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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분주기로도 원하는 분주비를 만족할 수 있기

Abstract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10~40㎓의 넓은 대역의 분주
기를 CADENCE SPECTRE 툴을 이용하여 설계 및

고주파 대역의 PLLOwG sG sP에 사용될

검증하였다.

수 있는 2분주기 회로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회로는
D-타입 래치를 이용한 부귀환을 갖는 마스터-슬레이

II. 본론

브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고속동작을 위하여 CML
(Current Mode Logic) 회로로 설계하였다. 제안한 회

2.1 제안하는 분주기 구조

로는 0.11㎛ CMOS 공정으로 설계하였고 동작주파수

주파수 분주기는 주로 D-플립플롭 타입과 LC-공진

는 1.2V의 전원전압에서 10~40㎓이며 최대소비전력은

기 타입의 2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이중 D-플립플롭

4.68㎽이다.

타입보다는 LC-공진기 타입이 고주파 대역에서는 더
적합하지만 인덕터를 사용함으로서 큰 면적을 차지하

I. 서론

고, 입력전압으로 C값을 조절하기 때문에 입력전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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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변화에도 출력값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
서 제안하는 분주기는 D-플립플롭 타입을 사용하였으
며 그림 1에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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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적 2분주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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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기 전체 구조는 LATCH1과 LATCH2에 CLK이

기는 충분한 전류를 흘릴수 있을만큼 커야한다. PM0

반대로 입력되어 두개의 래치가 교대로 동작하는 마스

와 NM1은 PM1과 PM2가 동작할 수 있도록 NM0와

터-슬레이브 구조로 되어있다. 출력은 입력과 부귀환

같은 원리로 바이어스 전압을 만들어 주기위해 사용되

연결되어있으므로 CLK 주파수가 분주기의 동작 주파

었다. PM1과 PM2는 CLK신호를 입력으로 받는 트랜

수범위 안에 있다면 출력단의 주파수는 CLK 주파수의

지스터의 전체 트랜스컨덕턴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

2분주된 값이 출력된다. 고주파 분주가 가능하기 위해

가되었다[2]. 모든 신호는 차동으로 설계되었으며, 차동

서는 래치회로의 동작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정적회로

신호는 충분한 노이즈 마진을 가져온다.

와 비교해서 내부 전압스윙을 줄여줌으로서 고속동작
이 가능한 CML 래치를 제안하였으며 그림 2에 회로

Ⅲ. 모의실험 결과

도를 나타냈다.

제안한 2분주기 회로의 설계 및 검증은 CADENCE
SPECTRE 툴을 이용하였다. 그림 3은 10~40㎓의 전체
동작주파수 대역에서의 최소 주파수와 최대 주파수 입
출력 결과이다.

그림 2. 제안하는 CML 래치 회로도
동작주파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로드저항을 R1과 R2
2개로 나눠서 사용하는 Split-load 방식을 적용하였다.
NM4의 드레인과 OUTP노드, NM5의 드레인과 OUTM

(a)

노드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R2에 의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NM4와 NM5의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래치의 셋업시간을 늘려주고 결국 전체 동작주
파수 범위를 약10% 증가시킨다[1]. 하지만 단점으로는
저주파대역에서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이 문제점은
인덕터를

R1과

직렬로

연결한

inductive

shunt

peaking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인덕터를
사용하면 면적에서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하

(b)

지 않았다. 대신 R1과 R2의 비율을 최적화하여 동작주

그림 3. (a) CLK이 10㎓ 일때 출력 그래프

파수범위를 최대화 하였다. 실제 설계에서 사용한 R1

(b) CLK이 40㎓ 일때 출력 그래프

과 R2의 비율은 모의실험을 통하여 2:1로 결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분주기가 정확히 2분주로

2.2 동작원리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는 전체 동작주파수

동작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래치 회로의 동작은

대역에서 출력 전압의 VP-P와 출력 주파수 결과이다.

CLK신호는 캐패시터 C1을 지나 AC신호만 입력되고
전류원 IREF와 NM0의 L, W, Vt값에 의해 NM0의
Vgs전압이 결정되고, 이 전압으로 NM6와 NM7의 바
이어스 전압이 결정된다. 바이어스 전압값은 입력신호
CLK의 작은 진폭에도 트랜지스터가 최대한 반응할 수
있게 NM6과 NM7의 Vt전압으로 설계하였다.
INP와 INM의 반대 위상 입력에 따라 NM4와 NM5
의 소스-커플드 페어 구조의 게이트 전압이 바뀌게 된
다. 하지만 이 모든 동작은 CLK 주파수에 따른 NM6

그림 4. 입력주파수에 따른 출력 Vp-p와 출력주파수

와 NM7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NM6와 NM7의 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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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높아질수록 VP-P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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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40㎓의 고주파에서 동작하는 2분주기
를 제안하였다. 분주기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하여 D플립플롭 타입으로 설계하였고, 고속동작을 위하여
CML 래치 회로를 제안하였다. 10~40㎓의 넓은 동작주
파수에도 인덕터를 사용하지 않고 동작 주파수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Split-load 방식을 적용하였다. 고주파
동작에도 인덕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칩면적에
서의 이득을 예상할 수 있다. 제안하는 2분주기 회로
는 0.11㎛ CMOS 공정을 사용하였으며 CADENCE
SPECTRE 툴로 설계 및 검증하였다. 전원전압 1.2V에
서 최대소비전력은 4.68㎽이다. 제안하는 2분주기는 고
주파수 대역의 PLL에 많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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