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Multi-output VC-TCXO (Voltage Controlled-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 for WCDMA has integrated 
the additional CMOS inverter, so it can be normal clipped 
sinewave output and additional CMOS output and it can be 
satisfied the VC-TCXO Characteristics that WCDMA system 
required. In this paper, however 26MHz is used for reference 
frequency, similarly and practically, it is usable from 10MHz to 
40MHz, Most important factor to integrate CMOS inverter 
internally is the isolation between normal output and additional 
output. For this, it is separated in package design, due to this, 
when it isn't used additional output, it shows the same electrical 
performance, when it is used additional output, it has 
minimum-rized the interference. and then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reference oscillator are met to WCDMA 
system's requirements, like phase noise and frequency short 
term stability. 

 

I. 서 론 
 

최근 Mobile system 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관련된 

Mobile 부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Mobile 부품 소형화와 병행하여, 주변회로 및 소자와의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 System 전반에 Reference 

frequency로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

에서는 통상 VC-TCXO 를 사용하고 있으며,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방식에서는  

VC-TCXO 와 Crystal resonator 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

다. ]1[   이중 GSM 영역에서 Crystal resonator 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RF chipset 에 Crystal oscillator 회로가 내장

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회로 동작 관점에서는 , 두가지 

모두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DMA  방식에서 VC-TCXO 를 사용하는 이유는 

Chipset maker 에서 VC-TCXO 를 기준으로 설계한 이유

도 있으나, Code 암호화로 인해, 상호 동기화가 중요한 

이론적인 측면을 볼때, CDMA 방식에서 Reference 의 요

구조건이 더 까다로움을 알 수 있다.  최근 Mobile 

system 은 현재의 2.5G (2.5th Generation)를 지나 3G (3rd 

Generation)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중 GSM 방식은 

WCDMA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2[  여기에 Reference
로 동작하는 VC-TCXO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이로 인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통

상 VC-TCXO 에서 출력되는 Clipped sinewave 는 RF 

block 에 사용되고, Logic IC 에는 기본적인 Clipped 

sinewave 를 회로 주변에 추가 버퍼를 사용하여 CMOS 

출력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복합화에서 가장 어

려운 점은 기존출력과 추가 출력간의 상호 영향력을 차

단하는 것이다. 또한 Reference oscillator 의 중요한 특성

인 위상잡음(Phase noise) 및 주파수 단기 안정도

(Frequency short term stability) 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 ]3[   
이에 본 논문에서는 3G WCDMA 에 대응하고 상기

의 Clipped sinewave 와 CMOS 출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Mobile system 의 소형화 및 복합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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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Crystal resonator (Quartz) 
 
현재의 무선통신의 Reference 에 사용되는 Crystal 

resonator (Quartz)는 시간변화와 온도변화에 대해 매우 

안정되고, 매우 높은 Q 값을 갖는 특징으로 대부분의 

Mobile system에 사용된다.  

 
그림 1. Circuit symbol and Equivalent circuit of a 

crystal resonator (Quartz) 

 

등가회로는 그림 1 과 같이 나타내며, 직렬공진(Series 

resonance mode)과 병렬공진(Parallel resonance mode)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이러한 공진특성은 Series 
inductance L, Series capacitance C1, Series resistance Rs, 

Parallel capacitance C0로 특징지어진다. 커패시턴스 C0는 

Crystal blank면의 전극사이의 정전 용량을 나타낸다. 표

1과 같이 C0 (pF) >> C1 (fF)이며, Q값(10,000 이상)이 높

기 때문에 저항 R 을 무시하면 Crystal resonator 의 

Impedance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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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로 부터 Crystal resonator 는 식(3)의 직렬공진 주파

수와  

ω(s) = 
1

1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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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의 병렬공진 주파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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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ctual crystal resonator parameter  

FL[MHz] C0 [pF] C1 [fF] L[mH] R[Ω] Q[K]

26.00 1.12 3.38 11.10 21.70 84 

 

2. Pierce crystal oscillator circuit 
 
Pierce oscillator 에서 Inductor 를 대신하여 Crystal 

resonator 를 사용하면 수정 발진기 (Crystal oscillator) 가 

된다. 이때 Crystal resonator 의 L 과 C1, 그리고 식(5)의 

직렬 등가 커패시턴스로 결정되는 공진 주파수에서 발

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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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ierce crystal oscillator circuit 

 

C 이 세 개의 다른 Capacitance(C0, Cg ,Cd) 보다 매우 작

기 때문에. 이 커패시턴스가 발진 주파수는 식(6)과 같

이 된다. ]5[   

ω(s) = 
1

1
L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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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MOS inverter 
 
CMOS inverter 회로는 입력전압 VI (Input)에 의해 제어

되는 NMOS Pull down transistor와 PMOS Pull up transistor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CMOS inverter circuit 

 

  통상 대개 문턱전압은 Vtn 과 Vtp 는 크기가 같으며, 

0.2V에서 1.0V사이이다. inverter는 그림과 같이 Vds = 0 

근처에서 산출된 개개의 MOS 의 Source-Drain 저항값으

로 모델링된다. 동작면에서는 VI = 0, VO = VOH = Vdd이면 

출력은 Pull up transistor인 PMOS, 즉 저항값으로 모델링

된 Rdsp를 통하여 Vdd에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VI = Vdd, 

VO = VOL = 0 이면 출력노드는 Pull down transistor 인 

NMOS, 즉 저항값으로 모델링된 Rdsn을 통하여 GND 에 

연결된다. 따라서 안정상태에서는 Vdd 와 접지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전류경로가 없으며, 누설전류는 거의 

없다. 동일한 방식으로 CMOS inverter 를 Logic gate 로 

이해하면, NMOS 로 이루어진 Pull down network 와 

PMOS 로 이루어진 Pull up network 가 그것이다. Pull 

down network 는 출력이 Low 되는 모든 입력조합에 대

하여 출력에 0V 가 되도록 출력노드를 GND 에 연결한

다. 동시에 Pull up network는 꺼지고  Vdd와 GND 사이

에는 DC 통로가 없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출력이 High

가 되는 모든 입력조합은 Pull up network 를 도통하게 

하여, 출력노드를 Vdd 로 끌어올려 출력전압이  Vout = 

Vdd가 되게 한다. 동시에 Pull down network는 차단되어 

회로에는 Vdd 에서 GND 로 이어지는 통로가 없게 된

다. ]5[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Logic table 

Input Output 
Low High 
High Low 

4. Design of Multi-output VC-TCXO  
 
본 논문에서 다중 출력 VC-TCXO 는 기본적인 VC-

TCXO 에 추가로 CMOS inverter ]6[
를 내재하여, 기본출

력인 Clipped sinewave 와 추가 버퍼출력인 CMOS output

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그림 4. Multi-output VC-TCXO circuit 

 

 

그림 5. Output level of Multi-output VC-TCXO 

   

본 논문에서는 자세한 구조도가 언급되지 않으나, 

HTCC(High Temperature Co-fired Ceramic) 로 제작된 

Package 내에 독립된 Cavity 로 구성하여, 전원만 연결하

고 버퍼입력단(Input) 과 버퍼출력단(Fout2)을 별도로 구

비하여, 기본출력(Fout1) 과 추가출력단(Fout2)간의 영향력

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추가

출력(Fout2) 동작시에도, 기존의 일반적인 VC-TCXO 와 

동일하게 동작되도록 설계되었다.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843



III. 실 험 
 

본 논문에서 구현된 다중출력 VC-TCXO 의 주요특성은 

표 3과 표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 Specification table 

Parameter Value Note 
Frequency 26MHz  

Supply voltage 2.8V  

Output 1 (Normal) 0.8Vp-p Min Clipped sinewave
Output 2 (Buffer) Vdd CMOS output

Current consumption 2.0mA  

Freq. vs Temperature +/-2.0ppm  

Freq. short term stability +/-0.05ppm/sec  

Phase noise -128dBc/Hz @ 1KHz 
 

WCDMA(UMTS) 방식에서는 GSM 향 VC-TCXO 를 기

본 특성으로 하며, CDMA 향 VC-TCXO 수준의 Phase 

Noise (-128dBc/Hz@1KHz)와 Frequency short term stability 

(+/-0.05ppm/sec Max)를 요구하고 있으며, 본 논문의 

Multi-output VC-TCXO는 이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표 4. Phase noise at offset frequency   unit : dBc/Hz 

1Hz 10Hz 100Hz 1KHz 10KHz 
-50 -75 -105 -128 -144 

    

 
그림 6. Phase Noise of Multi-output VC-TCXO 

 

그림 7. Frequency short term stability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내부에 추가로 CMOS inverter 를 
내장하여 다중출력 VC-TCXO 를 설계할 수 있었
다.  
이는 Mobile system 의 RF block 에서 필요한 기

본적인 출력외에 통상 Sound chipset 같이, High Vp-
p input level이 필요한 Chipset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다중출력 VC-TCXO 로 Mobile 부품
의 복합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었으며, 본 논문에
서는 26MHz 로 구현을 하였으나, 10MHz 에서 
40MHz 까지 응용되어 설계될 수 있어, 향후 다른 
Mobile system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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