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 사학 논문

다중 전력 모드 계를 한 가변 지연 

시간 버퍼 계 및 제어 회로  

Analysis on Adjustable Delay Buffer Design and 

Control Circuit for Multiple Power Mode Designs

2014년 2월

울 학  학원

전 ㆍ정보 공학

  근  호



다 력 모드 설계를 한 가변

지연 시간 버퍼 설계 제어 회로

분석

AnalysisonAdjustableDelayBufferDesign

andControlCircuitforMultiplePowerMode

Designs

지도교수 김 태 환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 학교 학원

기 정보 공학부

김 근 호

김근호의 공학석사 학 논문을 인 함

2014년 2월

원 장 :__최 기 ____________

부 원장 :__김 태 환__________

원 :__김 재 하__________



i

록

다 력 모드 설계를 한 가변 지연

시간 버퍼 설계 제어 회로 분석

서울 학교 학원

기ㆍ정보 공학부

김 근 호

디자인의 추세가 다 력 모드로 되면서,공 력에 따른 클락 스

큐 제한(clockskew constraint)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졌다.클락 스

큐 제한을 만족시키기 해서 제안된 것이 가변 지연 시간 버퍼

(AdjustableDelayBuffer,ADB)이며,가변 지연 시간 버퍼는 공 력

의 변화에 따라 지연(propagationdelay)을 조 함으로써 클락 스큐

제한을 만족시켰다.지 까지 가변 지연 시간 버퍼 련 논문은 가변 지

연 시간 버퍼를 회로에 삽입하는 최 화 알고리즘을 주로 다루었다.이

논문에서는 가변 지연 시간 버퍼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가변 지연

시간을 조 하는 컨트롤 박스 로직의 실제 구 방식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다 력 모드의 수에 따라 가변 지연 시간 버퍼에 연결되는 컨

트롤 신호 라인(controlsignalline)의 체 길이의 변화를 알아 으로써

가변 지연 시간 버퍼의 사용이 회로에서 얼마만큼의 역을 차지하는지

그 비 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 :가변 지연 시간 버퍼,컨트롤 박스 로직, 지연,다 력

모드

학 번 :2012-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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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클락 스큐 제한(clockskew constraint)를 만족시키는 것은 클락 트리

합성(clocktreesynthesis)에서 요한 일이다.더욱이 디자인의 추세가

다 력 모드(multiplepowermode)로 가면서,사용되는 어 리 이션

의 변화에 따라 공 압이 바 었다. 워 모드가 여러 개가 되면서 클

락 트리의 스큐 제어가 어려워졌는데,이는 동작 에 클락 시그 지연

시간(clocksignaldelay) 한 동 으로 바 기 때문이다.최근 많은 연구

에서는,다 력 모드에서 클락 스큐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지연 시간을 하게 동 으로 조 할 수 있는 가변 지

연 시간 버퍼(Adjustable Delay Buffer,ADB)가 제안되었다.그 후,

CADB (CapacitorbasedADB)와 IADB (InverterbasedADB)라는 두

종류의 가변 지연 시간 버퍼가 소개되었고, 워 모드 별로 클락 스큐를

조 하기 해서 클락 스큐의 어느 치에 가변 지연 시간 버퍼를 히

넣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1][2]이 제시되었다.

논문 [1],[2]는 다 력 모드 설계에서 클락 스큐 제한을 만족시키

기 해 가변 지연 시간 버퍼를 삽입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논문 [1]

은 가변 지연 시간 버퍼 삽입 문제에 해,각 워 모드에 해 최 화

된 선형 시간 알고리즘(linear-timealgorithm)을 제안하 다.논문 [2]는

논문 [1]이 각각의 워 모드에 한 개별 인 최 화 알고리즘인 을

개선하여,모든 워 모드 반에 한 최 화된 가변 지연 시간 버퍼 삽

입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그런데 가변 지연 시간 버퍼(ADB)와 련한 기존의 논문들은 다

력 모드에서 클락 트리의 클락 스큐 제한을 만족시키기 한 ADB삽입

알고리즘에 한 내용은 다루었지만,실제로 ADB를 구 했을 시,각

워 모드에 따라 ADB 내부의 지연(propagationdelay)을 조 하는

ADB 컨트롤 박스의 로직(logic)을 구 하는 것에 한 본격 인 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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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하 다.

이 논문에서는 두 타입의 가변 지연 시간 버퍼 IADB와 CADB의 특성

을 알아보고,이를 참조하여 ADB의 컨트롤 박스 로직을 구 하는 알고리

즘을 소개하려 한다. 한, 워 모드에 따라 ADB의 지연

(propagationdelaty)을 조 하기 해 컨트롤 박스에 연결되는,신호 라

인(signalline)의 길이를 계산한 뒤,신호 라인(signalline)이 회로에서 차

지하는 비 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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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본문

2.1 CADB와 IADB의 특성

가변 지연 시간 버퍼(AdjustableDelayBuffer,ADB)에는 두가지 종류

가 있다.하나는 캐퍼시터 기반 가변 지연 시간 버퍼(Capacitorbased

ADB,CADB)이고,다른 하나는 인버터 기반 가변 지연 시간 버퍼

(InverterbasedADB,IADB)이다.

CADB는 캐퍼시터를 보 하는 캐퍼시터 뱅크(CapacitorBank)를 갖고

있으며,회로의 압 모드에 따라 캐퍼시터 뱅크에 있는 캐퍼시터를 활성

화/비활성화 시켜 가변 지연 시간 버퍼의 지연 시간을 조 한다.이때,캐

퍼시터 뱅크 내부의 캐퍼시터의 활성화/비활성화는 컨트롤 박스를 통해

조 하며,컨트롤 박스는 압 모드를 입력값으로 받아,활성화/비활성화

시킬 캐퍼시터의 정보를 출력값으로 내보낸다.

IADB는 입력 인버터 단에 활성화/비활성화 가능한 인버터들이 병렬로

연결된 인버터 체인(InverterChain)을 갖고 있으며,회로의 압 모드에

따라 인버터 체인에 있는 인버터를 활성화/비활성화 시켜 가변 지연 시간

버퍼의 지연 시간을 조 한다.이때,인버터 체인 내부의 인버터의 활성화

/비활성화는 컨트롤 박스를 통해 조 하며,컨트롤 박스는 압 모드를

입력값으로 받아,활성화/비활성화 시킬 인버터의 정보를 출력값으로 내

보낸다.

CADB와 IADB의 구조는 그림 2.1의 (a),(b)와 같다.

CADB는 캐퍼시터들을 모아둔 캐퍼시터 뱅크(CapacitorBank)를 가지

고 있다.캐퍼시터 뱅크 컨트롤러(CapacitorBankController)는 신호 라

인(signalline)을 통해서 워 모드 정보를 컨트롤 비트(controlbits)로

받고,그에 맞춰 캐퍼시터 뱅크 내부의 캐퍼시터들을 활성화/비활성화 시

켜서 CADB의 지연(propagationdelay)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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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두 종류의 ADB의 구조[1].(a)CADB(CapacitorbasedADB)

의 구조:MOSFET 스 치를 ON/OFF함으로써 캐퍼시터를 활성화/비활

성화 시켜 지연(propagationdelay)을 조 한다.(b)IADB(Inverter

basedADB)의 구조:Input단에 병렬 연결된 inverter들을 활성화/비활성

화 시켜 지연(propagationdelay)을 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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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DB는 ON/OFF 스 치를 가진 인버터들이 연결된 인버터 체인

(inverterchain)을 가지고 있다.그림 2.1-(b)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IADB도 CADB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비트(controlbits)를 입력으로 받는

인버터 체인 컨트롤러(InverterChainController)에서 인버터들의 활성화/

비활성화를 제어하여 IADB의 지연을 조 한다.이때,CADB와

IADB는 캐퍼시터 뱅크/인버터 체인을 제어하는 스 치의 ON/OFF상태

에 따라, 지연 성향에 있어서 조 인 결과를 보여 다.

CADB의 지연은 입력단과 출력단에 존재하는 인버터에 의한

지연,캐퍼시터 뱅크에 존재하는 스 치와 캐퍼시터에 의한 지연

의 합으로 구해진다.입력단과 출력단의 인버터에 의한 지연은 스

치 ON/OFF여부에 무 하게 항상 동일한 값을 유지하므로,우리는 스

치 ON/OFF여부에 따라 스 치와 캐퍼시터의 특성이 지연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ADB의 캐퍼시터 뱅크/인버터 체인을 제어하는 스 치가 모두 OFF상

태일 때의 지연을 기본 지연(basedelay)이라 정의하자. 한 캐퍼시

터 1개로 구성된 캐퍼시터 뱅크를 가진 CADB는 CADB_1이라 하고,캐

퍼시터 4개로 구성된 캐퍼시터 뱅크를 가진 CADB를 CADB_4라고 부르

기로 하자.CADB 구조상,스 치 개수와 캐퍼시터 개수는 일치한다.이

때,동일한 W값을 갖는 스 치와,균일한 크기의 캐퍼시터로 이루어진

CADB_1과 CADB_4의 스 치 ON개수에 의한 지연 그래 경향을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캐퍼시터 뱅크 내부에 존재하는 스 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기본 지연(basedelay)가 선형 비례로 증가하고,ON

상태인 스 치가 많아질수록, 지연이 선형 비례로 증가한다.이 때,

스 치와 캐퍼시터가 CADB의 지연에 끼치는 향은 각각 다르다.

스 치의 존재는 OFF상태일 때의 기본 지연의 값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며,스 치가 ON상태일 때,스 치의 W값에 비례하여 지연을 증가

시킨다.스 치에 연결된 캐퍼시터는 스 치가 OFF상태일 때는 기본 지

연과 지연에 향을 끼치지 않지만,스 치가 ON 상태일 때는

지연의 증가에 향을 미친다.하지만 CADB에서 실질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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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2스 치 개수에 따른 CADB의 지연 특성의 분석.(a)

CADB_1:캐퍼시터 1개로 이루어진 캐퍼시터 뱅크를 갖는 CADB의 스

치 ON 개수에 따른 지연 그래 (b)CADB_4:동일한 크기의 캐퍼

시터 4개로 이루어진 캐퍼시터 뱅크를 갖는 CADB의 스 치 ON 개수에

따른 지연 그래 .그래 에서 알 수 있듯이,캐퍼시터 뱅크에 캐퍼

시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지연의 변화폭이 커지지만,동시에 캐퍼

시터 제어 스 치에 의한 기본 지연(basedelay) 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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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의 증가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은 캐퍼시터의 크기보다 스 치

의 W값의 크기라 할 수 있다.스 치의 W값과 캐퍼시터의 크기를 각각

변경해주면서 실험을 진행하 을 때, 지연은 스 치의 W값에 비례

하여 선형으로 증가한 반면,캐퍼시터의 크기 변화에는 그 증가폭이 작았

다.캐퍼시터의 크기가 2배,3배 변화하는 동안 지연의 증가량은 2

배,3배가 아닌,1.1배 ~1.3배 정도의 증가량만을 보 으며,캐퍼시터의

크기 증가만으로는 특정 한도 이상으로 지연을 증가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캐퍼시터의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 스 치의 W값을 증가

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 인 CADB설계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스 치 OFF상태에서는 캐퍼시터의 크기는 지연에

향을 끼치지 않으며,스 치의 개수에 따라 기본 지연이 증가하고, 지

연의 크기를 조 하려면 캐퍼시터의 크기를 조 하는 것 보다 스 치의

W값을 조 하는 것이 훨씬 효율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2에서는 동일한 W값을 가지는 스 치,균일한 크기의 캐퍼시터

를 갖는 CADB의 특성에 해 알아보았고,이 경우 ON 상태의 스 치

개수에 비례하여 지연이 선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다 력 모드에서 삽입된 CADB에 요구하는 지연 값의 변화가 선

형 이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치게 낙 인 망이다.CADB가 실제 회

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해서는 ON 상태의 스 치 개수에 비례하는

지연을 갖는 것이 아니라,각 력 모드에 맞게 다양한 범 의

지연 값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본 논문에서 지연의 증가폭을 조

할 수 있는 가장 합한 방법은 각 스 치의 W값을 조 하는 것이다.

그림 2.2를 참고하여 앞에서 언 했듯이,동일한 W 값을 갖는 스 치

가 ON 상태가 될 때마다 CADB의 지연은 동일한 증가폭을 갖는다.

하지만 스 치의 W값이 증가하면,거기에 비례하여 CADB의 기본 지연

(basedelay) 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캐퍼시터의 경우,스 치와 달

리,스 치 OFF상태에서 기본 지연이 증가하지 않는 장 이 있다.하지

만 캐퍼시터의 크기 조 로는 지연의 변화 폭을 유의미하게 증가시

키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결국 원하는 크기의 지연을 얻기 해

서는 스 치의 W값을 조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8

(a)

(b)

그림 2.3스 치 개수에 따른 CADB의 지연 특성의 분석.(a)

CADB_4_45:W값이 45nm인 스 치 4개로 이루어진 CADB의 지

연 그래 (b)CADB_4_135:W값이 135nm 인 스 치 4개로 이루어진

CADB의 지연 그래 .(b)의 스 치의 W값은 (a)의 스 치의 W 값

의 3배이며,거기에 비례하여 지연의 증가폭은 (b)가 (a)의 3배이다.



9

그림 2.3의 (a),(b)는 각각 스 치 4개로 이루어진 CADB의 스 치

ON 개수에 따른 지연 그래 이다.2.3-(a)와 2.3-(b)의 차이 이라면,

CADB의 캐퍼시터 뱅크 내부의 스 치의 W값이 2.3-(a)의 경우엔 W =

45nm,2.3-(b)의 경우엔 W = 135nm로,2.3-(b)의 스 치의 W값이

2.3-(a)의 스 치의 W 값보다 3배 크다는 이다.실험 결과,CADB의

기본 지연은 각 스 치의 W값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했고, 지연의

변화폭은 ON상태인 스 치의 W값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했다.

그림 2.3에서는 스 치의 개수가 동일하게 4개인 CADB_4간의

지연을 비교하 다.그런데 다 력 모드의 개수가 다를 경우엔 캐퍼시

터 뱅크 내부의 스 치와 캐퍼시터 개수가 달라진다.이 경우,CADB_4에

서 측정했던 스 치 W값의 변화에 따른 기본 지연, 지연의 증가폭

데이터를 CADB_1이나 CADB_6등에 동일하게 용시킬 수 있을 것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만약 력 모드의 개수에 따라 CADB의 지연

조 에 필요한 스 치 W값이 달라진다면,CADB회로 설계는 난항을 겪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4는 스 치 개수를 변화시키고 스 치의 총 W 값을 동일하게

맞춘 CADB_1과 CADB_4의 지연 그래 이다.그림 2.4-(a)의 W =

180nm 인 스 치 1개로 구성된 CADB_1와 그림 2.4-(b)에서 W =45nm

인 스 치 4개로 구성된 CADB_4는 기본 지연, 지연, 지연 증

가폭에서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그림 2.4를 통해서 우리는 CADB의 기

본 지연과 지연은 스 치의 개수에는 향을 받지 않고,스 치의

W값의 총 합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CADB는 캐퍼시터 뱅크에서 활성화(ON)상태의 스 치 개

수가 증가할수록 지연이 증가하며,캐퍼시터 뱅크 내부의 스 치의

W값의 총합에 선형으로 비례하는 기본 지연과 지연 시간을 가진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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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4스 치 개수에 따른 CADB의 지연 특성의 분석.(a)

CADB_1:W값이 180nm인 스 치 1개로 이루어진 CADB의 지연

그래 (b)CADB_4:W값이 45nm 인 스 치 4개로 이루어진 CADB의

지연 그래 .기본 지연과 최종 지연은 (a)와 (b)둘다 동일함을

알 수 있다.이는 스 치의 개수에 무 하게 스 치의 W값의 총합이 같

다면,기본 지연과 지연의 값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1

그림 2.5IADB의 지연.동일한 W의 인버터로 구성된 인버터 체

인을 갖고 있는 IADB의 스 치 ON개수에 따른 지연 그래 .반비

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1에서 나타나 있는 IADB의 구조는 2X 인버터,4X 인버터,8X

인버터의 구조와 유사하다.IADB는 입력단의 인버터에 스 치를 포함하

고 있는 인버터들이 인버터 체인을 구성하여 병렬로 연결된 구조이며,스

치로 인버터 체인의 인버터를 활성화시킴으로써,drivingstrength가 강

해져 2x인버터,3x인버터,4x인버터 등과 유사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

다.여기에서 상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 된 인버터의 개수가 증가할수

록 IADB의 지연이 어들 것이라는 이다.

CADB가 스 치 ON 수가 증가할수록 지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그림 2.5에서 알 수 있듯이 IADB는 그와 반 로 ON 상태의

스 치의 개수에 따라 지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5의

IADB는 동일한 W값의 인버터로 구성된 인버터 체인을 갖고 있으며,ON

상태인 스 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지연이 어드는 경향을 보이

고,균등한 W 값을 갖는 인버터 체인에 하여 IADB의 지연은 비

선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2.5에서 보이듯이 스 치가 켜질수

록 지연의 감소폭이 어드는데,이는 인버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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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개수 0 1 2 3 4

W W0 W1 W2 W3 W4
d 1 0.8 0.6 0.4 0.2

증가하는 기본 지연이 인버터를 병렬 연결함으로써 일 수 있는 지

연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이며,스 치의 수를 늘려도 특정값 이하의

지연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 다.

동일한 W의 인버터 체인을 가진 IADB에서 지연이 비선형 감소를

보이는데,IADB의 지연이 선형으로 감소하도록 하려면 인버터 체인

내부 인버터들의 W 값을 스 치를 ON 시키는 순서에 맞춰서 한 비

율로 맞춰주어야 한다.

입력단의 기본 인버터의 W값을 W0,인버터 체인에서 스 치에 연결된

인버터의 W값을 W1,W2,W3,...,WN으로 두고,스 치 ON 개수에 따른(0,

1,2,...,N) 지연(propagationdelay)을 d0,d1,d2,d3,...,dN,스 치는

W1,W2,W3,...,WN에 연결된 스 치가 차례 로 ON 된다고 하자.이 때,

인버터의 W값과 지연간의 계는 다음과 같은 비례 계가 성립한다.

∝ (2.1)


  



∝


(2.2)

를 들어,입력단의 기본 인버터를 제외하고,인버터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인버터를 4개라고 하자.이때 스 치 4개가 부 OFF상태일 때의

지연 값을 1,스 치 4개가 부 ON 상태일 때의 지연 값을 0.2

라고 하자. 간에 각각 스 치가 1개씩 켜질 때마다 감소하는 지연

은 0.2라 둔다.즉,스 치가 1개씩 켜질 때마다 지연은 1,0.8,0.6,

0.4,0.2가 된다고 하자.

이 경우, 의 식 2.1과 2.2를 용하여 W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비례가 나오며 해당 IADB의 지연은 그림 2.6과 같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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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식 2.3에서 구한 W 비율을 용한 IADB의 지연.

지연이 선형으로 감소한다.

IADB를 실제 구 한다면,각 력 모드에 따른 요구 지연값을 이

용하여 인버터 체인의 W값들을 거기에 맞춰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하지

만 식 2.2에서 보이듯이,인버터 체인에 연결된 인버터들이 각각 독립 이

지 않아,각 력 모드에 따른 지연을 맞추기 해선 다른 인버터들

의 W값을 참조해야 한다. 한 W의 합과 지연의 계가 반비례

계이기 때문에, 지연 d=0.01과 같이 매우 작은 경우엔 인버터의 W

값이 비 실 으로 큰 값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CADB는 활성화되는 스 치의 W값의 총 합

에 비례하여 지연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반면,IADB

는 활성화되는 인버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지연이 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본 논문은 CADB의 지연이 활성화된 스 치의 W값

의 총 합에 선형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특성에 주목하 다.CADB의

이러한 직 인 특성은 캐퍼시터 뱅크의 컨트롤 박스 로직(controlbox

logic)을 용이하게 구 할 수 있게 한다.따라서 우리는 CADB의 캐퍼시

터 뱅크를 제어할 컨트롤 박스 로직을 구 하는 알고리즘을 다루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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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CADB컨트롤 박스 로직 구

이 에 한해서 캐퍼시터 뱅크 내부의 스 치와 스 치에 연결된 캐퍼

시터를 한데 묶어서 캐퍼시터로 부르기로 한다.이는 로직 구 과정에서

스 치의 W값을 언 하다가 캐퍼시터 뱅크라는 개념에 혼란을 주는 것

을 막기 함이다.차후 언 되는 캐퍼시터의 사이즈라는 용어는 스 치

의 W값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CADB의 컨트롤 박스 로직을 구 하기에 앞서 생각해야할 문제가 있

다.그것은 캐퍼시터 뱅크에 있는 캐퍼시터의 사이즈와 개수에 한 것이

다.만약, 워 모드가 4종류가 있고,각 모드에서 필요한 캐퍼시터 사이

즈e값이 [0,30,100,70]이라고 하자.이때 캐퍼시터 뱅크에 사이즈가

각각 30,100,70인 캐퍼시터가 들어있어서,모드에 따라서 각각 1개의

캐퍼시터를 활성화해 다고 한다면,이는 불필요하게 회로의 공간을 낭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 사이즈가 각각 30과 70인 캐

퍼시터 2개를 사용하면 사이즈가 100인 캐퍼시터의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나 군가가 사이즈가 10인 캐퍼시터 10개를 캐퍼시터 뱅크에 놓

고 사용하려 한다면 이것 한 공간의 낭비를 가져온다.수치상으로 드러

난 캐퍼시터 사이즈의 총합은 100으로,최 화 된 것처럼 보이지만,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캐퍼시터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 자체로 공간을

낭비하는 행 이다.트랜지스터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게이트,소스,드

인의 생성으로 공간을 소모하기 때문이다.캐퍼시터의 사이즈는 그림

2.7-(a)의 W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2.7-(a)를 사이즈가 20인 캐퍼시터

1개로 가정하고,그림 2.7-(b)를 사이즈가 10인 캐퍼시터 2개로 가정한다

면 둘 회로에서 공간을 게 차지하는 것은 사이즈가 20인 캐퍼시터 1

개임은 자명하다.따라서 캐퍼시터 뱅크 내의 캐퍼시터들은 그 수가 을

수록 공간을 게 차지하므로 좋다.

결론 으로,우리가 해야 할 것은 캐퍼시터 뱅크가 모든 워 모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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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7 트랜지스터의 이아웃.(a)WL 인 트랜지스터 1개.(b)

(W/2)L인 트랜지스터 2개.(W/2)L인 트랜지스터 2개를 사용해서 WL인

트랜지스터 1개와 같은 효과를 낸다.이 경우,회로에서 차지하는 역의

면 이 넓어지므로,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로 설계에서는 (b)보다 회

로 면 을 게 차지하는 (a)의 구조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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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응하는 캐퍼시터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캐퍼시터 뱅크

에 포함된 캐퍼시터들의 사이즈와 개수를 최 화 하는 controlboxlogic

알고리즘을 구 하는 것이다.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그림 2.8에 나타나 있

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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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림 2.8CADB의 캐퍼시터 뱅크가 가지는 캐퍼시터들의 개수와 캐퍼시

터의 크기 최 화 알고리즘.

그림 2.8은 CADBcontrolboxlogic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첫째,Mode별로 필요한 캐퍼시터 값을 가져온다(그림 2.8-a).둘째,

Mode별로 필요한 캐퍼시터 값을 오름차순 는 내림차순 정렬한다.이는

동일한 크기의 필요 캐퍼시터를 쉽게 찾기 함이다(그림 2.8-b).셋째,

인 한 필요 캐퍼시터들의 차이를 계산하여 캐퍼시터 뱅크를 만든다(그림

2.8-c). 를 들어,모드별로 필요한 캐퍼시터의 사이즈가 [0,100,80,0,

10,50,0,20,50,10]이고(그림 2.8-a),오름차순 정렬(그림 2.8-b)시 [0,

0,0,10,10,20,50,80,100]이라고 하자.이때 복되는 캐퍼시터들을

제거하면 캐퍼시터들의 사이즈 값은 [0,10,20,50,80,100]이 남는다.

이제 여기서 인 한 캐퍼시터들의 차이를 계산하면 [10-0,20-10,50-20,

80-50,100-80]이 되어(그림 2.8-c),캐퍼시터 뱅크에 들어갈 캐퍼시터

사이즈는 [10,10,30,30,20](그림 2.8-d)이 된다.넷째,캐퍼시터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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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캐퍼시터들을 합성하여 각 워 모드에서 필요한 캐퍼시터 값을

만족시키는 로직을 짠다(그림 2.8-e,f). 를 들면,그림 2.8-(e)에서

모드 1에서 필요한 캐퍼시터 크기 100을 만족시키려면 캐퍼시터 뱅크

[10,10,30,30,20]안의 캐퍼시터들을 부 더해야 하므로 10+10+30

+30+20=100이 된다.만약 모드 5에서 필요한 캐퍼시터 크기 50을

만족시키려면 캐퍼시터 뱅크에서 10,10,30을 가져와 10+10+30=50

을 만들면 된다.모드 0,3,6은 필요 캐퍼시터 크기가 0이므로

캐퍼시터 뱅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2.3ADB컨트롤 박스에 연결되는 컨트롤 신호

라인의 길이

2.1에서 언 했듯이,그림 2.1-(a)처럼,ADB들이 다 력 모드에 따

라 ADB의 지연(propagationdelay)을 변경하기 해서는 캐퍼시터

뱅크 컨트롤러(컨트롤 박스)에 컨트롤 비트(Controlbits)로 력 모드 정

보를 송할 신호 라인(signalline)이 반드시 필요하다.그리고 회로 내에

ADB의 개수가 많을수록 ADB의 컨트롤 박스에 연결되는 컨트롤 신호 라

인(controlsignalline)의 길이도 길어지게 되므로,ADB의 컨트롤 신호

라인의 길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회로 상에 있는 ADB들에 연결되

는 컨트롤 신호 라인의 길이는 RectilinearSteinerMinimalTree알고리

즘[3]을 사용해 최 화 할 수 있고,ISPD’09CTS Contest벤치마크에

ADB배치 알고리즘[2]을 용한 뒤,ADB에 연결된 controlsignalline의

최 화된 길이는 표 2.1과 같았다.

표에서 보듯이 ADB 신호 totalwirelength는 스큐 바운드(skew

bound)에 따라 다르지만 략 클럭 트리 totalwirelength의 10~20%에 해

당하는 길이를 가졌다.단,표에서 계산한 ADB신호 라인은 력 모드가

2가지 이하일 때를 가정한 것이다.즉,ADB하나당 신호 라인이 한 개

만 들어가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만약 력 모드가 3~4가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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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크
TWL
(um)

Skew 
bound

ADBsignal
TWL(um)

ADB/TWL
(%)

ADB
개수

ispd09f11 178228.24

skew=30 36583.11 20.53 22

skew=40 31685.08 17.78 18

skew=50 23296.42 13.07 12

ispd09f12 155361.99

skew=30 33326.89 21.45 25

skew=40 26422.55 17.01 16

skew=50 20262.86 13.04 12

ispd09f21 187578.09

skew=30 36253.16 19.33 22

skew=40 28784.71 15.35 17

skew=50 19975.56 10.65 10

ispd09f22 104109.06

skew=30 9785.38 9.4 6

skew=40 5296.34 5.09 2

skew=50 0 0 0

ispd09f31 384095.32

skew=30 70072.91 18.24 33

skew=40 46558.25 12.12 14

skew=50 22271.38 5.8 8

ispd09f32 292904.3

skew=30 41904.06 14.31 20

skew=40 30045.92 10.26 13

skew=50 22197.04 7.58 7

ispd09f33 296295.7

skew=30 42188.85 14.24 20

skew=40 32709.48 11.04 12

skew=50 30102.75 10.16 9

ispd09f34 234850.26

skew=30 40210.58 17.12 23

skew=40 23301.32 9.92 10

skew=50 22413.15 9.54 8

표 2.1:각 벤치마크에서의 ADB컨트롤 신호 라인(ADBcontrol

signalline)길이와 클락 신호 라인(clocksignalline)길이 비교.

TWL은 totalwirelength의 약자이다.



20

ADB에 들어가는 신호 라인은 두개가 될 것이며,신호 라인의 total

wirelength는 2배로 늘어날 것이다.즉,다 력 모드의 개수가 N이라

면,ADB신호 라인의 totalwirelength는 ⌈log2(N)⌉에 비례하여 증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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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구

2.1의 CADB와 IADB의 특성 분석에는 HSPICE를 사용하 고 그림

2.1에서 나온 CADB,IADB구조에 따라 구 하 다.ON 시킨 스 치의

개수,스 치와 인버터의 W값,입력 압의 크기,캐퍼시터 뱅크/인버터

체인 내부에 존재하는 캐퍼시터/인버터 개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CADB와

IADB의 지연을 측정하 다.

2.2에서 CADB 컨트롤 박스는 컨트롤 신호 비트(controlsignalbits)

를 입력으로 받아서 캐퍼시터 뱅크 의 어느 캐퍼시터들을 활성화 할지를

출력으로 알려 다.이것이 가능하기 해선,우선 각 력 모드별로 필요

한 지연(propagationdelay)정보를 각 력 모드 별로 필요한 캐퍼

시터 사이즈 정보로 변환한다.그 다음,이 캐퍼시터 사이즈 정보를 입력

으로 받아 캐퍼시터 뱅크에 들어갈 캐퍼시터 사이즈와 개수 정보를 알고

리즘에 따라 구하고,각 워 모드별로 캐퍼시터 뱅크의 어느 캐퍼시터들

을 활성화 시킬지에 한 정보도 구해 출력으로 내보낸다.그림 2.8-f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테이블이 컨트롤 신호 비트를 입력으로 하고,

활성화된 캐퍼시터들의 정보를 출력으로 갖는 lookuptable이다.마지막으

로 구 한 알고리즘으로 얻은 lookuptable을 로직으로 구 하기 해

2-levellogicoptimization툴인 ESPRESSO[4]를 사용하 고,그 결과가

그림4-f의 네 번째 표이다.

2.3에서 ADB의 controlsignalline의 길이를 최소화 하는 Rectilinear

SteinerMinimalTree구조는 FLUTE[1]알고리즘을 사용해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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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이 논문은 다 력 모드에 사용되는 가변 지연 시간 버퍼인 CADB

와 IADB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CADB의 캐퍼시터 뱅크 컨트롤 박스

로직 구 알고리즘에 한 이슈를 최 로 다루었다. 한 제시한 알고리

즘을 통해 다 력 모드에 한 캐퍼시터 뱅크 제어 lookuptable을 구

했고,캐퍼시터 뱅크를 최 화함으로써,회로 상에 불필요한 공간의 낭

비를 다.ADB컨트롤 박스에 연결되는 ADB컨트롤 신호 라인의 길

이를 구해본 결과 회로상에서의 비 이 지 않아 컨트롤 신호 라인의 길

이를 최 화 할 필요가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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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onAdjustableDelayBufferDesign

andControlCircuitforMultiplePowerMode

Designs

Satisfyingtheclockskew constraintisanimportanttaskinthe

clocktreesynthesis.Furthermore,asthedesigntrendmovestothat

ofmultiplevoltagemodes,inwhichthesupplyvoltagechangesasthe

executionofapplicationsvaries,meetingtheclockskew constraintfor

allpowermodesbecomesmuchhardsincetheclocksignaldelayalso

variesdynamicallyduringtheexecution.Recently,manyworkshave

shownthatadjustabledelaybuffer(ADB)whosedelayisadjustable

dynamicallycaneffectivelysolvetheclockskew variationproblem in

themultiplepowermodes.

In thispaper,wecharacterizetheCADB (capacitorbasedADB),

propose the algorithm which optimizes the capacitorofADB and

realizes the ADB control box logic, and see the optimal

RSMT(RectilinearSteinerMinimalTree)ofADBs’signalline.

Keywords:adjustabledelay buffers,controlbox logic,propagation

delay,multiplepower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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