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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클락 스큐(clock skew)를 최소화하거나, 제한된 값(clock skew bound)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동기화된 디지털 회로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공정(process), 전압(voltage), 그리고 온도(temperature) 변화에 

따라 클락 스큐는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한 대응책으로, 

많은 이전 연구들은 동적으로 클락 스큐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상검출기로 

클락 스큐를 측정하는 구조가 포함된 post-silicon tuning(PST) 구조를 

사용하였다.  

위상검출기 구조는 두 클락 신호의 도달 시간 차이를 측정할 수 있지만 칩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며, PST  구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선 연결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칩 영역과 도선 

구조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 특정 조건 하에서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2 개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에 사용할 때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주요어 : 클락 스큐, 공정, 전압, 온도 변화, 동적 최적화, 위상검출기 

 

학  번 : 2011-20809 



 

 ii 

목차 

 

초록                                                                                                                    i 

목차                                                                                                                   ii 

표 목차                                                                                                             iv 

그림 목차                                                                                                          v 

제 1 장 서론                                                                                                    １ 

제 2 장 연구 동기                                                                                           ６ 

제 3 장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설계                                       １０ 

3.1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설명 ............................................ １０ 

3.2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제안 ............................................ １１ 

3.2.1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 ...................................... １１ 

3.2.2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의 동작 ......................... １３ 

3.2.3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의 동작 검증 ................ １３ 

3.2.4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의 한계 .......................... 1 5 

제 4 장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적용                                       １８ 

4.1 적용 대상 알고리즘 ........................................................................ １８ 

4.2 3-입력 위상검출기 적용 ................................................................ ２２ 

4.3 3-입력 위상검출기 적용방식의 한계 ............................................ 2 5 



 

 iii 

제 5 장 실험 결과                                                                                       ２７ 

제 6 장 결론                                                                                                 ３０ 

참고문헌                                                                                                      ３１ 

ABSTRACT                                                                                                ３３ 

 



 

 iv 

표 목차 

 

표 5.1 본 논문과 기존 알고리즘 [8]의 비교 ............................................ 2 9  



 

 v 

그림 목차 

 

그림 1.1   ADB 구현의 한 사례 [5]. ............................................................ ..4  

그림 1.2  위상검출기 구현의 한 사례 [6]: (a) 위상검출기를 실제 구현한 

한 예시; (b), (c) int, ext signal에 따른 위 위상검출기의 동작을 

나타낸 그림이다. 두 signal 의 위상 차이만큼 lead/lag 신호의 

출력값이 0이 되었다가 다시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그림 1.3  클락 싱크들을 연결하는 위상검출기 회로의 한 예시 : (a) 

진하게 표시된 FF에 들어가는 클락 신호가 기준 신호라고 할 

때, 이 신호를 기준으로 위상검출기가 각 클락 신호를 

비교하는 구조이다. 화살표는 비교의 기준과, 비교되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PST에서는 비교당하는 FF에 들어가는 클락 

신호 도착 시간을 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클락 스큐를 

줄인다; (b) FF 둘을 잇는 위상검출기를 하나의 도선(edge)으로 

도식화 한 모습이다. FF을 vertex, 위상검출기가 포함된 연결을 

edge 로 생각한다면 이는 그래프 구조가 된다. 클럭 신호 

측정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FF에서 모든 FF까지의 경로가 



 

 vi 

존재해야 하며, 이는 곧 모든 FF 짝에 대해서 연결 경로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8]에서는 최소한의 위상검출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FF 간 경로는 유일하게 되며 따라서 이 

회로는 트리(tree) 구조가 된다. 여기서 화살표는 클락 신호를 

측정하는 기준과, 비교당하는 대상을 나타낼 뿐, 방향 

그래프(directed graph)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 그래프는 

무방향 그래프이다. ..................................................................... ..5  

그림 2.1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Vertex 가 FF, 

edge 는 위상검출기이다. : (a) 2-입력 위상검출기만을 이용해 

나타낸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 (b) 3-입력 위상검출기도 함께 

이용하여 나타낸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 .................................. ..6  

그림 2.2  3 개의 FF 을 위상검출기와 함께 manhattan routing 한 것을 

나타낸 구조 : (a) 2-입력 위상검출기 2개를 이용한 것; (b) 3-

입력 위상검출기를 이용한 것; (c) (a), (b)에서 사용된 도선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 (b)의 도선 사용 길이를 bounding box에 

나타낸 것. ..................................................................................... ..9  

그림 3.1 [9]에서 제안한 Dynamic Positive Edge-Triggered D Flip-Flop의 

구조. ............................................................................................ 1 0  

그림 3.2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 ..................................... ..1 2 



 

 vii 

그림 3.3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parameter sweep 결과. ...... . 1 5  

그림 3.4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와 2-입력 위상검출기의 

오동작을 비교한 그림. (a), (b) 모두 in1 신호가 오동작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 (a) 3-입력 BBPD를 사용할 때, in1이 

오동작 할 경우 ref와 in2를 비교하는 기능마저 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 (b) 2-입력 BBPD 2 개를 사용할 경우 in1 이 

오동작하더라도 ref 와 in2 를 비교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됨을 나타낸 것. ................................................................ ..1 6  

그림 4.1  [10]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FF를 연결하는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만드는 알고리즘.. ....................................................... ..2 0  

그림 4.2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에서 global intrinsic inaccuracy 를 찾는 

알고리즘. .................................................................................... 2 1 

그림 4.3 FF 3개를 연결하던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연결 2개를 

끊은 뒤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위치시키는 방법..2 5  

 

 



 

 １ 

제 1 장 서론 

 

클락 스큐는 flip-flop(FF)이나 latch 같은 순차 논리 요소에 들어가는 클락 

신호의 도착 시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클락 스큐는 더블 클락킹(double-

clocking), 제로 클락킹(zero-clocking) 같은 회로의 안정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Wann과 Franklin은 [1]에서 클락 소스(clock source)로부터 클락 싱크(clock 

sink)까지의 도선 길이 차이, 클락 분배 네트워크(clock distribution network)에 

사용되는 버퍼들의 딜레이 차이, 도선의 비저항(resistivity), 유전 상수(dielectric 

constant) 등의 차이, 버퍼에 영향을 미치는 MOS 임계 전압(threshold voltage) 

등의 차이를 클락 스큐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 [3], 

[4]와 같이 버퍼의 크기를 조절하거나(buffer-sizing) 도선의 길이를 

조절하는(wire-sizing) 방식으로 클락 스큐를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회로 설계에서는 반복된 스케일링(scaling)으로 인해, 

공정(process), 전압(voltage), 온도(temperature) 에 따른 변동(PVT variation)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버퍼 크기 조절, 도선 길이 조절을 통한 방식은 특정 

PVT 상황 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클락 스큐를 줄였으나, 다양한 PVT 상황에 

대해 클락 스큐를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칩이 생산되고 나서, 칩이 동작할 때, 클락 스큐를 

측정하여, 클락 도착 시간을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회로에 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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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이러한 회로를 Post-Silicon Tuning architecture(PST 

architecture)라고 하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회로의 주요 요소로 그림 1.1에 

있는 조절 가능한 딜레이 버퍼(Adjustable Delay Buffer, ADB) 와 그림 1.2 에 

있는 위상검출기(Phase Detector, PD)를 이용한다. 

PST architecture 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절 가능한 딜레이 버퍼를 어떤 

위치에 추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크기의 조절 가능한 딜레이 버퍼를 

추가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과 관련된 여러 연구가 있는데, [7]에서는 

다중 전압 모드(multi-voltage modes)에 대해 최소 개수의 조절 가능한 딜레이 

버퍼를 이용하여, 조절 가능한 딜레이 버퍼를 배치하고(placement), 각 전압 

모드에 따라 조절 가능한 딜레이 버퍼가 가져야 할 딜레이 값을 할당하고 있다. 

한편 PST architecture 에서는 클락 스큐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상검출기의 연결 구조가 가지는 여러 특성도 PST architecture 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위상검출기가 어떤 클락 싱크의 클락 신호를 측정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진 위상검출기를 사용하는지, 위상검출기의 배치(placement)와 도선 

연결(routing) 또한 PST architecture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8]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여러 클락 싱크에 

들어가는 많은 클락 신호가 있을 때, 한 클락 신호를 기준 신호(reference clock 

signal)로 하여 나머지 클락 신호의 skew 를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1.3 (a)에 

보이는 구조처럼, [8]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2-입력 위상검출기 만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그림 1.3 (b)처럼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그래프로 도식화하면, 

이는 트리(tree)구조가 된다. 이 때 [8]에서는 임의의 FF 2개를 연결하는 경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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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길수록 FF 2 개에 입력되는 클락 신호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FF 2개를 연결한 경로 중 가장 긴 것의 길이를 최소로 

줄여야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의 측정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n 개의 클락 신호를 동기화 하기 위해서는 n-1 개의 2-

입력 위상검출기와 조절 가능한 딜레이 버퍼가 필요하며 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선은 전체 설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T architecture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선과, 회로 영역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동시에 이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BBPD) 구조를 제안한다. 

그리고 3-입력 BBPD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위상검출기로 인한 설계 면적과, 

이를 연결하는 연결선의 길이를 줄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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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DB 구현의 한 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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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위상검출기 구현의 한 사례 [6]: (a) 위상검출기를 실제 구현한 한 예시; 

(b), (c) int, ext signal에 따른 위 위상검출기의 동작을 나타낸 그림이다. 두 

signal의 위상 차이만큼 lead/lag 신호의 출력 값이 0이 되었다가 다시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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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클락 싱크들을 연결하는 위상검출기 회로의 한 예시 : (a) 진하게 

표시된 FF 에 들어가는 클락 신호가 기준 신호라고 할 때, 이 신호를 

기준으로 위상검출기가 각 클락 신호를 비교하는 구조이다. 화살표는 비교의 

기준과, 비교되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PST 에서는 비교당하는 FF 에 

들어가는 클락 신호 도착 시간을 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클락 스큐를 

줄인다; (b) FF 둘을 잇는 위상검출기를 하나의 도선(edge)으로 도식화 한 

모습이다. FF을 vertex, 위상검출기가 포함된 연결을 edge로 생각한다면 

이는 그래프 구조가 된다. 클럭 신호 측정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FF에서 

모든 FF까지의 경로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곧 모든 FF 짝에 대해서 연결 

경로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8]에서는 최소한의 위상검출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FF간 경로는 유일하게 되며 따라서 이 회로는 트리(tree) 

구조가 된다. 이 그림에서 화살표는 클락 신호를 측정하는 기준과, 

비교당하는 대상을 나타낼 뿐, 방향 그래프(directed graph)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 그래프는 무방향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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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동기 

 

2-입력 위상검출기만을 사용해서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것 보다, 

3-입력 위상검출기도 함께 사용하여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만드는 경우 PST 

architecture를 구성하는데 드는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다. 

n개의 FF에 들어가는 클락 신호의 위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n-1개의 위상검출기가 필요하다. n-1개의 위상검출기를 이용해 n개의 FF의 

클락 신호를 모두 비교하도록 도선을 연결하면 이는 그림 2.1 (a)와 같이 모든 

vertex를 이은 트리 (tree) 구조가 된다. 

2
1

4

4

2

1

1
2

(a)

2
1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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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
2.5

 

그림 2.1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Vertex 가 FF, 

edge 는 위상검출기이다. : (a) 2-입력 위상검출기만을 이용해 나타낸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 (b) 3-입력 위상검출기도 함께 이용하여 나타낸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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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에는 2-입력 위상검출기만 사용한 연결 트리 구조와 3-입력 

위상검출기도 함께 사용한 연결 트리 구조가 나타나 있다. 그림 2.1 (a)는 2-

입력 위상검출기를 이용하여 FF 9개를 연결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FF을 

graph 구조의 vertex, 위상검출기를 graph 구조의 edge 로 대응시키면, 2-입력 

위상검출기만 이용할 경우 위상검출기는 2 개의 vertex 만을 연결할 수 있는 

edge 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1 (b)에서 가운데 3 개의 vertex 를 연결한 

도선(edge)은 3-입력 위상검출기로 FF 3 개를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3-입력 위상검출기를 이용한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는 hypergraph 

구조가 된다. 

한편 3-입력 위상검출기는 1 개의 기준 입력과, 2 개의 비교 대상 입력을 

받아서 기준 입력를 기준으로 각 비교 대상 입력신호와의 위상차이를 

측정하여 적절한 결과값을 출력한다. 3-입력 위상검출기 하나는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2 개의 2-입력 위상검출기를 이용하여 3 개의 FF 을 연결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데, 2-입력 위상검출기 2 개의 내부 자원을 잘 

공유하도록 3-입력 위상검출기 회로를 잘 구성한다면 3-입력 위상검출기는 

2 개의 2-입력 위상검출기가 회로에서 차지하는 면적보다 더 적은 면적을 

차지하도록 할 수 있다. 

또 3-입력 위상검출기를 잘 이용하면 위상검출기와 FF를 연결하는 도선의 

길이도 줄일 수 있다. 그림 2.2 (a)는 2 개의 2-입력 위상검출기를 이용하여 

FF와 위상검출기를 manhattan routing한 것이고 그림 2.2 (b)는 1개의 3-입력 

위상검출기를 이용하여 3개의 FF을 연결한 것이다. 그림 2.2 (c)는 세 F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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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ing box 에 그림 2.2 (b)의 도선 길이를 표시한 것인데, 그림 2.2 (b)의 

경우가 그림 2.2 (a)에서 보다 사용한 도선 길이가 짧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입력 위상검출기와 동시에 3-입력 위상검출기를 이용하여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잘 만든다면 클락 스큐 측정 오차, 소비 면적, 도선 길이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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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3개의 FF을 위상검출기와 함께 manhattan routing한 것을 나타낸 

구조 : (a) 2-입력 위상검출기 2 개를 이용한 것; (b) 3-입력 위상검출기를 

이용한 것; (c) (a), (b)에서 사용된 도선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 (b)의 도선 사용 

길이를 bounding box에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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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설계 

 

 

3.1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설명 

 

본 논문에서 3-입력 위상검출기를 설계하기 위해 응용한 것은 [9]에서 

제안된 Dynamic Positive Edge-Triggered D Flip-Flop (ETDFF) 이다. 그림 3.1 

에는 [9]에서 제안한 Dynamic Positive ETDFF의 회로도가 표현되어 있다. 

 

Vdd Vdd Vdd

CLK

CLK

CLK

CLK

D
D

 

 

그림 3.1 [9]에서 제안한 Dynamic Positive Edge-Triggered D Flip-Flop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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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의 두 클락 신호를 clock 1, clock 2 라고 정의하고 그림 3.1 의 

회로의 D에 clock 1, CLK에 clock 2 를 연결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clock 

1의 positive edge가 clock 2의 positive edge 보다 먼저 도달한다면, FF 

입장에서는 CLK 신호가 rising 하기 전에 입력 D 의 값이 1 인 

상태이므로, 출력값은 D 의 반대 값인 0 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clock 

2의 positive edge가 clock 1의 positive edge보다 먼저 도달하게 된다면 

FF의 입장에서는 D 값이 0인 상황에서 CLK신호가 rising한 것이므로 

출력값은 1이 나오게 된다. 즉 clock 1, clock 2 두 신호의 positive edge의 

도착시간의 차이에 따라 출력값이 1 과 0 둘 중 하나로 결정되므로 

이것은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2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제안 

 

3.2.1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 

 

그림 3.1에 나타나 있는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응용하여 만든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회로는 그림 3.2와 같다. 

이 회로에서 입력 신호는 ref, in1, in2이며, 출력 신호는 out1, out2이다. 

ref_, in1_, in2_ 신호는 내부 도선 연결을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회로의 입력인 ref, in1, in2는 모두 클락 신호인데, 클락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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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여러 입력을 load 로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버터 (inverter)가 추가되었다. 

 

 

 

ref ref_

in1 in1_

in2 in2_

ref_

ref_

in1_

in1_

in1_

in1_

in2_

in2_

in2_

in2_

out1

out2

 

그림 3.2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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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의 동작 

 

이 회로는 ref 신호를 기준으로 하며, ref 신호와 in1 신호, ref 신호와 in2 

신호의 positive edge의 도달 시간을 비교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ref 신호의 positive edge 가 in1 신호의 positive edge 보다 먼저 

도달하는 경우 out1의 출력 값은 논리값 1이 되며, 반대의 경우 out1의 

출력 값은 논리값 0 이 된다. ref 신호와 in2 신호의 도달시간에 따른 

out2의 출력 값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런 동작 때문에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는 2-입력 Bang-

Bang 위상검출기 두 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2.3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의 동작 검증 

 

그림 3.2 에 있는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를 45 nm Nangate 

Open Cell Library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구현한 회로는 SPICE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입력 클락 신호의 주파수는 모두 1Ghz 로 

가정하였고, 전이 시간은 35ps, duty rate는 0.5로 하였다. 그림 3.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SPICE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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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ref 신호와 in1 신호의 도달 시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ref 

입력과 in2 입력에 같은 클락 신호를 가한 후, in1 신호의 도달 시간을 

parameter sweep 하면서 out1 핀의 출력 전압을 측정하였다. 입력 클락 

신호의 한 주기 동안 out1핀의 출력 전압을 평균한 결과를 그림 3.3에 

있는 out1 에 나타나 있다. 

ref 신호와 in2 신호의 도달 시간 관계도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림 3.3의 out2에 나타나 있다. 

그림 3.3에서는 ref 신호와 in1/in2 신호의 도달 시간 차이를 위상 차로 

표현하였다. 위상 차이가 양의 값일 경우에는 in1/in2 신호의 positive 

edge가 ref 신호의 positive edge 도달 시간에 비해 위상 차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더욱 늦게 도달한다는 의미이다. 위상 차이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in1/in2 신호의 positive edge가 ref 신호의 positive edge의 도달 

시간보다 위상 차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빨리 도달하게 된다. 

이 때, 회로는 위상 차 0 을 기준으로 출력 전압이 급격하게 바뀌는 

Bang-Bang 위상검출기의 동작을 잘 보여줌을 그림 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하나의 소모 area 는 약 0.8742 

μm
2 이었고,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두 개의 소모 area 는 약 

0.9612 μm
2
 이었다. 즉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두 개를 한 개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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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로 대체할 경우 area 측면에서 약 9.1%의 

이득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4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회로의 한계 

 

그림 3.2 에 나타난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는 동작하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먼저,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ref, in1, in2에 끊임없이 클락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와야 한다. 

만약 3 개 중 하나의 입력이라도 클락 신호가 아닌 다른 신호가 

입력된다거나, 클락 신호의 switching이 멈춘다면, 이 회로는 정상적인 

동작을 못하게 된다. 

 

 

그림 3.3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parameter sweep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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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와 2-입력 위상검출기의 

오동작을 비교한 그림. (a), (b) 모두 in1신호가 오동작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 (a) 3-입력 BBPD 를 사용할 때, in1 이 오동작 할 경우 ref 와 

in2 를 비교하는 기능마저 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 (b) 2-입력 BBPD 

2개를 사용할 경우 in1이 오동작하더라도 ref와 in2를 비교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됨을 나타낸 것. 

그림 3.4 는 한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FF 3 개가 있고, 그 3 개의 

FF들의 입력 클락 신호 ref, in1, in2의 위상차이를 3-입력 BBPD 1개로 

측정하는 것과, 2-입력 BBPD 2 개로 측정하는 상황에서 in1 신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림 3.4 (a)에서는 3-입력 

BBPD 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3-입력 BBPD 의 회로적 특성 때문에 

ref와 in2의 위상 차이를 비교하는 기능마저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된다. 

반면 그림 3.4 (b)의 경우처럼 2-입력 BBPD 2개로 회로가 구성된 경우 

in1신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더라도 ref신호와 in2신호의 위상 차이를 

비교하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3-

ref

in1

in2

out1

out2

ref

ref

in1

in2

out1

out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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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BBP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3개의 입력에 들어오는 

클락 신호들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로 구조에서 ref, in1, in2 를 연결하는 PMOS 3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ref 신호와 in1, in2 각각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서 in1, in2 신호가 입력되는 PMOS는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ref 신호와 in1 신호의 위상차이를 제대로 비교하도록 

회로를 설계할 경우, ref신호와 in1신호의 위상차이를 정확히 비교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을 말할 때 

위상검출기의 offset이 생긴다고 말한다. offset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ffset 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ref, in1, in2 PMOS 3 개의 

직렬연결 구조의 특성상 offset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클락 스큐를 측정하는데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PST 

architecture에서 클락 스큐를 조정하는데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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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적용 

 

 

4.1 적용 대상 알고리즘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실제로 적용해 보기 위해, 먼저 [8]에 

있는 알고리즘으로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만들었다. [8]에서 먼저 

제시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클락 신호가 동기화 되어야 할 N개의 FF이 주어졌을 때, 임의의 두 FF 

사이의 클락 스큐 측정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위상검출기 연결 트리 구조를 

만든다.  

 

[8]에서는 임의의 두 FF 사이의 클락 스큐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조절 가능한 딜레이 버퍼의 조절 단위로 인한 오차(resolution 

inaccuracy), 그리고 FF 두 개를 2-입력 위상검출기로 연결할 때 2-입력 

위상검출기의 두 입력에 연결된 도선의 길이 차이나 

캐패시턴스(capacitance) 부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측정 오차를 들고 

있다(sampling in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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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상검출기 연결 트리 구조에서 임의의 두 FF 을 연결하는 

path 에서 도선(edge)의 개수가 많아지면, 각 도선에 해당하는 측정 

오차가 누적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8]에서는 FF 

짝에 대해서 FF 짝 간의 클락 스큐 측정 오차 중 가장 큰 것을 global 

intrinsic inaccuracy라고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8]에서는 알고리즘을 단순화하기 위해 resolution inaccuracy 를 

무시하고, sampling inaccuracy 를 통해 global intrinsic inaccuracy 값을 

추정한다. [8]에서는 또한 sampling inaccuracy 는 두 FF 사이의 거리에 

근사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 

 

문제 2.  클락 신호가 동기화 되어야 할 N개의 FF이 주어졌을 때, 임의의 두 FF 

사이를 연결하는 경로의 최대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상검출기 트리 

구조를 만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에서는 FF 을 그래프의 vertex 로 

생각하고, 위상검출기를 통한 연결을 그래프의 edge로 생각하여 스큐 

동기화 그래프(skew synchronization graph)를 만든다. 그러고 나서 

[10]에서의 Minimum Diameter Spanning Tree(MDST) 문제를 도입한다. 

[10]에서는 vertex 의 집합을 V 라고 할 때         시간 내에 

MDST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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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0]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FF 를 연결하는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만드는 알고리즘. 

Find_Best_Spanning_Tree (G) 

do 

    min_diameter = INF; 

    for each node    in skew synchronization graph G do 

        for each node    in        do 

            Connect        ; 

            for each node    in            do 

                if (       ) { 

Connect        ; 

                } else { 

Connect        ; 

                } 

            end for 

            current_diameter = Find_Global_Intri_Inacc (G); 

            if (min_diameter > current_diameter) { 

                min_diameter = current_diatmeter, 

                best_focal_pair =        ; 

            } 

            Remove_All_Edges; 

        end for 

    end for 

    Construct the two-focal tree with the focal FFs as best_focal_pair 

e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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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에서 global intrinsic inaccuracy 를 찾는 

알고리즘.  

그림 4.2에 있는 Find_Global_Intri_Inacc는 만들어진 위상검출기 연결 

트리 구조에서 최대 클락 스큐 측정 오차를 계산하는 부분이다. 

그림 4.1, 그림 4.2 의 알고리즘대로 위상검출기 연결 트리 구조를 

만들게 되면 focal node 라고 명명된 2 개의 FF 에 대해 많은 

위상검출기가 연결되게 되어, focal node FF 의 클락 핀의 캐패시턴스 

부하가 매우 커지게 된다. 이는 클락 스큐 측정 오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하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트리 구조에서 2개의 focal node를 잇는 edge를 제외한 

나머지 edge 에 대해, 가장 긴 edge 를 끊은 뒤, 트리 구조에서 떨어져 

나온 node 를 가장 가까운 node 에 연결한 뒤, Find_Global_Intri_Inacc 

(G)를 통해 global intrinsic inaccuracy 가 감소하였는지 확인하고, 

Find_Global_Intri_Inacc (G) 

do 

Randomly Choose a FF n belongs to V; 

    Find FF    with the largest intrinsic inaccuracy between in    and  ; 

Find FF    with the largest intrinsic inaccuracy between in    and   ; 

    Return Intri_Inaccn1n2; 

en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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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면 위 작업을 반복하며, 감소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그래프 

수정을 끝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 3 장에서 제시한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배치한 결과와,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4.2 3-입력 위상검출기 적용 

 

이제 4.1 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는 특별한 경우에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2 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사용 

면적과, 도선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2-입력 Bang-

Bang 위상검출기를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로 대체한다. 

먼저, 4.1 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이용한 위상검출기 연결 회로를 만든다. 이 연결 회로를 

기반으로 2 개의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연결을 3-입력 Bang-

Bang 위상검출기 연결로 변경하게 된다.  



 

 ２３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2개를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로 

대체할 때, 4.1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든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연결 중 가장 길이가 긴 1 개를 먼저 선택한다. 이 연결을 

연결 1이라고 명명한다. 

이 연결 1의 양쪽에 있는 FF을 FF1, FF2라 하자. FF1, FF2에 대해서 

각각 FF에 연결된 2-입력 위상검출기가 2개 이상인지 확인한다. 만약 

FF1에 연결된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이 2개 이상이고, FF2에 연결된 

2-입력 위상검출기의 연결이 하나뿐이라면, FF1 에 연결된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 중 가장 긴 것은 연결 1이 되며, 연결 1을 제외한 위상 

검출기 연결 중 가장 긴 것을 연결 2라고 정할 수 있다. 

연결 2 의 양 끝에는 FF1 과, 다른 FF 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FF 을 

FF3 이라고 명명하자. 이 때 FF1, FF2, FF3 은 연결 1, 연결 2 를 통해 

연결된 것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두 연결을 끊어서 3-

입력  BBPD로 대체한다. 

만약 연결 1 을 고르고 나서 양쪽 FF 을 살피는 과정에서 FF2 에 

연결된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이 2개 이상이고 FF1에 연결된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이 하나뿐이라면 위의 설명에서 FF1, FF2 를 서로 

바꾸어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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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1, FF2모두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이 2개 이상이라면 FF1, FF2의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을 모두 확인하여 연결 1 을 제외하고 가장 긴 

것을 연결 2로 결정하고, FF3을 결정하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위의 방식으로 FF 3 개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남아 있는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 양쪽의 FF은 2-

입력 위상검출기 연결이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양쪽의 

FF은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 하나와, 0개 이상의 3-입력 위상검출기 

연결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남은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 중 가장 긴 2개를 

선택하여 둘을 제거한 뒤, 연결에서 나온 4개의 FF중 3개를 연결할 때 

도선 길이가 최소가 될 수 있으면서, tree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FF 

3개를 매번 확인하며 3-입력 위상검출기 연결로 대체하게 된다.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2 개 연결을 끊은 다음 3-입력 Bang-

Bang 위상검출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림 4.3을 보면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연결 2개를 제거하고 남은 FF 3개를 1, 2, 

3 번 원으로 표시해 두었다. 이 때 회로에서 xy 좌표계를 도입하고, 

manhattan routing 을 한다고 가정하면, 연결 도선 소모를 가장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세 FF의 x좌표중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제외한 가운데 

것을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x 좌표로, 마찬가지로 세 FF 의 

y좌표중 가운데 것을 y좌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세 FF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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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ing box 를 고려할 때, 다른 모든 경우에는, 이 경우보다 많은 

도선을 소모하게 된다. 

 

 

 

그림 4.3 FF 3개를 연결하던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연결 2개를 

끊은 뒤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위치시키는 방법. 

 

4.3 3-입력 위상검출기 적용방식의 한계 

 

4.2 에서 설명한 3-입력 위상검출기 적용 방식은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을 최대한 많은 3-입력 위상검출기 연결로 바꾸려고 하는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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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2 개 이상의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이 있는 FF 을 잘 

선택하여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 2 개를 잘 선택하고 이를 대체하는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 과정에는 문제점이 있다.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 2 개를 선택해서 FF 4 개가 선택되게 되는데, 이 경우 FF 4 개를 

연결하던 2-입력 위상검출기 연결 2개를 연결한 도선 길이보다 더 많은 

도선을 사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3-입력 위상검출기의 위치를 정할 때 4.2 의 방식으로 위치를 

정하게 되면, 위상검출기로부터 각 FF까지의 거리가 제각각 달라지게 

되며, 위상검출기로부터 각 FF 의 클락 신호를 받아들이는 도선의 

길이가 달라지게 된다. 이 경우 ref, in1, in2로 클락 신호를 측정할 때의 

타이밍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정확한 클락 스큐 측정이 어렵게 된다. 

이는 PST architecture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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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결과 

 

 

실험을 위해서 ISCAS’95 benchmark 회로를 이용하였고, 이 회로를 

Synopsys IC Compiler와 Nangate Open Cell Library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4 장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은 모두 python 언어로, 리눅스 

환경 하에서 구현되었다. 

표 5.1 은 [8]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만든 것과 본 논문의 방법으로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대체한 경우 각 위상검출기의 개수와 위상검출기가 

차지하는 영역, 그리고 위상검출기 연결 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선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개수는 회로에서 동기화해야 하는 

FF의 개수보다 하나 적다. 즉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개수가 

많을수록 동기화해야 하는 FF 의 개수가 많다는 말이다. 하지만 

동기화해야 하는 FF 의 개수가 알고리즘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입력 위상검출기 2 개를 3-입력 위상검출기 

1개로 대체할 때 소비 영역 측면에서 얻는 이득은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약 9.1%였는데, 이 실험에서도 그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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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연결 도선 길이 측면에서는 어떠한 일관적인 특징을 

찾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이용할 때 위상검출기 

사용 영역과 도선 길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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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본 논문과 기존 알고리즘 [8]의 비교 

회로 

[8] 본 논문 

Area 

reduction 

WL 

reduction 

#2-

input 

BBPD

s 

#3-

input 

BBPD

s 

PD Area 

(μm2) 

WL 

(μm) 

#2-

input 

BBPD

s 

#3-

input 

BBPD

s 

PD Area 

(μm2) 

WL 

(μm) 

s5378 3 0 24.03 77.54 1 1 22.58 73.74 -6% -5% 

s13207 7 0 56.07 286.4 1 3 51.72 249.19 -8% -13% 

s15850 2 0 16.02 57.93 0 1 14.57 57.93 -9% 0% 

s35932 46 0 368.46 2811.04 0 23 335.11 2507.76 -9% -11% 

s38417 40 0 320.4 2402.48 0 20 291.4 1988.8 -9% -17% 

s38584 31 0 248.31 1656.33 1 15 226.56 1327.22 -9% -20% 

평균 
        

-8% -11% 

 

 

  



 

 ３０ 

제 6 장 결론 

 

이 논문에서는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구조를 제안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8]의 알고리즘에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를 

추가하여 위상검출기 연결 트리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위상검출기 구조를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역과, 도선 

소모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회로 구조상 하나의 

입력이라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회로의  다른 비교 기능이 

동작하지 않게 되어, 2-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동작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었으며 offset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3-입력 Bang-Bang 위상검출기의 간단한 적용 방식을 이용하여 

위상검출기 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영역과, 도선 소모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도선 소모를 줄이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클락 스큐 측정에 있어 부정확함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후속 연구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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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Minimizing the clock skew or meeting the clock skew constrai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ptimization tasks in the course of designing high-speed 

synchronous digital systems. To cope with the influence of the clock skew 

fluctuation caused by Process, Voltage, and Temperature (PVT) variation, 

many previous works have used post-silicon tuning (PST) architectures with 

phase detectors (PDs), which are able to detect the clock timing difference. 

This thesis propose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synthesizing the connection 

structure of PDs in the PST architecture that minimizes the area and wire 

overhead. In addition to the proposal of the synthesis algorithm, we propose a 

new circuit called 3-input Bang-Bang PD (BBPD), which can replace two 2-

input BBPDs, together with the pros and cons of its usage in the PD 

connection structure. 

 

 

 

 

Keywords : clock skew, process, voltage, and temperature variation, dynamic 

optimization, phas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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