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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푸쉬 방식을 이용한 CMOS 기반 D-밴드 전압 제어 발진기

CMOS Based D-Band Push-Push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정승윤․윤종원․김남형․이재성

Seungyoon Jung․Jongwon Yun․Namhyung Kim․Jae-Sung Rieh 

요  약

본 연구에서는 65-n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D-밴드 주파수 대역(110～170 GHz)의 전압 제어 발진기(voltage controlled os-
cillator)를 제작 및 측정을 수행하였다. 발진기의 구조는 푸쉬-푸쉬(push-push)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작된 전압 제어 발진
기의 동작 주파수의 범위는 152.7～165.8 GHz로 측정되었으며 이때의 출력 전력은 —17.3 dBm에서 —8.7 dBm까지의 값을 보였
다. 이 회로의 위상잡음(phase noise)은 10 MHz 오프셋에서 —90.9 dBc/Hz로 측정되었고, 측정용 패드를 포함한 제작된 칩의
크기는 470 μm×360 μm이다.

Abstract

In this work, a D-band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has been developed in a 65-nm CMOS technology. The circuit was 
designed based on push-push mechanism. The output oscillation frequency of the fabricated VCO varied from 152.7 GHz to 165.8 GHz, 
and the measured output power was from —17.3 dBm to —8.7 dBm. A phase noise of —90.9 dBc/Hz is achieved at 10 MHz offset. 
The chip size of the circuit is 470 μm×360 μm including the probing p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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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초고

속통신에 대한 수요가늘어나고있고, 그에따라 이를지
원할 수 있는 초고속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

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동향을 고려
해 보면 미래에 초고속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주파수 대역이 아닌 100 GHz 이상의 높은
주파수 대역이 새롭게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

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1].
무선 통신 시스템을 비롯한 보안 및 의료 이미징 시스

템, 레이더, 센서 등의 시스템은 모두 특정주파수에서 발
진을 하는 신호원을 필요로 한다

[2]. 특히 위상이 흔들리
지 않는 정확한 신호를 요하는 시스템에서는 위상 고정

루프(Phase Locked Loop)가 사용되고 있다. 그림 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입력 전압에 의해 출력의 발진 주파수의 제

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는

위상 고정 루프의 핵심 구성 회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100 GHz 이상의 대역에서 동작하는 위상 고정 루프의 구
현을 위해서는 이 대역에서 동작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

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정의 max가 확보되지
않으면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원천주파수로 발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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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단하게 표현한 위상 고정 루프의 구조
Fig. 1. A simple structure of phase locked loop.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푸쉬-푸쉬 방식
을 통한 발진기의 고조파를 이용함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
[3]～[5]. 그러나 100 GHz 이상의 높은 주파수 대

역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이용한 발진기는 대부분 고

정된 주파수를 출력으로 갖는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성 65-n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D-밴
드 영역에서 발진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를 개발하였다.

Ⅱ. 회로 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압 제어 발진기는 공통 소스 증

폭기 두 개를 교차결합한 구조이며, 트랜지스터 및 수동
소자를 포함한 회로망을 하나의 루프로 간주한다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1의 드레인에서 나온 신호는

회로의 수동 소자에 의해서 위상차가 더해져 M2의 게이

트로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M2의 게이트로 들어온

신호는 드레인을 거쳐 M1의 게이트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 하나의 단의 전달 함수를 그림과 같이   



로 표현한다면, 두 개의 단의 직렬 연결이 개루프(open 
loop)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개루프가 바르크하우
젠 조건(Barkhausen criteria)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
째로 이 전달 함수의 크기가 1보다 커야 하며, 두 번째로
이 전달 함수의 위상이 π의 홀수 배가 되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켰을 때에 정상적으로 발진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트랜지
스터의 크기 및 수동 소자 값이 최적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D-밴드 대역 전압 제어 발진기의

회로도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LC 발진기에서의 발진
주파수는    로정의되기 때문에, 인덕

그림 2. 두 공통 소스 증폭기의 교차결합 구조
Fig. 2. A cross-coupled topology of two common-source am-

plifiers.
 
턴스나 커패시턴스의 값을 변화시켜 발진주파수의 튜닝

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일 기판의 인덕턴스를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그림 3
과 같이 전압에 의해서 탱크 커패시턴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두 버랙터 MVAR1,VAR2를 발진기의 코어에 연결하였

다. 따라서 한 쌍의 버랙터와 트랜지스터 M1,2의 기생 성

분,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L1,2를 통하여 발진 주파

수가 결정된다. 한편, L3는 회로의 DC 공급을 위한 선로
이며, 두 번째 고조파 주파수 값에서 AC적으로 개방이기
때문에 회로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과
정을 거쳐 발생한 신호는 MIM 커패시터 C1을 거쳐 DC 
성분이 제거되어 Vout으로 전달된다. 여기서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50 Ω이다.
게이트와 드레인으로 연결되는 교차 선로는 회로의 출

력 전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코어의 인덕턴스에
영향을 주어 출력 주파수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

다. 더불어 교차결합 구조의 특성상 교차하는 선로는 서
로다른 금속층을사용해야하기때문에, 이로 인하여발
진기가 비대칭이 되어 올바른 출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두 트랜지스터를 밀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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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계된 전압 제어 발진기의 회로도
Fig. 3. Schematic of fabricated VCO.

 
켜교차선로의길이를최소화하였다. 그결과, 교차선로
의 길이는 약 6 μm를 가졌으며, 이 역시 EM 시뮬레이션
에 포함시켜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고자 하

였다. 또한, 이 선로를 포함한 상태에서 버랙터를 연결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160 GHz에서 넓은 범위의 주
파수 제어가 가능한 최적화된 버랙터의 값을 결정하였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어떠한 신호가 들어온다고 가

정하였을 때의 드레인 전류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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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리된 식은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게이트에 어떠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의 드레인 전류의 성분은 DC, 원천 주파수, 그리고 두 번
째 고조파 성분이 생성된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전압 제어 발진기는 차동 토폴로지를 이용하였으므로 양

쪽의 트랜지스터 드레인 전류의 위상은 만큼 차이

가 나게 된다. 위상차가 인 원천 주파수의 신호가

공통마디에서 만나게 되면 cos   cos이므
로차동 출력신호는상쇄가된다. 반면에 두번째고조파
성분은 cos   cos이므로 보강이 되어
출력으로 전달된다. DC 성분은 앞서 언급한 C1에 의해

제거되어 결국에 출력으로 전달되는 신호는 두 번째 고

조파 성분만이 전달이 될수 있다. 이러한 소위 푸쉬-푸쉬
메커니즘을 통하여 원천 주파수의 배수 성분을 출력으로

얻을 수가 있다. 원천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발
진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푸쉬-푸쉬
방식을 이용한다면 원천 주파수의 발진 대역 한계를 보

완할 수가 있으며, 동시에 작은 크기로도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6],[7]. 

Ⅲ.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 제작된 D-밴드 대역 전압 제어 발진기는
삼성 65-nm CMOS 공정을사용하였으며, 이공정의 m ax
는 약 220 GHz이다. 그림 4에 제작된칩의 사진을나타내
었다. 칩의 크기는 패드를 포함하여 약 360 μm×470 μm
이다.
제작된 발진기의 측정을 위해서는 두 개의 다른 셋업

이 사용되었다. 먼저, 그림 5는 개발된 전압 제어 발진기
의 스펙트럼과 위상잡음을 측정하기 위한 셋업을 보여주

고 있다. 파워 서플라이와 DC 프로브를 이용하여 회로에
전압을 공급해 주고, GGB D-Band Probe를 이용하여 신호
의출력을 측정할 수있도록하였다. 이 신호는 외부혼합
기의 RF단에 연결하였고, 이 혼합기의 LO단으로는 신호
발생기의 신호가 들어가게 하였다. Agilent E4407B Spec-
trum Analyzer를 혼합기의 IF단에 연결하여 스펙트럼 및
위상잡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에
사용된 셋업의 사진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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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칩 사진
Fig. 4. Chip photo.
 

그림 5. 스펙트럼 및 위상잡음 측정을 위한 셋업의 다이
어그램

Fig. 5. Block diagram of spectrum and phase noise mea-
surement setup.

 

그림 6. 스펙트럼 및 위상잡음 측정 셋업의 사진
Fig. 6. Photograph of spectrum and phase noise measure-

ment setup.
 

한편, 이러한 셋업은 혼합기와 LO의 위상잡음이 결과
에영향을 미칠 수있다는단점을가지고 있다. 하지만이

위상잡음은 측정 결과,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값을 가지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혼합기
의 변환 손실(conversion loss)에 의해 출력의 잡음층(noise 
floor)이 증가하여 위상잡음 측정이 어려우므로, 더 낮은
손실을 갖는 저조파 혼합기(subharmonic mixer)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8].
다음으로, 출력 전력 측정을 위해서는그림 7에 나타난

셋업을 사용하였다. 앞서의 측정 방법과 같이 파워 서플
라이와 DC 프로브를 이용하여 회로에 전압을 공급해 주
고, GGB D-Band Probe를 이용하여 신호의 출력 전력을
Erickson PM4 Power Meter로 측정하였다. 이 때 D-Band 
Probe에서 3 dB만큼의 손실이 생기는데, 이는 측정 후 고
려하여 결과에 보상해 주었다. 그림 8에서는 실제 측정에
사용된 셋업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두 셋업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9은 그림 5의 셋업을 이용하여 측정한 스펙트
럼 측정 결과이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혼합기

그림 7. 출력 전력 측정을 위한 셋업의 다이어그램
Fig. 7. Block diagram of power measurement setup.
 

그림 8. 출력 전력 측정 셋업의 사진
Fig. 8. Photograph of power measure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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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작된 전압 제어 발진기의 스펙트럼 측정 결과
Fig. 9. Spectrum measurement result of the fabricated VCO.
 

그림 10. 제어 전압에 따른 동작 주파수의 변화
Fig. 10. Measured VCO tuning characteristics.
 

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측정된 주파수의 크기는  

를 나타낸다. 한편, 그림 10은 제어 전압에 따른 주
파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제어 전압을 0 V에
서 3 V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출력 주파수는 152.7 GHz에
서 165.8 GHz의 값을 가졌다. 이 회로의 161 GHz에서의
위상잡음은 그림 11에 나타내었고,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 10 MHz 오프셋에서 —90.9 dBc/Hz를 보였다.
제어 전압의 변화에 따른 출력 전력의 크기는 그림 12

에나타내었다. 출력전력은최저—17.3 dBm이었고, 최고

그림 11. 측정된 위상잡음
Fig. 11. Measured phase noise.

 

그림 12. 측정된 출력 전력
Fig. 12. Measured output power.
 
—8.7 dBm을 가졌다. 그래프를 보면, 제어 전압이 증가함
에 따라 출력 전력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는데, 이는 인가되는 제어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버랙터
의 Q가 향상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한편, 회로의 전력 소모는 25 mW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VDD는 1.5 V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삼성 65-nm CMOS 공정을 이용하여 D-밴
드 영역에서 동작하는 전압 제어 발진기가 개발되었다. 
측정 결과, 이 전압 제어 발진기의 동작 주파수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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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165.8 GHz의 값을 가졌으며, 이때의 출력 전력은
—17.3 dBm에서 —8.7 dBm으로 나타났다. 위상잡음은 10 
MHz 오프셋에서 —90.9 dBc/Hz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전압 제어 발진기는 D-band의 위상 고정 루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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