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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입력 디지털 코드 대 출력 주파수에 대한 이득이 동작주파

수에 따라 비례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제어 발진기(DCO)의 설계를 다룬

다. 이득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기존의 많은 DCO들과 차이점을 가진

다. 제안하는 DCO를 all digital PLL에 이용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특성

은 PVT 변화에 둔감하다. 그리고 별도의 calibration이나 adaptation없

이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 변화에 따라 루프의 bandwidth가 비례하여 

변화하도록 하는 adaptive bandwidth PLL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약 1:2 범위의 주파수 영역에서 동작하는 10bit 해상도의 DCO를 설계

하였고, 설계 방법 및 그 결과를 논의하도록 한다. 이 DCO는 입력 디지

털 코드가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현재 출력 주파수 대비 1.0007배에 해

당하는 주파수로 그 출력이 변화하며, 그 수치는 PVT 변화에 둔감하다. 

또, 동작주파수가 1.66GHz일 때 약 1.22mW의 전력을 소모하며 device

들의 잡음으로 인한 phase noise는 10MHz offset에서 약 -103dBC/Hz

으로 나타났다. 설계한 DCO를 가지고 디지털 방식의 추가적인 회로나 

calibration 과정이 전혀 없이 동작하는 adaptive bandwidth PLL을 설계

하여 동작주파수나 회로의 PVT 조건과 관계없이 reference 클락의 주파

수와 PLL의 bandwidth간의 비율이 항상 약 1/200으로 일정하게 유지됨

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Adaptive bandwidth PLL, ADPLL, DCO, PLL 

학  번 : 2011-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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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1.1 All-Digital PLL 

 

위상 동기화 루프(phase-locked loop, PLL)은 칩 내부의 클락을 

생성해내는 등의 용도로 널리 쓰이는 회로이다. 클락 공급원으로서 

PLL은 적은 양의 jitter, 저전력, 적은 면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정의 발전으로 MOSFET device의 channel length가 

수십 nm 급으로 줄어들면서 칩의 집적도는 증가하였지만, 고성능의 

아날로그 방식 PLL 설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증가한 MOSFET 의 

누설전류로 인해 루프필터를 구성할 때, MOS capacitor 대신 같은 

capacitance를 갖더라도 면적이 수배에 달하는 metal capacitor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졌다. 또, MOSFET의 출력 impedance는 줄어들어 

PLL의 charge pump current의 up/down current 간 mismatch가 

심화되고, 그에 따라 jitter 특성도 악화된다. 게다가 Short channel 

effect는 심화되어 설계 공정이 바뀌면 거의 모든 설계를 크게 수정해야 

한다. Process, 전압, 온도 (PVT) 변화로 인한 문제는 고질적이다. 

그 대안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동작하는 PLL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4]. 아날로그 방식의 PLL에서 문제가 됐던 charge 

pump와 loop filter의 capacitor를 디지털 방식의 회로로 대체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디지털 회로는 다른 공정으로 재 설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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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는 장점도 지닌다. 그러나 아무리 all digital 방식의 PLL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PVT의 변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TDC, 

DCO와 같은 아날로그적 성격의 회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LL의 bandwidth는 DCO의 이득(gain)이라고 불리는 값의 영향을 

받는데, 그 값이 PVT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따라서 극악의 PVT 

조건을 가정한 상태에서 feedback loop의 stability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설계를 하다 보니, 그 이외의 PVT 조건에서는 회로가 최적의 

상태를 갖지 못한 채 동작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PLL이 일정한 범위의 

주파수 범위에서 모두 정상 동작을 해야 할 때, stability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PLL의 bandwidth를 가장 낮은 동작 주파수의 약 1/10에 

해당하는 값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나머지 동작 

주파수 영역에서는 원래 PLL이 stability 문제 없이 동작할 수 있는 

bandwidth보다 낮은 값을 갖게 되어 최적의 jitter 특성을 갖지 못한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3-5]에서는 여러 PVT 조건, 여러 동작 

주파수에서 항상 최적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설계들이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3],[5] 등의 여러 연구들은 forward calibration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즉, 회로가 동작을 시작할 때 한번만 

DCO의 gain 등을 예측하여 다른 변수들을 보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정상 동작을 시작한다. 따라서 동작 중에 변화하는 공급전압, 온도 

등으로 인한 성능의 악화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상 동작을 

중지시키고 다시 보정 과정을 거치도록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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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daptive Bandwidth PLL 

 

Adaptive bandwidth PLL은 루프의 bandwidth(fbw)가 입력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fref) 변화에 따라 함께 비례하여 추적하는 PLL을 일컫는

다. 즉, 동작주파수가 고정되어있으면 PVT 조건에 관계없이 fbw 가 고정

되고, 동작주파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같은 비율로 fbw 도 함께 변화하

는 성격의 PLL이다. PLL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질 때 위상오차(phase 

error, φerr), DCO의 동작주파수(fosc)에 대하여 루프에 의해 보상되는 주파

수의 변화량(Δfosc)은 식 (1.1)을 만족한다[6]. 

   (１.1) 
즉, 동일한 phase error φerr에 대하여 루프에서 보상해야 하는 주파수의 

변화량이 현재 출력 주파수에 비례해야 한다. 

[7-8]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의 adaptive-bandwidth PLL이 구현된 바 

있다. 그러나 [6]의 분석에 따르면 100nm급 이하의 공정에서는 

MOSFET device의 threshold 전압과 공급전압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주 요인이 되어 adaptive bandwidth PLL 구현이 어려워진다. 그래

서 그 대안으로 디지털 방식의 PLL(ADPLL)을 구현하고, 디지털 회로로 

background calibration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디지털 방식 PLL이 상당히 복잡한 연산을 통해 

calibration을 수행하고 있고, 그나마도 forward calibration으로 단 한번

의 보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3], [5]. 그런 면에서 [4]의 연구는 주목

할 만 하다. PLL을 over-damped 시스템으로 설계할 경우, bandwidt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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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L의 proportional path gain에 비례함을 확인하고 그 값이 동작 주파

수에 따라 변화하도록 DCO를 설계하였다. 이로써 디지털 필터의 보정 과

정을 제외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DCO의 bias 전류를 외부로부터 공급받

기 때문에 PVT 변화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1.3 논문의 개요 및 구성 

본 논문에서는 입력 디지털 코드 변화에 대한 출력 주파수의 변화가 동

작 주파수에 비례하도록 하는 constant relative gain DCO의 설계를 다

룬다. 이러한 특징은 adaptive bandwidth ADPLL을 별도의 보정기능 없

이 간단한 구조로 설계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DCO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용이성을 직접 확인한다. 이를 위해 약 1:2 범위의 

주파수 영역에서 동작하는 10bit 해상도의 constant relative gain DCO 

설계 방법 및 그 결과를 논의하도록 한다. 

더불어, 설계한 DCO를 이용하여 adaptive bandwidth PLL을 설계하고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를 바꾸어 가면서 PLL의 bandwidth를 측정하

여 클락 주파수와 bandwidth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도록 한

다. 



5 

 

 

제２장 Constant Relative Gain DCO의 설계 

 

2.1 Constant Relative Gain DCO의 개념 

 

ADPLL에 이용되는 DCO는 보통 고성능의 DAC와 그 뒷단에 따르는 

VCO로 구성되어있다. DAC는 입력 디지털 코드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전

압을 출력으로 내고, VCO는 그 전압을 입력으로 받아 출력 클락을 만들

어낸다. 한편 VCO는 입력 전압 대 출력주파수의 전달함수가 선형적인 특

징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9]. 이 경우, N-bit DCO의 현재 입력 디지털 

코드가 n, 최소출력주파수가 fmin, gain이 KDCO 일 때 출력 주파수 fosc[n]는 

식 (2.1)와 같다 

     (２.1) 

이와 같은 구조의 DCO는 입력 디지털 코드 대 출력 주파수의 전달함수 

역시 선형적인 특성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의 DCO를 

constant absolute gain DCO라고 칭하였다. 그림 ２.1 1 은 constant 

                                          
1 범주의 4 글자 알파벳 조합은 process, voltage, temperature (PVT corner) 조건들의 

조합을 나타낸다. PVT 조건을 명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4 개의 알파벳은 순서대로 

nMOS 속도(T: typical F: fast, S: slow), pMOS 속도(T: typical, F:fast, S:slow), 

supply voltage(T:typical value, F:10% higher than typical, S:10% lower than 

typical), temperature(T:25 °C, F: -40°C, S:110°C)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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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 gain DCO의 입력 디지털 코드 대 출력 클락 주파수에 대한 전

달함수의 한 예시이다. 주목할 점은 동일한 PVT조건에서는 입력 디지털 

코드가 하나 증가(ΔD)할 때 증가하는 주파수의 증가량(Δfosc)을 뜻하는 

DCO 이득(KDCO)이 거의 일정(constant absolute gain, 이 일정)한 

반면 공정, 공급전압, 온도(PVT)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는 그 이득이 변

화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DCO를 ADPLL에 이용할 경우, 동일한 phase 

error(φerr)에 대해 디지털필터에서 보상하는 주파수의 양은 모든 동작 주

파수에 대해서 일정하다. 따라서 의 값은 동작 주파수가 증가할

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모든 동작 주파수 범위에서 이 값을 일정하게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필터에 별도의 보정기능을 추가해야 한다[3],[5]. 

뿐만 아니라 PLL의 동작주파수가 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PVT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KDCO 가 변하기 때문에 전체 루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루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KDCO 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로 설계자는 극악의 상황(KDCO 가 제일 큰 

 
그림 ２.1. Constant absolute gain DCO의 입력 디지털 코드 대 

oscillation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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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 조건)에서 전체 루프가 안정화되도록 디지털 필터의 다른 변수들

의 값을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FFFF’ 이외의 다른 PVT 조건

에서는 루프의 특성이 최적화된 값들이 아니다. 따라서 PLL의 동작주파

수가 한 값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PVT 조건에서 항상 루프를 최적화 

하려면 디지털 필터에서의 복잡한 연산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작 주파수에 따라 그 gain이 변화하되 PVT 변

화에는 둔감한 DCO를 설계하여 기존의 DCO를 사용했을 때 보수적인 설

계를 해야 하거나 디지털 필터의 복잡한 연산을 통한 교정 과정이 필요한 

PLL 설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DCO는 식 (2.2)와 같은 

입력 대 출력 전달함수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２.2) 

PVT 변화에 따라 fmax, fmin값 자체는 변하더라도 fmax /fmin 의 비율은 고정

되도록 하여 디지털 입력 코드가 1씩 증가할 때 주파수는 

배로 증가한다. PVT에 따라 변화하는 fmin 에 대해 전달

함수가 그림 ２.2에 있다.  

이러한 DCO의 경우, ΔD에 대해 Δfosc 는  이

고 는 fosc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이 특징만으

로 adaptive-bandwidth PLL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 디지털 필터의 

복잡한 연산이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PVT 조건이 변화하더라도 fmax/fmin 

이 항상 일정하게 주어진다면 동일한 동작주파수에서 KDCO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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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일정하기 때문에 극악의 상황에 맞추어 보

수적인 설계를 하거나 서로 다른 PVT 조건에 대해 보정 과정을 수행하

는 디지털 필터의 연산이 필요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식 (2.2)의 전달함수를 갖는 DCO를 PLL에 이용하였을 

때, 저주파 영역에서 DCO의 주파수 quantization으로 인한 PLL의 

deterministic jitter가 크게 감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4]. 

Quantization 된 DCO의 출력 주파수로 인한 PLL의 deterministic jitter

는 식 (2.3)과 같이 계산된다. 이때, Ndiv은 PLL의 feedback divider의 제

수이다. 그림 ２.3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２.3) 
 

 

 
그림 ２.2. Constant absolute gain DCO의 입력 디지털 코드 대 

oscillation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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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의 남은 부분에서는 constant relative gain DCO설계 방법과 

그 결과를 다룬다. 

 

 

 
그림 ２.3. 두 DCO의 동작주파수 대 deterministic jitter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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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nstant Relative Gain DCO의 설계  

 

2.1.1 Ring Oscillator 

 

설계한 DCO에서 클락을 만들어내는 회로는 그림 ２.4의 inverter를 

기반으로 한 ring oscillator이다. 이 회로의 주파수 fosc는 Vreg에 따라 조

절된다. 즉, ring oscillator를 이루는 inverter의 수(nstage), 각 inverter의 

부하 capacitance (Cstage)와 공급전류 (Idrv), Vreg에 대해 식 (2.4)에 따라 

fosc 가 정해진다.  

 (２.4) 

Rring은 Vreg 노드에서의 large-signal 출력 저항 값이고 Cring 은 전체 부하 

capacitance의 합이다. Cring은 넓은 동작 영역에서 비교적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ring oscillator의 oscillation 주기는 Rring을 조절하

여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２.5는 ring oscillator 의 전압(Vreg) 대 전류(Iring) 함수이다. 특정

Vreg
Iring

 
그림 ２.4. Inverter 기반의 ring osc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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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작지점에서의 Rring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타나있다. Rring은 한 점에

서의 Vreg/Iring이다. 그리고 그림 ２.6은 ring oscillator에 대한 모의 실험

을 통해 얻은 PVT corner 별 Rring에 대한 oscillation 주기의 함수이다.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Rring을 원하는 비율로 제어할 수 있다면, PVT 변

화에 관계없이 oscillation 주기도 원하는 비율 제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2.1.2 Biasing Circuit(Constant gm Reference Circuit ) 

 

Ring oscillator 의 출력 저항을 조절하여 oscillation 주파수를 조절하

기 위한 bias회로로 constant gm reference와 비슷한 구조의 회로를 제

안한다. 기본적인 원리는 passive 저항을 두고, device의 large signal 출

력저항을 그 passive 저항 값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constant 

relative gain DCO에서 중요한 특징은 PVT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전달함

 
     그림 ２.5. Ring oscillator의 전류 

전압 특성 

그림 ２.6. Ring oscillator의 출력 

저항 대 oscillation 주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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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 자체가 아니라, 이웃한 두 점 사이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passive 저항에 variation이 생겨서 저항 값 자체는 변하더라도 여러 저

항들간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그림 ２.7은 constant gm reference 회로의 예시이다[10]. pMOS 

current mirror는 M1을 흐르는 전류와 Rref를 흐르는 전류를 동일하게 하

고, feedback회로는 node a와 node b의 전압을 동일하게 한다. 따라서 

M1의 large signal 출력저항과 M1의 small signal 출력저항 (1/gm) 은 

Rref와 동일해진다. 즉 부하의 출력저항을 원하는 값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DCO에서 ring oscillator의 large signal 출력저항 

제어를 위한 bias 회로에 적용해보면 그림 ２.8와 같은 회로를 구성해 볼 

수 있다. 그림 ２.7의 예시회로와 비슷한 방식으로, pMOS current 

 
그림 ２.7. Constant gm reference 회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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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는 저항 Rref와 ring oscillator에 동일한 전류(Ip)를 공급하고, 

operational amplifier로 구성된 feedbaack회로는 Vref와 Vreg가 동일해 질 

수 있도록 Vbp를 통해 전류 Ip의 크기를 조절한다. 결국 ring oscillator의 

large signal 출력저항(Rring = Vreg/Iring)이 Rref와 동일한 값으로 맞추어진다.  

결국 이 회로의 Rref값을 조절함으로써 ring oscillator의 출력저항이 바

뀌고 이는 곧 oscillation 주기의 변화를 뜻한다. 이 때, Rref가 작아질수록 

ring oscillator의 주파수는 증가한다. 

위의 분석 내용들은 회로의 DC의 전류-전압 특성에 대한 분석이었다. 

이제 이 회로의 AC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2.7의 회로는 두 개의 

pole이 인접해 있어 feedback회로의 안정성(stability) 문제를 야기한다. 

Pole을 형성하는 노드 중 하나는 Vbp이다. 이 노드에는 current mirror를 

형성하는 pMOS들의 gate capacitance가 큰 부하 capacitance로 작용한

다. 다른 한 노드는 Vreg 노드이다. 이 노드에는 supply와 substrate로

 
그림 ２.8. DCO bias 회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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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ring oscillator에 대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큰 decoupling 

capacitance가 존재한다. 이 경우처럼 두 개 이상의 dominant pole이 

feedback 루프에 있다면 회로의 stability가 악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2.9와 같이 bias 회로에서 ring 

oscillator 를 분리해 내고 그 자리에 ring oscillator와 유사한 전류-전

압 특성을 가지되, 부하 capacitance가 작은 replica 회로를 두었다. 

Replica 회로의 구조는 그림 2.10에 나타나있다. Ring oscillator와 

replica 회로에 동일한 전원 전압을 공급하였을 때의 전류량 비율에 대한 

그래프가 그림 2.11에 나타나있다. 동작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

만 그 비율(M)이 11이라고 할 때, replica 회로의 출력저항 Rrpl 

(=Vrpl/Irpl)은 ring oscillator의 출력저항 Rring (=Vreg/Iring) 의 11배에 해당

한다. 이와 같은 replica 회로를 feedback 회로에 두면, ring oscillator 

를 두었을 때와는 달리 큰 decoupling capacitance가 필요 없기 때문에 

Vref Vreg

Rref

<Ring osc>

Vbp

Iref Iring
Replica

Cell

W W MXW

Vrpl

Irpl

 
그림 ２.9. 구현한 DCO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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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capacitance를 줄여 회로의 전체적인 stability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9의 회로에서 ring oscillator의 출력 저항은 replica 회로로 흐

르는 전류 Irpl을 M배 mirroring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이루

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의 회로에서 각 load에 대한 전류, 전압 값들은 

식 (2.5)를 만족한다.  

 
(２.5) 

 

그림 ２.11. Replica 회로와 ring 

oscillator의 전류-전압 특성 비교 

 
 

그림 ２.10. Replica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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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Digitally Controlled Resistor(DCR) 

 

그림 2.9에서 Rref 만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제안하는 DCO의 

전체 회로가 완성된다. DCO bias회로에서 Rref 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하

기 위해 그림 2.12와 같은 디지털 방식의 가변저항(digitally controlled 

resistor, DCR)을 설계하였다. DCR은 r0~rn-1 에 이르는 n개의 저항이 직

렬로 연결되어 있고, 각 저항의 노드에서 출력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s0~ sn-2 의 n-1개의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n의 값은 N bit의 

DCO를 설계할 경우 2N에 해당한다. 제일 위 쪽의 스위치 s0 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열거나 닫는 방식(thermometer code)으로 출력 저항의 값 Rref

      
그림 ２.12. Digitally controlled resistor (DCR) 

(２.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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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 할 수 있다. 즉, s0 ~ sn-2 까지 모든 스위치가 열려있을 경우, 출력 

노드에서의 저항 값은 가장 큰 값을 갖고, 그 값(R0)은 n개 저항 값(r0,r1, 

…, rn-1)들의 합에 해당한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S0, S1, S2, … 를 닫았을 

때의 저항 값 (R1, R2, R3, …) 은 점점 작아진다. 각각의 경우 출력 저항의 

값이 식 (2.6)에 나타나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항 값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할 때, 필요한 저항 

값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목표하는 주파수의 동작범위가 

fmin~fmax 로 주어지고, DCO의 입력 코드가 N bit인 경우를 가정한다. 그러

면 입력코드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주파수는  배로 

증가한다. 이를 oscillation 주기(T)에 대하여 고려하면, DCO는 Tmin~Tmax

의 주기를 가져야 하고 저항은 주기가 가장 짧을 때 Rn-1부터 주기가 가장 

길 때 R0까지 2N 의 단계로 조절되어야 한다. 즉 입력코드가 하나씩 증가

할 때마다 저항 값은  배로 감소한다. 그림 2.6의 차트

를 이용하여 Tmin과 Tmax에 해당하는 저항 값 Rn-1과 R0를 구할 수 있다. 이 

두 값만 찾아내면, 나머지 값은 간단한 수식을 이용하여 정해진다. R1 은 

R0 의  배 이고, 그림 2.12에서 r0 는 R1과 R0의 차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계를 모든 저항에 대하여 수식으로 정리하면 식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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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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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5-bit Resolution DCO 

 

제안한 bias 회로와 DCR을 조합하여 5bit 으로 제어 가능한 즉, 32 단

계의 출력 주파수를 갖는 DCO를 설계하여 그 성능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때, DCO는 그 동작 주파수가 fmax/fmin 이 2에 가깝도록 설

계 하였다.  

그림 2.13은 입력 디지털 코드 대 출력 주파수의 전달함수이다. 

MOSFET의 process, 공급전압, 온도 이외에 저항의 변화에 대한 검증을 

위해 corner 조건에 변수를 더 추가하였다. 범주의 PVT corner가 다섯 

자리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맨 뒷자리의 값이 저항의 조건을 나타낸다

TTTTF,SSSSF,FFFFF,

SFTTF,FSTTF

TTTTT,SSSST,FFFFT
,SFTTT,FSTTT

TTTTS,SSSSS,FFFFS
,SFTTS,FSTTS

 
그림 ２.13. 구현한 DCO의 입력 디지털 코드 대 oscillation 주파수의 

전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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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표준 저항 값, S = 표준 값보다 큼, F = 표준 값보다 작음). PVT 

조건 ‘TTTT’, ‘FFFF’, ‘SSSS’, ‘SFTT’, ‘FSTT’ 에 대하여 저항의 조건을 

바꾸어 가며 총 15가지 조건에 대하여 동일한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주목할 점은 함수의 개형이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저항의 조건에 따라 

나뉜다는 점이다. 즉, 동작 출력 주파수 영역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항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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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Fine Resolution DCO 

 

한편, 앞에서 구현한 성능의 DCO를 실제 PLL에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

움이 따른다. 입력 디지털 코드가 하나 변할 때 DCO의 출력은 현재 출력 

주파수보다 약 1.02배의 주파수로 바뀌는데 그 값은 꽤 큰 편이다. 즉, 

DCO의 gain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주파수 quantization step이 크기 

때문에 PLL의 jitter 특성에 대한 제약 사항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２.14에서 동일한 동작 주파수 범위를 갖되, DCO의 control code의 비트

수가 증가하여 quantized 된 주파수의 step 범위가 작아질수록 PLL의 

deterministic jitter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동작 주파수 범위를 갖되 입력 코드의 비트 수를 늘려 해상도를 개선하고, 

주파수가 변화하는 비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한한 DCO의 구조는 해상도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디

 
그림 ２.14. DCO control bit별 동작주파수 대 deterministic jitter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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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코드가 thermometer code 방식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환산하여 입

력 디지털 코드를 한 bit 증가시킬 때마다 실제 DCO의 입력 코드는 2배

로 증가하고, 스위치의 개수와 저항의 개수도 2배씩 증가한다. 그러므로 

스위치 개수 증가에 의한 기생 capacitance의 증가가 문제가 된다. 더불

어 저항의 개수 증가도 큰 문제가 된다. 동작주파수 범위가 정해져 있으

면 DCO의 bias회로에서 Rref 가 가져야 할 저항 값의 범위도 정해지게 된

다. 디지털 코드가 한 bit 증가할 때마다 정해진 저항 값의 범위를 2배씩 

촘촘하게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단위 저항 값 r0~rn-1도 작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저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면적이 커지거나, 하나의 작은 

저항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야만 하는 등의 이유

로 기생 capacitance가 크게 증가한다. 이는 결국 DCO의 bias 회로에 

stability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구현한 5bit의 DCR을 이용한 회로를 보완

하여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voltage interpolator를 도입하였

다. DCR의 입력 코드(coarse control code) 이외로 별도의 입력 코드

(fine control code)를 더 받고, 그 코드 값에 따라 그림 2.13의 지수함

수 곡선 위의 서로 이웃하는 두 점 사이를 선형적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해상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Voltage interpolator를 도입하여 DCO의 bias 회로가 개념적으로 그림 

２.15과 같이 수정되었다. DCR 의 입력 5bit 이외에 DCO의 입력 코드가 

5bit 추가되었다면, 그림 ２.15의 K 값은 0부터 1사이를 25 의 간격으로 

나눈 0, 1/31, 2/31, …, 1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K 값이 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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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회로 입력단에서는 실질적으로 Vfb node만 그 전압을 받을 수 

있고 그림 ２.9의 Rref 에 해당하는 저항 값은 이 된다. 반면 K 

값이 1이면 실질적으로 Vfb2 node만 그 전압을 입력으로 줄 수 있게 되고 

Rref 의 값은 가 된다. K 값이 0과 1 사이 일 때, feedback 회로의 입

력으로 전달되는 전압은  이고, 이는 곧 Rref 의 값

이 조절 가능한 k에 대하여  이 되어, DCR

로 가질 수 있었던 Rref의 값 ,  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이의 저항 값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의 voltage interpolator는 실제로 그림 ２.16와 같이 

구현되었다. Bias 회로에 이용되었던 operational amplifier가 수정된 것

인데, operational amplifier의 differential 입력단은 동일한 L(=2fine 

control bit 수)개의 쌍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L개의 쌍의 한 쪽 입력은 모

두 replica의 feedback 경로로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 쪽 입력만이 

control code에 대해 Vfb 와 Vfb2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

다. 즉 k가 0 이면 모든 입력단이 Vfb 로 연결되고, 1이면 모두 Vfb2로 연

 
그림 ２.15. Voltage interpolator를 도입한 DCO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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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된다. K가 0과 1사이 값인 J/L 이면 그에 해당하는 입력 코드를 받아 

(L-J)개는 Vfb로, J 개는 Vfb2로 연결 된다. 이와 같은 동작을 위해 fine 

control code에 대해 thermometer code의 2fine contol bit 수 개의 입력 코드

를 받는데, 각각의 비트가 0이면 해당하는 회로는 Vfb로, 1이면 Vfb2로 입

력단이 연결된다. 또, voltage interpolator를 이용하여 bias회로를 구성할 

때, 출력 노드가 하나였던 DCR의 구조가 control code에 따라 출력 노드

가 선택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위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그림 ２.17에 

입력 코드에 따라 DCO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타나있다.  Coarse code

K

1‐KVfb

Vfb2

Vout

Vrpl

Vfb

Vfb2

Vrpl

L‐pairs

J‐pairs

(L‐J)‐pairs
Vout

 
그림 ２.16. Voltage interpolator의 구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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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단계씩 총 2번 변하면서 지수함수의 개형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가 

fine control code에 의해 선형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Coarse control code는 오로지 DCR의 연결 방식만 제어한다. 이전의 

DCR이 출력 노드가 한 개였던 것에 비해 두개로 늘었고, control code에 

의해 선택되는 구조이다. 그림 ２.17에서 coarse control code가 

00..001에서 00..011로 바뀔 때를 보면, r1의 양단이 출력노드 였다가, 

Vfb2로의 연결은 유지된 채로 Vfb로 연결되는 노드가 r2의 아랫단으로 바뀌

고, r1의 양단이 모두 pMOS 전류원 쪽으로 단락된다. 다음 단계에서 

rn‐1

r0

r1

r2

rn‐1

r0

r1

r2

rn‐1

r0

r1

r2

Vfb

Vfb2

Vfb

Vfb2

Vfb2

Vfb

fine ctrl code

Input Code

O
ut

pu
t F

re
qu

en
cy

coarse ctrl code

 
그림 ２.17. 입력 디지털 코드 변화에 따른 DCR의  

동작 방식 및 출력 주파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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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에서 00..111로 바뀔때, 이번에는 Vfb로의 연결은 유지된 채, Vfb2

로의 연결이 변경되고, r2의 양단이 모두 pMOS 전류원 쪽으로 단락된다.  

하나의 고정된 coarse control code 하에서, Vfb가 Vfb2보다 한 저항을 

사이에 두고 윗단에 연결 되어 있을 경우(그림 ２.17의 첫 번째, 세 번째 

저항 연결상태), thermometer coding 된 fine control code의 1의 개수

가 늘어날수록 voltage interpolator에 의해 실질적 Rref의 값이 점점 작아

져 높은 주파수의 출력 클락을 내게 된다. 반대로 Vfb가 Vfb2보다 한 저항

을 사이에 두고 아랫단에 연결 되어 있을 경우(그림 ２.17의 두 번째 저

항 연결 상태), fine control code의 0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실질적 Rref의 

값이 점점 작아져 높은 주파수의 출력 클락을 내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2가지 제어방식(DCR을 이용한 방식, voltage 

interpolator를 이용한 방식)을 조합하여 전체 DCO는 총 ‘DCR control 

단계 수 X voltage interpolator control 단계’ 에 해당하는 해상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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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의 실험 결과 

앞에서 제안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65nm 급 CMOS 공정을 이용

하여 DCO를 설계하였다. DCR을 이용한 주파수 조절에 5bit control, 

voltage interpolator를 이용한 주파수 조절에 5bit control을 하여 총 

10bit 의 DCO를 설계하였다. 

 

2.3.1 입력 코드 대 출력 주파수 전달함수 

10bit으로 설계된 DCO에 대하여 그림 ２.18과 같이 디지털 입력 코드 

대 oscilltion 주파수의 전달함수를 얻었다. 그림 ２.13의 개형과 동일하

지만 voltage interpoloatr를 추가하여 해상도는 32배 증가하였다. 따라

서 입력 디지털 코드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출력 주파수는 1.0007배로 

변화한다. 

 
그림 ２.18. DCO의 입력 디지털 코드 대 oscillation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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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DCO의 큰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하는 PVT 조건이 변화하더라

도, DCO의 출력 주파수가 동일하면 그 점에서의 KDCO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그림 ２.19과 표 ２.1에 정리하였다.  

또한 Δfosc/fosc 이 일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입력 코드에서의 coarse 

 
그림 ２.20. 구현한 DCO의 relative gain 

그림 ２.19. 동작주파수가 

1.5GHz일 때 PVT 조건 변화

에 대한 KDCO 

표 ２.1. 동작주파수가 

1.5GHz일 때 KDCO 

PVT Δf / ΔDin  
(MHz, @1.5GHz)  

TTTT 33.3 

FFFF 34.6 

SSSS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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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bit이 한 단위 증가할 때의 Δfosc/fosc 을 구해 그림 ２.20에 나타냈

다. 각각의 PVT+저항 조건에서 relative gain이 이론 값인 

 (= 0.0226)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즉, KDCO

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출력 주파수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특성이 잘 구

현되었다. 

기존의 DCO와 제안한 DCO의 특징 비교를 위해 비슷한 동작 주파수를 

갖는 constant absolute gain DCO에 대해서도 ‘TTTT’ 조건에서 같은 

그래프를 얻어 그림 ２.21에 나타냈다. 입력 코드 대 출력 주파수의 전달

함수만 봐서는 그 차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림 ２.22에 나타

나있는 각 코드에서의 relative gain을 확인하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

다. Constant absolute gain DCO의 경우 relative gain이 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 퍼져있다.  

그림 ２.23에서는 구현한 voltage interpolator에 의한 전달함수가 나

 
그림 ２.22. Constant absolute 

gain DCO의 relative gain  

그림 ２.21. Constant absolute 

gain DCO의 입력 디지털 코드 대 

oscillation 주파수의 전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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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있다. 서로 다른 PVT 조건에서 고정된 coarse control 코드에서 

fine control 코드만 변화할 때 좁은 영역(32단계)에서 선형성을 나타내

고 있다. 

 

 

  

 
(1)         (2) 

 
(3)  

그림 ２.23. Control code 변화에 따른 oscillation 주파수의 선형

적 전달함수 (1):TTTT, (2):FFFF, (3):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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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기타 특성 

 

‘TTTT’ 조건에서 몇 가지 동작 주파수에 대하여 전력 소모량을 구하

고 이를 그림 ２.24에 나타냈다. 동작주파수가 1.66GHz일 때, 약 

1.22mW를 소모한다. 

 

SpectreRF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device noise 에 기인한 

phase noise 는 동작주파수가 1.66GHz 일 때, 10MHz offset에서 약 -

113dBc/Hz로 나타났다. 

 
그림 ２.24. 출력 주파수 대 전력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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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Adaptive Bandwidth PLL의 설계 

앞에서 구현한 DCO를 이용하여 adaptive bandwidth PLL을 설계하였

다. 한 동작 주파수에서 PLL의 bandwidth가 동작 주파수의 1/200이 되

도록 설계한 뒤에 DCO의 PVT 조건이 바뀌었을 때에나 동작 주파수를 

다른 값으로 바꾸었을 때에도 역시 그 비율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1]의 dual loop PLL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하였다. 두 개의 

PLL이 동시에 동작하고 있는 중에 하나의 클락이 최종 출력 클락으로 선

택되는 구조로, PLL의 한 구성요소인 feedforward divider의 제수

(divisor)를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PLL은 DCO의 최소 출력 주파수

(fmin)보다 29 배 낮은 주파수부터 DCO의 최대 출력주파수(fmax)에 이르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Dual loop PLL의 

bandwidth도 마찬가지로 모든 동작주파수에서 별도의 보정 없이 동작주

파수의 1/200 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해짐을 확인하였다. [11]은 아날

로그 방식으로 구현되어 두 PLL에서 charge pump current mismatch로 

인한 phase offset 정도가 달라 출력 클락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출력 클

락의 phase가 step으로 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PLL을 구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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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daptive Bandwidth PLL 

3.1.1 PLL Architecture 

설계한 PLL의 구조가 그림 ３.1에 나타나있다. Bang-bang PFD, up 

down counter, digital filter, DCO, feedback divider(/16), 

programmable feedback divider (/N)로 구성되어 있다. PLL의 루프 필

터는 합성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회로로 구현되었고, 입력 reference 클

락 주기의 16배에 해당하는 주기를 가진 클락에 동기화되어 동작한다. 

이를 위하여 bang-bang PFD와 디지털 필터 사이에 reference 클락 주

기를 기준으로 16주기 동안의 up, down 신호를 모아주는 up down 

counter가 존재한다. 디지털 필터에는 보통의 proportional control path, 

integral control path와 DCO로 그 신호를 넘겨줄 때 필요한 segmented 

thermometer encoder만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의 로직은 필요하지 

않았다. Programmable divider는 DCO의 동작 주파수 범위 이하로도 입

력 범위를 확장하여 bandwidth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이 divider는 외부에서 그 제수를`/20, /21, …, /29로 조절 가능하다. 

미리 설계한 DCO의 gain과 PFD의 gain을 구한 후, programmable 

 

그림 ３.1. PLL의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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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r는 disable 시켰을 때, 특정한 입력 reference 주파수(fref)에 대하

여 PLL의 bandwidth가 약 fref /200 가 되도록 디지털 필터의 

proportional control path gain 및 integral control path gain을 정하였

다. 

 

3.1.2 모의 실험 결과 

그림 ３.1의 PLL에 대하여 정상동작(phase locking)을 확인하고,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가 1.5GHz로 고정되었을 때, DCO의 PVT 조건

이 변화하는 경우의 jitter 전달 함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３.2에 

나타나있고, 수치를 표 ３.1에 정리하였다. 회로의 PVT 조건이 변화하더

라도 출력 주파수가 동일하면 그 점에서의 KDCO 가 동일하게 설계된 

DCO로 인하여 PLL의 bandwidth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림 ３.2. 고정된 동작주파수에

서 PVT 조건 변화에 대한 jitter 

transfer curve 

표 ３.1. 고정된 동작주파수에

서 PVT 조건 변화에 대한 

PLL의 bandwidth 

PVT fBW (MHz) fref / fBW 

TTTT 7.57 198.12 

FFFF 7.77 193.06 

SSSS 7.39 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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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３.3에는 두 동작주파수 1.1GHz, 2.2GHz에 대한 jitter의 전달 함

수가 나타나있다. 그리고 표 ３.2에 각각의 경우 PLL bandwidth를 구하

여 정리하였다. Reference clock의 주파수가 1.1GHz일 때는 PLL의 

bandwidth가 5.44MHz 였는데, reference clock의 주파수가 2.2GHz로 

2배 증가하면 bandwidth도 약 2배에 해당하는 11.04MHz로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PLL에는 별도의 보정 과정이 전혀 없이 동작 주

파수가 변화하면 KDCO 도 함께 비례하여 변화하는 DCO의 특성만으로 동

작주파수 변화에 대하여 bandwidth도 그 비율을 유지하며 함께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로 reference 주파수에 변화를 주고, dividing 

factor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programmable divider의 

제수 값을 바꾸어가면서 동일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Divider의 제수가 바

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대 PLL의 bandwidth

그림 ３.3. 두 동작 주파수에 대

한 jitter transfer curve 

표 ３.2. 두 동작 주파수에 

대한 PLL의 bandwidth 

fref (GHz) fBW (MHz) fref / fBW 

1.1 5.44 202.2 

2.2 11.0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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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약 200으로 동일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３.4와 표 ３.3에 정리 되어있다. 

 

그림 ３.4. 다양한 동작 주파수에

서의 jitter transfer curve 

표 ３.3. 다양한 동작 주파수에서의 

PLL bandwidth 

fref (MHz) fBW (kHz) fref / fBW 

62.5 303.6 205.8

125 617.3 202.5

250 1234.1 202.6

500 2454.3 203.7

1000 492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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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ual Loop PLL  

 

3.2.1 Dual Loop PLL의 Architecture 

 

Dual loop PLL의 전체 구조[11]가 그림 ３.5에 나타나 있다. 전체 

PLL은 3.1에서 구현한 동일한 PLL 2개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각 PLL

의 divider의 제수를 조절하고, 두 개의 PLL 출력 중에서 최적 출력 클

락의 선택을 제어하는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 FSM)도 구

현되어 있다. 두 개의 PLL에는 동일한 DCO가 포함되어 있는데, PLL의 

출력 클락은 feedforward divider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DCO의 최소 출

력 주파수(fmin)보다 더 낮은 주파수까지 PLL의 동작 주파수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다. 

 

CLKref

FSM

CLKout

updn
cnt

BB
PFD Digital filter

osc

/16

fout1/N_ff1

updn
cnt

BB
PFD Digital filter

osc

/N_ff2

/16

fout2

PLL1

PLL2

 
그림 ３.5. Dual loop PLL의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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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6에 두 PLL의 feedforward divisor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두 

출력 클락 중 최적의 출력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타나있다. 

FSM에 의해 PLL1의 divisor N_ff1은 20, 22, 24, 26, 28 로만 조절되고 

PLL2의 divisor N_ff2는 21, 23, 25, 27, 29로만 조절된다. 그러면 그림 

3.2에 나타난 것처럼, fmin/2
9 ~ fmax 에 이르는 전체 PLL의 동작 영역은 

PLL1만 동기화될 수 있는 영역(빗금 영역), PLL2만 동기화될 수 있는 

영역(모눈영역), PLL1과 PLL2 모두 동기화할 수 있는 영역(단색 영역)

으로 나뉜다. FSM의 조절에 의해 두 개의 PLL 중 하나만 동기화될 수 

있는 영역의 동작 주파수에서는 동기화된 PLL의 출력 클락만이 선택되어 

전체 PLL의 출력 클락이 된다. 두 개의 PLL이 모두 동기화 됐을 때는, 

 
그림 ３.6. 제수와 PLL 선택을 제어하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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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PLL내 DCO의 입력 디지털 코드 중 Dopt code에 더 가까운 PLL의 

출력 클락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때, Dopt의 값은 fmin 과 fmax 의 기하 

평균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갖는 입력 코드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PLL은 회로가 동작을 처음 시작할 때 주파수를 동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작 중에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가 바뀌어도 추적이 가능하

다. 

PLL의 동작 중에 선택신호가 바뀌거나, N_ff가 바뀔 때 출력 클락의 

글리치 등을 염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FSM에 의해 출력 클락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에, 선택 전후로 두 PLL이 모두 동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스

위칭이 일어난다 해도 출력 클락에 글리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FSM에 의해 N_ff가 바뀌는 경우에는, 잠시 동안 N_ff가 바뀐 PLL의 

lock이 풀릴 수 있는데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FSM이 다른 

PLL의 출력 클락을 최종 출력으로 내도록 제어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출력 클락에 글리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2.2 FSM의 설계 

그림 ３.6와 같은 동작을 위해 divider 제수를 조절하고, 두 PLL의 출

 

 

그림 ３.7. FSM의 입출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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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중 최적의 클락을 선택하는 FSM의 입출력 신호들이 그림 ３.7에 나

타나있다. 각 PLL에서는 DCO입력 디지털 코드(Dctrl신호) 와 DCO의 출

력 클락의 주파수와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를 비교하여 DCO의 출력이 

빠른지(ffast 신호) 느린지(fslow 신호)를 FSM으로 전달한다. 이 신호들을 

받아 FSM에서 내부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신호를 만든다. 

 

즉, 각각의 st_dctrl은 Dctrl이 Dopt에 비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고, 

st_dcm은 두 Dctrl의 평균과 Dopt를 비교한다. 이 신호들을 가지고 제수와 

PLL 선택을 제어하는데 표 ３.4의 truth table이 이용됐다. 

표 ３.4. PLL 선택과 제수 조절을 위한 truth table 

st_dctrl1 st_dctrl2 st_dcm ffast1 fslow1 ffast2 fslow2 Action 

1 0 0 0 0 0 0 Select PLL1 

1 0 1 0 0 0 0 Select PLL2 

0 1 0 0 0 0 0 Select PLL2 

0 1 1 0 0 0 0 Select PLL1 

X X X 0 0 1 X Select PLL1 

X X X 0 0 X 1 Select PLL1 

X X X 1 X 0 0 Select PLL2 

X X X X 1 0 0 Select PLL2 

   O.W    Don’t care 

0 0 X X 0 X 0 
min(N_ff1, N_ff2) 

X4 

1 1 X 0 X 0 X 
max(N_ff1, N_ff2) 

/4 

   O.W    Hold N_ff1, N_f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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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ual Loop PLL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 

설계한 dual loop 구조의 PLL에 대한 동작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 transient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3.3.1 Transient Simulation 

초기 동기화 과정 

서로 다른 제수의 조합을 가지고 동기화 되어야 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

하여 그림 ３.8과 같이 그 동작을 확인하였다.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

가 62.5MHz, 125MHz, 250MHz, 500MHz, 1GHz일 때 최종적으로 각각 

 
그림 ３.8. 초기 동기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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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의 조합 (N_ff1, N_ff2)가 (4,5), (4,3), (2,3), (2,1), (0,1)을 가지

고 동기화 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３.6의 차트에는 두 PLL이 모두 동기화 될 수 있는 영역, PLL1

만 동기화 될 수 있는 영역, PLL2만 동기화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다. 

이 세가지 경우 모두 최종 출력 클락이 동기화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３.9의 세 점에 대하여 동작을 검증하였다. 먼저 

reference 주파수가 400MHz일 때에는 PLL1만, 800MHz일 때는 PLL2

만, 1GHz일 때는 PLL1,2 모두 동기화가 가능함을 볼 수 있다.   

 
그림 ３.9. 세 가지 동작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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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0에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가 400MHz일 때의 동작파형이 

나타나있다. 초기 제수를 찾아가는 단계를 지나 안정화된 상태(약 400μs 

이후)를 보면, fout과 fout1은 400MHz의 주파수를 가지고 동기화 되었으나, 

fout2는 해당 주파수를 낼 수 없어 그에 인접한 450MHz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３.10.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가 400MHz일 때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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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그림 ３.11에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가 800MHz일 때의 

동작파형이 나타나있다. 초기 제수를 찾아가는 단계를 지나 안정화된 상

태(약 500 μs 이후)를 보면, fout과 fout2은 800MHz의 주파수를 가지고 

동기화 되었으나, fout1는 해당 주파수를 낼 수 없어 그에 인접한 900MHz

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３.11.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가 800MHz일 때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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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2에는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가 1GHz일 때의 동작파형이 

나타나있다. 초기 제수를 찾아가는 단계를 지나 안정화된 상태(약 

500 μs 이후)를 보면, fout, fout1,2 모두 1GHz의 주파수를 가지고 동기화 

됨을 확인할 수 있다. 

 

Background frequency calibration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동작 중 변화하는 주파수도 별도의 보정 없이 

동기화가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그림 ３.13은 주파수가 800MHz인 reference 클락에 대해 동기화 되어 

 
그림 ３.12.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가 1GHz일 때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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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중에 주파수가 50%에 해당하는 400MHz로 바뀌었을 때 PLL의 동

작 파형이다. 동작주파수가 2배 이상이나 1/2배 이하의 값으로 변화하면 

두 PLL중 하나의 제수는 반드시 변화해야 하는데 그 검증을 수행한 것이

다. 230μs 에 이르러 800MHz로 동기화 되어 동작을 하고 있다. 이 때는 

그림 ３.11에서와 같은 상황으로 PLL2만 동기화 되어 있고, 따라서 PLL 

선택 신호는 ‘1’이다. 600μs에 reference 클락의 주파수가 400MHz로 

바뀌었다. 이 값은 그림 ３.10에서와 같이 PLL1만 동기화가 가능하다. 

변화한 주파수에 따라 제수들의 값이 조절된다. 결국 1.41ms에 이르러 

PLL1이 동기화 되었고 PLL2는 동기화되지 않지만 이때는 PLL 선택 신

호가 ‘0’으로 되어 있어 최종 출력 클락도 동기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３.13. Background frequency calibration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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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Jitter Transfer 

설계한 PLL의 입력 클락 주파수를 바꿔가며 jitter의 전달함수를 구

했다. 전달함수 그래프가 그림 ３.14에 나타나있다. Reference 클락의 주

파수가 1GHz, 500MHz, 250MHz, 125MHz, 62.5MHz로 1/2배씩 바꾸어 

가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jitter의 전달함수가 등간격으로 왼쪽으로 

옮겨갔고, 이는 동일한 비율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３.5에는 여러 

동작주파수에 대하여 bandwidth를 구하고 두 값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정리하였다.  fref / fBW 의 값은 모든 입력 주파수 경우에 대하여 약 200으

로 일정하였다.  

 

 

그림 ３.14. Dual loop PLL의 동

작 주파수별 jitter transfer 함수 

표 ３.5. 전체 PLL의 동작 주파수 별 

bandwidth 

fref (MHz) fBW (kHz) fref / fBW 

62.5 303.08 206.22 

125 613.16 203.86 

250 1226.09 203.90 

500 2483.36 201.34 

1000 4937.00 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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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결론 

입력 디지털 코드 대 출력 주파수에 대한 이득이 동작주파수에 따라 

비례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제어 발진기(DCO)를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DCO를 all digital PLL이나 all digital CDR에 이용할 경우, 전체 시스템

의 특성은 PVT 변화에 둔감하다. 그리고 별도의 calibration이나 

adaptation없이 동작주파수 변화에 따라 루프의 bandwidth가 비례하여 

변화하도록 하는 adaptive-bandwidth PLL/CDR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갖고 약 1:2 범위의 주파수 영역에서 동작하는 

10bit 해상도의 DCO를 설계하였다. 이 DCO는 입력 디지털 코드가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현재 출력 주파수 대비 1.0007배에 해당하는 주파수

로 그 출력이 변화하며, 동작주파수가 1.66GHz일 때 약 1.22mW의 전

력을 소모한다. 설계한 DCO를 가지고 디지털 방식의 adaptive-

bandwidth PLL을 설계하여 동작주파수와 PLL의 bandwidth간의 비율이 

DCO의 PVT 조건이나 동작주파수에 관계없이 약 1/200으로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49 

 

 

참고 문헌 

 

 

[1] R. Staszewski, et al., “All-digital PLL and Transmitter for Mobile 

Phones,” Solid-State Circuits, IEEE Journal of, vol.40, no.12, pp. 

2469- 2482, Dec. 2005. 

[2] J. Tierno, et al., “A 2.5GHz constant envelope phase shift 

modulator for low-power wireless applications,” Solid-State 

Circuits, IEEE Journal of , vol.43, no.1, pp.42-51, Jan. 2008. 

[3] J. Lin, et al., “A PVT-Tolerant 0.18-MHz to 600-MHz Self-

Calibrated Digital PLL in 90-nm CMOS Process,” in IEEE Int. 

Solid-State Circuits Conf. Dig. Tech. Papers, pp. 488- 541, 

Vol.1, Feb. 2004.  

[4] W. Yin, et al. “A 0.7-to-3.5 GHz 0.6-to-2.8 mW Highly Digital 

Phase-Locked Loop With Bandwidth Tracking,” Solid-State 

Circuits, IEEE Journal of ,vol.46, no.8, pp.1870-1880, Aug. 2011. 

[5] Ping-Ying Wang; Zhan, J.-H.C.; Hsiang-Hui Chang; Chang, H.-

M.S.; , "A Digital Intensive Fractional-N PLL and All-Digital 

Self-Calibration Schemes," Solid-State Circuits, IEEE Journal 

of , vol.44, no.8, pp.2182-2192, Aug. 2009. 

[6] J. Kim, et al. “Design of CMOS adaptive-bandwidth PLL/DLLs: a 



50 

 

general approach,” Circuits and Systems II: Analog and Digital 

Signal Processing. IEEE Transactions on, vol.50, no.11, pp. 860- 

869, Nov. 2003. 

[7] J. G. Maneatis, “Low-jitter process-independent DLL and PLL 

based on self-biased techniques,” Solid-State Circuits, IEEE 

Journal of , vol. 31, pp. 1723–1732, Nov. 1996. 

[8] S. Sidiropoulos, D. Liu, J. Kim, G. Wei, and M. Horowitz, 

“Adaptive bandwidth DLLs and PLLs using regulated supply 

CMOS buffers,” in IEEE Symp. VLSI Circuits Dig. Tech. Papers,  

pp. 124–127, June 2000. 

[9] Mansuri, M.; Yang, C.-K.K.; , "A low-power adaptive bandwidth 

PLL and clock buffer with supply-noise compensation," Solid-

State Circuits, IEEE Journal of , vol.38, no.11, pp. 1804- 1812, 

Nov. 2003. 

[10] T. Lee, The design of CMOS radio-frequency integrated 

circuits, (Cambridge 1998) p.253. 

[11] J. Kim, "Adaptive-Bandwidth Phase-Locked Loop With 

Continuous Background Frequency Calibration," Circuits and 

Systems II: Express Briefs, IEEE Transactions on , vol.56, no.3, 

pp.205-209, March 2009. 

 

 



51 

 

Abstract 

A Design of Adaptive Bandwidth PLL Using 

Constant Relative Gain DCO  

Yunju Choi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digitally controlled oscillator (DCO) whose gain is proportional to 

the oscillation frequency is described. It means that the oscillation 

frequency changes by a constant fraction of the current frequency 

for a unit change in the input code. It is explained that such a DCO is 

more suitable to implement an all digital, PVT tolerant, adaptive 

bandwidth PLL than a conventional DCO with a constant absolute 

gain. That is, there is no need to implement any additional calibration 

logic or circuit to make bandwidth of PLL proportional to reference 

frequency. 

A prototype DCO designed in a 65nm CMOS process with a 

target 10-bit resolution demonstrates the simulated phase noise of 

-113dBc/Hz at 10MHz offset and power dissipation of 1.22-mW 

while operating at 1.66GHz. It increases its oscillation frequency 

about 1.0007 times when the input code increase one bit. This 

characteristic is maintained across all PVT conditions. Adop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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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DCO, adaptive bandwidth PLL is implemented without any 

calibration step. The ratio between reference frequency and the loop 

bandwidth is maintained as 1/200 regardless of PVT variations or 

operating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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