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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도 집적회로에 IP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크기가 작

Abstract

은 칩이 연구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스파이럴
인덕터를 이용한 LC타입의 전압제어발진기를 설계하였

60㎓ 전압 제어 발진기(VCO)를 0.11㎛ CMOS 공정

으며 레이아웃을 통해 작은 면적을 확인했다. 전압제어

을 사용하여 설계했다. 전압제어발진기는 스파이럴 인

발진기는 0.11㎛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덕터를 사용한 LC타입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임피던스

모의실험을 통해 60㎓ 대역의 발진 주파수를 확인했다.

매칭과 출력신호의 분리를 위해 버퍼를 추가했다. 주
파수 튜닝 범위는 58.6~61.7㎓까지 3.1㎓이며, 위상잡음

II.

은 중심주파수 60㎓의 1㎒ 오프셋에서 –80.2dBc/㎐

전압제어발진기의

설계

이다. 출력전력은 1.2V 전원전압에서 –2.3dBm이며,
60㎓ 대역에서 동작하는 cross-coupled 차동 LC 전압

FOMT는 –159.3dBc/Hz이다.

제어발진기의 회로도를 그림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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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압제어발진기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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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1]. 또한 60㎓ 스펙트럼 주변

MN1

의 대역폭이 산소 분자의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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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AR2

.

VCT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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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무선 전송은 불가능 하지만 아직 허가되지 않은 대
그림 1. 전압제어발진기 회로도

역에 대한 잠재력과 고속 데이터 전송에 대한 많은 장
점이 있다[2]. 60㎓ 대역의 주파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는 전압제어발진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주로 트랜스미션

제안하는 전압제어발진기는 인덕터 기반의 LC타입

라인이나 도파관으로 설계되고 있다[3]. 그러나 CMOS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공정에 의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의 빠른 기술발전에 의해 공정의 변화 없이 전압제어발

위하여 최소의 소자만을 사용해 설계했다. 도파관이나

- 73 -

2013년도 대한전자공학회 하계학술대회 제36권 1호

트랜스미션 라인을 기반으로한 전압제어발진기는 트랜
지스터로부터 높은 gm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결국 높은
전력소모와 큰 기생 캐패시턴스를 가져온다. 이와 비
교하여 인덕터를 기반으로 한 전압제어발진기는 공진
주파수에서 상당히 큰 임피던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트
랜지스터로부터 요구되는 gm값을 낮춰주고 낮은 전력
소모와 작은 기생 캐패시턴스를 가져온다. 높은 주파
수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인덕터와 캐패시터 값이 작

그림 3. 전압제어발진기 레이아웃

아야 하데 그 이유는 전압제어발진기의 발진주파수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

패드를 제외한 코아부분의 크기는 0.19㎜ × 0.25㎜

하면 식(1)과 같다.

이다. 그림4는 VCTRL 전압과 IS 전류를 조절하여 주파
수 튜닝범위와 출력 첨두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며,

1

Frequency =
2π

IS는 저항값(res)에 의해 조절된다.

LVCO
(Cvar1 + Cbuff + CNM + Cpar)
2

(1)

식(1)에서 Cvar1은 Cvar2와 같은 값으로 베렉터의 가변
캐패시턴스 값을 의미한다. Cbuff은 전압제어발진기 출
력단에 연결되는 버퍼의 입력단 캐패시턴스이다. CNM
은

MN1과

MN2의

Cds와

Cdb등

cross-couple 된

(a)

(b)

(c)

(d)

NMOS의 드레인쪽에서 보이는 캐패시턴스이고 Cpar는
그 외 소자들끼리 연결하고 있는 메탈라인에서 생기는
캐패시턴스를 의미한다. 임피던스 매칭 또한 중요사항
이기 때문에 출력단에 버퍼를 추가하여

설계하였으며

회로도는 그림2와 같다.
그림 4. (a) 저항1kΩ일 때 VCTRL에 대한 출력
(b) 저항10kΩ일 때 VCTRL에 대한 출력
(c) 저항20kΩ일 때 VCTRL에 대한 출력
(d) VCTRL값이 1.2V일 때 저항값에 대한 출력
그림 2. 출력 버퍼 회로도
저항값과 VCTRL 전압에 따라 약 58.6㎓~61.7㎓의 주파
MN3과

MN4는

전압제어발진기의

수튜닝범위를

출력(OSCP/

가지며

이는

중심주파수를

기준으로

OUTP와

5.2%의 대역을 가진다. VCTRL 전압에 따른 KVCO는

OUTM을 내보낸다. MN3과 MN4는 버퍼의 출력과 전

700㎒/V이며 소모전류는 전원전압 1.2V에서 10㎃이

압제어발진기의 입력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항

다. 또한 버퍼를 사용하여 2.3dBm의 큰 출력전력을

R은 측정장비와의 출력임피던스를 맞춰주기 위해 50Ω

확인했다. 전압제어발진기는 튜닝범위 이외에도 위상

을 사용했다. R 대신에 인덕터를 사용하면 출력단 스

잡음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5

윙폭을 더 크게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버퍼의

와 같다.

OSCM)을

입력받아서

180도의

위상차로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면적을 고려한 설계를 하였다.

Ⅲ.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60㎓

전압제어발진기의

설계

및

검증은

CADENCE SPECTRE 툴을 이용하였다. 그림3은 설계
그림 5. 위상잡음 모의실험

한 전압제어발진기의 레이아웃이다.

- 74 -

2013년도 대한전자공학회 하계학술대회 제36권 1호

위상잡음은 100㎑ 오프셋에서는 –54.2dBc/㎐이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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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dBm의 출력전력을 가진다. 위상잡음은 100㎑ 오
프셋에서 –54.2dBc/㎐, 1㎒ 오프셋에서 –80.2dBc/㎐
이다. 전압제어발진기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FOMT
를 이용하였으며, 계산된 FOMT값은 –159.3dB이다.
KVCO는 700㎒/V이며 소모전류는 전원전압 1.2V에서
10㎃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첨단 공정이 아닌 일반적인 CMOS
공정을 사용하여도 밀리미터 대역의 고속 데이터 전송
이 가능한 우수한 성능의 전압제어발진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제안하는
전압제어발진기는 WPAN 등 고속 데이터 전송 등 다
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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