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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개의 DLL과 중간 위상 합성기를 이용하여 듀티 사이클 보정(DCC)을 수행하는 방식과 네거티브 피드백을 이용한 폐

쇄 루프를 형성하여 DCC를 수행하는 방식을 결합한 구성을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지연 고

정 루프 회로는 외부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제1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제1 지연 고정 루프와, 외부 클록 신호를 수신

하여 제2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제2 지연 고정 루프를 구비한다. 제1 클록 신호와 제2 클록 신호는 외부 클록 신호에 

대해 동기된다. 또한 제1 및 제2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중간 위상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중간 위상 발생 회로와, 중간 

위상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를 구비한다. 중간 위상 클록 신호는 제

1 및 제2 클록 신호의 중간 위상을 가지며, 출력 클록 신호는 출력 클록 신호를 적분한 값을 이용하여 중간 위상 클록 

신호의 듀티 사이클을 보상함으로써 생성된다.

대표도

도 11

색인어

지연 고정 루프, DLL, 듀티 사이클, 보상, 중간 위상, 위상 합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를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의 블록도.

도 2는 도 1에서의 지연 고정 루프 회로의 차동 방식의 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도 2에서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와 그 동작 파형도.

도 4는 도 3에서의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기의 회로도와 그 동작 파형도.

도 5는 도 3에서의 차동 듀티 사이클 보상 증폭기의 일 예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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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3에서의 레벨 조정 증폭기의 일 예의 회로도.

도 7은 종래의 2개의 듀티 고정 루프를 이용한 듀티 사이클 보상 회로의 블록도와 그 동작 파형도.

도 8은 도 6에서의 듀티 사이클 보상 회로의 상세 블록도와 그 동작 파형도.

도 9는 도 7에서의 중간 위상 발생기의 비차동 방식의 예를 도시한 회로도와 그 동작 파형도.

도 10은 도7에서의 중간 위상 발생기의 차동 방식의 예를 도시한 회로도.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을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의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을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의 블록도.

도 13은 도 12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에서 비차동 방식의 위상 혼합기를 이용한 예를 도시한 회로도.

도 14는 도 13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에 위상 혼합기 제어기를 더 부가한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와 위상 혼합기 제

어기의 회로도와 위상 혼합기의 회로도.

도 15는 도 14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에 스윙 감축 버퍼를 더 부가한 또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와 스윙 감축 버퍼의 

회로도.

도 16은 도 15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에 차동형 DCC 적분기를 사용하는 또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와, 위상 분리기

의 회로도.

도 17은 도 16에서의 위상 분리기의 다른 예의 회로도.

도 18은 도 12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에서 차동 방식의 위상 혼합기를 이용한 변형예로서, 위상 혼합기만 차동 방

식인 경우의 블록도와, 위상 혼합기 및 버퍼가 차동 방식인 경우의 블록도와, 차동 방식의 위상 혼합기의 회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을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지연 고정 루프 회로를 필요

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특히 적용 가능하지만, 그것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자연 고정 루프 회로를 필요로 하는 

모 든 종류의 반도체 장치나 컴퓨터 시스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지연 고정 루프(delay lock loop : 이하, "DLL"이라고 함)는 외부 클록과 데이터, 또는 외부 클록과 내부 클록 사이의 

스큐(skew)를 보상하기 위한 클록 발생 장치이다. 기존에 제안된 듀티 사이클 보상(duty cycle correction : 이하, "D

CC"라고 함) 기능을 갖는 DLL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DCC 적분기를 이용하여 네거티브 피드백(negative fe

edback)을 구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DLL을 하나 더 쓰는 것으로 DCC 측면에서만 보면 피드백이 없는 개방 

루프(open loop) 방식이다.

도 1은 첫 번째 방식에 의해 구현된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를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의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DLL(101)로 외부 클록(extclk)이 입력되면, 이 외부 클록(extclk)과 소정 간격의 위상차를 갖는 

클록(clkin)이 DLL(101)로부터 생성되어 DCC 루프(103)로 제공된다. 도 1에서 클록 신호(clkout)를 피드백시키는 

루프 역시 DCC 루프(103)의 일 구성요소이나, 피드백 루프가 있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DCC 루프(103)와 구

별하여 도시하였다. 클록(clkin)은 DCC 루프(103)에서 듀티 사이클이 보상되며, 그 결과 생성된 출력 클록(clkout)은

지연 고정 루프 회로(100)의 출력단을 통해 외부로 제공된다.

도 2는 도 1에서의 지연 고정 루프 회로의 차동 방식의 예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에서 CLK, CLKb는 외부 클록 

신호의 차동 신호이며, CLKb는 CLK가 반전된 신호이다. IN, INb는 클록 clkin의 차동 신호이며, INb는 IN의 반전된 

신호이다. OUT, OUTb는 출력 클록(clkout)의 차동 신호이며, OUTb는 OUT의 반전된 신호이 다.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DLL(101)은 가변 지연 라인(201)과 위상 판별기(209)로 이루어지며, DCC 루프(103)는 차동 DCC 

증폭기(203)와 레벨 조정 증폭기(205)와 DCC 적분기(207)로 이루어진다. 또한 외부에서 입력되는 클록 신호를 내부

회로를 위한 신호 레벨로 변환하기 위한 입력 버퍼(211)가 더 구비될 수 있다. 먼저 위상 판별기(209)는 외부 클록(C

LK, CLKb)과 출력 클록(OUT, OUTb)을 수신하여, 두 클록 사이의 위상차를 판별함으로써 가변 지연 라인(201)에서

의 지연량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CTRL)를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클록(CLK, CLKb)과 출력 클록(OUT, OU

Tb)이 동일한 위상을 갖도록 가변 지연 라인(201)은 제어신호(CTRL)에 의해 결정된 지연량으로 외부 클록(CLK, CL

Kb)을 지연시킨다. 이렇게 지연된 클록(IN, INb)은 듀티 사이클 보상을 위하여 DCC 루프(103)를 구성하는 차동 DC

C 증폭기(203)로 제공된다.

DCC 루프(103)의 동작은 다음의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a)은 도 2에서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 부분을 이

해의 편의를 위해 다시 도시한 것이고, 도 3(b)는 그 동작 파형도이다. 클록(IN, INb)의 듀티 비율이 50％가 아닌 경우

, DCC 적분기(207)는 출력 클록(OUT, OUTb)을 적분함으로써 이를 반영하는 전압 신호(V DCC , V DCCb )를 생성하

여 차동 DCC 증폭기(203)로 제공한다. 차동 DCC 증폭기(203)는 전압 신호(V DCC , V DCCb )에 따라 제어되어 클록

(IN, INb)의 하이 구간과 로우 구간에 다른 직류 전압을 더함으로써 클록(IN DCC , IN DCCb )을 생성한다. 도 3(b)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클록(IN DCC , IN DCCb )에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은 비록 레벨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구간의 길이는 동일하다. 이하에서 클록(IN DCC , IN DCCb )을 "구간 조정 클록 신호"라고 한다. 출력 버퍼(또는, 레벨

조정 증폭기 : 205)는 클록(IN DCC , IN DCCb )을 수신하여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에서 레벨의 절대값이 동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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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출력 클록(OUT, OUTb)을 생성한다. 이하에서 클록(OUT, OUTb)을 "레벨 조정 클록 신호"라고 한다. 레벨 조정

증폭기(205)는 출력 버퍼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와 같이 하여 DCC 루프(300)에 의해 듀티 사이클이 보상된다.

도 4(a)는 도 3에서의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기(207)의 일 예의 회로도이고, 도 4(b)는 그 동작 파형도이다. 도 4(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기(207)는 각각 2개의 전류원(I DCC )과 2개의 스위치(S L , S H )와

하나의 커패시터(C1 또는 C2)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위치들의 제어를 위해 출력 클록(OUT)을 사용하는 경우, 스위

치(S L )는 출력 클록(OUT)의 로우 구간에서 턴온되며, 스위치(S H )는 하이 구간에서 턴온된다. 출력 클록(OUTb)

을 이용하여 스위치들을 제어할 수도 있다. 만약 스위치(S L , S H )의 제어를 위해 출력 클록(OUT)을 이용하고, 출

력 클록(OUT)에서 도 4(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로우 구간이 하이 구간에 비해 더 길면 스위치(S L )가 턴온되

어 있는 시간이 스위치(S H )가 턴온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길게 되므로 커패시터(C1)에는 전하가 쌓이게 되어 전압 

신호(V DCC )는 점차 커지게 된다. 반면 커패시터(C2)로부터는 전하가 빠져 나오게 되므로 전압 신호(V DCCb )는 점

차 작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듀티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전압 신호(V DCC , V DCCb )는 그에 비례하여 변하지만, 듀

티 사이클이 맞게 되면 더 이상의 변화는 없고 어떤 값을 유지하게 된다.

도 5는 도 3에서의 차동 듀티 사이클 보상 증폭기의 일 예의 회로도이고, 도 6은 출력 버퍼의 일 예의 회로도이다. 이

러한 방식은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록킹 시간(locking time)이 오래 걸리고, 적용 가능한 대역

폭이 그리 넓지 않아서, 가령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오차가 커지는 단점을 가진다. 이는 저주파로 갈수록 듀티 사이클 

오차에 해당하는 ΔV DCC(b) 또는 ΔV DCCb 가 허용 범위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도 7(a)는 두 번째 방식에 의해 구현된, 2개의 듀티 고정 루프를 이용한 듀티 사이클 보상 회로의 블록도이고, 도 7(b)

는 그 동작 파형도이다. 본 방식에 의한 듀티 사이클 보상 회로는 도 7(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개의 DLL(60

1, 603)과 중간 위상 발생기(605)로 이루어진다. 외부 클록(extclk)에 대해 DLL(601)은 클록(clk1)을 출력하며, DLL

(603)은 클록(clk2)을 출력한다. 클록(clk1)과 클록(clk2)는 서로 반전된 관계에 있다. 또한 클록(clk1)과 클록(clk2)

는 도 7(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클록(clk1)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즉, 하이 레벨)의 시작 에지(즉,

상승 에지)와, 클록(clk2)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즉, 로우 레벨)의 시작 에지(즉, 하강 에지)가 동일한 시

점을 갖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DLL 블록(607)에서 발생한 두 클록(clk1, clk2)은 중간 위상 발생기(605)로 제공되며

, 중간 위상 발생기(605)에서 두 클록(clk1, clk2)의 중간 위상을 갖는 클록(clkout)이 생성된다. 도 7(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클록(clkout)의 상승 에지는 클록(clk1)의 상승 에지와 클록(clk2)의 하강 에지와 동시에 발생하며, 

클록(clkout)의 하강 에지는 클록(clk1)의 하강 에지와 클록(clk2)의 상승 에지의 중간 위상을 갖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간 위상 발생기(605)에서의 게이트 지연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두 DLL(601, 603)의 출

력을 합성함으로써 DCC 기능을 완수하며, DCC 측면에서만 보면 개방 루프(open loop) 방식이다. 즉, 듀티 오차를 

조금씩 보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다시 보정량을 조절하는 식의 피드백 루프가 없다.

도 8(a)은 도 7에서의 듀티 사이클 보상 회로의 일 예의 상세 블록도이고, 도 8(b)는 도 8(a)의 듀티 사이클 보상 회로

의 동작 파형도이다. 제1 지연라인(801)과 제1 위상 판별기(803)는 도 7의 제1 DLL(601)를 구성하고, 제2 지연라인

(805)과 제2 위상 판별기(807)는 제2 DLL(603)를 구성한다. 출력단의 버퍼(811)는 필요에 따라 생략되거나 다른 형

태일 수도 있다. 제1 더미 지연기(813)는 중간 위상 발생기(809)에서의 클록 신호의 시간 지연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제2 더미 지연기(815)는 출력 버퍼(811)에서의 클록 신호의 시간 지연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제2 DLL(603)의 루프 

내에 삽입된다. 외부 클록(extclk)에 해당하는 차동 신호(CLK, CLKb)가 입력 버퍼(817)로 제공되면, 입력 버퍼(817)

는 클록 신호(CLK, CLKb)를 내부 회로에 적합한 내부 클록(rCLK)으로 변환하여 제1 및 제2 지연라인(801, 805)으

로 제공한다. 내부 클록(rCLK)은 제1 및 제2 지연라인(801, 805)에서 소정 시간 지연되어 각각 클록(clk1)과 클록(cl

k2)으로 되고, 중간 위상 발생기(809)로 입력된다. 외부 클록(CLK)은 또한 제1 위상 판별기(803)와 제2 위상 판별기

(807)로 제공된다. 제1 위상 판별기(803)는 출력 클록(clkout)을 또한 수신하고, 외부 클록(CLK)과 출력 클록(clkout

) 사이의 위상차를 검출함으로써, 이 위상차를 표시하는 제1 제어신호(CTRL1)를 생성하여 제1 지연라인(801)으로 

제공한다. 이 제어신호(CTRL1)에 의해 내부 클록(rCLK)의 제1 지연라인(801)에서의 지연량이 결정된다. 제2 위상 

판별기(807)는 제2 지연라인(805)을 통해 내부 클록(rCLK)이 지연됨으로써 생성된 클록(clk2)이 제1 더미 지연기(8

13)와 제2 더미 지연기(815)를 경유한 피드백 클록(fbclk2)을 또한 수신한다. 제1 더미 지연기(813)는 중간 위상 발

생기(809)와 같이 수신된 두 신호의 중간 위상을 갖는 신호를 생성하는 기능은 없지만, 중간 위상 발생기(809)에서의

클록의 시간 지연을 모델링하는 회로이며, 제2 더미 지연기(815)는 출력 버퍼(811)에서의 클록의 시간 지연을 모델

링하는 회로이다. 제2 위상 판별기(807)는 외부 클록(CLK)과 피드백 클록(fbclk2)의 위상차를 검출하여, 이 위상차에

해당하는 제2 제어신호(CTRL2)를 생성하여 제2 지연라인(805)으로 제공한다. 이 제2 제어신호(CTRL2)에 의해 제2

지연라인(805)에서의 내부 클록(rCLK2)의 지연량이 결정된다. 제2 지연라인(805)에서 출력단 쪽의 작은 원은 신호

의 반전(invers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2 지연라인(805)이 반전된 내부 클록(rCLK)을 소정 시간 지연시키는 역할

을 한다. 도 8(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클록(clk1)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즉, 하이 레벨)의 시작 에

지(즉, 상승 에지)와, 클록(clk2)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즉, 하이 레벨)의 시작 에지(즉, 상승 에지)가 동

일한 시점을 갖는 관계에 있도록 도 8(a)의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출력 클록(clkout)의 상승 에지는 클록(clk1, clk2)

의 상승 에지로부터 중간 위상 발생기(809)와 출력 버퍼(811)에서의 게이트 지연에 해당하는 시간차를 가지고 발생

하며, 하강 에지 역시 이 시간차를 가지면서 클록(clk1)의 하강 에지와 클록(clk2)의 하강 에지 사이의 중간 위상에 발

생한다.

중간 위상 발생기(809)는 일종의 위상 합성기이며 도 9(a)에는 비차동 방식의 일 예의 회로도가 도시되어 있고, 도 9(

b)에는 수신되는 두 클록의 폭이 동일하면서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가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동작 파형도가,

도 9(c)에는 수신되는 두 클록의 폭이 다르면서 상승 에지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동작 파형도가 도시되

어 있다. 도 9(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회로는 인버터로만 구성되어 있다. 도 9(a)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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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이 중간 위상 발생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 회로의 동작이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도 9(b)에서와 같이, 입력 신호(φ Ain )가 다른 입력 신호(φ Bin )보다 위상이 앞서는 경우 출력 파형은 도시된 바와

같다. 인버터(903)와 인버터(905)의 크기를 조정하여 출력 신호(φ AB )의 위상을 나머지 두 개(φ A , φ B )의 가운

데로 맞출 수 있다. 도 9(c)에서와 같이, 상승 에지의 위상이 일치하고 하강 에지의 위상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도시된 바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 9(b)와 도 9(c)에서도 게이트 지연을 고려하지 않았다. 도 10은 중간 위상 

발생 기의 차동 방식의 일 예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10에서 k는 위상 합성 가중치로서 0 이상이고 1 이하인 실수값

을 가질 수 있는데, 중간 위상 발생기(1000)가 이상적인 선형 회로라면 k=0.5 일 때 원하는 중간 위상을 얻을 수 있다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방식은 DLL을 하나 더 사용함으로써 DCC 기능을 구현하므로 DCC 로킹을 위한 추가

적인 시간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디지털 또는 비차동 방식으로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간 위상 발생기의 특성이 실제로는 선형적이지 않고 공정이나 전압, 온도에 따라 변함으로 인해 생기

는 DCC 오차를 피할 수 없고, 저주파로 갈수록 이런 오차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종래 기술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본 발명은 로킹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연 고정 루프 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로킹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면서도 높은 정확성을 얻을 수 있는, 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의 지연 고정

루프 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적용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의 지연 고정 루프 회로를 제공

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을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에 있어

서, 외부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제1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제1 지연 고정 루프와, 외부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제2 클

록 신호를 생성하는 제2 지연 고정 루프를 구비한다. 제1 클록 신호와 제2 클록 신호는 외부 클록 신호에 대해 동기되

며, 제2 클록 신호는 제1 클록 신호에 대해 반전된 관계에 있다. 또한 제1 및 제2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중간 위상 클

록 신호를 생성하는 중간 위상 발생 회로와, 중간 위상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를 구비한다. 중간 위상 클록 신호는 제1 및 제2 클록 신호의 중간 위상을 가지며, 출력 클록 신호는 출력 클

록 신호를 적분한 값을 이용하여 중간 위상 클록 신호의 듀티 사이클을 보상함으로써 생성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네거티브 피드백을 이용한 폐쇄 루프(closed loop)를 형성하여 DCC를 수행하는 기존의 제1 방식과 2개의 DLL과 중

간 위상 합성기를 이용하여 DCC를 수행하는 기존의 제2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두 방식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즉, 짧

은 로킹 시간과 듀티 사이클 보정의 높은 정확도와 넓은 적용 가능 대역폭을 얻을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1 클록 신호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의 시작 에지와, 제2 클록 신호에서 (50+Δ)%의 듀

티를 갖는 레벨의 시작 에지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한다. 또는 제1 클록 신호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의 

시작 에지와, 상기 제2 클록 신호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의 시작 에지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한다. 이로

써 중간 위상 발생 회로에 제공되는 두 클록 신호 사이의 위상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간 위상 발생 회로에 의해 단

지 중간 위상의 클록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특징에 의해 중간 위상 발생 회 로에 제공되는 

두 클록 신호 사이의 위상차가 점차 작아지게 되어 오차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는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적분함으로써 듀티 사이클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기와, 중간 위상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구간 조정 클록 신호(an interval adjusted clock signal)를 생성하

는 듀티 사이클 보상 증폭기를 포함할 수 있다. 구간 조정 클록 신호는 듀티 사이클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중간 위상 

클록 신호의 하이 구간과 로우 구간을 차별적으로 증폭한 것이다. 듀티 사이클 보상 증폭기는 듀티 사이클 제어 신호

에 따라 중간 위상 클록 신호의 하이 구간에 로우 구간에 비해 더 큰 직류 전압을 더하는 회로임이 바람직하다. 또한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는 구간 조정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함으로써, 레벨 조정 클록 신호(a level adjusted cloc

k signal)를 생성하는 레벨 조정 증폭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레벨 조정 클록 신호는 구간 조정 클록 신호에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의 절대값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값을 갖도록 한 것이다. 듀티 사이클 제어 신호는 출력 클록 신호의 

듀티가 실질적으로 50%이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한 후 스윙 폭을 줄여 작은 스윙 출력 클록 신호(a small swing output clock si

gnal)를 생성하고, 작은 스윙 출력 클록 신호를 출력 클록 신호로서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 회로로 제공하는 스윙 감축

버퍼(a small swing buffer)를 더 구비한다. 이로써 대개 아날로그 회로로 구현되는 DCC 적분기에서 선형성이 유지

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을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에 있어서, 중간 위상 발생 회

로와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 대신에 제1 및 제2 클록 신호와 위상 혼합 가중치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위상 혼합 가중

치 제어 신호에 따라 제1 클록 신호와 제2 클록 신호의 위상을 혼합하는 위상 혼합 회로(a phase mixing circuit)와,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적분함으로써 적분값 신호를 생성하여 위상 혼합 회로로 위상 혼합 가중치 제어 신호로서

제공하는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 회로(a duty cycle correction integration circuit)를 구비한다. 이로써 상기 일 특

징에 의한 지연 고정 루프 회로에 비해 더 간단하게 회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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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적분값 신호를 수신한 후 소정 방법으로 변환하여 변환된 적분값 신호를 생성하고, 변환된 적분값 신호

를 위상 혼합 가중치 제어 신호로서 위상 혼합 회로로 제공하는 위상 혼합 제어 회로(a phase mixing control circuit

)를 더 구비한다. 이로써 DCC 적분기의 출력을 직접 위상 혼합 회로로 인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적당히 변환하여 

위상 혼합 회로에 인가할 수 있으므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위상 혼합 회로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바람직하게는,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180° 위상차를 갖는 제1 위상 분리된 출력 클록 신호(a first phase-split

ted output clock signal)와 제2 위상 분리된 출력 클록 신호(a second phase-splitted output clock signal)를 생성

하는 제1 위상 분리 회로(a phase splitter)를 더 구비하며,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 회로는 제1 및 제2 위상 분리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적분하는 차동 회로(a differential circuit)이다. 이로써 노이즈와 같은 공통모드 신호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회로 동작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첨부된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요소 또는 신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을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의 블록도이다. 도 11에 도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한 지연 고정 루프 회로는 2개의 DLL(1101, 1103)로 이루어진 DLL 블록(1104)

과 중간 위상 발생기(1105)와 DCC 루프(1107)로 이루어진다. 즉 2개의 DLL(1101, 1103)과 중간 위상 발생기(1105

)로 이루어진 기존의 DCC 회로와, DCC 루프(1107)로 이루어진 기존의 DCC 회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도 11의 회로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2개의 DLL(1101, 1103)과 중간 위상 발생기(1105)로 이루어진 전반부는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동일하며, DCC 루프(1107)로 이루어진 후반부는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제1 DLL(1101)는 외부 클록(extclk)을 수신하여 이에 동기된 클록(clk1)을, 제2 

DLL(1103)는 클록(clk2)을 생성하여 중간 위상 발생기(1105)로 제공한다. 클록(clk1)과 클록(clk2)은 도 8(b)에 도

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강 에지 또는 상승 에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두 클록(clk1, clk2)을 수신

하여 중간 위상 발생기(1105)는 중간 위상을 갖는 클록(clk_hpg)을 생성한다. 중간 위상 발생기(1105)의 출력 클록은

도 8(b)에서 clkout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클록(clk1, clk2)에 비해 듀티 사이클이 보정된 파형을 갖는다. 이러

한 듀티 사이클 보정은 피드백 회로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2개의 DLL(1101, 1103)의 출력으로부터 중간 위상을 합

성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로킹 시간이 짧다. DCC 루프(1107)는 중간 위상 발생기(1105)의 출력(clk_hpg)이

갖는 오차만 보정해 주면 되므로 DCC 루프만으로 이루어진 DCC 회로에 비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따

라서 회로 전체적으로 짧은 로킹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용 주파수 대역도 넓어지게 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을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의 블록도이다. 이 실시예

는 도 11에서의 중간 위상 발생기(1105)를 DCC 루프(1107) 내로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 11의 단

순 조합형보다 회로를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출력 버퍼(1207)는 생략되거나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위상 혼합기(1205)는 중간 위상 발생기(1105)와 비슷하나 위상 합성 가중치(k)에 따라 수신되는 두 클록(clk1, clk2)

이 위상 합성 과정에 미치는 정도가 다른 것에 차이점이 있다. 위상 혼합기(1205)에서의 게이트 지연을 무시하면 예

를 들어, k=1 인 경우 위상 혼합기(1205)의 출력은 클록(clk1)과 동일한 위상을 갖으며, k=0.5 인 경우 두 클록(clk1,

clk2)의 중간 위상을 갖고, k=0 인 경우 클록(clk2)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출력 클록(clkout)은 피드백되어 DCC 

적분기(1209)로 제공되며, DCC 적분기(1209)는 도 4를 참조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출력 클록(clkout)을 적분

하여 듀티 사이클에 따른 직류 전압을 생성하고, 이 직류 전압을 위상 혼합기(1205)에 제공함으로써 위상 혼합기(120

5)에서의 위상 혼합 가중치(k)를 조절하게 된다. 즉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중간 위상 합성기에서

는 k가 대략 0.5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본 실시예의 위상 혼합기(1205)에서는 DCC 적분기(1209)의 출력에 따라 k를

조절함으로써 듀티 사이클 보정을 정밀히 하는 것이다.

위상 혼합기(1205)는 디지털형/아날로그형 또는 차동형/비차동형 등 아주 다양한 변종이 가능하다. 도 13은 비차동 

방식의 위상 혼합기의 일 예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1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상 혼합기(1300)는 인버터 형

태로 구성될 수 있는데, 신호(V DCC , V DCCb )에 따라 합성 가중치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신호(V DCC ,

V DCCb )를 조절함으로써 듀티 에러를 제거할 수 있다. PMOS 트랜지스터(MP132)와 NMOS 트랜지스터(MN131)는

클록 신호(clk1)에 대해 인버터를 구성한다. PMOS 트랜지스터(MP134)와 NMOS 트랜지스터(MN133)는 클록 신호(

clk2)에 대해 인버터를 구성한다.

출력 클록(clkout)이 피드백되어 DCC 적분기(1209)로 제공되면, DCC 적분기(1209)는 출력 클록(clkout)을 적분함

으로써 출력 클록(clkout)의 듀티 사이클을 표시하는 신호(V DCC , V DCCb )를 생성하여 위상 혼합기(1301)로 제공

한다. 위상 혼합기(1301)에서 신호(V DCC )는 클록(clk1)에 대해서는 NMOS 트랜지스터(MN132)의 게이트에 제공

되며, 클록(clk2)에 대해서는 PMOS 트랜지스터(MP133)의 게이트에 제공된 다. 반면 신호(V DCCb )는 클록(clk1)에 

대해서는 PMOS 트랜지스터(MP131)의 게이트에 제공되며, 클록(clk2)에 대해서는 NMOS 트랜지스터(MN134)의 

게이트에 제공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도 4(b)에서와 같이 신호(V DCC )가 신호(V DCCb )보다 큰 경우, 클록(clk1)의

위상에 가까운 출력 신호(clkout)가 노드(N1)를 경유하여 나가게 된다. 신호(V DCC )가 신호(V DCCb )에 비해 커질

수록 출력 신호(clkout)의 위상은 클록(clk1)의 위상에 더욱 가깝게 된다. 반면 신호(V DCCb )가 신호(V DCC )보다 큰

경우, 클록(clk2)의 위상에 가까운 출력 신호(clkout)가 나가게 된다.

도 14(a)는 도 13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에 위상 혼합기 제어기를 더 부가한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이고, 도 14(b)는

위상 혼합기 제어기의 일 예의 회로도이며, 도 14(c)는 위상 혼합기의 일 예의 회로도이다. 도 14(a)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CC 적분기(1209)의 출력 신호(V DCC , V DCCb )는 도 12에서와 같이 바로 위상 혼합기(1205)로 제공

되지 않고, 대신에 위상 혼합기 제어기(1401)로 제공된다. 위상 혼합기 제어기(1401)는 신호(V DCC , V DCCb )를 수

신하고, 이 신호를 필요에 따라 적당히 변환함으로써 새로운 신호(VP1, VN1, VP2, VN2)를 생성하여 위상 혼합기(1

205)에 제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형태의 위상 혼합기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위상 혼합기 제어기(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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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는 사용되는 위상 혼합기(1205)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회로일 수 있으며, 도 14(b)에 도시되어 있는 것은 

단지 일 예에 불과하다. 도 14(c)에 도시되어 있는 위상 혼합기(1400c)는 신호(V DCC , V DCCb ) 대신에 신호(VP1, 

VN1, VP2, VN2)를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 13의 회로(1300)와 동일하다.

도 15(a)는 도 14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에 스윙 감축 버퍼를 더 부가한 또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이고, 도 15(b)는 

스윙 감축 버퍼의 회로도이다. 도 15(a)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출력 클록(clkout)은 바로 DCC 적분기(1209)로 

제공되지 않고, 스윙 감축 버퍼(1501)를 경유하여 제공된다. 도 15(a)에서 출력 클록(clkout)은 전원전압(VDD)과 접

지전압(VSS) 사이를 풀 스윙(full swing)하는 비차동 신호인데, 대개 DCC 적분기(1209)가 아날로그 회로이므로, 이

처럼 풀 스윙하는 신호를 입력으로 받으면 선형성(linearity)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도 15(a)에서와 같이 스

윙 감축 버퍼(1501)를 삽입하여 스윙 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5(b)에서는 인버터(INV)의 입출력을 저항(R

)으로 연결한 단순한 형태를 예시하였다. 이 경우 저항값을 작게 할수록 스윙폭도 작아지게 된다. 이외에 소오스 종속

증폭기(source follower)와 같은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스윙 감축 버퍼가 가능하다.

도 16(a)은 도 15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에 차동형 DCC 적분기를 사용하는 또 다른 실시예의 블록도이고, 도 16(b

)는 도 16(a)의 위상 분리기의 일 예의 회로도이다. DCC 적분기에서 노이즈 등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차동 회

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출력 클록(clkout)은 비차동 신호이므로 지연 고정 루프 회로(1600a)는 위상

분리기(1601)를 이용하여 출력 클록(clkout)을 차동 신호(CO, COb)로 만들어 차동 DCC 적분기(1603)로 제공한다. 

차동 DCC 적분기(1603)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회로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6(b)에 도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위상 분리기는 전송 게이트(passgate : 1605)와 인버터(1607)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전송 게

이트(1605)와 인버터(1607) 사이의 지연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확한 위상 분리 동작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도 15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선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윙 감축 버퍼(1609, 1611)를 사용하여 위상 분리기로

부터의 출력 클록의 스윙을 감축하여 DCC 적분기(1603)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 16(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위상 분리기(1600b)를 사용하면 비차동 신호는 출력 클록(clkout)을 작은 스윙의 차동 신호(CO, COb

)로 바꾸어, 차동 DCC 적분기(1603)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 17은 도 16에서의 위상 분리기의 다른 예의 회로도이다. 도 17에서 입력 신호(IN)가 하이 레벨이면 NMOS 트랜지

스터(MN171) 및 PMOS 트랜지스터(MP172)와, NMOS 트랜지스터(MN174) 및 PMOS 트랜지스터(MP174)가 턴온

되므로, 출력(OUT)은 하이 레벨의 신호를 출력하고, 출력(OUTb)은 로우 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반면 입력 신호(I

N)가 로우 레벨이면 PMOS 트랜지스터(MP172) 및 NMOS 트랜지스터(MN172)와, PMOS 트랜지스터(MP173) 및 N

MOS 트랜지스터(MN173)가 턴온되어 출력(OUT)은 로우 레벨의 신호를 출력하고, 출력(OUTb)은 하이 레벨의 신호

를 출력한다. 즉, 위상 분리기(1700)는 입력 신호(IN)의 레벨에 따라 변하는 차동 신호(OUT, OUTb)를 출력한다. 위

상 분리기(1700)에서도 트랜지스터와 인버터의 크기를 잘 조절해야 바 람직한 차동 신호를 만들 수 있다.

도 18은 도 12의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에서 차동 방식의 위상 혼합기를 이용한 변형예로서, 도 18(a)는 위상 혼합기

만 차동 방식인 경우의 블록도이며, 도 18(b)는 위상 혼합기 및 버퍼가 모두 차동 방식인 경우의 블록도이고, 도 18(c

)는 차동 방식의 위상 혼합기의 회로도이다. 앞의 실시예들과 비교할 때, 위상 혼합기(1801)는 비차동 신호(clk1, clk

2)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차동 신호(clk1, clkb1, clk2, clkb2)를 사용하는 것에서 구별된다. 버퍼(1803)는 위

상 혼합기(1801)의 차동 출력(OUT, OUTb)을 수신하여 비차동 신호(clkout)를 생성하는데 비해, 버퍼(1805)는 차동

신호(clkout, clkoutb)를 생성한다.

도 18(c)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DCC 적분기(1209, 1603)로부터의 신호(V DCC )는 NMOS 트랜지스터(1807)

의 게이트에 제공되어 전류 kI를 조절함으로써 제1 DLL로부터 제공되는 클록(clk1, clkb1)의 위상이 출력 클록(OUT

, OUTb)의 위상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결정한다. 반면 신호(V DCCb )는 NMOS 트랜지스터(1809)의 게이트에 제공

되어 전류 (1-k)I를 조절함으로써 제2 DLL로부터 제공되는 클록(clk2, clkb2)의 위상이 출력 클록(OUT, OUTb)의 

위상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신호(V DCC )가 신호(V DCCb )에 비해 큰 경우 출력 클록(OUT, OU

Tb)의 위상은 클록(clk1, clkb1)의 위상을 쫓아가며, 반대로 신호(V DCCb )가 신호(V DCC )에 비해 큰 경우 출력 클

록(OUT, OUTb)의 위상은 클록(clk2, clkb2)의 위상을 쫓아간다.

본 발명은 그 정신 또는 주요한 특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없이 여러 가지 다 른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전술

한 실시예는 모든 점에서 단순한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실시예가 아닌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 범위에 속하는 변형이나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범위 내의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2개의 DLL과 중간 위상 합성기를 이용하여 DCC를 수행하는 기존의 제1 방식과 네거

티브 피드백을 이용한 폐쇄 루프(closed loop)를 형성하여 DCC를 수행하는 기존의 제2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두 방

식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지연 고정 루프 회로에 의하면 제1 방식보다는 크지만 제2 방식보다는 작은 

로킹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지연 고정 루프에 의하면 듀티 사이클 보정에 있어서 제2 방식만큼이나 높

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지연 고정 루프에 의하면 적용 가능한 대역폭이 두 방식 모두보다 넓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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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을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에 있어서, 외부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제1 클록 신호—여기서, 상

기 제1 클록 신호는 상기 외부 클록 신호에 대해 동기됨—를 생성하는 제1 지연 고정 루프와,

외부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제2 클록 신호—여기서, 상기 제2 클록 신호는 상기 외부 클록 신호에 대해 동기됨—를 생

성하는 제2 지연 고정 루프와,

상기 제1 및 제2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중간 위상 클록 신호—여기서, 상기 중간 위상 클록 신호는 상기 제1 및 제2 

클록 신호의 중간 위상을 가짐—를 생성하는 중간 위상 발생 회로와,

상기 중간 위상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 클록 신호—여기서, 상기 출력 클록 신호는 상기 출력 클록 신호를 적분한

값을 이용하여 상기 중간 위상 클록 신호의 듀티 사이클을 보상한 것임—를 생성하는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를 구비

하며,

상기 제2 클록 신호는 상기 제1 클록 신호에 대해 반전된 관계에 있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록 신호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의 시작 에지와, 상기 제2 클록 신호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의 시작 에지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는

상기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적분함으로써 듀티 사이클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기와,

상기 중간 위상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구간 조정 클록 신호(an interval adjusted clock signal)—여기서, 상기 구간 

조정 클록 신호는 상기 듀티 사이클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중간 위상 클록 신호의 하이 구간과 로우 구간을 차별적으

로 증폭한 것임—를 생성하는 듀티 사이클 보상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듀티 사이클 보상 증폭기는 상기 듀티 사이클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중간 위상 클록 신호의 하이 구간을 로우 

구간에 비해 더 많이 증폭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듀티 사이클 보상 루프는

상기 구간 조정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함으로써, 레벨 조정 클록 신호(a level adjusted clock signal)—여기서, 

상기 레벨 조정 클록 신호는 상기 구간 조정 클록 신호에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의 절대값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값

을 갖도록 한 것임—를 생성하는 레벨 조정 증폭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듀티 사이클 제어 신호는 상기 출력 클록 신호의 듀티가 실질적으로 50%이면 불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

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지연 고정 루프는

상기 외부 클록 신호와 제1 지연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지연 제어 신호에 의해 결정된 지연량으로 상기 외

부 클록 신호를 지연시킴으로써 상기 제1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제1 지연 라인과,

상기 외부 클록 신호와 상기 중간 위상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외부 클록 신호와 상기 중간 위상 클록 신호 사이

의 위상차를 표시하는 상기 제1 지연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제1 지연 라인으로 제공하는 제1 위상 판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지연 고정 루프는

상기 외부 클록 신호와 제2 지연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2 지연 제어 신호에 의해 결정된 지연량으로 상기 외

부 클록 신호를 지연시킴으로써 상기 제2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제2 지연 라인과,

상기 제2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중간 위상 발생 회로에서의 지연량으로 상기 제2 클록 신호를 지연시키는 지연 

소자와,

상기 외부 클록 신호와 상기 지연된 제2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외부 클록 신호와 상기 지연된 제2 클록 신호 사

이의 위상차를 표시하는 상기 제2 지연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제2 지연 라인으로 제공하는 제2 위상 판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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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한 후 스윙 폭을 줄여 작은 스윙 출력 클록 신호(a small swing output clock signal)를 

생성하고, 상기 작은 스윙 출력 클록 신호를 출력 클록 신호로서 상기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 회로로 제공하는 스윙 

감축 버퍼(a small swing buffer)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11.
듀티 사이클 보상 기능을 갖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에 있어서,

외부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제1 클록 신호—여기서, 상기 제1 클록 신호는 상기 외부 클록 신호에 대해 동기됨—를 생

성하는 제1 지연 고정 루프와,

외부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제2 클록 신호—여기서, 상기 제2 클록 신호는 상기 외부 클록 신호에 대해 동기됨—를 생

성하는 제2 지연 고정 루프와,

상기 제1 및 제2 클록 신호와 위상 혼합 가중치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위상 혼합 가중치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클록 신호와 상기 제2 클록 신호의 위상을 혼합하는 위상 혼합 회로(a phase mixing circuit)와,

상기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적분함으로써 적분값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위상 혼합 회로로 상기 위상 혼합 가중

치 제어 신호로서 제공하는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 회로(a duty cycle correction integration circuit)를 구비하며,

상기 제2 클록 신호는 상기 제1 클록 신호에 대해 반전된 관계에 있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록 신호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의 시작 에지와, 상기 제2 클록 신호에서 (50+Δ)%의 듀티를 

갖는 레벨의 시작 에지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적분값 신호를 수신한 후 소정 방법으로 변환하여 변환된 적분값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변환된 적분값 신호를 

상기 위상 혼합 가중치 제어 신호로서 상기 위상 혼합 회로로 제공하는 위상 혼합 제어 회로(a phase mixing control 

circuit)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한 후 스윙 폭을 줄여 작은 스윙 출력 클록 신호(a small swing output clock signal)를 

생성하고, 상기 작은 스윙 출력 클록 신호를 출력 클록 신호로서 상기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 회로로 제공하는 스윙 

감축 버퍼(a small swing buffer)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윙 버퍼는 입력단과 출력단이 저항으로 연결된 인버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윙 버퍼는 소오스 종속 증폭기(source follower)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180° 위상차를 갖는 제1 위상 분리된 출력 클록 신호(a first phase-splitted outpu

t clock signal)와 제2 위상 분리된 출력 클록 신호(a second phase-splitted output clock signal)를 생성하는 제1 

위상 분리 회로(a phase splitter)를 더 구비하며,

상기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 회로는 상기 제1 및 제2 위상 분리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적분하는 차동 회로(a diff

erential circuit)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위상 분리된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한 후 스윙 폭을 줄여 상기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 회로의 일 입력으로 

제공하는 제1 스윙 감축 버퍼(a first small swing buffer)와,

상기 제2 위상 분리된 출력 클록 신호를 수신한 후 스윙 폭을 줄여 상기 듀티 사이클 보상 적분 회로의 다른 입력으로

제공하는 제2 스윙 감축 버퍼(a first small swing buffer)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청구항 20.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180° 위상차를 갖는 제3 클록 신호와 제4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제2 위상 분리 회로

와,

상기 제2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180° 위상차를 갖는 제5 클록 신호와 제6 클록 신호를 생성하는 제3 위상 분리 회로

를 더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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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상 혼합 회로는 상기 제3 내지 제6 클록 신호를 수신하여 위상을 혼합하는 차동 회로임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 

고정 루프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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