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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여유 있는 셋업 앤드 홀드 타임 마진을 가지는 병렬-직렬송신 회로

요약

여유 있는 셋업 앤드 홀드 타임 마진을 가지는 병렬-직렬 송신 회로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병렬-직렬 송신 회

로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 래치 회로, 직렬 컨버터 회로 및 위상 동기 루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는 제 1 클럭 신호 및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지연시켜 지연 데이터 신호로서 출력한다. 래치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 데이터 신호를 래

치하여 출력한다. 직렬 컨버터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 회로의 출력을 수신하고 직렬화 하

여 출력한다. 위상 동기 루프는 외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기준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본 발명에 따른 병렬-직

렬 송신 회로는 데이터 신호와 함께 입력되는 제 1 클럭 신호를 위상 동기 루프의 입력 클럭으로 사용하지 않고 발진

기에서 발생되는 지터(jitter)가 적은 신호를 입력 클럭으로 이용하므로 잡음이 없는 기준 클럭 신호를 발생할 수 있어

병렬-직렬 송신 회로의 동작특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위상 동기 루프에서 출력되는 기준 클럭 신호와 데이

터 신호를 동기시켜 데이터 신호의 래치 동작 시에 셋업 앤드 홀드(set up and hold) 타임 마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일반적인 병렬-직렬 송신 회로(Serializer - deserializer circuit)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병렬-직렬 송신 회로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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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의 제 1 클럭 신호와 데이터 신호를 나타내는 타이밍도 이다.

도 4는 도 2의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5는 도 4의 제 1 지연 회로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6은 도 4의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7은 도 2의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속 데이터 통신에 필수 회로인 병렬-직렬 송신 회로 (Serializer-deserializer circuit)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여유 있는 셋업 앤드 홀드 타임 마진을 가지는 병렬-직렬 송신 회로에 관한 것이다.

고속 데이터 통신에 필수 회로인 병렬-직렬 송신 회로는 병렬 데이터를 수신하여 직렬 데이터로 변환한 후 고속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직렬 데이터를 수신하여 병렬 데이터로 변환한 후 고속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병렬-직렬 송신 회로는 입력되는 데이터 신호에 동기 되어 함께 입력되는 클럭 신호를 위상 동기 루프의 

기준 클럭으로서 사용한다. 즉, 위상 동기 루프로 입력되는 위상 동기 루프의 기준 클럭을 병렬-직렬 송신 회로로 데

이터 신호와 함께 입력되는 클럭 신호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도 1은 일반적인 병렬-직렬 송신 회로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병렬-직렬 송신 회로(10)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20), 래치 회로(30), 직렬 컨버터 회로(40) 및 위

상 동기 루프(50)를 구비한다.

위상 동기 루프(50)는 데이터 신호(TXD)가 동기 되는 클럭 신호(TBC)를 수신하여 동작된다. 위상 동기 루프(50)에

서 출력되는 기준 클럭 신호(TBCREF)는 데이터 신호(TXD)가 동기 되는 클럭 신호(TBC)와 동일 주파수로 발생되어

래치 회로(30)로 인가된다.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20)는 기준 클럭 신호(TBCREF)에 응답하여 데이터 신호(TXD)를 수신하고, 데이터 신호(TX

D)의 스큐를 조정하여 래치 회로(30)로 인가한다. 래치 회로(30)는 기준 클럭 신호(TBCREF)에 동기 되어 데이터 스

큐 제어 회로(20)에서 출력된 출력 신호(DTXD)를 수신하여 래치한다. 직렬 컨버터 회로(40) 는 기준 클럭 신호(TBC

REF)에 응답하여 래치 회로(30)의 출력 신호 (LDTXD)를 직렬화 하여 출력한다.

그런데, 병렬-직렬 송신 회로(10)로 입력되는 데이터 신호(TXD)에 동기 되어 함께 입력되는 클럭 신호(TBC)는 발진

기에서 발생되는 깨끗한 신호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100ps 이상의 열악한 피크 투 피크(peak-to peak) 지터(jitter)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클럭 신호(TBC)를 수신하여 동작되는 위상 동기 루프도 나쁜 지터 특성을 가지게 된다

.

수 Gbps 이상의 전송률을 가지는 고속 데이터 통신 환경 하에서는 통신 시스템 내에 사용된 위상 동기 루프의 출력의

지터 특성에 의하여 통신 시스템 전체의 특성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위상 동기 루프의 출력의 깨끗한 지터 특성을 개

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위상 동기 루프의 입력 신호로서 데이터 신호에 동기되어 입력되는 클럭 신

호를 사용하지 않고, 발진기로부터 발생되는 클럭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송신 특성이 개선된 병렬-직렬 송신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병렬-직렬 송신 회로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 래

치 회로, 직렬 컨버터 회로 및 위상 동기 루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는 제 1 클럭 신호 및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지연시켜 지연 데이터 신호로서 출력한다.

래치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 데이터 신호를 래치하여 출력한다. 직렬 컨버터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 회로의 출력을 수신하고 직렬화 하여 출력한다.

위상 동기 루프는 외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기준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는 제 1 지연 회로, 제 2 지연 회로 및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를 구비

한다.

제 1 지연 회로는 m(m은 자연수) 비트의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지연시킨 제 2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제 2 지연 회로는 상기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지연시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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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연 데이터 신호를 발생한다.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제 2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일치될 때까지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변화시키며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위

상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동일하면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고정시킨다.

상기 제 1 지연 회로는 직렬 연결되는 복수개의 버퍼들을 구비하는 지연 버 퍼부로서, 상기 제 1 클럭 신호가 첫 단의 

버퍼로 수신되는 상기 지연 버퍼부, 상기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버퍼들의 각각의 출력들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상기 제 2 클럭 신호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를 구비한다.

상기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클럭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 1 플

립 플랍,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플립 플랍의 출력을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 2 플립 플랍, 상기 제 

1 플립 플랍의 출력 및 상기 제 2 플립 플랍의 출력을 배타적 논리합 하는 배타적 논리합 수단 및 상기 배타적 논리합 

수단의 출력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업다운 카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2 지연 회로는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동일한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1 클럭 신호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와 주기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래치 회로는 상기 데이터 신호의 속도가 제 1 속도일 경우에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하강 에지에서 상기 데이

터 신호를 래치하며 상기 데이터 신호의 속도가 제 2 속도일 경우에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두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의 하강 에지에서 상기 데이터 신호를 래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위상 동기 루프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두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 상기 외부 클럭 신호는 발진기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는 제 1 지연 회로, 제 2 지연

회로 및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1 지연 회로는 m(m은 자연수) 비트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제 1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지연시킨 제 2 클럭 신

호를 발생한다. 제 2 지연 회로는 상기 m 비트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지연시킨 지연 데

이터 신호를 발생한다.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제 2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일치될 때까지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변화시키며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위

상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동일하면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고정시킨다.

상기 제 1 지연 회로는 직렬 연결되는 복수개의 버퍼들을 구비하는 지연 버퍼부로서, 상기 제 1 클럭 신호가 첫 단의 

버퍼로 수신되는 상기 지연 버퍼부, 상기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버퍼들의 각각의 출력들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상기 제 2 클럭 신호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클럭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 1 플

립 플랍,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플립 플랍의 출력을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 2 플립 플랍, 상기 제 

1 플립 플랍의 출력 및 상기 제 2 플립 플랍의 출력을 배타적 논리합 하는 배타적 논 리합 수단 및 상기 배타적 논리합

수단의 출력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업다운 카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2 지연 회로는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동일한 회로이며, 또한 상기 제 1 클럭 신호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와 

주기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준 클럭 신호는 소정의 발진기로부터 발생되는 외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되는 위상 동기 루프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이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

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병렬-직렬 송신 회로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3은 도 2의 제 1 클럭 신호와 데이터 신호를 나타내는 타이밍도 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병렬-직렬 송신 회로(100)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110), 

래치 회로(120), 직렬 컨버터 회로(130) 및 위상 동기 루프(140)를 구비한다.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110)는 제 1 클럭 신호(TBC) 및 데이터 신호(TXD)를 수신하고,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여 데이터 신호(TXD)를 지연시킨 지연 데이터 신호(DTXD)를 출력한다.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110)의 상세

한 구성 및 동작은 후술하는 도 4에서 설명된다.

래치 회로(120)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여 지연 데이터 신호(DTXD)를 래치하여 출력한다. 직렬 컨버터 

회로(130)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여 래치 회로(120)의 출력 신호(LDTXD)를 수신하고 직렬화 하여 직

렬 데이터(TXP, TXN)로서 출력한다.

좀더 설명하면, 데이터 신호(TXD)의 속도가 제 1 속도일 경우, 래치 회로(120)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하강 에

지에서 데이터 신호(TXD)를 래치하며 데이터 신호(TXD)의 속도가 제 2 속도일 경우, 래치 회로(120)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두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의 하강 에지에서 데이터 신호(TXD)를 래치한다.

위상 동기 루프(140)는 외부 클럭 신호(EXREFCK)에 응답하여 기준 클럭 신호(REFCK)를 발생한다. 여기서 제 1 클

럭 신호(TBC)의 주기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주기와 동일하다.

또한 위상 동기 루프(140)는 기준 클럭 신호(REFCK) 및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두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

호를 발생한다. 외부 클럭 신호(EXREFCK)는 발진기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이다.



등록특허  10-0459709

- 4 -

이하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병렬-직렬 송신 회로의 동작이 상세히 설명된다.

종래의 병렬-직렬 송신 회로(10)에서는 데이터 신호(TXD)와 함께 병렬-직렬 송신 회로(10)로 입력되는 제 1 클럭 

신호(TBC)를 수신하여 위상 동기 루프(50)가 동작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위상 동기 루프(140)는 외부 클럭 신

호(EXREFCK)를 수신하여 동작된다.

제 1 클럭 신호(TBC)는 병렬-직렬 송신 회로(100)로 입력되는 병렬의 데이터 신호(TXD)가 동기 되는 클럭 신호이

다. 외부 클럭 신호(EXREFCK)는 발진기 (미도시)에서 발생되는 신호로서 일반적으로 지터(jitter)가 작고 깨끗한 신

호이다. 따라서 위상 동기 루프(140)도 지터가 작고 깨끗한 기준 클럭 신호(REFCK)를 발생한다.

위상 동기 루프(140)는 다양한 위상을 가지는 신호들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특히 본 발명에서 고려되는 클럭 신호는 

제 1 클럭 신호(TBC)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와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2배의 주파수

를 가지는 클럭 신호이다.

데이터 신호(TXD)는 병렬 데이터이며, 위상 동기 루프(140)에서 발생되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여 래치

회로(120)에서 래치 된다. 따라서 데이터 신호(TXD)가 동기 되어 함께 병렬-직렬 송신 회로(100)로 입력되는 제 1 

클럭 신호(TBC)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와 주파수 및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의 위상 관계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면 데이터 신호(TXD)가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의하여 셋업 타임(set-up time)이나 홀드 타임(hold ti

me)의 에러 없이 래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 3을 보면 좀더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즉, 도 3의 (ⅰ)은 데이터 신호(TXD)의 속도가 해프 레이트(half rate)

인 경우이고, 도 3의 (ⅱ)는 데이터 신호(TXD)의 속도가 풀 레이트(full rate)인 경우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데이터 신호(TXD)의 속도가 해프 레이트(half rate)인 경우, 제 1 클럭 신호(TBC)의 하강 에지에서

데이터 신호(TXD)를 래치 하는 것이 셋업 타임(set-up time)이나 홀드 타임(hold time)의 에러 없이 래치 하는 방법

이다.

또한 데이터 신호(TXD)의 속도가 풀 레이트(half rate)인 경우, 제 1 클럭 신호(TBC)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TBC_2)의 하강 에지에서 데이터 신호(TXD)를 래치 하는 것이 셋업 타임(set-up time)이나 홀드 타임(hold tim

e)의 에러 없이 래치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준 클럭 신호(REFCK)와 제 1 클럭 신호(TBC)의 주파수 및 위상 관계를 일치시킨다면 래치 회로(120)는 

데이터 신호(TXD)를 셋업 타임(set-up time)이나 홀드 타임(hold time)의 에러 없이 래치 할 수 있다.

도 4는 도 2의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110)는 제 1 지연 회로(310), 제 2 지연 회로(330) 및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를 구비한다.

제 1 지연 회로(310)는 m(m은 자연수) 비트의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응답하여 제 1 클럭 신호(TBC)를 수신하고 지

연시킨 제 2 클럭 신호(DTBC)를 발생한다. 제 2 지연 회로(330)는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응답하여 데이터 신호(TX

D)를 수신하고 지연시킨 지연 데이터 신호(DTXD)를 발생한다.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기준 클럭 신호(REFCK) 및 제 2 클럭 신호(DTBC)를 수신하고, 기준 클럭 신호(R

EFCK)의 위상과 제 2 클럭 신호(DTBC)의 위상이 일치될 때까지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을 변화시킨다. 그

리고,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위상과 제 2 클럭 신호(DTBC)의 위상이 동일하면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을 고정시킨다.

도 4를 참조하여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의 동작이 상세히 설명된다.

제 1 지연 회로(310)는 제 1 클럭 신호(TBC)를 수신하여 지연시켜 제 2 클럭 신호(DTBC)를 발생한다. 지연 량은 선

택 코드 신호(SEL)에 의하여 정해진다.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제 2 클럭 신호(DTBC)를 수신하여 제 2 클

럭 신호(DTBC)의 위상과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위상을 비교한다.

그리고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제 2 클럭 신호(DTBC)와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위상 차에 응답하여 m

비트의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제 2 클럭 신호(DTBC)의 위상이 기준 클럭 신호(R

EFCK)의 위상보다 앞서면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제 2 클럭 신호(DTBC)의 위상이 기준 클럭 신호(REFCK) 의 위상보다 뒤지면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 2 클럭 신호(DTBC)와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위상이 일치할 때까지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위상과 제 2 클럭 신

호(DTBC)의 위상이 동일하면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 을 고정시킨다.

그러면, 고정된 논리 값을 가지는 선택 코드 신호(SEL)는 제 1 지연 회로(310)로 인가되고, 제 1 지연 회로(310)는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응답하여 제 1 클럭 신호(TBC)의 지연 양을 결정한다.

데이터 신호(TXD)도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응답하여 제 1 클럭 신호(TBC)가 지연되는 만큼 동일하게 지연되어 지

연 데이터 신호(DTXD)로서 발생된다. 따라서 제 1 클럭 신호(TBC)의 위상과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위상이 일

치되면 래치 회로(120)가 데이터 신호(TXD)를 래치 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결정될 수 있다.

도 5는 도 4의 제 1 지연 회로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6은 도 4의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제 1 지연 회로(310)는 직렬 연결되는 복수개의 버퍼들(411, 412, 413, 414, 415)을 구비하는 지연

버퍼부(410)와 선택 회로 (420)를 구비한다. 지연 버퍼부(410)는 제 1 클럭 신호(TBC)가 첫 단의 버퍼 (411)로 수신

된다. 선택 회로(420)는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응답하여 버퍼들(411, 412, 413, 414)의 각각의 출력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 2 클럭 신호(DTBC)로서 출력한다.

도 4의 제 2 지연 회로(330)는 상기 제 1 지연 회로(310)와 동일한 회로구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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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여 제 1 지연 회로의 동작이 상세히 설명된다.

제 1 클럭 신호(TBC)는 지연 버퍼부(410)의 첫 번째 버퍼(411)로 입력된다. 지연 버퍼부(410)는 복수개의 직렬 연결

되는 버퍼들(411, 412, 413, 414, 415)을 구비한다. 제 1 클럭 신호(TBC)는 버퍼들(411, 412, 413, 414, 415)을 통

과할 때마다 일정한 시간씩 지연된다. 지연되는 시간은 버퍼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택 회로(420)는 각각의 버퍼(411, 412, 413, 414, 415)의 출력을 수신하고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응답하여 버퍼

의 출력들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 2 클럭 신호(DTBC)로서 출력한다.

예를 들어, 선택 코드 신호(SEL)가 3 비트의 신호이고 선택 코드 신호(SEL)가 '100' 일 경우, 버퍼(412)의 출력이 선

택된다면 선택 회로(420)는 버퍼(412)의 출력을 제 2 클럭 신호(DTBC)로서 출력한다. 선택 코드 신호(SEL)가 '101'

일 경우에는 버퍼(413)의 출력이 선택되고 선택 회로(420)는 버퍼(413)의 출력을 제 2 클럭 신호(DTBC)로서 출력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선택 회로(420)는 멀티플렉서일 수 있다.

도 4의 제 2 지연 회로(330)는 제 1 지연 회로(310)와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가진다. 따라서 입력되는 데이터 신호(TX

D)는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에 응답하여 지연 양이 결정되어 지연 데이터 신호(DTXD)로서 발생된다. 이 때,

선택 코드 신호(SEL)는 제 l 지연 회로(310)와 제 2 지연 회로(330)에 동시에 인가되므로 데이터 신호(TXD)가 지연

되는 양은 제 1 클럭 신호(TBC)가 지연되는 양과 동일하다.

따라서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위상이 제 2 클럭 신호(DTBC)의 위상과 일치되면, 래치 회로(120)가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여 지연 데이터 신호(DTXD)를 셋업 시간이나 홀드 시간의 에러 없이 래치 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제 1 플립 플랍(510), 제 2 플립 플랍(520), 배타적 논리합 수단(

530) 및 업다운 카운터(540)를 구비한다.

제 1 플립 플랍(510)은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여 제 2 클럭 신호(DTBC)를 수신하여 출력한다. 제 2 플립 

플랍(520)은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여 제 1 플립 플랍(510)의 출력을 수신하여 출력한다. 배타적 논리합 

수단(530)은 제 1 플립 플랍(510)의 출력 및 제 2 플립 플랍(520)의 출력을 배타적 논리합 한다. 업다운 카운터(540)

는 배타적 논리합 수단(530)의 출력에 응답하여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도 6을 참조하여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의 동작이 상세히 설명된다.

먼저,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는 제 1 및 제 2 플립 플랍(510, 520)에 의하여 제 2 클럭 신호(DTBC)의 논

리 값을 판단한 후, 업 다운 카운터(540)의 카운팅 값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다음 클럭에 

의하여 지연된 제 2 클럭 신호(DTBC)의 논리 값을 판단하여 먼저 판단된 논리 값과 같은 값이면 업 다운 카운터(540

)의 카운팅 값을 증가시키고 다른 값이면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 동작이 반복되면, 기준 클럭 신호(REFCK)와 제 2 클럭 신호(DTBC)의 위상이 일치 될 경우 업 다운 카운

터(540)는 일정한 카운팅 값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게 되며, 일정한 카운팅 값이 선택 코드 신호(SEL)로서

정해져서 출력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제 2 클럭 신호(DTBC)의 에지를 찾으면 병렬-직렬 송 신 회로(100)의 동작중에 전압의 변화

나 온도의 변화가 있어도 기준 클럭 신호(REFCK)와 제 2 클럭 신호(DTBC)의 위상은 계속 일치될 수 있다.

도 7은 도 2의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의 동작을 나타내는 타이밍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제 1 클럭 신호(TBC)와 제 1 클럭 신호(TBC) 지연시킨 제 2 클럭 신호(DTBC), 기준 클럭 신호(RE

FCK) 및 외부 클럭 신호(EXREFCK)가 나타나있다. 외부 클럭 신호(EXREFCK)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진다.

기준 클럭 신호(REFCK)와 제 1 클럭 신호(TBC)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다. 따라서 제 1 클럭 신호(TBC)를 지연시

킨 제 2 클럭 신호(DTBC)도 기준 클럭 신호(REFCK)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다.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상승 에지에서 제 2 클럭 신호(DTBC)의 논리 레벨을 인식한다. 그리고 기준 클럭 신호(R

EFCK)의 하강 에지에서 카운터(540)의 카운터 값을 변화시킨다.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첫 번째 상승 에지에서 제 2 클럭 신호(DTBC)가 하이 레벨이고, 기준 클럭 신호(REFCK)

의 두 번째 상승 에지에서도 제 2 클럭 신호(DTBC)가 하이 레벨이다.

즉,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이전 클럭 상승 에지와 다음 클럭의 상승 에지에서의 제 2 클럭 신호(DTBC)의 논리 

레벨이 동일하므로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하강 에지에서 선택 코드 신호(SEL)를 발생시키는 업 다운 카운터(54

0)의 카운팅 값을 증가시킨다.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세 번째 및 네 번째 상승 에지에서도 제 2 클럭 신호(DTBC)가 하이 레벨로서 서로 동일하

므로 선택 코드 신호(SEL)를 발생시키는 업 다운 카운터(540)의 카운팅 값을 계속 증가시킨다.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다섯 번째 상승 에지에서 제 2 클럭 신호(DTBC)가 로우 레벨이다. 즉, 기준 클럭 신호(RE

FCK)의 다섯 번째 상승 에지에서 제 2 클럭 신호(DTBC)의 값과 다르다. 따라서 업 다운 카운터(540)의 카운팅 값을 

감소시킨다. 이 때 선택 코드 신호(SEL)는 일정한 논리 값으로 고정된다. 즉, 제 2 클럭 신호(DTBC)와 기준 클럭 신

호(REFCK)의 위상이 일치된 것이다. 이 때 데이터 신호(TXD)도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응답하여 제 2 지연 회로(33

0)에 의하여 제 2 클럭 신호(DTBC)와 동일하게 지연되어 지연 데이터 신호(DTXD)로서 발생된다.

그리고 지연 데이터 신호(DTXD)는 래치 회로(120)에서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여 래치 된다. 래치 된 지

연 데이터 신호(LDTXD)는 직렬 컨버터 회로(130)에 의하여 직렬화 되어 출력된다.

데이터 신호(TXD)의 속도가 제 1 속도일 경우, 래치 회로(120)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하강 에지에서 데이터 

신호(TXD)를 래치한다. 여기서 제 1 속도는 도 3 (ⅰ)에 도시된 데이터 신호(TXD)의 속도가 해프 레이트(half rate)

인 경우이다.

데이터 신호(TXD)의 속도가 제 2 속도일 경우, 래치 회로(120)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두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의 하강 에지에서 데이터 신호(TXD)를 래치한다. 여기서 제 2 속도는 도 3 (ⅱ)에 도시된 데이터 신호(T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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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속도가 풀 레이트(full rate)인 경우이다.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두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는 위상 

동기 루프(140)에서 발생될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기준 클럭 신호(REFCK)와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두

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의 상승 에지에서 데이터 신호(TXD)를 래치 하도록 회로를 구성할 수 있음은 당연하

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병렬-직렬 송신 회로(100)는 데이터 신호(TXD)와 함께 입력되는 제 1 클럭 신호(TBC

)를 위상 동기 루프(140)의 입력 클럭으로 사용하지 않고 발진기(미도시)에서 발생되는 지터가 적은 신호를 입력 클

럭으로 이용하므로 잡음이 없는 기준 클럭 신호를 발생할 수 있어 병렬-직렬 송신 회로(100)의 동작 특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위상 동기 루프(140)에서 출력되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와 데이터 신호(TXD)를 동기시켜 데이터 신호(TXD

)의 래치 동작시에 셋업 앤드 홀드(set up and hold) 타임 마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를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110)는 제 1 지연 회로(310), 제 2 지연 회로(330) 및 선택 코

드 신호 발생 회로(320)를 구비한다.

제 1 지연 회로(310)는 m(m은 자연수) 비트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응답하여 제 1 클럭 신호(TBC)를 수신하고 지연

시킨 제 2 클럭 신호(DTBC)를 발생한다. 제 1 클럭 신호(TBC)는 제 2 지연 회로(330)로 입력되는 데이터 신호(TXD

)가 동기되는 클럭 신호이다.

제 2 지연 회로(330)는 m 비트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응답하여 데이터 신호(TXD)를 수신하고 지연시킨 지연 데이

터 신호(DTXD)를 발생한다. 제 1 지연 회로(310)와 제 2 지연 회로(330)는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의하여 동일하게 

제어된다. 따라서 제 1 클럭 신호(TBC)가 지연되는 양만큼 데이터 신호(TXD)도 지연된다.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기준 클럭 신호(REFCK) 및 제 2 클럭 신호(DTBC)를 수신하고, 기준 클럭 신호(R

EFCK)의 위상과 제 2 클럭 신호(DTBC)의 위상이 일치될 때까지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을 변화시키며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위상과 제 2 클럭 신호(DTBC)의 위상이 동일하면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을 고정시킨

다.

기준 클럭 신호(REFCK)는 소정의 발진기로부터 발생되는 외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되는 위상 동기 루프(미도

시)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이다.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주파수는 제 1 클럭 신호(TBC)의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

로서 위상 동기 루프(미도시)로부터 발생된다. 따라서 제 1 클럭 신호(TBC)와 기준 클럭 신호(REFCK)의 위상을 일

치 시킨다면, 제 1 클럭 신호(TBC)에 동기 되는 데이터 신호(TXD)도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동기 되는 것과 같게

된다.

따라서 외부의 래치 회로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의하여 데이터 신호(TXD)를 래치할 경우 셋업 앤드 홀드 타임

마진을 여유 있게 만들 수 있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제 1 지연 회로(310)는 직렬 연결되는 복수개의 버퍼들(411, 412, 

413, 414, 415)을 구비하는 지연 버퍼부(410)로서, 제 1 클럭 신호(TBC)가 첫 단의 버퍼(411)로 수신되는 지연 버퍼

부(410), 선택 코드 신호(SEL)에 응답하여 버퍼들(411, 412, 413, 414, 415)의 각각의 출력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 2 클럭 신호(DTBC)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420)를 구비한다.

제 2 지연 회로(330)는 제 1 지연 회로(310)와 동일한 회로구성을 가진다.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320)는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여 제 2 클럭 신호(DTBC)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 1 플립 플랍(510), 기준 클럭 신호(REFCK)에 응답하여 제 1 플립 플랍(510)의 출력을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 2 플

립 플랍(520), 제 1 플립 플랍(510)의 출력 및 제 2 플립 플랍(520)의 출력을 배타적 논리합 하는 배타적 논리합 수단

(530) 및 배타적 논리합 수단(530)의 출력에 응답하여 선택 코드 신호(SEL)의 논리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업다운 카운터(540)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110)는 제 1 실시예에 따른 병렬-직렬 송신 회로(100)의 내부

에 위치하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110)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제 1 실시예의 병렬-직렬 송신 회로(100)의 동작으로부터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110)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110)의 상세한 동작 설명은 생략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

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

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병렬-직렬 송신 회로는 데이터 신호와 함께 입력되는 제 1 클럭 신호를 위상 동기 

루프의 입력 클럭으로 사용하지 않고 발진기에서 발생되는 지터(jitter)가 적은 신호를 입력 클럭으로 이용하므로 잡

음이 없는 기준 클럭 신호를 발생할 수 있어 병렬-직렬 송신 회로의 동작특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위상 동

기 루프에서 출력되는 기준 클럭 신호와 데이터 신호를 동기시켜 데이터 신호의 래치 동작 시에 셋업 앤드 홀드(set u

p and hold) 타임 마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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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클럭 신호 및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지연시켜 지연 데이터 신

호로서 출력하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 ;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 데이터 신호를 래치하여 출력하는 래치 회로 ;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 회로의 출력을 수신하고 직렬화 하여 출력하는 직렬 컨버터 회로 ; 및

외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기준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위상 동기 루프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는,

m(m은 자연수) 비트의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지연시킨 제 2 클럭 신호를 발생

하는 제 1 지연 회로 ;

상기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지연시킨 상기 지연 데이터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지연

회로 ; 및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제 2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

이 일치될 때까지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변화시키며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동일하면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고정시키는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직렬 송신 회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 회로는,

직렬 연결되는 복수개의 버퍼들을 구비하는 지연 버퍼부로서, 상기 제 1 클럭 신호가 첫 단의 버퍼로 수신되는 상기 

지연 버퍼부 ;

상기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버퍼들의 각각의 출력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제 2 클럭 신호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직렬 송신 회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클럭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 1 플립 플랍 ;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플립 플랍의 출력을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 2 플립 플랍 ;

상기 제 1 플립 플랍의 출력 및 상기 제 2 플립 플랍의 출력을 배타적 논리합 하는 배타적 논리합 수단 ; 및

상기 배타적 논리합 수단의 출력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업다운 카운

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직렬 송신 회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지연 회로는,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동일한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직렬 송신 회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클럭 신호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와 주기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직렬 송신 회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회로는,

상기 데이터 신호의 속도가 제 1 속도일 경우에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하강 에지에서 상기 데이터 신호를 래치하

며,

상기 데이터 신호의 속도가 제 2 속도일 경우에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두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의 하강 

에지에서 상기 데이터 신호를 래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직렬 송신 회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동기 루프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두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

렬-직렬 송신 회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클럭 신호는,

발진기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렬-직렬 송신 회로.

청구항 10.
m(m은 자연수) 비트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제 1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지연시킨 제 2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지연 회로 ;

상기 m 비트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지연시킨 지연 데이터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지연 

회로 ; 및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제 2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

이 일치될 때까지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변화시키며 상기 기준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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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이 동일하면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을 고정시키는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 회로는,

직렬 연결되는 복수개의 버퍼들을 구비하는 지연 버퍼부로서, 상기 제 1 클럭 신호가 첫 단의 버퍼로 수신되는 상기 

지연 버퍼부 ;

상기 선택 코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버퍼들의 각각의 출력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기 제 2 클럭 신호로서 출력하는

선택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코드 신호 발생 회로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클럭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 1 플립 플랍 ;

상기 기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플립 플랍의 출력을 수신하여 출력하는 제 2 플립 플랍 ;

상기 제 1 플립 플랍의 출력 및 상기 제 2 플립 플랍의 출력을 배타적 논리합 하는 배타적 논리합 수단 ; 및

상기 배타적 논리합 수단의 출력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 코드 신호의 논리 값 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업다운 카

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지연 회로는,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동일한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클럭 신호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와 주기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

청구항 15.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클럭 신호는,

소정의 발진기로부터 발생되는 외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되는 위상 동기 루프로부터 발생되는 신호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스큐 제어 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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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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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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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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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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