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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전압 제어형 카오스 신호 발생회로를 설계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특성을 해석 하였다. 제안하
는 CMOS 회로로 이루어지며, 카오스 특성의 전압 제어형 오실레이터의 온도 변화에 따른 특성해석을 실시하였다. 

제안하는 회로는 2상 클럭의 샘플앤드회로 3개의 MOS 소자로 이루어지는 비선형 함수 블록과 소스 팔로워로 이루어
지는 레벨 쉬프터로 구성된다. SPICE 모의실험을 통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비선형함수의 전달함수 변화를 통하여, 분
기도 특성, 주파수 특성 등의 카오스 다이나믹스가 변화됨을 확인 하였다. 또한 25℃ 의 온도 조건에서, 제어전압 1.2 

V – 2.3 V 범위에서, 카오스 신호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temperature analysis of the chaotic behavior in the voltage controlled CMOS 
chaotic circuit. The circuit is based on a simple nonlinear function block which is needed for chaotic signal 
generation. It consists of a NFB (nonlinear function block), a level shifter and non-overlapping two-phase clock 
for sample and hold. By SPICE simulation, chaotic dynamics such as frequency spectra and bifurcation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variations were analyzed. And, it was showed that the circuit can generate discrete 
chaotic signals within control voltage in the range from 1.2 V to 2.3 V in a specific temperature condition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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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카오스 이론은 대표적인 비선
형 동력학 이론의 하나로, 물리학, 공학을 비롯한 여러 분
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1]. 이러한 비선형 동
력계의 카오스 현상을 공학적으로 응용하려는 시도가, 암
호통신, 신경망이론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카오스 이론의 공학적, 특히 전자공학적 응용분야를 살펴
보면 카오스 메모리, 다치논리 시스템, ΣΔ 변조기, 이미
지프로세싱, 패턴인식, 카오스를 이용한  신호의 송수신, 
카오스 뉴런을 이용한 인공지능 및 신경망 분야가 두드

러지다 할 수 있다[1-4]. 카오스 신호를 이용한 통신연구
는 카오스 신호의 초기치 민감성으로 인한 동기화 문제
에 대하여, 1990년 Pecora[5]가 카오스 시스템을 적절한 
부시스템으로 분리할 경우 조건적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응용
에 필요한 카오스 신호 생성회로는 혼성 전자회로 구현
을 거처, 최근에는 반도체 집적회로로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카오스 회로가 제안된 바가 있다[6-9]. 카오스 신
호는, 연속형과 이산형으로 나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산형 카오스 신호 생성회로에 대하여 다룬다.  안정된 
성능의 카오스 응용시스템 구현에는 카오스 신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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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의 제어용이성, 안정성, 저전력 및 소형화가 요구되
어지게 마련이다[7,9]. 지금까지는, 카오스 회로의 경우, 
제어전압 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러나,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집적회로로 구현되는 경우, 
안정적인 카오스 신호 생성을 위하여 반도체의 온도에 
따른 특성변화를 고려해야 한다[10]. 

본 논문에서는 전압제어형 카오스 회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온도변화에 따른 특성해석을 실시한다. 제안
하는 카오스 집적회로는 이산시간 전압모드로 2상 클럭
에 의해 동작되며, 비선형함수, 샘플앤드홀드 블록 등으
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회로는 0.6 ㎛ CMOS 공정의 파라
메타를 이용하여 SPICE 모의실험을 통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시간파형, 주파수특성 및 분기도 등의 카오스 특성
변화를 분석한다. 

2. 온도특성 분석을 위한 카오스 회로

일반적으로 이산형 카오스 신호는 다음과 같은 차분 
방정식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6,7].

               (n+1) =  ((n)) (1)

여기에서 는 신호의 상태변수를 나타내며, 비선형 
함수 를 통하여 출력신호의 입력 귀환에 의해 카오스 
신호가 생성 될 수 있다. 카오스 신호 생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비선형 함수가 요구된다[7].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을 분석해 보면, 이산형 카오스 신호를 생성
하기 위하여 대부분 1개의 비선형함수를 사용해 왔다[7]. 
일반적으로, 카오스 신호생성에 필요한 비선형 함수를 어
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카오스 회로의 구조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회로와는 다르게, 
2개의 비선형함수, 즉 범프형 비선형 함수와 전압변화 유
도를 위한 레벨시프터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회로를 제안
한다. Fig. 1에 나타나 있다시피, 1개의 비선형 함수 
(NFB)와 2상 클럭에 의해 구동되는 샘플앤드 홀드 블럭 
및 레벨 쉬프터 등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온도해석을 
위한 이산형 카오스 회로는 다음과 같은 1차원 차분 방정
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n+1) = g ․  ((n-1),  ) (2)

여기에서 는 상태변수, 는 온도변수를 나타내며, 

와 g는 각각 비선형함수와 레벨 쉬프터를 나타낸다.

 

[Fig. 1] Proposed block diagram of chaotic circuit for 

chaotic signal.

[Fig. 2] Voltage controlled chaotic circuit for temperature 

analysis

온도특성 해석을 위한, 카오스회로를 Fig. 2에 나타냈
다. 제안하는 회로는 2상 클럭으로 구동되며, 3개의 MOS
로 이루어지는 비선형함수(NFB : nonlinear function block)  

와 레벨 쉬프터 g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회로는 동작 
원리는, 카오스 생성회로의 입력 Xn 이 비선형 함수회로
(NFB)를 거치며 스위치 Ms1을 통하여, 레벨 쉬프터의 입
력으로 연결되고, 그 출력 Xn+1이 스위치 Ms2를 거쳐 다
시 입력으로 귀환된다. 함수 (NFB)는 카오스 신호 생성
에 필요한 비선형 함수를 구현한다. Fig. 3은 비선형함수
와 레벨 쉬프터의 온도변화에 따른 전달특성곡선을 나타
낸다. Fig. 3(a)에서 보듯이, NFB의 전달특성 곡선이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입력전압이 낮은 경우에 피크점과 
함께 아래로 이동하며, 입력전압이 높아지는 경우 위로 
이동함을 나타낸다. 한편 리벨쉬프터의 경우, 온도증가에 
따라 츨력특성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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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 Transfer curves of the nonlinear function (a)  

block (NFB) and (b) level shift block under the 

temperatures fluctuation.

3. 온도변화에 따른 카오스 회로 해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산형 카오스 회로의 온도 변
화에 따른 대하여 SPICE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특성변화
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SPICE 파라미터는 0.6 ㎛ CMOS 
공정파라미터이다. 제안하는 회로는 전원전압 3.3 V와 
제어전압 Vc1의 변화에 따라, 클럭 주파수 20 ㎑에서 구
동되도록 하였다. 카오스 회로의 특성변화를 분석하기 위
하여, 총 6개의 온도조건 즉, -50℃, 0℃,  25℃, 50℃, 7
5℃, 100℃로 설정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4(a)
에서 보듯이, 낮은 온도에서는 카오스 신호 생성이 되지 
않고 3주기성 신호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0℃의 경우
Fig. 4(b)의 시간파형에서 보듯이 출력특성이, 0.8 V ~ 
1.5 V 범위에서 카오스 특성의 신호가 생성됨을 알  Fig. 
4는 제어전압 Vc1를 1.5 V로, Vc2 = 1 V 고정한 상황에
서, 온도 변화에 따른 특성을 시간파형으로 나타낸 것이
다. -50℃의 경우, 출력전압이 Fig. 4(a)의 시간파형에 수 
있다. 마찬가지로, 25℃, 50℃의 경우, Fig. 4(c)와 (d)에서 
보듯이, 각각,  0.9 V ~ 1.5 V와 1.0 V ~ 1.45 V 범위에서 
또 다른 카오스 신호가 생성된다. 한편 75℃의 경우, 1.0 
V ~ 1.5 V에서 4주기 특성의 신호가 생성된다. 마찬가지
로, 100℃의 경우, Fig. 4(f)의 시간파형에서 보듯이 2주기
성의 특성을 보인다.   

       

   

(a) -50℃

(b) 0℃

(c) 25℃

(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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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75℃

 

(f) 100℃             
[Fig. 4] Generated time signals of the chaotic circuit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Fig. 5 는 온도 변화에 따른 출력신호의 주파수의 특성 
변화 분석 그림이다. 제어전압 조건과 온도조건은 Fig. 4
와 동일하게 하였다. -50℃의 경우, 출력전압이 Fig. 4(a)
의 시간파형에서 보듯이 3주기성의 신호가 생성됨을 볼 
수 있다. Fig. 5(a)는 Fig. 4(a)의 조건 즉 -50℃의 경우로, 
출력전압의 주파수 피크가 2개를 나타내며 전형적인 3주
기의 펄스임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Fig. 5(b),(c),(d)는 
0℃, 25℃, 50℃의 경우로, 출력전압이 전체 주파수 영역
에 걸쳐 주파수 성분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카오스 신호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5 (e)는 75℃의 경우로, 출력전
압의 주파수 피크가 3개, 즉 4주기성을 나타낸다. 마지막
으로, Fig. 5(f)는 100℃의 경우로, 출력전압의 주파수 특
성으로 1개 펄스, 즉 2주기성을 나타낸다.

(a) -50℃

 

(b) 0℃

(c) 25℃

(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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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75℃

(f) 100℃

  

[Fig. 5] Frequency analysis of the chaotic circuit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Fig. 6은 온도 변화에 따른 출력신호의 상태천이도
(state transition diagram)이다. 제어전압 조건과 온도조건
은 Fig. 4와 동일하게 하였다. 각각, -50℃의 경우에 해당
하는, Fig. 6(a)는 카오스 회로의 출력에 대한 상태 천이
도 으로 최종적인 궤적이 3주기성의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Fig. 6(b),(c),(d)는 각각, 
0℃, 25℃, 50℃의 경우로, 카오스 회로의 출력에 대한 상
태 천이도가,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다른 궤도를 그리
는 카오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Fig. 6(e)는  75℃의 경
우로, 카오스 회로의 출력에 대한 상태 천이도가 4주기성 
패턴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으로, Fig. 6(f)는 100℃의 경우로, 상태 천이도에서, 최종
적인 궤적이 2주기성의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a) -50℃

(b) 0℃

 

(c) 25℃

(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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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75℃

(f) 100℃
[Fig. 6] Transistion diagram analysis of the chaotic circuit 

according to temperature variation

마지막으로 고정된 온도에서 제어전압의 변화에 따른 
분기도를 구하였다. Fig. 7은 온도 변화에 따른 분기도로, 
그림에서 보듯이, 제어전압 조건에 따른 주기상태에서 카
오스 상태로 분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a)의 경우 
온도 -50℃ 일 때의 분기도이다. 제어전압이 0 V < Vc1 
<1.0 V 일 때 2 주기특성을 보이며, 

4주기성으로 분기하다가, 1.1 V < Vc1 < 1.4 V 일 때 
카오스 특성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제어전압
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3주기 특성을 나타내며, 2.41 V 
< Vc1 <2.6 V 일 때 다시 카오스 신호가 생성된다. 제어
전압 Vc1이 2.6 V 이상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일
정한 출력전압으로 수렴되는 평형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온도조건이  25℃ 일 때, 제어전압 Vc1에 따른 분기
도를 Fig. 7(b) 에 나타내고 있다. Fig. 7(a)와 비교해 볼 
때, 카오스 신호가 생성되는 제어전압 구간이 1.4 V < 
Vc1 < 2.4 V 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제어전압이 1. 4V 
이하일 경우, 2주기와 4주기성을 보이며, 제어전압이 2.4 
V 이상일 경우 평형상태로 수렴됨을 보여주고 있다.

(a) -50℃

(b) 25℃
[Fig. 7] Bifurcations of output voltage according to control 

voltage (Vc1)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카오스 회로의 분석을 
위하여, 전압제어 방식의 이산형 카오스 회로를 제안하였
다. 제안하는 회로는 비선형 함수 블록과 레벨 쉬프터로 
이루어지며, 2상 클럭으로 구동된다. 온도조건을 6가지로 
하여 회로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시간파형, 주파
수 특성, 천이특성 및 분기도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도변화에 따라, 비선형함수와 레벨 쉬프터의 전
달특성곡선이 미소한 변화와 또, 전체 회로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온도조건에 따라, 제어전압의 제한된 
영역에서만, 카오스 신호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향후, 
안정적인 카오스 신호 생성을 위하여, 카오스 회로 설계
시, 이러한 온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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