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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탈블럭 및 아날로그블럭이 구비된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

요약
본 발명은 디지탈블럭 및 아날로그블럭이 구비된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탈신호
를 처리하는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신호를 처리하는 아날로그블럭을 포함하는 집적회로(IC)에서 상기 디
지탈블럭과 아날로그블럭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이즈를 제거하도록 한 디지탈블럭 및 아날로그블럭이 구
비된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블럭이 동시에 내장된 집적회로에서 디지탈전원과 아날로그전원을
서로 독립된 전원라인을 통해서 공급하여 상기 내부 디지탈블럭의 신호와 아날로그블럭에서의 신호가 전
원라인을 통해서 상호 노이즈로 작용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디지탈 및 아날로그블럭을 구비한 집적회로에 대한 전원공급회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 및 아날로그블럭을 구비한 집적회로에 대한 전원공급 회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집적회로
D2 : 다이오드

2 : 안정화회로Dl,
L1 : 코일

C1, C2 : 커패시터

VD1 : 디지탈전원

VA1 : 아날로그전원

LD : 디지탈전원라인

LA : 아날로그전원라인

VDD : 디지탈전원단

VAA : 아날로그전원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블럭 및 아날로그블럭이 구비된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탈신호
를 처리하는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신호를 처리하는 아날로그블럭을 포함하는 집적회로(IC)에서, 상기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블럭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이즈를 제거하도록한 디지탈블럭 및 아날로그블럭이 구
비된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적회로(IC)중에는 아날로그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신호를 처리하는 아날
로그블럭을 포함하는 집적회로가 있으며, 예로는 A/D컨버터,D/A컨버더와 같이 디지탈신호를 아날로그신
호로 변환시키는 기능 또는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탈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집적회로는 상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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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블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디지탈 및 아날로그블럭을 구비한 집적회로에 대한 전원공급회로도로서, 종래 디지탈 및
아날로그블럭을 구비한 집적회로는,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전원공급장치(예, SMPS등)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데, 상기 집적회로(1)는 디지탈전원과 아날로그전원을 동일한 하나의 진원공급라인에 의해서 동
시에 공급받는다.
이와같은 종래의 디지탈 및 아날로그블럭을 구비한 집적회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상기 집적회
로에서는 아날로그전원과 디지탈전원의 공급라인이 동일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전원라인을
통해서 디지탈블럭에서의 신호가 아날로그블럭으로 유입되어 노이즈로 작용함과 동시에 아날로그블럭의
신호가 디지탈블럭으로 유입되어 노이즈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탈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신호를 처리하는 아날로그블럭
을 포함하는 집적회로(IC)에서, 상기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블럭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이즈를 제거하도
록한 디지탈블럭 및 아날로그블럭이 구비된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으로써, 본 발명의 회로는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
블럭을 포함한 집적회로를 안정화시키는 회로에 있어서, 전원공급장치에서 상기 집적회로의 디지괄전원
단 및 아날로그전원단에 각각 독립적으로 접속한 디지탈 및 아날로그전원라인, 상기 디지탈전원라인에
접속하여 노이즈를 차단함과 동시에 전원을 안정화시키는 LC필터, 상기 아날로그전원라인과 접지간에 접
속하여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한 커패시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블럭 및 아날로그블럭이 구비된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
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탈 및 아날로그블럭을 구비한 집적회로에 대한 전원공급회로도로서,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는 전원공급장치에서 상기 집적회로(1)의
디지탈전원단(VDD) 및 아날로그전원단(VAA)에 각각 독립적으로 접속한 디지탈 및 아날로그전원라인(LD,
LA)과, 상기 디지탈전원라인(LD)에 접속하여 노이즈를 차단함과 동시에 전원을 안정화시키는 LC필터(L1,
C1)와, 상기 아날로그전원라인(LA)과 집지간에 접속하여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한 커패시터(C2)로 구성한
다.
또한, 상기 집적회로(1)가 아날로그전원과 디지탈전원의 공급시간차에 의해서 초래되는 내부회로의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기 안정화회로의 디지탈전원라인과 아날로고전원라인간에 병렬로 2개의
다이오드(D1, D2)를 접속하고, 상기 2개의 다이오드(D1, D2)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접속하여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회로에 따른 동작을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하기에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면, 도 2에 도시된 집적회로(1)에 디지탈전원과 아날로그전원을 각각
별도로 접속된 디지탈전원라인과 아날로그전원라인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종래에 디
지탈전원과 아날로그전원을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공급함에 의해서 초래되었던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블
럭 상호간의 노이즈 영향이 방지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바와같이, 기본적으로 디지탈전원라인과 아날로그전원라인을 독립적으로 접속구성
함과 동시에, 상기 각 전원라인 중 디지탈전원라인에는 LC필터를 구성하여, 보다 안정된 디지탈전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상기 아날로그전원라인에도 커패시터가 접속되어 보다 인정된 전원을 제공하게
한다.
한편, 상기 두개의 전원라인, 즉 디지탈전원라인과 아날로그전원라인에 있어서, 상기 2개의 전원이 동시
에 제공되어야 되지만, 상기 두 전원의 공급에 다소간의 시간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내부 회로가 순
간적으로 디지탈회로는 동작상태인데, 아날로그회로는 동작하지 않는 상태등으로, 내부회로의 불균일한
상태에 의해서 집적회로자체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기 두 전원라인에는 2개의
다이오드를 병렬로 접속하여 디지탈전원이 제공되는 순간에 아날로그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나 또는
아날로그전원이 제공되는 순간에 디지탈전원이 공급되지않는 경우에 각각 다이오드를 통해시 순간적으로
전원을 보충해주도록함으로서, 공급시간차에 의한 집적회로의 손상을 예방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서는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블럭이 동시에 내장된 집적회로에서 디지탈전원
과 아날로그전원을 서로 독립된 전원라인을 통해서 공급하여 상기 내부 디지탈블럭의 신호와 아날로그블
럭에서의 신호가 전원라인을 통해서 상호 노이즈로 작용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디지탈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신호를 처리하는 아날
로그블럭을 포함하는 집적회로(IC)에서, 상기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블럭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이즈를
제거하도록하는 특유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며, 본 발명은 그 구성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
경 및 개조가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상기 디지탈블릭 및
아날로그블럭이 구비된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가 상기 기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음을 용이하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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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탈블럭과 아날로그블럭을 포함한 집적회로(IC)를 안정화시키는 회로에 있어서, 전원공급장치에서 상
기 집적회로(1)의 디지탈전원단(VDD) 및 아날로그전원단(VAA)에 각각 독립적으로 접속한 디지탈 및 아날
로그전원라인(LD, LA), 상기 디지탈전원라인(LD)에 접속하여 노이즈를 차단함과 동시에 전원을 안정화시
키는 LC필터(Ll, C1), 상기 아날로그전원라인(LA)과 접지간에 접속하여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한 커패시
터(C2)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블럭 및 아날로그블럭이 구비된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안정화회로의 디지탈전원라인과 아날로그전원라인간에 병렬로 2개의
다이오드(D1, D2)를 접속하고, 상기 2개의 다이오드(D1, D2)는 상호 반대방향으로 접속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블럭 및 아날로그블럭이 구비된 집적회로의 안정화회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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