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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발진기의 면적 효율성과 주파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생성분 효과 제거 기법연구

A Study on Elimination Solution of Parasitic Effect to Improve Area Efficiency and 

Frequency Stability of Relaxation Osc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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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generate a clock source with low cost and high performance in system on chip(SoC), a relaxation 

oscillator with stable outpu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VT(process, voltage and temperature) fluctuation require a low area 

and a low pow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lution to reduce the current loss caused by parasitic components in the 

conventional relaxation oscillator. Since the slew rate of the bias current and the capacitor are adjusted to be the same 

through the proposed solution, a relaxation oscillator with low area characteristics is designed for the same clock source 

frequency implementation. The proposed circuit is designed using the TSMC CMOS 0.18um proces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relaxation oscillator using the proposed solution can prevent the current loss of about 279㎂ and reduce the 

total chip area by 20.8%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oscillator in the clock source frequency of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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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진기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외부의 입력신호 없이 회로 

자체의 동작에 의해 주기적인 특정 주파수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 

또는 장치로써 전자시스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biomedical devices, portable mobile devices and wireless 

sensor networks 같은 전자시스템은 SoC화되어가기 때문에 클록

발생기 역시 on-chip화가 되어져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클록발

생기 중 Crystal 발진기를 이용한 PLL은 구조상 On-chip화하기 

어렵고, LC 발진기는 안정된 성능을 가지나 큰 면적과 추가적인 

공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저항(Resistor), 커패시터

(Capacitor), 증폭기로 구성된 RC 발진기는 On-chip화가 가능하지

만 큰 면적 때문에 저항을 외부소자로 대체하여 사용해야한다. 그

러나 이완발진기(Relaxation oscillator)는 저전력, 저면적, cheap 

CMOS Digital process(on-chip BJT devices, MIM capacitors 

and area-inefficient inductors) 사용에 의한 저비용, PVT에 변

동에 따른 우수한 출력주파수 특성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On-chip 클록소스로써 널리 연구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1-4]. 

현재 일반적으로 On-chip화 되고 있는 이완 발진기는 커패시

터에 주기적으로 전류를 충전/방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슬루

율(slew rate=Iref/C)에 의하여 주파수(주기)인 fosc=Iref/(2CVref)를 

결정하는 구조로써 그 발진 주파수는 PVT 변동에 따른 바이어스 

전류 변화에 일정하게 하고, 비교기, S-R latch를 통하여 충전/방

전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우수한 발진 주파수 특성을 얻는다. 그러

므로 Vref가 고정되어 있다면 슬루율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인 Iref와 

C값을 조절 가능한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전력과 면적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력과 면적에서 효율적인 특성을 

갖는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기반

의 기존 이완 발진기 구조[5-6]에서 기생 성분에 의한 Iref의 순

간적인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여 슬루율에 의한 

동일한 발진 주파수를 출력하는데 기생 성분에 의한 전력손실을 

방지하고 칩 전체 면적을 줄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본론의 2.1장에서는 PVT 

변동에 둔감한 기존 이완 발진기 구조와 특성을 설명하고, 2.2장

에서는 이완 발진기의 전력손실 및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TSMC 0.18㎛ 공정을 기반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

였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3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본  론

2.1 기존 이완 발진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완 발진기는 일정한 바이어스 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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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커패시터를 충전하고 커패시터의 충전전압이 설정된 기준 

전압을 초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방전하는 방식을 이용한다[5]. 

그림 1은 일반형 이완 발진기를 개선한 기존 이완 발진기의 블

록도를 나타내며, PVT에 둔감하도록 설계되었다. 일반형 이완 발

진기에 사용되는 비교기의 바이어스 기준 전류와 스위칭 지연은 

온도에 의존적이고 이때 발진 주파수는 바이어스 전류와 비교기 

지연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발진 주파수가 온도에 민감하

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기존 이완 발진기로 개선되었다. 

그림 1 기존 이완 발진기 회로도[6]

Fig. 1 Conventional relaxation oscillator circuit[6]

이 발진기는 PMOS 스위치, NMOS 스위치, 커패시터(C=C1=C2)

로 구성된 타이밍단과 비교기의 지연시간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고속 CS(Common source) 증폭단 그리고 래치단으로 구성된

다. 기존 이완 발진기는 완전 차동방식으로 타이밍단의 P1, P2는 

C1, C2를 충전하고, N1, N2는 C1, C2를 각각 방전함으로써 램프

신호(Vramp=Vramp1=Vramp2)를 출력하고 식 1과 같이 램프신호 지연

시간의 합은 발진 주파수를 결정한다. CS 증폭기단는 타이밍단의 

램프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래치단에 펄스신호를 제공하고 래치단

은 발진 주파수를 갖는 클럭소스를 출력한다. 램프신호가 CS 증

폭기와 래치단을 거쳐 발생하는 지연시간은 Tramp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발진 주파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바

이어스 전류는 식 2와 같으며, 식 3과 같이 발진 주파수는 바이

어스 전압, 램프전압, 커패시터 값에 의해 결정된다[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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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존 이완 발진기는 금속형 커패시터를 사용하고 밴드갭 

회로를 통하여 온도와 공급전압 변화에 영향이 없는 바이어스 전

류와 램프전압을 제공하기 때문에 온도와 공급전압 변화에 둔감

한 발진 주파수를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스위칭 역할을 하는 

CMOS의 공정변수 문턱전압은 최대 20%의 변화 폭을 갖기 때문

에 공정에 따른 발진 주파수가 민감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3-bit 디지털 트리밍 회로를 추가 적용하여 디지털 코드

로 바이어스 전류를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존 이

완 발진기는 PVT 변동에 둔감한 클록소스 주파수를 출력할 수 

있다[6]. 

2.2 제안하는 저면적 이완 발진기

2.2.1 제안하는 솔루션

기존 이완 발진기는 PVT 변동에 안정적인 발진 주파수를 얻

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낮은 주파수의 클록소스가 필요한 회

로에 적용할 때 고정 바이어스 전류에서 발진 주파수를 결정하는 

커패시터 값이 증가한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는 칩의 면적과 연

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면적, 저전력 칩을 설계하는데 제한이 있

다. 그림 2는 기존 이완 발진기 타이밍단의 P1의 기생 커패시터 

성분을 보여주며 P1과 N1의 on/off 에 따른 회로 연결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기생 성분에 의한 누설전류(ICp) 및 전체 바이어

스 전류(ITotal_bias)는 식 (4), (5)와 같다. P1이 off이고 N1이 on일 

때 총 기생 커패시터(Cp)의 양단에 전압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Cp가 충전되고 P1이 on, N1이 off가 되면 충전된 만큼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C1에 더해지기 때문에 전류손실과 발진 주파수가 증

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8-9]. 식 (5)와 같이 기존 이완 발진기

의 고정 바이어스 전류의 순간적인 증가는 발진 주파수 

fosc=Ibias/(2CVramp)는 증가뿐 만 아니라 안정적인 클록소스 제공

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정된 낮은 발진 주파수를 구현하

기 위해서는 커패시터의 용량을 증가시켜야하는 단점이 있다[6].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타이밍단의 스위칭 PMOS에서 발생하는 

누설절류를 제거하고 램프신호를 안정적으로 출력함으로써 고정 

바이어스 전류에서 특정 발진 주파수를 구현하는데 있어 커패시

터의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4)

                    (5)

제안한 방법은 기존 이완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를 출력하는 

메커니즘은 같으나, 타이밍단에 방전용 NMOS(ND1) 추가 적용하

는 간단한 방법으로 전류손실을 막고 칩 면적을 줄일 수 있다. 

그림 3은 제안한 방법이 적용된 이완 발진기 타이밍단의 기생 

성분를 나타내며 P1, N1, ND1의 on/off에 상태에 따른 동작을 보

여준다. 이는 P1이 off되고 N1이 on 상태일 때 ND1이 on이 되어 

바이어스 전류를 GND로 흘려보냄으로써 기생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차이(VCp)를 제거했기 때문에 전하가 충전되는 것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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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존 이완 발진기의 타이밍단 기생 커패시터와 연결 상태

Fig. 2 Parasitic capacitors and connected state of timing 

stage in conventional relaxation oscillator 

그림 3 제안하는 솔루션을 갖는 이완 발진기의 타이밍단 기생 

커패시터와 연결 상태

Fig. 3 Parasitic capacitors and connected state of timing 

stage in relaxation oscillator with proposed solution

그림 4 제안하는 솔루션이 적용된 이완 발진기 회로도

Fig. 4 Relaxation oscillator circuit with proposed solution

 

그림 5 제안하는 솔루션을 갖는 이완 발진기와 기존 발진기의 

바이어스 전류 시뮬레이션

Fig. 5 Total bias current simulations of relaxation oscillator 

with and without proposed solution

그림 6 제안하는 솔루션이 적용된 이완 발진기와 기존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 오차 시뮬레이션

Fig. 6 Oscillation frequency error simulations of relaxation 

oscillator with and without proposed solution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안한 구조는 기생 성분에 의한 영향을 줄임으로써 

식 (6)과 같이 고정 바이어스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

정적인 발진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8-9]. 

   ∵                    (6)

2.2.2 제안한 솔루션 적용된 이완 발진기 모의실험

앞장에서 논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Cadence 사의 specture 툴을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는 제안한 솔루션이 적용된 이완 발진기의 전체 회로도를 

나타내며 TSMC 0.18 ㎛ CMOS 공정에서 공급전압 1.8V를 인가

하고 센서 신호처리용 클록소스 주파수 96 ㎒를 목표로 설계하였

다. 제안한 솔루션 적용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발진 

주파수를 결정하는 고정 바이어스 전류 48.5㎂, 발진 커패시터

(C1, C2) 146.7fF(8.51 ㎛ × 8.51 ㎛)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모의실

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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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46.7fF의 발진 커패시터(8.51㎛×8.51㎛)를 갖는 제안

하는 이완 발진기와 기존 이완 발진기의 FFT 시뮬레

이션 결과

Fig. 7 FFT results of proposed and conventional relaxation 

oscillators with oscillator capacitor of 146.7fF(8.51㎛

×8.51㎛) 

(a)

(b)

그림 8 클록 소스 96㎒ 구현을 위한 이완 발진기 레이아웃 사

이즈 (a)기존 이완 발진기 (b)제안하는 이완 발진기

Fig. 8 Layout of relaxation oscillator for clock source 96㎒ 

(a)without proposed solution (b)with proposed 

solution

먼저, 그림 5는 기생 성분에 의한 순간적인 바이어스 전류 증

가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로 기존 이완 발진기 구조는 타이밍단의 

PMOS(P1, P2)가 off 시 기생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하가 PMOS

가 on으로 스위칭 되면서 발진 커패시터로 이동하기 때문에 순

간적으로 279.1㎂의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전류는 그림 6과 

같이 커패시터의 충전시간을 변화시켜 발진주파수 오차를 야기하

지만 제안한 구조에서는 PMOS(P1, P2)가 off되었을 때 NMOS 

(ND1, ND2)를 통하여 기생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차이를 제거하였

기 때문에 순간적인 전류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7은 동일한 조건에서 제안한 솔루션 적용 전 후의 발진 

주파수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수행한 결과로 적용 후 

기생 성분에 의한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주파수가 증가하는 문제

를 해결하였다. 기존 이완 발진기의 경우 고정 바이어스 전류에

서 96 ㎒의 클록소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발진 커패시터(C1, 

C2)의 용량을 증가시켜야한다. 이는 이완 발진기에서 낮은 발진 

주파수를 필요로 할수록 커패시터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이 증

가하기 때문에 칩 전체 면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본 논문

에서는 그림 8과 같이 실제 레이아웃을 통하여 그 면적을 비교

하였다[10]. 그림 8은 고정 바이어스 전류에서 96㎒의 클록소스

를 구현할 때 이완 발진기의 전체 칩 면적을 나타내며 기존 이

완 발진기의 발진 커패시터를 195.9fF까지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

에 제안한 솔루션이 적용될 때 기존 전체 칩 면적의 20.8%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표 1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솔루션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제안된 솔루션을 적용한 이완 발진기는 기생 성분

에 의한 발진 주파수의 영향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저면적으로 

96 ㎒의 안정적인 클록소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제안하는 이완 발진기와 기존 이완 발진기 시뮬레이션 

결과

Table 1 Simulation results of relaxation oscillator with 

proposed solution

Conventional 
circuit [6]

Proposed 
circuit

Process[㎛] TSMC 0.18 TSMC 0.18

Supply voltage[V] 0.18 0.18

Bias current[㎂] 48.5 48.5

Clock source[㎒] 96 96

Oscillator capacitor value 
[fF]

195.9 146.7

Oscillator capacitor area 
[㎛2]

9.85×9.85 8.51×8.51

Total area [㎛2] 121.46×55.46 112.46×47.46

Betterment proportion 
[%] 

20.8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 저면적, 저비용으로 PVT에 변동에 따

른 안정된 발진 주파수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존 이완발진기

로 부터 기생 성분에 의한 전류손실을 제거함으로써 발진 주파수 

에러를 줄이고 칩 전제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제안된 솔루션을 적용한 이완 발진기는 동일한 클록소스 구현시 

불필요한 전류손실을 줄임으로써 기존 이완 발진기에 비해 칩 전

체 면적을 20.8%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된 이완 발진기는 

SoC에서 전류손실에 의한 오류 없이 저면적 특성을 갖는 안정된 

클록소스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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