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위한 META-VCO 기반 PLL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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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데이터 처리 속
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진 기술이 필요해졌다. 그에 따
라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기술이 활발히 개발 중에
있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주파수를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위상고정루프(PLL, Phase Locked Loop)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Metametarial 이라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을 사용하여 메타구조의 전압제어발진기(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VCO)를 설계하고, 그를 이용한 PLL 을 설계하였
다. 설계된 PLL 의 위상잡음은 1MHz offset 에서
-166dBc/Hz이고, 소모전력은 0.1W이다.
I.서론
이동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트래픽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가 활발히 개
발 중에 있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일정한 주파수를 안
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위상고정루프가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META 물질이라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이용하여 보다 작은 면적과 낮은 위상잡음을 갖는 PLL 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PLL 의 블록도는 그림 1 에서 볼 수 있
다.

사용된 메타구조는 SRR 구조를 선택하였다. 메타구조의
공진주파수를 알아내기 위해, 먼저 HSPICE 툴로 EM 시뮬레
이션 후 넷리스트 형태로 추출한 뒤, CADENCE RF 툴을 사
용하여 추출한 메타구조를 회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설계한 전압제어발진기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선택하여 단순화하였고, 뒷 단인 분주기로 파형을 안정적
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버퍼를 달았다. 설계된 전압제어 발
진기는 28.4~28.6GHz 의 동작범위를 갖는다.
B. Prescaler
메타구조 전압제어 발진기의 출력은 28.5GHz 로 매우 높
은 주파수이므로, 이를 기준주파수(fref)만큼 낮춰줄 분주기
가 필요하다. 그런데, 10GHz 이상의 고주파는 속도가 매우
빠른 고속분주인 Prescaler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상
잡음과, 소비전력면에서 우수한 ILFD(Injection Locked Loop)
를 선택하였다. 그림 3 은 설계한 ILFD 의 회로도이다.

그림 3.

그림 1. PLL 블록도
II. 본론
A.META-VCO
메타물질이란 아직 자연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성을 가
지도록 설계된 물질이다. 주로 반복적인 패턴으로 배열되
어 있고, 그 구조에 의해서 물질의 특성이 결정된다. 적절
히 디자인된 메타물질은 특정 파장에서 음의 굴절률과 음
의 투자율을 가진다. 설계된 전압제어발진기에서 메타물
질은 기존의 LC 구조 전압제어발진기에 사용되던 인덕터를
대신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메타 구조의 크기는
으로 같은 값의 인덕터보다 8.2% 작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림 2 는 설계된 메타구조 전압제어발진기의 회
로도와 메타구조이다.

ILFD 회로도

ILFD 는 입력된 신호에 인위적인 위상변화를 주어 기존
의 주파수가 아닌 새로운 주파수에서 발진이 가능하게 한
다. 설계된 ILFD 는 기본적인 구조를 사용하여 면적을 줄였
고, LC 구조를 사용하여 동작속도를 높였다.
C. Programmable Counter
Programmable Counter 는 Prescaler 에서 분주한 10GHz 이
하의 주파수를 기준 주파수와 비교할 수 있도록 분주해주
는 분주기이다. 그림 4 는 설계한 분주기의 블록도이다.

그림 4. Programmable divider 블록도
ILFD 를 거쳐 출력된 주파수를 3/4divider 로 한번 더 낮은
주파수로 분주해준다. 이 신호는 P/S counter 로 입력되고,
S0~S4 에 입력을 입력해주면 Control Logic 에 의해 값을 결
정한다. 5bit 카운터이므로 32 분주까지 가능하고, 0000~1111
까지 동작한다. 원하는 분주를 선택하여 신호를 입력하면
리셋이 걸리면서 분주를 수행한다. 여기서 출력된 신호는
PFD 로 입력되어 기준주파수와 비교한다.

그림 2. 메타구조 전압제어발진기 회로도와 메타구조

D.PFD, CP, LF
PFD(Phase Frequency Detector)는 Programmable Divider 를

거쳐 통과된 신호를 기준 주파수와 비교하는 블록이다. 기
준 주파수와 입력 주파수를 비교해 같을 경우 출력이 없고,
다르면 UP, DOWN 의 출력을 낸다. 출력된 신호는
CP(Charge Pump)로 입력되어 주파수의 차이에 대한 신호를
전하로 충/방전한다. 이 전하로 LF(Loop Filter)에 전하를 넣
어주거나, 빼준다. 그림 5 는 PFD 의 블록도와 CP, LF 의 회
로도이다.

VCO 의 전 범위에서 출력주파수가 4 분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은 Programmable divider 를 통과한 후 신호
가 분주된 파형이다.

그림 9. Programmable divider 결과파형(14 분주)
(a)
그림 5.(a) PFD 블록도
(b) CP 회로도
(c) LF 회로도

(b)

(c)

III. 모의실험 결과
설계에 사용된 시스템은 CADENCE 사의 Spectre RF 시뮬
레이터와 HSPICE 를 사용하여 65nm CMOS 공정을 사용하
였다. 그림 6 은 메타구조만 사용하여 HSPICE 로 Sparameter 시뮬레이션 했을 때 나온 결과파형과, 메타구조
전압제어발진기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결과파형이다.

(a)
(b)
그림 6. (a) 메타구조 시뮬레이션
(b) 메타구조 전압제어발진기 시뮬레이션
먼저, HSPICE 를 사용하여 설계된 메타구조는 S11 과 S21
모두 120GHz 로 나왔다. 이 결과를 넷리스트 형태로 추출
하여 전압제어발진기를 설계한 후에 시뮬레이션한 결과
28.5GHz 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7 은 전압제어
발진기와 ILFD 를 통과한 위상잡음이다.

그림 7. VCO 와 ILFD 의 위상전압
그림 8 은 전압제어발진기의 최소주파수와 최고주파수일
때 각각 ILFD 를 통과하여 4 분주된 결과이다.

(a)
(b)
그림 8. (a) VCO 출력이 최소일 때 ILFD 출력주파수
(b) VCO 출력이 최대일 때 ILFD 출력주파수

그림 10 은 PLL 전체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10. PLL 전체 결과파형
위의 결과파형의 순서대로 ILFD 출력, VCO 출력, 3/4
divider 의 출력, charge pump 의 UP, DOWN 신호, VCTRL 신호
이다. Programmable divider 를 거쳐서 14 분주된 신호가 기준
주파수와 비교 되면서 UP, DOWN 신호로 원하는 주파수가
나오도록 신호를 조절한다. UP, DOWN 신호로 컨트롤 전압
이 점점 바뀌면서 원하는 주파수인 28.5GHz 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IV.결론
28.5GHz 5G용 PLL을 65n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메타구조를 사용하여 낮은 위상잡음의 특성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을 위해 LC구조의 ILFD를 사용하
였다. 설계된 메타구조는 같은 값의 인덕터 보다 8.2% 작은 면적
을 갖고, 1MHz offset에서 -166dBc/Hz의 위상잡음을 갖는다. 설계된
PLL은 0.1W의 소모전력을 갖는다. 제안된 PLL은 고속으로 동작해
야하는 5G 시스템에서 주파수를 공급하는데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CAD Tool은 IDEC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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