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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IS 응용을 위해 제한된 폭을 가지는 10비트 50MS/s 0.13um CMOS 3단 파이프라인 ADC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DC는 CIS에서 사용되는 1.8V~2.8V 및 1.2V 등 두 종류의 전원전압을 통해 넓은 범위의 아날로그 신호를 1.2V
의 낮은 전압 기반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또한 2개의 잔류 증폭기에 적용한 증폭기 공유기법은 각 단의 증폭동작에 
따라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증폭기의 성능을 최적화 하여 전력 효율을 더욱 향상시켰다. 동일한 구조를 가진 3개의 4b 
FLASH ADC에는 래치만으로 구성된 비교기와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통해 면적과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였다.  제안하는 ADC
는 0.35um thick-gate-oxide 트랜지스터를 지원하는 0.13um CMOS로 설계 및 모의실험 하였으며, 레이아웃 된 칩 면적은 
0.53mm2이고, 아날로그용 2.5V 및 디지털용 1.2V의 전원전압에서 총 18.2mW의 전력을 소모한다.

Abstract

This work proposes a skinny-type 10b 50MS/s 0.13um CMOS three-step pipeline ADC for CIS 

applications.  The proposed ADC converts analog signals in a wide-swing range into low voltage-based 

digital data under two kinds of supply voltages of 1.8V~2.8V and 1.2V for CIS, respectively.  An 

op-amp sharing technique employed in residue amplifiers properly controls currents depending on the 

amplification mode of each pipeline stage, optimizes the performance of op-amps, and improves the 

power efficiency.  In three 4b FLASH ADCs, comparators composed only of latches and interpolation 

schemes minimize area and power consumption.  The ADC, designed and simulated in a 0.13um CMOS 

to support 0.35um thick-gate-oxide transistors, occupies 0.53mm2 and consumes 18.2mW with 2.5V for 

analog and 1.2V for digital power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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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상 CMOS image sensor (CIS) 제작 시 수용 

가능한 조도의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넓은 

신호 범위가 요구되므로 일부 아날로그 회로에서

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원전압을 사용한다.  그 반

면,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image signal 

processor에서는 전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낮

은 전원전압에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므로 CIS 

응용을 위한 A/D 변환기 (ADC)는 넓은 범위의 

아날로그 신호를 낮은 전압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

환해야 한다.  또한 ADC를 작은 면적에 한쪽 폭

을 제한하는 형태로 제작하면, 제한된 면적에 CIS 

구성 블록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8V~2.8V 수준의 아날로그 전원전압 A 

및 디지털 전원전압 DH와 1.2V의 낮은 디지털 전

원전압 DL을 동시에 사용하는 10비트 50MS/s 파

이프라인 ADC를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ADC

는 작은 면적에 높이를 400um 이하로 제한하여 

면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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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하는 ADC 전체 구조

제안하는 10비트 50MS/s ADC는 그림 1과 같이 각 

단에서 4비트를 결정하는 3단 파이프라인 구조로 설계

하였다.  이때 외부 VGA로부터 전달되는 2.4Vp-p의 

넓은 입력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multiplying D/A 

converter (MDAC), FLASH ADC, 기준전류 및 전압

회로, 클록 발생기는 thick-gate-oxide 트랜지스터로 

제작하여 높은 전원전압에서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반면, 디지털 교정회로 및 분주기는 thin-gate-oxide 

트랜지스터로 제작하여 낮은 전원전압에서 낮은 전압 

기반의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 제안하는 10비트 50MS/s 0.13um CMOS ADC

Fig. 1. Proposed 10b 50MS/s 0.13um CMOS ADC.

Ⅲ. 제안하는 ADC의 주요 회로 설계기법

1. 증폭 동작에 따른 전류 조절을 통해 전력 효율성을 

강화한 증폭기 공유기법기반의 MDAC

제안하는 MDAC의 2단 증폭기에는 그림 2(a) 및 

(b)와 같이 각각 85%의 전류와 15%의 전류가 흐르

는 경로가 분리되어 있고 그 중 15%의 전류가 흐르

는 경로에 스위치를 연결하여 클록 Q1B를 통해 제

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증폭

기 공유기법과 비교할 때, MDAC2의 증폭 동작 시 

증폭기에 소모되는 전력을 8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증폭기 공유 기법은 MDAC1과 

MDAC2의 입력 단을 분리하고 입력 단 하단에 연결

한 스위치를 통해 클록 신호에 따라 입력 단을 적절

하게 선택하는 한편, 선택되지 않은 입력 단을 번갈

아 리셋 시킴으로써 메모리 효과를 제거하였다 [1].

(a)

(b)

그림 2. 제안하는 증폭기 공유기법 기반의 MDAC :

        (a) MDAC1 및 (b) MDAC2 증폭 동작

Fig. 2. Proposed op-amp sharing technique :

        (a) MDAC1 and (b) MDAC2 operations.

2. 전력 및 면적 효율성을 갖는 4비트 FLASH ADC

각 단의 4비트 FLASH ADC에서는 입력신호 범

위가 2.4Vp-p로 4비트 해상도에 대한 오프셋 허용

오차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프리앰프 없

이 래치만으로 비교기를 구성하여 전력과 면적을 줄

였다.  또한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샘플링 

커패시터가 있는 입력 단의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FLASH ADC2 및 FLASH ADC3에서는 저항 열을 

공유하여 추가적으로 전력 및 면적을 줄였다.  한편, 

래치의 입력 NMOS 트랜지스터 드레인 노드에 버퍼 

역할을 하는 풀-다운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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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단에 전달되는 킥-백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

였다 [2].

그림 3. 프리앰프 없이 래치만으로 구성한 비교기

Fig. 3. Comparator composed of only a latch 

without a pre-amp.

3. 이중 전원전압 ADC를 위한 레벨-쉬프트 회로

그림 4(a) 및 (b)의 회로는 각각 클록 신호와 

디지털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회로이다.  그

림 4(b)의 구조에서 인버터의 논리 문턱전압

은 1.2V의 낮은 전원 전압으로 인해 0.6V 수

준으로, 1.8V 이상 높은 전압의 클록 신호와 

디지털 데이터가 인가되면 그림 5와 같이 상

승위치보다 하강위치의 지연시간이 더 길어지

게 된다.  그 결과, 중첩되지 않는 두개 클록 

신호의 경우 상승위치 및 하강위치가 왜곡되

어 중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클록 신호는 

그림 4(a) 구조의 회로를 사용하여 변환하는 

반면,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 상승위치 및 하강

위치의 지연시간 차이로 인해 신호가 왜곡될 

염려가 없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트랜지스

터의 개수가 더 적은 그림 4(b)의 구조를 선

택하였다.

(a) (b)

그림 4. 제안하는 ADC의 레벨-쉬프트 회로 : (a) 클록 신

호를 위한 회로, (b) 디지털 데이터를 위한 회로

Fig. 4. Level-shifters employed in the proposed ADC 

: (a) for clock signal and (b) for digital data.

그림 5. 상승 위치 및 하강 위치의 지연시간 차이

Fig. 5. Delay mismatch in rising and falling edges.

Ⅳ. 모의실험 결과 및 예상 사양

제안하는 10비트 50MS/s ADC는 0.35um 

thick-gate-oxide 트랜지스터를 지원하는 

0.13um CMOS 공정으로 설계 및 모의실험 

하였다.  그림 6은 OVF 및 UDF를 포함한 5

개의 주요 차동 입력신호 (±1.202V, ±0.6V, 

0V)와 클록주기에 따른 10비트 디지털 출력

코드를 나타낸다.  전체 ADC의 소모 전력은 

전형적 조건인 2.5V 및 1.2V 전원전압에서 

18.2mW이며, 레이아웃 된 칩 면적은 

0.53mm2이다.

그림 6. 제안하는 ADC의 10비트 출력코드 모의실험결과

Fig. 6. Simulation result of the proposed 10b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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