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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ew structure of Phase

본 연구에서는 루프필터를 칩 안에 내장시키기 용이

Locked Loop(PLL) which changes its loop bandwidth

한 작은 캐패시터를 가지면서도 작은 ripple을 발생시

according to the locking status. The proposed PLL

킬 수 있는 안정화 기술을 적용하여 PLL을 설계하였

use a loop stabilization technique and an adaptive

다[3].

bandwidth controller(ABC). The ABC decides the

Bandwidth Controller)를 사용하여 작은 캐패시터로

bandwidth of loop filter and the delay control

빠른 settling time을 가진 PLL을 설계하였다[4].

또한

적응

루프

대역폭

조절기(Adaptive

frequency. The proposed PLL is simulated by
HSPICE and layout is completed using a 0.25um

II. 안정화 기술

CMOS process with 2.5V supply voltage. The
operating frequency range of 100MHz～400MHz is
achieved using the proposed PLL.

I. 서론
이동 통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전력소모가
작고 크기가 작은 무선 통신용 부품에 대한 연구가 활
그림 1. 일반적인 PLL의 구조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성능 주파수
합성기는 핵심적인 블록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용 주파수 합성기는 위상고정루프(Phase
Locked Loop)를 사용하여 구현한다.
PLL의 설계는 고정시간 (lock time)과 전압제어발
진기 (VCO) 전압조절단자의 리플의 크기 간에 커다란
tradeoff가 있다. 주파수합성기에서 이런 tradeoff는
채널 스위칭 속도를 제한하고 주파수합성기의 출력에

그림 2. 안정화 기술을 이용한 PLL

서 지터로 나타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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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광대역 PLL의 구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LL은 그림 1과 같이 전압제어
발진기, 주파수위상검출기(Phase Frequency Detector),
분주기(Divider), 전하펌프(Charge Pump) 그리고 루프

2.1 PLL의 전체 구조

필터(Loop Filter)로 구성되어 있다. 루프필터는 주로 2
차를 사용한다. 루프필터에서 저항 R1은 전압제어발진
기의 전압조절단자의 전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zero
를 제공하고, 캐패시터 C1은 PLL의 안정화 행동을 결
정하고, 캐패시터 C2는 전하펌프에서 발생하는 글리치
를 억제한다.

그런데, ripple을 충분히 억제하기 위해

서 C1은 필수적으로 큰 값을 가지고 되고, C1의 값이
그림 3. 제안된 PLL의 구조

커짐으로 인해 lock time은 길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작은 캐패시터를 사용하면서도 빠른
lock time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화 기술을 적용하여

제안된 PLL의 구조는 그림 3 에서와 같이 주파수위

PLL을 설계하였다.[3] 안정화 기술을 사용한 PLL은

상검출기, 두개의 전하펌프, 적응루프대역폭 조절기, 루

그림 2와 같은 구조로 설계된다. 전압제어발진기, 분주

프필터, 전압제어발진기, 그리고 분주기로 구성되어 있

기, 주파수위상검출기, 전하펌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

다. 적응루프대역폭 조절기(ABC)는 두 번쨰 전하펌프

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CP2)의 전류와 루프 필터의 대역폭을 조종한다. 적응

이 구조에서 CP1의 전류를 Ip1, CP2의 전류를 Ip2라

루프대역폭 조절기는 주파수위상검출기의 출력신호를

고 하면 CP2의 전류 Ip2는 약간의 지연시간 후에 전하

받아 PLL이 lock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lock 상

를 공급한다. 총 전류는 Ip1과 지연시간 후의 Ip2의 합

태에 따라 전하펌프의 전류와 지연시간을 조종한다.

으로 결정되고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PLL이 lock 상태가 아닐 경우 두 번째 전하펌프의 전
류는 증가하고 지연시간 조절기(Delay Controller)의
주파수는 높아진다. PLL이 lock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1)

두 번째 전하펌프의 전류는 감소하고 지연시간 조절기
주파수는 낮아져서 루프 대역폭을 넓게 한다. 즉, 루프
대역폭은 lock 상태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식 (1)을 이용하여 전압제어발진기의 전달함수를 구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3]

2.2 적응 루프 대역폭 조절기
안정화 기술을 이용하면 식(4) 에서와 같이 C2가 기존
-1

캐패시터의 (1-α) 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α가 커질 수

(2)

록작은 캐패시터로 큰 캐패시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α가 커질수록 ripple의 크기도 커지게 되는 단점

(3)

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하여 α의 값을 가변
시킬 필요가 있다.
적응 루프 대역폭 조절기는 그림 4와 같이 NOR , 인

CP1과 CP2의 전류를 식(3)과 같이 정의하면 다음과

버터, 2개의 schmitt trigger 회로와 로드 캐패시터로 구

같은 값들을 얻을 수 있다.[3]

성되어 있다. NOR 게이트는 주파수위상검출기의 출력
신호 up과 down 신호를 비교하여 lock 상태일 경우, 즉
up과 down 신호가 둘다 ‘1’ 일 경우 인버터의 PMOS를
(4)

통해 캐패시터에 전류를 공급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NMOS를 통해 캐패시터의 전류를 방출한다. 그리고 두
개의 schmitt trigger 회로는 Va의 전압에 따라서 출력
신호를 조절한다. 즉 PLL이 lock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5)

전하펌프의 전류를 증가시키고, PLL이 lock 상태일 경
이를 적용하여 루프필터의 크기를 크게 줄인 주파수

우에는 전하펌프의 전류를 감소시키고 지연시간 조절

합성기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주파수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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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지연시간 블록의 실제적인 구성을 보여준
다. 지연시간 블록은 두개의 캐패시터 Cs1, Cs2와 지
연시간 조절기의 주파수에 의해 조절되는 스위치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CKodd가 높을 때는 그림 6과 같
이 두개의 스위치가 닫히고 Cs1은 이전시간의 위상 차
이만큼 C1과 전하를 공유하고 Cs2는 현재 주파수위상
검출기의 위상차만큼 전하를 저장하거나 방출한다.
CKeven이 높을 때는 Cs1과 Cs2는 역할을 바꿔서 행
동한다. 그러므로 지연시간 블록은 지연시간 조절기의
그림 4. 적응 루프 대역폭 조절기

출력 주파수 기간의 역수와 같은 지연시간을 제공한
다.

2.3 전하펌프

지연시간 조절기는(Delay Controller)는 4분주 디바이

그림 5는 지연시간을 이용한 전하펌프의 구조이다.

더와 MUX로 구성되어 있다. PLL이 lock 상태가 아닐

그림 2에서 두 번째 전하펌프는 lock 상태에 따라 전

경우에는 기준주파수를 이용하여 지연시간 블록에 클

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PLL이 lock 상태

록을 제공하고 lock 상태일 경우에는 기준주파수를 4

일 경우에는 스위치 S1이 열리고 작은 전류가 흐르도

분주한 주파수를 지연시간 블록에 클록으로 제공하여

록 만든다. 이 두 번째 전하펌프의 전류는 첫 번째 전

루프 대역폭을 크게 만들어 준다.

하펌프 전류의 0.3배가 되도록 하여 ripple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만들었다. 반대로 PLL이 lock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스위치 S1이 닫히고 많은 전류를 공급하도록

Ⅳ. 모의실험 결과 및 레이아웃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PLL은 M사의 0.25um 1P5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모의실험 및 레이아웃이 진행
되었다.

그림 5. 전하펌프

2.4 지연시간 블록과 지연시간 조절기

그림 7. PLL 모의실험 결과
그림 7은 전압제어발진기의 전압조절단자의 모의실험
결과이다. 모의실험결과 lock time은 대략 9.5us 정도
가 되었고 ripple은 0.5mv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일반
적인 PLL의 경우 루프필터 값이 C1=81.8p, C2=8.1p,
R1=9.45k 일 때 같은 결과를 얻었지만, 안정화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PLL은 저항이 필요 없으며 루프필터
값이 C2=11.5p Cs1=Cs2=9.75p, C1=4.5p로 일반적인
PLL과 같은 효과를 얻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은 상기 방식을 적용한 PLL의 layout으로, 일
반적인 PLL의 면적보다 50% 작은 면적을 가진다.

그림 6. 지연시간 블록과 지연시간 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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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LL layout
위와 같이 루프 안정화 기술과 적응루프 대역폭을 적
용하여 설계한 PLL은 면적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칩
안에 내장이 용이해지고 넓은 대역을 가지므로 SoC
설계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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