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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플로피 디스크 컨트롤러에서의 데이터 분리에 관한 것으로, 다중화되어진 1/4주기 지연된 리드 
데이터 펄스와 리드 데이터의 데이터율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되어 분주된 표본화 주파수를 입력으로 하
여 그 신호의 위상과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의 클럭 펄스의 오차를 검출해내는 위상 검출부와, 상기 위
상 검출부의 위상 검출 신호를 게이트 로직 상태에 따라 표본화 주파수에 동기시켜 카운트하여 현재 입력
되는 펄스들의 오차를 검출하여 위상 및 주파수 조정을 하는 위상/주파수 조정부와, 상기 위상/주파수 조
정부의 카운트 신호에 의해 다음의 펄스 발생 시점을 결정하여 클럭 펄스를 결정하는 디지털 제어 오실레
이터로 이루어진 디지털 PLL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VCO주파수, 이득, 컴포넌트 전류 등의 부가적인 조정이 
필요없고, 소자의 제조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 요인에 의한 불안정한 특성을 없앨 수 있어 플로
피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읽어온 정보에서 데이터와 클럭을 보다 안정적으로 복원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기술의 데이터 분리 회로의 구성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이 데이터 분리 회로의 구성 블록도.

제3도는 윈도우 신호의 파형도.

제4도는 데이터 분리 회로의 동작 파형도.

제5도는 게이트 로직 판독부와 1/4 주기 지연부의 상세 구성도 및 동작 파형도.

제6도는 위상 검출부의 동작 상태를 나타낸 다이어그램.

제7도는 위상/주파수 조정부의 동작 파형도.

제8도는 윈도우 타입의 변환을 위한 위상 조정값을 나타낸 테이블.

제9도는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낸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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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도는 윈도우 타입에 따른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의 동작 파형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게이트 로직 판독부                    21 : 표본화 주파수 생성부

22 : 분주기                                      23 : 1/4 주기 지연부

24 : MUX                                        25 : 위상 검출부

26 : 위상/주파수 조정부                     27 :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

28 : 데이터/클럭 신호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로피 디스크 컨트롤러에서의 데이터 분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DPLL(Digital Phase Locked 
Loop)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특성을 갖도록한 데이터 분리 회로에 관한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종래 기술의 데이터 분리 회로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종래 기술의 데이터 분리 회로의 구성 블록도이다.

종래 기술의 내부 데이터 분리 회로는 크게 아나로그 PLL부와 그와 관계되는 회로들로 구성된다.

먼저, 고정된 24MHz의 기준 주파수를 갖는 XTAL의 발진 주파수를 특정 크기로 레벨링하여 출력하는 프리 
스케일러(Prescaler)(1)와, 상기 프리 스케일러(1)의 레벨링된 주파수를 입력으로 하여 시스템 기준 클럭
을 발생하는 기준 클럭 발생부(2)와, 상기 프리 스케일러(1)의 레벨링된 주파수를 분주하는 제1 분주기
(3)와, 상기 기준 클럭 발생부(2)의 기준 클럭에 동기되어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1/4 주
기 지연 출력하는 1/4 주기 지연부(4)와, 게이트 로직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에 의해 상기 제1 분주기(3)
의 분주된 신호와 1/4 주기 지연부(4)의 지연 신호를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MUX(5)와, 상기 게이트 로직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와 1/4 주기 지연된 리드 데이터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영위상(Zero Phase) 오차를 
검출하는 영위상 오차 검출부(6)와,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읽어온 데이터와 게이트 로직 상태에 따라 인에
이블 신호를 출력하는 인에이블 로직부(7)와,  상기  인에이블 로직부(7)의  인에이블 신호에 의해  상기 
MUX(5)의 다중화된 출력신호와 아나로그 PLL(14)의 피드백되는 분주 신호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검출하여 
업 다운(Up Down) 형태의 신호를 출력하는 위상 비교부(8)와, 상기 위상 비교부(8)의 업 또는 다운 신호
에 의해 충전 또는 방전을 하여 클럭 신호의 주파수와 위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어 전압을 출력하는 전
하 펌프(9)와, 상기 전하 펌프(9)가 전류를 충전 또는 방전할때에 직각 모양의 리플 형태를 갖는 제어 전
압의 리플의 폭과 크기를 조정하는 루프 필터(10)와, 상기 전하 펌프(9)의 제어 전압에 의해 기준 클럭에 
동기된 주파수를 발진하는 VCO(11)와, 상기 VCO(11)의 발진 주파수를 데이터율에 따라 분주비를 결정하여 
분주하는 제2 분주기(12)와, 상기 1/4 주기 지연부(4)의 지연 신호와 상기 제2 분주기(12)의 분주 신호에 
의해 데이터/클럭 신호를 분리하여 출력하는 데이터/클럭 신호 출력부(13)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종래 기술의 데이터 분리 회로는 데이터율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VCO 주파수, 
이득, 회로 인가 전류 등의 부가적인 조정을 하여 데이터를 분리해낸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 기술의 데이터 분리 회로에 있어서는 데이터 복원 특성은 우수하나 그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가 
어렵고, 데이터 분리 회로를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아나로그 PLL을 사용하여 설계하였을 경우에는 소자의 
부피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회로를 이용한 데이터 분리 동작시에는 VCO 주파수, 이득, 컴포넌트 전류 등의 부가적인 조정
이 필요하여 외부의 영향에 대하여 안정적이지 못하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종래 기술의 데이터 분리 회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DPLL
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 데이터 분리 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데이터 분리 회로는 다중화되어진 1/4주기 지연된 리드 데이터 펄스와 리드 데이터의 데이터율
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되어 분주된 표본화 주파수를 입력으로 하여 그 신호의 위상과 디지털 제어 오실
레이터의 클럭 펄스의 오차를 검출해내는 위상 검출부와, 상기 위상 검출부의 위상 검출 신호를 게이트 
로직 상태에 따라 표본화 주파수에 동기시켜 카운트하여 현재 입력되는 펄스들의 오차를 검출하여 위상 
및 주파수 조정을 하는 위상/주파수 조정부와, 상기 위상/주파수 조정부의 카운트 신호에 의해 다음의 펄
스 발생 시점을 결정하여 클럭 펄스를 결정하는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로 이루어진 디지털 PLL을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데이터 분리 회로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2는 본 발명의 데이터 분리 회로의 구성 블록도이다.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되어진 데이터와 클럭 정보를 가진 신호에서 데이터와 클럭 정보를 분리 추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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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리 회로는 DPLL과 플로피 드라이브 신호를 받아 주기적인 펄스 신호를 발생시키는 부분과 데이
터 복원을 위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데이터 분리 회로는 고정된 기준 주파수를 갖는 OSC의 발진 주파수에서 표본화된 주파수를 생
성해내는 표본와 주파수 생성부(21)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의 데이터율(Data Rate)에 따라 클럭 주파
수를 가변시키는 상기 표본화 주파수 생성부(21)의 표본화 주파수에 동기되어 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읽
어온 데이터에서 게이트의 로직 상태를 판별하는 게이트 로직 판독부(20)와, 상기 표본화 주파수 생성부
(21)의 표본화 주파수를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율에 따라 분주비를 결정하여 분주하는 분주기(22)와, 디
스크 드라이브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상기 표본화 주파수 생성부(21)의 표본화 주파수에 동기시켜 1/4 
주기 지연 출력하는 1/4 주기 지연부(23)와, 상기 분주기(22)의 분주된 신호와 1/4 주기 지연부(23)의 지
연된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게티트 로직 판독부(20)에서 출력되는 게이트 로직 상태에 관한 신호에 의해 
입력되는 그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MUX(24)와, 상기 MUX(24)의 다중화된 출력 신호와 피드백되는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27)의 출력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해내는  위상 검출부(25)와, 상기 위상 검출부
(25)의 위상 검출 신호 및 상기 게이트 로직 판독부(20)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표본화 주파수에 
그 신호를 동기시켜 카운트하여 현재 입력되는 펄스들의 오차를 검출하여 위상 및 주파수 조정을 하는 위
상/주파수 조정부(26)와, 상기 위상/주파수 조정부(26)의 카운트 신호에 의해 다음의 펄스 발생 시점을 
결정하여 클럭 펄스를 발생하는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27)와, 상기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27)와 1/4 
주기 지연부(23)의 발진 주파수 및 지연 신호에 의해 표본화 주파수에 동기된 데이터 신호(Sep-data)와 
클럭신호(Sep-clk)를 분리하여 출력하는 데이터/클럭 신호 출력부(2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1/4 주기 지연부(23)는 직렬 연결되어 플로피 디스크 드리이브로부터 인가되는 리드 데이터 스트림
이 입력되고 표본화 주파수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복수개의 D-플립 플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게이트 로직 판독부(20)는 직렬 연결되어 1/4 주기 지연부를 구성하는 복수개의 D- 플립 플롭의 
첫 번째 단의 출력과 최종단의 출력을 논리합하는 OR게이트와, 상기 OR게이트의 출력 신호에 의해 인에이
블되는 D-플립 플롭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데이터 분리 회로의 데이터 분리 동작은 다음과 같다.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오는 불규칙적인 펄스 스트림인 신호를 일정주기 지연시키고 이 지연된 신호에 동기
되는  연속적인  펄스  스트림을  만들어  DPLL에서  만들어지는  신호와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위상오차
(Phase Error)신호에 따라 DPLL에서 발생되는 다음 펄스의 출현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상기의 다음 펄스의 출현 시간의 결정에 따라 위상과 주파수가 1차 조정되고 플로피 디스크에서 오는 펄
스 신호 사이에서의 위상 오차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주파수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도3내지 도10은 본 발명의 데이터 분리 회로의 각 구성 블록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OSC에서 출력되는 24MHz의 발진 주파수가 표본화 주파수 생성부(21)에 인가되면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율에 따라 그 발진 주파수를 분주하게 된다.

만약,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가 500k MFM(Modified Frequency Modulation)의 데이터율을 갖는다면 샘플 
클럭은 16MHz가 되고, 300k MFM의 데이터율을 갖는다면 분주되는 샘플 클럭은 9.6MHz가 되고, 250k MFM의 
데이터율을 갖는다면 샘플 클럭은 8MHz가 된다.

즉, 500k MFM의 신호가 인가되면 펄스가 변화되는 최소 간격은 2㎲이다.

그 2㎲구간에 샘플 클럭 펄스가 보통 16개 정도 인가되어 각각의 펄스 구간이 하나의 슬라이스(Slice)를 
결정하게 된다.

상기의 표본화 주파수 생성부(21)에서 출력되는 샘플 클럭은 DPLL의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27)에 동작 
클럭으로 인가되어 위상 조정의 기본 단위가 된다.

도3은 윈도우 신호의 파형도를 나타낸 것으로,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읽어온 리드 데이터 비트(Read Data 
Bit)가 10011일 경우 이를 리드 데이터 스트림(Read Data Stream)으로 바꾸면 ⓐ와 ⓑ의  경우로 나타낼 
수 있다.

윈도우 신호는 ⓐ와 ⓑ의 펄스가 데이터 신호인지 클럭 신호인지를 구분하는 신호이다.

윈도우 신호는 데이터 영역ⓒ과 클럭 영역ⓓ으로 표시된다.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 스트림 펄스가 존재하면 1 이고, 그렇지 않다면 0 으로 인식된다.

플로피 디스크에서 리드 데이터 스트림 신호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의 모터 회전수의 불규칙성과 플로
피 디스크의 회전 반경 차이로 인한 요소로 인하여 ⓐ와 ⓑ의 변화 펄스(Transition Pulse)가 ⓔ에서와 
같이 빨리 오거나 늦게 올 수가 있다.

상기와 같은 변화 펄스의 오차는 정확한 데이터 분리(복원)가 이루어지도록 디지털 PLL에서 보정한다.

그리고 도4는 디지털 PLL에 입력되기까지의 각 구성 블록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의 표본화 주파수 생성부(21)에서 출력된 샘플 클럭은 분주기(22)로 입력되어 도4의 ⓗ와 같은 변화 
펄스를 갖는 파형을 출력한다.

상기의 분주기(22)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데이터율이 500kbps MFM일 경우 주기가 1㎲가 된다.

그리고 1/4 주기 지연부(23)는 리드 데이터 스트림을 1/4 주기 지연시켜 지연 신호ⓕ를 출력한다.

그리고 게이트 로직 판독부(20)는 리드 데이터 스트림의 변화 펄스를 검출하여 리드 게이트 신호ⓖ를 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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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는 게이트 로직 판독부와 1/4 주기 지연부의 상세 구성도 및 동작 파형을 나타낸 것으로, 게이트 로직 
판독부(20)와 1/4 주기 지연부(23)를 D플립 플롭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생성된 리드 게이트 신호의 펄스 유지(Duration) 구간이 보통 1㎲정도가 되도록한 상
태에서 변화 펄스ⓗ와 ⓕ를 갖는 분주기(22)와 1/4 주기 지연부(23)의 출력 신호가 MUX(24)로 입력된다.

상기의 MUX(24)에서는 리드 게이트 신호가 High인 구간ⓖ에서는 1/4 주기 지연된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
하여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분주된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MUX(24)의 출력 신호는 DPLL의 위상 검출부(25)의 기준 클럭으로 사용된다.

상기의 위상 검출부(25)의 동작은 도6에서와 같다.

도6은 위상 검출부의 동작 상태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위상 검출부(25)는 정상 동작 상태(MUX의 출력 신호에서 변화 펄스가 없은 구간)에서는 B의 상태를 유지
하다가 MUX(24)의 출력에서 변화 펄스가 검출되면 C의 상태로 변화되고, DPLL의 출력이 검출되면 B의 상
태에서 A의 상태로 변화된다.

상기와 같은 위상 검출부(25)의 동작 상태의 변화에 따른 위상/주파수 조정부의 동작 파형은 도7에서와 
같다.

위상 검출부(25)에서 출력되는 출력 신호ⓘ와 ⓙ에서 ⓘ의 출력 신호가 Low인 구간에서의 샘플 클럭으로 
미리 정의된 슬라이스의 수를 네가티브 정수로 하고, ⓙ의 출력 신호가 High인 구간에서의 슬라이스의 수
를 포지티브 정수로하여 카운트한 것이 위상 조정값ⓚⓛ이 된다.

그리고 도8은 상기와 같은 위상 조정값에 따른 윈도우 타입의 변환을 나타낸 것으로, 리드 게이트 신호의 
에지 신호사이에 위상 조정값ⓚ와 ⓛ의 네트 카운트(Net Count)합에 따라 도8의 윈도우 타입 변환 테이블
이 적용된다.

상기와 같은 윈도우 타입 변환 신호에 의해 도9에서와 같이 ICⓜ와 DCⓝ와 같은 주파수 제어 신호들이 가
변 길이 시프트 레지스터(Variable Length Shift Register)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
터(27)에 인가되게 된다.

이때, ⓚ와 ⓛ의 위상 조정값 역시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27)에 인가되고,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2
7)는 도10에서와 같이 동작하게 된다.

즉,  현재의  펄스ⓞ  발생후에  발생하는  다음  펄스ⓟ의  슬라이스  수를  가감하여  위상  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27)에서는 Slow, Normal, Fast의 세가지 윈도우 상태에서 도8에서와 같은 윈도우 
변환 테이블에 의해 ICⓜ, DCⓝ, NC(No Change)의 신호에 의해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된다,

상기의 윈도우 타입은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율과 샘플 클럭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발명의 윈도우 변환 
상태를 나타낸 도10에서는 Fast의 경우 슬라이스의 수를 7개, Normal의 경우 슬라이스 수를 8개, Low인 
경우 슬라이스 수를 9개로 정의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데이터 분리 회로는 DPLL과 플로피 드라이브 신호를 받아 주기적인 펄스 신호를 발생시키는 부
분과 데이터 복원을 위한 부분으로 회로를 구성하여 VCO 주파수, 이득, 컴포넌트 전류 등의 부가적인 조
정이 필요없고, 소자의 제조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 요인에 의한 불안정한 특성을 없앨 수 있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읽어온 정보에서 데이터와 클럭을 보다 안정적으로 복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회로의 구성시에 DPLL을 사용하므로 시스템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동작 특성에 있어서, 위상/주파수 조정부에서 위상과 주파수의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리드 데
이터 스트림 구간에서 다시 주파수 조정이 추가로 이루어지므로 데이터 분리 특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화되어진 1/4주기 지연된 리드 데이터 펄스와 리드 데이터의 데이터율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되어 분
주된 표본화 주파수를 입력으로 하여 그 신호의 위상과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의 클럭 펄스의 오차를 검
출해내는 위상 검출부와, 상기 위상 검출부의 위상 검출 신호를 게이트 로직 상태에 따라 표본화 주파수
에 동기시켜 카운트하여 현재 입력되는 펄스들의 오차를 검출하여 위상 및 주파수 조정을 하는 위상/주파
수 조정부와, 상기 위상/주파수 조정부의 카운트 신호에 의해 다음의 펄스 발생 시점을 결정하여 클럭 펄
스를 결정하는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로 이루어진 디지털 PLL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분리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PLL의 출력 신호에 의해 표본화 주파수에 동기된 데이터 신호와 클럭 신호
를 분리하여 출력하는 데이터/클럭 신호 출력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분리 
회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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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의 발진 주파수에서 표본화된 주파수를 생성해내는 표본화 주파수 생성부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의 데이터율(Data Rate)에 따라 클럭 주파수를 가변시키는 상기 표본화 주파수에 동기되어 디스크 드라이
브로부터 읽어온 데이터에서 게이트의 로직 상태를 판별하는 게이트 로직 판독부와, 상기 표본화 주파수 
생성부의 표본화 주파수를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율에 따라 분주비를 결정하여 분주하는 분주기와, 디스
크 드라이브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상기 표본화 주파수 생성부의 표본화 주파수에 동기시켜 1/4 주기 지
연 출력하는 1/4 주기 지연부와, 상기 분주기의 분주된 신호와 1/4 주기 지연부의 지연된 신호를 입력으
로 하여 게티트 로직 판독부에서 출력되는 게이트 로직 상태에 관한 신호에 의해 입력되는 그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MUX와, 상기 MUX의 다중화된 출력 신호와 피드백되는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의 출
력 신호의 위상차를 검출해내는 위상 검출부와, 상기 위상 검출부의 위상 검출 신호 및 상기 게이트 로직 
판독부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표본화 주파수에 그 신호를 동기시켜 카운트하여 현재 입력되는 펄
스들의 오차를 검출하여 위상 및 주파수 조정을 하는 위상/주파수 조정부와, 상기 위상/주파수 조정부의 
카운트 신호에 의해 다음의 펄스 발생 시점을 결정하여 클럭 펄스를 발생하는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와, 
상기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와 1/4 주기 지연부의 발진 주파수 및 지연 신호에 의해 표본화 주파수에 동
기된 데이터 신호와 클럭신호를 분리하여 출력하는 데이터/클럭 신호 출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분리 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1/4 주기 지연부는 직렬 연결되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인가되는 리드 데이터 
스트림이 입력되고 표본화 주파수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복수개의 D-플립 플롭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분리 회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게이트 로직 판독부는 직렬 연결되어 1/4 주기 지연부를 구성하는 복수개의 D-플립 플롭
의 첫 번째단의 출력과 최종단의 출력을 논리합하는 OR게이트와, 상기 OR게이트의 출력 신호에 의해 인에
이블되는 D-플립 플롭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분리 회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디지털 제어 오실레이터는 가변 길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분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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