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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파수 범위 제한기능 및 온도보상 효과를 갖는 전압제어발진기

(57) 요약

주파수 범위 제한기능 및 온도보상 효과를 갖는 전압제어 발진기가 개시된다. 전압제어 발진기는 바이어스 회로, 및 지연

회로를 구비한다. 바이어스 회로는 온도에 비례하는 최대전류 신호와 최소전류 신호를 발생시키고,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

에서 입력 전압신호의 전압레벨에 비례하여 상보적으로 변화하는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을 발생시킨다. 지연회로는 바이어

스 전압신호쌍에 응답하여 주파수가 변화하는 출력신호를 발생시킨다. 전압제어 발진기는 바이어스 회로에 의해 동작 주

파수 대역이 제한되므로 이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최대 동작주파수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전압제어 발진기는 PTAT

전류 발생부를 바이어스 회로 내에 구비함으로써 절대온도의 변화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 출력주파수의 변화를 보상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등록특허 10-0684067

- 1 -



청구항 1.

온도에 비례하는 최대전류 신호와 최소전류 신호를 발생시키고,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서 입력 전압신호의 전압레벨에

비례하여 상보적으로 변화하는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을 발생시키는 바이어스 회로; 및

상기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에 응답하여 주파수가 변화하는 출력신호를 발생시키는 지연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어스 회로는

상기 입력 전압신호에 대응하는 제 1 전류신호와 상기 최소전류 신호를 합하여 제 2 전류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 2 전

류신호에 대응하는 제 1 전압신호와 상기 최대전류 신호에 대응하는 제 2 전압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처리부; 및

상기 제 1 전압신호와 상기 제 2 전압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최소전류 신호의 전류값과 상기 최대전류 신호의 전류값 사이

에서 변화하는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키고,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에 대응하는 상기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을 발생시

키는 비교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2 전류신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최대전류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여 제 3 전류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 2 전류신

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제 3 전류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여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1 전압신호를 상기 제 2 전류신호로 바꾸는 전압-전류 컨버터;

상기 제 2 전류신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최대전류 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고 상기 제 3 전류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1 감산

기;

상기 제 2 전류신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제 3 전류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고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키는 제 2 감

산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에 대응하는 상기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을 발생시키는 전류-전압 컨버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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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는

상기 제 2 전류신호가 상기 최대전류 신호보다 클 때는 상기 최대전류 신호와 같은 값을 같고, 상기 제 2 전류신호가 상기

최대전류 신호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상기 제 2 전류신호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전류 신호와 상기 최소전류 신호는 온도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전류 신호와 상기 최소전류 신호는 온도에 비례하여 선형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감소하는 상기 제 1 전류신호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상기 최소

전류 신호를 합함으로써 온도변화에 따른 상기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의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

청구항 10.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어스 회로는

절대온도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상기 최대전류 신호와 상기 최소전류 신호를 발생시키는 PTAT 전류 발생부를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PTAT 전류 발생부는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제 2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을 갖는 제 1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 제 2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노드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고 제 2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 제 1 N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과 상기 제 2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제 2 N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NMOS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제 2 전원전압 사이에 연결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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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최소전류 신호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 제

3 PMOS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최대전류 신호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 제

4 P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사이즈(width/length)는 상기 제 4 PMOS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보다 작게 설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PTAT 전류 발생부는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제 2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을 갖는 제 1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 제 2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노드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 제 1 N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과 상기 제 2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제 2 N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NMOS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연결된 에미터와 상기 제 2 전원전압에 공통 연결된 베이스와 컬렉터를 갖는 제 1

PNP형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NMOS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연결된 일단을 갖는 저항;

상기 저항의 타단에 연결된 에미터와 상기 제 2 전원전압에 공통 연결된 베이스와 컬렉터를 갖는 제 2 PNP형 바이폴라 트

랜지스터;

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최소전류 신호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 제

3 PMOS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최대전류 신호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 제

4 P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사이즈(width/length)는 상기 제 4 PMOS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보다 작게 설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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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PTAT 전류 발생부는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제 2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을 갖는 제 1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 제 2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노드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 제 1 N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과 상기 제 2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제 2 N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NMOS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공통 연결된 베이스와 컬렉터를 갖고 제 2 전원전압에 연결된 에미터를 갖는 제 1

NPN형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NMOS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연결된 일단을 갖는 저항;

상기 저항의 타단에 공통 연결된 베이스와 컬렉터를 갖고 제 2 전원전압에 연결된 에미터를 갖는 제 2 NPN형 바이폴라 트

랜지스터;

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최소전류 신호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 제

3 PMOS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최대전류 신호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 제

4 P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사이즈(width/length)는 상기 제 4 PMOS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보다 작게 설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PTAT 전류 발생부는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제 2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을 갖는 제 1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 제 2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노드에 공통 연결된 베이스와 컬렉터를 갖고 제 2 전원전압에 연결된 에미터를 갖는 제 1 NPN형 바이폴라 트랜

지스터;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컬렉터와 상기 제 2 노드에 연결된 베이스를 갖는 제 2 NPN형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NPN형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와 제 2 전원전압 사이에 연결된 저항;

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최소전류 신호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 제

3 PMOS 트랜지스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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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전원전압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최대전류 신호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 제

4 P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사이즈(width/length)는 상기 제 4 PMOS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보다 작게 설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1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회로는

서로 캐스케이드 연결된 하나 이상의 지연 셀을 구비하고 상기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에 응답하여 주파수가 변화하는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제어 발진기.

청구항 20.

입력 전압신호에 대응하는 제 1 전류신호와 최소전류 신호를 합하여 제 2 전류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 2 전류신호에

대응하는 제 1 전압신호와 최대전류 신호에 대응하는 제 2 전압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처리부; 및

상기 제 1 전압신호와 상기 제 2 전압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최소전류 신호의 전류값과 상기 최대전류 신호의 전류값 사이

에서 변화하는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키는 비교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어스 회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2 전류신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최대전류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여 제 3 전류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 2 전류신

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제 3 전류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여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

이어스 회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1 전압신호를 상기 제 2 전류신호로 바꾸는 전압-전류 컨버터;

상기 제 2 전류신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최대전류 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고 상기 제 3 전류신호를 발생시키는 제 1 감산

기;

상기 제 2 전류신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제 3 전류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고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키는 제 2 감

산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어스 회로.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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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에 대응하는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을 발생시키는 전류-전압 컨버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어스 회로.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는

상기 제 2 전류신호가 상기 최대전류 신호보다 클 때는 상기 최대전류 신호와 같은 값을 같고, 상기 제 2 전류신호가 상기

최대전류 신호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상기 제 2 전류신호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어스 회로.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전류 신호와 상기 최소전류 신호는 온도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어스 회로.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전류 신호와 상기 최소전류 신호는 온도에 비례하여 선형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어스 회로.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어스 회로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감소하는 상기 제 1 전류신호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상기 최소

전류 신호를 합함으로써 온도변화에 따른 상기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의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

어스 회로.

청구항 28.

입력 전압신호에 대응하는 제 1 전류신호와 최소전류 신호를 합하여 제 2 전류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제 2 전류신호에 대응하는 제 1 전압신호와 최대전류 신호에 대응하는 제 2 전압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 1 전압신호와 상기 제 2 전압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최소전류 신호의 전류값과 상기 최대전류 신호의 전류값 사이

에서 변화하는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어스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키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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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전류신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최대전류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여 제 3 전류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 2 전류신

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제 3 전류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여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

이어스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압제어 발진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파수 범위 제한기능 및 온도보상 효과를 갖는 전압제어 발진기에 관한

것이다.

위상동기루프(Phase Lock Loop; 이하 PLL이라 칭함) 회로는 각 회로 블록에 인가되는 클럭신호를 동기화시키는 회로로

서, 현대 전자시스템의 기본 구성블록의 하나로 되어 왔다. PLL 회로는 통신, 멀티미디어, 및 다른 응용들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주파수 합성기, FM 복조기, 클럭 복구 회로, 모뎀, 및 톤 디코더(tone decoder)는 PLL 회로의 응용 예들이다.

PLL 회로의 구성블록의 하나인 전압제어 발진기(voltage-controlled oscillator; 이하 VCO라 칭함)의 성능은 PLL 회로

전체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PLL 회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VCO는 이득이 작고,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만 동작하

고, 전원전압 노이즈에 둔감해야 한다.

본 발명에서는 사용대역을 제한하는 기능을 구현하여 주파수 변동폭을 최소화함으로써 VCO의 이득을 최소화하였다. 출

력주파수의 온도의존성을 감소시키는 온도보상 회로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이득의 변화량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특

성을 갖는 VCO를 PLL에 적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성능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PLL 회로에서, 동작조건에 따른 VCO 출력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에서 알 수

있듯이, 종래의 VCO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최악의 조건(Worst)에서 최대 동작 주파수를 만족하도록 설계하

면, VCO는 최선의 조건(Best)이나 전형적인 조건(Typical)에서는 이득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노이즈에 민감하게 된다. 둘

째, VCO의 이득[Hz/Volt]의 변화는 PLL 회로의 루프 대역폭을 변화시켜 동작조건에 따라 PLL 회로의 동작특성에 변화

를 발생시킨다. 최악의 경우 PLL 회로는 불안정 영역에서 동작하여 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최악의 조건(Worst)

에서 사용하는 최대 동작 주파수를 만족하도록 설계하면, VCO는 최선의 조건(Best)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주파수에서 동

작한다. 이러한 VCO를 PLL 회로 내부에 사용할 경우, PLL 회로의 구성 블록인 분주기(Divider)와 위상/주파수 검출기

(Phase/Frequency Detector; 이하 PFD라 칭함)의 동작속도가 VCO의 동작속도보다 낮아서 PLL 회로가 오동작할 수 있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만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온도변화에 따른 전압

제어 발진기의 이득변화를 보상할 수 있는 전압제어 발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삭제

삭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서 입력신호의 전압레벨에 비례하여 상보적으로 변화하는 바이어스 신

호쌍을 발생시키는 바이어스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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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는 바이어스 회로, 및 지연회로를 구비한다. 바이어스 회로

는 온도에 비례하는 최대전류 신호와 최소전류 신호를 발생시키고,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서 입력 전압신호의 전압레벨

에 비례하여 상보적으로 변화하는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을 발생시킨다. 지연회로는 상기 바이어스 전압신호쌍에 응답하여

주파수가 변화하는 출력신호를 발생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바이어스 회로는 신호처리부, 및 비교부를 구비한다. 신호처리부는 입력 전압신호에 대응하는 제 1 전류신

호와 최소전류 신호를 합하여 제 2 전류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 2 전류신호에 대응하는 제 1 전압신호와 최대전류 신

호에 대응하는 제 2 전압신호를 발생시킨다. 비교부는 상기 제 1 전압신호와 상기 제 2 전압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최소전

류 신호의 전류값과 상기 최대전류 신호의 전류값 사이에서 변화하는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킨다.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2 전류신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최대전류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여 제 3 전류신호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 2 전류신호의 전류값에서 상기 제 3 전류신호의 전류값을 감산하여 상기 바이어스 출력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를 구비한 위상동기루프 회로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PLL 회로는 위상/주파수 검출기(phase-frequency detector; 이하 PFD라 칭함)(100), 차지펌

프(200), 루프필터(300), 전압제어 발진기(voltage-controlled oscillator)(400), 분주회로(frequency divider)(500), 및

락 검출회로(600)를 구비한다. PFD(100)는 기준 신호(SIN)와 피드백 신호(SFEED)사이의 위상차(및 주파수차)에 기초하

여 업 신호(SUP) 및/또는 다운 신호(SDN)를 발생시킨다. 차지펌프(200)는 업 신호(SUP) 및/또는 다운 신호(SDN)의 상

태에 따라 서로 다른 레벨을 갖는 출력신호를 출력한다. 차지펌프(200)의 출력신호는 루프필터(300)에 의해 고주파 성분

이 제거되고 VCO(400)에 입력된다. VCO(400)는 입력신호(VCON)의 직류레벨에 따라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

신호(SOUT)를 출력한다. 분주기(500)는 고주파 VCO 출력신호에 기초하여 주파수를 분할하고 저주파 피드백 신호

(SFEED)를 발생시킨다. 피드백 신호(SFEED)는 PFD의 입력으로 인가된다. 락 검출회로(600)는 업 신호(SUP) 및 다운

신호(SDN)에 기초하여 락 검출신호(LDET)를 발생시킨다. PLL 회로가 락 모드에 있을 때, 락 검출신호(LDET)가 인에이

블 되고 기준 신호(SIN)의 위상과 피드백 신호(SFEED)의 위상(또는 주파수)이 락 된다. PLL 회로가 락 모드에 있지 않을

때, 락 검출신호(LDET)는 디스에이블 되고 기준 신호(SIN)의 위상과 피드백 신호(SFEED)의 위상(또는 주파수)은 락이

되지 않는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전압제어 발진기(400)는 바이어스 회로

(405), 지연회로(440), 및 버퍼(450)를 구비한다. 바이어스 회로(405)는 PTAT 전류 발생부(410), 신호처리부(420), 및

비교부(430)를 구비한다.

이하,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의 각 블록의 기능을 설명한다.

바이어스 회로(405)는 입력신호(VCON)에 응답하여 최대전류 신호(IMAX)와 최소전류 신호(IMIN) 사이에서 변화하는 제 1

전류신호(미도시)를 발생시키고, 이 전류신호에 대응하는 바이어스 신호쌍(PBIAS, NBIAS)을 발생시킨다. PTAT 전류 발

생부(410)는 절대온도에 비례하는 최대전류 신호(IMAX)와 최소전류 신호(IMIN)를 발생시킨다. 신호처리부(420)는 입력신

호(VCON)와 최소전류 신호(IMIN)에 응답하여 제 2 전류신호(미도시)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 2 전류신호에 대응하는 제 1

전압신호(V1)와 상기 최대전류 신호(IMAX)에 대응하는 제 2 전압신호(V2)를 발생시킨다. 비교부(430)는 상기 제 2 전류

신호와 최대전류 신호(IMAX)를 서로 비교하고, 최대전류 신호(IMAX)와 최소전류 신호 사이(IMIN)에서 변화하는 상기 제 1

전류신호를 발생시킨다. 비교부(430)는 또한 제 1 및 제 2 전압신호(V1, V2)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전류신호에 대응하는

바이어스 신호쌍(PBIAS, NBIAS)을 발생시킨다.

지연회로(440)는 상기 바이어스 신호쌍(PBIAS, NBIAS)에 응답하여 변화하는 주파수를 갖는 출력신호쌍(DOP, DOM)을

발생시킨다.

버퍼(450)는 지연회로(440)의 출력신호쌍(DOP, DOM)을 수신하고 버퍼링하여 VCO 출력신호(SOUT)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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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PTAT 전류발생부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PTAT 전

류발생부는 전류미러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들(MP1 ~ MP4), 전류미러 연결된 NMOS 트랜지스터들(MN1, MN2), 및

저항(R1)을 구비한다.

PMOS 트랜지스터(MP1)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1)에 연결된 게이트와 노드(N2)에 연결된 드레인을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P2)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1)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1)는 노드(N2)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고 접지(VSS)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2)는 노드(N1)에 연결된 드레인과 노드(N2)에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다. 저항(R1)은 NMOS 트랜지스터

(MN2)의 소스와 접지(VSS)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MP3)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

(N1)에 연결된 게이트와 최대전류 신호(IMAX)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P4)는 전원전압(VDD)

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1)에 연결된 게이트와 최소전류 신호(IMIN)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

(MP3)의 사이즈(width/length)는 PMOS 트랜지스터(MP4)의 사이즈(width/length)에 비해 크게 설계한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PTAT 전류발생부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4와 같이 2 개의 PMOS 트랜지스터(MP1, MP2)가 전류미러 연결되어 있고, 2 개의 NMOS 트랜지스터(MN1, MN2)가

전류미러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 PMOS 트랜지스터(MP1)와 PMOS 트랜지스터(MP2)의 사이즈(width/length)가 동일

하고, NMOS 트랜지스터(MN2)의 사이즈(width/length)가 NMOS 트랜지스터(MN2)의 사이즈(width/length)의 K(K는

정수) 배인 경우, PMOS 트랜지스터(MP1)의 드레인 전류(IDMP1)는 NMOS 트랜지스터(MN2)의 드레인 전류(IDMN2)와

동일하게 된다. 즉, IDMN2 = IDMP1 이 된다. 도 4의 회로에서, NMOS 트랜지스터들(MN1, MN2)과 저항(R1)으로 이루

어지는 루프에 대해 수학식 1이 성립한다.

수학식 1

수학식 1에서, un은 전자의 이동도, (W/L)N은 NMOS 트랜지스터들(MN1, MN2)의 폭(width)/길이(length), Vth1은

NMOS 트랜지스터(MN1)의 문턱전압을, Vth2는 NMOS 트랜지스터(MN2)의 문턱전압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Cox는

게이트 산화막의 커패시턴스를, K는 정수로서 NMOS 트랜지스터(MN1)에 대한 NMOS 트랜지스터(MN2)의 크기의 비를

나타낸다.

바디 효과(body effect)를 무시하면, 수학식 1은 수학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2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MN2)의 드레인 전류(IDMN2)는 수학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3

수학식 3에서 알 수 있듯이, NMOS 트랜지스터(MN2)의 드레인 전류(IDMN2)는 전자의 이동도(un)에 반비례한다. 반도체

집적회로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면, 전자의 이동도(un)은 감소하므로 NMOS 트랜지스터(MN2)의 드레인 전류(IDMN2)는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한다. 즉, NMOS 트랜지스터(MN2)의 드레인 전류(IDMN2)는 절대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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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S 트랜지스터(MP2)에 전류미러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들(MP3, MP4)의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IMAX, IMIN)는 도

3의 신호처리부(420)에 입력된다. 최대전류 신호(IMAX)를 출력하는 제 3 PMOS 트랜지스터(MP3)의 사이즈(width/

length)는 최소전류 신호(IMIN)를 출력하는 제 4 PMOS 트랜지스터(MP4)의 사이즈(width/length)에 비해 크게 설계한다.

최대전류 신호(IMAX)와 최소전류 신호(IMIN)도 절대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도 5는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PTAT 전류발생부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5의 PTAT 전류발생

부는 도 4에 도시된 PTAT 전류발생부에 다이오드 연결된 PNP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들(QP1, QP2)이 추가된 회로이다.

도 5의 PTAT 전류발생부에서, NMOS 트랜지스터(MN1)의 소스와 NMOS 트랜지스터(MN1)의 소스의 전위는 서로 같아

야 하므로, 수학식 4가 성립한다.

수학식 4

수학식 4에서 VBE1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P1)의 베이스-에미터 간 전압을 나타내고, VBE2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QP2)의 베이스-에미터 간 전압을 나타낸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P2)의 에미터 사이즈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P1)의 에미터 사이즈의 n 배일 때, 수학식 4는 바이

폴라 트랜지스터의 전류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학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5

수학식 5에서, Io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P1)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P2)의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NMOS

트랜지스터(MN1)의 드레인과 NMOS 트랜지스터(MN1)의 드레인의 전류는 동일하므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P1)와 바

이폴라 트랜지스터(QP2)의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다. 그리고, IS1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P1)의 포화전류이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P2)의 포화전류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P1)의 포화전류의 n 배이다.

수학식 5를 정리하면 수학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6

수학식 6에서 VT는 열전압으로서, 절대온도에 비례하는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도 5의 PTAT 전류발생부는 절대온도에

비래하여 증가하는 전류를 발생시킨다. PMOS 트랜지스터(MP2)에 전류미러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들(MP3, MP4)의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IMAX, IMIN)는 도 3의 신호처리부(420)에 입력된다. 최대전류 신호(IMAX )를 출력하는 제 3 PMOS

트랜지스터(MP3)의 사이즈(width/length)는 최소전류 신호(IMIN)를 출력하는 제 4 PMOS 트랜지스터(MP4)의 사이즈

(width/length)에 비해 크게 설계한다. 즉, NMOS 트랜지스터(MN2)의 드레인 전류(IDMN2)는 절대온도에 비례하여 증가

한다.

도 6은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PTAT 전류발생부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6의 회로는 도 5의

회로에서 다이오드로 사용된 PNP 트랜지스터들(QP1, QP2) 대신 다이오드 연결된 NPN 트랜지스터들(QN1, QN2)을 사

용한 점 외에는 도 5의 회로와 동일하다. 도 6의 회로의 동작은 도 5의 회로의 동작과 매우 유사하므로 여기서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7은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PTAT 전류발생부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PTAT 전류발생부는 전류미러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들(MP1 ~ MP4), 전류미러 연결된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들

(QN3, QN4), 및 저항(R3)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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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S 트랜지스터(MP1)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1)에 연결된 게이트와 노드(N2)에 연결된 드레인을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P2)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1)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다.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N3)는 노드(N2)에 공통 연결된 베이스와 컬렉터를 갖고 접지(VSS)에 연결된 에미터를 갖는

다.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N4)는 노드(N1)에 연결된 컬렉터와 노드(N2)에 연결된 베이스를 갖는다. 저항(R3)은

N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QN4)의 에미터와 접지(VSS)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MP3)는 전원전압

(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1)에 연결된 게이트와 최대전류 신호(IMAX)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다. PMOS 트랜지스

터(MP4)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1)에 연결된 게이트와 최소전류 신호(IMIN)가 출력되는 드레인을 갖는

다. PMOS 트랜지스터(MP3)의 사이즈(width/length)는 PMOS 트랜지스터(MP4)의 사이즈(width/length)에 비해 크게

설계한다.

도 7의 PTAT 전류발생부의 동작은 도 5의 PTAT 전류발생부의 동작과 매우 유사하다. 도 7에서 NPN 트랜지스터(QN3)

의 베이스와 NPN 트랜지스터(QN4)의 베이스와 동일한 전위를 가지므로, NPN 트랜지스터(QN3)의 에미터-베이스 간 전

압은 NPN 트랜지스터(QN4)의 에미터-베이스 간 전압에 저항(R3)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도 7의 회로도 수학식 6과

같이 절대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출력전류를 출력한다. 최대전류 신호(IMAX)와 최소전류 신호(IMIN)도 절대온도에 비

례하여 증가한다.

도 8은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신호 처리부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신호 처리부

(420)는 PMOS 트랜지스터들(MP5, MP6), 및 NMOS 트랜지스터들(MN3, MN4, MN5)을 구비한다. PMOS 트랜지스터

(MP5)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3)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P6)

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3)에 연결된 게이트와 노드(N4)에 연결된 드레인을 갖는다. NMOS 트랜지스

터(MN3)는 노드(N3)에 연결된 드레인과 입력신호(VCON)가 인가되는 게이트와 접지(VSS)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4)는 노드(N4)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고 접지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NMOS 트랜

지스터(MN5)는 최대전류 신호(IMAX)를 수신하는 드레인과 드레인에 연결된 게이트와 접지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또

한, 노드(N4)에 최소전류 신호(IMIN)가 인가되고, NMOS 트랜지스터(MN4)의 게이트에서 전압신호(V1)가 출력되고

NMOS 트랜지스터(MN5)의 게이트에서 상기 전압신호(V2)가 출력된다.

이하, 도 8에 도시된 신호 처리부(420)의 동작을 설명한다.

입력신호(VCON)는 도 2의 PLL 회로에서, 전압제어 발진기(400)에 인가되는 신호이다. 최대전류 신호(IMAX)와 최소전

류 신호(IMIN)는 도 4 내지 도 7의 PTAT 전류 발생기(410)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이다. NMOS 트랜지스터(MN3)에는 입

력신호(VCON)에 따라 변화하는 전류(IC)가 흐른다. PMOS 트랜지스터(MP5)와 PMOS 트랜지스터(MP6)는 전류미러 연

결되어 있으므로, 이들 두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동일하다면, PMOS 트랜지스터(MP6)에도 NMOS 트랜지스터(MN3)에

흐르는 전류(IC)와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 NMOS 트랜지스터(MN4)에는 PMOS 트랜지스터(MP6)에 흐르는 전류와 최소

전류 신호(IMIN)를 합한 전류(I1)가 흐른다. NMOS 트랜지스터(MN5)의 드레인에는 최대전류 신호(IMAX)가 인가된다.

NMOS 트랜지스터(MN4)의 게이트(노드 N4)의 전압(V1)은 전류(I1)에 응답하여 변화하고, NMOS 트랜지스터(MN5)의

게이트의 전압(V2)은 전류(IMAX)에 응답하여 변화한다.

도 9는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비교부(430)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비교부(430)는

PMOS 트랜지스터들(MP7 ~ MP10), 및 NMOS 트랜지스터들(MN6 ~ MN11)을 구비한다. PMOS 트랜지스터(MP7)와

NMOS 트랜지스터(MN6)는 전압-전류 컨버터의 기능을 한다. PMOS 트랜지스터(MP8), NMOS 트랜지스터(MN7), 및

NMOS 트랜지스터(MN8)는 감산기의 기능을 한다. PMOS 트랜지스터(MP9), NMOS 트랜지스터(MN9), 및 NMOS 트랜

지스터(MN10)는 감산기의 기능을 한다.

PMOS 트랜지스터(MP7)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 및 노드(N5)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6)는 노드(N5)에 연결된 드레인, 제 1 전압신호(V1)가 인가되는 게이트, 및 접지(VSS)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P8)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 노드(N5)에 연결된 게이트, 및 노드(N6)에 연

결된 드레인을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7)는 노드(N6)에 연결된 드레인, 제 2 전압신호(V2)가 인가되는 게이트, 및

접지(VSS)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8)는 노드(N6)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고 접지

(VSS)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P9)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 노드(N5)에 연결된 게이트,

및 노드(N7)에 연결된 드레인을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9)는 노드(N7)에 연결된 드레인, 노드(N6)에 연결된 게이

트, 및 접지(VSS)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10)는 노드(N7)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

등록특허 10-0684067

- 12 -



고 접지(VSS)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P10)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 및 노드(N8)에 공통

연결된 게이트와 드레인을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11)는 노드(N8)에 연결된 드레인과 접지(VSS)에 연결된 소스

를 갖는다. 노드(N7)의 전압은 바이어스 신호(NBIAS)가 되고, 노드(N8)의 전압은 바이어스 신호(PBIAS)가 된다.

이하, 도 9에 도시된 비교부(430)의 동작을 설명한다.

제 1 전압신호(V1)와 제 2 전압신호(V2)는 도 8에 도시된 신호 처리부(420)에 의해 발생되는 전압신호들이다. PMOS 트

랜지스터(MP7)에는 제 1 전압신호(V1)에 응답하여 변화하는 전류가 흐르며, 도 8의 NMOS 트랜지스터(MN4)에 흐르는

전류와 동일한 전류(I1)가 흐른다. PMOS 트랜지스터(MP8)와 PMOS 트랜지스터(MP9)는 PMOS 트랜지스터(MP7)에 전

류미러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 트랜지스터(MP8, MP9)에도 전류(I1)가 흐른다. NMOS 트랜지스터(MN7)의 게이트는

도 8의 NMOS 트랜지스터(MN5)의 게이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NMOS 트랜지스터(MN7)에는 최대전류 신호(IMAX)가

흐른다. NMOS 트랜지스터(MN8)에 흐르는 전류(I2)는 I1 - IMAX의 크기를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9)는 NMOS 트

랜지스터(MN8)에 전류미러 연결되어 있으므로, NMOS 트랜지스터(MN9)에 흐르는 전류는 I2가 된다. NMOS 트랜지스터

(MN10)에 흐르는 전류(I3)는 I1 - I2의 크기를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11)의 게이트는 NMOS 트랜지스터(MN10)

의 게이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NMOS 트랜지스터(MN11)에 흐르는 전류는 NMOS 트랜지스터(MN10)에 흐르는 전류

(I3)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P10)에는 I3의 전류가 흐르고, 바이어스 신호들(PBIAS, NBIAS)은 전

류(I3)에 응답하여 변화한다. 전류(I3)가 증가하면, 바이어스 신호(NBIAS)는 증가하고 바이어스 신호(PBIAS)는 감소한

다. 전류(I3)가 감소하면, 바이어스 신호(NBIAS)는 감소하고 바이어스 신호(PBIAS)는 증가한다.

I2 = I1 - IMAX이고 I3 = I1 - I2이므로, I1≥IMAX이면 I3 = IMAX이 되고, I1<IMAX이면 I3 = I1이 된다. 도 8을 참조하면, I1

= IC + IMIN이므로, I1<I MAX이면 I3 = IC + IMIN이 된다.

도 10은 전압제어 발진기의 입력전압(VCON)의 변화에 따른 비교부 출력전류(I3)의 파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0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부 출력전류(I3)는 최소전류 신호(IMIN)와 최대전류 신호(IMAX) 사이에서 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부 출력전류(I3)가 최소전류 신호(IMIN)와 최대전류 신호(IMAX) 사이에서만 변화하면, 도 3의 전압제

어 발진기(400)의 출력신호(SOUT)의 주파수 대역폭이 제한이 된다.

도 11은 전압제어 발진기의 입력전압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절대온도의 변화에 대한 도 7 내지 도9의 주요부분의 파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최소전류 신호(IMIN)와 최대전류 신호(IMAX)는 절대온도(T)의 증가에 따라 증가

하고, 입력신호(VCON)에 대응하는 전류(IC)는 절대온도(T)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비교부 출력전류(I3)는 최소전류 신

호(IMIN)와 입력신호(VCON)에 대응하는 전류(IC)를 합한 값을 가지므로, 도 11에 도시된 파형처럼 비교부 출력전류(I3)는

낮은 기울기로 감소하는 파형을 갖는다.

도 12는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지연부(440)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지연부(440)

는 바이어스 신호들(PBIAS, NBIAS)의 제어하에 소정시간 지연시키는 지연 셀들(441 ~ 444)을 구비한다. 지연부(440)의

출력신호쌍(DOP, DOM)은 바이어스 신호들(PBIAS, NBIAS)에 응답하여 변화하는 주파수를 갖는다.

도 13은 도 12의 지연부(440)를 구성하는 각 지연 셀(441, 442, 443, 444)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3을 참조

하면, 지연 셀은 PMOS 트랜지스터들(MP11, MP12), 및 NMOS 트랜지스터들(MN12, MN13, MN14)을 구비한다. PMOS

트랜지스터(MP11)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8)에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P12)는

전원전압(VDD)에 연결된 소스와 노드(N8)에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다. 노드(N8)에는 바이어스 신호(PBIAS)가 인가된다.

NMOS 트랜지스터(MN12)는 PMOS 트랜지스터(MP11)의 드레인에 연결된 드레인과 제 1 입력신호(INP)를 수신하는 게

이트와 노드(N9)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13)는 PMOS 트랜지스터(MP12)의 드레인에 연결된 드

레인과 제 2 입력신호(INM)를 수신하는 게이트와 노드(N9)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MN14)는 노드

(N9)에 연결된 드레인과 바이어스 신호(NBIAS)가 인가되는 게이트와 접지(VSS)에 연결된 소스를 갖는다.

이하, 도 13에 도시된 지연 셀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13의 지연 셀은 일종의 차동증폭기로서, 입력신호쌍(INP, INM)의 변화에 따라 출력신호쌍(OUTP, OUTM)이 일정한

이득을 가지고 변화한다. 제 1 입력신호(INP)가 증가하면 제 1 출력신호(OUTP)가 증가하고 제 1 출력신호(OUTP)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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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다. 반대로, 제 2 입력신호(INM)가 증가하면 제 2 출력신호(OUTM)가 증가하고 제 1 출력신호(OUTP)가 감소한다.

바이어스 신호(NBIAS)는 NMOS 트랜지스터(MN14)의 게이트에 인가되어 있고, 바이어스 신호(PBIAS)는 PMOS 트랜지

스터들(MP11, MP12)의 게이트에 인가되어 있다. 도 9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어스 신호(NBIAS)와 바이어스 신호

(PBIAS)는 서로 위상이 반대이다. 즉, 바이어스 신호(NBIAS)가 증가하면, 바이어스 신호(PBIAS)는 감소하고, 바이어스

신호(NBIAS)가 감소하면, 바이어스 신호(PBIAS)는 증가한다. 바이어스 신호(NBIAS)와 바이어스 신호(PBIAS)의 변화에

따라 도 13에 도시된 지연 셀의 출력신호들(OUTP, OUTM)의 상승시간과 하강시간이 변화한다. 즉, 지연 셀의 지연시간

이 변화된다.

도 14는 온도 변화에 따른 비교부(430)의 출력전류 대 전압제어 발진기의 입력전압의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에

서 "NORMAL"은 실온에서, "LOW"는 실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HIGH"는 실온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MOS 트랜지스

터의 특성에 의해 VCO 출력신호의 주파수는 고온에 비해 저온에서 빠르다. 따라서, 고온에서 저온에서와 동일한 동작 주

파수를 얻으려면 비교부(430)의 출력전류(430)는 저온에서보다 크게 해야 한다. 도 14를 참조하면, 바이어스 회로(405)에

있는 비교부(430)의 출력전류(I3)의 최대치는 온도가 낮을 때보다 온도가 높을 때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도 15는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위상동기루프 회로에서 동작조건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 출력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온도가 높을수록 더 큰 최대 전류 값과 최소 전류 값을 갖기 때문에, 전압제

어 발진기 출력신호의 동작 주파수 대역은 동작 온도에 상관없이 유사한 값을 갖는다.

도 16은 공정조건 및 전원전압 조건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 출력신호의 주파수 특성과

비교부 출력전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전압제어 발진기의 입력신호(VCON)의

증가에 따라 전압제어 발진기 출력신호의 주파수(VCO FREQ)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작온도가 -55℃에서 125℃까지

변화하더라도 최대 동작주파수와 최소 동작주파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사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1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압제어 발진기는 200 MHz에서 400 MHz까지의 주파수에서 안전하게 동작시킬 수 있다.

이하, 도 3 내지 도 16을 참조하여,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바이어스 회로(405)에서 최대전류 신호(IMAX)와 최소전류 신호(IMIN)를 발생시키고, 입력신호(VCON)에 응답하여 최대전

류 신호(IMAX)와 최소전류 신호(IMIN) 사이에서 변화하는 전류신호(I3)를 발생시키고, 전류신호(I3)에 대응하는 바이어스

신호쌍(NBIAS, PBIAS)을 발생시킨다. 지연회로(440)는 바이어스 신호쌍(NBIAS, PBIAS)에 응답하여 변화하는 주파수

를 갖는 출력신호(DOP, DOM)를 발생시킨다. 버퍼(450)는 지연회로(440)의 출력신호(DOP, DOM)를 버퍼링하여 전압제

어 발진기 출력신호(SOUT)를 출력한다.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는 바이어스 회로에 의해 동작 주파수 대역이 제한되므로 이득을 최소

화할 수 있으며, 최대 동작주파수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는 PTAT 전류 발생부를 바이어

스 회로 내에 구비함으로써 절대온도의 변화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 출력주파수의 변화를 보상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위상동기루프 회로에서, 동작조건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 출력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

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를 구비한 위상동기루프 회로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PTAT 전류발생부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5는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PTAT 전류발생부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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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PTAT 전류발생부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7은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PTAT 전류발생부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8은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신호 처리부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9는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비교부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0은 전압제어 발진기의 입력전압의 변화에 따른 비교부 출력전류의 파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1은 전압제어 발진기의 입력전압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도 7 내지 도9의 주요부분의 파형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2는 도 3의 전압제어 발진기 내에 있는 지연부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3은 도 12의 지연부를 구성하는 각 지연 셀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4는 온도 변화에 따른 비교부 출력전류 대 전압제어 발진기의 입력전압의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5는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위상동기루프 회로에서 동작조건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 출력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6은 공정조건 및 전원전압 조건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전압제어 발진기 출력신호의 주파수 특성과

비교부 출력전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위상/주파수 검출기

200 : 차지펌프

300 : 루프필터

400 : 전압제어 발진기

405 : 바이어스 회로

440 : 지연회로

450 : 버퍼

500 : 분주회로

600 : 락 검출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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