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3K 21/00

(45) 공고일자   1998년12월01일

(11) 등록번호   특0145620

(24) 등록일자   1998년05월04일
(21) 출원번호 특1995-044307 (65) 공개번호 특1997-031352
(22) 출원일자 1995년11월28일 (43) 공개일자 1997년06월26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김광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번지
(72) 발명자 황경운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00-1번지
(74) 대리인 김원호, 최현석

심사관 :    김재문

(54) 가변 분주 회로

요약

이 발명은 가변 분주 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제1클럭 신호(ACLK)와 제2클럭 신호(SCLK)를 입력받아, 입력받은 신호를 일시적으로 유지 기억하는 래치 
수단과; 상기 래치 수단에서 출력되는 신호(A)(S)를 입력받아, 리세트신호(R)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리세
트 신호 발생 수단과; 상기 래치 수단에서 출력되는 신호(A)(S)와 외부에서 클럭신호(CLK)를 입력받아, 
임의의 분주값을 생성하고, 분주값에 따라 클럭신호(CLK)를 분주하여 분주된 신호(C)를 출력하는 분주 수
단과; 상기 분주 수단에서 출력되는 분주된 신호(C)를 클럭 단자로 입력받고, 출력신호를 데이타 단자로 
궤환(Feedback)입력받아, 분주신호(CLKOUT)를 출력하는 분주 신호 출력 수단으로 구성되어, 데이타 통신
을 할 때, 원격지 단말기와의 타이밍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변 분주 회로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가변 분주 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분주 회로의 상세 회로도이고,

제2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분주 회로의 파형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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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래치 수단                  2 : 리세트 신호 발생 수단

3 : 분주 수단                  4 : 분주 신호 출력 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발명은 가변 분주 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 말하자면 데이타 통신을 할 때, 원격지 단말
기와의 타이밍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변 분주 회로에 관한 것이다.

최근들어, 데이타 통신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타 통신시에 정확한 데이타의 송수신을 위해서는 원격지 단말기와의 타이밍(Timing)이 일치하여야 한
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얻기 위하여, 수정 발진자를 타이밍소스(Source)로 사용한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의 기술은 수정 발진자의 고유 발진 주파수의 오차로 인해, 원격지 단말기와 동일한 
타이밍을 얻기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데이타 통신을 할 때, 원격
지 단말기와의 타이밍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변 분주 회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발명의 구성은, 

제1클럭 신호(ACLK)와 제2클럭 신호(SCLK)를 입력받아, 입력받은 신호를 일시적으로 유지 기억하는 래치 
수단과; 상기 래치 수단에서 출력되는 신호(A)(S)를 입력받아, 리세트신호(R)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리세
트 신호 발생 수단과; 상기 래치 수단에서 출력되는 신호(A)(S)와 외부에서 클럭신호(CLK)를 입력받아, 
임의의 분주값을 생성하고, 분주값에 따라 클럭신호(CLK)를 분주하여 분주된 신호(C)를 출력하는 분주 수
단과; 상기 분주 수단에서 출력되는 분주된 신호(C)를 클럭 단자로 입력받고, 출력신호를 데이타 단자로 
궤환(Feedback)입력받아, 분주신호(CLKOUT)를 출력하는 분주 신호 출력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구성에 의하여,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발명을 용이하게 실
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분주 회로의 상세 회로도이다.

제1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분주 회로의 구성은, 외부 리세트 신호
(POR)를 리세트 단자(R)로 입력받고, 제1클럭신호(ACLK)와 제2클럭신호(SCLK)를 입력단자로(G)로 입력받
아, 입력받은 신호를 일시적으로 유지 기억하여 출력 단자(Q)로 출력하는 래치부(1)와; 상기 래치부(1)에
서 출력되는 신호(A)(S)를 입력받아, 리세트 신호(R)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리세트 신호 발생부(2)와; 상
기  래치부(1)에서  출력되는  신호(A)(S)와  외부에서  클럭신호(CLK)를  입력받아,  임의의  분주값을 

생성하고, 분주값에 따라 클럭신호(CLK)를 분주하여 분주된 신호(C)를 출력하는 분주부(3)와; 상기 분주
부(3)에서 출력되는 분주된 신호(C)를 클럭단자(CK)로 입력받고, 출력 단자(Q)에서 출력되는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데이타 단자(D)로 궤환 입력받아, 출력단자(Q)로 분주 신호(CLKOUT)를 출력하는 분주 신호 출력
부(4)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래치부(1)의 구성은, 제1클럭 신호(ACLK)를 입력 단자(G)로 입력받아, 입력받은 신호를 일시적으
로 유지 기억하여 출력 단자(Q)로 출력하는 제1래치(11)와; 제2클럭 신호(SCLK)를 입력 단자(G)로 입력받
아, 입력받은 신호를 일시적으로 유지 기억하여 출력 단자(Q)로 출력하는 제2래치(12)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리세트 신호 발생부(2)의 구성은, 상기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의 출력 단자(Q)를 통해 출력되
는 출력 신호(A)(S)를 입력받아,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여 출력하는 X-OR 게이트(21)와; 상기 분주부
(3)의 출력 신호(C)를 클럭 단자(CK)로 입력 받고, 상기 X-OR게이트(21)의 출력 신호를 데이타 단자(D)로 
입력받아,  출력 단자(Q)로  출력하는 제1  D-플립플롭(22)과;  상기 분주부(3)에서 출력되는 분주된 신호
(C)를 입력받아, 반전시켜 출력하는 인버터(23)와; 상기 인버터(23)의 출력 신호를 클럭 단자(CK)로 입력
받고, 상기 제1 D-플립플롭(22)의 출력 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데이타 단자(D)로 입력받아 출력 단
자(Q)로 출력하는 제2 D-플립플롭(24)과; 상기 제2 D-플립플롭(24)의 출력 신호와 외부 리세트 신호(PO
R)를 입력받아, 논리합 연산을 하여 리세트 신호(R)를 상기 래치부(1)와 상기 제1 D-플립플롭(22)과 상기 
제2 D-플립플롭(24)의 리세트 단자(R)로 출력하는 OR게이트(25)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분주부(3)의 구성은, 상기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의 출력 단자(Q)를 통해 출력되는 출력 신호
(A)(S)를 입력받아, 임의의 분주값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분주값 입력 회로(31)와;  외부에서 클럭 신호
(CLK)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고, 상기 분주값 입력 회로(5)에서 출력되는 분주값을 입력 단자(b0 내지 
bn)로 입력 받아, 출력 단자(CO)로 분주된 신호(C)를 출력하는 병렬 입력 분주부(32)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분주 신호 출력부(4)의 구성은, 외부 리세트 신호(POR)를 리세트 단자(R)로 입력받고, 상기 병렬 
입력 분주부(32)에서 출력되는 분주된 신호(C)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고, 반전된 출력신호를 데이타 
단자(D)로 입력받아 분주된 클럭 신호(CLKOUT)를 출력하는 제3 D-플립플롭(41)과; 상기 제3 D-플립플롭
(41)의  출력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받아,  반전시켜 상기 제3  D-플립플롭(41)의  데이타 단자
(D)로 출력하는 제3 인버터(42)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구성에 의한,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분주 회로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제2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분주 회로의 파형도이다.

전원이 인가되면, 외부 리세트 신호(POR)가 인가되어 가변 분주 회로내의 모든 블럭들이 초기화 된다.

먼저, 제1클럭 신호(ACLK)와 제2클럭 신호(SCLK)가 모두 논리0인 경우의 가변 분주 회로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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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클럭 신호(ACLK)와 제2클럭 신호(SCLK)가 모두 논리0이면,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의 출력단자(Q)
에서 출력되는 신호(A)(S)는 논리0이 된다.

분주값 입력회로(31)는 상기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의 출력 신호(A)(S)를 입력받아, 임의의 분주값
(N)을 생성한다.

제2도에 도시되어 있는 파형(C)의 논리1의 기간 동안에, 상기 분주값 입력회로(31)에서 생성된 분주값
(N)은 병력 입력 분주부(32)의 입력단자(b0 내지 bn)를 통해 로드(Load)되어, 병력 입력 분주부(32)의 출
력 단자(CO)는 분주값(N)으로 분주된 신호(C)를 출력한다.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의 출력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A)(S)는 논리0이므로, X-OR게이트(21)의 출
력은 논리0이 되어, 제1 D-플립플롭(22)의 데이타 단자(D)로 입력된다.

제1 D-플립플롭(22)은 상기 분주된 신호(C)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아 트리거링(Triggering)되어, 출력 
단자(Q)로 논리0의 신호를 출력한다.

제2 D-플립플롭(23)은 상기 제1 D-플립플롭(22)에서 출력된 논리0인 신호를 입력받아, 출력 단자(Q)로 논
리0의 출력 신호를 출력하여, OR게이트(25)에서 리세트 신호(R)은 발생되지 않는다.

동시에, 제3 D-플립플롭(41)는 상기 병렬 입력 분주부(32)의 출력 신호(C)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아, 
출력 단자(Q)로 2N분주된 신호(CLKOUT)를 출력한다.

두번째로, 제1클럭 신호(ACLK)와 제2클럭 신호(SCLK)가 모두 논리1인 경우의 가변 분주 회로의 작용은, 
X-OR게이트(21)의 출력이 논리0이 되므로, 첫번째의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세번쩨로, 제1클럭 신호(ACLK)가 논리1이고, 제2클럭 신호(SCLK)가 논리0인 경우의 가변 분주 회로의 작
용은 다음과 같다.

제1래치(11)의 출력 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A)는 논리1이 되고, 제2래치(12)의 출력 단자(Q)에서 출
력되는 신호(S)는 논리0이 된다.

분주값 입력회로(31)는 상기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의 출력신호(A)(S)를 입력받아, 임의의 분주값(N-
1)을 생성한다.

상기에서 생성된 임의의 분주값(N-1)은 병력 입력 분주부(32)에 입력단자(b0 내지 bn)를 통해 로드되어, 
병력 입력 분주부(32)의 출력 단자(CO)는 임의의 값(N-1)으로 분주된 신호(C)가 출력된다.

제1래치(11)의 출력 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A)는 논리1이고, 제2래치의 출력 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S)는 논리0이므로, X-OR게이트(21)의 출력은 논리1가 되어, 제1 D-플립플롭(22)의 데이타 단자(D)로 
입력된다.

제1D-플립플롭(22)은 상기 분주된 신호(C)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아 트리거링(Triggering)되어, 출력 
단자(Q)로 논리1의 신호를 출력한다.

제2D-플립플롭(24)은 상기 제1D-플립플롭(22)에서 출력된 신호를 입력받아 출력 단자(Q)로 논리1의 신호
를 출력한다.

OR게이트(25)의 출력 신호(R)는 논리1이 되어,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와 제1 D-플립플롭(22)과 제2 
D-플립플롭(24)을 리세트 시킨다. 동시에, D-플립플롭(41)는 상기 병렬 입력 분주부(32)의 출력 신호(C)
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아, 출력 단자(Q)로 2(N-1)분주된 신호(CLKOUT)를 출력한다.

네번째로, 제1클럭 신호(ACLK)가 논리 0이고, 제2클럭 신호(SCLK)가 논리1인 경우의 가변 분주 회로의 작
용은 다음과 같다.

제1클럭 신호(ACLK)가 논리 0이고, 제2클럭 신호(SCLK)가 논리 1이면, 제1래치(11)의 출력 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A)는 논리 0이 되고, 제2래치(12)의 출력 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S)는 논리 1이 된다.

분주값  입력회로(31)는  상기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의  출력신호(A)(S)를  입력받아,  임의의 분주값
(N+1)을 생성한다.

상기에서  생성된  임의의  분주값(N+1)은  병력  입력  분주부(32)에  입력  단자(b0  내지  bn)를  통해 로드
(Load)되어, 임의의 값(N+1)으로 분주된 신호(C)가 출력 단자(CO)로 출력된다.

제1래치(11)의 출력 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A)는 논리 0이 되고, 제2래치(12)의 출력 단자(Q)에서 출
력되는 신호(S)는 논리 1이므로, X-OR게이트(21)의 출력은 논리1이 되어, 제1 D-플립플롭(22)의 데이타 
단자(D)로 입력된다.

제1 D-플립플롭(22)은 상기 분주된 신호(C)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아 트리거링(Triggering)되어, 출력 
단자(Q)로 논리 1의 신호를 출력한다.

제2 D-플립플롭(24)은 상기 제1 D-플립플롭(22)에서 출력된 신호를 입력받아, 출력 단자(Q)로 논리 1의 
신호를 출력한다.

OR게이트(25)는 논리 1의 출력 신호(R)를 출력하여,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와 제1 D-플립플롭(22)과 
제2 D-플립플롭(24)을 리세트 시킨다.

동시에, D-플립플롭(41)는 상기 병렬 입력 분주부(32)의 출력 신호(C)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아, 출력 
단자(Q)로 2(N+1)분주된 신호(CLKOUT)를 출력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1클럭 신호(ACLK)나 제2클럭 신호(SCLK)를 이용하여, 임의의 
분주값(N)을 분주값(N-1, N+1)으로 변경하고, 더 나아가서 분주값 입력 회로(31)를 적절히 조절하므로써, 
제1클럭 신호(ACLK)나 제2클럭 신호(SCLK)를 이용하여 임의의 분주값(N)을 분주값(N-X, N+X)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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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진 가변 분주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X는 N보다 작아야 한다)

이 발명의 이러한 효과는 모뎀(MODEM)을 통한 데이타 통신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클럭 신호(ACLK)와 제2클럭 신호(SCLK)를 입력받아, 입력받은 신호를 일시적으로 유지 기억하는 래치 
수단과; 상기 래치 수단에서 출력되는 신호(A)(S)를 입력받아, 리세트 신호(R)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리세
트 신호 발생 수단과; 상기 래치 수단에서 출력되는 신호(A)(S)와 외부에서 클럭 신호(CLK)를 입력받아, 
임의의 분주값을 생성하고, 분주값에 따라 클럭 신호(CLK)를 분주하여 분주된 신호(C)를 출력하는 분주 
수단과; 상기 분주 수단에서 출력되는 분주된 신호(C)를 클럭 단자로 입력받고, 출력 신호를 데이타 단자
로 궤환(Feedback)입력받아, 분주 신호(CLKOUT)를 출력하는 분주 신호 출력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분주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래치 수단은, 제1클럭 신호(ACLK)를 입력 단자(G)로 입력받아, 입력받은 신호를 
일시적으로 유지 기억하여 출력 단자(Q)로 출력하는 제1래치(11)와; 제2클럭 신호(SCLK)를 입력 단자(G)
로 입력받아, 입력받은 신호를 일시적으로 유지 기억하여 출력 단자(Q)로 출력하는 제2래치(12)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분주 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리세트 발생 수단은 상기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의 출력 단자(Q)를 통해 출
력되는 출력 신호(A)(S)를 입력받아,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여 출력하는 X-OR 게이트(21)와; 상기 분주
부(3)의 출력 신호(C)를 클럭 단자(CK)로 입력 받고, 상기 X-OR게이트(21)의 출력 신호를 데이타 단자
(D)로 입력받아, 출력 단자(Q)로 출력하는 제1 D-플립플롭(22)과; 상기 분주부(3)에서 출력되는 분주된 
신호(C)를 입력받아, 반전시켜 출력하는 인버터(23)와; 상기 인버터(23)의 출력 신호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고, 상기 제1 D-플립플롭(22)의 출력 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데이타 단자(D)로 입력받아 출
력 단자(Q)로 출력하는 제2 D-플립플롭(24)과; 상기 제2 D-플립플롭(24)의 출력 신호와 외부 리세트 신호
(POR)를 입력받아, 논리합 연산을 하여 리세트 신호(R)를 상기 래치부(1)와 상기 제1 D-플립플롭(22)과 
상기 제2 D-플립플롭(24)의 리세트 단자(R)로 출력하는 OR게이트(25)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가변 분주 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분주 수단은, 상기 제1래치(11)와 제2래치(12)의 출력 단자(Q)를 통해 출력되는 
출력 신호(A)(S)를 입력받아, 임의의 분주값을 생성하여 출력하는 분주값 입력 회로(31)와; 외부에서 클
럭 신호(CLK)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고, 상기 분주값 입력 회로(5)에서 출력되는 분주값을 입력 단자
(b0 내지 bn)로 입력 받아, 출력 단자(CO)로 분주된 신호(C)를 출력하는 병렬 입력 분주부(32)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분주 회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분주 신호 출력 수단은, 외부 리세트 신호(POR)를 리세트 단자(R)로 입력받고, 
상기 병렬 입력 분주부(32)에서 출력되는 분주된 신호(C)를 클럭 단자(CK)로 입력받고, 반전된 출력신호
를 데이타 단자(D)로 입력받아 분주된 클럭 신호(CLKOUT)를 출력하는 제3 D-플립플롭(41)과; 상기 제3 D-
플립플롭(41)의 출력단자(Q)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받아, 반전시켜 상기 제3 D-플립플롭(41)의 데이타 
단자(D)로 출력하는 제3 인버터(42)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분주 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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