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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수신부와; 소정 어드레스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디코딩하여, 소정 제 1 주기로 레벨천이
되는 주기신호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디코더와; 상기 데이터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인에
이블되며, 상기 주기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의 지연구간을 제어하는 지연제어신호와,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를 출
력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1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제 1 지연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1 지연부와;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2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제 2 지연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2 지
연부와; 상기 지연제어신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지연부에 의한 제 1 지연구간과 상기 제 2 지연부에 의한 제 2
지연구간을 조절하는 지연제어부와; 상기 제 1 지연데이터와 제 2 지연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
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혼합비에 따라 상기 제 1 지연데이터와 제 2 지연데이터의 위상을 혼합하는 위상혼합기를 포함
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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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수신부와;
소정 어드레스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디코딩하여, 소정 제 1 주기로 레벨천이되는 주기신호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데
이터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디코더와;
상기 데이터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며, 상기 주기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의 지연구간을 제어하는 지연제어
신호와,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1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제 1 지연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1 지연부와;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2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제 2 지연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2 지연부와;
상기 지연제어신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지연부에 의한 제 1 지연구간과 상기 제 2 지연부에 의한 제 2 지연구간
을 조절하는 지연제어부와;
상기 제 1 지연데이터와 제 2 지연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혼합비에
따라 상기 제 1 지연데이터와 제 2 지연데이터의 위상을 혼합하는 위상혼합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스트로브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로브신호를 수신하는 제 2 수신부와;
상기 제 2 수신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스트로브신호를 소정 구간만큼 지연시켜 지연 스트로브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
연부와;
상기 제 3 지연부로부터 출력되는 지연 스트로브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위상혼합기의 출력신호를 래치하는 래치부를 더 포
함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제 1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는 데이터 트레이닝 회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주기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주기의 정수배인 제 2 주기로 레벨천이되는 상기 지연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 1 신
호생성부와;
상기 주기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신호생성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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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리셋신호와 상기 데이터 선택신호를 논리연산하여 제 2 리셋신호를 생성하는 논리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
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생성부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플립플롭은 상기 제 2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고, 상기 주기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신호를 입
력받아 상기 주기신호의 인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받은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플립플롭은 각 플립플롭이 직렬로 연결된 제 1군의 플립플롭과, 각 플립플롭이 직렬로 연결된 제 2군의 플립
플롭을 포함하되,
상기 제 1군의 직렬로 연결된 플립플롭 중 첫 플립플롭은 상기 제 1 군의 마지막 플립플롭의 출력신호의 반전신호를 피드
백하여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플롭은 D-플립플롭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9.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생성부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플립플롭은, 상기 제 2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며, 상기 주기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신호를 입
력받아 상기 주기신호의 인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받은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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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생성부의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 중 첫 플립플롭은 마지막 플립플롭의 출력신호를 피드백하여 입
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플롭은 D-플립플롭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13.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부는 상기 제 1 리셋신호와 상기 데이터 선택신호를 논리곱연산하여 상기 제 2 리셋신호를 생성하는 데이터 트
레이닝회로.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제어부는 소정 비트의 신호를 출력하되, 상기 지연제어신호의 매 주기마다 상기 소정 비트의 신호의 모든 비트를
한 자리씩 이동시키는 쉬프트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소정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며, 상기 초기화시 상기 소정 비트의 신호의 최하위의 두 비트
가 '1'로 초기화되고 그외 나머지 비트는 '0'으로 초기화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소정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며, 상기 초기화시 상기 소정 비트의 신호의 최하위의 두 비트
가 '0'으로 초기화되고 그외 나머지 비트는 '1'로 초기화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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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플립플롭은 소정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며, 상기 주기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주기신호의 인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받은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플롭은 D-플립플롭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20.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부는 상기 지연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소정 비트의 신호 중 일부 비트를 입력받고, 상기 제 2 지연부는 상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입력받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부는 상기 지연제어부로부터의 각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복수의
전달소자와;
상기 복수의 전달소자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각각 지연시키는 복수의 지연소자를 포함하되,
상기 복수의 지연소자는 서로 직렬로 연결된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전달소자는 상기 지연제어부로부터의 어느 한 신호와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의 데이터를 논리연산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제 1 논리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지연소자는 직렬로 연결된 타지연소자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 1 논리소자의 출력신호를 논리연산하여 그 결과
를 출력하는 제 2 논리소자와, 상기 제 2 논리소자의 출력신호와 소정 전압신호를 논리연산하는 제 3 논리소자를 포함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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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내지 제 3 논리소자는 부정논리곱 연산을 수행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24.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지연부는 상기 지연제어부로부터의 각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복수의
전달소자와;
상기 복수의 전달소자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각각 지연시키는 복수의 지연소자를 포함하되,
상기 복수의 지연소자는 서로 직렬로 연결된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전달소자는 상기 지연제어부로부터의 어느 한 신호와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의 데이터를 논리연산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제 1 논리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지연소자는 직렬로 연결된 타지연소자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 1 논리소자의 출력신호를 논리연산하여 그 결과
를 출력하는 제 2 논리소자와, 상기 제 2 논리소자의 출력신호와 소정 전압신호를 논리연산하는 제 3 논리소자를 포함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3 논리소자는 부정논리곱 연산을 수행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2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혼합기는
상기 각각의 위상혼합제어신호의 인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지연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제 1 군의 복수의 버퍼와;
상기 각각의 위상혼합제어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지연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제 2 군의 복수의 버퍼를 포
함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군의 복수의 버퍼는 서로 병렬로 접속되고, 상기 제 2군의 복수의 버퍼도 서로 병렬로 접속되는 데이터 트레이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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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군 및 제 2 군의 복수의 버퍼는 트리스테이트 버퍼(tri-state buffer)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3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에 입력되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는 EMRS(extended mode register set) 코드 신호이고, 상기 디코더는
EMRS 디코더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31.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수신부와;
데이터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며, 소정 주기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의 지연구간을 제어하는 지연제어신호
와,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1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제 1 지연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1 지연부와;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2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제 2 지연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2 지연부와;
상기 지연제어신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지연부와 제 2 지연부의 지연동작을 제어하는 쉬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제 1 지연데이터와 제 2 지연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혼합비에
따라 상기 제 1 지연데이터와 제 2 지연데이터의 위상을 혼합하는 위상혼합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3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주기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주기신호의 주기보다 더 큰 주기로 레벨천이되는 상기 지연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 1 신
호생성부와;
상기 주기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신호생성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
이닝회로.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생성부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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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플립플롭은 상기 주기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주기신호의 인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받은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플립플롭은 각 플립플롭이 직렬로 연결된 제 1군의 플립플롭과, 각 플립플롭이 직렬로 연결된 제 2군의 플립
플롭을 포함하되,
상기 제 1군의 직렬로 연결된 플립플롭 중 첫 플립플롭은 상기 제 1 군의 마지막 플립플롭의 출력신호의 반전신호를 피드
백하여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36.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생성부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플립플롭은 상기 주기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주기신호의 인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받은 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생성부의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 중 첫 플립플롭은 마지막 플립플롭의 출력신호를 피드백하여 입
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39.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소정 비트의 신호를 출력하되, 상기 지연제어신호의 매 주기마다 상기 소정 비트의 신호의 모든
비트를 한 자리씩 이동시키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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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소정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며, 상기 초기화시 상기 소정 비트의 신호의 최하위의 두 비트
가 '1'로 초기화되고 그외 나머지 비트는 '0'으로 초기화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41.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소정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며, 상기 초기화시 상기 소정 비트의 신호의 최하위의 두 비트
가 '0'으로 초기화되고 그외 나머지 비트는 '1'로 초기화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42.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43.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부는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로부터 출력되는 소정 비트의 신호 중 일부 비트를 입력받고, 상기 제 2 지연부는
상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입력받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부는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로부터의 각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복
수의 전달소자와;
상기 복수의 전달소자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각각 지연시키는 복수의 지연소자를 포함하되,
상기 복수의 지연소자는 서로 직렬로 연결된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45.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지연부는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로부터의 각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복
수의 전달소자와;
상기 복수의 전달소자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각각 지연시키는 복수의 지연소자를 포함하되,
상기 복수의 지연소자는 서로 직렬로 연결된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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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6.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혼합기는
상기 각각의 위상혼합제어신호의 인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지연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제 1 군의 복수의 버퍼와;
상기 각각의 위상혼합제어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지연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제 2 군의 복수의 버퍼를 포
함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군의 복수의 버퍼는 서로 병렬로 접속되고, 상기 제 2군의 복수의 버퍼도 서로 병렬로 접속되는 데이터 트레이닝
회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 트레이닝회로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장치에서 칩셋과 메모리 장치 간의 데이터 채
널, 메모리 장치 내부의 신호 루트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데이터 스큐(skew)에도 불구하고 클럭(데이터 스트로브신
호)에 대한 데이터의 셋업타임과 홀드타임을 최적화하여 조절 및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장치는 소정 입력 데이터를 인가받아 그 셋업/홀드 타임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는 입력되는 각각의 데이터마다 별도로 구비되어 있어 클럭에 대한 각 데이터의 셋업 타임과
홀드타임이 적정 범위에 위치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데이터 트레이닝이라 함은 데이터와 클럭(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간의 셋업타임과 홀드타임을 조절 및 제어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종래의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데이터(Din)를 소정 기준전압(vref)과 비교하
여 CMOS 레벨로 버퍼링하는 데이터 수신부(10)와, 데이터 수신부(1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소정 지연구간만큼 지연
시켜 출력하는 지연부(15)와, 데이터 스트로브신호(DQS)를 소정 기준전압(vref)과 비교하여 CMOS 레벨로 버퍼링하는 스
트로브 수신부(20)와, 스트로브 수신부(20)로부터 출력되는 스트로브신호를 소정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출력하는 지연
부(25)와, 지연부(25)로부터 출력되는 지연스트로브 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지연부(15)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래치하
는 래치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종래 반도체 장치에서는 상기 지연부(15)와 지연부(25)의 지연구간을 적절히 조절하
여 데이터의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을 조절하였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종래의 데이터 트레이닝회로에서는 데이터 핀으로부터 입력되는 각 데이터에 대하여 셋업타임/홀드
타임을 아무리 정확하게 맞추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장치가 고속동작을 하게 되거나 각 데이터 채널에 스큐(skew)
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셋업타임/홀드타임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반도체 장치에서는 칩셋과 메모리 장치 간의 데이터 채널, 메모리 장치 내부의 신호 루트 및 와이어 본딩 등에 의해 데이터
스큐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경우 클럭(또는 데이터 스트로브신호)과 데이터 간의 타이밍 마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장치가 고속화됨에 따라 칩셋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의 셋업타임/홀드타임은 그 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반도체
장치의 고속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데이터의 셋업타임과 홀드타임을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 도 1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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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는 상기와 같은 요인에 대처하여 데이터의 타이밍을 적절히 능동적으로 조절
및 제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리 데이터의 셋업/홀드 타임을 적정범위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언급한 요
인에 의한 데이터와 클럭 간 타이밍 틀어짐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데이터의 셋업/홀드 타임과 관련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반도체 장치에서 칩셋과 메모리 장치 간의 데이터 채널, 메모리 장치 내부
의 신호 루트 및 와이어 본딩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데이터 스큐에도 불구하고 클럭에 대한 데이터의 셋업타임과 홀
드타임을 최적화하여 조절 및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수신부와; 소정 어드레스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디코딩하여, 소정 제 1 주기로 레벨천이되는 주기신호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디코더와;
상기 데이터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며, 상기 주기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의 지연구간을 제어하는 지연제어
신호와,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1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제 1 지연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1 지연부와;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2 지연구간만큼 지연
시켜 제 2 지연데이터를 출력하는 제 2 지연부와; 상기 지연제어신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지연부에 의한 제 1 지
연구간과 상기 제 2 지연부에 의한 제 2 지연구간을 조절하는 지연제어부와; 상기 제 1 지연데이터와 제 2 지연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혼합비에 따라 상기 제 1 지연데이터와 제 2 지연데이
터의 위상을 혼합하는 위상혼합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는 상기 데이터를 스트로브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로브신호를 수신하는 제 2 수신부와;
상기 제 2 수신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스트로브신호를 소정 구간만큼 지연시켜 지연 스트로브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
연부와; 상기 제 3 지연부로부터 출력되는 지연 스트로브신호에 동기하여 상기 위상혼합기의 출력신호를 래치하는 래치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어부는 제 1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주기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주기의 정수배인 제 2 주기로 레벨천이되는 상기 지연제
어신호를 생성하는 제 1 신호생성부와; 상기 주기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신호생
성부와; 상기 제 1 리셋신호와 상기 데이터 선택신호를 논리연산하여 제 2 리셋신호를 생성하는 논리부를 포함하여 구성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 1 신호생성부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각각의 플립플롭은 상기
제 2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고, 상기 주기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주기신호의 인에이
블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받은 신호를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복수의 플립플롭은 각 플립플롭이 직렬로 연결된 제 1군의 플립플롭과, 각 플립플롭이 직렬로 연결된
제 2군의 플립플롭을 포함하되, 상기 제 1군의 직렬로 연결된 플립플롭 중 첫 플립플롭은 상기 제 1 군의 마지막 플립플롭
의 출력신호의 반전신호를 피드백하여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 2 신호생성부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각각의 플립플롭은, 상
기 제 2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며, 상기 주기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주기신호의 인
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받은 신호를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 2 신호생성부의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 중 첫 플립플롭은 마지막 플립플롭의 출력신호를 피
드백하여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논리부는 상기 제 1 리셋신호와 상기 데이터 선택신호를 논리곱연산하여 상기 제 2 리셋신호를 생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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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상기 지연제어부는 소정 비트의 신호를 출력하되, 상기 지연제어신호의 매 주기마다 상기 소정 비트의 신호
의 모든 비트를 한 자리씩 이동시키는 쉬프트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소정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며, 상기 초기화시 상기 소정 비트의 신호의 최
하위의 두 비트가 '1'로 초기화되고 그외 나머지 비트는 '0'으로 초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소정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며, 상기 초기화시 상기 소정 비트의 신호의 최
하위의 두 비트가 '0'으로 초기화되고 그외 나머지 비트는 '1'로 초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각각의 플립플롭은 소정
리셋신호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며, 상기 주기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주기신호의 인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받은 신호를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플립플롭은 D-플립플롭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 1 지연부는 상기 지연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소정 비트의 신호 중 일부 비트를 입력받고, 상기 제 2
지연부는 상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입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 1 지연부는 상기 지연제어부로부터의 각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의 데이터를 전달
하는 복수의 전달소자와; 상기 복수의 전달소자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각각 지연시키는 복수의 지연소자를 포함하되,
상기 복수의 지연소자는 서로 직렬로 연결된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 2 지연부는 상기 지연제어부로부터의 각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수신부로부터의 데이터를 전달
하는 복수의 전달소자와; 상기 복수의 전달소자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각각 지연시키는 복수의 지연소자를 포함하되,
상기 복수의 지연소자는 서로 직렬로 연결된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위상혼합기는 상기 각각의 위상혼합제어신호의 인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지연데이터를 버퍼링하
는 제 1 군의 복수의 버퍼와; 상기 각각의 위상혼합제어신호의 디스에이블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지연데이터를 버퍼링하
는 제 2 군의 복수의 버퍼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 1 군의 복수의 버퍼는 서로 병렬로 접속되고, 상기 제 2군의 복수의 버퍼도 서로 병렬로 접속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제 1군 및 제 2 군의 복수의 버퍼는 트리스테이트 버퍼(tri-state buffer)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디코더에 입력되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는 EMRS(extended mode register set) 코드 신호이고, 상기 디
코더는 EMRS 디코더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들 실시예는 단지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권리 보호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이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한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는 데이터(Din)를 수신하는 데이터 수신부(110)와; 소정
어드레스신호(address)를 입력받아 이를 디코딩하여, 소정 제 1 주기로 레벨천이되는 주기신호(data_tran)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 선택신호(sel<0>)를 출력하는 EMRS 디코더(120, EMRS decoder)와; 상기 데이터 선택신호
(sel<0>)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며, 상기 주기신호(data_tran)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Din)의 지연구간을 제어하는 지연
제어신호(shift_left)와,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en<1:6>)를 출력하는 제어부(130)와; 상기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1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1)를 출력하는 지연부(150)와;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2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2)를 출력하는 지연부(160)와; 상기 지연제어신호(shift_
left)의 입력에 응답하여, 지연부(150)에 의한 제 1 지연구간과 지연부(160)에 의한 제 2 지연구간을 조절하는 지연제어부
(140)와; 상기 지연데이터(IN1)와 지연데이터(IN2)를 입력받고, 상기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en<1:6>)의 조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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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혼합비에 따라 지연데이터(IN1)와 지연데이터(IN2)의 위상을 혼합하는 위상혼합기(170)와; 데이터를 스트로브
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로브신호(DQS)를 수신하는 스트로브 수신부(180)와; 스트로브 수신부(18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
터 스트로브신호(DQS)를 소정 구간만큼 지연시켜 지연 스트로브신호(DQS_d)를 출력하는 지연부(190)와; 지연부(190)로
부터 출력되는 지연 스트로브신호(DQS_d)에 동기하여 위상혼합기(170)의 출력신호를 래치하는 래치부(2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의 동작을 도 2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핀을 통하여 입력된 데이터(Din)는 데이터수신부(110)에 입력된다.
데이터 수신부(110)는 입력된 데이터(Din)를 소정의 기준전압(vref)과 비교하여 CMOS 레벨로 버퍼링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EMRS 디코더(120)는 소정 어드레스신호(address)를 입력받아 이를 디코딩하여, 소정 제 1 주기로 레벨천이되는
주기신호(data_tran)와,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 선택신호(sel<0>), 및 리셋신호(reset)를 출력한다. 여기서, 어드
레스신호(address)로는 EMRS(extended mode register set) 코드 신호를 사용하며, EMRS 디코더(120)로는 종래부터
사용되던 EMRS 디코더를 사용할 수 있다. 리셋신호(reset)는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를 초기화시키기 위
한 신호로서 사용된다. 그리고, 주기신호(data_tran)는 소정 주기마다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되는 신호이다. 데이터 선택신
호(sel<0>)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신호로서, 가령 32비트의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그 중 <0>번 비트 데이터를 선택
하기 위한 신호이다. 도 2에 도시된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는 입력 데이터의 전체 비트 중 <0>번 비트 데이터의 셋업타임/홀
드타임을 제어하는 회로이며, 실제 메모리 장치 내에는 이러한 회로가 입력 데이터의 비트 수만큼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어부(130)는 EMRS 디코더(12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선택신호(sel<0>)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어 동작하
며, 주기신호(data_tran)에 응답하여 데이터(Din)의 지연구간을 제어하는 지연제어신호(shift_left)와 복수의 위상혼합제
어신호(en<1:6>)를 출력한다. 도 3을 참조하여 제어부(130)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논리부(131)는 데이터 선택신호(sel<0>)와 리셋신호(reset)를 입력받아 이를 논리곱연산
하여 리셋신호(reset1)를 출력한다. 여기서, 리셋신호(reset1)는 데이터 선택신호(sel<0>)와 리셋신호(reset)가 모두 하
이레벨로 인에이블되면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된다. 따라서, <0>번 비트 데이터의 셋업타임/홀드타임을 조절하기 위한 데
이터 선택신호(sel<0>)가 인에이블됨과 동시에 회로의 초기화를 위한 리셋신호(reset)가 인에이블되면 리셋신호(reset1)
가 인에이블된다. 리셋신호(reset1)는 이하에서 설명될 지연제어신호(shift_left)를 생성하는 제 1 신호생성부(132)와, 위
상혼합제어신호(en<1:6>)를 생성하는 제 2 신호생성부(133) 및 지연제어부(140)를 초기화시키는 신호로서 사용된다.
제 1 신호생성부(132)는 주기신호(data_tran)에 응답하여 지연제어신호(shift_left)를 생성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신호생성부(132)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D11~D16)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플립플롭(D11~16)은
D-플립플롭으로서, 리셋신호(reset1)가 하이레벨로 입력되면 그 출력신호(Q)를 로우레벨로 초기화시키고, 주기신호
(data_tran)의 하강에지(falling edge)에서 (D)입력단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유지하고 있다가 주기신호(data_tran)
의 상승에지(rising edge)에서 상기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단(Q)으로 출력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군의 플립
플롭(D11~D13)과 제 2군의 플립플롭(D14~D16)은 서로 직렬로 접속되며, 제 1군의 플립플롭(D11~D13) 중 플립플롭
(D11)은 플립플롭(D13)의 출력신호(Q)의 반전신호를 피드백하여 입력받는다.
제 1 신호생성부(132)의 동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리셋신호(reset1)가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되면 플립플
롭(D11~D16)은 초기화되므로, 각각의 출력신호는 모두 로우레벨로 초기화되고 지연제어신호(shift_left)도 로우레벨로
초기화된다. 이 때, 플립플롭(D11)은 플립플롭(D13)으로부터 하이레벨의 신호를 입력받아 유지하고, 플립플롭
(D12~D16)은 각각 이전 플롭플롭으로부터 로우레벨의 신호를 입력받아 유지한다.
다음으로, 주기신호(data_tran)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첫번째로 인에이블되면, 플립플롭(D11)은 하이레벨을 출력하
고 플립플롭(D12~D16)은 로우레벨을 출력한다. 이어서, 주기신호(data_tran)가 하이레벨에서 로우레벨로 천이되면, 플
립플롭(D11,D12)은 하이레벨의 신호를 입력받아 유지하고, 플립플롭(D13~D16)은 각각 이전 플롭플롭으로부터 로우레벨
의 신호를 입력받아 유지한다. 다음으로, 주기신호(data_tran)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두번째로 인에이블되면, 플립
플롭(D11, D12)은 하이레벨을 출력하고 플립플롭(D13~D16)은 로우레벨을 출력한다.
이와 같이 하여, 주기신호(data_tran)의 여섯번째 상승에지에 이르면, 플립플롭(D11~D13)은 로우레벨을 출력하고 플립
플롭(D14~D16)은 하이레벨을 출력하므로, 지연제어신호(shift_left)는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된다. 마찬가지로, 주기신호
(data_tran)의 아홉번째 상승에지에 이르면, 플립플롭(D11~D13)은 하이레벨을 출력하고 플립플롭(D14~D16)은 로우레
벨을 출력하므로, 지연제어신호(shift_left)는 로우레벨로 천이된다. 그리고, 주기신호(data_tran)의 12번째 상승에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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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플립플롭(D11~D13)은 로우레벨을 출력하고 플립플롭(D14~D16)은 하이레벨을 출력하므로, 지연제어신호(shift_
left)는 하이레벨로 다시 인에이블된다. 그 이후에는 상기와 같은 동작이 계속 반복된다. 결국, 지연제어신호(shift_left)는
주기신호(data_tran)의 여섯 주기마다 한번씩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되고 로우레벨로 디스에이블되는 신호가 된다.
다음으로, 도 2에서 지연제어부(140)는 지연제어신호(shift_left)의 입력에 응답하여, 지연부(150)에 의한 제 1 지연구간
과 지연부(160)에 의한 제 2 지연구간을 조절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연제어부(140)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
립플롭(D31~D36)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플립플롭(D31~D36)은 D-플립플롭으로서 상술한 플립플롭(D11~D16)
와 그 기본동작은 동일하다. 다만, 플립플롭(D31, D32)는 리셋신호(reset1)가 하이레벨로 입력되면 그 출력신호(Q)를 하
이레벨로 초기화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플립플롭들과 차이가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립플롭(D31~D36)은 서로
직렬로 접속되며, 플립플롭(D31)은 플립플롭(D36)의 출력신호(Q)를 피드백하여 입력받는다.
지연제어부(140)의 동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리셋신호(reset1)가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되면 플립플롭
(D17~D22)은 초기화되므로, 신호(D<1:2>)는 하이레벨로 초기화되고 신호(D<3:6>)는 로우레벨로 초기화된다. 이 때, 플
립플롭(D31, D34~D36)은 로우레벨의 신호를 입력받아 유지하고, 플립플롭(D32~D33)은 하이레벨의 신호를 입력받아 유
지한다.
다음으로, 지연제어신호(shift_left)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첫번째로 인에이블되면, 플립플롭(D31, D34~D36)의 출
력(D<1>, D<4:6>)은 로우레벨이 되고 플립플롭(D32~D33)의 출력(D<2:3>)는 하이레벨이 된다. 이어서, 지연제어신호
(shift_left)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두번째로 인에이블되면, 플립플롭(D31, D32, D35~D36)의 출력(D<1:2>,
D<5:6>)은 로우레벨이 되고 플립플롭(D33~D34)의 출력(D<3:4>)는 하이레벨이 된다. 이와 같이, 6비트의 신호(D<1:6>)
를 D<1>을 최하위비트로하고 D<6>를 최상위비트로 하여 순차적으로 나타낼 때, 상기 지연제어부(140)는 지연제어신호
(shift_left)의 매 주기마다 비트신호(D<1:6>)의 모든 비트를 한 자리씩 이동시키는 쉬프트 레지스터의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 2에서 초기동작시에는 신호(D<1>)와 신호(D<2>)가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되고, 이후 지연제어신호(shift_
left)의 첫번째 상승에지에서는 신호(D<2>)와 신호(D<3>)가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되고, 지연제어신호(shift_left)의 두번
째 상승에지에서는 신호(D<3>)와 신호(D<4>)가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된다. 그리고, 지연제어신호(shift_left)의 세번째 상
승에지에서는 신호(D<4>)와 신호(D<5>)가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되고, 지연제어신호(shift_left)의 4번째 상승에지에서는
신호(D<5>)와 신호(D<6>)가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되며, 이후 리셋신호(reset1)가 입력되면 다시 초기상태로 리셋된다.
표 1은 지연제어신호(shift_left)의 레벨천이에 따른 신호(D<1:6>)의 출력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shift_left
초기
1st
2nd
3rd
4th

D<6>
0
0
0
0
1

D<5>
0
0
0
1
1

D<4>
0
0
1
1
0

D<3>
0
1
1
0
0

D<2>
1
1
0
0
0

D<1>
1
0
0
0
0

한편, 도 2에서 지연제어부(140)의 제어를 받는 지연부(15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1 지연
구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1)를 출력하되, 상기 제 1 지연구간은 지연제어부(14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D<1>,
D<3>, D<5>) 중 인에이블된 어느 하나의 신호에 의하여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지연제어부(140)의 제어를 받는 지연부
(16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제 2 지연구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2)를 출력하되, 상기
제 2 지연구간은 지연제어부(14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D<2>, D<4>, D<6>) 중 인에이블된 어느 하나의 신호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지연부(150)는 지연제어부(140)로부터의 각 신호(D<1>, D<3>, D<5>)와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의 데이터를
부정논리곱연산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낸드게이트(ND11~ND13)와, 상기 낸드게이트(ND11~ND13)로부터 각각 입력
되는 데이터를 각각 지연시키되 서로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지연소자(151~153)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각각의 지연소
자(151~153)는 직렬로 연결된 타지연소자의 출력신호(또는 소정 전압신호)와 낸드게이트(ND11~ND13)의 출력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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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논리곱연산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낸드게이트(ND21)와, 낸드게이트(ND21)의 출력신호와 소정 전압신호(VDD)를
부정논리곱연산하는 낸드게이트(ND22)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지연부(160)는 지연제어부(140)로부터의 각 신호
(D<2>, D<4>, D<6>)와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의 데이터를 부정논리곱연산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낸드게이트
(ND14~ND16)과, 상기 낸드게이트(ND14~ND16)로부터 각각 입력되는 데이터를 각각 지연시키되 서로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지연소자(161~163)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각각의 지연소자(161~163)는 직렬로 연결된 타지연소자의 출력신
호와 낸드게이트(ND14~ND16)의 출력신호를 부정논리곱연산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낸드게이트(ND31)와, 낸드게이
트(ND31)의 출력신호와 소정 전압신호(VDD)를 부정논리곱연산하는 낸드게이트(ND32)를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초기동작시에는 신호(D<1>)와 신호(D<2>)만 하이레벨이 되므로, 낸드게이트(ND13)에 입력된 데이터
는 지연소자(153)에 의해 결정되는 지연구간만큼 지연되어 지연데이터(IN1)로서 출력되고, 낸드게이트(ND16)에 입력된
데이터는 지연소자(163) 및 지연소자(164)에 의해 결정되는 지연구간만큼 지연되어 지연데이터(IN2)로서 출력된다. 따라
서, 이 때에는 지연데이터(IN2)가 지연데이터(IN1)보다 지연소자(164)에 의한 지연구간만큼 더 지연되어 출력된다. 이어
서, 지연제어신호(shift_left)가 첫번째로 인에이블되면 신호(D<2>)와 신호(D<3>)만 하이레벨이 된다. 따라서, 이 때에는
지연데이터(IN1)은 지연소자(152)로부터 지연소자(153)에까지 걸쳐있는 지연성분에 의한 지연구간만큼 지연된 데이터가
되므로, 지연데이터(IN1)가 지연데이터(IN2)보다 소정 지연구간만큼 더 지연되어 출력된다. 이와 같이, 비트신호
(D<1:6>)의 모든 비트가 지연제어신호(shifte_left)의 매 주기마다 한 자리씩 이동됨에 따라, 지연부(150)와 지연부(160)
의 지연구간이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지연제어부(140)의 출력신호(D<1:2>)가 하이레벨로 초기화되고 출력신호(D<3:6>)는 로우레벨로 초
기화되도록 구성하였으나, 실시예에 따라서는 출력신호(D<1:2>)가 로우레벨로 초기화되고 출력신호(D<3:6>)는 하이레
벨로 초기화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한편, 도 3의 제어부(130)에서, 제 2 신호생성부(133)는 주기신호(data_tran)에 응답하여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
(en<1:6>)를 생성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 신호생성부(133)는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 플립플롭(D17~D22)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플립플롭(D17~22)도 D-플립플롭으로서, 리셋신호(reset1)가 하이레벨로 입력되면 그 출력
신호(Q)를 로우레벨로 초기화시키고, 주기신호(data_tran)의 하강에지에서 (D)입력단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유지
하고 있다가 주기신호(data_tran)의 상승에지에서 상기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단(Q)으로 출력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립플롭(D17~D22)은 서로 직렬로 접속되며, 플립플롭(D17)은 플립플롭(D22)의 출력신호(Q)의 반전신호를 입력
받는다.
제 2 신호생성부(133)의 동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리셋신호(reset1)가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되면 플립플롭
(D17~D22)은 초기화되므로, 각각의 출력신호는 모두 로우레벨로 초기화되고, 그 반전신호인 위상혼합제어신호
(en<1:6>)는 모두 하이레벨로 초기화된다. 이 때, 플립플롭(D17)은 플립플롭(D22)으로부터 하이레벨의 신호를 입력받아
유지하고, 플립플롭(D18~D22)은 각각 이전 플롭플롭으로부터 로우레벨의 신호를 입력받아 유지한다.
다음으로, 주기신호(data_tran)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첫번째로 인에이블되면, 플립플롭(D17)은 하이레벨을 출력하
고 플립플롭(D18~D22)은 로우레벨을 출력하므로, 위상혼합제어신호(en<1>)는 로우레벨로 천이되고 위상혼합제어신호
(en<2:6>)는 계속 하이레벨을 유지한다. 이어서, 주기신호(data_tran)가 하이레벨에서 로우레벨로 천이되면, 플립플롭
(D17,D18)은 하이레벨의 신호를 입력받아 유지하고, 플립플롭(D19~D22)은 각각 이전 플롭플롭으로부터 로우레벨의 신
호를 입력받아 유지한다.
다음으로, 주기신호(data_tran)가 로우레벨에서 하이레벨로 두번째로 인에이블되면, 플립플롭(D17, D18)은 하이레벨을
출력하고 플립플롭(D19~D22)은 로우레벨을 출력하므로, 위상혼합제어신호(en<1:2>)는 로우레벨이 되고 위상혼합제어
신호(en<3:6>)는 하이레벨이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주기신호(data_tran)가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될 때마다 위상혼합제어신호(en<3>), 위상혼합제어신호
(en<4>), 위상혼합제어신호(en<5>), 위상혼합제어신호(en<6>)가 순차적으로 로우레벨로 천이되며, 주기신호(data_
tran)의 6번째 상승에지에 이르면 위상혼합제어신호(en<1:6>)는 모두 로우레벨이 된다.
그리고, 주기신호(data_tran)의 7번째 상승에지에서는 위상혼합제어신호(en<1>)가 하이레벨로 천이되며, 이후 주기신호
(data_tran)가 하이레벨로 인에이블될 때마다 위상혼합제어신호(en<2>), 위상혼합제어신호(en<3>), 위상혼합제어신호
(en<4>), 위상혼합제어신호(en<5>), 위상혼합제어신호(en<6>)가 순차적으로 하이레벨로 천이되며, 주기신호(dat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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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의 12번째 상승에지에 이르면 위상혼합제어신호(en<1:6>)는 모두 하이레벨이 된다. 결국, 위상혼합제어신호
(en<1:6>)는 주기신호(data_tran)의 12주기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레벨 천이를 반복한다. 표 2는 주기신호
(data_tran)의 각 상승에지에서의 위상혼합제어신호(en<1:6>)의 출력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data_tran
초기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11th
12th

en<1>
H
L
L
L
L
L
L
H
H
H
H
H
H

en<2>
H
H
L
L
L
L
L
L
H
H
H
H
H

en<3>
H
H
H
L
L
L
L
L
L
H
H
H
H

en<4>
H
H
H
H
L
L
L
L
L
L
H
H
H

en<5>
H
H
H
H
H
L
L
L
L
L
L
H
H

en<6>
H
H
H
H
H
H
L
L
L
L
L
L
H

다음으로, 도 2에서 위상혼합기(170, phase mixer)는 복수의 위상혼합제어신호(en<1:6>)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혼합
비에 따라 지연데이터(IN1)와 지연데이터(IN2)의 위상을 혼합하는데, 구체적인 동작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상혼합기(170)는 각각의 위상혼합제어신호(en<1:6>)의 인에이블에 응답하여 지연데이터
(IN1)를 버퍼링하는 제 1 군의 복수의 트리스테이트 버퍼(TSI1~TSI6)와; 각각의 위상혼합제어신호(en<1:6>)의 디스에
이블에 응답하여 지연데이터(IN2)를 버퍼링하는 제 2 군의 복수의 트리스테이트 버퍼(TSI7~TSI12)를 포함한다.
위상혼합기(170)는 위상혼합제어신호(en<1:6>)에 의하여 턴온되는 트리스테이트 버퍼의 개수에 의하여 지연데이터
(IN1)와 지연데이터(IN2)의 위상을 혼합하여 출력신호(OUT)를 내보낸다. 즉, 출력신호(OUT)는 제 1 군과 제 2군에서 턴
온되는 트리스테이트 버퍼의 개수에 따라 그 위상이 혼합됨으로써, 도 6a에 도시된 신호(OUT1) 내지 신호(OUT6) 중 어
느 하나 또는 도 6b에 도시된 신호(OUT11) 내지 신호(OUT16) 중 어느 하나가 된다. 위상혼합기(170)의 동작을 초기동작
시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술한 바와 같이 리셋신호(reset1)가 하이레벨로 입력되는 초기동작시에는 지연제어부(140)의 출력신호 중 신호
(D<1>)와 신호(D<2>)만 하이레벨이 되므로, 지연부(15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지연소자(153)
에 의한 지연성분만큼만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1)로서 출력하며, 지연부(16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공급된 데이
터를 지연소자(163)와 지연소자(164)에 의한 지연성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2)로서 출력한다(도 6a 참조). 그리
고, 이 때 위상제어신호(en<1:6>)는 모두 하이레벨이 되어 트리스테이트 버퍼(TSI1~TSI6)만 턴온되므로 출력신호
(OUT)는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연데이터(IN1)와 그 위상이 동일한 신호(OUT1)와 같이 된다.
이어서, 주기신호(data_tran)의 첫번째 상승에지에서는 위상제어신호(en<1>)는 로우레벨이 되고 위상제어신호
(en<2:6>)는 모두 하이레벨이 되며, 이에 따라 트리스테이트 버퍼(TSI2~TSI6)와 트리스테이트 버퍼(TSI17)만 턴온되기
때문에 지연데이터(IN1)와 지연데이터(IN2)의 위상이 혼합되어 출력신호(OUT)는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OUT2)
와 같이 된다. 그리고, 이후 주기신호(data_tran)가 주기적으로 인에이블됨에 따라 출력신호(OUT)는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그 위상이 증가하게 된다.
이어서, 주기신호(data_tran)의 6번째 상승에지에 이르면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연제어신호(shift_left)가 첫번째로 하이레
벨로 인에이블된다. 이에 따라, 지연제어부(140)의 출력신호 중 신호(D<2>)와 신호(D<3>)만 하이레벨이 되므로, 지연부
(15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지연소자(152)로부터 지연소자(153)에까지 걸쳐있는 지연성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1)로서 출력하며, 지연부(16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여전히 지연소자

- 16 -

등록특허 10-0675898
(163)와 지연소자(164)에 의한 지연성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2)로서 출력한다. 따라서, 이 때부터는 도 6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지연데이터(IN1)가 지연데이터(IN2)보다 더 많이 지연된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이 때 위상제어신호
(en<1:6>)는 모두 로우레벨이 되어 트리스테이트 버퍼(TSI7~TSI12)만 턴온되므로 출력신호(OUT)는 도 6b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지연데이터(IN2)와 그 위상이 동일한 신호(OUT11)가 된다.
이어서, 주기신호(data_tran)의 7번째 상승에지에서는 위상제어신호(en<1>)는 하이레벨이 되고 위상제어신호(en<2:6>)
는 모두 로우레벨이 되며, 이에 따라 트리스테이트 버퍼(TSI8~TSI12)와 트리스테이트 버퍼(TSI1)만 턴온되기 때문에 지
연데이터(IN1)와 지연데이터(IN2)의 위상이 혼합되어 출력신호(OUT)는 신호(OUT12)와 같이 된다. 그리고, 이후 주기신
호(data_tran)가 주기적으로 인에이블됨에 따라 출력신호(OUT)는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그 위상이 증가
하게 된다.
이어서, 주기신호(data_tran)의 12번째 상승에지에 이르면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연제어신호(shift_left)가 두번째로 하이레
벨로 인에이블된다. 이에 따라, 지연제어부(140)의 출력신호 중 신호(D<3>)와 신호(D<4>)만 하이레벨이 되므로, 지연부
(15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지연소자(152)로부터 지연소자(153)에까지 걸쳐있는 지연성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1)로서 출력하며, 지연부(16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지연소자(162)로부
터 지연소자(164)에까지 걸쳐있는 지연성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2)로서 출력한다. 따라서, 이 때부터는 다시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연데이터(IN2)가 지연데이터(IN1)보다 더 많이 지연된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이 때 위상제어신
호(en<1:6>)는 다시 모두 하이레벨이 되어 트리스테이트 버퍼(TSI1~TSI6)만 턴온되므로 출력신호(OUT)는 도 6a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지연데이터(IN1)와 그 위상이 동일한 신호(OUT1)가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기신호(data_tran)가 주기
적으로 인에이블됨에 따라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출력신호(OUT)는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그
위상이 증가하게 된다.
주기신호(data_tran)의 18번째 상승에지에 이르면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연제어신호(shift_left)가 세번째로 하이레벨로 인
에이블된다. 이에 따라, 지연제어부(140)의 출력신호 중 신호(D<4>)와 신호(D<5>)만 하이레벨이 되므로, 지연부(15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지연소자(151)로부터 지연소자(153)에까지 걸쳐있는 지연성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1)로서 출력하며, 지연부(16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지연소자(162)로부터 지연소
자(164)에까지 걸쳐있는 지연성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2)로서 출력한다. 따라서, 이 때부터는 다시 도 6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지연데이터(IN1)가 지연데이터(IN2)보다 더 많이 지연된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주기신호(data_tran)가 주
기적으로 인에이블됨에 따라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출력신호(OUT)는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그 위상이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기신호(data_tran)의 24번째 상승에지에 이르면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연제어신호(shift_left)가 네번째로 하
이레벨로 인에이블된다. 이에 따라, 지연제어부(140)의 출력신호 중 신호(D<5>)와 신호(D<6>)만 하이레벨이 되므로, 지
연부(15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지연소자(151)로부터 지연소자(153)에까지 걸쳐있는 지연성분
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1)로서 출력하며, 지연부(160)는 데이터 수신부(110)로부터 공급된 데이터를 지연소자
(161)로부터 지연소자(164)에까지 걸쳐있는 지연성분만큼 지연시켜 지연데이터(IN2)로서 출력한다. 따라서, 이 때부터는
다시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연데이터(IN2)가 지연데이터(IN1)보다 더 많이 지연된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주기신호
(data_tran)가 주기적으로 인에이블됨에 따라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출력신호(OUT)는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그 위상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위상혼합기(17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OUT)는 주기신호(data_tran)가 주기적으로 인에이블됨에 따라 그
위상이 순차적으로 미세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다시 리셋신호(reset)가 EMRS 디코더
(120)로부터 입력되어 제어부(130)와 지연제어부(140)는 모두 다시 초기화된다.
한편, 도 2에서 스트로브수신부(110)는 메모리 장치에 입력된 데이터스트로브 신호(DQS)를 소정의 기준전압(vref)과 비
교하여 CMOS 레벨로 버퍼링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이렇게 버퍼링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는 지연부(190)에 의하여 소정
지연구간만큼 지연된 후 지연 스트로브신호(DQS_d)로서 래치부(200)로 입력된다. 그리고, 래치부(200)는 상기 지연 스트
로브신호(DQS_d)에 동기하여 위상혼합기(17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OUT)를 래치하여 출력한다.
반도체 장치에서는 상기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지연데이터(OUT) 중에서 데이터 셋업타임과 홀드타임이 가장 적
절한 것을 검출하여, 그 때의 지연값을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된 지연구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최적화된 지연구
간에 대응하는 파라미터들을 제어부(130)와 지연제어부(140)에 저장한다. 즉, 최적화된 상기 지연구간에 의거하여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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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어부(140)의 출력신호의 조합을 설정하여 저장함으로써, 지연부(150)와 지연부(160)에 의한 지연구간이 최적화되
게 한다. 이와 함께, 혼합제어신호(en<1:6>)의 조합도 상기 최적화된 지연구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제어부(130)
에 저장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는 데이터의 지연구간을 미세하게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도체 장치에서 칩셋과 메모리 장치 간의 데이터 채널, 메모리 장치
내부의 신호 루트 및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등에 의해 발생되는 데이터 스큐(skew)에도 불구하고 클럭에 대한 데이
터의 셋업타임과 홀드타임을 최적화하여 조절 및 제어할 수 있다. 도 7은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 회로에서 각
지연스텝에 대하여 데이터가 지연되는 양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르면 데이터의 지연
구간을 미세하게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최적의 지연구간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셋업타임과 홀드타임을 최적화
할 수 있다.
한편, 상기의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갯수만큼 메모리 장치 내에 설치되며, 입력되는 데이터 모두에 대
하여 각각의 데이터 셋업타임과 홀드타임이 최적화되면 데이터 트레이닝동작이 완료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는 반도체 장치에서 칩셋과 메모리 장치 간의 데이터 채널, 메
모리 장치 내부의 신호 루트 및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등에 의해 발생되는 데이터 스큐(skew)에도 불구하고 클럭에
대한 데이터의 셋업타임과 홀드타임을 최적화하여 조절 및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데이터 트레이닝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에 포함된 제어부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 회로에 포함된 지연제어부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 회로에 포함된 위상혼합기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6a와 도 6b는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회로에 포함된 위상혼합기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7은 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트레이닝 회로에서 각 지연스텝에 대하여 데이터가 지연되는 양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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