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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정보통신, 컴퓨터, 전기전자, 기계 및 자
동차 공학의 융복합화로 인해 차량도 점점 지능
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행 중 주변 환경을 자동으
로 인식하여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지능화 기술 개발은 미래 차량 핵심기술로써 인
식되고 있다. 현재 지능형 자동차는 운전자의 주
행 안전성, 편리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
해 24GHz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센서는 
하이브리드 형태나 다양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
여 제작되고 있고, 저가 저전력을 위해 CMOS 공
정을 이용하여 제작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4].

본 연구에서는 24GHz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전압제어발진기를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설계
하였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비해 저 전력동
작에서도 저 위상잡음 및 낮은 잡음지수 특성을 
보였다. 

II. 본  론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24GHz CMOS 

전압제어발진기를 나타낸 것이다. 발진기의 선형
성을 향상시키고, 신호 왜곡을 줄이기 위해 완전 

대칭 구조로 설계하였다. 좌우 대칭 구조로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능동 및 수동 소자들이 중심선
을 기준으로 동일한 값을 가진다. 

그림 2는 그림 1에서 대칭 반쪽회로(half-circuit)

에  대한 소신호 등가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
한 소신호 등가회로는 부성저항, L1, L2, 와 RP1 

및 RP2를 가진 LC 탱크 인덕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24GHz CMOS 전압제어발진기

저 위상잡음 24-GHz CMOS 전압제어발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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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레이더를 위한 저 위상잡음 24GHz CMOS 전압제어발진기를 제안한다. 이러
한 회로는 1.8볼트 전원에서 동작하며, 낮은 위상잡음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안한 회로는 
TSMC 0.13µm 고주파 CMOS 공정으로 구현되어 있다. 제안한 회로는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비해 
저 전력동작에서 저 위상잡음 및 낮은 잡음지수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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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신호 등가회로

III.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그림 3은 1MHz 오프셋 주파수에서 위상잡음 
대 커패시턴스 비율(C1/C2)을 나타낸 것이다. 그
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 전력동작에서 –
123dBc/Hz의 저 위상 잡음특성을 보였고, 모델링
에 의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24GHz의 동작주파
수에서 2%이하의 우수한 오차 특성을 보였다. 

그림 3. 1MHz 오프셋 주파수에서 위상잡음 대 커패시턴스 비

율(C1/C2)

IV. 결  론

본 논문은 차량용 충돌방지 레이더를 위한 저 
위상잡음 24GHz CMOS 전압제어발진기를 제안
하였다. 이러한 회로는 1.8볼트 전원에서 동작하며, 

낮은 위상잡음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제안한 회로
는 TSMC 0.13µm 고주파 CMOS 공정으로 구현하
였다. 제안한 회로는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비해 
저 전력동작에서 –123dBc/Hz의 저 위상 잡음과 
0.32mW의 매우 낮은 소비전력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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