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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ork proposes a 10b 10MS/s 0.13um CMOS 

SAR-Type ADC with optimized power consumption and 

chip area for various sensor application systems. 

The DAC employs a split-capacitor array based on a 

VCM-based switching method for high power 

efficiency and small chip area. The comparator 

accuracy is improved by an offset cancellation 

technique in the first-stage  preamp. The 

prototype ADC occupies 0.29mm2 and consumes 3.2mW 

at a 1.2V supply.

I. 서론

  최근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

직이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관련 전자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자동차를 포함하는 다

양한 응용시스템에 사용되는 센서의 핵심부품으로 10b 

해상도에서 수 MS/s ~ 수십 MS/s 수준의 처리속도로 

동작하는 A/D 변환기 (analog-to-digital converter : 

ADC)가 요구되며, 다양한 system-on-a-chip (SoC)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저전력 및 소면적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시스템 사양에 응용 및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10b 10MS/s의 사양을 가지면서 

전력소모 및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회로기반의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SAR) 구조의 ADC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DC는 핵심블록인 D/A 변환기 (digital-to- 

analog converter : DAC)에 분리형 가중치 커패시터를 

사용한 구조를 사용하는 동시에 VCM 기반의 스위칭 

기법을 적용하여 면적 및 전력소모를 줄였으며[1], 첫 

번째 프리앰프에 오프셋 제거 기법을 적용하여 비교기 

오프셋의 전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II. 본론

A. 회로 구현

  제안하는 10b 10MS/s SAR-type ADC는 면적과 DAC 

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분리형 가중치 커패시터를 사용한 구조 및 VCM 기반의 

스위칭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리형 가중치 커패시터 

(CA)를 이용한 2-step (5b-5b) DAC 구조의 경우 CA의 

우측 커패시터 열에서 상위 5비트를 결정하고, CA의 

좌측 커패시터 열에서 하위 5비트를 결정한다. 이때 

CA의 크기는 단위 커패시터 (CU) 크기의 1.032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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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패시터 간의 부정합이 발생할 수 있으나, 10b 

해상도에서 요구되는 정적 성능을 만족하는 CA의 허용 

오차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1.6% 이내일 경우 

10b ADC의 정적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커패시터 간 정합을 최대한 고려한 레이아웃 

기법으로 CA 부정합을 최소화하였다[2]. 한편 분리형 

가중치 커패시터를 사용한 구조의 경우 일반적인 이중 

가중치 커패시터를 사용한 구조에 비해 최대 커패시터 

크기가 29CU에서 24CU로 감소하여 커패시터 충전 및 

방전에 의한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최근 DAC의 전력소모와 면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스위칭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위칭 기법으로는 set-and-down 

스위칭 기법과 VCM 기반의 스위칭 기법이 있다[1],[3]. 

우선 set-and-down 스위칭기법은 입력신호를 샘플링한 

뒤 추가적인 스위칭 없이 최상위 비트를 결정할 수 

있어 최상위 비트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커패시터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기의 입력 단으로 입력 

신호를 샘플링하기 때문에 비교기 입력 단 공통모드 

전압이 디지털 변환 수행 동안 계속해서 변화하며, 

입력 신호에 의존적인 전하 피드스루 현상이 발생하여 

ADC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그 반면, VCM 기반의 스위칭 기법은 입력 신호를 

커패시터의 bottom plate를 통해서 샘플링하기 때문에 

비교기의 입력  공통모드 전압변화에 따른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샘플링된 차동입력신호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최상위 비트를 결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최상위 비트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커패시터를 

제거할 수 있다. 전력소모 측면에서도 VCM을 기준으로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스위칭할 때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 변화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DAC의 전력 소모가 

set-and-down 스위칭 기법 대비 약 30% 감소한다[1].

그림 1. 분리형 가중치 커패시터를 이용한 구조 및 VCM 

기반의 스위칭 기법이 적용된 DAC

  최근 발표된 SAR ADC 논문에서는 비교기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리앰프 없이 래치만으로 

구성된 비교기를 사용하였다[4],[5]. 그러나 프리 

앰프가 없을 경우 래치에서 발생하는 오프셋 전압에 

의해 정상적인 입력신호 범위에 상응하는 전체 디지털 

코드를 출력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프리앰프 없이 

래치로만 구성된 비교기의 경우 추가적인 보정 기법을 

통해서 오프셋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6], 래치에 추가적인 보정기법을 사용할 경우 회로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보정 회로에서 소모하는 전력과 

면적이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DC의 비교기 회로도는 그림 

2(a)와 같고, 비교기에서 사용하는 클록 타이밍 

다이어그램은 그림 2(b)와 같다. 본 ADC의 비교기는 

프리앰프 및 래치의 오프셋을 고려하여 오프셋에 의한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2단 프리앰프를 사용하며, 첫 

번째 프리앰프에는 오프셋 제거기법을 적용하여 

오프셋에 의한 영향을 줄였다. 반면, 두 번째 

프리앰프는 비교기 입력단에서 보았을 때, 오프셋이 

첫 번째 프리앰프의 이득으로 나눠지므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추가적인 오프셋제거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두 번째 프리앰프 출력

단에는 리셋 스위치를 추가하여 래치입력을 초기화  

하여 프리앰프의 이전 출력이 현재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림 2. (a)오프셋 제거기법을 적용한 비교기 회로도, 

(b)비교기에 사용되는 클록 타이밍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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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의실험 결과 및 예상 사양

  제안하는 10b 10MS/s SAR ADC는 0.13um CMOS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 및 모의실험 하였다. 그림 3은 5개의 

주요 차동 입력 신호에 상응하는 10비트 디지털 출력

을 보여준다. 전체 ADC 예상사양은 표 1과 같다.

그림 3. 제안하는 ADC의 출력코드 모의실험 결과

표 1. 제안하는 10b 10MS/s ADC의 예상 사양

Resolution 10bits

Speed 10MSample/s

Process 0.13um CMOS

Supply 1.2V

Input Range 1.2VPP

Power Consumption 3.2mW

Chip Area 0.29mm2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등 다양한 전자응용 시스템에 

사용되는 센서의 핵심부품인 10b 10MS/s ADC를 제안하

였으며, 디지털 회로기반의 SAR 구조를 선택하여 요구

되는 사양에서 전력 소모 및 면적을 최소화하였다. 본 

논문의 ADC는 DAC에 분리형 가중치 커패시터를 사용한 

구조 및 VCM 기반의 스위칭 기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ADC의 전체 면적 및 전력소모를 줄였으며, 첫 번째 프

리앰프에 오프셋 제거기법을 적용하여 비교기 오프셋

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제안하는 ADC는 0.13um CMOS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 및 모의실험 하였으며, 칩 면적

은 0.29mm2이고 1.2V의 전원전압에서 총 3.2mW의 전력

을 소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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