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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tep DPC를 이용한 이중루프 DLL기반의 
광대역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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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recovered jitter of CDR(Clock and Data Recovery) Circuit based on Dual-loop DLL(Delay Locked Loop) 

for data recovery in high speed serial data communication  is changed by depending on the input data and reference 

clock frequency. In this paper, 2-step DPC which has constant jitter performance for wide-range input frequency is 

proposed. The designed prototype 2-step CDR using proposed 2-step DPC has operation frequency between 200Mbps and 

4Gbps. Average delay step of 2-step DPC is 10ps. Designed CDR circuit was tested with 0.18um CMO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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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데이터 송시스템에서 고속 직렬 데이터 송방

법은 컴퓨터, 통신, 백 인, 그리고 오 -칩 간 인터페

이스에 리 사용되고 있다.[1][2][3][4] 많은 데이터 송시

스템에서 칩의 력소모와 크기에 의한 가격 부담을 이는 

것이 최  심사이다. 칩의 력을 이기 해서 은 데

이터 송이 요구 되어질 경우 동작 주 수를 낮추어서 

력 소모를 낮출 수 있는데, 송되어진 데이터로부터 클럭

과 데이터를 복원하기 한 수신측의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

는 빠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높은 주 수의 동작과 

은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낮은 주 수의 동작을 모두 만

족 시킬 수 있는 역 특성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역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는 PLL(Phase 

Locked Loop) 는 DLL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PLL기반의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는 통 으로 많이 쓰이지만, 멀티 

압 제어 발진기 커 링, 지터 축 , 낮은 루  역폭, 높

은 력 소모와 넓은 면 이 단 을 가진다. 반면에 이  

루  DLL 기반 클록 데이터 복원 회로는 다  클록을 발생

시키는 루 인 클럭발생기와  다  상 클록을 받아 상 

보간기를 이용하여 지연시간을 조 하여 데이터와 스큐를 

루 로 구성되므로 하나의 극 을 갖게 되어 시스템이 안정

하고, 지터 축 이 없다. 그러나 상 보간기의 상 스텝이 

cycle-to-cycle 지터로 발생하므로 입력 다  상 클록이 

역일수록 cycle-to-cycle 지터가 커지는 단 을 가진

다.[5,6,8] 

본 논문에서는 기존 상 보간기를 용한 역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에서 역으로 입력 클록과 데이터 주

수가 변화할 때 증가하는 cycle-to-cycle 지터를 역으

로 입력 클록 주 수가 변화하여도 상 보간기의 상 스

텝의 변화가 증가하지 않는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를 제안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 에서는 제안된 

역 클록 데이터 복원 회로의 구조와 역 동작 원리에 

해서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세부 회로를 설계하 다. IV

장 에서는 모의실험을 토 로 한 고찰 후, V장에서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 구조

그림 1은 제안한 역 클록 데이터 복원 회로의 구조

이다. 제안한 역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는 역 클록 

발생기에서 다  상 클록을 받아 데이터를 샘 러에서 샘

링한다. 샘 링된 데이터는 PEL(Phase Error Logic)에서 

데이터와 다 상 클록의 상차이를 검출해낸다. 검출된 

상차이는 상태 비교기와 디지털 필터에서 분된다. 분

된 신호를 제어로직에서 다 상 클록을 지연시킬 신호로 

변환시켜 다 상 클록과 데이터의 상을 일치시켜 데이

터를 복원한다.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에서 DPC(digital to Phase 

Converter)는 다 상 클록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

존 상 보간기를 사용한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의 DPC는 

주 수가 낮아지면 상 스텝이 커지고 선형성이 떨어진

다.[7] 본 논문에서는 주 수가 낮아져도 상  스텝이 변화

가 없어 선형성이 떨어지지 않는 2-step DPC를 제안한다. 

제안된 2-step DPC는 입력 주 수가 낮아져 상 스텝이 

작아지지 않도록 coarse DPC을 이용하여 상 지연시간을 

나 다. 나  지연시간을 상 선택기를 거쳐 선택된 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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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fine DPC을 이용하여 세 하게 상을 이동 시킨다. 

3. 세부회로 설계

 본 논문에서는 세부 회로 에서 제안된 2-step DPC와 

클록과 데이터의 상차를 검출해내는 PEL에 해서 기술

한다.

3.1 제안된 2-step DPC

그림 2는 제안된 2-step DPC의 블록도이다. 그림과 같이 

coarse DPC는 여러개의 지연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연셀에

서 일정하게 지연시킨 클록을 상 선택기를 이용하여 클록

을 선택한다. 선택한 클록은 fine DPC로 송된다. fine 

DPC는 상 보간회로를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fine DPC은 

corse DPC에서 선택된 클록을 류 가 치에 따라 인 한 

입력 클록 사이의 어느 지 에 출력을 치시키게 된다.

그림 1 제안한 역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proposed CDR

그림 2 제안된 2-step DPC의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proposed 2-step DPC

coarse DPC의 지연셀 개수에 동작 가능한 주 수가 결

정된다. 지연셀의 개수가 많아지면 동작 가능한 주 수의 

범 는 넓어지지만, 가용 면 이 넓어진다. 반면에 지연셀의 

개수가 으면 동작 가능 주 수의 범 가 좁아지게 된다. 

한 지연셀의 지연시간이 넓으면 지연셀의 개수가 어도 

넓은 동작 주 수를 갖게 된다. 설계된 coarse DPC의 지연

셀의 단 지연은 320ps, 개수는 16개로 설계되어 동작 가능

한 최소 주 수는 200Mbps이다.

그림 3은 2-step DPC의 타이 도 이다. coarse DPC에서 

선택된 클록은 S0, S1이다. fine DPC는 컨트롤을 받아 

DAC를 통하여 류값으로 변화시켜 S0와 S1사이의 치하

는 클록을 생성해 낸다. 클록이 S0와 S1의 범 를 벗어나게 

되면, 다음 신호로 클록을 바꾸어 다음 범  안으로 들어가

도록 한다. 이때 그림 3과 같이 fine DPC의 류를 제어해 

seamless 스 칭을 하여 출력에 지터의 유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 제안된 2-step DPC의 타이 도

Fig. 3 Timing diagram of proposed 2-step DPC

3.2 Phase Error Detector

역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는 역 클록 발생기에서 

받은 다  상 클록은 데이터 샘 의 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클록의 상을 조 한다. PED는 클록과 데이터의 

상 차이를 검출하여 상태 비교기에서 UP과 DN을 구분하

게 된다. 그림 4는 sampler에서 신호 샘 링조건이다. 

2-step DPC에서 조 된 클록은 그림 4와 같이 샘 링된다. 

각 상 별로 샘 링된 데이터는 상 에러 검출기로 보내

진다.    

 

그림 4 Sampler의 신호 샘 링 조건

Fig. 4 Sampling condition of sampler 

그림 4와 같이 샘 링된 데이터는 5그룹으로 묶여 상 

에러 검출기에서 UP와 DN신호를 검출하게 된다.  를 들

어 데이터의 변화가 CLK0와 CLK1구간에 있으면 상 에

러 검출기는 DN신호를 출력하고, 데이터의 변화가 CLK1, 

CLK2구간에 있으면 상 에러 검출기는 UP신호를 출력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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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PED0의 진리표이다. 데이터의 변화가 CLK0와 

CLK1 구간에서 발생하면 CLK0로 샘 링된 값이 0일 경우, 

CLK1으로 샘 링된 값은 1이 되고, CLK0로 샘 링된 값은 

1일 경우, CLK1으로 샘 링된 값은 0이 된다. 이 조건에서 

PED0는 DN이 출력된다. 한 데이터의 변화가 CLK9과 

CLK0의 구간에서 발생하면 CLK9으로 샘 링된 값이 0일 

경우, CLK0로 샘 링된 값은 1, CLK9로 샘 링된 값은 1

일 경우, CLK0로 샘 링 된값은 0이다. 이 조건에서 PED0

는 DN이 출력된다. 데이터의 변화가 CLK9과 CLK0구간과 

CLK0와 CLK1구간에서 발생하지 않을 때는 데이터 변화가 

없으므로 UP, DN을 출력하지 않도록 설계하 다. 한 데이

터 변화가 CLK9과 CLK0 구간 CLK0와 CLK1 구간에서 모

두 발생할 경우 데이터의 주 수가 클록 주 수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UP, DN을 출력하지 않도록 설계하 다.

표 1 PED0의 진리표

Table 1 Truth table of PED0 

 

4. 모의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된 2-step DPC를 용한 클록 데이터 복

원 회로는 0.18um 1P6M CMOS 공정으로 설계되었으며  모의

실험 검증을 해 spectre를 이용하 다.

 

그림 5 제안된 2-step DPC의 코드별 출력 특성

Fig. 5 Input code versus output characteristic of proposed 

2-step DPC

그림 5는 제안된 2-step DPC의 코드별 출력 특성 그래

이다. 제안된 2-step DPC은 512개의 코드로 제어되며, 16

개의 coase DPC의 제어 코드와 16개의 fine DPC의 제어 

코드로 구성되어져 있다. 지연 범 는 0 ~ 5.3ns이고, 평균 

지연 스텝은 10ps이다. 제안된 2-step DPC을 용한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의 복원 가능한 입력 데이터의 최소 주 수

는 200Mbps이다.  

그림 6은 fine DPC의 코드별 출력 해상도의 모의실험 결

과이다. 평균 해상도는 10ps이고 최소 해상도는 8ps 최  

해상도는 13ps이다. fine DPC의 코드별 출력 해상도는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의 복원된 클록의 데이터와 상 계를 갖

는다. DPC의 해상도는 다른 요소들의 잡음이 섞이지 않을 

경우 복원된 데이터의 출력 지터는 DPC의 해상도 크기와 

같다. 그러므로 낮은 해상도를 갖는 DPC를 사용하면 낮은 

지터의 복원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코드에서 일정

한 해상도를 갖는 DPC를 이용하여 클록 데이터 복원 회로

를 설계할 경우 복원된 데이터의 지터는 일정하여 일정하지 

않은 해상도를 갖는 DPC를 사용한 클록 데이터 복원 회로

보다 cycle-to-cycle지터가 개선된다. 

(a)

(b)

그림 6 Fine DPC의 코드별 (a) 출력 특성 (b) 해상도

Fig. 6 Input code versus output characteristic of fine DPC

표 2는 제안된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의 특성을 요약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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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안된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의 특성 요약

Table 2 Characteristic summary of proposed CDR

4. 결  론

본 논문은 2-step DPC를 이용하여 직렬 데이터 송시

스템에 합한 역 이  루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를 

제안하 다. 제안된 2-step DPC는 동작 가능한 주 수 내

에서 지연 스텝이 일정하여 주 수가 낮아져도 복원된 데이

터의 출력 지터가 증가하지 않는다. 

제안된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는 0.18um CMOS 공정으로 

모의 실험한 결과 동작 가능 입력 주 수는 200bps ~ 4bps

이고 평균 지연스텝은 10ps, 최고 지연 스텝이 13ps, 최  

지연스텝이 8ps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2-step DPC를 이용한 클록 데이터 

복원회로를 이용할 경우, 모든 주 수 역에서 지연 스텝

이 일정하여 역 주 수의 데이터 입력의 클록과 데이터

를 복원할 때 cycle-to-cycle지터가 증가하는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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