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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외부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순응하는 발진기를 이용하는지연 동기 루프 및 방법

요약

외부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순응하는 발진기를 이용하는 지연 동기 루프 및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지연 동기 루프에서는,

입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순응하고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입력 클럭 신호의 위상을 바꾸는 발진기를 이용하여, 내부 지

터는 물론이고 외부 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출력 클럭 신호를 생성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일반적인 위상 동기 루프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일반적인 지연 동기 루프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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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지연 동기 루프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a는 도 3의 주파수 순응 발진기의 일례이고, 도 4b는 도 4a에서 입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와 출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

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5a는 도 4a의 주파수 순응 발진기를 좀더 자세히 나타낸 도면이고, 도 5b는 도 5a에서 제어 신호의 전압과 출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6은 도 3의 지연 회로의 다른 실시예이다.

도 7은 도 6의 주파수 순응 발진기들의 구체적인 연결 관계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LL(Delay Locked Loop: 지연 동기 루프)에 관한 것으로, 특히 PLL(Phase Locked Loop: 위상 동기 루프)에

이용되는 발진기(oscillator)의 새로운 형태를 딜레이 회로에 적용하는 지연 동기 루프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 또는 통신 시스템 등 대분분의 시스템에는, 정확한 클

럭 신호를 만들기 위하여 PLL 또는 DLL을 채용한다.

도 1은 일반적인 위상 동기 루프(100)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위상 동기 루프(100)는 위상 검출기

(110), 차지 펌프(charge pump)(120), 루프 필터(loop filter)(130), 및 발진기(140)를 구비한다. 상기 위상 동기 루프

(100)는 상기 발진기(140)를 이용하여 입력 클럭 신호(CLK)의 주파수를 수배로 체배(multiplication)한 출력 클럭 신호

(MCLK)를 생성한다. 상기 발진기(140)는 직렬 연결된 다수의 인버터들(inverters)(141~143)의 출력 신호(MCLK)가 다

시 최초 인버터(141)로 피드백되는 링 오실레이터(ring oscillator) 형태를 가지고, 이때 상기 루프 필터(130)에서 생성된

제어 신호(VCTL)의 전압 레벨에 따라 상기 출력 클럭 신호(MCLK)의 주파수가 결정된다. 상기 위상 검출기(110)는 입력

클럭 신호(CLK)와 출력 클럭 신호(MCLK)의 위상차를 검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기 차지 펌프(120)는 그에 대응하는 전

류를 생성하고, 이에 따라 상기 루프 필터(130)는 차지 펌프(120)의 출력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VCTL)을 생성한다.

도 2는 일반적인 지연 동기 루프(200)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지연 동기 루프(200)는 위상 검출기

(210), 차지 펌프(220), 루프 필터(230), 및 지연 회로(240)를 구비한다. 상기 지연 동기 루프(200)는 상기 지연 회로(240)

를 이용하여 입력 클럭 신호(CLK)를 일정 시간 지연시킨 신호, 또는 입력 클럭 신호(CLK)의 듀티 사이클(duty cycle)을

보정한 신호를 생성한다. 상기 지연 회로(240)는 직렬 연결된 다수의 인버터들(inverters)(241~243)을 지연 수단들로서

가지고, 입력 클럭 신호(CLK)를 일정 시간 지연 시켜서 출력 클럭 신호(DCLK)를 생성한다. 이때 상기 루프 필터(230)에

서 생성된 지연 제어 신호(VCTL)의 전압 레벨에 따라 상기 지연 시간이 결정된다. 상기 위상 검출기(210)는 입력 클럭 신

호(CLK)와 출력 클럭 신호(DCLK)의 위상차를 검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기 차지 펌프(220)는 그에 대응하는 전류를 생

성하고, 이에 따라 상기 루프 필터(230)는 상기 차지 펌프(220)의 출력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VCTL)을 생성한다.

상기 일반적인 위상 동기 루프(100)에서는, 입력 클럭 신호(CLK)가 상기 발진기(140)로 입력되지 않으므로 외부 지터

(jitter)의 영향은 덜 받으나, 상기 발진기(140) 내부에서 발생되는 지터는 누적되므로 안정적인 출력 클럭 신호(MCLK)를

생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일반적인 지연 동기 루프(200)에서는, 입력 클럭 신호(CLK)가 상기 지연 회

로(240)로 입력되므로 상기 지연 회로(240) 내부에서 발생되는 지터의 영향은 덜 받으나, 외부 지터의 효과가 상기 지연

회로(240)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내부 지터는 물론이고 외부 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출력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지연 동기 루프를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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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지터가 최소화된 출력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지연 동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지연 동기 루프는, 지연 회로, 위상 검출기, 차지 펌프, 및 루프

필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지연 회로는 입력 클럭 신호를 인가받는 발진 회로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클럭

신호를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에 따라 지연시켜서 출력 클럭 신호를 생성한다. 상기 위상 검출기는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피드백 신호로서 수신하고, 상기 입력 클럭 신호와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 차이를 검출하여 그 결과를 출력한다. 상기 차

지 펌프는 상기 위상 검출기의 출력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전류를 출력한다. 상기 루프 필터는 상기 차지 펌프의 출력 전류

에 비례하는 전압 레벨을 가지는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지연 동기 루프는 출력버퍼, 및 지연 복사부를 더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출력버퍼는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버퍼링하여 출력한다. 상기 지연 복사부는 상기 출력 버

퍼의 지연량만큼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지연시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위상 검출기는 상기 지연 복사부의 출력을 상기 피

드백 신호로서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지연 회로에 사용되는 상기 발진 회로는,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출력 클럭 신호의 위상을 바꾸고, 상기 출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입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따르는 주파수 순응 발

진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지연 동기 방법은, 입력 클럭 신호를 인가받는 발진 회로

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클럭 신호를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에 따라 지연시켜서 출력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출

력 클럭 신호를 피드백 신호로서 수신하고, 상기 입력 클럭 신호와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 차이를 검출하여 그 결과를 출

력하는 단계; 상기 위상차 결과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전류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 레벨을

가지는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

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지연 동기 루프(300)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지연 동기 루프

(300)는 위상 검출기(phase detection unit)(310), 차지 펌프(charge pump)(320), 루프 필터(loop filter)(330), 및 지연

회로(delay circuit)(340)를 구비한다.

상기 지연 동기 루프(300)에 이용되는 상기 지연 회로(340)는, 도 2의 지연 회로(240)가 단순히 직렬 연결된 지연 수단들

(241~243)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입력 클럭 신호(CLK)를 인가받는 발진 회로를 이용한다. 즉,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상기 지연 회로(340)는 입력 클럭 신호(CLK)를 반전시키는 인버터(341) 및 출력 클럭 신호(DCLK)를 출력하는 최종

인버터(347)의 출력이 최초 인버터(345)로 피드백되는 구조의 직렬 연결된 다수의 인버터들(345~347)을 구비하는 링 오

실레이터(ring oscillator)(342)를 구비한다. 상기 링 오실레이터(342)에서, 상기 최초 인버터(345) 출력 신호는 인버터

346으로 전달되고, 상기 인버터 346은 상기 최초 인버터(345)의 출력 신호를 받음과 동시에 상기 인버터 341에서 출력되

는 상기 입력 클럭 신호(CLK)의 반전 신호를 동시에 입력받는다.

이와 같이 상기 지연 회로(340)에 사용되는 상기 발진 회로는 상기 출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입력 클럭 신호(CLK)

의 주파수에 따르는 주파수 순응 발진기(frequency obeying oscillator)이다. 또한, 상기 주파수 순응 발진기(340)는 제어

신호(VCTL)의 전압 레벨에 따라 상기 입력 클럭 신호(CLK)를 지연시켜서 상기 입력 클럭 신호(CLK)의 위상과 다른 위상

을 가지는 상기 출력 클럭 신호(DCLK)를 생성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 3의 지연 회로(340)로서 인버터 4개를 이용하는 주파수 순응 발진기의 일례가 도 4a에 도시되어

있고, 4a에서 입력 클럭 신호(CLK)의 주파수와 출력 클럭 신호(DCLK)의 주파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도 4b에

도시되어 있다. 도 4a와 같은 주파수 순응 발진기(340)는, 입력 클럭 신호(CLK)의 주파수 (fCLK)가 링 오실레이터(342) 만

의 자체 주파수(f0)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도 4b와 같이 출력 클럭 신호(DCLK)의 주파수(fDCLK)도 입력 클럭 신호

등록특허 10-0594297

- 3 -



(CLK)의 주파수(fCLK)를 그대로 따라가는(obey)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링 오실레이터(342) 만의 자체 주파수(f0)가 상

기 입력 클럭 신호(CLK)의 주파수와 유사하게 되도록 한다면, 상기 지연 회로(340)로서 도 4a와 같은 주파수 순응 발진기

를 적용할 수 있다.

도 4a의 주파수 순응 발진기(340)가 제어 신호(VCTL)의 제어를 받는 관계를 나타낸 도면이 도 5a에 도시되어 있고, 도

5a에서 제어 신호(VCTL)의 전압과 출력 클럭 신호(DCLK)의 주파수 및 위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도 5b에 도

시되어 있다. 도 3 및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어 신호(VCTL)는 상기 지연 회로(340)에 이용되는 인버터들

(341, 345~347)의 하이(high) 레벨 전원으로서 입력된다. 상기 인버터들(341, 345~347)의 로우(low) 레벨 전원은 접지

된다고 가정한다. 도 5a와 같은 주파수 순응 발진기(340)에 입력되는 입력 클럭 신호(CLK)의 주파수(fCLK)가 링 오실레이

터(342) 만의 자체 주파수(f0) 근처(주파수 순응 영역)에 있고, 상기 제어 신호(VCTL)의 전압 레벨이 달라지는 경우에, 출

력 클럭 신호(DCLK)의 주파수(fDCLK)는 입력 클럭 신호(CLK)의 주파수와 동일하지만, 도 5b의 (A)와 같이 출력 클럭 신

호(DCLK)의 위상(PHASE)은 달라진다. 즉, 도 3의 상기 루프 필터(330)에서 생성된 제어 신호(VCTL)의 전압 레벨에 따

라 상기 지연 회로(340)에서의 지연 시간이 결정된다. 도 5b의 (B)는 출력 클럭 신호(DCLK)의 위상(PHASE)을 더 크게

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이에 대해서는 도 6 및 도 7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따라서, 도 4b, 및 도 5b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 순응 발진기를 상기 지연 회로(340)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상기 지

연 회로(340)는 입력 클럭 신호(CLK)를 인가받아 입력 클럭 신호(CLK)의 주파수에 순응하는 상기 출력 클럭 신호(DCLK)

를 생성하고, 이때 상기 출력 클럭 신호(DCLK)는 제어 신호(VCTL)의 전압 레벨에 따라 상기 입력 클럭 신호(CLK)가 일

정량 지연되어 상기 입력 클럭 신호(CLK)의 위상과 다른 위상을 가진다. 이와 같은 주파수 순응 발진기가 상기 지연 회로

(340)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입력 클럭 신호(CLK)가 상기 지연 회로(340)로 입력되므로 상기 지연 회로(340) 내부에서 발

생되는 지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며, 입력 클럭 신호(CLK)에 존재하는 외부 지터는 상기 링 오실레이터(342)의 자체

피드백 신호와 평균화되어 상당히 줄어든다. 따라서, 상기 지연 회로(340)로서 사용되는 상기 주파수 순응 발진기의 위와

같은 특성은, 상기 지연 동기 루프(300)가 안정적인 출력 클럭 신호(DCLK)를 생성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도 3에서, 상기 위상 검출기(310)는 상기 출력 클럭 신호(DCLK)를 피드백 신호로서 수신한다. 또는, 실질적인 적용

에서, 상기 위상 검출기(310)는 상기 지연 복사부(350)의 출력을 상기 피드백 신호로서 수신할 수 있다. 즉, 반도체 메모리

장치, 비디오/오디오 시스템, 또는 통신 시스템 등의 칩(chip)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 상기 출력 클럭 신호(DCLK)는 상기

출력버퍼(360)에서 버퍼링되고, 버퍼링된 신호가 DQ 신호(DQS)로서 외부 핀(pin) 밖으로 출력된다. 이때, 상기 지연 동기

루프(300)에서의 정확한 출력 클럭 신호(DCLK) 생성을 위하여, 상기 출력 클럭 신호(DCLK)는 상기 지연 복사부(350)에

서 상기 출력 버퍼(360)의 지연량만큼 지연되고, 상기 지연 복사부(350)의 출력 신호가 상기 위상 검출기(310)로 입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기 위상 검출기(310)는 상기 출력 클럭 신호(DCLK) 또는 상기 지연 복사부(350)의 출력 신호 중 어느 하나

를 피드백 신호로서 수신하고, 상기 피드백 신호와 상기 입력 클럭 신호(CLK)의 위상 차이를 검출하여 그 결과를 출력한

다. 상기 차지 펌프(320)는 상기 위상 검출기(310)의 출력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전류를 출력한다. 상기 루프 필터(330)는

상기 차지 펌프(320)의 출력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 레벨을 가지는 상기 제어 신호(VCTL)를 출력한다.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위상 검출기(310), 상기 차지 펌프(320), 및 상기 루프 필터(330)의 구체적인 회로 구조 및 동작

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할 수 있다.

도 6은 도 3의 지연 회로(340)에 다수의 주파수 순응 발진기들(610~630)을 사용하는 다른 실시예가 도 6에 도시되어 있

다. 도 6을 참조하면, 도 3의 지연 회로(340)는 직렬 연결된 다수의 주파수 순응 발진기들(610~630)을 구비한다. 이와 같

은 구조는 상기 지연 회로(340)에서 상기 입력 클럭 신호(CLK)가 지연되는 양(delay range)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즉, 도 5a의 주파수 순응 발진기(340) 여러개를 직렬 연결하여 사용하면, 전체적인 위상 관계는 도 5b의 (B)와 같

이 나타난다.

도 6의 주파수 순응 발진기들의 구체적인 연결관계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도 5a와 같이 4개의 인버터

를 사용하는 주파수 순응 발진기 3개(610~630)가 직렬로 연결된 예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3개의 주파수 순응 발진기들

(610~630) 각각의 동작은 도 5a의 동작과 같다. 즉, 상기 제1 주파수 순응 발진기(610)는 제1 인버터(611) 및 제1 링 오

실레이터(612)를 구비하여, 상기 제어 신호(VCTL)에 따라 입력 클럭 신호(CLK)의 위상을 바꾸고, 상기 입력 클럭 신호

(CLK)의 주파수에 따르는 제1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상기 제2 주파수 순응 발진기(620)는 제2 인버터(621) 및 제2 링 오

실레이터(622)를 구비하여, 상기 제어 신호(VCTL)에 따라 상기 제1 출력 신호의 위상을 바꾸고, 상기 제1 출력 신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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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에 따르는 제2 출력 신호를 생성한다. 최종 주파수 순응 발진기인 상기 제3 주파수 순응 발진기(630)는 제3 인버터

(631) 및 제3 링 오실레이터(632)를 구비하여, 상기 제어 신호(VCTL)에 따라 상기 제2 출력 신호의 위상을 바꾸고, 상기

제2 출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르는 출력 클럭 신호(DCLK)를 생성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지연 동기 루프(300)에서는, 입력 클럭 신호(CLK)의 주파수에 순응하고 제어

신호(VCTL)에 따라 상기 입력 클럭 신호(CLK)의 위상을 바꾸는 발진기(340)를 이용하여, 내부 지터는 물론이고 외부 지

터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출력 클럭 신호(DCLK)를 생성하고, 출력버퍼(360)를 통하여 외부 핀으로 출력한다.

이상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

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지연 동기 루프는, 내부 지터는 물론이고 외부 지터에 강한(robust) 클럭 신호를 생성하

므로, 반도체 메모리 장치, 비디오/오디오 시스템, 또는 통신 시스템 등에 적용하는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동작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클럭 신호를 인가받는 발진 회로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클럭 신호를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에 따라 지연시켜서 출력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지연 회로;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피드백 신호로서 수신하고, 상기 입력 클럭 신호와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 차이를 검출하여 그 결

과를 출력하는 위상 검출기;

상기 위상 검출기의 출력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전류를 출력하는 차지 펌프; 및

상기 차지 펌프의 출력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 레벨을 가지는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루프 필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며,

상기 지연 회로에 사용되는 상기 발진 회로는,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출력 클럭 신호의 위상을 바꾸고, 상기 출력 클

럭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입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따르는 주파수 순응 발진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동기 루프.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동기 루프는,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버퍼링하여 출력하는 출력버퍼; 및

상기 출력 버퍼의 지연량만큼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지연시켜 출력하는 지연 복사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위상 검출기는 상기 지연 복사부의 출력을 상기 피드백 신호로서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동기 루프.

청구항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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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회로는,

상기 입력 클럭 신호를 반전시키는 인버터; 및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출력하는 최종 인버터의 출력이 최초 인버터로 피드백되는 구조의 직렬 연결된 다수의 인버터들에

의하여 발진하고, 상기 다수의 인버터들 중의 어느 하나는 그 이전 단의 인버터 출력 신호 이외에 상기 입력 클럭 신호가

반전된 신호를 동시 입력받는 주파수 순응 발진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동기 루프.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최초 인버터 출력 신호를 받는 인버터가,

상기 입력 클럭 신호가 반전된 신호를 동시에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동기 루프.

청구항 6.

입력 클럭 신호를 인가받는 발진 회로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클럭 신호를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에 따라 지연시켜서 출력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지연 회로;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피드백 신호로서 수신하고, 상기 입력 클럭 신호와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 차이를 검출하여 그 결

과를 출력하는 위상 검출기;

상기 위상 검출기의 출력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전류를 출력하는 차지 펌프; 및

상기 차지 펌프의 출력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 레벨을 가지는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루프 필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며,

상기 지연 회로는, 최초 주파수 순응 발진기가 상기 입력 클럭 신호를 받고, 최종 주파수 순응 발진기가 상기 출력 클럭 신

호를 출력하는 구조의 직렬 연결된 다수의 주파수 순응 발진기들을 구비하고,

상기 주파수 순응 발진기들 각각은,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입력 신호의 위상을 바꾸고, 상기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르는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동기 루프.

청구항 7.

입력 클럭 신호를 인가받는 발진 회로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클럭 신호를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에 따라 지연시켜서 출력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피드백 신호로서 수신하고, 상기 입력 클럭 신호와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 차이를 검출하여 그 결

과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위상차 결과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전류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 레벨을 가지는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발진 회로는,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출력 클럭 신호의 위상을 바꾸고, 상기 출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가 상기 입

력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따르는 주파수 순응 발진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동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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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동기 방법은,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버퍼링하여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버퍼링에서의 지연량만큼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지연시켜 출력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고,

상기 출력 클럭 신호의 지연된 신호가 상기 위상차 검출에서의 상기 피드백 신호로서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동기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입력 클럭 신호를 인가받는 발진 회로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클럭 신호를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에 따라 지연시켜서 출력

클럭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피드백 신호로서 수신하고, 상기 입력 클럭 신호와 상기 피드백 신호의 위상 차이를 검출하여 그 결

과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위상차 결과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전류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 전류에 비례하는 전압 레벨을 가지는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입력 클럭 신호 지연 단계는,

상기 입력 클럭 신호를 반전시키는 단계; 및

상기 출력 클럭 신호를 출력하는 최종 인버터의 출력이 최초 인버터로 피드백되는 구조의 직렬 연결된 다수의 인버터들에

의하여 발진하는 단계; 및

상기 다수의 인버터들 중의 어느 하나는 그 이전 단의 인버터 출력 신호 이외에 상기 입력 클럭 신호가 반전된 신호를 동시

입력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동기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최초 인버터 출력 신호를 받는 인버터가,

상기 입력 클럭 신호가 반전된 신호를 동시에 입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동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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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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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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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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