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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메모리 보드 시스템에서 정상적인 데이타 전송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클럭 TCLK, RCLK와 데이타가 데이타 버스 상

에서 항상 동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래 이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었다. 본 발명은, 메모리 모듈마다에 

내부 클럭을 발생하고, 이 내부 클럭의 타이밍을 매 메모리 모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수의 메모리 모듈내에는, 클럭으로부터 이 클럭에 동기한 내부 클럭을 발생하고 동시에 이 내부 클럭의 타이밍의 

편차를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내부 클럭 발생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메모리 모듈, 데이타 버스, 클럭 버스, 타이밍 편차 보정, 내부 클럭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메모리 보드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

도 및 그 타이밍차트.

도 2는 선원에 기재된 SAD(Synchronous Adjustable Delay)를 논리 게이트 레벨 및 심볼로 표현한 회로도.

도 3은 도 2와는 다른 종래의 SAD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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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에 도시한 SAD의 지연 회로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5는 도 3에 도시한 SAD의 동작의 일례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SAD의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7은 도 6의 SAD 중 가변 지연부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도.

도 8은 도 7의 가변 지연부에 설치되는 스위치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9는 도 8에 도시하는 스위치 회로의 제어에 사용되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신호 발생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

는 블럭도.

도 10은 도 9에서의 1개의 회로 유닛의 상세한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 4비트의 버스트 데이타를 전송하여 저장하는 경우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

.

도 1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보드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럭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4는 제2 실시예에서의 복수의 클럭 간의 위상 관계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

도 15는 제2 실시예에서 메모리 모듈이 데이타 버스 상에서 데이타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서 또한 데이타 전송의 갭

이 없이 데이타의 전송을 행하기 위한 타이밍 tM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

도 16은 제2 실시예에서의 복수의 내부 클럭 관계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

도 17은 제2 실시예에서 SAD를 이용하여 타이밍 tM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

도 18은 도 16, 도 17 중 각 종 내부 클럭을 발생하는 내부 클럭 발생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회로도 및 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

도 19는 도 17에 도시한 내부 타이밍 클럭을 발생하는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제2 실시예에서 타이밍 tM을 발생하는 회로의 회로도.

도 21은 제2 실시예에서 클럭 TCLK에서 데이타를 출력하는 경우의 내부 타이 밍의 발생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타

이밍차트.

도 22는 제2 실시예에서 클럭의 상승에 동기한 내부 클럭과 180도 위상이 어긋난 클럭을 발생하는 회로의 구성을 나

타내는 도면.

도 23은 제2 실시예에서 내부 클럭 Tou, Teu, Rou, Reu에 가변 지연 기능을 갖게 하도록 한 내부 클럭 발생 회로의 

회로도.

도 24는 외부 클럭과 이외에 부 클럭이 갖는 지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

도 2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

도 26은 도 3에 도시한 SAD를 재기록하여 나타내는 블럭도.

도 27은 제3 실시예에서 외부 클럭에 포함되는 지터를 2사이클로 평균화하는 경우의 SAD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

도 28은 제3 실시예에서 외부 클럭에 포함되는 지터를 2사이클로 평균화하는 경우의 BD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9는 제3 실시예에서 외부 클럭에 포함되는 지터를 4사이클로 평균화하는 경우의 BD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30은 제3 실시예에서 외부 클럭에 포함되는 지터를 2사이클로 평균화할 때에 BD의 소블럭을 1 지연 유닛으로 한 

경우의 BD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1은 제3 실시예에서 외부 클럭에 포함되는 지터를 2사이클로 평균화할 때에 FD의 소블럭을 1지연 유닛으로 한 

경우의 FD가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나타내 는 도면.

도 32는 제3 실시예에서 외부 클럭에 포함되는 지터를 2사이클로 평균화할때의 상태 유지부를 그 클럭 사이클마다 

셋트/ 리셋의 그룹 선택을 행하기 위한 제어부와 같이 나타내는 회로도.

도 33은 도 32의 회로에서 사용되는 제어 신호 Fo, Fe를 발생하는 제어 신호 발생 회로의 회로도.

도 34는 제3 실시예에 있어서, 외부 클럭에 포함되는 지터를 4사이클로 평균화할 때에 FD의 소블럭을 1지연 유닛으

로 한 경우의 FD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5는 제3 실시예에서 외부 클럭에 포함되는 지터를 4사이클로 평균화할 때에 FD의 소블럭을 1지연 유닛으로 한 

경우의 FD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6은 제3 실시예에서 외부 클럭에 포함되는 지터를 4사이클로 평균화할 때의 상태 유지부를 그 클럭 사이클마다 

셋트/ 리셋의 그룹 선택을 행하기 위한 제어부와 함께 나타내는 회로도.

도 37은 도 36의 회로에서 사용되는 제어 신호 Fa, Fb, Fc, Fd를 발생하는 제어 신호 발생 회로의 회로도.

도 38은 일반적인 메모리 보드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39는 메모리 컨트롤러와 다른 수의 메모리 모듈이 실장된 여러가지의 메모리 보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

도.

도 40은 도 39에 도시한 여러가지의 메모리 보드 시스템에서의 동작 타이밍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입력 버퍼

13 : SAD(Synchronous Adjustable Delay)

26, 27 : 지연 회로

51, 53, 54, 56, 57 : 버퍼

52, 55 : 가변 지연부

61 : 단위 지연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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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62-2 : 스위치 회로

63, 64, 68 :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65, 66, 69, 74 ∼ 85 :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67 : CMOS형 클럭드 인버터

70 : CMOS형의 인버터

71 : 회로 유닛

72, 73 : 레지스터

86 : NAND 게이트

87 : 인버터

91, 92 : SAD

93 : 커맨드 디코더

94, 95 : 제어 회로

96 : 데이타 입력 제어 회로

97 : 데이타 출력 제어 회로

101, 102, 111, 113, 115, 117, 121, 123 : 버퍼

103 ∼ 106 : NAND 게이트

114 : AND 게이트

116, 122, 124, 125 : SAD

126, 127, 128 : OR 게이트

130 : 지연 유닛의 블럭

131 : AND 게이트

141, 142, 151, 152 : 클럭드 인버터

143, 144, 153, 154 : NOR 게이트

161, 162, 191, 192 :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163, 164, 193, 194 :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165, 166, 195, 196 : 인버터

167, 197 : NOR 게이트

168, 198 : NAND 게이트

169, 170, 199, 200, 201, 204, 225 : 인버터

171, 224 : AND 게이트

172, 173, 206, 207 : 지연 회로

174 ∼ 177, 203, 208 ∼ 211 : NAND 게이트

181, 182, 221, 222 : 클럭드 인버터

183, 223 : 정귀환 회로

202 : 지연 회로

205 : 에지 펄스 발생 회로

MEC : 메모리 컨트롤러

MM : 메모리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의 메모리 모듈과 이들 복수의 메모리 모듈을 제어하여 복수의 메모리 모듈사이에서 데이타의 교환을 

행하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실장된 메모리 보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모듈로 이루어

지는 환경이 달라도, 클럭에 동기한 데이타의 고속 전송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및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 처리 장치의 분야에서는 MPU(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의 성능이 향상되고, 사용되는 IC 메모리의 용량도 256

M 비트, 1G 비트로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개의 IC 메모리가 실장된 메모리 모듈과 MPU

사이에서, 대량의 데이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송하는지에 대한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메모리 모듈은 메모리 컨트롤러와 조합되어 메모리 보드 시스템이 구성된다.

도 38은 일반적인 메모리 보드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클럭은, 메모리 컨트롤러(이하, 단순히 컨트

롤러라고 칭함) MEC 내에 설치된 클럭 발생기 CG에 의해 만들어진다. 클럭 발생기 CG에 의해 만들어진 클럭은, 복

수의 메모리 모듈 MM1∼MMn의 열을 TCLK로서 차례로 통과하고, 컨트롤러 MEC로부터 가장 떨어진 메모리 모듈 

MMn의 위치에서 반환되고, 또한 복수의 메모리 모듈의 열을 상기와는 역방향으로 RCLK로서 차례로 통과하여,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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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MEC까지 전달된다.

한편, 컨트롤러 MEC로부터 출력되는 커맨드는, 커맨드 버스를 경유하여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 MM1∼MMn으로 

전해진다. 각 메모리 모듈은, 클럭 TCLK에 동기하여 상기 커맨드 버스로부터 커맨드를 취득하고, 클럭 RCLK에 동기

하여 데이타를 데이타 버스 상에 출력한다. 데이타 버스에 출력된 각 메모리 모듈로부터의 판독 데이타는 컨트롤러 M

EC에 입력된다.

각 메모리 모듈에 기록하는 데이타는 컨트롤러로부터 데이타 버스 상에 출력된다. 각 메모리 모듈은, 클럭 TCLK에 

동기하여 데이타 버스로부터 데이타를 취득하고, 그 후 데이타를 기록한다. 또, 메모리 보드 시스템에는 상기 클럭 T

CLK, RCLK를 전송하는 클럭 버스, 커맨드 버스 및 데이타 버스 외에 어드레스 버스가 설치되지만, 도 38의 시스템

에서는 이 어드레스 버스의 도시는 생략하고 있다.

그런데, 각 메모리 모듈은 각각 상기 클럭 TCLK, RCLK에 동기하여 내부 클럭을 발생하고, 이 내부 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타의 판독/기록 동작을 제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부 클럭을 만드는 회로는, 본 발명자에 의한 특원평 9-10

0490호에 따른 출원으로 싱크로너스·어저스터블·딜레이(SAD: Synchronous Adjustable DeLay)로서 제안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도 38에 도시된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데이타 전송이 행해지기 위한 조건은, 클럭 버스 상을 전파하는 클럭 TCLK, R

CLK와, 데이타 버스 위를 전파하는 데이타가 항상 동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

다. 우선, 클럭을 전하는 클럭 버스와, 데이타를 전하는 데이타 버스 및 커맨드를 전하는 커맨드 버스의 물리적 조건 

예를 들면, 저항치나 캐패시턴스등의 조건을 완전히 갖추는 것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한 메모리 모듈이 클럭 RCLK에 동기하여 데이타를 데이타 버스 상에 출력해도, 컨트롤러

에는 클럭 RCLK와 데이타가 약간의 편차를 생기게 하여 도착한다. 이 편차는 당연히, 메모리 모듈이 놓여져 있는 위

치마다 다르다. 클럭의 주기가 이 편차에 대해 클 때에는 컨트롤러측에서 데이타 윈도우, 즉 데이타의 취득 기간을 충

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편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클럭 주기가 작아지면, 이 편차는 클럭 버스등에서의 저항치등의 물리적 조건으로 결정되므로, 클럭 버스나 

데이타 버스의 물리적 조건을 될 수 있는 한 동일하게 하고, 이 편차를 작게 하여 고속 데이타 전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면 메모리 시스템의 자유도가 없어진다. 이하, 이 점 에 대해 도 39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39의 (a)는 컨트롤러 MEC와 3개의 메모리 모듈 MM1∼MM3이 실장된 메모리 보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

고, 도 39의 (b)은 컨트롤러 MEC와 4개의 메모리 모듈 MM1∼MM4가 실장된 메모리 보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

고 있다. 클럭 버스와 데이타 버스에 대한 메모리 모듈의 부하 조건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양 시스템 중 어

느 한쪽에서 클럭 버스와 데이타 버스의 물리 조건을 일치시키면, 다른 쪽에서는 이 일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경

우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 39의 (b)의 시스템으로 버스 조건을 일치시켰다고 가정하고, 메모리 모듈 MM3으로부터 컨트롤

러 MEC로 신호가 전파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도 40의 (a)에는, 도 39의 (a) 및 (b)에 기재된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모

듈 MM3에서의 클럭 RCLK와 데이타의 타이밍이 나타내어져 있다. 또한, 도 40의 (b)에는, 도 39의 (a) 및 (b)에 기재

된 시스템에서의 컨트롤러 MEC에서의 클럭 RCLK와 데이타의 타이밍이 나타내어져 있다.

도 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39의 (b)의 시스템으로 버스 조건을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도 39의 (b)의 시스템에 대

응하는 데이타와 컨트롤러 MEC의 위치에서 클럭 RCLK는 동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39의 (a)의 시스템에 대응하

는 데이타는 클럭 RCLK에 대해 버스 지연 시간이 다르므로, 도시된 바와 같이 컨트롤러의 위치에서 동기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굵은 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어긋나면, 컨트롤러는 클럭 RCLK의 상승의 타이밍으로는 더이

상 데이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버스의 특성의 편차가 어느 정도 타이밍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예상해 둔다. 이상적인 경우에서 생각하면, 단

위 길이(㎝)당의 용량 C와 인덕턴스 L의 신호선에서는, 신호는 단위 길이를 (CL) 1/2 의 시간으로 전한다. 일반적인 

메모리 보드 시스템에서, C의 값이 5∼7pF, L의 값이 15∼20nH 정도라고 하면, 신호의 단위 길이당 지연 시간은 0.2

7 ∼ 0.37nS가 된다. 따라서, 단위 길이당 변동은 약 0.1nS가 되고, 메모리 모듈 전체의 크기를 10㎝로 하면, 타이밍

의 변동은 1nS가 된다. 이것은 특정한 컨트롤러와 메모리 모듈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타이밍을 최적화해도, 다른 

시스템에서는 1nS정도 어긋나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과 같은 정도의 데이타 윈도우, 즉 데이타 취득 기간이 요구된다고 하면, 2nS의 주기 즉 500㎒ 정도까지는, 버스

의 물리 조건을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데이타 전송을 행할 수 있다. 또, 커맨드는 클

럭 TCLK에 대해 매사이클 들어가지 않고, 2 사이클마다 등과 같이 데이타보다 타이밍 규정을 느슨하게 할 수 있으므

로, 데이타만큼 클럭과의 동기성은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이 복수의 메모리 모듈과 메모리 컨트롤러로 이루어지는 종래의 메모리 보드 시스템에서는, 데이타의 전송 속

도를 고속화하기 때문에 클럭의 주기가 보다 짧아지면, 메모리 모듈의 버스 상에서의 위치나 버스 시스템의 환경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동작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된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목적은 메모리 모듈과 메모리 컨트롤러사이의 버스

의 물리 조건을 그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 하지 않아도, 고속의 동기형 데이타 전송을 실현할 수 있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및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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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은, 클럭을 취득하고, 이 클럭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복수의 메모리 모듈과, 

상기 클럭을 발생시켜,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사이에서 데이타의 전송이 행해지는 메모리 컨트롤러와,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 내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클럭으로부터 이 클럭에 동기한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고, 또한 이 내부 클럭의

타이밍을 변이시켜 보정하는 기능을 구비한 내부 클럭 발생 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본 발명의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은, 클럭을 취득하고, 이 클럭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복수의 메모리 모듈과, 상기

클럭을 발생시키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사이에서 데이타의 전송이 행해지는 메모리 컨트롤러와, 상기 복수의 메

모리 모듈내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클럭으로부터 이 클럭에 동기한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고, 또한 이 내부 클럭의 타

이밍을 변이시켜 보정하는 기능을 구비한 내부 클럭 발생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내부 클럭 발생 회로는, 상기 클럭을 

취득하는 제1 버퍼와, 상기 제1 버퍼의 출력을 취득하고, 상기 제1 버퍼에서의 지연 시간과 동등한 지연 시간을 구비

하고, 제1 버퍼의 출력을 지연하는 제1 지연 회로와, 상기 제1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취득하고, 이 제1 지연 회로

로부터의 출력을 고정된 일정시간 지연되는 제2 지연 회로와, 상기 제2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취득하는 제2 버퍼

와, 다단 종속 접속된 복수의 제1 지연 유닛을 구비하고, 상기 제2 버퍼의 출력을 취득하고, 이 제2 버퍼의 출력을 상

기 클럭의 주기에 따른 기간 중, 상기 복수의 제1 지연 유닛으로 전달하여 지연하는 제3 지연 회로와, 다단 종속 접속

된 복수의 제2 지연 유닛을 구비하고, 상기 제3 지연 회로에서 지연되는 신호가 공급되고, 이 신호를 상기 제2 버퍼의

출력이 전달한 상기 제1 지연 유닛과 동일한 수의 제2 지연 유닛으로 전달하여 지연하는 제4 지연 회로와, 상기 제4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취득하고, 이 제4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제어 신호에 따른 시간만큼 지연하여 출력하

는 가변 지연 회로와, 상기 제2 버퍼에서의 지연 시간과 동등한 지연 시간을 구비하고, 상기 가변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취득하여 상기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는 제3 버퍼로 구성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에 대해 소정의 데이타 패턴을 저장시키고, 미리 각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는 데이타 패턴을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로부터 판독하여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전송시키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상기 각 메모리 

모듈로부터 전송된 데이타 패턴과 원래의 소정의 데이타 패턴과의 일치 비교를 행하고, 상기 양데이타 패턴이 일치하

도록 상기 제어 신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우선, 본 발명에 따른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및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앞의 도 38에 도시된 일반적인 메모리 보드 시스템에서, 컨트롤러와 복수의 메모리 모듈사이의 버스

의 물리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500㎒ 이상의 클럭으로 데이타의 동기형 전송 제어가 가능한 

방식으로서, 각 메모리 모듈 내에서 외부 클럭에 동기한 내부 클럭을 발생시킨다. 그리 고, 이 내부 클럭에 일정한 지

연을 부가 또는 감하여, 데이타의 입출력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앞의 도 40에

도시된 바와 같은 메모리 모듈의 갯수의 차이에 따른 데이타와 클럭 RCLK의 타이밍의 편차에 따른 영향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취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식의 원리를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도 1의 (a)는 상기 도 38에 도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MEC와 3개의 메모리 모듈 MM1∼MM3이 실장되고, 

이들이 클럭 버스, 데이타 버스 및 커맨드 버스로 접속된 메모리 보드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고, 도 1의 (b)는 

이 메모리 보드 시스템에서의 일부의 신호를 추출한 타이밍차트를 나타내고 있다.

앞의 도 40중에 굵은 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컨트롤러에 도착한 데이타가 클럭 RCLK에 대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를 이송하는 측의 메모리 모듈, 예를 들면 메모리 모듈 MM3에서는 클럭 RCLK보다

도 빠른 타이밍(도 1의 (b)의 t1)으로 데이타를 출력한다. 또한, 앞의 도 40중에 실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컨트롤러

에 데이타가 빠른 타이밍으로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타를 이송하는 측의 메모리 모듈에서

는 클럭 RCLK보다도 느린 타이밍(도 1의 (b)의 t2)으로 데이타를 출력한다.

이와 같이, 컨트롤러에 데이타가 도착하는 타이밍에 따라, 메모리 모듈측으로부터 데이타를 출력하는 타이밍을 조절

함으로써, 컨트롤러에는 항상 클럭 RCLK에 동기하여 데이타가 도착하고, 이에 따라 메모리 모듈과 컨트롤러사이의 

고속 데이타 전송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타이밍의 조절을 각 메모리 모듈마다 행하는 것으로, 또한 이러한 타이밍의 조절을 앞의 SAD

를 이용하여 행한다.

여기서, 앞의 출원(특원평 9-100490호)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SAD에 대해 설명해 둔다.

도 2는, SAD를, 이 SAD에 대해 신호의 입출력을 행하는 입출력 버퍼와 함께 도시하고 있고, 도 2의 (a)는 회로를 논

리 게이트 레벨로 표현한 것으로, 도 2의 (b)는 심볼로 표현한 것이다. 또, 도 2의 (a), (b)에서 대응하는 곳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 설명을 행한다.

도 2에 도시된 SAD는, 외부 클럭 RCLK로부터 내부 클럭 intRC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것을 예시하고 있지만, 다른 외

부 클럭 TCLK로부터 내부 클럭 intTC를 발생시키는 SAD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

다.

도 2 중, 11은 외부 클럭 RCLK가 입력되고, 지연 D1을 구비한 입력 버퍼이다. 또한, 12는 상기 입력 버퍼(11)의 출력

신호 A를 취득하여 그 출력을 SAD(13)으로 공급하고, D(= D1 + D2)의 지연을 구비한 지연 회로이다. 14는 SAD(13

)의 출력 신호를 취득하여 내부 클럭 intRC를 발생시키고, D2의 지연을 구비한 출력 버퍼이다. 또, 상기 입력 버퍼(11

)의 출력 신호 A는 SAD(13)에 신호 B로서도 공급되고 있다.

상기 SAD(13) 내에는, 직렬 접속된 2개의 인버터(15, 16)와, 각각 NAND 게이트(17) 및 이 NAND 게이트(17)의 출

력이 한쪽 입력단에 공급되는 NOR 게이트(18)로 이루어지고, 다단 종속 접속되는 여러개의 지연 유닛 DU1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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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D 게이트(19) 및 이 NAND 게이트(19)의 출력이 한쪽 입력단에 공급되는 NOR 게이트(20)로 이루어지고, 다단 

종속 접속되어 상기 지연 유닛 DU1과 동수의 지연 유닛 DU2와, 상기 인버터(15)의 출력 C와 상기 입력 버퍼(11)에

서의 신호 B가 공급되는 NAND 게이트(21)와, 이 NAND 게이트(21)의 출력을 반전시켜 제어 신호 S를 출력하는 인

버터(22)와, 상기 인버터(2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S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상기 입력 B로부터의 지연이 동등해지

도록 지연을 행하는 패스 게이트(23)와, 상기된 한쪽 지연 유닛 DU1과 다른쪽의 지연 유닛 DU2 사이에 각각 삽입된 

각 NOR 게이트(24) 및 NAND 게이트(25)가 설치된다.

여기서, 다단 종속 접속된 여러개의 한쪽 지연 유닛 DU1로 전진 펄스 지연 회로(Forward Delay, 이하 FD라고 약칭

함)로 구성되고, 마찬가지로 다단 종속 접속된 여러개의 다른쪽의 지연 유닛 DU2로 후진 펄스 지연 회로(Backward 

Delay, 이하 BD라고 약칭함)가 구성되어 있다.

상기 각 NOR 게이트(24) 및 NAND 게이트(25)는, 상기 FD로 지연된 신호를, 신호 B의 상승 타이밍에서 BD로 전달

하는 제어를 행하는 것이고, 각 NOR 게이트(24)에는 상기 제어 신호/S 및 대응하는 한쪽 지연 유닛 DU1 내의 NAND

게이트(17)의 출력이 공급되고, 그 출력은 대응하는 다른쪽의 지연 유닛 DU2 내의 NOR 게이트(20)로 공급된다. 상

기 각 NAND 게이트(25)에는 제어 신호 S 및 대응하는 한쪽 지연 유닛 DU1 내의 NOR 게이트(18)의 출력이 공급되

고, 그 출력은 대응하는 다른 지연 유닛 DU2 내의 NAND 게이트(19)로 공급되고 있다.

이어서 도 2에 도시된 SAD의 동작을 간단히 설명한다. 외부 클럭 RCLK가 상 승하면, 이 양의 펄스가 지연 회로(12)

에서 지연량 D(= D1 + D2)만큼 지연된다. 그 후, 양의 펄스는 SAD(13)에 입력되고, FD의 NAND 게이트(17)와 NO

R 게이트(18)를 교대로 전파해간다.

한편, SAD(13)에는, FD를 전파하는 펄스를 후진 펄스 지연 회로 BD에 음의 펄스로서 전송하는 타이밍을 설정하기 

위한 신호 B가 입력된다. 그리고, 신호 A와 신호 B의 펄스가 상승하여 상호간에 상당하는 지연량 △가, FD를 진행시

키는 양의 펄스의 상승 위치(NOR 게이트(18)의 출력의 상승 위치 또는 NAND 게이트(17)의 출력의 하강 위치)에서 

검출되고, BD에 음의 펄스의 상승 위치에서 이동된다. 이 펄스를 이동시킬 때의 이동용 게이트가 되는 것이 FD와 BD

사이에 설치되는 NOR 게이트(24)와 NAND 게이트(25)이다. 신호 A와 신호 B는 같은 것이므로, 전사이클에 FD로 들

어간 펄스를 우선 BD로 이동시키고, 지연량 D(= D1 + D2)를 거쳐 FD에 들어가는 펄스에는 BD로의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신호 B로부터 신호 S로의 경로에 신호 A로부터의 펄스와의 NAND 게이트(21)가 삽입되어 있고, 신호 S의 출

력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의 SAD에서는, 외부 클럭 RCLK의 주기 T에 따라 지연량△이 변화하고, 외부 클럭 RCLK의 일발째와 이

발째에서 지연량△이 결정되고, 이발째 이후로부터 이 지연량△을 사용하여 내부 클럭 intRC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내부 클럭 intRC는 세발째의 RCLK로부터 위상이 일치하도록 이루어진다.

여기서 외부 클럭 RCLK의 주기를 T라고 하면, D+△=T이기 때문에, RCLK 입력으로부터 T 후에 내부 클럭 intRC가

출력되고, 이것이 외부 클럭 RCLK에 동기하게 된다.

이러한 SAD를 각 메모리 모듈마다 설치함에 따라, 그 메모리 모듈이 취득하는 외부 클럭 RCLK에 동기한 타이밍을 

만들 수 있다.

또, FD에서 지연되는 펄스는 각 NAND 게이트(17), NOR 게이트(18)의 어디에서도 BD 측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얻

을 수 있는 내부 클럭 intRC의 타이밍의 정밀도는 논리 게이트 1개분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 2에 도시된 회로에서는, 내부 클럭 intRC를 외부 클럭 RCLK에 대해 위상차 제로로 동기하여 발

생시킬 수가 있다.

도 3은, 상기와는 다른 SAD의 구성을, 이 SAD에 대해 신호의 입출력을 행하는 입출력 버퍼와 함께 나타내는 블럭도

이다. 또, 이 SAD에서도, 외부 클럭 RCLK로부터 내부 클럭 intRC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것을 예시하고 있지만, 다른 

외부 클럭 TCLK로부터 내부 클럭 intTC를 발생시키는 SAD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설명은 생

략한다.

외부 클럭 RCLK는, 지연량 D1을 구비한 입력 버퍼(31)에 입력된다. 이 입력 버퍼(31)는, 외부 클럭 RCLK에 대해 D

1의 스큐(지연량)를 구비한 클럭 CLK를 출력한다. 이 클럭 CLK는, 지연량 D(= D1 + D2)를 구비한 지연 회로(32)에

입력되고, 이 지연 회로(32)는 전진 펄스 FCL1을 출력한다.

상기 클럭 CLK 및 이 클럭 CLK를 인버터(33)에 의해 반전한 클럭 /CLK는, 각각 n 개의 지연 회로(34-1 ∼ 34-n)에

입력된다. 이들 n 개의 지연 회로(34-l ∼ 34-n)는 다단으로 세로 접속 접속되어 있고, 초단의 지연 회로(34-1)에는 

전진 펄 스 FCL1이 입력되고, 이 지연 회로(34-1)로부터 후진 펄스 RCL1이 출력된다. 초단의 지연 회로(34-1)로부

터 출력되는 후진 펄스 RCL1은 지연량 D2를 구비한 출력 버퍼(35)를 경유하여, 내부 클럭 intRC로서 출력된다.

또, 상기 각 지연 회로(34-i) (i=1∼n)의 동작은, 상기 클럭 CLK, /CLK가 입력되는 제어 펄스 발생 회로(36)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펄스 P, /P에 기초하여 제어된다.

도 4는, 상기 도3에 도시된 SAD에서의 각 지연 회로(34-i)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지연 회로(34-i)는, F

D, BD 및 상태 유지 회로(Sample Hold, 이하 SH라고 약칭함)의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FD는, 2개의 클럭드 인버터(41, 42)와 하나의 인버터(43)로 구성된 지연 유닛을 구비한다. 한쪽 클럭드 인버터(41)에

는 전단의 지연 회로(34)로부터의 전진 펄스 FCLi가 입력되고, 다른쪽의 클럭드 인버터(42)에는 접지 전위('L')가 입

력된다. 상기 한쪽 클럭드 인버터(41)는, 제어 펄스 /P가 'H'일 때에 동작하고, 입력되는 전진 펄스 FCLi를 반전하여 

출력한다. 또한, 상기 다른쪽의 클럭드 인버터(42)는, 제어 펄스 P가 'H'일 때에 동작하고, 입력되어 있는 'L'의 신호 

전위를 반전하여 'H'의 신호 전위를 출력한다. 상기 양클럭드 인버터(41, 42)의 출력 노드는 공통으로 접속되어 있고,

이 공통 접속 노드에 상기 인버터(43)의 입력 노드가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인버터(43)의 출력 신호가 후단의 지

연 회로(34)에 FCLi+1로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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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는, 2개의 클럭드 인버터(44, 45)와 하나의 인버터(46)로 구성된 지연 유 닛을 구비한다. 한쪽 클럭드 인버터(44)

에는 후단 지연 회로(34)의 후진 펄스 RCLi+1 또는 클럭 CLK가 입력되고, 다른 클럭드 인버터(45)에는 클럭 CLK가

입력된다. 상기 한쪽 클럭드 인버터(44)는, SH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펄스 Q가 'H'일 때에 동작하고, 입력되는 후진 

펄스 RCLi+1 또는 클럭 CLK를 반전하여 출력한다. 또한, 상기 다른 클럭드 인버터(42)는, SH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펄스 /Q가 'H'일 때에 동작하고, 입력되는 클럭 CLK를 반전하여 출력한다. 상기 양클럭드 인버터(44, 45)의 출력 노

드는 공통으로 접속되어 있고, 이 공통 접속 노드에는 상기 인버터(45)의 입력 노드가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인버

터(45)의 출력 신호가 전단의 지연 회로(34)에 RCLi로서 출력된다.

SH는, 상태 유지부(47)와 2개의 NAND 게이트(48, 49)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한쪽 NAND 게이트(48)에는, 전단의 

지연 회로(34)로부터의 전진 펄스 FCLi와 반전 클럭 /CLK가 입력되고, 상기 다른 NAND 게이트(49)에는, 대응하는 

단의 인버터(46)의 출력인 전단으로의 후진 펄스 RCLi와 클럭 CLK가 입력된다.

상기 NAND 게이트(48)의 출력은 상태 유지부(47)에 셋트 신호 /S로서 입력되고, 상기 NAND 게이트(49)의 출력은 

상태 유지부(47)에 리셋 신호 /R로서 입력된다.

상태 유지부(47)는, 셋트/리셋 상태에 대응하여 상기 제어펄스 Q, /Q를 발생시킨다. 즉, 제어 펄스 Q는 상태 유지부(4

7)가 셋트 상태일 때에 'H'가 되고, 제어 펄스 /Q는 상태 유지부(47)가 리셋 상태일 때에 'H'가 된다. 또, 이 상태 유지

부(47)의 상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술하겠다.

이어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의 SAD의 동작에 대해, 도 5의 타이밍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클럭 C

LK의 1개째의 펄스가 발생한 시점(클럭 CLK가 상승한 시점)으로부터 시간 D(= D1 + D2)가 경과한 후에 전진 펄스 

FCL1이 발생한다. 또한, 이 전진 펄스 FCL1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클럭 CLK의 2개째의 펄스가 발생하는 시점까

지의 시간은 △f가 된다.

또한, 이 시간 △f를 복사하여 △b를 제조하고, 펄스 FCL1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 2*△(단, △f=△b=△)가 경

과한 시점에서 펄스 RCL1이 발생한다. 그렇게 하면, 펄스 RCL1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지연량 D가 경과한 시점은, 

클럭 CLK의 3개째의 펄스가 상승하는 시점과 일치한다. 단, (A+W) < T로 한다. 또, W는 펄스 FCL1, 펄스 RCL1 각

각의 펄스폭이다.

펄스 RCL1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외부 클럭 RCLK의 3개째의 펄스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D2로 하면, 펄스

FCL1을 D + 2*△ + D2만 늦추면, 외부 클럭 RCLK의 타이밍에서 일치한 내부 클럭 intRC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D= D1 + D2라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지연량 D2는 D 및 D1로부터 구할 수 있다. 또한, 제어 펄스 P, /P는 

펄스 FCLi가 초단의 지연 회로에 입력되기 전에, 모든 지연 회로의 BD를 초기화해 두기 때문에, 즉 클럭드 인버터(42

)를 동작시켜 인버터(43)의 입력 노드의 신호를 'H'로 설정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및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으로는, 각 메모리 모듈 내에서 외부 클

럭에 동기한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고, 이 내부 클럭을 이용하여 데이타의 입출력을 행할 때에, 내부 클럭에 일정한 지

연을 부가 또는 감하여, 데이타의 입출력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 SAD로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의 것이 사

용된다.

또한, 이 도 6에 도시된 SAD는, 도 2에 도시된 SAD에 대해 데이타의 입출력 타이밍을 조절하는 기능을 부가한 것이

지만, 도 3에 도시된 SAD에 대해 데이타의 입출력 타이밍을 조절하는 기능을 부가하여 사용하도록 해도 좋다. 또한, 

도 6의 SAD에서는 외부 클럭 RCLK로부터 내부 클럭 intRC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것을 예시하고 있지만, 다른 외부 

클럭 TCLK로부터 내부 클럭 intTC를 발생시키는 SAD도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도 6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SAD가 앞의 도 2의 것과 다른 점은, 내부 클럭의 타이밍

을 조절하기 위해 도 2중의 지연 D(= D1+D2)를 구비한 지연 회로(12)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연 회로(26)가 설치된 

점과, 도 2중의 출력 버퍼(14)를 대신하여 지연 회로(27)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그 밖의 구성은 도 2의 것과 동일하므

로, 이하 도 2와 다른 점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상기 지연 회로(26)는, 지연 D1을 구비한 버퍼(51)와, 이 버퍼(51)의 출력이 공급되고, 이 버퍼(51)의 출력을 고정된 

일정 시간 d0만큼 지연시켜 제1 지연 출력을 얻음과 동시에 이 고정된 지연 시간 d0와 동등한 시간 d0만큼 버퍼(51)

의 출력을 지연시켜 제2 지연 출력을 얻는 가변 지연부(52)와, 이 가변 지연부(52)로 얻을 수 있는 제2 지연 출력을 

취득하여 지연 D2를 구비한 버퍼(53)와, 상기 가변 지연부(52)로 얻을 수 있는 제1 지연 출력을 취득하여 지연 D2를 

구비한 버퍼(54)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버퍼(53)의 출력이 SAD(13)의 FD로 공급된다.

상기 지연 회로(27)는, 상기 SAD(13)의 출력을 고정된 일정 시간 d0만큼 지연하여 제1 지연 출력을 얻음과 동시에 

이 고정된 지연 시간 d0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제어에 의해 지연 시간이 d0에 대해 d만큼 증감되는 제2 지연 출력을 

얻는 가변 지연부(55)와, 이 가변 지연부(55)에서 얻을 수 있는 제2 지연 출력을 취득하여 지연 D2를 구비한 버퍼(56

)와, 상기 가변 지연부(55)에서 얻을 수 있는 제1 지연 출력을 취득하여 지연 D2를 구비한 버퍼(57)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버퍼(56, 57)의 출력이, 외부 클럭 RCLK에 동기한 내부 클럭 intRC', intRC로서 출력된다.

또, 지연 회로(26)에 설치되는 가변 지연부(52)는, 제1 지연 출력과 제2 지연 출력의 지연 시간이 모두 고정된 일정시

간 d0이므로, 특히 지연 시간을 가변시키는 구성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지연 회로(27)에도 가변 지연부(55)가 설치

되어 있고, 이 가변 지연부(55)와 동등한 회로 조건을 갖게 하기 위해 가변 지연부(52)가 이용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이유에 따라, 지연 회로(26)에 설치되어 있는 버퍼(54)는, 그 출력이 다른 회로부에 공급되지 않으므로, 이 버퍼(54)

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내부 클럭 intRC를 얻기 위해 가변 지연부(55)에 버퍼(56)를 접속하고, 가변 지

연부(55)에 대한 부하 조건과 동일한 부하 조건을 갖게 하기 위해 가변 지연부(52)에도 버퍼(54)를 접속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의 SAD의 기본적인 동작은 도 2에 도시된 것과 동일하고, T = D+△ = D1+d0+D2이기 때문에, 외부 클

럭 RCLK로부터 내부 클럭 intRC'까지의 경로에서는 D1 + △ + d0 ± d + D2 = T±d가 되어, 외부 클럭 RCLK에 

대해 d만큼 어긋난 타이밍을 구비한 내부 클럭 intRC'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버퍼(57)로부터 출력되는 내부 클럭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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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는, 지연 시간이 d0의 패스를 거쳐 출력되므로, 외부 클럭 RCLK와 위상이 일치하게 된다.

상기 가변 지연부(52, 55)는, 외부로부터의 제어에 의해 지연 시간을 가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회로 구

성을 도 7에 도시한다.

이 회로는, 단위 지연 소자(61)를 n 단 직렬로 접속하고, 이들 각 직렬 접속점으로부터 신호를 추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호의 추출에는 복수의 스위치 회로(62)가 이용된다. 이 스위치 회로(62)에는, 고정된 일정 시간 d0만큼 지연된 앞의

제1 지연출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스위치 회로(62-1)와, 지연 시간이 d0에 대해 d만큼 증감되는 앞의 제2 지연 출력

을 얻기 위한 여러개의 스위치 회로(62-2)로 이루어진다. 이들 스위치 회로(62-1, 62-2)는 각각,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원 전위와 접지 전위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각각 2개의 P 채널 MOS 트랜지스터(63, 64) 및 N 채널 MOS 트랜

지스터(65, 66)로 이루어지고, 트랜지스터(64와 65)의 게이트에 상기 단위지연 소자(61)의 대응하는 직렬 접속점의 

신호가 공급되고, 트랜지스터(63)의 게이트에 제어 신호 /Tapi(i=0∼n)가 공급되고, 트랜지스터(66)의 게이트에 제어

신호 Tapi가 공급되는 CMOS 형의 클럭드 인버터(67)와, P 채널 MOS 트랜지스터(68)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6

9)로 이루어지고, 상기 클럭드 인버터(67)의 출력을 반전하여 출력하는 CMOS 형의 인버터(7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제1 지연 출력을 얻기 위한 스위치 회로(62-1)는, 전체의 최대 지연량의 거의 중간의 지연량 d0를 얻을 수 있는

단위 지연 소자(61)의 직렬 접속점에 접 속되어 있고, 이 스위치 회로(62-1)에는 제어 신호 /Tapi에 상당하는 신호로

서 'L'이, 제어 신호 Tapi에 상당하는 신호로서 'H'가 항상 공급되어 있다. 따라서, 이 스위치 회로(62-1)는 항상 동작

하고, 이 스위치 회로(62-1)가 접속되어 있는 단위 지연 소자(61)의 신호가 항상 선택된다. 그리고, n 단 직렬 접속된 

단위 지연 소자(61)의 일단측에 입력되는 신호 in으로부터 이 스위치 회로(62-1)의 출력 노드(fixed out)까지의 지연

시간이, 도 6중의 d0에 상당한다.

또한, 상기 제2 지연 출력을 얻기 위한 복수의 스위치 회로(62-2) 중 단 하나에, 제어 신호 /Tapi로서 'L'이, 제어 신

호 Tapi로서 'H'가 공급되고, 이 제어 신호가 공급된 스위치 회로(62-2)가 접속되어 있는 단위 지연 소자(61)의 직렬 

접속점의 신호가 선택되고, 제2 지연 출력(out)으로서 출력된다. 그리고, 입력 in으로부터 이 단 하나의 스위치 회로(

62-2)의 출력 노드까지의 지연 시간이, 도 6중의 d0±d에 상당하고 있다.

상기된 바와 같이 복수의 스위치 회로(62-2)는, 제어 신호 /Tapi, Tapi에 기초하여 어느 하나가 동작하고, 단위 지연 

소자(61)로 지연된 신호를 선택한다.

도 9는, 상기 여러개의 스위치 회로(62-2)의 제어에 사용되는 제어 신호/Tapi, Tapi를 발생시키는 제어 신호 발생 회

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 9에 도시된 회로에서는, 각각 2개의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회로 유닛(71)을 여러개 나열하고, 각 회로 유닛(71)으

로부터 각각 연속하는 2개의 제어 신호 Tapi (/Tapi에 대해서는 도시를 생략하고 있음)를 출력시키고 있다. 이들 여

러개의 회로 유닛(71)에 대해, 2종류의 동기 신호 Φ1, Φ2와 우측 시프트 신호 Rsft 및 좌측 시프트 신호 Lsft가 공급

된다.

여러개의 회로 유닛(71)의 하부에 기재된 「'1'」이나 「'0'」은, 각 회로 유닛(71)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 2개의 레지

스터의 기억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1'」과 「'0'」의 경계선의 위치에 대응한 제어 신호 Tapi만이 'H'가 된다. 예를

들면, 도 9에서는 좌측으로부터 4번째의 회로 유닛(71) 내의 2개의 레지스터의 기억 상태가 「'1'」과 「'0'」이므로, 

그 경계선의 위치에 대응한 제어 신호 Tap6이 'H'로 되어 있다.

또한, 초기 상태에서는 도 7중의 「m」의 위치의 스위치 회로(62-2)로 공급되는 제어 신호 Tap이 'H'가 되도록, 각 

회로 유닛(71) 내의 각각 2개의 레지스터가 셋트된다. 셋트 후에는 각 레지스터의 「'1'」, 「'0'」의 상태가, 앞의 동

기 신호 Φ1, Φ2와 우측 시프트 신호 Rsft 또는 좌측 시프트 신호 Lsft에 기초하여 레지스터 1개씩 좌우로 이동한다.

상기 동기 신호 Φ1, Φ2는 교대로 상승하는 펄스이고, 우측 시프트 신호 Rsft 및 좌측 시프트 신호 Lsft는 이들 신호

가 'H'일 때에 동기 신호 Φ1 또는 Φ2에 따라 레지스터의 「'l'」 또는 「'0'」의 상태를 각각 우측 또는 좌측 방향으

로 하나의 레지스터만큼 이동시키는 신호이다.

도 10은, 도 9에서의 하나의 회로 유닛(71)의 상세한 회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면에서, 72, 73은 각각 2개의 인

버터의 입출력단사이를 역병렬 접속하여 구성된 레지스터이고, 한쪽의 레지스터(72)의 출력을 /i, i, 다른 레지스터(7

3)의 출력을 /i+1, i+1로 하면, 한쪽 레지스터(72)의 출력 /i와 접지 전위사이에는 3개 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7

4 ∼ 76)가 직렬로 접속되고, 한쪽 레지스터(72)의 출력 i와 접지 전위사이에는 3개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77 ∼

79)가 직렬로 접속되고, 다른 레지스터(73)의 출력 /i+1과 접지 전위사이에는 3개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80 ∼ 

82)가 직렬로 접속되고, 다른 레지스터(73)의 출력 i+1과 접지 전위사이에는 3개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83 ∼ 

85)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상기 트랜지스터(74 ∼ 76)의 게이트에는, 인접하는 전단의 회로 유닛(71) 내의 레지스터(73)의 출력 i-1, 동기 신호 

Φ1 및 우측 시프트 신호 Rsft가 각각 공급된다. 상기 트랜지스터(77 ∼ 79)의 게이트에는, 동일한 회로 유닛(71) 내

의 레지스터(73)의 출력 /i+1, 동기 신호 Φ2 및 좌측 시프트 신호 Lsft가 각각 공급된다. 상기 트랜지스터(80 ∼ 82)

의 게이트에는, 동일한 회로 유닛(71) 내의 레지스터(72)의 출력 i, 동기 신호 Φ2 및 우측 시프트 신호 Rsft가 각각 

공급된다. 마찬가지로, 상기 트랜지스터(83 ∼ 85)의 게이트에는, 인접하는 후단의 회로 유닛(71) 내의 레지스터(72)

의 출력 /i+2, 동기 신호 Φ1 및 좌측 시프트 신호 Lsft가 각각 공급된다.

그리고, 상기 레지스터(72)의 출력 i와 레지스터(73)의 출력 /i+1이 NAND 게이트(86)로 공급되고, 이 NAND 게이트

(86)로부터 앞의 제어 신호 /Tapi가 출력된다. 또한 이 제어 신호 /Tapi가 인버터(87)로 공급되고, 이 인버터(87)로부

터 앞의 제어 신호 Tapi가 출력된다.

또, 이 도 10에 도시된 회로 유닛(71)에 인접하는 전단의 회로 유닛(71)에서는, 레지스터(72)의 출력 /i와 그 회로 유

닛(71) 내의 레지스터(73)의 출력 i-1을 이용하여 제어 신호 Tapi-1, /Tapi-1이 생성되고, 이 도 10에 도시된 회로 

유닛(71)에 인접하는 후단의 회로 유닛(71)에서는, 레지스터(73)의 출력 i+1과 그 회로 유닛(71) 내의 레지스터(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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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력 /i+2를 이용하여 제어 신호 Tapi+1, /Tapi+1이 생성된다.

이어서 도 10에 도시된 회로 유닛(71)의 동작을 설명한다. 지금, 레지스터 출력 i까지 '1'이고, 레지스터 출력 i+1이 '

0'이라고 가정한다. 이 때, NAND 게이트(86)의 입력은 양쪽 모두 '1'이므로, 그 출력인 제어 신호 /Tapi는 '0', 인버터

(87)의 출력인 제어 신호 Tap1은 '1'이 된다. 이 때, 그 밖의 제어 신호 Tap는 '0'이다. 동기 신호 Φ1, Φ2는 교대로 

상승하고, 지금 i가 「'1'」과 「'0'」의 경계선이므로, 도 10의 회로에서 마지막으로 상승한 동기 신호는 Φ1이다. 다

음에 Φ2가 상승할 때에 우측 시프트 신호 Rsft를 'H'로 하면, 트랜지스터(81, 82)가 모두 온된다. 그리고, 이들 트랜

지스터(81, 82)에 대해 직렬 접속되어 있는 트랜지스터(80)가 레지스터(72)의 출력 i('1')에 따라 온상태가 되고, 레지

스터(73)의 출력 /i+1이 이들 3개의 트랜지스터(80 ∼ 82)를 통해 접지 전위에 의해 '0'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레

지스터(73)의 출력 i+1이 '1'로 반전하고, 「'1'」의 상태가 우측 방향으로 시프트되게 된다.

상기된 바와는 반대로, Φ2가 상승할 때에 좌측 시프트 신호 Lsft를 'H'로 하면, 트랜지스터(78, 79)가 모두 온된다. 

그리고, 이들 트랜지스터(78, 79)에 대해 직렬 접속되어 있는 트랜지스터(77)가 레지스터(73)의 출력 /i+1('1')에 따

라 온상태가 되고, 레지스터(72)의 출력 i가 이들 3개의 트랜지스터(77 ∼ 79)를 통해 접지 전위에 의해 '0'에 설정된

다. 이에 따라, 레지스터(72)의 출력 i가 '0'으로 반전하고, 「'0'」의 상태가 좌측 방향으로 시프트되게 된다.

시프트 후에는 동기 신호 Φ1, Φ2를 멈추던지, 우측 시프트 신호 Rsft나 좌측 시프트 신호 Lsft를 입력하지 않으면, 

각 레지스터의 기억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설정된 제어 신호 Tapi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앞의 도 4의 

회로에서 설정된 가변의 지연 시간이 고정되고, 그대로 유지된다.

도 11은 상기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메모리 모듈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또, 여기

서는 메모리 셀 어레이등의 코어부나 그 주변 회로등은 도시를 생략하였다.

SAD(91)은, 클럭 버스 상을 전달되는 외부 클럭 TCLK를 취득하여 내부 클럭 intTC'를 출력한다. 마찬가지로, SAD(

92)는 클럭 버스 상을 전달되는 외부 클럭 RCLK를 취득하여 내부 클럭 intRC'를 출력한다. 커맨드 디코더(93)는, 외

부 클럭 TCLK 및 커맨드 버스에서 전달되는 커맨드를 취득하고, 이 커맨드를 디코드하여, 상기 양 SAD(91), 92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94, 95)에 그 디코드 출력을 공급한다.

상기 양제어 회로(94, 95)는, 상기 각 SAD(91, 92)에서의 타이밍 조정 동작을 포함하는 동작을 제어하는 것으로, 앞

의 도 9에 도시된 제어 신호 발생 회로등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타 입력 제어 회로(96)는,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대응하는 메모리 모듈에 대해 데이타의 기록을 행할 때에, 상기

SAD(91)로부터 출력되는 내부 클럭 intTC'에 기초하여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를 제조하고, 이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

에 동기하여 데이타 버스위의 데이타를 취득하고, 도시하지 않은 메모리 회로로 공급한다. 데이타 출력 제어 회로(97)

는, 대응하는 메모리 모듈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여 메모리 컨트롤러로 전송할 때에, 상기 SAD(92)로부터 출력되는 

내부 클럭 intRC'에 동기하여 도시하지 않은 메모리 회로로부터의 데이타를 데이타 버스 상으로 출력한다.

이러한 구성의 메모리 모듈에 따르면, SAD(91), 92 각각에서, 외부 클럭 TCLK, RCLK로부터 내부 클럭 intTC', intR

C'를 발생할 때에, 개개의 SAD에서 내부 클럭 intTC', intRC'의 타이밍 조정을 꾀할 수 있으므로, 환경의 차등에 따른

전송 데이타의 타이밍의 편차를, 메모리 컨트롤러측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고속 동기형 데이타 전송을 실현

할 수가 있다.

이어서, 도 7에 도시된 가변 지연부에서 지연량을 어떻게 하여 설정할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은 앞의 도 38에 도시

된 시스템에서, 통상의 동작 주파수보다도 낮은 주파수의 클럭 CLK(TCLK 및 RCLK에 상당)에 동기하여 소정의 버

스트 데이타를 전송하고, 메모리 모듈대로 컨트롤러대로 저장시키는 것등에 의해 행해진다.

도 12는, 상기 클럭 CLK에 동기하여 예를 들면 「1001」이라는 4비트의 버스트 데이타를 전송하고, 이것을 저장하

는 경우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타를 출력하는 것이 컨트롤러이면, 데이타는 메모리 모듈의 데이타 버스 위의 위치에는 무관하

게 클럭 CLK에 동기하여 일정한 타이밍으로 출력된다. 이 때, 데이타를 취득하는 것은 메모리 모듈이고, 메모리 모듈

은 클럭 CLK에 동기한 타이밍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내부 클럭으로부터 데이타 스트로브 신호를 제조하고, 이 데이

타 스트로브 신호에 기초하여 데이타 버스위의 데이타를 취득한다.

한편, 클럭에 동기하여 데이타를 출력하는 것이 메모리 모듈이면, 데이타를 취득하는 측은 컨트롤러이고, 컨트롤러는

클럭 CLK에 동기한 내부 신호로부터 만들어지는 스트로브 신호를 이용하여, 메모리 모듈의 데이타 버스 상의 위치에

관계없이, 데이타를 일정한 타이밍으로 취득한다.

도 12에서는, 데이타 스트로브의 타이밍이 상향의 화살표 위치에서 나타내고 있다. 클럭 CLK와 데이타와의 위상 편

차가 없으면, 「1001」의 파형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정확하게 데이타가 취해진다.

클럭 CLK에 대해 데이타의 위상이 지연되면, 취득된 데이타는「X100」의 파형과 같이 되고, 판독된 데이타는 「X1

00」이 된다. 또, 「X」는 부정을 의미한다. 이 때, 가변 지연량의 설정은, 데이타 판독에 대해서는 클럭 CLK에 동기

한 내부 클럭으로부터 데이타 스트로브의 타이밍을 늦추도록, 앞의 제어 신호 Tap1의 설정을 컨트롤러측으로부터의 

커맨드로 행하고, 정확하게 「1001」로 데이타가 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제어 신호 Tapi의 설정은 커맨드에 의해, 앞의 동기 신호 Φ1, Φ2 및 우측/좌측 시프트 신호 Rsft/Lsft의 출력 동작을

제어하면 된다.

데이타 출력에 대해서는, 클럭 CLK보다 더욱 위상을 진행시켜 데이타를 출력할 필요가 있고, 클럭 CLK에 동기한 내

부 클럭으로부터 데이타 출력의 타이밍을 빠 르게 하도록 제어 신호 Tapi의 설정을 컨트롤러로부터의 커맨드로 행하

고, 메모리 컨트롤러가 정확하게「1001」로 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클럭 CLK에 대해 데이타의 위상이 진행하면, 취득된 데이타는「001X」의 파형과 같이 되고, 판독된 데이타는「001

X」가 된다. 이 때, 메모리 모듈에서의 가변 지연량의 설정은, 데이타 판독에 대해서는 클럭 CLK에 동기한 내부 클럭

으로부터 데이타 스트로브의 타이밍을 진행시키도록, 앞의 제어 신호 Tapi의 설정을 컨트롤러측으로부터의 커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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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정확하게 「1001」로 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타 출력에 대해서는, 클럭 CLK보다 더욱 위상을 늦춰 데이타를 출력할 필요가 있고, 클럭 CLK에 동기한 내부 클

럭으로부터 데이타 출력의 타이밍을 늦추도록 제어 신호 Tapi의 설정을 컨트롤러로부터의 커맨드로 행하고, 컨트롤

러가 정확하게「1001」이라고 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컨트롤러와 각 메모리 모듈사이에서의, 시스템으로서의 상기 지연량의 설정의 순서에 대해 설명한다.

컨트롤러로부터 메모리 모듈이 최초로 액세스됐을 때에는 가변 지연량은 설정되지 않으므로, 데이타의 전송 타이밍

은 최적화되지 않고, 바른 데이타의 기록 및 판독은 보증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의 제어 신호 Tapi의 설정의 순서가 

중요해진다.

앞의 「1001」로 이루어지는 4비트의 데이타 패턴을 이용하면, 제어 신호 Tapi를 어떻게 시프트할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설명한 바와 같지만, 이 순서를 통합하면 아래와 같다.

(1)「1001」과 같은 데이타 패턴을 메모리 모듈에 데이타로서 셋트한다. 이 경우, 메모리 모듈에 대해 통상의 동작시

에 비교하여 느린 타이밍으로 데이타를 부여하여 1비트씩 데이타를 입력한다. 또, 미리 메모리 모듈 내에 상기 데이타

패턴을 고정 데이타로서 갖게 하도록 해도 좋다.

(2) 메모리 모듈의 데이타 출력 타이밍을 조절한다. 메모리 모듈이, 상기 데이타 패턴을 컨트롤러로부터의 커맨드로 

정규의 클럭에 기초하여 버스트 데이타로서 출력한다. 또한, 컨트롤러는 버스트 데이타를 판독하고, 설정한 데이타 패

턴을 얻을 수 있는 알맞은 위치에, 커맨드에 의해 메모리 모듈의 제어 신호 Tapi를 변이시켜 설정한다.

이상과 같은 순서를 모든 메모리 모듈에 대해 행한다. 이에 따라, 메모리 모듈의 데이타 버스 위의 위치마다의 타이밍

의 조절이 완료하고, 어떤 메모리 모듈로부터의 데이타도 컨트롤러는 클럭으로부터 일정한 타이밍의 스트로브로 정

확하게 판독할 수 있게 된다.

(3) 메모리 모듈에서의 데이타 판독 타이밍의 조절은 아래와 같이 행해진다. 우선, 컨트롤러는 메모리 모듈이 판독하

는 데이타 패턴을 버스트 데이타로서 정규의 타이밍(통상 동작시의 타이밍)으로 메모리 모듈에 출력한다. 이어서, 메

모리 모듈은 이것을 판독하고, 판독한 데이타를 컨트롤러로부터의 커맨드로 출력한다. 컨트롤러는 메모리 모듈로부터

판독된 데이타를 판독하고(이미 순서 2에서, 출력에 대해서는 타이밍 조정이 완료하고 있음), 출력한 데이타와 비교

한다. 컨트롤러는, 커맨드에 의해, 데이타 패턴이 일치하는 알맞은 위치에 메모리 모듈의 데이타 취득 타이밍의 제어 

신호 Tapi를 변이시켜 설정한다.

이상과 같은 순서를 데이타 버스 상의 모든 메모리 모듈에 대해 행하고, 이 다음 컨트롤러가 클럭 TCLK에 동기하여 

데이타를 출력하면, 어떤 메모리 모듈라도 정확하게 데이타를 판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메모리 모듈에서의 가변 지연의 설정이 끝나고, 컨트롤러는 메모리 모듈의 버스 상의 위치나 버스 시스템

의 환경에 따른 차이를 우려하지 않고, 일정한 타이밍으로 데이타의 전송을 행할 수 있다.

이어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해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보드 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럭 구성을 나타낸다. 컨트롤러 MEC가 클럭 

CLK (TCLK, RCLK)를 출력하고, 이 클럭을 복수의 메모리 모듈 MM(도면에서는 하나만 나타내고 있음)을 수취하고,

이 클럭의 타이밍으로 커맨드나 데이타를 메모리 모듈 MM을 취득하고, 루프백하여 복귀해 가는 클럭에 동기하여 메

모리 모듈 MM이 컨트롤러 MEC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시스템에서, 컨트롤러 MEC는 클럭 CLK로서 앞의 클럭 TCLK

, RCLK와 함께 이들 클럭 TCLK, RCLK의 2배의 주기를 구비한 클럭 TSIGN, RSIGN을 동시에 출력한다.

그리고, 메모리 모듈 MM의 데이타 버스 위에서의 위치에 따른 데이타 전송시간의 차를, 2배 주기의 클럭 TSIGN, RS

IGN을 사용하여, 클럭 TCLK, RCLK의 짝수번째와 홀수번째를 식별함으로써 바꿔, 데이타 버스를 유효하게 이용하

도록 하고 있다. 또, 어떤 클럭과 그 클럭에 대해 2배의 주기를 구비한 클럭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타 버스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한 시스템의 기본에 대해서는, 본 발명자에 따 른 특원평10-8297호의 출원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상기 클럭 TCLK, RCLK 및 클럭 TSIGN, RSIGN의 위상 관계를 도 14의 타이밍차트에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상향의 화살표의 사이클이 클럭의 반환점 전과 후의 대응하는 사이클이 된다. 2배 주기의 클럭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메모리 모듈이라도 컨트롤러가 수취하는 클럭 TCLK, RCLK를 짝수 클럭과 홀수 클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후, 짝수 클럭에 관계한 것에는 「e」, 홀수 클럭에 관계한 것에는 「o」, 또한 클럭 TCLK, RCLK의 상승에 동기

한 것에는 「u」, 상승 주기에 180도 위상이 어긋난 타이밍으로 동기한 것에는 「d」라는 첨자를 붙여 나타내기로 한

다.

이러한 구성의 시스템에서, TCLK와 RCLK의 위상이 360도*2까지의 임의의 값이 어긋난 경우에, 그 중간의 타이밍 

M을 설정함으로써,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TCLK와 RCLK를 관련되게 만들어 데이타 버스 위의 위치가 다른 메

모리 모듈이, 데이타 버스 상에서 데이타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데이타 전송의 갭이 없이 데이타의 전송을 행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중간의 타이밍 M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술하겠다.

도 15에 클럭 버스 상의 다른 두개의 장소에서의 TCLK와 RCLK의 위상 관계를 나타낸다. TCLK의 타이밍 tA가 반

환점에서 복귀하고, RCLK의 타이밍 tB가 된다. 반환점에 가까운 장소와 먼 장소에서 각각의 장소의 TCLK를 기준으

로 하여 보면, 타이밍 tA와 tM과 tB의 관계는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다.

컨트롤러 MEC로부터의 클럭은 TCLK, 컨트롤러 MEC 에의 클럭은 RCLK이기 때 문에, 메모리 모듈 MM은 타이밍 t

A에서 취득한 커맨드에 대해 타이밍 tB를 기점으로 하여 데이타를 RCLK에 동기하여 데이타 버스에 탑재하면 데이타

의 버스 상에서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컨트롤러 MEC가 수취하는 데이타에 빈 사이클이 생기는 일도 없다.

각 메모리 모듈 MM은 타이밍 tA에서 커맨드를 취득하여 타이밍 tB로부터 일정한 사이클 후 소위 레이턴시(latency) 

후에 데이타를 데이타 버스에 출력하지만, 일련의 데이타를 출력하는 것을 종료하고 새로운 데이타 출력 사이클을 시

작할 때, 그 레이턴시의 RCLK에서의 세는 방법의 순서는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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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CLK에 동기하여 취득한 커맨드가 새로운 사이클수 카운트 커맨드이면, 이 직후의 tM의 타이밍으로 사이클수 

카운트를 가능 상태로 한다. 물론, TCLK에 동기하여 취득한 커맨드가 커맨드가 없는 상태도 포함시켜 새로운 사이클

수 카운트 커맨드가 아니면 카운트 가능 상태로 하는 일은 없다.

(2) 타이밍 tM의 직후의 RCLK로부터 RCLK에 동기하여 사이클수를 카운트하여 필요한 사이클수 계속한다.

상기된 순서로 RCLK의 사이클을 TCLK에 동기한 커맨드를 취득하여 세면, 도 15 중에서 RCLK에 붙인 원숫자(즉, 

①∼⑥)와 같이, 반환점의 근처에 배치된 메모리 모듈의 경우나, 컨트롤러의 근처에 배치된 메모리 모듈의 경우에도, 

타이밍 tA의 커맨드에 대응하는 타이밍 tB로부터 동일한 레이턴시로 데이타를 RCLK에 동기하여 데이타 버스에 탑

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컨트롤러도 TCLK의 타이밍 tA와 RCLK의 타이밍 tB가 컨트롤러에서 의 중간 타이밍 tM을 통해 마찬가지

로 대응시키고 있으므로, 컨트롤러에서 커맨드를 내어 대응하는 데이타를 수취한다고 하는 동작의 메모리의 데이타 

버스 위에서의 위치의 차는 완전히 없어진다.

또, 배주기의 클럭 TSIGN, RSIGN에 의해서 도 15 중 굵은 선으로 나타낸 사이클과 가는 선으로 나타낸 사이클을 식

별할 수 있으므로, 클럭 TCLK, RCLK의 위상이 1사이클 이상 2사이클 미만까지 어긋나도 중간 타이밍 tM을 확정할 

수 있다. 즉, 클럭 버스의 루프가 클럭(TCLK, RCLK)의 주기에 비교하여 길고, TCLK가 RCLK로서 복귀할 때 2사이

클까지 전송 시간이 걸려도 양호하게 된다.

다음에 메모리 모듈 MM이나 컨트롤러 MEC에서 상기 중간 타이밍 tM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

도 16은 TCLK 또는 RCLK에 동기하여 만들어진 짝수 내부 클럭 Teu 또는 Reu, 홀수 내부 클럭 Tou 또는 Rou의 변

화를 나타낸다. 이들의 내부 클럭이 메모리 모듈 또는 컨트롤러 내에서 만들어지면, 이들을 이용하여 앞의 타이밍 tM

을 메모리 모듈 또는 컨트롤러에서 만들 수 있다.

이 타이밍 tM은 Tou 또는 TCLK 중 어느 하나의 사이클(이것을 예를 들면 CLK1로 칭한다)에 대하여 δ만큼 지연된 

Rou 또는 RCLK 중 어느 하나의 사이클(이것을 예를 들면 CLK2라고 칭한다)이 있을 때, CLK1로부터 δ/2만큼 지연

된 타이밍에 상당하고 있으며 이하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즉, CLK2의 CLK1에 대한 지연(δ)을 CLK1의 CLK2에 대한 지연 (2τ-δ)(단, τ는 CLK1 또는 CLK2의 주기)으로

서 취하고, 이 지연의 반 정도의 지연 (τ-δ/2) 가 지연된 타이밍을 CLK1로부터 만들어지며, 이 타이밍부터 어느 C

LK1 사이클까지의 지연 (τ+δ/2)를 취하고, 이 지연만큼 상기한 어느 CLK1 사이클로부터 지연된 타이밍을 만들고,

이 타이밍을 CLK1에 대하여 δ/2 지연된 타이밍으로 한다.

다음에, 앞의 SAD를 이용하여 상기 타이밍 tM을 만든 구체적인 방법을 도 17의 타이밍차트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T

CLK와 RCLK는 반환점에서 되돌아옴으로써, TCLK와 RCLK 간에 δ가 되는 위상차가 생겼다고 한다. 이 위상차 δ

는 0 내지 (360*2)도이다. 클럭에 e와 o의 구별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도 17에서는 상향 화살표가 붙은 e 클럭으로부

터 대응하는 tM의 타이밍 tMe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o 클럭으로부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생략하였다.

우선 Rou의 「1」의 타이밍부터 시작된다. SAD를 이용하여 Rou와 직후의 Tou의 지연량을 Tou의 「2」의 타이밍

으로 검출하고, 이 지연량의 반 정도의 지연의 후에 내부 클럭 Φe를 「3」의 타이밍으로 발생한다. 클럭 TCLK, RCL

K의 주기를 τ라고 하면, Rou와 Tou 간의 지연량은 2τ-δ이므로 「2」와 「3」 사이 즉 Tou와 Φe의 지연량은 τ

-δ/2가 된다. 또한, SAD를 이용하여 Φe의 타이밍과 직후의 Tou와의 지연량을 Tou의 「4」의 타이밍으로 검출하

고, 이 지연량과 동일한 지연 후에 tMe를 「5」의 타이밍으로 발생한다.

「2」 내지 「4」까지의 지연은 Tou의 주기와 동일하게 2τ이기 때문에, 「3」 내지 「4」까지의 즉 Φe와 Tou의 

지연량은 「2」 내지 「4」까지의 지연량으로부터, 「2」 내지 「3」까지의 지연량을 빼서 τ+δ/2가 되며, 「4」 

내지 「5」까 지의 지연량도 이것과 동일하게 τ+δ/2가 된다. 따라서 Tou에서부터 τ+δ/2의 tMe의 타이밍은 Te

u에서부터 δ/2의 타이밍이며, Teu와 Reu가 요구하는 중간의 타이밍이 된다.

이와 같이 클럭 TCLK, RCLK의 5사이클로 필요한 타이밍 신호가 얻어진다. 도 17 중 및 상기 설명에서의 첨자 e와 o

를 교환하면, Tou에서부터 δ/2의 타이밍인 Mo가 얻어지며, tMe와 tMo를 합하면 도 12에서의 타이밍 tM이 얻어진

다.

다음에 상기 도 16, 도 17에서 설명한 내부 클럭 Tou, Rou, Teu, Reu를 발생하는 내부 클럭 발생 회로가 구체적인 

구성 및 그 동작을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8의 (a)는 클럭 TCLK, RCLK의 짝수 e와 홀수 o를 나누기 위한 신호 T2 또는 R2를 만드는 회로를 나타내고 있

으며, TCLK 혹은 RCLK가 입력되는 버퍼 101과, TSIGN 혹은 RSIGN이 입력되는 홀수단(본 예에서는 3단) 세로 접

속된 버퍼(102)와, 4개의 NAND 게이트(103 ∼ 106)로 구성되고 있다.

즉, 버퍼(101)의 출력은 NAND 게이트(103)의 한쪽 입력단에 반전하여 입력됨과 함께 NAND 게이트(104)의 한쪽 

입력단에 반전하여 입력된다. 3단 세로 접속된 버퍼(102)의 후단의 버퍼(102)의 출력은 NAND 게이트(103)의 다른

쪽 입력단과 NAND 게이트(104)의 다른쪽의 반전 입력단에 각각 공급된다. 상기 NAND 게이트(103)의 출력은 NAN

D 게이트(105)의 한쪽 입력단에 공급된다. 상기 NAND 게이트(104)의 출력은 NAND 게이트(106)의 한쪽 입력단에 

공급된다. 상기 NAND 게이트(105, 106)의 다른쪽 입력단은 서로 다른 NAND 게이트의 출력단에 접속되고 있다.

즉, 도 18의 (a)에 도시한 회로는 2개의 NAND 게이트(105, 106)로 이루어지는 플립플롭에 의해서 클럭의 짝수 e와 

홀수 o를 나누기 위한 신호 T2 또는 R2를 만들고 있으며, T2(R2)는 받아들인 클럭 TSIGN(RSIGN)이 'H'일 때의 클

럭 TCLK(RCLK)의 'L'로의 천이로 'H'가 되며, 받아들인 클럭 TSIGN(RSIGN)이 'L'일 때의 클럭 TCLK(RCLK)의 'L'

로의 천이로 'L'이 된다. 또, 클럭 TCLK(RCLK), TSIGN(RSIGN)과 T2(R2)의 관계를 도 18의 (d)의 타이밍차트에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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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의 (b)는 Tou 또는 Rou를 만드는 회로의 구성을 도 18의 (c)는 Teu 또는 Reu를 만드는 회로의 구성을 각각 나

타내고 있다. 각 회로의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며, 입력 신호만이 다르므로 도 18의 (b)에서 대표하여 설명한다.

도 18의 (b)에 도시한 회로는 이하와 같이 구성되고 있다. 클럭 TCLK 혹은 RCLK은 버퍼(111)를 통해 AND 게이트(

112)의 한쪽 입력단에 공급된다. 이 AND 게이트(112)의 다른쪽 입력단에는 도 18의 (a)의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신

호 T2 또는 R2가 공급된다. 상기 AND 게이트(112)의 출력은 버퍼(113)를 통하여 AND 게이트(114)의 한쪽 입력단

에 공급된다. 이 AND 게이트(114)의 다른쪽 입력단에는 'H'가 항상 공급되고 있다. 상기 AND 게이트(114)의 출력은

버퍼(115)를 통해 SAD(116)의 FD에 공급된다. 또한, AND 게이트(112)의 출력은 제어 클럭으로서 상기 SAD(116)

에 공급된다. 상기 SAD(116)에는 상기 FD 외에 BD가 설치되고 있다.

SAD(116)의 FD 내에는 복수의 지연 유닛이 설치되고 있으며, 입력된 신호는 이 복수의 지연 유닛을 전달함으로써 

지연된다. 그리고, SAD(116)에서는 FD에 버퍼(115)로부터의 신호가 공급되며, 다음의 사이클 AND 게이트(112)의 

출력이 상승 하는 시점까지의 지연 시간 △가 FD로의 입력 신호가 전달한 지연 유닛의 수에 대응하여 검출된다. 또한,

이 검출된 신호의 지연 시간 △에 상당하는 지연량이 유지된다.

BD는 FD에서 유지된 지연 시간 △에 상당하는 지연량만큼 신호를 지연한다. 그리고, BD의 출력은 버퍼(117)를 통하

여 상기 Tou 또는 Rou로서 출력된다.

여기서, 클럭 TCLK 혹은 RCLK에 대한 상기 버퍼(111) 및 AND 게이트(112)로 이루어지는 회로에서의 지연을 D1, 

BD의 출력에 대한 상기 버퍼(117)에서의 지연을 D2로 하면, AND 게이트(112)의 출력에 대한 상기 버퍼(113), AND

게이트(114) 및 버퍼(115)로 이루어지는 지연 회로에서의 지연 D는 D1+D2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SAD를 이용한 회로의 기본적인 동작은 먼저 설명 그대로이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도시한 바와 같이 D=

D1 + D2라고 하면, Tou 또는 Rou의 수직 상승은 클럭 TCLK 또는 RCLK의 홀수 클럭의 상승에 일치한다. 이것은 D

+△의 지연량이 정확하게 홀수의 클럭 TCLK 또는 RCLK의 주기 2τ와 동일해지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는 주기 τ

나 D1, D2의 지연의 시간의 변화를 검출하여 보상하고 있다.

도 18의 (c)의 회로가 도 18의 (b)와 다른 점은, AND 게이트(114)의 다른쪽 입력단에 'L'을 항상 공급함으로써 짝수

의 클럭 TCLK 또는 RCLK에서 동작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도 19의 (a), 도 19의 (b)는 도 17에 도시한 내부 타이밍 클럭 Φe(Φo)를 발생하는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 19의 (a)는 Φe의 도 19의 (b)는 Φo의 발생 회로이다. 양 회로의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므로 도 19의 (a)

에서 대표하여 설명한다.

Rou는 세로 접속된 2단의 버퍼(121)로 이루어지는 지연 회로에 의한 지연 D(= 2*D2)를 거친 후에 SAD(122)의 FD

에 공급된다. 이 SAD(122)에는 Tou가 공급되어 있으며, SAD(122)에서 Tou까지의 지연량 △가 FD에서 검출된다. 

HBD(Half BD)는 지연량이 항상 FD의 반 정도가 되도록 지연 유닛의 수가 FD(혹은 BD)의 반 정도로 추출되어 있으

며, Tou의 타이밍으로부터 △/2의 지연을 거쳐서 SAD(122)를 나온 신호는 버퍼(123)에 의한 지연D2를 거친 후에 

Φe가 된다.

즉, Rou로부터 Tou의 지연량이 2*D2+△에서 Tou로부터 Φe까지의 지연량이 그 반인 D2 + △/2가 된다.

도 19의 (b)의 회로에서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하여 Reu와 Teu에 대하여 Φo가 얻어진다.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Φe로부터 Tou까지의 지연량을 Tou로부터 검출함으로써 타이밍 tMe가 얻어진다. 또한 

Φo로부터 Teu까지의 지연량을 Teu로부터 검출함으로써 타이밍 tMo가 얻어진다. 또한, 타이밍 tMe와 tMo를 합하

여 타이밍 tM이 되지만 이것을 발생하는 회로의 구성을 도 20에 도시한다.

도 20의 회로의 기능은 도 18의 (b), 도 18의 (c)의 회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여기에서는 각각 FD 및 BD가 설치

된 두개의 SAD(124, 125)의 출력의 OR 논리를 OR 게이트(126)로 취함으로써 tM(tMe 또는 tMo)을 얻도록 하고 있

다. 이 때문에, 입출력단에서의 지연량을 맞추기 위해서, 양 SAD(124, 125)의 전단에도 OR 게이트(127, 128)가 설

치되고 있다. 상기 한쪽의 OR 게이트(127)에는 Φe와 'L'이 공급되며 다른쪽의 OR 게이트(128)에는 Φo와 'L'이 공

급되어 있다. 또한, 한쪽의 SAD(124)에는 Tou가, 다른쪽의 SAD(125)에는 Teu가 각각 공급되어 있다.

데이타의 입출력은 클럭 TCLK 또는 RCLK의 1 주기에 2개의 데이타를 전송하는 소위 DDR(Doub1e Data Rate)로 

한다. 또한, 기준 타이밍은 TCLK나 RCLK의 상승으로 규정되게 하여, 클럭의 듀티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그 이

유는, 클럭 버스의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클럭의 정밀도 좋은 듀티를 보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럭의 상승 사이클의 정확하게 중간의 타이밍을 발생시켜서 데이타의 DDR 전송에 대응한다.

또한, 도 21의 타이밍차트에 도시한 바와 같이 Reu(Teu), Rou(Tou), Red(Ted), Rod(Tod)를 발생시키고, 이들의 신

호에 동기시켜서 데이타의 전송을 행한다.

클럭의 상승에 동기한 내부 클럭의 발생 방법에 대해서는 도 18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이들과 180도 위상이 어

긋난 클럭의 발생 방법에 대해서 도 22의 (a), 도 22의 (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2의 (a), 도 22의 (b)에 도시한 회로의 구성은 도 19의 (a), 도 19의 (b)와 동일하며 입출력 신호가 다를 뿐이므로,

도 19의 (a), 도 19의 (b)와 대응하는 개소에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도 22의 (a)는 짝수번째의 클럭으로 180도 위상이 어긋난 클럭을 만드는 회로이며, 도 22의 (b)는 홀수번째의 클럭으

로 180도 위상이 어긋난 클럭을 만드는 회로이다.

우선, 도 22의 (a)의 회로에서의 Tod의 발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Teu와 Tou의 위상차는 이것은 클럭 

TCLK(RCLK) 그 자체이므로 360도이며, SAD(122)의 FD에서는 이 지연량에 상당하는 △를 검출한다. HBD는 지연

량 △/2를 만든 것이며 Tou로부터 HBD를 거쳐서 발생된 타이밍 Tod는 Tou로부터 180도 위상이 지연되고 있게 된

다. 데이타의 입력은 클럭 TCLK(RCLK)의 상승의 타이밍과, 또한 이와 180도 위상이 어긋난 타이밍에 대해서, 어느 

데이타 윈도우를 갖고서 전송된다. 이 때문에, 도 22의 회로에서 발생된 신호의 타이밍으로 데이타를 받아들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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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LK에서 데이타를 출력하는 경우의 내부 타이밍의 발생의 방법이 앞의 도 21의 타이밍차트에 나타내고 있다. Reu,

Rou, Red, Rod는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Q(D)는 데이타 출력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데이타의 변환

이 이들의 타이밍에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상기한 제2 실시예에서는 SAD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내부 클럭의 타이밍을 실제의 편차에 맞춰서 조절하는 

가변 지연 기능에 대해서는 특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회로 규모를 크게하지 않기 때문에 Teu, Tou, Reu, Rou의 

발생 회로에 앞의 가변 지연 기능을 갖게 하도록 한다.

도 23은 Tou, Teu, Rou, Reu의 발생 회로에 가변 지연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앞의 도 18의 (b), 도 18의 (c)의 회

로로 바꿔서 사용되는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도 18의 (b)의 회로 대신에 도 23의 (a)의 회로가 사용되며 

도 18의 (c)의 회로 대신에 도 23의 (b)의 회로가 사용된다.

이 도 23의 (a), 도 23의 (b)에 도시한 회로가 도 18의 (b), 도 18의 (c)와 다른 곳은 내부 클럭의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 6에 도시한 회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변 지연부(52, 55)와 마찬가지의 회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도면 

중, Tou', Teu', Rou', Reu'가 지연 시간의 조절을 받은 신호이며, Tou, Teu, Rou, Reu는 TCLK, RCLK와 위상이 일

치한 신호이다.

또, 이 경우에도 가변 지연부(52)에서의 부하 조건을 가변 지연부(55)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앞의 버퍼(54)와 동일한 

버퍼(54)가 설치되고 있다.

그런데, 도 2나 도 3 등에 도시한 SAD에 공급되는 클럭에는 본래의 주기의 주위에 어떤 분포로 진동하는 지터가 존

재하고 있다. 이것은 클럭 발생기에서의 신호의 진동이 일정 주기이어야 할 클럭에 미치는 영향이며 당연히 평균적인

주기는 일정하다.

지금, 외부 클럭에 대해서 도 24에 도시한 바와 같이 「0」 내지 「5」의 번호를 붙여서, 각각의 사이클이 갖는 지터

에 대해서는 δ와 함께 외부 클럭에 첨부된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붙인다. 지터의 통계적인 최대치는 δ로 한다.

지터의 정의는 일정한 주기의 클럭이 원래 있어야 할 시각으로부터 실제의 클럭이 얼마만큼 지연되었는지를 나타내

는 량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의 클럭이 빨라지면 값으로서는 음이 되는 경우도 있다.

도 24에서 클럭 1에서부터 내부 신호를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SAD에서는 클럭 2와 클럭 1 간의 지연을 검출하

여, 클럭 1로부터의 지연으로 하기 위해서, 클럭 2에서의 지터가 +δ로 클럭 1에서의 지터가 -δ의 경우와, 클럭 2에

서의 지터가 -δ로 클럭 1에서의 지터가 +δ의 경우가 클럭 2와 클럭 1 간의 지연의 양 극단이 되므로, 도시한 바와 

같이 클럭 0에 대한 내부 신호의 지터는 절대치로 3δ가 된다.

이와 같이 SAD를 이용한 방식으로는 외부 클럭의 지터의 상황에 의해서는 이 지터가 크게 증폭되며, 외부 클럭과 동

기한 내부 신호의 지터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앞의 도 2나 도 3 등에 도시한 SAD에서는 외부 클럭의 지터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작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우선, SAD를 이용한 회로에서의 외부 클럭의 지터 증폭을 억제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행하고, 다음에 이것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회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행한다.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부 클럭에 대하여 도 24와 마찬가지로 「0」 내지 「5」의 번호를 붙여서, 각각의 사이

클이 갖는 지터에 대해서는 δ와 함께 외부 클럭에 첨부된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붙인다. 클럭 1의 타이밍으로부터 발

생되는 클럭 0에 대응하는 내부 신호를 발생할 때에 이용하는 지연량을 도 24의 경우와 같이 클럭 2와 클럭 1 간에서

검출하지 않고서 클럭 3과 클럭 1 간, 클럭 5와 클럭 1 간에서 검출하여 1 사이클분의 평균치를 지연량으로서 이용하

도록 한다. 클럭 3과 클럭 1 간의 지연량을 이용하면 평균된 지터는 ±δ가 되므로, 이에 클럭 1에서의 지터가 부가되

어 내부 신호의 지터는 ±2δ이 되며, 도 24의 경우보다는 경감된다.

또한, 클럭 5와 클럭 1 간의 지연량을 이용하면 1/4로 평균화되므로, 평균된 지터는 ±0.5δ가 되며, 내부 신호의 지

터는 ±1.5δ가 된다. 이와 같이 SAD에서 이용하는 지연량을 몇사이클의 사이에서 평균하면, 지터는 평균화되어 작

아진다.

다음에, 예를 들면 앞의 도 3에 도시한 SAD에서 이러한 평균화를 어떻게 하여 행하는지를 생각한다.

도 26은 도 3에 도시한 SAD를 재기록한 것이다. 또, 설명을 간략화로 하기 위해서 내부 클럭의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

한 앞의 가변 지연부(52, 55) 등은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또한, 입력 클럭은 CK로 하였다. 이 CK는 앞의 TCLK나 R

CLK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 SAD는 FD 및 BD 외에 SH를 갖는다. FD 및 BD는 각각 복수의 지연 유닛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SH는 FD와 B

D의 지연 유닛에 각각 대응한 복수의 상태 유지부에서 구성되고 있다. FD 내를 전진 펄스 FCLi가 전달하면 전달한 

지연 유닛에 대응한 상태 유지부가 리셋 상태로부터 셋트 상태가 되며, 셋트 상태가 된 상태 유지부에 대응하는 BD 

내의 지연 유닛이 내부의 클럭 CLK을 직접 전단에 전달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전진 펄스가 전달한 지연 유닛수에 상

당하는 지연량 △를 후진 펄스가 전달하는 지연 유닛의 수로서 지연량 △를 셋트할 수 있다.

또한, 후진 펄스는 전달하면서 전달한 지연 유닛에 대응하는 SH의 상태 유지부를 리셋 상태로 복귀한다. 이와 같이 

하여, 클럭의 매 사이클에서 SH는 클럭의 1 사이클분의 지연량 △를 검출할 수 있다.

도 3의 SAD에서는 SH가 클럭의 1 사이클마다 셋트되어 있지만, 이것을 복수 사이클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행하면, 

매사이클의 지연량 △를 이들 복수의 사이클로 평균화할 수 있다.

2사이클로 평균화하는 경우의 SAD의 구성예를 도 27에 도시한다. 이 예에서는 SH를 두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들을 클럭의 교대의 사이클로 셋트/리셋 동작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 25 중의 클럭 3과 클럭 2 간은 △1로서, 클럭 2와 클럭 1 간은 △2로서 측정된다. SH를 구성하는 복수

의 상태 유지부는 두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이클로 △1과 △2의 반 정도에 상당하는 상태 유지부가 셋트되

며, 클럭 1에서 내부 신호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셋트된 상태 유지부의 수는 △1과 △2의 평균치에 대응하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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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H 내의 복수의 상태 유지부를 4개로 구분하여 4클럭 사이클로 순서대로 셋트하도록 하면 도 25의 4사이클 평균

의 경우가 얻어진다.

다음에, 이 셋트된 상태 유지부를 BD의 펄스 지연으로 변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26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SH의 상태 유지부의 셋트부와 리셋부의 경계선으로부터 CLK가 BD로 들어가, 이것이 BD를 전달해간다. 따라서,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1과 △2가 모두 두개로 구분된 SH를 구성하는 소블럭의 도중까지의 상태 유지부가 셋

트되어 있으면, 도 27의 「1」과 「2」에 보이는 것과 같은 2개소로부터 동시에 CLK가 BD로 진입한다. 따라서, 「1

」로부터 진입한 부분이 셋트된 유닛 중 몇몇은 BD에서의 지연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 무시되는 유닛의 수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방법을 도 28에 도시한다.

도 28의 (a), 도 28의 (b)는 도 27의 SAD의 BD만을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면에서 두개로 구분된 SH가 대응하는 지연 유닛의 블럭을 부호(130) 나타내고 있다. 각 지연 유닛의 블럭(130)의 

각각에는 「e」와 「o」를 붙여서 클럭의 교대의 사이클로 각각의 블럭이 지연선으로서 셋트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각 지연 유닛의 블럭(130)에서 사선을 실시한 부분은 셋트된 지연 유닛에 상당하고 있다. BD의 소블럭이 전달

한 후진 펄스는 직접 다음 소블럭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AND 게이트(131)에 의해, 하나 전의 블럭(130)의 출력과

의 AND 논리를 취한 후에 전달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예를 들면 도 28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중까지 셋트

된 소블럭(130)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는 셋트되어 있는 영역이 많은 쪽이 지연으로서 활동하고, 적은 쪽은 무시된다. 

즉, 도 28의 (a) 중, 굵은 테로 둘러싼 소블럭(130)에 의한 지연은 무시되어 오차가 된다. 또한, 도 28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럭의 진동이 크고 「e」의 소블럭(130)과 「o」의 소블럭(130) 간에서 1소블럭 이상의 차가 생긴 경우

는 부분적으로 셋트된 소블럭 중 보다 펄스가 진행하는 방향 앞에 있는 도면 중 굵은 테로 둘러싼 소블럭(130)에 의한

지연이 무시된다.

만약, AND 게이트(131)에 의해서 논리를 취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셋트된 소블럭(130)에 끼워진 모든 소블럭(130

)의 지연이 무시되게 된다. 이상에 의해, 소블럭의 셋트 상태가 어떻게 되어도 소블럭 중 하나가 무시되게 된다.

도 29a, 도 29b는 SH를 4개의 부분에 구분하여 4사이클의 평균치를 취하는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소

블럭(130)의 종류는 4종이 되고 이들에 「a」, 「b」, 「c」, 「d」를 붙여서 구별하고 있다. 또한, 각 소블럭(130)은

연속한 4개의 소블럭의 출력의 AND 논리를 취하는 AND 게이트(131)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고 있다. 도 29a에서는, 

인접하는 소블럭이 부분적으로 셋트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때는 셋트 부분이 최대의 소블럭을 제외하고 부분

적으로 셋트된 다른 소블럭의 지연은 무시된다. 도면에서는 굵은 테가 둘러싼 소블럭의 지연이 무시된다.

도 29b에서는, 부분적으로 셋트된 상태의 소블럭이 인접하지 않은 경우이며, 이 때 풀로 셋트된 소블럭보다도 펄스 

진행 방향 앞에 있는 부분 셋트 상태의 소블럭이 무시되며, 풀로 셋트된 소블럭보다 펄스 진행 앞에 있는 부분 셋트 

상태의 소블럭 중 가장 셋트부분이 많은 부분 셋트의 소블럭과 풀 셋트 소블럭 이외도 무시된다.

즉, 도면 중 굵은 테로 둘러싸인 소블럭이 무시되어 지연에 기여하지 않는다. AND 게이트(131)가 설치되지 않으면, 

부분 셋트의 소블럭에 둘러싸인 풀셋트의 소블럭도 무시되게 된다. 이상에 의해, 무시되는 소블럭의 수는 3개를 넘는 

일은 없다.

이러한 소블럭으로 나눈 구성에서의 지터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취급하여 소블럭의 규모 등을 이하에 고찰한다.

외부 클럭의 주기를 τ로 하고,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이클 1을 기점으로 생각한다. 각 사이클에서의 지터를 고

려하면 각 사이클에서의 주기는 하기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관계가 된다.

[표 1]

1 사이클 전 2와 1의 사이 τ+δ1-δ2

2 사이클 전 3과 2의 사이 τ+δ2-δ3

· · ·

· · ·

n-1 사이클 전 n과 n-1의 사이 τ+δn-δn-1

n 사이클 전 n+1과 n의 사이 τ+δn+1-δn

SH를 복수의 상태 유지부에서 구성하고, 이들의 상태 유지부를 α개씩의 소블럭으로 나누어서, 도 29의 「a」, 「b

」, 「c」, 「d」 … 와 같이 n종으로 나누어서, 각 사이클에서의 주기를 이용하여 셋트를 행하면 각 사이클마다 셋트

되어 있는 상태 유지부의 수는 각각의 종별마다 1/n의 갯수밖에 없으므로, 상기 각 사이클에서의 주기가 1/n 되게 된

다. 소블럭은 α유닛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종별마다 부분적으로 셋트된 소블럭은 하나 있으며, 그 소블럭에서의 셋트

된 유닛의 수는 i 사이클 전의 종류이며,

수학식 1

가 된다. △i는 α를 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i<α를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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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미충족 소블럭 중 하나를 예를 들면 j를 제외하여 무시되는 것이 도 28이나 도 29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이클 

1에서 발생되어 사이클 0에 일치하여야 할 내부 신호의 타이밍은,

수학식 2

따라서, 내부 신호의 지터 J는,

수학식 3

로 나타난다. 또, -δ≤δi≤δ, 0≤△i＜α이다.

따라서,

수학식 4

가 된다.

도 3의 종래의 SAD는 n=1인 경우에 ±3δ가 지터의 최대가 된다. 소블럭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하는지를 생각하면, 

α=1이라고 하면, △i=0이 되므로,

수학식 5

이 되며, 지터를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 28이나 도 29에 도시하는 소블럭은 하나씩의 지연 유닛으로부터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구성의 구체

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하지만 우선, 이와 같이 한 경우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추측한다.

그런데, 각 사이클의 지터는 완전히 랜덤은 아니고 상관을 갖고 있다.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한다. 즉,

수학식 6

로서, 상관의 강도 β를 도입한다. 0≤β≤1이며, r은 랜덤인 변수로 -δ≤r≤δ이다. c는 다른 사이클과 상관한 변수

로 역시 -δ≤c≤δ이며 사이클 간의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수학식 7

상기 수학식 7에서 ζ는 상관 거리에 상당하는 사이클수로, c(1, 1)는 사이클 1과 i와의 상관 계수로, c(1, i)>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한다.

또한, δ1=δ일 때, c가 최대가 되므로,

수학식 8

가 된다.

이상을 고려하면, 내부 신호의 지터 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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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Σ로 약기하여, 이하의 식으로 나타낸다.

수학식 9

다음에 이 J의 범위를 평가한다.

ζ<n+1인 경우, 즉 상관의 거리를 넘은 사이클에서의 평균을 취하면, 최대는 r=δ, δi=δ, δn+1=-δ인 경우이며, 

최소는 r=-δ, δ1=-δ, δn+1=-δ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다음식이 얻어진다.

수학식 10

상기 수학식 1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도 25에 도시한 경우와 동일해지며 평균을 취하는 사이클수를 많게하면, 지터

증폭의 효과는 그만큼 작아진다. 또, 도 25는 상관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경우 또는 상관이 없는 경우에 상당하고 

있다.

ζ≥n+1인 경우 즉, 상관의 거리 내에서의 평균을 취하는 경우는 δn+1의 계수의 정부에 의해서 J의 최대 최소의 조

건이 달라진다.

수학식 11

이므로 수학식 11의 우측 제2항의 중괄호 내의 값이 양의 값인 경우, 즉 βc{1, n+1}을 An으로 나타내고,

수학식 12

인 경우, 최대는 r=δ, δi=δ, δn+1=δ인 경우이며, 최소는 r=-δ, δi=-δ, δn+1=-δ이며, 수학식 8로부터,

수학식 13

인 것을 사용하면, -δ≤J≤δ가 되며, 지터는 증폭되지 않는다.

수학식 14

인 경우는 수학식 11의 우측 제2항의 중괄호 내의 값은 음의 값이 되며, 최대는 r=δ, δi=δ, δn+1=-δ인 경우이

며, 최소는 r=-δ, δ1=-δ, δn+1=δ이 되며,

수학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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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이상에서부터, 상관 거리 내에서 평균을 취하면 더 지터의 증폭은 작아지며 상관량 An에 따라서는 지터의 증폭이 완

전히 없어진다. 예를 들면 2사이클의 평균을 취하는 경우는 An=1/3이 조건의 경계이므로 2사이클 전과 약 33% 이상

상관이 있으면, 지터는 외부 클럭대로 변화없고, 33% 이하라도 수학식 15에서 n=2로서 알 수 있듯이 최대 δ(1-3An

)의 지터의 증가가 있을 뿐이다.

또한, 4사이클의 평균을 취하는 경우는 An=1/5이 조건의 경계이므로 4사이클 전과 20% 이상의 상관이 있으면, 지터

는 외부 클럭 그대로 변화없고, 20% 이하라도 수학식 15에서 n=4로서 알 수 있듯이 최대 δ(1-5An)/2의 지터의 증

가가 있을 뿐이다.

몇 사이클의 평균을 취하면 최적인지는 상관 계수의 사이클 의존성에 따르지만 2사이클 이상의 평균화를 행함으로써,

지터의 증가가 대폭으로 억제된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 무상관의 경우인 An = 0이라고 하면, 도 25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얻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에 상기한 바와 같은 소블럭이 1지연 유닛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SAD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도 30에 도시한

다.

도 30은 앞의 도 28에 도시한 BD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각 지연 유닛은 2개의 클럭드 인버터(141, 1

42)와 1개의 NOR 게이트(143)로 구성되고 있다. 상기 2개의 클럭드 인버터(141, 142)는 앞의 도 4에 도시한 2개의 

클럭드 인버터(44, 45)에 대응하는 것이며, 각각의 동작은 대응하는 지연 유닛 내의 상태 유지부에서 발생되는 제어 

펄스 Q, /Q로 제어된다. 상기 NOR 게이트(143)는 앞의 도 4에 도시한 인버터(46)와, 도 28 중의 AND 게이트(131)

와의 기능을 겸비한 것이며, 이 NOR 게이트(143)에는 상기 2개의 클럭드 인버터(141, 142)의 출력이 공급된다.

이러한 구성의 BD에서 각 지연 유닛 내의 2개의 클럭드 인버터(141, 142)는 대응하는 지연 유닛 내의 상태 유지부에

서 발생되는 제어 펄스 Q, /Q에 기초하여 후단으로부터의 펄스 RCL을 받아서 전단에 전하는 지연 소자로서 작동하거

나, 클럭 CLK를 후진 펄스의 지연 경로에 도입하는 입구로서 작동한다. 또한, 각 지연 유닛은 자기 자신의 상태와 후

단으로부터의 상태를 받아 출력 RCLio 또는 RCLie를 대응하는 상태 유지부로 보낸다.

이 경우의 FD의 기본적인 구성은 도 31에 도시한 바와 같이 BD와 동일하며, 2개의 클럭드 인버터(151, 152)는 앞의 

도 4에 도시한 2개의 클럭드 인버터(41, 42)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NOR 게이트(153)는 앞의 도 4에 도시한 인버터(

43)와 AND 게이트(131)와의 기능을 겸비한 것이며, 이 NOR 게이트(153)에는 상기 2개의 클럭드 인버터(151, 152)

의 출력이 공급된다.

도 32는 상기 각 지연 유닛 내에 설치되는 상태 유지부를 그 클럭 사이클마다 셋트/ 리셋의 그룹 선택을 행하기 위한 

제어부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도면 중,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이 상태 유지부이며, 이 상태 유지부는 전진 펄스를 전달

하는 FD의 각 지연 유닛마다 설치되고 있다.

이 상태 유지부에서 전원 전위의 노드와 접지 전위의 노드 간에는 각각 2개의 P 채널 및 N 채널 MOS 트랜지스터(16

1 ∼ 164)가 직렬로 삽입되어 있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161)의 게이트에는 펄스 RCLio 혹은 RCLie가 인버터(165)를 통하여 공급된다. P 채널 MO

S 트랜지스터(162)의 게이트에는 후술하는 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Ro 혹은 /Re가 공급된다. N 채널 MOS 트랜

지스터(163)의 게이트에는 후술하는 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So 혹은 Se가 공급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164)의 게이트에는 펄스 FCLio 혹은 FCLie가 공급된다.

그리고, P 채널 MOS 트랜지스터(162)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163)의 직렬 접속 노드로부터 제어 펄스/Qk 혹은 

/Qk+1이 출력되며, 더욱 이 제어 펄스/Qk 혹은 /Qk+1을 인버터(166)로 반전함으로써 제어 펄스 Qk 혹은 Qk+1이 

출력된다.

상태 유지부의 제어부는 각각 1개의 NOR 게이트(167), NAND 게이트(168)와, 2개의 인버터(169, 170)로 구성되고 

있다. NOR 게이트(167)에는 제어 신호/Fo 혹은 /Fe와 제어 신호 BPM이 공급된다. NAND 게이트(168)에는 제어 신

호 Fo 혹은 Fe와 제어 신호 BPM이 공급된다. 그리고, NOR 게이트(167)의 출력이 인버터(169)로 반전됨으로써 앞의

신호 /Ro 혹은 /Re가 발생되며 NAND 게이트(168)의 출력이 인버터(170)로 반전됨으로써 앞의 신호 So 혹은 Se가 

발생된다.

도 32에 도시한 상태 유지부는 트랜지스터(162, 163)의 직렬 접속 노드가 셋트/ 리셋 상태에 따른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 노드가 되며, 트랜지스터(161, 162)는 이 신호 노드에 전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트랜지스터(163, 164)는 

이 신호 노드로부터 전하를 방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트랜지스터(163, 164)가 모두 도통 상태가 되었을 때에 상기 신

호 노드에 셋트 출력(/Q= 'L', Q= 'H')이 얻어지며, 트랜지스터(161, 162)가 모두 도통 상태가 되었을 때 상기 신호 노

드에 리셋 출력(/Q= 'H', Q= 'L')이 얻어진다.

즉, 전진 펄스 FCLio 혹은 FCLie에 의해서 제어 펄스 Qk 혹은 Qk+1이 상승함으로써 셋트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 

셋트 동작을 행하는 것은 FCLio이면 So, FCLie이면 Se가 각각 'H'인 경우이다.

또한, 상태 유지부는 FD를 구성하는 지연 유닛으로부터의 펄스 RCLio 혹은 RCLie를 받아 리셋 상태가 되며 제어 펄

스 Qk 혹은 Qk+1이 하강한다. 그러나, 이 리셋 동작을 행하는 것은 RCLio이면 /Ro, RCLie /Re가 각각 'L'인 경우이

다.

신호 /Ro, So의 레벨은 /Fo, Fo에 의해서 제어되며, Fo가 'L'인 경우에는 각각'H', 'L'이 되며, 이 때는 상태 유지부의 

셋트/ 리셋가 행해지지 않고, 이전의 Qk의 상태가 다이내믹적으로 유지된다. 신호/Re, Se와 /Fe, Fe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이다. 또, 제어 신호 BPM은 상태 유지부가 셋트/ 리셋의 취득 가능 사이클이면, 그 레벨이 'L'이 되는 타이밍에 

상태 유지부를 리셋하기 위한 신호이다.

이와 같이, 제어 신호 Fo나 Fe를 제어함으로서 상태 유지부가 유효한 사이클을 결정할 수 있다. 다음에 이 제어 신호 

Fo, Fe를 발생하는 제어 신호 발생 회로에 대해서 도 3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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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2사이클로 평균을 취하는 경우는, 외부 클럭의 1사이클마다 Fo와 Fe를 교대로 세우도록 하며, 지연

유닛 중 하나 걸러서 교대로 상태 유지부의 셋트/ 리셋 동작을 행하도록 하면 좋다.

도 33a에 도시하는 회로는 클럭 CLK와 전진 펄스 FCL0의 반전 신호가 공급되는 AND 게이트(171)와, 제어 신호 Fe

를 소정 시간 지연하는 지연 회로(172)와, 제어 신호 Fo를 소정 시간 지연하는 지연 회로(173)와, 상기 AND 게이트(

171)의 출력 a와 상기 지연 회로(172)의 지연 출력이 공급되는 NAND 게이트(174)와, 상기 AND 게이트(171)의 출

력 a와 상기 지연 회로(173)의 지연 출력이 공급되는 NAND 게이트(175)와, 각각 한쪽의 출력 신호가 다른 쪽의 하

나째의 입력 신호로서 공급되는 바와 같이 소위 비스듬히 교차 접속되어 플립플롭 회로를 구성하는 2개의 NAND 게

이트(176, 177)를 갖고 있다.

NAND 게이트(176, 177) 각각의 두번째의 입력 신호로서 NAND 게이트(174, 175)의 출력 신호가 공급된다. 그리고,

제어 신호 Fo, Fe는 상기 NAND 게이트(176, 177)의 출력 신호로서 얻어진다. 여기서 얻어진 제어 신호 Fo, Fe는 지

연 회로(172, 173)에 피드백된다.

도 33b는 도 33a 중의 지연 회로(172, 173) 각각의 구체적 회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양 지연 회로는 마찬가지로 

구성되고 있으며, 상기 AND 게이트(171)의 출력 신호 a의 반전 신호/a가 'H'인 경우 동작하여 신호 Fe 혹은 Fo를 반

전하는 클럭드 인버터(181)와, 상기 신호 a가 'H'인 경우에 동작하여 상기 클럭드 인버터(181)의 출력 노드의 신호를 

반전하는 클럭드 인버터(182)와, 직렬 접속된 2개의 인버터로 이루어지며 상기 클럭드 인버터(181)의 출력 노드의 

신호를 동일한 노드로 정귀환하는 정귀환 회로(183)로 구성되어 있다.

도 33a에 도시된 제어 신호 발생 회로는 2개의 NAND 게이트(176, 177)로 이루어지는 플립플롭 회로에서 신호 Fo, 

Fe의 양 쪽이 동시에 동일한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신호 Fo, Fe의 상태는 클럭 CLK가 상승

하며, 전진 펄스가 FD에 입력되기 전으로 후진 펄스가 BD 중을 한창 전달하고 있는 동안에 매사이클 교대로 변환하

게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태 유지부가 셋트된 총수에 매사이클로 2사이클분의 평균이 되며, 도 30에 도시하는 BD

에 의해서 이 총수분의 BD의 지연 유닛을 후진 펄스가 전달되게 된다.

다음에, 도 29에 대응한 4사이클로 평균하는 경우에 소블럭이 1 지연 유닛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구체적인 회로 구

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34는 도 29의 경우의 BD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각 지연 유닛은 2개의 클럭드 인버터(141, 142)

와 1개의 NOR 게이트(144)로 구성되고 있다. 이 NOR 게이트(144)는 앞의 도 30 중의 NOR 게이트(143)와는 달리, 

4개의 지연 유닛으로부터의 출력 신호가 공급되도록 4입력으로 되어 있다. 그 밖의 구성 및 기본적인 동작은 도 30의

것과 동일하므로 이들의 설명은 생략한다.

도 35는 도 29의 경우의 FD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각 지연 유닛은 2개의 클럭드 인버터(151, 152)와

1개의 NOR 게이트(154)로 구성되어 있다. 이 NOR 게이트(154)는 앞의 도 31 중의 NOR 게이트(153)와는 달리, 4개

의 지연 유닛으로부터의 출력 신호가 공급되도록 4입력으로 되어 있다. 그 밖의 구성 및 기본적인 동작은 도 31의 것

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들의 설명은 생략한다.

도 36은 상기한 바와 같이 4사이클로 평균하는 경우의 상기 각 지연 유닛 내에 설치되는 상태 유지부를 그 클럭 사이

클마다 셋트/ 리셋의 그룹 선택을 행하기 위한 제어부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도면 중,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이 상태 

유지부이다. 이 상태 유지부는 각각 2개의 P 채널, N 채널 MOS 트랜지스터(191 ∼ 194)와, 2개의 인버터(195, 196)

로 구성되어 있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191)의 게이트에는, 펄스 RCLia, RCLib, RCLic, RCLid 중 어느 하나의 

신호가 인버터(195)를 통해 공급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192)의 게이트에는 후술하는 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Ra, /Rb, /Rc, /Rd 중 어느 하나

의 신호가 공급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193)의 게이트에는 후술하는 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Sa, Sb, Sc,

Sd 중 어느 하나의 신호가 공급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194)의 게이트에는 펄스 FCLia, FCLib, FCLic, FCLi

d 중 어느 하나의 펄스가 공급된다.

그리고, P 채널 MOS 트랜지스터(192)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193)의 직렬 접속 노드로부터 제어 펄스 /Qk, /Qk

+1, /Qk+2, /Qk+3 중 어느 하나가 출력되며 또한 이 제어 펄스/Qk, /Qk+1, /Qk+2, /Qk+3을 인버터(196)로 반전

함으로써 제어 펄스 Qk, Qk+1, Qk+2, Qk+3 중 어느 하나가 출력된다.

상태 유지부의 제어부는 각각 1개의 NOR 게이트(197), NAND 게이트(198)와, 2개의 인버터(199, 200)로 구성되어 

있다. NOR 게이트(197)에는 제어 신호/Fa, /Fb, /Fc, /Fd 중 어느 하나와 앞의 제어 신호 BPM이 공급된다. NAND 

게이트(198)에는 제어 신호 Fa, Fb, Fc, Fd 중 어느 하나와 앞의 제어 신호 BPM이 공급된다. 그리고, NOR 게이트(1

97)의 출력이 인버터(199)로 반전됨으로써 앞의 신호/Ra, /Rb, /Rc, /Rd 중 어느 하나가 발생되며, NAND 게이트(19

8)의 출력이 인버터(200)로 반전됨으로써 앞의 신호 Sa, Sb, Sc, Sd 중 어느 하나가 발생된다.

도 36에 도시한 상태 유지부는 전진 펄스 FCLia, FCLib, FCLic, FCLid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제어 펄스 Qk, Qk+1,

Qk+2, Qk+3 중 어느 하나가 상승함으로써 셋트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 셋트 동작을 행하는 것은 FCLia이면 Sa, F

CLib이면 Sb, FCLic이면 Sc, FCLid이면 Sd가 각각 'H'인 경우이다.

또한, 상태 유지부는 FD를 구성하는 지연 유닛으로부터의 펄스 RCLia, RCLib, RCLic, RCLid 중 어느 하나를 받아서

리셋 상태가 되며, 제어 펄스 Qk, Qk+1, Qk+2, Qk+3 중 어느 하나가 하강한다. 그러나, 이 리셋 동작을 행하는 것

은 RCLia이면 /Ra, RCLib이면/Rb, RCLic이면 /Rc, RCLid이면 /Rd가 각각 'L'인 경우이다.

예를 들면, 신호/Ra, Sa의 레벨은 /Fa, Fa에 의해서 제어되며 Fa가 'L'인 경우 각각 'H', 'L'이 되며, 이 때는 상태 유지

부의 셋트/ 리셋가 행해지지 않으며, 이전의 Qk의 상태가 다이내믹적으로 유지된다. 신호/Rb, Sb와 /Fb, Fb, 신호/Rc

, Sc와 /Fc, Fc, 신호/Rd, Sd와 /Fd, F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제어 신호 Fa, Fb, Fc, Fd를 제어함으로서 상태 유지부가 유효한 사이클을 결정할 수 있다.

다음에, 이들의 제어 신호 Fa, Fb, Fc, Fd를 발생하는 제어 신호 발생 회로에 대해서 도 3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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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4사이클로 평균을 취하는 경우는 외부 클럭의 4사이클로 Fa, Fb, Fc, Fd를 순차 세우도록 한다.

도 37a에 도시하는 회로는 도 33a의 회로에서 얻어지는 신호 Fo를 입력으로 하고 있다. 즉, 이 회로는 인버터(201), 

이 인버터(201)의 출력을 소정 시간 지연하는 지연 회로(202), 이 지연 회로(202)의 출력과 상기 신호 Fo가 공급되는

NAND 게이트(203), 이 NAND 게이트(203)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204)로 이루어지며, 신호 Fo의 상승 에지에 

동기한 펄스를 발생하는 에지 펄스 발생 회로(205)와, 제어 신호 Fee를 소정 시간 지연하는 지연 회로(206)와, 제어 

신호 Foo를 소정 시간 지연하는 지연 회로(207)와, 상기 에지 펄스 발생 회로(205)의 출력 신호 b와 상기 지연 회로(

206)의 지연 출력이 공급되는 NAND 게이트(208)와, 상기 에지 펄스 발생 회로(205)의 출력 신호 b와 상기 지연 회

로(207)의 지연 출력이 공급되는 NAND 게이트(209)와, 각각 한쪽의 출력 신호가 다른쪽의 하나째의 입력 신호로서 

공급되는 바와 같이 소위 비스듬히 교차 접속되어 플립플롭 회로를 구성하는 2개의 NAND 게이트(210, 211)를 갖고 

있다.

상기 NAND 게이트(210, 211) 각각의 두번째의 입력 신호로서, 상기 NAND 게이트(208, 209)의 출력 신호가 공급

된다. 그리고, 제어 신호 Foo, Fee는 상기 NAND 게이트(210, 211)의 출력 신호로서 얻어진다. 여기서 얻어진 제어 

신호 Foo, Fee는 지연 회로(206, 207)에 피드백된다.

도 37b는 도 37a 중의 지연 회로(206, 207) 각각의 구체적 회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양 지연 회로는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에지 펄스 발생 회로(205)의 출력 신호 b의 반전 신호 /b가 'H'인 경우 동작하여 신호 Fee 혹은

Foo를 반전하는 클럭드 인버터(221)와, 상기 신호 b가 'H'인 경우 동작하여 상기 클럭드 인버터(221)의 출력 노드의 

신호를 반전하는 클럭드 인버터(222)와, 직렬 접속된 2개의 인버터로 이루어지며 상기 클럭드 인버터(221)의 출력 

노드의 신호를 동일한 노드에 정귀환하는 정귀환 회로(223)로 구성되어 있다.

도 37c는 전번의 제어 신호 Fo 및 Fe와 도 37a의 회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제어 신호 Foo, Fee로부터 제어 신호 Fa, 

Fb, Fc, Fd 및 이들의 반전 신호 /Fa, /Fb, /Fc, /Fd를 발생하는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도 37c에 도시한 회

로는 Fa와 /Fa, Fb와 /Fb, Fc와 /Fc, Fd와 /Fd의 4종의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서 4개 설 치되고 있다.

이 회로는 AND 게이트(224)와 인버터(225)로 구성되고 있다. AND 게이트(224)에는 제어 신호 Fo와 Foo, Fe와 Fo

o, Fo와 Fee, Fe와 Fee가 공급되며, 이 AND 게이트(224)로부터는 제어 신호 Fa, Fb, Fc, Fd가 출력된다. 그리고, 이

제어 신호 Fa, Fb, Fc, Fd가 인버터(225)에 의해서 반전됨으로써 의해 제어 신호/Fa, /Fb, /Fc, /Fd가 출력된다.

도 36a에 도시된 제어 신호 발생 회로에서도 2개의 NAND 게이트(210, 211)로 이루어지는 플립플롭 회로에서 신호 

Foo, Fee의 양쪽이 동시에 동일한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신호 Foo, Fee의 상태를 바꾸기 위

해서 신호 Fo의 상승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 도 33a와는 다르다. 즉, 1사이클 걸러서 신호 Fo가 상승하기 때문에, 신

호 Foo와 Fee는 2사이클 계속하여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2사이클 걸러서 상태가 변화한다. 이들의 신호 Foo, Fee

를 이용하여, 1 사이클마다 상태를 변화시켜서, 4사이클로 일주하는 제어 신호 Fa, Fb, Fc, Fd와 그 반전 신호를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 실시예에 따르면, 외부 클럭의 지터에 의한 영향을 외부 클럭 복수 사이클로 평균하도록 하였으므로, 

내부 클럭의 타이밍 조절에 의해 데이타 전송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 외에, 외부 클럭의 지터에 의한 

악영향을 삭감할 수 있으며 보다 확실한 데이타 전송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 모듈과 메모리 컨트롤러 간의 버스의 물리 조건을 그 만큼 엄하게 

제한하지 않아도, 고속인 동기형 데이타 전송을 실현할 수 있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및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에 있어서,

외부 클럭을 수신하고, 이 외부 클럭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복수의 메모리 모듈;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과 적어도 클럭 버스, 커맨드 버스, 및 데이터 버스를 개재하여 접속되고, 상기 외부 클럭을 

발생시키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과의 사이에서 상기 데이터 버스를 통해 데이타 전송이 행해지는 메모리 컨트롤

러; 및

상기 클럭 버스와 접속되고, 또한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 내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외부 클럭으로부터 이 외부 클

럭에 동기한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는 내부 클럭 발생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내부 클럭 발생 회로는,

상기 클럭과 다른 위상을 갖는 클럭의 발생 타이밍을 보정하고, 상기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기 위한 클럭을 출력하는 

가변 지연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클럭 발생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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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입력용 제1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는 제1 내부 클럭 발생 회로부와,

데이타 출력용 제2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는 제2 내부 클럭 발생 회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내부 클럭 발생 회로부의 각각은,

상기 클럭을 수신하는 제1 버퍼와,

상기 제1 버퍼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제1 버퍼에 있어서의 지연 시간과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고, 제1 버퍼의 출력

을 지연하는 제1 지연 회로와,

상기 제1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제1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고정된 일정시간 지연시키는 제2 

지연 회로와,

상기 제2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는 제2 버퍼와,

다단 종속 접속된 복수의 제1 지연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버퍼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제2 버퍼의 출력을 상기

클럭 주기에 따른 기간 중, 상기 복수의 제1 지연 유닛으로 전달하여 지연하는 제3 지연 회로와,

다단 종속 접속된 복수의 제2 지연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3 지연 회로에서 지연되는 신호가 공급되고, 상기 신호를

상기 제2 버퍼의 출력이 전달한 상기 제1 지연 유닛과 동일한 수의 제2 지연 유닛으로 전달하여 지연하는 제4 지연 

회로와,

상기 제4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제4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제어 신호에 따른 시간만큼 지연

하여 출력하는 상기 가변 지연 회로와,

상기 제2 버퍼에 있어서의 지연 시간과 동일한 지연 시간을 포함하고, 상기 가변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여

상기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는 제3 버퍼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 지연 회로는,

직렬 접속되고, 일단에 상기 제4 지연 회로의 출력이 공급되는 복수의 단위지연 소자; 및 상기 복수의 단위 지연 소자

의 각 직렬 접속 노드의 신호를 상기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복수의 스위치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는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제공되는 커맨드에 기초하여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

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클럭 발생 회로는,

일정한 지연 시간을 갖는 복수의 제1 지연 유닛이 종속 접속되고, 전진 펄스를 전달하는 전진 펄스 지연 회로와,

일정한 지연 시간을 갖는 복수의 제2 지연 유닛이 종속 접속되고, 후진 펄스를 전달하는 후진 펄스 지연 회로와,

상기 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1 지연 유닛과 상기 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2 지연 유닛에 대응하여 설치되고, 리셋 

상태와 셋트 상태를 갖는 복수의 상태 유지부

를 포함하고,

상기 전진 펄스가 전달한 상기 제1 지연 유닛에 대응하는 상기 상태 유지부가 셋트 상태가 되고, 셋트 상태의 상태 유

지부에 대응하는 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2 지연 유닛은 후단의 제2 지연 유닛으로부터의 후진 펄스를 그것보다도 

전단인 제2 지연 유닛으로 전달하고, 리셋 상태의 상태 유지부에 대응하는 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2 지연 유닛은 내

부 클럭을 전단의 제2 지연 유닛으로 직접 전달하고,

상기 상태 유지부는 복수의 그룹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그룹에 속하는 상태 유지부를 하나씩 순서대로 나열하는 상태

유지부를 상기 제1, 제2 지연 유닛에 순서대로 대응시켜, 각 그룹마다 상태 유지부를 셋트하는 외부 클럭의 사이클을 

차례로 편차시켜 동작시키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7.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에 있어서,

클럭을 취득하고, 상기 클럭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복수의 메모리 모듈;

상기 클럭을 발생시키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 사이에서 데이타의 전송이 행해지는 메모리 컨트롤러; 및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 내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클럭으로부터 이 클럭에 동기한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는 내부 클

럭 발생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내부 클럭 발생 회로는,

일정한 지연 시간을 갖는 복수의 제1 지연 유닛이 종속 접속되고, 전진 펄스를 전달하는 전진 펄스 지연 회로와,

일정한 지연 시간을 갖는 복수의 제2 지연 유닛이 종속 접속되고, 후진 펄스를 전달하는 후진 펄스 지연 회로와,

상기 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1 지연 유닛과 상기 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2 지연 유닛에 대응하여 설치되고,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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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셋트 상태를 갖는 복수의 상태 유지부를 포함하며,

상기 전진 펄스가 전달한 상기 제1 지연 유닛에 대응하는 상기 상태 유지부가 셋트 상태가 되고, 셋트 상태의 상태 유

지부에 대응하는 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2 지연 유닛은 후단의 제2 지연 유닛으로부터의 후진 펄스를 그것보다도 

전단인 제2 지연 유닛으로 전달하고,

리셋 상태의 상태 유지부에 대응하는 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2 지연 유닛은 내부 클럭을 전단의 제2 지연 유닛으로 

직접 전달하고,

상기 상태 유지부는 복수의 그룹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그룹에 속하는 상태 유지부를 하나씩 순서대로 나열한 상태 

유지부를 상기 제1, 제2 지연 유닛에 순서대로 대응시켜, 각 그룹마다 상태 유지부를 셋트하는 외부 클럭의 사이클을 

차례로 편차시켜 동작시키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제2 지연 유닛은 각각 제1 및 제2 클럭드 인버터와 NOR 게이트로 구성되고,

제1 클럭드 인버터에는 다른 지연 유닛으로부터의 출력이 입력으로서 공급되며,

제2 클럭드 인버터에는 상기 전진 펄스 지연 회로 또는 후진 펄스 지연 회로를 구성하는 모든 지연 유닛에 공통의 신

호가 입력으로서 공급되고,

상기 NOR 게이트에는 상기 제1 및 제2 클럭드 인버터의 출력이 입력으로서 공급되고,

상기 제1 클럭드 인버터는 셋트 상태의 상기 상태 유지부의 출력으로 인버터로서 동작하고,

상기 제2 클럭드 인버터는 리셋 상태의 상기 상태 유지부의 출력으로 인버터로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유지부는,

셋트/리셋 상태에 따른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 노드;

상기 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2 지연 유닛의 출력에 의해 도통 제어되고, 상기 신호 노드에 전하를 공급하는 제1 채

널의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1 지연 유닛의 출력에 의해 도통 제어되고, 상기 신호 노드로부터 전하를 방출하는 제2

채널의 트랜지스터

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채널의 트랜지스터가 도통 상태가 됐을 때, 상기 신호 노드에 셋트 출력을 얻을 수 있고, 상기 제1 채널의 트

랜지스터가 도통 상태가 됐을 때, 상기 신호 노드에 리셋 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상기 제1, 제2 채널의 트랜지스터는 동시에 도통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유지부는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고, 각 그룹에 속하는 상태 유지부가 교대로 나열되어, 대응하는 상기 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1 지연 유닛 및 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2 지연 유닛과 대응시켜, 한쪽 그룹에 속하는 상태 유지

부 내의 상기 제1, 제2 채널의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전부 무효로 하는 상기 클럭의 사이클과, 다른 그룹에 속하는 상

태 유지부 내의 상기 제1, 제2 채널의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전부 무효로 하는 상기 클럭의 사이클이 교대로 되도록 제

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유지부는 제1 내지 제4로 이루어지는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고, 각 그룹에 속하는 상태 유지부가 순서대로

또한 교대로 나열되어, 대응하는 상기 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1 지연 유닛 및 후진 펄스 지연 회로의 제2 지연 유닛

과 대응시켜, 제1 그룹에 속하는 상태 유지부 내의 상기 제1, 제2 채널의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전부 무효로 하는 상기

클럭의 사이클과, 제2 그룹에 속하는 상태 유지부 내의 상기 제1, 제2 채널의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전부 무효로 하는 

상기 클럭의 사이클과, 제3 그룹에 속하는 상태 유지부 내의 상기 제1, 제2 채널의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전부 무효로 

하는 상기 클럭의 사이클과, 제4 그룹에 속하는 상태 유지부 내의 상기 제1, 제2 채널의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전부 무

효로 하는 상기 클럭의 사이클이 순서대로 또한 교대로 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

청구항 12.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에 있어서,

클럭을 수신하고, 상기 클럭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복수의 메모리 모듈;

상기 클럭을 발생시키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 사이에서 데이타의 전송이 행해지는 메모리 컨트롤러; 및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 내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클럭으로부터 이 클럭에 동기한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며, 또한 상

기 내부 클럭의 타이밍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편차를 도입하여 타이밍을 보정하는 기능을 갖는 내부 클럭 발생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내부 클럭 발생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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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럭을 수신하는 제1 버퍼;

상기 제1 버퍼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제1 버퍼에 있어서의 지연 시간과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고, 제1 버퍼의 출력

을 지연하는 제1 지연 회로;

상기 제1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제1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고정된 일정시간 지연하는 제2 지

연 회로;

상기 제2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는 제2 버퍼;

다단 종속 접속된 복수의 제1 지연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2 버퍼의 출력을 수신하며, 상기 제2 버퍼의 출력을 상기

클럭의 주기에 따른 기간 중, 상기 복수의 제1 지연 유닛으로 전달하여 지연하는 제3 지연 회로;

다단 종속 접속된 복수의 제2 지연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3 지연 회로에서 지연되는 신호가 공급되고, 이 신호를 

상기 제2 버퍼의 출력이 전달한 상기 제1 지연 유닛과 동일한 수의 제2 지연 유닛으로 전달하여 지연하는 제4 지연 

회로;

상기 제4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고, 상기 제4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제어 신호에 따른 시간만큼 지연

하여 출력하는 가변 지연 회로; 및

상기 제2 버퍼에 있어서의 지연 시간과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고, 상기 가변 지연 회로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하여 상기

내부 클럭을 발생시키는 제3 버퍼

를 포함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에 대해 소정의 데이타 패턴을 저장시키며,

미리 각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 패턴을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로부터 판독하여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

에 전송시키고,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있어서 상기 각 메모리 모듈로부터 전송된 데이타 패턴과 원래의 소정의 데이타 패턴의 일치

비교를 행하고, 상기 양 데이타 패턴이 일치하도록 상기 제어 신호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의 설정은,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상기 복수의 각 메모리 모듈에 제공되는 커맨드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에 대해 소정의 데이타 패턴을 저장시킬 때에,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상기 데이타 패

턴을 통상 동작시의 전송 타이밍에 비교하여 느린 전송 타이밍으로 전송시켜,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로 저장시키도

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각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 패턴을 판독하여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전송시킬 때에, 각 메

모리 모듈로부터 통상 동작시의 전송 타이밍으로 버스트 데이타로서 판독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에 대해 소정의 데이타 패턴을 저장시킬 때에,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상기 데이타 패

턴을 통상 동작시의 전송 타이밍으로 전송시 켜 상기 복수의 메모리 모듈로 저장시키고,

상기 복수의 각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 패턴을 판독하여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전송시킬 때는, 각 메

모리 모듈로부터 통상 동작시의 전송 타이밍으로 버스트 데이타로서 판독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타 고속 

전송 동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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