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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π 슬립 검출을 이용하여 위상 동기 루프(ＰＬＬ)합성기를 거칠게 동조시키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VCO 주파수와 기준 주파수 사이의 위상차를 결정하고, VCO 주파수와 기준 주파수 사이에 적어도 2π 라디안

의 위상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에러 신호를 제공하는 위상 주파수 검출기(PFD)를 포함하는 위상 동기 루프(PLL) 합성기

(200) 내의 적어도 하나의 전압 제어 발진기(VCO)(211)에 거친 동조하는(coarsely tuning)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그 후

에, 모니터(215)가 PFD에 의해서 발생된 에러 신호(들)의 수를 트랙킹하는 데에 이용된다. 모니터 회로가 소정의 레벨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VCO의 프리 러닝 주파수는 거친 동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회로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 요

인들에 불구하고, PLL의 VCO가 동작 범위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PLL이 거친 동조되도록 하는 데에 큰 장점

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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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위상 동기 루프, 전압 제어 발진기, 동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위상 동기 루프(PLL)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PLL 합성기의 동작 범위 내에 머무르도

록 전압 제어 발진기(VCO)를 동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PLL 설계에서의 VCO의 이용은 본 기술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으며, 많은 상이한 타입의 무선 주파수(RF) 산업 및 소

비자 전자 회로 응용에 이용된다. 전형적으로, 가급적 낮은 전류를 흘려서 매우 안정적인 RF 에너지 소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VCO를 제어하는 데에 PLL이 이용된다. VCO의 사용에 관련된 한가지 문제점은 발진기 동작 중심 주파수를 변경하며/

변경하거나 변화시키는 데에 작용하는 많은 상이한 타입의 인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인자들은 VCO 컴포넌트에

서의 변화, PLL의 동적 범위를 제한하는 전력 공급 제한 및 PLL 범위를 제한하는 VCO 주파수 이득을 낮출 것에 대한 요

구를 포함한다. 주위 온도의 폭넓은 변화와 같은 많은 환경적인 조건들 또한 중심 주파수를 변경하는 데에 기여한다. 종종

이러한 중심 주파수의 변화는 이러한 주파수 변화 및 PLL 설계 제한에 기인하여 PLL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을 정도로 극

단적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근래의 무선 네트워크 장치들은 저렴한 비용의 장비들을 요구하며, 집적화된 VCO의 범위를 동조하는 빠른

방법을 요구한다. 이들 방법들은 집적화된 VCO를 장치로 구현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단순할 것이 종종

요구된다. "동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전력 소비 및 장치 내의 전체 전류 흐름을 감소시키는 데에 중요하다. 장치가

"동작" 상태에 보다 오랫동안 머무를수록 평균 전류 흐름은 보다 커진다.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5.4 WPAN 표준 등에 의해서 규정된 무선 네트워크에서, 저전력 소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무선 네트워크 장치를 위한 근래의 VCO 동조 방법은 복잡하지 않으며, 동조시에 신속한 속도를 가져야 한다.

  도 1은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위상 주파수 검출기(PFD) 회로(100)의 종래 기술의 회로도를 도시한다. 많은 다른 PFD 회

로 설계가 존재하지만, 2개의 플립플롭과 AND 게이트를 포함하는 구성이 가장 흔한 구조이며, 여기에서 예로서 도시되어

있다. PFD는 제 1 입력(111)과 제 2 입력(113)의 위상을 비교하는 데에 복수의 플립플롭들(101, 103, 105, 107)을 이용

한다. 그 후에, PFD(100)는 이들 입력 신호들의 위상에 정합하기 위하여 입력 신호들의 동작 주파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UP 출력(115) 및 DOWN 출력(117)에서 출력된다.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PFD(100)는 입력(111) 및 입력(113)으로 입력되는 신호들이 주파수 및 위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몇몇 특유의 이점을 제공한다. 입력(111) 및 입력(113)으로 입력되는 신호들이 360°(2π

라디안)를 초과하는 위상차가 나는 경우에는, PFD(100)는 위상 슬립(phase slip)을 제공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본 기술 분

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위상 슬립"은 2개의 입력 신호들을 동상으로(in-phase)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야 하는, 요구

되는 주파수 보정량을 검출하는 능력이다. 플립플롭(105), 플립플롭(107) 및 OR 게이트(119)는 이러한 위상 슬립을 측정

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PFD(100)는 "DOWN" 주파수 보정이 있기 전에 2개의 "UP" 주파수 보정이 존재하는지, 또는 이와 달리 "UP" 주

파수 보정이 존재하기 전에 2개의 "DOWN" 주파수 보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것이 발생하

는 경우에, PFD(100)는 입력(111,113)에 제공되는 신호들이 360°를 초과하는 위상차가 나는지를 확실히 판정할 수 있다.

2개의 입력 신호가 주파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UP-SLIP 출력(121) 상에 하이(high) 펄스가 존재할 것이다. 반대로, 2

개의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DOWN-SLIP 출력(123) 상에 하이 펄스가 발생되어 존재할 것이다. OR

게이트(119)는 일단 펄스가 UP-SLIP 출력(121) 또는 DOWN-SLIP 출력(123)에 제공되고 나면, 그 펄스를 제거하는 데

에 이용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에게 명확한 바와 같이, PFD(100)는 주파수 보정을 행할 방향을 제공하는 데에 이용

된다. Motorola 사에 양도된 미국 특허 4,764,737호는 이러한 발명을 상세히 기술하며,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VCO를 동조하기 위한 종래 기술은 VCO의 동작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 PLL의 "폐쇄 루프

(closed loop)" 동작을 이용하였다. 예컨대, Motorola 사에 양도된,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rolling a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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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Oscillator Tuning Range in a frequency Synthesizer"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5,686,864호에서는 VCO의 제

어 전압 레벨에 기초하여 변이(shift)를 결정한다. 이러한 타입의 기술을 이용할 때의 한가지 단점은 제어 VCO 제어 전압

범위의 폐쇄 루프 동작 범위가 "동기 검출(lock detect)" 회로에 의해서 설정되는 레벨에 의해서 제한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단점은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관련된 많은 시간 제한이다. PLL은 폐쇄 루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매

우 많을 수 있다. 이것은 VCO를 "동조"하는 최소 시간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VCO의 범위를 동조하는 데에 폐쇄 루프 동작을 이용하는 추가적인 특허들이 존재한다. Motorola 사에 양도된,

"Automatic trimming of a controlled Oscillator in a Phase Locked Loop"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5,736,904호는 이러

한 타입의 동조 동작을 설명하는 데에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 인용된다. 이러한 타입의 기술은 동조 값들을 저장하는 방법

으로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 및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를 포함시킴으로써 시스템 복잡도를 증가시킨다.

역시 Motorola 사에 양도된, "Phase Locked Loop having plural Selectable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s"라는 명칭

의 미국 특허 5,389,898호 또한 폐쇄 루프 동작시에 PLL로 동작한다. 이러한 타입의 시스템들은 VCO가 중첩되지 않는 범

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VCO 중첩 범위 상에 보다 적은 제한을 가하는 PLL 합성기 및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PLL 합성기는 비용이

저렴하여야 하며, VCO의 프리 러닝 주파수(free running frequency)가 소정의 범위 내에 머무르도록 거친 동조(coarsely

tune)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간단하게 말하면, 본 발명에 따라 PLL 합성기 내의 VCO를 거친 동조(coarse tuning)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거친 동조 모드(coarse tune mode) 동안에, VCO 입력 상의 전압은 PLL 회로로부터의 전하 펌프를 제거하고 VCO 프리

러닝 주파수에 대한 원하는 타겟 바이어스를 설정함으로써 소정의 공칭값으로 강제된다. 본 발명의 회로 토폴로지

(topology)는 VCO로의 입력 또한 구동하는 동일한 전압 기준에 의해서 구동되는 루프 필터를 이용한다. 이는 PLL이 "거

친 동조" 모드에서 정규의 폐쇄 루프 트랙킹 모드(closed loop tracking mode)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도기를 최소화하고,

동작 주파수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VCO의 출력은 소정의 주파수 분주(frequency division) 후에 기준 주파수와 비

교된다. 위상 검출기는 기준 주파수와 분주된 VCO 사이에 2π 슬립이 발생할 때마다 펄스를 출력하도록 설계된다. 2π 슬립

펄스는 모니터 및 제어 회로에 의해서 VCO의 동작 중심 주파수에서의 에러를 추정하는 데에 이용된다. 본 발명은 주파수

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몇몇 방법을 제공한다. 모니터 및 제어 회로의 출력은 동조 감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

VCO를 거친 동조하도록 동작하는 VCO 내의 제 2 포트를 제어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거친 동조 시스템이

PLL의 폐쇄 루프 동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유의 장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PLL은 최종 주파수 조절 솔루션

(solution)에 빨리 도달하며, 중첩 및 비단조(non-monotonic) 동조 범위를 가지는 VCO에 이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본 발명과, 그 목적 및 장점들은, 도면과 함께

본 명세서의 설명에 의해서 가장 잘 이해될 것이며,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일한 요소를 나타낸다.

  도 1은 전형적인 2π 슬립 검출기의 구현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위상 주파수 검출기(PFD) 회로를 나타내는 종래 기술의 회

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모니터 및 제어부를 가지는 2π 슬립 검출부를 가지는 위상 주파수 검출기(PFD)를 이용하는 PLL

합성기의 블럭도.

  도 3은 VCO 범위를 조절하기 위한 2π 라디안 주파수 슬립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모니터 및 제어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

를 도시하는 도면.

  도 4 및 도 5는 도 2에 도시된 모니터 및 제어 회로의 다른 실시예들을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본 명세서는 신규한 본 발명의 특징을 청구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결론짓지만, 동일한 참조 부호가 동일한 요소를

나타내는 도면과 결합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이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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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2π 슬립 검출 시스템 및 방법을 이용하는 PLL(200)을 나타내는 블럭도가 도시되

어 있다. 전반적으로, 본 발명은 위상 주파수 검출기(201)에 의해서 발생된 2π 라디안 슬립 정보를 모니터 및 제어부(215)

로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PFD(201)로부터의 입력에 근거하여, 모니터 및 제어부(215)는 거친 동조 디지털 버스를 통해서

하나 이상의 VCO(211)에의 증가 또는 감소 주파수 보정을 행한다. VCO(211)의 출력은 PFD(201)의 입력으로 직접적으

로 보내어지므로, VCO 동조는 올바른 보정에 더욱 가까워지며, 보다 적은 슬립 보정이 존재한다.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명확한 바와 같이, PFD(201)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전하 펌프(203)를 통하기보다는 VCO(211)의 주파수

를 직접적으로 동조하는 데에 이용되기 때문에, 본 발명에 의해서 이용되는 시스템 및 방법은 종래 기술과는 직접적인 대

조를 이룬다.

  PLL 합성기(200)는 "전하 펌프" PLL로 나타나 있으며, 주파수 기준 입력(Fref)을 이용하며 PLL 내에 존재하는 주파수 에

러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이용되는 위상 주파수 검출기(201)를 포함한다. 전하 펌프 PLL에 대하여 나타나 있지만, 본 발

명이 다른 타입의 PLL 회로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전하 펌프(203)는

PFD(201)에 의해서 제어되며, 여기서 "UP" 주파수 또는 "DOWN" 주파수 펄스는 PFD(201)가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방향

으로 전하를 루프 필터(209)에 인가하는 데에 이용된다. PFD(201)가 전하 펌프(203)에게 주파수가 커지도록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면, 루프 필터로 보내어 질 전압 전하는 주파수의 점진적인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PFD(201)가 주파

수가 감소하도록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면, 전하 펌프는 적절한 전하를 루프 필터(209)에 제공하여 주파수의 점진적인 감

소를 야기할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멀티플렉서(MUX)(205)는 전하 펌프(203)와 루프 필터(209) 사이에 위치한다. MUX(205)는 본 발명

의 시스템 및 방법의 동작 동안에 적어도 2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MUX(205)는 루프 필터(209)로부터 전하

펌프(203)를 분리시킴으로써 거친 동조 조건 동안에 PLL(200)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작용을 한다. 이리하여, 본 발명은 "

개루프" 상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종래 기술에 비하여 동조 속도에 있어서 장점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MUX(205)는 VCO(211) 프리 러닝 주파수에 대한 기준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바이어스 지점을 선택하도록 작용한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VCO(211)가 하나 이상의 VCO들(VCOn)을 나타낼 수 있음이 명확할 것이다. 프로그램 가능 전

압 기준(207)은, "폐루프" 상태에서 최종 VCO 제어 전압 입력이 프로그램가능 전압 기준(207)의 전압 근방의 값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MUX(205)가 VCO(211)의 프리 러닝 주파수를 조절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데에 이용된다. 이것은

VCO(211)의 전체 동작 범위를 개선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본 발명의 중요한 특색이다. 사용자는 프로그램 가능 전압원

(207)의 값을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최적의 VCO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거친 동조 모드가 완료된 이후에, 전하 펌프(203)는 MUX(205)를 통해서 루프 필터(209)에 접속되어 폐쇄 루프 PLL 동

작을 재개한다. 루프 필터(209)에 인가되는 전하 펄스는 루프 필터에 의해서 평탄화되어 VCO(211)에서의 잡음 및 안정성

문제를 제거한다. 다른 전압 제어 발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탄화된 전압 입력은 VCO(211)로 인가되고, 소정의 주파수

출력에서 발진한다. 따라서, VCO에 대한 미세 주파수 조절은 루프가 폐쇄 상태인 때에 완료됨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

업자에게 명확할 것이다.

  VCO(211)의 출력은 VCO 출력 주파수를 낮추도록 분주기(213)에 공급된다. 분주기는 정수 또는 분수 분주기일 수 있음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VCO(211)가 기준 주파수(Fref)가 아닌 소정의 주파수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PFD(201)에 의해서 낮은 VCO 출력 주파수가 기준 주파수와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PFD(201)의 기능은 이들 주파수들

을 정합시키려는 것이므로, PFD(201) VCO 입력 주파수(F0)를 기준 주파수(Fref)에 정합시키기 위하여 모니터 및 제어부

(215) 내의 에러 누적부에 "UP-SLIP" 및 "DOWN-SLIP" 펄스 모두를 발생시킨다. Foperating 및 Fref의 위상이 360°, 즉

2π 이상의 오프셋이 생길 때에, UP-SLIP 및 DOWN-SLIP 펄스는 모니터 및 제어부(215)에서 처리된다. 이것은 2π 슬립

검출로 불린다. 모니터 및 제어부(215)는 타이머(도시되지 않음), 에러 누적기(도시되지 않음) 및 제어기(도시되지 않음)

를 포함한다. 모니터 및 제어부(215)는 PLL이 거친 동조 모드에 있는 동안 PLL을 "개루프" 상태로 변경하도록 신호를

MUX(205)에 제공한다. UP-SLIP 및 DOWN-SLIP은 모니터 및 제어부(215) 내의 에러 누적부에 의해서 트랙킹된다. 따

라서, 모니터 및 제어부(215)가 VCO 프리 러닝 주파수를 대략적으로(coarsely)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친 동조 포트

(coarse tuning port)를 VCO(211)에 제공하는 것은 본 발명의 신규한 특징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거친

동조 방법에 의해서, "m" 비트의 유선 버스가 하나 이상의 VCO(211)의 프리 러닝 주파수를 제어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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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거친 동조 동안에, PLL로부터 전하 펌프(203)를 제거하고, VCO 프리 러닝 주파수에 대하여 원하는 타겟 바이

어스로 설정함으로써, MUX(205)는 VCO(211) 입력 상의 전압에 영향을 미친다. 본 명세서에 나타난 실시예는 VCO(211)

로의 입력을 구동하는 것과 동일한 전압 기준에 의해서 구동되는 루프 필터(209)를 가진다. 이것은 PLL(200)이 거친 동조

모드에서 미세 동조 또는 정규 폐쇄 루프 트랙킹 모드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도 및 안정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경향을 띤다.

  임의의 요구되는 주파수 분주 후에, VCO(211)의 출력은 기준 주파수(Fref)와 비교된다. PLL을 개방시키는 MUX(205)에

기인하여, 전하 펌프(203)를 동작시키는 PFD(201)로부터의 UP 및 DWON 펄스는 거친 동조 동안에는 무시된다. 그러나,

2π 슬립 펄스는 VCO(211) 프리 러닝 주파수를 원하는 타켓 주파수에 가깝도록 조절하도록 에러 누적을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2π 슬립 펄스는 대략적으로 1/(Fref-Foperating)와 동일한 레이트로 발생한다. 주파수

Foperating이 Fref 보다 작은 경우에, 슬립 펄스는 PFD(201)의 UP-SLIP 출력 상에서만 나타난다. 주파수 F0이 Fref 보다 큰

경우에, 펄스는 PFD(201)의 DOWN-SLIP 출력 상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원하는 주파수 조절 방향이 용이하게 알려지

며, VCO(211)의 동조를 조정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니터 및 제어부(215)는 몇 가지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

이다. 도 3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는 에러 누적기(303)가 자신의 계수 시퀀스(counting sequence)를 개

시하고 정지하는 시간을 제어하는 데에 타이머(302)를 이용한다. 다른 방법은 2π 슬립들 사이의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이

러한 시간에 근거하여 타이머를 개시하고 정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에러 누적기(303)는 동조된 주파수 극

성의 변경을 감지함으로써 정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동조 방법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유연하며, 몇몇

시스템에서, PLL(200)이 모니터링 목적으로 폐쇄된 동안에 거친 동조 갱신을 트랙킹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2π 슬립이 대략 1/(fref-f0)와 동일한 레이트로 발생하기 때문에, 분주기(213)로부터 분주된 VCO 출력이 기준 주파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가까워질수록 슬립 펄스들 사이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2π 스립 펄스들 사이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동조 시퀀스가 원하는 주파수 범위 내에 놓이게 되면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

다.

  따라서, 도 3은 VCO(211)가 특정된 및/또는 소정의 주파수 범위 내에 동조된 후에 거친 동조가 정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

및 제어부(215)를 구현하는 방법의 일예를 또한 도시한다. PFD(201)로부터의 UP-SLIP 및 DOWN-SLIP 펄스들은 2π 슬

립 정보를 처리하는 에러 누적기(303)로의 입력들로 작용한다. 에러 누적기는 간단한 선형 계수를 수행하거나, 비선형 계

수 또는 임의의 통상적인 동조 시퀀스를 "m" 비트로 하여 VCO(211) 프리 러닝 주파수를 변경할 것이다. PFD(201)(도 2

참조)로부터의 UP-SLIP 및 DOWN-SLIP 펄스들은 OR 게이트(301)에도 입력된다. OR 게이트(301)는 2π 슬립의 발생시

에 신호 출력을 발생시키며, 타이밍 시퀀스를 소거하고 재개시하도록 타이머(302)를 트리거(trigger)한다. 2π 슬립들 사이

의 시간량이 타이머(302)가 타임아웃(timeout)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길다면, 출력 신호는 에러 누적기(303)의 입력으로

보내어져 VCO(211)로 보내어지는 현재 동조 조건을 유지한다. 폐쇄 루프 조건하에서 미세 동조를 처리할 수 있도록 PLL

루프를 폐쇄하기 위한 루프 제어시에 타이머(302)로부터 이러한 동일한 출력 신호가 MUX(205)로 보내어진다.

  도 4는 본 발명을 이용하여 실시될 수 있는 모니터 및 제어부(215)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동조 주파수 보정의 극성이 먼저 방향을 변경한 후에 거친 동조 정지가 이용된다. 인에이블(enable) 신호 "en"이 논리 인버

터(inverter)(406)에 입력되어 디지털 플립플롭 회로(401,402)를 리셋 상태로 유지한다. 동조가 개시되면, 인에이블 신호

"en"는 플립플롭(401,402)의 리셋 조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도록 상태를 변경한다. PFD(201)로부터의 UP-SLIP 및

DOWN-SLIP 펄스는 에러 누적기(404)에 입력되어 2π 슬립 정보를 처리한다. 그 후에, 에러 누적기는 간단한 선형 계수를

수행하거나, 비선형 계수 또는 임의의 통상적인 동조 시퀀스를 "m" 비트로 하여 VCO(211)의 프리 러닝 주파수를 변경한

다. PFD(201)로부터의 UP-SLIP 펄스 또한 디지털 플립플롭 회로(401)에 입력된다. 이러한 플립플롭 회로(401)는 UP-

SLIP 펄스가 플립플롭으로 통하는 인에이블링 신호를 통과시켜, 플립 플롭을 리셋 상태에서 세트 상태로 변경하는 방식으

로 접속된다.

  이와 유사하게, PFD(201)로부터의 DOWN-SLIP 펄스는 제 2 디지털 플립플롭 회로(402)로의 입력으로 작용한다. 이러

한 플립플롭 회로(402)는 UP-SLIP 펄스가 플립플롭으로 통하는 인에이블링 신호를 통과시켜, 플립 플롭을 리셋 상태에

서 세트 상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접속된다. 플립플롭(401)의 출력은 NAND 게이트(403)로 입력되며, 플립플롭(403)의

출력은 NAND 게이트(403)의 제 2 입력으로 입력된다. 양 플립플롭(401,402)이 세트 상태인 경우에, NAND 게이트(403)

의 출력은 상태를 변경한다. NAND 게이트(403)의 출력은 AND 게이트(405)로의 입력이며, AND 게이트(405)로의 제 2

입력 상의 인에이블 신호 "en"가 인에이블링 상태인 경우에, AND 게이트(405)는 NAND 게이트(403)의 출력 상태를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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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405)의 출력으로 보낼 것이다. 그 후에, AND 게이트(405)의 출력은 VCO(211)로 전송되는 현재 동조 조건을 유지

하도록 에러 누적기(404)로 보내어진다. AND 게이트(405)로부터의 이러한 동일한 출력 신호는 폐쇄 루프 조건하에서 미

세 동조를 처리할 수 있도록 PLL 루프를 폐쇄하기 위한 루프 제어시에 MUX(205)로 보내어진다.

  도 5는 고정된 시간 간격 후에 거친 동조가 정지될 수 있도록 실시될 수 있는 모니터 및 제어부(215)의 또 다른 실시예이

다. PFD(201)로부터의 UP-SLIP 및 DOWN-SLIP 펄스는 2π 슬립 정보를 처리하는 에러 누적기(501)로의 입력이다. 그

후에, 에러 누적기는 간단한 선형 계수를 수행하거나, 비선형 계수 또는 임의의 통상적인 동조 시퀀스를 m 비트로 하여

VCO(211) 프리 러닝 주파수를 변경한다. 인에이블 신호 "en"는 동조가 발생하는 데에 할당된 시간량을 확립하는 동조 시

간 할당기(502)로 입력된다. 동조 시간 할당기 출력은 거친 동조 시퀀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PLL 루프를 개방

하는 루프 제어시에 MUX(205)로 보내어진다. 일단 할당된 동조 시간이 만료하면, 폐쇄 루프 조건하에서 미세 동조가 처

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PLL 루프를 폐쇄하는 루프 제어시에 동조 시간 할당기 출력이 MUX(205)로 보내어진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거친 동조를 소정의 수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데에 이

용될 수 있는 주파수 차이에 비례하는 레이트로 2π 슬립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유의 장점을 제공한다. 이는 PLL 합성기

가 종래 기술의 회로 및 환경 이상을 회피하여 신속하게 동조되어 이를 소정의 동작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능력을 상당히

개선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고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명백할 것이다. 첨부된 청구의 범

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많은 변형, 변경, 변화, 대체 및 균등물이 가능함

을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상 동기 루프(PLL) 합성기 내의 적어도 하나의 전압 제어 발진기(VCO)를 거친 동조하는(coarsely tuning) 시스템으로

서,

  VCO 주파수와 기준 주파수 사이의 위상차를 결정하고, 상기 VCO 주파수와 기준 주파수가 적어도 2π 라디안(radian)의

위상차가 나는 경우에 에러 신호를 제공하는 위상 주파수 검출기(PFD)와,

  상기 PFD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러 신호(들)의 수를 트랙킹(tracking)하는 모니터(monitor)를 포함하고,

  상기 VCO의 프리 러닝 주파수(free running frequency)는 상기 모니터 회로가 소정의 레벨에 도달하는 경우에 거친 동

조될 수 있는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PLL을 개방 루프 상태로 변경하도록 하는, 상기 모니터에 의해서 제어되는 적어도 하나의 멀티플렉서(MUX)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폐쇄 루프 상태에서 동작하는 경우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VCO의 상기 프리 러닝 주파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상기 MUX

에 접속되는 프로그램가능 전압원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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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VCO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VCO 동조 범위와 중첩하는 프로그램가능 거친 동조 제어부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가능 거친 동조 제어부는 복수의 설정에 대하여 비단조(non-monotonic)인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는 타이머, 에러 누적기 및 제어기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전압 제어 발진기(VCO) 프리 러닝 주파수 및 소정의 기준 주파수 사이의 위상차에 근거하여, 적어도 하나의 VCO를 거친

동조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위상 동기 루프(PLL) 합성기로서,

  상기 VCO와 상기 기준 주파수 사이의 위상차를 검출하고, 상기 VCO 프리 러닝 주파수와 상기 기준 주파수 사이에 적어

도 360°위상차가 나는 경우에 보정 신호를 제공하는 위상 주파수 검출기(PFD)와,

  상기 PFD에 의해서 발생된 보정 신호(들)의 수를 모니터링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어기와,

  상기 PLL을 개루프 상태 또는 폐루프 상태가 되게 하는 멀티플렉서(MUX)를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어기에서의 보정 신호 계수(count)가 소정의 레벨에 도달한 경우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어기는

상기 MUX가 상기 PLL을 개루프 상태로 변경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VCO의 상기 프리 러닝 주파수를 거친

동조하는 PLL 합성기.

청구항 8.

  위상 동기 루프(PLL) 합성기 내의 적어도 하나의 전압 제어 발진기(VCO)를 거친 동조 모드에서 거친 동조하는 방법으로

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VCO의 동작 주파수와 소정의 기준 주파수 사이의 위상차를 측정하는 단계와,

  2π 라디안(radian)보다 큰 위상차에 응답하여 에러 보정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에러 신호(들)의 수를 모니터링하는 단계와,

  소정의 수에 도달하는 에러 신호(들)의 수에 응답하여 상기 PLL 합성기를 개방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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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VCO의 상기 동작 주파수를 상기 기준 주파수에 실질적으로 정합시키기 위하여 상기 VCO를 거친 동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거친 동조 단계 이후에, 상기 PLL이 미세 동조 모드에 진입하도록 상기 PLL을 폐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PLL은 전하 펌프 및 루프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하게 동조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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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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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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