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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교 클럭 발생기에 사용하기 위한 위상시프터

요약

직교 클럭 발생기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위상 이동 회로. 위상 이동 회로는 입력 기준 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삼각파 발생기를 포함한다. 삼각파 발생기는 입력 기준 신호에 응답하여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
호를 출력한다. 한 쌍의 입력을 갖는 비교기는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된다.비교기
는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간의 비교에 응답하여 입력 기준 신호와 소정의 위상 관계를 갖는 출력신호
를 출력한다.

대표도

도5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위상 이동회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히는 직교 출력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직교 
클럭 발생기에 사용될 수 있는 위상 이동회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직교 클럭 발생기는 서로에 대해 90도 이상(out of phase)인 두 클럭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연 잠금 루
프(DLL)에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제 1 출력 클럭 신호(I 출력 클럭 신호)는 입력 기준 클럭 신호
와 동상(in phase)이고, 제 2 출력 클럭 신호(Q 출력 클럭 신호)는 입력 기준 클럭 신호와 이상이다. 직
교 클럭 발생기의 두 출력 클럭 신호는 모두 기준 주파수를 갖는다. 출력 클럭 신호는 소망 위상 차를 제
공하기 위해 위상 혼합되거나 입력 기준 클럭과  DLL의 출력 클럭 신호 사이에서 지연된다.

직교 클럭 발생기의 출력 클럭 펄스간의 소망 위상차로 부터의 주기적 변동은 지터 결과로 된다. DLL 목
적을 위해, 직교 클럭 발생기의 지터는 DLL의 타이밍 마진에 영향을 미치며, DLL을 위한 잠금 획득 시간
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감소된 지터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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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기술의 일 방법에 따라, 직교 클럭 발생기는 먼저 입력 기준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2 분주하고 서로
에 대해 90도 이상인 두 신호를 산출하기 위해 감소된 주파수 신호로 동작한다. 따라서 주파수 분할 직교 
클럭 발생기를 사용하는 DLL은 본래 주파수의 소망 출력 클럭 신호를 산출하기 위해 클럭 신호의 주파수
를 2배로 증가시켜야만 한다.

대안 종래 기술의 방법에 따라, 직교 클럭 발생기는 주파수 분할 및 2배 증가에 대한 중간 단계 없이 직
교 클럭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정 주파수(at frequency)에서 동작한다. 고정된 지연 엘리먼트는 전형적으
로 소망 위상 관계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파수 분할 직교 클럭 발생기와 비교할 때, 정 주파수 직
교 클럭 발생기는 감소된 회로 복잡도, 감소된 다이 크기 및 감소된 전력 소비와 같은 이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분할 직교 클럭 발생기는 정 주파수 직교 클럭 발생기 보다 광 대역의 입력 기준 클
럭 주파수에 걸쳐 출력신호간에 소망 위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더욱이, 정 주파수 직교 클럭 발생기
와 비교할 때, 주파수 분할 직교 클럭 발생기는 프로세스 변동, 전원 공급 변동 및 온도 변동 관점에서 
더욱 양호하게 소망 위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파수 분할 직교 클럭 발생기가 적절한 지터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주파수 분할 직교 클럭 발
생기를 사용하는 DLL은 주파수 증배에 사용되는 성능의 오정합에 기인하여 바이-모달 지터(및 따라서 열
악한 타이밍 마진)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주파수 분할 직교 클럭 발생기의 성분은 지터를 감소시키
기 위해, 그리고 주파수 분할 직교 클럭 발생기의 제조 단가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정확히 정합
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지터 성능을 갖는 정 주파수 직교 클럭 발생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및 기타 목적은 Q 출력 클럭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정 주파수 위상 이동 회로와 I 출력 클럭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 1 비교기를 갖는다. 위상 이동 회로 및 제 2 비교기는 입력 기준 클럭 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된다. 위상 이동 회로는 제 2 비교기와 직렬 연결된 삼각파 발생기를 포함한다. 삼각파 
발생기는 입력 기준신호에 응답하여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를 출력한다. 제 2 비교기는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간의 비교에 응답하여 Q 출력신호를 출력한다. 제 2 비교기와 위상 이동 회로의 출력 클럭신
호가 지교하는 것을 더욱 양호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 1 및 제 2 비교기는 비교기와 연관된 전달 지연이 
동일하도록 정합된다.

대안 실시예에 따라, 소정의 고정 지연을 제공하기 위해 위상 이동 회로가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더
욱이, 직교 클럭 발생기는 DLL의 성분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직교 클럭 발생기와 위상 이동 회로의 지연 잠금 루프를 나타낸 도.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위상 이동 회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직교 클럭 발생기를 나타낸 도.

도 3은 위상 이동 회로의 삼각파 발생기를 상세히 나타낸 도.

도 4는 일실시예에 따른 직교 클럭 발생기와 위상 이동 회로의 동작을 나타낸 도.

도 5는 듀티 사이클 에러 정정을 갖춘 위상 이동회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직교 클럭 발생기를 나타낸 
도.

도 6은 일실시예에 따른 듀티 사이클 에러 정정회로를 나타낸 도.

도 7은 일실시예에 따른 필터를 나타낸 도.

실시예

본 발명은 단지 예시적인 것이며, 부재번호가 마찬가지의 엘리먼트를 지시하는 첨부 도면에 한정되지 않
는다.

정 주파수에서 동작하며 직교 클럭 발생기의 일부로서 합체될 수 있는 위상 이동회로가 본 명세서에 설명
된다. 위상 이동회로는 일반적으로 비교기와 직렬 연결된 삼각파 발생기를 포함한다. 삼각파 발생기는 주
기적 입력 신호를 수신하여 두 개의 보상 삼각파 신호를 출력한다. 비교기는 제 1 삼각파의 값과 제 2 삼
각파의 값을 비교하여, 제 1 삼각파의 값이 제 2 삼각파의 값 보다 크면 논리 하이(high)값을 출력하고, 
제 1 삼각파의 값이 제 2 삼각파의 값 보다 작으면 논리 로우(low)값을 출력한다.

비교기의 출력은 제 1 삼각파와 제 2 삼각파가 동일하면 논리 하이값과 논리 로우값 사이에서 천이한다. 
입력신호가 50%의 듀티 사이클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비교기의 출력은 입력신호의 천이와 약 90도의 이상
으로 천이한다. 위상 이동 회로는 직교 클럭 발생기의 Q 출력 클럭 신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여기서 위상 이동 회로의 비교기와 거의 동일한 지연을 갖는 제 2 비교기는 직교 클럭 발생기의 I 출력 
클럭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신호에 결합된다.

도 1은 직교 클럭 발생기(105), 가변 지연부(110), 클럭 버퍼(115), 위상 검출기(120) 및 충전 펌프(12
5)를 포함하는 지연 잠금 루프(DLL)(100)에 대한 단순 블록도를 나타낸다. 50%의 듀티 사이클을 갖는 기
준 클럭신호가 직교 클럭 발생기(105)에 입력으로 공급된다. 직교 클럭 발생기(105)는 입력 기준 클럭신
호와 동상인 제 1 출력 클럭 신호 I 와 이 제 1 출력 클럭 신호 I 와 90도의 이상을 갖는 제 2 출력 클럭 
신호 Q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력 기준 클럭신호를 사용한다. I 및 Q 출력 클럭 신호는 서로에 대해 직교인 
것으로 일컫는다.

가변 지연부(110)는 직교 클럭 발생기로부터 직교신호를 수신하며 입력 기준 클럭신호에 대해 소망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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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는 DLL출력 클럭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가변 지연을 산출하도록 직교신호를 위상 혼합한다. 클
럭 버퍼(115)는 가변 지연부(110)의 출력을 수신하고 DLL(100)의 출력에 커다란 배선 커패시턴스 부하를 
구동하기 위해 버퍼링 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DLL(100)의 출력신호가 위상 검출기(120)에 공급되고,  위상 검출기(120)는 또한 입력 
기준 클럭신호를 수신한다. 위상 검출기(120)는 입력 기준 클럭신호와 DLL(100)의 출력신호를 비교하고 
위상 시프터(110)로 하여금 I 출력 클럭 신호와 Q 출력 클럭 신호의 위상 혼합을 조정하므로써 DLL(100)
의 출력신호의 상대 위상을 조정하게 하는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이 제어신호는 제어 디지털 워드 또는 
디지털 신호와 같은 아날로그 전압일 수 있다.

도 2는 일실시예에 따른 직교 클럭 발생기를 도시한다. 직교 클럭 발생기(105)는 일반적으로 위상 이동회
로(200) 및 비교기(210)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여기서 위상 이동회로(200)는 Q 출력 신호를 
공급하고 비교기(210)는 I 출력신호를 출력한다. 입력 기준 클럭 신호는 CLK로 표기되어 있고 보상 기준 
클럭 신호 CLKB를 따라 위상 이동회로(200) 및 비교기(210)에 공급된다. 직교 클럭 발생기(105)의 I 출력
신호는 입력 기준 클럭 신호(CLK)와 거의 동상이고, Q 출력 신호는 I 출력신호와 90도인 이상을 갖는다.

위상 이동회로(200)는 삼각파 발생기(201) 및 비교기(205)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삼각파 발
생기(201)는 비교기(205)의 포지티브 입력에 제 1 삼각파 신호(VOUT)를 출력하고 제 2 보상 삼각파 신호
(VOUTB)를 비교기(205)의 네거티브 입력에 출력한다. 보상 삼각파 신호는 보상 입력 기준 클럭신호에 응
답하여 출력한다. 일실시예에 따라, VOUT은 입력 기준 클럭신호(CLK)의 적분이고, VOUTB는 보상 입력 기
준 클럭신호(CLKB)의 적분이다. 

비교기(205)는 영 미분 교차 지점에서 논리 하이 및 논리 로우간에 천이하는 구형파 신호를 출력하고 여
기서 VOUT 과 VOUTB의 신호값은 동일하다. 영 미분 교차 지점은 입력 기준 클럭신호와 약 90도의 이상을 
갖는다. 비교기(205)의 지연은 추가 위상차 결과로 되고, 비교기(210)는 I 및 Q 출력신호가 서로에 대해 
직교하도록 매칭 지연을 갖도록 선택된다. 따라서, 비교기(210)의 지연은 I 출력신호가 입력 기준 클럭신
호(CLK)와 약간 이상이 되게하며, 비교기(210)의 지연에 의해 야기된 위상차를 정확히 소거시킨다.

일 실시예에 따라, 삼각파 발생기(201)는 전류 스위치(202) 및 필터(203)를 포함한다. 전류 스위치(202)
는 CLK 및 CLKB를 수신하기 위한 한 쌍의 입력과 출력전류(Iout)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단자(A 및 B)를 포

함한다. 필터(203)는 전류 스위치(202)의 출력단자에 걸쳐 결합된다. 전류 스위치(202)는 보상 입력 클럭
신호(CLK 및 CLKB)에 응답하여 출력전류(Iout)의 흐름방향을 변경시킨다. 예를들어, 입력 클럭신호(CLK)가 

논리  하이이면, 출력전류(Iout )는  출력단자(A)로부터  필터(203)를  통하여  흐르므로써  VOUT는  증가하고 

VOUTB는 감소한다. 입력 클럭신호(CLK)가 논리 로우이면, 출력전류(Iout )는 출력단자(B)로부터 필터(203)

를 통하여 흐르므로써 VOUTB는 증가하고 VOUT는 감소한다.

필터(203)는 각각이 전류 스위치(202)의 출력단자를 가로질러 결합된 레지스터(215) 및 커패시터(220)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레지스터(215) 및 커패시터(220)의 값은 필터(203)의 RC 시정수가  전압
(VOUT 및 VOUTB)의 슬루(slew)율을 제한하도록 선택되고, VOUT 및 VOUTB 가 공급전압(VCC 및 VSS)의 달성
을 방지하며, 보상 삼각파 신호가 되는 결과로 된다. 레지스터(215) 및 커패시터(220)의 값은 또한 삼각
파 신호의 진폭이 가능한 한 크도록 선택된다. 여기서 CLK는 250MHz 주파수를 가지며, 대표적인 레지스터
(215) 및 커패시터(220)의 값은 각각 4㏀ 및 0.4㎊ 이다. 필터(203)의 레지스터(215)는 도 7에 도시된 바
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된 두 개의 1/2 값 레지스터와 2배 값 커패시터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도 3은 정합된 NMOS 트랜지스터(302 및 304)와 전류원(305,306 및 308)의 차동 쌍을 포함하는 일 실시예
의  전류  스위치(202)를  도시한다.  트랜지스터(302  )는  CLK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게이트와 전류원
(306)을 통하여 공급전압 VCC에 결합된 드레인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304)는 CLKB신호를 수
신하도록 결합된 게이트와 전류원(308)을  통하여 공급전압 VCC에  결합된 드레인을 갖는다. 트랜지스터
(302 및 304)의 소스는 공통으로 전류원(305)을 통하여 시스템 접지 VSS에 결합된다. 전류원(306 및 30
8)은 각각 전류(I1)을 공급하고, 전류원(305)은 I1 값의 두 배를 갖는 전류를 싱크시킨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류 스위치(202)의 출력단자(A)는 트랜지스터(304)의 드레인에 결합되고, 출력단자
(B)는 트랜지스터(302)의 드레인에 결합된다. 그러므로, 트랜지스터(302 및 304)의 드레인은 서로 필터
(203)를 통하여 결합되어  필터(203)는 시스템 접지(VSS)에 도전경로를 제공한다. 트랜지스터(302)가 스
위치 오프되고 트랜지스터(304)가 스위치 온 되는 경우에, 전류원(306)에 의해 공급된 전류는 필터(203) 
및 트랜지스터(302)를 통하여 전환되므로써 출력단자(B)의 전압(VOUTB)은 출력단자(A)의 전압(VOUT)에 대
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302)가 스위치 온되고 트랜지스터(304)가 스위치 오프되는 경우에, 
전류원(308)에 의해 공급된 전류는 필터(203)  및 트랜지스터(302)를 통하여 전환되므로써 전압(VOUT)은 
전압(VOUTB)에 대해 증가한다. NMOS 트랜지스터(302 및 304)는 정합되고 전류원(306 및 308)은 정합되기 
때문에, VOUT 및 VOUTB의 진폭은 동일하다.

도 4는 전류 스위치(202) 및 직교 클럭 발생기(105)의 동작을 나타내는 여러 파형을 도시한다. 상세히는, 
도 4는 보상 입력 기준 클럭신호(CLK, CLKB), 보상 삼각파 신호(VOUT,VOUTB) 및 직교 출력신호(Q,I)를 도
시한다.

시간(T0)에서, CLK는 논리 로우 값으로부터 논리 하이 값으로 천이하며, 보상 클럭신호(CLKB)는 논리 하
이 값으로부터 논리 로우 값으로 천이하며, 전압(VOUT,VOUTB)은 각각 자신들의 최대값 및 최소값에 있다. 
CLK가 논리 하이이고 CLKB가 논리 로우인 동안, 트랜지스터(302)는 스위치 온되고 트랜지스터(304)는 스
위치  오프되므로써  전류원(308)은  출력단자(A)로부터  필터(203)를  통하여  출력단자(B)  및 트랜지스터
(302)를 거쳐 시스템 접지(VSS)로 흐르는 전류(I1)를 공급한다. 따라서, 시간(T0)에서 VOUT는 증가하기 시

작하고 VOUTB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전류 스위치 발생기(202)의 성분이 정합되었기 때문에, VOUT 및 VOUTB에 대한 변경 시간 비율은 진폭이 
동일하고 및 극성은 반대이다. 더욱이, 필터(203)의 RC 시정수는 두 신호가 VCC 보다 작은 최대값(V)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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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S 보다 큰 최소값(V) 사이에서 스윙하는 삼각파가 되도록 VOUT 및 VOUTB의 슬루율을 한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VOUT 및 VOUTB의 값은 시간(T0 및 T1)에서 1/2 지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삼각파 신호 VOUT 및 
VOUTB의 차동 교차 포인트는 입력기준 클럭신호(CLK)의 천이와 90도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비교기(205)(도 2에 도시됨)는 차동 교차점을 검출하여 Q 출력신호가 논리 로우로부터 논리 하이로 천이
하게 한다. 비교기(205)의 천이 시간은 Q 출력신호가 CLK와 실질적으로 (90+θ)의 이상이 되도록 직교 클
럭 발생기(200)의 Q 출력신호에 지연(TD)을 도입하며, 여기서 θ는 지연(TD)에 대응하는 위상차이다. 비교

기(205)의 지연은 I 출력신호도 지연(TD)을 포함하도록 선택된다. 따라서, Q 출력신호는 정확히 I 출력신

호와 90도의 이상을 갖는다. 

시간(T1)에서, CLK는 하이 값으로부터 로우 값으로 천이하며, CLKB는 논리 로우 값으로부터 하이 값으로 
천이하며, VOUT 과 VOUTB는 각각 자신들의 최대값 및 최소값에 있다. CLK가 논리 로우이고 CLKB가 논리 
하이인 동안, 트랜지스터(304)는 스위치 온되고 트랜지스터(302)는 스위치 오프되므로써 전류원(306)은 
출력단자(B)로부터 필터(203)를 통하여 출력단자(A) 및 트랜지스터(304)를 거쳐 시스템 접지(VSS)로 흐르
는 전류(I1)를 공급한다. 따라서, 시간(T1)에서 VOUTB는 증가하기 시작하고 VOUT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영 차동 교차점이 T1과 T2의 중간에서 발생한다. 비교기(205)는 영 차동 교차점을 검출하여 Q 출력
신호가 논리 하이로부터 논리 로우로 천이하게 한다. 시간(T2)에서, CLK는 로우로부터 하이로 천이한다.

따라서 이제껏, Q 출력신호는 50% 듀티 사이클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만일 입력 기준 클럭 신호(CLK)
가 50% 듀티 사이클을 갖지 않는다면 또는 구성성분이 정합되지 않는다면, 삼각파의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는 동일 전압 부근에서 중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으므로, Q 출력신호는 50% 듀티 사이클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DLL(100)을  위한  목적으로,  Q  출력신호는  50%  듀티  사이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도  5에  도시된  직교  클럭  발생기는  듀티  사이클  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추가의  회로를 
포함한다.

상세히는, 도 5에 도시된 직교 클럭 발생기(105)의 실시예는 듀티 사이클 정정회로(520)를 포함하는 듀티 
사이클 에러 관리회로(515)를 포함한다. 듀티 사이클 정정회로(520) 및 듀티 사이클 에러 관리회로(515)
는 위상 시프터(200)의 비교기(505)의 출력과 삼각파 발생기(201)의 전류 스위치(202)의 출력간에 피드 
백 구성으로 결합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비교기(505)는 Q 출력신호와 180도의 이상인 QB 출력신호를 출력하는 보상 출력을 갖
는다. Q 및 QB 출력신호는 듀티 사이클 에러 관리회로(515)에 입력으로 제공되고, 이것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되고, 캘리포니아 소재 마운틴 뷔우에 있는 Rambus, Inc.에 양도되고, 발명의 명칭 Amplifier With 
Active Duty Cycle Correction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08/196,711 호에 개시된 기술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듀티 사이클 에러 관리회로(515)는 Q 출력신호의 듀티 사이클과 50% 듀티 사이클간의 차이 검출에 응답하
여 차동 에러 전압(VΔ+ 및 VΔ-)을 출력한다. 듀티 사이클 에러 관리회로(515)는 듀티 사이클의 에러 진폭

에 비례하는 진폭을 갖는 에러 전압(VΔ)이 서서히 변하여 거의 DC 전압까지 되는 결과로 되는 필터(도시

하지 않음)를 포함한다. 이러한 2차 피드 백 루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듀티 사이클 에러 관리회로
(515)의 필터를 위한 폴은 듀티 사이클 정정 피드 백 루프의 도미넌트 폴이 되도록 선택된다. 

듀티 사이클 정정회로(520)는 차동 에러 전압(VΔ)을 받아들이고 Q 출력신호가 50%의 듀티 사이클을 갖도

록 차동 에러 전압(VΔ)에 응답하여 출력단자(C 및 D)를 거쳐 정정 전류(IΔ)를 공급한다. 도시된 바와 같

이, 출력단자(C 및 D)는 각각 전류 스위치(202)의 출력단자(A 및 B)에 결합된다. 정정 전류(IΔ)의 흐름 

방향은 Q 출력신호의 듀티 사이클이 50% 보다 큰지 또는 50% 보다 작은 지의 여부에 좌우된다. 정정 전류
(IΔ)는 Q 출력신호가 50% 보다 작은 듀티 사이클을 가질 때 출력단자(C)로부터 흐른다. 정정 전류(IΔ)는 

Q 출력신호가 50% 보다 큰 듀티 사이클을 가질 때 출력단자(D)로부터 흐른다. 정정 전류(IΔ)는 필터(20

3)로 공급되기 이전에 전류 스위치(202)의 출력 전류(Iout)와 합해진다. 그러므로 정정전류는 삼각파중의 

하나가 전압이 증가되게 하며 여기서 다른 삼각파 신호는 입력 기준 클럭 신호(CLK)으 상승 및 하강 에지 
사이의 1/2 지점에서 영 차동 교차점이 발생하도록 감소한다. 

일 실시예에 따라, 듀티 사이클 정정회로(520)는 정정전류(IΔ)를 스위칭하는 전류 스위치이다. 도 6은 정

합된 NMOS 트랜지스터(602 및 604)와 전류원(605,606 및 608)의 차동 쌍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전류 스
위치로서의 듀티 사이클 정정회로(520)를 도시한다. 트랜지스터(602)는 VΔ+ 에러 전압을 받아들이도록 결

합된 게이트와 전류원(606)을 통하여 공급전압 VCC에 결합된 드레인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
(604)는  VΔ- 에러 전압을 받아들이도록 결합된 게이트와 전류원(608)을 통하여 공급전압 VCC에 결합된 드

레인을 갖는다. 트랜지스터(602 및 604)의 소스는 공통으로 전류원(605)을 통하여 시스템 접지(VSS)에 결
합된다. 전류원(606 및 608)은 각각 전류(I2)를 공급하고, 전류원(605)은 2I2 인  전류를 싱크시킨다. 전

류(I2)는 전류 스위치(202)에 사용되는 전류(I1) 보다 훨씬 작다.

도 7은 일 실시예에 따른 필터(203)의 레지스터(215) 및 커패시터(220)를 도시한다. 레지스터(215)는 전
류 스위치(202)의 출력단자(A)와 공통 모드 전압(VCM) 사이에 결합된 제 1의 1/2 값 레지스터(705)와 전류 

스위치(202)의 출력단자(B)와 공통 모드 전압(VCM) 사이에 결합된 제 2의 1/2 값 레지스터(710)를 포함하

는 것으로서 도시되어 있다. 커패시터(220)는 전류 스위치(202)의 출력단자(A)와 시스템 접지(VSS) 사이
에 결합된 제 1의 2배값 커패시터(715)와 전류 스위치(202)의 출력단자(B)와 시스템 접지(VSS) 사이에 결
합된 제 2의 2배값 커패시터(720)를 포함한다.

상기 설명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개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범위 및 더욱 넓은 정신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이루
어질 수 있음은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 및 도면은 제한적이기 보다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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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기준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결합되고, 입력 기준신호에 응답하여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를 출력하
는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출력단을 포함하는 삼각파 신호 발생기; 와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결합된 한 쌍의 입력단을 가지며,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
간의 비교에 응답하여 입력 기준신호와 소정 위상관계를 갖는 출력신호를 출력하는 비교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이동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삼각파 발생기는 

보상 출력단에 걸쳐서 결합된 필터;와

입력 기준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결합되고, 보상 출력단에 출력 전류를 공급하는 전류 스위치를 포함하며, 
여기서 전류 스위치는 입력 기준신호에 응답하여 출력 전류에 대한 흐름 방향을 역전시키고, 필터는 보상 
삼각파 신호 결과로 되도록 출력전류를 적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이동 회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삼각파 발생기는

입력 기준신호에 결합된 제 1 입력단, 보상 입력 기준신호에 결합된 제 2 입력단과,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출력단을 포함하는 차동 증폭기;와

보상 삼각파 출력단에 걸쳐서 결합되고, 차동 증폭기의 보상 삼각파 출력단으로 하여금 보상 삼각파 신호
를 출력하게 하는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이동 회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차동증폭기는 

차동 증폭기의 제 1 입력단으로서 결합된 게이트, 차동 증폭기의 보상 출력단중의 제 1 보상 출력단으로
서 결합된 제 1 단자와, 제 1 노드에 결합된 제 2 단자를 포함하는 제 1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ET);

제 1 FET의 제 1 단자와 제 1 공급 레일 사이에 결합된 제 1 전류원;

차동 증폭기의 제 2 입력단으로서 결합된 게이트, 차동 증폭기의 보상 출력단중의 제 2 보상 출력단으로
서 결합된 제 1 단자와, 제 1 노드에 결합된 제 2 단자를 포함하는 제 2 FET;

제 2 FET의 제 1 단자와 제 1 공급 레일 사이에 결합된 제 2 전류원; 및

제 1 노드와 제 2 공급 레일 사이에 결합된 제 3 전류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이동 회로.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전류원은 각각 약 I 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하고 제 3 전류원은 약 2I 
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이동 회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위상 이동 회로는 CMOS 회로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이동 회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위상 이동 회로는 단일 반도체 기판상에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이동 
회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비교기의 출력단에 결합되고, 50% 듀티 사이클로부터 벗어나는 비교기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에러 신호
를 출력하는 듀티 사이클 에러 관리 회로;

에러 신호에 결합된 입력단과 차동증폭기의 보상 출력단에 결합된 한 쌍의 출력단을 포함하고, 비교기의 
출력이 50% 듀티 사이클을 갖도록 정정 전류를 출력하는 제 2 차동증폭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이동 회로.

청구항 9 

제 1 출력신호에 대해 약 90도의 이상을 갖는 제 2 출력신호와 제 1출력신호를 출력하는 직교 클럭 발생
기 회로에 있어서, 

입력 기준신호에 결합된 입력단을 가지며, 보상 입력 신호에 응답하여 제 1 출력신호를 출력하는 제 1 비
교기;

입력 기준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되고, 입력 신호에 응답하여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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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는 한 쌍의 보상 출력단을                    포함하는 삼각파 발생기;와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한 쌍의 입력단을               가지며,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간의 비교에 응답하여 제 2 출              력신호를 출력하는 제 2 비교기,

를 포함하며, 입력신호에 결합된 위상 이동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클럭 발생기 회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삼각파 발생기는,

보상 삼각파 출력단에 걸쳐서 결합된 필터;와

입력 기준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결합되고, 보상 삼각파 출력단에 출력 전류를 공급하는 전류 스위치를 포
함하며, 여기서 전류 스위치는 입력 기준신호에 응답하여 출력 전류에 대한 흐름 방향을 역전시키고, 필
터는 보상 삼각파 신호 결과로 되도록 출력전류를 적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클럭 발생기.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삼각파 발생기는

입력 기준신호에 결합된 제 1 입력단, 보상 입력 기준신호에 결합된 제 2 입력단과,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출력단을 포함하는 차동 증폭기;와

보상 출력단에 걸쳐서 결합되고, 차동 증폭기의 보상 출력단으로 하여금 보상 삼각파 신호를 출력하게 하
는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클럭 발생기.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차동증폭기는 

차동 증폭기의 제 1 입력단으로서 결합된 게이트, 차동 증폭기의 보상 출력단중의 제 1 보상 출력단으로
서 결합된 제 1 단자와, 제 1 노드에 결합된 제 2 단자를 포함하는 제 1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ET);

제 1 FET의 제 1 단자와 제 1 공급 레일 사이에 결합된 제 1 전류원;

차동 증폭기의 제 2 입력단으로서 결합된 게이트, 차동 증폭기의 보상 출력단중의 제 2 보상 출력단으로
서 결합된 제 1 단자와, 제 1 노드에 결합된 제 2 단자를 포함하는 제 2 FET;

제 2 FET의 제 1 단자와 제 1 공급 레일 사이에 결합된 제 2 전류원; 및

제 1 노드와 제 2 공급 레일 사이에 결합된 제 3 전류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클럭 발생
기.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전류원은 각각 I 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하고 제 3 전류원은 2I 암페어
의 전류를 싱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클럭 발생기.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직교 클럭 발생기는 CMOS 회로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클럭 발생기.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직교 클럭 발생기는 단일 반도체 기판상에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클럭 발
생기 회로.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비교기의 출력단에 결합되고, 50% 듀티 사이클로부터 벗어나는 비교기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에러 신호
를 출력하는 듀티 사이클 에러 관리 회로;와

에러 신호에 결합된 입력단과 차동증폭기의 보상 출력단에 결합된 한 쌍의 출력단을 포함하고, 비교기의 
출력이 50% 듀티 사이클을 갖도록 정정 전류를 출력하는 제 2 차동증폭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교 클럭 발생기. 

청구항 17 

제 1 출력신호에 대해 약 90도의 이상을 갖는 제 2 출력신호와 제 1출력신호를 출력하며,

입력 기준신호에 결합된 입력단을 가지며, 입력 기준 신호에 응답              하여 제 1 출력신호를 출
력하는 제 1 비교기;

입력신호에 결합되며,

입력 기준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되고, 입력 기준 신호에                      응답하여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를 출력하는 한 쌍의                      보상 출력단을 포함하는 삼각파 발생기;와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된 한 쌍의 입                     력단을 가지며,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간의 비교에 응답                     하여 제 2 출력신호를 출력하는 제 2 비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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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위상 이동회로를 

포함하는 직교 클럭 발생기; 

제 1 및 제 2 출력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되고,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지연된 신호를 출력하는 가변지연회
로;

지연된 신호를 수신하여 버퍼링 하도록 결합되고, DLL의 출력신호를 출력하는 클럭 버퍼 회로;와 

입력 기준 신호와 DLL의 출력신호에 결합되고, 입력신호와 출력신호간의 비교에 응답하여 제어신호를 발
생하는 위상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잠금 루프.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삼각파 발생기는,

보상 출력단에 걸쳐서 결합된 필터;와

입력 기준신호를 수신하도록 결합되고, 보상 출력단에 출력 전류를 공급하는 전류 스위치를 포함하며, 여
기서 전류 스위치는 입력 기준신호에 응답하여 출력 전류에 대한 흐름 방향을 역전시키고, 필터는 보상 
삼각파 신호 결과로 되도록 출력전류를 적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잠금 루프.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삼각파 발생기는

입력 기준신호에 결합된 제 1 입력단, 보상 입력 기준신호에 결합된 제 2 입력단과, 한 쌍의 보상 출력단
을 포함하는 차동 증폭기;와

보상 출력단에 걸쳐서 결합되고, 차동 증폭기의 보상 출력단으로 하여금 보상 삼각파 신호를 출력하게 하
는 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연-잠금 루프. 

청구항 20 

출력신호와 입력신호간에 약 90도의 위상 이동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쌍의 보상 삼각파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출력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 출력신호는 보상 삼각파 신호에 응답하여 제 1 상태와 제 2 
상태간의 천이가 동일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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