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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자동 테스트 장치. 자동 테스트 장치는 전자회로의 수많은 채널을 포함하며, 이 안에는 정확하게

시간조정된 테스트 신호가 발생된다. 비용 및 크기에서의 상당한 이점은 다중 채널을 집적회로 칩 상에 결합함으로써 얻어

진다. 타이밍 정확도의 감소없이 이정도 레벨의 집적을 허용하기 우해, 일련의 설계 기술이 사용된다. 이들 기술은, 가드

링 및 가드 층의 사용, 가드 링 및 가드 층에 관련한 회로소자의 배치, 각 채널에 대한 전력 및 그라운드에 대한 분리된 신호

트레이스, 및 필터 커패시터를 가로지르는 전압이 보정 신호를 정의하도록 하는 회로 설계를 포함한다. 공개된 실시예들의

또다른 특징은, 지연변화를 위해 제어될 수 있는 미세 지연소자 설계이며, 교정 특징을 결합한다. 또다른 공개된 특징은,

테스터가 짧은 리파이어 복구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회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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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색인어

반도체 디바이스, 시스템 제어기, 타이밍 발생기, 보간기, 멀티플렉서, 지연라인, 클록, 지연동기루프, 미세지연, 교정 레지

스터, 스위치, 차동 버퍼 증폭기, 지연단, 루터회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자동 테스트 장치에 관한 것이며, 더 상세하게는, 고 채널밀도를 가진 칩을 사용하여

소형이고 값이 싼 반도체 테스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제작중에, 대부분의 반도체 디바이스는 여러 종류의 자동 테스트 장치(일반적으로 "테스터")를 사용하여 적어도 한 번 이

상 테스트된다. 최근의 반도체 칩은 수많은 리드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 디바이스를 충분히 테스트하기 위해 동시에 모든

리드들에 대한 신호를 발생하고 측정해야 한다.

최근의 테스터는 일반적으로 "핀-당(per-pin)" 구조를 가진다. "핀"은 피시험 디바이스에 대해 하나의 신호를 발생시키거

나 측정하는 테스터 내의 회로이다. "핀"은 때때로 "채널"이라고 불린다. 핀당 구조에서, 각각의 채널은 다른 신호를 발생하

고 측정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결과로, 하나의 테스터 안에는 많은 채널이 있다. 채널은 패턴 발생기에 의

해 제어된다. 패턴 발생기의 주요한 기능은 테스터 작동의 각 주기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 신호를 발생하거나 측정하도록

그것을 프로그램하기 위해 명령을 각 채널에 보내는 것이다.

각 채널은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에지 발생기, 드라이버/비교기, 그리고 포맷회로를 포함한다. 각각의 에지 발생기는 각 주

기의 시작에 관계있는 어떤 시간에 에지 신호를 발생하도록 (또는 "에지"를 더 단순화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포맷회

로는 패턴 발생기로부터 주기 동안 어떤 신호가 발생되거나 측정되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디지털 명령을 수신한다. 이 정

보에 의거하여, 포맷기는 에지를 결합하여 드라이버/비교기에 대한 온 그리고 오프 명령이 되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드

라이버나 비교기는 보정시에 보정치의 신호를 측정하거나 발생한다.

각 에지 발생기는 교대로 두가지의 기본 조각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카운터와 보간기(interpolator)를 가지는데, 이들 각각

은 프로그램 가능하다. 카운터는 시스템 클록에 의해 클록된다. 그것은 다수의 시스템 클록의 주기를 카운트하도록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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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되고, 테스터 주기의 시작시에 카운팅을 개시하도록 트리거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클록의 주기는 테스터 주기내에서

에지의 타이밍이 시스템 클록을 카운트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간단히 제어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테스터 주

기보다 더 작을 것이다.

그러나, 에지의 시간이 시스템 클록을 카운트하는 것에 의해 유일하게 제어된다면, 에지가 발생될 수 있는 분해능은 시스

템 클록의 주기와 같을 것이다. 많은 반도체 구성요소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 분해능은 충분히 정밀하지 않다. 보간기는 더

정밀한 시간 분해능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보간기는 시스템 클록의 한 주기보다 작은 프로그램 가능한 양만큼 카운터의 출력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타이밍 에지가 발

생될 수 있는 분해능은 시스템클록의 주기보다는 보간기의 분해능에 의해 제한된다.

시스템 클록의 주기보다 적은 지연을 제공하는 보간기를 가질 때의 어려운 점은, 보간기를 통해 전파하는 신호가 시스템

클록에 관해 클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타이밍의 부정확성과 많은 다른 에러 소스의 효과는 때때로 기

준 클록에 신호를 클록함으로써 제거된다.

보간기가 클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채널이 서로 가깝게 놓일 때에 테스터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다. 테스터 내에서 다

른 신호는 또다른 보간기에 있는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크로스 토크(cross talk)"라고 한다. 크로스 토

크가 너무 크면, 테스터는 에러가 있는 출력을 발생시킨다. 크로스 토크의 주요 소스는 "채널 대 채널(channel to channel)

크로스 토크"이다. 만약 한 채널에서의 신호가 보간기가 출력을 발생시키는 시간에 대해 변환하면, 신호의 변환에 의해 발

생하는 일시적인 신호가 보간기 출력을 변동하게 한다. 만약 이 변동이 보간기 출력을 증가시키면, 타이밍 에지는 의도했

던 것보다 더일찍 일어난다. 만일 변동이 출력을 감소시키면, 타이밍 에지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늦게 일어난다. 이러한 방

법으로, 크로스 토크는 타이밍 에지의 정확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크로스 토크는 각 채널 안에 있는 다중 타이밍 발생기로 가는 신호의 방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러나 크로스 토크

는, 보간기가 타이밍 에지를 발생시키는 그 시간에 신호가 격렬하게 변환할 때에 가장 나쁘다. 일반적으로, 크로스 토크가

보간기에 의해 발생된 타이밍 에지의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다른 시간에 에지를 발생시키도록, 채널 내의 보간

기가 프로그램된다.

채널 대 채널 크로스 토크는 채널내부의 크로스 토크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였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크로

스 토크는 채널이 서로 가깝게 놓여있을 때 더 나빠진다. 크로스 토크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선행기술에서의 한 방법은

채널을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채널은 집적회로 칩 상에서 제작된다. 지금까지는, 분리된 집적회로 칩이 각 채널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동일한 집

적회로 칩 상에서 만들어졌을 때, 채널 사이의 크로스 토크는 각 채널이 요구되는 정확도를 지닌 채 동작하는 것을 방해한

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다중 채널을 포함하며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을 위한 집적회

로 칩을 제작하는 방법을 발명하였다.

집적회로 테스트 시스템내의 하나의 칩에 다중 채널을 통합함으로써 대단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수의 리드

를 가진 현재의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게 하면서도, 테스트 시스템의 전체 크기를 줄였다. 테스트 시스템의 크기는

반도체 제작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반도체는 "청정실"에서 테스트된다. 특히, 반도체 디바이스들이 패키지로

포장되기 이전에 먼지와 다른 불순물로부터 반도체 디바이스가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정실은 고가의 필터링 시스템

을 가지고 있다. 청정실 공간의 각 평방피트는 설치하고 작동시키기에 매우 비싸다. 따라서, 청정실에 놓이는 장치들의 크

기를 제한하는 것이 매우 요구된다.

테스트 시스템에서 채널을 싣는 집적회로 칩의 개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다른 장점은 비용의 측면이다. 집적

회로 내의 회로가 차지하는 실리콘의 비용은 디바이스의 전체 비용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실리콘을 패키지하는 것, 디

바이스를 수용하기 위한 보드를 만드는 것, 프린트된 회로보드를 수용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 모두는 최종 생산품에 상당

한 비용을 추가시킨다. 이들 비용 모두는 집적회로 칩의 개수에 따라 증가한다.

하나의 집적회로 칩 내에 다중 채널을 통합함으로써 얻어지는 막대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테스터는 이러한 장

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발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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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배경기술을 염두에 두면서, 저비용 테스터를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또한 소형 테스터를 제공하는 것도 본 발명의 목적이다.

이에 더하여, 채널 사이에 적은 크로스 토크를 가지는 저비용 소형 테스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기의 및 또다른 목적은 집적회로 칩을 가지고 구현되는 핀 전자공학 기술을 가지는 테스터에서 달성된다. 다중 채널은

각각의 집적회로 칩 상에서 만들어진다. 집적회로 칩은 요구되는 정확도를 위해 크로스 토크 억제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집적회로 칩 상에는 4개의 채널이 있다. 하나의 실시에에서는, 크로스 토크 억제 메커니즘은 고

전력 공급제거를 가지는 보간기 회로 설계이다. 또다른 실시에에서, 각 채널에 대해 분리된 전력 및 그라운드 루트를 사용

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억제 메커니즘은 각 보간기에 대해 분리된 수용 커패시터이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억제 메커니

즘은, 각 가드 링에 대한 분리된 그라운드 연결을 가지는 각각의 보간기 주위에 가드 링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다른 실시예

에서는, 그것은 칩 패드에서 각 전력 및 그라운드의 캘빈 (Kelvin) 연결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잘 이해된다.

도 1은, 반도체 테스터의 구조를 스케치한 도면,

도 2A는, 본 발명의 테스트 시스템에서 하나의 타이밍 에지 발생기의 간단한 구성도,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제어회로의 간단한 구성도,

도 2C는, 도 2A에서 미세 지연 및 전류제어 회로를 간단화한 개략도,

도 2d는, 도 2a에서 정렬 지연 회로를 간단화한 개략도,

도 2E는, 도 2A에서 지연단 회로를 간단화한 개략도,

도 3은, 단일 집적회로 칩 상에서 다중 타이밍 발생기의 전력, 그라운드, 및 실딩(shielding) 연결을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채널 내에 다중 에지 발생기에 대한 에지 발생기 실딩의 구현을 간단하게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은 간단한 블록도 형태로 테스터(100)를 도시하였다. 테스터(100)는 테스트 시스템 제어기(110)에 의해 제어된다. 테

스트 시스템 제어기(110)는 테스터 (100)의 각 채널에 대한 디지털 제어값을 발생시킨다. 디지털 제어값은, 각 채널이 테

스트 신호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측정해야 할 시기, 발생되어야 할 값, 및 테스트 신호에 대한 포맷과 같은 것들을 지정한

다.

제어정보는 테스터가 동작하는 각 사이클 동안 제공된다. 테스트하는 각 사이클동안 각 채널이 무슨 신호를 발생 및 측정

해야 하는지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때때로 패턴이라 부른다. 패턴은 메모리(120)에 저장된다.

디지털 제어값을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테스트 시스템 제어기(110)는 각 테스터 사이클의 시작을 식별하는 타이밍 신호

를 제공한다. 이 타이밍 신호는 때때로 "T0" 또는 "주기의 시작(BOP)"이라고 한다. 한 사이클에 기초해서 동작하는 테스터

의 다른 부분들은 T0 신호에 의해 트리거된다.

T0 신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제어값 또한 복수의 채널(114)에 제공된다. 전형적인 테스터는 64와 1024 사이의 채널을 가

진다. 그러나, 채널의 개수는 본 발명에서 중요하지 않다. 각 채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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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널(114) 내에는 복수의 타이밍 발생기(116)가 있다. 각 타이밍 발생기 (116)는 테스터(100)내에서 어떤 사건(event)

의 시간을 제어하는 타이밍 에지를 발생시킨다. 사건이란, 피시험디바이스(112)에 인가되는 테스트 펄스의 시작 또는 테

스트 펄스의 끝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에지는 피시험디바이스(112)로부터의 신호 측정을 트리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타이밍 에지가 발생하는 시간은 사이클의 시작과 관련되어 지정된다. 따라서 타이밍 데이터는 타이밍 에지가 발생되어야

할 때 T0신호 이후의 지연량을 표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타이밍 정보는 데이터비트의 몇 그룹에 의해 지정되며, 각

비트 그룹은 더욱 더 정밀한 분해도의 타임 주기를 나타낸다. 비트의 최상위 그룹은 지연을 시스템 클록 주기의 정수로서

표현한다. 비트의 최상위 그룹에 의해 지정된 지연량은 시스템 클록 펄스의 정수를 카운트함으로써 쉽게 발생된다. 그 다

음의 비트의 최상위 그룹은 시스템 클록의 분수(fraction)인 인터벌에서 지연을 나타낸다. 이들 비트를 때때로 타이밍 데이

터의 "분수 부분"이라고 한다. 이 지연은 보간기에 의해 발생되어야 한다.

단일 채널 내의 모든 타이밍 발생기(116)로부터의 타이밍 에지는 포맷기 (formatter)(118)로 보내진다. 포맷기(118)는,

타이밍 에지를 수신하는 것에 더하여, 또한 테스트 시스템 제어기(110)로부터 다른 제어정보를 수신한다. 이 제어정보는,

한 주기 동안 발생되는 테스트 신호의 값, 즉 논리1 또는 논리0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것은 피시험회로(112)에 인가되는

신호의 포맷과 같은 다른 것을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로 복귀", "보수에 의한 서라운드", "1복귀",및 "비 제로복귀

"와 같은 포맷들 모두가 때때로 사용된다. 이들 포맷은 포맷기 (118)에 의해 부과될 수도 있다.

도 1은 타이밍 발생기(116)의 역할을 설명하는 테스트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다른 구조들도 가능하다. 타이밍 발생기

(116)에 대한 제어정보의 특정 소스 및 이들이 발생하는 타이밍 에지의 특정 용도는 본 발명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 2A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타이밍 발생기(116)의 회로가 도시되어 있다. 테스트 시스템 제어기(110)로부터의 디지털

타이밍 데이터는 타이밍 발생기(116)에 인가된다. 그러면 타이밍 발생기(116)는 포맷기(118)(도 1) 또는 이 테스터 내의

다른곳에 의해 사용되는 타이밍 에지를 만들어낸다.

디지털 지연라인(delay line)(210)이 도시되어 있다. 지연라인은 바람직하게는 CMOS 지연라인, 더 바람직하게는 차동

(differential) 지연라인이다. 지연라인의 단(stage)은 도 2E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있다.

도 2A는 16개의 지연단(212(1)...212(16))이 지연라인(210)에 캐스케이드 되어있음을 나타낸다. 지연라인(210)에의 입

력은 시스템 클록으로부터 유도되는데, 이것은 라인 CLOCKP 및 CLOCKN 상에서 차동클록으로서 나타내었다. 지연라인

(210)에의 인가 전에, 시스템 클록은 지연단(212(0))의 상태에 있다. 하나 이상의 지연단이 이 상태에 사용될 수 있다. 지

연단(212(0))은 지연라인(210)에 있는 다른 단계와 같다. 이런 식으로, 지연라인(210)에 있는 모든 지연단(212(1)...212

(16))의 입력은 동일한 종류의 회로로부터 입력 신호를 수신한다. 따라서 모든 지연단(212(1)...212(16))은 동일한 전압

스윙(swing)을 가진 입력을 수신하며, 이것은 단에서 단에로의 지연에 적은 변화를 가져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시스템 클록은 100MHz의 주파수를 가진다. 그러나, 시스템 클록의 주파수는 본 발명의 중요점이

아니며 변할 수 있는 값이다. 시스템 클록은 바람직하게는 매우 안정된 클록이며 테스터(100) 내의 모든 타이밍 발생기

(116)에 보내진다.

지연라인(210)의 입력 및 출력은 차동-단일단(differential to single ended) 버퍼증폭기(237(1) 및 237(2))를 통해서 위

상 검출기(214)로 각각 보내진다. 위상 검출기(214)의 출력은 제어회로(216)에 보내진다. 제어회로(216)는 각각의 지연

단(212)에 있는 제어입력(VC)으로 다시 피드백되는 제어신호를 만들어 낸다. 제어신호는 각 지연단(212)을 통해 지연을

조절한다. 지연라인(210), 위상 검출기(214), 및 제어회로(216)는 지연동기루프(Delay Locked Loop)로 알려진 것을 구

현한다. 지연라인(210)을 통한 지연이 시스템 클록의 한 주기와 같을 때 이 루프는 "동기(locked)"되어 있다고 한다. 도

2A의 실시예에서, 이것은 시스템 클록 주기의 1/16 만큼 시스템 클록을 지연시키는 각 지연단의 결과를 가져온다.

위상 검출기(214)는 일반적으로 지연동기루프에서 발견된다. 제어회로 (216)는 종래의 지연동기루프에 사용되는 충전펌

프와 유사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보간기 사이의 크로스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수정되었다.

각 지연단(212)의 출력(D0)은 차동 멀티플렉서(220)로 보내진다. 멀티플렉서(220)는 타이밍 데이터의 특정 비트에 의해

지정됨으로써 지연단(212) 중 하나의 출력을 선택한다. 도 2A에서, 비트(4-7)는 타이밍 데이터의 분수부분의 고위비트를

나타낸다. 지연단(212)의 출력이 시스템 클록 주기의 1/16 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멀티플렉서(220)의 출력은 시스템 클록

주기의 1/16의 배수만큼 지연된 클록 신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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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에서 더 정밀한 분해도를 갖기 위해서, 멀티플렉서(220)의 출력은 미세(fine) 지연회로(222)로 보내진다. 미세 지연회

로(222)는 타이밍 데이터의 비트(0-3)에 의해서 제어된다. 비트(0-3)는 시스템 클록 주기의 1/256의 배수인 부가 지연을

나타낸다. 미세 지연회로(222)의 동작은 도 2C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더 큰 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해, 전류제어회로(224)가 미세 지연회로(222)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전류제어회로(224)의 동

작은 아래에서 도 2C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전류제어회로(224)는 교정(calibration) 레지스터(226)로부터의 제어입력을

수신한다. 종래기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특정 시간에 테스트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테스터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테스

터가 교정된다. 테스트 신호가 발생되는 실제 시간은, 요구된 시간과 테스터가 신호를 발생킨 실제시간과의 차이를 결정하

기 위해 측정된다. 교정값은 이 정보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택일적으로, 교정값은 요구된 시간에 테스터가 테스트 신호를

실제로 만들어낼 때까지 조절되며, 요구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교정값은 저장된다. 교정 레지스터(226)의 내용은 교정 절

차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미세 지연(222)의 출력은 시스템 클록의 지연된 버전(version)을 나타내는 차동신호이다. 이것은 시스템 클록 주기의 분

수만큼 지연된다. 이 지연은 시스템 클록 주기의 1/256의 몇 배수이다. 차동신호는 차동-단일단 컨버터(228)로 인가된다.

차동-단일단 컨버터(228)의 출력은 게이팅 회로(230)에 인가된다.

게이팅 회로(230)에의 입력은 클록 신호인데, 즉 주기적인 간격으로 발생하는 펄스열이다. 이것은 시스템 클록에 관계하

여 프로그램된 양 만큼 지연된다. 타이밍 에지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펄스가 선택되어져야 한다. 게이팅 회로(230)는 요구

된 에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요구된 펄스를 선택한다. 정렬 지연회로(234)는 적당한 시간에 타이밍 에지를 발생하기 위하

여, 게이팅 회로(230)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펄스를 규정하는 제어 신호를 제공한다.

정렬 지연회로(234)는 아래의 도 2D와 관련하여 더 상세히 기술된다. 카운터(236)는 타이밍 데이타의 최상위 비트, 또는

정수부를 수신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충분하다. 카운터(236)는 T0나 사이클 신호의 시작에 의해 리셋되고 그 후

시스템 클록의 소정 수의 주기가 지나갈 때까지 시스템 클록의 펄스를 카운트한다. 시스템 클록의 요구된 정수의 주기가

지나갈때, 카운터(236)는 정렬지연 회로(234)로 가는 터미널 카운트 신호를 발생한다. 정렬지연회로는 역시 입력으로서

타이밍 데이터의 비트(4-7)와 지연단(212)으로부터의 출력을 수신한다. 지연단(212(1)...212(16))의 출력은 차동-단일단

컨버터(238(1)...238(16))에 의해 단일단 신호로 변환된다. 이 정보는 정렬 지연회로(234)가 미세 지연회로(222)에 의해

생산된 펄스열로부터의 요구된 펄스를 게이팅 회로(230)에 전달하도록 해주는 제어신호를 발생하도록 해준다. 펄스열로

부터 선택된 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게이팅 회로는 공지되어 있고 더 이상 기술할 필요가 없다.

도 2E에서 지연단(212(0)...212(16))의 대표적인 한 단계를 상세하게 도시한다. IN+와 IN-로 라벨된 단자는 단일차동 입

력신호를 나타낸다. OUT+와 OUT-로 라벨된 단자는 단일차동 출력신호를 나타낸다. 지연단(212(1)...212(16))에 대해,

IN+와 IN- 단자는 지연단 체인에서 선행하는 단계의 OUT+와 OUT- 단자에 각각 연결된다. 단(212(0))에 대해, IN+와

IN- 단자는 도2A에 도시된 시스템 클록에 연결된다. 단(212(160))에 대해서는, OUT+와 OUT- 단자는 도2A에 도시된

차동-단일단 컨버터(237(2))에 연결된다.

입력신호(IN+,IN-)는 트랜지스터(280,281)의 차동쌍에 인가된다. 지연단 (212)에서 전류는 도 2B에 관계하여 아래에 기

술된 방법으로 제어회로로 부터 도출된 제어신호(VC1)에 의해 제어된다.

트랜지스터(283 및 284)는 트랜지스터(280 및 281)의 차동쌍에 대한 부하로 작용한다. 부하 트랜지스터(283 및 284)와

병렬로 결합된 트랜지스터(285 및 286)는 제어신호(VC2)로 제어되고, 이것은 도2B에 관련되어 아래에 기술된 것과 같이

제어회로(216)로 부터 도출된다.

트랜지스터(285 및 286)는, 지연단(212)을 통하여 지연이 제어신호(VC1)에 의해 조절될 때, 출력신호가 충분한 스윙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단자(OUT+ 및 OUT-)에서 전압 스윙을 제어한다. 제어신호(VC1)가 감소할 때, 지연 셀들을

통하는 전류도 감소한다. 트랜지스터(285 및 286)가 없다면, 전류감소는 트랜지스터(283 및 284) 사이의 전압강하를 감

소시킨다. 전압감소는 단자(OUT+ 및 OUT-)에 VDD 에 가까운 정지 전압을 준다. OUT+ 및 OUT-에서 전압이 VDD 위로

스윙하지 않기 때문에 VDD 에 가까운 정지 전압은 스윙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제어신호(VC1)가 감소할 때, 제어신호(VC2)는 증가하고, 그것에 의해 OUT+와 OUT-에 정지전압을 상당히 일

정하게 한다. 출력(OUT+ 및 OUT-)에서 스윙은 그러므로 VC1의 넓은 범위의 값을 통하여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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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287)와 함께 트랜지스터(288 및 289)는 이들이 멀티플렉서(220)(도2A)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도록 단자

(OUT+ 및 OUT-)에서의 신호를 버퍼한다. 트랜지스터(288 및 289)의 드레인은 멀티플렉서(220)의 입력에 전류모드 결

합이다. 트랜지스터(287)는 제어신호(VC1)에 응답하여 그 트랜지스터를 흐르는 전류를 통제하고, 그것에 의해 지연단

(212)을 통하여 지연을 제어한다.

도 2B에서는 제어회로(216)가 상세하게 도시된다. 제어회로(216)는 공지 지연동기루프 기술에서 일반적인 충전펌프

(250)를 포함한다. 충전펌프의 출력은 커패시터(252)에 연결된다. 전통적인 지연동기루프에서 커패시터(252)의 다른 끝

은 저역통과필터를 형성하기 위해 땅에 연결된다.

제어회로(216)에서, 커패시터(252)의 다른 끝은 전압공급기의 VDD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254)의 소스 단자는 커패시

터(252)와 병렬로 연결된다. 위상 검출기(214)로부터 "업"신호는 지연라인(214)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지시한다. 충전펌

프 (250)는 위상 검출기로부터 "업"신호에 대응하여 출력전압을 올리고, 이는 커패시터(252)의 전압강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트랜지스터(254)의 게이트-소스 전압은 트랜지스터(254)의 소스전류를 감소시킨다.

위상 검출기(214)로부터 "다운"신호는 트랜지스터(254)의 소스전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254)의 소스전

류는 지연라인(210)을 통하여 지연이 증가되어야 할지 감소되어야 할지를 지시한다.

트랜지스터(256)는 트랜지스터(254)와 직렬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254)에서 소스전류가 증가할때 트랜지스터(256)에

서 드레인-소스전류가 같은 양만큼 증가한다. 트랜지스터(256)에서 전류흐름이 증가할때 때문에 트랜지스터(256)의 게이

트 -소스전압 역시 증가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256)의 게이트-소스 전압은 커패시터(252)의 전압에 비례한다. 커패시

터(252)의 전압은 지연라인을 통하여 지연이 증가되어야 하는지 감소되어야 하는지를 지시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256)

의 게이트 -소스전압은 지연의 필요한 조절에 비례하고 그리고 상기에 서술한 것과 같이 지연단(212)(도2A)을 통하여 지

연을 제어하는 VC신호의 한 요소인 VC1으로 표현된 신호를 나타낸다.

제어신호(VC)의 제 2 요소는 신호(VC2)이고, 또한 도 2B에서 도시된 회로에 의해 발생된다. 트랜지스터(257,258, 및

259)는 신호(VC1)로부터 신호(VC2)를 만들어내는 제어신호 미러(mirror)를 집합적으로 구성한다. 트랜지스터(257)의

게이트와 드레인은 VC1에 묶인다. 이 지점은 트랜지스터(258)의 게이트에도 묶여있고, 이것은 트랜지스터(258)의 게이

트가 신호(VC1) 레벨을 추적하는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258)를 통하는 전류는 신호(VC1)에 비례한다. 트랜

지스터(259)는 트랜지스터(258)에 직렬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전류도 같이 VC1에 비례한다.

트랜지스터(259)는 함께 묶인 게이트와 소스를 가진다. 따라서, 신호(VC1)가 증가하고, 트랜지스터(259)를 통하는 전류

가 증가할 때, 트랜지스터(259)의 전압은 증가하고 그리고 VC2로 라벨된 소스 전압은 감소한다. 이 배치로, 신호(VC2)는

VC1이 증가할 때 떨어지며, 제어신호(VC)를 구성하는 신호 사이에 요구되는 관계를 제공한다.

신호(VC)의 중요한 관점은, 그것이 커패시터(252)의 전압에 관계될지라도, 그것이 VDD의 실제값과 거의 무관하다는 것이

다. 만일 VDD가 변하면, 트랜지스터 (254)의 게이트와 드레인간 전압은 같게 남을 것이고, 트랜지스터(254 및 256)를 흐

르는 전류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것이다. 트랜지스터의 전류 흐름이 제어 신호(VC)의 레벨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제

어신호는 VDD값의 변동에서 격리된다.

상기 설계는 종래기술에 비하여 감소된 크로스 토크를 제공한다. 일시적인 신호가 크로스 토크를 야기하는 방법은 VDD에

서 변동을 창조하는 것이다. 만약 지연동기루프의 제어신호가 VDD값에서의 변화에 민감하다면, VDD의 변동은 제어신호

에 의도되지 않은 변화를 발생시키고, 타이밍 부정확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VDD 의 변화가 지연을 조정하는 제어신호로

실제 사용된다면, 타이밍 부정확은 매우 나쁘다. 제어회로(216)는 제어신호(VC)를 VDD와 무관하게 함으로써 크로스 토크

를 감소시킨다.

도 2C에서 미세지연(222)이 더 상세하게 도시된다. 멀티플렉서(220)(도 2A)의 차동 출력이 차동 버퍼 증폭기(260)에 인

가된다. 차동 버퍼 증폭기(260)의 출력은 차동-단일단 컨버터(228)에 입력으로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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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 버퍼 증폭기(260)의 출력은 그것에 스위치할 수 있게 연결된 직렬의 커패시터의 쌍을 또한 가진다. 스위치할 수 있게

연결된 커패시터는 차동 버퍼 증폭기(260) 속도를 스위칭하는 것을 제어하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다양한 부하 (load)를

형성하고, 그것에 의해 미세 지연회로(222)를 통하여 지연을 제어한다.

커패시터는 1C,2C,4C, 및 8C로 표현된다. 커패시터는 그들 수에 따라 크기가 정해진다. 커패시터(2C)는 커패시터(1C)보

다 2배 크다. 커패시터(4C)는 커패시터 (1C)보다 4배 크다. 커패시터(8C)는 커패시터(1C)보다 8배 크다. 실시례에서, 커

패시터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단순히 더 큰 커패시터를 만들기 위해 다수의 커패시터를 사용함으로써 획득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개의 커패시터가 커패시터(2C)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며 8개의 커패시터가 커패시터(8C)를 만들기 위해 사용

된다.

커패시터는 쌍으로서 구현되며, 각 크기의 하나의 커패시터는 차동 버퍼 증폭기(260)의 반전 및 비-반전 출력의 각각에 스

위치할 수 있게 연결된다. 이 구성은, 차동 버퍼 증폭기(260)의 출력의 신호 전송에 관하여, 출력이 논리하이에서 논리로우

로 전송되든지, 아니면 논리로우에서 논리하이로 전송되든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용량성 부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각

각의 커패시터(1C,2C,4C,8C)를 연결하는 X1,X2,X4, 및 X8로 표현된 스위치는, 단순히 스위칭 트랜지스터로 구현될 수

있다.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스위치 저항이 여기에 연결되는 커패시터 크기에 반비례하여 변하게 하기 위하여 조절

된다. 저항기와 커패시터의 이 비율로, 각각의 커패시터/스위치 쌍에 관계하는 RC 시정수는 동일하다. 따라서, 커패시터가

차동 버퍼 증폭기(260)의 출력에 스위치될 때 도입된 지연의 변화는 단지 커패시터 (1C,2C,4C, 또는 8C)의 크기에 의존하

고 회로의 RC시정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스위치(X1,X2,X4, 및 X8)는 병렬로 다중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와이어링(wiring)

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2개의 트랜지스터가 스위치(X2)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8개의 트랜지스터가 스위치(X8)를 만드

는데 사용된다.

저항기(X1,X2,X4, 및 X8)와 커패시터(1C,2C,4C 및 8C)의 크기는, 모두 4개의 커패시터 쌍이 차동 버퍼 증폭기(260)에

스위치 될 때 미세지연(222)을 통하여 지연이 시스템 클록 주기의 1/16만큼 증가하도록 선택된다. 따라서, 단지 커패시터

(1C)가 스위치될 때, 지연은 시스템 클록 주기의 1/256만큼 증가해야 한다. 공지의 교정과 소프트웨어 보정기술이 사용된

다면, 저항과 커패시턴스 값의 계산은 정확할 필요가 없다.

스위치(X1,X2,X4, 및 X8)는 타이밍 데이터의 비트(0-3)에 의해 제어된다. 기술된 실시례에서, 이 비트는, 시스템 클록 주

기의 1/256의 증분에 미세지연(222)이 더해야 할 지연량을 표시한다. 적당한 크기의 커패시터로, 커패시터(1C)에 스위치

를 제어하는 비트0, 커패시터(2C)에 스위치를 제어하는 비트1, 커패시터(4C)에 스위치를 제어하는 비트2 및 커패시터

(8C)에 스위치를 제어하는 비트3을 가지는 것으로써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 2C는 전류제어회로(224)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전류제어회로(224)는 차동 버퍼 증폭기(260)의 스위칭속도와 차동-단

일단 컨버터(228)의 속도의 변화를 조정한다. 이들 회로의 속도는, 주위 온도의 변화나 미세 지연회로(222)가 구현된 집적

회로에서의 전력분산으로 야기된 온-칩 온도의 변화의 결과로 변한다. 전류제어회로(224)는, 미세 지연단(224)이 지연단

(212)(도2B)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다. 미세 지연단(224)은, 미세지연 조정을 하도록 의도되기 때문에, 지

연단(212)(도2B)과는 다른 지연 특성을 가질 것이다.

전류제어회로(224)는 제어신호(VC1)에 작동한다. 제어신호(VC1)는 지연라인(210)(도2A)을 통하여 전파(propagation)

지연에 기초하여 발생된다. 특별히, 이것은 의도된 값으로부터 지연의 편차에 기초한다. 따라서, 지연라인(210)과 미세지

연(222)을 포함하는 칩상의 회로가 의도된 값보다 다양한 지연을 가진다면, VC1은 차이에 비례하는 값을 가질 것이다. 따

라서, 칩상의 회로를 통하여 지연이 변할 때, VC1은 역시 변한다. 이 VC1이 지연단(212(1),,,,,, 212(16))에서 지연을 조

절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지연에서의 변화에 응답하는 VC1의 변화이다.

미세지연(222)을 통한 지연이 어떤 지연단(212(1)....212(16))을 통한 지연과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미세지연(222)에서

지연조절의 필요는 지연단 (212(1)...212(16))에서 요구된 조절량에 교정 프로세스를 통해 상관(correlate)될 수 있다. 따

라서, 제어신호(VC)는 미세지연(222)에서의 지연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제어신호를 결

정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전류제어(224)는 교정 레지스터(226)에 저장된 교정값에 기초한 제어신호(VC)로부터 적당

한 제어신호를 결정한다.

차동 버퍼 증폭기(260)와 차동-단일단 컨버터(228)는 공통 소스 구성에서 연결된 트랜지스터 차동 쌍을 이용하여 구현된

다. 결합된 전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차동 버퍼 증폭기(260)와 차동-단일단 컨버터(228)의 차동쌍의 소스, 스위칭 속도,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연은 통제될 수 있다. 전류제어(224)는 차동쌍의 공통 소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미세지연

(222)의 지연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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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 전류를 제공히기 위하여, 제어신호(VC1)는 일련의 스위치(264A... 264D)를 통하여 트랜지스터(262B...262E)의

게이트 단자로 인가된다. 스위치(264A ...264D)가 단락되면, 관계된 트랜지스터(262B...262E)를 통하여 드레인-소스 전

류는 제어신호(VC1)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각 변할 것이다. 트랜지스터(262A)는 개입된 스위치없이 VC1에 연결되고 항

상 VC1의 변화에 응답한다.

모든 트랜지스터(262A...262E)의 드레인은 함께 묶여지고 그리고 차동 버퍼 증폭기(260) 내에서 차동쌍의 공통 소스에

연결된다. 차동쌍을 통한 전체 전류 흐름은, 각각의 스위치(264A...264D)를 통하여 제어신호(VC1)에 연결된 트랜지스터

(262A...262E)의 하나를 통하는 전체 전류 흐름과 동일하다.

차동 버퍼 증폭기(260)의 차동쌍과 차동-단일단 컨버터(228)에 통하는 전류 흐름은 따라서 제어신호(VC1)에 비례하고,

그러나 비례상수는 어떤 또는 모든 스위치(26A...264D)를 선택적으로 단락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스위치는 교정 레지

스터(226)에서 값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교정 레지스터(226)이 값은 따라서 미세지연(222)의 지연에 대한 교정팩터의

이득을 제어한다. 따라서, 지연라인 (210)(도2A)과 미세지연(222)에서의 지연이 선형적으로 상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

일한 집적회로칩에서 만들어진 회로의 근접에 유효하고, 단일 제어 신호가 각각의 지연을 제어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회로 디자인에서 차이, 레이아웃 또는 다른 팩터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 지연라인(210)과 미세지연(222)에서 지

연을 조절하기 위해 동일한 제어신호를 사용함으로써 도입된 어떤 에러가, 교정 레지스터(226)에 대한 적당한 값이 결정

되는 교정 프로세스를 통하여 보정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트랜지스터(262B...262E)는 다른 전류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크기가 정해진다. 이득은 교정 레지스

터(226)에서 비트위치에 대응하여 가중치가 주어진 이진수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262C)는 트랜지스터

(262B)의 이득의 2배의 이득을 가진다. 262D는 262B의 4배의 이득을 가지며, 262E는 262B의 8배의 이득을 가진다. 이

러한 가중치의 순 영향은 교정레지스터(226)에서 값에 의해 제어신호(VC1)를 효율적으로 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정 레

지스터(226)의 값은 미세지연단(222)을 통해 요구된 지연을 제공하기 위한 교정 측정 프로세스를 통하여 선택된다.

트랜지스터(262A)는 항상 온으로 세트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오프셋을 차동증폭기(260)로의 제어 전류에 부가한다.

실시예에서, 트랜지스터(262A)는 트랜지스터(262B)의 약 3배인 전류이득을 가지도록 크기가 정해진다. 미세 지연단

(222)과 트랜지스터(262A)는 모든 스위치(264A...264D)가 개방되어, 미세 지연단(222)을 통한 지연이 미세지연(222)의

요구되는 지연보다 약간 더 느려지도록 설계된다. 구성요소의 보정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이 요구될

수 있다. 실시예에서, 트랜지스터(262B)는 트랜지스터(256)(도 2B)의 크기의 1/16인 이득을 가진다.

차동-단일단 증폭기(228)를 통한 지연이 VC1에 의해 역시 제어될 수 있다. VC1은 트랜지스터(256F)의 게이트에 연결되

고, 증폭기(228)를 통하는 전류를 통제할 수 있다.

도 2D에서 정렬 지연회로(234)가 상세하게 도시된다. 정렬지연(234)은 2개의동일한 유닛(270A 및 270B)을 가진다. 유닛

(270A 및 270B)은 테스터 동작의 연속하는 사이클을 위한 게이팅 신호를 발생한다. 라우터(router)회로(272)는 제어정보

를 유닛(270A 또는 270B)의 적당한 하나에 보내며, 각 테스터 사이클 동안 적당한 유닛으로부터 게이팅 신호를 얻는다.

따라서, 라우터회로(272)는 유닛 사이에서 각각의 테스터 사이클동안 교대하는 단순한 회로이다.

유닛(270A와 270B)이 동일하기 때문에, 단지 유닛(270A)의 상세한 설명이 도시된다. 유닛(270A)이 액티브 유닛인 각 사

이클을 위해, 그것은 요구되는 타이밍 에지를 나타내는 미세지연(222)(도2A)의 출력에 펄스 주위로 대강 중심화되는 게이

팅 신호를 출력한다. 실시예에서, 시스템 클록은 10 나노초의 주기를 가진다. 게이팅 신호는 약 5 나노초의 지속시간을 가

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단지 단일 클록 펄스가 타이밍 발생기(116)의 에지 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된다.

유닛(270A)은 플립플롭(274A...274K)의 체인으로 구성된다. 체인의 입력은 카운터(236)(도 2A)로부터 오고, 라우터회

로(272)를 통하여 보내진다. 카운터(236)가 시스템 클록 주기의 정수로 요구된 지연을 카운트하기 까지 유닛(270A)의 출

력은 없다.

각 플립플롭(274A...274K)의 각각은 지연단(212(1)...212(16))(도2A)의 출력에 의해 클록된다. 차동신호의 정확성이 정

렬지연(234)에서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출력은 차동-단일단 컨버터(238(1)...238(16))(도2A)에 의해 단일종단 신

호로 변환된다. 모든 지연단(212(1)...212(16))의 출력이 정렬 지연회로(234)로 보내질 필요는 없다. 아래에서 설명되듯

이, 단지 다른 모든 지연단(212(1)...212(16))의 출력이 정렬 지연(234)에 의해 사용된다. 따라서, 지연라인(210)의 16개

의 가능성있는 출력 중에, 단지 8개만이 정렬 지연(234)으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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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플롭(274A)에의 클록 입력은 지연단(212(n)) 중의 하나로부터의 신호에 연결되어 있다. 플립플롭(274B)에의 클록 입

력은 지연단(212(n+2))으로부터의 신호에 연결되어 있다. 단(212(16))로부터의 지연이 플립플롭 중의 하나에 할당

(assign)되기까지 각각의 다음 플립플롭에의 연결은 이러한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후 지연단(212(2))의 출력에 연결

되어, 그다음 플립플롭과 함께, 패턴은 랩어라운드(wrap around)한다. n의 값은, 지연라인(210)(도2A)의 시작으로부터

지연단(212(n))까지의 지연이 카운터(236)로부터 플립플롭(274A)까지의 전파지연과 대략 같은 정도로 선택된다.

각 지연단(212(1)...212(16))이 시스템 클록 주기의 1/16만큼 시스템 클록을 지연시키기 때문에(이 예에서는 0.625나노

초), 열(train)(274A...274K)에서 인접한 플립플롭을 클록하는 신호 사이의 시간차는 1.25나노초이다. 따라서, 단자 카운

트 신호가 카운터(236)에 의해 발생될 때, 1.25나노초의 연속적인 증분으로 증가하는 시간에 열(274A...274K)에서의 각

플립플롭의 출력은 하이가 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카운터(236)로부터의 단자 카운트 신호는 10나노초동안 하이를 유

지한다. 따라서, 필요한 지연을 도입하기 위해 카운터(236)가 카운트 했을 때, 1.25나노초 만큼씩 떨어져 있는 일련의 10

나노초 펄스가 플립플롭의 열(274A...274K)에 의해 발생한다. 이들 신호 중의 두개가 적당한 게이팅 신호를 형성하기 위

해 선택된다.

AND 게이트(276(0)...276(7))의 각각은 열(274A...274K)에서 플립플롭 중 두개의 출력을 조합한다. AND 게이트(276

(0)...276(7))의 각각에 의해 조합된 플립플롭은 4개의 플립플롭만큼 떨어져 있도록 선택된다. 따라서, AND 게이트(276

(0))에의 입력은 플립플롭(274A 및 274D)으로부터 유도된다. AND 게이트(276(1))에의 입력은 플립플롭(274B 및 274E)

으로부터 유도된다. 나머지 AND 게이트에의 입력도 이런 패턴으로 선택된다.

각각의 AND 게이트(276(0)...276(7))에의 입력이 4개 플립플롭만큼 떨어져 있으며 각 플립플롭에 의해 발생된 펄스 사이

의 지연이 1.25나노초이기 때문에, AND 게이트(276(0)...276(7))의 각각에 대한 두개의 입력 사이의 지연은 5나노초이

다. 각 입력 펄스는 10나노초의 폭을 가진다. 펄스 사이의 5나노초의 상대적인 지연을 가지고, 두 펄스의 오버랩은 대략 5

나노초이다. 따라서, 각 AND 게이트 (276(0)...276(7))의 출력은 5나노초 폭을 가지는 펄스이다. 각 펄스는 선행하는 펄스

에 대해 1.25나노초만큼 지연된다.

AND 게이트(276(0)...276(7)) 중의 하나의 출력은 5나노초의 폭을 가지는 펄스이며, 미세 지연(222)(도2A)의 출력에 요

구된 펄스에 대략 중심에 위치해 있다. 출력들 중의 어느것이 적당한 게이팅 신호인지는 어느 지연단(212(1) ...212(16))

이 멀티플렉서(220)에 의해 선택되는지에 의존하며, 그 이후에는, AND 게이트(276(0))의 출력이 적절한 신호이다. 만약

지연단(212(3) 또는 212(4))의 출력이 선택되면, 그러면 AND 게이트(276(1))의 출력이 적절한 신호이다. 지연단 (212(5)

또는 212(6))이 선택될 때 AND 게이트(276(7))의 출력이 적절한 게이팅 신호를 나타내면서, 매핑은 이러한 패턴으로 계

속된다.

이 패턴으로, 지연단(212(1)...212(16)) 중의 하나의 출력의 선택을 제어하는 타이밍 비트는 또한 AND 게이트(276(0)

...276(7)) 중의 어느것이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명령한다. 멀티플렉서(278)는 동일한 타이밍 비트에 기초하여 AND 게이

트(276(0)...276(7))의 적절한 출력을 선택한다. 그러나, 하나의 AND 게이트의 출력은 두 개의 지연단 중 어느하나에 대

한 적절한 게이팅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멀티플렉서(220)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더낮은 차수의 비트는

멀티플렉서(278)를 제어하는데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도 2D는 타이밍 비트(5-7)가 라우터회로(272)에 인가되며 그리

고 그후 멀티플렉서(278)에 인가되는 것을 나타낸다.

멀티플렉서(278)의 출력은 라우터회로(272)에 제공된다. 라우터회로(272)는 이 신호를 출력을 통해 보내며, 이것은 게이

팅 회로(230)에 대한 게이팅 신호로서 사용된다. 멀티플렉서(278)로부터의 신호의 하강 에지는 또한 요구된 에지가 발생

되었음을 표시한다. 따라서 유닛(270A)은 테스터 동작의 이 사이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강 에지를 인식할 때, 라

우터회로는 유닛(270B)을 액티브 유닛으로 바꾼다. 멀티플렉서(278)의 출력의 하강 에지는 또한 타이밍 발생기(116) 내

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타이밍 데이터 비트(0-7)는 하강 에지가 발생하기까지 상수로 유지

된다. 따라서, 하강 에지는 한 주기에서 그 다음으로 타이밍 비트(0-7)에 변화를 트리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두 개의 유닛(270A 및 270B)은 더 낮은 "리파이어(refire) 복구시간"을 허용하는데 사용된다. 리파이어 복구시간은 동일

한 타이밍 발생기(116)로부터 연속되는 에지들 사이에서 지정될 수 있는 최소시간차이를 표시한다. 100MHz 시스템 클록

을 가지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리파이어 복구시간은 10나노초보다 적거나 또는 시스템 클록 주기보다 적다. 낮은 리파이

어 복구시간은 테스트 신호 타이밍의 매우 유연성있는 프로그래밍을 허용하는데 중요하다. 만약 리파이어 복구시간이 시

스템 클록의 한 주기보다 길다면, 각 테스터 사이클동안 에지 발생기(116)가 파이어(fire) 할 수 없는 동안의 테스터 사이

클 길이에 대한 약간의 세팅이 있게 된다. 만약 테스터 사이클 길이가 그의 가장 작은 값으로 세트된다면, 여기에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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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 10나노초의 테스터 사이클의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리파이어 복구시간이 10나노초보다 길다면, 그것은, 에지 발

생기가 한 사이클에 에지를 발생시키면 그 다음 사이클에 에지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파이어 복구시간을

줄이는 것은 테스터의 유연성을 매우 향상시킨다.

도 2d의 실시예에 대해서, 유닛(270A)은 한 주기에 게이팅 신호를 발생시킨다. 유닛(270B)은 그 다음 주기에 게이팅 신호

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리파이어 복구시간은, 유닛(270A)이 게이팅 신호를 발생시키는 시간과 유닛(270B)이 게이팅 신

호를 발생시키는 시간 사이에 경과해야 하는 시간차에 의해 명령받는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유닛(270A 및 270B)에 의

해 발생하는 게이팅 신호는 각각 5나노초의 폭을 가지며 프로그램된 타이밍 에지에 중심에 위치해 있다.

게이팅 신호의 발생 사이의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리파이어 복구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연단(212(1)...212

(16))의 출력은 피드백 신호(VC)의 사용을 통해 통제된 지연이다. 그들은 온도나 또는 타이밍 발생기의 회로를 통해 지연

을 바꿀 수도 있는 다른 요소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정렬 지연(234)에는 그러한 지연 통제가 없다. 그 결과로

서, 미세 지연(222)과 정렬 지연(234)으로부터 나오는 신호들 사이의 상대적 시간차이는 약간 적은 정도로 변동한다. 그

이유 때문에, 각 게이팅 신호는, 여기에 숫자로 예를 든 것에 대해, 5나노초 폭으로 만들어진다.

이에 더하여, 미세 지연(222)의 출력이 타이밍 데이터의 변화 후에도 정상상태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이것은 최대 5나노초를 가진다. 따라서, 하나의 게이팅 신호의 끝과 그 다음 게이팅 신호의 시작이 적어도 이 세틀링 시

간에 의해 시간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들 숫자를 조합함으로써,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결과적인 리파이어 복구시간

은 최대 10나노초에 이른다.

미세 지연(222) 또는 지연단(212)을 통해 지연을 통제하는데 사용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어신호(VC) 또한 정렬 지

연(234)을 통해 지연을 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각 게이팅 펄스의 폭은, 가까운 간격을 가지는 플립플롭의 출력을

AND 게이트(276(0)...276(7))에서 서로 논리곱(AND) 함으로써, 도 2D에 도시된 것보다 더 작게 만들어질 수 있다.

도 3에서는, 복수의 채널(114)(도 1)에 대한 타이밍 발생기(116)의 단일 집적회로 칩의 구현을 도시하였다. 도 3은 칩 상

에서 회로의 배치를 도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집적회로 칩(300)의 부분을 나타내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칩(300)

은 표준 설계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된 CMOS 칩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칩(300)은 14.5mm 정방형의 다이(die) 크기

를 가진다.

116(도 2A)과 같은 복수의 보간기는 칩(300) 상에서 조립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4개 채널에 대한 보간기는 칩(300)

상에서 구현된다. 테스트 시스템은 그러한 많은 칩을 포함하며, 그 결과 수많은 채널이 테스트 시스템 내에 제공된다.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채널 당 8개의 보간기(116A...116H)가 있다. 도 2A의 전체 회로는 교정 레지스터(226)를 제외하고는

각 보간기에 대해 반복되며, 이것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채널에 대해 한번씩 반복된다.

제어회로(310)는 보간기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회로이며, 종래의 회로이다. 카운터(236) 및 정렬 지연(234)은 모두

이 제어회로(310)의 부분이다.

단일 채널에 대한 보간기(116A...116H)는 가드 링(guard ring)(318) 내에 둘러싸여 있다. 가드 링(318)은 한 채널의 보간

기로부터의 신호가 다른 채널의 보간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이것은 채널 간의 크로스 토크를 감소시킨다. 각

보간기는 가드 링(316A...316H)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들 가드 링은 채널 안의 크로스 토크를 감소시킨다. 가드 링의

조립은 도 4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가드 링(318 및 316A...316H)은 또한 디지털 제어회로(310)에 의해

발생된 방해가 보간기(116A...116H)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한다.

각 보간기(116A...116H)는 이들에 연관된 각각의 커패시터(252A... 252H)를 가진다. 한 채널 내에 모든 보간기가 단일

커패시터, 지연라인 (210), 위상 검출기(214), 및 제어회로(216)를 공유할 때에 더 큰 크로스 토크가 일어남을 발견하였

다. 따라서, 각 채널에 대해 분리된 커패시터, 지연라인, 및 연관된 제어회로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줄어든 크로스 토크

를 가져온다.

또한 도 3은, 분리된 그라운드, 격리, 및 전력 연결이 각 채널에 대해 사용되는 것을 도시한다. 격리 입/출력 패드(312)는

가드 링(318 또는 316A...316H)에 연결되어 있다. 더나아가, 그라운드, 격리, 및 전력 라인은 칩(300)의 입/출력 패드에

캘빈(Kelvin) 연결되어 있다. 특히, 그라운드 및 전력 연결은 개별적인 트레이스(trace)를 통해 입/출력 패드(312,312, 및

314)에 보내진다. 분리된 트레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들 트레이스를 통해 연결된 회로 사이에 크로스 결합을 감소시킨다.

두 회로가 전력 또는 그라운드와 같은 전류 흐름이 통하는 공통라인을 공유하는 곳에, 공통라인을 따르는 전류 흐름은 라

인을 가로질러 전압강하를 만든다. 한 회로로부터 전류 흐름이 변하는 것에 의해 발생되는 전압강하의 변화는 공통라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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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이즈로서 다른 회로에도 나타난다. 이 노이즈는 크로스 결합을 나타낸다. 격리 라인이 많은 양의 전류를 싣지 않으므

로, 이들이 캘빈 연결될 필요는 없게된다. 그러나, 몇몇 실시예에서, 입/출력 패드의 격리 라인에 캘빈 연결에 의해 크로스

토크는 더 감소될 수 있다.

격리 라인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격리 라인을 사용하는 것은 크로스 결합을 더 감소시킨다.

도 3은 채널 1에 보간기에 대한 모든 전력 라인이 입/출력 패드(314)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채널 1에 보간기에 대

한 모든 그라운드 라인은 입/출력 패드(313)에 연결되어 있다. 채널 1에 보간기에 대한 모든 격리 라인은 입/출력 패드

(312)에 연결되어 있다. 칩(300) 상의 다른 채널 각각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연결이 다른 패드로 되어 있다.

도 4에, 그라운드 밴드의 구현의 상세한 설명이 도시되어 있다. 칩(300)은 p-형 기판을 가진 것으로 도시되었다. 다양한

영역들이 도시되었는데, 여기에서 실제적인 회로가 표준 설계 기술에 따라 만들어졌다. 도 4에서, 영역(412A)은 보간기

(116A)를 수용한다. 영역(412B)은 보간기(116B)를 수용한다. 다른 영역(도시생략)은 다른 회로를 수용한다.

가드 링(318, 316A 및 316B)은 적절한 회로 영역 주위에 p+형 트로프(trough) 도핑된다. 트로프는 도 3에 도시된 것처럼

회로소자를 감싼다. 그 후 이들 도핑된 영역은 칩(300)의 표면을 가로지르는 금속 트레이스(412)를 사용하여 입/출력 패드

(312)에 연결된다.

도 4는 칩(300)에 있는 더 나은 개선점을 보여준다. 영역(410)에서, 전력, 그라운드, 및 격리를 위한 금속 트레이스는 그들

의 패드로 보내진다. 영역(410)은 칩(300)의 주위에 나란히 있다. 라우팅 영역(410) 아래에 칩(300)의 기판 내에서 추가의

가드 층이 사용된다. n-형 영역(414)은 기판내에 도핑된다. n+ 영역(416)은 영역(414)내에서 형성된다. n+ 영역(416)은

그라운드 패드(312)에 이어져 있다. 이런 방법으로, 영역(414)은 크로스 토크를 초래할 수도 있는 노이즈에 대해 추가의

장벽으로서 동작한다. 영역(414)의 주된 목적은, 금속 트레이스(412)를 제어회로(310)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디지털 노이즈로부터 격리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가드 층(410)은 모든 루팅 영역 아래로 상당히 확장된다.

316,318, 또는 414와 같은 가드 영역을 사용함으로써, 보간기에서 크로스 토크에 기인하는 타이밍 에러는 크게 감소된다.

크로스 토크를 감소시키는 것은 다중 채널이 단일 칩 상에 놓여질 수 있도록 한다. 단일 칩 상에서 채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진다. 이것은 테스트 시스템의 전체 크기 및 비용을 매우 감소시킨다. 테스트 시스템의 대부분의 비용

은 채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회로에 있다. 더 많은 채널을 한 칩 상에 주입함으로써, 회로의 양은 감소한다. 더 작은 트레

이스가 프린트된 회로 보드에 필요한데, 그 결과는, 더 적고 더 소형인 프린트된 회로 보드이다.

하나의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수많은 선택적인 실시예 또는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몇몇의 기술들이 고

채널밀도를 가진 테스트의 크로스 토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시되었다. 이 모든 기술들은 동시에 사용될 필요는 없다. 이

기술들은 상당한 이점을 얻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회로소자가 트랜지스터 레벨까지 내려가 있다. 당업자는 다른 트랜지스터 레이아웃도 공개된 상세

한 설명되 동일함을 알 것이다.

또한, 4개의 테스터 채널이 각 CMOS 상에 조립되는 것이 설명되었다. 바람직하게는 한 칩당 두개의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단일 칩 상에는 어떤 수의 채널이라도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4개 또는 그 이상 개수의 채널이 더 바람직하다.

게다가, 칩은 CMOS일 필요는 없다. CMOS는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구현이 된다. 그러나, 다른 반도체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다. 다른 응용에는 다른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GaAs 회로는 시스템 클록 속도가 400MHz 또는

그 이상에서 동작하는 고속 테스트 시스템에 적합하다.

또다른 가능성 있는 변화들은 각 타이밍 발생기를 위한 보간기의 개수이다. 8개의 에지가 각 타이밍 발생기에 대해 설명되

었다. 더 적은 에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동 테스트 장치는 타이밍 발생기당 3개의 타이밍 에지만큼 적게

가지고 만들어진다. 8개 타이밍 에지보다 많은 것도 가능하다. 더많은 타이밍 에지는 자동 테스트 장치를 프로그래밍 하는

데 더큰 유연성을 가져다준다.

또다른 변화의 예로서, 도 2b는, 제어신호가 커패시터(252)를 가로지르는 전압에 기초하여 발생됨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필터 커패시터로서 행동한다. 따라서, 필터된 출력신호가 커패시터(252)를 가로지르는 전압에 취해지기 때문에, 도 2b의

개선점은 제어신호를 전력 트페이스 상의 노이즈에 덜 영향받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커패시터는 그라운드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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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필터된 출력신호는 커패시터의 한 터미널에 전압레벨에 취해진다. 커패시터(252)가 VDD대신 그라운드에 이어져있

는 하나의 터미널을 가진다면, 본 발명의 이점은 커패시터(252)를 가로지르는 전압으로부터의 신호를 유도하는 회로설계

로서 얻어진다.

또한, 가드 링이 p+형 불순물을 기판낸로 도핑함으로써 형성된다고 설명되었다. 가드 링을 형성하는 다른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가드 링은 바람직하게는 전도성이어야 하며, 역 바이어스된 반도체 접점에 의해 칩 상에서 회로로부터 격리되어

야 한다. 예를 들면, 만약 n-형 기판이 사용된다면, 가드 링을 형성하기 위해 n+형 불순물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단지 첨부된 청구항의 정신과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에 있어서:

a) 클록 주기를 가지는 클록;

b) 복수의 채널(114)을 형성하는 전자회로; 및

c) 복수의 집적회로 칩(300); 을 포함하며,

각 채널(114)은, 상기 클록에 의해 클로킹되며 출력을 구비한 적어도 하나의 카운터(236) 및 상기 클록 주기보다 더 작은

분해능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고 상기 카운터(236)의 출력 후의 시간에 에지 신호를 발생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지연소자

(116A-116H)를 가지는 타이밍 발생기(116)를 포함하고,

다수의 채널(114)에 대한 상기 전자회로가 각각의 집적회로 칩(300)상에 구현됨으로써, 복수의 채널(114)에 대한 상기 전

자회로가 상기 복수의 집적회로 칩(300)상에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집적회로 칩의 각각은 각 집적회로 칩 상에서 구현된 상기 채널을 위한 전자회로 사이의 크로스

토크를 억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각 집적회로 칩은 복수의 입/출력 패드를 포함하고, 상기 크로스 토크를 억제하는 수단은 집적회로 칩

상에 형성된 복수의 제 1 링을 포함하고, 각각의 제 1 링은 하나의 채널에 대한 지연소자를 둘러싸고 입/출력 패드에 연결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채널의 각각에 대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카운터가 상기 제 1 링의 외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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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채널의 각각에 대한 제 1 링은 개별적인 입/출력 패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카운터는 복수의 카운터로 구성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지연소자는 복수의 지연

소자로 구성되고, 상기 크로스 토크를 억제하는 수단은 집적회로 칩 상에 형성된 복수의 제 2 링을 포함하고, 각각의 링은

채널에 대한 복수의 지연소자중 개별적인 것들을 둘러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카운터는 복수의 카운터로 구성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지연소자는 복수의 지연

소자로 구성되고, 각각의 지연소자는 복수의 지연단, 위상 검출기, 및 상기 위상 검출기에 결합된 충전펌프를 가지는 지연

동기루프, 및 두 개의 단자를 가지며 제 1 단자가 상기 충전펌프에 결합되어 있는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각각의 커패시터의 제 2 단자는 집적회로 칩 상의 전력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각각의 커패시터에 대해, 게이트 단자 및 적어도 두 개의 다른 단자를 갖는 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게이트 단자는 상기 커패시터의 제 1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 제 2 단자는 상기 커패시터의 상기 제 2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각 트랜지스터의 제 3 단자는 전류 미러 트랜지스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미러 트랜지스터의 출력이, 지연동기루프에서의 각 지연단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제어신호

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미러 트랜지스터의 출력이, 각 지연단에 대한 두 개의 제어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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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각 지연단은 제어입력을 가지며,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에 비례하는 전류신호를 발생하는 수단, 및 각 지

연단의 제어입력에 연결되어 있고 상기 전류신호에 응답하여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지연소자는 전력 및 그라운드 접속을 가지며, 상기 집적회로 칩은 복수의 입/출력 패드를 가지

며, 복수의 입/출력 패드의 일부는 전력 입/출력 패드이고 일부는 그라운드 입/출력 패드 및 트레이스이고, 개별적인 상기

트레이스가 각 지연소자의 전력 접속 및 전력 입/출력 패드 사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각 집적회로 칩은 각 지연소자의 그라운드 접속 및 그라운드 입/출력 패드 사이에 개별적인 상기 트레

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회로 칩에 복수의 전도성 링을 더 포함하고, 각 전도성 링은 적어도 하나의 지연소자를 둘러

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각 집적회로 칩은 각 전도성 링 및 입/출력 패드 사이에 뻗어있는 트레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소자 및 입/출력 패드 사이의 복수의 트레이스는 라우팅 영역 및 상기 라우팅 영역 아래의 반

도체 칩 기판에 있는 가드 층을 통과하고, 상기 가드 층은 입/출력 패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각 집적회로 칩 상의 채널의 수는 2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각 칩 상의 채널의 수가 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21.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자동 테스트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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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클록;

b) 복수의 지연단(212)으로 구성된 지연라인(210)으로서, 각 지연단(212)은 입력 및 출력 및 제어입력을 가지며 제1 지연

단(212(0))의 입력은 클록에 결합되어 있고 다른 모든 지연단의 입력은 지연라인에서의 선행하는 단의 출력에 결합되어

있는 지연라인(210);을 포함하고, 상기 자동 테스트 장치는:

c) 상기 지연라인(210)에서의 지연단의 출력에 결합된 제1 입력을 가지며 상기 지연라인(210)의 선행 지연단의 출력에 결

합된 제2 입력을 갖는 위상 검출기(214); 및

d) 상기 위상 검출기(214)의 출력에 결합된 입력을 가지며 상기 지연라인(210)에서 각 지연단의 제어입력에 연결된 출력

을 갖는 제어회로(21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행 지연단은 적어도 제 2 지연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테스트 장치는 복수의 채널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각각의 채널회로는 하나의 테스트 신호를

발생하고 그리고 하나의 타이밍 에지 신호를 발생시키는 복수의 타이밍 발생기를 가지며, 상기 지연라인, 위상 검출기, 및

제어회로는 하나의 타이밍 발생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지연라인과 같이, 위상 검출기 및 제어회로는 각 채널회로에

대한 각 타이밍 발생기에 대해 포함되어 있고, 상기 회로는 집적회로 칩 상에서 구현되고 각각의 집적회로 칩은 적어도 4

개의 채널에 대한 채널회로를 수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24.

반도체 디바이스를 테스트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자동 테스트 장치는:

a) 클록;

b) 복수의 지연단(212)으로 구성된 지연라인(210)으로서, 각 지연단(212)은 입력 및 출력 및 제어입력을 가지며, 제1 지

연단(212(0))의 입력은 클록에 결합되어 있고 다른 모든 지연단의 입력은 지연라인에서의 선행하는 단의 출력에 결합되어

있는 지연라인(210);

c) 상기 지연라인(210)에서의 지연단의 출력에 결합된 제1 입력을 가지며 상기 지연라인(210)의 선행 지연단의 입력에 결

합된 제2 입력을 갖는 위상 검출기(214);

d) 상기 위상 검출기(214)의 출력에 결합된 입력을 가지며 상기 지연라인(210)에서 각 지연단의 제어입력에 연결된 출력

을 갖는 제어회로(216);를 포함하고,

상기 자동 테스트 장치는:

e) 지연단(212)중의 하나로부터의 신호에 선택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미세 지연단(222)으로서, 상기 미세 지연단을 통해

지연이 프로그래밍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비트 디지털 입력 및 미세 지연단에서 지연을 조정하는 제어입력을 갖는, 상기

미세 지연단(222); 및

f) 상기 제어회로(216)의 출력으로부터의 미세 지연단 제어신호를 유도하기 위해, 상기 제어회로(216)의 출력에 결합된

회로(22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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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지연단 제어신호를 유도하는 회로는 교정값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회로의 출력을 스케일링하

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의 출력을 스케일링하는 수단은 복수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미

세 지연단의 제어입력에 연결된 단자 및 상기 제어회로의 출력에 연결된 게이트 단자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트랜지스터의 각각의 게이트 단자는 스위치를 통해 상기 제어회로의 출력에 연결되고, 상

기 자동 테스트 장치는 복수의 출력라인을 갖는 교정 레지스터를 더 포함하고, 각 출력라인은 상기 스위치중의 하나를 작

동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트랜지스터의 서로 다른 것들은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29.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지연단은 복수의 용량성 부하가 스위칭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는 출력을 갖는 증폭기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용량성 부하는 소정의 커패시턴스를 가지고 있고 소정의 저항값을 갖는 개별적인 스위치

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각 스위치의 크기는 용량성 부하의 커패시턴스와 각 개별 스위치의 저항값의 곱이 동일한 소정

값을 가지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기는 차동 증폭기로 구성되고, 출력은 두 개의 차동 라인을 포함하고, 용량성 부하는 상기 두

개의 차동 라인의 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테스트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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