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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기에 개시된 위상 동기 회로는, 제 1 주파수를 가지는 제 1 클럭 신호를 지연시켜 상기 제 1 클럭 신호보다 1 사이

클 뒤진 피드백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제 1 클럭 신호와 피드백 신호의 위상이 동기된 후, 위상 비교기는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위상과 제 2 주파수를 가지는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위상 차에 대응하는 차 신호를 발생한

다. 업/다운 카운터는 상기 차 신호에 응답하여 카운트 데이터를 업/다운 카운트한다. 디코더는 상기 카운트 데이터를

제어 데이터로 디코딩한다. 전압 제어 지연 회로는 상기 제어 데이터에 대응하는 시간만큼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지

연시켜 출력 신호로 출력한다. 상기 제 1 클럭 신호와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일치할 때 상기 전압 제어 지연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상기 제 1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며 상기 제 2 클럭 신호에 동기된 신호이다. 이

와 같은 위상 동기 회로의 동작에 의해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상 동기 회로의 전체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챠지 펌프의 상세한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의 상세한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도 2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위상 비교기의 상세한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

도 6은 VCDL의 출력 신호와 제 2 클럭 신호의 관계에 따라서 도 5에 도시된 위상 비교기로부터 출력되는 제 2 업 신

호 및 제 2 다운 신호의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도 1에 도시된 VCDL의 상세한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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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도 7에 도시된 지연 탭들 가운데 첫 번째 지연 탭의 상세한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

도 9A 내지 도 9B는 도 1에 도시된 위상 동기 회로의 동작 수순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도 10은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들의 동작을 비교해서 보여주 는 그래프;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상 동기 회로를 HSPICE 시뮬레이션했을 때, 업/다운 카운

터로부터 출력되는 제 2 업 및 다운 신호를 각각 보여주는 도면;

도 12A는 80 MHz의 제 1 클럭 신호를 보여주는 도면;

도 12B는 40 MHz의 제 2 클럭 신호를 보여주는 도면;

도 12C는 VCDL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위상 동기 회로 100 : 아날로그 위상 비교부

110 : 위상 및 주파수 검출기 120 : 챠지 펌프

130 : 루프 필터 230, 270 : 프리챠지 회로

300 : 전압 제어 지연 회로 400 : 위상 비교기

410 : 지연부 500 : 업/다운 카운터

600 : 디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두 개의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회로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 1 주파수의 제 1 클럭 신

호를 제 2 주파수의 제 2 클럭 신호에 동기시켜 출력하는 위상 동기 회로에 관한 것이다.

CMOS프로세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100MHz 이상의 클럭 주파수는 우리 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종래

의 저속 동기화 시스템에서 클럭 스큐(skew)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시스템 클럭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클럭 스큐를 감소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클럭 스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럭 디스큐(deskew) 또는 클럭 동기화 방법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한 방법들

로는 D. E. Brueske and S. H. K. Embabi에 의해 IEEE Trans. on Components, Packaging, and Manufacturing T

echnology, Part B, vol. 17, no.3 350-361쪽에 발표된 "A Dynamic Clock Synchronization Technique for Large

Systems" 및 1999년 4월 S. I. Liu 등에 의해 IEEE j. Solid-State Circuits, vol.34, no.4 554-558쪽에 발표된 "Low

-Power Clock Deskew Buffer for High-Speed Digital Circuits"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방법들은 동

일한 주파수들간의 동기화 또는 디스큐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두 개 이상의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 1 주파수를 가지는 제 1 클럭 신호

를 제 2 주파수를 가지는 제 2 클럭 신호에 동기시켜 출력하는 클럭 동기 회로 및 그것들의 위상을 동기화시키는 방법

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위상 동기 회로는 제 1 주파수를 가

지는 제 1 클럭 신호와 피드백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두 신호의 위상 차에 대응하는 제어 전압을 발생하는 제 

1 위상 비교 수단과, 제 2 주파수를 가지는 제 2 클럭 신호와 출력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두 신호의 위상 차를

출력하는 제 2 위상 비교 수단과, 상기 제 2 위상 검출 수단의 차 신호에 응답하여 카운트 데이터를 업/다운 카운트하

는 카운터와, 상기 카운터의 카운트 데이터를 N-비트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로 디코딩하는 디코더, 및 상기 제 1 클

럭 신호를 받아들여 상기 제어 전압에 대응하는 시간동안 지연시킨 후 상기 피드백 신호로 출력하는 전압 제어 지연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전압 제어 지연 수단은, 각각이 상기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의 각 비트에 대응하며, 직렬로 

연결된 N 개의 지연 탭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에 대응하는 지연 탭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상기 출력 신호로 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1 주파수의 제 1 클럭 신호와 제 2 

주파수의 제 2 클럭 신호를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화 방법은: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지연시켜 상기 제 1 클럭 신호

보다 1 사이클 뒤진 피드백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을 비교

하고, 서로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상기 제 1 클럭 신호와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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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상 차에 대응하는 차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차 신호에 응답하여 카운트 데이터를 업/다운 카운트하는 

단계, 상기 카운트 데이터를 제어 데이터로 디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 데이터에 대응하는 시간만큼 상기 제 1 클

럭 신호를 지연시켜 출력 신호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클럭 신호와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일

치할 때까지 상기 위상 비교 단계부터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받아들이는 단계,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상 차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위상차 신호에 대응하는 제어 전

압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 전압에 대응하는 시간동안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지연시켜 상기 피드백 신호를 발

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이 일치할 때까지 상기 단계들을 반

복적으로 수행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 도 1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위상 동기 회로는, 제 1 주파수를 가지는 제 1 클럭 신호를 지연시켜 상기 제 1 클럭 신호보다 1 사

이클 뒤진 피드백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제 1 클럭 신호와 피드백 신호의 위상이 동기된 후, 위상 비교기는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위상과 제 2 주파수를 가지는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위상 차에 대응하는 차 신호를 발생한

다. 업/다운 카운터는 상기 차 신호에 응답하여 카운트 데이터를 업/다운 카운트한다. 디코더는 상기 카운트 데이터를

제어 데 이터로 디코딩한다. 전압 제어 지연 회로는 상기 제어 데이터에 대응하는 시간만큼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지

연시켜 출력 신호로 출력한다. 상기 제 1 클럭 신호와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일치할 때 상기 전압 제어 지연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상기 제 1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며 상기 제 2 클럭 신호에 동기된 신호이다. 이

와 같은 위상 동기 회로의 동작에 의해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상 동기 회로의 전체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위상 동기 회로(10)는 아날로그 위상 비교부(100), 전압 제어 지연 라인(voltage controlled d

elay line; 이하 VCDL이라 칭함)(300), 위상 비교기(400), 업/다운 카운터(500), 그리고 디코더(600)를 포함한다.

상기 아날로그 위상 비교부(100)는 위상 및 주파수 검출기(110), 챠지 펌프(120), 그리고 루프 필터(130)를 포함한다

. 상기 위상 및 주파수 검출기(110)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과 상기 VCDL(300)로부

터 출력되는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을 비교하고, 위상 차에 대응하는 제 1 업(UP1) 및 제 1 다운(DN1) 신호들을 

출력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위상 및 주파수 검출기(110)는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이 상기 피드백 신

호(F  FD )의 위상보다 앞설 때 제 1 업 신호(UP1)를 출력하고,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이 상 기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보다 뒤질 때 제 1 다운 신호(DN1)를 출력한다. 상기 챠지 펌프(120)는 상기 위상 및 주파수 검출

기(110)로부터의 제 1 업 신호(UP1) 및 제 1 다운 신호(DN1)에 응답하여 챠지 펌프 신호(CP)를 발생한다. 그리고, 

상기 루프 필터(130)는 상기 챠지펌프(120)로부터의 챠지 펌프 신호(CP)에 응답하여 제어 전압(V  CTRL )을 발생한

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루프 필터(130)는 상기 챠지 펌프(120)의 출력단자와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된 커패시터(C1

)로 구성된다.

상기 위상 비교기(400)는 기준 클럭 신호(F  REF ; 이하, 제 2 클럭 신호라 칭함)와 상기 VCDL(300)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신호(F  OUT )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두 신호의 위상 차에 대응하는 제 2 업(UP2) 및 제 2 다운(DN2) 신호들

을 출력한다.

상기 업/다운 카운터(500)는 상기 위상 비교기(400)로부터 출력되는 제 2 업 신호(UP2) 및 제 2 다운 신호(DN2)에 

응답해서 '1' 만큼 업 또는 다운 카운트를 수행하고, 6-비트의 카운트 신호(CNT[0;5])를 출력한다.

상기 디코더(600)는 상기 업/다운 카운터(500)로부터 출력되는 6-비트의 카운트 신호(CNT[0;5])를 디코딩하여 64

-비트의 제 2 스위칭 제어 신호(SW2[0:63])를 출력한다.

상기 VCDL(300)은 상기 아날로그 위상 비교부(100)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전압(V  CTRL )에 대응하는 시간만큼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를 지연시켜 상기 피드백 신호(F  FD )로 출력하고, 상기 디코더(600)로부터 출력되는 제 2 스

위칭 제어 신호(SW2[0:63])에 응답해서 상기 출력 신호(F  OUT )를 출력한다. 도 1에 도시된 각 블럭의 상세한 회로 

구성 및 동작은 도 2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챠지 펌프의 상세한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챠지 펌프(120)는 챠지 펌프 회로(210)와 상기 루프 필터(130)의 커패시터(C1)를 프리챠지하

기 위한 프리챠지 회로(230)로 구성된다. 상기 챠지 펌프 회로(210)는 PMOS 트랜지스터들(212, 218), NMOS 트랜

지스터들(214, 220) 그리고 스위치들(216, 222)을 포함한다.

상기 PMOS 트랜지스터(212)는 전원 전압(VDD)과 접지 전압(VSS) 사이에 형성된 전류 통로 및 접지 전압(VSS)과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다. 상기 PMOS 트랜지스터(218)는 상기 스위치(216)의 일단과 제 1 노드(N1) 사이에 형성된 

전류 통로 및 상기 접지 전압(VSS)과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214)는 전원 전압(VDD)과 접지 전압(VSS) 사이에 형성된 전류 통로 및 상기 전원 전압(VD

D)과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220)는 상기 제 1 노드(N1)와 상기 스위치(222)의 일단 사이

에 형성된 전류 통로 및 상기 전원 전압(VDD)과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다.

상기 스위치(216)는 전원 전압(VDD)과 상기 PMOS 트랜지스터(218)의 소스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위상 및 주파수 

검출기(110)로부터 출력되는 제 1 업 신호(UP1)에 의해 온/오프 제어된다. 상기 스위치(222)는 상기 NMOS 트랜지

스터(220)의 드레인과 접지 전압(VSS)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위상 및 주파수 검출기(110)로부터 출력되는 제 1 다

운 신호(DN1)에 의해 온/오프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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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이 상기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보다 앞서는 경우, 제 1 업 신호(UP1)에 의해

서 상기 스위치(216)가 온되고, 노드(N1)는 전원 전압(VDD) 레벨로 챠지된다. 반면,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이 상기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보다 뒤지는 경우에는, 제 1 다운 신호(DN1)에 의해서 상기 스위치(222)가 

온되고, 노드(N1)는 접지 전압(VSS) 레벨로 디스챠지된다.

이 실시예에서, 상기 스위치들(216, 222)은 각각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트랜지스터의 턴 온/오프시 전하 유

입(charge injection)으로 인한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단자와 소스 단자에 더미 트랜

지스터를 연결한다.

도 2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230)의 상세한 회로 구성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프리챠지 회로(230)는 전원 전압(VDD)과 접지 전압(VSS)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어 전원 전압

(VDD)을 분압하는 저항들(232, 234), 트랜스미션 게이트들(236, 238), 그리고 인버터들(240, 242, 244)로 구성된다

.

시스템이 파워 업되면, 외부로부터 로우 레벨의 프리챠지 제어 신호(PRECHARGE)가 제공된다. 따라서, 상기 저항들

(232, 234)에 의해 분압된 제 2 노드(N2)의 전하가 트랜스미션 게이트(238)를 통해 루프 필터(130)로 제공된다. 그

러므로, 상기 루프 필터(130) 내의 커패시터(C1)는 소정 레벨로 프리챠지된다. 시스템이 파워 업되고 나서 소정 시간

이 경과한 후, 상기 프리챠지 제어 신호(PRECHARGE)는 하이 레벨로 천이된다. 이 때, 상기 제 2 노드(N2)와 루프 

필터(130) 사이의 전류 패스는 차단되고, 상기 트랜스미션 게이트(236)를 통해 챠지 펌프(210)의 제 1 노드(N1)와 

루프 필터(130) 사이에 전류 패스가 형성되어 상기 챠지 펌프(210)로부터의 챠지 펌프 신호(CP)가 루프 필터(130)로

제공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파워 업될 때, 상기 루프 필터(130) 내의 커패시터(C1)를 소정 레벨로 프리챠지 시킴으로써 위상 

동기 회로(10)의 안정된 동작이 보장된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가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프리챠지 신호(PRECHARGE)에 응답하여 프리챠지 동작을 수

행했음에 반해, 도 4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270)는 비교기(288)의 비교 결과에 따라서 프리챠지 동작을 수행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프리챠지 회로(270)는 전원 전압(VDD)과 접지 전압(VSS) 사이에 직렬로 순차적으로 연결된 

저항들(272, 274, 276), 트랜스미션 게이트들(278, 280), 인버터들(282, 284, 286), 그리고 차동 증폭기(288)로 구

성된다.

초기에, 상기 트랜스미션 게이트들(278, 280)의 전류 패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차동 증폭기(288)의 반전 

입력 단자(-)의 전위는 비반전 입력 단자(+)의 전위보다 높다. 그러므로, 상기 차동 증폭기(288)는 로우 레벨의 신호

를 출력한다. 따라서, 제 3 노드(N3)의 전하가 트랜스미션 게이트(280)를 통해 루 프 필터(130)의 커패시터(C1)로 제

공되고, 상기 커패시터(C1)는 소정 레벨로 프리챠지된다.

소정 시간이 경과한 후, 상기 제 3 노드(N3)의 전위가 제 4 노드(N4)의 전위보다 높아지면, 상기 차동 증폭기(288)는

하이 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트랜스미션 게이트(278)를 통해 챠지 펌프(210)의 제 1 노드(N1)와 루프

필터(130) 사이에 전류 패스가 형성되어 상기 챠지 펌프(210)로부터의 챠지 펌프 신호(CP)가 루프 필터(130)로 제공

된다.

도 10은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들의 동작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10에서 'X'는 도 3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230)에 의해 루프 필터(130)로 제공되는 전압 레벨을 보여주는 도면이

고, 'Y'는 도 4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270)에 의해 루프 필터(130)로 제공되는 전압 레벨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먼

저, 도 3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230)의 경우, 로우 레벨의 프리챠지 신호(PRECHARGE)에 의해 제 2 노드(N2)의 

전압이 트랜스미션 게이트(238)를 통해 루프 필터(130)로 제공된다. 이어, 상기 프리챠지 신호(PRECHARGE)가 하

이 레벨로 천이하면, 챠지 펌프(210)로부터 제공되는 전압이 트랜스미션 게이트(236)를 통해 루프 필터(130)로 제공

된다. 이 때,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이 상기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보다 뒤지면, 다운 신호(DN1)에 

의해 프리챠지된 레벨(N2의 전압 레벨)보다 낮은 레벨의 전압이 루프 필터(130)로 제공된다.

도 4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270)의 경우, 차동 증폭기(288)의 초기 출력은 로우 레벨이나, 루프 필터(130)가 챠지

되면서 차동 증폭기(288)의 출력이 하이 레벨로 천이한다. 이 때, 트랜스미션 게이트(278)로부터의 챠지/디스챠지 전

류에 따라 차지 펌프(210)가 챠지/디스챠지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이 파워-업 되고 나서부터 안정된 전압으로 고정(lock)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도 4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270)가 도 3에 도시된 프리챠지 회로(230)보다 빠름을 알 수 있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위상 비교기(400)의 상세한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위상 비교기(400)는 지연부(410), D-플립플롭들(420, 422), 그리고 낸드 게이트들(424, 426)

로 구성된다. 상기 지연부(410)는 네 개의 지연 셀들(411-414)과 멀티플렉서(415)로 구성된다. 상기 지연 셀들(411

-414)은 서로 다른 지연 시간을 가지며, 상기 VCDL(300)로부터 출력되는 출력 신호(F  OUT )를 받아들여, 미리 설정

된 시간동안 지연시킨 후 출력한다. 상기 지연 셀들(411-414)에 설정되는 지연 시간은 입력 가능한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주파수들에 각각 대응한다. 예를 들어, 입력 가능한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주파수가 A1, A2, A3, 및 A4 

이면(단, A1 > A2 > A3 > A4), 상기 지연 셀들(411-414)에 설정되는 지연 시간은 각각 B1, B2, B3, 및 B4 이다(단, 

B1 < B2 < B3 < B4).

상기 멀티플렉서(415)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선택 신호(SELECT)에 응답해서 상기 지연 셀들(411-414)로부터 출

력되는 신호들 가운데 하나를 출력한다. 이 때, 상기 멀티플렉서(415)로부터 출력되는 클럭 신호(M  OUT )는 상기 VC

DL(300)의 출력 신호(F  OUT )보다 소정 시간 지연된 신호이고, 상기 선택 신호(SELECT)는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주파수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주파수가 A1이면, 상기 선택 신호(SELEC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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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시간이 B1인 지연 셀(411)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D-플립플롭(420)은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를 받아들여서 상기 VCDL(300)의 출력 신호(F  OUT )에 동기

시켜 출력하고, 상기 D-플립플롭(422)은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를 받아들여서 상기 멀티플렉서(415)의 출력 

신호(M  OUT )에 동기시켜 출력한다.

상기 낸드 게이트(424)는 상기 D-플립플롭들(420, 422)의 비반전 출력 단자들(Q)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들을 받아들

여 낸드 연산하고, 제 2 다운 신호(DN2)를 출력한다. 상기 낸드 게이트(426)는 상기 D-플립플롭들(420, 422)의 반전

출력 단자들(QB)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들을 받아들여 낸드 연산하고, 제 2 업 신호(UP2)를 출력한다.

도 6은 VCDL(300)의 출력 신호(F  OUT )와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관계에 따라서 도 5에 도시된 위상 비교기로부

터 출력되는 제 2 업 신호(UP2) 및 제 2 다운 신호(DN2)의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VCDL(30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하고 나서부터 상

기 멀티플렉서(415)로부터 출력되는 신호(M  OUT )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할 때까지 시간을 '윈도우(win

dow)'라 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주파수 범위가 10 내지 320 MHz인 경우, 이 윈도우의 범위

는 500ps 내지 1.5 ns이다.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하는 시점이 상기 윈도우의 좌측 또는 우측에 위치하

는지 또는 윈도우 내에 위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상기 낸드 게이트들(424, 426)로부터 출력되는 제 2 업 신호(U

P2)와 제 2 다운 신호(DN2)의 상태가 결정된다.

첫 번째,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하는 시점이 상기 윈도우의 우측에 위치하면

, 상기 낸드 게이트(424)로부터 출력되는 제 2 업 신호(UP2)는 로우 레벨로, 상기 낸드 게이트(426)로부터 출력되는 

제 2 다운 신호(DN2)는 하이 레벨로 된다.

두 번째,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하는 시점이 상기 윈도우 내에 위치하면, 상

기 낸드 게이트들(424, 426)로부터 출력되는 제 2 업 신호(UP2) 및 제 2 다운 신호(DN2)는 모두 하이 레벨로 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하는 시점이 상기 윈도우의 좌측에 위치

하면, 상기 낸드 게이트(424)로부터 출력되는 제 2 업 신호(UP2)는 하이 레벨로, 상기 낸드 게이트(426)로부터 출력

되는 제 2 다운 신호(DN2)는 로우 레벨로 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업/다운 카운터(500)는 6-비트 카운터로서, 상기 위상 비교기(400)의 낸드 게이트들(424, 42

6)로부터 출력되는 제 2 업 신호(UP2) 및 제 2 다운 신호(DN2)에 응답하여 카운트 동작을 수행한다. 즉, 상기 신호들

(UP2, DN2) 가운데 제 2 업 신호(UP2)가 하이 레벨이면 '1'만큼 업 카운트를 수행하고, 제 2 다운 신호(DN2)가 하이

레벨이면 '1'만큼 다운 카운트를 수행한다. 단, 상기 신호들(UP2, DN2)이 모두 하이 레벨이면 카운트 동작을 수행하

지 않는다.

디코더(600)는 상기 업/다운 카운터(500)로부터 출력되는 6-비트 카운트 데이터(CNT[5:0])를 받아들여 64-비트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SW3[0:63])로 디코딩한다. 예를 들어, 상기 디코더(600)에 의해 디코딩된 제 3 스위치 제

어 데이터(SW3[0:63])는 64-비트 가운데 어느 한 비트만이 '1'이고 나머지 63-비트는 '0'이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VCDL(300)의 상세한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VCDL(300)은 64 개의 지연 탭들(delay taps: D0-D63), 제 1 스위치 어레이(310), 3 개의 스

위치들(SB0-SB2), 그리고 제 3 스위치 어레이(320)로 구성된다. 상기 지연 탭들(D0-D63)은 네 개의 블럭들(BLOC

K1-BLOCK4)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블럭들에는 지연 탭들(D0-D7), (D8-D15), (D16-D31), 또는 (D32-D63)이 직

렬로 연결된다. 상기 블럭들(BLOCK1-BLOCK4)은 스위치들(SB0, SB1, SB2)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상기 스위치들

(SB0, SB1, SB2)은 외부 로부터 제공되는 제 2 스위치 제어 데이터(SW2[0:2])의 대응하는 비트에 의해 각각 제어된

다.

상기 제 1 스위치 어레이(310)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제 1 스위치 제어 데이터(SW1[0:3])에 응답해서, 상기 블럭들

(BLOCK1-BLOCK4)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들 가운데 하나를 피드백 신호(F  FD )로 출력한다. 이와 같은 블럭 선택은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주파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입력 가능한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주파수가 A1, 

A2, A3, A4 MHz일 때(단, A1 > A2> A3 > A4), 상기 제 1 스위치 어레이(310) 내의 스위치들(SA0-SA3)과 스위치

들(SB0-SB2) 가운데 스위치 온되는 스위치와, 출력 신호가 피드백 신호로 선택되는 블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제 3 스위치 어레이(320)는 지연 탭들(D0-D63) 가운데 대응하는 탭의 출력 신호를 VCDL(300)의 출력 신호(F  OUT

)로 출력하기 위한 64 개의 스위치들(SC0-SC63)로 구성된다. 상기 스위치들(SC0-SC63)은 디코더(600)로부터 제

공되는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SW3[0:63])의 대응하는 비트에 의해 각각 제어된다. 즉, 상기 제 3 스위치 제어 데

이터(SW3[0:63])의 64-비트 가운데 '1'로 활성화된 비트에 대응하는 스위치만이 온되고 나머지 63 개의 스위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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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된다. 따라서, 상기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SW3[0:63])의 활성화된 비트에 대응하는 탭으로부터 출력되는 신

호가 상기 VCDL(300)의 출력 신호(F  OUT )로 출력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가 10MHz인 경우에, 상기 제 1 스위치 어레이(310)에 구성된 스위치들(SA0

-SA3) 가운데 스위치(SA3)가 온되고, 스위치들(SB0 - SB2)은 모두 온된다고 가정하면, 상기 VCDL(300) 내에 구성

된 64 개의 지연 탭들(D0-D63)은 모두 직렬로 연결된다. 이 때, 상기 아날로그 위상 비교부(100)는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과 63번째 지연 탭(D63)으로부터 출력되는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이 일치할 때까지 위상 비교 동작

을 수행한다. 상기 지연 탭들(D0-D63) 각각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들은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와 주파수는 동

일하나 위상이 조금씩 다른 신호들이다.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과 63번째 지연 탭(D63)으로부터 출력

되는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이 일치하면, 위상 비교기(400), 업/다운 카운터(500), 그리고 디코더(600)가 동작을 

개시한다.

상기 제 3 스위칭 어레이(320)의 스위치들(SC0-SC63) 가운데 20 번째 스위치(SC20)가 온되어 있는 경우에, 20 번

째 지연 탭(D20)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가 출력 신호(F  OUT )로 출력되고, 위상 비교기(400)로 제공된다.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위상이 상기 출력 신호(F  OUT )의 위상보다 앞서면 상기 업/다운 카운터(500)의 카운트 값은 1 만큼 

증가된다. 디코더(600)로부터 출력되는 제 3 스위치 제어 신호(SC3[0:63])는 21 번째 비트만 하이 레벨로 되고, 나

머지 비트들은 로우 레벨로 된다. 그 결과, 21 번째 지연 탭(D21)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가 출력 신호(F  OUT )로 출

력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동작은 제 2 클럭 신호(F  REF )와 상기 출력 신호(F  OUT )의 위상이 일치할 때까지 반복적

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는 제 2 클럭 신호(F  REF )에 동기되어 출력(F  OU

T )된다.

또다른 예로,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가 320MHz인 경우에, 상기 제 1 스위치 어레이(310)에 구성된 스위치들(S

A0-SA3) 가운데 스위치(SA0)가 온되고, 스위치들(SB0-SB2)이 모두 오프된다고 가정하면, 상기 VCDL(300) 내에 

구성된 64 개의 지연 탭들(D0-D63) 가운데 8 개의 지연 탭들(D0-D7) 만이 직렬로 연결된다. 이 때, 상기 아날로그 

위상 비교부(100)는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과 7번째 지연 탭(D7)으로부터 출력되는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이 일치할 때까지 위상 비교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과 7번째 지연 탭(D7)으로부

터 출력되는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이 일치하면, 상기 위상 비교기(400), 업/다운 카운터(500), 및 디코더(600)가

동작을 개시한다. 이 때, 상기 업/다운 카운터(500)의 카운트 데이터 범위는 '0' 내지 '7'이다. 즉, 상기 지연 탭들(D0-

D7)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들 가운데 하나가 출력 신호(F  OUT )로 출력될 수 있다.

다시 도 5를 참조하면, 위상 비교기(400)의 지연부(410)에서 지연되는 총 시간(지연 셀의 지연 시간+멀티플렉서의 

지연 시간 : 즉, 윈도우의 크기)은 상기 지연 탭 하나의 지연 시간보다는 길고, 두 개의 지연 탭에 의해 지연되는 시간

보다는 짧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 사이클의 위상 비교 동작이 수행될 때마다 상기 출력 신호(F  OUT )는 하나의 지연 

탭에 의해 지연되는 시간만큼 지연되거나 또는 앞당겨져서 출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상 비교 동작이 반복적으

로 수행되는 중에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가 상기 윈도우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어도 1번 이상 존재하게 된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지연 탭들 가운데 첫 번째 지연 탭의 상세한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지연 탭(D0)은 간단한 커런트 미러 스킴(current mirror scheme)을 이용한 것으로, PMOS 트

랜지스터들(322, 334, 342, 344, 350)과 NMOS 트랜지스터들(336, 338, 346, 348, 352)로 구성된다.

루프 필터(130)로부터 제공되는 제어 전압(V  CTRL )은 상기 NMOS 트랜지스터(336)의 게이트를 제어한다. 상기 제

어 전압(V  CTRL )이 상승하면 상기 PMOS 트랜지스터들(332, 334)의 공통 게이트 단자인 제 5 노드(N5)의 전위는 

낮아지고, 상기 NMOS 트랜지스터들(338, 348)의 공통 게이트 단자인 제 6 노드(N6)의 전위는 높아진다. 그러므로, 

입력 신호(IN: 즉, 제 1 클럭 신호(F  CLK ))에 따라 PMOS 트랜지스터(342)와 NMOS 트랜지스터(348)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이 증가해서, 입력 신호(IN)가 출력(OUT)으로 나타나는 응답시간이 빨라진다. 다시 말하면, 지연 탭의 지연

시간이 감소된다. 반대로, 상기 루프 필터(130)로부터 제공되는 제어 전압(V  CTRL )이 낮아지면, 지연 탭의 지연 시

간이 증가된다.

도 7에 도시된 나머지 지연 탭들(D1-D63)은 도 8에 도시된 블럭(340)과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지연

탭들(D0-D63) 모두는 상기 제어 전압(V  CTRL )에 대응하는 동일한 지연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주파수 범위가 10 내지 320 MHz인 경우, 상기 지연 탭의 지연 시간은 0.39 내지 1.3 ns이다.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주파수가 320MHz인 경우, 위상 오차는 0.39ns 이하이다.

도 9A 내지 도 9B는 도 1에 도시된 위상 동기 회로(10)의 동작 수순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에 도시된 아날

로그 위상 비교부(100)와 VCDL(300)은 제 1 클럭 신호(F  CLK )와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 차에 대응하는 제어 

전압(V  CTRL )에 따라 제 1 클럭 신호(F  CLK )를 지연시켜 출력한다. 이와 같은 아날로그 위상 비교부(100)와 VCDL

(300)의 동작을 아날로그 지연 고정 루프(analog delay lock loop; analog DLL) 동작이라 부르기로 한다. 한편, 도 1

에 도시된 위상 비교기(400), 업/다운 카운터(500), 디코더(600), 그리고 VCDL(300)은 제 2 클럭 신호(F  REF )와 출

력 신호(F  OUT )의 위상 차에 따른 카운트 데이터(CNT[0:5])만큼 지연된 제 1 클럭 신호(F  CLK )를 출력 신호(F  OU

T )로 출력한다. 이와 같은 위상 비교기(400), 업/다운 카운터(500), 디코더(600), 그리고 VCDL(300)의 동작을 디지

털 지연 고정 루프(digital DLL) 동작이라 부르기로 한다.

도 1 및 도 9A를 참조해서 아날로그 DLL 동작이 설명된다. 아날로그 DLL 동작이 개시되면, 제 1 클럭 신호(F  CLK )

가 위상 및 주파수 검출기(110)와 VCDL(300)로 입력된다(단계 S702).

단계 S704에서, 위상 및 주파수 검출기(110)는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과 VCDL(300)로부터 출력되는 피드

백 신호(F  FD )의 위상을 비교해서, 그들의 위상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판별 결과, 상기 두 신호들(F  CLK

, F  FD )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제어는 단계 S706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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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706에서는, 상기 위상 및 주파수 검출기(110)가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이 VCDL(300)로부터 출력되

는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보다 앞서는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판별 결과,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이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보다 앞서면 제 1 업 신호(UP1)를 발생하고(단계 S708),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이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보다 뒤지면 제 1 다운 신호(DN1)를 발생한다(S710).

단계 S712에서, 챠지 펌프(120)와 루프 필터(130)는 상기 위상 및 주파수 검출기(110)로부터의 제 1 업 신호(UP1) 

또는 제 1 다운 신호(DN1)에 응답하여 제어 전압(V  CTRL )을 발생한다.

단계 S714에서는, 상기 VCDL(300)이 제어 전압(V  CTRL )에 대응하는 시간동안 상기 제 1 클럭 신호(F  CLK )를 지

연시켜 피드백 신호(F  FD )로 출력한다. 다음, 그 제어는 단계 S704로 리턴한다.

상기 단계 S704에서, 제 1 클럭 신호(F  CLK )의 위상과 VCDL(300)로부터 출력되는 피드백 신호(F  FD )의 위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별되면, 그 제어는 단계 S720으로 진행하여 디지털 DLL 동작이 개시된다.

도 1 및 도 9B를 참조해서 디지털 DLL 동작이 설명된다. 디지털 DLL 동작이 개시되면, 제 2 클럭 신호(F  REF )가 위

상 비교기(400)로 입력된다.

단계 S724에서, 상기 위상 비교기(400)는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위상과 상기 VCDL(300)로부터의 출력 신호(F 

OUT )의 위상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상기 두 신호(F  REF , F  OUT )의 위상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는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하는 시점이 윈도우 내에 포함

되는 지의 여부로부터 알 수 있다. 상기 두 신호(F  REF , F  OUT )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제어는 단계 S726

으로 진행한다.

단계 S726에서, 상기 위상 비교기(400)는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위상이 VCDL(300)로부터의 출력 신호(F 

OUT )의 위상보다 앞서는 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판별 결과,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위상이 VCDL(300)로부터의 

출력 신호(F  OUT )의 위상보다 앞서는 경우, 상기 위상 비교기(400)는 하이 레벨의 제 2 업 신호(UP2)를 출력한다(

단계 S728). 반면,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위상이 VCDL(300)로부터의 출력 신호(F  OUT )의 위상보다 뒤지면, 제 

2 다운 신호(DN2)를 출력한다(단계 S730).

단계 S732에서, 상기 업/다운 카운터(500)는 상기 위상 비교기(400)로부터의 제 2 업 신호(UP2)와 제 2 다운 신호(

DN2)에 응답하여 업/다운 카운트를 수행한다.

단계 S734에서, 상기 디코더(600)는 업/다운 카운터(500)로부터의 6-비트 카운트 데이터(CNT[0:5])를 64-비트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SW3[0:63])로 디코딩한다. 예를 들어, 상기 디코더(600)에 의해 디코딩된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SW3[0:63])는 64-비트 가운데 어느 한 비트만이 '1'이고 나머지 63-비트는 '0'이다.

단계 S736에서, 상기 VCDL(300)는 상기 디코더(600)로부터의 64-비트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SW3[0:63])의 활

성화된 비트에 대응하는 지연 탭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출력 신호(F  OUT )로 출력한다. 다음, 그 제어는 단계 S72

4로 리턴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디지털 DLL 동작을 반복한다.

단계 S724에서, 상기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위상과 출력 신호(F  OUT )의 위상 이 일치하는 경우, 디지털 DLL 동

작은 종료된다.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상 동기 회로를 HSPICE 시뮬레이션했을 때, 업/다운 카운

터(500)로부터 출력되는 제 2 업 신호(UP2) 제 2 다운 신호(DN2)를 각각 보여주는 도면이다.

제 1 클럭 신호(F  CLK )와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위상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서는 제 2 업 및 다운 신호

들(UP2, DN2)이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다가, 제 1 클럭 신호(F  CLK )와 제 2 클럭 신호(F  REF

)의 위상이 동기되면 상기 제 2 업 및 다운 신호들(UP2, DN2)은 모두 하이 레벨로 고정된다.

도 12A는 80 MHz의 제 1 클럭 신호(F  CLK )를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12B는 40 MHz의 제 2 클럭 신호(F  REF )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그리고 도 12C는 도 12A에 도시된 제 1 클럭 신호(F  CLK )가 도 12에 도시된 제 2 클럭 신호(F 

REF )에 동기된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2A 내지 도 12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VCDL(30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F  OUT )는 제 1 클럭 신호(F  CLK

)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되, 제 2 클럭 신호(F  REF )에 동기된 신호이다.

예시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개시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

는다는 것이 잘 이해될 것이다. 오히려, 본 발명의 범위에는 다양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을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 범위는 그러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한 폭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클럭 신호와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위상 동기 회로는 입력 가능한 제 1 클럭 신호의 주파수의 범위가 넓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상 동기 회로에 있어서:

제 1 주파수를 가지는 제 1 클럭 신호와 피드백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두 신호의 위상 차에 대응하는 제어 전

압을 발생하는 제 1 위상 비교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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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파수를 가지는 제 2 클럭 신호와 출력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두 신호의 위상 차를 출력하는 제 2 위상 

비교 수단과;

상기 제 2 위상 검출 수단의 차 신호에 응답하여 카운트 데이터를 업/다운 카운트하는 카운터와;

상기 카운터의 카운트 데이터를 N-비트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로 디코딩하는 디코더; 및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받아들여 상기 제어 전압에 대응하는 시간동안 지연시킨 후 상기 피드백 신호로 출력하는 전압

제어 지연 수단을 포함하되;

상기 전압 제어 지연 수단은,

각각이 상기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의 각 비트에 대응하며, 직렬로 연결된 N 개의 지연 탭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에 대응하는 지연 탭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상기 출력 신호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

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제 1 주파수는 M 가지 가운데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

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탭들은 M 개의 블럭들로 나뉘어지고,

상기 전압 제어 지연 회로는.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대응하는 제 2 스위치 제어 데이터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블럭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M-1) 개의 제 2 스위치들과;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대응하는 제 1 스위치 제어 데이터에 의해 제어되고,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주파수

에 대응하는 블럭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상기 피드백 신호로 출력하기 위한 M 개의 제 1 스위치들의 어레이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제어 지연 회로는,

상기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의 대응하는 비트에 의해 제어되고, 대응하는 지연 탭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상기 

출력 신호로 출력하기 위한 N 개의 제 3 스위치들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는 상기 카운트 데이터에 대응하는 오직 한 비트만이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스위치들의 어레이 가운데 상기 제 3 스위치 제어 데이터의 활성화된 비트에 대응하는 스위치가 온되고, 온

된 제 3 스위치에 대응하는 지연 탭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가 상기 출력 신호로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위상 검출 수단은,

상기 제 1 클럭 신호와 제 1 피드백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상기 두 신호의 위상 차를 출력하는 위상 검출기와;

상기 차 신호에 대응하는 챠지 펌프 신호를 발생하는 챠지 펌프 회로; 그리고

상기 챠지 펌프 신호에 대응하는 상기 제어 전압을 발생하는 루프 필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

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루프 필터는,

일단이 상기 챠지 펌프 회로의 출력단자와 연결되고, 타단이 접지 전압과 연결된 커패시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챠지 펌프 회로는,

파워 업될 때, 상기 커패시터를 프리챠지하기 위한 프리챠지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챠지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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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레벨의 프리챠지 전압을 발생하는 프리챠지 전압 발생 수단; 그리고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프리챠지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프리챠지 전압 또는 상기 챠지 펌프로부터 제공되는 챠지 펌프

신호를 상기 커패시터의 일단으로 제공 하는 스위칭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챠지 회로는,

제 1 레벨의 제 1 전압을 발생하는 수단과;

상기 제 1 레벨보다 낮은 제 2 레벨의 제 2 전압을 발생하는 수단과;

상기 커패시터의 일단과 연결된 비반전 입력 단자와 상기 제 2 전압과 연결된 반전 입력 단자를 가지며, 상기 커패시

터의 일단의 전압과 상기 제 2 전압의 차를 출력하는 비교기; 그리고

상기 비교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제 1 레벨의 제 1 전압 또는 상기 챠지 펌프로부터 제공되는 프리

챠지 신호를 상기 커패시터로 제공하는 스위칭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위상 비교 수단은,

상기 출력 신호를 소정 시간 지연시켜 출력하는 지연 수단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를 받아들여서 상기 출력 신호에 동기시켜 출력하는 제 1 래치와;

상기 제 2 클럭 신호를 받아들여서 상기 지연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동기시켜 출력하는 제 2 래치;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래치들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들을 받아들여 논리 연산하고, 제 1 및 제 2 위상차 검출 신호들을 출

력하는 로직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는 상기 제 1 및 제 2 위상차 검출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카운트 데이터를 1 만큼 업/다운 카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트 데이터의 최대값은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제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수단은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대응하는 소정 시간동안 상기 출력 신호를 지연시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수단은,

각각이 상기 출력 신호를 받아들여 서로 다른 지연 시간동안 지연시켜 출력하는 M 개의 지연 셀들; 및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현재 주파수에 대응하는 선택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지연 셀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출력하는 멀티플렉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

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신호가 상기 지연 수단에서 지연된 총 시간은, 상기 지연 탭 하나의 지연 시간보다 길고 두 개의 지연 탭의 

지연 시간보다 짧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

로.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래치들은 D-플립플롭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

호들을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19.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로직 회로는,

상기 제 1 및 제 2 래치들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받아들여 낸드 연산하고, 상기 제 1 위상차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 1 낸드 게이트; 및

상기 제 1 및 제 2 래치들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반전된 신호를 받아들여 낸드 연산하고, 상기 제 2 위상차 검출 신

호를 출력하는 제 2 낸드 게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을 동기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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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위상 동기 회로.

청구항 20.
제 1 주파수의 제 1 클럭 신호와 제 2 주파수의 제 2 클럭 신호를 동기화시키는 위상 동기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지연시켜 상기 제 1 클럭 신호보다 1 사이클 뒤진 피드백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서로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클럭 신호와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상 차에 대응하는 차 신호를 발생하는 단

계와;

상기 차 신호에 응답하여 카운트 데이터를 업/다운 카운트하는 단계와;

상기 카운트 데이터를 제어 데이터로 디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 데이터에 대응하는 시간만큼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지연시켜 출 력 신호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 1 클럭 신호와 상기 제 2 클럭 신호의 위상이 일치할 때까지 상기 위상 비교 단계부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의 위상을 동기화시키는 방법.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백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받아들이는 단계와;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상 차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위상차 신호에 대응하는 제어 전압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 전압에 대응하는 시간동안 상기 제 1 클럭 신호를 지연시켜 상기 피드백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제 1 클럭 신호의 위상과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이 일치할 때까지 상기 단계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가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의 위상을 동기화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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