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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급 VCO 는 기존의 B 급 VCO 들에 비해 동일한 출력 전력 대비 낮은 위상 잡음 특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있다 [1]. 본 논문에서는 2.6-GHz 에서 자동조정 바이어스 회로 (adaptive bias
circuit)와 보조 B 급 cross-coupled 코어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스타트업을 구현한 C 급 VCO 회로
설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C 급 VCO 는 낮은 게이트 DC 전압으로 인한 필연적인 스타트업
문제를 갖고 있어 회로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1(a)는 제안된 C 급 VCO 의
회로도이다. 보조 B 급 코어는 DC 전력을 더 사용하지만 C 급 VCO 의 부족한 음저항을 보충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발진을 도모한다. 그림 1(b)는 자동조정 바이어스 회로의 회로도이다. 그림 2 는
스타트업을 확인하기 위한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2 에서 (a)는 보조 B 급 코어와
자동조정 바이어스 회로가 같이 사용된 경우이고, (b)는 보조 B 급 코어만 사용된 경우, (c)는 자동조정
바이어스 회로만 사용된 경우, (d)는 스타트업 개선 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C 급 VCO 의 경우이다.
제안된 VCO 의 경우인 (a)가 가장 빠른 발진 스타트업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회로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조정 범위는 2.4~2.65 GHz (3coarse) 이고, 1MHz 오프셋
주파수에서 -135 dBc/Hz 의 위상 잡음 특성을 가지며, DC 전력 소모는 3.48 mW 이다.

그림 1. (a) 제안된 C 급 VCO 회로. (b) 자동조정

그림 2. 각 경우의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비교

바이어스 회로. (c)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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