래치
부는 낸드 게이트들(801a, 801b)로 구현된다. 낸드 게이트들(801a, 801b)은 로우 감지 신호(/PRD)와 센스 앰프 감
지 신호(/PRCD)를 각각 하나의 입력 신호로 한다. 그리고 낸드 게이트들(801a, 801b)은 서로 크로스 커플된다. 여기
서, 로우 감지 신호(/PRD)는 로우 억세스 신호(PR)의 상승 천이에 응답하는 펄스로 발생하는 신호이다. 그리고 센스 
앰프 감지 신호(/PRCD)는 센스 앰프(707, 도 7 참조)의 인에이블을 지시하는 센스 앰프 인에이블 신호(PSE)의 상승 
천이에 응답하여 펄스로 발생하는 신호이다. 따라서 논리 래치부의 출력 신호(N801)는 로우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
하여 활성하며, 상기 센스 앰프 인에이블 신호(PSE)의 활성에 의하여 비활성한다.
    

그리고 카운터(801c)는 논리 래치부(801a, 801b)의 출력 신호(N801)의 활성 구간에서 인에이블되어, 활성 구간에
서 발생하는 클락 신호(CLK)의 클락수를 카운팅하여 제1 클락수(CNT1)을 감산기(805)에 제공한다. 따라서, 상기 제
1 클락수(CNT1)는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센스 앰프(607)가 인에이블되는 시점까지의 클락 신호(CLK)의 
클락수 RSE가 된다.

    
제2 카운팅 회로(803)는 구체적으로 논리 래치부와 카운터(803c)를 구비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논리 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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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낸드 게이트들(803a, 803b)로 구현된다. 낸드 게이트들(803a, 803b)은 로우 감지 신호(/PRD)와 칼럼 감지 신
호(/PCD)를 각각 하나의 입력 신호로 한다. 그리고 낸드 게이트들(803a, 803b)은 서로 크로스 커플된다. 여기서, 칼
럼 감지 신호(/PCD)는 칼럼 억세스 신호(PC)의 상승 천이에 응답하는 펄스로 발생하는 신호이다. 따라서 논리 래치부
의 출력 신호(N803)는 로우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활성하며, 칼럼 억세스 신호(PC)의 활성에 의하여 비활성한
다.
    

그리고 카운터(803c)는 논리 래치부(803a, 803b)의 출력 신호(N803)의 활성 구간에서 인에이블되어, 활성 구간에
서 발생하는 클락 신호(CLK)의 클락수를 카운팅하여 제2 클락수(CNT2)을 감산기(805)에 제공한다. 따라서, 상기 제
2 클락수(CNT2)는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까지의 클락 신호(
CLK)의 클락수 RCD가 된다.

도 8의 제1 감지 신호 발생부(807)는 로우 억세스 신호(PR) 또는 칼럼 억세스 신호(PC)에 응답하여, 로우 감지 신호
(/PRD) 또는 칼럼 감지 신호(/PCD)를 발생하는 회로로서, 그 구체적인 구성은 도 9와 관련되어 기술된다. 도 8의 제
2 감지 신호 발생부(809)는 센스 앰프 인에이블 신호(PSE)에 응답하여, 센스 앰프 감지 신호(/PRCD)를 발생하는 회
로로서, 그 구체적인 구성은 도 10과 관련되어 기술된다.

도 9는 도 8의 제1 감지 신호 발생부(807)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로우 감지 신호(/PR
D) 또는 칼럼 감지 신호(/PCD)는 로우 억세스 신호(PR) 또는 칼럼 억세스 신호(PC)에 응답하여, 펄스로 발생되는 신
호이다.

    
도 10은 도 8의 제2 감지 신호 발생부(809)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센스 앰프 감지 신
호(/PRCD)는 센스 앰프 인에이블 신호(PSE)에 응답하여, 펄스로 발생되는 신호이다. 그러나 센스 앰프 감지 신호(/P
RCD)의 센스 앰프 인에이블 신호(PSE)에 대한 응답은 지연부(1001)에 의한 지연시간(TDEL)을 가진다. 바람직하기
로는, 지연시간(TDEL)은 칼럼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서부터 비트 라인쌍의 데이터를 입출력선으로 전송하는 전공 스위
치가 '턴온'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지연시간(TDEL)은 기준 클락수(T1)의 클락 신호(CLK)가 발생하는 시
간이다.
    

도 11은 도 7의 카운터부(715)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다른 도면이다. 도 11의 카운터부(715)는 논리부(1101) 및 
카운터(1103)을 구비한다.

    
논리부(1101)는 구체적으로 3개의 낸드 게이트들(1101a, 1101b, 1101c)을 포함한다. 낸드 게이트(1101a)는 로우 
억세스 명령과 칼럼 억세스 명령에 의하여 발생하면, 활성하는 출력 신호(N1101)을 발생한다. 그리고 낸드 게이트들
(1101b, 1101c)은 각각 낸드 게이트(1101a)의 출력 신호(N1101)과 센스 앰프 감지 신호(/PRCD)를 각각 하나의 
입력 신호로 한다. 그리고 낸드 게이트들(1101b, 1101c)은 서로 크로스 커플된다. 따라서, 논리부(1101)의 출력 신
호(N1102)는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응답하여 활성하고, 센스 앰프 인에이블 신호(PSE)에 응답하여 비활성
한다.
    

카운터(1103)는 논리부(1101)의 출력 신호(N1102)의 활성 구간에서 발생하는 클락 신호(PCLK)의 클락수를 카운
팅한다.

    
도 12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이용하는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
다. 이를 참조하여,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RCD와 RSE가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내부에서 측정된다(1203단계). 그리고 RCD가 RSE와 비교된다(1205단계). RCD가 RSE보다 작고 그 차이가 기준 클
락수(T1) 이상이면, 카스 레이턴시(CL)는 (RLmin-RCD)로 결정된다(1207단계). RCD가 RSE 이상이거나 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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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 클락수(T1)보다 작으면, 카스 레이턴시(CL)는 CLmin로 결정된다(1209단계).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RCDmin을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외부에서 MRS등
을 통하여 입력하고, RCD를 RCDmin과 비교하며, 그 결과에 따라 카스 레이턴시(CL)을 조절한다. 반면에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자체적으로 RCD와 RSE를 측정하고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카스 레이턴시(CL)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제1 실시예와 차이점을 지닌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
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에 의하여,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포스티드 
카스 레이턴시와 통상적인 카스 레이턴시 동작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행과 열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지는 뱅크와, 상기 뱅크의 열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를 포함하며, 클락 신
호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뱅크의 열을 선택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칼럼 어드레스 입력단;

상기 칼럼 어드레스 입력단과 상기 칼럼 디코더 사이에서, 상기 칼럼 어드레스를 소정의 지연클락수 만큼 지연시키도록 
하는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 및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락수를 RLmi
n이라 하고,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
락수를 CLmin이라 할 때,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까
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 RCD를 감지하여, 상기 RCD와 상기 (RLmin-CLmin)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제
1 지연클락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쉬프트 레지스터로 제공하는 카운터부를 구비하며,
    

상기 지연클락수는 상기 RCD와 상기 (RLmin-CLmin)의 차이의 크기에 응답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는

매주기의 상기 클락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칼럼 어드레스를 계속적으로 전송하며 직렬로 연결되는 다수개의 레지스터
들; 및

상기 RCD와 상기 (RLmin-CLmin)의 차이에 응답하여, 상기 레지스터들의 출력 신호들 중에서 하나의 신호를 선택적
으로 상기 칼럼 디코더에 공급하는 먹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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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들은

D 플립-플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부는

상기 (RLmin-CLmin)의 값을 상기 클락 신호에 응답하여 1씩 감소시키는 다운 카운터;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이 발생하고 나서,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이 발생할 때의 상기 다운 카운터의 출력값 또는 0의 값
을 가지는 상기 다운 카운터의 출력값으로 저장되는 출력값의 정보를 가지는 제1 지연클락 제어신호(DRCD)를 상기 제
1 쉬프트 레지스터부로 제공하는 레지스터;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인에이블되어 상기 클락 신호에 응답하는 제1 클락 제어 신호를 상기 다운 카
운터로 제공하고, 상기 다운 카운터의 출력값이 0이 될 때 디스에이블되는 클락 제어부; 및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인에이블되어 상기 제1 클락 제어 신호에 응답하는 제2 클락 제어 신호를 상기 
레지스터로 제공하고,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디스에이블되는 논리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활성하고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디스에이블되는 출력 신호를 
상기 논리부에 제공하는 RCD 측정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메모리 셀의 출력 데이터를 상기 CLmin만큼 지연시키는 제2 쉬프트 레지스터부;

소정의 제2 지연 클락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쉬프트 레지스터부의 출력 신호를 상기 지연클락수 만큼의 지연
으로 버퍼링하는 버퍼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버퍼를 제어하는 제2 지연클락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버퍼 제
어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버퍼 제어부는

매주기의 상기 클락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을 상기 지연클락수 만큼 지연하여 출력하는 제1 레지스터
부; 및

매주기의 상기 클락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레지스터부의 출력 신호를 상기 CLmin만큼 지연하여 상기 버퍼를 제어
하는 제2 지연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2 레지스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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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행과 열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지는 뱅크와, 상기 뱅크의 열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와, 선택되는 상기 메
모리 셀로부터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비트라인쌍과, 상기 비트라인의 데이터를 증폭하는 센스 앰프를 포함하며, 클락 신
호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뱅크를 선택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칼럼 어드레스 입력단;

상기 칼럼 어드레스 입력단과 상기 칼럼 디코더 사이에서, 상기 칼럼 어드레스를 소정의 지연클락수 만큼 지연시키도록 
하는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 및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를 RC
D와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센스 앰프가 인에이블되는 시점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 RSE값
이 정해져 있을 때, 상기 RCD와 상기 RSE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제1 지연클락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쉬프트 레
지스터부로 제공하는 카운터부를 구비하며,

상기 지연클락수는 상기 RCD와 상기 RSE의 차이에 응답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쉬프트 레지스터부는

매주기의 상기 클락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칼럼 어드레스를 계속적으로 전송하며 직렬로 연결되는 다수개의 레지스터
들; 및

상기 RCD와 상기 RSE의 차이에 응답하여, 상기 레지스터들의 출력 신호들 중에서 하나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상기 칼
럼 디코더에 공급하는 먹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들은

D 플립-플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부는

RSE를 카운팅하여 제1 클락수를 발생하는 제1 카운팅 회로;

RCD를 카운팅하여 제2 클락수를 발생하는 제2 카운팅 회로; 및

상기 제2 클락수에서 상기 제1 클락수를 감산하여 제3 클락수를 계산하며, 상기 제3 클락수가 음의 값일 때에는 0으로 
하는 감산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카운팅 회로는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활성하며, 상기 센스 앰프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에 의하여 비활성하는 출력 신
호를 발생하는 논리 래치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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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논리 래치부의 출력 신호의 활성 구간에서 인에이블되어, 상기 활성 구간에서 발생하는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
를 카운팅하여 상기 제1 클락수를 발생하는 카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카운팅 회로는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활성하며,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의하여 비활성하는 출력 신호를 발
생하는 논리 래치부; 및

상기 논리 래치부의 출력 신호의 활성 구간에서 인에이블되어, 상기 활성 구간에서 발생하는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
를 카운팅하여 상기 제2 클락수를 발생하는 카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부는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발생에 응답하여 활성하고, 상기 센스 앰프를 인에이블시키는 센스 앰프 인에이블 신호에 응
답하여 비활성하는 출력 신호를 발생하는 논리부; 및

상기 논리부의 출력 신호의 활성 구간에서 발생하는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를 카운팅하는 카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칼럼 억세스 명령이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락수를 CLmi
n라 할 때, 상기 메모리 셀의 출력 데이터를 상기 CLmin만큼 지연시키는 제2 쉬프트 레지스터부;

소정의 제2 지연클락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쉬프트 레지스터부의 출력 신호를 소정의 지연클락수 만큼의 지연
으로 버퍼링하는 버퍼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15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상기 버퍼를 제어하는 제2 지연클락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버퍼 
제어부를 더 구비하며,

상기 버퍼 제어부는

매주기의 상기 클락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을 상기 제1 지연 클락수 만큼 지연하여 출력하는 제1 레
지스터부; 및

매주기의 상기 클락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레지스터부의 출력 신호를 상기 지연클락수 만큼 지연하여 상기 버퍼를 
제어하는 제2 지연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2 레지스터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연클락 신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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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적절한 수단에 의해서 직접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행과 열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지는 뱅크를 포함하며, 선택되는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칼럼 억세스 
명령으로부터 소정의 카스 레이턴시가 경과된 후의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독출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
서,

상기 카스 레이턴시는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에 의
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행과 열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뱅크를 가지며, 선택되는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출력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락수를 RLmi
n이라 하고,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
락수를 CLmin이라 하고,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칼럼 억세스 명
령의 인가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를 RCD라 할 때,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소요되는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인 카스 레이턴시는

RCD가 (RLmin-CLmin)보다 작은 경우에는 (RLmin-RCD)로 결정되며,

RCD가 (RLmin-CLmin)이상인 경우에는 CLmin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RLmin-CLmin)는

상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외부에서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행과 열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지는 뱅크와, 상기 뱅크의 열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와, 선택되는 상기 메
모리 셀로부터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비트라인쌍과, 상기 비트라인쌍의 데이터를 증폭하는 센스 앰프를 포함하며,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락수를 RLmi
n이라 하고,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
락수를 CLmin이라 하고,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칼럼 억세스 명
령의 인가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를 RCD라하고,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센스 앰프가 인에
이블되는 시점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 RSE라고 할 때,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소요되는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인 카스 레이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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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CD와 상기 RSE의 크기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2.

제21 항에 있어서, 상기 카스 레이턴시는

상기 RCD가 상기 RSE보다 작고 그 차이가 소정의 기준 클락수 이상이면, (RLmin-RCD)로 결정되며,

상기 RCD가 상기 RSE 이상이거나 그 차이가 상기 기준 클락수 이하이면, 상기 CLmin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3.

행과 열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뱅크를 가지며,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선택되는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에 있어서,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락수를 RLmi
n이라 하고,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
락수를 CLmin이라 할 때, 상기 (RLmin-CLmin)을 상기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외부에서 입력하는 단계;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동일한 뱅크에 대하여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를 RCD라 할 때, 상기 RCD와 상기(RLmin-CLmin)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RCD가 (RLmin-CLmin)보다 작으면,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소요되는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인 카스 레이턴시를 (RLmin-RCD)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RCD가 (RLmin-CLmin) 이상이면, 상기 카스 레이턴시를 CLmin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

청구항 24.

행과 열에 배열되는 다수개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뱅크를 가지고, 로우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클락 신호의 최소 클락수를 RLmin이고,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되는데 필요한 상기 클락 신호의 최소 클락수를 CLmin이며, 상기 클락 신호에 동기하여 선택되는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에 있어서,

로우 억세스 명령이 인가로부터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 RCD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로우 억세스 명령이 인가로부터 상기 센스 앰프가 인에이블되는 시점까지의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 RSE를 감지
하는 단계;

상기 RCD와 상기 RSE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RCD가 상기 RSE보다 작고 그 차이가 소정의 기준 클락수 이상이면, 상기 칼럼 억세스 명령의 인가로부터 데이터
가 출력되는데 소요되는 상기 클락 신호의 클락수인 카스 레이턴시를 (RLmin-RCD)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RCD가 상기 RSE 이상이거나 그 차이가 상기 기준 클락수보다 작으면, 상기 카스 레이턴시를 CLmin로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카스 레이턴시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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