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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소비전력을 저감하는 DLL 회로 및 반도체 집적 회로를 제공한다.

    
분주회로(6)로부터 출력되는 분주 클록(CLK2)을 입력하여 지연시키는 지연회로(21, 22)와, 분주 클록과 지연 회로(
22)의 출력과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23)와, 위상 검지기의 출력에 의해 지연 회로(21, 22)의 출력 탭을 
전환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카운터(24)를 구비한 DLL 회로(2)와, 분주 클록(CLK2)을 입력하여 지연시키는 지연회로
(31, 32)와, 지연회로(31, 32)의 출력(OUTR, OUTF)을 입력하고 OUTR, OUTF의 상승에서 상승과 하강이 규정되
고, OUTR, OUTF의 하강에서 상승과 하강이 규정되는 신호(CLKOE)를 출력하는 멀티플렉서(35A)와, CLKOE를 입
력하고, 데이터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서(4)와 동일한 지연시간을 갖는 더미의 멀티플렉서(36)와, 출력 버퍼(5)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 버퍼(37)와, 입력 버퍼(1)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 버퍼(38)를 구비하고, 입력 버퍼의 
출력(CLK1)과 버퍼(38)의 출력과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출기(33)와, 위상 검출기(34)의 출력에 의해 지연 회
로(31, 32)의 출력 탭을 전환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카운터(34)를 구비한 DLL 회로(3)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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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소비전력, 위상 검출기, 카운터, 더미 버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타이밍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타이밍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8(a), (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입력 버퍼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9(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위상 검지 비교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b), (c)는 그 동작을 설명한 도면.

도 10(a), (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분주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1(a), (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얼라이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멀티플렉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멀티플렉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지연 회로의 구성의 일부를 도시한 도면.

도 15는 지연 회로에 있어서의 탭 전환시의 해저드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6은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의 클록 스큐와 DCC 기능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7은 메모리 시스템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18은 종래의 DLL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9는 도 18의 회로의 타이밍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0은 종래의 DLL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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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은 도 20의 회로의 타이밍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B : 입력 버퍼2, 2', 2" , 2B : tCK/2 생성 DLL 회로

3, 3', 3" , 3A, 3B : 입출력 보상 DLL 회로

4 : 멀티플렉서(데이터 멀티플렉서)

5 : 출력 버퍼6, 6A : 분주 회로

11-1, 11-2, 11-3 : 버퍼21 : 지연 회로

21-1 : 조지연 회로21-2, 21-3 : 미조지연 회로

22 : 지연 회로22-1 : 조지연 회로

22-2, 22-3 : 미조지연 회로23 : 위상 검지기

24 : 카운터25 : 얼라이너

26-1, 26-2 : 멀티플렉서27-1, 27-2 : 인버터

31 : 지연 회로31-1 : 조지연 회로

31-2, 31-3 : 미조지연 회로32 : 지연 회로

32-1 : 조지연 회로32-2, 32-3 : 미조지연 회로

33 : 위상 검지기34 : 카운터

35, 35A, 35B, 35-1, 35-2, 36 : 멀티플렉서

37, 38 : 버퍼39 : 얼라이너

40-1, 40-2 : 인버터 50 : 메모리 컨트롤러

51 : 메모리52 : 클록 발생원

301, 309 : 지연회로302, 304, 310, 312 : 인버터

303, 311 : 배타적 부정논리합 회로

501, 503, 504, 506, 601, 603, 604, 606 : 클록드 인버터

502, 505, 602, 605 : 인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 3 -



공개특허 특2003-0025181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지연 로크 루프(DLL) 및 그 DLL을 구비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관한 것이다.

    
DDR(Double Data Rate; 더블 데이터 레이트)-I-SDRAM (Synchronous DRAM; 동기식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
모리)는, 주파수 100MHz 내지 166MHz의 입력 클록에 대해, 전송 속도 200 내지 300Mbps(Mega bits/second)의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사양으로 되어 있다. 데이터 입력은, 입력 클록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의 양 에지에 동기하는 
사양으로 되어 있고, 입력되는 클록을, 그대로, 1개의 지연선(지연 라인)을 통함으로써, 최소 구성의 DLL로 사양을 실
현할 수 있다.
    

도 18은 DDR 사양 대응의 DLL(Delay-Locked Loop; 지연 로크 루프)의 한 예를 도시하고, 도 19는 그 타이밍 동작
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8을 참조하면, DLL(3A)은, 차동(디프런셜) 모드로 전송되는 서로 상보의 클록 신호(CLK, CLKB)를 입력으로 하
고, 단상(싱글 엔드) 모드의 신호(CLK1)를 출력하는 입력 버퍼(1)와, 입력 버퍼(1)로부터의 클록 신호(CLK1)를 입
력하여 지연시켜 출력하는 지연 회로(지연 라인)(31)를 구비하고, 지연 회로(31)는, 서로 지연 시간이 다른 복수의 출
력 탭(도시되지 않음)중 선택되는 하나의 출력 탭으로부터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고, 지연 시간이 가변으로 된다.

    
지연 회로(31)로부터 출력되는 신호(CLKOE)를 데이터 출력용 클록으로 하고, 메모리 셀 어레이(불도시)로부터 판독
되는 2개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선택하는 멀티플렉서(MUX)(4)와, 멀티플렉서(4)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데이터 출
력 신호(DQj)로서 데이터 출력 단자에 출력하는 출력 버퍼(5)와, 지연 회로(31)의 출력 신호(CLKOE)를 선택 신호로
서 입력하고, High 또는 Low레벨의 신호를 출력하고, 멀티플렉서(MUX)(4)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멀티
플렉서(MUX)(36)와, 더미의 멀티플렉서(36)의 출력을 입력하고, 상보의 RCLK, RCLKB를 출력하고, 출력 버퍼(5)
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버퍼(37)와, 차동 모드로 전송된 클록(RCLK, RCLKB)을 입력하여 단상의 클록 신
호(CLKFBI)를 출력하고, 입력 버퍼(1)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버퍼(38)와, 입력버퍼(1)의 출력 신호(CLK
1)와 더미의 버퍼(38)의 출력 신호(CLKFBI)를 입력하고, 이들의 신호(CLK1과 CLKFBI)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33)와, 위상 검지기(33)에서의 위상 검지 결과에 의해,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업 또는 다운 카운트하는 카
운터(34)를 구비하고 있다. 더미의 멀티플렉서(MUX)(36)는, High레벨(VDD 전위)과 Low레벨(VSS 전위)의 고정
치를 데이터로서 입력하고, 이중의 한쪽을 입력되는 신호(CLKOE)를 선택 신호로서 선택 출력한다.
    

이 DLL(3A)에 있어서, 입력 버퍼(1)의 출력 클록 신호(CLK1)와, 더미의 버퍼(38)의 출력 신호(CLKFBI)의 위상이 
일치하도록, 카운터(34)의 출력 신호에 의거하여 지연 회로(31)의 출력 탭의 전환이 행하여지고, 그 지연 시간이 조정
되고, 도 19의 타이밍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DDR-SDRAM의 출력 신호(DQj)는, 클록(CLK)에 로크(동기)된다.

도 19를 참조하면, 신호(CLKOE)의 상승 타이밍은, 입력 버퍼(1)의 출력 클록(CLK1)의 상승의 타이밍으로부터 지연 
회로(31)의 지연 시간(td0)분 지연된다(도 19의 화살선(1)). 멀티플렉서(36), 버퍼(37, 38)의 각각의 지연 시간을 
td3, td2, td1로 하고, 신호(CLKFBI)의 상승 에지는, 신호(CLKOE)의 상승의 타이밍으로부터 멀티플렉서(36), 버퍼
(37, 38)의 지연 시간을 가산한 시간(td1 + td2 + td3) 지연된다(도 19의 화살선(3)).

신호(CLKFBI)의 상승 타이밍은 현재의 신호(CLKFBI)의 근원이 되는 클록(CLK)보다 1사이클 후의 클록(CLK1)의 
상승 타이밍(클록(CLK)의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서 입력 버퍼(1)의 지연 시간(td1)분 지연된다)과 일치하도록 제어되
기 때문에 입력 클록(CLK)(클록 주기 = tCK)의 상승의 타이밍을 기준으로, 신호(CLKFBI)의 상승의 타이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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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K + td1

이 된다.

따라서 클록(CLKOE)의 상승 에지의 타이밍은,

tCK + td1- (td1 + td2 + td3)

= tCK - td2 - td3

이 된다.

멀티플렉서(4)를 경유한 데이터 출력 전반 경로에 있어서, 신호(CLKOE)의 상승 에지로부터의 멀티플렉서(4)의 출력
까지의 전반 지연 시간은 td3, 출력 버퍼(5)의 전반 지연 시간이 td2이기 때문에(도 19의 화살선(4)), 데이터 출력 신
호(DQj)의 출력 타이밍은,

(tCK - td2 - td3) + td3 + td2

= tCK

즉, 클록(CLK)의 상승(클록 사이클의 시작점)과 데이터 출력 신호(DQj)의 출력의 타이밍은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하여, 신호(CLKOE)의 하강의 타이밍은, 입력 버퍼(1)의 출력 클록(CLK1)의 하강으로부터 지연 회로(3
1)의 지연 시간(td0)분 지연된다(도 19의 화살선(2)). 신호(CLKFBI)의 하강의 타이밍은, 그 상승 에지로부터 클록
(CLK1)의 펄스 폭만큼 지연된다(도 19의 화살선(5)). 신호(CLKOE)의 하강 에지에서 다음 데이터 출력 신호(DQj)
가 출력되고, 그 타이밍은, 클록(CLK)의 하강의 타이밍(CLKB의 상승)에 동기하여 행하여진다. 도 18에 도시한 구성
의 DLL(3A)은, 입력 클록과 출력 데이터와의 위상을 조정하여 동기시키는 회로로서, 「입출력 보상 DLL」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DDR-Ⅱ-SDRAM의 사양에서는, 클록 주파수 200 내지 300MHz(데이터 전송 속도는 400 내지 600Mbps)
로서 더욱 고속으로 된다. 메모리 컨트롤러의 동작 마진 향상을 위해, 입력 클록(CLK)에 대해, 0도, 180도의 각 위상
에 동기하는 사양(Duty Cycle Correction: 듀티 사이클 보정, 「DCC」라고도 약칭된다)이 검토되고 있다.

DDR-Ⅱ-SDRAM 사양의 DLL은, 예를 들면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0°전반용의 지연 라인(도 18의 31에 대응) 
외에, 180°전반용의 지연 라인(32)과, 18O° 위상차 생성용의 2개의 지연 라인(21, 22)의 합계 4개의 지연 라인으
로 구성된다. 즉, tCK/2 생성용의 DLL(2B)와, 입력 보상용의 DLL(3B)를 구비하고 있다.

    
도 20을 참조하면, tCK/2 생성용의 DLL(2B)는, 클록 신호(CLK, CLKB)를 입력하는 입력 버퍼(1)로부터 클록 신호
(CLK1)를 입력으로 하고, 출력 탭을 전환함으로써, 출력 신호의 지연 시간이 가변 자유롭게 되는 지연 회로(딜레이 라
인)(21)와, 지연 회로(21)로부터의 출력 신호(CLKHF)를 입력으로 하고, 출력 탭을 전환함으로써, 출력 신호(CLKF
BH)의 지연 시간이 가변 자유롭게 되는 지연 회로(22)와, 클록 신호(CLK1)와 지연 회로(22)의 출력 신호(CLKFBH)
를 입력하고, 신호(CLK1과 CLKFBH)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23)와, 위상 검지기(23)의 위상 비교 결과에 
의해,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업 또는 다운 카운트하는 카운터(24)를 구비하고, 위상 검지기(23)에 입력되는 신호
(CLKFBH)와, 신호(CLK1)(신호(CLKFBH)가 생성된 CLK1의 사이클보다 후의 사이클의 CLK1; 클록(CLK)의 클록 
주기는 tCK)의 상승의 타이밍이 일치하도록, 지연 회로(21)와 지연 회로(22)의 출력 탭이 선택된다. 즉, 지연 회로(
21)로는, 클록 신호(CLK1)를 td 지연시키고, 지연 회로(22)에서 다시 td 지연시킨 신호(CLKFBH)의 상승의 타이밍
이, 위상이 CLK1의 상승의 타이밍과 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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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 td = tCK

가 되고, 이로부터, 지연 회로(21, 22)의 지연 시간(td)은,

td = tCK/2

가 된다. tCK/2 생성용의 DLL(2B)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CLKHF)의 상승의 타이밍은, 클록 신호(CLK1)의 상
승의 타이밍으로부터 클록 주기(tCK)의 2분의1만큼 지연되고, 180°위상차가 생성된다.

    
또한 입출력 보상용의 DLL(3B)은, 입력 버퍼(1)의 출력인 클록 신호(CLK1)를 입력으로 하고, 출력 탭을 전환함으로
써, 출력 신호(OUTR)의 지연 시간이 가변 자유롭게 되는 지연 회로(31)와, 지연 회로(21)의 출력 신호(CLKHF)를 
입력으로 하고, 출력 탭을 전환함으로써, 출력 신호(OUTF)의 지연 시간이 가변 자유롭게 되는 지연 회로(32)와, 지연 
회로(31, 32)의 출력(OUTR, OUTF)를 입력하고, 신호력(OUTR, OUTF)의 상승 타이밍에, 펄스의 상승 에지와 하강
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출력 신호(CLKOE)를 출력하는 멀티플렉서(MUX)(35B)와, 멀티플렉서(MUX)(35B)의 출력 
신호(CLKOE)(데이터 출력용 클록)를 선택 신호로서 입력으로 하고, 클록(CLK)의 1 클록 사이클당 2개의 데이터를 
선택 출력하는 멀티플렉서(MUX)(4)와, 멀티플렉서(MUX)(4)의 출력을 입력하고, 신호(DQj)로서 출력하는 출력 버
퍼(5)와, 멀티플렉서(MUX)(35B)의 출력 신호(CLKOE)를 입력하고, 멀티플렉서(4)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는 더
미의 멀티플렉서(MUX)(36)와, 멀티플렉서(MUX)(36)의 출력을 입력하고, 상보 신호(RCLK, RCLKB)를 출력하고, 
출력 버퍼(5)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버퍼(37)와, 상보 신호(RCLK, RCLKB)를 입력하고, 단상 신호(CLK
FBI)를 출력하고, 입력 버퍼(1)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 버퍼(38)를 구비하고, 입력 버퍼(1)의 출력 신호(CLK
1)와 더미 버퍼(38)의 출력 신호(CLKFBI)를 입력하고, 신호(CLK1과 CLKFBI)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
33)와, 위상 검지기(33)의 출력에 의해 업 또는 다운 카운트하는 카운터(34)를 구비하고, 카운터(34)의 출력으로, 지
연 회로(31, 32)의 출력 탭의 전환이 행하여지고, 지연 시간이 조정된다. 더미의 멀티플렉서(MUX)(36)는, High와 
Low의 고정치를 데이터로서 입력하고, 이중의 한쪽을 입력되는 신호(CLKOE)를 선택 신호로서 선택 출력한다.
    

    
도 21은, 도 20에 도시한 회로의 타이밍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1을 참조하여, 도 20에 도시한 회로의 동
작에 관해 설명한다. 입력 버퍼(1)의 출력(CLK1)을 입력하는 지연 회로(31)는, 클록 신호(CLK1)를 시간(td0) 지연
시킨 신호(OUTR)을 출력한다(도 21의 화살선(2) 참조). 클록 신호(CLK1)를 tCK/2(도 21의 화살선(1) 참조) 지연
시킨 신호(CLKHF)를 입력하는 지연 회로(32)는, 신호(CLKHF)를 td0 지연시킨 신호(OUTF)를 출력하고(도 21의 
화살선(3)), 멀티플렉서(35B)의 출력 신호(CLKOE)는, 신호의 OUTR의 상승으로 High레벨로 상승하고(도 21의 화
살선(4)), 신호(OUTF)의 상승으로 Low레벨로 된다(도 21의 화살선(5)).
    

멀티플렉서(4)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선택은, 신호(CLKOE)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에서 행하여지고, 출력 버퍼(5)로
부터 출력되는 신호(DQj)의 출력 타이밍은, 클록 신호(CLK)의 주기(tCK)의 1/2 주기 단위로 행하여진다. 이 동작에 
관해 설명한다.

멀티플렉서(35B)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출력용 클록인 CLKOE는, 입력 버퍼(1)의 출력 클록(CLK1)이 상승 에지로
부터 지연 회로(31)의 지연 시간(td0)만큼 지연되어 상승하고(OUTR의 상승의 타이밍),

td0 + tCK/2 - td0 = tCK/2

의 펄스 폭을 갖는다. 신호(CLKOE)의 하강의 타이밍은, 입력 버퍼(1)의 출력 클록(CLK1)의 상승 에지로부터

tCK/2 + t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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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이밍이 된다(OUTF의 상승의 타이밍).

멀티플렉서(36), 버퍼(37, 38)의 지연 시간을 td3, td2, td1로 하고, 신호(CLKFBI)의 상승 에지는, 신호(CLKOE)의 
상승 에지로부터 멀티플렉서(36), 버퍼(37, 38)의 지연 시간을 가산한 시간(td1 + td2 + td3) 지연된다(도 21의 화
살선(6)).

신호(CLKFBI)의 상승의 타이밍은, 현재의 신호(CLKFBI)의 근원이 된 클록(CLK)보다도, n사이클 후(도 21에서는 
3사이클 후)의 클록(CLK1)의 상승의 타이밍(단, CLK1은, 클록(CLK)의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서 입력 버퍼(1)의 지
연 시간(td1)만큼 지연된다)과 일치하도록 제어되기 때문에 근원이 되는 입력 클록(CLK)의 상승의 타이밍을 기준으
로 하여, 신호(CLKFBI)의 상승의 타이밍은,

ntCK + td1

이 된다.

따라서 클록(CLKOE)의 상승의 타이밍은,

ntCK + td11 (td1 + td2 + td3)

= ntCK - td2 - td3

이 된다.

멀티플렉서(4)를 경유한 데이터 출력 전반 경로에 있어서, CLKOE의 상승 에지로부터의 멀티플렉서(4)의 출력까지의 
전반 지연 시간(td3), 출력 버퍼(5)의 전반 지연 시간이 td2이기 때문에(도 21의 화살선(7)), 제 1 데이터 출력 신호
(DQj)의 출력 타이밍은,

(ntCK - td2 - td3) + td3 + td2

= ntCK

즉, 클록(CLK)의 클록 사이클의 시작 시점(클록(CLK)의 상승)과, 데이터 출력 신호(DQj)의 출력 타이밍은 일치한다.

또한 신호(CLKOE)의 하강의 타이밍은, 그 상승 에지로부터 tCK/2 지연되어 있고, 신호(CLKOE)의 하강의 타이밍은,

ntCK + td1 - (td1 + td2 + td3) + tCK/2

= ntCK - td2 - td3 + tCK/2

가 된다.

멀티플렉서(4)를 경유한 데이터 출력 전반 경로에 있어서, CLKOE가 하강 에지로부터의 전반 지연 시간은 td3, 출력 
버퍼(5)의 전반 지연 시간이 td2이기 때문에(도 21의 화살선(9)), 제 2 데이터 출력 신호(DQj)의 출력 타이밍은,

(ntCK - td2 - td3 + tCK/2) + td3 + td2

= ntCK + tCK/2

가 되고, 따라서 제 2 데이터 출력 신호(DQj)의 출력 타이밍은, 클록(CLK)의 클록 사이클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tCK
/2의 타이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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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의해,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듀티비가 50%와는 다른 클록(CLK/CLKB)의 듀티 보정이 행하여지고, 데이
터 윈도우 50%의 출력 동작이 행하여진다.

각 지연 회로(21, 22, 31, 32)는,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지연 회로의 각 탭(D1, D2, D3)과 
출력 노드(node)간에 접속되는 스위치(트라이 스테이트 인버터, 또는 CMOS 트랜스퍼 게이트)에 대해, 탭 제어 신호
(C1, C2, C3)에 의해, 그 하나를 온으로 하고, 기타를 오프로 함으로써, 선택된다.

여기서, 듀티 사이클 보정 기능에 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20의 tCK/2 생성용의 DLL(2B)는, 
듀티 보정 회로(DCC)로서 작용한다.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록 발생원(52)로부터 공급되는 클록으로 구동되고, 메모리 컨트롤러(50)에 대해, 클록에 
동기하여, 판독 데이터(data)(DQj)를 출력하는 복수의 클록 동기형 메모(51 1 내지 51n)을 구비한 시스템 구성에 관해 
설명한다. 도 16은, DCC 기능이 없는 경우와, DCC 기능이 있는 경우를 비교하여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이다.

클록 발생원(52)의 근단(近端)의 클록(CLK)은, 듀티(duty)비 50%라고 하더라도, 원단(遠端)에서는, 클록 스큐(α)
의 존재에 의해, 클록의 듀티비는 50%로부터 변동한다.

DCC 기능이 없는 클록 동기형 메모리에서는, 근단의 DDQj의 데이터 윈도우에, β%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단의 데이
터(DQj)의 데이터 윈도우의 편차는, 클록의 스큐의 존재에 의해, 50%±(a + β)의 변동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DCC 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클록의 듀티비는 50%로 되고, 근단과의 DQj의 데이터 윈도우는 50%로 되
고, 데이터 윈도우에 β%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원단의 DQj의 데이터 윈도우의 편차는, 50%±β의 변동으로 되어, 
클록 스큐에 의한 영향을 제거, 저감할 수 있다.

DDR-Ⅱ에서는, 그 동작 사이클의 사양이, DDR-I의 반분인 3.3ns로 되고, 지연 회로 등, DLL 내부를 전반하는 클록 
신호의 펄스의 폭은, 최대 1.7ns로서, DDR-I의 반분으로 짧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DLL의 지연 회로를 구성하는 트
랜지스터의 임계치(VT)가 높고, 상승 파형이 무디어지면, 출력 신호는 피크에 달하기 전에 하강 시작하는 등으로, 높
은 타이밍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곤란해진다.

그리고, DDR-Ⅱ에서는, 지연 회로는 4개 마련되어 있고, 지연 회로의 동작 전류는, DDR-I의 지연 회로의 4배가 되고, 
소비 전력이 증대한다.

    
다음에, 도 14에 도시한 구성의 지연 회로는, 인버터(INV11, INV12, …)를 종속 형태로 접속하고, 출력 탭을 구비한 
구성으로 된다. 도 14에 있어서, 2개 직렬로 접속된 인버터가 단위 지연 회로를 이루고 있다. 탭과 출력 노드 사이에 접
속된 트라이 스테이트 인버터(INV17, INV18, INV19)(또는, 트랜스퍼 게이트라도 한다)는, 각각 카운터로부터의 탭 
선택 신호(C1, C2, C3)의 논리값에 따라, 출력 이네이블, 출력 디스에이불(출력이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된다. 이와 
같이, 탭 선택 신호(C1, C2, C3)로 출력 탭을 선택하고, 선택되는 탭으로부터 클록이 출력된다.
    

    
그리고, 도 18, 도 20에 있어서, 위상 검지기(33(23))는, 클록(CLKFBI(CLKFBH))과, 기준 클록(CLK1)과의 위상
의 진전, 지연을 검지하고, 카운터(34(24))를 갱신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장치의 파워 다운 전후의 오판정을 방지하
기 위해, 위상 검지기(33(23))에서는, 신호(CLKFBI(CLKFBH))의 타이밍으로 검지한다. 지연 회로 내를 전반하는 
신호가, 탭으로부터 출력되는 타이밍에서, 탭이 전환되면, 데이터 출력용 클록(CLKOE)에, 해저드, 이상(異常) 펄스가 
생기고, 출력 타이밍 어긋남이나, 오동작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은, 신호(CLKFBI/CLKFBH)의 천이의 타이밍에서, 
카운터(34/24)의 카운트 값이 변경되고, 탭이 전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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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도 14에 도시한 지연 회로의 탭 전환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가 
D1으로부터 D2로 진행하는 동안에, 탭 선택 신호(C1, C2, C3)중, C1이 High레벨으로부터 Low레벨로, C2가 Low레
벨으로부터 High레벨고 전환되고, 탭(D1)으로부터 탭(D2)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출력 신호에, 해저드가 생긴다.

도 18, 도 20에 도시한 입출력 보상용 DLL(3A, 3B)에 있어서, 지연 회로(31(32))는, 그 신호의 전반에, 예를 들면 
2 내지 3ns 걸리고, 클록 사이클이 짧은 경우, 지연 회로(31(32))를 신호가 전반중에, 탭이 전환된다. 또한, 도 20의 
tCK/2 생성 DLL(2B)에서는, 클록 사이클의 전반(前半)의 CLK1, 및 CLKHF 신호가, 지연 회로(21, 22)를 전반중에, 
탭의 전환이 행하여진다. 이 때문에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에 해저드가 생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소비 전류의 저감을 도모하고, DDR-Ⅱ 사양의 장치에 이용하기 알맞은 D
LL 및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탭 전환시의 해저드의 발생을 억제하고, 출력 타이밍 어긋남이나 오동작을 방
지하는 DLL 및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본 발명에 관한 DLL 장치는, 그 하나의 양태에 있어서, 입력 신호를 직렬로 접
속된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에서 지연시킨 신호와, 상기 입력 신호의 위상이 맞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의 
지연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상기 제 1 지연 회로로부터 상기 입력 신호를 상기 입력 신호의 2분의1 주기분을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를 분주하는 분주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분주 회로의 
출력 신호를 상기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에서 지연시키고, 상기 분주 회로의 출력 신호와 상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위상이 맞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의 지연 시간을 조정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 조정 수단
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DLL 장치는, 상기 입력 신호에 의거하여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 신호를 생성하고, 복수의 데이터를 
선택 출력하는 멀티플렉서에 대해 상기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을 공급하는 제 2 지연 로크 루프 장치로서, 상기 분주 회
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지연시켜 제 1 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지연 로크 루프 장치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지연시켜 제 2 신호를 출력하는 제 4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및 제 4 지연 회로로부터의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서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의 하강 에지에서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를 상기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으로서 출력하는 회로와, 
상기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을 적어도 상기 멀티플렉서의 지연 시간분 지연시킨 신호와, 상기 입력 신호와의 위상이 맞
도록, 상기 제 3 및 제 4 지연 회로의 지연 시간을 조정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지연 조정 수단을 구비하고 있
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DLL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제 1 지연 조정 수단으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상기 제 1 지연 회
로의 출력 신호로 래치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1 래치 회로를 구비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또한, 상기 제 2 지연 조정 수단으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상기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으로 래치하여 상기 제 3 및 제 4 지
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2 래치 회로를 구비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본 발명은, 다른 양태에 있어서, 클록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 버퍼와,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입력
하고, 상기 입력한 클록 신호를 2분주하여 출력하는 분주 회로와, 상기 분주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분주 클록을 입력으
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에서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에서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지
연 회로와, 상기 분주 클록과, 상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과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와, 상기 위상 검지기의 
출력에 의해 업, 다운 카운트하여 상기 제 1,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카운터를 구
비한 제 1 지연 로크 루프 회로와, 상기 분주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분주 클록을 입력으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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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
고, 복수의 출력 탭중에서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4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승과 하강이, 상기 제 3, 제 4 지연 회로의 각각의 출력 신호의 상승의 타이밍에 규정
되는 동시에, 상기 제 3, 제 4 지연 회로의 각각의 출력 신호의 하강 에지에서 규정되는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멀티플렉
서와,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선택 신호로 하여 데이터를 
선택하는 제 2 멀티플렉서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3 멀티플렉서와, 상기 제 3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입력
하고, 출력 버퍼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1 버퍼와, 상기 제 1 버퍼의 출력을 입력하여 상기 입력 버퍼와 같
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2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입력 버퍼의 출력과, 상기 더미의 버퍼의 출력과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제 2 위상 검지기와, 상기 제 2 위상 검지기의 출력에 의해 업, 다운 카운트하고, 상기 제 3,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카운터를 구비한 제 2 지연 로크 루프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멀티플렉
서는,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입력되는 복수의 데이터의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출력 버퍼가, 
상기 제 2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출력 단자로부터 출력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있어서, 클록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 버퍼와,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입
력으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에서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
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에서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지연 회로와, 상기 입력 버퍼의 출력 클록과, 상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과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와, 상기 
위상 검지기의 출력에 의해 업, 다운 카운트하고, 상기 제 1,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는 신호를 출력 하는 
제 1 카운터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래치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제 1 카운터의 출력을 래치하고, 상
기 제 1, 제 2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1 얼라이너를 구비한 제 1 지연 로크 루프 회로와, 상기 입력 버퍼회로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에서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에서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지연시
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4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승과 하강이, 상기 제 3, 
제 4 지연 회로의 각각의 출력 신호의 상승의 타이밍에 규정되는 동시에, 상기 제 3, 제 4 지연 회로의 각각의 출력 신
호의 하강 에지에서 규정되는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멀티플렉서와,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선택 신호로 하여 데이터를 선택하는 제 2 멀티플렉서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
의 제 3 멀티플렉서와, 상기 제 3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입력하고, 출력 버퍼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1 버퍼
와, 상기 제 1 버퍼의 출력을 입력하여 상기 입력 버퍼와 같은 지연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2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입
력 버퍼의 출력과, 상기 더미의 버퍼의 출력과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제 2 위상 검지기와, 제 2 위상 검지기의 출력에 의
해 업, 다운 카운트하고, 상기 제 3,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카운터와, 상기 제 2 
멀티플렉서 회로의 출력 신호를 래치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제 2 카운터의 출력을 래치하고, 상기 제 3, 제 4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2 얼라이너를 구비한 제 2 지연 로크 루프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멀티플렉서는, 상기 제 1 멀
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입력되는 복수의 데이터의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출력 버퍼가, 상기 제 2 멀티플렉
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출력 단자로부터 출력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관해 설명한다. 본 발명은, 그 바람직한 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도 1을 참조하면, 입력 신호를 
직렬로 접속된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21, 22)에서 지연시킨 신호와, 상기 입력 신호와의 위상이 일치하도록, 제 1, 
제 2 지연 회로(21, 22)의 지연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제 1 지연 회로(21)로부터 입력 신호의 2분의1 주기분 지연시
킨 신호를 출력하다, DCC 기능용의 지연 로크 루프 장치(2)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를 분주하는 분주 회로(6)를 구
비하고, 분주 회로(6)의 출력 신호를 제 1, 제 2 지연 회로(21, 22)에서 지연시키고, 분주 회로(6)의 출력 신호와 제 
2 지연 회로(22)의 출력 신호의 위상을 맞추도록 제 1, 제 2 지연 회로(21, 22)의 지연 시간을 조정하는 제 1 지연 조
정 수단(23, 24)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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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력 신호에 의거하여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 신호(CLKOE)를 생성하고, 복수의 데이터를 선택 출력하는 멀티플
렉서(4)에 대해 상기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CLKOE)을 공급하는 제 2 지연 로크 루프 장치(3)로서, 분주 회로(6)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지연시켜 제 1 신호(OUTR)를 출력하는 제 3 지연 회로(31)와, 상기 지연 로크 루프 장치(2)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지연시켜 제 2 신호(OUTF)를 출력하는 제 4 지연 회로(32)와, 제 3, 제 4 지연 회로(31, 32)
로부터의 제 1, 제 2 신호(OUTR, OUTF)를 입력하고, 제 1, 제 2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서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
이 규정되고, 제 1, 제 2 신호의 각각의 하강 에지에서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를 상기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CLKOE)으로서 출력하는 회로(35A)와,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CLKOE)을 적어도 멀티플렉서(4)의 지연 시간분 
지연시킨 신호와, 상기 입력 신호와의 위상이 일치하도록 상기 제 3, 제 4 지연 회로의 지연 시간을 조정하는 제 2 지연 
조정 수단(33, 34)을 구비하고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에 관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그 바람직한 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클록 신호(CLK/CLK
B)를 입력하는 입력 버퍼(1)와고, 입력 버퍼(1)로부터 출역되는 클록 신호를 입력하고, 입력한 클록 신호를 2분주한 
분주 클록(CLK2)을 출력하는 분주 회로(6)와, 분주 회로(6)로부터 출력되는 분주 클록(CLK2)을 입력으로 하고, 서
로 다른 지연 시간의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분주 클록(CLK2)을 지연시킨 신호(CLKHF)를 출력하
는 지연 회로(21)와, 지연 회로(21)의 출력 신호(CLKHF)를 입력으로 하고, 서로 다른 지연 시간의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출력 신호(CLKHF)를 지연시킨 신호(CLKFBH)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22)와, 분주 클록(C
LK2)과, 지연 회로(22)의 출력 신호(CLKFBH)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23)와, 위
상 검지기(23)의 출력을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업 또는 다운 카운트하고, 제 1, 제 2 지연 회로(21,22)의 출
력 탭을 전환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카운터(24)를 구비한 DLL(tCK/2 생성 DLL)(2)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그 바람직한 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분주 회로(6)로부터 출력되는 분
주 클록(CLK2)을 입력으로 하고, 서로 다른 지연 시간의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분주 클록(CLK2)
을 지연시킨 신호(OUTR)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31)와, 지연 회로(21)의 출력 신호(CLKHF)를 입력으로 하고, 서로 
다른 지연 시간의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신호(CLKHF)를 지연시킨 신호(OUTF)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32)와, 지연 회로(31, 32)의 출력 신호(OUTR, OUTF)를 입력하고,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출력 신호
의 각각(OUTR, OUTF)의 상승 에지에서 규정되는 신호를 출력하는 동시에, 다음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출
력 신호(OUTR, OUTF)의 각각의 하강 에지에서 규정되는 신호를 출력하는 멀티플렉서(35A)와, 멀티플렉서(35A)의 
출력 신호(CLKOE)를 입력하고, 멀티플렉서(4)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멀티플렉서(36)와, 더미 멀티플렉
서(36)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출력 버퍼(5)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1 버퍼(37)와, 제 1 버퍼(37)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입력 버퍼(1)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2 버퍼(38)와, 입력 버퍼(1)의 출력 신호(C
LK1)와, 더미의 제 2 버퍼(38)의 출력 신호(CLKFBI)를 입력하여 이들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33)
와, 위상 검지기(33)의 출력을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업 또는 다운 카운트하고, 지연 회로(31, 32)의 출력 
탭을 전환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카운터(34)를 구비한 DLL(입출력 보상 DLL)(3)을 구비하고 있다.
    

멀티플렉서(4)는, 멀티플렉서(35A)의 출력 신호(CLKOE)를 데이터 출력용 클록 신호로서 입력하고, 복수의 데이터(
4개의 데이터)의 1개를 선택한다. 출력 버퍼(5)는 멀티플렉서(4)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출력 단자로부터 출력한다.

    
멀티플렉서(35A)는, 지연 회로(31)의 출력 신호(OUTR)를 입력하고, 출력 신호(OUTR)의 상승과 하강 천이를 검출
하고, 미리 정해진 소정 폭의 펄스를 출력하는 제 1 신호 생성 회로(도 12의 301, 302, 3O3)와, 지연 회로(32)의 출
력 신호(OUTF)의 상승과 하강 천이를 검출하고, 미리 정해진 소정 폭의 펄스를 출력하는 제 2 신호 생성 회로(도 12
의 3O9, 31O, 311)와, 고위측 전원(VDD)과 저위측 전원(GND)간에 직렬로 접속되고, 접속점으로부터 출력 신호를 
출력하는 서로 역도전형의 제 1, 제 2 트랜지스터(MP21, MN22)를 구비하고, 제 1 신호 생성 회로의 출력의 반전 신
호가 제 1 트랜지스터(MP21)의 제어 단자에 공급되고, 제 2 신호 생성 회로의 출력을 지연시킨 신호가 제 2 트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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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MN22)의 제어 단자에 공급된다.
    

본 발명은, 도 6을 참조하면, 다른 실시 형태에 있어서, 도 18에 도시한 DLL의 구성에, 지연 회로(31)로부터 출력되는 
신호(CLKOE)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카운터(34)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택 신호를 래치하고, 지연 회로(3
1)에 공급하는 얼라이너(39)를 더 구비한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은, 또 다른 실시 형태에 있어서, 도 5를 참조하면, 지연 회로(21)의 출력 신호(CLKHF)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카운터(24)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택 신호를 래치하고, 지연 회로(21, 22)에 공급하는 얼라이너(
25)를 구비하고, 멀티플렉서(35B)로부터 출력되는 신호(CLKOE)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카운터(34)로부
터 출력되는 탭 선택 신호를 래치하고, 지연 회로(31, 32)에 공급하는 얼라이너(39)를 구비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본 발명은, 그 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도 3을 참조하면, 입출력 보상 DLL(3)의 지연 회로(31)를 조조정(粗調定)의 지
연 회로(31-1)와, 상기 조조정 지연 회로(31-1)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미조정 지연 회로(31-2)와, 조조정 지연 
회로(31-1)의 출력을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미조정 지연 회로(31-3)를 구비하고, 지연 회로(32)
를 조조정 지연 회로(32-1)와, 조조정 지연 회로(32-1)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미조정 지연 회로(32-2)와, 조조
정 지연 회로(32-1)의 출력을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미조정 지연 회로(32-3)를 구비하는 구성으
로 하여도 좋다. 이 경우, 멀티플렉서(35-1)는, 각 미조정 지연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제1 내지 제 4 신호(OUTR1, O
UTR2, OUTF1, OUTF2)를 입력하고, 제 1, 제 4 신호(OUTR1, OUTF2)의 상승 에지에서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클록 신호와, 제 2, 제 3 신호(OUTR2, OUTF1)의 하강 에지에서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클록 신
호를 출력한다.
    

    
tCK/ 생성용의 DLL(2)의 지연 회로(21)를 조조정 지연 회로(21-1)와, 조조정 지연 회로(21-1)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미조정 지연 회로(21-2)와, 조조정 지연 회로(21-1)의 출력을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미조정 
지연 회로(21-3)와, 미조정 지연 회로(21-2, 21-3)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단상의 신호를 합성하여 출력하는 멀
티플렉서(26-1)를 구비하고, 지연 회로(22)를 조조정 지연 회로(22-1)와, 조조정 지연 회로(22-1)의 출력을 입력
으로 하는 미조정 지연 회로(22-2)와, 조조정 지연 회로(22-1)의 출력을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미조정 지연 회로(22-3)와, 미조정 지연 회로(22-2, 22-3)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단상의 신호를 합성하여 출력
하는 멀티플렉서(26-2)를 구비한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본 발명은, 그 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도 3을 참조하면, 입력 버퍼(1)로부터의 클록 신호와, 분주 회로(6)로부터의 분
주 클록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제 1 지연 회로(21), 및 상기 제 1 위상 검지기(23)에 공급하는 제 1 전환 스위치(
SW1)를 구비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또한, 입력 버퍼(1)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CLK1)와는 상보의 클록 신호
(CLK1B)를 생성하는 제 2 입력 버퍼(1B)와, 상기 제 2 입력 버퍼로부터의 클록 신호를 분주하는 제 2 분주 회로(6A)
와, 상기 제 2 입력 버퍼로부터의 클록 신호와, 상기 제 2 분주 회로로부터의 분주 클록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제 4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2 전환 스위치(SW2)를 구비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실시예)

    
상기한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해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한
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한 실시예는, 도 20에 도시한 
종래의 장치의 회로 구성에, 입력 버퍼(1)의 출력 신호(CLK1)를 2분주하여 출력하는 분주 회로(6)을 또한 구비하고, 
분주 회로(6)에서 2분주되는 클록(CLK2)(주기 = 2 ×tCK)이 tCK/2 생성 DLL 회로(2)의 지연 회로(21), 위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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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23), 입출력 보상 DLL 회로(3)의 지연 회로(31), 위상 검지기(33)에 공급되고 있고, 멀티플렉서(35A)는, 지연 
회로(31, 32)의 출력 신호력(OUTR, OUTF)의 상승과 하강의 양 에지에서 동작하고, 신호(CLKOE)(데이터 출력용 
클록)를 출력한다. 멀티플렉서(35A)로부터 출력되는 신호(CLKOE)는, 신호(OUTR과 OUTF)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서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펄스와, 이에 계속하여, 신호(OUTR과 OUTF)의 각각의 하강 에지에서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펄스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도 20에 도시한 멀티플렉서(35B)는, 지연 회로(31, 32)의 
출력 신호(OUTR, OUTF)의 상승 에지에서 동작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도 1을 참조하면, 미도시 입력 단자에 접속되고, 클록 신호(CLK)를 입력하는 입력 버퍼(1)와, 입력 
버퍼(1)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CLK)를 입력하고, 클록 신호(CLK)를 2분주한 분주 클록(CLK2)을 출력하는 분
주 회로(6)와, tCK/2 생성 DLL(2)과, 입출력 보상 DLL(3)과, 멀티플렉서(4)와, 미도시 데이터 출력 단자에 출력이 
접속되고 있는 출력 버퍼(5)를 구비하고 있다.

    
tCK/2 생성 DLL(2)은, 분주 회로(6)로부터 출력되는 분주 클록(CLK2)을 입력으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분주 클록(CLK2)을 지연시킨 신호(CLKHF)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21)와, 지연 회로(21)의 출력 
신호(CLKHF)를 입력으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신호(CLKHF)를 지연시킨 신호(CLKFBH)
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22)와, 분주 클록(CLK2)과, 지연 회로(22)의 출력 신호(CLKFBH)와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23)와, 위상 검지기(23)의 출력에 의해 업, 다운 카운트하고, 지연 회로(21, 22)의 출력 탭을 전환하는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카운터(24)를 구비한다. 카운터(24)는, 지연 회로(21, 22)를 더욱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예를 들면 업 카운트하여, 보다 큰 지연 시간의 출력 탭을 선택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고, 진전시킬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운 카운트하여, 보다 작은 지연 시간의 출력 탭을 선택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
한다.
    

    
입출력 보상 DLL(3))은, 분주 회로(6)로부터 출력되는 분주 클록(CLK2)을 입력으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분주 클록(CLK2)을 지연시킨 신호(OUTR)(주기 = 2 ×tCK; 단, tCK는 클록(CLK)의 일주기)를 출
력하는 지연 회로(31)와, 지연 회로(21)의 출력 신호(CLKHF)를 입력으로 하고,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
로부터 신호(CLKHF)를 지연시킨 신호(OUTF)(주기 = 2 ×tcK)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32)와, 지연 회로(31, 32)
의 출력 신호(OUTR, OUTF)를 입력하고, 신호(OUTR)의 상승의 타이밍에서 상승, 신호(OUTF)의 상승의 타이밍에
서 하강, 계속하여 OUTR의 하강의 타이밍에서 상승, OUTF의 하강의 타이밍에서 하강 신호(CLKOE)(데이터 출력용 
클록)를 출력하는 멀티플렉서(35A)와, 멀티플렉서(35A)의 출력 신호(CLKOE)를 입력하고, 멀티플렉서(4)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멀티플렉서(36)와, 멀티플렉서(36)의 출력을 입력하고, 출력 버퍼(5)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버퍼(37)와, 버퍼(37)의 상보 출력(RCLK, RCLKB)을 입력하여 단상의 신호(CLKFBI)를 출력하고, 입
력 버퍼(1)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버퍼(38)와, 입력 버퍼(1)의 출력(CLK1)과, 더미의 버퍼(38)의 출력 신
호(CLKFBI)와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33)와, 위상 검지기(33)의 출력에 의해 업, 다운 카운트하고, 지연 
회로(31, 32)의 출력 탭을 전환하는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카운터(34)를 구비한다. 카운터(34)는, 지연 회로(31, 
32)를 더욱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업 카운트하여, 보다 큰 지연 시간의 출력 탭을 선택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고, 진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운 카운트하여, 보다 작은 지연 시간의 출력 탭
을 선택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한다.
    

멀티플렉서(4)는, 멀티플렉서(35A)의 출력 신호(CLKOE)를 입력하고, 각 에지마다 4개의 데이터 중의 하나를 순차적
으로 선택하고, 출력 버퍼(5)는, 멀티플렉서(4)의 출력 신호(DQj)를 출력 단자로부터 출력한다. 멀티플렉서(4)와 동
일한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멀티플렉서(36)는, High레벨과 Low레벨의 고정치를 입력하고, 신호(CLKOE)의 상승 
및 하강의 천이로 선택 출력한다.

도 2은 도 1에 도시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도 1의 회로의 동작에 관해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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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K/2 생성 DLL(2)에 있어서, 지연 회로(21, 22)는, 분주 클록(CLK2)(클록(CLK)의 2배의 주기)을 지연시키고, 지
연 회로(22)의 출력 신호(CLKFBH)의 에지가 분주 클록(CLK2)의 에지와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지연 회로(21, 22)의 지연 시간을 td라고 하면,

2td = tCK

가 되고, 신호(CLKHF)는, 분주 클록(CLK2)으로부터 tCK/2 지연된 주기 2 ×tCK의 신호이다.

    
멀티플렉서(35A)는, 분주 클록(CLK2)을 지연 회로(31)에서 td0 지연시킨 출력 신호(OUTR)와, 지연 회로(21)로부
터 출력되는 CLKHF(주기 2tCK)를 지연 회로(32)에서 td0 지연시킨 출력 신호(OUTF)를 입력하고, 신호(OUTR)의 
상승의 타이밍에서 상승, OUTF의 상승의 타이밍에서 하강, 신호(OUTR)의 하강의 타이밍에서 상승, 신호(OUTF)의 
하강의 타이밍에 하강하는 신호(CLKOE)(데이터 출력용 클록)를 출력한다. 이 신호(CLKOE)의 사이클은 tCK로 된다. 
또한, 신호(OUTR)(주기는 2 ×tCK)의 High레벨 기간과, 신호(OUTR)으로부터 tCK/2 지연된 신호(OUTF)(주기는 
2 ×tcK)의 상승의 타이밍은 겹쳐지고, 신호(OUTR)의 하강의 타이밍과 신호(OUTF)의 High레벨 기간은 겹쳐지고, 
신호(OUTR)의 상승의 타이밍에서 상승, 신호(OUTF)의 상승의 타이밍에서 하강, High레벨의 신호(OUTR)의 하강의 
타이밍에서 상승, High레벨의 OUTF의 하강의 타이밍에서 하강되는 신호(CLKOE)가 생성된다.
    

클록(CLKOE)은, 멀티플렉서(4)와 동일한 지연 시간의 멀티플렉서(36), 출력 버퍼(5)와 동일한 지연 시간의 버퍼(3
7), 입력 버퍼(1)와 동일한 지연 시간의 버퍼(38)을 전반하고, 신호(CLKFBI)로서, 위상 검지기(33)에 입력되고, 위
상 검지기(33)에서 클록(CLK1)과 신호(CLKFBI)와의 위상차가 검출되고, 위상 검지기(33)의 출력에 의거하여 업, 
다운 카운트하는 카운터(34)를 구비하고, 카운터(34)의 출력에 의거하여 지연 회로(31, 32)의 탭의 전환이 행하여진
다.

멀티플렉서(4)는, 데이터 출력용 클록을 이루는 신호(CLKOE)의 상승, 하강의 타이밍에서 출력하는 데이터를 전환한
다.

신호(CLKHF)는, 분주 클록(CLK2)의 상승 에지로부터 지연 회로(21)의 지연 시간(tcK/2) 지연되고 상승하고(도 2
의 화살선(1)), 신호(CLKFBH)는, 신호(CLKHF)로부터 지연 회로(21)의 지연 시간(tCK/2) 지연되고 천이한다(도 
2의 화살선(2)).

신호(OUTR)은, 분주 클록(CLK2)의 상승 에지로부터 지연 회로(31)로의 지연 시간분 지연되어 상승하고(도 2의 화
살선(3)), 분주 클록(CLK2)의 하강 에지로부터 지연 회로(31)로의 지연 시간분 지연되어 하강한다(도 2의 화살선(
5)).

신호(OUTF)는, 신호(CLKHF)의 상승으로부터 지연 회로(32)에서의 지연 시간분 지연되어 상승하고(도 2의 화살선
(4)), 신호(CLKHF)의 하강으로부터 지연 회로(32)로의 지연 시간분 지연되어 하강한다(도 2의 화살선(6)).

데이터 출력용 클록(CLKOE)은, 신호(OUTR)의 상승의 타이밍에서 상승하고(도 2의 화살선(7)), tcK/2 지연되는 신
호(OUTF)의 상승에서 하강한다(도 2의 화살선(8)).

계속하여 데이터 출력용 클록(CLKOE)은, 신호(OUTR)의 하강에서 상승하고(도 2의 화살선(9)), tCK/2 지연되는 신
호(OUTF)의 하강에서 하강한다(도 2의 화살선(10)).

따라서, 데이터 출력용 클록(CLK0E)의 펄스 폭은,

td0 + tCK/2 - td0 = tCK/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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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서(36), 버퍼(37, 38)의 각각의 지연 시간을 td3, td2, td1이라고 하는 경우, 신호(CLKFBI)의 상승 에지는, 
신호(CLKOE)의 상승 에지로부터 멀티플렉서(36), 버퍼(37, 38)의 지연 시간을 가산한 시간(td1 + td2 + td3)분 
지연된다(도 2의(11) 참조).

신호(CLKFBI)의 상승 에지는, 현재의 신호(CLKFBI)의 근원이 된 클록(CLK)보다, n사이클 후의 클록(CLK1)의 상
승 에지(클록(CLK)의 사이클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입력 버퍼(1)의 지연 시간(td1)분 지연된다)와 일치하도록 제어되
기 때문에 근원이 되는 입력 클록(CLK)C의 상승의 타이밍을 기준으로 하여, 신호(CLKFBI)의 상승 에지는,

ntCK + td1

이 된다.

따라서 신호(CLKOE)의 상승 에지의 타이밍은,

ntCK + td1 - (td1 + td2 + td3)

= ntCK - td2 - td3

이 된다.

멀티플렉서(4)를 경유한 데이터 출력 전반 경로에 있어서, 신호(CLKOE)의 상승 에지로부터, 멀티플렉서(4)의 출력의 
지연 시간은 td3, 출력 버퍼(5)의 지연 시간이 td2이기 때문에(도 2의(12)), 데이터 출력 신호(DQj)의 출력 타이밍
은,

(ntCK - td2 - td3) + td3 + td2

= ntCK

즉, 클록(CLK)의 클록 사이클의 시작 시점(클록(CLK)의 상승)과 데이터 출력 신호(DQj)의 출력 타이밍이 일치한다.

또한 클록(CLKOE)의 하강 에지의 타이밍은, 상승 에지로부터 tCK/2 지연되고 있고, 다음 제 2 데이터 출력 신호(DQ
j)의 출력 타이밍은, 클록(CLK)의 클록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서, tCK/2의 타이밍이(가) 된다(도 2의(14)).

또한, 다음 클록(CLKOE)의 상승 에지로부터(전회의 상승으로부터 tCK 지연된다), 멀티플렉서(4)를 경유한 데이터 
출력 전반 경로에 있어서, 멀티플렉서(4)의 출력의 지연 시간은 td3, 출력 버퍼(5)의 지연 시간이 td2이기 때문에 제 
3 데이터 출력 신호(DQj)의 출력 타이밍은,

(ntCK - td2 - td3) + td3 + td2 + tCK

= ntCK + tCK

가 되고, 클록(CLK)의 다음 클록 사이클의 시작 시점의 타이밍이 된다(도 2의(16)).

또한 클록(CLKOE)의 하강 에지의 타이밍은, 상승 에지로부터 tCK/2 지연되고 있고, 제 4 데이터 출력 신호(DQj)의 
출력 타이밍은, 클록(CLK)의 다음 클록 사이클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tCK/2의 타이밍이 된다(도 2의(18)). 이상에 
의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동작이 행하여진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록(CLK)의 2클록 사이클에, 신호(CLKOE)에 의거하여 4개의 데이터 출력 신호가 출력되
고, 각 데이터 출력 기간은 동등하게 tCK/2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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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관해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
하면, 이 실시예에서는, tCK/2 생성 DLL(2)에 있어서, 입력 클록(CLK1)을 분주 회로(6)에서 2분주한 클록, 또는 통
상(분주하지 않은) 클록을 스위치(SW1)에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고 있고, 입출력 보상 DLL(3)에 있어도, 입력 
클록(CLK1B)(클록(CLK1)의 상보 신호)를 분주 회로(6A)에서 2분주한 클록, 또는 통상(분주하지 않다) 클록을, 스
위치(SW2)에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입출력 보상 DLL(3)에 있어서는, 듀티 보정(DCC) 기능을 
통하지 않도록, 스위치(SW4)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이하, 도 1에 도시한 실시예와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한다.
    

    
tcK/2 생성 DLL(2)에 있어서, 도 1의 지연 회로(21)는, 조지연(粗遲延) 회로(CDL)(21-1)와, 조지연 회로(CDL)(
21-1)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미조지연(微粗遲延) 회로(21-2)와, 조지연 회로(CDL)(21-1)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27-1)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미조지연 회로(21-3)을 구비하고, 미조지연 회로(212, 213)의 출
력(OUTA1, OUTA2)은, 멀티플렉서(26-1)에 입력되어 단상(싱글 엔드)의 신호(CLKHF)로서 출력된다. 도 1의 지
연 회로(22)도, 조지연 회로(CDL)(22-1)와, 조지연 회로(CDL)(22-1)의 출력의 정전(正轉) 출력과, 인버터(27-
2)에 의한 반전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미조지연 회로(22-2, 22-3)를 구비하여 구성되고, 미 조지연 회로(22-2, 22
-3)의 출력(OUTB1, OUTB2)은 멀티플렉서(26-2)에 입력되고, 단상(싱글 엔드)의 신호(CLKFBH)로서 출력되고, 
위상 검지기(23)에 입력된다.
    

위상 검지기(23)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카운터(24)는, 조지연 회로(21-1, 22-1)와 미조지연 회로(21-2, 21-3, 
22-2, 22-3)의 탭의 전환 신호를 출력한다.

    
입출력 보상 DLL 회로(3)에 있어도, 도 1의 지연 회로(31)는, 조지연 회로(CDL)(31-1)와, 조지연 회로(CDL)(31
-1)의 출력의 정전 출력과, 인버터(40-1)에 의한 반전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미조지연 회로(31-2, 31-3)를 구비
하고, 미조지연 회로(31-2, 31-3)의 출력(OUTR1, OUTR2)은 멀티플렉서(35-2)에서 단상의 신호(CLKREP)로서 
출력된다. 도 1의 지연 회로(32)도, 조지연 회로(CDL)(32-1)와, 조지연 회로(CDL)(32-1)의 출력의 정전 출력과, 
인버터(40-2)에 의한 반전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미조지연 회로(32-2, 32-3)를 구비하고, 미조지연 회로(32-2, 
32-3)의 출력(OUTF1, OUTF2)은, 미조지연 회로(31-2, 31-3)의 출력(OUTR1, OUTR2)과 함께, 멀티플렉서(3
5-1)에 입력되고, 멀티플렉서(35-1)는,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CLKOE)을 출력하고, 멀티플렉서(4)에 공급되고, 멀
티플렉서(4)에서는,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CLKOE)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선택 출력하고, 출력 버퍼(5)로부터 데이터
(DQj)를 출력한다.
    

    
멀티플렉서(35-2)는, 신호(OUTR1과 OUTR2)를 입력하고, 각각의 상승 에지로부터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
는 단상의 신호(CLKREP)를 출력하고, 신호(CLKREP)는, 멀티플렉서(4)와 동일한 지연 시간의 더미의 멀티플렉서(
36)에 입력되고, 멀티플렉서(36)의 출력 신호는, 출력 버퍼(5)와 동일한 지연 시간의 더미의 버퍼(37)에 입력되고, 
상보 클록(RCLKRCLKB)을 출력하고, 상보 클록(RCLKRCLKB)를 입력하고, 입력 버퍼(1)와 동일한 지연 시간의 더
미의 버퍼(38)를 구비하고, 버퍼(38)는 단상의 신호(CLKFBI)를 출력하고, 신호(CLKFBI)는 위상 검지기(33)에 입
력된다.
    

위상 검지기(33)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카운터(34)는, 조지연 회로(31-1, 32-1)와 미조지연 회로(31-2, 31-3, 
32-2, 32-3)의 탭의 전환 신호를 출력한다.

도 3에 도시한 구성에 있어서, DCC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스위치(SW4)에 있어서, 지연 회로(32-1)의 입력으
로서, tCK/2 생성 DLL(2)로부터 출력되는 CLKHF에 접속하지 않고, 스위치(SW2)의 출력이 선택된다. 입출력 보상 
DLL(3)에 있어서는, 스위치(SW2)에서 분주 회로(6A)의 분주 출력 또는 입력 클록(CLKB1B)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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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력 버퍼(1B)는, 입력 버퍼(1)의 입력 단자와 역상(逆相) 입력으로 되고, 출력은, 입력 버퍼(1)의 출력(CLK1)
과 역상으로 된다. 한편, DCC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스위치(SW4)에 있어서, 지연 회로(32-1)의 입력으로서, tCK/
2 생성 DLL(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CLKHF)의 정상 또는 역상 신호가, 스위치(SW3)에서 선택된다.

    
tCK/2 생성 DLL(2)에 입력되는 클록으로서, 스위치(SW1)에서 2분주 클록(CLK2)이 선택된 경우, 입출력 보상 DL
L(3)에서도, 스위치(SW2)에 있어서, 2분주 클록이 선택된다. 이 경우의, 타이밍 동작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것
으로 된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OUTR, OUTF)의 양 에지를 이용하는 대신에, 본 실시예에서는, 도 4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신호(OUTR1, OUTR2, OUTF1, OUTF2)가 출력되고, 신호(OUTR1, OUTR2, OUTF1, OUTF2)의 
상승 에지를 이용하여 신호(CLKOE)가 작성된다(도 4의 화살선(7), (9)와, (10), (11) 참조).
    

tCK/2 생성 DLL(2)에서 통상 클록이 선택되고, 입출력 보상 DLL(3)에서도 통상 클록이 선택되는 경우의 동작은,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된다.

스위치(SW4)에서, No-DCC를 선택하고, DCC 기능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 입출력 보상 DLL(3)만이 동작하고, 입출
력 보상 DLL(3)은, 입력 버퍼(1)로부터의 클록(CLK1)에 대해, 조지연 회로(31-1)와, 미조정 지연 회로(31-2, 31
-3)로 이루어지고, 입력 버퍼(1B)로부터의 역상 클록(CLK1B)에 대해, 조지연 회로(32-1)와, 미조정 지연 회로(3
2-2, 32-3)로 이루어지는 외에는, 도 18에 도시한 구성과 기본적으로 같게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관해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이 실시예는, 도 20에 도시한 구성에, 카운
터(24, 34)로부터의 탭 선택 신호를 래치하는 래치 회로(얼라이너)(25, 39)를 구비한 것이다.

tCK/2 생성 DLL 회로(2')에 있어서, 얼라이너(25)는, 카운터(24)로부터의 탭 선택 신호를 지연 회로(21)의 출력 신
호(CLKHF)의 상승 에지에서 래치하는 구성으로 된다. 이 실시예에서는, 얼라이너(25)의 래치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
연 회로(21)의 출력 신호(CLKHF)의 상승 에지를 이용함으로써, 탭 전환에 있어서, 해저드 프리로 된다.

    
신호(CLKHF)의 상승 에지에서 얼라이너(25)는 카운터(24)로부터의 탭 선택 신호를 래치하고, 래치된 신호로 지연 
회로(21, 22)의 탭을 전환하기 때문에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하는 것 바와 같은 해저드는 생기지 않는다. 즉, 지연 회
로(21)의 출력 탭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CLKHF)의 상승시에는, 지연 회로(21, 22)에는, 도 14의 탭(D1-D2)을 
전반하는 클록 펄스는 존재하지 않고(지연 회로(21)에서는 출력 탭으로부터 출력되고, 지연 회로(22)에는, 틀림없이 
신호가 입력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탭의 전환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출력 보상 DLL(3')에 있어서, 얼라이너(39)는, 카운터(34)로부터의 탭 선택 신호를 신호(CLKOE)에서 래치하는 
구성으로 된다. 얼라이너(39)는, 출력 신호(CLKOE)의 상승 에지에서 탭 선택 신호를 래치하고, 래치된 신호로 지연 
회로(31, 32)의 탭을 전환하기 때문에 도 13 및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해저드는 생기지 않는다. 즉, 출
력(CLKOE)의 상승시에는, 신호(OUTR)가, 지연 회로(31)로부터 출력되는 시점이고, 신호(OUTF)는 OUTR보다 지
연되어 출력되기 때문에 지연 회로(31)와 지연 회로(32) 중에는, 탭을 전반하는 클록 펄스는 존재하지 않고, 이 시점
에서 탭의 전환을 행하기 때문이다. 얼라이너(25, 39)를 구비한 구성 이외에는,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되기 때문
에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관해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 18에 도시한 구성에, 카운터(34)로부터의 탭 선택 신호
를 래치하는 래치 회로(얼라이너)(39)를 구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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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보상 DLL(3" )에 있어서, 얼라이너(39)는, 카운터(34)로부터의 탭 선택 신호를 지연 회로(31)의 출력 신호(
CLKOE)로 래치하는 구성으로 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관해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이 실시예는, 도 1에 도시한 분주 회로(6)
을 구비한 구성에 있어서, tcK/2 생성 DLL(2" ), 입출력 보상 DLL(3" )에 있어서, 카운터(24, 34)로부터의 탭 선택 
신호를 래치하는 래치 회로(얼라이너)(25, 39)를 구비하고 있다. 지연 회로(21, 22), 지연 회로(31, 32)의 탭 전환시
에 해저드는 생기지 않는다.

    
도 8은, 상기한 각 실시예의 입력 버퍼(1, 1B)의 구성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8(a)에 도시한 입력 버퍼는, 차동 
회로로서 구성되고, 소스가 공통 접속되고, 정전류원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103)(활성화 신호가 게이트에 접속
되고, 스탠바이시에 오프로 된다)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각각 차동 입력 단자(IN1, IN2)에 접속된 차동쌍 트랜지스터
(MN101, MN102)와, 차동쌍 트랜지스터(MN101, MN102)의 드레인과 전원(VDD)간에 접속되는 커런트 미러 회로
(MP101, MP102)에 의한 능동 부하를 구비하고, 차동쌍 트랜지스터의 출력단에 접속되고, 파형 정형을 행하는 버퍼
를 이루는 인버터(INV101)를 구비하여 구성되고 있다. 차동 입력 단자(IN1, IN2)에, 차동 클록(CLK, CLKB)이 입력 
되고, 출력 단자(OUT)로부터 단상의 신호(CLK1)가 출력된다.
    

도 8(b)에 도시한 입력 버퍼는, 도 8(a)의 구성에, 2개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103, MP104), 2개의 N채널 M
OS 트랜지스터(MN103, MN104)를 구비한 것으로서, 입력의 상승과 하강의 전반 지연 시간차를 작게 하고, 윈도우 시
간의 규격에 대한 마진을 확보하고, SDRAM의 입력 레시버 회로에 이용하는데 알맞게 된다.

    
도 8(b)을 참조하면, 활성화 신호가 게이트에 접속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105)에 접속되고, 차동 입력 단자
(IN1, IN2)에 게이트가 접속되고, 소스가 공통 접속되어 차동쌍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MN101, MN102)에, 각각 병
렬로 트랜지스터(MN103, MN104)를 구비하고, 커런트 미러를 구성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101, MP102)에 
각각 병렬로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103, MP104)를 구비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103, 104)의 게이트
는 공통으로 접속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101)의 드레인에 접속되어 있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10
3, MP104)의 게이트에는, 각각, 차동 입력 단자(IN1, IN2)에 접속되어 있다. 차동 입력 단자(IN1, IN2)에, CLK, C
LKB가 입력되고, 출력 단자(OUT)로부터 CLK1이 출력된다. 또한, 도 8(b)에 도시한 구성의 상세는 일본 특허 제 30
61126호 공보가 참조된다.
    

    
도 9(a)는, 도 1의 위상 검지기(23(33))의 구성의 한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분주 클록(CLK2)을 입력으로 하는 인버
터(INV201)와, 신호(CLKFBH)를 입력하는 인버터(INV202)와, 분주 클록(CLK2)을 인버터(INV201)에서 반전한 
신호와 신호(CLKFBH)를 인버터(INV202)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하는 부정 논리곱 회로(NAND201)와, 분주 클록
(CLK2)을 온 상태의 트랜스퍼 게이트(TG1)에서 지연시킨 신호와, 신호(CLKFBH)를 인버터(INV202)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하는 NAND(202)와, NAND(203) 및 NAND(204)로 이루어지는 RS 플립플롭과, NAND(203)의 출력 
신호와, 인버터(INV202)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INV203)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하는 NAND(205)와, NAND(204)
의 출력과 인버터(INV203)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는 NAND(206)와, NAND(207) 및 NAND(208)로 이루어지는 R
S 플립플롭을 구비하고, NAND(208)의 출력으로부터 검출 신호(UPH)가 출력된다. 위상 검지기(33)에 있어서, 신호
(CLKFBI)와 클록 신호(CLK1)가 비교되는 경우, NAND(207)의 출력이 검출 신호(UPI)로서 이용된다.
    

    
도 9(a)의 위상 검지기는, 귀환 신호(CLKFBI/CLKFBH)를 기준으로, 입력측의 클록 신호(CLK1/CLK2)의 위상의 지
연, 진전을 검지하고, 검출 신호(UPI/UPH)를 출력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신호(CLKFBH)의 상승 에지에 대해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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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록(CLK2)의 상승 에지의 위상이 지연되는 경우, 신호(UPH)가 High로 되고(도 9(c) 참조), 이것을 받은 카운터(2
4)(도 1 참조)에서는, 예를 들면 카운트 업하여, 지연 회로(21, 22)(도 1 참조)에서의 지연량을 증대시키도록, 지연 
회로(21, 22)의 탭을 전환하기 위한 탭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신호(CLKFBH)의 상승 에지에 대해 분주 클록(C
LK2)의 상승 에지의 위상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UPH가 Low로 되고(도 9(c) 참조), 카운터(34)(도 1 참조)에서는, 
예를 들면 카운트 다운하여, 지연 회로(21, 22)(도 1 참조)에서의 지연량을 감소시키도록, 지연 회로(21, 22)의 탭을 
전환하기 위한 탭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신호(CLKFBI)의 상승 에지에 대해, 클록(CLK1)이 하강 에지의 위상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UPI가 High로 되고(도 
9(b) 참조), 이것을 받은 카운터(34)(도 1 참조)는, 지연 회로(31, 32)(도 1 참조)의 지연량을 증가시킨다. 신호(C
LKFBI)의 상승 에지에 대해 클록(CLK1)의 하강 에지의 위상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UPI가 Low로 되고(도 9(b) 참
조), 카운터(24)에서는, 지연 회로(21, 22)의 지연량을 감소시키도록, 지연 회로(21, 22)의 탭의 전환을 제어한다.

    
도 10은, 도 1의 분주 회로(6), 도 3의 분주 회로(6A)의 구성의 한 예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 1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D형 플립플롭과 인버터(INV)로 2분주 회로를 구성한 것이다. 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이, D형 플립플롭은, 
클록(CLK1)이 Low레벨로서 출력 이네이블로 되는 클록드 인버터(501)와, 입력단과 출력단이 상호 접속된 인버터(5
02)와, 클록(CLK1)이 High레벨로서 출력 이네이블로 되는 클록드 인버터(503)로 이루어지는 마스터 래치부와, 클록
(CLK1)이 High레벨 출력 이네이블로 되는 클록드 인버터(504)와, 입력단과 출력단이 상호 접속된 인버터(505)와, 
클록(CLK1)이 Low레벨로서 출력 이네이블로 되는 클록드 인버터(506)로 이루어지는 슬레이브 래치부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인버터(507)는, D형 플립플롭의 출력(Q)를 반전하여 데이터 입력 단자(D)에 공급한다. 클록(CLK1)이 Lo
w레벨인 때, 마스터 래치부의 클록드 인버터(501)가 온하고, 입력 신호가 인버터(502)로부터 출력되고, 클록(CLK1)
이 High레벨인 때, 마스터 래치부에서는, 클록드 인버터(503)가 온하고, 인버터(502, 503)가 플립플롭을 구성하여 입
력 신호를 래치하고, 슬레이브 래치부의 클록드 인버터(504)가 온하고, 인버터(502)의 출력을 인버터(504, 505)에서 
반전한 신호가 출력된다.
    

    
도 11은 도 5, 도 6, 도 7에 도시한 얼라이너(25, 39)의 1비트 데이터분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D형 플립플롭으로
서 구성된다. 도 11(b)는, 얼라이너(25, 39)의 1비트 데이터분(카운터(24, 34)의 1비트분)의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
의 래치 회로(플립플롭)의 구성의 한 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 D)형 플립플롭은, 카운터 출력을, 신호(CLKHF/CLKOE)
의 상승 에지에서 래치한다. 즉, 신호(G)(CLKHF/CLKOE)가 Low레벨인 때, 마스터 래치부의 클록드 인버터(601)가 
온하고, 데이터(D)(정전 논리)가 인버터(602)로부터 출력되고, 신호(G)가 High레벨인 때, 마스터 래치부에서는, 클
록드 인버터(603)가 온하고, 인버터(602, 603)가 플립플롭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래치하고, 슬레이브 래치부의 클록
드 인버터(604)가 온하고, 인버터(602)의 출력을 인버터(604, 605)에서 반전한 신호가 출력된다.
    

    
도 12는 도 1의 멀티플렉서(35A)의 구성의 한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이 멀티플렉서는, 신호(OU
TR)와, 신호(OUTR)를 지연 회로(301)와 인버로(302)에 의해 지연 반전시킨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배타적 부정 논
리합(EXNOR) 회로(303)과, EXNOR 회로(303)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304)와, 신호(OUTF)와, 신호(OUTF)
를 지연 회로(309)와 인버터(310)에서 지연 반전시킨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EXNOR 회로(311)와, EXNOR 회로(3
11)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312)와, 전원(VDD)에 소스 단자가 접속되고, 게이트 단자에 인버터(304)의 출력 단
자가 접속된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1)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1)의 드레인 단자에 드레인 단자가 접속
되고, 게이트 단자에는, EXNOR 회로(311)의 출력 신호를 트랜지스터(MP22, MN23)로 이루어지는 트랜스퍼 게이트
에서 지연시킨 신호가 입력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MP22)를 구비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1)의 드레
인 단자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MP22)의 드레인 단자의 접속점이 출력 단자(OUTOE)에 접속되고, 데이터 출력용
의 클록 신호(CLKOE)(도 1 참조)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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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원(VDD)에 소스 단자가 접속되고, 게이트 단자에 인버터(312)의 출력이 접속된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
23)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3)의 드레인 단자에 드레인 단자가 접속되고, 게이트 단자에는, EXNOR 회로(3
03)의 출력 신호를 트랜지스터(MP24, MN25)로 이루어지는 트랜스퍼 게이트에서 지연시킨 신호가 입력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MP24)를 구비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3)의 드레인 단자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MP
24)의 드레인 단자의 접속점이 출력 단자(OUTOEB)에 접속되고, 신호(CLKOEB)(CLKOE의 상보 신호)가 출력된다. 
단상 신호(CLKOE)를 사용하고, CLKOEB(CLKOE의 상보 신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
23)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MP24), 트랜지스터(MP24, MN25)로 이루어지는 트랜스퍼 게이트의 구성은 생략하
여도 좋다.
    

도 12에 도시한 멀티플렉서의 동작에 관해 설명한다. 이 멀티플렉서는, 신호(OUTR)의 상승시에, EXNOR 회로(303)
로부터 지연 회로(301)와 인버로(302)의 지연 시간으로 규정되는 펄스가 출력되고, 인버터(304)에서 반전한 Low레
벨의 펄스 신호를 받은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1)가 온하고, 출력 단자(OUTOE)를 전원 전위(VDD)로 까지 끌
어올려서 High레벨로 한다.

계속하여, 신호(OUTF)의 상승시에, EXNOR 회로(311)로부터 지연 회로(309)와 인버터(310)의 지연 시간으로 펄스 
폭이 규정되는 펄스가 출력되고, 트랜스퍼 게이트에서 지연시킨 신호가 게이트 단자에 입력되는 N채널 MOS 트랜지스
터(MP22)가 온하고, 출력 단자(OUTOE)가 Low레벨로 된다.

또한 신호(OUTR)의 하강시에, EXNOR 회로(303)로부터 지연 회로(301)와 인버터(302)의 지연 시간의 펄스 폭의 
펄스가 출력되고, 인버터(304)에서 반전한 LOW레벨의 펄스를 입력으로 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1)이 온하
고, 출력 단자(OUTOE)는 High레벨로 된다.

신호(OUTF)의 하강시에, EXNOR 회로(311)로부터 지연 회로(309)와 인버터(310)의 지연 시간의 펄스 폭이 규정되
는 펄스가 출력되고, 트랜스퍼 게이트에서 지연시킨 신호가 게이트에 입력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MP22)가 온하
고, 출력 단자(OUTOE)가 Low레벨로 된다.

도 13은 도 3의 멀티플렉서(35-1)의 구성의 한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전원(VDD)과 전원(VSS) 
사이에 세로로 쌓여 접속된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1, MP22),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21, MN22)를 구비
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1, MP22),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21, MN22)의 게이트 단자에는, 신호(O
UTR2, OUTF1, OUTR1, OUTF1)가 입력되고 있다.

    
전원(VDD)과 전원(VSS) 사이에 세로로 적층 접속된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3, MP24), N채널 MOS 트랜지스
터(MN23, MN24)를 구비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3, MP24),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23, MN24)의 
게이트 단자에는, 신호(OUTR1, OUTF2, OUTR2, OUTF2)가 입력되고 있다. P채널 MOS트랜지스터(MP22)의 드레
인 단자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MP21)의 드레인 단자의 접속점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4)의 드레인 단자
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MP23)의 드레인 단자의 접속점끼리가 서로 접속되고, 인버터(INV21)의 입력 단자에 입
력된다.
    

전원(VDD)과 전원(VSS) 사이에 세로로 적층 접속된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31, MP32), N채널 MOS 트랜지스
터(MN31, MN32)를 구비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31, MP32),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31, MN32)의 
게이트 단자에는, 신호(OUTF1, OUTR1, OUTF2, OUTR1)가 입력된다.

    
전원(VDD) 전원(VSS) 사이에 세로로 적층 접속된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33, MP34), N채널 MOS 트랜지스터
(MN33, MN34)를 구비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33, MP34),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33, MN34)의 게
이트 단자에는, 신호(OUTF2, OUTR2, OUTF1, OUTR2)가 입력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32)의 드레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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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31)의 드레인 단자의 접속점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34)의 드레인 단자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MN33)의 드레인 단자의 접속점끼리가 서로 접속되고, 인버터(INV31)의 입력 단자에 입력되
고 있다.
    

    
인버터(INV21)의 출력 신호는 인버터(INV22)를 통하여 전원(VDD)에 소스 단자가 접속된 P채널 MOS 트랜지스터
(MP25)의 게이트 단자에 입력되고, 인버터(INV31)의 출력 신호는 트랜스퍼 게이트(트랜지스터(MP26, MN26)로 
이루어지고 항상 온 상태)를 통하여 소스 단자가 전원(VSS)에 접속된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25)의 게이트 단자
에 입력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5)의 드레인 단자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25)의 드레인 단자가 공
통 접속되어 출력 단자(OUTOE)에 접속되고 있다.
    

    
인버터(INV31)의 출력 신호는 인버터(INV32)를 통하여 전원(VDD)에 소스 단자가 접속된 P채널 MOS 트랜지스터
(MP35)의 게이트 단자에 입력되고, 인버터(INV21)의 출력 신호는 트랜스퍼 게이트(트랜지스터(MP36, MN36)로 
이루어지고 항상 온 상태)를 통하여 소스 단자가 전원(VSS)에 접속된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35)의 게이트 단자
에 입력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35)의 드레인 단자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35)의 드레인 단자가 공
통 접속되고, 출력 단자(OUTOEB)에 접속되고 있다. CLKOE의 상보 신호(CLKOEB)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P채널 M
OS 트랜지스터(MP35),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35), 인버터(INV32), 트랜지스터(MP36, MN36)는 생략하여도 
좋다.
    

도 13에 도시한 멀티플렉서의 동작을 이하에 설명한다. 신호(OUTR1)의 상승(신호(OUTF1)는 High레벨)에서(도 4
의(7)),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21, MN22)가 온하고, 노드(N1)는 방전되고, 인버터(INV21, 22)를 통하여 전
달되고, P채널 MOS트랜지스터(MP25)의 게이트 단자에는 Low레벨이 인가되고, 출력 단자(OUTOE)가 충전되고, 신
호(CLKOE)는 상승한다.

신호(OUTF2)의 상승(신호(OUTR1)는 High레벨)에서(도 4의(9)),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31, MN32)가 온하
고, 노드(N2)는 방전되고, 인버터(INV31)에서 반전된 신호가, 트랜스퍼 게이트(MN26, MP26)를 통하여 전달되고, 
N채널 MOS트랜지스터(MN25)의 게이트 단자에는 High레벨이 인가되고, 출력 단자(OUTOE)가 방전되고, 신호(CL
KOE)는 하강한다.

신호(OUTR2)의 상승(신호(OUTF2)는 High레벨)에서(도 4의(1O)),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23, MN24)가 온
되고, 노드(N1)는 방전되고, 인버터(INV21, 22)를 통하여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5)의 게이트에는 Low레벨이 
인가되고, OUTOE가 충전되고, 신호(CLKOE)는 상승한다.

OUTF1의 상승(OUTR2는 High레벨)에서(도 4의(11)), N채널 MOS 트랜지스터(MN33, MN24)가 온하고, 노드(N
2)는 방전되고, 인버터(INV31)에서 반전된 신호가, 트랜스퍼 게이트(MN26, MP26)를 통하여 전달되고, N채널 MO
S트랜지스터(MN25)의 게이트 단자에는 High레벨이 인가되고, 출력 단자(OUTOE)가 방전되고, 신호(CLKOE)는 하
강한다.

노드(N1)는, 신호(OUTR2, OUTF1)가 모두 Low레벨이던지, 신호(OUTR1, OUTF2)가 모두 Low레벨인 때에 충전
되고, 이 때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25)는 오프로 된다.

노드(N2)는, 신호(OUTF1, OUTR1)가 모두 Low레벨이던지, OUTF2, OUTR2가 모두 Low레벨인 때에 충전되고, 이 
때 P채널 MOS 트랜지스터(MP35)는 오프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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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발명을, DDR-SDRAM에 적용한 실시예에 입각해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듀티 보정 기능을 실현하는 임의
의 DLL, 입력 클록과, 출력 클록의 위상을 일치시키는 임의의 용도의 DLL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기 실시예에 있
어서, 카운터(24, 35)로부터 지연 회로(21, 22), 지연 회로(31, 32)에 출력되는 탭 선택 신호를 항상 1비트만이 변화
하는 그레이 코드(Grey Code)로 하여도 좋다.

즉,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의 구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의 범위의 청구항의 발명의 범위에서, 당업자라
면 할 수 있는 각종의 변형, 수정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입력 클록을 분주한 신호에 있어서, DCC 기능의 DLL을 구성한 것에 의해 동
작시의 소비전류를 저감한다는 효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을 DDR-SDRAM 등에 실시한 경우, 동작시의 소비전류를 저감하면서 클록 스큐 등에 의한 클록 신호의 듀티의 
불균형을 보정하고, 바른 주기(예를 들면, 주기(tCK)의 2분의 1)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나타
낸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록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 버퍼와,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입력된 클록 신호를 분주하여 출력하는 분주 회로와,

상기 분주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분주 클록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
로부터 상기 분주 클록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지연 회로와,

상기 분주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분주 클록 신호와, 상기 제 2 지연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제 1 위상 검지기와,

상기 제 1 위상 검지기의 출력 신호를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카운트 값을 바꾸고,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상
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카운터를 구비한 제 1 지연 로크 루프 회
로와,

상기 분주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분주 클록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
로부터 상기 분주 클록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4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와 상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2개의 출력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고, 상기 2개의 출력 신호의 각각의 하강 에지에 의해 다음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멀티플렉서와,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더미의 제 2 멀티플렉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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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출력 버퍼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1 버퍼와,

상기 제 1 버퍼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입력 버퍼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2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와, 상기 더미의 제 2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
상차를 검출하는 제 2 위상 검지기와,

상기 제 2 위상 검지기의 출력 신호를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카운트 값을 바꾸고, 상기 제 3 지연 회로와 상
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카운터를 구비한 제 2 지연 로크 루프 회
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멀티플렉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데이터 출력용 클록으로서 입력하고, 입력되는 복수의 데이터의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제 3 멀티플렉서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멀티플렉서는, 상기 제 3 멀티플렉서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고,

상기 출력 버퍼는, 상기 제 3 멀티플렉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하여 출력 단자로부터 출력 데이터로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2.

클록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 버퍼와,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
터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의 클록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지연 회로와,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와, 상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
하는 제 1 위상 검지기와,

상기 제 1 위상 검지기의 출력 신호를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카운트 값을 바꾸고,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상
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카운터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
택 신호를 래치하고,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1 얼라이너를 구비한 제 1 지연 로크 
루프 회로와,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
터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의 클록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4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와 상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2개의 출력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고, 상기 2개의 출력 신호의 각각의 하강 에지에 의해 다음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멀티플렉서와,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더미의 제 2 멀티플렉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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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출력 버퍼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1 버퍼와,

상기 제 1 버퍼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입력 버퍼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2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와, 상기 더미의 제 2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
상차를 검출하는 제 2 위상 검지기와,

상기 제 2 위상 검지기의 출력 신호를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카운트 값을 바꾸고, 상기 제 3 지연 회로와 상
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카운터와,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제 2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택 신호
를 래치하고, 상기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2 얼라이너를 구비한 제 2 지연 로크 루프 회
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멀티플렉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데이터 출력용 클록으로서 입력하고, 입력되는 복수의 데이터의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제 3 멀티플렉서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멀티플렉서는, 상기 제 3 멀티플렉서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고,

상기 출력 버퍼는, 상기 제 3 멀티플렉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하여 출력 단자로부터 출력 데이터로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3.

클록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입력 버퍼와,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
터 상기 입력한 클록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와,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더미의 제 1 멀티플렉서와,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출력 버퍼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1 버퍼와,

상기 제 1 버퍼의 출력을 입력하여 상기 입력 버퍼와 같은 지연 시간을 갖는 더미의 제 2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와, 상기 더미의 제 2 버퍼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상차를 검
출하는 위상 검지기와,

상기 위상 검지기의 출력 신호를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카운트 값을 바꾸고,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
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카운터와,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택 신호를 래치하고, 
상기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얼라이너를 구비한 지연 지연 로크 루프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지연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데이터 출력용 클록으로서 입력하고, 입력되는 복수의 데이터의 하나를 선택하
여 출력하는 제 2 멀티플렉서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멀티플렉서는, 상기 제 2 멀티플렉서와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고,

상기 출력 버퍼는, 상기 제 2 멀티플렉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하여 출력 단자로부터 출력 데이터로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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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멀티플렉서가, 상기 제 3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 3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상승과 하
강 천이시에 미리 정해진 소정 폭의 펄스를 출력하는 제 1 신호 생성 회로와,

상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상승과 하강 천이시에 미리 정해진 
소정 폭의 펄스를 출력하는 제 2 신호 생성 회로와,

고위측 전원과 저위측 전원간에 직렬로 접속되고, 접속점으로부터 출력 신호를 출력하는 서로 역도전형의, 제 1 트랜지
스터 및 제 2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신호 생성 회로의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가,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제어 단자에 공급되고,

상기 제 2 신호 생성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가,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제어 단자에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 회로가, 제 1 조조정(粗調整)의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1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2 미
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 미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단상의 신호를 
합성하는 제 4 멀티플렉서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지연 회로가, 제 2 조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3 미조
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4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 미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단상의 신호를 합성하는 
제 5 멀티플렉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지연 회로가, 제 3 조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5 미조
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6 미조정 지연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4 지연 회로가, 제 4 조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7 미조
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8 미조정 지연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멀티플렉서가, 상기 제 5 내지 제 8 미조정 지연 회로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제 1 내지 제 4 지연 신호를 입력
하고, 상기 제 1 지연 신호 및 상기 제 4 지연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
와, 상기 제 2 지연 신호 및 제 3 지연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를 출력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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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
택 신호를 래치하고,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1 얼라이너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제 2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택 신호
를 래치하고, 상기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2 얼라이너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의 클록 신호와, 상기 분주 회로로부터의 분주 클록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제 1 지연 회로 
및 상기 제 1 위상 검지기에 공급하는 제 1 전환 스위치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와는 상보의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입력 버퍼와,

상기 제 2 입력 버퍼로부터의 클록 신호를 분주하는 제 2 분주 회로와,

상기 제 2 입력 버퍼로부터의 클록 신호와, 상기 제 2 분주 회로로부터의 분주 클록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제 
4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2 전환 스위치를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위상 검지기가, 상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분주 클록의 위상의 지연, 진전을 검
지하고,

상기 제 2 위상 검지기가, 상기 더미의 제 2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
는 클록 신호의 위상의 지연, 진전을 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위상 검지기가, 상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
의 위상의 지연, 진전을 검지하고,

상기 제 2 위상 검지기가, 상기 더미의 제 2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
는 클록 신호의 위상의 지연, 진전을 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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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검지기가, 상기 더미의 제 2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기준으로 하여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
록 신호의 위상의 지연, 진전을 검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주 회로가, 입력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2분의 1로 한 주파수의 신호를 출력하는 2분주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5.

입력 신호를 직렬로 접속된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에서 지연시킨 신호와, 상기 입력 신호의 위상이 맞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의 지연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상기 제 1 지연 회로로부터 상기 입력 신호를 상기 입력 신호의 2분의
1 주기분을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를 분주하는 분주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분주 회로의 출력 신호를 상기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에서 지연시키고,

상기 분주 회로의 출력 신호와 상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위상이 맞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의 지연 
시간을 조정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 조정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16.

입력 신호를 직렬로 접속된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에서 지연시킨 신호와, 상기 입력 신호와의 위상이 맞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의 지연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상기 제 1 지연 회로로부터 상기 입력 신호를 상기 입력 신호의 2분
의1 주기분을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 로크 루프 장치로서,

상기 입력 신호를 분주하는 분주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분주 회로의 출력 신호를 상기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에서 지연시키고,

상기 분주 회로의 출력 신호와 상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위상이 맞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지연 회로의 지연 
시간을 조정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 조정 수단을 구비한 제 1 지연 로크 루프 장치와,

상기 입력 신호에 의거하여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 신호를 생성하고, 복수의 데이터를 선택 출력하는 멀티플렉서에 대해 
상기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을 공급하는 제 2 지연 로크 루프 장치로서,

상기 분주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지연시켜 제 1 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로크 루프 장치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여 지연시켜 제 2 신호를 출력하는 제 4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및 제 4 지연 회로로부터의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
에서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의 각각의 하강 에지에서 다음 펄스의 상승과 하
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를 상기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으로서 출력하는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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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을 적어도 상기 멀티플렉서의 지연 시간분 지연시킨 신호와, 상기 입력 신호와의 위상이 맞
도록, 상기 제 3 및 제 4 지연 회로의 지연 시간을 조정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지연 조정 수단을 구비한 제 2 
지연 로크 루프 장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 조정 수단으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로 래치하여 상기 제 1 및 제2의 지
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1 래치 회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지연 조정 수단으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상기 데이터 출력용의 클록으로 래치하여 상기 제 3 및 제 4 지연 회
로에 공급하는 제 2 래치 회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19.

클록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분주 회로에서 분주한 클록 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버퍼로부터, 상기 분주 클록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
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지연 회로와,

상기 분주 클록 신호와, 상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제 1 위상 검지
기와,

상기 제 1 위상 검지기의 출력 신호를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카운트 값을 바꾸고,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상
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카운터를 구비한 제 1 지연 로크 루프 회
로와,

상기 분주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분주 클록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
로부터 상기 분주 클록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버퍼로부터,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4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와 상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2개의 상기 출력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고, 2개의 상기 출력 신호의 각각의 하강 에지에 의해 다음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멀티플렉서와,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소정 시간 지연시키는 지연 수단과,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와, 상기 지연 수단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제 2 위상 검지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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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위상 검지기의 출력 신호를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카운트 값을 바꾸고, 상기 제 3 지연 회로와 상
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카운터를 구비한 제 2 지연 로크 루프 회
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20.

클록 신호를 입력하는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
된 출력 탭으로부터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의 클록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지연 회로와,

상기 입력 버퍼의 출력 클록과, 상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제 1 위
상 검지기와,

상기 제 1 위상 검지기의 출력 신호를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카운트 값을 바꾸고,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상
기 제 2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카운터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
택 신호를 래치하고,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1 얼라이너를 구비한 제 1 지연 로크 
루프 회로와,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
터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의 클록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상기 
제 1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제 4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와 상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2개의 상기 출력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고, 2개의 상기 출력 신호의 각각의 하강 에지에 의해 다음 펄스의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멀티플렉서와,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소정 시간 지연시키는 지연 수단과,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와, 상기 지연 수단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제 2 위상 검지기와,

상기 제 2 위상 검지기의 출력 신호를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카운트 값을 바꾸고, 상기 제 3 지연 회로와 상
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전환하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제 2 카운터와,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제 2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택 신호
를 래치하고, 상기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2 얼라이너를 구비한 제 2 지연 로크 루프 회
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21.

클록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지연 시간이 서로 다른 복수의 출력 
탭중 선택된 출력 탭으로부터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의 클록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를 출력하는 지연 회로와,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소정 시간 지연시키는 지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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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출력되는 클록 신호와, 상기 지연 수단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이들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검지기와,

상기 위상 검지기의 출력 신호를 받고, 위상의 진전, 지연에 따라 카운트 값을 바꾸고,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탭을 바꾸
기 위한 탭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카운터와,

상기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택 신호를 래치하고, 
상기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얼라이너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멀티플렉서가, 상기 제 3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 3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상승과 하
강 천이시에 미리 정해진 소정 폭의 펄스를 출력하는 제 1 신호 생성 회로와,

상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 4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상승과 하강 천이시에 미리 정해진 
소정 폭의 펄스를 출력하는 제 2 신호 생성 회로와,

고위측 전원과 저위측 전원간에 직렬로 접속되고, 접속점으로부터 출력 신호를 출력하는 서로 역도전형의, 제 1 트랜지
스터 및 제 2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신호 생성 회로의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가,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제어 단자에 공급되고,

상기 제 2 신호 생성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가,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제어 단자에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 회로가, 제 1 조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1 미조
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2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 미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단상의 신호를 합성하는 
제 4 멀티플렉서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지연 회로가, 제 2 조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3 미조
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하는 제 4 미조정 지연 회로
와, 상기 제 3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 미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단상의 신호를 합성하는 제 5 
멀티플렉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지연 회로가, 제 3 조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5 미조
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6 미조정 지연 
회로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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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4 지연 회로가, 제 4 조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7 미조
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 조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8 미조정 지연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1 멀티플렉서가, 상기 제 5 내지 제 8 미조정 지연 회로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제 1 내지 제 4 지연 신호를 입력
하고, 상기 제 1 지연 신호 및 상기 제 4 지연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
와, 상기 제 2 지연 신호 및 제 3 지연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는 신호를 출력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2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연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
택 신호를 래치하고, 상기 제 1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1 얼라이너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를 래치 타이밍 신호로서 입력하고, 상기 제 2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탭 선택 신호
를 래치하고, 상기 제 3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2 얼라이너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27.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분주 회로가, 입력되는 신호의 주파수를 2분의1로 하는 주파수의 신호를 출력하는 2분주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2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지연 조정 수단으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상기 제 1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로 래치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의 지연 회로에 공급하는 제 1의 래치 회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29.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멀티플렉서가, 상기 제 3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 3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상승
과 하강 천이시에, 미리 정해진 소정 폭의 펄스를 출력하는 제 1의 신호 생성 회로와,

상기 제 4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 4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상승과 하강 천이시에, 미리 정
해진 소정 폭의 펄스를 출력하는 제 2의 신호 생성 회로와,

고위측 전원과 저위측 전원간에 직렬로 접속되고, 접속점으로부터 출력 신호를 출력하는 서로 역도전형의, 제 1의 트랜
지스터 및 제 2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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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의 신호 생성 회로의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가, 상기 제 1의 트랜지스터의 제어 단자에 공급되고,

상기 제 2의 신호 생성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가, 상기 제 2의 트랜지스터의 제어 단자에 공급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30.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지연 회로가, 제 1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1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2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의 미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단상의 신호를 합성하는 제 4의 멀티플렉서를 구비하고,

상기 제 2의 지연 회로가, 제 2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3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4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의 미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단상의 신호를 합성하는 제 5의 멀티플렉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3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의 지연 회로가, 제 3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5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6의 미조정 지연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4의 지연 회로가, 제 4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7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8의 미조정 지연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1의 멀티플렉서가, 상기 제 5 내지 제 8의 미조정 지연 회로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제 1 내지 제 4의 지연 신호
를 입력하고, 상기 제 1의 지연 신호 및 상기 제 4의 지연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
정되는 신호와, 상기 제 2의 지연 신호 및 제 3의 지연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
는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로크 루프 장치.

청구항 3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멀티플렉서가, 상기 제 3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 3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상승
과 하강 천이시에, 미리 정해진 소정 폭의 펄스를 출력하는 제 1의 신호 생성 회로와,

상기 제 4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제 4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의 상승과 하강 천이시에, 미리 정
해진 소정 폭의 펄스를 출력하는 제 2의 신호 생성 회로와,

고위측 전원과 저위측 전원간에 직렬로 접속되고, 접속점으로부터 출력 신호를 출력하는 서로 역도전형의, 제 1의 트랜
지스터 및 제 2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제 1의 신호 생성 회로의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가, 상기 제 1의 트랜지스터의 제어 단자에 공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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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의 신호 생성 회로의 출력 신호를 지연시킨 신호가, 상기 제 2의 트랜지스터의 제어 단자에 공급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3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의 지연 회로가, 제 1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1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2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1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의 미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단상의 신호를 합성하는 제 4의 멀티플렉서를 구비하고,

상기 제 2의 지연 회로가, 제 2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3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2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4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의 미조정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단상의 신호를 합성하는 제 5의 멀티플렉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3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의 지연 회로가, 제 3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5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3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6의 미조정 지연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4의 지연 회로가, 제 4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7의 미조정 지연 회로와, 상기 제 4의 조조정의 지연 회로의 출력 신호를 인버터에서 반전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 8의 미조정 지연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 1의 멀티플렉서가, 상기 제 5 내지 제 8의 미조정 지연 회로로부터 각각 출력되는 제 1 내지 제 4의 지연 신호
를 입력하고, 상기 제 1의 지연 신호 및 상기 제 4의 지연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
정되는 신호와, 상기 제 2의 지연 신호 및 제 3의 지연 신호의 각각의 상승 에지에 의해 상승과 하강의 타이밍이 규정되
는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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