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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높은 동기성을 갖는 위상차 회로

요약

원 신호의 반전 신호와 비반전 신호를 발생시키는 차동 회로 형태가 제시되었다. 한쌍의 풀-다운 트랜지
스터와 한쌍의 풀-업 트랜지스터의 출력 전압 트레이스에서의 출력 트레이스 일치를 만들기 위하여 일치
된 게이트-소오스 전압 대 드레인-소오스 전류를 제고하는 회로 설계로 인하여 상기 출력 신호의 파형은 
높은 동기성과 정확성을 가진다. 상기 회로 형태는 조절가능한 커패시터나 구동 회로를 필요로하지 않고, 
따라서 진보된 컴팩트한 장치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높은 동기성을 갖는 위상차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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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실시예의 회로도.

제2도는 종래의 차동 버퍼 회로도.

제3도는 본 발명과 관련된 출력 신호 파형의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3,4. N-MOS 트랜지스터       5,6,7,8. P-MOS 트랜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높은 동기성과 정학성을 요구하는 위상차 회로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원 신호와 그반전 신호사이에는 낮은 스큐, 즉 높은 동기성을 갖는 차동 위상 신호
가 요구된다. 이러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종래 방법의 일예는 제2도에 도시되었다. 원 신호는 입력 단자
(201)에 입력되고, 원 신호의 반전 신호는 반전 회로(210~215)에서 만들어지고, 상기 반전 신호는 출력 
단자(203)에서 출력된다. 반면에, 가변 커패시터(216)로 만들어진 조절가능한 지연 시간을 갖는 지연 회
로(204~209)를 통하여 원 신호의 비반전 신호는 출력 단자(202)에서 얻어진다. 종래 기술에 있어서, 출력 
단자(203)에서의 반전 신호와, 출력 단자(202)에서 출력된 비반전 신호 사이에서 가능한한 최소 위상차를 
얻기 위하여 상기 회로에서 지연 시간을 조절하여 위상차를 최소화하였다. 일반적으로, 가변 커패시터
(216)를 조절하여 지연 시간을 조절하지만, 트랜지스터(204, 205)의 구동 전력으로도 조절가능하다. 

최소의 위상차, 예를들면 200 ps,를 갖는 디지털 신호 파형을 만드는데 있어서, 상기 종래의 위상차 기술
에서의 조절 가능한 커패시터와 구동 회로를 집적 회로로 제조시에 큰 면적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진
보된 컴팩트한 장치의 요구 조건과 상반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비반전 및 반전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진보된 컴팩트 장치로 만들 수 
있는 반전 회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 신호는 원 입력 신호와 동기화되고 그 신호의 발생을 위한 조절 
가능한 커패시터 또는 구동 회로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원 입력 신호의 비반전 신호 출력을 풀-다운하기위한 제1의 N-MOS 트랜지스터와, 원 입력 신호의 반전 신
호 출력을 풀-업하기위한 제2의 P-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의 P-MOS 트랜지스터를 구동하기위한 제3의 
P-MOS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의 N-MOS 트랜지스터의 전위 제어를 위한 제4의 N-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하
는 반전 디지탈 신호와 비반전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반전 회로 수단으로서 상기 목적을 얻을 수 있다. 
상기 제1의 N-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단자는 접지 전위에 있고, 드레인 단자는 비반전신호의 출력 단자
와 연결되어있다. 상기 제2의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는 접지 단자에 있고, 드레인 단자는 반전 
신호의 출력 단자와 연결되어있다. 그리고, 상기 제1의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와, 상기 제2의 
P-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단잔와, 상기 제3의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단자와, 상기 제4의 N-MOS 트
랜지스터의 드레인 단자는 모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있다. 상기 구조의 회로 수단의 양태에 있어서, 접지 
전위에서 동작 전위로 천이하는 동안에, 풀-다운 트랜지스터 회로의 게이트-소오스 전압은 풀-업 트랜지
스터의 경우와 정확히 동일하게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N-MOS 트랜지스터와 P-MOS 트랜지스터 게이트-소오스 전압 대 드레인-소오스 전류
의 정전압 전류 특성이 소정의 비율로 연관되어있어 원 신호와 그 비반전 신호 및 반전 신호와의 사이에 
높은 동기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채널 길이와, 폭과, 전류 방향을 조절함으로서, 한쌍의 풀-업 P-MOS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소오스 전압 대 드레인-소오스 전류 특성은 한쌍의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의 특성
과 일치한다. 상기 풀-업 및 풀-다운 트랜지스터의 동작 특성 일치를 위하여, 상기 출력 신호가 동일하도
록 시간 종속 트레이스를 발생시키고, 높은 동기성과 정확성을 갖는 차동위상 신호의 발생을 조장한다. 

제1도는 비반전 출력 신호(14)를 수신하는 풀-다운 N 채널 MOS 트랜지스터(4) (N-MOS(4))와, 반전 출력 
신호(13)를 수신하는 풀-업 P 채널 MOS 트랜지스터(8) (P-MOS(8))에 대응하는 풀-다운 트랜지스터(4)와 
풀-업 트랜지스터(8)를 구비하는 본 실시예의 회로도이다. 트랜지스터(4)와 트랜지스터(8)는 각각 상기 
반전 회로의 풀-업 및 풀-다운 영역용으로 제조되기에, 예를들어, 채널 길이와 채널 폭과 채널내의 전류 
방향을 조절하여 게이트-소오스 전압 대 드레인-소오스 전류의 정특성을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트랜
지스터(4, 8)용 전류 구동 용량은 일치된다. 비슷하게, 풀-다운 및 풀-업 영역용 트랜지스터(2, 5)가 각
각 제조되고, 따라서 그 정특성 곡선과 전류규동 용량이 일치된다. 

N-MOS(4)소오스 단자와 P-MOS(8)의 게이트 단자는 접지 전위 GND와 연결되고, N-MOS(4)의 게이트 단자와 
P-MOS(8)의 소오스 단자는 동일한 전위에 있으며 구동 트랜지스터 P-MOS(7)의 드레인 단자(노드 B)에 연
결된다. 

P-MOS(5)의 소오스 단자와 N-MOS(2)의 게이트 단자는 전원 전위 VDD(단자 12)에 연결되고, P-MOS(5)의 게
이트 단자와 N-MOS(8)의 소오스 단자는 동일한 전위에 있으며 구동 트랜지스터 N-MOS(1)의 드레인 단자
(노드 A)에 연결된다. 

N-MOS(1)와 P-MOS(6)는 CMOS 인버터를 구성한다. 상기 CMOS의 출력단자는 노드 A에 연결된다. N-MOS(3)와 
P-MOS(7)도 CMOS 인버터를 구성한다. 상기 CMOS 인버터의 출력 단자는 노드 B 에 연결된다. 

입력단자(15)의 전위는 VDD 라고 가정하자. 비반전 출력 신호(14)의 전위는 VDD 익, 반전 출력 신호의 전
위는 GND 이다. 

제3도는 본 실시예에서 발생된 출력 신호의 출력 파형 타이밍도이다. 

전위 제어 트랜지스터 N-MOS(3)에 의하여, B  점에서의 전위는 접지 전위에 있다. 

입력단자(15)의 전위가 VDD에서 GND 로 변하면, B 점에서의 전위는 GND 에서 VDD로 변한다. 이때, 비반전 
신호를 출력시키는 풀-다운 트랜지스터(4) 게이트-소오스 전압은 반전 신호를 출력시키는 풀-업 트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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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8)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B 점에서의 전위는 트랜지스터(8, 4)의 게이트-소오스 전압의 절
대값과 동일하다. 

입력 단자(15)의 전압을 GND 에서 VDD 로 변화시키는 경우의 회로 동작도 동일하다. 이경우에. 비반전 출
력 단자(14)는 GND 전위에 있고, 반전 출력 단자(13)는 VDD 전위에 있다. 

전위 제어 트랜지스터 P-MOS(6)의하여, A 점에서의 전위는 VDD 로 유지된다. 제3도에 도시된 것처럼, 입
력 단자(15)의 전위가 GND에서 VDD로 변하면, A 점에서의 전위는 VDD에서 GND로 변한다. 이때, 비반전 신
호를 출력시키는 풀-업 트랜지스터(5)의 게이트-소오스 전압은 반전 신호를 출력시키는 풀-다운 트랜지스
터(2)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다시말해서, A 점에서의 전위는 트랜지스터(2,5)의 게이트-소오스 전압
의 절대값과 동일하다. 

풀-업 트랜지스터  P-MOS(8)와 직렬로 연걸된 P-구동 트랜지스터 P-MOS(7)(제3 트랜지스터)에서의 전류 
구동 능력은 충분히 높아야만하는데, 예를들면, 풀-업 트랜지스터 P-MOS(8)에서의 그것보다는 두배 이상
이어야한  다.  비슷하게,  N-구동  트랜지스터  N-MOS(1)에서의  전류  구동  능력은  풀-업  트랜지스터 N-
MOS(2)와 비교하여 충분히 높아야만한다. 상기 조건이 만족되면, A 점에서 B 점으로의 전압 천이는 빠르
게 수행될 것이고, 따라서 한편으로는 풀-업 P-MOS(8) 및 풀-다운 N-MOS(4)의 게이트-소오스 전압에서의 
임계값 차이와, 다른 한편으로는 풀-업 P-MOS(5) 풀-다운 N-MOS(2)의 게이트-소오스 전압에서의 임계값 
차이로 인하여 스위칭 시간의 차가 최소화된다. 

또한, 풀-업 P-MOS(8)의 드레인-소오스 전압의 전압 트레이스(trace)를 풀-다운N-MOS(4)의 그것과 일치시
키는 것과, 풀-다운 N-MOS(2)의 드레인-소오스 전압의 전압 트레이스(trace)를 풀-업 P-MOS(5)의 그것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출력 전압 천이 단계동안에, P 구동 트랜지스터 P-MOS (7)과 
N 구동 트랜지스터 N-MOS(1)의 드레인-소오스 전압은, 풀-업 P-MOS(8) 과 풀-다운 N-MOS(2)에서의 드레인
-소오스 전압과 비교하여 충분히 작아야한다. 

더욱 바람직한 위상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일한 용량의 부하 조건으로 상기 비반전 신호 출력 단자(1
4)와 상기 반전 신호 출력 단자(13)를 제공하여, 각 단자에 동일한 입력 용량을 갖는 버퍼 장치를 연결하
는 것이 좋다. 

상술한 것처럼, 본 발명의 위상차 발생 회로는, 출력 신호 타이밍 조절 장치를 갖지 않고서도, 원신호와 
높은 동기성을 갖는 비반전 신호 및 반전 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가변 커패시터 또는 종래의 구동 회
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작은 레이아웃 영역내에서 정확한 위상차 버퍼 회로를 실현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는 예시적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는다. 상기 풀-업 및 풀-다운 트랜지스터의 상기 게이
트-소오스 전압 대 드레인-소오스 전류 특성을 일치시키고, 그 출력 전위를 제어하여 만들 수 있는 원 신
호에 대한 반전 및 비반전 신호의 시간 종속성은, 상기 기본 원리에 벗어남이없이 다른 형태의 회로를 만
들거나, 상기 실시예 회로를 간단히 할 수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상차 회로에 있어서, 입력 신호를 반전시키는 제1 인버터 회로와, 상기 입력 신호를 반전 시키는 제2 
인버터 회로와,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 단자에 연결된 게이트 단자를 갖는 제1 출력 단자와 제1 전원 사
이에 연결된 제1 출력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 단자에 연결된 게이트 단자를 갖는 제1 출
력 단 자와 제2 전원 사이에 연결된 제2 출력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 인버터의 상기 추력 단자의 레벨에 
응답하여 ON 또는 OFF 동작을 수행하기 위항 상기 제1 인버터의 상기 출력 단자와 제2 출력 단자 사이에 
연결된 제1 전달 수단과, 상기 제2 인버터의 상기 출력 단자의 레벨에 응답하여  ON 또는 OFF 동작을 수
행하기 위하여 상기 제2 인버터의 상기 출력 단자와 상기 제2 출력 단자 사이에 연결된 제2 전달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출력 트랜지스터의 전류 구동 능력과 상기 제1 전달 수단의 전류 구동 능력은 일치하
고, 상기 제2 출력 트랜지스터의 전류 구동 능력과 상기 제2 전달 수단의 전류 구동 능력은 일치함을 특
징으로하는 위상차 회로.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출력 트랜지스터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이고, 상기 제2 출력 트랜지스터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위상차 회로.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달 수단은 상기 제1 전원 공급 단자에 연결된 게이트 단자를 갖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이고, 상기 제2 전달 수단은 상기 제2 전원 공급단자에 연결된 게이트 단자를 갖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위상차 회로. 

청구항 4 

위상차 회로에 있어서, 입력 신호를 비반전시키는 한쌍의 제1 트랜지스터 회로 수단과, 상기 입력 신호를 
반전시키는 한쌍의 제2 트랜지스터 회로 수단과, 상기 비반전 출력 신호와 상기 반전 출력 신호의 출력 
타이밍을 제어하기위한 두쌍의 출력 신호 타이밍 제어 수단을 구비하며, 풀-업 트랜지스터 신호와 풀-다
운 트랜지스터 신호 사이에 동기성의 변화 타이밍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보 회로 형태가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위상차 회로.

청구항 5 

윈 디지탈 신호와 동기성을 갖는 각각의 신호인, 반전 디지탈 신호와 비반전 신호를 발생시키기위한 반전 
회로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전 회로 장치는, 상기 원 입력 신호의 상기 비반전 신호 출력를 풀-다운시키

6-3

1019940038058



는 제1 N-MOS 트랜지스터와,상기 원 입력 신호의 상기 반전 신호 출력를 풀-업시키는 제2 P-MOS,트랜지스
터와, 상기 제2의 P-MOS 트랜지스터를 구동하기위한 제3의 P-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의 N-MOS 트랜지
스터의 전위를 제어하기 위한 제4의 N-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며, 상기 제1의 N-MOS 트랜지스터의 소오
스 단자는 접지 전위에 있고, 드레인 단자는 상기 비반전 신호의 출력 단자에 연결되고, 상기 제2의 P-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는 접지 전위에 있고, 드레인 단자는 상기 반전 신호의 츨력 단자에 연결되
고, 상기 제1의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와, 상기 제2의 P-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단자와, 상기 
제3의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단자와 상기 제4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단자는 모두 공통점에 연
결되어서, 푸시-풀 신호는 상보 회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반전 회로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비반전 출력 신호용의 상기 한쌍의 트랜지스터 회로 수단과 반전 출력 신호용의 상기 한
쌍의 트랜지스터 회로 수단의 상기 두 쌍의 출력신호 타이밍 제어 수단을 위한 게이트-소오스 전압 대 드
레인-소오스 전류의 정특성은 소정 비율로 연관되어 있어서, 상기 비잔전 신호와 상기 반전 신호에서의 
높은 동기화를 만들어냄을 특징으로하는 위상차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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