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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클럭 발생회로의 내부 클럭의 듀티 (duty) 의 편차를 저감함과 동시에,   그 듀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다.

내부 클럭 (C1, C2) 의 클럭의 라이징은 PLL 회로 (1) 의 출력신호 (CA) 의 폴링에 동기시키고,   클럭의 
라이징은 PLL 회로 (1) 의 출력신호 (CA) 의 라이징에 동기하는 분주회로 (2) 의 출력신호 (CB) 에 동기
시킴으로써,   내부 클럭간의 중복을 없애면서,   또한 듀티의 편차도 작은 내부 클럭을 얻을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의 실시예 1 을 나타낸 블록도.

도 2 는 도 1 의 실시예의 동작을 나타낸 타이밍 차트.

도 3 은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의 실시예 2 를 나타낸 블록도.

도 4 는 도 3 의 실시예의 동작을 나타낸 타이밍 차트.

도 5 는 종래예의 반도체장치를 나타낸 블록도 및 그 딜레이회로의 상세를 나타낸 회로도.

도 6 은 도 5 의 동작을 나타낸 타이밍 차트.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 A : PLL 회로                 2, 2A : 분주회로

3, 4, 31, 32, 41, 42 : 래치회로

33, 43 : 셀렉터회로               7, 8 : 딜레이회로

11, 12 : AND 회로                 13 ∼ 15, 17, 18 : 인버터

CL : 외부 클럭                    C1, C2 내부 클럭

CA, CAA : PLL 회로의 출력신호

CB, CBA : 분주회로의 출력신호

C3, C4 : 래치회로의 출력신호

C30, C40 : 셀렉터회로의 출력신호

C7, C8 : 딜레이회로의 출력신호

R50, R51, R60, R61 : 래지스터의 설정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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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상 클럭 발생회로에 관한 것이며,   특히 PLL (위상동기루프) 을 내장하여 동기한 복수의 클
럭을 출력하는 클럭 발생회로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PLL을 사용하여 외부 클럭을 체배하여 다상의 내부 클럭을 생성할 경우,   그 회로는, 도 5(a) 
에서 나타낸 블록도로 구성되었다.   이 회로는 4 체배의 PLL 회로 (1A) 와,  1/2 의 분주회로 (2A) 와,  
딜레이회로 (7, 8) 와,  AND 회로 (11, 12) 와,  인버터 (13) 를 가지며,   2 상의 내부 클럭 (C1, C2) 
을 생성하는 회로를 나타내고 있다.     도 6 은 도 5 의 동작을 나타낸 타이밍 차트이다.  외부 클럭 
(CL) 은 PLL 회로 (1A) 에서 4 배로 체배되어 CBA 신호가 생성된다.   내부 클럭 (C1) 은, 폴링이 분주회
로 (2A) 의 출력신호 (CBA) 의 폴링에 동기하여 생성되고,   폴링은 내부 클럭 (C2) 의 폴링시에 딜레이
회로 (7)  에서 TD1A 시간 지연시킨 신호 (C7) 의 폴링에 동기하여 생성된다.     마찬가지로,  내부 클
럭 (C2) 은,  폴링은 분주회로 (2A) 의 출력신호 (CBA) 의 라이징에 동기하여 생성되며,   라이징은 내부 
클럭  (C1)  의  폴링시에  딜레이회로  (8)  에서  TD1A  시간  지연시킨  신호  (C8)  의  폴링에  동기하여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2 상 이상의 내부 클럭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클럭의 하이레벨 기간의 중복이 없는 클
럭을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 5 (a) 의 회로에서는 딜레이회로 (7, 8) 를 사용하여,  클럭 
( C1, C2) 의 라이징을 지연시킴으로써 실현하고 있었다.      도 5 (B) 및 (C) 는,  딜레이회로 (7, 8) 
의 상세한 회로도의 일예로,   도 5 (B) 는 저항 (R1) 과 콘덴서 (C1) 로 이루어지는 회로이며,  도 5 
(c) 는  인버터 (17, 18) 와 콘덴서 (C2) 로 이루어지는 회로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종래의 딜레이회로를 사용한 회로의 경우,   저항치,  콘덴서의 용량 및, 인버터를 구성하는 트랜
지스터의 상호 컨덕턴스 (conductance) 가 반도체장치의 제조시의 편차에 따라 변동되고,   또 저항치,  
트랜지스터의 상호 컨덕턴스는 반도체장치를 사용할 때의 온도에 따라,   트랜지스터의 상호 컨덕턴스는 
반도체장치를 사용할 때의 전원전압에 따라 변동된다.     이들 변동을 총계하면 딜레이치는 50 ％ 이상
이나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 변동에 의해,  내부 클럭 (C1, C2) 의 듀티의 불균일이 커져,   
반도체장치의 동작조건을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내부 클럭의 듀티의 불균일을 작게 한 다상클럭 발생회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다상클럭 발생회로의 구성은,  반도체기판상에,  외부 클럭에 따라 소정 발진신호를 출력하는 
발진회로와,   이 발진회로의 출력에 따라 내부 클럭을 생성하는 클럭 생성회로와,   상기 발진회로의 출
력에 동기하여 상기 내부 클럭의 듀티를 제어하여 서로 동기하면서  위상이 어긋난 복수의 클럭을 출력하
는 제어회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서 제어회로가  발진신호로 래치되어 복수의 출력신호에 의해 각각 리셋되는 복수의 래치회
로와,   이들 래치회로의 출력과 내부 클럭의 논리출력을 취하는 게이트회로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래치회로가 각각 초단 (初段) 의 래치회로의 출력신호를 순차 시프트하는 복수단의 래치회로로 이루어지
며,   이들 복수단의 래치회로의 하나를 설정 래지스터의 설정치로 각각 선택하는 복수의 셀렉터회로를 
가지며,   게이트회로가 이들 셀렉터회로의 출력과 내부 클럭의 논리출력을 취함으로써,   상기 설정 래
지스트가 상기 내부 클럭의 듀티를 가변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발진회로는,  외부 클럭에 따라 발진하는 위상동기 발진회로로 구성될 수도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예 1 의 2 상 
클럭 발생회로의 블록도,   도 2 는 그 동작을 나타낸 타이밍 차트이다.     PLL 회로 (1) 는 외부 클럭 
(CL) 을 8 체배하는 회로,  분주회로 (2) 는 PLL 회로의 출력신호 (CA) 를 4 분주하는 회로,  래치회로 
(3) 는 내부 클럭 (C) 의 반전신호를 PLL 회로 (1) 의 출력신호 (CA) 의 폴링시에 래치하고,   내부 클럭 
(C2)에서 리셋하는 회로,   래치회로 (4) 는 내부 클럭 ( C1) 의 반전신호를 PLL 회로 (1) 의 출력신호 
(CA) 의 폴링시에 래치하여,   내부 클럭 (C1)에서 리셋하는 회로이다.     또한,   인버터 (14, 15) 는 
각 리셋신호를 반전하고 있다.

다음에,   도 2 를 참조하여 이 회로의 동작을 설명한다.     외부 클럭 (CL) 은,  PLL 회로 (1) 에서 8 
체배,  분주회로에서 4 분주되어,   분주회로 (2) 의 출력신호 (CB) 가 생성된다.     분주회로 (2) 의 
출력신호 (CB) 는 PLL 회로 (1) 의 출력신호 (CA)  의 라이징에 동기하고 있다.     내부 클럭 (C1) 은,  
폴링이 분주회로 (2) 의 출력신호 (CB) 의 폴링에 동기하여 생성되고,   그 폴링은 래치회로 (3) 의 출력
신호 (C3) 의 라이징에 동기하여 생성된다.     마찬가지로,  내부 클럭 (C2) 은 폴링이 분주회로 (2) 의 
출력신호 (CB) 의 라이징에 동기하여 생성되고,   그 라이징은 래치회로 (4) 의 출력신호 (C4) 의 라이징
에 동기하여 생성된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내부 클럭 (C1 과 C2) 의 라이징은 PLL 회로 (1) 의 
출력신호 (CA) 의 폴링에 동기하고,   내부 클럭 (C1, C2) 의 폴링은 PLL 회로 (1) 의 출력신호 (CA)  의 
라이징에 동기하여 있다.     따라서,   내부 클럭 (C1, C2) 의 하이레벨 기간의 간격 TD1 은,  PLL 회로 
(1) 의 출력신호 (CA) 의 하이레벨 기간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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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L 회로 (1) 의 출력신호는 반도체장치의 제조시의 편차나 반도체장치 사용시의 온도나,   반도체장치 
사용시의 전원전압에 의한 변동이 10 ％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의 변동에 따른 내부 클럭 (C1, C2) 의 
듀티의 편차도 10 ％ 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

도 3 은 본 발명의 실시예 2 에 관한 반도체장치의 블록도,   도 4 는 그 변동을 나타내는 타이밍 차트이
다.     본 실시예는 실시예 1 의 회로에 래치회로 (3) 의 출력신호를 PLL 회로의 출력신호를 PLL 회로 
(1) 의 출력신호 (CA)  의 폴링시에 래치하는 래치회로 (2) 와,   래치회로 (3, 31, 32) 의 출력을 선택
하는,   클럭 (C2) 의 반전신호 및 셀렉터회로 (33) 와,  내부 클럭 (C1) 의 듀티를 설정하는 래지스터 
(5) 와,  래치회로 (4) 의 출력신호를 PLL 회로의 출력신호 (CA) 의 라이징시에 래치하는 래치회로 (41) 
와,  이 래치회로 (41) 의 출력신호를 PLL 회로의 출력신호 (CA) 의 폴링시에 래치하는 래치회로 (42) 
와,  클럭 (C2) 의 반전신호 및 래치회로 (4, 41, 42) 의 출력을 선택하는 셀렉터회로 (43) 와,  내부 클
럭 (C2) 의 클럭 (C2) 의 듀티를 설정하는 래지스터 (6)를 추가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도 4를 참조하여 이 회로의 동작을 설명한다.     래지스터 (5) 의 설정신호 (R50, R51) 는 편
의상 고정하여 설명한다,     도 4 에서는 래지스터 (5) 의 설정으로 셀렉터회로의 출력신호 (C30) 는 래
치회로 (3) 의 출력이 선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내부 클럭 (C1) 은 실시예 1 과 동일한 신
호파형으로 된다.     다음에,  래지스터 (6) 의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내부 클럭 (C2) 이 어떠한 신호파
형으로 설정되는지를 설명한다.     내부 클럭 (C2) 의 신호파형 (C2-A) 은 셀렉터회로 (43) 의 출력신호 
(C40) 에,   내부 클럭 (C1) 의 반전신호가 선택된 경우,   내부 클럭 (C2) 의 신호파형 (C2-B) 은 셀렉
터회로 (43) 의 출력신호 (C40) 에,   래치회로 (4) 의 출력신호가 선택된 경우,   내부 클럭 (C2) 의 신
호파형 (C2-C) 은 셀렉터회로 (43) 의 출력신호 (C40) 에,   래치회로 (41) 의 출력신호가 선택된 경우,   
내부 클럭 (C2) 의 신호파형 (C2-D) 은 셀렉터회로 (43) 의 출력신호 (C40) 에 래치회로 (42) 의 출력신
호가 선택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어느 경우에도,  내부 클럭 (C2) 은,   그 폴링이 분주회로 (2) 의 출력신호 (CB) 의 라이징에 동기하여 
생성되고,   그 라이징은 PLL 회로 (1) 의 출력신호 (CA) 의 라이징이나 폴링에 동기하여 생성된다.

이 실시예 2 의 효과에서,   내부 클럭 (C1, C2) 의 하이레벨 기간의 간격 TD1 은 PLL 회로 (1) 의 출력
신호 (CA) 의 하이레벨 기간이 된다.     또,   TD2 는 1 주기의 기간,  TD3 은 1 주기와 하이레벨을 합
한 기간이 되며,   실시예 1 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에 더하여,   래지스터의 설정으로 내부 클럭 
(C1) 이나 (C2) 의 라이징 타이밍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클럭의 듀티를 래지스터의 변경으로 
가변하여 설정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광범위의 동작조건에서도 변동이 적은 PLL 회로의 출력신호에 
동기시켜,   내부 클럭신호를 생성하고 있으므로,   내부 클럭의 듀티의 편차를 저감할 수 있으며,   반
도체장치의 동작조건을 광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또,   내부 클럭의 듀티를 설정할 수 있는 래지스터를 갖기 때문에,   내부 클럭의 듀티를 변경할 수 있
고,   이로써,   반도체장치의 동작조건에 맞춘 최적한 내부 클럭의 듀티를 선택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기판상에,  외부 클럭에 따라 소정 발진신호를 출력하는 발진회로와,   이 발진회로의 출력에 따라 
내부 클럭을 생성하는 클럭 생성회로와,   상기 발진회로의 출력에 동기하여 상기 내부 클럭의 듀티를 제
어하여 서로 동기하면서  위상이 상이한 복수의 클럭을 출력하는 제어회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상클럭 발생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제어회로가 발진신호로 래치되어 복수의 출력신호에 의해 각각 리셋되는 복수의 래
치회로와,   이들 래치회로의 출력과 내부 클럭의 논리출력을 취하는 게이트회로로  구성되는 다상클럭 
발생회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래치회로가 각각 초단 (初段) 의 래치회로의 출력신호를 순차 시프트하는 복수단의 
래치회로로 구성되며,   이들 복수단의 래치회로의 하나를 설정 래지스터의 설정치로 각각 선택하는 복수
의 셀렉터회로를 가지며,   게이트회로가 이들 셀렉터회로의 출력과 내부 클럭의 논리출력을 취함으로써,   
상기 설정 래지스트가 상기 내부 클럭의 듀티를 가변가능하도록 한 다상클럭 발생회로.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발진회로가 외부 클럭에 따라 발진하는 위상 동기 발신회
로로 구성되는 다상클럭 발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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