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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F 역의 고속 신호처리 시스템 응용을 해 높은 동 성능을 가지는 13비트 100MS/s ADC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DC는 45nm CMOS 공정에서 동작 사양을 최 화하기 해 4단 이 라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역 고속 샘

링 입력단을 가진 SHA 회로는 샘 링 주 수를 상회하는 높은 주 수의 입력신호를 히 처리한다. 입력단 SHA  

MDAC 증폭기는 요구되는 DC 이득  넓은 신호범 를 얻기 해 이득-부스  회로 기반의 2단 증폭기 구조를 가지며, 바이

어스 회로  증폭기에 사용되는 소자는 부정합을 최소화하기 해 동일한 크기의 단  소자를 반복 으로 사용하여 설계하

다. 한편, 온-칩 기 류  압회로에는 배치설계 상에서 별도의 아날로그 원 압을 사용하여 고속 동작 시 인  회로 블

록에서 발생하는 잡음  간섭에 의한 성능 하를 다. 한, 미세공정상의 잠재 인 불완 성에 의한 성능 하를 완화하기 

해 다양한 아날로그 배치설계 기법을 용하 으며, 체 ADC 칩은 0.70mm
2
의 면 을 차지한다. 시제품 ADC는 45nm 

CMOS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측정된 DNL  INL은 각각 최  0.77LSB, 1.57LSB의 값을 가지며, 동 성능은 100MS/s 동작

속도에서 각각 최  64.2dB의 SNDR과 78.4dB의 SFDR을 보여 다. 본 시제품 ADC는 2.0VPP의 넓은 입력신호범 를 처리하

는 동시에 IF 역에서 높은 동 성능을 확보하기 해 사용공정상의 최소 채  길이가 아닌 긴 채  기반의 소자를 사용하

며, 2.5V의 아날로그 압, 2.5V  1.1V 두 종류의 디지털 원 압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총 425.0mW의 력을 소모한다.

Abstract

This work proposes a 13b 100MS/s 45nm CMOS ADC with a high dynamic performance for IF-domain high-speed 

signal processing systems based on a four-step pipeline architecture to optimize operating specifications. The SHA employs 

a wideband high-speed sampling network properly to process high-frequency input signals exceeding a sampling 

frequency. The SHA and MDACs adopt a two-stage amplifier with a gain-boosting technique to obtain the required high 

DC gain and the wide signal-swing range, while the amplifier and bias circuits use the same unit-size devices repeatedly 

to minimize device mismatch. Furthermore, a separate analog power supply voltage for on-chip current and voltage 

references minimizes performance degradation caused by the undesired noise and interference from adjacent functional 

blocks during high-speed operation. The proposed ADC occupies an active die area of 0.70mm
2
, based on various 

process-insensitive layout techniques to minimize the physical process imperfection effects. The prototype ADC in a 45nm 

CMOS demonstrates a measured DNL and INL within 0.77LSB and 1.57LSB, with a maximum SNDR and SFDR of 

64.2dB and 78.4dB at 100MS/s, respectively. The ADC is implemented with long-channel devices rather than minimum 

channel-length devices available in this CMOS technology to process a wide input range of 2.0VPP for the required system 

and to obtain a high dynamic performance at IF-domain input signal bands. The ADC consumes 425.0mW with a single 

analog voltage of 2.5V and two digital voltages of 2.5V and 1.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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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software-defined radio (SDR) 기술은 단일 

하드웨어 랫폼 상에서 다양한 무선통신 응용분야를 

소 트웨어 인 재구성을 통해 최소의 하드웨어 

비용으로 구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기 때문에 차세  

통신  고속 디지털 신호처리를 하여 범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SDR 기술을 용한 고속 신호처리 시스템은 

샘 링 주 수를 상회하는 intermediate frequency (IF) 

역 신호를 기  역으로 다운 변환 없이 직 으로 

처리하는 기능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으며, 이때 

이러한 IF 역 신호를 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A/D 변환기 (analog-to-digital converter : ADC)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1～4].

IF 역 이상의 역 주 수를 가지는 입력신호를 

높은 샘 링 주 수에서 각종 잡음을 최소화하며 높은 

해상도로 처리하기 하여 이 라인 구조의 ADC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나노미터 수 의 미세공정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이 라인 ADC를 구 하는 경우, 

낮아진 원 압에 의해 입력신호범 가 그만큼 

제한되어 높은 신호  잡음비 (signal-to-noise-ratio : 

SNR) 성능을 얻기 어려우며, 소자의 낮은 출력 

임피던스로 인해 높은 DC 압이득을 가지는 증폭기 

설계가 어려워지는 단 이 있다
[5～6]
.

나노미터 수 의 미세공정에서 낮아진 원 압으로 

인해 제한된 입력신호범 를 극복하며 높은 SNR 

성능을 갖는 ADC를 구 하기 해 입력단 샘 -앤드- 

홀드 증폭기 (sample-and-hold amplifier : SHA)를 

제거하여 력  면  효율성을 개선하며 증폭기 

잡음성분을 최소화한 이 라인 구조의 ADC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 역 입력신호를 처리하는 

고속 신호처리 시스템 응용을 한 ADC에 용하기 

해서는 추가 인 보정회로가 요구되거나 공정상의 

불확실성에 의한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 합하다[7]. 

이러한 공정상의 제약을 해결하면서 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원 압 수 을 일치시키기 해서는 낮은 

력  면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공정상에서 허용 

가능한 최소 선폭의 트랜지스터가 아닌 thick-gate- 

oxide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높은 원 압을 사용하는 

동시에 넓은 입력신호범 와 높은 SNR 성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상에 타 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세공정 소자의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그림 1. 제안하는 13비트 100MS/s 45nm CMOS ADC

Fig. 1. Proposed 13b 100MS/s 45nm CMOS ADC.

요구되는 사양보다 낮은 DC 압이득을 가지는 증폭기를 

사용하며 선형성 확보를 한 각종 보정기법을 용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복잡한 디지털 논리 회로를 

온-칩으로 집 하여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8～9]. 

한 높은 DC 압이득을 얻기 하여 3단 이상의 

다단 증폭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안정 인 고속의 

동작을 하여 복잡한 보상기법이 요구되며 큰 출력단 

부하로 인하여 력소모가 증가하는 단 을 가진다[10～11].

본 논문에서는 샘 링 주 수를 상회하는 IF 역의 

입력신호를 히 처리하며 13비트 해상도와 100MS/s로 

동작하는 4단 이 라인 ADC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DC는 높은 동 성능을 확보하기 하여 2.0VPP의 

나노공정에서 비교  넓은 입력신호범 를 처리하며 

역 입력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해 SHA에는 

역 고속 샘 링 입력단을 제안하 다. 한, 증폭기의 

높은 DC 압이득을 확보하기 하여 이득-부스  

기법이 용된 증폭기를 SHA  multiplying D/A 변환기 

(multiplying digital-to-analog converter : MDAC)에 

사용하 으며, 바이어스  증폭기 회로에서 사용되는 

소자는 부정합을 최소화하기 해 동일한 크기의 단  

소자를 반복 으로 사용하여 설계하 다. 한, 온-칩 

기 류  압회로에는 아날로그 원 압을 별도로 

사용하여 고속 동작 시 인  회로 블록에서 발생하는 

잡음이나 간섭에 의한 성능 하를 완화하 다. 제안하는 

ADC의 체 구조는 II장에서 간략히 설명하며,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각종 다양한 회로설계 기법을 

요약한다. IV장에서는 제안하는 ADC 시제품 측정결과를 

정리한 후,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ADC 전체 구조

제안하는 13비트 100MS/s ADC의 체 구조는 그림 

1과 같고, 각 단에서 3비트, 4비트, 4비트  5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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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역 고속 샘 링 입력단을 가진 SHA 회로

Fig. 2. SHA with wideband high-speed sampling network.

결정하는 4단 이 라인 구조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DC는 련 시스템 응용에 

합하도록 나노공정에서는 비교  높은 수 인 2.0VPP의 

넓은 입력신호범 를 처리하면서 IF 역의 입력에서도 

높은 동 성능을 확보하기 해, 아날로그 회로 블록에는 

45nm CMOS 공정에서 제공하는 최소 채  선폭이 아닌 

채  길이가 0.26um인 thick-gate-oxide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2.5V의 높은 원 압을 사용하 으며, 디지털 

출력 회로블록에는 최소 채  길이가 45nm인 thin-

gate-oxide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1.1V의 낮은 

원 압을 사용하 다. 입력 SHA 회로에는 고속 

신호처리 시스템 응용을 하여 샘 링 주 수를 

상회하는 IF 역 입력신호를 100MS/s의 샘 링 

속도에서 13비트 수 의 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속 

샘 링 회로를 제안하 다. 샘 링 커패시터의 크기는 

2.0VPP의 입력신호범 , kT/C 잡음  각 단에서 

요구되는 정확도 수 을 고려하여 SHA  MDAC1은 

2pF를, MDAC2  MDAC3는 각각 1pF  400fF를 

사용하 다. 한편, 온-칩 기 류  압회로에는 

독립된 별도의 아날로그 원 압을 사용하여 고속 동작 

시 인  회로에서 발생하는 잡음  간섭에 의한 

성능 하를 다.

Ⅲ. 제안하는 ADC의 주요 회로 설계 기법

1. 광대역 신호의 고속 샘플링을 위한 SHA

제안하는 ADC는 고속 신호처리 시스템 응용을 해 

Nyquist 주 수 이상의 입력에서도 13비트 이상의 높은 

선형성을 유지하도록 그림 2와 같이 역 고속 샘 링 

표  1. SHA 입력주 수에 따른 모의실험 (@fs=100MS/s)

Table  1. Simulated SHA with input signals (@fs=100MS/s).

그림 3. 역 입력신호용 게이트-부트스트래핑 회로

Fig. 3. Gate-bootstrapping circuit for wideband input signals.

입력단으로 구성된 SHA 회로가 사용되었다. 제안하는 

SHA는 thin-gate-oxide 트랜지스터에 비해 상 으로 

긴 최소 채  길이와 큰 기생성분의 특성을 가지는 

thick-gate-oxide 트랜지스터 소자를 사용하 기 때문에 

이에 한 추가 인 고려가 필요하다
[12]
. 그림 2에서 

제안하는 고속 샘 링 입력단은 샘 링 동작 시 입력 

공통모드 압에 연결되는 스 치로 CMOS 스 치 (M3, 

M4  M5, M6)를 사용하여 샘 링 동작 종료 시 

발생하는 하주입에 의해 발생하는 증폭 동작 진입 시 

증폭기 입력단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압 변화를 

최소화하 으며, 매우 큰 스 치를 구동해야하는 클록 

구동회로의 요구되는 사양을 완화하 다. 한, 입력신호에 

따른 샘 링 스 치의 온- 항 변화에 의한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해 그림 3과 같은 게이트-

부트스트래핑 회로[13]를 추가로 사용하 다.

제안하는 역 고속 샘 링 입력단을 갖는 SHA 

회로의 입력 주 수 증가에 따른 SHA 출력의 FFT 

성능을 표 1에 요약하 다. 제안하는 SHA의 경우 

다양한 시스템 응용을 하여 최  300MHz의 

입력신호를 13비트 이상의 선형성을 가지며 처리하도록 

설계하 다.

2. 소자 부정합을 최소화한 높은 선형성을 가지는 

이득-부스팅 기반의 2단 증폭기

신호 정착오류  비선형성을 최소화하기 해 SHA 

 MDAC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높은 DC 압이득,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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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득-부스  기반의 2단 증폭기

Fig. 4. Gain-boosted two-stage op-amp.

역폭  충분한 상여유를 가져야하며, 높은 

동 성능을 얻기 해 넓은 신호범 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45nm CMOS 공정과 같은 

미세공정의 경우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갖기 때문에 

높은 DC 압이득을 얻기 어려우며, 사용하는 

원 압과 증폭기 구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신호범 가 제한된다.

제안하는 SHA, 첫 번째  두 번째 단의 MDAC에는 

공정, 온도  원 압의 변화에서도 필요로 하는 DC 

압이득, 동작속도, 상여유  신호처리범 를 

만족시키기 해 그림 4와 같이 이득-부스  구조 기반의 

2단 증폭기를 사용하 다. 증폭기의 첫 번째 단은 

이득-부스  기법이 용된 telescopic 구조를 

사용하 으며 두 번째 단에는 common-source 구조를 

사용하여 100dB 수 의 높은 DC 압이득과 함께 필요 

사양 이상의 충분한 출력신호 범 를 확보하 다. 그림 

4의 증폭기에 사용되는 바이어스 회로  이득-부스  

증폭기의 구조는 그림 5(a)  그림 5(b)와 같고, 넓은 

입력 공통모드 압 범 를 확보하며 높은 압이득을 

얻기 해 PMOS 캐스코드단 이득-부스  증폭기 

(GBP)는 NMOS 입력을, NMOS 캐스코드단 이득-

부스  증폭기 (GBN)의 경우 PMOS 입력을 갖는 

folded-cascode 증폭기를 각각 사용하 다. 이득-부스  

기법을 사용할 경우 정착성능에 향을 미치는 pole-zero 

 (doublet)이 이득-부스  증폭기의 단 이득 역폭 

(fu,ba) 부근에 형성되며, 정착성능을 최 화하기 해 

fu,ba는 체 증폭기의 f-3dB와 두 번째 pole 사이에 

형성되게 해야 한다
[14～15]

. 본 설계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증폭기의 정착성능을 최 화하는 동시에, 

충분한 상여유를 확보하 다. 한편, 세 번째 단 

MDAC는 어든 DC 압이득 사양을 고려하여 첫 번째 

단의 telescopic 구조의 증폭기에서 GBN은 사용하지

(a)

(b)

그림 5. (a) PMOS 캐스코드단 이득-부스  증폭기 (GBP) 

 바이어스 회로, (b) NMOS 캐스코드단 이득-

부스  증폭기 (GBN)  바이어스회로

Fig. 5. (a) Bias circuit and gain-boosting op-amp for the 

PMOS cascode (GBP), (b) Bias circuit and gain- 

boosting op-amp for the NMOS cascode (GBN).

않고 그림 5(a)와 같은 GBP만을 용한 2단 증폭기를 

사용하 다.

높은 DC 압이득을 얻기 해 다단 증폭기를 사용할 

경우 통상 증폭기의 상여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호의 안정  정착을 해서는 한 주 수 보상 

기법이 요구된다. 이를 해 리 사용되는 주 수 

보상기법으로는 Miller 주 수 보상기법과 cascode 

주 수 보상기법이 있으며, cascode 주 수 보상기법은 

동일한 류를 사용하 을 때의 Miller 주 수 

보상기법보다 더 높은 상여유를 가진다. 그러나 zero의 

치가 Miller 주 수 보상기법을 사용하 을 때보다 

낮은 치에 존재한다. 따라서 feedback factor가 

상 으로 큰 SHA는 Miller 주 수 보상기법  nulling 

항을 사용하여 안정 으로 동작하도록 하 으며, 많은 

력을 소모하는 MDAC의 경우 cascode 주 수 

보상기법을 용하여 충분한 상여유를 얻는 동시에 

력소모를 최소화하 다
[13]
.

한편, 증폭기에 사용되는 소자의 부정합을 최소화하기 

하여 그림 6과 같이 바이어스 회로  증폭기는 단  

소자의 크기를 동일하게 배치설계하고 필요한 만큼 반복 

사용하는 동시에 충분한 더미 트랜지스터를 양단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흔히 나노미터 수 의 미세공정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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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증폭기  바이어스 회로 배치설계 기법

Fig. 6. Layout scheme of op-amp and bias circuits.

그림 7. 독립된 원 압 기반의 기 류  압회로

Fig. 7. Current and voltage references using separate 

power supplies.

발생하는 well proximity  shallow trench isolation 

(STI) stress effect 등의 향에 따른 성능 하와 

공정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 다[16～18].

3. 독립된 아날로그 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고성능 

온-칩 기준전류 및 전압회로

제안하는 ADC는 높은 정확도 요구사양에서 고속 

동작 시 인  동작회로 블록에서 발생하는 잡음  

간섭에 의한 기 류  압회로의 성능 하를 

최소화하기 하여, 그림 7과 같이 온-칩 밴드-갭 

기 류  압회로와 기 압 벨 쉬 터의 

원 압 (VDDI, VSSI)을 다른 아날로그 블록  

기 압 구동회로의 원 압 (VDDA, VSSA)과는 

독립 으로 사용하 다.

표 2는 기 류  압회로에 독립된 아날로그 

원 압 사용여부에 따른 ADC 최종 출력의 FFT 

모의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잡음성분  배치설계 후의 

각종 기생소자와 함께 그림 8과 같은 패키지의 기생성분

표 2. 기 회로에 별도의 아날로그 원 압 사용 여부

에 따른 FFT 모의실험 결과

Table 2. Simulated FFT results depending on separate 

analog supplies for reference circuits.

그림 8. 패키지 기생성분 모델

Fig. 8. Model of package parasitic elements.

그림 9. 시제품 ADC 배치설계 (0.99mmx 0.71mm)

Fig. 9. Die layout of the prototype ADC (0.99mmx 0.71mm).

까지를 포함하 다. 모의실험 결과, 독립된 별도의 

원 압을 사용할 경우 인  동작회로에 의한 잡음  

간섭에 의한 기 류  압회로의 성능 하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시제품 제작, 성능 측정 및 분석

제안하는 13비트 100MS/s 시제품 ADC는 45nm 

CMOS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시제품을 용하는 

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2.5V의 아날로그 압, 2.5V 

 1.1V 두 종류의 디지털 원 압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총 소모 력은 425.0mW이다. 시제품 ADC의 

체 배치설계는 그림 9와 같고, 칩 면 은 0.70mm2 

이다. 체 ADC를 구성하는 각 회로 블록의 공간 이외의 

유휴 공간에는 500pF 수 의 MOS decoupling 

커패시터를 온-칩으로 집 하여 각 기능 블록간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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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DAC1에 사용된 증폭기 배치설계

Fig. 10. Layout of the op-amp in the MDAC1.

(a)

(b)

그림 11. 시제품 ADC의 측정보드 : (a) FBGA 패키지  

(b) COB 패키지 측정 시

Fig. 11. Measurement Board of the prototype ADC : for 

(a) FBGA and (b) COB packages.

EMI 문제, 원 압  고속 동작에서의 잡음 등을 

최소화하 다. 한, 그림 10의 MDAC1 두 번째 단 

증폭기는 그림 6과 같이 충분한 더미 트랜지스터를 추가 

배치하여 미세공정 상에서 발생하는 well proximity  

STI stress effect에 따른 회로의 성능 하와 공정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 다.

시제품 ADC는 fine-pitch ball grid array (FBGA)  

chip on board (COB) 패키지를 사용하 으며, 그림 11(a) 

 그림 11(b)와 같은 측정보드를 사용하여 시제품의

(a)

(b)

그림 12. 시제품 ADC의 측정된 DNL  INL : (a) FBGA 

패키지  (b) COB 패키지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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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 FBGA and (b) COB packages.

성능을 평가하 다.

13비트 해상도에서 측정된 시제품 ADC의 differential 

non-linearity (DNL)  integral non-linearity (INL)는 

그림 12(a)  그림 12(b)와 같이 FBGA 패키지의 경우 

각각 최  0.75LSB  1.67LSB 수 이며, COB 패키지의 

경우 각각 최  0.77LSB  1.57LSB 수 으로 유사한 

정 성능을 갖는다. 그림 13(a)  그림 13(b)는 

100MS/s의 샘 링 속도에서 5MHz 입력 주 수가 

인가되었을 때의 신호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그림 14(a)는 

ADC의 샘 링 동작속도를 100MS/s까지 증가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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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urious-free dynamic range (SFDR)의 성능 변화를 

나타낸다. 동작속도가 100MS/s까지 증가하는 동안 

측정된 SNDR  SFDR은 FBGA 패키지의 경우 각각 

62.7dB  80.1dB, COB 패키지의 경우 각각 64.2dB  

78.4dB 이상을 유지한다. 그림 14(b)는 100MS/s의 

동작속도에서 입력 주 수를 증가시킬 때의 SNDR  

SFDR을 나타낸다. 입력신호를 샘 링 주 수를 

상회하는 140MHz까지 증가시킬 때, 측정된 SNDR과 

SFDR은 FBGA 패키지의 경우 각각 56.1dB  74.3dB, 

COB 패키지의 경우 각각 56.3dB  73.3dB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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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3. 시제품 ADC의 측정된 FFT 스펙트럼 : (a) FBGA 

패키지  (b) COB 패키지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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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 FBGA and (b) COB packages.

(a)

(b)

그림 14. 시제품 ADC의 측정된 동 성능 : (a) 샘 링  

(b) 입력 주 수에 따른 SFDR  SNDR

Fig. 14. Measured SFDR and SNDR performance of the 

prototype ADC versus (a) fs and (b) fin.

표 3. 시제품 ADC 성능 요약

Table 3. Performance summary of the prototype ADC.

표 4. 최근 발표된 12～14비트100MS/sCMOS ADC 비교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recently reported 12～

14b 100MS/s CMOS ADCs.

유지한다. 재 측정에 사용 인 클록 발생기 (Agilent 

81134A)의 지터가 1.5ps 수 임을 고려할 때 시제품 

ADC는 이론 으로 획득 가능한 최  SNR에 근 한 

수 의 SNDR 성능을 보여 다.

표 3은 시제품 ADC의 요약된 성능 측정결과를 

보여주며, 표 4에서는 최근 발표된 12비트～14비트 

해상도에서 100MS/s의 동작속도를 갖는 유사 사양 

ADC를 비교하 다. 참고문헌
[13]
, 
[19～24]

는 처리할 수 있는 

입력 주 수 범 가 낮기 때문에 고속 신호처리 시스템 

응용에 제한이 있으며, 참고문헌[25～26]이 별도의 보정 

기법이 요구되는 반면, 제안하는 ADC는 보정기법을 

용하지 않고 구 함으로써 시스템 응용에 용이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F 역의 고속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 

응용을 해 높은 동 성능의 13비트 100MS/s 4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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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S ADC를 제안하며,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해 다음과 같은 설계 기법들을 제안하 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DC는 련 시스템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해 나노공정에서는 비교  높은 수 인 

2.0VPP의 넓은 입력신호범 를 히 처리하는 동시에 

높은 동 성능을 확보하기 해, 아날로그 회로 블록에는 

45nm CMOS 공정에서 제공하는 채  길이가 0.26um인 

thick-gate-oxide 트랜지스터, 그리고 디지털 회로 

블록에는 채  길이가 45nm인 thin-gate-oxide 

트랜지스터를 사용하 다. 둘째, 제안하는 ADC는 고속, 

고해상도  력소모 성능을 최 화하기 해 각 

단에서 각각 3비트, 4비트, 4비트  5비트를 결정하는 

4단 이 라인 구조로 설계하 다. 셋째, 입력단 SHA는 

역 고속 샘 링 입력단을 용하여 샘 링 주 수 

이상의 역 입력신호 조건에서도 13비트 이상의 

선형성을 유지하도록 하 다. 넷째, 미세공정에서 출력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제약사항을 극복하기 해 SHA  

MDAC의 증폭기에는 이득-부스  기법을 용하여 

요구되는 수 의 DC 압이득을 얻었으며 소자의 

부정합을 최소화하기 하여 바이어스  증폭기 회로는 

단  소자의 크기를 통일하고 더미소자를 충분히 

사용하여 배치설계를 하 다. 다섯째, 별도의 아날로그 

원 압을 온-칩 기 류  압회로에 사용함으로써 

고속 동작 시 인  기능 블록으로부터 발생하는 잡음  

간섭에 의한 성능 하를 최소화하 다.

시제품 ADC는 45nm CMOS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칩 면 은 0.70mm2 를 차지한다. 측정된 DNL  INL은 

각각 최  0.77LSB, 1.57LSB 수 을 나타내고, 5MHz의 

주 수를 갖는 차동입력신호를 인가하며 동작속도가 

100MS/s까지 증가하는 동안 측정된 SNDR  SFDR은 

FBGA 패키지의 경우 각각 62.7dB  80.1dB, COB 

패키지의 경우 각각 64.2dB  78.4dB 이상을 유지한다. 

력소모는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는 2.5V의 

원 압, 디지털 코드 출력단은 1.1V를 각각 사용하는 

조건에서 425.0mW를 소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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