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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 패럿 측정을 한 비율형 커패시턴스 측정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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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도약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2011-0020461)이며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에서 CAD tool을 지원받았음.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매우 작은  값을 갖는 펨토 패럿 단 의 커패시턴스를 측정 할 수 있는 비율형 커패시턴스 측

정 회로를 제안하 다. 제안한 측정 회로는 스 치 커패시터 분기와 비교기 그리고 스 치를 제어하는 논리 회로

와 카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커패시턴스와 이미 값이 알려진 온-칩 커패시터간의 비율을 측정

하고 그 값을 디지털 신호로 출력한다. 그리고 이 비율 값을 통해 오차가 상당부분 제거된 펨토 패럿 단 의 커패시

턴스를 구해낼 수 있다. 제안한 커패시턴스 측정 회로는 표  CMOS 0.18㎛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되었으며, HSpice 

시뮬 이션에서 5fF 이하의 아주 작은 커패시턴스를 오차율 ±0.3% 이내에서 측정이 가능함을 보 다.

ABSTRACT

A ratio type of capacitance measurement circuit is proposed to measure an extremely small value of the fF capacitance on this paper. This 

measurement circuit is formed with a switched-capacitor integrator, a comparator, and logic circuit blocks to control the switches. It converts 

the measured ratio value between the known value of on-chip capacitor and the unknown value of capacitor to the digital signal. The fF 

capacitance with minimized error can be obtained by calculating this ratio. This proposed circuit is designed with standard CMOS 0.18㎛ 

process, and various HSpice simulations prove that this capacitance measurement circuit is able to measure the capacitance under 5fF with less 

than ±0.3% erro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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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V변환기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의료, 산업계측, 환

경, 우주항공 그리고 군수 등 산업 반에 걸쳐 응용되는 

센서 기술에 사용되어 진다. 이러한 센서들은 류, 

압, 커패시턴스 등의 기  물리량으로 출력을 발생한

다. 이  류나 압의 경우에는 ADC등을 통해서 비

교  쉽게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커패시

턴스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다. 더욱이 측정하고자 하

는 커패시턴스의 값이 수 펨토 패럿 단 의 작은 값일 경

우 측정은 더욱 힘들어 진다. 한 정 용량 감지회로 시

스템을 PCB보드 상에 개별소자로 구 할 경우, 소자  

배선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생 정  용량이 측정의 

정 성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제안되었던 정

 용량 감지 회로들은 어떤  값의 커패시턴스를 측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을 알고 있는 두 커패시터  

하나 혹은 두개 부를 외부 변화에 노출시킬 때 발생하

는 물리  변화량의 차이를 통해 커패시턴스를 측정하

는 차동 비교 방식을 채택하 다[1] -[4]. 하지만 이 방법

의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커패시턴스의 값과 비슷한 커

패시터를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펨토 패럿 단 의 

어떤 인 커패시턴스 값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정

확한 측정이 어렵다. 이와 련된 로는 MOS 트랜지스

터의 각종 기생 커패시턴스 측정이 있다. 이는 매우 작은 

값을 갖는 MOS 트랜지스터의 커패시턴스를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 무수히 많은 트랜지스터를 병렬로 연결

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제안한 바 있

다[5]. 그러나 이를 해서는 미리 큰 면 을 차지하는 

측정패턴이 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별 인 소자의 커

패시턴스 분포를 알기도 어렵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과거 제안된 여러 커패시턴스 

측정 방식들과는 다르게 이미 알려진 큰 값을 갖는 커패

시터와 측정하고자 하는 작은 값을 갖는 커패시터와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값을 알아내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용한 측정 회로를 제안한다. 이로 인해서 사 에 비

된 측정 패턴 없이도, 펨토 패럿 수 의 커패시턴스까지

도 작은 오차 범  이내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이를 다양한 디지털 어 리 이션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하기 해서 측정 결과를 직  디지털 신호로 출

력하도록 회로를 설계하 다. 이에 더하여 부분의 시

스템을 온-칩으로 설계함으로써 PCB보드에 개별 소자

들로 시스템을 구  했을 때 보다 펨토 패럿 단 의 커패

시턴스 측정 시에 시스템의 정 도를 감소시키는 기생 

정  용량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 고, 면 을 폭 

감소 시켜 휴 용 어 리 이션에 한 합성을 극

화 시켰다.

Ⅱ. 제안하는 커패시턴스 측정 방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커패시턴스의 측정 방식은 그 

값이 알려진 비교  큰 커패시턴스 값과 측정하고자하

는 작은 커패시턴스 값 간의 비율을 악하고 이를 통해 

작은 커패시턴스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식이다. 측

정 알고리즘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측정 회로

는 캘리 이션을 거쳐서 그 값이 악된 온-칩 커패시

터 CO와 측정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CX를 갖고 있으며, 

이 두 커패시터의 한쪽 단자에 펄스를 인가하여 CINT에 

각각의 커패시턴스 값에 비례하는 하를 시킨다. 

즉, 그림 1의 (a)처럼 펄스의 상승 에지에 의해서 CX는 

QIN=ΔVIN×CX 에 해당하는 하를 CINT에 하고, 

그림 1의 (b)처럼 CO에 인가되는 펄스의 하강 에지에 의

해 CINT로부터 QOUT=ΔVIN×CO에 해당하는 하를 

유출시킨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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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 입력 펄스의 각 에지에서의 회로 동작 
(a) 펄스 상승 에지에서 CX에 의한 하 유출 
(b) 펄스 하강 에지에서 CO에 의한 하 유출

Fig. 1 Crcuit operation at each edge of input pulse 
(a) Charge leakage by CX at rising edge of pulse
(b) Charge leakage by CO at falling edge of pulse

본 회로에서는 CINT에 되는 하의 총량 QINT가 0

이 되도록 이러한 CX에 의한 커 링 횟수와 CO에 의한 

커 링 횟수의 비를 조정하여 그 비율로부터 두 커패시

턴스의 비를 구하게 된다. 를 들어, Co=1pF 이고, Δ

V=10㎷ 이며, 처음 CO커 링에 의해 -QOUT의 하를 

CINT에 축 한 다음, CX에 의해 총 201번의 하 이 

일어난 후 VL의 부호가 바 었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커패시턴스 CX는 5fF보다는 작고 4.975fF보다는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다시 CO에 의한 -QOUT  후, 

200번의 커 링에 의해 VL의 부호가 바 었다면, CX는 

5fF보다는 작고 4.988fF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커 링에 의한 하  횟수(N)가 증가할수

록 정확한 CX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방

식으로 발생하는 최  측정오차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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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D는 VL의 부호가 반 된 횟수, 즉 CO커 링 

횟수이며, N은 마지막으로 VL의 부호를 반 시켰을 때

의 CX커 링 횟수이다. 따라서 이론 으로는 커 링 횟

수인 D와 N을 증가시킴으로써 측정오차를 0으로 수렴

시킬 수 있게 된다.

Ⅲ. 회로 구성

제안한 비율 비교형 커패시턴스 측정 회로의 체 

블록도를 그림 2에 나타냈다. 여기서 체  회로는 크게 

아날로그 회로 블록과 디지털 회로 블록으로 나  수 

있으며, 아날로그 회로 블록에는 core라 표기한 연산증

폭기와 스 치 회로 그리고 비교기로 구성되어있고, 

디지털 회로 블록은 논리 회로 블록과 카운터 회로 블

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CINT와 CO는 값이 략 

악된 온-칩 커패시터이며, CX는 측정하고자 하는 커패

시턴스를 나타낸다. 

∼


는 스 치 S1, S2, S3, 그리

고 S4을 제어하기 한 신호로, 모두 기본 클록 신호를 

여러 상을 갖도록 분주하여 논리  합성을 통해 생성

한 것이다. 한 펄스 VIN을 인가하는  입력 단은 CX 혹

은 CO에 원하는 진폭으로 조정이 가능한 펄스를 인가 

할 수 있도록 설계 하 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커

패시턴스 측정을 해서 작은 진폭의 펄스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 제안된 커패시턴스 측정 회로
Fig. 2 Proposed capacitance measurement circuit 

먼  core부분 회로의 동작을 그림 3을 바탕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큰 값의 Co커 링으로 VL>0을 가정

하자. 이 경우에는 Cx에 의한 상승 에지 커 링으로 VL

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스 치가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S1은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S2는 꺼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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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phase1에서 S3가 켜져 NF 노드의 값을 VCM으로 

기화시킨다. 이후 상승 에지를 포함하는 phase2에서

는 S3가 꺼지고 S4가 켜짐으로서 커 링 하를 CINT에 

축 하도록 한다. phase3에서는 Phase1과 마찬가지로 

S4가 꺼지고 S3가 켜짐으로써 CINT의 하를 보 함과 

동시에 NF 노드 압을 다시 기화시킨다. phase4에서

는 CX에 작용하는 하강 에지에 의한 커 링 하가 CINT

를 우회하도록 여 히 S3는 켜지고 S4는 꺼진 상태를 유

지한다.

만약 ΔVINT<0 인 조건이라면 CO의 하강 에지 커 링

을 받아야 하므로 S1 신 S2가 켜져 있고, phase4에서만 

S4가 켜지고 S3는 꺼진 상태를 갖게 된다. 

그림 3. VIN의 각 phase별 스 치 동작 타이 도 
(VL>0 인 경우)

Fig. 3 Timing diagram of switch operation at each 
phase of VIN (when VL>0)

제안한 측정회로는 CO와 CX의 비율을 바탕으로 커패

시턴스 값을 계산하므로 정확한 CO값을 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CO의 측정은 2장에서 설명한 바와 동

일하게 이루어지되, 큰 커패시턴스 값을 가지는 외부커

패시터를 CX로 삼아 CO의 값을 구하게 된다. 즉, 알려진 

외부 커패시턴스 값과 CO값의 비율로부터 CO값을 측정

해낸다. 다만 이 경우에는 두 커패시턴스 값이 매우 커지

므로 커 링 하를 하는 CINT값도 커져야 하므로 

CINT에 큰 값을 갖는 온-칩 커패시터를 병렬 연결한다. 

한 기에 한번만 시행하면 되므로 낮은 주 수로 비교

 긴 시간에 걸쳐 정확하게 측정한다. 

제안한 회로에서는 CX와 CO는 각각 하나의 펄스에지

만을 활용하여 커패시턴스의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것

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에러를 보정하기 해서 

forward와 reverse의 두 가지 동작모드를 순차 으로 실

시하게 된다. 즉, 2장에서 CX는 펄스의 상승에지에서 커

링 동작으로 CINT에 하를 축 하고 CO는 펄스의 하

강에지에 커 링 동작으로 하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설명하 는데 (forward모드), 이 경우 펄스의 특성이나 

고정패턴의 잡음에 의하여 측정된 두 커패시턴스의 비

율에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보정하기 하여 

forward모드의 측정이 완료된 후, 자동 으로 커 링 동

작이 발생하는 펄스에지를 뒤바꾼 reverse모드를 시행하

게 된다. 즉, 펄스의 상승에지에 Co커 링으로 CINT에 

하를 주입하며, 하강에지에 Cx커 링으로 CINT로부터 

하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Cx와 Co의 비율 값을 다시 한 

번 구하게 된다. forward모드에 의해 측정된 비율 값과 

reverse모드로 측정된 비율 값을 각각 외부로 출력하며, 

외부에서는 이 두 데이터 값의 한 평균값으로부터 

에러를 제거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확한 커패시턴스 비율 값을 구하기 해서는 CINT

에 장된 QINT의 기 값이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즉, 최종 으로 비교기의 출력(VCTR)을 

반 시키는 VL값과 같은 VL 기 값을 갖도록 VL과 

QINT를 기화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forward와 

reverse모드의 각각의 측정이 시작되기  리셋모드를 

두고 VCTR이 반 되는 시 을 찾는 동작을 하도록 설

계하 다.

Ⅳ. 오차 발생 요인과 응 방안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회로의 주된 오차 발

생 요인들과 그에 한 응 방안들을 다루고자 한다. 주

된 오차 발생 요인들로는 MOS 스 치들의 채  하 주

입으로 인한 오차와 연산증폭기의 유한한 이득으로 인

한 오차가 있다. 

4.1. 채  하 주입으로 인한 오차 발생과 응방안

채  하 주입 효과는 스 치로 사용한 MOS 트랜지

스터가 턴-온에서 턴-오 로 상태 변화가 있을 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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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서 채 을 형성하고 있던 하가 드 인과 소스 터

미 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인근의 노드로 흘러 들어가

는 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림 2의 모든 스 치가 회로 동작에 향을 

미치지만 특히 연산증폭기의 출력 노드에 연결된 S3과 

S4스 치들의 채  하 주입 상이 결과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다. 이러한 상이 회로 동작에 있어 문제

가 되는 이유는 정확한 측정 결과를 해서는 CX혹은 

CO에 인가되는 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량만이 

CINT에 주입되어 VL값을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S3과 S4

의 채 로부터 빠져나가는 하가 직 으로 CINT로 

주입됨으로 인해서 VL값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특

히 측정하고자 하는 커패시턴스가 수 펨토 패럿 혹은 

그 이하인 경우에서 이러한 오차는 더욱 치명 으로 작

용한다. 그림 4에 2- 상 비 첩 클록 신호로 동작하는 

MOS 트랜지스터 스 치 S3와 S4가 온 상태에서 오  

상태로 바뀔 때, 발생하는 채  하 주입 상을 도식

화 하 다.

(a)

(b)

그림 4. 채  하 주입 효과 (a) S3로 인한 채  
하 주입 (b) S4로 인한 채  하 주입

Fig. 4 The channel charge injection effect (a) Charge 
injection by S3 (b) Charge injection by S4

각 트랜지스터 스 치의 채 에서 빠져나와 CINT로 

주입되는 하를 QINJ라 표기하고, 그로인해 커패시터의 

반 편 에 유도되는 반  극성의 하를 QIND라 표기

하 다. 한 S3과 S4가 턴-오  될 때, 발생하는 채  

하 주입 효과로 인해 VL에 오차 압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를 각각 ΔVINT+VERR1과 ΔVINT-VERR2로 표기하 다. 여

기서 만약 CINT에 주입되는 하 QINJ1과 QINJ2의 양이 같

다면 서로 상쇄되어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겠지만, 주입

되는 채 하량은 게이트-소스 압에 따라 달라지므

로 정확히 상쇄되지는 않는다. 즉, S3 트랜지스터는 항상 

소스 압이 VCM이지만 S4 트랜지스터의 소스 단자는 

VL로서 그림 5와 같이 최  ΔVL.MAX=ΔVIN×CO/CINT 만큼 

VCM과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림 5. VCM과 VL간의 최  압 차 
Fig. 5 Maximum voltage difference between 

VCM and VL 

따라서 게이트-소스 압에 따른 채 주입 하량의 

미스매치를 이려면 가  CINT를 증가시키고 ΔVIN는 

작게 하여 ΔVL.MAX를 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용하더라도 채  하 주입 상은 완 히 억

제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인 조치가 필요하다. 

4.1.1. 더미 스 치를 이용한 하 주입 소거

이러한 채  하 주입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CMOS 상보 스 치를 사용하거나  더미 

스 치를 삽입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CMOS 상보 스 치 용 방법은 NMOS 트랜지스터 스

치에 PMOS 트랜지스터 스 치를 병렬연결하고 두 

트랜지스터가 같은 타이 에 턴-오  되도록 하여 각

각의 채 에서 빠져나가는 반  극성인 하들이 서

로를 상쇄하도록 하여 채  하 주입 효과를 억제하

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서로 다른 타입의 채 을 가진 트

랜지스터의 사용으로 인해 완벽한 소자간의 매칭이 어

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두 트랜지스터의 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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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을 정확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차율을 

폭 증가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어 본 회로에 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미 스 치 방식은 그림 6에서와 같이 채 하가 

주입되는 노드에 주 스 치 NMOS의 반크기를 갖는 

더미 NMOS를 삽입하고 주 스 치 클럭(

 는 


)의 

반 상을 갖는 클럭(

 는 


)을 인가하여 주 스

치가 발생시키는 하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더미 스 치 클럭의 상이 주 스 치 클럭의 상과 정

확히 반 가 될 필요가 없으며, 약간의 지연시간을 가지

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림 6. 더미 스 치 용 회로
Fig. 6 Circuit applying dummy switch

본 회로에서 DS3와 DS4는 주 스 치 S3와 S4의 더미 

스 치이며 주 스 치가 턴-오  될 때 CINT쪽으로 주입

되는 하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width가 주 스 치 

NMOS의 1/2이 되도록 하 다. 이 경우, 주 스 치 

NMOS는 최소 설계 사이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체

인 채  하량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같은 N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소자간의 매칭에 

좋은 특성을 보이는 , 그리고 두 트랜지스터가 턴-오

 되는 타이 을 정확하게 제어하지 않더라도 체

으로 안정 으로 채  하 주입 상을 억제한다는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회로에서는 더미 스 치를 

이용하 다. 

4.2. 연산증폭기의 유한 이득으로 인한 오차 

VL은 (forward모드라 가정할 때) phase2(그림 3 참조)

에서 VCM+ΔVINT로 변하게 되고 이때 NF 노드의 압은 

유한 연산증폭기의 압 이득 AO에 의해 VCM-ΔVO/AO이 

되며, ΔQ=-CP×ΔVO/AO 만큼의 하가 CINT로부터 유출

된다. 이후 phase3에서 해당 하는 CINT로 복귀하지 않

고 S3에 의해서 소멸된다. 따라서 이는 오차의 한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상을 그림 7으로 도식화 하 다. CP는 

NF 노드에 존재하는 기생 커패시턴스를 의미하며 CX에 

연결되는 패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큰 값을 갖

는다. 

그림 7. phase2 에서 증폭기 유한이득으로 인한 하 유출
Fig. 7 Charge leakage caused by finite gain of 

operational amplifier at phase2

이와 같이 CINT로부터 유출되는 ΔQ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ΔVO 혹은 CP를 이거나 연산증폭기의 이득

인 AO를 증가 시켜야 한다. 이  CP는 설계를 진행하

며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에 한계가 있으며 ΔVO를 

이기 한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은 스

윙 폭을 갖는 클록을 펄스 입력 단에 인가할 수 있도록 

설계  용 하 다. 그리고 유출 하 ΔQ를 감소시

키기 한 가장 효과 으로 방법으로 높은 이득을 갖

는 폴디드 캐스코드 방식의 연산증폭기를 설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회로에 용하 다. 설계된 폴디

드 캐스코드 연산증폭기는 81dB의 DC 압 이득과 76

도의 상 마진 그리고 130MHz의 단  이득 주 수를 

갖는다. 연산증폭기의 AC시뮬 이션 형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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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산증폭기의 AC시뮬 이션 형
Fig. 8 AC Simulation waveform of OP-AMP

Ⅴ. 시뮬 이션  구

제안한 커패시턴스 측정 회로는 표  CMOS 0.18㎛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하고 검증하 다. 회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서 HSpice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

하 으며 원 압은 2.5V를 인가하 다. 시뮬 이션

을 해 외부에서 인가하는 클록 신호는 duty비가 50%

이고 주 수가 20MHz인 펄스를 사용하 다. 한 그림 

7에서 나타낸 CP는 2pF으로 측하여 회로에 용하고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 형은 그림 9와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a)

(b)

(c) 

그림 9. 10fF의 시뮬 이션 형
(a) 10fF의 시뮬 이션 결과 (b) forward모드에서의 
측정 결과 (c) reverse모드에서의 측정 결과
Fig. 9 Simulation waveform of 10fF

(a) Simulation result of 10fF (b) Simulation result at 
forward mode (c) Simulation result at reverse mo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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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그림 10. 1fF의 시뮬 이션 형
(a) 1fF의 시뮬 이션 결과 (b) forward모드에서의 
측정 결과 (c) reverse모드에서의 측정 결과
Fig. 10 Simulation waveform of 1fF

(a) Simulation result of 1fF (b) Simulation result at 
forward mode (c) The simulation result at reverse 

mode

시뮬 이션 결과에는 CINT에 축 되는 하량 QINT에 

따른 VL의 형, Cx의 커 링 횟수 N을 측정한 countx, 

그리고 Co의 커 링 횟수 D를 측정한 counto의 형이 

포함 되어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측정하고자 하는 커패시턴스인 

Cx에 임의의 값으로 각각 10fF과 1fF을 입력한 경우에 

해서 제안한 회로를 HSpice로 시뮬 이션 하여 얻은 

출력 형이다. 10fF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살펴보

면 200fF인 Co의 커 링 횟수 D와 10fF으로 입력한 Cx의 

커 링 횟수 N의 비가 forward와 reverse모드에서 모두 

1:20 으로 측정 되었으며 이 결과 값은 Co와 Cx간의 크기 

비와 일치하기 때문에 Cx가 정확히 측정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fF에 한 경우, forward모드에서는 D와 

N의 비가 1:138이므로 Cx는 1.4492fF이며, reverse모드에

서는 D와 N의 비가 1:261이므로 Cx는 0.7662fF인 측정 결

과를 얻었다. 이는 각 모드에서의 측정 결과 값이 임의로 

입력한 커패시턴스 Cx에 해 44.928%와 -23.372%의 오

차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측정하고

자 하는 커패시턴스의 스 일이 작아짐에 따라 고정 패

턴의 잡음과 펄스의 특성이 끼치는 부정 인 향은 증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orward와 reverse모

드에서 얻은 두 커패시터의 비율 값의 한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에러가 폭 제거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즉, 이 두 모드에서 측정한 비율로 구한 결

과 값 1.4492fF과 0.7662fF간의 조화 평균으로 측정하고

자 하는 커패시턴스 Cx를 다시 구하게 되면 그 값은 

1.0025fF이며 이는 임의로 입력한 1fF의 Cx에 해서 두 

모드 에 한 모드에서만 측정한 결과보다 월등히 은 

0.251%의 오차율을 갖는 다는 것을 보여 다. Cx는 Co

와의 비율 계에 의해 그 값이 계산되므로 조화평균을 

취함으로써 동일한 오차요인을 서로 상쇄할 수 있다. 실

제 측정에 있어서 측정 경험과 데이터 에 따라 사용

자가 forward와 reverse모드에서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설계에서는 이론 으로는 0.1fF 이하의 값을 측

정할 수 있도록 N카운터, D카운터를 15 비트로 설계하

다. S4스 치 항과 CINT에 의한 R-C 지연시간에 의

해 Co의 하가 모두 CINT로 옮겨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은 1ns 정도이며 이는 펄스에지 이후 S4가 켜져 있는 구

간, 즉 체 펄스주기의 1/8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VIN노드에 인가될 수 있는 펄스의 최  주 수는 

125MHz이다. 이에 따라 최  15비트 해상도의 커패시

턴스 데이터 측정 역폭은 략 2k sample/s이다. 제안

한 측정 회로의 속도를 향상 시키려면 하 송이 이

루어지는 노드에 치한 스 치 트랜지스터의 width를 

증가시켜 R-C지연시간을 여야한다. 하지만 트랜지

스터에 종속된 커패시턴스와 채  하 주입 효과는 트

랜지스터의 width 증가에 비례하므로 이는 측정 커패

시턴스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즉 데이터율과 

정확도는 trade-off 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채 선

폭의 감소와 소자 성능 개선에 따라 체 으로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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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회로는 표  CMOS 0.18㎛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하 으며, 그림 11은 해당 공정을 사용한 커패시턴

스 측정 회로의 이아웃이다. 칩의 우측은 연산증폭기

를 포함한 아날로그 회로이며 좌측은 컨트롤 로직과 카

운터 그리고 지스터를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회로이

다. 칩 코어의 면 은 270×215㎛
2
이며, 칩은 재 제작 

이다.

그림 11. 커패시턴스 측정 회로 이아웃 
Fig. 11 Layout of the capacitance measurement 

circuit

Ⅵ. 결  론

본 논문은 펨토 패럿 단 의 커패시턴스 측정을 

한 비율형 커패시턴스 측정 회로를 설계하고 평가하

다. 비율형 커패시턴스 측정 회로의 성능평가를 한 

HSpice 시뮬 이션에서 최  5fF의 커패시턴스까지 정

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그 보다 작은 1fF의 커패시턴스

에 해서는 ±0.3% 이내의 오차 범 에서 측정이 가능

함을 검증하 다. 하지만 실제 기생성분  2차 효과가 

온-칩 측정 회로의 정 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칩 제작 완료 후 실제 측정 실험의 결과를 토 로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

율형 커패시턴스 측정 회로는 기존에 제안된 측정 회로

들과는 달리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고도 아주 

작은  값을 갖는 펨토 패럿 단 의 커패시턴스를 

작은 오차 범  이내에서 측정해 낼 수 있는 장 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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