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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IS 응용을 위해 한 방향으로 제한된 폭을 갖는 10b 50MS/s 90nm CMOS 4단 파이프라인 ADC를 제안
한다. 제안하는 ADC는 다양한 CIS 응용을 위해 넓은 가변입력 신호범위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온-칩 기준전류 및 전
압회로에서는 필요한 각 입력신호 범위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하나의 전압만을 기반으로 공통모드전압이 일정한 가변 
기준전압을 생성한다. 제안하는 ADC는 0.35um thick-gate-oxide 트랜지스터를 제공하는 90nm CMOS 공정으로 설계 및 
모의실험 하였으며, 레이아웃 된 칩 면적은 0.23mm2이고, 모의실험 결과 아날로그 2.5V 및 디지털 1.2V 전원전압에서 입력 
신호범위에 따라 최소 16.6mW에서 최대 17.8mW의 전력을 소모한다.

Abstract

This work proposes a skinny-type 10b 50MS/s 90nm CMOS four-step pipeline ADC for CIS applications. The 
proposed on-chip current and voltage reference circuits of the prototype ADC generate the required variable 
reference voltages with a fixed common-mode level only using a single external voltage for wide-band variable input 
signal processing. The ADC, designed and simulated in a 90nm CMOS to support 0.35um thick-gate-oxide transistors, 
occupies 0.23mm2 and consumes 16.6~17.8mW with 2.5V for analog and 1.2V for digital power supplies.

      Keywords : CIS, 가변입력 신호범위, 증폭기 공유기법, CMOS, 파이프라인 ADC

Ⅰ. 서  론

최근 CMOS image sensor (CIS)는 charge 

-coupled device에 비해 낮은 전원전압에서 적은 전

력을 소모하고 CMOS 공정을 사용하는 다른 회로들과 

함께 온-칩으로 집적 가능한 장점에 따라 모바일 기기

에서부터 산업용 및 의료용 영상장비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CIS 응용을 위하여, 1.12∼1.60Vpp에 해

당하는 가변입력 신호를 처리하며, 높은 범위의 입력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2.5V 수준의 아날로그 전원전압 

A와 1.2V의 낮은 디지털 전원전압 D를 동시에 사용하

는 90nm CMOS 공정의 10비트 50MS/s 파이프라인 

ADC를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ADC의 높이를 

220um 이하로 제한하여 CIS에 집적 시 면적 효율을 

더욱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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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하는 ADC 전체 구조

제안하는 90nm CMOS ADC는 한쪽의 폭을 제한하

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각 단에서 3비트, 3비트, 3비트 

및 4비트를 결정하는 4단 파이프라인 구조로 설계하였

으며, 2.5V의 아날로그 전원전압에서 응용에 따라 

1.12Vpp, 1.36Vpp, 1.60Vpp에 해당하는 진폭을 가진 

다양한 입력신호를 50MS/s의 고속으로 처리하면서 

10b 해상도를 가진다. 또한 CIS 시스템 응용에 즉각적

인 활용을 위해 별도의 입력 단 sample-and-hold 증

폭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실제 시스템 응용 시 입력 신

호는 외부의 가변이득 증폭기를 통해 샘플링 되어 

ADC로 입력된다. 제안하는 ADC는 전력소모 및 면적

을 감소시키기 위해 MDAC에 사용되는 증폭기를 하나

만 사용하는 증폭기 공유기법과 병합 커패시터 스위칭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전력소모와 면적의 추가적인 

감소를 위해 두 번째 및 세 번째 FLASH ADC의 저항 

열을 공유하였다.

그림 1. 제안하는 10비트 50MS/s 90nm CMOS ADC

Fig. 1. Proposed 10b 50MS/s 90nm CMOS ADC.

Ⅲ. 제안하는 ADC의 주요 회로 설계기법

1. 가변입력 신호범위에 무관한 공통모드전압이 고정

된 기준전압을 제공하는 온-칩 기준전류/전압회로

제안하는 90nm CMOS ADC는 10비트 해상도 및 

50MS/s 동작속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기준전류 

및 전압회로를 온-칩으로 집적하여 다양한 CIS 시스템

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ADC의 온-칩 기준

전류 및 전압회로는 그림 2와 같으며 외부 기준전압 

VREF를 사용하여 1.12∼1.60Vpp의 가변입력 신호범

위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전압을 적절히 생성하도록 설

계하였다.

그림 2. 제안하는 온-칩 기준전류 및 전압회로

Fig. 2. Proposed on-chip I/V reference circuits.

그림 3에서는 구체적인 가변입력 신호범위를 MAX 

(1.60Vpp), TYP (1.36Vpp), MIN (1.12Vpp) 등 3

가지 동작모드로 구분하였다. 요구되는 입력 신호범위

에 따라 가변적으로 기준전압을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MAX, TYP, MIN에 해당하는 각 동작모드에 따라 그

림 3과 같이 bottom에 해당하는 기준전압을 고정하는 

방법과 top에 해당하는 기준전압을 고정하는 방법, 그

리고 공통모드전압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입력 신호범위를 변경할 때마

다 입력신호의 공통모드전압을 변경해야 하며, 그 결과 

MDAC 증폭기의 DC 동작점이 변화하여 증폭기를 구

성하는 트랜지스터가 포화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한 전압

여유가 변하게 된다. 이 경우 증폭기 구조를 선택할 때, 

입력 신호범위에 따른 증폭기의 DC 동작점 변화를 최

소화하기 위해 입력 단이 분리된 folded-cascode 구

조로 증폭기 선택이 제한된다.

그림 3. 세 가지 방법의 가변기준전압: (a) bottom 전압

고정, (b) top 전압고정, (c) 공통모드전압고정

Fig. 3. Three ways of variable references : (a) 

bottom fixed, (b) top fixed, and (c) 

common-mode fixed.

또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방법의 경우, 모든 범위의 

가변 기준전압에 대하여 그림 2의 전압구동회로 

(voltage driver)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전압 여유

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증폭기 AMPT 또는 

AMPC의 입력 단 및 전류원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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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threshold voltage transistor (LVT) 소자를 사

용하게 되어 공정상에서 추가적인 마스크가 요구된다.  

그 반면, 세 번째 방법과 같이 공통모드전압을 고정할 

경우, 입력 신호범위를 변경하더라도 단일 공통모드전

압을 사용할 수 있으며 MDAC 증폭기 설계 시 전력소

모와 면적, 성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조의 증폭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준전류 및 전압회로에서 별도

의 추가적인 마스크를 요구하는 LVT 소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제품 ADC의 경제성이 강화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변입력 신호범위에 대하여 세 

번째 방법인 고정된 공통모드전압을 갖는 가변 기준전

압을 생성하는 회로를 제안한다.

2. 전력 및 면적 효율성을 갖는 FLASH ADC

제안하는 90nm CMOS ADC의 3비트를 결정하는 3

개의 FLASH ADC에서는 오프셋 허용오차가 충분하기 

때문에 래치만으로 구성된 비교기를 사용하였다. 그러

나 4비트의 해상도를 가지는 FLASH ADC4의 경우, 

가변입력 신호범위 중 worst case인 1.12Vpp의 신호

범위에 대하여 4비트를 결정하므로 그림 4와 같이 프

리앰프와 래치로 비교기를 구성하여 모든 가변입력 신

호범위에 대하여 안정적인 비교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그림 4. 프리앰프와 래치로 구성된 비교기

Fig. 4. Comparator with a pre-amp and a latch.

Ⅳ. 모의실험 결과 및 예상 사양

제안하는 90nm CMOS ADC의 모의실험 결과는 그

림 5와 같으며 아날로그 전원전압 2.5V, 디지털 전원

전압 1.2V, 그리고 시스템 클록 50MS/s의 조건에서 

가장 넓은 입력범위를 갖는 1.60Vpp의 기준전압에 대

하여 5가지의 주요 아날로그 입력신호에 대응하는 10

비트의 디지털 출력결과를 보여준다. 모의실험 결과 클

록주기에 따른 OVF 및 UDF, 그리고 10비트의 디지털 

출력이 예상과 정확히 일치하며 전체 시스템이 적절히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된 90nm CMOS ADC

의 전력소모는 1.12∼1.60Vpp의 가변입력 신호범위에

서 최소 16.6mW, 최대 17.8mW의 값을 가지며, 레이

아웃 된 전체 시제품 칩 면적은 0.23mm2이다.

그림 5. 제안하는 90nm CMOS ADC의 모의실험 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 of the proposed 90nm 

CMOS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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