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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proposed a three stage Current Starved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CSVCO) using 0.18µm
CMOS Technology for low power Passive Tags.
The proposed circuit oscillates with the supply
voltage of 1.0V. The Oscillation frequency of the
designed VCO ranges from 5kHz to 47MHz with
7.7µW power consumption. The output frequency of
13.56MHz is achieved with 0.67V control voltage.
The proposed design is suitable for Passive Tags
with ultra low power.

그림 1. NFC 블록도
구현하기 위해 전류 미러를 통해서 링발진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는 CSVCO를 제안하고자 한다. CSVCO
는 0.18µ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3단 구조로 설계하
였다.
본 논문 II장에서 제안된 CSVCO의 구조를 보이고,
III장에서는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CSVCO의 출력 주파
수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 서론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교통카

.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는 휴대용 기기의 전력 소모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송수신단에서의 VCO는 이
러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 그림 1은
NFC의 블록도를 보여주며, VCO는 Phase Locked
Loop (PLL)을 이루고 있는 코어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수동형 태그를 위한 저전력 VCO를
드, 간편결제, 출입관리 등의 시스템에 응용되고 있다

II. 본론
그림 2는 제안된 CSVCO의 구조를 나타낸다. 제안
된 구조는 중심부의 링발진기와 중심부의 위아래 양단
의 전류 미러 그리고 버퍼로 구성하여 전류 미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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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버터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제
어 전압  로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인버터의 충방
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제어 전압 범위를 넓게 유
지하기 위해서 비대칭 구조의 전류 미러를 사용하였
다.


그림 4. 제어 전압의 변화에 따른 출력 주파수의 변화

그림 2. Current-Starved VCO
인버터의 캐패시턴스는 지연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식 (1)의 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1)

출력 주파수  는 전류 미러를 통해 제한되는 전류
 와 인버터의 캐패시턴스  로 조절될 수 있다. N
은 링발진기를 구성하는 인버터의 개수를 나타낸다.
인버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력소모가 많아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인 3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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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설계된 VCO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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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현

전원 전압
5.0V
1.8V
1.0V

소모 전력
105.3mW
58.47µW
7.7µW

표 1. 소모 전력 비교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안된 CSVCO는 0.18µ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3은 제어 전압에 따른 VCO의 출력 주파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VCO의 제어 전압이 0.67V일 때
13.56MHz의 출력 주파수를 가지고, 7.7µW의 전력을
소모한다. 전류를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전압에 따른 주파수의 단조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단조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전류를 사용하였다. 제어
전압의 변화에 따른 출력주파수의 동작범위를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동형 태그를 위한 저전력 CSVCO
를 0.18µm CMOS 공정으로 설계하였다. 코어에 해당
하는 링발진기의 전류를 제한함으로써 1.0V의 전원 전
압으로 최대 47MHz까지의 동작범위를 가진다. 기존
연구된 CSVCO의 전체 소모 전력은 전원 전압이 각각
5.0V, 1.8V일 때 105.3mW , 58.47µW 로 확인되었다.
그에 비해 제안한 CSVCO는 공급 전압이 1.0V일 때,
7.7µW로 기존의 Ring VCO 대비 매우 낮은 전력을 소
모한다.
설계한 CSVCO는 수동 태그와 같이 극소 전력을 사
용하는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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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CTRL=0.67V일 때 CSVCO의 출력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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