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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클록 속도가 2:1로 다른 램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동기시켜 리드/라이트 동작을 제어하고자 할 경우, 메모

리 제어기의 동작 클록보다 2배의 클록 주기로 램 제어신호를 발생하고, 램의 리드(Read)와 라이트(Write) 타이밍을 

한 클록씩 늦춤으로써, 클록 속도가 높은 램을 클록 속도가 낮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맞춰 클록 속도를 낮추지 않고

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록 동기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클록 속도가 2:1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램

의 두 소자를 클록 동기 시켜 데이터를 리드함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

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RCD(RAS to CAS Delay)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하는 단계와;

상기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CL(CAS Latency)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

하게 프로그램 하는 단계와; 클록 일시정지(Suspend) 기능에 의해 상기 램의 데이터 출력을 2 클록 동안 유지시키는 

단계와; 상기 램의 데이터 출력이 2 클록 유지되는 동안 출력되는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단계와; 상기 램의 프리챠지

를 위해 램의 RP(Precharge time)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 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인터페이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

도 2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메모리 제어기(UPM)에서 출력되는 램 제어신호 발생 주기를 보인 타이밍 챠트.

도 3은 램의 클록 일시정지(Suspend) 동안의 리드(Read)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챠트.

도 4는 램의 클록 일시정지(Suspend) 동안의 라이트(Write)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챠트.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단일 리드(Single Read) 동작시의 타이밍 챠트.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버스트 라이트(Burst Write) 동작시의 타이밍 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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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종래의 인터페이스 방식과 본 발명에 의한 인터페이스에 의해 얻어지는 성능 향상을 비교한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클록 동기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클록 속도가 2:1로 다른 램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동기시켜 리드/

라이트 동작을 제어하고자 할 경우, 메모리 제어기의 동작 클록보다 2배의 클록 주기로 램 제어신호를 발생하고, 램의

리드(Read)와 라이트(Write) 타이밍을 한 클록씩 늦춤으로써, 클록 속도가 높은 램을 클록 속도가 낮은 마이크로프로

세서에 맞춰 클록 속도를 낮추지 않고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록 동기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램(SDRAM 모듈)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메모리 제어기(Memory Controller : UPM)의 동작 클록 비가 

2:1을 이룰 때, 동기 소자끼리의 인터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1:1 클록으로 동기를 맞추기 위해, 램의 클록 비를 메모

리 제어기(UPM)의 클록에 맞춰(속도가 느린 소자의 클록 속도에 맞춰) 낮추게 된다.

즉, 인터페이스하는 각 소자의 동작 클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빠른 클록의 소자를 느린쪽 소자의 클록과 동일

하게 낮추어야만 인터페이스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쪽 클록의 소자는 클록이 낮아지는 값에 비례해서 자신의 최대 

성능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한 것으로, 클록 속도가 2:1로 다른 램과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동기시켜 리드/라이트 동작을 제어하고자 할 경우, 메모리 제어기의 동작 클록보다 2배의 클록 주기

로 램 제어신호를 발생하고, 램의 리드(Read)와 라이트(Write) 타이밍을 한 클록씩 늦춤으로써, 클록 속도가 높은 램

을 클록 속도가 낮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맞춰 클록 속도를 낮추지 않고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록 동기

화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클록 속도가 2:1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램의 두 소자를 클록 동기 

시켜 데이터를 리드함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

의 RCD(RAS to CAS Delay)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하는 단계와; 상기 메모리 제어기(U

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CL(CAS Latency)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 하는 단

계와; 클록 일시정지(Suspend) 기능에 의해 상기 램의 데이터 출력을 2 클록 동안 유지시키는 단계와; 상기 램의 데

이터 출력이 2 클록 유지되는 동안 출력되는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단계와; 상기 램의 프리챠지를 위해 램의 RP(Prec

harge time)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 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클록 속도가 2:1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램의 두 소자를 클록 동기 시켜 

데이터를 라이트함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RCD(RAS to CAS Delay)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하는 단계와; 클록 인에이블 신호(CKE

)를 1/4 주기 동안 'Low'로 프로그램 하여, 상기 램의 데이터(D0) 입력이 2 클록마다 1번씩 샘플링 되게 하는 단계와;

순차로 입력되는 데이터(D1,D2...)에 대해서 샘플링 할 수 있도록, 클록 인에이블 신호(CKE)를 소정 주기로 반복 출

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 다.

먼저, 도1은 본 발명에 의한 인터페이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로서, 클록 속도가 50Mhz인 모토롤라사의 마이

크로프로세서(10)에 내장된 메모리 제어기(UPM, 미도시)와 클록 속도가 100Mhz인 램(20)을 예제로 설명하기로 한

다.

여기서, 상기 두 소자간에는 50Mhz 클록과 100Mhz 클록의 위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10)의 출력 

클럭(Clock Out)을 2배로 만들면서, 인쇄회로 기판 패턴 상의 전파 지연(Propagation Delay)도 보정 해 주는 궤환 회

로를 가진 클록 구동기(30)를 사용한다.

또한, 램(20)의 CKE(Clock Enable)는 일반적으로 항상 풀업(Pull Up)으로 사용되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램의 클록 

일시정지 기능(Suspend)을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10)의 GPL(General Purpose Line) 포트를 상기 CKE

단자에 접속해서 제어한다.

참고로, 본 발명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50MHz로 동작하더라도, 메모리 제어기(UPM)의 램 제어신호는 마이크

로프로세서 동작클록의 두 배의 클록으로 동작해야만 적용 가능하다.

도2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의 메모리 제어기(UPM)에서 출력되는 램 제어신호 발생 주기를 보인 타이밍 챠트로서, 

시스템 클록 대비 램 워드(램 제어신호)는 시스템 클록을 1/4주기 시프트 시켜, 두 클록간의 차이를 이용한 클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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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시스템 클록의 두 배의 클록으로 램 제어신호를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마이크로프로세서(10)가 50MHz로 동작하더라도, 램 제어신호는 그 두 배인 100MHz로 제어가 가능한 것이다.

다음, 도3은 램의 클록 일시정지(Suspend) 동안의 리드(Read)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클록 일시정지 기능은 

램의 데이터 리드 시 데이터 출력을 2 클록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본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10)의 1 클록은 램의 2 클록이 된다. 따라서, 만약 램이 1 클록 동안만 데이터 출력

을 유지할 경우, 램의 첫 번째 출력 데이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에 의해 인식될 수 있지만, 버스트 리드의 경우 마

이크로프로세서(10)가 인식하는 두 번째 데이터는 램의 3번째 데이터가 될 것이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3번째, 4번

째 데이터를 인식할 때는 이미 램은 4개의 데이터를 다 보낸 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램은 데이터를 출력한 후 프리챠지(precharge)를 기대하는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데이터의 인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램에 저장된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록 일시정지(Clock Suspend) 기능을 

활용하면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도4는 램의 클록 일시정지(Suspend) 동안의 라이트(Write)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10)에

서 버스트 라이트 시 램의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매 2 클록마다 출력되므로, 램에 매 클록마다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KE 신호를 제어하여 클록 일시정지 기능을 수행하고, 그 동안 라이트를 하

면 램이 매 2 클록의 처음 상승 에지(Rising Edge)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으므로 2:1 클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돈케어(Don't care) 영역에도 실제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으나, 램에서는 상관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 도5는 본 발명에 의한 단일 리드(Single Read) 동작시의 타이밍 챠트로서, 본 발명은 램의 RCD(RAS to CAS D

elay)=2클록, CL(CAS Latency)=2클록, RP(Precharge time)=2클록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씩과 같다는 

점을 이용한다.

먼저,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RCD(RAS to CAS Delay)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

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하고, 'Low'로 출력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4 클록 동안만 출력되게 프로그램 한다(램의 입

장에서는 RCD=2클록만큼 주어진다)(①,②).

다음,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CL(CAS Latency)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

하게 프로그램하고, 램의 데이터 출력이 2 클록 동안 유지되도록 클록 일시정지 동안 리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CK

E를 1/4주기 동안 'Low'로 프로그램 한다(③,④).

이에 따라, 상기 램의 데이터 출력이 2 클록 동안 유지되는 동안, 적절한 타이밍(A)에서 데이터(D0)를 샘플링 한다(⑤

,⑥).

다음, 프리챠지를 위해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RP(Precharge time)를 마이크로프로

세서의 1 클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 한다. 이때 램의 입장에서는 실제 2 클록만큼의 RP(Precharge time)가 주어지는

것이다(⑦,⑧).

이상으로, 단일 리드 한 주기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단일 리드가 시작된다(⑨).

다음, 도6은 본 발명에 의한 버스트 라이트(Burst Write) 동작시의 타이밍 챠트로서, 본 발명은 램의 RCD(RAS to C

AS Delay)=2클록, CL(CAS Latency)=2클록, RP(Precharge time)=2클록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씩과 같

다는 점을 이용한다.

먼저,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RCD(RAS to CAS Delay)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

에 해당하게 프로그램하고, 'Low' 출력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4 클록 동안만 출력되게 프로그램 한다(램의 입장에

서는 RCD = 2클록만큼 주어진다)(①,②).

램의 데이터 입력이 2 클록마다 1번씩 샘플링 되도록, CKE를 1/4 주기 동안 'Low'로 프로그램 하여, 클록 일시정지 

동안 적절한 타이밍(B)에서 램은 라이트 데이터(D0)를 샘플링하고, D1, D2, D3 데이터에 대해서도 순차로 샘플링 할

수 있도록, CKE를 1/4 주기 동안 'Low'로 유지시키게 프로그램 한다(③∼⑨).

이상으로, 버스트 라이트 한 주기가 끝나면 램은 프리챠지(Auto Precharge)에 들어간다(미도시).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메모리 제어기의 메모리 제어신호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동작 클록에 1/4 위상차를 가진 클

록과 겹쳐, 자신의 동작 클록보다 2배의 클 록 주기로 램 제어신호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램의 모든 명령이 항상 

자신의 동작 클록의 2배 주기로 발생된다는 점과, 램의 클록 일시정지(Suspend) 기능으로 램의 리드(Read)와 라이트

(Write) 타이밍을 한 클록씩 늦출 수 있다는 점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메모리 제어기와 램의 클록 위상차를, 무지연(

zero delay) 클록버퍼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참고로, 도7은 종래의 인터페이스 방식과 본 발명에 의한 인터페이스에 의해 얻어지는 성능 향상을 비교한 예시도로

서, 최소 25% ∼ 100% 까지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도면으로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드 레지스터 셋트(Mode Register Set), 리프레시 명령(Refresh Comma

nd)도 램의 2 클록 주기를 이용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 클록 동기화 방법은, 클록 속도가 2:1로 다른 램과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동기시켜 

리드/라이트 동작을 제어하고자 할 경우, 메모리 제어기의 동작 클록보다 2배의 클록 주기로 램 제어신호를 발생하고,

램의 리드(Read)와 라이트(Write) 타이밍을 한 클록씩 늦춤으로써, 클록 속도가 높은 램을 클록 속도가 낮은 마이크

로프로세서에 맞춰 클록 속도를 낮추지 않고도,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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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록 속도가 2:1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램의 두 소자를 클록 동기 시켜 데이터를 리드함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RCD(RAS to CAS Delay)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하는 단계와;

상기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CL(CAS Latency)을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

하게 프로그램 하는 단계와;

클록 일시정지(Suspend) 기능에 의해 상기 램의 데이터 출력을 2 클록 동안 유지시키는 단계와;

상기 램의 데이터 출력이 2 클록 유지되는 동안 출력되는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단계와;

상기 램의 프리챠지를 위해 램의 RP(Precharge time)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 하는 단계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록 동기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록 일시정지(Suspend) 기능을 위한 클록 인테이블 신호(CKE)의 'Low' 구간은, 마이크로프

로세서의 시스템 클럭의 1/4주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록 동기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두 소자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램은, 램의 RCD(RAS to CAS Delay)=2클록, CL(CAS Latenc

y)=2클록, RP(Precharge time)=2클록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씩과 같은 조건에서 인터페이스 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클록 동기화 방법.

청구항 4.
클록 속도가 2:1로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램의 두 소자를 클록 동기 시켜 데이터를 라이트함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 메모리 제어기(UPM)의 메모리 제어 테이블에서, 램의 RCD(RAS to CAS Delay)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1 클록에 해당하게 프로그램하는 단계와;

클록 인에이블 신호(CKE)를 1/4 주기 동안 'Low'로 프로그램 하여, 상기 램의 데이터(D0) 입력이 2 클록마다 1번씩 

샘플링 되게 하는 단계와;

순차로 입력되는 데이터(D1,D2...)에 대해서 샘플링 할 수 있도록, 클록 인에이블 신호(CKE)를 소정 주기로 반복 출

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록 동기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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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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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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