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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는 소수의 단위지연소자를 링형으로 구현함으로써 레이아웃의 면적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시간의 지연량을 확보할 수 있고, 단위지연소자를 거친지연소자 및 미세지연소자로 구분함으로써

지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원 발명의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는 내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검출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연수단; 상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거친 지연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거친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이 요구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신호발생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

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지연고정루프, 위상검출기, 링-카운터, 링-레지스터, 미세지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DDR SDRAM의 레지스터 제어형 DLL의 블록선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의 제1 실시예 블록선도,

도 3(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거친지연부 및 출력클럭신호발생부의 일부에 대한 상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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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2지연제어기와 순방향 카운터의 개념도,

도 3(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2지연제어기와 순방향 카운터의 동작원리 설명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타이밍 다이어그램,

도 5(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미세지연부 및 거친지연부의 일부에 대한 상세 구성도,

도 5(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1지연제어기와 제2지연제어기의 동작원리 설명도,

도 5(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미세지연기에서의 전체지연시간 설명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의 제2 실시예 블록선도,

도 7(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거친지연부 및 출력클럭발생부의 일부에 대한 상세 구성도,

도 7(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스큐 직접 감지 제어기의 상세 구성도,

도 7(c)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링형 지연기와 순방향 카운터의 동작 파형도,

도 8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전체 동작 시뮬레이션 파형의 일예시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지연고정시간과 지터를 보이는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블록선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 블록선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 블록선도,

도 13(a)는 본 발명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에서의 미세지연기의 다른 실시예 구성도,

도 13(b)는 도 13(a)의 미세지연기내 위상혼합기 입출력신호의 타이밍 다이어그램.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10: 위상검출기

220: 미세지연부 221, 1221: 미세지연기

223: 제1지연제어기

230: 거친지연부 231: 제2지연제어기

233: 역방향 링형 지연기 235: 순방향 링형 지연기

240: 출력클럭신호발생부 241: 순방향 카운터

243: 역방향 카운터 245: 카운트 비교기

250: 지연모델

260: 스큐직접감지제어부 261: D 플립플롭

263: 지연모델 265: 인버터

267: 펄스 발생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Ring-Register Controlled DLL) 및 그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미세 지연 라인과 직접적인 스큐 감지기능을 가진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를 이용함으로써

스큐 보상용 내부 클럭을 필요로 하는 모든 반도체 기억장치에 적용함이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나 회로에서 클럭은 동작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레퍼런스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러(error) 없이 

보다 빠른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클럭이 내부에서 사용될 때 내부 회로에 

의한 시간 지연(클럭 스큐(clock skew))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 지연을 보상하여 내부 클럭이 외부 클럭과 

동일한 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 DLL이 사용되고 있다.

DLL이 갖춰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작은 면적과 작은 지터 그리고 빠른 록킹 시간(locking time)등이 있다. 이는 저

전압화 되어가고, 고속동작화 되어가는 향후의 반도체 기억장치에서도 여전히 요구되는 성능이다. 그러나, 종래기술

들은 이들 가운데 일부 요소만을 충족시키거나, 저전압 고속동작에 제한이 되는 단점들을 갖고 있다.

한편, DLL은 기존의 위상고정루프(PLL: Phase Locked Loop)에 비하여 잡음(noise)의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어 

DDR SDRAM(Double Data Rate Synchronous DRAM)을 비롯한 동기식 반도체 메모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레지스터 제어형 DLL(register controlled DLL)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바, 이를 예로 들어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DDR SDRAM의 레지스터 제어형 DLL의 블럭선도이다.

종래기술에 따른 DDR SDRAM의 레지스터 제어형 DLL은, 외부 클럭 반전 신호(/clk)를 입력으로 하여 외부 클럭 신

호(clk)의 폴링 엣지에 동기되어 발생하는 내부 클럭(fall_clk)을 생성하기 위한 제1 클럭 버퍼(11)와, 외부 클럭(clk)

을 입력으로 하여 외부 클럭(clk)의 라이징 엣지에 동기되어 발생하는 내부 클럭(rise_clk)을 생성하기 위한 제2 클럭 

버퍼(12)와, 내부 클럭(rise_clk)을 1/n(n은 양의 정수이며, 통상적으로 n=8)로 분주하여 지연 모니터링 클럭(dly_in) 

및 기준 클럭(ref)을 출력하는 클럭 분주기(13)와, 내부 클럭(fall_clk)을 입력으로 하는 제1 지연 라인(14)과, 내부 클

럭(rise_clk)을 입력으로 하는 제2 지연 라인(15)과, 지연 모니터링 클럭(dly_in)을 입력으로 하는 제3 지연 라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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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1, 제2 및 제3 지연라인(14, 15, 16)의 지연량을 결정하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17)와, 제1 지연 라인(14)의 

출력(ifclk)을 구동하여 DLL 클럭(fclk_dll)을 생성하기 위한 제1 DLL 드라이버(20)와, 제2 지연 라인(15)의 출력(irc

lk)을 구동하여 DLL 클럭(rclk_dll)을 생성하기 위한 제2 DLL 드라이버(21)와, 제3 지연 라인(16)의 출력(feedback_

dly)을 입력으로 하여 클럭(feedback_dly)이 실제 클럭 경로와 동일한 지연 조건을 거치도록 구성된 지연 모델(22)과

, 지연 모델(22)의 출력(feedback)과 기준 클럭(ref)의 위상을 비교하기 위한 위상 비교기(19)와, 위상 비교기(19)로

부터 출력된 제어신호(ctrl)에 응답하여 쉬프트 레지스터(17)에 저장된 값을 기초로 상기 제1 내지 제3 지연라인의 클

럭 위상을 쉬프트 시키기 위한 쉬프트 제어신호(SR, SL) 및 지연고정(locking)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지연고정신

호(dll_lockb)를 출력하는 쉬프트 제어기(18)를 구비한다.

여기서, 지연 모델(22)은 더미 클럭 버퍼, 더미 출력 버퍼 및 더미 로드를 포함하며, 복제회로(replica circuit)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DLL루프내의 쉬프트 레지스터(17) 및 쉬프트 제어기(18)는 지연부(10)내의 제1 내지 제3 지연 라인

(14, 15, 16)을 제어하기 위한 지연 제어 신호 발생부(23)라 한다.

이하, 상기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레지스터 제어 DLL의 동작을 살펴본다.

우선, 제1 클럭 버퍼(11)는 외부 클럭(clk)의 폴링 에지를 받아 동기된 내부 클럭(fall_clk)을 발생시키고, 제2 클럭 버

퍼(12)는 외부 클럭(clk)의 라이징 에지를 받아서 내부 클럭(rise_clk)을 발생시킨다. 클럭 분주기(13)는 외부 클럭(cl

k)의 라이징 에지에 동기된 내부 클럭(rise_clk)을 1/n 분주하여 외부 클럭(clk)과 n번째 클럭마다 한번씩 동기되는 

클럭(ref, div_in)을 만든다.

초기 동작시, 분주 클럭(div_in)은 지연부(10)의 제3 지연 라인(16)의 단위 지연소자 하나만을 통과하여 feedback_dl

y 클럭으로 출력되고, 이 클럭은 다시 지연 모델(22)를 거치면서 feedback 클럭으로 지연되어 출력된다.

한편, 위상 비교기(19)는 기준 클럭인 기준 클럭(ref)의 라이징 에지와 feedback 클럭의 라이징 에지를 비교하여 제

어신호(ctrl)를 생성하고, 쉬프트 제어기(18)는 상기 제어신호(ctrl)에 응답하여 쉬프트 레지스터(17)의 쉬프트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쉬프트 제어신호(SR, SL)를 출력한다. 쉬프트 레지스터(17)는 쉬프트 제어신호(SR, SL)에 응답하여 

제1, 제2 및 제3 지연 라인(14, 15, 16)의 지연량 을 결정한다. 이때, SR(shift right)이 입력되면 레지스터를 오른쪽

으로 이동시키고, SL(shift left)가 입력되면 레지스터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이후, 지연량이 제어된 feedback 클럭과 기준 클럭(ref)을 비교해 나가면서 두 클럭이 최소의 지터(jitter)를 갖는 순

간에 지연고정(locking)이 이루어지게 되고, 쉬프트 제어기(18)로부터 지연고정신호(dll_lockb)가 출력되어 제1 및 

제2 DLL 드라이버(20, 21)를 구동함으로써 외부 클럭(clk)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DLL 클럭(fclk_dll, rclk_dll)을 얻

게 된다.

그런데, 일단 위상고정이 이루어지면 DLL 클럭은 리프레쉬나 파워다운 모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토글링(t

oggling)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류 소모를 유발하였다. 특히 고주파 동작시 전류 소모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 종래의 레지스터 제어 DLL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신호(ref)와 지연 모니터링 신호(dly_in)가 외부 클럭(cl

k) 주기(tCK)에 비례하는 만큼의 시간차를 갖기 때문에 두 신호가 동일한 위상을 갖도록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지연 

라인내 단위 지연소자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위상고정을 이루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DLL 동작에 소모되

는 전류량과 레이아웃 면적이 큰 문제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연고정루프는 지터(jitter)가 작아야만 우수한 지연고정루프라 할 수 있는데, 각 단위지연소자의 지연

량이 크면 위상 검출기에서 기준신호와 피드백신호의 차이로 발생하는 지터(jitter)가 클 수 밖에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소수의 단위지연소자를 링형으로 구현함으로써 레이아웃의 면적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시간의 지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 및 그의 제어방법을 제공함

에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단위지연소자를 거친지연소자 및 미세지연소자로 구분함으로써 지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링-레지스

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 및 그의 제어방법을 제공함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원 발명의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는 내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검출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연수단; 상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거친 지연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거친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이 요구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신호발생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

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을 포함한다.

또한, 본원 발명의 상기 미세지연수단은, 커패시턴스를 달리하는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하나를 상기 내부클럭신호선

에 선택적으로 접속하여 미세 지연을 수행하는 미세지연부 - 상기 커패시터들의 지연시간은 상기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최저 커패시턴스를 갖는 커패시터에 의한 지연시간에 대략 선형 비례함 - ; 및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

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내 각각의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된 스위치의 접속을 제어하거나 상기 제

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제1지연제어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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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원 발명의 상기 거친지연수단은, 동일 특성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복수개를 사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거친지연시키는 역방향 링형 지연부; 및 상기 제1지연제어부로부터 바이패스

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하여 거친지연을 수행하도록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제

어하는 제2지연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원 발명의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는 복수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각 단은, 상기 제2지연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미세지연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NAND게이트; 상기 제1 NAND게이트

의 출력신호, 전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신호 및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리셋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리셋바아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지연시키는 직렬연결된 제2 및 제3 NAND게이트를 포함한다.

또한, 본원 발명의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지연시간과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지연시간의 관계는 다음 수학식1

수학식 1

여기서, τCD는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단위지연시간,

τVAR,max는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최대미세지연시간 그리고

τFD는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미세단위지연시간임 -

을 만족시킨다.

또한, 본원 발명의 상기 출력클럭신호발생수단은,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내 소정 거친단위지연소자의 출력단에 접

속되어 제1논리상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역방향 카운터; 상기 제2지연제어부내 소정 거친지연선택로직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순방향 카운터; 및 상기 역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과 상기 순방향 카운터

에 계수된 값이 일치하는 경우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통과한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출력시키는 내부클럭

신호출력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원 다른 발명의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는 내부클럭신호를 입력받아 각각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동

기된 내부클럭동기신호와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지연된 펄스(지연펄스)를 출력하는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 

상기 내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

검출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

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연수단;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내부클럭동

기신호 및 상기 지연펄스와 상기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바이패스된 상기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수단으

로부터 출력되는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거친 지연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

지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이 요구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

럭신호발생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을 포함한다.

또한, 본원 다른 발명의 상기 미세지연수단은, 커패시턴스를 달리하는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하나를 상기 내부클럭신

호선에 선택적으로 접속하여 미세 지연을 수행하는 미세지연부 - 상기 커패시터들의 지연시간은 상기 복수개의 커패

시터 중 최저 커패시턴스를 갖는 커패시터에 의한 지연시간에 대략 선형 비례함 - ; 및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내 각각의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된 스위치의 접속을 제어하거나 상

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제1지연제어부을 포함한다.

또한, 본원 다른 발명의 상기 거친지연수단은, 동일 특성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복수개를 링형으로 접속하여 상기 스큐

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내부클럭동기신호를 상기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거친지연시키는 

순방향 링형 지연부; 동일 특성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복수개를 사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지연

된 내부클럭신호를 거친지연시키는 역방향 링형 지연부; 및 상기 제1지연제어부로부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

하여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하여 거친지연을 수행하도록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제어하고,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내의 지연펄스가 몇 번째 순방향거친지연단에 있는지를 저장하 는 제2지연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원 다른 발명의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는 복수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각 단은, 상기 제2지연제어부로

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미세지연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NAND게이트; 상기 제1 NAND게

이트의 출력신호, 전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신호 및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리셋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리셋

바아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지연시키는 직렬연결된 제2 및 제3 NAND게이트를 포함한다

.

또한, 본원 다른 발명의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는 복수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각 단은,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지연펄스 및 전단의 출력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NAND게이트; 상기 제1 NAND게이

트의 출력신호 및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내부클럭동기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2 NAN

D게이트를 포함한다.

또한, 본원 다른 발명의 상기 출력클럭신호발생수단은,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내 소정 거친단위지연소자의 출력단

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역방향 카운터; 상기 제2지연제어부내 소정 거친지연선택로직의 출력

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와,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내 소정 거친단위지연소자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

를 검출 및 계수하는 순방향 카운터; 및 상기 역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과 상기 순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이 일치하

는 경우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통과한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출력시키는 내부클럭신호출력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원 또 다른 발명의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는 내부클럭신호를 입력받아 각각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동기된 내부클럭동기신호와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지연된 펄스(지연펄스)를 출력하는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

; 외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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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

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연수단;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내부클럭동기

신호 및 상기 지연펄스와 상기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바이패스된 상기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수단으로

부터 출력되는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거친 지연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

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이 요구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

신호발생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을 포함한다.

또한, 본원 또다른 발명의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는 내부클럭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동기

된 신호와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지연된 펄스(지연펄스)를 출력하는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 외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검출수단; 상기 스큐

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신호 및 펄스와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거친 지

연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 이 요구

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신호발생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

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출력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

연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을 포함한다.

또한, 본원 또다른 발명의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는 내부클럭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동기

된 신호와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지연된 펄스(지연펄스)를 출력하는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 내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검출수단; 상기 스큐

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신호 및 펄스와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거친 지

연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이 요구

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신호발생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

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출력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

연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을 포함한다.

또한, 본원 또다른 발명의 상기 미세지연수단은, 커패시턴스를 달리하는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하나를 상기 출력클럭

신호선에 선택적으로 접속하여 미세 지연을 수행하는 미세지연부 - 상기 커패시터들의 지연시간은 상기 복수개의 커

패시터 중 최저 커패시턴스를 갖는 커패시터에 의한 지연시간에 대략 선형 비례함 - ; 및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내 각각 의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된 스위치의 접속을 제어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제1지연제어부을 포함한다.

또한, 본원 또다른 발명의 상기 거친지연수단은, 동일 특성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복수개를 링형으로 접속하여 상기 스

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내부클럭동기신호를 상기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거친지연시키

는 순방향 링형 지연부; 동일 특성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복수개를 사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거친지연시키는 역

방향 링형 지연부; 및 상기 제1지연제어부로부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대하여 거친

지연을 수행하도록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제어하고,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내의 지연펄스가 몇 번째 순방향거

친지연단에 있는지를 저장하는 제2지연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원 또다른 발명의 상기 출력클럭신호발생수단은,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내 소정 거친단위지연소자의 출력

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역방향 카운터; 상기 제2지연제어부내 소정 거친지연선택로직의 출

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와,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내 소정 거친단위지연소자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

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순방향 카운터; 및 상기 역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과 상기 순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이 일치

하는 경우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통과한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출력시키는 내부클럭신호출력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원 발명의 상기 미세지연수단은, 상기 미세지연수단에 입력되는 신호와 동기되는 신호 및 상기 미세지연수단

에 입력되는 신호를 거친단위지연시간만 큼 지연시킨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거친단위지연시간을 복수개의 미세

단위지연시간으로 분할하는 위상혼합기를 포함하는 미세지연부; 상기 위상검출수단의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위상혼

합기에 분할된 상기 복수개의 미세단위지연시간 중 필요한 지연시간을 선택하는 제1지연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원 발명의 상기 미세지연부는, 상기 미세지연수단에 입력되는 신호를 거친단위지연시간만큼 지연시키기 위

하여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 사용되는 거친단위지연소자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직렬연결된 복수의 거친단위지연소

자를 사용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원 발명의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제어방법은 복수의 거친단위지연소자로 구성된 링형의 역방향 

링형 지연부에 의해 내부클럭신호에 대하여 거친 지연을 수행하는 단계; 및 최대미세지연시간이 거친단위지연시간보

다 작거나 같은 범위내에서 미세 지연을 수행하는 단계 - 여기서, 최대미세지연시간이라 함은 1회에 미세지연시킬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고, 거친단위지연시간이라 함은 1단을 형성하는 거친단위지연소자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의미함 - 를 포함한다.

또한, 본원 다른 발명의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제어방법은 복수의 거친단위지연소자로 구성된 링형의 순

방향 링형 지연부에 의해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인식된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복

수의 거친단위지연소자로 구성된 링형의 역방향 링형 지연부에 의해 내부클럭신호에 대하여 거친 지연을 수행하는 

단계; 및 최대미세지연시간이 거친단위지연시간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내에서 미세 지연을 수행하는 단계 - 여기서, 

최대미세지연시간이라 함은 1회에 미세지연시킬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고, 거친단위지연시간이라 함은 1단을 형

성하는 거친단위지연소자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의미함 - 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

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의 제1 실시예 블록선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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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지연 고정 루프의 제1 실시예는 내부클럭신호(CLKin)와 출력클럭신호(CLKout)가 지연모델을 통과

하여 피드백된 피드백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 검출하는 위상검출기(210), 위상검출기로부터 출력되는 쉬프트 레프트

(SL) 혹은 쉬프트 라이트(SR) 신호를 이용하여 직접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나 이 신호들을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연

부(220), 바이패스된 쉬프트 레프트(SL) 혹은 쉬프트 라이트(SR) 신호를 이용하여 거친 지연을 수행하는 복수의 단위

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연부(230), 요구되는 지연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출력클럭신호 CLKout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신호발생부(240) 및 출력클럭신호를 tDM만큼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250)로 구성된다.

지연고정이 잘 이뤄지면 출력클럭신호 CLKout의 위상은 위상검출기(210)의 기준신호(이 경우는 CLKin)에 비해 tD

M만큼 앞서게 된다. 따라서 지연모델(250)이 갖는 지연시간 tDM을 얼마가 되도록 설계하느 냐에 따라 원하는 출력

클럭신호 CLKout의 위상을 얻을 수 있다. 이는 tDM=0인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거친지연부(230) 및 출력클럭신호발생부(240)의 일부에 대한 구성 및 동작은 도3(a) 내지 도4에서, 미세지연부

(220)에 대한 구성 및 동작은 도5(a) 내지 도5(c)에서 구체적으로 개시된다. 그리고, 거친지연부(230)의 단위지연시

간은 미세지연부(220)의 단위지연시간보다 훨씬 크게 되어 있다.

도 3(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거친지연부(230) 및 출력클럭신호발생부(240)의 일부에 대한 상세 구성도이

다.

본 발명의 거친지연부(230)는 미세지연부로부터 바이패스된 쉬프트 레프트(SL) 혹은 쉬프트 라이트(SR) 신호에 따

라 복수개 중 하나만을 "H"로 출력하는 링형으로 구성된 제2지연제어기(231)와, 제2지연제어기의 출력신호에 따라 

선택된 단에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를 출력함으로써 거친 지연이 시작되는 6단의 NAND-NAND 단위지연소

자들로 구성된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는 NAND-NAND로 구성되어 High-to-High 지연시간이나 Low-to-Low 지연시간

이 조건에 관계없이 일치하게 되어 있는 대칭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특별한 장치가 없더라도 역방향 링형 지연기(23

3)를 순환하는 펄스의 폭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또한, 링형 쉬프트 레지스터로 된 제2지연제어기는 도 3(b)와 같이 

링 구조를 가졌으며, 선택신호의 순환 회수를 순방향카운터(241)가 기록하게 된다. 거친지연부(230)의 동작원리는 

다음과 같다.

도 3(a)에서 보듯이 역방향 링형 지연기에는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가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2지연제어

기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1 - CSL6의 값에 따라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가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어

느 단으로 진입할 지가 결정된다. 즉,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1 - CSL6 중 하나만이 "H"상태이

고, 나머지는 "L"상태인 상황에서,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각각의 단선택용 NAND 게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지연

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는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이 "H"상태인 것만 위상반전되고, 나머지 

거친지연선택로직 CSL들은 "L"상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는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이 "H"상태인 경우에만 단선택용 NAND게이트를 통하여 위상반전되어 역방향 링형 지연기(2

33)에 진입한 후 순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중 CSL2만이 "H"상태라면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는 역

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CD2로 진입한 뒤 계속 순환하게 되고 카운터 비교기의 출력신호인 인에이블바아신호 enb

가 "L"상태로 전이하면 출력클럭신호 CLKout로 나가게 되고, 이 때 역방향카운터(243)는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각 단의 출력용 NAND 게이트의 입력신호 rstb를 "L"상태로 전이시켜 역방향 링형 지연기를 리셋시킨다.

이 후 역방향카운터(243)는 카운트 비교기(245)의 출력신호 enb와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각 단의 출력용 NAN

D 게이트의 입력신호 rstb를 다시 "H"상태로 전이시키고, 다음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가 진입하게 된다. 여기

서, 제2지연제어기(231)가 초기화되는 경우,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중 CSL1 만이 "H"상태이고, 

나머지는 "L"상태를 유지한다.

한편, 제2지연제어기(231)의 동작에 따라 순방향 카운터가 계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도 3(b) 및 3(c)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3(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2지연제어기와 순방향 카운터의 개념도이고, 도 3(c)는 본 발명의 제1 실

시예에 따른 제2지연제어기와 순방향 카운터의 동작 원리이다.

도 3(c)와 같이 제2지연제어기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 중 하나만 "H"상태로 전이하고, 이 "H"상태는 제어신호인 SL

_C 나 SR_C에 의해 왼쪽이나 오른쪽의 CSL로 옮겨간다. 도 3(b)에 개시되어 있듯이 제2지연제어기(231)가 링 구조

이므로 쉬프트 라이트 SR_C신호가 계속 발생하면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의 "H"상태는 반시

계방향으로 회전한다. 반대로 쉬프트 레프트 SL_C신호가 계속 발생하면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

SL의 "H"상태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순방향 카운터(241)는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의 "H"상태가 순환한 횟수를 기록하게 된다. 즉,

쉬프트 라이트 SR_C신호가 계속 발생하여 "H"상태가 거친지연선택로직 CSL6에서 거친지연선택로직 CSL1으로 옮

겨질 때마다 순방향 카운터(241)는 카운터의 계수를 1씩 증가시킨다. 반대로 쉬프트 레프트 SL_C신호가 발생하여 "

H"상태가 거친지연선택로직 CSL1에서 거친지연선택로직 CSL6로 옮겨질 때마다 순방향 카운터(241)는 카운터의 계

수를 1씩 감소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순방향 카운터(241)에 의하여 기록된 계수는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

가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에 진입한 뒤 몇 회전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역방향 카운터(243)는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CD1단의 출력을 관찰함으로써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

in_d가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에 진입한 뒤 순환한 횟수를 계수하고, 카운트 비교기(245)는 역방향 카운터(243)의 

계수 결과와 순방향 카운터(241)의 계수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인에이블바아신호 enb를 "L"상태로 전이시

켜 내부클럭신호가 외부클럭신호 CLKout로 출력되도록 길을 열어준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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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서, 현재 순방향카운터(241)의 계수된 값이 2이고, 제2지

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1이 "H"상태라고 가정한 경우이다.

상기의 가정은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가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CD1에서 시작되어 역방향 링형 지연기(

233)를 2바퀴 회전한 후 출력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즉,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가 13단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를 통과한 것만큼(= 13τ CD ) 지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τ CD 는 거친단위지연소자 1단의 지연시간이고, 

도 4의 τ Ring 은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를 한바퀴에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지연시간이다. 따라서 이번 실시예에서

는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가 6단의 거친단위지연소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τ Ring =  6τ CD 가 된다.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1이 "H"상태이므로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의 "H" 펄스는 역방

향 링형 지연기(233)내 CD1에 "L" 펄스로 전이하면서 진입한다. 거친단위지연시간 τ CD 의 시간 지연후 역방향 링

형 지연기(233)내 CD1을 나와서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CD6로 들어가는데 이 때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C

D1의 출력 outb 노드에 나타난 "L" 펄스가 역방향 카운터(243)의 계수를 1로 증가시킨다.

또한, 이 "L" 펄스는 다시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를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므로 1회전 후,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CD1의 출력 outb 노드에 다시 "L"펄스가 역방향 카운터(243)의 계수를 증가시켜 순환횟수 2를 기록하게 된다. 이렇

게 되면 역방형카운터(243)의 계수와 순방향카운터(241)의 계수가 일치하므로 카운트 비교기(245)는 다음에 나타날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CD1의 출력 outb 노드의 "L" 펄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당한 시점에서 인에이블바아

신호 enb를 "L"상태로 전이시킨다. 따라서, 다음 번 "L" 펄스는 출력클럭신호 CLKout로 나가게 되고, 역방향카운터(2

43), 카운트 비교기(245) 및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는 모두 리셋된 후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출력클럭신호 CLKout는 결국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가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내 CD1을 거친 후 두 번의 

링 순환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총 13τ CD 만큼 지연됨을 알 수 있다. 이 지연량은 위상 검출기(210)의 출력신호에 의

해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의 "H"상태가 좌우로 전이함에 따라 늘거나 줄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필요한 시간 지연량이 늘면 그만큼 순환 횟수만 늘리면 되므로 적은 단 수의 링 딜레이와 카운터만

으로 아주 긴 시간 지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회로면적을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지연고정루프가 초기화될 때에는 위상 검출기(210)의 출력 신호는 제1지연제어기(223)에서 제2지연제어

기(231)로 바이패스되어 거친지연을 수행하고, 거친지연이 완료되면 이 출력신호들을 이용하여 미세지연을 수행하게

된다.

도 5(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미세지연부(220) 및 거친지연부(230)의 일부에 대한 상세 구성도로서, 미세 

지연기(221)는 3단의 미세단위지연소자로 구성된다. 또한, 도 5(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1지연제어기(2

23)와 제2지연제어기(231)의 동작원리 설명도이고, 도 5(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미세지연기에서의 전체

지연시간 설명도이다.

제1지연제어기(223)의 출력인 미세지연선택로직 FSL1-3는 커패시턴스 부하(1C-3C)를 내부클럭신호 CLKin 전파 

경로에 연결하는 스위치를 제어한다. 미세지연선택로직 FSL1-3가 "H"상태가 되면 스위치가 연결되고 해당되는 커패

시턴스 부하가 더해진 만큼 내부클럭신호 CLKin 신호는 지연된다. 세 개의 미세지연선택로직 FSL이 모두 "L"상태이

면 모든 스위치가 끊겨서 커패시턴스 부하는 전혀 더해지지 않는다. 이 때 내부클럭신호 CLKin는 두 개의 인버터 딜

레이를 거친 후 지연된 내부클럭신호 CLKin_d로 나가서 거친지연부(230)에 공급된다. 즉, 이 경우의 모든 지연은 거

친 지연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먼저, 미세지연선택로직 FSL1이 "H"상태로 전이하면 커패시턴스 부하 1C가 내부클럭신호 CLKin에 더해지므로 그만

큼의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이 시간 지연량을 τ FD 라고 한다(도 5(b) 최상단).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

택로직 CSL2가 "H"상태라고 했을 때, 위상 검출기(210)에 의해 쉬프트 라이트가 발생하면 미세지연선택로직 FSL1

의 "H"상태는 미세지연선택로직 FSL2로 옮겨진다. 이 때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미세 지연기(221)에서는 커패시턴스 부하 C2가 더해지므로 추가 지연량은 2τ FD 가 되어 이전보다

1τ FD 가 더해진 것이다(도 5(b) 둘째단).

마찬가지로, 위상검출기(210)에 의해 쉬프트 라이트가 한 번 더 발생하면 미세지연선택로직 FSL2의 "H"상태는 미세

지연선택로직 FSL3로 옮겨져 커패시턴스 부하 C3에 의해 3τ FD 만큼의 지연량이 더해지고, 이 때에도 역시 이전보

다 1τ FD 가 더해진다. 아직까지도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에는 변화가 없다(도 5(b) 셋째단).

이제 위상검출기(210)에 의해 한 번 더 쉬프트 라이트가 발생하면 미세지연기(221)에서는 더 이상 전이할 곳이 없으

므로 미세지연선택로직 FSL은 전부 "L"상태로 전이되면서 제2지연제어기(231)의 거친지연선택로직 CSL2의 "H"상

태가 거친지연선택로직 CSL3로 전이한다. 물론 이 과정은 제1지연제어기(223)가 위상검출기(210)로부터 입력되는 

쉬프트 라이트 신호 SR를 제2지연제어기(231)로 바이패스시킴으로써 진행된다(도 5(b) 넷째단). 이 경우는 거친단위

지연시간 τ CD 만큼이 더해진 것인데, 만일 τ CD =4τ FD 가 되도록 설계한다면 미세지연선택로직 FSL3가 "H"상

태인 때에 비해 1τ FD 만큼 지연량이 추가된다. 이런 방식으로 미세지연부(220)에서의 미세지연과 거친지연부(230)

에서의 거친지연을 상호관련시키면 1τ FD 만큼씩 추가 지연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미세지연선택로직 FSL은 모두 "L"상태이고, 거친지연선택로직 CSL3가 "H"상태에서(도 5(b)넷째단), 만약 

위상검출기(210)로부터 쉬프트 레프트 신호 SL가 입력되면 미세지연부(220)에서는 시간 지연량을 감소시킬 데가 없

으므로 제1지연제어기(223)는 거친지연선택로직 CSL3의 "H"상태를 CSL2로 전이시키고, 미세지연선택로직 FSL3를

"H"상태로 한다. 거친단위지연시간 τ CD (=4τ FD )이 하나 줄고 3τ FD 가 더해졌으므로 실제 감소된 지연량은 1

τ FD 이다(도 5(b)셋째단). 만약 위상검출기(210)로부터 한 번 더 쉬프트 레프트 신호 SL가 입력되면 거친지연선택

로직 CSL에는 변화가 없고, 미세지연선택로직만 "H"상태가 FSL3에서 FSL2로 전이되어 1τ FD 만큼 지연량이 줄게 

된다(도 5(b)둘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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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미세지연부(220)에서의 미세지연과 거친지연부(230)에서의 거친지연을 상호관련시키면 항상 한 번에 1

τ FD 만큼의 지연량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게 되어 지터를 1τ FD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세 단위지연시

간을 줄일수 록 더 작은 지터를 얻을 수 있다.

도 5(c)에 개시된 미세지연부(220)에서의 전체지연시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세지연기(221)에서의 전체 지연 시간은 [고정지연시간(τ FIX ) + 가변지연시간(τ VAR )]가 된다. 여기서, 고정지

연시간 τ FIX 는 고정된 지연 시간으로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두 개의 인버터에 의한 지연 시간이다.

한편, 거친단위지연시간 τ CD 과 미세지연부(220)에서의 최대미세지연시간 τ VAR, max 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수학

식2와 같다.

수학식 2

또한, 가변지연시간 τ VAR 은 수학식3을 만족한다.

수학식 3

, 여기서, m은 미세지연기의 단 수

0 ≤m ≤N인 경우, 이다.

만약 수학식2에 만족되지 않게 설계된 경우 전체 지터는 미세단위지연시간τ FD 이 아니라 에 의해 

정해진다. 즉, 전체 지터(jitter)는 미세단위지연시간 τ FD 과 중에서 더 큰 쪽에 의해 정해진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 블록선도로서, 제1 실시예에 스큐 직접 감

지 제어기(260)와 순방향 링형 지연기(235)가 부가된 것이다.

스큐 직접 감지 제어기(260)는 싱크러너스 미러 딜레이 기법(synchronous mirror delay, 이하 'SMD'이라 한다)으로

2 싸이클 내에 고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SMD는 두 개의 미러 딜레이 라인(mirror delay line)으로 구성되고 제어

하기 위한 레지스터 어레이가 필요하다. 두 개의 미러 딜레이 라인 중 하나는 순방향 딜레이 라인(forward delay line

), 다른 하나는 역방향 딜레이 라인(backward delay line)이라 부른다. 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는 본래 하나

의 딜레이 라인(delay line)과 제어를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 어레이를 갖고 있으므로 순방향 딜레이 라인(forward del

ay line)만 추가하면 SMD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에서는 이미 거친 지연을 수행하는 역방향 링형 지

연기(233)와 링 구조의 쉬프트 레지스터로 된 제2지연제어기(231)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순방향 링형 지연기(235)를 

추가하여 스큐 직접 감지를 가능하게 한다.

도 7(a)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거친지연부(230) 및 출력클럭발생부(240)의 일부에 대한 상세 구성도이고, 

도 7(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스큐 직접 감지 제어기(260)의 상세 구성도이며, 도 7(c)는 본 발명의 제2 실

시예에 따른 순방향 링형 지연기와 순방향 카운터의 동작 파형도로서, 스큐 직접 감지에 대한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초의 내부클럭신호 CLKin가 D F/F(261)의 캐리(C)에 입력되는 순간 스톱바아신호 stopb는 "H"신호를 출력하고, 

스타트바아신호 startb는 스톱바아신호 stopb보다 지연모델(263)에서의 지연시간 t DM 만큼 지연되고 위상반전(265

)되어 펄스 발생기 "L"펄스로 출력된다. 즉, 스타트바아신호 startb는 일정시간만 "L"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H"상태의 

신호를 출력시킨다. 여기서, 지연모델(263)에서의 지연시간 t DM 은 지연모델(250)에서의 지연시간 t DM 과 동일하

다.

한편, 스타트바아신호 startb가 순방향 링형 지연기(235)내 순방향거친지연단 FCD1에 진입하여 순환하게 되면, 다

음 내부클럭신호 CLKin가 입력되어 스톱바아신호 stopb가 "L"상태로 전이할 때까지 Fcnt1b에 의해 순방향 카운터(2

41)는 순환 횟수를 기록하게 되고, 제2지연제어기(231)에는 순방향 링형 지연기(235)내 몇 번째 순방향거친지연단 F

CD까지 "L"펄스가 전달되었는지 저장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연모델(263)에서의 지연시간 t DM 이 순방향 링형 지

연기(235)에서의 [몇 바퀴 + 몇 개의 순방향거친지연단 FCD]에 해당되는지가 기록된다. 도 7(c)의 예는 순방향 링형

지연기(235)를 2회전한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먼저 tCK-tDM이라는 시간이 순방향 링형 지연기(235)에서의 [몇 바퀴 + 몇 개의 순방향거친지연단 FCD

]에 해당되는지를 알게 되면 역방향 링형 지연기(233)를 통하여 그 만큼의 거친지연을 수행하고, 이후 거친지연과 미

세지연을 상호관련지어 수행하게 된다. 역방향 링형 지연기에서의 거친지연과 미세지연부에서의 미세지연은 제1 실

시예에서의 동작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대개 순방향 링형 지연기에 의한 거친지연은 처음에 한 번 수행되고 더 이상 수행되지 않으며, 역방향 링형 지연기에

서의 거친지연과 미세지연부에서의 미세지연의 상호관계에 의한 고정이 수행되지만, 한번이상 수행된다고 문제되지

는 않는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전체 동작 시뮬레이션 파형의 일예시도이다.

순방향 링형 지연기 등을 이용하여 스큐 직접 감지를 수행하고, 이후 역방향 링형 지연기 등을 이용하여 거친지연에 

의한 고정을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미세지연부를 통한 미세지연에 의한 고정을 수행하는 것을 보인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지연고정시간과 지터를 보이는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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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파수에 대한 지연고정시간이 15 싸이클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미세단위지연시간 τ FD 이 작아지면 전체

지연고정시간은 좀 더 소요될 것이나, 거친지연에 의한 지연고정시간은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의 경우

전체 지터(jitter)는 50psec정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 블록선도이다.

제3 실시예는 제2 실시예의 구성과 동일하나, 위상 검출기(210)에 입력되는 신호로서 내부클럭신호 CLKin를 사용하

지 않고 외부클럭신호 (External CLK)를 사용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연 모델(250)에 버퍼인 클럭 

리시버(CLK Receiver)에 대한 지연이 고려되지 않아도 되므로 온도/공정/전압 변화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 블록선도이다.

제4 실시예는 제2 실시예의 구성과 대부분이 동일하나 미세지연부의 위치가 옮겨진 것과 외부클럭신호 External CL

K를 위상검출기의 입력신호로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고, 같은 원리로서 동작함이 가능하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 블록선도이다.

제5실시예는 제4실시예의 구성과 대부분이 동일하나, 내부클럭신호 CLKin을 위상검출기의 입력신호로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고, 동작원리는 동일하다.

도 13(a)는 본 발명에 따른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 고정 루프에서의 미세지연기의 다른 실시예 구성도이고, 도 13(

b)는 도 13(a)의 미세지연기내 위상혼합기 입출력신호의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미세지연기(1221)내 위상혼합기는 위상이 다른 두 개의 입력신호(in1은 내부클럭신호 CLKin, in2는 내부클럭신호 C

LKin보다 거친단위지연시간 τ CD 만큼 지연된 신호)를 받아서 두 입력신호의 위상 차이 내에 들어가는 신호를 출력

하는 장치이 다. 도 13(a)와 같이 논리소자를 적절히 사용하여 두 입력신호가 거친단위지연시간 τ CD 만큼 위상차를

갖도록 할 경우 위상혼합기의 출력은 도 13(b)와 같다. 출력신호는 제어신호에 따라 거친단위지연시간 τ CD 을 N등

분한 위상을 가질 수 있고, 항상 τ VAR, max = τ CD 관계가 성립하므로 본 발명이 필요로 하는 미세지연기에 아주 

적합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로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간단하면서도 작은 면적, 낮은 소모전력, 우수한 지터(jitter)특성, 그리고 빠른 지연고정시간을 갖는 

지연고정루프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검출

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연수단;

상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거친 지연

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거친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이 요구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신호발

생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지연수단은

커패시턴스를 달리하는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하나를 상기 내부클럭신호선에 선택적으로 접속하여 미세 지연을 수행

하는 미세지연부 - 상기 커패시터들의 지연시간은 상기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최저 커패시턴스를 갖는 커패시터에 

의한 지연시간에 대략 선형 비례함 - ; 및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내 각각의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된 스

위치의 접속을 제어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제1지연제어부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지연수단은

동일 특성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복수개를 사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거

친지연시키는 역방향 링형 지연부; 및

상기 제1지연제어부로부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하여 거친지연을 수행하

도록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제어하는 제2지연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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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는 복수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각 단은,

상기 제2지연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미세지연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NAND게이

트;

상기 제1 NAND게이트의 출력신호, 전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신호 및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리셋시키기 위

하여 사용되는 리셋바아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지연시키는 직렬연결된 제2 및 제3 NAN

D게이트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지연시간과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지연시간의 관계는 다음 수학식4

수학식 4

여기서, τCD는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단위지연시간,

τVAR,max는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최대미세지연시간 그리고

τFD는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미세단위지연시간임 -

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6.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클럭신호발생수단은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내 소정 거친단위지연소자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역방향 카

운터;

상기 제2지연제어부내 소정 거친지연선택로직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순방향 카운터;

및

상기 역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과 상기 순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이 일치하는 경우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통

과한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출력시키는 내부클럭신호출력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7.
내부클럭신호를 입력받아 각각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동기된 내부클럭동기신호와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지연

된 펄스(지연펄스)를 출력하는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

상기 내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

검출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연수단;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내부클럭동기신호 및 상기 지연펄스와 상기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바이패스된 상기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거친 지연

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이 요구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신호발

생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8.
내부클럭신호를 입력받아 각각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동기된 내부클럭동기신호와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지연

된 펄스(지연펄스)를 출력하는 스큐직접감 지제어수단;

외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검출

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연수단;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상기 내부클럭동기신호 및 상기 지연펄스와 상기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바이패스된 상기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한 거친 지연

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이 요구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신호발

생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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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지연수단은

커패시턴스를 달리하는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하나를 상기 내부클럭신호선에 선택적으로 접속하여 미세 지연을 수행

하는 미세지연부 - 상기 커패시터들의 지연시간은 상기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최저 커패시턴스를 갖는 커패시터에 

의한 지연시간에 대략 선형 비례함 - ; 및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내 각각의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된 스

위치의 접속을 제어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제1지연제어부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지연수단은

동일 특성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복수개를 링형으로 접속하여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내

부클럭동기신호를 상기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거친지연시키는 순방향 링형 지연부;

동일 특성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복수개를 사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거

친지연시키는 역방향 링형 지연부; 및

상기 제1지연제어부로부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에 대하여 거친지연을 수행하

도록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제어하고,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내의 지연펄스가 몇 번째 순방향거친지연단에 있

는지를 저장하는 제2지연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는 복수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상 기 각 단은,

상기 제2지연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미세지연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NAND게이

트;

상기 제1 NAND게이트의 출력신호, 전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신호 및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리셋시키기 위

하여 사용되는 리셋바아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지연시키는 직렬연결된 제2 및 제3 NAN

D게이트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는 복수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각 단은,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지연펄스 및 전단의 출력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NAND게이

트;

상기 제1 NAND게이트의 출력신호 및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내부클럭동기신호를 입력

으로 하는 제2 NAND게이트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13.
제10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지연시간과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지연시간의 관계는 다음 수학식5

수학식 5

여기서, τCD는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단위지연시간,

τVAR,max는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최대미세지연시간 그리고

τFD는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미세단위지연시간임 -

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클럭신호발생수단은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내 소정 거친단위지연소자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역방향 카

운터;

상기 제2지연제어부내 소정 거친지연선택로직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와,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내 소정

거친단위지연소자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순방향 카운터; 및

상기 역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과 상기 순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이 일치하는 경우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통

과한 상기 지연된 내부클럭신호를 출력시키는 내부클럭신호출력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지연수단은

커패시턴스를 달리하는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하나를 상기 내부클럭신호선에 선택적으로 접속하여 미세 지연을 수행

하는 미세지연부 - 상기 커패시터들의 지연시간은 상기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최저 커패시턴스를 갖는 커패시터에 

의한 지연시간에 대략 선형 비례함 -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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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내 각각의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된 스

위치의 접속을 제어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제1지연제어부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16.
내부클럭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동기된 신호와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지연된 펄스(지연펄스)

를 출력하는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

외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검출

수단;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신호 및 펄스와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거친 지연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이 요구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 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신호발

생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출력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연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17.
내부클럭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동기된 신호와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지연된 펄스(지연펄스)

를 출력하는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

상기 내부클럭신호와 출력클럭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신호들을 동기시키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

검출수단;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신호 및 펄스와 미세지연수단으로부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거친 지연을 수행하도록 복수의 단위지연소자가 링형으로 연결된 거친지연수단;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지연이 요구되는 만큼 발생한 경우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출력클럭신호발

생수단;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출력클럭신호에 대한 미세 지연을 수행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미세지연수단; 및

상기 출력클럭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켜 출력시키는 지연모델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18.
제16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지연수단은

커패시턴스를 달리하는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하나를 상기 출력클럭신호선에 선택적으로 접속하여 미세 지연을 수행

하는 미세지연부 - 상기 커패시터들의 지연시간은 상기 복수개의 커패시터 중 최저 커패시턴스를 갖는 커패시터에 

의한 지연시간에 대략 선형 비례함 - ; 및

상기 위상검출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미세지연부내 각각의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된 스

위치의 접속을 제어하거나 상기 제어신호를 바이패스시키는 제1지연제어부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지연수단은

동일 특성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복수개를 링형으로 접속하여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상기 내

부클럭동기신호를 상기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거친지연시키는 순방향 링형 지연부;

동일 특성의 거친단위지연소자 복수개를 사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거친 지연시키는 역방향 링형 지연부; 및

상기 제1지연제어부로부터 바이패스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에 대하여 거친지연을 수행하도록 상

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제어하고,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내의 지연펄스가 몇 번째 순방향거친지연단에 있는지를 

저장하는 제2지연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는 복수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각 단은,

상기 제2지연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와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NAND게이트;

상기 제1 NAND게이트의 출력신호, 전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신호 및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리셋시키기 위

하여 사용되는 리셋바아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지연시키는 직렬연결된 제2 및 제3 NAND게이트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는 복수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각 단은,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지연펄스 및 전단의 출력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NAND게이

트;

상기 제1 NAND게이트의 출력신호 및 상기 스큐직접감지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내부클럭동기신호를 입력

으로 하는 제2 NAND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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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22.
제19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지연시간과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지연시간의 관계는 다음 수학식6

수학식 6

여기서, τCD는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의 거친단위지연시간,

τVAR,max는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최대미세지연시간 그리고

τFD는 상기 미세지연수단에서의 미세단위지연시간임 -

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클럭신호발생수단은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내 소정 거친단위지연소자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 논리상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역방향 

카운터;

상기 제2지연제어부내 소정 거친지연선택로직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와, 상기 순방향 링형 지연부내 소정

거친단위지연소자의 출력단에 접속되어 제1논리상태를 검출 및 계수하는 순방향 카운터; 및

상기 역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과 상기 순방향 카운터에 계수된 값이 일치하는 경우 상기 역방향 링형 지연부를 통

과한 상기 내부클럭신호를 출력시키는 내부클럭신호출력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24.
제1, 7, 8, 16 및 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지연수단은,

상기 미세지연수단에 입력되는 신호와 동기되는 신호 및 상기 미세지연수단에 입력되는 신호를 거친단위지연시간만

큼 지연시킨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거친단위지연시간을 복수개의 미세단위지연시간으로 분할하는 위상혼합기

를 포함하는 미세지연부;

상기 위상검출수단의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위상혼합기에 분할된 상기 복수개의 미세단위지연시간 중 필요한 지연시

간을 선택하는 제1지연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지연부는,

상기 미세지연수단에 입력되는 신호를 거친단위지연시간만큼 지연시키기 위하여 상기 거친지연수단에서 사용되는 

거친단위지연소자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직렬연결된 복수의 거친단위지연소자를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

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26.
제1, 7, 8, 16 및 17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모델에서의 출력클럭신호를 지연시키기 위한 소정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

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청구항 27.
복수의 거친단위지연소자로 구성된 링형의 역방향 링형 지연부에 의해 내부클럭신호에 대하여 거친 지연을 수행하는

단계; 및

최대미세지연시간이 거친단위지연시간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내에서 미세 지연을 수행하는 단계 - 여기서, 최대미세

지연시간이라 함은 1회에 미세지연시킬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고, 거친단위지연시간이라 함은 1단을 형성하는 

거친단위지연소자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의미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제어방법.

청구항 28.
복수의 거친단위지연소자로 구성된 링형의 순방향 링형 지연부에 의해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인식된 지연모델에서의 지연시간만큼 복수의 거친단위지연소자로 구성된 링형의 역방향 링형 지연부에 의해 내

부클럭신호에 대하여 거친 지연을 수행하는 단계; 및

최대미세지연시간이 거친단위지연시간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내에서 미세 지연을 수행하는 단계 - 여기서, 최대미세

지연시간이라 함은 1회에 미세지연시킬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고, 거친단위지연시간이라 함은 1단을 형성하는 

거친단위지연소자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의미함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링-레지스터 제어형 지연고정루프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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