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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 Interleaved 10비트 120MS/s 이 라인 SAR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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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ADC with Minimized Channel Offset Mismatch )

조  세
*
, 심  선

**
, 이 승 훈

****

( Young-Sae Cho, Hyun-Sun Shim, and Seung-Hoon Leeⓒ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보정기법 없이 채  간 오 셋 부정합 문제를 최소화한 2채  time-interleaved (T-I ) 구조의 10비트 

120MS/s 이 라인 SAR ADC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DC는 4비트-7비트 기반의 2단 이 라인 구조  2채  T-I 구조를 동시에 

용하여 력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변환속도를 구 하 다. 채  간에 비교기  잔류 압 증폭기 등 아날로그 회로를 공유함으

로써 일반 인 T-I 구조에서 선형성을 제한하는 채  간 오 셋 부정합 문제를 추가 인 보정기법 없이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력소

모  면 을 감소시켰다. 고속 동작을 해 SAR 로직에는 범용 D 립 롭 신 TSPC D 립 롭을 사용하여 SAR 로직에서의 

지연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수도 반 수 으로 임으로써 력소모  면 을 최소화하 다. 한편 제안하는 

ADC는 기 압 구동회로를 3가지로 분리하여, 4비트  7비트 기반의 SAR 동작, 잔류 압 증폭 등 서로 다른 스 칭 동작으로 인

해 발생하는 기 압 간섭  채  간 이득 부정합 문제를 최소화하 다. 시제품 ADC는 고속 SAR 동작을 한 높은 주 수의 클록

을 온-칩 클록 생성회로를 통해 생성하 으며, 외부에서 duty cycle을 조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시제품 ADC는 45nm CMOS 공

정으로 제작되었으며, 측정된 DNL  INL은 10비트 해상도에서 각각 최  0.69LSB, 0.77LSB이며, 120MS/s 동작속도에서 동  성능

은 최  50.9dB의 SNDR  59.7dB의 SFDR을 보여 다. 시제품 ADC의 칩 면 은 0.36mm
2
이며, 1.1V 원 압에서 8.8mW의 력

을 소모한다.

Abstract

This work proposes a 2-channel time-interleaved (T-I) 10b 120MS/s pipeline SAR ADC minimizing offset mismatch between 

channels without any calibration scheme. The proposed ADC employs a 2-channel SAR and T-I topology based on a 2-step 

pipeline ADC with 4b and 7b in the first and second stage for high conversion rate and low power consumption. Analog circuits 

such as comparator and residue amplifier are shared between channels to minimize power consumption, chip area, and offset 

mismatch which limits the ADC linearity in the conventional T-I architecture, without any calibration scheme. The TSPC D 

flip-flop with a short propagation delay and a small number of transistors is used in the SAR logic instead of the conventional 

static D flip-flop to achieve high-speed SAR operation as well as low power consumption and chip area. Three separate reference 

voltage drivers for 4b SAR, 7b SAR circuits and a single residue amplifier prevent undesirable disturbance among the reference 

voltages due to each different switching operation and minimize gain mismatch between channels. High-frequency clocks with a 

controllable duty cycle are generated on chip to eliminate the need of external complicated high-frequency clocks for SAR 

operation. The prototype ADC in a 45nm CMOS technology demonstrates a measured DNL and INL within 0.69LSB and 0.77LSB, 

with a maximum SNDR and SFDR of 50.9dB and 59.7dB at 120MS/s, respectively. The proposed ADC occupies an active die 

area of 0.36mm2 and consumes 8.8mW at a 1.1V supply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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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화질 상시스템의 analog front end (AFE)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한 

analog-to-digital converter (ADC)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특히 모바일용 고화질 디스 이 

시스템에는 10비트 이상의 해상도  80MS/s 이상의 

동작속도를 갖는 ADC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사양을 

만족하기 해 주로 이 라인 구조의 ADC가 

사용되어 왔다[1]. 한편, 공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회로 기반의 successive-approximation register 

(SAR) ADC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상도의 증가에 따라 내부회로의 동작속도가 증가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이 라인 

구조  낮은 속도의 동일한 sub-ADC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하는 time-interleaved (T-I) 구조를 

용하여 고해상도  고속의 ADC를 구 할 수 

있지만, T-I 구조를 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채  간의 

오 셋 부정합, 이득 부정합  샘 링 타이  

부정합에 의하여 체 ADC의 성능이 하되는 

문제 들이 있다. 각종 채  간 부정합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한 다양한 보정기법이 필수 이나 추가 인 

타이   복잡한 회로가 요구되며 면 이 증가하는 

단 이 있어 시스템에 즉각 인 집 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2].

특히 채  간 오 셋 부정합으로 인한 성능 하 

문제는 T-I 구조의 이 라인 ADC의 경우 증폭기에 

의한 채  간 오 셋 부정합이 주요원인이 되는 반면, 

T-I 구조의 SAR ADC에서는 비교기에 의한 채  간 

오 셋 부정합이 주요원인이 된다. 단일 SAR ADC의 

경우, 비교기의 오 셋은 체 ADC의 특성곡선을 

이동시키는 향만  뿐 체 선형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지만, T-I 구조의 SAR ADC는 그림 1(a)와 

같이 비교기에 의한 채  간 오 셋 부정합이 발생하며 

이는 체 ADC의 선형성에 향을 주어 성능을 

하시킨다. 비교기에 의한 채  간 오 셋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해 크기 조 이 가능한 커패시터를 

비교기 출력 단에 배치하여 오 셋을 보정하는 기법이 

제안되었으나
[3]
, 오 셋 보정을 한 추가 인 타이  

 디지털 회로가 필요한 단 이 있다. 한, 디지털 

기반의 오 셋 보정기법[4]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그림 1. (a) 비교기에 의한 채  간 오 셋 부정합,

(b) 제안하는 비교기 공유기법

Fig. 1. (a) Offset mismatch between channels and

(b) Proposed comparator sharing technique.

보정회로를 칩 안에 집 해야 하므로 면   

력소모가 증가하는 단 이 있다.

제안하는 T-I 구조 기반의 이 라인 SAR ADC는 

그림 1(b)와 같이 한 의 입력 단으로 구성된 

비교기를 두 채 이 교 로 사용하여 채  간에 오 셋 

부정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 하 다. 따라서 두 채  

간에 공유된 비교기는 추가 인 타이 이나 오 셋 

보정을 한 회로가 필요하지 않으며, 두 채 이 

하나의 비교기만 사용하므로 력소모  면 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편, SAR ADC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DAC에 

사용되는 단  커패시터의 수가 지수 으로 증가하여 

면   력소모가 커지는 단 이 있다. 작은 크기의 

단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면   력소모를 일 수 

있지만, 커패시터 부정합이 발생하여 비선형성에 의한 

성능 하가 발생할 수 있다[5]. 따라서 사용되는 단  

커패시터의 수를 효과 으로 이기 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표 으로 분리형 가 치 

커패시터 (CA)를 이용한 2단계 구조
[6]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CA의 크기가 단  커패시터의 정수배가 되지 

못하여 상  커패시터 열  하  커패시터 열 간의 

부정합이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제안하는 ADC는 4비트-7비트 기반의 2단 

이 라인 SAR 구조  2채  T-I 구조를 동시에 

용하여 력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변환속도를 

구 하 으며, 특별한 보정기법 없이 채  간 오 셋 

부정합을 최소화하는 채  간 비교기 공유기법을 

사용하 다. 채  간 오 셋 부정합외에도 이득 부정합 

 샘 링 타이  부정합 등 각종 채  간 부정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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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는 다양한 회로 설계기법을 용하 다. 한, 

두 번째 단의 7비트 SAR ADC에는 작은 크기의 단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CA를 이용한 2단계 

구조 신 VCM 기반의 스 칭기법
[7]
  최하  2비트 

결정을 한 6개의 기 압을 생성해 주는 간단한 

항 열을 사용하는 기법[8]을 용하여 사용되는 단  

커패시터의 수를 1/8 수 으로 여 면   

력소모를 최소화하 으며, 커패시터 부정합에 의한 

성능 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본 논문 Ⅱ장에서는 제안하는 ADC의 체 구조  

동작을 설명하며, Ⅲ장에서는 추가 인 보정기법 없이 

채  간 오 셋 부정합 해결을 한 주요회로 

설계기법을 논의한다. Ⅳ장에서는 제안하는 ADC의 

세부회로 설계기법을 요약하며, Ⅴ장에서 시제품 

ADC의 측정결과를 정리한 후,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2채널 T-I 파이프라인 SAR ADC

1. 제안하는 ADC의 전체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2채  T-I 구조 기반의 

10비트 120MS/s 이 라인 SAR ADC는 그림 2와 

같이 첫 번째 단 2개의 4비트 SAR ADC, 하나의 

잔류 압 증폭기, 두 번째 단 2개의 7비트 SAR ADC, 

디지털 교정회로, 기 류  기 압 발생기, 클록 

 타이  회로와 온-칩 클록 생성회로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ADC는 채  간에 비교기  잔류 압 

증폭기를 공유하여 채  간 오 셋 부정합을 

최소화하 으며, 각 채 에서 사용되는 샘 링 클록을 

그림 2. 제안하는 10비트 120MS/s 45nm CMOS ADC

Fig. 2. Proposed 10b 120MS/s 45nm CMOS ADC.

하나의 기  클록에 동기화시켜 생성함으로써 채  간 

입력 샘 링 신호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 다[9]. 한, 

1.4Vpp의 입력신호를 받아 두 번째 단부터는 0.7Vpp로 

여 처리하는 range-scaling기법을 용하여 증폭기의 

설계 요구사양을 낮춤으로써 증폭기에 의한 력소모를 

최소화하 다. 두 번째 단 7비트 SAR ADC의 커패시터 

열에는 VCM 기반의 스 칭기법  간단한 항 열을 

통해 생성된 6개의 기 압을 인가해 최하  2비트를 

결정하는 기법을 용하여 사용되는 커패시터의 개수를 

1/8 수 으로 으며, 고속 SAR 동작을 해 4비트 

 7비트 SAR ADC의 SAR 로직에는 범용 D 

립 롭 신 true-single-phase-clock (TSPC) D 

립 롭을 용하여 동작속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수를 반 수 으로 

감소시켰다. 기 류  압발생기는 칩 내부에 

집 하 으며, 잔류 압 증폭  SAR 동작 시 

사용하는 기 압 구동회로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스 칭 동작에 의한 기 압 간섭  채  간 이득 

부정합 문제를 최소화하 다. 외부에서 duty cycle 

조 이 가능한 온-칩 클록 생성회로는 각각 4비트  

7비트 SAR 동작에 필요한 960MHz  840MHz의 높은 

주 수 클록을 칩 내부에서 자체 으로 생성하며, 클록 

 타이  회로에서는 120MHz의 외부 클록을 

입력받아 각 블록에 필요한 120MHz  60MHz의 

클록을 생성하여 공 한다.

2. 제안하는 ADC의 동작

제안하는 2채  T-I 구조 기반의 10비트 120MS/s 

이 라인 SAR ADC의 주요동작인 SAR 동작  

잔류 압 증폭 타이 은 그림 3과 같다.

첫 번째 단의 4비트 SAR ADC는 2채 로 구성되어 

그림 3. 제안하는 ADC의 주요동작 타이  도

Fig. 3. Operation timing diagram of the proposed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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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MHz 클록의 반주기 동안 입력신호를 샘 링하며 

다음 반주기 동안 960MHz의 고속 SAR 동작을 통해 

상  4비트의 디지털 코드로 변환한다. 그 후, 

입력신호와 상  4비트 코드에 의해 결정된 기 압의 

차이인 잔류 압은 60MHz 클록의 반주기 동안 

range-scaling기법이 용된 잔류 압 증폭기에 의해 

4배 증폭되며 두 번째 단의 7비트 SAR ADC에서 

샘 링 된다. 나머지 60MHz의 반주기 동안 7비트 SAR 

ADC는 840MHz의 SAR 동작을 통해 하  7비트의 

디지털 코드를 출력하여 아날로그 입력신호에 한 

10비트 디지털 코드가 최종 으로 120MS/s의 속도로 

출력된다. 한편, 그림 3과 같이 첫 번째 단의 SAR 

동작, 잔류 압 증폭  두 번째 단의 SAR 동작이 

동일한 타이 에 진행되어 기 압 간섭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안하는 ADC는 기 압 구동회로를 

3가지로 분리하여 기 압 간섭문제를 해결하 다.

Ⅲ. 오프셋 부정합 해결을 위한 주요회로 설계기법

1. 채널 간 오프셋 부정합 해결을 위한

비교기 공유기법

일반 인 T-I 구조의 SAR ADC에서는 각 채  간 

비교기에 의한 오 셋 부정합이 발생하며, 체 ADC 

성능 하의 주요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오 셋 보정기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추가 인 

타이   디지털 회로가 필요한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보정기법 없이 채  간 오 셋 

부정합을 해결하기 한 채  간 비교기 공유기법을 

제안하며, 첫 번째 단 SAR ADC에 사용된 비교기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첫 번째 단 SAR ADC의 공유된 비교기

Fig. 4. Shared comparator of the first-stage SAR ADC.

그림 2의 첫 번째 단에 공유된 비교기는 그림 4와 

같이 리앰  없이 래치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인 래치[10]와는 다르게 두 의 입력 단  킥-백 

잡음을 이기 한 풀-다운 스 치
[11]
, 속도향상을 

한 추가 인 래치[12]가 포함되어 있다. 두 채 의 

비교 동작을 번갈아가며 수행하기 해 한 의 입력 

단을 사용하며 스 치를 통해 각 채 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단의 경우 SAR 동작 후 

생성된 잔류 압을 증폭하는 과정에서 채  선택을 

한 스 치가 꺼지면서 발생하는 하유입에 의해 

잔류 압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채  선택을 한 

스 치를 제거하고 두 의 입력 단으로 구성하 으며, 

비교기 입력 단에 발생하는 메모리 효과 역시 샘 링 

동작 시 자동 으로 제거되도록 하 다.

제안하는 이 라인 SAR ADC의 첫 번째 단 

비교기의 오 셋 크기가 4비트의 1/2 LSB 이내일 경우 

오 셋에 의한 코드오차는 디지털 교정회로를 통해 

보정이 가능하며, 보정 범 를 벗어날 경우 체 

ADC는 비선형성을 띄며 성능이 하된다. 비교기의 

입력 단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증가시킴으로써 간단하게 

오 셋의 크기를 일 수 있지만 킥-백 잡음이 

증가하여 커패시터 열에 장된 신호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교기는 입력 단의 

드 인 노드에 버퍼 역할을 하는 풀-다운 스 치를 

배치함으로써 킥-백 잡음을 다. 그림 4의 좌측 

그래 는 500개 샘 에 한 비교기 오 셋의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결과로써, 비교기 오 셋 

크기의 표 편차는 6.79mV이며 체 분포 한 

4비트의 1/2 LSB (43.75mV) 이내에 안정 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비교기 오 셋에 의한 코드오차는 

디지털 교정회로를 통해 보정이 가능하여 체 ADC의 

선형성에 향을 주지 않는다. 한, 추가 인 래치를 

통해 비교기의 동작속도를 향상시켜 960MHz의 고속 

동작에도 안정 인 비교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첫 번째 단 SAR ADC의 비교기 오 셋은 디지털 

교정회로를 통해 보정되는 반면, 그림 2의 두 번째 단 

SAR ADC의 비교기 오 셋은 보정되지 않으며 채  

간 오 셋 부정합이 발생할 경우 체 ADC 

성능 하의 요인이 된다. 체 ADC의 입력 기 에서 

본 두 번째 단 비교기에 의한 채  간 오 셋 부정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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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과 같으며, 이로 인한 체 ADC의 성능제약을 

나타낸 SNDR은 식 (2)와 같다[13].

osmis 
osmisnd (1)

SNDRosmis  logPd
Ps


  log osmis
Ain


(2)

 식에서 σos,mis_2nd  σos,mis는 각각 두 번째 단 

비교기에 의한 오 셋 부정합  체 ADC의 입력 

기 에서 본 오 셋 부정합의 표 편차이며, Ps, Pd  

Ain은 각각 입력신호의 력, 왜곡신호의 력  

입력신호의 진폭을 나타낸다. 식 (2)에 따라 62dB의 

SNDR을 얻기 해서는 σos,mis_2nd가 1.57mV 이하로 

설계되어야 하지만, 보정기법을 용하지 않으면서 

1.57mV 이하의 오 셋을 갖는 비교기 설계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두 번째 단의 공유된 비교기는 그림 

2와 같이 한 의 입력 단에 두 채 이 교 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비교기에 의한 채  간 오 셋 

부정합이 최소화되도록 구 하 다. 두 번째 단의 

공유된 비교기의 구조  타이  도는 그림 5와 같다.

타이  도의 SAR2_CH1  SAR2_CH2 신호는 각 

채 의 커패시터 열과 비교기의 입력 단을 연결하는 

스 치를 제어하며, 비교기는 한 의 입력 단을 

통해서 각 채 의 SAR 동작에 필요한 비교 동작을 

수행한다. 한편, 한 채 의 SAR 동작 후 비교기의 입력 

단에 남아있는 하에 의해 다른 채 의 SAR 동작 시 

잘못된 비교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각 채 의 

SAR 동작 후 입력 단을 주기 으로 리셋시킴으로써 

그림 5. 두 번째 단 SAR ADC의 공유된 비교기

Fig. 5. Shared comparator of the second-stage SAR 

ADC.

메모리 효과를 제거하 다. 킥-백 잡음을 이기 한 

풀-다운 스 치  속도향상을 한 추가 인 래치는 

첫 번째 단의 비교기와 동일하게 용하 다.

2. 채널 간 오프셋 및 이득 부정합 해결을 위한

잔류전압 증폭기 공유기법

일반 인 T-I 구조의 이 라인 ADC의 경우, 각 

채 의 입력 단 SHA와 첫 번째 단 MDAC 증폭기에 

의한 오 셋  이득 부정합이 체 ADC의 성능을 

하시키는 주요원인이 되며, 제안하는 ADC의 경우는 

각 채  간 증폭기 오 셋  이득 정합이 10비트 수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추가 인 보정회로 없이는 

10비트 수  이상의 정합을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채  별로 각각의 증폭기를 사용할 경우 력소모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제안하는 

ADC는 그림 6과 같이 잔류 압 증폭기를 각 채  

간에 공유함으로써 오 셋  이득 부정합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면   력소모를 최소화하 다.[16] 

하나의 증폭기만 사용하여 두 개의 증폭기를 사용할 

경우에 비해 력소모  면 을 50% 수 으로 

으며, 추가 으로 증폭기의 요구사양을 낮추기 

한 range-scaling기법을 용하여 력소모를 

최소화하 다.

공유된 잔류 압 증폭기는 그림 6과 같이 분리된 두 

의 입력 단을 사용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채 의 

리셋시간을 확보하여 기존의 증폭기 공유기법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효과를 제거하 으며, 일부 구간에서 

첩된 클록 Q1MB  Q2MB를 사용하여 두 입력 

트랜지스터가 부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치  증폭된 신호의 정착시간 지연문제를 

해결하 다
[14]
. 한, 미세 나노미터 공정에서 짧아진 

그림 6. 공유된 잔류 압 증폭기

Fig. 6. Shared residue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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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잔류 압 증폭기의 시뮬 이션 결과

Table 1. Simulation result of the residue amplifier.

채  길이  낮아진 원 압에 의해 높은 압이득의 

증폭기 구   충분한 신호 스윙 범  확보가 

제한되지만, 10비트 이상의 해상도를 만족하는 높은 

압이득의 잔류 압 증폭기 구 을 해 2단 

B증폭기의 첫 번째 증폭기에는 이득-부스  구조를 

용하 으며, 낮은 원 압에서도 충분한 신호 스윙 

범 를 확보하기 해 두 번째 증폭기에는 공통-소스 

구조를 용하 다. 이 때, 각 채  간 잔류 압 

증폭기의 상별 시뮬 이션 결과는 표 1과 같다.

Ⅳ. 제안하는 ADC의 세부회로 설계기법

1. 다양한 설계기법이 적용된 두 번째 단 SAR ADC

제안하는 ADC는 4비트-7비트의 이 라인 구조를 

용하 으며, 두 번째 단의 7비트 SAR ADC의 경우 

첫 번째 단의 4비트 SAR ADC에 비해 처리해야하는 

비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되는 커패시터의 수가 

지수 으로 증가하여 면   력소모 측면에서 

불리한 단 이 있다. 작은 크기의 단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면   력소모를 일 수 있지만, 

커패시터 부정합에 의한 성능 하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사용되는 커패시터의 수를 이기 해 분리형 

가 치 커패시터 (CA)를 이용한 2단계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CA의 크기가 단  커패시터의 정수배가 되지 

못하여 상  커패시터 열  하  커패시터 열 간의 

부정합이 발생하여 성능 하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ADC는 CA를 이용한 2단계 구조를 용하지 

않고, 그림 7과 같이 VCM 기반의 스 칭기법  최하  

2비트 결정을 한 6개의 기 압을 생성해 주는 

간단한 항 열을 사용하는 기법만으로 사용되는 

커패시터의 수를 기존보다 85% 임으로써 면   

력소모를 최소화하 다.

먼 , 샘 링 된 신호를 추가 인 스 칭 동작 없이 

VCM과 직  비교하여 최상  비트를 결정하는 VCM 

기반의 스 칭기법을 통해 DAC 내 가장 큰 면 을 

차지하며 최상  비트를 결정하는 커패시터 (26CU)를 

그림 7. 두 번째 단 SAR ADC에 용된 C-R 하이 리

드 DAC 구조

Fig. 7. C-R Hybrid DAC architecture employed in the 

second-stage SAR ADC.

제거할 수 있다.[17] 커패시터 열은 VCM을 기 으로 

스 칭 동작을 하기 때문에 비교기의 입력 단 공통모드 

압 변화에 따른 성능 하가 발생하지 않으며, 

커패시터 양단의 압변화가 기존의 일반 인 

스 칭기법 비 반으로 어들어 DAC에서 

소모되는 력은 기존 비 약 90% 감소된다[7], [15]. 

한, 간단한 항 열을 사용하여 생성한 6개의 

기 압을 DAC의 최하  커패시터 (CU)에 인가해 

최하  2비트를 결정함으로써 커패시터 열의 가장 큰 

커패시터 두 개 (25CU  2
4CU)를 추가 으로 제거하여 

면   력소모를 다. 총 128개의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일반 인 7비트 SAR ADC에 비해 두 기법을 

용한 두 번째 단의 7비트 SAR ADC는 16개의 

커패시터만을 사용함으로써 면   력소모를 동시에 

다.

한편, 두 번째 단의 7비트 SAR ADC에서 

range-scaling된 입력신호를 처리하기 해 기 압 

발생기를 추가할 경우 력소모  면 이 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두 번째 단 7비트 SAR ADC의 

커패시터 열에 2
4
CU 만을 추가함으로써 추가 인 

기 압 없이 효율 으로 range-scaling된 입력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다.

2. 속도향상을 위해 TSPC 기반의 D 플립플롭이

적용된 SAR 로직

제안하는 ADC는 2채  T-I 구조  4비트-7비트의 

이 라인 구조를 채택하여 SAR ADC  잔류 압 

증폭기의 동작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4비트  

7비트 SAR ADC는 여 히 960MHz  840MHz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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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SPC D 립 롭을 기반으로 하는 SAR 로직

Fig. 8. SAR logic based on the TSPC D flip flop.

그림 9. Static  TSPC D 립 롭의 모의실험 결과

Fig. 9. Simulated static and TSPC D flip flops.

고속 SAR 동작을 수행해야하며 이를 구 하기 해 

SAR 로직에서의 지연시간을 최 한 여야 한다. 

따라서 D 립 롭 기반의 SAR 로직에는 그림 8과 

같이 범용 D 립 롭 신 TSPC D 립 롭을 

용하여 고속 SAR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 다.

고속 SAR 동작을 해 SAR 로직에 용한 TSPC 

D 립 롭의 회로  지연시간에 한 시뮬 이션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범용으로 쓰이는 D 립 롭 

신 TSPC D 립 롭을 사용할 경우, 지연시간을 

반 수 인 약 83.2ps 만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수 한 반 수 으로 

어들어 SAR ADC의 동작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력소모  면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3. 기준전압 간섭문제 해결을 위해 분리된

기준전압 구동회로

일반 인 이 라인 SAR ADC의 경우, 고속 

동작을 하는 SAR ADC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그림 10. (a) 하나의 기 압을 공유하는 경우, 

(b) 기 압 구동회로를 분리한 경우

Fig. 10. (a) Sharing a single reference and 

(b) Separating reference voltage drivers.

잔류 압 증폭기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서로 다른 동작 

모드가 첩되어 기 압 정착이 불안정할 수 있다. 

제안하는 ADC의 경우, 잔류 압 증폭 시 사용되는 

기 압은 10비트의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지만, 그림 

10(a)와 같이 하나의 기 압을 공유할 시 고속 SAR 

동작에 의해 기 압 간섭문제가 발생하여 10비트의 

높은 정확도를 갖는 기 압 생성에 제약이 있다. 

반면, 그림 10(b)와 같이 SAR 동작  잔류 압 증폭 

시 사용되는 기 압을 분리한 경우, SAR ADC의 

고속 스 칭 동작에 의한 기 압 간섭을 최소화하여 

높은 정확도의 기 압을 생성할 수 있다.

제안하는 ADC는 첫 번째 단의 4비트 SAR 동작, 

잔류 압 증폭  두 번째 단의 7비트 SAR 동작을 

한 기 압 구동회로를 각각 분리하 다. 즉, 

잔류 압 증폭을 한 10비트의 높은 해상도를 갖는 

하나의 기 압과 SAR 동작을 한 4비트  7비트 

해상도를 갖는 2개의 기 압, 총 3개의 기 압만을 

사용하여 기 압 간섭  채  간 이득 부정합 

문제를 최소화하 으며, 기 압 발생기는 공유하되 

기 압 구동회로만을 분리함으로써 력소모를 

최 화하 다.

Ⅴ. 시제품 ADC 제작 및 성능 측정

제안하는 2채  T-I 구조 기반의 10비트 120MS/s 

이 라인 SAR ADC는 45nm CMOS 공정으로 

제작되었다. 시제품 ADC의 이아웃은 그림 11과 

같고, 체 면 은 0.38mm
2
이다. 체 ADC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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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제품 ADC 이아웃 (0.64mm×0.6mm)

Fig. 11. Layout of the prototype ADC (0.64mm×0.6mm).

그림 12. 시제품 ADC의 측정된 DNL  INL

Fig. 12. Measured DNL and INL of the prototype ADC.

각 블록들을 제외한 유휴 공간에는 790pF 수 의 

온-칩 MOS 커패시터를 집 하여 원 압의 잡음, 

고속 스 칭에 의한 기 압의 잡음  각 블록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 다.

시제품 ADC는 1.1V 원 압  120MS/s 

동작속도에서 12.1mW의 력을 소모하며, 내부 

기 압 발생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 8.8mW를 

소모한다. 측정된 differential non-linearity (DNL)  

integral non-linearity (INL)는 그림 12와 같이 각각 

최  0.69LSB  0.77LSB 수 이다.

한편, 그림 13은 4MHz 입력 주 수와 20MS/s 

동작속도에서 단일채 일 경우와 2채 일 경우를 

측정한 시제품 ADC의 신호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낮은 

입력 주 수에서도 단일채 과 2채 의 동 성능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그림 13과 14에서 두 개의 신호 

스펙트럼 모두 fs/2 지 에 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채  간 비교기 공유기법을 통해 

그림 13. 시제품 ADC의 측정된 FFT 스펙트럼 : 

(a) 단일채  (b) 2채 , fs=20MS/s

Fig. 13. Measured FFT spectrum of the prototype ADC : 

(a) 1-channel, (b) 2-channel with fs=20MS/s

그림 14. fs=120MS/s에서 측정된 시제품 FFT 스펙트럼 

Fig. 14. Measured FFT spectrum of the prototype ADC 

with fs=120MS/s.

채  간 오 셋 부정합 문제가 하게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는 제안하는 시제품 ADC의 측정된 동  

성능을 나타낸 그래 이며, 동작속도가 20MS/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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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샘 링 주 수에 따라 측정된 시제품 ADC의 

SNDR  SFDR

Fig. 15. Measured SNDR and SFDR of the prototype 

ADC corresponding to fs.

그림 16. 입력 주 수 변화에 따른 시제품 ADC의 동  성

능

Fig. 16. Measured dynamic performance of the prototype 

ADC corresponding to fin.

200MS/s까지 증가할 때 4MHz 차동입력 주 수에서의 

signal-to-noise-and-distortion ratio (SNDR)  

spurious-free dynamic range (SFDR)을 보여주고 

있다. 동작속도 120MS/s까지 SNDR  SFDR은 각각 

50.9dB, 59.7dB 이상으로 유지되며, 140MS/s 이상부터 

성능이 하된다.

그림 16은 120MS/s의 동작속도에서 입력 주 수가 

증가함에 따른 시제품 ADC의 동  성능을 보여주며, 

T-I 구조를 용하 음에도 Nyquist 입력 주 수에서 

SNDR  SFDR이 각각 49.9dB, 61.85dB 수 으로 

성능이 유지된다. 한 3dB effective resolution 

bandwidth (ERBW)는 120MHz로 측정되어 Nyquist 

표 2. 시제품 ADC 성능 요약

Table 2. Performance summary of the prototype ADC.

표 3. 기존에 발표된 T-I ADC 성능 비교

Table 3. Performance of the previous reported T-I ADCs.

이상의 높은 입력 주 수에 해서도 큰 성능 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시제품 ADC의 주요성능 측정결과는 표 

2과 같으며, 표 3에는 기존에 발표된 T-I ADC의 

성능을 비교하 다. 시제품 ADC는 T-I 구조에서 

별도의 보정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Nyquist 입력 

주 수에서 약 50dB 수 의 SNDR을 유지하며, figure 

of merit (FoM)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보정기법 없이 채  간 오 셋 

부정합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 비교기  증폭기의 

동시 공유기법을 용한 2채  T-I 구조 기반의 

10비트 120MS/s 이 라인 SAR ADC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DC는 두 채  간에 비교기를 공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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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셋 보정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채  간의 오 셋 

부정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추가 으로 력소모 

 면 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공유된 

비교기에는 추가 인 타이 이나 보정을 한 회로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 의 입력 단을 두 채 이 교 로 

사용함으로써 오 셋 부정합을 최소화하 다. 한, 두 

채  간에 잔류 압 증폭기를 공유함으로써 증폭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 셋, 이득  역폭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 으며, 증폭기의 요구사양을 낮추기 

한 range-scaling기법을 용함으로써 력소모를 

최소화하 다. 두 번째 단 7비트 SAR ADC에는 VCM 

기반의 스 칭기법  최하  2비트 결정을 한 

6개의 기 압을 생성해 주는 간단한 항 열을 

사용하는 기법을 용함으로써 사용되는 커패시터의 

수를 1/8 수 으로 여 면   DAC 내에서 

소모되는 스 칭 력을 최소화하 다. 한, 고속의 

4비트  7비트 SAR ADC를 구 하기 해 각각의 

SAR 로직에는 범용 D 립 롭이 아닌 TSPC D 

립 롭을 용하여 지연시간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추가 으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수를 반 

수 으로 여 면   력소모를 최소화하 다. 

한편, 하나의 기 압만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 압 간섭문제를 해결하기 해 잔류 압 증폭  

SAR 동작 시 사용하는 기 압 구동회로를 분리하여 

기 압 간섭  채  간 이득 부정합 문제를 

최소화하 다. 고속 SAR 동작에 필요한 높은 

주 수의 클록은 온-칩 클록 생성회로를 통해 칩 

내부에서 생성하며, 필요시 외부에서 duty cycle을 

조 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 하 다.

제안하는 설계기법을 용한 시제품 ADC는 45nm 

CMOS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칩 면 은 

0.38mm2이다. 측정된 DNL  INL은 각각 최  

0.69LSB, 0.77LSB 수 을 보이며, 4MHz 입력신호를 

인가하여 측정된 SNDR  SFDR은 120MS/s의 

동작속도에서 각각 최  50.87dB, 59.73dB이다. 소모 

력은 1.1V 원 압  120MS/s 동작속도에서 

12.1mW이며, 내부 기 압 발생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 8.8m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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