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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요약

고속동작을 제공하기 위해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갖는 멀티클럭 도메인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 및 그에 따른 클럭신
호 인가방법이 개시된다. 복수의 클럭 도메인을 적용하며 데이터 수신 파트에 적어도 하나의 클럭신호에 대한 딜레
이 록 루프를 구비한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에서의 클럭신호 인가방법은, 수신 클럭전환 파트에만 복수의 클럭신호
들을 직접적으로 인가하고 상기 수신 클럭전환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는 상기 딜레이 록 루프에서 출력되는
클럭신호를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는, 제2클럭신호를 설정된 양 만큼 위상딜레이 하
여 수신용 내부클럭을 출력클럭신호로서 생성하는 클럭수신 동기회로와; 데이터가 인가될 때 인가되는 제1클럭신
호와,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되는 상기 제2클럭신호에 연속적으로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와; 상기 데이터 입력부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의 상기 수신용 내
부클럭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입력처리부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9

색인어

클럭 도메인, 데이터 수신 파트, 딜레이 록 루프,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블록도

도 2는 도 1중 데이터 입력부의 동작 타이밍도

도 3은 송신용 딜레이 록 루프를 채용한 통상적인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블록도

도 4는 도 3의 송신용 딜레이 록 루프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출력동작의 타이밍도

도 5는 통상적인 더블 데이터 레이트 동기 랜덤 억세스 메모리의 장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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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5의 라이트 동작에 관한 동작타이밍도

도 7은 컨벤셔날 기술에 따라 수신용 딜레이 록 루프들을 채용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블록도

도 8은 도 7중 데이터 입력부의 동작타이밍도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신용 딜레이 록 루프들을 채용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블록도

도 10은 도 9중 데이터 입력부의 동작타이밍도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신용 딜레이 록 루프를 채용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신용 딜레이 록 루프를 채용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블록도

도 13은 본 발명에 적용가능한 딜레이 록 루프의 통상적인 블록도

도 14는 도 13에 따라 구현된 딜레이 록 루프의 일예도

도 15 내지 도 17은 본 발명에 따라 수신 클럭전환을 위해 클럭신호들을 분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도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 등과 같은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에 채용하기 적합한 데이
터 입력 처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갖는 멀티클럭 도메인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 및 그에 따른
클럭신호 인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CPU)의 동작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외부클럭에 동기하여 동
작되는 동기 다이나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이하"SDRAM")가 폭넓게 사용된다. 보다 빠른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2비
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라이트(write) 및 리드(read)할 수 있는 2비트 프리페치(pre-fetch)타입 SDRAM이 사용되
어 왔다. 2비트 프리페치 타입의 SDRAM의 경우에 보다 빠른 동작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클럭신호의 전송을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SDRAM을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클럭신호의 전송이 빠르게 될 때 클럭신호
들의 스피딩 업(speeding-up)에 대한 한계(limit)에 기인하여 클럭신호와 데이터 입력신호사이에서 타이밍 스큐
(skew)의 문제가 초래된다.

그러한 타이밍 스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 입력신호의 포획(capturing)이 데이터 스트로브(strobe)신
호에 의해 수행되고 클럭사이클이 데이터 입력사이클에 비해 더블(double)로 되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이하
"DDR")SDRAM이 제안되었다. DDR-SDRAM의 표준화 작업은 JEDEC(Joint Electronic Device Engineering
Council)에 의해 진척되어지고 있다.

상기 DDR-SDRAM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과 같은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에서, 메인 수신클럭인 클럭신
호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는 인가되는 데이터를 장치 내부로 입력하기 위한 클럭신호들로서 사용된다. 이와 같이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내에 복수의 클럭신호들이 인가되는 것을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멀티클럭 도메인"의 사
용이라고 하자. 멀티클럭 도메인(multi clock domain)을 사용하는 장치에서 동작클럭의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타
이밍 예산(timing budget)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한 타이밍 예산의 확보 테크닉 중의 하나는 위상동
기 루프(이하"PLL") 또는 딜레이 록 루프(이하"DLL")을 장치 내부에 사용하여 내부클럭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달성
된다. 위상동기 루프(phase locked loop) 혹은 딜레이 록 루프(delay locked loop)를 채용하는 경우에 하나의 클럭
신호에서 다른 하나의 클럭신호로 전환되는 이른 바, 수신 클럭전환 파트(clock conversion part)에서의 타이밍 마
진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한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블록도이다. 양방향 데이터 스토로브 기능을 가지는 시스템에서
제1 처리블록(100)은 제2 처리블록(200)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제공할 수 있고, 제2 처리블록
(200)은 제1 처리블록(100)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의 편의상 제2 처
리블록을(200)을 SDRAM에 채용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라고 하고, 제1 처리블록(100)을 CPU 또는 메모리 콘트
롤러라고 가정하자.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100)의 입출력 처리부(110)에서 제공되는 데이터(DATA)는 송신버퍼
(112)를 통해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200)내의 입력버퍼(202)에 인가되고, 상기 입출력 처리부(110)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송신버퍼(114)를 통해 입력버퍼(208)에 인가된다. 또한, 상기 입출력 처리부(110)에
서 제공되는 코멘드(CMD)는 송신버퍼(119)를 통해 입력버퍼(212)에 인가된다. 한편, 입력노드(N1)로부터 인가된
클럭신호(CLK)는 입력버퍼(210)에 인가된다. 멀티클럭 도메인의 사용이 일어나는 상기 수신 클럭전환 파트(CCP)
의 입력동작은 제1래치(204)와 제2래치(206)의 연결구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입력부(216)에 의해 수행된다. 즉,
상기 제1래치(204)는 상기 입력버퍼(202)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상기 입력버퍼(208)를 통해 클럭단에 수신된 데
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하고, 상기 제2래치(206)는 상기 제1래치(204)의 출력단(Q)을 통해 출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입력버퍼(210)를 통해 클럭단에 수신된 클럭신호(CLK)에 응답하여 래치하는 것이다. 결국, 상기 제
1래치(204)의 클럭 도메인으로서는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가 사용되고, 상기 제2래치(206)의 클럭 도메인으로
서는 상기 클럭신호가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수신 클럭전환 파트(CCP)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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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클럭전환 파트(CCP)에서의 타이밍 마진을 설명하기 위해 도 2를 참조한다. 도 2는 도 1중 데이터 입력부
(216)의 동작 타이밍도로서, 제1,2래치들(204,206)의 클럭단(CK) 및 입력단(D)에 나타나는 신호들의 타이밍을 도
시하고 있다. 도면을 참조하면, 입력버퍼(208)를 통해 인가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파형 A로서 주어질
때, 제1래치(204)의 출력단(Q)에는 상기 파형 A에 대하여 타임 구간 T1만큼 지연된 데이터 파형 B가 나타난다. 이
는 상기 데이터 파형 B가 송신 딜레이 록 루프(117)의 송신용 클럭에 동기하여 상기 입력버퍼(202)에 인가된 것이
기 때문이다. 한편, 상기 제2래치(206)에 인가되는 클럭신호는 파형 C와 같이 나타나고, 여기에는 데이터 입력 처리
장치(200)내에서의 상기 클럭신호의 경로(path)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경로 사이의 미스매치(mismatch)에 의한
타임 구간(T2)이 존재한다. 따라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클럭 신호사이의 타이밍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준
tDQSS는 도 1의 경우에 상기 클럭신호(CLK)의 1 주기에 대응되는 타임구간 tCC에서 상기 타임구간 T1과 T2를
합한 값을 뺀 값으로 주어진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사용하는 DDR-SDRAM의 경우에 상기 표준
tDQSS가 규정된 범위(range)내에 있도록, DQSSmin,max라는 타이밍 스펙(specification)이 정의되고 관리되어진
다.

여기서, 상기 도 2의 타임 구간 T1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송신용 딜레
이 록 루프(T_DLL)에 대한 기능이 이하에서 설명된다.

도 3은 송신용 딜레이 록 루프를 채용한 통상적인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블록도로서, 양방향(bidirectional)데
이터 스토로브 기능을 가지는 SDRAM의 경우를 보여준다. 도 4는 도 3의 송신용 딜레이 록 루프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출력동작의 타이밍도이다.

SDRAM(300)의 SDRAM 코어(310)에서 데이터 버스를 통해 데이터 출력회로(340)에 인가되는 출력 데이터는 외
부클럭(CLK)에 동기하여 출력되지 않고, 송신용 딜레이 록 루프(330)에서 발생되는 내부클럭(dll_clk)에 동기하여
출력단(P1)을 통해 출력된다. 왜냐하면, 도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상기 외부클럭(CLK)에 동기하여 데이터
(dout')가 출력되면 타임구간 td1 만큼의 스큐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상기 외부클럭(CLK)
에 대하여 타임구간 td1 만큼 앞선 새로운 클럭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상기 송신용 딜레이 록 루프(330)에서 발
생되는 내부클럭(dll_clk)이다. 그러므로 송신용 딜레이 록 루프(330)를 채용하여 상기 내부클럭(dll_clk)에 일치시
켜 데이터를 출력하면 데이터 출력회로(340)의 출력단에 제공되는 출력 데이터(dout)는 스큐없이 상기 외부클럭
(CLK)에 동기됨을 알 수 있다. 상기 내부클럭(dll_clk)은 상기 외부클럭(CLK)에 대하여 타임구간 td1 만큼 앞선 클
럭이지만, 실제로는 외부클럭(CLK)을 타임구간 td2 만큼 지연시켜 얻은 클럭이다. 결국, td2=tCC-td1이므로 클럭
의 뒤쪽에서는 td1 만큼 앞서는 클럭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라이트 동작모드에서 라이트 데이터(DIN)가 데이터 입력회로(320)에 인가되면, 상기 데이터 입력회로(320)는 수신
용 클럭신호(CLK)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를 받아 상기 라이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데이터 버스로 제공한다.
상기 데이터 버스로 제공된 라이트 데이터는 SDRAM코어(310)의 선택된 메모리 셀들내에 저장된다.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사용하는 DDR-SDRAM의 경우에 상기 라이트 동작모드의 상세한 동작 및 상기 표준
tDQSS의 타이밍 스펙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통상적인 DDR-SDRAM의 라이트 동작이 이하에서 도
5 및 도 6을 참조로 설명된다.

도 5는 통상적인 더블 데이터 레이트 동기 랜덤 억세스 메모리의 장치 블록도이고, 도 6은 도 5의 라이트 동작에 관
한 동작타이밍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메모리 셀 어레이들(1,2), 워드 드라이버들(3,4), I/O회로들(5A,6A), 라이트 회로들(7,8), 센스 앰
프들(9,10,11,12), 컬럼 디코더들(13,14), 코멘드 디코더(15A), 버스트 카운터(16A), 및 컬럼 콘트롤 회로(17A)는
DDR-SDRAM을 구성한다. 도 6에서 보여지는 라이트 코멘드(W CMD)가 코멘드 입력 포트 CMD에 입력되면, 데이
터 스트로브 신호(DS)와 클럭 신호(CLK)사이의 타이밍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준 tDQSS가 규정된 범위(range)내에
있도록,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I/O회로들(5A,6A)에 인가된다. 라이트 데이터(D0,D1,D2, 및 D3)가 상기 데
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상승 및 하강 에지에 일치하여 파형 DQ에서와 같이 입력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시점에
서, 코멘드 디코더(15A)에 의해 출력된 리드/라이트 코멘드(RWCMD)에 응답하여, 일정 타임구간 후(예컨대, 코멘
드의 입력 후에 2클럭의 타이밍 구간)에, 라이트 동작 제어신호들(W0,W1)이 컬럼 콘트롤 회로(17A)로부터 출력된
다.

한편, 어드레스 입력들(IA0-IAj)가 CPU에 의해 지정된 어드레스(A0- Aj)에 일치하여 생성될 때, 상기 코멘드 디코
더(15A)로부터 제공된 어드레스 제어신호(YALW)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신호들(YP0-YPj)가 버스트 카운터(16A)
로부터 출력된다. 그런 다음 한 클럭 후, 어드레스 제어신호(NYAL)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YP0-YPj)에
대하여 2만큼 더하여 얻어진 어드레스가 상기 버스트 카운터(16A)로부터 출력된다. 이 시점에서 짝수 번호가 부여
된 데이터(D0)와 홀수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D1)가 상기 라이트 동작 제어신호들(W0,W1)에 응답하여 데이터 입출
력회로(5A,6A)로부터 데이터 출력들(RWBS 및 RWBSB)로서 출력된다. 상기 데이터(D0,D1)은 라이트 회로들
(7,8)로부터 라이트 입력들(IO 및 IOB)로서 출력되어진 후, 어드레스(YP0,YP1)에 의해 정의된 컬럼 선택라인들
(CSL0 및 CSL1)의 메모리 셀들로 라이트된다. 이어서, 라이트 입력들(IO 및 IOB)로서 출력된 데이터(D2,D3)는 어
드레스 YP0,YP1(+2)에 의해 정의된 컬럼 선택라인들(CSL2 및 CSL3)의 메모리 셀들로 라이트된다.

상기 도 5 및 6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히로베(Hirobe)외 다수에게 2001년 1월 23일자로 미합중국에서 특허허
여된 특허번호 USP 6,178,138호에 "DDR-SDRAM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메모리 장치"라는 제목으로서 개시되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DDR-SDRAM에서도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수신용 클럭신호가 라이트 동작을 위해 모두 사용
되었으므로 멀티클럭 도메인(multi clock domain)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I/O회로에는 도 1의 블록
(20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수신 클럭전환 파트가 필요하며, 상기 표준 tDQSS가 규정된 범위내에 있도록 관리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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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된 도 1, 도 3, 및 도 5에서는 데이터 송신의 경우에만 송신 딜레이 록 루프(이하 DLL)를 채용하는 스
킴(scheme)인데, 상기 스킴에 더 나아가서,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의 수신동작이 요구되는 경우에 수신 DLL을 입력
부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더 나아가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도 유니디렉셔날(unidirectional)로 인가
하고 여기에도 DLL을 적용하여 타이밍 예산의 확보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고주파수 동작을 위해 상기한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도 2에서 언급된 팩터들 (타임구간 T1과 T2)이외에, 추가로
수신용 DLL(R_DLL)과 DS_DLL의 채용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지터(jitter)문제에 의해 수신 클럭전환 파트
에서의 타이밍 마진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즉, 고주파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수신측에 채용된
DLL들의 지터성분들이 고주파수 동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주파수 동작을 위해 데이터 입력부내에 수신용 DLL(R_DLL)과 DS_DLL을 채용하는 경우에 수신 클럭전
환 파트에서의 타이밍 마진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는 개선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 및 개선된 클럭신호 인가방법
이 필연적으로 요망되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PLL 또는 DLL등과 같은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갖는 멀티클럭 도메인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
및 그에 따른 클럭신호 인가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고주파수 동작을 위해 클럭신호 또는 데이터 스트로브신호의 위상제어를 위해 DLL을 채
용하는 경우에 수신 클럭전환 파트에서의 타이밍 마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 및 그에 따른
클럭신호 인가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타이밍 예산을 최대한 보장하여 고주파수 동작 구현에서의 제한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수신용 딜레이 록 루프를 채용하면서 멀티클럭 도메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
치에서 클럭전환 파트에서의 타이밍 마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클럭신호 인가방법 및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수신용 클럭신호나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딜레이 제어를 위해 딜레이 록 루프를 설치한
DDR-SDRAM에서 수신 클럭전환 파트의 타이밍 마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수신 DLL을 적용한 경우에 클럭전환 파트에서의 타이밍 마진이 개선된 고주파수 동작용
DDR-SDRAM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의 일부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양상(aspect)에 따른,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는: 제2클럭신호를
설정된 양 만큼 위상딜레이 하여 수신용 내부클럭을 출력클럭신호로서 생성하는 클럭수신 동기회로와; 데이터가 인
가될 때 인가되는 제1클럭신호와,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되는 상기 제2클럭신호에 연속적으
로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와; 상기 데이터 입력부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의 상기 수신용 내부클럭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입력처리부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aspect)에 따라, 복수의 클럭 도메인을 적용하며 데이터 수신 파트에 적어도 하나의 클럭신호
에 대한 딜레이 록 루프를 구비한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에서의 클럭신호 인가방법은, 수신 클럭전환 파트에만 복수
의 클럭신호들을 직접적으로 인가하고 상기 수신 클럭전환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는 상기 딜레이 록 루프에
서 출력되는 클럭신호를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장치 및 방법적 구성에 따르면, 수신 클럭전환 파트에만 복수의 클럭신호들이 직접적으로 인가되고 상기 수
신 클럭전환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는 상기 딜레이 록 루프에서 출력되는 클럭신호가 인가되므로, 클럭전환
파트에서의 타이밍 마진이 최대한 보장되어 고속동작을 구현하는데 제한이 감소되는 이점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멀티클럭 도메인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 및 그에 따른 클럭신호 인가방법에 대
한 바람직한 실시 예들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비록 다른 도면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일 내지 유사
한 기능을 가지는 구성요소들은 동일 내지 유사한 참조부호로서 나타나 있다.

먼저, 본 발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를 제공할 의도외에는 다른 의도없이, 본 발명의 도출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본 발명의 창작에 앞서 본 발명자들은 먼저 도 7과 같은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를 만들어 보았다. 도 7은 컨
벤셔날 기술(conventional art)에 따라 수신용 딜레이 록 루프들을 채용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블록도이고, 도
8은 도 7중 데이터 입력부의 동작타이밍도이다.

도 7에서 보여지는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는 도 1과는 달리 단일 방향(유니디렉셔날)데이터 스토로브 기능을 가지는
시스템에서 제2 처리블록(200A)내에 수신용 딜레이 록 루프(R_DLL:230)와 데이터 스트로브 딜레이 록 루프
(DS_DLL:220)를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프리-러닝(free-running)데이터 스트로브 기능을 적용하여 고주
파수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의 편의상 제2 처리블록을(200)을 SDRAM에 채용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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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고, 제1 처리블록(100)을 CPU 또는 메모리 콘트롤러라고 가정하자. 상기 메모리 콘트롤러(100)의 출력 처
리부(110A)에서 제공되는 데이터(DATA)는 송신버퍼(112A)를 통해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200A)내의 리시버
(221)에 인가되고, 상기 출력 처리부(110A)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는 송신버퍼(114A)를 통해
DS_DLL(220)에 인가된다. 또한, 상기 출력 처리부(110A)에서 제공되는 코멘드(CMD)는 송신버퍼(119)를 통해 리
시버(231)에 인가된다. 한편, 입력노드(N1)로부터 인가된 클럭신호(CLK)는 R_DLL(230)에 인가된다. 멀티클럭 도
메인의 사용이 일어나는 수신 클럭전환 파트(CCP)의 입력동작은 제1래치(204)와 제2래치(206)의 연결구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입력부(216)에 의해 수행된다. 즉, 상기 제1래치(204)는 상기 리시버(221)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
를 상기 DS_DLL(220)을 통해 클럭단에 수신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하고, 상기 제2래치(206)는
상기 제1래치(204)의 출력단(Q)을 통해 출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R_DLL(230)를 통해 클럭단에 수신된 클럭신호
(CLK)에 응답하여 래치하는 것이다.

상기 수신 클럭전환 파트(CCP)에서의 타이밍 마진을 설명하기 위해 도 8을 참조하면, 제1,2래치들(204,206)의 클
럭단(CK) 및 입력단(D)에 나타나는 신호들의 타이밍이 보여짐을 알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DS_DLL(220)을 통
해 인가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DS_DLL(220)에 의한 딜레이 타임구간 T3을 갖는 파형 A1으로서 주어
질 때, 제1래치(204)의 출력단(Q)에는 상기 파형 A1에 대하여 타임 구간 T1만큼 지연된 데이터 파형 B1이 나타난
다. 이는 상기 데이터 파형 B1이 송신 딜레이 록 루프(117)의 송신용 클럭에 동기하여 상기 리시버(221)에 인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기 제2래치(206)에 인가되는 클럭신호는 파형 C1과 같이 나타나고, 여기에는 데이터 입
력 처리장치(200)내에서의 상기 클럭신호의 경로(path)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경로 사이의 미스매치(mismatch)
에 의한 타임 구간(T2) 및 상기 R_DLL(230)의 딜레이 타임구간(T4)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데이터 스트로브 신
호와 클럭 신호사이의 타이밍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준 tDQSS는 도 7의 경우에 상기 클럭신호(CLK)의 1 주기에 대
응되는 타임구간 tCC에서 상기 타임구간 T1,T2,T3,T4를 합한 값을 뺀 값으로 주어진다. 즉, tDQSS = tCC-
(T1+T2+T3+T4)가 된다.

고주파수 동작을 위해, 송신측과 수신측의 클럭신호를 각각의 DLL을 통해 생성하고, 유니디렉셔날로 인가되는 데
이터 스트로브 신호도 DS_DLL을 통해 생성함으로써, 타이밍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는 도 7의 장치구조는, 수신 클
럭전환 파트(CCP)에서의 타이밍 마진이, R_DLL이나 DS_DLL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오히려 더 나쁘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DDR-SDRAM이나 타의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경우에 상기 표준 tDQSS가 규정된 범위(range)내에 있도록
하려면, 수신 클럭전환 파트(CCP)에서의 타이밍 마진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R_DLL이나
DS_DLL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고주파수 동작에 부응하기 어려우므로, R_DLL이나 DS_DLL을 적용하는 상태에서
클럭전환 파트에서의 타이밍 마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주파수 동작을 위해 데이터 입력부내에 수신용 DLL(R_DLL)과 DS_DLL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수신 클럭
전환 파트에서의 타이밍 마진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는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 및 클럭신호의 개선된 인가방법이
마침내 본 발명자에 의해 도 9, 도 11, 및 도 12와 같은 실시 예들의 구조로서 만들어졌다.

본 발명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외에는 다른 의도없이, 실시 예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본 발명
의 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신측내의 DLL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터가 바로 타이밍 마진을 해치게 하
는 주된 요인임을 인식하고, R_DLL이나 DS_DLL을 적용은 하되, 수신 클럭전환 파트에 인가되는 클럭신호 및 데이
터 스트로브 신호는 DLL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바이패스된 것을 사용케 하는 것이다. 즉, 타이밍 마진을 해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수신 클럭전환 파트에만 다이렉트로 인가된 클럭이나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사용하고, 수신 클럭전
환 파트를 제외한 모든 파트에는 대응되는 DLL로부터 출력된 클럭이나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이패스를 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온 칩(on chip)에서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DLL의 퍼포먼스와 복잡성를
트레이드 오프하여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다. 또한, 캐패시턴스의 증가가 과도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입력 핀 레벨
에서 미리 분리하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들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신용 딜레이 록 루프들을 채용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블록도이고, 도 10
은 도 9중 데이터 입력부의 동작타이밍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입력버퍼들(223,233)이 부가되고, 상기 입력버퍼들(223,233)의 출력과 데이터 입력부(216)의 클
럭단이 연결되어 있는 결선관계를 제외하고는 도 7의 장치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도 9의 제2 처리블록(200B)로 명명되는 입력회로의 구조는, 복수의 클럭 도메인을 적용하여 수신 클럭전환을 행하
며, 제1,2버퍼(223,233)를 통해 인가되는 제1,2클럭신호(DS,CLK)에 기초하여 동기제어된 상기 제1,2출력클럭신
호들을 생성하는 제1,2 딜레이 록 루프들(220,230)을 송신용 동기회로와는 별도로 가지는 경우로서, 이는 동기타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세스 메모리의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나 CPU등의 데이터 입력부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 데이
터 입력처리 장치(200B)는, 상기 제1 딜레이 록 루프(220)의 상기 제1출력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라이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1리시버(221)와, 상기 제2 딜레이 록 루프(230)의 상기 제2출력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코멘드(CMD)를
수신하는 제2리시버(231)와, 상기 라이트 데이터가 입력될 때 인가되는 상기 제1클럭신호(DS)에 응답하여 상기 제
1리시버(221)에 수신된 라이트 데이터를 래치하는 제1래치회로(204)와, 상기 제1래치회로(204)에서 출력되는 래
치 데이터를 수신클럭전환을 위해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되는 상기 제2클럭신호(CLK)에 응
답하여 래치하는 제2래치회로(206)와, 상기 제2래치회로(206)에서 출력되는 래치 데이터를 상기 딜레이 록 루프들
(220,230)을 통해 인가되는 상기 제1,2출력클럭신호들에 응답하여 입력처리하는 입력처리부(218)를 포함한다. 상
기 입력 처리부(218)의 출력(OUT)은 라이트 경로 또는 데이터 버스에 라이트 데이터 또는 처리용 데이터로서 제공
된다. 상기 버퍼들(223,233)은 클럭신호들의 레벨을 예컨대 TTL 레벨에서 CMOS 레벨로 변환하기 위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서, CMOS 인버들의 종속연결에 의해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리시버들(221,231)도 레벨 변환기능을
가지며 예컨대 CMOS 클럭드(clocked)인버터에 의해 구현가능하다. 그리고, 상기 제1,2래치(204,206)는 D-플립
플롭으로 구성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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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의 구조에서, 수신 클럭전환 파트(CCP)에만 다이렉트로 인가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여기서는 상기 제1클럭
신호)와 클럭신호(여기서는 제2클럭신호)가 인가되고, 수신 클럭전환 파트를 제외한 모든 파트에는 상기
DS_DLL(220) 및 R_DLL(230)로부터 출력된 신호들이 인가되고 있음을 주목(note)하라.

도 9중 데이터 입력부의 동작타이밍도를 파형 A2,B2,C2로서 보인 도 10을 참조하면, 도 8에서 보여지던 타임구간
T3,T4이 제거되어, tDQSS = tCC-(T1+T2)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DS_DLL(220) 및 R_DLL(230)을 적용하면
서도 도 2의 경우와 같게 되는 것이므로, 바로 여기서 고주파수 동작에서의 타이밍 마진이 충분히 보장되어지는 효
과가 증명된다. 결국, 상기한 구성에 따라, 수신 클럭전환 파트에만 복수의 클럭신호들이 직접적으로 인가되고 상기
수신 클럭전환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는 상기 딜레이 록 루프에서 출력되는 클럭신호가 인가되므로,
DS_DLL(220)에 의한 딜레이 타임구간 T3과 R_DLL(230)에 의한 딜레이 타임구간 T4가 제거되어, 클럭전환 파트
에서의 타이밍 마진이 최대한 보장되어 고속 입력동작 구현의 제한이 대폭적으로 감소된다.

한편, 상기 제1래치회로(204)와 상기 제2래치회로(206)로 이루어진 데이터 입력부(216)는 DDR-SDRAM에 적용
될 경우에 고속처리동작을 위해 래치회로들을 조합하여 3단의 시프트 레지스터와 2단의 시프트 레지스터로 변경구
성될 수 있다. 상기 3단의 시프트 레지스터와 2단의 시프트 레지스터에 의해 직렬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병렬로 변환
되어 고속처리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 경우에도 라이트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라이징 에지와 폴링에지
에 동기되어 일차적으로 래치된 후, 그 다음 단에서 클럭신호에 동기하여 2차적으로 래치된다.

상기한 설명만을 통해서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이해는 충분할 것이지만, 보다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
해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다양한 변형 실시 예들을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신용 딜레이 록 루프를 채용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블록도이다. 도면
을 참조하면,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는, 제2클럭신호(CLK)를 설정된 양 만큼 위상딜레이 하여 수신용 내부클럭
(ICLK)을 출력클럭신호로서 생성하는 클럭수신 동기회로(230)와, 데이터가 인가될 때 인가되는 제1클럭신호(DS)
와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되는 상기 제2클럭신호(CLK)에 연속적으로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216)와, 상기 데이터 입력부(216)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
(230)의 상기 수신용 내부클럭(ICLK)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입력처리부(218)을 포함한다.

상기 도 11의 장치구성은 입력회로내에 수신클럭의 위상을 제어하는 클럭수신 동기회로(230)만을 채용한 경우로
서, 이 경우에도 상기 수신 클럭전환 파트(CCP)에는 외부에서 수신된 클럭(CLK)이 버퍼(233)를 통해 다이렉트로
인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입력 처리부(218) 및 리시버(231)에는 클럭수신 동기회로(230)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수신용 내부클럭(ICLK)이 제공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R_DLL(230)을 적용하면서도 고주파수 동작에서의 타이
밍 마진이 충분히 보장되어진다.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신용 딜레이 록 루프를 채용한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11의 경우와는 달리 DS_DLL(220)만을 적용한 구조로서, 상기 수신 클럭전환 파트(CCP)에는 외부에서 수신된 데
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버퍼(223)를 통해 다이렉트로 인가된다. 이 역시, 고주파수 동작에서의 타이밍 마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상기 도 9, 도 11, 및 도 12에서 보여지는 DLL의 상세는 도 13 및 도 14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도 13은 본 발명에 적용가능한 딜레이 록 루프의 통상적인 블록도로서, 전형적인 DLL 회로 디자인을 보여준다. 도
면을 참조하면, DLL(220,230)은, 입력클럭신호(여기서는 IN)를 수신하는 수신버퍼(211)와, 인가되는 디지털 제어
데이터(CON)에 응답하여 상기 수신버퍼(211)로부터 출력된 수신클럭신호(RCLK)를 지연함에 의해 출력클럭신호
(OUT)를 출력하는 가변딜레이 유닛부(213)와, 상기 수신클럭신호(RCLK)와 피드백 클럭신호(FCLK)의 위상차를
검출하여 업 또는 다운을 나타내는 시프팅 제어신호(UP,DOWN)를 생성하는 위상검출기(215)와, 상기 위상검출기
(215)의 상기 시프팅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딜레이 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상기 디지털 제어
데이터(CON)를 상기 가변딜레이 유닛부(213)에 제공하는 딜레이 제어부(217)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DLL(220,230)은 상기 출력클럭신호(OUT)를 이용하여 상기 피드백 클럭신호(FCLK)를 생성하는 클럭경로 리플리
카(replica:219)와 더미 수신버퍼(212)를 포함한다. 여기서, 더미 수신버퍼(212)의 지연량은 상기 수신버퍼(211)의
지연량과 같다.

도 14는 도 13에 따라 구현된 딜레이 록 루프의 일예도로서, 수신버퍼(211a)와, 딜레이 유닛부(213a)와, 시프트 라
이트 또는 시프트 레프트를 나타내는 시프팅 제어신호(SR,SL)를 생성하는 위상검출기(215a)와, 상기 위상검출기
(215a)의 상기 시프팅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딜레이 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상기 디지털 제어
데이터를 상기 딜레이 유닛부(213a)에 제공하는 시프트 레지스터(217a)와, 더미 버퍼(219a)와 더미 수신버퍼
(212a)가 보여진다. 여기서, 상기 더미 수신버퍼(212a)의 지연량은 상기 수신버퍼(211a)의 지연량과 같고, 상기 더
미버퍼(219a)의 지연량은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사용하는 버퍼(미도시)의 지연량과 같다.

데이터 입출력(I/O)블록의 성능은 내부에서 사용되는 내부클럭을 생성하는 DLL (Delay Locked Loop)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물론 PLL (Phase Locked Loop)을 이용해도 되지만, DLL이 PLL에 비해 작
은 지터(jitter)를 갖기 때문에 DRAM과 같이 클럭 주파수를 체배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DLL을 사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딜레이 유닛부(213a)와 같은 가변 딜레이 라인(Variable delay line)은 딜레이를 조절하는 부분으로서 DLL의 성능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블록이다. 상기 가변 딜레이 라인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첫번
째는 각 딜레이 셀(delay cell)의 딜레이를 아날로그적으로 가변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딜레이 셀의 개수를 조절
하는 방법, 그리고 세번째는 딜레이 셀의 개수를 조절하여 코아스 로킹(coarse locking)을 한 다음 딜레이 셀의 딜
레이를 아날로그적으로 가변하여 파인 로킹(fine locking)을 하는 방법이다. 첫번째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
법이지만 동작 주파수 영역을 넓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 방법은 콘트롤이 쉽고 로킹 정보를 디지털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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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장해놓을 수 있지만 딜레이 값의 해상도(resolution)가 좋지 않아 지터(jitter)가 큰 단점이 있다. 세번째 방법
은 앞의 두 방법의 장점을 모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동작 주파수 영역을 넓게 할 수 있지만 콘트롤이 복잡한 것이
단점이다.

상기 위상검출기(215a)는 두 클럭간의 위상을 비교하는 블록으로 PD(Phase Detector)의 특성에 따라 스태틱 스큐
(static skew)와 방방 지터(bang-bang jitter)등의 크기가 결정된다. 상기 위상검출기(215a)의 가장 손쉬운 구현은
D- 플립플롭(F/F)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D F/F의 셋업/홀드 윈도우(setup/hold window )만큼의 불
확실 윈도우(uncertainty window)가 있어 그로 인해 지터가 증가할 수 있고, 위상 오차가 플러스(plus)인지 마이너
스(minus)인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방방(bang-bang jitter)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상기 더미버퍼(219a)는 하모닉 로킹(harmonic locking)에 대한 대책으로 채용된다.

DLL의 응용처에 따라 로킹 타임(locking time)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DDR-SDRAM의 경우에는
200 사이클(cycle)내에 로킹이 완료되어야 한다. 200 사이클 내에 DLL을 로킹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만, 모든 조건에서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로킹 타임을 설계 단계에서 줄여 놓는 것이 좋다. 동기미러 딜레이
(Synchronous mirror delay)로 대표되는 오픈-루프(open-loop)형태의 DLL의 경우에는 로킹이 2 cycle 만에 완
료되지만 클로즈드 루프(closed-loop)형태의 일반적인 DLL에서는 로킹 타임이 얼마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쉽지
는 않다. 클로즈드 루프 형태의 DLL에서 로킹 타임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코아스 로킹을 빠른
속도로 수행하고 그 뒤를 이어 파인 로킹을 수행하는 것이다. DDR- SDRAM은 그 동작 주파수 범위가
tCK=7ns~15ns 로 매우 넓기 때문에 하이러키컬(hierarchical)하게 딜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DLL을 구성하
는 것이 통상적이다. 전력 소모 측면을 고려하면, 디지털 DLL을 이용하여 로킹 정보를 디지털 코드로 저장하면
DLL이 필요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DLL을 동작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DLL에 관한 상세는 예를 들어, 다음의 페이퍼, T. Hamamoto, et al., “A skew and jitter suppressed DLL
architecture for high frequency DDR SDRAMs,” Dig. Tech. Papers, Symp. VLSI Circuits, pp. 76-77, 2000
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5 내지 도 17은 본 발명에 따라 수신 클럭전환을 위해 클럭신호들을 분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도들이다.

먼저, 도 15를 참조하면,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200B)내에 제1 DLL(230)과 제2 DLL(230')이 구비된 경우 상기 제
1 DLL(230)과 제2 DLL(23O')의 입력단에 각기 대응연결된 버퍼들(233,233')을 통해 다이렉트 클럭신호들
(CLK,CLK')을 취하는 구조가 보여진다. 결국, 클럭입력 핀들(P1,P2)을 통해 상기 제1 DLL(230)과 제2 DLL(230')
의 입력단으로 인가되는 클럭신호들을 온 칩(on-chip)에서 바로 분리하는 것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DLL의 퍼포먼스와 복잡성를 트레이드 오프(trade-off)하여 선택적으로 바이패스하는 구조가 보
여진다. 즉,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200B)내에 제1 DLL(230)과 제2 DLL(230')이 구비된 경우, 제2 DLL(230')의 퍼
포먼스가 제1 DLL(230)의 퍼포먼스에 비해 양호한 경우에 제1 DLL(230)의 입력 전단에서만 다이렉트 클럭신호
(CLK)를 얻는 선택적 구조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캐패시턴스의 증가가 심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핀 레벨(level)에서부터 미리 분리한 구조가 보
여진다. 이 경우에는 핀들(P3,P4)을 통해서는 다이렉트로 사용될 클럭신호들(CLK,CLK')이 인가되고, 핀들(P1,P2)
을 통해서는 제1 DLL(230)과 제2 DLL(230')에 인가될 클럭신호들이 인가된다.

상기 도 15 내지 도 17의 어느 경우라도 클럭 전환파트에는 DLL을 경유함이 없이 바이패스된 클럭신호 또는 바이
패스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가 인가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상기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위주로 도면을 따라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
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명백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안이 다른 경우에 클럭신호들의 인가방법이나 입력회로의 세부적 연결구조를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갖는 멀티클럭 도메인 데이터 입력 처리장치 및 그에 따른 클럭신호 인가방
법에 따르면, 수신 클럭전환 파트에만 복수의 클럭신호들이 직접적으로 인가되고 상기 수신 클럭전환 파트를 제외
한 나머지 파트에는 상기 딜레이 록 루프에서 출력되는 클럭신호가 인가되므로, 클럭전환 파트에서의 타이밍 마진
이 최대한 보장되어 고속동작을 구현하는데 제한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동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입력회로에 적용할 경우에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동작스피드가 개선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에 있어서:

제1클럭신호를 설정된 양 만큼 위상딜레이 하여 출력클럭신호를 생성하는 클럭수신 동기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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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에 입력으로서 인가되는 상기 제1클럭신호와, 수신클럭전환을 위해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되는 제2클럭신호에 연속적으로 응답하여, 인가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와;

상기 데이터 입력부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의 상기 출력클럭신호와 상기 제2클럭신호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입력처리부를 구비한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클럭신호가 외부에서 인가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인 경우에 상기 제2클럭신호는 외부클럭신호임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력부는,

상기 제1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래치하는 제1래치와;

상기 제1래치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제2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하는 제2래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4.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에 있어서:

제2클럭신호를 설정된 양 만큼 위상딜레이 하여 수신용 내부클럭을 출력클럭신호로서 생성하는 클럭수신 동기회로
와;

데이터가 인가될 때 인가되는 제1클럭신호와, 수신 클럭전환을 위해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
되는 상기 제2클럭신호에 연속적으로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와;

상기 데이터 입력부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의 상기 수신용 내부클럭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입력처리부를 구비한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클럭신호가 외부에서 인가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인 경우에 상기 제2클럭신호는 외부클럭신호임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력부는,

상기 제1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래치하는 제1래치와;

상기 제1래치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제2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하는 제2래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력부에 인가되는 클럭신호들은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경유함이 없이 항상 다이
렉트로 인가되며, 상기 입력처리부에 인가되는 클럭신호들은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경유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8.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에 있어서:

데이터가 인가될 때 인가되는 제1클럭신호를 설정된 양 만큼 위상딜레이 하여 제1출력클럭신호를 생성하는 제1 딜
레이 록 루프와,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되는 제2클럭신호를 설정된 양 만큼 위상딜레이 하여
수신용 내부클럭을 제2출력클럭신호로서 생성하는 제2 딜레이 록 루프를 구비한 클럭수신 동기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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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경유함이 없이 다이렉트로 인가되는 상기 제1클럭신호와 상기 제2클럭신호에 연속적으
로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와;

상기 데이터 입력부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의 상기 제1,2출력클럭신호를 사용하여 처리하
는 입력처리부를 구비한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클럭신호가 외부에서 인가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인 경우에 상기 제2클럭신호는 외부클럭신호임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력부는,

상기 제1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래치하는 제1래치와;

상기 제1래치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제2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하는 제2래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는 프리-러닝 데이터 스트로브 기능을 가지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 동기
다이나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임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입력처리 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수신동기제어를 위한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송신용 동기회로와는 별도로 가지는 동기타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세
스 메모리에 있어서:

라이트 동작모드에서 라이트 데이터가 입력될 때 인가되는 제1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라이트 데이터를 래치하
는 제1래치회로와;

상기 제1래치회로에서 출력되는 래치 데이터를, 수신클럭전환을 위해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
되는 제2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하는 제2래치회로와;

상기 제2래치회로에서 출력되는 래치 데이터를,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통해 상기 제2클럭신호에 기초하여 동
기제어된 출력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입력처리하는 입력처리부를 가지는,

입력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타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세스 메모리.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클럭신호가 외부에서 인가되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인 경우에 상기 제2클럭신호는 외부클럭신호임을 특
징으로 하는 동기타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세스 메모리.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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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는 상기 제2클럭신호를 설정된 양 만큼 위상딜레이 하여 수신용 내부클럭을 상기 출력클럭
신호로서 생성하는 위상 동기 루프 또는 딜레이 록 루프임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타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세스 메
모리.

청구항 18.

수신동기제어를 위한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송신용 동기회로와는 별도로 가지는 동기타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세
스 메모리에 있어서:

라이트 동작모드에서 라이트 데이터가 입력될 때 인가되는 제1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라이트 데이터를 래치하
는 제1래치회로와;

상기 제1래치회로에서 출력되는 래치 데이터를, 수신클럭전환을 위해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
되는 제2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하는 제2래치회로와;

상기 제2래치회로에서 출력되는 래치 데이터를,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를 통해 상기 제1클럭신호에 기초하여 동
기제어된 출력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입력처리하는 입력처리부를 가지는,

입력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타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세스 메모리.

청구항 19.

수신동기제어를 위한 클럭수신 동기회로들을 송신용 동기회로와는 별도로 가지는 동기타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
세스 메모리에 있어서:

라이트 동작모드에서 라이트 데이터가 입력될 때 인가되는 제1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라이트 데이터를 래치하
는 제1래치회로와;

상기 제1래치회로에서 출력되는 래치 데이터를, 수신클럭전환을 위해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
되는 제2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하는 제2래치회로와;

상기 제2래치회로에서 출력되는 래치 데이터를, 상기 클럭수신 동기회로들을 통해 상기 제1,2클럭신호에 기초하여
동기제어된 제1,2출력클럭신호들에 응답하여 입력처리하는 입력처리부를 가지는,

입력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타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세스 메모리.

청구항 20.

복수의 클럭 도메인을 적용하여 수신 클럭전환을 행하며 제1,2버퍼를 통해 인가되는 제1,2클럭신호에 기초하여 동
기제어된 제1,2출력클럭신호들을 생성하는 제1,2 딜레이 록 루프들을 송신용 동기회로와는 별도로 가지는 동기타
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세스 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제1 딜레이 록 루프의 상기 제1출력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라이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1리시버와;

상기 제2 딜레이 록 루프의 상기 제2출력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코멘드를 수신하는 제2리시버와;

상기 라이트 데이터가 입력될 때 인가되는 상기 제1클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리시버에 수신된 라이트 데이터
를 래치하는 제1래치회로와;

상기 제1래치회로에서 출력되는 래치 데이터를, 수신클럭전환을 위해 상기 제1클럭신호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인가
되는 상기 제2클럭신호에 응답하여 래치하는 제2래치회로와;

상기 제2래치회로에서 출력되는 래치 데이터를, 상기 딜레이 록 루프들을 통해 상기 제1,2클럭신호에 기초하여 동
기제어된 상기 제1,2출력클럭신호들에 응답하여 입력처리하는 입력처리부를 가지는,

입력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타입 다이나믹 타입 랜덤억세스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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