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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전력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

요약

본 발명은 DDR SDRAM(Double Date Rate Synchronous DRAM)과 같은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내부클럭신호(Internal Clock)의 위상(Phase)을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기준클럭인 외부클럭신호(External

Clock)에 정확히 동기시켜 고정하기 위한 지연고정루프(DLL: Delay Locked Loop)회로에 관한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내부클럭신호가 외부클럭신호에 동기되어 고정(Locked)된 이후 지연고정루프회로에 의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저전

력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Register Controlled DLL)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지연고정루프회로는 외부의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외부클럭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연부(Delay Unit)와 외부클럭

신호와 지연부에 의해 지연된 클럭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지연부에 의한 지연량을 제어하는 궤환부(Feedback Unit) 및 지

연된 클럭신호가 외부클럭신호에 동기되어 고정되면 궤환부의 동작을 차단하고, 주기적으로 궤환부를 재구동하는 궤환 제

어부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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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Controlled Delay Locked Loop, DLL, Replica, Low Power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DR SDRAM에 사용되는 종래의 일반적인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저전력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에서 듀티 보정기의 일반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2에 보인 본 발명에서 궤환 제어부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도 4에 보인 궤환 제어부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파형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200 : 지연부 202 : 지연 체인(Delay Chain)

204 : 보간기(Interpolator)

206 : 듀티 보정기(Duty Cycle Corrector)

210 : 궤환부 211 : 지연 재생기(Replica Circuit)

212 : 위상 검출기(Phase Detector)

213 : 업/다운 발생기(UP/DN Generator)

214 : 모드 제어기 215 : 먹스회로(MUX)

216 : 제 1 레지스터 217 : 제 2 레지스터

220 : 궤환 제어부 402 : 제 1 카운터

404 : 제 2 카운터 406 : 궤환 제어신호 발생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지연고정루프회로(DLL: Delay Locked Loop)에 관한 것으로, 더 자세하게는 레지스터

(Register)를 포함한 지연고정루프회로를 통해 지연된 클럭신호가 외부클럭신호(External Clock)에 동기되어 고정

(Lock)된 이후 지연고정루프회로에 의한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Register

Controlled DLL)에 관한 것이다.

DDR SDRAM(Double Data Rate Synchronous DRAM)과 같은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컨트롤러

(Controller)와 같은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기준클럭신호에 동기되어 고정된 내부클럭신호를 이용하여 외부의 장치들

과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한다. 이는 메모리와 메모리 컨트롤러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기준클럭신호와 데

이터간의 시간적 동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의 안정적인 전송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각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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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의 클럭으로부터 데이터가 버스에 실리는 시간을 역보상하여 데이터를 클럭의 에지(edge), 혹은 중심(center)에 정

확하게 위치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클럭 동기회로로는 위상고정루프(PLL: Phase Locked

Loop)회로와 지연고정루프회로가 있으며, 외부클럭신호의 주파수와 내부클럭신호의 주파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파

수 채배 기능을 사용하여야 함으로 위상고정루프회로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외부클럭신호의 주파수와 내부클럭신호의

주파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부분 지연고정루프회로를 사용한다. 지연고정루프회로는 출력되는 클럭신호가 반도체 메모

리 장치 내부의 데이터 출력단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럭 지연성분을 보상하여 내부클럭신호를 생성함으로써

최종 데이터 입출력에 사용되는 클럭신호를 외부클럭신호에 동기되게 한다. 지연고정루프회로는 위상고정루프회로에 비

해 잡음이 적고, 작은 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는 동기회로로서 지연고정루프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고정 지연값을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구비하여 전원 차단시, 레

지스터에 고정 지연값을 저장하였다가 다시 전원이 인가되면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정 지연값을 로딩하여 클럭 고

정에 사용함으로써 최초 클럭 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Register

Controlled DLL)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 1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사용되는 종래의 일반적인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의 블록도이다. 도 1에 보인

것처럼, 지연고정루프회로는 크게 지연부(100), 지연 재생부(Replica, 102), 위상 검출부(Phase Detector, 104) 그리고,

지연 제어부(106) 및 레지스터부(108)로 구성된다.

지연부(100)는 복수단의 지연 셀(Delay Cell)들로 구성되며, 외부의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기준클럭인 외부클럭신호

(CLK)를 소정시간 지연시킨 지연 클럭신호(dCLK)를 출력한다. 이 때, 지연부(100)에 의한 지연량은 지연 제어부(106)에

의해 제어되며, 이는 외부클럭신호(CLK)와 지연 재생부(102)를 통해 피드백(Feedback)된 지연 클럭신호(dfCLK)의 위상

차(PDIFF)에 의해 결정된다.

지연 재생부(102)는 지연 클럭신호(dCLK)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최종 데이터 출력단으로 전달되는 실제 클럭경로

(Clock Path; 일명 tSAC path)와 동일한 지연 조건을 가지도록 구성된 회로로서 레플리카(Replica) 회로라고 불린다. 지

연 재생부(102)를 통해 재생되어 피드백된 지연 클럭신호(dfCLK)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최종 데이터 출력단에 전달되

는 클럭신호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위상 검출부(104)는 외부클럭신호(CLK)와 지연 재생부(102)로부터 피드백된 지연 클럭신호(dfCLK)의 위상을 비교하여

그 위상차(PDIFF)를 지연 제어부(106)로 입력하며, 지연 제어부(106)는 위상 검출부(104)로부터 입력되는 위상 검출결과

(PDIFF)에 따라 지연부(100)의 지연량에 대한 증감(UP/DN)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레지스터부(108)로 입력한다. 레지스

터부(108)는 복수의 쉬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들로 구성되며, 지연 제어부(106)로부터의 지연량 증감 정보(UP/

DN)에 따라 지연부(100)의 지연량을 제어한다. 또한, 레지스터부(108)는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최종 고정 지연값을 레지

스터에 저장하였다가 다시 전원이 인가되면, 레지스터에 저장된 고정 지연값을 이용하여 지연 클럭신호(dCLK)의 고정을

수행함으로써 최초 클럭 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구성을 통해 지연고정루프회로는 메모리 장치의 최종 데이터 입출력단에 사용되는 클럭신호의 위상이 외부클

럭신호(CLK)에 동기되도록 지연 클럭신호(dCLK)를 고정시킨다. 즉, 지연고정루프회로에 의해 지연된 클럭신호(dCLK)

가 최종 데이터 입출력단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지연 재생부(102)를 통해 재생하여 피드백시키고,

외부클럭신호(CLK)와 피드백된 지연 클럭신호(dfCLK)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지연부(100)의 지연량을 제어하여 지연 클

럭신호(dCLK)를 고정함으로써, 최종 데이터 입출력에 사용되는 클럭신호의 위상을 외부클럭신호(ECLK)에 동기되게 한

다.

한편, 상기와 같은 지연고정루프회로에서 지연 클럭신호(dCLK)가 고정되면, 위상 검출부(104), 지연 재생부(102), 지연

제어부(106) 및 레지스터부(108)는 고정된 클럭신호(dCLK)가 외부 잡음 등에 의해 틀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지연고정루프회로는 지연된 클럭신호가 고정된 이후에도 위

상 검출부(104)와 지연 재생부(102) 및 지연 제어부(106)로 전원을 계속 공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지연고정루프회로에서 고정된 클럭신호의 안정적인 공급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지

연고정루프회로에 의해 소모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저전력 지연고정루프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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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지연고정루프회로는 외부의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외부클럭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연부와 외부클럭신호와 지연부

에 의해 지연된 클럭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지연부의 지연량을 제어하는 궤환부 및 지연된 클럭신호가 고정되면 궤환부의

동작을 차단하고, 이 후 주기적으로 궤환부를 재구동하는 궤환 제어부로 구성된다.

(실시예)

도 2는 본 발명에 있어서, DDR SDRAM과 같은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적용되는 저전력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

루프회로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상세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저전력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

는 크게 지연부(200)와 궤환부(210) 및 궤환 제어부(220)로 나눌 수 있다.

지연부(200)는 궤환부(210)로부터의 레지스터 값들에 따라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기준클럭인 외부클럭신호(CLK)를

일정시간 지연시킨 지연 클럭신호(dCLK)를 출력한다.

도 2에 보인 것처럼, 지연부(200)는 지연 체인(Delay Chain, 202)과 보간기(Interpolator, 204) 및 듀티 사이클 보정기

(DCC: Duty Cycle Corrector, 206)로 나누어지며, 외부클럭신호(CLK)의 지연을 통한 클럭고정을 수행한다.

지연 체인(202)은 복수단의 지연 셀들로 구성되며, 지연 셀들로 통해 외부클럭신호(CLK)를 1차 지연시킨다. 한편, 지연에

사용될 지연 셀들로 개수는 궤환부(210)로부터의 레지스터 값들에 따라 결정되며, 지연 체인(202)에 의한 지연 동작은 셀

단위의 긴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므로 대략적인 클럭고정(Coarse Lock)이 수행된다.

보간기(204)는 지연 체인(202)으로부터 외부클럭신호의 지연에 사용된 지연셀 정보 및 지연된 클럭신호를 입력받고, 궤환

부(210)로부터의 레지스터 값에 따라 외부클럭신호(CLK)를 2차 지연시킨다. 보간기(204)에 의한 지연 동작은 지연 체인

(202)에 의한 지연 동작에 비해 작은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세부적인 클럭고정(Fine Lock)이 가능하다.

듀티 보정기(206)는 보간기(204)로부터 입력되는 클럭신호(dCLK´)의 듀티를 50:50의 비율로 보정한 지연 클럭신호

(dCLK)를 출력한다. 도 3은 듀티 보정기의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일반적으로 듀티 보정기(206)는 듀티 증폭기

(DCC_AMP, 302)와 듀티 검출기(304),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306) 그리고, 레지스터(308) 및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310)로 구성된다. 그리고, 듀티 검출기(304)는 일반적으로 전하 펌프(Charge Pump)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지연고정루

프회로에서 듀티 보정기를 이용하는 것은 DDR SDRAM의 경우 클럭신호의 라이징 에지(Rising edge)와 폴링 에지

(Falling edge) 모두에 동기되어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하므로 안정적인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는 동기 클럭신호의 하이

(high) 구간과 로우(low) 구간의 간격을 일치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연고정루프회로의 맨

앞단 또는 맨 후단에 듀티 보정기가 더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듀티 보정기는 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 지식을 가진 자

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이므로 본 발명에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궤환부(210)는 지연부(200)에 의해 지연된 클럭신호(dCLK)와 외부클럭신호(CLK)의 위상차(PDIFF)를 이용하여 지연부

(200)의 지연량을 제어하며, 지연 재생기(Replica, 211), 위상 검출기(Phase Detector, 212), 업/다운 신호 발생기(UP/

DN Generator, 213), 모드 제어기(MODE Controller, 214), 먹스회로(215), 제 1 레지스터부(216) 및 제 2 레지스터부

(217)로 구성된다.

지연 재생기(211)는 지연부(200)로부터 입력되는 지연 클럭신호(dCLK)를 실제 클럭경로상에서 발생되는 지연 시간만큼

지연시켜 위상 검출기(212)로 피드백시킨다. 지연 재생기(211)는 지연부(200)로부터의 지연 클럭신호(dCLK)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최종 데이터 출력단까지 전달되는 실제 클럭경로(tSAC Path)와 동일한 지연 조건을 가지도록 구성된 회로

이다. 즉, 지연고정루프회로에 의해 지연된 클럭신호(dCLK)는 메모리의 최종 데이터 출력단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복수

의 클럭 드라이버 및 버퍼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연 클럭신호(dCLK)에 대한 또 다른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지연 재생기(211)는 이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실제 클럭경로상에서의 지연 시간과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도록 설계되

어진다. 한편, 지연 재생기(211)의 동작은 궤환 제어부(220)로부터의 궤환 제어신호(STB_FB)에 응답하여 인에이블

(enable)되거나 디스에이블(disable)된다.

위상 검출기(212)는 외부클럭신호(CLK)와 지연 재생기에 의해 피드백된 지연 클럭신호(dfCLK)의 위상을 비교하여 두 클

럭신호간의 위상차(PDIFF)를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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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제어기(214)는 위상 검출기(212)로부터의 위상차 정보(PDIFF)를 입력으로 하여 지연부(200)가 지연 체인(202)을

통한 대략적인 클럭고정을 수행할 것인지, 또는 보간기(204)를 통한 세부적인 클럭고정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모드 제

어신호(MODE)를 생성한다.

업/다운 발생기(213)는 모드 제어신호(MODE) 및 위상차 정보(PDIFF)를 이용하여 지연 체인(202) 또는 보간기(204)에

의해 수행될 지연량을 결정한다. 즉, 외부클럭신호(CLK)의 위상이 피드백된 지연 클럭신호(dfCLK)의 위상보다 빠르면,

업/다운 발생기(213)는 지연부(200)에 의한 지연량을 증가(UP)시키고, 반대로 피드백된 지연 클럭신호(dfCLK)의 위상이

외부클럭신호(CLK)의 위상보다 빠르면, 업/다운 발생기(213)는 지연부(200)에 의한 지연량을 감소(DN)시킨다. 또한, 업/

다운 발생기(213)의 동작은 궤환 제어부(220)로부터의 궤환 제어신호(STB_FB)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거나 디스에이블

된다.

먹스회로(215)는 모드 제어기(214)로부터의 모드 제어신호(MODE)와 업/다운 발생기(213)로부터의 업/다운 정보(UP/

DN)에 응답하여 지연 체인(202)의 지연량을 제어하는 제 1 지연제어신호(E_UP/DN 또는 O_UP/DN)를 제 1 레지스터

(일명, TAP 레지스터, 216)로 입력하거나, 또는 보간기(204)의 지연량을 제어하는 제 2 지연제어신호(W_UP/DN)를 제 2

레지스터(일명, I 레지스터, 217)로 입력한다.

제 1 레지스터(216) 또는 제 2 레지스터(217)는 각각 먹스회로(215)로부터의 지연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지연 체인(202)

또는 보간기(204)의 지연량을 제어하고, 지연값들을 저장한다.

궤환 제어부(220)는 지연고정루프회로에 의해 지연 클럭신호(dCLK)가 고정되면, 지연고정루프회로의 소모전력을 줄이기

위해 궤환부(210)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킨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궤환부(210)를 인에이블시켜 재구동함으로써 고정된

클럭신호의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궤환 제어부(210)는 지연고정루프회로의 리셋 신호(DLL_

reset)를 이용하여 궤환부(210)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키고,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내부 명령인 CBR(CAS Before RAS)

신호에 응답하여 디스에이블된 궤환부(210)의 동작을 재구동시킨다. CBR(CAS Before RAS) 신호는 DRAM에서 리드/라

이트(Read/Write) 명령인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CAS: Column Address Strobe) 신호가 액티브(Active) 명령인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RAS: Row Address Strobe) 신호보다 먼저 인가될 때, 발생하는 신호로서, DRAM에서 주기적인 리플

레쉬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신호이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궤환 제어부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고, 도 5는 도 4에 보인 궤환 제어부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파형도이다. 도 4에 보인 것처럼, 궤환 제어부(220)는 두 개의 카운터들(402, 404)과 궤환 제어신호 발생기

(406)로 구성된다. 이하, 도 4와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사용되는 궤환 제어부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궤환 제어부(220)의 제 1 카운터(402)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지연고정루프회로의 리셋 신호(DLL_reset)에 응답하여 소

정의 카운터 동작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에서 지연고정루프회로의 리셋 신호(DLL_

reset)가 인가되고 약 200 싸이클(Cycle)이 지나면 지연 클럭신호(dCLK)가 고정된다. 따라서, 제 1 카운터(402)는 도 5

에 보인 것처럼, 지연고정루프회로의 리셋 신호(DLL_reset)가 인가된 시점(도 5의 A)에서 카운터 동작을 시작하여 200

Cycle이 경과(도 5의 B)하면, 제 1 궤환 차단신호(DIS_FB1)를 하이(High)로 토글(Toggle)시켜 궤환 제어신호 발생기

(406)로 입력한다.

제 2 카운터(404)는 지연고정루프회로의 지연 클럭신호(dCLK)가 고정된 이후,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디램의 내부 명령인

CBR 신호에 응답하여 카운터 동작을 수행한다. 제 2 카운터(404)는 CBR 신호가 인가된 시점(도 5의 C)에서 카운터 동작

을 시작하여 64 Cycle이 경과(도 5의 D)되면, 제 2 궤환 차단신호(DIS_FB2)를 하이로 토글시켜 궤환 제어신호 발생기

(406)로 입력한다.

궤환 제어신호 발생기(406)는 제 1 카운터(402)로부터의 제 1 궤환 차단신호(DIS_FB1)와 CBR 신호 및 제 2 카운터(404)

로부터의 제 2 궤환 차단신호(DIS_FB2)에 응답하여 궤환부(210)의 동작을 제어하는 궤환 제어신호(STB_FB)를 생성한

다. 즉, 궤환 제어신호 발생기(406)는 제 1 궤환 차단신호(DIS_FB1)가 인가되면, 궤환부(210)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키

고, CBR 신호에 응답하여 궤환부(210)를 인에이블시켜 재구동시키며, CBR 신호가 인가된 후 제 2 궤환 차단신호(DIS_

FB2)에 응답하여 다시 궤환부(210)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킬 수 있도록 궤환 제어신호(STB_FB)를 생성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궤환 제어부(220)에 의해 생성된 궤환 제어신호(STB_FB)는 궤환부(210)의 지연 재생기(211)

및 업/다운 발생기(213)로 인가되어 지연 재생기(211)와 업/다운 발생기(213)의 동작을 제어한다. 만약, 지연 재생기

(211)와 업/다운 발생기(213)의 동작이 디스에이블되면, 궤환부(210)는 지연부(200)의 지연량을 제어하기 위한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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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고정루프회로에 의해 소모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궤환 제어신호(STB_FB)는 디스

에이블된 지연 재생기(211)와 업/다운 발생기(213)를 주기적으로 인에이블시켜 일정 구간동안 재구동함으로써 지연 클럭

의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궤환 제어신호(STB_FB)는 지연부(200)에 포함된 듀티 보정기(206)로 인

가되어 지연 재생기(211) 및 업/다운 발생기(213)와 마찬가지로 듀티 보정기(206)의 동작도 제어할 수 있다. 단, 듀티 보

정기(206)는 궤환 제어신호(STB_FB)에 의해 디스에이블되면, 지연 클럭신호(dCLK´)의 듀티 보정 동작이 정지되며, 보간

기(204)로부터 입력되는 클럭신호(dCLK´)는 바이패스(Bypass)시켜 출력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저전력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의 구성 및 동작을 상기한 실시예를 통해 상세히 기술

하였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응용 및 변경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저전력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는 지연 클럭신호가 고정된 이후 지연고정루프회

로에 의한 전력소모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고정 클럭의 공급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에 있어서,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외부클럭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연부;

상기 외부클럭신호와 상기 지연부에 의해 지연된 클럭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지연부의 지연량을 제어하는 궤환부; 및

상기 지연된 클럭신호가 상기 외부클럭신호에 동기되어 고정되면, 상기 궤환부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키고, 이후에는 주

기적으로 상기 궤환부를 인에이블시켜 재구동하는 궤환 제어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회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궤환 제어부는 외부로부터 상기 지연고정루프회로의 리셋신호가 인가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상기 궤환부의 동작

을 디스에이블시키고,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CBR(CAS Before RAS) 리플레쉬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궤환부의 동작

을 인에이블시키며, 상기 CBR 리플레쉬 신호가 인가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상기 궤환부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

킴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궤환 제어부는 상기 리셋신호가 인가된 시점에서 정해진 사이클 동안 카운터 동작을 수행하는 제1 카운터;

상기 CBR 리플레쉬 신호가 인가된 시점에서 정해진 사이클 동안 카운터 동작을 수행하는 제2 카운터; 및

상기 CBR 리플레쉬 신호와 상기 제1 카운터 및 상기 제2 카운터로부터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궤환부의 동작을 제어하

는 궤환 제어신호 발생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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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부는 상기 궤환부로부터의 제1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외부클럭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연 체인; 및

상기 궤환부로부터의 제2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 체인에 의해 지연된 클럭신호를 보간하는 보간기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되,

상기 지연 체인은 대략적인 클럭지연을 통한 클럭 고정을 수행하는 제1 지연모드로 동작하고, 상기 보간기는 세부적인 클

럭지연을 통한 클럭 고정을 수행하는 제2 지연모드로 동작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체인은 복수단의 지연 셀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부는 상기 지연된 클럭신호의 듀티를 보정해주는 듀티 보정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

연고정루프회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듀티 보정기는 상기 궤환 제어부에 의해 디스에이블 또는 인에이블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

프회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듀티 보정기는 디스에이블되면, 상기 보간기로부터의 클럭신호를 바이패스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

연고정루프회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궤환부는 상기 지연 클럭신호를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지연 재생기;

상기 지연 재생기에 의해 재생된 클럭신호와 상기 외부클럭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출기;

등록특허 10-0598101

- 7 -



상기 위상 검출기로부터의 위상차 검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부의 지연량을 제어하는 지연 제어기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재생기는 상기 지연고정루프회로의 출력 클럭신호가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출력단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지연 시간만큼을 재생한 회로임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재생기는 상기 궤환 제어부에 의해 인에이블 또는 디스에이블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

프회로.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제어기는 상기 지연 체인의 지연량을 제어하는 제1 레지스터;

상기 보간기의 지연량을 제어하는 제2 레지스터;

상기 위상차 검출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부의 지연모드를 결정하는 모드 제어기;

상기 위상차 검출 결과와 상기 모드 제어기로부터의 지연 모드 정보에 응답하여 지연부에 의한 지연량의 증감을 제어하는

업/다운 발생기; 및

상기 모드 제어기로부터의 상기 지연 모드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업/다운 발생기로부터의 지연량을 상기 제1 레지스터 또

는 상기 제2 레지스터로 전달하는 먹스회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업/다운 발생기의 동작은 상기 궤환 제어부에 의해 인에이블되거나 또는 디스에이블됨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

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

청구항 14.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적용되며,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클럭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연부, 상기 지연부로부터의 지연클럭신호

를 이용하여 상기 지연부의 지연량을 제어하는 궤환부를 구비하여 지연고정클럭을 생성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

프회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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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연고정루프회로에 대한 리셋 신호가 인가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상기 궤환부의 동작을 디스에이블시키는 제1

단계;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CBR(CAS Before RAS) 리플레쉬 모드로 동작시, 상기 제1 단계에서 디스에이블된 상기 궤환

부의 동작을 인에이블시키는 제2 단계;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상기 CBR 리플레쉬 모드에 진입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상기 제2 단계에서 인에이블된 상

기 궤환부의 동작을 다시 디스에이블시키는 제3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회로의 제

어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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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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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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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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