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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  주 수 발생기의 설계를 한 단일 인젝션 락킹 상에 한 연구를 진행한다. 다  

주 수 발생기 설계를 하여 인젝션 락킹 상에 한 기본 인 이론을 서술하고 이를 토 로 단일 인젝션 

락킹 실험에 하여 서술한다. 실험은 인젝션 신호에 비해 불안정하게 진동하는 발진기에 일정하게 진동하는 

안정된 신호인 인젝션 신호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인젝션 신호는 홀 드 류원을 사용하고 콜피

츠 발진기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 다. 실험결과 각각의 인젝션 신호(840kHz, 500kHz)를 주입하 을 때 

각각의 발진기가 안정하게 진동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의 단일 인젝션 락킹 실험결과를 통하여 다  주 수 

발생기 설계에 인젝션 락킹 상을 응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injection locking phenomena for multi-frequency generator design. For the design of the 

multi-frequency generator, we describe the basic theory of injection locking phenomenon and conduct a single injection 

locking experiment based on it. The experiments was conducted by applying injection signals that vibrates consistently 

to oscillators which vibrates unstablely compared to injection signals. Injection signal was applied using a Howland 

current source and circuit was designed using a Colpitts oscillator.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each 

oscillator oscillates reliable when injection signals(840kHz, 500kHz) are injected. Through the results of a single 

injection locking experiment, it is confirmed that injection locking  phenomena can be applied in the design of the 

multi-frequency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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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7세기 , 네덜란드 과학자 Christiaan Huygens

는 인 한 괘종시계들의 추가 같은 주 수를 가지고 

진동하는 것을 보고 최 의 주 수 동기화 상을 

발견하 다. 이 후 주 수 동기화 상을 미국의 과

학자 Robert Adler가 기 인 특성과 연 지어 최

로 인젝션 락킹(Injection Locking) 상을 논문으

로 발표하 다[1]. 

인젝션 락킹 상은 불안정한 주 수를 가지고 진

동하는 발진기에 안정된 주 수를 가지고 일정하게 

진동하는 주 수를 인가하여 두 주 수  안정된 

주 수의 특성을 갖는 상을 인 으로 유도하여 

불안정한 발진기의 주 수를 안정된 주 수로 변화

시키는 상이다. 인젝션 락킹 상을 이용하여 출

력된 주 수는 회로 내부에 안정된 주 수가 지속

으로 인가 됨으로서 환경  요인에 향을 많이 받

는 기존 발진기 출력 신호에 비하여 안정 인 주

수를 갖는 신호를 출력 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회

로에 인젝션 락킹 상을 목한 Robert Adler의 논

문이 공표된 후 인젝션 락킹 상을 목시킨 수많

은 자, 기회로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5]. 

그 외에도 주 수 분할기[6-7], 상 분리기[8], 직교 

방식 발진기[9-10]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용되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 인젝션 락킹에 하여 

모의실험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다  주 수 발생기에 용 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인젝션 락킹 상

에 한 특징  기본 인 개념을 설명하고 3장에서  

단일 인젝션 락킹에 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 4장에서는 실제 회로를 구성하고, 실험 결

과를 바탕으로 모의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

론을 도출하고 향후 방향에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 인젝션 락킹

2.1 인젝션 락킹 상의 기본 이론

인젝션 락킹 회로는 발진기 내부 피드백 회로의 

주 수에 임의의 상을 가하는 것으로 구  가능하

며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회로에 가

해지는 외부의 향들은 부 무시하고, 그림 1의 회

로를 이상 인 상태의 폐회로라 가정하고 해석한다.

그림 1(a)는 인젝션 락킹이 진행될 경우 회로에 

나타나는 주 수의 상변화를 보여 다. 회로는 R, 

L, C 소자로 구성된 탱크회로와 그 외 부분을 구성

하는 발진기 부분으로 나뉜다. 회로에 연결되어 있

는 버퍼는 탱크회로를 거쳐 피드백 되는 출력에 

하여 반 된 상을 나타낸다. 는 인젝션 신호를 

인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진기 회로 내부의 주 수 

간 상차를 나타낸 것이다.

(a) 상차가 발생한 발진기
(a) Oscillator with phase difference

(b) 인젝션 신호를 가한 발진기
(b) Oscillator with injection signal

그림 1. 인젝션 락킹 회로 도식
Fig. 1 Injection locking circuit sch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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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폐회로에서 내부 주 수의 상 주기는 

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림 1(a)의 발진

기 한 폐회로이므로 다른 상의 주 수를 인가한

다면 기존 주 수와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 상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원래의 상주기로 돌아오게 

된다. 상 주기가 원래 로 돌아오더라도 합성된 

주 수의 성질은 유지되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주 수 성질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 게 됨으로써 

발진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고유한 주 수는 일정

하게 안정 으로 진동하는 인젝션 주 수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젝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 수 특성에 근 하게 된다. 이러한 

상이 인젝션 락킹의 핵심 인 원리이다.

그림 1(a)와 같이 주 수의 상 차이를 일으키기 

해서는 다른 특성의 주 수를 인가하여야 하며, 다

른 특성의 주 수를 인가한 것이 그림 1(b)로 보인 

바와 같이 류원을 사용하여 임의의 주 수를 입력

함으로써, 발진기 내부의 주 수 상 차이를 발생시

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는 압원을 인젝션 신호로 사용하는 회로

로써 류원을 인젝션 신호로 사용하는 그림 1과는 

차이 이 있다.

그림 2. 압원 인젝션 신호를 가지는 발진기
Fig. 2 Oscillator with voltage source Injection signal

그림 2에서 발진기 출력신호는  , 인젝션 신호

는  , 피드백 되는 신호와 인젝션 신호가 합쳐진 

신호를 로 놓으면 식 (1)을 얻을 수 있다.




  


∙


               (1)

여기서 인젝션 락킹의 범 는 식 (2)와 같다.

≈


∙


                           (2)

식 (2)를 사용하여 에 하여 정리하면 식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 (3)은 기존의 발진기가 가지는 고유한 주 수 

와 주입한 인젝션 신호가 가지는 주 수 , 인

젝션 락킹이 가능한 범  을 가지고 나타낸 식으

로 변수인 시간 의 변화에 따라 식을 해석할 수 있

다.   이라면 의 값만 존재하게 되며 이것은 인

젝션 락킹 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나타낸다. 

그와 반 로  ∞일시 의 값만 존재하며 이는 

인젝션 락킹 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에 존

재하던 발진기의 주 수 특성이 인가된 인젝션 신호

의 주 수 특성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인젝션 락킹 상이 발생하면 기존 발진기의 고유

한 주 수 성질이 가해진 인젝션 신호의 주 수가 

갖는 고유한 성질로 변화하는 것을 식 (3)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한 식 (3)은 물리 인 상인 인

젝션 락킹을 수학 으로 증명하는 식이며, 시간 의 

변화에 따라 회로의 주 수 특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에 하여 설명할 수 있다. 

2.2 류원  콜피츠 발진기

그림 3은 홀 드 류원(Hawland current source)

으로 모의실험  실험에서 인젝션 신호로 사용하게 

될 입력신호이다.

홀 드 류원은 OP-AMP를 사용하여 구성한 

류원으로써 기존 R, L, C 소자로 구성된 압원의 

경우 주 수에 따라 리액턴스값의 변화로 임피던스 

값에 향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의 류를 지

속 으로 인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

화 없는 일정한 류값을 인가하기 하여 홀 드 

류원을 사용하여 압원 보다 안정된 인젝션 락킹 

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11].



JKIECS, vol. 14, no. 06, 1037-1044, 2019

1040

그림 3. 홀 드 류원
Fig. 3 Hawland current source

홀 드 류원의 특성 방정식은 식 (4)와 같다. 모

의실험  실험 진행시 부하 항 RL은 존재하지 않
는다.







 


                        (4)

식 (4)의 출력 류 의 값은 입력 압 

과 항 에 의하여 조 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홀 드 류원은 원하는 류의 값을 항 R의 값만

으로도 조 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콜피츠 발진기(Colpitts oscillator)로서 

본 논문에서 모의실험  실험에 사용할 발진기 로 

선택하 다.

그림 4. 콜피츠 발진기
Fig. 4 Colpitts oscillator

콜피츠 발진기는 BJT를 사용한 압 분배 바이어

스와 인덕터, 커패시터로 이루어진 탱크 회로가 융합

된 모습이다. 압 분배 바이어스는 비교  조 이 

용이한 압 값의 변화를 통하여 베이스 류를 간

단하게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온도특성이 

좋기 때문에 더욱 안정된 실험결과를 기 할 수 있

다[12-14].

그림 5는 홀 드 류원과 콜피츠 발진기를 결합

하여 인젝션 락킹 모의실험  실험을 진행할 체 

회로도이다. 홀 드 류원으로 인젝션 신호를 가하

고 콜피츠 발진기를 통하여 출력된 신호가 발진기 

내부의 탱크회로를 거쳐 피드백되는 구조로 설계하

다.

그림 5. 인젝션 락킹 체 회로도
Fig. 5 Injection locking circuit schematic

Ⅲ. 모의실험

그림 6은 모의실험에 사용할 회로를 시뮬 이션 

로그램인 멀티심(Multisim)을 사용하여 설계한 회

로도이다. 인젝션 락킹의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모의실험에 사용할 인젝션 신호값과 실험에 사용할 

신호의 값을 통일시켰다. 단일 주 수 락킹의 경향

성을 악하기 하여 그림 6의 831.8kHz의 주 수

로 진동하는 발진기와 그 외 502.7kHz의 주 수로 



다  주 수 발생기 설계를 한 단일 인젝션 락킹 상에 한 연구

1041

진동하는 발진기를 각각 설계한 후 840kHz, 500kHz

의 인젝션 신호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502.7kHz로 진동하는 발진기의 라미

터 값인 탱크회로의 C1, C2는 각각 42.5nF, L1은 

4.7uH를 사용하 으며 그 외 값들은 동일하게 설계

하 다.

그림 6. 모의실험 회로도
Fig. 6 Simulation circuit schematic

(a) 락킹              (b) 락킹 후
(a) Before locking        (b) After locking

(c) 락킹              (d) 락킹 후
(c) Before locking        (d) After locking
그림 7. 인젝션 락킹 모의실험 결과
Fig. 7 simulation circuit schematic

그림 7은 인젝션 신호를 가하기 과 후를 나타낸

다. 그림 7(a)는 약 831.8kHz의 주 수를 가지고 진

동하는 발진기에 840kHz의 인젝션 신호를 가하게 

되면 그림 7(b)와 같이 발진기의 주 수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c)은 약 502.7kHz의 주

수를 가지고 진동하는 발진기이며 마찬가지로 

500kHz의 인젝션 신호를 가했을 때 그림 7(d)처럼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의실험 결과를 토 로 인젝션 신호를 가하 을 

때 기존 발진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 수가 인

젝션 신호의 주 수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Ⅳ. 실험결과

모의실험 결과를 토 로 각종 실험 장비들을 사용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8은 실험은 진행하기 

하여 구성된 실험 환경이며 측정 장비들의 세부내

역은 Anritsu 사의 스펙트럼 어날라이  MS2718B, 

Waverunner 사의 오실로스코  LT342, Keysight 

사의 함수 발생기 33500B Series, Topward 사의 직

류 원 공 장치 6306D를 사용하 고, PCB 만능 

기 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 회로들을 그림 9와 같

이 설계하 다.

그림 8. 실험 환경
Fig. 8 Experiment environment

그림 9. 실험 회로
Fig. 9 Experimen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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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인젝션 락킹 실험을 한 각 발진기의 탱크

회로에 사용된 라미터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각 발진기의 탱크 회로에 사용된 L, C 
라미터

Table 1. L and C parameters used in tank circuits 
for each oscillator

Parameter

Osc. C1 C2 L Osc. freq.

1  nF uH kHz
2 nF nF uH kHz

모의실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는 그림 10과 같이 스펙트럼 어날라이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a) 락킹              (b) 락킹 후
(a) Before locking        (b) After locking

   

(c) 락킹              (d) 락킹 후
(c) Before locking        (d) After locking
그림 10. 단일 인젝션 락킹 실험 결과

Fig. 10 Single Injection locking experiment result

그림 10(a)와 그림 10(b)는 840kHz의 인젝션 신호

를 가지는 단일 인젝션 락킹 실험 결과 이고 그림 

10(c)와 그림 10(d)는 500kHz의 인젝션 신호를 가지

는 실험결과이다. 각각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단일 

인젝션 락킹 실험이 성공 으로 락킹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발진기의 인젝션 락킹 후 주 수 

변화는 표 2와 같다.

표 2. 단일 인젝션 락킹 실험결과 주 수 비교
Table 2. Frequency comparison of single injection 

locking results

Comparison before and after Injection locking

Osc. Osc. freq. Locking freq.

1 kHz kHz
2 kHz kHz

실험결과 기존 발진기의 고유한 주 수 성분에 인

젝션 신호를 가하 을 때 인젝션 신호가 가지고 있

는 고유의 주 수 성분으로 변화하여, 인젝션 락킹이 

발생하는 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젝션 락킹 상

이 성공 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Ⅴ. 결론  향후목표

본 논문은 온도, 기압 등 외부 인 요인에 의하여 

불안정해진 주 수를 안정 인 주 수로 변화시키는 

인젝션 락킹 상에 한 연구를 진행 하 으며, 이

를 기반으로 단일 인젝션 락킹 상을 실험 하 다.

콜피츠 발진기와 홀 드 류원을 이용하여 회로

를 구성 후 실험을 진행하 고, 각 발진기의 탱크회

로를 통하여 L, C 값을 조정하여 주 수를 발생시키

고 인젝션 신호를 가하는 방식으로 단일 인젝션 락

킹 실험을 수행하 다.

각각의 발진기는 약 876.7kHz, 473.8kHz의 주 수

로 진동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각각의 인젝션 신호인 

840kHz와 500kHz를 인가하 을 때, 기존 발진기가 

가지는 고유한 주 수가 인젝션 신호로 변화 하는 

것을 확인하 고, 이를 통하여 단일 인젝션 락킹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논문에서 도출한 단일 인젝션 락킹 상

의 결과를 토 로 하나의 인젝션 신호만으로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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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 주 수를 갖는 여러 개의 발진주 수를 발

생시킬 수 있다면 다  주 수 발생기 제작 시 회로 

구성을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작비용도 

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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