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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O를 이용한 광대역 저 위상 잡음 주파수 합성기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Wideband Low Phase Noise 
Frequency Synthesizer Using YTO

채 명 호․이 행 수*․홍 성 용

Myeong-Ho Chae․Hyeang-Soo Lee*․Sung-Yong Hong

요  약

광대역에서 저 위상 잡음 특성을 갖는 주파수 합성기를 YTO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위상 잡음을 낮추기
위해 분주비를 줄일 수 있는 offset PLL 구조를 사용하였다. 위상 잡음 모델링을 이용하여 PLL의 loop filter, YTO
의 Main 드라이버 회로와 FM 드라이버 회로의 loop filter를 최적화하였다. 또한, 1 Hz 이하의 고해상도를 얻기
위하여 DDS를 기준 신호로 사용하였다. 제작된 주파수 합성기의 위상 잡음은 3.2～6.8 GHz에서 —107 dBc/Hz 
@10 kHz 이하로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와 위상 잡음 모델링을 통해 계산한 값과 비교한 결과, 잘 일치함을 확인
함으로써 위상 잡음 모델링이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e low phase noise and wideband frequency synthesizer has been designed by using YTO. Offset PLL structure 
is used for reducing a division ratio of feedback loop. The phase noise modeling is applied to optimize loop filter 
of PLL and YTO module. And DDS is used as reference signal of frequency synthesizer for fine resolution. The fabri-
cated wideband frequency synthesizer has the output frequency of 3.2 GHz to 6.8 GHz, phase noise of —107 dBc/Hz 
at 10 kHz offset from the carrier and frequency resolution of 1 Hz. The measured phase noise is well agreed with 
the simulated one. 

Key words : Frequency Synthesizer, YTO, Offset PLL, DDS, Sampling Mixer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충남대학교 전파공학과(Department of Radio Science &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G 넥스원(LIGNEX1 ISR)
․Manuscript received August 30, 2013 ; Revised October 1, 2013 ; Accepted October 8, 2013. (ID No. 20130830-06S)
․Corresponding Author : Sung-Yong Hong (e-mail : syhong@cnu.ac.kr)

Ⅰ. 서  론      

송수신 시스템의 국부발진기로 사용하는 핵심부

품인 주파수 합성기를 YTO(YIG Tuned Oscillator)를
이용하여 3.2～6.8 GHz의 광대역에서 저 위상 잡음
특성을갖는주파수합성기를구현하고자 한다. YTO
는 광대역에서 저 위상 잡음 특성을 갖는 발진기이

며, 전류를 제어하여 주파수를 조절한다[1]. 
Offset PLL 방식은 혼합기를 이용하여 궤환되는

주파수를 낮춘 후 분주하기 때문에, 분주비를 낮출
수 있어 위상 잡음을 개선할 수 있다[2]. 광대역 PLL 
을 설계하기 위해서 샘플링 믹서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고조파 발생기와 혼합기가 결합된 형태로 낮은

주파수의 입력 신호가 고조파 발생기를 통해 N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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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파를 발생시키고, RF 신호와 혼합하여 IF로 출
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주파수가 높은
대역에서 분주비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위상 잡음
열화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분주비 개선을 통
한 저 위상 잡음 특성 구현을 위해 샘플링 믹서와

offset PLL 구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주파수
합성기 구조를 적용하였다.  

Ⅱ. YTO를 이용한 Offset PLL 주파수 합성기 

그림 1에 YTO를 이용한 offset PLL 방식 주파수
합성기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이 방식은 분주비를 최소로 하기 위해 offset 주파

수인 offset PLL 모듈의 신호를 YTO의 궤환 주파수
와 혼합하여 비교 주파수를 낮추고, DDS의 주파수
와 분주 없이 비교하는 방식이다. 샘플링 믹서는 광
대역을 갖는 시스템에서 위상고정을 하기 위해 사용

한다. DDS 모듈은 고해상도를 위해 주파수 합성기
의 기준 주파수로 사용되고, PLL 모듈의 출력이 샘
플링 믹서의 SRD(Step Recovery Diode)를 거쳐 체배
된 주파수는 offset 주파수로 사용된다. 이 두 주파수
를 PFD(Phase Frequency Detector)에서 서로 비교하여
YTO의 위상 고정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구성은
저 잡음 특성과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출력 주파수를 바꾸기 위해 복잡한 주파
수 계산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주파수 합성기를

그림 2에 나타내었는데, REF 모듈, DDS 모듈, Offset 
PLL 모듈, YTO 모듈 및 제어 모듈로 구성된다. REF 
모듈에서는 OCXO(Oven Controlled Crystal Oscilla-
tor)에서출력된 100 MHz를 체배하여 400 MHz, 1,600 
MHz, 3,200 MHz의 기준 신호를 만들어낸다. REF 

그림 1. YTO를 이용한 offset PLL 주파수 합성기
Fig. 1. The frequency synthesizer of the offset PLL us-

ing YTO.

모듈에서 출력된 1,600 MHz와 3,200 MHz의 주파수
는 offset PLL 모듈에 입력되어 각각 offset PLL 구조
의 Local 신호 및 기준 주파수로 사용된다. Offset 
PLL 모듈은 PFD에서 N 카운터를 이용하여 기준주
파수 3,200 MHz를 245～367 분주하고, R 카운터를
이용하여 20～107.2 MHz를 2～9 분주하여 8.7～
102.06 MHz의 비교주파수로 비교 후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출력 신호인 1,492.5～1,580 MHz
를 8분주하여 186.5～197.5 MHz를 출력한다. Offset 
PLL 모듈의 출력 신호는 YTO 모듈의 샘플링 믹서
로 입력되어 17～35 체배 후 YTO 3,200～6,800 MHz
의 궤환 주파수와 혼합된다. DDS 모듈에서 출력된
15～15.878 MHz 주파수와 PFD에서 비교되어 offset 
PLL loop를 구성한다. 주파수 변환은 제어부의 C-
8051를 이용하여 YTO 모듈의 DAC 전압, PLL 모듈
의 분주비 및 DAC 전압, DDS 모듈의 FTW(Frequ-
ency Tuning Word)를 재설정하여 원하는 출력주파수
를 얻을 수 있다. Offset PLL 모듈의 lock time을 빠르
게 하기 위해 12bit DAC를 루프 필터 뒷단에 배치하
였다. 샘플링 믹서는 낮은 변환 손실을 갖고 최대 사
용 주파수가 12 GHz인 Aeroflex-metelics 사의 MSPD 
1012-E50을 사용하였다. 위상비교기는 사용 주파수
대역에서 낮은 기저잡음을 얻기 위해 논리 게이트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YTO는 Micro Lamda사의 ML-
MB-1127, DDS IC는 Analog Device 사의 AD9951, 
VCO는 Z-Communications 사의 CLV1585E를 사용하
였으며, OCXO는 위상 잡음 특성이 우수한 Magic 
Xtal 사의 MXO37/14를 사용하였다. YTO 모듈은 샘
플링 믹서를 통하여 체배와 혼합을 하기 때문에, 낮
은 위상 잡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잡음 Offset PLL 모
듈이 필요하다.                                 

Ⅲ. 위상 잡음 최적화

주파수 합성기의 위상 잡음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Offset PLL 모듈의 잡음 특성을 최적화한
후, 이 신호가 샘플링 믹서를 통과하여 체배된 offset 
신호와 기준 주파수인 DDS를 고려하여 YTO 모듈의
루프 필터 대역을 최적화 하여야 한다.

3-1 DDS 위상 잡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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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파수 합성기 구성도
Fig. 2. Block diagram of frequency synthesizer.

주파수 합성기의 주파수 해상도를 1 Hz 이하로
낮추기 위해 기준 신호를 DDS를 사용한다. DDS의
위상 잡음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

 


 

  ×

 




 



   

 

       (1)
 
이때 D는 DAC bit 수, 는 기준 주파수, 는

오프셋 주파수, 는 출력 주파수이다. 본 논문에서
는 잡음특성이 우수한 Analog Device 사의 AD9951 
DDS IC를 사용하였다. 식 (1)을 이용하여 15 MHz 
출력 신호일 때 DDS의 위상 잡음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3-2 Offset PLL 모듈 위상 잡음 최적화

그림 3. DDS 위상 잡음 계산 결과
Fig. 3. Calculated phase noise of DDS.

 

그림 4. Offset PLL 모듈의 잡음원
Fig. 4. Noise source of offset PLL. 

Offset PLL 모듈의 위상 잡음을 최적화하기 위하
여 잡음원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식 (2)에 Offset 
PLL 모듈의 위상 잡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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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Q는 REF 모듈 신호 1,600 MHz를 2체배, U
는 VCO 출력의 8분주를 의미한다. 식 (2)로부터 분
주비 N이 증가할수록 20logN의 위상 잡음이 열화가
되며, Inband에서 REF 신호의 위상 잡음이 PLL 모듈
의 위상 잡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다. REF 모듈 위상 잡음은 식 (3)과 같은 Leeson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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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ffset PLL 모듈 위상 잡음 계산 결과
Fig. 5. Calculated phase noise of offset PLL module.

 
del의 형태를 따른다[4].

  











 (3)
 
Leeson model은 VCO의 carrier 주파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은 의 기저 잡음으로 분포하고, carrier 
주파수로 근접할 때   의 기울기로 위

상 잡음이 열화된다. 
제작된 REF 모듈의 위상 잡음은 1,600 MHz 출력

주파수의 오프셋 주파수 1 kHz에서 —124 dBc/Hz, 
10 kHz에서 —131 dBc/Hz로 측정되었다. Offset PLL 
모듈의 R, N 분주비 그리고 PFD의 비교 주파수를 조
절하여 위상 잡음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준신호

1,600 MHz와 3,200 MHz의 위상 잡음, PLL IC의 기
저잡음, VCO의 위상 잡음, 루프 필터의 위상 잡음
및 전달함수, DAC의 위상 잡음을 모델링한 후 식
(2)를 이용하여 위상 잡음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분주비 R, N 및 비교 주파수를 변화하면서 위상
잡음을 계산한 결과, 분주비 R은 2～9, N은 245～
367, 비교주파수가 8.7～13 MHz일 때 위상 잡음 특
성이 최적이 됨을 확인하였다.

3-3 YTO를 이용한 Offset PLL 위상 잡음 최적화

주파수 합성기의 위상 잡음 특성을 예측하기 위

해 각 모듈 별로 잡음원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Offset PLL의 최종 출력 신호의 위상 잡음 전력 스펙
트럼 밀도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5].

그림 6. 주파수 합성기의 잡음원
Fig. 6. Noise source of frequency synthesizer.

 
   




  

 
 

 






    

                                         (4)

그림 6에서 REF 모듈의 잡음과 SRD, PFD의 잡음
은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하고, YTO와 DAC의 잡음
은 피드백 되기 때문에 고역 통과 필터를 통과하는

효과를 갖는다. Offset PLL 모듈의 신호가 SRD를 통
과한 신호는 YTO 모듈의 offset 신호가 된다. 이를
식 (5)와 같이 쓸 수 있다.

 

  ×  (5)
 
이때 은 SRD에서의 체배값이다. PLL의 위상

잡음은 체배값에 따라 log 만큼 열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SRD에서 17～35 체배하므로, 주파수 합
성기의 offset 신호의 위상 잡음은 앞서 나타낸 Offset 
PLL 모듈의 위상 잡음에 비해 약 25～31 dB 열화되
어 오프셋 주파수 1 kHz에서 —108 dBc/Hz, 10 kHz
에서 —111 dBc/Hz로 나타난다.

PFD에서 DDS와 offset 신호가 비교되는데 PFD의
위상 잡음을 식 (6)으로 표현할 수 있다. 

 

 × (6)
 
이때 FOM(Figure of Merit)은 위상/주파수 비교기

의 성능지수를, 는 비교주파수를 의미한다. 계산
결과, PFD의 위상 잡음은 —147 dBc/Hz임을 확인하
였다.

C8051의 DAC는 YTO의 main 드라이브 회로에 입
력하는 전압 값을 바꿔 출력 주파수를 조절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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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 이때 DAC의 전압 잡음원이 주파수 합성
기의 출력 위상 잡음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DAC의
잡음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5].

 

 
 ×






(7)
 
이때 는 DAC의 잡음 전압이며, 는 필터의

대역폭, 는 YTO의 전압 이득이다. 이는 FM 드라
이버 회로도의 전류/전압 특성과 YTO FM 코일의
주파수/전류 특성을 이용하여 1.835 MHz/V로 계산
하였다. Main 드라이버회로에필터를구성하여 DAC
가 주파수 합성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

였다. 필터 통과 후의 DAC 잡음은 오프셋 주파수 10 
kHz에서 —145 dBc/Hz, 100 kHz에서 —170 dBc/Hz로
계산되었다.

DDS, offset 신호, PFD의 위상 잡음, 그리고 YTO
의 위상 잡음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YTO의 위상 잡음은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여 모델링
하였다.
그림 7의 결과로 부터 최적의 위상 잡음을 위한

루프 필터의 대역폭은 30 kHz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모델링하여 얻은 각 모듈의 위상 잡음을 식 (4)에 대
입하여, 6.8 GHz에서 위상 잡음을 예측한 결과를 그
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출력 신호의 위상 잡음은 offset 주파

수 10 kHz에서 —111 dBc/Hz, 100 kHz에서 —123 dBc 
/Hz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7. DDS, offset 신호, PFD, YTO의 위상 잡음 계
산 결과

Fig. 7. Calculated phase noise of DDS, offset signal, 
PFD and YTO.

그림 8. 주파수 합성기 출력 신호가 6.8 GHz일 경우
위상 잡음 계산 결과

Fig. 8. Calculated phase noise of frequency synthesizer 
at 6.8 GHz.

Ⅳ. 제작 및 측정 

4-1 제작

설계한 주파수 합성기를 FR-4를 이용하여 모듈

별로 제작하였다. 
전원 모듈, YTO 모듈, 제어 모듈은 양면 기판을

사용하였고. PLL 모듈과 REF 모듈, DDS 모듈은 디
지털 선로와 전원 선로가 많기 때문에 EMI 차폐를
위해 4층 기판으로 제작하였다. 주파수 합성기 제작
사진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 제작된 주파수 합성기
Fig. 9. Fabricated frequency synthes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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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력 파형
(a) Output power 

(b) 고조파 및 스퓨리어스
(b) Harmonic and spurious

(c) 위상 잡음
(c) Phase noise

그림 10. 제작된 주파수 합성기의 6.8 GHz 출력 신

호 측정 결과

Fig. 10. Measured results of the fabricated frequency 
synthesizer at 6.8 GHz.

4-2 측정 결과

제작된 주파수 합성기의 출력 신호를 측정한 결

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이때 출력파형은 Agi-

항목
계산 결과

[dBc/Hz] 
측정 결과

[ dBc/Hz] Offset 주파수

Phase noise
@3.2 GHz

—114 —111 @10 kHz
—123 —118 @100 kHz
—140 —140 @1 MHz

Phase noise
@5 GHz

—112 —109 @10 kHz
—123 —118 @100 kHz
—140 —141 @1 MHz

Phase noise
@6.8 GHz

—110 —107 @10 kHz
—122 —116 @100 kHz
—140 —140 @1 MHz

표 1. 주파수 합성기 위상 잡음 계산 및 측정 결과
Table 1. Calculated and measured phase noise of fre-

quency synthesizer.

lent사의 E4445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고조파 및
스퓨리어스는 E5052B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위상 잡음은 signal source analyzer E5052A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6.8 GHz 출력 주파수에서 출력 전력

2.3 dBm, 하모닉 34 dBc, 위상 잡음 —107 dBc/Hz 
@10 kHz의 결과를 얻었다. 위상 잡음은 예측 모델
링을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출력 주파수 3.2 
～6.8 GHz 대역에서 하모닉 주파수는 —15 dBc 이
하, 스퓨리어스 특성은 —60 dBc 이하로 측정되었다. 
표 1에 주파수 합성기의 위상 잡음 측정 결과와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로부터 전체적으로 계
산 결과와 측정 결과는 거의 유사하나, 오프셋 주파
수 1～100 kHz의 위상 잡음이 3～6 dB 정도 나쁘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의 접지를 확
실하게 분리를 못한 점, MCU 제어부의 제어 선로
잡음을 완벽하게 막지 못한 점, YTO 모듈을 고주파
에서 손실이 큰 FR-4 기판을 사용하여 제작한 점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YTO를 이용한 저 위상 잡음 고해
상도 광대역 주파수 합성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저 위상 잡음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샘플링 믹서와

offset PLL 방식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1 Hz
이하의 고해상도를 위하여 DDS를 기준주파수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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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위상 잡음 모델링을 이용하여 PLL 모듈의
분주비(R, N), 비교주파수에 따른 위상 잡음 분포를
계산하여 최적의 위상 잡음을 갖는 루프 필터를 설

계하였다. 제작된 주파수 합성기는 6.8 GHz 출력 주
파수에서 —107 dBc/Hz@10 kHz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광대역에서 저 잡음 특성을 갖는

주파수합성기구조의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YTO
를 이용한 offset PLL 구조의 위상 잡음 예측 모델 방
법을 제시하였고,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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