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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통신을 위한 60~74㎓ 분주기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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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기 때문에 분주비를 크게 할 수 없다. 그래

Abstract

서 기존에는 CML(Current-Mode Logic) 래치 구조를
이용한 2분주기를 주로 사용하였다[1]. CML 래치 구

60~74㎓ 대역에서 동작하는 LC형태의 4분주 ILFD

조의 분주기는 넓은 동작범위와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

(Injection-Locked Frequency Divider)를 설계하였다.

점이 있지만, 전력소모가 크고 분주비가 작다. 분주비

좁은 동작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2단 베렉터 뱅크와

가 크면 필요로 하는 분주기의 단수를 줄일 수 있기

전류소스의 전류크기를 이용하여 20.9%의 동작범위를

때문에 PLL 전체의 소모 전력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얻었다. 전류소스는 2단 전류미러 구조를 사용하여

공정변화에 따른 문제점도 줄여준다.

Center-tapped 인덕터의 중간 지점에서의 전류변동을

이에 본 논문에서는 60~74㎓의 넓은 동작범위를 갖으

최소화 했으며,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전류를 조절할

면서 4분주가 가능한 ILFD를 제안하였으며 CADENCE

수 있다. 제안한 회로는 65㎚ CMOS 공정을 이용하여

SPECTRE RF를 이용하여 설계 및 검증했다.

설계했고 소모 전력은 전원전압 1.2V에서 11.4㎽이다.

II. 본론

I. 서론

제안하는 4분주기 구조는 그림1과 같다. 전체 구조

최근 60㎓ 대역을 이용한 WPAN, 자동차 레이다,

는 NMOS 교차쌍 차동 LC형 발진기와 하모닉 믹서,

이미지 센싱 등 밀리미터 웨이브 무선 통신에 대한 관

그리고 출력신호와 다른 블록과의 분리를 위한 출력버

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에 필요한 클락을 생성하기

퍼로 이루어져 있다. 동작원리는 입력주파수(FIN)와 하

위해서는 PLL을 주로 사용하는데, PLL에서 60㎓의

모닉 믹서의 3차 하모닉성분과의 혼합신호를 출력으로

높은 주파수를 기준 주파수로 낮춰주는 고속 분주기의

내보내는 방식이며[2] 자세한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

사용이 필수적이다. 분주기는 무선 송신기의 LO 생성,

다. LC형 발진기는 차동 구조이기 때문에 OSCP와

유선통신을 위한 프론트 엔드의 클락 동기화 그리고

OSCM은 위상이 정확히 180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광통신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밀리미

MN3의 드레인전압이 증가하면 똑같은 양만큼의 소스

터 웨이브 대역에서 사용되는 분주기는 빠른 동작을

전압이 감소한다. 게이트전압이 일정할 경우, 소스전압
이 증가하여 MN3의 게이트-소스 전압이 문턱전압보

- 19 -

2013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다 낮아서 MOS의 선형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선

4분주기의 입력주파수에 따라 VCON1, VCON2, VBIAS

형 특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모닉 성분들을 만들어

값을

조절하여

60~74㎓의

입력을

받아서

15.019~

낸다. 하모닉 믹서에 의한 MN3의 Vds의 3차 하모닉

18.562㎓로 4분주된 결과를 확인했다. 표1은 동작범위

성분과 FIN의 주파수가 혼합되어 출력으로 나오게 된다.

에 대한 입출력 결과이고, 그림3의 (a)에 그래프로 나
타냈다. 그림3의 (b)는 입력에 대한 VP-P 결과이다.
표1. 제안하는 4분주기의 입출력 주파수 결과

FIN[㎓]
60
61
62
63
64
65
66
67

PADP[㎓]
15.019
15.250
15.500
15.751
16.016
16.248
16.500
16.743

FIN[㎓]
68
69
70
71
72
73
74

PADP[㎓]
17.000
17.250
17.580
17.746
17.999
18.24
18.562

그림 1. 제안하는 4분주기 회로도
전류소스는 2단 전류미러로 설계하였으며 OSCP와
OSCM의 상이한 위상차 때문에 발생하는 IS의 변동을
줄여준다. 특히 ILFD의 단점인 좁은 동작범위를 해결

(a)

하기 위해 2단 베렉터 뱅크 구조를 사용하여 동작범위
를 20.9%까지 확보했다. VCON1과 VCON2 이외에도 전류
소스의

바이어스전압(VBIAS)을

조절하여

(b)

그림 3. (a) 제안하는 4분주기의 입출력 결과 그래프
(b) 버퍼 입출력단의 VP-P 그래프

동작범위를

2% 더 증가시킬 수 있었다. CVAR1과 CVAR2의 크기를 2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VCON1과 VCON2값을 조절하여

배 차이로 설계하여 성긴튜닝과 미세튜닝이 가능하게

캐패시턴스값을 줄이고, VBIAS값을 줄여서 IS를 감소시

하였다. 출력버퍼는 출력단 스윙과 동작범위를 고려하

켜서 분주기가 락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캐패시턴스

여 MN4와 MN5의 크기를 결정했다. Rbuff의 크기는 50

값을 조절하는 제어포트가 2개이기 때문에 1개이었을

Ω으로 설계했다.

경우와 비교하여 더 안정적인 락이 가능하다[2]. 출력
전력은 VBIAS값을 조절하여 락이되는 지점부터 급격히

Ⅲ. 모의실험 결과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기존의 회로와 비슷하다[2].

표2. 제안하는 4분주기의 입출력 주파수 결과

제안한 4분주기 회로의 설계 및 검증은 CADENCE

[1]TMTT
2011

[2]ISSCC
2006

[3]ISSCC
2007

*This
work

Fmin[㎓]

57.4

70

79.7

60

Fmax[㎓]

59.8

71.6

81.6

74

Locking
Range[%]

4.1

2.3

2.4

20.9

Supply
[V]

1.8

0.5

0.56

1.2

Power
[㎽]

12.6

2.75

12.4

11.4

Process

0.18um
CMOS

90nm
CMOS

65nm
CMOS

65nm
CMOS

SPECTRE RF툴을 이용하였다. 그림 2는 입력 최소
주파수와 최대 주파수에 따른 출력전력 결과이다.

(a)

(b)

그림 2.(a) FIN=60㎓의 결과 (b) FIN=74㎓의 결과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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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분주기와 기존의 4분주기 회로에 대한 비교
를 표2에 표시하였다. 동작범위가 기존의 회로와 비교
하여 매우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 동작하는
LC형태의 4분주 ILFD를 제안했다. 좁은 동작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2단 베렉터 뱅크 구조와 전류소스의
전류크기를 이용하여 20.9%의 동작범위를 얻었다. 1단
과 2단 베렉터의 캐패시턴스 크기는 2배 차이나게 설
계하여 성긴튜닝과 미세튜닝이 가능하게 했다. 전류소
스의 바이어스전압도 동작범위를 6% 증가시킨다. 전류
소스는 2단 전류미러 구조를 사용하여 Center- tapped
인덕터의 중간 지점에서의 전류변동을 최소화 해준다.
제안한 회로는 IDEC에서 CAD TOOL과 MPW를 지
원받아 65㎚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설계했으며 소모
전력은 전원전압은 1.2V에서 11.4㎽이다. 설계한 고속
4분주기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의 고속 통신 시스템
과 PLL에서 아날로그 핵심 IP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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