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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드존을 제거하는 지연 구간에서 발생한 클럭 트랜지션을차지 펌프 제어에 반영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 및 그위상/주파수 검출 방법

요약

  데드존을 제거하는 지연 구간에서 발생한 클럭 트랜지션을 차지 펌프 제어에 반영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 및 그 위상/주

파수 검출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입력 클럭 신호들의 변동을 반영시켜 리셋 신호를 발생시키는 부

분과 데드 존을 없애기 위해 차지 펌프의 스위치 턴온 시간을 보장하는 딜레이 회로 부분이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된다. 따

라서, 딜레이 회로 부분에서의 액티브 신호의 지연 구간 동안에도 새로운 입력 클럭 신호들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고, 데드

존을 없애기 위한 차지 펌프의 스위치 턴온 시간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록킹 타임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된 VCO 제어 신

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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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종래의 위상/주파수 검출기와 차지 펌프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2는 도 1의 회로에서 입출력되는 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3은 도 1의 회로에 입력되는 클럭 신호들의 위상차에 대한 차지 펌프 출력 전압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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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상/주파수 검출기와 차지 펌프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5는 도 4의 회로에 대한 개념적 회로도이다.

  도 6은 도 4의 회로에서 입출력되는 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7은 도 4의 회로에 입력되는 클럭 신호들의 위상차와 차지 펌프 출력 전압간의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도 8은 도 1 및 도 4 각각의 회로의 어퀴지션 모드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도 9는 도 4 회로 및 도 1 회로 각각의 록킹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PLL(phase-locked loop)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PLL 회로의 위상/주파수 검출기에 관한 것이다.

  비디오/오디오 신호 처리 분야 또는 통신 분야 등의 많은 시스템 내에는, 동기 신호를 만들어 주는 PLL 회로가 대부분 채

용되어 있다. 즉, PLL 회로는 입력 신호로부터, 그 입력 신호에 동기 된 새로운 출력 동기 신호를 생성한다. 여기서 생성된

출력 동기 신호는, 입력 신호에 동기되어 있으나, 입력 신호와 듀티비(duty ratio)가 다르거나 주파수는 다를 수 있고, 시스

템 내에서 필요로 하는 회로에 공급된다. 특히, PLL 회로의 일부로 사용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입력 신호와 출력 동

기 신호간의 위상이나 주파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변동하는 전압 또는 전류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발

생되는 전압 또는 전류의 제어를 받는 차지 펌프, 루프 필터, 및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의 동작에 의하여 입

력 신호와 위상차가 없는 출력 동기 신호가 생성된다.

  도 1은 종래의 위상/주파수 검출기와 차지 펌프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위상/주파수 검출기(110~140)의 D-플립플롭들(110,120) 각각이 입력 클럭 신호들(CKREF, CKVCO)

의 라이징 에지(rising edge)를 감지해서, UP/DN 신호를 발생시키면, 차지 펌프(150~180)의 스위치들(160,170)은 UP/

DN 신호의 제어를 받아 전류원들(150,180)에서 발생되는 전류에 의하여 출력 전압(VCP)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이

때, UP/DN 신호가 동시에 제2 논리 상태, 즉, '1' 상태가 되면, AND 게이트(130)와 딜레이 회로(140)에 의해 UP/DN 신

호는 τ 시간 지연 후, 제1 논리 상태, 즉, '0' 상태로 된다. 여기서 지연 시간(τ)은 차지 펌프(150~180)의 스위치들

(160,170)이 완전히 턴온(turn on) 되는 시간을 보장하여 데드 존(dead-zone), 즉, 입력 클럭 신호들(CKREF, CKVCO)의

라이징 에지가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좀더 구체적인 동작에 대해

서는 미국 특허, "US6,285,219"에 잘 나타나 있다.

  도 2는 도 1의 회로에서 입출력되는 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CKREF의 라이징 에지에서 액티브 되는 UP 신호 및 CKVCO의 라이징 에지에서 액티브 되는 DN 신호

에 의하여, 두 신호가 공통적으로 액티브 되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지연 시간(τ) 후에는 UP/DN 신호가 모두 리셋된다. 이

때, 도 2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연 시간(τ)의 구간 동안에는 새로운 CKREF의 라이징 에지가 입력되어도 UP/DN 신

호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연 시간(τ)의 구간이 지난 후 그 다음, τ시간 동안에도 발생된다. 즉, 도 2의 B,

및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B에서 새로운 CKREF의 라이징 에지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에, UP 신호는 C에서 트랜지

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플립플롭들(110,120)은 지연 시간(τ)의 구간이 지난 후 그 다음, τ시간까지 실질적으로 리셋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오동작 현상은,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출력 주파수는 수 GHz로 동작하고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수십 MHz로 동작하는 통신 시스템에 적용되는 RF(radio frequency) PLL의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

어, 20MHz로 동작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를 사용하고, 지연 시간(τ)이 5nsec인 경우에, 전체 구간의 20%정도가 오동작

하는 구간이 되고, 더 빠른 주파수로 동작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에서는 오동작 구간이 더욱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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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 1의 회로에 입력되는 클럭 신호들의 위상차에 대한 차지 펌프 출력 전압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 3과 같이, 종래의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지연 시간(τ)을 가지는 딜레이 회로(140)의 사용으로 데드 존(dead-zone) 발생은 없지만, 위상차

가 0인 지점에서의 옵셋(offset)과 위상차가 2π인 지점에서의 게인 역전 현상(D)을 보인다. 이러한 게인 역전 현상(D)을

보이는 영역에서는, 두개의 입력 클럭 신호들의 위상차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출력 값을 만들어 내므로 록킹 타임(locking

time)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입력 클럭 신호들의 변동을 반영시키는 부분과 데드 존을 없애기 위해 차

지 펌프의 스위치 턴온 시간을 보장하는 딜레이 회로 부분을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하여, 상기 딜레이 회로 부분에서의 액

티브 신호의 지연 구간 동안에도 새로운 입력 클럭 신호들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고, 데드 존을 없애기 위한 차지 펌프의

스위치 턴온 시간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록킹 타임(locking time)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된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주파수 검출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입력 클럭 신호들의 변동을 반영시키는 부분과 데드 존을 없애기 위해 차지

펌프의 스위치 턴온 시간을 보장하는 딜레이 회로 부분을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하여, 상기 딜레이 회로 부분에서의 액티브

신호의 지연 구간 동안에도 새로운 입력 클럭 신호들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고, 데드 존을 없애기 위한 차지 펌프의 스위치

턴온 시간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록킹 타임(locking time)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된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위상/주파수 검출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플립플롭부, 리셋부, 지연부, 및 푸시풀 전압

출력부를 구비한다.

  상기 플립플롭부는 제1 플립플롭 및 제2 플립플롭을 구비하고, 상기 플립플롭들 각각은 리셋 신호(RST)가 액티브 될 때

제1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에 입력되는 기준 클럭 신호 및 비교 클럭

신호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클럭들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의 신

호를 출력한다.

  상기 리셋부는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이 모두 상기 제2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는 동안에 상기 리셋

신호(RST)를 액티브시켜 출력한다.

  상기 지연부는 상기 리셋 신호(RST)가 액티브 될 때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반전되고, 상기 리셋 신호(RST)가 액티브 된

시점부터 소정 지연 시간(τ) 지연 후에 다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리셋 정보 신호(RIS)를 출력한

다.

  상기 푸시풀 전압 출력부는 상기 제1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상기 제2 논리 상태 또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의 상기 제

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상기 제2 논리 상태

또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의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풀다운 신호(DN) 각각을 출력

한다.

  상기 푸시풀 전압 출력부에서는,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 또는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이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되어 상기 리셋 신호(RST)가 비활성화 상태로 되어도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운 신호(DN)는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며,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

2 플립플롭 각각에 입력되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비교 클럭 신호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운 신호(DN) 각각은 상기 클럭들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플립플롭부에서는,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이 D-플립플롭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리셋

부는,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NOR 논리 조합한 신호를 상기 리셋 신호

(RST)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지연부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를 출력하는 제1 인버터의 출력이 제2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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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력으로 되고,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제1 인버터의 입력으로 되는 래치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리셋 신호(RST)의 제어를 받는 제1 스위치에 의하여 방전하고,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리셋 신호

(RST)를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지연시킨 신호의 제어를 받는 제2 스위치에 의하여 방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푸시풀 전압 출력부는, 상기 제1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와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를 NAND 논리 조합

하여 상기 푸시업 신호(UP)로 하고,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와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를 NAND 논리

조합하여 상기 풀다운 신호(DN)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위상 검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구

비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위상 검출 방법은, 제1 플립플롭 및 제2 플립플롭을 구비하는 위상/주파수 검

출기에 의하여, 먼저, 상기 플립플롭들에서, 상기 플립플롭들 각각은 리셋 신호(RST)가 액티브 될 때 제1 논리 상태의 신

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에 입력되는 기준 클럭 신호 및 비교 클럭 신호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클럭들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다음에,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이 모두 상기 제2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

하는 동안에 상기 리셋 신호(RST)를 액티브시켜 출력한다. 이어서,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상기 리셋 신호(RST)가

액티브 될 때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반전되고, 상기 리셋 신호(RST)가 액티브 된 시점부터 소정 지연 시간(τ) 지연 후에 다

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리셋 정보 신호(RIS)를 출력한다. 이에 따라,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

는, 상기 제1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상기 제2 논리 상태 또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의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

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상기 제2 논리 상태 또는 상기 리셋 정보 신

호(RIS)의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풀다운 신호(DN) 각각을 출력한다.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운 신호(DN)는,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 또는 상기 제2 플립

플롭 출력이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되어 상기 리셋 신호(RST)가 비활성화 상태로 되어도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동안 상

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며,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에 입력되는 상

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비교 클럭 신호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운 신호(DN) 각각은 상기 클럭들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은, D-플립플롭이고, 상기 리셋 신호(RST)는,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NOR 논리 조합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는, 제

1 인버터의 출력은 제2 인버터의 입력으로 되고,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제1 인버터의 입력으로 되는 래치회로를

구비하는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에 의하여,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리셋 신호(RST)의 제어를 받는 제1 스위치

에 의하여 방전하고,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리셋 신호(RST)를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지연시킨 신호의 제어를

받는 제2 스위치에 의하여 방전할 때,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

운 신호(DN) 각각은, 상기 제1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와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를 NAND 논리 조합한 신호,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와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를 NAND 논리 조합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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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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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상/주파수 검출기와 차지 펌프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5는 도 4의 회로에 대한

개념적 회로도이다. 즉, 도 4는 도 5의 개념적 회로를 실제로 구현할 때의 회로로서, 도 4의 플립플롭들 411, 및 413 각각

은 도 5의 플립플롭들 511, 및 513에 대응되고, 도 4의 인버터들 421, 423, 및 NOR 논리 게이트 425는 도 5의 AND 논리

게이트 525에 대응된다. 또한, 도 4에서 래치 회로를 구성하는 인버터들 431, 및 433 각각은 도 5의 인버터들 531, 및

533에 대응하고, 도 4의 제1 스위치 435, 제2 스위치 437, 및 딜레이 회로 439 각각은 도 5의 제1 스위치 535, 제2 스위

치 537, 및 딜레이 회로 539에 대응된다. 도 4의 NAND 논리 게이트들 441, 및 443 각각은, 도 4에서의 반전 신호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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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도 5의 OR 논리 게이트들 541, 및 543에 대응하고, 도 4의 차지 펌프를 구성하는 451~457은 도 5의 차지 펌프를 구

성하는 551~557에 대응한다. 도 5는 도 4와 동일한 회로이고, 실제 반도체 장치에 구현 시에는 도 4와 같은 회로로 설계

되므로,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플립플롭부(410), 리셋부(420), 지연부(430), 및 푸

시풀 전압 출력부(440)를 구비한다. 이외에도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 4에는 차지 펌프

(450)가 도시되어 있다. 차지 펌프(450)는 상기 푸시풀 전압 출력부(440)에서 출력되는 푸시업 신호(UP) 및 풀다운 신호

(DN) 각각의 제어를 받는 스위치들(453,455)의 온/오프에 의하여 후속 단(루프 필터 등)에 전류를 공급하거나 후속 단(루

프 필터 등)의 전하를 방전시키는 차지 펌프 신호(VCP)를 발생시킨다. 즉, 차지 펌프 신호(VCP)는 제1 전류원(451)으로

부터 후속 단(루프 필터 등)으로 전류를 공급하거나 제2 전류원(457)에 의하여 후속 단(루프 필터 등)에 충전된 전하를 방

전시킬 때의 신호이다.

  상기 플립플롭부(410)는 제1 플립플롭(411) 및 제2 플립플롭(413)을 구비하고, 상기 플립플롭들(411,413) 각각은 리셋

신호(RST)가 액티브 될 때 제1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1 플립플롭(411) 및 상기 제2 플립플롭(413) 각각에

입력되는 기준 클럭 신호(CKREF) 및 비교 클럭 신호(CKVCO)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클럭들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플립플롭부(410)에서는, 도 4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상기 제1 플립플롭(411) 및 상기 제2 플립플롭(413) 각각은 D-플립플롭이다.

  상기 리셋부(420)는 상기 제1 플립플롭(411) 및 상기 제2 플립플롭(413)이 모두 상기 제2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는

동안에 상기 리셋 신호(RST)를 제2 논리 상태로 액티브시켜 출력한다. 상기 리셋부(420)는, 상기 제1 플립플롭(411) 및

상기 제2 플립플롭(413) 각각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키는 인버터들(421,423)의 출력(QB1,QB2)을 NOR 논리 게이트(425)

에 의하여 NOR 논리 조합한 신호를 상기 리셋 신호(RST)로 한다.

  상기 지연부(430)는 상기 리셋 신호(RST)가 액티브 될 때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반전되고, 상기 리셋 신호(RST)가 액티

브 된 시점부터 소정 지연 시간(τ) 지연 후에 다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리셋 정보 신호(RIS)를

출력한다. 상기 지연부(430)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를 출력하는 제1 인버터(431)의 출력이 제2 인버터(433)의 입력

으로 되고, 상기 제2 인버터(433)의 출력은 상기 제1 인버터(431)의 입력으로 되는 래치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인버

터(431)의 출력은 상기 리셋 신호(RST)의 제어를 받는 제1 스위치(435)에 의하여 방전하고, 상기 제2 인버터(433)의 출

력은 소정 딜레이 회로(439)에 의하여 상기 리셋 신호(RST)를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지연시킨 신호의 제어를 받는 제2

스위치(437)에 의하여 방전한다.

  상기 푸시풀 전압 출력부(440)는 상기 제1 플립플롭(411) 출력 신호의 상기 제2 논리 상태 또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

(RIS)의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제2 플립플롭(413) 출력 신호

의 상기 제2 논리 상태 또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의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풀다운

신호(DN) 각각을 출력한다. 상기 푸시풀 전압 출력부(440)는, 상기 제1 플립플롭(411)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QB1)와 상

기 리셋 정보 신호(RIS)를 NAND 논리 게이트(441)에 의하여 NAND 논리 조합하여 상기 푸시업 신호(UP)로 하고, 상기

제2 플립플롭(413)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QB2)와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를 다른 NAND 논리 게이트(443)에 의하여

NAND 논리 조합하여 상기 풀다운 신호(DN)로 한다.

  즉, 도 4와 같은 새로운 구조의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QB1 신호, 및 QB2 신호가 동시에 제1 논리 상태일 때 곧바로 리셋

신호(RST)를 발생시키는 부분과 리셋 신호(RST)가 발생하고 난 뒤 데드 존(dead-zone)을 제거하기 위해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을 주는 부분이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상기 푸시풀 전압 출력부(440)에서는,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411) 또는 상기 제2 플립플롭(413) 출력이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되어 상기 리셋 신호(RST)가

비활성화 상태로 되어도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운 신호(DN)는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

태를 유지하며,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411) 및 상기 제2 플립플롭(413) 각각에 입력되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CKREF) 및 상기 비교 클럭 신호(CKVCO)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운 신호(DN) 각각은 상기 클럭들(CKREF, CKVCO)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

리 상태를 유지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동작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6은 도 4의 회로에서 입출력되는 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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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기준 클럭 신호(CKREF) 및 상기 비교 클럭 신호(CKVCO) 각각이 제1 논리 상태에서 제2 논리 상

태로 되는 라이징 에지에서 QB1 및 QB2는 제1 논리 상태로 되고, 이에 따라 푸시업 신호(UP) 및 풀다운 신호(DN) 각각

은 제2 논리 상태로 된다. 여기서, QB1 및 QB2 모두가 제1 논리 상태로 되는 때에는 리셋부(420)에서 리셋 신호(RST)를

제2 논리 상태로 액티브 시킨다. 그러나, 리셋 신호(RST)가 제2 논리 상태로 액티브 된다하더라도, 상기 지연부(430)에서

상기 리셋 정보 신호(RIS)를 제2 논리 상태로 만들기 전까지, 즉,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동안은 푸시업 신호(UP) 및 풀다

운 신호(DN)는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내에, 이미 리셋 상태로 된 D-플립플롭들(411,413)은 새로운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

태가 되어, D-플립플롭들(411,413)에 입력된 정보는 그대로 D-플립플롭들(411,413)의 출력에 반영된다. 즉,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411) 및 상기 제2 플립플롭(413) 각각에 입력되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CKREF) 및

상기 비교 클럭 신호(CKVCO)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운 신호(DN) 각각은 상기 클럭들(CKREF, CKVCO)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후에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운 신호(DN) 각각은 다시 D-플립플롭들(411,413)의 출

력을 받아들이므로, 만약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동안 상기 기준 클럭 신호(CKREF) 및 상기 비교 클럭 신호(CKVCO) 각

각이 새로이 라이징 에지로 변할 때(도 6의 E 또는 F), D-플립플롭들(411,413)의 출력 값은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가,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후에 최종 출력, 즉,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운 신호(DN)에 반영시킨다. 이렇게 함

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도 7은 도 4의 회로에 입력되는 클럭 신호들의 위상차와 차지 펌프 출력 전압간의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위상차가 2π 정도인 부근에서 게인 역전현상이 발생

하지 않아 록킹 타임(locking time)이 빠르다. 종래의 위상/주파수 검출기에서는 도 3과 같이 위상차가 2π 정도인 부근에

서 게인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오동작을 야기하고 록킹 타임(locking time)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도 7에서, 평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은, 차지 펌프 신호(VCP)가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동안에 입력되는 두 클럭신호들(CKREF, CKVCO)

의 위상차와 무관하게 일정한 신호로 출력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소정 지연 시간(τ) 구간 동안에 두 클럭신호들

(CKREF, CKVCO) 중 어느 하나가 제1 논리 상태에서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되는 라이징 에지를 가질 때에도, UP, DN 신

호 중 어느 하나는 다시 제1 논리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다음 단의 차지 펌프(450)가 계속 전류를 공급하는 상태에 있으므

로(UP 신호가 액티브된 경우), 차지 펌프(450)의 턴온(turn on)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큰 값의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제어 전압을 가진다.

  도 8은 도 1 및 도 4 각각의 회로의 어퀴지션 모드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차지 펌프(450) 출력단에는 차지의

증감만을 확인하기 위해 저역 통과 필터(LPF : Low Pass Filter) 대신 커패시터(capacitor)만 달고 실험하였다.

  도 8을 참조하면, 위의 곡선이 도 4의 회로의 어퀴지션 모드(acquisition mode) 특성을 나타내고, 아래 곡선이 도 1과 같

은 종래의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어퀴지션 모드(acquisition mode) 특성을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차지 펌프(450) 출력 노

드의 전압 값을 나타내는 도 8에서, 도 4의 회로의 어퀴지션 모드(acquisition mode) 특성을 나타내는 위 곡선에서는, 아

래 곡선에 비하여 훨씬 빨리 상승하고 중간에 출력 값이 작아지는 오동작 구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래의 위상/주파

수 검출기의 어퀴지션 모드(acquisition mode) 특성을 나타내는 아래 곡선에서는 출력 값이 역전되는 오동작 구간이 나타

난다.

  도 9는 도 4 회로 및 도 1 회로 각각의 록킹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이때 차지 펌프(450) 출력단에는 저역 통

과 필터(LPF)를 달고 실험하였다.

  도 9를 참조하면, 위의 곡선이 도 4의 회로의 록킹 특성을 나타내고, 아래 곡선이 도 1과 같은 종래의 위상/주파수 검출기

의 록킹 특성을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차지 펌프(450) 출력 노드의 록킹 특성을 나타내는 도 9에서, 도 4의 회로의 록킹

특성을 나타내는 위 곡선에서는, 아래 곡선에 비하여 록킹 시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래의 위상/주파수 검출기

의 록킹 특성을 나타내는 아래 곡선에서는 록킹 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리셋 신호(RST)를 발생시키는 부분과 리셋 신호

(RST)가 발생하고 난 뒤 데드 존(dead-zone)을 제거하기 위해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을 주는 부분이 독립적으로 나뉘어

져 있다. 따라서,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상기 리셋부(420)와 상기 지연부(430)를 구비하여, 결

국 상기 푸시풀 전압 출력부(440)에서는,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411) 또는 상기 제2 플립플롭

(413) 출력이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되어 상기 리셋 신호(RST)가 비활성화 상태로 되어도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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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다운 신호(DN)는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며, 상기 소정 지연 시간(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411) 및 상기 제2 플립플롭(413) 각각에 입력되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CKREF) 및 상기 비교 클럭 신호

(CKVCO)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푸시업 신호(UP) 및 상기 풀다운 신호

(DN) 각각은 상기 클럭들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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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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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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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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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위상/주파수 검출기는, 입력 클럭 신호들의 변동을 반영시켜 리셋 신호(RST)를 발생시

키는 부분과 데드 존을 없애기 위해 차지 펌프의 스위치 턴온 시간을 보장하는 딜레이 회로 부분이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

된다. 따라서, 딜레이 회로 부분에서의 액티브 신호의 지연 구간 동안에도 새로운 입력 클럭 신호들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

고, 데드 존을 없애기 위한 차지 펌프의 스위치 턴온 시간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록킹 타임(locking time)을 최소화함으로

써, 안정된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제어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플립플롭 및 제2 플립플롭을 구비하고, 상기 플립플롭들 각각은 리셋 신호가 액티브 될 때 제1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에 입력되는 기준 클럭 신호 및 비교 클럭 신호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클럭들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는 플립플롭

부;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이 모두 상기 제2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는 동안에 상기 리셋 신호를 액티브

시켜 출력하는 리셋부;

  상기 리셋 신호가 액티브 될 때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반전되고, 상기 리셋 신호가 액티브 된 시점부터 소정 지연 시간 지

연 후에 다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리셋 정보 신호를 출력하는 지연부; 및

  상기 제1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상기 제2 논리 상태 또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의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푸시업 신호,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상기 제2 논리 상태 또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의 상기 제

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풀다운 신호 각각을 출력하는 푸시풀 전압 출력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푸시풀 전압 출력부에서,

  상기 소정 지연 시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 또는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이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되어 상기 리셋 신호

가 비활성화 상태로 되어도 상기 푸시업 신호 및 상기 풀다운 신호는 상기 소정 지연 시간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

하며, 상기 소정 지연 시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에 입력되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비교 클럭 신호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푸시업 신호 및 상기 풀다운 신호 각

각은 상기 클럭들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

청구항 3.

등록특허 10-0510523

- 7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플롭부에서,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은 D-플립플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부는,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NOR 논리 조합한 신호를 상기 리셋 신호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부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를 출력하는 제1 인버터의 출력이 제2 인버터의 입력으로 되고,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제1

인버터의 입력으로 되는 래치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리셋 신호의 제어를 받는 제1 스위치에 의

하여 방전하고,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리셋 신호를 상기 소정 지연 시간 지연시킨 신호의 제어를 받는 제2 스위치

에 의하여 방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푸시풀 전압 출력부는,

  상기 제1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와 상기 리셋 정보 신호를 NAND 논리 조합하여 상기 푸시업 신호로 하고,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와 상기 리셋 정보 신호를 NAND 논리 조합하여 상기 풀다운 신호로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

청구항 7.

  제1 플립플롭 및 제2 플립플롭을 구비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에 의하여, 상기 플립플롭들에서, 상기 플립플롭들 각각은

리셋 신호가 액티브 될 때 제1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에 입력되는 기

준 클럭 신호 및 비교 클럭 신호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클럭들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에 의하여,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이 모두 상기 제2 논리 상태의 신호를 출력

하는 동안에 상기 리셋 신호를 액티브시켜 출력하는 단계;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에 의하여, 상기 리셋 신호가 액티브 될 때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반전되고, 상기 리셋 신호가 액

티브 된 시점부터 소정 지연 시간 지연 후에 다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반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리셋 정보 신호를 출력하

는 단계; 및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에 의하여, 상기 제1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상기 제2 논리 상태 또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의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푸시업 신호,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상기 제2 논리 상태 또

는 상기 리셋 정보 신호의 상기 제1 논리 상태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풀다운 신호 각각을 출력하는 단계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위상 주파수 검출 방법.

등록특허 10-0510523

- 8 -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푸시업 신호 및 상기 풀다운 신호는,

  상기 소정 지연 시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 또는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이 상기 제1 논리 상태로 되어 상기 리셋 신호

가 비활성화 상태로 되어도 상기 소정 지연 시간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며, 상기 소정 지연 시간 내에,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에 입력되는 상기 기준 클럭 신호 및 상기 비교 클럭 신호 각각이 상기 제1 논리 상태

에서 상기 제2 논리 상태로 전환될 때, 상기 푸시업 신호 및 상기 풀다운 신호 각각은 상기 클럭들 각각의 주기 동안 상기

제2 논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위상 주파수 검출 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은,

  D-플립플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위상 주파수 검출 방법.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 신호는,

  상기 제1 플립플롭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각각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NOR 논리 조합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상/주파수 검출기의 위상 주파수 검출 방법.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 정보 신호는,

  제1 인버터의 출력은 제2 인버터의 입력으로 되고,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제1 인버터의 입력으로 되는 래치회

로를 구비하는 상기 위상/주파수 검출기에 의하여,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리셋 신호의 제어를 받는 제1 스위치에

의하여 방전하고,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은 상기 리셋 신호를 상기 소정 지연 시간 지연시킨 신호의 제어를 받는 제2 스위

치에 의하여 방전할 때, 상기 제1 인버터의 출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위상 주파수 검출 방법.

청구항 12.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푸시업 신호 및 상기 풀다운 신호 각각은,

  상기 제1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와 상기 리셋 정보 신호를 NAND 논리 조합한 신호, 및 상기 제2 플립플롭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와 상기 리셋 정보 신호를 NAND 논리 조합한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주파수 검출기의 위상 주

파수 검출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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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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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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