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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내부 클럭신호의 듀티비를 1:1로 보정하는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를 개시한다.

본 발명의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는 듀티비 보정신호의 전압 레벨차를 이용하여 차동 내부 클럭신호의 듀티비를 보정하여

출력하는 클럭 버퍼부; 펌프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를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의 펄스폭에 대응되는

전압 레벨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전하 펌프부;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에 따라 상기 펌프 제어신호 및 비교 제어신호를 출

력하는 비교 제어부; 상기 비교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전하 펌프부의 출력신호의 전압 레벨을 비교하여 카운팅 제어신호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전압 비교부; 상기 카운팅 제어신호에 따라 다수 비트의 카운터 신호를 일정 단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켜 출력하는 카운터; 및 상기 카운트 신호에 따라 기준전압의 크기를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기 설정된 일정 단위의

아날로그 전압 레벨을 갖는 상기 듀티비 보정신호를 출력하는 D/A 컨버터를 구비하여, 듀티비가 1:1로 일정한 차동 내부

클럭신호를 생성함으로써 차동 클럭 신호를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에서 고해상도의 저전력 듀티비 보정이 가능하며 고주파

수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의한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의 블럭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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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상세 회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의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럭 구성도.

도 4는 도 3에서의 상승 클럭버퍼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회로도.

도 5는 도 3에서의 전하 펌프부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회로도.

도 6은 도 3에서의 전압 비교부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는 회로도.

도 7은 도 3에서의 D/A 컨버터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는 회로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클럭 신호의 듀티비를 1:1로 유지시키기 위한 클럭 듀티비 보정(duty ratio correction) 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내부 클럭신호를 전기적으로 변환한 후 변환된 전기적 신호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인가되는 클

럭신호와 상관없이 듀티비가 1:1로 일정한 내부 클럭신호를 생성하는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에 관한 것이다.

클럭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출력시키는 반도체 소자에서 클럭신호의 듀티비가 정확히 제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집적회로 등의 디지털 클럭 응용분야에서는 듀티비가 50%인 클럭신호가 주로 사용되는데, 듀티비가

50% 라 함은 클럭신호의 하이레벨 부분과 로우레벨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듀티비 50%의 클럭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듀티비 보정회로가 이용된다. 듀티비 보정회로는 듀티비가 50%가 아닌

클럭신호가 입력될 때 이를 듀티비 50%의 클럭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도 1은 종래기술(US 6,518,809 B1)에 의한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의 블럭구성도이며, 도 2는 도 1의 상세 회로도이다.

도 1의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는 하이펄스 변환부(11) 로우펄스 변환부(12), 전압 비교부(13), 디지털 변환부(14) 및 디코

더(15)를 구비한다.

펄스 변환부(11, 12)는 클럭 구동회로(미도시)에서 출력되는 클럭신호 CLK_OUT의 하이레벨의 펄스폭과 로우레벨의 펄

스폭을 각각 전압 레벨로 변환시켜 출력한다. 전압 레벨로 변환된 클럭신호는 전압 비교부(13)에서 기 설정된 기준전압

VREF과 비교된다. 전압 비교부(13)는 그 비교결과에 따라 구동신호 START, STOP을 발생시켜 디지털 변환부(14)를 구

동시킨다. 디지털 변환부(14)는 구동신호 START, STOP에 따라 이진 카운팅을 수행하여 다수 비트의 카운팅신호를 디코

더(15)로 출력한다. 디코더(15)는 카운팅 값에 따라 클럭신호 CLK_OUT의 듀티비 보정을 위한 제어신호 PU/UD를 클럭

구동회로(미도시)로 출력한다. 제어신호 PU/PD는 클럭 구동신호의 PU/PD MOS(미도시)를 온/오프시키며 클럭신호

CLK_OUT의 듀티가 50%로 출력될 수 있도록 제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는 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클럭 구동부 내 MOS 트랜지스터들의 크기를 제

어하는 방식으로 듀티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보정 해상도가 떨어지며, 차동 클럭신호를 입력으로 가지는 시스템에서의 사

용이 부적절하다.

또한, 펄스 변환부(11, 12)의 출력전압을 기 설정된 기준전압과 비교하므로 직접 비교방식에 비해 비교에러가 커지고, 도

2에서와 같이 전압 비교를 위해 2개의 비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류소모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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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는 회로의 구성을 개선하여 차동 클럭 신호를 사용

하는 반도체 소자에서 고해상도의 저전력 듀티비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반도체 소자가 고주파수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는 듀티비 보정신호의 전압 레벨차를 이용하여 차동 내

부 클럭신호의 듀티비를 보정하여 출력하는 클럭 버퍼부; 펌프 제어신호에 따라 차동 내부 클럭신호를 차동 내부 클럭신호

의 펄스폭에 대응되는 전압 레벨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전하 펌프부; 차동 내부 클럭신호에 따라 펌프 제어신호 및 비교 제

어신호를 출력하는 비교 제어부; 비교 제어신호에 따라 전하 펌프부의 출력신호의 전압 레벨을 비교하여 카운팅 제어신호

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전압 비교부; 카운팅 제어신호에 따라 다수 비트의 카운터 신호를 일정 단위로 증가 또는 감

소시켜 출력하는 카운터; 및 카운트 신호에 따라 기준전압의 크기를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기 설정된 일정 단위의 아날로

그 전압 레벨을 갖는 듀티비 보정신호를 출력하는 D/A 컨버터를 구비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의 구성을 간략하게 나타낸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는 상승 클럭버퍼(100), 하강 클럭버퍼(200), 전하 펌프부(300), 비교 제어부(400), 전압

비교부(500), 카운터(600) 및 D/A 컨버터(700)를 구비한다.

상승 클럭버퍼(100)와 하강 클럭버퍼(200)는 각각 D/A 컨버터(700)로부터 인가되는 듀티비 보정신호 RVREF/FVREF의

전압 레벨에 따라 외부에서 입력되는 차동 클럭신호 CLK와 CLKB의 듀티비와 상관없이 차동 내부 클럭신호 iRCLK와

iFCLK의 듀티비가 1:1이 되도록 보정한다. 이를 위해, 클럭버퍼(100, 200)는 듀티비 보정신호 RVREF/FVREF의 전압 레

벨차를 이용하여 차동 클럭신호 CLK와 CLKB가 인가되는 NMOS 트랜지스터와 직렬 연결된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을 가변시켜 전류량을 제어함으로써 차동 내부 클럭신호 iRCLK와 iFCLK의 듀티비를 보정한다. 이러한 상승 클럭버

퍼(100)와 하강 클럭버퍼(200)는 각각 클럭신호 CLK와 클럭신호 CLKB를 버퍼링하여 출력하며, 그 회로 구성은 동일하

나 듀티비 보정신호 RVREF/FVREF 및 차동 클럭신호 CLK/CLKB가 인가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후

술된다.

전하 펌프부(300)는 펌프 제어신호인 인에이블신호 EN와 리셋신호 RST가 활성화시 클럭버퍼(100, 200)의 출력신호 즉

차동 내부 클럭신호 iRCLK 및 iFCLK를 그 펄스폭에 대응되는 전압 레벨 RCKVO 및 FCKVO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그리

고, 전하 펌프부(300)는 인에이블신호 EN와 리셋신호 RST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비활성화시에는 출력신호의 전압 레벨

이 동일하게 되도록 프리차지 시킨다.

비교 제어부(400)는 내부 클럭신호 iRCLK에 따라 일정 주기로 펌프 제어신호 EN, RST 및 비교 제어신호 CMP_PU를 각

각 전하 펌프부(300) 및 전압 비교부(500)로 출력한다. 그리고, 비교 제어부(400)는 차동 내부 클럭신호 iRCLK 및 iFCLK

의 듀티비 매칭이 완료되면 펌프 제어신호 EN, RST 및 비교 제어신호 CMP_PU의 발생 주기를 변경시킨다.

전압 비교부(500)는 비교 제어신호 CMP_UP가 활성화시 전압 레벨로 변환된 전하 펌프부(300)의 두 출력신호 RCKVO

및 FCKVO의 크기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카운팅 제어신호 INC 또는 DEC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카운터(600)는 다수(N) 비트의 카운트 신호 CNT<0:N-1>를 출력하며, 카운팅 제어신호 INC 및 DEC에 따라 카운트 신호

CNT<0:N-1>의 크기를 '1'씩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이진(binary) 카운팅을 수행한다. 즉, 카운터(600)는 카운팅 제어신호

INC가 하이로 활성화되면 카운트 신호 CNT를 '1'씩 증가시키고, 카운팅 제어신호 DEC가 하이로 활성화되면 카운트 신호

CNT를 '1'씩 감소시킨다.

D/A 컨버터(700)는 카운터(600)로부터 인가되는 N비트의 카운트 신호 CNT<0:N-1>에 따라 기준전압 VDD의 크기를 일

정 비율로 분할하여 아나로그 전압 레벨인 듀티비 보정신호 RVREF/FVREF를 컨버터(100, 200)로 출력한다. 이를 위해,

D/A 컨버터(700)는 다수개의 수동 저항 소자들을 직렬 연결하고 2N개의 전압레벨을 출력할 수 있도록 카운트 신호

CNT<0:N-1>에 따라 수동 저항 소자를 선택적으로 온/오프시킨다. 이로써, 기준전압 VDD에 의해 수동 저항 소자를 통해

흐르는 전류량이 제어되어 아나로그 전압 레벨인 듀티비 보정신호 RVREF 및 FVREF의 레벨이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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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에서의 상승 클럭버퍼(100)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회로도이다.

상승 클럭버퍼(100)는 전송게이트 TG1, TG2, NMOS 트랜지스터 N1 ∼ N5 및 인버터 IV1을 구비한다. 전송게이트 TG1

은 전원전압단 VDD와 출력노드 A 사이에 연결되며 인에이블신호 EN와 노드 B의 신호에 따라 온/오프 된다. 전송게이트

TG2는 전원전압단 VDD와 노드 B 사이에 병렬 연결되며 노드 B의 신호와 인에이블신호 EN에 따라 온/오프 된다. NMOS

트랜지스터 N1 및 N2는 출력노드 A와 노드 C 사이에 직렬 연결되며 각각 클럭신호 CLK와 듀티비 보정신호 RVREF를 게

이트 단자로 인가받는다. NMOS 트랜지스터 N3 및 N4는 노드 B와 노드 C 사이에 직렬 연결되며 각각 클럭신호 CLKB와

듀티비 보정신호 FVREF를 게이트 단자로 인가받는다. NMOS 트랜지스터 N5는 노드 C와 접지전원 사이에 연결되며 인에

이블신호 EN을 게이트 단자로 인가받는다. 인버터 IV1는 출력노드 A의 신호를 반전시켜 내부 클럭신호 iRCLK를 출력한

다.

하강 클럭버퍼(200)는 상승 클럭버퍼(100)와 회로 구성은 동일하나, 차동 클럭신호 CLK/CLKB와 듀티비 보정신호

RVREF/FVREF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인가된다.

도 5는 도 3에서의 전하 펌프부(300)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회로도이다.

전하 펌프부(300)는 앤드게이트 AD1, 제 1 전압변환부(302), 제 2 전압변환부(304) 및 출력전압 등가부(306)를 구비한

다.

앤드게이트 AD1는 펌프 제어신호인 인에이블신호 EN와 리셋신호 RST가 활성화시 제 1 전압변환부(302)와 제 2 전압변

환부(304)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앤드게이트 AD1은 인에이블신호 EN과 반전된 리셋신호 /RST를 앤드연산하여 제 1

전압변환부(302)와 제 2 전압변환부(304)로 출력한다.

제 1 전압변환부(302)는 앤드게이트 AD1의 출력신호가 활성화시 내부 클럭신호 iRCLK를 그 펄스폭에 대응되는 전압 레

벨 RCKVO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러한 제 1 전압변환부(302)는 저항 R1와 R2, NMOS 트랜지스터 N6과 N7 및 캐패시터 C1를 구비한다. 저항 R1은 전원

전압단 VDD과 노드 D 사이에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 N6과 N7은 노드 D와 접지전압단 사이에 직렬 연결되며 각각

내부 클럭신호 iRCLK와 앤드게이트 AD1의 출력신호를 게이트 단자로 인가받는다. 저항 R2는 노드 D와 출력노드 E 사이

에 연결된다. 캐패시터 C1은 출력노드 E와 접지전압단 사이에 연결된다.

제 2 전압 변환부(304)는 앤드게이트 AD1의 출력신호가 활성화시 내부 클럭신호 iFCLK를 그 펄스폭에 대응되는 전압 레

벨 FCKVO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이러한 제 2 전압변환부(304)는 저항 R3와 R4, NMOS 트랜지스터 N8과 N9 및 캐패시터 C2를 구비한다. 저항 R3은 전원

전압단 VDD과 노드 F 사이에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 N8과 N9는 노드 F와 접지전압단 사이에 직렬 연결되며 각각

내부 클럭신호 iFCLK와 앤드게이트 AD1의 출력신호를 게이트 단자로 인가받는다. 저항 R4는 노드 F와 출력노드 G 사이

에 연결된다. 캐패시터 C2는 출력노드 G와 접지전압단 사이에 연결된다.

출력전압 등가부(306)는 앤드게이트 AD1의 출력신호가 비활성화시 양 출력노드 E와 G의 전압을 동일한 레벨로 프리차지

시킨다. 이러한 출력전압 등가부(306)는 앤드게이트 AD1의 출력신호를 반전 출력하는 인버터 IV2, 및 양 출력노드 E와 G

사이에 연결되며 인버터 IV2의 출력신호를 게이트 단자로 인가받는 NMOS 트랜지스터 N10을 구비한다.

도 6은 도 3에서의 전압 비교부(500)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전압 비교부(500)는 비교기 CMP1, 낸드게이트 ND1, ND2, 및 인버터 IV3, IV4를 구비한다. 비교기 CMP1는 전하 펌프부

(300)에 출력되는 신호의 전압 레벨 RCKVO와 FCKVO을 비교한다. 낸드게이트 ND1은 비교 제어신호 CMP_PU와 비교

기 CMP1의 출력신호를 낸드연산한다. 낸드게이트 ND2는 비교 제어신호 CMP_PU와 반전된 비교기 CMP1의 출력신호를

낸드연산한다. 인버터 IV3은 낸드게이트 ND1의 출력신호를 반전시켜 카운터(600)의 카운트를 1 증가시키기 위한 카운팅

제어신호 INC를 출력한다. 인버터 IV4는 낸드게이트 ND2의 출력신호를 반전시켜 카운터(600)의 카운트를 1 감소시키기

위한 카운팅 제어신호 DEC를 출력한다.

도 7은 도 3에서의 D/A 컨버터(700)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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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컨버터(700)는 카운트 신호 CNT<0:N-1>/CNTB<0:N-1> 및 카운트 신호 CNT<0:N-1>/CNTB<0:N-1>의 보수

(complement)에 따라 수동 저항 소자들의 온/오프를 제어하여 듀티비 보정신호 RVREF를 출력하는 제 1 보정신호 발생

부(710) 및 카운트 신호 CNT<0:N-1>/CNTB<0:N-1> 및 카운트 신호 CNT<0:N-1>/CNTB<0:N-1>의 보수에 따라 제

1 보정신호 발생부(710)와 반대로 수동 저항 소자의 온/오프를 제어하여 듀티비 보정신호 FVREF를 출력하는 제 2 보정

신호 발생부(720)를 구비한다.

제 1 보정신호 출력부(710)는 카운트 신호 CNT<0:N-1>/CNTB<0:N-1>에 따라 직렬 연결된 수동 저항 소자들의 온/오

프를 제어하는 제 1 전압 분할부(712), 카운트 신호 CNT<0:N-1>/CNTB<0:N-1>의 보수에 따라 직렬 연결된 수동 저항

소자들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제 2 전압 분할부(714) 및 제 1 전압 분할부(712)와 제 2 전압 분할부(714)에 의해 분할된

기준전압의 크기에 따라 듀티비 보정신호 FVREF를 출력하는 보정신호 출력부(716)를 구비한다.

제 1 전압 분할부(712)는 R5 ∼ R10, 전송게이트 TG3 ∼ TG7을 구비한다.

저항 R5 ∼ R10은 전압전압단 VDD과 노드 I 사이에 직렬 연결되며, 각 저항의 크기는 기본 저항 R의 1, 2, 4, 8, …배가

된다. 이때, 직렬 연결되는 저항의 수는 카운터(600)의 카운트 신호 CNT<0:N-1>/CNTB<0:N-1>의 비트수에 따라 결정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5비트의 카운트 신호 CNT<0:4>/CNTB<0:4>를 사용한다. 전송게이트 TG3 ∼ TG7은 각각 저항

R5 ∼ R9와 일대일 대응되게 병렬 연결되며, 카운트 신호 CNT<0:4> 및 CNTB<0:4>에 따라 온/오프되어 전원전압단

VDD과 노드 I 사이의 저항의 크기를 조정한다. 예컨대, 카운트 신호 CNT<0:4>가 '01111'인 경우 전송게이트 TG3 ∼

TG6은 온되고 TG7은 오프되어 전원전압단 VDD과 노드 I 사이의 저항의 크기는 16R ＋ 32R = 48R이 된다.

제 2 전압 분할부(714)는 저항 R11 ∼ R16, 전송게이트 TG8 ∼ TG12 및 NMOS 트랜지스터 N11를 구비한다.

저항 R11 ∼ R16은 노드 I를 중심으로 저항 R5 ∼ R10과 대칭되게 노드 I와 노드 J 사이에 직렬 연결된다. 각 저항 R11 ∼

R16의 크기는 기본 저항 R의 1, 2, 4, 8, …배가 된다. 전송게이트 TG8 ∼ TG12는 각각 저항 R11 ∼ R15과 일대일 대응

되게 병렬 연결되며, 카운트 신호 CNT<0:4> 및 CNTB<0:4>에 따라 온/오프되어 노드 I와 노드 J 사이의 저항의 크기를

조정한다. 이때, 전송게이트 TG8 ∼ TG12는 전송게이트 TG3 ∼ TG7과 반대로 카운트 신호 CNT<0:4> 및 CNTB<0:4>

를 인가받아 전송게이트 TG3 ∼ TG7과 반대로 온/오프 동작이 수행된다. 예컨대, 카운트 신호 CNT<0:4>가 '01111'인

경우 전송게이트 TG8 ∼ TG11은 오프되고 TG12는 온되어 노드 I와 노드 J 사이의 저항의 크기는 8R ＋ 4R ＋ 2R ＋ 1R

＋ 32R = 47R이 된다. 따라서, 카운트 신호 CNT<0:4>가 '01111'인 경우 제 1 보정신호 출력부(720)의 출력신호 즉 듀티

비 보정신호 RVREF의 전압의 크기는 (47R/(48R＋47R))×VDD = 0.495VDD가 된다. NMOS 트랜지스터 N11는 노드 J와

접지전압단 사이에 연결되며 게이트 단자로 인에이블 신호 DCCEN를 인가받는다.

보정신호 출력부(716)는 저항 R17 및 캐패시터 C3를 구비한다.

저항 R17은 노드 I와 출력노드 사이에 연결되며, 캐패시터 C3는 출력노드와 접지전압단 사이에 연결된다.

제 2 보정신호 출력부(720)는 제 1 보정신호 출력부(710)와 비교하여, 전송게이트들의 온/오프 동작이 제 1 보정신호 출

력부(710)에서와 반대로 수행되는 것이 상이하며, 그 외 회로구성 및 동작원리는 제 1 보정신호 출력부(710)와 동일하다.

따라서. 카운트 신호 CNT<0:4>가 '01111'인 경우 제 2 보정신호 출력부(720)의 출력신호 즉 듀티비 보정신호 FVREF전

압의 크기는 (48R/(48R＋47R)))×VDD = 0.505VDD가 된다.

이처럼, 본 발명의 D/A 컨버터(700)에서는 카운트 신호 CNT<0:4>/CNTB<0:4>와 그 보수에 따라 전원전압 VDD에서 노

드 I 사이의 저항의 크기와 노드 I에서 노드 J 사이의 저항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듀티비 보정신호 FVREF/RVREF의 크기

를 조절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도이다.

외부 클럭신호 CLK가 듀티비 0.55 ×tCK로 인가되는 경우, 클럭 듀티비 보정회로의 동작 초기에 상승 클럭버퍼(100) 및

하강 클럭버퍼(200)에서 출력되는 내부 클럭신호 iRCLK 및 iFCLK는 각각 0.55 ×tCK 및 0.45 ×tCK가 된다.

인에이블신호 EN 및 리셋신호 RST가 각각 '하이' 및 '로우'로 활성화된 상태에서 내부 클럭신호 iRCLK 및 iFCLK가 전하

펌프부(300)로 인가되면, 내부 클럭신호 iRCLK 및 iFCLK의 펄스폭에 따라 NMOS 트랜지스터 N6 및 N8이 온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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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달라져 캐패시터 C1 및 C2에 충전되는 전압의 크기가 달라진다. 즉, NMOS 트랜지스터 N6 및 N8에 의해 누출되

는 전류량이 서로 달라지므로, 많은 전류가 누출된 제 1 전압변환부(302)의 전압레벨 RCKVO 이 제 2 전압변환부(304)의

전압레벨 FCKVO 보다 낮게 된다. 따라서, 비교기 CMP1의 출력은 '로우'가 된다.

비교기 CMP1의 출력이 로우이므로 비교 제어신호 CMP_PU가 하이로 활성시, 카운팅 제어신호 INC는 '로우'가 되고 카운

팅 제어신호 DEC는 '하이'가 되어 카운터(60)로 인가된다.

카운터(60)는 카운팅 제어신호 DEC의 활성화로 카운트를 '1' 만큼 낮춘다.

예컨대, 카운터(60)의 초기 카운트 신호 CNT<0:4>가 '01111'인 경우, 카운팅 제어신호 DEC의 인가로 카운트 CNT<0:4>

는 도 8에서와 같이 '01110'으로 변화된다.

카운트 CNT<0:4>가 '01111'인 경우, 카운트 CNT<0:4>가 인가되는 제 1 전압 분할부(712)에서 전송게이트 TG3 ∼

TG6은 온되고 전송게이트 TG7은 오프되어 전원전압단 VDD과 노드 I 사이의 저항의 크기는 48R(16R ＋ 32R)이 된다.

그리고, 카운트 신호 CNT<0:4>의 보수가 인가되는 제 2 전압 분할부(714)에서 전송게이트 TG8 ∼ TG11은 오프되고 전

송게이트 TG12는 온되어 노드 I와 노드 J 사이의 저항의 크기는 47R(8R ＋ 4R ＋ 2R ＋ 1R ＋ 32R)이 된다. 따라서, 초기

듀티비 보정신호 RVREF의 전압 레벨은 (47R/(48R＋47R)) ×VDD = 0.495VDD가 된다.

그러나, 제 2 보정신호 출력부(720)는 전송게이트들의 온/오프 동작이 제 1 보정신호 출력부(710)의 전송게이트들과 반대

로 수행되므로, 초기 듀티비 보정신호 FVREF의 전압 레벨은 (48R/(48R＋47R)) ×VDD = 0.505VDD가 된다.

이처럼, 초기 듀티비 보정신호 FVREF와 RVREF의 전압은 0.01VDD의 차이를 보이나 도 8에서와 같이 거의 같은 레벨에

서 시작된다.

그러나, 카운팅 제어신호 DEC의 인가로 카운트 신호 CNT<0:4>가 '01110'으로 변화되면, 전송게이트 TG4 ∼ TG6은 온

되고 TG3 및 TG7은 오프되어 전원전압단 VDD과 노드 I 사이의 저항의 크기는 49R(16R ＋ 1R ＋ 32R)로 증가한다. 그

리고, 전송게이트 TG9 ∼ TG11은 오프되고 TG8 및 TG12는 온되어 노드 I와 노드 J 사이의 저항의 크기는 46R(8R ＋ 4R

＋ 2R ＋ 32R)로 감소된다. 따라서, 듀티비 보정신호 FVREF의 전압 레벨은 (46R/(49R＋46R)) ×VDD = 0.484VDD가

되고, 듀티비 보정신호 RVREF의 전압 레벨은 (49R/(49R＋46R)) ×VDD = 0.516VDD가 되어 두 신호의 전압 레벨차는

0.032VDD로 증가한다.

상승 클럭버퍼(100)에서 듀티비 보정신호 RVREF의 전압 레벨이 감소하게 되면, NMOS 트랜지스터 N2의 게이트 ON 저

항이 낮아져 내부 클럭신호 iRCLK의 펄스폭은 조금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하강 클럭버퍼(200)에서는 듀티비 보정신호

RVREF의 전압 레벨 증가로 내부 클럭신호 iFCLK의 펄스폭은 조금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 클럭신호 iRCLK 및

iRCLK의 듀티비의 보정이 조금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 내부 클럭신호 iRCLK 및 iRCLK의 듀티비의 보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하 펌프부(300)

의 출력 전압 RCKVO 및 FCKVO은 그 레벨 차이가 점점 작아지기는 하나 그 레벨차에 의해 카운팅 제어신호 DEC가 계속

하이 펄스로 발생하게 된다.

카운팅 제어신호 DEC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카운터 신호 CNT<0:4>는 계속 '1'씩 감소하게 된다. 카운터 신호 CNT<0:4>

의 감소로 듀티비 보정신호 FVREF 및 RVREF의 전압 레벨차는 점점 증가한다. 이러한 듀티비 보정신호 FVREF 및

RVREF의 레벨차 증가는 내부 클럭신호 iRCLK 및 iFCLK의 듀티비 보정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까지 지속된다.

듀티비 보정이 완료되면, 비교 제어부(400)는 펌프 제어신호 EN, RST 및 비교 제어신호 CMP_PU의 발생주기를 변경한

다.

초기 상태와 반대로 내부 클럭신호 iFCLK의 펄스폭이 내부 클럭신호 iRCLK 보다 증가하게 되면, 전하 펌프부(300)의 전

압 레벨 RCKVO가 전압 레벨 FCKVO 보다 커진다. 이로 인해, 카운팅 제어신호 INC가 하이 펄스로 활성화되어 카운트 신

호 CNT<0:4>를 '1' 증가시킴으로써 듀티비 보정신호 FVREF 및 RVREF의 전압 레벨을 다시 조정하여 듀티비를 보정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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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클럭신호 CLK/CLKB가 입력되는 NMOS 트랜지스터와 직렬 연결된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클럭신호 CLK/CLKB의 듀티비에 상관없이 내부 클럭신호 iRCLK 및 iFCLK의 듀티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는 내부 클럭신호를 전기적으로 변환한 후 변환된 전기적 신호의 레벨

차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인가되는 클럭신호와 상관없이 듀티비가 1:1로 일정한 내부 클럭신호를 생성함으로써, 차동 클럭

신호를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에서 고해상도의 저전력 듀티비 보정이 가능하며 고주파수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듀티비 보정신호의 전압 레벨차를 이용하여 차동 내부 클럭신호의 듀티비를 보정하여 출력하는 클럭 버퍼부;

펌프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를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의 펄스폭에 대응되는 전압 레벨로 변환하여 출

력하는 전하 펌프부;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에 따라 상기 펌프 제어신호 및 비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비교 제어부;

상기 비교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전하 펌프부의 출력신호의 전압 레벨을 비교하여 카운팅 제어신호를 선택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전압 비교부;

상기 카운팅 제어신호에 따라 다수 비트의 카운터 신호를 일정 단위로 증가 또는 감소시켜 출력하는 카운터; 및

상기 카운트 신호에 따라 기준전압의 크기를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기 설정된 일정 단위의 아날로그 전압 레벨을 갖는 상

기 듀티비 보정신호를 출력하는 D/A 컨버터를 구비하는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버퍼부는

상기 듀티비 보정신호의 전압 레벨차에 따라 외부에서 입력되는 차동 클럭신호가 인가되는 제 1 MOS 트랜지스터와 직렬

연결된 제 2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을 가변시켜 전류량을 제어하여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의 듀티비를 보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클럭 버퍼부는

상기 차동 클럭신호 중 제 1 클럭신호를 버퍼링하여 상기 듀티비 보정신호의 전압 레벨차에 따라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

중 제 1 내부 클럭신호의 듀티비를 보정하여 출력하는 상승 클럭버퍼; 및

상기 차동 클럭신호 중 제 2 클럭신호를 버퍼링하여 상기 듀티비 보정신호의 전압 레벨차에 따라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

중 제 2 내부 클럭신호의 듀티비를 보정하여 출력하는 하강 클럭버퍼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럭 듀티비 보정 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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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펌프부는

상기 펌프 제어신호가 활성화시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 중 제 1 내부 클럭신호를 그 펄스폭에 대응되는 전압 레벨로 변

환하여 출력하는 제 1 전압변환부;

상기 펌프 제어신호가 활성화시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 중 제 2 내부 클럭신호를 그 펄스폭에 대응되는 전압 레벨로 변

환하여 출력하는 제 2 전압변환부; 및

상기 펌프 제어신호가 비활성화시 상기 제 1 전압변환부 및 상기 제 2 전압변환부의 출력 레벨을 동일하게 프리차지 시키

는 출력전압 등가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제어부는

상기 차동 내부 클럭신호의 듀티비 보정이 완료시 상기 펌프 제어신호 및 상기 비교 제어신호의 발생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D/A 컨버터는

상기 카운트 신호 및 상기 카운트 신호의 보수에 따라 수동 저항 소자들의 온/오프를 제어하여 제 1 듀티비 보정신호를 출

력하는 제 1 보정신호 발생부; 및

상기 카운트 신호 및 상기 카운트 신호의 보수에 따라 상기 제 1 보정신호 발생부와 반대로 수동 저항 소자들의 온/오프를

제어하여 제 2 듀티비 보정신호를 출력하는 제 2 보정신호 발생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보정신호 발생부 및 제 2 보정신호 발생부는

직렬 연결된 다수의 제 1 저항 소자들 및 상기 제 1 저항 소자들과 일대일 대응되게 병렬 연결되며 상기 카운트 신호에 따

라 온/오프되는 다수의 전송게이트들 구비하여 상기 제 1 저항 소자들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어하는 제 1 전압 분

할부;

상기 제 1 저항 소자들과 직렬 연결되는 다수의 제 2 저항 소자들 및 상기 제 2 저항 소자들과 일대일 대응되게 병렬 연결

되며 상기 카운트 신호의 보수에 따라 온/오프되는 다수의 전송게이트들 구비하여 상기 제 2 저항 소자들을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어하는 제 2 전압 분할부; 및

상기 제 1 전압 분할부와 상기 제 2 전압 분할부에 의해 분할된 기준전압의 크기에 따라 상기 듀티비 보정신호를 출력하는

보정신호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럭 듀티비 보정 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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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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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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