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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잠금회로를 이용한 발진기의 위상잡음 개선

Improvement of Phase Noise for Oscillator Using Frequency Locked Loop

김욱래․이창대․김용남․임평순․이동현․염경환

Wook-Lae Kim․Chang-Dae Lee․Yong-Nam Kim․Pyung-Soon Im․Dong-Hyun Lee․Kyung-Whan Yeom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잠금회로(FLL: Frequency Locked Loop)를 이용하여 발진기의 위상잡음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
다. 1차적으로 헤어-핀 공진기를 이용하여 전압제어발진기(VCO)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VCO는 발진주파수 5 GHz에서
위상잡음을 측정한 결과, 1 kHz offset 주파수에서 —53.1 dBc/Hz를 보였다. 위상잡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VCO에 5 GHz 
공진기로 구성된 주파수 검출기(frequency detector), 루프 필터, 전위변환기(level shifter)를 이용 궤환회로를 구성, 주파수
잠금회로를 구성하였다. 제작된 주파수 잠금회로는 5 GHz의 주파수에서 발진하고, 1 kHz offset 주파수에서 —120.6 dBc/ 
Hz의 위상잡음을 보였다. 따라서 주파수 잠금회로를 이용, VCO의 위상잡음을 획기적으로 약 67.5 dB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얻어진 주파수 잠금회로를 이용한 발진기의 위상잡음 성능은 수정발진기의 위상잡음과 비견할만한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howed the phase noise of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VCO) can be radically improved using FLL(Frequency 
Locked Loop). At first, a 5 GHz VCO is fabricated using a hair-pin resonator. The fabricated VCO shows a phase noise of —53.1 
dBc/Hz at 1 kHz frequency offset. In order to improve the phase noise of the fabricated VCO, a FLL is constructed using the feedback 
loop that consists of the VCO, a frequency detector composed of 5 GHz resonator, loop-filter, and level shifter. The fabricated FLL 
is designed to oscillate at a frequency of 5 GHz, and its measured phase noise is about —120.6 dBc/Hz at 1 kHz offset frequency. 
As a result, the phase noise of VCO can be radically improved by about 67.5 dB applying FLL. In addition, the measured phase noise 
performance is close to that of crystal osc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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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마이크로파 발진기의 위상잡음(phase noise)은 통신시
스템 및 레이다에 응용 시,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
요한 파라미터이다. 이 발진기의 위상잡음 성능을 개선하
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발

진기에 사용되는 증폭기의 1/f 잡음의 corner frequency 
와 잡음지수 F가 낮은 능동소자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것
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한 위상잡음의 개선은 10 dB 
정도로 혁신적인 위상잡음의 개선을 얻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1]～[3]. 두 번째 방법은 Q(quality factor)가 큰 공
진기를 이용하여 선택도를 높여 위상잡음을 개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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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분명히 효과적인 위상잡음의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4]～[7]. 하지만 현실적으로 높은 주
파수에서는 높은 Q 를 갖는 공진기를 얻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 방법도 위상잡음 개선에는 제한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

법으로 위상잠금회로(PLL: Phase Locked Loop)가 있다. 
위상잠금회로의 등가 블록도는 그림 1과 같다[8]. 그림 1
의 PLL은 두 개의 발진기, 즉 기준발진기(reference osci-
llator)와 전압제어발진기(VCO: Voltage Controlled Oscilla-
tor)의 위상을 위상검출기(phase detector)로 비교하고, 이
차이에 비례하여 VCO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
림 1에서 는 루프 필터(loop filter)이며, 보통 LPF 
(Low Pass Filter)로 동작한다. 그리고 이 루프 필터의 루
프대역폭(loop bandwidth)내에서는 VCO는 기준발진기의
위상잡음을 좇아가게 되므로 VCO의 위상잡음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상잡음 낮은 기준발진기를 이용
할 경우, 획기적으로 VCO의 위상잡음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별도의 위상잡음이 매우 낮은 기
준발진기를 필요로 하고, 루프대역폭 내에서만 위상잡음
의 개선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FLL 연구[9]～[11]

를 바탕으로, 수동소자인 공진기의 공진주파수를 이용한
주파수 잠금회로(FLL: Frequency Locked Loop)의 설계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LL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PLL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PLL과 달리 발진기의 발진주
파수와 공진기의 공진주파수를 비교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진기의 주파수를 조정하게 된다. 즉, 발진주파수 와
공진주파수   차이에 따라 발생된 전압 Vd는 루프 필터

그림 1. PLL 등가 블록도
Fig. 1. Equivalent block diagram of the PLL.

그림 2. FLL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FLL.
 
에 인가되며, 루프 필터 출력전압은 VCO를 구동하여, 
VCO의 발진주파수 와 공진주파수 의 차이가 0이 되
도록 한다. 따라서 VCO의 발진주파수 는 최종적으로
이 되게 된다. 즉, FLL도 PLL과 같이 루프대역폭 내에
서는 기준발진기의 위상잡음을 좇아가게 된다. 여기서 주
목할 점은 FLL의 기준발진기로는 공진주파수가 사용되
며, 이 공진주파수는 이론적으로 위상잡음 없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낮은 위상잡음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FLL은 PLL과 달리 주파수의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차를 검출할 수 있는 별도의 주파수 검출기에 대

한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논문

[12]
의 발진기 구조에서 공진기

를헤어핀 공진기(hair-pin resonator)로대체한 VCO에 FLL
를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FLL의 위상잡음은 측정 결과, 
1 kHz offset 주파수에서 —120.6 dBc/Hz, 10 kHz offset 주
파수에서 —131.3 dBc/Hz, 100 kHz offset 주파수에서
—140.3 dBc/Hz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헤어핀 공진기

VCO의 위상잡음에 비해 최소 —30 dBc/Hz, 최대 —60 
dBc/Hz 이상 개선되었으며, 5 GHz로 주파수 체배(fre-
quency multiplier)된 수정발진기(crystal oscillator)의 위상
잡음과 비견할만한 성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 설계 과정

그림 2에 보인 FLL의 설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FLL을 적용할 VCO를 제작한 후, 이에 대한 성능을 확인
한다. 그리고 주파수 잠금회로에 필요한 주파수 검출기를
설계한다. 주목할 것은 주파수 검출기에 사용되는 공진기
의 공진주파수가 반드시 VCO의 발진주파수 조정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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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 VCO의 위상
잡음 특성을 통해 루프 필터의 루프대역폭을 결정한 후, 
VCO의 주파수 조정감도 Kv와 주파수 검출기의 비례상수
Kw를 이용하여 루프 필터를 설계 및 제작한다. 제작된 루
프 필터의 출력을 VCO의 제어전압으로 피드백 시킴으로
써, FLL이 완성된다.

2-1 전압제어발진기

그림 3에는 본 논문의 FLL에서 사용된 5 GHz 헤어핀
공진기 VCO를 나타내었다. 헤어핀공진기를 이용한 VCO
는 일반적인 위상잡음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VCO에 FLL을 적용할 경우, 위상잡음 성능의 개선정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참고문헌[12]의

VCO 구조에서 유전체 공진기를 헤어핀 공진기로 대체하
여 FLL용 VCO로 사용하였다. 헤어핀 공진기는 그림 3에
서 간격 d로 선로간의 커플링을 조절하여,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길이 l을 조절하여 공진주파수가 5 GHz가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여기서 d는 0.26 mm, l은 13.3 mm
이다. 제작된 헤어핀 공진기는 웨이퍼프로브를 이용하여
개별로측정할수있었으며, 측정결과헤어핀공진기는 5

그림 3. 발진기의 레이아웃
Fig. 3. Layout of the VCO.

그림 4. 제작된 VCO의 위상잡음 특성
Fig. 4. Phase noise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VCO.
  
GHz의 중심주파수에서 약 2.9 dB의 삽입손실,  

을 가지고 있었다.
5 GHz의 발진주파수에서 헤어핀 공진기 VCO의 위상

잡음 측정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측정은 Agilent 사의
Signal Source Analyzer E5052B[13]로 이루어졌다. 그림 4의
측정 결과, 헤어핀 공진기 VCO는 1 kHz offset 주파수에
서 —53.1 dBc/Hz, 10 kHz offset 주파수에서 —79.9 dBc/ 
Hz, 100 kHz offset 주파수에서 —106.5 dBc/Hz의 위상잡
음을 보였다.

VCO의 주파수 조정감도 Kv를 얻기 위해, VCO의 전기
적 주파수 조정범위를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해 Agilent 
사의 Signal Source Analyzer E5052B[13]

를 이용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VCO의 제어전압이 0 
～10 V로 인가되었을 때, 주파수 조정범위는 4.967～
5.157 GHz로 190 MHz를 보였다. VCO가 5 GHz의 중심주
파수를 갖기 위한 제어전압은 3.19 V이다. 그림 5에서 조
정전압 3.19 V 근처에서 주파수 조정감도를 계산하면 약
8.33 MHz/V를 얻게 된다.

2-2 주파수 검출기

주파수 검출기 구현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6과 같이 별도의 기계적으로 공진주파
수 변경이 가능한 가변주파수 공진기를 이용한 주파수

검출기를 보였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7, no. 7, Jul. 2016.

638

그림 5. 제작된 VCO의 전기적 주파수 조정범위
Fig. 5. Electrical tuning range of the fabricated VCO.
 

그림 6. 주파수 검출기의 구성

Fig. 6. Configuration of the frequency detector.
 
그림 6에서 주파수 검출기로 입력되는 발진주파수 

는 전력이분기(power divider)를 통해 두 개의 신호로 분
배된다. 또한, 두 신호 중 하나의 신호는 90°의 위상천이
한 후 혼합기에 입력된다. 이 두 신호를 각각 혼합기의
LO단과 RF단에 입력시키면, 혼합기 출력에는 식 (1)과
같이 공진주파수와 발진주파수 주파수차에 비례하는 DC 
전압이 나타난다[14].

  

≅   (1)
  

여기서 주파수 검출기의 비례상수 Kw는 주파수차에 대한
선형적인 구간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주파수
특성을 그림으로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주파수 검출기의 주파수 특성

Fig. 7. Frequency characteristic of the frequency detector.
 

그림 8. 제작된 유전체 공진기
Fig. 8. Fabricated dielectric resonator.
 
주파수 검출기(frequency detector)에 사용될 최적의 공

진기는 아직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파수 검
출기는 VCO에 사용된 공진기보다 직관적으로 Q가 높아
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공진주파수 가
변이 가능하고, Q가 VCO에 사용된 헤어핀 공진기보다
높은 참고문헌[12]의 유전체 공진기를 참조하여 그림 8과
같이 5 GHz 유전체 공진기가 설계되었다. 그림 8의 왼쪽
부분은 공진기의 공진주파수를 결정하고, 공진주파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금속 캐비티, 오른쪽부분은 금속
캐비티가 제거된 상태의 유전체 공진기이다.
제작된 유전체 공진기의 주파수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Agilent사의 Network Analyzer N5230A[15]
를 이용하여

S 파라미터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그림 9와 같이 4.99 
GHz에서 공진이 발생하며, 중심주파수에서 3 dB 대역폭
은 26 MHz이었다. 삽입손실은 0.79 dB인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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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전체 공진기의 S-파라미터
Fig. 9. S-parameters of the dielectric resonator.
 
있었다(  ). 유전체 공진기의 위상은 공진주파수
에서 선형적인 구간을 보이고 있으며, 중심주파수에서
—48.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GHz에서 벗어난 중
심주파수의 오차는 튜너를 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

었다.
그림 6과 같이 주파수 검출기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전력이분기 PS2-50-450[16]은 4.0～27.0 GHz의 대역폭과

삽입손실 1 dB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파수 검출기에
사용된 Minicircuit사의 혼합기 M1-0420[17]은 변환손실 6 
dB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부품을 이용 동축선로(coaxial 
line)로 연결하여 주파수 검출기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제
작된 주파수 검출기의 출력검출전압을 확인하기 위해, 
Agilent사의 83640B 신호발생기[18]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4,980～5,020 MHz로 변화시켰다. 입력전력과 입력주파수
의 변화에 따라 혼합기의 IF단에서 출력되는 전압을측정
한 결과, 그림 1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
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선형적인 구간이 존재하였으며, 
이 선형적인 구간의 검출기대역폭은 약 10 MHz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에서 주파수 검출기의 기울기는 입력되는 전력

이 커질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VCO
의 출력 전력에서 주파수 검출기의 비례상수 Kw를 결정
하기 위하여 그림 1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1의 구성에서 완충부(buffer)는 VCO와 FD를 격

리시키기 위해 추가되었다. 완충부는 FD의 변화에 따른

그림 10. 입력전력에 따른 주파수 검출기의 출력전압
Fig. 10. Output voltage of frequency detector with input po-

wer.
 

그림 11. VCO의 출력에 따른 주파수 검출기의 출력측정
방법

Fig. 11. Configuration of output measurement for frequency 
detector with output of VCO.

 

VCO의 발진주파수의 변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때 사
용된 Attenuator는 저항을 이용하여 구성되었으며, 증폭기
는 HMC313[19]를 사용해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파수 검출
기의 혼합기는 구조상 Synergy microwave사의 SMD-
6000[20]로 변경하였다. 또한, FD의 전력이분기는 마이크
로스트립으로 설계된 전력이분기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
이 대체된 부품을 이용 구성된 주파수 검출기의 VCO의
발진주파수에 따라 측정된 출력 특성을 그림 12에 나타
내었다.
그림 12의 DC offset 전압이 존재하였지만, 10 MHz 대

역폭의 발진주파수에 대해 약 60 mV의 출력전압 범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파수 검출기의 비례상수 Kw는
0.006 V/MHz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 루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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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파수 검출기의 대역폭
Fig. 12. Detector bandwidth of the frequency detector.
 

그림 13. 적분기 회로 구성

Fig. 13. Configuration of the integrator circuit.
 

PLL에 사용되는 루프 필터의 설계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FLL의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FLL의 경우는
그림 13와 같이 루프 필터 전단에 적분기를 이용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적분기를 이용하여 루프 필터를 구성할 경

우, 주파수 검출기의 출력에 나타나는 주파수 차이는 적
분기를통과후 위상차이로바뀌게된다. 이와 같이얻어
진 위상차 출력을 이용하면 PLL의 루프 필터 설계방법을
그대로 FLL에활용이가능하게 된다. 이로써루프필터의
회로는 적분기와 low pass filter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루프 필터의 회로는 제작된 VCO의 주파수 조정감도

Kv와 주파수 검출기의 비례상수 Kw를 이용하여 그림 14
와같이 설계되었다. 루프 필터회로에서첫번째 단은완
충기 역할을 하며, 또한, FD 출력전압은 수십 mV 정도로
낮기 때문에 비반전 증폭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삽입

하였다. 두 번째 단은 적분기로 작동하며, 저항 R3를 추가

함에 따라 신호의 증폭 및 DC offset 전압의 효과를 감소

그림 14. 루프 필터 회로도
Fig. 14. Loop filter circuit.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단은 PLL의 루
프 필터로 작동한다. 루프 필터는 잡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FLL의 출력 위상잡음과 관련이 있게 된다. 
루프 필터에 사용된 OP amp는 National Semiconductor

사의 LM6152[20]
이며, 그림 14의 저항 및 커패시터 값은

각각 R1=1 kΩ, R2=9.1 kΩ, R3=10 kΩ, R4=100 kΩ, C1=1 uF, 
C2=10 nF이다. 이렇게 제작된 루프 필터의 입력에 그림
12의 주파수 검출기의 출력전압 —30 mV～+30 mV의 전
압을 인가하였다. 이때 루프 필터에서 출력되는 전압은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와 같은 루프 필터의 출력을 VCO에 입력할 때

이때 출력되는 VCO의 출력 주파수는 그림 12 축에
보인 주파수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파수
검출기의 출력이 선형적이지 않은 곳에 VCO의 출력주파
수가 나타나게 되고, 주파수 검출기는 선형적인 영역에

그림 15. FD 출력에 따른 루프 필터 출력전압
Fig. 15. Output voltage of the loop filter with output of 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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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파수 잠금은 일어나지 않
게 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VCO의 제어전압범위를 고려
하여, 루프 필터의 출력전압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VCO
의 측정 결과(그림 5 참조), VCO의 발진주파수가 그림 12
의 주파수범위에 있기 위한 VCO의 제어전압범위는 2.5
9～3.79 V로 1.2 V이다. 또한, 그림 14에 보인 루프 필터
의 출력이 일반적으로 0 V일 때, 주파수잠금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0 V 전압은 VCO의 발진주파수가 공진주
파수와 같아지는 VCO의 제어전압이 되도록 새로운 전압
변환회로가 필요하게 된다. 제작된 VCO는 근사적으로

3.19 V의 제어전압을 인가했을 때, 5 GHz의 주파수를 가
진다. 따라서 0 V 루프 필터의 출력을 3.19 V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그림 15에 보인 출력전압을 입력으로 하여

출력이 두 가지 조건 즉 1.2 V 범위의 선형적인 출력을
주고, 루프 필터 출력이 0 V일 때 약 3.19 V의 출력 전압
을 주는 DC 전압 변환회로가 필요한데, 이를 전위변환기
(level shifter)라 명명한다. 이 회로를 그림 16에 보였다.
전위변환기는 Analog Devices사의 AD8137[22]을 이용하

여 구성하였다. AD8137은 두 개의 출력전압이 나타나는
데한 개는반전증폭된신호가 출력되고, 다른 하나는비
반전 증폭된 신호가 출력된다. 또한, 이 이외에 common 
모드단자를제공하고, 이단자에입력된 DC 전압을반전 
및 비반전 출력에 그림 16과 같이 공통으로 출력시킨다.

그림 16. 전위변환회로의 구성
Fig. 16. Configuration of the level shifter circuit.

그림 17. 전위변환회로의 출력전압 특성

Fig. 17. Output voltage of the level shifter circuit.
 

그림 16과 같이 제작된 전위변환회로의 저항 R1=1 kΩ, 
R2=100 Ω이다. VOCM단에는 3.19 V의 DC 전압을 인가
하였다. 이에 따른 전위변환기 출력전압을 그림 16에 나
타내었다. 그림 16의 입력에 그림 15에 보인 전압을 인가
하였을 때 비반전출력 단자의 결과를 그림 17에 보였다. 
그림 17에 보인 바와 같이, 출력 전압은 약 2.9～3.5 V 범
위에서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0 V
일 때 원하는 3.19 V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주파수 잠금회로의 설계 및 제작

FLL은 그림 18과같이 루프형태로 구성된다. FLL의작
동은 그림 18의 5 GHz의 헤어핀 공진기를 통해 VCO는
5 GHz의 발진주파수를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VCO의 발
진주파수는 완충부(buffer)를 통해 FD의 전력이분기로 입
력된다. VCO의 발진주파수는 전력이분기를 통해 두 개
의 신호로 분배되며, 분배된 신호 중 하나는 90°의 위상
이 천이된다. 이 두 주파수는 혼합기에 인가되고, FD는
이두 주파수차에비례한전압을출력하게 된다. 이주파
수 차 전압은 루프 필터를 통과하고, 전위변환회로를 통
해 VCO의 제어전압에 알맞게 조정된 후 VCO에 인가된
다. 이에 따라 VCO의 발진주파수는 기준발진기의 역할
을 하는 공진기의 공진주파수를 따라가게 된다. 구성된
FLL은 PLL과같은 작동을하므로, FLL의 출력은 루프 필
터의 루프대역폭(loop bandwidth)까지 위상잡음이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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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FLL의 구성
Fig. 18. Configuration of FLL.
 
상적인 기준발진기인 공진주파수의 위상잡음을 따라가

게 되고, 그림 18과 같이 제작된 FLL 발진기의 위상잡음
은 획기적으로 낮은 위상잡음이 나타나게 된다.
제작된 FLL 기판은 그림 18의 구성을 바탕으로 제작되

었으며, 제작된 FLL은 그림 19와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그림 19와 20에서 사용된 기판은 Rogers사의 RO4350B[23]

이다. FLL은 접지역할을 하는 금속판을 두고, 두 개의 기
판이 앞뒤로 포개어 합쳐진 형상을 가진다. FLL은 +6 V, 
+5 V, —6 V, Vocm 4 개의 전압단자를 가지고 있으며, +6 
V단자와 —6 V단자는 루프 필터와전위변환기의 전원 전

그림 19. 제작된 FLL의 앞면
Fig. 19. Front side of fabricated FLL.

그림 20. 제작된 FLL의 뒷면
Fig. 20. Back side of fabricated FLL.
 
압이며, 각각 47 mA의 전원 전류를 인가하였다. +5 V단
자는 VCO와 완충부에 사용된 증폭기 HMC313[19]에 필요

한 전원 전압이다. 전류소모는 각각 47 mA의 전원 전류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94 mA를필요로 한다. Vocm은 루
프 필터의 DC offset 전압이며, 3.19 V를 인가하였다. RF 
OUT은 완충부와 FD 사이의 coupler를 이용하여 제작된
출력단자이며, RF OUT단자를 통해 FLL 및 VCO의 위상
잡음 및발진주파수 특성을 확인할수 있게된다. 그림 20
의 attenuator는 혼합기의 RF단에 입력되는 전력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그리고 RF단과 LO단의 위상
차이가 90°가 되도록 RF단과 LO단에 위치한 마이크로스
트립 선로(microstrip line)의 길이를 조절하였다.

FLL의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그림 21과 같이 5 GHz
의 중심주파수를 가지고 발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고 FLL이 lock된 상태에서는 FD의 튜너를 조
절하여 FD 내부 공진기의 공진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기준이 되는 주파수를 바뀌고, 이에 따라 FLL의 중심주
파수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LL의 위상잡음은 Agilent사의 E5052B Signal Source 
Analyzer[13]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1 kHz off-
set 주파수에서 —120.6 dBc/Hz, 10 kHz offset 주파수에서
—131.3 dBc/Hz, 100 kHz offset 주파수에서 —140.3 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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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제작된 FLL의 스펙트럼 측정 결과
Fig. 21. Spectrum measurement result of the fabricated FLL.
 

그림 22. FLL과 VCO의 위상잡음 비교(루프 대역폭: 16 kHz)
Fig. 22. Comparing the phase noise of the FLL and VCO 

(Loop bandwidth: 16 kHz).
 
Hz의 결과를 보였으며, 이를 VCO의 위상잡음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두 위상잡음을 비교하였을
때, FLL은 1 kHz offset 주파수에서 —67.5 dBc, 10 kHz 
offset 주파수에서 —51.4 dBc, 100 kHz offset 주파수에서
—34 dBc의 위상잡음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LL의 위상잡음은 주파수 검출기에 존재하는 공진기의
손실 및 혼합기의 출력잡음으로 볼 수 있다. 이 FLL의 대
략적인 루프대역폭은 16 kHz 정도로 계산된다. 하지만
FLL의 위상잡음 측정 시 측정기기의 한계로 더 낮은 위
상잡음을 측정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루프 필터의 대
역폭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 위상잡음 특성 비교(단위: dBc/Hz)
Table 1. Comparison of phase noise characteristics.

구분
1 kHz 
offset

10 kHz
offset

100 kHz
offset

VCO
(hair-pin)

—53.1 —79.9 —106.5

Crystal
oscillator

—112.0 129.0 —134.0

FLL —120.6 —131.3 —140.3
E5052B

PN Limit —140.0 —148.0 —156.0

표 1에는 본 논문에서 제작된 FLL 발진기와 국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Accusilicon사 수정발진기 AS318-B-100[24]

의 위상잡음 성능을 비교해 보였다. 여기서 수정발진기의
위상잡음은 5 GHz로 체배된 AS318-B100 수정발진기의
위상잡음이다. 표 1의 성능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작
된 FLL 발진기의 위상잡음은 수정발진기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표 1의 E5052B PN Limit은 계측장비가 측정
할 수 있는 위상잡음측정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잠금회로(FLL)의 새로운 구성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5 GHz 헤어핀 공진기를 이
용한 VCO에 FLL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VCO의 위상잡
음을 개선할 수 있었다. FLL은 저위상잡음을 얻기 위해
PLL의기준발진기를유전체공진기로대체함으로써, VCO
의 위상잡음을 개선하였다. 5 GHz 헤어핀 공진기 VCO를
이용하여 제작된 FLL의 위상잡음을 측정한 결과, 1 kHz 
offset 주파수에서 —120.6 dBc/Hz, 10 kHz offset 주파수에
서—131.3 dBc/Hz, 100 kHz offset 주파수에서—140.3 dBc 
/Hz의 위상잡음을 보였다. 이는 헤어핀 공진기 VCO의 위
상잡음에 비해 최소 —30 dBc/Hz 최대 —60 dBc/Hz 이상
개선된 결과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FLL은 초기 연구여서, 이후 FLL의

위상잡음 특성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공진기의 Q 
값과 다른 파라미터가 미치는 FLL 위상잡음의 영향을 고
려 최적화된 FLL 설계를 제시하려고 한다. 전기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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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VCO는 그림 6의 주파수 검출기 구성에서 RF
단과 LO단에 위상천이기를 각각 추가하고, 한쪽 위상천
이기만 조정할 경우, 전기적으로 조정 가능한 VCO를 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삽입된 위상천이
기의 위상잡음 영향 또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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