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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L 기반 PWM/PFM 통합 제어 방식의 벅 컨버터

( A Buck Converter with PLL-based PWM/PFM Integrated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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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C-DC 컨버터에서 넓은 범 의 부하에 하여 높은 효율을 유지하기 해서는 PWM과 PFM을 함께 사용하는 듀얼 모드 

제어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듀얼 모드 벅 컨버터는 부하 조건에 따라서 PWM이나 PFM을 선택해서 동작하므로, 모드 제어를 

한 부가 회로로 인하여 칩 면 이 증가하고 제어 방식이 변경되는 구간에서는 최 화된 효율을 얻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는 류 모드의 PWM 제어 회로에서 사용하는 발진기 신에 PLL 기반의 발진기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인 제어 회로 없이 

PWM과 PFM의 통합된 제어 방식으로 동작하는 벅 컨버터를 제안함으로써 듀얼 모드 벅 컨버터의 단 을 해결했다. 제안한 

통합 제어 방식의 벅 컨버터는 PSIM 시뮬 이션을 통하여 검증하 으며, 설계된 벅 컨버터 회로를 Cadence Spectre로 시뮬

이션 결과 250mA의 부하에서 최  효율은 94.7%이고 10mA의 경부하에서 효율은 85.4%이다.

Abstract

In DC-DC converters, a PWM/PFM dual mode control method is commonly used to maintain a high efficiency over a 

wide range of load variation. Since the control mode is selected according to the load condition, the chip area is increased 

due to additional circuit for mode control and the optimum efficiency cannot be achieved around the mode transition point. 

To solve such problems, a new integrated control method is proposed in this paper, in which a PLL is used in the current 

mode PWM control circuit instead of an oscillator. The proposed integrated control method is verified through a design of 

a buck converter using PSIM simulation. Simulation of the complete buck converter circuit by Cadence Spectre showed a 

maximum efficiency of 94.7% at a load current of 250mA and an efficiency of 85.4% at a load current of 10mA under the 

light load condition.

      Keywords : PWM control, PFM control, wide load range, Buck converter, PLL-based oscillator

Ⅰ. 서  론

최근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하는 휴 용 자기기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런 휴

용 자기기들은 한정된 배터리 용량으로 구동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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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최 한 긴 시간동안 사용하기 해서는 넓은 범

의 부하조건에서 높은 효율을 갖는 DC-DC 컨버터가 

필수 이다.

기존에 리 사용되는 pulse width modulation 

(PWM) 제어 방식의 컨버터는 부하에서 효율이 높은 

반면 경부하에서는 상 인 스 칭 손실 증가로 인해

서 효율이 상당히 감소한다.
[1]
 이런 이유로 경부하에서 

스 칭 주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스 칭 손실을 이는 

pulse frequency modulation (PFM) 는 스 치의 사

이즈를 가변시켜 손실을 감소시키는 optimum width 

controller (OWC)와 같이 경부하에서 스 칭 손실을 감

소시킬 수 있는 제어 방식들이 개발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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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각의 제어 방식은 최  효율을 갖는 부하의 

범 가 다르고 부하의 변동이 심한 응용분야에서는 하

나의 제어 방식만으로는 최 화된 효율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부하조건에 따라 한 제어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벅 컨버터 칩 내부에 각 제어 방

식의 회로와 각 제어 회로를 선택하는 회로가 추가되고 

컨버터 체 루 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각 제어 방식이 

변경되는 부하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까다롭다. 결과

으로는 DC-DC 컨버터 칩의 면 이 증가하고  제어 방

식이 변경되는 부하조건 부근에서는 효율이 감소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WM 제어 회로에서 사용되

는 발진기를 PMOS의 on-time 형과 기  on-time 

형을 입력으로 하는 phase locked loop (PLL)로 체

함으로써 통합된 PWM/PFM 제어 방식의 제어 회로를 

제안하 다. 제안한 제어 방식의 회로는 PLL 회로에서 

voltage controled oscillator (VCO)를 제외한 부분이 추

가되나 그 회로의 면 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듀

얼 모드에 비해서 칩 면 은 작다. 한 PWM과 PFM

이 통합된 하나의 제어방식임으로 듀얼 모드 컨버터처

럼 제어 방식의 변경 범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

화된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부하에서는 추가된 

루  이득 때문에 기존의 PWM 제어 방식보다 과도 응

답 특성이 향상된다. PSIM을 이용해 제안한 컨버터의 

동작특성을 검증하 고 설계한 PWM/PFM 통합 제어 

방식의 벅 컨버터 회로를 cadence spectre를 통한 시뮬

이션 결과 넓은 범 의 부하조건에서 높은 효율을 확

인했다.

이후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 듀얼 모드 벅 컨버터의 

단 과 제안한 통합 제어 방식의 벅 컨버터가 갖는 자

세한 동작 특성과 장 을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서 통합 제어 방식의 컨버터를 검증하고 효

율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1. 듀얼 모드 벅 컨버터

그림 1은 기존의 PWM 제어 방식의 벅 컨버터이다. 

일반 으로 PWM 제어 방식의 벅 컨버터는 continuous 

conduction mode (CCM)로 동작하는 부하 조건에서 

최 화된 설계를 한다.[2]  그림 1에서처럼 고정 스

칭 주 수의 발진기를 사용해 동작하는데 스 치의 

그림 1. PWM 제어 방식의 벅 컨버터

Fig. 1. The PWM control buck converter.

력 손실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부하에 달되

는 력과 무 하게 고정된 스 칭 손실이 일어나는 것

을 알 수 있다.[2]

   
  

 (1)

그러한 이유로 경부하에서 상 인 력 손실의 증

가로 나타나고 PWM 제어 방식의 벅 컨버터는 부하

류가 감소할수록 효율이 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4]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인 DC-DC 컨버터는 PWM 

제어 방식만 사용하지 않고 PFM이나 OWC와 같은 경

부하에서도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제어 방식을 추가

해서 설계한다.

를 들어 듀얼 모드 벅 컨버터를 설계할 때 PWM

과 PFM 제어 방식은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부하의 

범 가 다르고 통합된 하나의 블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부하조건을 기 으로 하나의 방식을 선택

해서 출력 압을 제어한다.
[3～4] 

이 때 컨버터의 안정성

을 해서 제어 방식을 선택하는 회로는 히스테리시스 

방식으로 구동할 것이고 제어 방식 변경 구간에서는 최

화된 효율을 낼 수 없다.  제어 회로와 선택 회로가 

추가되기 때문에 단일 제어 방식의 컨버터보다 칩의 면

이 상당히 증가하는 단 이 발생한다.

2. 제안한 통합 제어 방식의 벅 컨버터

류 모드 PWM 벅 컨버터의 제어 방식은 최종 으

로 부하 류와 동일한 평균 인덕터 류가 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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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통합 제어 방식의 벅 컨버터

Fig. 2. The proposed buck converter with integrated 

control.

PMOS on-time을 조 해서 출력 압을 제어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 인덕터 류는 부하 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 5]
 그래서 PWM 루 를 통해 

생성된 PMOS의 on-time 신호의 폭도 역시 부하 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기  on-time 신호

와 PWM 제어로 생성된 PMOS on-time의 신호를 비

교함으로써 부하 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5] 그림 

2는 제안한 벅 컨버터의 회로도이다. 제안한 벅 컨버터

는 그림 1의 기존 PWM 벅 컨버터와는 다르게 고정 스

칭 주 수의 발진기 신에 PLL 기반의 가변 스 칭 

주 수 발진기를 사용했다.

기존 컨버터의 발진기는 고정 류원에서 흐르는 

류를 커패시터에 충 하고 커패시터에 걸리는 압을 

히스테리시스 비교기의 입력으로 이용해서 보상 램  

신호와 스 칭 클락을 생성한다. 반면 제안한 벅 컨버

터는 그림 3과 같이 PWM 제어 회로에서 생성된 

PMOS의 on-time신호 과 기  on-time신호 

를 입력으로 하는 PLL이 발진기의 역할을 한다.

그림 3. PLL 기반의 발진기

Fig. 3. The PLL-based oscillator.

그림 3처럼 기존 발진기에서 phase frequency 

detector (PFD)와 차지 펌  그리고 루  필터의 압

을 류로 바꿔주기 한 압 류 컨버터가 추가되었

고 고정 류원을 압 류 컨버터의 출력 류로 

체함으로써 PLL을 구성했다. PFD에서 두 입력 펄스폭 

차이만큼의 펄스를 발생시키면 차지펌 가 발생된 펄스

폭의 시간만큼 충방 해서 루  필터의 압을 가변하

면서 가변 스 칭 주 수의 발진기로써 동작한다.

그림 4는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 (DCM)와 

CCM에서 부하변동에 따른 압과 류의 변화 형이

다. DCM에서는 부하 류가 감소하면 그림 4 (a)처럼 

PWM 동작으로 인해서 인덕터 류 크기가 감소하고 

PMOS on-time이 감소하면서 감소한 PMOS on-time

신호와 기  on-time가 PFD에 입력되고 두 펄스의 차

이만큼 DN신호를 발생한다. DN신호에 의해서 차지펌

는 루 필터의 압을 감소시키고 압 류 컨버터

의 출력 류가 어들면서 발진기의 출력 주 수는 감

소한다. 반 로 부하 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스 칭 

주 수가 증가하는 동작을 한다.

그림 4 (b)와 같이 CCM에서 역시 부하 류가 증가

함에 따라서 PWM 루 가 순간 으로 PMOS on-time

을 증가시키고 PFD에서 UP신호가 발생한다. 발생한 

       (a)                      (b)

그림 4. (a) DCM에서 압과 류의 변화

(b) CCM에서 압과 류의 변화

Fig. 4 (a) Transition of the voltage and current in DCM

(b) Transition of the voltage and current in 

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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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신호는 차지펌 를 통해서 루 필터의 압을 감소

시켜 발진기의 출력 주 수는 증가한다. 설명한 바와 

같이 CCM과 DCM 모두에서 주 수는 가변된다.

그러나 식 2에서 보이는 것처럼 DCM에서는 PMOS 

on-time이 부하 류에 따라 감소하면 PLL에 의해서 기

 on-time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주 수가 가변되어 

PFM 제어가 되지만 CCM에서는 평균 인덕터 류를 

증가시키기 해서 PMOS on-time이 순간 으로 가변

될 뿐 정상 상태에서는 식 3과 같이 부하 류에 독립

으로 PMOS on-time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한 스 칭 

주 수로 제어된다.  기  on-time 신호를 발생하는 

on-time generator 블록을 adaptive on-time 회로로 구

한다면 휴  기기에서 입력 압인 배터리 압의 변

동에 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6]

   




  (2)

여기에서   


이다.

  


 (3)

결과 으로 DCM에서는 부하 류에 따라 PFM 동작

까지 가능하지만 CCM에서는 순간 으로 PWM 제어의  

과도 응답 특성을 향상시킬 뿐 일정한 스 칭 주 수로 

동작한다.[7]

그림 5의 각 달함수는  ≡


,  ≡


, 

그림 5. 제안한 벅 컨버터를 모델링한 블록다이어그램

Fig. 5. The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buck 

converter model.

 ≡


,  ≡


,  ≡


로 정의되고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   세 개

의 달함수는 기존의 PWM 벅 컨버터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제안하는 제어 방식의 컨버터에는 가 추가

되면서 식 4과 같이 의 이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도 응답 특성이 좋아진다. 는 식 5와 식 6으로 표

할 수 있다.[7]

      (4)

 

     in CCM (5)

 


      in DCM (6)

Ⅲ. 시뮬레이션 

그림 6은 PSIM을 이용해서 시뮬 이션한 결과이다. 

스 칭 주 수는 300kHz∼2MHz 범 에서 동작했고 

boundary conduction mode (BCM) 조건은   

mA로 설계했다.    V,   V, 

  μH,   μF의 조건에서 시뮬 이션 했다.

그림 6 (a)는 모델의 시뮬 이션 결과로 부하 류가 

20mA에서 40mA로 변함에 따라 스 칭 주 수가 

0.901MHz에서 1.806MHz로 가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b)와 (c) 역시 부하 류가 20mA에서 

40mA로 변함에 따라 스 칭 주 수가 0.907MHz에서 

1.798MHz로 가변되었다. 모델링 과정에서 수식의 근사

화와 회로간의 지연시간 때문에 두 시뮬 이션의 결과

가 약간의 오차를 보 다. 표 1은 시뮬 이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7은 제안한 벅 컨버터의 효율 그래 이다. 효율 

시뮬 이션은 Cadence의 Spectre를 이용해 시뮬 이션 

했고 그림 3에 보이는 PLL 기반의 발진기에서 추가된 

회로의 력소모는 0.44mW로 측정되었다. 결과 으로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5mA∼300mA 범

의 넓은 부하와 경부하조건 모두에서 약 80%∼

95%의 높은 효율을 나타냈고 발진기의 최 주 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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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a)모델 시뮬 이션 형

(b)부하 류 20mA에서 인덕터 류

(c)부하 류 40mA에서 인덕터 류

Fig. 6. (a)Simulation waveform of the model

(b)The inductoe current in   

(c)The inductoe current in   

스 칭 주 수

  mA   mA

[2] 이론값 0.904MHz 1.808MHz

모델 시뮬 이션 0.901MHz 1.806MHz

회로 시뮬 이션 0.907MHz 1.798MHz

표 1. 제안한 벅 컨버터의 PSIM 시뮬 이션 결과

Table 1. PSIM simulation result of the proposed buck 

converter.

그림 7. 제안한 벅 컨버터의 효율

Fig. 7. Efficiency of the proposed buck converter.

문에 더 이상 PFM 동작을 하지 못하는 5mA이하의 부

하조건에서는 기존의 PWM 벅 컨버터와 같이 효율이 

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통상 인 PWM 제어 방식의 벅 컨버

터에 고정 스 칭 주 수 발진기 신에 PLL 기반의 

발진기를 사용함으로써 부하의 변화에 따라 스 칭 주

수가 가변되는 PWM과 PFM 제어 방식이 통합된 벅 

컨버터를 제안했다. 

제안한 벅 컨버터는 체된 PLL 기반의 발진기로 인

해서 PWM/PFM 통합 제어가 가능하고 모델링을 통해 

검증한 것과 같이 컨버터의 루 이득을 증가시켜 과도 

응답 특성을 향상시켰다. 제안한 컨버터의 설계는 정상

상태에서 PMOS의 on-time이 정확한 부하 류의 정보

를 포함하기 때문에 안정 인 PFM 동작을 해서 PLL

루 의 역폭은 컨버터의 PWM 루 의 역폭보다 

작게 설계했다. PSIM을 이용한 시뮬 이션 결과에서 

수식의 근사화와 회로의 지연시간 때문에 약간의 오차

가 발생했지만 1%이하의 오차범 에 있었고 Cadence

의 Spectre를 이용한 시뮬 이션에서는 부하에서 최

 94.7%의 효율을 보 고 10mA의 경부하에서도 

85.4%의 높은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버터의 자세

한 성능은 표 2에 제시하 다.

앞으로 제안한 벅 컨버터의 최 화된 설계를 해서

는 PLL루 와 PWM 루  사이의 연 성을 분석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추가된 PFD, 차지펌  그리고 

압 류 컨버터 회로의 력소모를 일 수 있는 방

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입력 압 3.7 V

출력 압 1.4 V

외부소자(L/C) 4.7uH/4.7uF

출력 압 리 1.2mV∼8mV

스 칭 주 수 300kHz∼2MHz

부하 변화 범 5mA∼300mA

효율
94.7% @load current=250mA

85.4% @load current=10mA

표 2. 제안한 벅 컨버터의 성능

Table 2. Performance of the proposed buck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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