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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ＰＶＴ에 영향을 받지않는 주파수 변조 비율을 갖는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57) 요약

본 발명은 회로상에서 변조 비율을 측정하고 이를 보정해 PVT에 무관한 일정 변조 비율을 얻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에 관한 것이다. 변조 비율 측정은 정해진 구간 동안 스프레드 스펙트럼된 클록의 개수와 미리 정해진 값과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PVT 조절은 변조 전하 펌프의 크기 조절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Spread Spectrum Clock Generator; SSCG)에 있어서,

입력 신호를 분주하여 소정의 값으로 분주시킨 기준 주파수 신호를 출력하는 프리 디바이더(pre-divider);

상기 기준 주파수 신호 및 소정의 피드백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준 주파수 신호 및 상기 피드백 신호 사이의 위상 및 주

파수 차이에 대응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 및 주파수 검출부(PFD);

상기 위상 및 주파수 검출부에서 출력된 신호에 응답하여 전하 펌핑 처리한 후 필터링 하여 소정의 제 1 제어 전압을 출력

하는 전하 펌프 및 필터부;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소정 기간의 평균 주파수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평균

주파수와 소정의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응하도록 전하 펌프를 제어하여 소정의 변조 전압을 출력하는 변조

제어부;

상기 제1 제어 전압 및 상기 변조 전압을 합산하여 제2 제어 전압을 출력하는 합산부;

상기 합산부에서 출력된 제2 제어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제어 전압에 대응되는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출력하는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VCO); 및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를 분주하여 소정의 값으로 분주시킨 피드백 신

호를 출력하는 메인 디바이더를 포함하며,

상기 변조 제어부에 입력되는 상기 비교 주파수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의 출력 신호가 목표로 하는 변조 비율에 대

한 기준이 되는 주파수인 상부 비교 주파수와 하부 비교 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712501

- 2 -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로부터 최대 주파수, 최소

주파수 및 중간 주파수를 구하고, 상기 최소 주파수에서 상기 중간 주파수 사이의 제1 평균 주파수를 상기 하부 비교 주파

수와 비교하며, 상기 최대 주파수에서 상기 중간 주파수 사이의 제2 평균 주파수를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와 비교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와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라

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를 비교하여 상기 제1 평균 주파수와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라

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를 비교하여 상기 제2 평균 주파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

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변조 제어부는 상기 카운트한 에지 수의 비교 결과에 대응하여 전하를 펌핑하여 상기 변조 전압을 생성하는 변조 전하 펌

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많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

의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많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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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

의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과 상기 동일시간 동안에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을 비교하여 상기 제1 평균 주파수와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과 상기 동일시간 동안에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을 비교하여 상기 제2 평균 주파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

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변조 제어부는 총 위상 변화량의 비교 결과에 대응하여 전하를 펌핑하여 상기 변조 전압을 생성하는 변조 전하 펌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

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다 큰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

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

성기.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

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다 큰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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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

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

성기.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합산부는 커패시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청구항 12.

입력 신호를 분주하여 소정의 값으로 분주시킨 기준 주파수 신호를 출력하는 프리 디바이더(pre-divider);

상기 기준 주파수 신호 및 소정의 피드백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준 주파수 신호 및 상기 피드백 신호 사이의 위상 및 주

파수 차이에 대응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 및 주파수 검출부(PFD);

상기 위상 및 주파수 검출부에서 출력된 신호에 응답하여 전하 펌핑 처리한 후 필터링 하여 소정의 제 1 제어 전압을 출력

하는 전하 펌프 및 필터부;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소정 기간의 총 위상 변화량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총 위상 변화량과 소정의 비교 주파수의 총 위상 변화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응하도록 전하 펌프를 제어하여 소정의

변조 전압을 출력하는 변조 제어부;

상기 제1 제어 전압 및 상기 변조 전압을 합산하여 제2 제어 전압을 출력하는 합산부;

상기 합산부에서 출력된 제2 제어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제어 전압에 대응되는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출력하는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VCO); 및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를 분주하여 소정의 값으로 분주시킨 피드백 신

호를 출력하는 메인 디바이더를 포함하며,

상기 변조 제어부에 입력되는 상기 비교 주파수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의 출력 신호가 목표로 하는 변조 비율에 대

한 기준이 되는 주파수인 상부 비교 주파수와 하부 비교 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Phase Locked

Loop).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변조 제어부는 총 위상 변화량의 비교 결과에 대응하도록 전하 펌프의 전류를 제어하여 상기 변조 전압을 생성하는 변조

전하 펌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712501

- 5 -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과 상기 동일시간 동안에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을 비교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과 상기 동일시간 동안에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

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다 큰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

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

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다 큰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

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와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라

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를 비교하여 상기 위상의 총 변화량을 비교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라

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를 비교하여 상기 위상의 총 변화량을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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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합산부는 커패시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PLL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PVT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파수 변조 비율을 갖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Spread Spectrum Clock Generator)에 관한 것이다.

Phase Locked Loop(이하 PLL)은 디지털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

털 시스템이 고속화되고 고집적회 되며 PLL 역시 고속화되고 있는데, 시스템 및 PLL의 고속화는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EMI는 고주파수 신호의 에너지의 크기가 소정의 기준 값을 넘어서면 나타나며, 주

변의 전자 회로에 영향을 끼쳐 오동작을 야기한다. 특히 반도체 장치는 EMI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도체 집적회로에서의

EMI의 발생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EMI를 줄이는 방법으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Spread Spectrum Clock Generator)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EMI를 줄이기 위해, 특정 주파수에서 큰 에너지 즉 전력을 갖는 기준 신호의 주파수를, 소정의 대역폭을 가지며 상기

대역폭 내의 주파수에서 에너지가 상기 기준 신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주파수 신호로 변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준 신호의 주파수가 1MHz인 경우, 소정 반복 사이클 동안 0.99MHz 및 1.01MHz 사이의 신호로 변화하도록 변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PLL의 클록 주파수를 기준 주파수가 하나의 주파수로 고정되지 않고, 소정 주파수 사이에서 변화하도록 변조되

면, 특정 주파수에서의 에너지가 분산되어 이웃하는 전자 회로에 EMI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호가 된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SSCGL)는 PLL의 클록 주파수를 조금씩 변조시킴으로써 전력의 이득을 줄여 EMI를 줄이

는 클록 생성기를 의미한다.

도 1(a) 내지 (f)는 상술한 예를 설명한 일반적인 PLL 출력 신호와 SSCG를 이용한 출력 신호의 기준 주파수 변화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도 1(a)는 SSCG를 이용하지 않아 일정한 주파수를 갖는 클록을 나타낸다. 도 1(b)는 기준 주파수(도 1의 예에서 1MHz)에

서 EMI를 발생하는 소정 에너지(P0)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도시된다. 도 1(c)는 시간에 따른 PLL 출력

신호의 주파수 변화를 나타내며, 시간에 따라 변동없는 일정한 기준 주파수를 갖는 것이 도시된다.

도 1(d)는 SSCG를 이용하여 변동하는 주파수를 갖는 클록을 나타낸다. 도 1(e)는 주파수가 기준 주파수 부근에서 분산되

어 소정 에너지(P0)이하로 확산된(spread)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도 1(f)는 시간에 따라 출력 신호의 주파수가 변

동하는 예를 나타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MHz를 기준으로 1.01MHz와 0.99MHz 사이를 변동하도록 주파수가

변조된다.

하지만, 직접 변조(Direct Modulation) 방식을 이용하여 SSCG을 구현하는 경우, 클록의 변조 비율(modulation rate)은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이하 VCO) 제어 노드에 직접 인가되는 변조 전하 펌프의 크기와 VCO의 게인에 의존하게 된다. 이

전하 펌프의 크기와 VCO의 게인은 모두 PVT(Process, Voltage, Temperature)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SSCG의 변조

비율도 PVT에 의존하게 된다. 너무 작인 변조 비율은 충분한 스프레드 스펙트럼 효과를 얻을 수 없고 반대로 너무 큰 변조

비율은 시스템의 동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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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변조(Direct modulation)을 이용해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을 만드는 경우 종래에는 PVT 변화에 따라 변화한 변조

비율을 보정하기 위해 수동(manual)으로 전하 펌프의 양을 조절하거나, 듀얼 루프(dual-loop)를 이용하여 VCO 제어 노드

의 전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용해 변조 비율을 조절하였다.

도 2는 종래의 듀얼 루프를 이용하여 변조 비율을 조절하는 SSCG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듀얼 루프를 이용하여 VCO 제어 노드의 전압을 센싱하는 경우 비교기(comparator; CMP)의 입

력 감도(input sensitivity) 때문에 V_MOD 전압이 충분히 커야 한다. 따라서, 이 전압은 합산부에서 더해지기 전에 스케일

링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변조 비율은 수 % 대이고 마스터 루프에서 발생한 VCO 제어 전압은 수 볼트(Volt) 단

위이므로, 정확한 변조 비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압 스케일러의 정밀도가 수 mV 단위로 정밀하게 동작해야만 한다. 또

한, 두 개의 루프 모두 필터가 필요하므로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면적이 소모되며 웨이브폼 생성기(waveform

generator)는 필터로 걸러진 전압(V_MVLL)을 입력으로 받아들이므로 전압(V_MVLL)의 전압 리플은 웨이브폼 생성기

를 통해 V_MOD 전압 리플로 나타나고 이는 랜덤 변조로 작용해 전체 스펙트럼 스프레딩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PVT 변화에 따른 변조 비율의 변화 없이 일정한 변조 비율을 갖는 SSCG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별로의 스케일러 없이 정밀한 변조 비율 유지할 수 있는 SSCG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PLL 루프 내에 필요로 하는 필터의 수를 줄여 필터 구현으로 인한 면적 소

모를 줄인 SSCG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Spread

Spectrum Clock Generator; SSCG)는, 입력 신호를 분주하여 소정의 값으로 분주시킨 기준 주파수 신호를 출력하는 프리

디바이더(pre-divider), 상기 기준 주파수 신호 및 소정의 피드백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준 주파수 신호 및 상기 피드백

신호 사이의 위상 및 주파수 차이에 대응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위상 및 주파수 검출부(PFD), 상기 위상 및 주파수 검출

부에서 출력된 신호에 응답하여 전하 펌핑 처리한 후 필터링 하여 소정의 제 1 제어 전압을 출력하는 전하 펌프 및 필터부,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소정 기간의 평균 주파수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평균

주파수와 소정의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응하도록 전하 펌프를 제어하여 소정의 변조 전압을 출력하는 변조

제어부, 상기 제1 제어 전압 및 상기 변조 전압을 합산하여 제2 제어 전압을 출력하는 합산부, 상기 합산부에서 출력된 제2

제어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제2 제어 전압에 대응되는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출력하는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VCO), 및 상

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를 분주하여 소정의 값으로 분주시킨 피드백 신호

를 출력하는 메인 디바이더를 포함하며, 상기 변조 제어부에 입력되는 상기 비교 주파수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의

출력 신호가 목표로 하는 변조 비율에 대한 기준이 되는 주파수인 상부 비교 주파수와 하부 비교 주파수를 포함한다.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로부터 최대 주파수, 최소

주파수 및 중간 주파수를 구하고, 상기 최소 주파수에서 상기 중간 주파수 사이의 제1 평균 주파수를 상기 하부 비교 주파

수와 비교하며, 상기 최대 주파수에서 상기 중간 주파수 사이의 제2 평균 주파수를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와 비교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

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와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를 비교하여 상기 제1 평균 주파수와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

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를 비교하여 상기 제2 평균 주파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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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변조 제어부는 상기 카운트한 에지 수의 비교 결과에 대응하여 전하를 펌핑하여 상기 변조 전압을 생성하는

변조 전하 펌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

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많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

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

징 에지의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

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많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

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

징 에지의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

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과 상

기 동일시간 동안에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을 비교하여 상기 제1 평균 주파수와 상기 하

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

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과 상기 동일시간 동안에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을 비교하여 상기 제2 평균 주파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비

교한다.

바람직하게는, 변조 제어부는 총 위상 변화량의 비교 결과에 대응하여 전하를 펌핑하여 상기 변조 전압을 생성하는 변조

전하 펌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

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

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다 큰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

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변조 제어부는,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

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

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다 큰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

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

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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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스프레딩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SSCG)는 PVT 변화에 따른 변조 비유의 변화를 특정 구간 동안 클

록 라이징 에지의 개수를 미리 정해진 소정의 비교 값과 디지털로 비교하여 계산하고, 그 비교 결과에 따라 변조 전하 펌프

의 전류를 조절하여 일정한 변조 비율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SSCG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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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SSCG(30)는 프리 디바이더(31), 위상 및 주파수 검출부(32), 전하 펌프 및 필터부(33),

합산부(34),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35), 메인 디바이더(36), 변조 제어부(37), 및 변조 전하 펌프(38)를 포함한다.

프리 디바이더(31)는 입력 신호(RefClk)를 분주하여 소정의 값으로 분주시킨 기준 주파수 신호를 출력한다. 위상 및 주파

수 검출부(32)는 프리 디바이더(31)에서 출력된 기준 주파수 신호 및 메인 디바이더(36)에서 출력된 피드백 신호를 수신하

고, 기준 주파수 신호 및 피드백 신호 사이의 위상 및 주파수 차이에 대응되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전하 펌프 및 필터부(33)는 위상 및 주파수 검출부(32)에서 출력된 신호에 응답하여 전하 펌핑 처리한 후 필터링 처리하여

소정의 공칭 제어 전압(Nominal Control Voltage; 여기에서는 제1 제어 전압으로 지칭될 수 있다)을 출력한다. 합산부

(34)는 전하 펌프 및 필터부(33)에서 출력된 공칭 제어 전압(제1 제어 전압)과 변조 전하 펌프(38)에서 출력된 변조 전압을

합산하여 합산 제어 전압(Total Control Voltage; 여기서는 제2 제어 전압으로 지칭될 수 있다)을 출력한다.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Voltage Controled Oscillator; VCO)(35)는 상기 합산부(34)에서 출력된 제2 제어 전압에 응답하

여 상기 제2 제어 전압에 대응되는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출력한다. 메인 디바이더(36)는 VCO(35)에서 출력된 신호를 분

주하여 소정의 값으로 분주시킨 피드백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변조 제어부(37)는 VCO(35)에서 출력된 출력 신호의 소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파수를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평균 주파수

와 소정의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응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변조 전하 펌프(38)는 변조 제

어부(37)에서 출력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전류를 펌핑하여 변조 전압을 출력한다.

한편 변조 제어부(37)는 목표로 하는 기준 주파수의 변조 비율에 대한 기준이 되는 주파수를 설정한 비교 주파수를 입력받

는다. 상기 비교 주파수는 기준 주파수의 높은 변조 주파수의 평균 주파수의 기준이 되는 상부 비교 주파수와 상기 기준 주

파수의 낮은 변조 주파수의 평균 주파수의 기준이 되는 하부 비교 주파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변조 제어부(37)는 VCO(35)에서 출력된 신호로부터 최대 주파수, 최소 주파수 및 중간 주파수를 구하고, 최소 주

파수에서 중간 주파수 사이의 제1 평균 주파수와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고, 최대 주파수에서 중간 주파수 사이의

제2 평균 주파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하여 대응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도 4는 시간에 따른 출력 신호의 주파수 변동과 비교 주파수의 관계를 나타낸 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VCO의 출력 신호는 중간 주파수를 기준으로 소정의 변조 비율에 따라 최대 주파수 및 최소 주파수 사이

를 변동하는 주파수를 갖는다. 이때 중간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는 기준 주파수가 되며, 최대 주파수 및 최소 주파

수는 상기 중간 주파수의 수% 대 내의 최대 폭으로 변조된 주파수이다.

상부 비교 주파수 및 하부 비교 주파수는 목표로한 변조 비율에 대한 기준으로서 각각 상부 카운트 영역과 하부 카운트 영

역에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의 변조 비율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 상부 카운트 영역은 VCO에서 출력된 스

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중간 주파수에서 최대 주파수까지 변조하는 기간이며, 하부 카운트 영역은 스프레드 스펙트

럼 클록 신호가 중간 주파수에서 최소 주파수까지 변조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비교 주파수를 하나의 중간 주파수가 아닌 상부 비교 주파수와 하부 비교 주파수 2개로 분리하는 이유는, VCO 출

력 신호의 변조 비율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주파수와 최대 주파수 사이의 평균 주파수로는 최대 주파수 및 최소 주

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고 중간 주파수만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주파수보다 큰 상부 카운트 영역과 중간 주파

수보다 작은 하부 카운트 영역의 평균 주파수들을 비교해야 만이 최대 주파수 및 최소 주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최종 변조 비율이 설정되면 상부 카운트 영역에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의 제1 평균 주파수는 상부 비교 주파수와 같

아지고, 하부 카운트 영역에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의 제2 평균 주파수는 하부 비교 주파수와 같아져야 한다.

변조 제어부(37)에서의 변조 방법이 삼각(triangular) 변조 방법이기 때문에, 변조의 주기는 정확히 제어 가능하다. 따라

서, 가장 큰 주파수 편차는 특정 시간(상부 카운트 영역 또는 하부 카운트 영역) 동안의 위상 변화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는

밑변을 아는 상태에서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 면적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밑면이 서로 동일하다면 면적의

비교만으로 높이의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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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서 명암으로 표시된 면적이 위상의 총 변화량이며, 이는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한다. 또한, 이것은 해당 시간 동안 클

록의 라이징 에지의 개수로 측정 가능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종 변조 비율이 설정되면 상부 비교 주파수와 하부 비교 주파수가 형성하는 면적은 스프레드 스펙트

럼 클록 신호가 형성하는 삼각형과 동일한 면적(즉, 총 위상 변화량)을 가지게 되고, 이때, 상부 카운트 영역에서의 스프레

드 스펙트럼 클록의 제1 평균 주파수는 상부 비교 주파수와 같아지고, 하부 카운트 영역에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의

제2 평균 주파수는 하부 비교 주파수와 같아진다.

즉, 변조 제어부(37)는 이러한 제어를 위해,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과 동일시간 동안에 상

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을 비교하여 상기 제1 평균 주파수와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

하고,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과 상기 동일시간 동안에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

는 신호의 위상의 총 변화량을 비교하여 상기 제2 평균 주파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한다. 그리고, 변조 제어부

(37)는 그 비교 결과에 대응되는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

그러면, 변조 전하 펌프(38)는 변조 제어부(37)에서 출력된 제어 신호에 대응하여 전하를 펌핑하여 상기 변조 전압을 생성

한다.

예를 들어, 변조 전하 펌프(38)는,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

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

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다 큰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측정

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한다.

또한, 변조 전하 펌프(38)는,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

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

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다 큰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고, 상기 전압 제어 오실

레이터에서 출력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측정된 위

상의 총 변화량이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측정된 위상의 총 변화량보다 작은 경우, 상기

변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한다.

한편, 위상의 총 변화량은 클록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하여 디지털 형태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록의 라이징 에

지 카운트 수가 30번이라면 위상의 총 변화량은 대략 30×360°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클록의 라이징 에지의 카운트

를 통해, 주파수의 평균을 산출할 수도 있다.

즉,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변조 제어부(37)는,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

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와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를 비교하여 상기 제1 평균 주파수와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

를 비교하고,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라이징

에지를 카운트한 개수를 비교하여 상기 제2 평균 주파수와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비교한다.

그러면, 변조 전하 펌프(38)는 카운트한 에지 수의 비교 결과에 대응하도록 전하를 펌핑하여 변조 전압을 출력한다.

예를 들어, 변조 전하 펌프(38)는,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

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

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많은 경우, 변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고, 전압 제어 오실

레이터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

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작은 경우, 변

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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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조 전하 펌프(38)는,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

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

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많은 경우, 변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고,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

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

지의 개수가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작은 경우, 변조 전

하 펌프(38)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한다.

한편, 변조 전하 펌프(38)에서 출력된 변조 전압은 전하 펌프 및 필터부(33)에서 출력된 제1 제어 전압과 합산부(34)에서

합산된다. 합산부(34)는 커패시터로 구성될 수 있고, 제1 제어 전압과 변조 전압을 합산하여 제1 전압을 기준으로 변조 전

압에 대응하는 만큼 변조하는 제3 제어 전압을 출력한다.

VCO(35)는 제3 제어 전압에 응답하여 기준 주파수 즉 도 4의 중간 주파수를 기준으로 변조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호를 생성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는 비교 주파수와 피드백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의 주파수를 디지털

로 비교할 수 있어, PVT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PLL 내에 별도의 스케일러나 부가적인 필터부가 필요 없게 되어 정밀

한 변조 비율을 유지할 수 있고, 회로의 면적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SSCG의 주파수 변조 비율을 조절하는 예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5(a)는 VCO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SSC)의 최대 주파수가 목표로 하는 최대 주파수보다 작아 출력된 클

록 신호가 원하는 만큼 확산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 예이다. 이 경우 클록 신호의 에너지가 소정 범위를 넘어 주변 회로에

EMI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 5(a)와 같이 실제 최대 SSC 주파수가 목표 최대 주파수보다 작은 경우, 상부 비교 주파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SSC) 신호가 중간 주파수에서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의 평균 주파수인 제2 평균 주파수보다 크다. 그 결과 동일 시간

동안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클록 개수는 제2 평균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클록 개수보다 많다. 따라서, 변조 제어

부(37)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SSC)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는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작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변조 제어부(37)는, 상기 변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여 SSC의 최대 주파수를 목표 최

대 주파수로 근접시킨다.

도 5(b)는 VCO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SSC)의 최대 주파수가 목표로 하는 최대 주파수보다 커서 출력된 클

록 신호의 주파수 변조 편차가 큰 경우를 나타낸 예이다. 이 경우 클록 신호의 주파수 변조 폭이 커서 전자 회로의 오동작

을 야기할 수 있다.

도 5(b)와 같이 실제 최대 SSC 주파수가 목표 최대 주파수보다 큰 경우, 상부 비교 주파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SSC) 신호가 중간 주파수에서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의 평균 주파수인 제2 평균 주파수보다 작다. 그 결과 동일 시간

동안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클록 개수는 제2 평균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클록 개수보다 적다. 따라서, 변조 제어

부(37)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SSC)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대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는 같은 기간 동안 상기 상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크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변조 제어부(37)는, 상기 변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여 SSC의 최대 주파수를 목표 최

대 주파수로 근접시킨다.

도 5(c)는 VCO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SSC)의 최소 주파수가 목표로 하는 최소 주파수보다 높아서 출력된

클록 신호가 원하는 만큼 확산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 예이다. 이 경우도 도 5(a)와 마찬가지로 클록 신호의 에너지가 소

정 범위를 넘어 주변 회로에 EMI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 5(c)와 같이 실제 최소 SSC 주파수가 목표 최소 주파수보다 높은 경우, 하부 비교 주파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SSC) 신호가 중간 주파수에서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의 평균 주파수인 제1 평균 주파수보다 낮다. 그 결과 동일 시간

동안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클록 개수는 제1 평균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클록 개수보다 적다. 따라서, 변조 제어

부(37)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SSC)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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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지의 개수는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많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변조 제어부(37)는, 상기 변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키워 변조 비율을 크게 하여 SSC의 최소 주파수를 목표 최

소 주파수로 근접시킨다.

도 5(d)는 VCO에서 출력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SSC)의 최소 주파수가 목표로 하는 최소 주파수보다 낮아서 출력된

클록 신호의 주파수 변조 편차가 큰 경우를 나타낸 예이다. 이 경우도 도 5(b)와 마찬가지로 클록 신호의 주파수 변조 폭이

커서 전자 회로의 오동작을 야기할 수 있다.

도 5(d)와 같이 실제 최소 SSC 주파수가 목표 최소 주파수보다 낮은 경우, 하부 비교 주파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SSC) 신호가 중간 주파수에서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의 평균 주파수인 제1 평균 주파수보다 높다. 그 결과 동일 시간

동안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클록 개수는 제1 평균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클록 개수보다 많다. 따라서, 변조 제어

부(37)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SSC) 신호가 상기 중간 주파수에서 상기 최소 주파수로 변하는 동안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개수는 같은 기간 동안 상기 하부 비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서 카운팅 된 라이징 에지의 수보다 적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변조 제어부(37)는, 상기 변조 전하 펌프(38)의 전류를 줄여 변조 비율을 작게 하여 SSC의 최소 주파수를 목표 최

소 주파수로 근접시킨다.

도 6(a)는 초기 변조 전하 펌프의 양이 너무 작은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SCG에 의해 목표로 하는 변조 값을 찾는 과정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도 6(b)는 도 6(a)의 경우에 변조 제어부에서 출력하는 제어 신호의 크기를 나타낸다.

도 6(a) 및 (b)를 참조하면, 초기 변조 량이 너무 작으면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의 주파수 변조 폭이 작게 되고, 상부 카운

트 영역의 경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의 총 카운트 개수가 목표 클록의 카운트 개수보다 작다고 판단하고, 변조 제어부

는 제어 신호의 크기를 키워 전하 펌프의 양을 키우게 된다.

도 7(a)는 초기 변조 전하 펌프의 양이 너무 큰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SCG에 의해 목표로 하는 변조 값을 찾는 과정을 나타

내는 그래프이다.

도 7(b)는 도 7(a)의 경우에 변조 제어부에서 출력하는 제어 신호의 크기를 나타낸다.

도 7(a) 및 (b)를 참조하면, 초기 변조 량이 너무 크면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의 주파수 변조 폭이 크게 되고, 상부 카운트

영역의 경우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의 총 카운트 개수가 목표 클록의 카운트 개수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변조 제어부는

제어 신호의 크기를 줄여 전하 펌프의 양을 줄이게 된다.

그 결과, PVT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디지털 제어를 통해 목표로 하는 변조 비율을 찾아, 안정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신

호를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록 생성기 따르면, PVT 변화에 따른 변조 비율의 변화 없이 일정한 변조 비율을 갖

고, 별로의 스케일러 없이 정밀한 변조 비율 유지할 수 있으며, 회로 구성으로 인한 면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f)는 일반적인 PLL 출력 신호 및 SSCG를 이용한 출력 신호의 기준 주파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2는 종래의 듀얼 루프를 이용하여 변조 비율을 조절하는 SSCG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SSCG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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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시간에 따른 출력 신호의 주파수 변동과 비교 주파수의 관계를 나타낸 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SSCG의 주파수 변조 비율을 조절하는 예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6(a)는 초기 변조 전하 펌프의 양이 너무 작은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SCG에 의해 목표로 하는 변조 값을 찾는 과정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도 6(b)는 도 6(a)의 경우에 변조 제어부에서 출력하는 제어 신호의 크기를 나타낸다.

도 7(a)는 초기 변조 전하 펌프의 양이 너무 큰 경우 본 발명에 의한 SSCG에 의해 목표로 하는 변조 값을 찾는 과정을 나타

내는 그래프이다.

도 7(b)는 도 7(a)의 경우에 변조 제어부에서 출력하는 제어 신호의 크기를 나타낸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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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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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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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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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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