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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란?1

설립일자 : 1976.12.30.

소재지 :대전시유성구가정로 218

대표전화 : 042-860-6114

설립목적및성격 : 정보, 통신, 전자, 방송및관련융·복합기술분야의새로운
지식과기술을창조개발하고이를제공보급함과아울러
정보통신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함으로써경제/사회
발전에기여를목적으로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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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란?  - 조직 및 인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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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종료사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나노소자 기반

회로설계 기술개발

유비쿼터스단말용

부품모듈 기술개발

45nm급 혼성 SoC용

아날로그 회로기술

Analog IP 38종

Digital IP 22종
영상/음향/환경 센서인터페이스 칩

65/45nm Analog IP 30종

Analog IP 검증 플랫폼

연구개발 로드맵2

스마트&그린 빌딩용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노드 플랫폼 개발

종료사업

종료사업

온습도 센서 ROIC

MEMS 마이크로폰 ROIC

국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제동장치용 기능 통합 SoC 개발

3D 공간터치 다중감지

센서시스템 반도체

Wheel Speed Sensor I/F

CAN Tranceiver

유압센서 모니터링용 ADC

아날로그-프런트 엔드

모션인식 DSP



5 혼성신호처리연구실

영상, 음향, 환경, 생체 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고, 

가공된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회로

스마트폰

디지털

텔레비젼

국내외 CMOS 미세화 공정 활용
[45nm ~ 130nm]

혼성신호처리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무선통신

셋톱박스

의료정보

처리기기

노트북

응용분야
요구사항

회로구조 및
핵심IP개발

시스템반도체

제품 제작

미세공정
설계 노하우

< 주요 응용분야> ADC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기)

DAC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

SDM (과표본화 신호변환기)

PLL   (클럭신호 합성/발생기)

PMIC (전원부 관리제어 집적회로)

핵심 아날로그 IP

ADC
DAC

PLL
SDM

PMIC

시스템반도체 제품

45nm~130nm 아날로그 IP 기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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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가능 아날로그 IP 

과표본화

신호변환기 IP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 IP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기 IP

12bit 200MSps 파이프라인 ADC (45nm)

클럭 합성/발생기

IP

10bit 200MSps 순차접근방식 ADC (65nm)

6bit 1GSps 플래쉬 ADC (45nm)

[45nm~130nm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기 IP 30종 확보]

12bit 330MSps 비디오 신호처리용 DAC (45nm)

10bit 200MSps 전류구동방식 DAC (65nm)

[45nm~130nm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 IP 15종 확보]

20KHz 105dB 동적영역 오디오 신호처리 SDM (130nm)

10MHz BW 70dB 동적영역 통신신호 처리 SDM (65nm)

[45nm~130nm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 IP 10종 확보]

1psRMS/400MHz 클럭신호발생기 (45nm)

2GHz 클럭신호 발생기 (65nm)

[45nm~130nm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 IP 15종 확보]

45nm~130nm 아날로그 IP 기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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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환경센서 통합형 Read-out IC 

센서 인터페이스 기술6

설계결과구조도

<통합형 ROIC 칩/보드>

온도(전압)/습도(정전용량)/가스(저항) 센서 신호처리

가변이득 정전용량-전압 변환기 내장

저전력/초소형 14비트 ADC 구현

전원전압 : 2.4~ 5.5V

동작속도 : ~ 500 kHz

입력범위(전압) : 1.0Vp-p

입력범위(정전용량): 14~40pF

입력범위(저항) : 10K ~ 1MΩ

전력소모 : 2.72mW (@3.0V)

공 정 : 0.18um CMOS

칩 면적 : 1.40 x 1.40mm2

Core 면적 : 0.63 x 0.60mm2

온도(전압)/습도(정전용량)/가스센서(저항)의 출력신호를 처리 가능한 통합형 ROIC

센서노드용 넓은 정전용량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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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