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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DR SDRAM(Double Data Rate Synchronous DRAM)의 쓰기 회로에 관한 것으로, DDR SDRAM의 쓰기 동

작시 클럭 도메인 크로싱(clock domain crossing)이 쓰기 드라이버에서 발생되도록 하고,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을 일정 시간 지연시킨 것을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바 신호(dinstb_e 및 dinstb_o)로 사용함으로써 gio 버스 라인에

항상 올바른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한다. 또한, 스큐 검출 회로를 사용하여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와의 스큐(tDQSS)를 검

출하고, 스큐 보상 회로에서 자동적으로 스큐(tDQSS)를 보상함으로써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와의 타이밍 오류 관점에서

볼 때 종래 방식에 비해 최대 2배정도의 마진(0.5tCK)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쓰기 동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고속 DDR SDRAM의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DDR SDRAM의 쓰기 회로가 제시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DDR SDRAM, 쓰기 회로, 스큐 검출기, 스큐 보상 회로. 도메인 크로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DDR SDRAM의 쓰기 동작 관련 블럭도.

  도 2 내지 도 4는 도 1의 쓰기 동작 관련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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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의 쓰기 동작 관련 블럭도.

  도 6 내지 도 8은 도 2의 쓰기 동작 관련 타이밍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의 쓰기 동작에 적용되는 스큐 검출기의 회로도.

  도 10은 도 9의 동작 타이밍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의 쓰기 동작에 적용되는 스큐 보상 회로도.

  도 12는 도 11의 동작 타이밍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및 201 : 데이터 입력 버퍼

  102 및 202 : 데이터 스트로브 입력 버버

  103 및 203 : 클럭 입력 버퍼

  104 및 204 :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

  105 및 205 : 클럭 발생기

  106 및 206 :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

  107 및 207 : 쓰기 스트로브 발생기

  108 및 208 : 제 1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

  109 및 209 : 제 2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

  110 및 210 : 제 3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

  111 및 112 : 지연 수단

  113 및 213 : 멀티플렉서

  114 및 214 :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

  115 및 215 : 제 1 gio 버스 라인

  116 및 216 : 제 2 gio 버스 라인

  117 및 217 : 제 1 쓰기 드라이버

  118 및 218 : 제 2 쓰기 드라이버

  219 : DRAM 코어

  220 : 스큐 검출기

  221 : 스큐 보상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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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 싱크로너스 디램(Double Data Rate Synchronous DRAM; DDR SDRAM)의 쓰기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터 쓰기 동작시 클럭 도메인 크로싱(clock domain crossing)이 쓰기 드라이버에서 발생되도록 하

고,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을 일정 시간 지연시킨 것을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바 신호로 사용함으로써 gio 버스

라인에 항상 올바른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는 동시에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의 스큐를 감지하여 보상해 줌으로

써 메모리 소자의 고속동작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DDR SDRAM의 쓰기 회로에 관한 것이다.

  최근, DDR SDRAM의 동작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외부 소자와의 인터페이스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예

를 들면, 데이터 읽기(Read) 동작의 경우 클럭과 관련된 파라미터 tAC(DQ output access time from CK, /CK),

tDQSCK(DQS output access time from CK, /CK) 뿐만 아니라 출력의 슬루율(slew rate), 지터(jitter), 데이터 아이

(data eye), 듀티(duty)와 같은 신호 보전(signal integrity) 특성이 좋아야 실장에서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다. tAC나

tDQSCK와 같은 파라미터는 DDR SDRAM 내부에 클럭과 데이터 출력의 스큐(skew)를 보상해 주는 DLL(Delay Locked

Loop) 회로가 있으므로 파라미터 값의 조정이 비교적 쉽다.

  한편 데이터 쓰기(write) 동작의 경우 데이터 스트로브 자체의 파라미터 tWPRE(write preamble), tWPST(write

postamble)등 뿐만 아니라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와의 스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tDQSS(write command to first

DQS rising edge) 또한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그런데 데이터 쓰기 동작에서 실장 응용시 PCB (Printed Circuit Board)상

에서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라인(signal line)의 길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입력 캐패시턴스(input

capacitance) 값도 다르므로 항상 스큐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실장(외부) tDQSS 값이 허용 범위인 tDQSS_Min(=0.75tCK)과 tDQSS_Max(=1.25tCK)를 벗어나거나 허용 범

위를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칩 내부에서 생성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ids)가 내부 클럭(iclk)과 만나는 클럭 도메인 크로싱

영역(clock domain crossing area)에서 공정(Process), 전압(Voltage), 온도(Temperature)등의 변화로 인해 타이밍 마

진(timing margin)이 부족하게 되면 쓰기 동작시 오동작을 유발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종래의 쓰기 동작과 관련된 블록도를 도 1에 나타내었으며, 이와 관련된 타

이밍도를 도 2, 도 3 및 도 4에 나타내었다.

  도 1은 종래의 DDR SDRAM의 쓰기 동작과 관련된 블럭도로서, 그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입력 버퍼(101)는 입력 데이터(DIN)를 입력하고, n-비트 데이터(n-bit data)를 출력하며, n-비트 데이터(n-bit

data)는 제 1 및 제 2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08 및 109)에 입력된다.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104)는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102)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 스트로브(DS)를 이용하여 데이터 스

트로브 라이징 신호(dsr)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를 출력한다.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dsr)와 데이터 스

트로브 폴링 신호(dsf)는 각각 제 1 및 제 2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08 및 109)에 입력되는데, 클럭의 라이징(rising)에

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dsr)가 제 1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08)에 입력되고, 클럭의

폴링(falling)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가 제 2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09)에 입력

된다.

  제 1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08)는 n-비트 데이터(n-bit data)와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dsr)를 입력하고, 제 2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09)는 n-비트 데이터(n-bit data)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를 입력한다. 그리고, 제 3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10)는 제 1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08)에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

를 입력한다. 이에 의해 클럭의 라이징 데이터나 폴링 데이터 모두 데이터 스트로브의 폴링 에지에 정렬되게 된다. 이때,

제 1 및 제 2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08 및 109)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 스토로브인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dsr)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에 대해 각각 셋업 시간(setup time)과 홀드 시간(hold time)을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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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에 정렬된 두 종류의 n-bit 데이터(algn_rdata 및 algn_fdata)는 제 1 및 제 2 지연 수단

(111 및 112)을 통해 멀티플렉서(113)에 입력되고, 멀티플렉서(113)는 이들 신호를 이용하여 n-bit 데이터(mux_rdata,

mux_fdata)를 출력한다. 멀티플렉서(113)의 출력 데이터(mux_rdata, mux_fdata)는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14)에

입력된다.

  한편, 클럭 발생기(105)는 클럭 입력 버퍼(103)를 통해 입력된 클럭(CLK) 및 그 반전 신호(/CLK)를 입력하여 내부 클럭

(iCLK)를 생성한다. 클럭 발생기(105)로부터 생성된 내부 클럭(iCLK)은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106)와 쓰기 스트

로브 발생기(107)에 입력된다.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106)는 내부 클럭(iCLK)과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

(flag_SA)를 입력하여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이븐 신호(dinstb_e)와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dinstb_o)를 출력하

고, 이들 신호는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14)에 입력된다. 여기서,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flag_SA)는 쓰기 동작시 스

타트 어드레스가 이븐(even) 또는 오드(odd)인지를 판별하여 각각 로우 또는 하이 상태의 값을 가지며, 이븐 어드레스

(even address)일 경우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이븐 신호(dinstb_e)를 발생시키고, 오드 어드레스(odd address)의 경우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dinstb_o)를 발생시킨다. 또한, 내부 클럭(iCLK)를 입력한 쓰기 스트로브 발생기(107)는

쓰기 스트로브 신호(wtstb)를 출력하고, 이 신호는 제 1 및 제 2 쓰기 드라이버(117 및 118)에 입력된다.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14)는 멀티플렉서(113)의 출력 데이터(mux_rdata 및 mux_fdata)를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106)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이븐 신호(dinstb_e) 및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dinstb_o)에 따

라 클럭 도메인(clock domain)을 변환시키고, 이븐 데이터(gio_edata)와 오드 데이터(gio_odata)로 분류시켜 출력한다.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114)로부터 출력된 이븐 데이터(gio_edata)와 오드 데이터(gio_odata)는 제 1 및 제 2 gio 버스

라인(115 및 116)를 통해 제 1 및 제 2 쓰기 드라이버(117 및 108)에 입력된다. 그런데, 멀티플렉서(113)의 출력 데이터

(mux_rdata 및 mux_fdata)와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106)의 출력 신호(dinstb_e 및 dinstb_o) 간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

면 제 1 및 제 2 gio 버스 라인(115 및 116)을 통해 올바른 데이터가 전송될 수 없게 된다. 결국 상기 타이밍은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와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instb_e 및 dinstb_o)와의 상호간 스큐(skew)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스큐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의 tDQSS_Min과 tDQSS_Max 값를 동시에 고려한 후 제 1 및 제 2 지연 수단(111

및 112)의 딜레이와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106) 내부의 클럭 딜레이 조정으로 타이밍 마진이 양쪽 모두 최대가 되

도록 최적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공정, 전압 및 온도 변화에 대해 스큐를 최적화하기는 힘든 일이다. 특히

그래픽 메모리와 같이 고속으로 동작하는 소자의 경우 tDQSS_Min/tDQSS_Max 값 자체가 매우 작으므로 더욱더 엄격하

게 스큐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제 1 및 제 2 쓰기 드라이버(117 및 118)는 제 1 및 제 2 gio 버스 라인(115 및 116)를 통해 입력된 n-비트

데이터(gio_edata, gio_odata)를 DRAM 코어(Core)(119)에 저장하며, 이때 내부 클럭(iCLK)을 가지고 쓰기 스트로 발생

기(107)에 의해 생성된 쓰기 스트로브 신호(wtstb)에 동기되어 로컬 입출력(lio) 버스 라인에 데이터를 실어준다. 이때 데

이터 쓰기 스트로브 신호(wtstb)의 타이밍은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instb_e 및 dinstb_o)에 대해 제 1 및 제 2 gio

버스 라인(117 및 118)의 딜레이와 제 1 및 제 2 쓰기 드라이버(117 및 118)의 셋업 시간 및 홀드 시간을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도 2 및 도 3은 도 1의 구성에 대해 각각 tDQSS_Min과 tDQSS_Max일 때의 타이밍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도 2의 경우 T0에서 쓰기 명령(Write command)이 입력되며, 버스트 렝스(Burst Length; BL)가 4, tDQSS가

0.75tCK, 스타트 어드레스(SA)가 이븐(even) 일 때 각 신호의 파형을 나타낸다. T1에서 클럭(CLK)의 라이징 에지에 비

해 데이터 스트로브(DS)의 라이징 에지가 0.25tCK만큼 먼저 입력된다. 따라서, T2에서 내부 클럭(iCLK)보다 소량의 딜

레이 후에 발생한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이븐 신호(dinstb_e)는 멀티플렉서의 출력 데이터(mux_rdata 및 mux_fdata)에

대해 프리마진(pre_margin)보다 포스트마진(post_margin)쪽이 더 취약하게 된다.

  도 3의 경우 T0에서 쓰기 명령(Write command)이 입력되며, 버스트 렝스(Burst Length; BL)가 4, tDQSS가 1.25tCK,

스타트 어드레스(SA)가 오드(odd)일 때 각 신호의 파형을 나타낸다. T1에서 클럭(CLK)의 라이징 에지에 비해 데이터 스

트로브(DS)의 라이징 에지가 0.25tCK만큼 나중에 입력된다. 따라서, T2에서 내부 클럭(iCLK)보다 소량의 딜레이 후에

발생한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오드 신호(dinstb_o)는 멀티플렉서의 출력 데이터(mux_rdata 및 mux_fdata)에 대해 포스

트마진(post_margin)보다 프리마진(pre_margin)쪽이 더 취약하게 된다.

  상기 두가지 예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도 4의 타이밍도이다. 도 4는 일반적으로 tDQSS와 tDQSS의 값이 클럭(CLK)

에 비해 빠른 경우나 느린 경우를 동시에 고려하여 것으로서, 멀티플렉서의 출력 데이터 mux_r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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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x_fdata@tDQSS(fast)와 mux_rdata/mux_fdata@tDQSS(slow)의 두 경우에 대해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

(dinstb_e 및 dinstb_o)가 가장 최대의 타이밍 마진을 얻기 위한 조건과 더불어 쓰기 성공(Write Pass) 조건 및 쓰기 실패

(Write Fail) 조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도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d =｜tskew_dinstb - tskew_dsf - td_mux｜라고 정의하고 도 1에서 설명된 제 1 및 제

2 지연 수단(111 및 112)의 데이터 딜레이 시간을 0이라고 가정한다면,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instb_e 및

dinstb_o)가 멀티플렉서의 출력 데이터에 대해 프리마진(pre_margin)과 포스트마진(post_margin) 두가지 관점에서 최대

의 타이밍 마진을 얻기 위해서는 td=0가 되어야 한다. 즉, tskew_dinstb = tskew_dsf + td_mux의 관계식을 만족해야 한

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정, 전압 및 온도의 변화로 인하여 td=0을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td가 성공 영역

(Pass Region)안에 존재하면 된다. 이 경우 조건식은 td < tvalid_data/2를 만족하면 되는데, tDQSS_Min=0.75tCK와

tDQSS_Max=1.25tCK의 허용 범위에서는 tvalid_data = tCK - (tDQSS_Max - tDQSS_Min) = 0.5tCK이므로 td <

0.25tCK 조건식을 만족하면 된다.

  만일 tCK=3ns(주파수=666㎒)로 동작하는 그래픽 메모리의 경우 모든 공정, 전압 및 온도 조건에 대해 최대 허용 스큐 td

는 0.75ns를 넘으면 안된다. 실제 약간의 마진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되며 멀티플렉서의 출력 데이터에

대한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instb_e 및 dinstb_o)의 스큐 td는 동작 주파수가 높을수록 매우 작은 범위내에서 제어

가 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DDR SDRAM의 쓰기 동작시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스큐를 검출하고 이를 보상하여 매우 높

은 주파수에서도 안정적으로 데이터 쓰기 동작을 실시할 수 있는 DDR SDRAM의 쓰기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DDR SDRAM의 쓰기 동작시 클럭 도메인 크로싱(clock domain crssing)이 쓰기 드라이버에서

발생되도록 하고,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을 일정 시간 지연시킨 것을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바 신호로 사용함

으로써 gio 버스 라인에 항상 올바른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할 수 있는 DDR SDRAM의 쓰기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서는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클럭 도메인 크로싱(clock domain crssing)이 일어나는 곳을 쓰기 드라이

버로 옮기고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를 일정 시간 지연시킨 것을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instb_e 및

dinstb_o)로 사용함으로써 gio 버스 라인에 항상 올바른 데이터가 실리게 하였다. 또한, 스큐 검출기(skew detector)를 사

용하여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와의 스큐(tDQSS)를 감지하고 직접 동기형 미러 딜레이(Direct Synchronous Mirror

Delay) 방식의 지연 고정 루프(Delay Locked Loop; DLL)를 이용한 스큐 보상 회로에서 자동적으로 스큐(tDQSS)를 보상

해줌으로써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와의 타이밍 마진을 크게 개선하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의 쓰기 회로는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 및 폴링 신호에 따라 라이징 및 폴링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멀티플렉서와,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에 따라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 입력 스

트로브 이븐 신호와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와, 내부 클럭에 대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스큐를 검출하여 스큐 검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스큐 검출기와, 상기 스큐 검출 신호에 따

라 상기 내부 클럭을 제어하여 상기 스큐가 보상된 프리 쓰기 스트로브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스큐 보상 회로와, 상기 프리

쓰기 스트로브 신호에 따라 쓰기 스트로브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쓰기 스트로브 발생기와, 상기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이

븐 신호 및 상기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에 따라 상기 멀티플렉서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이븐 데이터와 오드

데이터로 분류하여 제 1 및 제 2 gio 버스 라인을 통해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 레지스터와, 상기 쓰기 스트로브 신호에 동기

시켜 제 1 및 제 2 로컬 입출력 버스 라인을 통해 DRAM 코어에 입력시키기 위한 제 1 및 제 2 쓰기 드라이버로 이루어진

다.

  상기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는 쓰기 동작시 스타트 어드레스가 이븐 또는 오드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상태의 값을 갖는

다.

  상기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는 상기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가 이븐 어드레스일 경우 상기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이븐 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가 오드 어드레스일 경우 상기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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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스큐 검출기는 액티브 명령 및 쓰기 명령이 입력된 후 상기 내부 클럭에 대한 상기 내부 스트로브 신호의 지연에 따

른 상기 스큐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부와, 상기 액티브 명령이 입력된 후 상기 쓰기 명령이 최초로 입력되었을 경우에만 상

기 스큐를 검출하도록 상기 검출부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로 구성된다.

  상기 검출부는 상기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내부 클럭과 소정 시간 지연된 상기 내부 클럭을 입력하여 상기 내

부 클럭의 라이징에서 클럭 라이징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1 NAND 게이트와, 상기 제어부의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상

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소정 시간 지연된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

브 신호의 라이징에서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2 NAND 게이트와, 상기 제어부의 상기 제어 신

호에 따라 상기 클럭 라이징 신호와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를 래치하여 상기 스큐 검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래치로 구성된다.

  상기 제어부는 쓰기 명령에 따라 상기 쓰기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1 신호 발생 수단과, 액티브 신호 및 프리차지 신

호에 따라 액티브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2 신호 발생 수단과, 상기 내부 클럭과 소정 시간 지연된 상기 내부 클럭을 입

력하여 상기 내부 클럭의 폴링 에지에서 클럭 폴링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1 NOR 게이트와,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소정 시간 지연된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의 폴링 에지에서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2 NOR 게이트와, 상기 클럭 폴링 신호, 상기 쓰기 신호 및 상기 액티브 신호에 따

라 상기 쓰기 명령을 상기 내부 클럭의 폴링에 동기시킨 쓰기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1 NAND 게이트와, 상기 데이터 스

트로브 폴링 신호, 마스크 신호 및 상기 액티브 신호에 따라 스큐 검출이 종료되었을 경우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

링에 동기시켜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바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2 NAND 게이트와, 상기 쓰기 신호 및 상기 데이터 스트

로브 폴링 바 신호를 래치하여 상기 쓰기 명령이 입력된 클럭의 폴링부터 첫번째 데이터 스트로브의 폴링까지 인에이블되

는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래치와, 상기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 및 마스크 신호에 따라

제어 신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3 NAND 게이트와, 상기 윈도우 신호 및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에 따라 상기 스

큐 검출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가 상기 내부 클럭보다 위상이 앞서는 경우 리셋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3 NOR 게이트와, 상기 리셋 신호에 따라 상기 마스크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 3 신호 발생 수단으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상기 제 1 신호 발생 수단은 상기 쓰기 명령 및 액티브 신호의 반전 신호에 따라 전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스위칭 수단

과, 상기 스위칭 수단에 의해 인가된 전원 전압을 래치하기 위한 래치로 구성된다.

  상기 스위칭 수단은 상기 쓰기 신호에 따라 출력 노드에 전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P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액티브 신

호에 따라 상기 출력 노드의 전위를 접지 전원 레벨로 조정하기 위한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제 2 신호 발생 수단은 파워업 신호에 따라 액티브 신호와 프리차지 신호를 래치하기 위한 래치이다.

  상기 제 3 신호 발생 수단은 상기 리셋 신호 및 상기 액티브 신호의 반전 신호에 따라 전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스위칭

수단과, 상기 스위칭 수단에 의해 인가된 전원 전압을 래치하여 상기 마스크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래치로 구성된다.

  상기 스위칭 수단은 상기 리셋 신호에 따라 출력 노드에 전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P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액티브 신

호에 따라 상기 출력 노드의 전위를 접지 전원 레벨로 조정하기 위한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상기 스큐 보상 회로는 상기 스큐 검출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제 1 입력 버퍼와, 상기 액티브 신호를 입력하여 리셋 신호

를 생성하기 위한 제 2 입력 버퍼와, 상기 내부 클럭을 버스트 쓰기 동작동안 입력하기 위한 입력 드라이버와, 상기 스큐 검

출 신호의 펄스 폭을 측정하기 위해 순방향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와, 상기 리셋 신호에 따라 초기화

되고,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의 상기 지연단의 출력에 따라 래치되는 데이터가 조절되는 래치부와,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에 상기 스큐 검출 신호가 입력되면 초기값과 반대의 로직값으로 되어 상기 스큐 검출 신호의 폭에 해당하는 써모

미터 디지털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코드 변환부와, 상기 입력 드라이버의 출력 신호 및 상기 코드 변환부의 출력 신호를 입

력하기 위한 클럭 게이트부와,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에서 측정된 상기 스큐 검출 신호의 펄스 폭만큼 반대 방향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와, 상기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의 출력 신호를 프리 쓰기 스트로브 신호로서 출력하

기 위한 출력 버퍼로 구성된다.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는 다수의 지연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다수의 지연단 각각은 상기 제 1 입력 버퍼를 통해 입력

된 상기 스큐 검출 신호와 이전 지연단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는 제 1 NAND 게이트와, 상기 제 1 NAND 게이트의 출력 신

호와 전원 전압을 입력하는 제 2 NAND 게이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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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래치부는 다수의 래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래치단 각각은 두개의 인버터로 구성되어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

의 상기 지연단의 출력 신호를 래치하고, 출력 신호가 상기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의 상기 지연단으로 입력되는 래치와, 상

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의 상기 지연단 각각의 출력 신호에 따라 상기 래치의 전위를 조절하기 위한 제 1 NMOS 트랜지

스터와, 상기 리셋 신호에 따라 상기 래치를 초기화시키기 위한 제 2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상기 코드 변환부는 다수의 NOR 게이트로 구성되며, 상기 각각의 NOR 게이트는 상기 NOR 게이트에 대응되는 상기 래

치부의 상기 래치단의 입력 전위와 다음단의 래치단의 출력 전위를 입력하여 논리 조합한다.

  상기 입력 드라이버는 상기 내부 클럭과 상기 쓰기 버스트 플래그를 입력하기 위한 NAND 게이트와, 상기 NAND 게이트

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키기 위한 인버터로 구성된다.

  상기 클럭 게이트부는 다수의 NAND 게이트로 구성되며, 상기 각각의 NAND 게이트는 상기 입력 드라이버의 출력 신호

와 상기 코드 변환부의 상기 NOR 게이트의 출력 신호를 입력한다.

  상기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는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와 반대 방향으로 지연되도록 다수의 지연단으로 구성되어 이전

의 지연단의 출력 신호와 상기 래치부의 상기 래치단의 출력 신호를 조합하는 제 1 NAND 게이트와, 상기 제 1 NAND 게

이트의 출력 신호와 상기 클럭 게이트부의 상기 N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는 제 2 NAND 게이트로 구성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의 쓰기 동작과 관련된 블럭도로서, 도 1에서 설명된 종래의 구성과 비교하면 다음

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instb_e 및 dinstb_o)가 내부 클럭(iCLK)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ids)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에서 이종의 클럭 도메인 크로싱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적인 클럭 도메인 크로싱은 쓰기 드라이버에서 발생된다. 또한, 쓰기 스트로브(wtstb)는 스

큐 감지기(skew detector)와 스큐 보상 회로(skew compensation circuit)를 이용하여 tDQSS 스큐가 제거된 프리 쓰기

스트로브(pre_wtstb)를 일정 시간 딜레이시켜 발생시킨다. 이때, 스큐 보상 회로로 사용된 직접 동기형 미러 딜레이

(Direct Synchronous Mirror Delay) 방식의 지연 고정 루프(Delay Locked Loop; DLL)는 클럭(CLK)과 데이터 스트로

브(DS)와의 빠른 고정(fast locking)을 위해 새롭게 고안하였다.

  도 5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의 쓰기 동작과 관련된 블럭도의 구성 및 구동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데이터 입력 버퍼(201)는 입력 데이터(DIN)를 입력하여 n-비트 데이터(n-bit data)를 출력하고, n-비트 데이터(n-bit

data)는 제 1 및 제 2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08 및 209)에 입력된다.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204)는 데이터 스트로브 버퍼(202)를 통해 데이터 스트로브(DS)를 입력하여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dsr),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 및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를 출력한다.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

징 신호(dsr)는 제 1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08)에 입력되고,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는 제 2 n-비트 데이터 레

지스터(209) 및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206)에 입력되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는 스큐 검출기(220)에 입

력된다. 여기서, 클럭의 라이징(rising)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dsr)가 제 1 n-비트 데

이터 레지스터(208)에 입력되고, 클럭의 폴링(falling)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가 제

2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09) 및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206)에 입력된다.

  제 1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08)는 n-비트 데이터(n-bit data)와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dsr)를 입력하고, 제 2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09)는 n-비트 데이터(n-bit data)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를 입력한다. 그리고, 제 3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10)는 제 1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08)에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

를 입력한다. 이에 의해 클럭의 라이징 데이터나 폴링 데이터 모두 데이터 스트로브의 폴링 에지에 정렬되게 된다. 이때,

제 1 및 제 2 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08 및 209)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 스토로브인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dsr)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에 대해 각각 셋업 시간(setup time)과 홀드 시간(hold time)을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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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에 정렬된 두 종류의 n-bit 데이터(algn_rdata 및 algn_fdata)는 멀티플렉서(213)에 입

력되고, 멀티플렉서(213)는 이들 신호를 이용하여 n-bit 데이터(mux_rdata, mux_fdata)를 출력한다. 멀티플렉서(213)의

출력 데이터(mux_rdata 및 mux_fdata)는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14)에 입력된다.

  한편,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206)는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flag_SA)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를 입력

하여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이븐 신호(dinstb_e)와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dinstb_o)를 출력하고, 이들 신호는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14)에 입력된다. 여기서,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flag_SA)는 쓰기 동작시 스타트 어드레스가

이븐(even) 또는 오드(odd)인지를 판별하여 각각 로우 또는 하이 상태의 값을 가지며, 이븐 어드레스(even address)일 경

우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이븐 신호(dinstb_e)를 발생시키고, 오드 어드레스(odd address)의 경우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dinstb_o)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클럭 발생기(205)는 클럭 입력 버퍼(203)를 통해 입력된 클럭(CLK) 및 그 반전 신호(/CLK)를 입력하여 내부 클

럭(iCLK)를 생성한다. 클럭 발생기(205)로부터 생성된 내부 클럭(iCLK)은 스큐 검출기(220)와 스큐 보상 회로(221)에 입

력된다. 스큐 검출기(220)는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204)로부터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와 클럭 발생기(205)로

부터 내부 클럭(iCLK)를 입력하여 클럭대비 데이터 스트로브의 스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인 tDQSS를 검출하여 (tDQSS-

tCK)에 해당하는 펄스 폭을 출력하는 스큐 검출 신호(dtskew)를 생성한다. 그리고, 스큐 보상 회로(221)는 클럭 발생기

(205)로부터 내부 클럭(iCLK)를 입력하고 스큐 검출기(220)로부터 출력 신호(dtskew)를 입력하여 tDQSS 스큐가 제거된

프리 쓰기 스트로브 신호(pre_wtstb)를 출력한다. 또한, 쓰기 스트로브 발생기(207)는 프리 쓰기 스트로브 신호

(pre_wtstb)를 입력하여 쓰기 스트로브 신호(wtstb)출력하고, 이 신호는 제 1 및 제 2 쓰기 드라이버(217 및 218)에 입력

된다.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14)는 멀티플렉서(213)의 출력 데이터(mux_rdata 및 mux_fdata)를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106)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신호(dinstb_o) 및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dinstb_o)에 따라 이

븐 데이터(gio_edata)와 오드 데이터(gio_odata)로 분류하여 출력한다.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14)로부터 출력된 이

븐 데이터(gio_edata)와 오드 데이터(gio_odata)는 제 1 및 제 2 gio 버스 라인(215 및 216)를 통해 제 1 및 제 2 쓰기 드

라이버(217 및 208)에 입력된다.

  최종적으로 제 1 및 제 2 쓰기 드라이버(217 및 218)는 제 1 및 제 2 gio 버스 라인(215 및 216)를 통해 입력된 n-비트

데이터(gio_edata 및 gio_odata)를 DRAM 코어(Core)(219)에 저장하며, 이때 내부 클럭(iCLK)을 가지고 쓰기 스트로 발

생기(207)에 의해 생성된 쓰기 스트로브 신호(wtstb)에 동기되어 로컬 입출력 버스 라인에 데이터를 실어준다. 이때 데이

터 쓰기 스트로브 신호(wtstb)의 타이밍은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instb_e 및 dinstb_o)에 대해 제 1 및 제 2 gio 버

스 라인(217 및 218)의 딜레이와 제 1 및 제 2 쓰기 드라이버(217 및 218)의 셋업 시간 및 홀드 시간을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의 쓰기 동작은 gio 버스 라인(215 및 216)를 이용하여 타이밍 에러

없이 항상 올바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2n-비트 데이터 레지스터(214)에서 내부 클럭(iCLK)으로 동기시키지 않고 내

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 자체로 동기시키면 이종의 클럭 사용으로 인한 타이밍 마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쓰기

드라이버(217 및 218)에 발생되는 이종 클럭간의 도메인 크로싱은 스큐 보상 회로(221)에서 미리 tDQSS를 보상해 줌으

로써 이종 클럭간에 타이밍 마진이나 스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의 쓰기 동작에 관련된 동작 타이밍도로서, 각각 tDQSS_Min과

tDQSS_Max일 때의 타이밍도를 나타낸다.

  도 6은 T0에서 쓰기 명령(Write command)이 입력되며 버스트 렝스(BL)가 4, tDQSS가 0.75tCK, 스타트 어드레스(SA)

가 이븐(even)일 때 각 신호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다. T1, T2에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에 동기되어 멀티

플렉서(213)의 출력 데이터(mux_rdata 및 mux_fdata)가 정렬되고,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이븐 신호(dinstb_e)가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를 일정 시간(td_mux + tsetup_dinstb)만큼 딜레이시켜 만들어 진다면 프리마진(pre_margin)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포스트마진(post_margin)은 다음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까지 이므로 역시 고려하지 않아

도 된다.

  도 7은 T0에서 쓰기 명령(Write command)이 입력되며 버스트 렝스(BL)가 4, tDQSS가 1.25tCK, 스타트 어드레스(SA)

가 오드(odd)일 때 각 신호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다. 도 7의 경우도 도 6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2n-비트 데이터 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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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214)에서 이종 클럭간의 도메인 크로싱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타이밍 마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여기서 제

1 및 제 2 쓰기 드라이버(217 및 218)에서 발생되는 클럭 도메인 크로싱 타이밍 문제만 고려하면 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

해 도 8의 타이밍도가 제시되었다.

  도 8에서 쓰기 스트로브 신호(wtstb)는 T2 이후에 발생하며 쓰기 동작시 성공 조건은 다음식과 같다.

  

수학식 1

tskew_wrstb > tDQSS_Max - tCK + tskew_dsf + tsetup_dinstb + td_gio + tsetup_wrstb

  

수학식 2

tskew_wrstb < tDQSS_Min - 0.5tCK + tskew_dsf + tsetup_dinstb + td_gio + tsetup_wrstb

  [수학식 1]과 [수학식 2]는 각각 tDQSS_Max와 tDQSS_Min일 때의 조건식에 해당되며 두 식을 동식에 만족시켜야만

된다. tskew_wrstb를 [수학식 3]으로 분류하여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수학식 3

tskew_wrstb = tcomp + tskew_dsf + tsetup_dinstb + td_gio + tsetup_wrstb

  여기서, tcomp는 스큐보상시간이다.

  [수학식 3]을 [수학식 1]과 [수학식 2]에 각각 대입하여 풀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4

tcomp > tDQSS_Max - tCK

  

수학식 5

tcomp < tDQSS_Min - 0.5tCK

  그런데, 데이터 스트로브가 클럭에 대해 tDQSS값이 1tCK보다 작다면 스큐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즉, tcomp=0이 되

므로 [수학식 3]과 [수학식 5]는 [수학식 6]과 [수학식 7]로 정리될 수 있다.

  

수학식 6

tskew_wrstb = tskew_dsf + tsetup_dinstb + td_gio + tsetup_wrstb

  

수학식 7

0 < tDQSS_Min - 0.5t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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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수학식 4]와 [수학식 7]을 만족하면 된다. 따라서, 도 5와 같은 쓰기 동작 구조에서 tDQSS_Min은 0.5tCK

보다 큰 값을 가지면 되고, tDQSS_Max은 (tcomp+tCK)보다 작아야 되므로 tcomp에 의존하게 된다. tcomp를 0.5tCK까

지 감당하도록 설계한다면 tDQSS 파라미터 값은 0.5tCK부터 1.5tCK가지 확장된다. 이 경우 DDR SDRAM의 쓰기 동작은

종래의 것보다 최대 2배정도 타이밍 마진을 가지게 되므로 안정적이고 고속의 쓰기 동작이 가능해 진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DDR SDRAM의 쓰기 동작에 적용되는 스큐 검출기의 회로도로서, 클럭 대비 데이터 스트로브의

스큐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인 tDQSS를 감지하여 (tDQSS-tCK)에 해당하는 펄스폭을 출력하는 스큐 검출 신호(dtskew)를

생성하는데, 그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수의 인버터로 구성된 제 1 지연 수단(301)은 내부 클럭(iclk)을 지연시키고, 다수의 인버터로 구성된 제 2 지연 수단

(302)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를 지연시킨다.

  제 1 NAND 게이트(303)는 윈도우 신호(dtwindow), 내부 클럭(iclk) 및 제 1 지연 수단(301)를 통해 지연된 내부 클럭

(iclk)을 입력하여 클럭 라이징 바 신호(clkrpz)를 출력한다. 제 2 NAND 게이트(304)는 윈도우 신호(dtwindow), 내부 데

이터 스트로브 신호(ids) 및 제 2 지연 수단(302)를 통해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를 입력하여 데이터 스트

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를 출력한다.

  제 1 래치(307)는 제 3 NAND 게이트(305)와 제 4 NAND 게이트(306)로 구성되어 클럭 라이징 바 신호(clkrpz)와 데이

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를 입력하여 래치하는데, 제 3 NAND 게이트(305)는 클럭 라이징 바 신호(clkrpz)와

제 4 NAND 게이트(306)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제 4 NAND 게이트(306)는 윈도우 신호(dtwindow),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 및 제 3 NAND 게이트(307)의 출력 신호를 입력한다. 제 1 래치(307)에 래치된 데이터는 출력 드

라이버(308)을 통해 스큐 검출 신호(dtskew)로서 출력된다.

  제 1 NOR 게이트(309)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와 제 2 지연 수단(302)을 통해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를 입력하여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p)를 출력한다. 그리고, 제 2 NOR 게이트(310)는 내부 클럭(iclk)과

제 1 지연 수단(301)을 통해 지연된 내부 클럭(iclk)를 입력하여 클럭 폴링 신호(clkfp)를 출력한다.

  제 1 PMOS 트랜지스터(P301)는 전원 단자(VDD)와 제 1 노드(Q301) 사이에 접속되어 쓰기 바 신호(writez)에 따라 구

동되며, 제 1 NMOS 트랜지스터(N301)는 제 1 노드(Q301)와 접지 단자(VSS) 사이에 접속되어 제 4 인버터(I304)의 출력

신호인 라스 액티브 바 신호(rasatvz)에 따라 구동된다. 제 1 및 제 2 인버터(I301 및 I302)로 구성된 제 2 래치(311)는 제

1 노드(Q301)의 전위를 래치한다. 제 3 인버터(I303)는 제 2 래치(311)의 출력을 반전시켜 제 2 노드(Q302)의 전위를 결

정한다.

  제 3 래치(314)는 제 5 NAND 게이트(312)와 제 6 NAND 게이트(313)로 구성되어 액티브 바 신호(activez)와 프리차지

바 신호(pcgz)를 입력하여 래치하는데, 제 5 NAND 게이트(312)는 액티브 바 신호(activez)와 제 6 NAND 게이트(313)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제 6 NAND 게이트(313)는 프리차지 바 신호(pcgz)와 제 5 NAND 게이트(312)의 출력 신호 및 파

워업 신호(pwrup)를 입력한다. 제 4 인버터(I304)는 제 2 래치(314)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라스 액티브 바 신호

(rasatvz)를 출력하고, 제 5 인버터(I305)는 라스 액티브 바 신호(rasatvz)를 반전시켜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를 출력한

다.

  제 7 NAND 게이트(315)는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 클럭 폴링 신호(clkfp) 및 제 2 노드(Q302)의 전위를 입력하여 쓰

기 바 신호(wtpz)를 출력한다. 제 8 NAND 게이트(316)는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p) 및

제 9 인버터(I309)의 출력에 따라 결정되는 제 3 노드(Q303)의 전위를 입력하여 데이터 스트로브 바 신호(dsfpz)를 출력

한다.

  제 4 래치(319)는 제 9 NAND 게이트(317)와 제 10 NAND 게이트(318)로 구성되어 쓰기 바 신호(wtpz)와 데이터 스트

로브 폴링 바 신호(dsfpz)를 래치하여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wtdsf)를 출력하는데, 제 9 NAND 게이트(317)는 쓰기

바 신호(wtpz)와 제 10 NAND 게이트(318)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제 10 NAND 게이트(318)는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바 신호(dsfpz)와 제 9 NAND 게이트(317)의 출력 신호 및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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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NAND 게이트(320)는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wtdsf)와 제 5 래치(322)의 출력 신호인 마스크 신호(dtmask)

를 입력한다. 제 3 NOR 게이트(321)는 제 11 NAND 게이트(320)의 출력 신호와 제 2 NAND 게이트(304)의 출력 신호인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를 입력하여 리셋 바 신호(resetpz)를 생성한다. 제 6 인버터(I306)는 제 11

NAND 게이트(320)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윈도우 신호(dtwindow)를 출력한다.

  전원 단자(VDD)와 제 4 노드(Q304) 사이에 접속된 제 2 PMOS 트랜지스터(P302)는 리셋 바 신호(resetpz)에 따라 구

동되며, 제 4 노드(Q304)와 접지 단자(VSS) 사이에 접속된 제 2 NMOS 트랜지스터(N302)는 라스 액티브 바 신호

(rasatvz)에 따라 구동된다.

  제 7 인버터(I307)와 제 8 인버터(I308)로 구성된 제 5 래치(322)는 제 4 노드(Q304)의 전위를 래치하고, 마스크 신호

(dtmask)를 출력한다. 제 9 인버터(I309)는 마스크 신호(dtmask)를 반전시켜 제 3 노드(Q303)의 전위를 결정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스큐 검출기의 구동 방법을 도 10의 동작 타이밍도를 이용하여 설명하는데, 클럭

(clk)보다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늦게 입력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스큐를 검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럭(clk)이 인가되면서 내부 클럭(iclk)이 생성되고 뱅크 액티브 명령(ACTIVE)이 입력된 후 쓰기

명령(WRITE)이 입력되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s)가 인가되면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가 입력되는데, 이러

한 시간 순서로 스큐 검출기의 구동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A) 액티브 명령(ACTIVE) 인가

  내부 클럭(iclk)과 제 1 지연 수단(301)에 의해 지연된 내부 클럭(iclk)은 제 1 NAND 게이트(303)에 의해 논리 조합되어

클럭 라이징 바 신호(clkrpz)가 출력되는데, 클럭 라이징 바 신호(clkrpz)는 윈도우 신호(dtwindow)가 하이 상태일 때 로

우 상태로 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하이 상태를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ids)와 제 2 지연 수단

(302)에 의해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는 제 2 NAND 게이트(304)에 의해 논리 조합되어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가 출력되는데,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는 윈도우 신호(dtwindow)가 하이 상태일

때 로우 상태로 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하이 상태를 유지한다. 하이 상태를 유지하는 클럭 라이징 바 신호(clkrpz)와 하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는 로우 상태의 윈도우 신호(dtwindow)와 함께 제 1 래치

(307)에 래치되고 로우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로우 상태로 출력된 제 1 래치(307)의 출력 신호는 출력 드라이버(308)

를 통해 로우 상태의 스큐 검출 신호(dtskew)로서 출력된다.

  그리고, 제 1 NOR 게이트(309)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와 제 2 지연 수단(302)를 통해 지연된 내부 데이터 스

트로브 신호(ids)를 입력하여 논리 조합하는데, 제 1 NOR 게이트(309)는 쓰기 명령(WRITE)이 입력되고 내부 데이터 스

트로브 신호(ids)가 하이 상태에서 로우 상태로 천이하는 경우에만 제 2 지연 수단(302)의 지연 시간동안 하이 상태의 데

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p)를 출력하고, 그 이외의 동안에는 로우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p)를 출력한

다. 마찬가지로, 제 2 NOR 게이트(310)는 내부 클럭(iclk)과 제 1 지연 수단(301)을 통해 지연된 내부 클럭(iclk)를 입력하

여 논리 조합하는데, 제 2 NOR 게이트(310)는 쓰기 명령(WRITE)이 입력되고 내부 클럭(iclk)이 하이 상태에서 로우 상태

로 천이하는 경우에만 제 1 지연 수단(301)의 지연 시간동안 하이 상태의 클럭 폴링 신호(clkfp)를 출력하고, 그 이외의 동

안에는 로우 상태의 클럭 폴링 신호(clkfp)를 출력한다.

  한편, 뱅크 액티브 명령(ACTIVE)이 활성화되면 프리차지 바 신호(pcgz)는 하이 상태로 인가되고 액티브 바 신호

(activez)는 로우 상태로 인가된다. 따라서, 제 3 래치(314)는 액티브 바 신호(activez)를 래치하여 하이 상태의 신호를 출

력하게 되고, 제 4 인버터(I304)는 제 3 래치(314)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로우 상태의 라스 액티브 바 신호(rasatvz)를

출력한다. 로우 상태의 라스 액티브 바 신호(rasatvz)는 제 1 및 제 2 NMOS 트랜지스터(N301 및 N302)를 턴오프시킨다.

또한, 제 5 인버터(I305)는 로우 상태의 라스 액티브 바 신호(rasatvz)를 반전시켜 하이 상태의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

를 출력한다. 하이 상태의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에 의해 제 7 및 제 8 NAND 게이트(315 및 316), 그리고 제 4 래치

(319)가 인에이블된다.

  B) 쓰기 명령(WRITE) 입력

  쓰기 명령(WRITE)이 입력되면 쓰기 바 신호(wrtiez)가 로우 상태로 입력되어 제 1 PMOS 트랜지스터(P301)를 턴온시

킨다. 이때, 제 1 NMOS 트랜지스터(N301)는 로우 상태의 라스 액티브 바 신호(rasatvz)에 의해 턴오프된 상태를 유지한

등록특허 10-0521049

- 11 -



다. 따라서, 제 2 래치(311)는 하이 상태의 제 1 노드(Q301)의 전위를 래치하고, 로우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로우 상태

의 제 2 래치(311)의 출력 신호는 제 3 인버터(I303)에 의해 반전되어 제 2 노드(Q302)는 하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즉,

쓰기 명령이 입력되면 제 2 노드(Q302)는 하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하이 상태의 제 2 노드(Q302)의 전위, 로우 상태의 클럭 폴링 신호(clkfp) 및 하이 상태의 라스 액티브 신호

(rasatv)는 제 7 NAND 게이트(315)에 입력되고, 제 7 NAND 게이트(315)는 하이 상태의 쓰기 바 신호(wtpz)를 출력한

다. 그리고, 로우 상태의 제 3 노드(Q303)의 전위, 로우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p) 및 하이 상태의 라스 액

티브 신호(rasatv)는 제 8 NAND 게이트(316)에 입력되고, 제 8 NAND 게이트(316)는 하이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바 신호(dsfpz)를 출력한다. 하이 상태의 쓰기 바 신호(wtpz) 및 하이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바 신호(dsfpz)는 제 4

래치(317)에 래치되고, 제 4 래치(317)는 로우 상태의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wtdsf)를 출력한다. 로우 상태의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wtdsf)는 하이 상태의 제 5 래치(322)의 출력 신호인 마스크 신호(dtmask)와 제 11

NAND 게이트(320)에 입력되고, 제 11 NAND 게이트(320)는 하이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하이 상태의 제 11 NAND 게

이트(320)의 출력 신호는 제 6 인버터(I306)를 통해 로우 상태의 윈도우 신호(dtwindow)로 반전되어 제 1 및 제 2 NAND

게이트(303 및 304), 그리고 제 1 래치(307)의 제 4 NAND 게이트(306)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제 1 NAND 게이트(303)

는 하이 상태의 클럭 라이징 바 신호(clkrpz)를 출력하고, 제 2 NAND 게이트(304)는 하이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를 출력한다. 이는 제 1 래치(307)에 래치되어 로우 상태의 신호가 출력된다. 로우 상태로 출력된 신호는 제

3 지연 수단(308)에 의해 지연되어 로우 상태의 스큐 검출 신호(dtskew)로 출력된다.

  그리고, 하이 상태의 제 11 NAND 게이트(320)의 출력 신호는 제 3 NOR 게이트(321) 및 제 10 인버터(I310)에 의해 하

이 상태의 리셋 바 신호(resetpz)가 되고, 하이 상태의 리셋 바 신호(resetpz)에 의해 제 2 PMOS 트랜지스터(P302)는 턴

오프된다. 따라서, 제 5 래치(322)는 이전 데이터를 래치하며, 하이 상태의 마스크 신호(dtmask)를 출력한다. 하이 상태의

마스크 신호(dtmask)는 제 9 인버터(I309)에 의해 로우 상태로 반전되어 제 8 NAND 게이트(316)으로 입력된다.

  c) 내부 클럭의 라이징 및 내부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

  이제, 내부 클럭보다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가 지연되어 입력될 경우 내부 클럭의 라이징에서 내부 스트로브 신호는

폴링되는데, 이때의 동작을 살펴보기로 한다.

  쓰기 명령(WRITE)이 입력된 후 내부 클럭(iclk)의 폴링에서 클럭 폴링 신호(clkfp)는 하이 상태로 반전하고,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가 내부 클럭(iclk)보다 지연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p)는 로우 상태를 유

지하게 된다. 따라서, 제 1 NAND 게이트(315)는 하이 상태의 제 2 노드(Q302)의 전위, 하이 상태의 클럭 폴링 신호

(clkfp) 및 하이 상태의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를 입력하여 로우 상태의 쓰기 바 신호(wtpz)를 출력한다. 그리고, 제 8

NAND 게이트(316)는 로우 상태의 제 3 노드(Q303)의 전위, 로우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p) 및 하이 상태

의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를 입력하여 하이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바 신호(dsfpz)를 출력한다. 로우 상태의 쓰기

바 신호(wtpz) 및 하이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바 신호(dsfpz)는 제 4 래치(317)에 래치되고, 제 4 래치(317)는 하

이 상태의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wtdsf)를 출력한다. 하이 상태의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wtdsf)는 하

이 상태의 제 5 래치(322)의 출력 신호(dtmask)와 제 11 NAND 게이트(320)에 입력되고, 제 11 NAND 게이트(320)는 로

우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로우 상태의 제 11 NAND 게이트(320)의 출력 신호는 제 6 인버터(I306)를 통해 하이 상태의

윈도우 신호(dtwindow)로 반전되어 제 1 및 제 2 NAND 게이트(303 및 304), 그리고 제 1 래치(307)의 제 4 NAND 게이

트(306)로 입력된다. 따라서, 제 1 NAND 게이트(303)는 로우 상태의 클럭 라이징 바 신호(clkrpz)를 출력하고, 이는 제 1

래치(307)에 래치되어 하이 상태의 신호가 출력된다. 이때,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는 내부 클럭(iclk)에 비해 지연

되어 입력되므로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는 하이 상태로 유지된다. 하이 상태로 출력된 제 1 래치(307)의

출력 신호는 출력 드라이버(308)에 의해 하이 상태의 스큐 검출 신호(dtskew)로 출력된다.

  그리고, 로우 상태의 제 11 NAND 게이트(320)의 출력 신호는 하이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와 함

께 제 3 NOR 게이트(321)에 입력되고, 제 3 NOR 게이트(321)는 로우 상태의 리셋 바 신호(resetpz)를 출력한다. 로우 상

태의 리셋 바 신호(resetpz)에 의해 제 2 PMOS 트랜지스터(P302)는 턴온된다. 이때, 제 2 NMOS 트랜지스터(N302)는

로우 상태의 라스 액티브 바 신호(rasatvb)에 의해 턴오프 상태이기 때문에 제 4 노드(Q304)는 하이 상태로 된다. 따라서,

제 5 래치(322)는 제 4 노드(Q304)의 전위를 래치하며, 로우 상태의 마스크 신호(dtmask)를 출력한다. 로우 상태의 마스

크 신호(dtmask)는 제 9 인버터(I309)에 의해 하이 상태로 반전되어 제 8 NAND 게이트(316)으로 입력된다.

  d) 내부 클럭의 라이징 및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의 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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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명령(WRITE)이 입력된 후 내부 클럭(iclk)의 라이징에서 클럭 폴링 신호(clkfp)는 로우 상태로 되고,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의 폴링에서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p)는 하이 상태로 된다. 따라서, 제 7 NAND 게이트(315)는

하이 상태의 제 2 노드(Q302)의 전위, 로우 상태의 클럭 폴링 신호(clkfp) 및 하이 상태의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를 입

력하여 하이 상태의 쓰기 바 신호(wtpz)를 출력한다. 그리고, 제 8 NAND 게이트(316)는 하이 상태의 제 3 노드(Q303)의

전위, 하이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dsfp) 및 하이 상태의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를 입력하여 로우 상태의 데

이터 스트로브 폴링 바 신호(dsfpz)를 출력한다. 하이 상태의 쓰기 바 신호(wtpz) 및 로우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바

신호(dsfpz)는 제 4 래치(317)에 래치되고, 제 4 래치(317)는 로우 상태의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wtdsf)를 출력

한다. 로우 상태의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wtdsf)는 로우 상태의 마스크 신호(dtmask)와 제 11 NAND 게이트

(320)에 입력되고, 제 11 NAND 게이트(320)는 하이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하이 상태의 제 11 NAND 게이트(320)의

출력 신호는 제 6 인버터(I306)를 통해 로우 상태의 윈도우 신호(dtwindow)로 반전되어 제 1 및 제 2 NAND 게이트(303

및 304), 그리고 제 1 래치(307)의 제 4 NAND 게이트(306)로 입력된다. 따라서, 내부 클럭(iclk)의 폴링에서 클럭 라이징

바 신호(clkrpz)는 하이 상태가 되고, 이와 시간 지연되어 입력되는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의 라이징에서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는 로우 상태로 되어 제 1 래치(307)에 래치되고, 제 1 래치(307)는 로우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로우 상태로 출력된 신호는 출력 드라이버(308)에 의해 로우 상태의 스큐 검출 신호(dtskew)로 출력된다.

  그리고, 하이 상태의 제 11 NAND 게이트(320)의 출력 신호는 하이 상태의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바 신호(dsrpz)와 함

께 제 3 NOR 게이트(321)에 입력되고, 제 3 NOR 게이트(321)는 로우 상태의 신호를 리셋 바 신호(resetpz)를 출력한다.

하이 상태의 리셋 바 신호(resetpz)에 의해 제 2 PMOS 트랜지스터(P302)는 턴온되고 제 4 노드(Q304)는 하이 상태로 된

다. 하이 상태의 제 4 노드(Q304)의 전위는 제 5 래치(322)에 래치되고, 제 5 래치(322)는 로우 상태의 마스크 신호

(dtmask)를 출력한다. 로우 상태의 마스크 신호(dtmask)는 제 9 인버터(I309)에 의해 하이 상태로 반전되어 제 8 NAND

게이트(316)으로 입력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스큐 검출 회로는 뱅크 액티브 명령(ACTIVE) 및 쓰기 명령(WRITE)이 입력된 후 내부

클럭(iclk)보다 지연되어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가 입력될 경우 이를 검출하여 스큐 검출 신호(dtskew)를 출력한

다. 즉, tDQSS가 tCK보다 큰 경우에 스큐 검출 신호(dtskew)를 생성하고 그렇치 않은 경우는 항상 로우 상태의 신호를 출

력한다.

  한편,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wtdsf)는 쓰기 명령이 입력된 후 내부 클럭(iclk)의 폴링에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

호(ids)의 첫번째 폴링까지 하이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윈도우 신호(dtwindow)는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wtdsf)

의 윈도우 폭과 스큐 검출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는 마스크 신호(dtmask)의 조합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스큐 검출 신호

(dtskew)는 쓰기 명령이 반복해서 들어올지라도 뱅크가 액티브된 후 쓰기 명령이 최초로 입력되었을 때만 단 한번 발생한

다. 따라서 전체 스큐 검출 회로는 뱅크가 액티브된 후 첫번째 쓰기 명령에서만 동작하며 연속적으로 버스트(Burst) 쓰기

동작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무시해 버린다. 이것은 스큐 검출 회로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전류 소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스

큐 검출 신호(dtskew)는 쓰기 명령이 입력된 다음 내부 클럭의 라이징에서 하이 상태가 된 후 첫번째 데이터 스트로브 신

호의 라이징에서 로우 상태로 천이함으로써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간의 스큐를 검출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스큐 보상 회로도로서, 그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입력 버퍼(401)는 다수의 인버터로 구성되며, 스큐 검출 회로로부터의 스큐 검출 신호(dtskew)를 입력한다. 제 2 입

력 버퍼(402)는 다수의 인버터로 구성되며, 라스 액티브 신호(rasatv)를 입력한다. 제 1 인버터(403)는 제 2 입력 버퍼

(402)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리셋 신호(reset)를 생성한다. 리셋 신호(reset)는 래치부(420)를 구성하는 각 래치(421 내

지 42n)를 초기화시킨다.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410)는 다수의 지연단(411 내지 41n)으로 구성되어 스큐 검출 신호(dtskew)에 대하여 라스 액티

브 신호(rasatv)의 지연 시간을 조절하며, 각 지연단(411 내지 41n)은 제 1 입력 버퍼(401)를 통해 입력된 스큐 검출 신호

(dtskew)와 이전 지연단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는 제 1 NAND 게이트와 제 1 N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와 전원 전압을 입

력하는 제 2 NAND 게이트로 구성된다. 예를들어 두번째 지연단(412)은 제 1 입력 버퍼(401)를 통해 입력된 스큐 검출 신

호(dtskew)와 첫번째 지연단(411)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는 제 1 NAND 게이트와 제 1 N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와 전원

전압을 입력하는 제 2 NAND 게이트로 구성된다.

  래치부(420)는 다수의 래치단(421 내지 42n)으로 구성되며, 각 래치단(421 내지 42n)은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410)의

지연단(411 내지 41n)의 출력에 따라 래치되는 데이터가 조절되며, 각 래치단(421 내지 42n)에 래치된 데이터는 역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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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래치부(450)의 각 래치단(451 내지 45n)에 입력된다. 한편, 래치단(421 내지 42n) 각각은 두개의 인버터로 구성된

래치와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410)의 지연단(411 내지 41n) 각각의 출력 신호에 따라 래치의 전위를 조절하기 위한 제 1

NMOS 트랜지스터 및 리셋 신호(reset)에 따라 래치를 초기화시키기 위한 제 1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코드 변환부(430)는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410)에 스큐 검출 신호(dtskew)가 입력되면 초기값과 반대의 로직값으로 되

어 스큐 검출 신호(dtskew)의 폭에 해당하는 써모미터(thermometer) 디지털 코드를 생성한다. 코드 변환부(430)는 다수

의 NOR 게이트(431 내지 43n)로 구성되며, 각 NOR 게이트(431 내지 43n)는 그 NOR 게이트에 대응되는 래치부(420)의

래치단(421 내지 42n)의 입력 전위와 다음단의 래치단(421 내지 42n)의 출력 전위를 입력하여 논리 조합한다. 예를들어

제 2 NOR 게이트(432)는 제 2 래치단(422)의 입력 전위와 제 3 래치단(423)의 출력 전위를 입력한다.

  NAND 게이트(404)는 내부 클럭(iclk)과 쓰기 버스트 플래그(flag_wburst)를 입력하여 논리 조합하여 인버터(405)는

NAND 게이트(404)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킨다. 이에 의해 내부 클럭(cilk)이 버스트 쓰기 동작동안 입력된다.

  클럭 게이트부(440)는 다수의 NAND 게이트(441 내지 44n)로 구성되며, 다수의 각각의 NAND 게이트(441 내지 44n)는

인버터(405)의 출력 신호와 코드 변환부(430)의 NOR 게이트(431 내지 43n)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논리 조합한다.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450)는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460)와 반대 방향으로 지연되도록 다수의 지연단(451 내지 45n)으

로 구성되어 이전의 지연단의 출력 신호와 래치부(420)의 래치단(421 내지 42n)의 출력 신호를 조합하는 제 1 NAND 게

이트와 제 1 N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와 클럭 게이트부(440)의 NAND 게이트(441 내지 44n)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는

제 2 NAND 게이트로 구성된다.

  출력 버퍼(406)는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450)의 출력 신호를 프리 쓰기 스트로브 바(pre_wtstb)로서 출력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스큐 보상 회로의 구동 방법을 도 12의 타이밍도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클럭(clk)에 동기되어 뱅크 액티브 명령(ACTIVE)이 입력되면, 하이 상태의 리셋 신호(reset)에 따라 래치부(420)

가 초기화된다. 그리고, 쓰기 명령(WRITE)이 입력되면 내부 클럭(iclk)과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ids)와의 스큐를 검

출하여 스큐 검출 신호(dtskew)가 발생된다.

  제 1 입력 버퍼(401)를 통해 입력된 스큐 검출 신호(dtskew)와 제 2 입력 버퍼(402)를 통해 입력된 카스 액티브 신호

(casatv)는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410)에 입력된다.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410)는 각 지연단으로부터 일정 시간동안 지연

되면서 출력 신호가 정합되게 된다. 즉,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410)의 각 지연단을 통해 지연되면서 스큐 검출 신호

(dtskew)와 카스 액티브 신호(casatv)와 정합되게 된다. 여기서,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410)의 각 지연단의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가 정합되지 않을 경우 하이 상태로 출력되고, 입력 신호가 정합되었을 경우 로우 상태로 출력된다. 예를들어, 제

4 지연단(414)에서 입력 신호가 정합되었다면 제 1 내지 제 3 지연단(411 내지 413)의 출력 신호는 하이 상태가 되고, 제

4 내지 제 n 지연단(414)의 출력 신호는 로우 상태가 된다.

  한편, 정방향 지연 어레이부(410)의 각 지연단(411 내지 41n)의 출력 신호에 의해 래치부(420)의 각 래치단(421 내지

42n)이 래치하는 데이터가 조절되는데, 제 1 내지 제 3 지연단(411 내지 413)은 하이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고 제 4 내지

제 n 지연단(414 내지 41n)는 로우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기 때문에 제 1 내지 제 3 래치단(421 내지 423)의 입력단은 로

우 상태가 되고, 제 4 내지 제 n 래치단(421 내지 42n)의 입력단은 하이 상태가 된다. 따라서, 제 1 내지 제 3 래치단(421

내지 423)의 출력단은 하이 상태가 되고, 제 4 내지 제 n 래치단(421 내지 42n)의 출력단은 로우 상태가 된다.

  그리고, 코드 변환부(430)를 구성하는 다수의 NOR 게이트(431 내지 43n) 각각은 그 NOR 게이트에 대응되는 래치부

(420)의 래치단(421 내지 42n)의 입력 전위와 다음단의 래치단(421 내지 42n)의 출력 전위를 입력하여 논리 조합하는데,

제 3 NOR 게이트(433)는 로우 상태의 제 3 래치단(423)의 입력단의 전위와 로우 상태의 제 4 래치단(424)의 출력단의 전

위를 입력하여 하이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고, 나머지 NOR 게이트들은 로우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쓰기 버스트 플래그 신호(flag_wburst)는 쓰기 명령이 입력된 후 2 클럭후에 로우 상태에서 하이 상태로 천이하고, 쓰기

동작이 종료되면 하이 상태에서 로우 상태로 천이하는 신호이다. 내부 클럭(iclk)과 이러한 쓰기 버스트 플래그 신호

(flag_wburst)를 입력하는 NAND 게이트(404)는 쓰기 버스트 플래스 신호(flag_wburst)가 하이 상태로 입력되면 내부 클

럭(iclk)의 상태에 따라 출력이 결정되는데, 내부 클럭(iclk)이 하이 상태로 입력되면 로우 상태의 신호가 출력되고, 내부

클럭(iclk)이 로우 상태로 입력되면 하이 상태의 신호가 출력된다. 따라서, 인버터(405)는 NAND 게이트(404)의 출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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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반전시켜 내부 클럭(iclk)과 같은 위상의 신호를 출력한다. 이러한 인버터(405)의 출력 신호는 클럭 게이트부(440)를

구성하는 각 NAND 게이트(441 내지 44n)에 입력되는데, 제 3 NAND 게이트(443)만이 코드 변환부(430)의 제 3 NOR 게

이트(433)의 하이 상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인버터(405)의 출력 신호와 반대 위상의 신호를 출력한다. 즉, 제

3 NAND 게이트(443)는 인버터(405)의 출력 신호가 하이 상태이면 로우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고, 인버터(405)의 출력 신

호가 로우 상태이면 하이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이때, 나머지 NAND 게이트들은 항상 하이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래치부(420)의 각 래치단(421 내지 42n)의 출력 신호와 클럭 게이트부(440)의 각 NAND 게이트(441 내지 44n)의 출력

신호는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450)에 입력되는데, 이전의 지연단의 출력 신호와 래치부(420)의 래치단(421 내지 42n)의

출력 신호는 제 1 NAND 게이트에 입력되고, 제 1 N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와 클럭 게이트부(440)의 NAND 게이트

(441 내지 44n)의 출력 신호는 제 2 NAND 게이트로 입력된다. 따라서,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450)는 순방향 지연 어레이

부(410)에 의해 지연된 시간동안 다시 지연되어 출력된다.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450)의 출력 신호는 출력 버퍼(406)을

통해 프리 쓰기 스트로브 바 신호(pre_wtstb)로서 출력되고, 프리 쓰기 스트로브 바 신호(pre_wtstb)는 내부 데이터 스트

로브 신호(ids)의 두번째 펄스의 라이징부터 록킹(locking)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DDR SDRAM의 쓰기 동작시 클럭 도메인 크로싱(clock domain crssing)이 쓰기 드

라이버에서 발생되도록 하고,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폴링을 일정 시간 지연시킨 것을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바 신

호(dinstb_e 및 dinstb_o)로 사용함으로써 gio 버스 라인에 항상 올바른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한다. 또한, 스큐 검출 회로

를 사용하여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와의 스큐(tDQSS)를 검출하고, 스큐 보상 회로에서 자동적으로 스큐(tDQSS)를 보상

함으로써 클럭과 데이터 스트로브와의 타이밍 오류 관점에서 볼 때 종래 방식에 비해 최대 2배정도의 마진(0.5tCK)을 확

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쓰기 동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고속 DDR SDRAM의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 및 폴링 신호에 따라 라이징 및 폴링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멀티플렉서;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에 따라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이븐 신호와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

  내부 클럭에 대한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스큐를 검출하여 스큐 검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스큐 검출기;

  상기 스큐 검출 신호에 따라 상기 내부 클럭을 제어하여 상기 스큐가 보상된 프리 쓰기 스트로브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스큐 보상 회로;

  상기 프리 쓰기 스트로브 신호에 따라 쓰기 스트로브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쓰기 스트로브 발생기;

  상기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이븐 신호 및 상기 데이터 입력 스트로브 오드 신호에 따라 상기 멀티플렉서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이븐 데이터와 오드 데이터로 분류하여 제 1 및 제 2 gio 버스 라인을 통해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 레지스터;

  상기 쓰기 스트로브 신호에 동기시켜 제 1 및 제 2 로컬 입출력 버스 라인을 통해 DRAM 코어에 입력시키기 위한 제 1 및

제 2 쓰기 드라이버로 이루어진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는 쓰기 동작시 스타트 어드레스가 이븐 또는 오드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상태의 값을 가지는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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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 스트로브 발생기는 상기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가 이븐 어드레스일 경우 상기 데이

터 입력 스트로브 이븐 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스타트 어드레스 플래그가 오드 어드레스일 경우 상기 데이터 입력 스트

로브 오드 신호를 발생시키는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큐 검출기는 액티브 명령 및 쓰기 명령이 입력된 후 상기 내부 클럭에 대한 상기 내부 스트로브

신호의 지연에 따른 상기 스큐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부; 및

  상기 액티브 명령이 입력된 후 상기 쓰기 명령이 최초로 입력되었을 경우에만 상기 스큐를 검출하도록 상기 검출부를 제

어하기 위한 제어부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부는 상기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내부 클럭과 소정 시간 지연된 상기 내부 클럭을

입력하여 상기 내부 클럭의 라이징에서 클럭 라이징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1 NAND 게이트;

  상기 제어부의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소정 시간 지연된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의 라이징에서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2

NAND 게이트; 및

  상기 제어부의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클럭 라이징 신호와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를 래치하여 상기 스큐

검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래치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쓰기 명령에 따라 상기 쓰기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1 신호 발생 수단;

  액티브 신호 및 프리차지 신호에 따라 액티브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2 신호 발생 수단;

  상기 내부 클럭과 소정 시간 지연된 상기 내부 클럭을 입력하여 상기 내부 클럭의 폴링 에지에서 클럭 폴링 신호를 출력

하기 위한 제 1 NOR 게이트;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소정 시간 지연된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내부 데이터 스트

로브의 폴링 에지에서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2 NOR 게이트;

  상기 클럭 폴링 신호, 상기 쓰기 신호 및 상기 액티브 신호에 따라 상기 쓰기 명령을 상기 내부 클럭의 폴링에 동기시킨 쓰

기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1 NAND 게이트;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 마스크 신호 및 상기 액티브 신호에 따라 스큐 검출이 종료되었을 경우 상기 데이터 스

트로브 신호의 폴링에 동기시켜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바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 2 NAND 게이트;

  상기 쓰기 신호 및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바 신호를 래치하여 상기 쓰기 명령이 입력된 클럭의 폴링부터 첫번째 데

이터 스트로브의 폴링까지 인에이블되는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래치;

  상기 쓰기 데이터 스트로브 폴링 신호 및 마스크 신호에 따라 제어 신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3 NAND 게이트;

  상기 윈도우 신호 및 상기 데이터 스트로브 라이징 신호에 따라 상기 스큐 검출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상기 내부 데이

터 스트로브 신호가 상기 내부 클럭보다 위상이 앞서는 경우 리셋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3 NOR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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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리셋 신호에 따라 상기 마스크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 3 신호 발생 수단으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 발생 수단은 상기 쓰기 명령 및 액티브 신호의 반전 신호에 따라 전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스위칭 수단; 및

  상기 스위칭 수단에 의해 인가된 전원 전압을 래치하기 위한 래치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수단은 상기 쓰기 신호에 따라 출력 노드에 전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PMOS 트랜지스

터; 및

  상기 액티브 신호에 따라 상기 출력 노드의 전위를 접지 전원 레벨로 조정하기 위한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 발생 수단은 파워업 신호에 따라 액티브 신호와 프리차지 신호를 래치하기 위한 래치인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신호 발생 수단은 상기 리셋 신호 및 상기 액티브 신호의 반전 신호에 따라 전원 전압을 인가

하기 위한 스위칭 수단; 및

  상기 스위칭 수단에 의해 인가된 전원 전압을 래치하여 상기 마스크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래치로 구성된 DDR SDRAM

의 쓰기 회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수단은 상기 리셋 신호에 따라 출력 노드에 전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PMOS 트랜지스

터; 및

  상기 액티브 신호에 따라 상기 출력 노드의 전위를 접지 전원 레벨로 조정하기 위한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큐 보상 회로는 상기 스큐 검출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제 1 입력 버퍼;

  상기 액티브 신호를 입력하여 리셋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 2 입력 버퍼;

  상기 내부 클럭을 버스트 쓰기 동작동안 입력하기 위한 입력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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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스큐 검출 신호의 펄스 폭을 측정하기 위해 순방향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

  상기 리셋 신호에 따라 초기화되고,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의 상기 지연단의 출력에 따라 래치되는 데이터가 조절되

는 래치부;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에 상기 스큐 검출 신호가 입력되면 초기값과 반대의 로직값으로 되어 상기 스큐 검출 신호의

폭에 해당하는 써모미터 디지털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코드 변환부;

  상기 입력 드라이버의 출력 신호 및 상기 코드 변환부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기 위한 클럭 게이트부;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에서 측정된 상기 스큐 검출 신호의 펄스 폭만큼 반대 방향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 및

  상기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의 출력 신호를 프리 쓰기 스트로브 신호로서 출력하기 위한 출력 버퍼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는 다수의 지연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다수의 지연단 각각은 상기 제 1 입

력 버퍼를 통해 입력된 상기 스큐 검출 신호와 이전 지연단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는 제 1 NAND 게이트; 및

  상기 제 1 N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와 전원 전압을 입력하는 제 2 NAND 게이트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부는 다수의 래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래치단 각각은 두개의 인버터로 구성되어 상기 순

방향 지연 어레이부의 상기 지연단의 출력 신호를 래치하고, 출력 신호가 상기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의 상기 지연단으로

입력되는 래치;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의 상기 지연단 각각의 출력 신호에 따라 상기 래치의 전위를 조절하기 위한 제 1 NMOS 트랜

지스터; 및

  상기 리셋 신호에 따라 상기 래치를 초기화시키기 위한 제 2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변환부는 다수의 NOR 게이트로 구성되며, 상기 각각의 NOR 게이트는 상기 NOR 게이트에

대응되는 상기 래치부의 상기 래치단의 입력 전위와 다음단의 래치단의 출력 전위를 입력하여 논리 조합하는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드라이버는 상기 내부 클럭과 상기 쓰기 버스트 플래그를 입력하기 위한 NAND 게이트; 및

  상기 N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키기 위한 인버터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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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게이트부는 다수의 NAND 게이트로 구성되며, 상기 각각의 NAND 게이트는 상기 입력 드

라이버의 출력 신호와 상기 코드 변환부의 상기 NOR 게이트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는 DDR SDRAM의 쓰기 회로.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지연 어레이부는 상기 순방향 지연 어레이부와 반대 방향으로 지연되도록 다수의 지연단

으로 구성되어 이전의 지연단의 출력 신호와 상기 래치부의 상기 래치단의 출력 신호를 조합하는 제 1 NAND 게이트; 및

  상기 제 1 N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와 상기 클럭 게이트부의 상기 NAND 게이트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는 제 2 NAND

게이트로 구성된 DDR SDRAM의 쓰기 회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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