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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PLL 회로에 의하여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PLL 회로에 있어서는, 원하는 주파수로 트랜션트 오실레이션(transient oscillation)을 가속하기 위하여 페이
저 검출기의 출력 신호는 변화한다.

상기 방법에 있어서, 페이저 검출기에 공급되는 2개의 비교 주파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위치를 통해서 인자(facto
r)들에 의해 동시에 변화한다. 대략의 조정을 위하여, 비교 주파수는 튜닝 과정을 가속시키는 인자에 의해 증가한다. 그
러므로, 증가된 비교 주파수는 증가량(increment)을 결정하는 미세 튜닝을 위한 인자에 의해 다시 감소한다.

주파수 튜닝 PLL 회로에 대한 방법은, 예컨대 라디오 디바이스에서 RDS 장치와 같이 주파수 변화가 빨리 그리고 청취
되지 않게 일어나는 곳에서 사용되고, 여기서 장점을 가진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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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고속 PLL 회로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고속 분주형(fractional) PLL 회로를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특허청구범위 제 1항의 서문에 따른 PLL(phase locked loop) 회로에 의하여 공칭 주파수(nominal frequ
ency)로서 오실레이션(oscillation)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의 PLL 회로는 하기에서 기준 오실레이터(reference oscillator)로 언급되며 기준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오실레이
터 및 하기에서 VCO(voltage-control oscillator)로 언급되며 공칭 주파수로 조정되는 출력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전
압 제어 오실레이터를 포함한다. 게다가, PLL 회로는 하나 또는 다수의 주파수 분할기(frequency divider)를 포함하
는데, 이들은 VCO의 출력에서 분기(tap)가능한 출력 주파수를 분할하여 얻어진 오실레이션을 역시 주파수 분할기를 
통해 얻어진 기준 오실레이션과 페이저 및 주파수에 관하여 비교하기 위해 VCO의 출력에서 분기가능한 출력 주파수를 
분할한다. 또한 PLL 회로는 상기 비교를 수행하는 페이저 검출기(phase detector)를 포함하며, 그리고 충전 펌프 및 
루프 필터를 포함하며 페이저 검출기의 펄스를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는 드라이브를 포함한다. 상기 직류 전압은 VCO에 
대하여 제어전압을 공급한다. 자유롭게 오실레이션하는 VCO의 출력 주파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파수 분할기에 의
해 제 1 비교 주파수(comparison frequency)로 낮추어지고, 이러한 하강(downstream) 주파수 분할기 중 하나를 통
해서 기준 오실레이터로부터 공급되는 높은 제 2의 일정 비교 주파수에 의해 페이저 검출기로 공급된다.
    

상기 회로의 단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변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만약 낮은 기준 주파수가 선택되면 트랜션트(tran
sient) 시간은 매우 길어진다. 짧은 트랜션트 시간을 얻기 위해 높은 비교 주파수 및 큰 증가량(increment)이 선택되
어야 한다.

PLL 회로의 페이저 노이즈와 같은 시스템이 일으키는 간섭을 제압하기 위하여, PLL 회로는 낮은 비교 주파수와 함께 
루프 필터에서 높은 시상수(time constant)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빠른 주파수 변화는 루프 필터에서 가능한 
최소의 시상수를 요한다는 사실과 서로 상충한다.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주파수 변화를 얻기 위하여, 충전 펌프에서 변환동안 전류는 전환(switch over)
될 수 있거나 또는 필터는 주파수 변화동안 전환될 수 있다. 두 경우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증가된 페이저 노이즈와 함
께 더 빠른 주파수 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터의 시상수는 감소된다.

DE 40 08 245 A1 에서, VCO의 제어 전압은 높은 임피던스 입력 및 1개의 커패시터를 지닌 분배 증폭기를 통해서 빠
른 주파수 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기되고, 제어 가능한 전류원 상세히는 충전 펌프의 입력으로 공급된다.

감소된 속박 시간(locking-in)을 지닌 종래의 PLL 회로에 대하여 회로 배치가 DE 35 44 622 A1 에 공개되어 있는
데, 여기서 제어 디바이스는 페이저 검출기의 출력 신호에 따라서 VCO에 대한 제어 신호를 증폭시킨다.

PLL 회로가 DE 42 32 609 A1 에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파수 분할기는 주파수 변화 후 정해진 시간에서 동기화
된 펄스를 보내는 동기화된 입력 및 동기화된 디바이스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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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주파수로의 변화는 새로운 주파수로 튜닝되기 전에 최소한의 주파수 비교가 필요하므로, 상기 방법은 
주파수 변화를 위한 최소 시간이 비교 주파수에 의해서 여전히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더 나아가, 낮은 페이저 노이즈를 갖는 고속 PLL 회로에 대한 비용 및 회로 요구사항은 높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낮은 회로 요구사항을 갖는 특정의 낮은 비교 주파수에도 불구하고 고속 주파수 변화를 수행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특허청구범위 제 1항의 특징부에 설명된 특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파수 분할기의 분할 인자
(divider factor)는 비교 주파수를 순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략적 조정을 위해 우선 낮아지고, 비교 주파수는 
필요한 증가량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낮으므로 불변의 분할 인자가 미세 튜닝을 위하여 사용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아래의 2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더욱 상세히 설명된다.

도 1은 고속 PLL 회로를 도시한 것이다. VCO로 불리는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voltage-controlled oscillator; 1)는 
PLL 회로의 출력으로 이용되는 가변 주파수(fOUT )로 발진(oscillation)한다. 상기 출력 주파수(f OUT )는 공칭 주파
수(fNOM )로 조정된다.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출력 주파수(f OUT )는 80 MHz 이고, 설정된 공칭 주파수(f NOM )는 
100.0125 MHz 이다. 증가량(increment)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파수의 분주(fraction)들만이 비교되어야 하므로, 분
할 인자 R 및 N은 하나 또는 다수의 메모리(7)(10)에서 각 공칭 주파수(f NOM )로 할당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분할 인자 R은 기준 주파수(fREF )에 할당되고, 분할 인자 N은 출력 주파수(f OUT )에 할당된다. 기준 주파수(fREF )
는 기준 오실레이터(4)에서 발생한다. 기준 주파수(fREF )는 일정하며, 단순하고 안정된 특성을 갖는다. 상기 실시예에
서 기준 주파수(fREF )는 4 MHz 이다. 분할 인자 R, N 은 주파수 분할기(5)(8)의 분할비(division ratio)를 결정한다. 
기준 주파수(fREF ) 및 출력 주파수(fOUT )는 주파수 분할기(5)(8)에 의해 변화하며, 더 상세히는 주파수가 낮아진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100.0125 MHz 인 공칭 주파수(f NOM )에 대한 분할 인자는 N = 8001, R = 320 이다. 만약 
스위칭 디바이스(6)(9)가 동작하지 않으면, 주파수 분할기(5)는 일정 기준 주파수 f REF = 4 MHz 로부터 제 1의 일정 
비교 주파수 fC1 = 12.5 kHz 를 발생시키고, 또 다른 주파수 분할기(8)는 가변 출력 주파수 f OUT = 80 MHz 로부터 
제 2의 가변 비교 주파수 9.99875 kHz 를 발생시킨다. 상기 두 비교 주파수(f C1 )(fC2 )는 페이저 검출기(3)에서 비교
된다. 디지탈 페이저 검출기(3)는 VCO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브(2)에 연결되어 있다. 디지탈 페이저 검출기(3)는 제어 
신호를 보내는데, 제어 신호의 방향 및 시간(duration)은 두 비교 주파수(f C1 )(fC2 )의 페이저 시프트(phase shift)와 
일치한다. 가장 간단한 경우, 비교 결과로서 " +1" , " -1" , " 0" 와 같은 3개의 신호가 페이저 검출기(3)의 출력으로 
이용될 수 있다. " +1" 인 경우, 충전 펌프 및 루프 필터를 포함하는 드라이브(2)의 전압은 VCO(1)에 대하여 증가되
고, 이에 의하여 VCO(1)의 출력 주파수(f OUT )도 또한 증가된다. " -1" 인 경우, 드라이브(2)의 전압은 VCO(1)에 
대하여 감소되고, 이에 의하여 VCO(1)의 출력 주파수(f OUT )도 또한 감소된다. 그리고 " 0" 인 경우, 비교 주파수(f C

1 )(fC2 )의 페이저는 일치한다. 두 비교 주파수의 페이저가 일치할 때까지 상기 제어 과정을 가속하기 위하여, 주파수 
분할기(5)(8)의 분할비를 결정하는 2개의 분할 인자 R 및 N 은 페이저 검출기(3)와 연결된 스위치(11)를 통해서 가
령 K=4 와 같은 동일 인자(same factor)에 의해 부가적으로 감소한다. 만약 다른 공칭 주파수(f NOM )에 대한 주파수 
변화가 일어나고/일어나거나 페이저 검출기(3)가 두 비교 주파수(fC1 )(fC2 ) 사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면, 상기 스위
치는 항상 동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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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스위칭 디바이스(6)(9)에 연결된 스위치(11)는 동시에 2개의 스위칭 디바이스(6)(9)를 동작시키므로써 공칭 
주파수(fNOM )의 강한 조정을 수행하고, 상기 2개의 스위칭 디바이스(6)(9)는 동일 인자 K에 의해 분할 인자 R, N을 
증가시킨다. 가장 간단한 경우, 분할 인자 비트를 비트 단위로 시프트할 수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6)(9)가 여기에 사용
된다. 예를 들어, 만약 분할 인자가 인자 K=4에 의해 감소된다면, 이것은 N=2000, R=80 인 새로운 분할 인자를 주
고, 페이저 검출기(3)에 대해서 fCG1 = 50 kHz, f CG2 = 40 kHz 의 더 높은 비교 주파수를 준다. 높은 주파수(f CG1 )
(fCG2 )에서 1초당 더 많은 페이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1의 높은 주파수(f C1 )에 대한 트랜션트 오실레이션(t
ransient oscillation)이 더 빨리 일어난다. 주파수는 더 빨리 동기화된다. f CG1 = fCG2 인 높은 비교 주파수(fCG1 )(
fCG2 )에 기초하여 일단 트랜션트 과정이 끝나면, 스위치(11)는 페이저 검출기(3) 등에 의해 자동으로 꺼지거나 또는 
수동으로 꺼진다. 그 결과 주파수 분할기(6)(9)는 최초 분할 인자 N=8001, R=320 와 함께 최초 분할비로 리셋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낮은 비교 주파수(f C1 )(fC2 )는 fC1 ≒ fC2 로서 서로 비슷하고, 그 결과 미세 튜닝으로서 작
은 증가량에서 주파수 튜닝이 매우 빨리 일어난다. 만약 페이저 검출기(3)가 2개의 기준 전압의 페이저가 매치(matc
h)되었다고 지시하면, 출력 주파수(fOUT )는 공칭 주파수(fNOM )와 동일하다. 상기 방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령 공칭 주파수(fNOM )와 출력 주파수(fOUT ) 사이의 차이의 함수로서, 인자 K를 튜닝 동안 몇 차례 변화시켜서 비
교 주파수(fC1 )(fC2 )가 증가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도 2는 고속 분주형(fractional) PLL 회로를 도시한 것이다. VCO로 불리는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는 PLL 회로의 출력
으로 이용되는 가변 주파수(fOUT )로 발진(oscillation)한다. 상기 출력 주파수(f OUT )는 공칭 주파수(fNOM )로 조정
된다.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출력 주파수(f OUT )는 80 MHz 이고, 설정된 공칭 주파수(f NOM )는 100.0125 MHz 이
다. 증가량(increment)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파수의 분주은 서로 비교되어야 하므로, 분할 인자 R, N 및 AC는 하나 
또는 다수의 메모리(7)(10)에서 각 공칭 주파수(f NOM )로 할당된다. 2개의 분할 인자 N 및 AC 는 보통 분주형 PLL 
회로에서 사용되는 출력 주파수(fOUT )의 N, N+1 분주의 평균값을 결정한다. 상기 평균값은 ACCU에서 이용되는 A
C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기준 주파수(fREF )의 분주과 정확히 셋(set)되는 제 2 비교 주파수를 준다. 상기 실시예
에서 제 2 비교 주파수는 제 1 비교 주파수와 정확히 셋된다. 분할 인자 R 중 하나는 기준 주파수(f REF )에 할당되고, 
동시에 또 다른 분할 인자 N 또는 N+1 은 출력 주파수(f OUT )에 할당된다. 기준 주파수(fREF )는 기준 오실레이터(4)
에서 발생된다. 기준 주파수(fREF )는 일정하며, 단순하고 안정된 특성을 갖는다. 상기 실시예에서 기준 주파수(f REF )
는 4 MHz 이다. 분할 인자 R, N 및 AC 는 주파수 분할기(5)(8)의 분할비를 결정하는데, 기준 주파수(f REF ) 및 출력 
주파수(fOUT )는 분할비에 의해 변화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공칭 주파수 f NOM = 100.0125 MHz 에 대한 분할 인자
는 N =8001 또는 AC =0, R =320 이다.

만약 스위칭 디바이스(6)(9)가 동작하지 않으면, 주파수 분할기(5)는 일정 기준 주파수 f REF = 4 MHz 로 부터 제 1
의 일정 기준 주파수 fC1 = 12.5 kHz 를 발생시키고, 또 다른 주파수 분할기(8)는 가변 출력 주파수 f OUT = 80 MH
z 로 부터 제 2 가변 기준 주파수 f C2 = 9.99875 kHz 를 발생한다. 분주형 PLL 회로에 있어서 주파수 분할기(8)는 스
위치 N, N+1(13)과 연결되고, 스위치 N, N+1(13)은 L 비트 ACCU와 요구되는 공칭 주파수(f NOM )에 의해 차례로 
영향을 받는다. L 비트 ACCU는 주파수 분할기(8)의 출력인 제 2 비교 주파수에 의해, 그리고 요구되는 공칭 주파수(
fNOM )에 의해 스위치(9)로 부터 제어된다. 상기 2개의 비교 주파수(f C1 )(fC2 )는 페이저 검출기(3)에서 비교된다. 
페이저 검출기(3)는 VCO(1)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브(2)에 연결되어 있다. 페이저 검출기(3)는 제어 신호를 보내고, 
제어 신호의 방향 및 시간(duration)은 2개의 비교 주파수(f C1 )(fC2 )의 페이저 시프트와 일치한다. 가장 간단한 경우, 
예컨대 " +1" , " -1" , " 0" 와 같은 3개의 신호가 비교의 결과로서 페이저 검출기(3)의 출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 
+1" 의 경우, VCO(1)에 대하여 드라이브(2)의 전압은 증가하고, 이에 의하여 VCO(1)의 출력 주파수(f OUT )도 또한 
증가한다. " -1" 의 경우, VCO(1)에 대하여 드라이브(2)의 전압은 감소하고, 이에 의하여 VCO(1)의 출력 주파수(f

OUT )도 또한 감소한다. 그리고 " 0" 의 경우, 비교 주파수(f C1 )(fC2 )의 페이저는 일치한다. 2개의 비교 주파수(f C1 )
(fC2 )의 페이저가 일치할 때까지 상기 제어 과정을 가속하기 위하여, 주파수 분할기(5)(8)의 분할비를 결정하는 2개
의 분할 인자 R, N은 페이저 검출기(3)에 연결된 스위치(11)를 통해서 동일 인자 K=4 에 의해 부가적으로 감소한다. 
동시에, AC 값은 N/K 의 나머지로 셋된다. 만약 다른 공칭 주파수(f NOM )에 대한 주파수 변화가 일어나고/일어나거나 
페이저 검출기(3)가 두 비교 주파수(fC1 )(fC2 ) 사이에서 큰 차이(difference)를 발견하면, 상기 스위치(11)는 항상 
동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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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스위칭 디바이스(6)(9)에 연결된 스위치(11)는 동시에 2개의 스위칭 디바이스(6)(9)를 동작시키므로써 공칭 
주파수(fNOM )의 강한 조정을 행하고, 상기 2개의 스위칭 디바이스(6)(9)는 동일 인자 K에 의해 분할 인자 R, N을 
증가시키고 AC 값을 결정한다. " 분주형(fractional)" 모드는 상기와 같이 동작한다. 가장 간단한 경우, 분할 인자 비
트를 비트 단위로 시프트할 수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6)(9)가 여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만약 분할 인자가 인자 K 
= 4 에 의해 감소된다면, 이것은 N = 2000, N+1 = 2001, AC = 1, R = 80 인 새로운 분할 인자를 주고, 따라서 페
이저 검출기(3)에 대하여 fCG1 = 50 kHz, f CG2 = 39.99 kHz 의 더 높은 비교 주파수를 준다. 높은 주파수(f CG1 )(f

CG2 )에서 1초당 더 많은 페이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1의 높은 비교 주파수(f C1 )에 대한 트랜션트 오실레이션
이 더 빨리 일어난다. 주파수는 더 빨리 동기화된다. f CG1 = fCG2 인 높은 비교 주파수(fCG1 )(fCG2 )에 기초하여 일단 
트랜션트 과정이 끝나면 스위치(11)는 페이저 검출기(3) 등에 의해 자동으로 꺼지거나 또는 수동으로 꺼진다. 그 결과 
주파수 분할기(6)(9)는 최초 분할 인자 N = 8001, R = 320 와 함께 최초 분할비로 리셋된다. 도 1에 도시된 실시예
와는 달리 분주형 PLL 회로에 있어서는 2개의 낮은 비교 주파수(f C1 )(fC2 )가 fC1 = fC2 로서 동일하므로, 그 결과 미
세 튜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페이저 검출기(3)는 2개의 낮은 기준 주파수(f C1 )(fC2 )의 더욱 더 빠른 페이저 튜
닝을 지시하고, 이에 의해서 출력 주파수(f OUT )는 공칭 주파수(fNOM )로 조정된다. 분주형 PLL 회로의 감소된 트랜
션트 시간은 연속된 동작에서 그것의 단점에 영향 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방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
령 공칭 주파수(fNOM )와 출력 주파수(fOUT ) 사이의 차이의 함수로서, 인자 K를 튜닝 동안 몇 차례 변화시켜서 비교 
주파수(fC1 )(fC2 )가 증가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비교 주파수에 의해 강제되는 제한을 제거하는 장점을 가진다. 고속 주파수 변환은 페이저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될 수 있다. 또한 2개의 비교 주파수는 더 빨리 동기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원하는 공칭 주파수로 출
력 주파수의 가속된 트랜션트 오실레이션은 경제적이면서 간단하게 수행된다.

    
본 발명의 더 향상된 점은 종속항으로 부터 유도된다. 여기서 PLL 회로는 비교 주파수를 조정하는 분할 인자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위치를 구비한다. 더 나아가, 스위칭 디바이스는 페이저 검출기에 의해 자동적으
로 제어된다. 그러는 동안, 비교 주파수는 단지 한 인자에 의해 증가하지 않고, 비교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인자는 튜닝 
과정 동안 페이저 검출기의 결과에 따라서 변한다. 상기 방법은 종래의 PLL 회로와 관련하여 유익할 뿐 아니라, 분주형 
PLL 회로에 의하여 더욱 향상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에 의해 가변 출력 주파수가 발생되는 단계;

제 1 분할 인자의 크기는 공칭 주파수의 함수이며, 제 1 분할 인자에 의해 출력 주파수가 감소되는 동안, 제 1 주파수 
분할기에 의해 제 1 비교 주파수가 발생되는 단계;

기준 오실레이터에 의해 일정한 기준 주파수가 발생되는 단계;

제 2 분할 인자에 의해 기준 주파수가 감소되는 동안, 제 2 주파수 분할기에 의해 제 2 비교 주파수가 발생되는 단계;

제 1 및 제 2 비교 주파수가 페이저 검출기에 의해 서로 비교되고,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의 출력 주파수는 공칭 주파수
와 매치될 때까지 제 1 및 제 2 비교 주파수의 차이의 함수에 의해 변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공칭 주파수의 강한 조정을 위하여, 제 1 및 제 2 분할 인자는 제 1 및 제 2 비교 주파수를 증가시키도록 제 3 
공통 인자(common factor)에 의해 동시에 낮아지고, 불변의 제 1 및 제 2 분할 인자는 증가된 제 1 및 제 2 비교 주파
수가 다시 낮아지도록 미세 튜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에 의한 공칭 주파수 발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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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비교 주파수 사이의 차이가 검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에 의한 공칭 주파수 발생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제 3 인자는 차이(difference)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에 의한 공칭 주파수 발생 방법.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PLL 회로로서,

전압 제어 오실레이터,

제 1 주파수 분할기,

기준 오실레이터, 그리고

페이저 검출기를 포함하며,

제 1 및 제 2 분할 인자를 불변의 공칭 주파수로 충전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위칭 디바이스를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PLL 회로.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스위칭 디바이스는 페이저 검출기에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스위칭 디바이스는 제 1 및 제 2 분할 인자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LL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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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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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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