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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파이프 라인 구조의 다단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의 (a) 내지 (e)는 3비트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의 일반적인 입출구 전달 특성 및 변환오차를 나타
낸 그래프.

제2도는 본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의 디지탈 로직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전단에 위치하는 MDAC의 구성도.

제5도는 본 발명의 후단에 위치하는 MDAC의 구성도.

제6도는 0.2% 캐패시터 부정합을 갖는 경우 12비트 DNL 특성 비교를 나타낸 그래프.

제7도는 0.2% 캐패시터 부정합을 갖는 경우 12비트 INL 특성 비교를 나타낸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의 설계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선형(Linearity) 성능 
향상과 수용향상을 위하여 2진 가중 캐패시터 배열(Binary Weighted Capacitor Array)과 단위 캐패시터 
배열(Unit Capacitor Array)을 적절히 사용하여 구성하도록 한 파이프 라인 구조의 다단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래쉬(Flash)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nalog-to-Digital Conv erter : 이하 ADC라 약칭함)
는 현존하는 ADC 중 처리속도가 가장 빠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넓은 면적과 높은 소비전력 및 높
은 입력 용량성 부하(Input Capacitance)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10비트가 넘는 고해상도(High Resolutio
n)에의 응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었다. 

파이프 라인 구조의 다단 ADC(Pipelined Multi-stage Analog-to-Digital Converter)는 2개 또는 2개이상
의 여러 단(st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은 샘플 및 홀드(Sample  Hold)회로, 저해상도의 플래
쉬 ADC, 저해상도의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Digital-to-Analog Converter:  이하 DAC라 약칭함) 그리고 
나머지 증폭기(Residue AmplifierError Amplifier)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은 동시에 개별
적으로 동작수행이 가능하고 작은 면적과 적은 전력 소비로의 실현이 가능하므로 고속 및 고해상도의 변
환기 제품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즉, 저해상도의 플래쉬 ADC를 사용함으로 비교기(Comparator)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고 이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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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칩(Chip)의 면적이 작아지며 전력소비도 줄어들게 된다. 

실제의 ADC에서는 사용되는 소자의 특성, 구성소자들의 정합 특성이 완벽한 상태에 있지 못하므로 여러가
지의 오차요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오차는 오프셋(offset), 이득 (gain), INL(Integral Nonlinearity), DNL(Differential 
Nonlinearity)들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실제의 오차는 이들 요인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제1도는 3비트 ADC의 이상적인 전달 특성과 오차가 생긴 경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1도의 (a)는 이
상적인 전달 특성을 갖는 3비트 ADC의 동작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b)는 오프셋 오차를 나타내며 실
제 이상적인 전달특성에서 일정량 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c)는 이득(gain) 오차의 경우로서 그 값은 
실제코드 특성과 이상적인 코드 특성의 기울기 차이를 나타낸다. (d)는 전달 특성이 이상형인 직선 특성
을 갖지 않고 직선 특성으로부터 곡선형태로 벗어난 경우인 적분 비선형 오차(Integral Nolinearity)를 
나타낸다.  (e)는  인접한  출력값의  크기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정도를  알려주는  미분  비선형성 오차
(Differential Nonlinearity)를 나타내며, 실제로 인접코드간 간격의 차이를 측정하면서 살펴볼 수 있고 
미분 비선형성 오차가 크게 나타나면 전체 ADC에서 누락코드(Missing Code)가 발생하게 된다.  

파이프 라인 구조의 다단 MOS(Metal Oxide Semionductor) ADC의 성능은 DAC의 비선형성(Nonlinearity), 
연산증폭기의 유한이득(Finite Gain), 오프셋, MOS 스위치의 피드스루(Feedthrough)등에 의해 제한을 받
게 된다. 

이득, 오프셋, 피드스루 등에 의한 오차는 회로 기술에 의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구성
소자 사이의 부정합(Intrinsic Compinent Mismatching)에 의해 생기는 DAC의 비선형성은 전체 ADC의 선형 
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한 비선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는 교정(Caibration) 기능이 필수적으로 내장되어
야 한다. 동시에 각 단 간의 이득 특성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줄이기 위해 수정(Correction) 기능이 있어야 하며, 여러가지의 정합 특성을 고려한 설계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  출원번호  91-5409호(파이프  라인  접속의  다단구조를  갖는  아날로그  변환기)에서는 
BICMOS(Bipolar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쌍극 상보형 MOS)  공정을 이용하면서 각단
(Stage)에 샘플 및 홀더(Sample  Holder: S/H)와 플래쉬 변환기, 및 DAC들로 구성하되, 입력되는 아날로
그 신호의 전류값을 검출하여 동작하도록 하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기존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에 의하여서는 각 단마다 샘플 및 홀더(S/H)를 구성하
여야 하며,  BICMOS에 의한 전류값 검출방식으로 전력소모가 많음은 물론, INL와 DNL의 성능향상을 위해 
박막저항(Thin Film Resistor)과 같은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한 단점이 있었다.

1992년  IEEE  Journal  of  Solid  State  Circuits  12월호  1679면~1689면에  게재된  Digital  Domain 
Calibration of Multi step analog to Digital Converter(다단 ADC에서의 디지탈 영역 교정)에서는 모두 
이전 가중 캐패시터(BWC)의 배열만 사용하였고 코드대칭의 특성을 이요하여 한쪽 코드만 교정했으므로 통
계적으로 볼때 중심 근방에서의 선형특성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CMOS  일반공정을  이용하여  작은  칩  면적에  단일전원과  낮은  전력소모를  가지고 누락코드
(missing code)가 발생하지 않는 고속, 고해상도의 파이프 라인 구조의 다단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다른 목적은 INL(Integral Non Linearit)과, DNL(Differential Non Linearity)특성을 개선시켜 전체 성
능향상 및 수용향상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파이프 라인화한 다단구조를 사용하였고, 디지탈 영역의 교정
(Calibration)과 수정(Correction) 기능을 부가하여 오프셋 에러, 이득 에러, 피드쓰루 에러 등에 의한 
성능 저하를 개선시켰다. 

특히  전단(Front  End)에는  2진가중 캐패시터(BWC)  배열로 구성한 MDAC(Multiplying  DAC)을,  후단(Back 
End)에는 단위 캐패시터(UC) 배열을 이용한 MDAC을 사용하여 선형특성(Linearity)을 개선시켰다. 

또 교정(Calibration)시 가운데 코드를 중심으로 +,-의 디지탈 오차코드가 대칭인 점을 이용하지 않고 전
체코드에 대해 모두 교정함으로써 중심코드에서의 선형특성을 개선시킨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 도면에 의거 상세히 기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2도는 전체적인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4단(stage)으로 구성된 경우를 예를 들어 도시한 
것이다. 

아날로그 신호의 전압치(VIN)를 입력받는 샘플 및 홀더(Sample and Holder)(S/H)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
으로 샘플링과 홀딩하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한구간에서는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도록 한다. 

상기 샘플 및 홀더(S/H)로부터 전압치를 입력받는 처음단(St1)의 플래쉬 변환기(Flash1)에서는 최상위 비
트(MSB)인 n1 비트(bit)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 n1 비트의 디지탈코드(digital code)는 처음단 (St
1)의 MDAC(Multiplying Digital to Analog Converter)(MDAC1)에 의해 디지탈의 상태에서 아날로그의 상태
로 변환하는 동작이 수행된다. 

그리고 처음단(St1)의 MDAC(MDAC1)에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는 샘플 및 홀더(S/H)로부터 입력되는 아날
로그 전압치와의 차이가 구해져서 나머지(residue) 신호로 발생된다. 

상기의 나머지 신호는 그 크기가 작으므로 증폭을 시켜서 두번째 단(St2)으로 보내지게 된다. 

두번째 단(St2)의 플래쉬 변환기(Flash2)에서는 2번째 최상위 비트인 n2 비트를 결정하게 되고, 이 n2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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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디지탈 코드는 다음단(St2)의 MDAC(MDAC2)에 의해 디지탈의 상태에서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로 변환
하는 동작이 수행된다. 

그리고 두번째 단(St2)의 MDAD(MDAC2)에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는 처음단의 출력에서 구해진 아날로그 
전압치와의 차이가 구해져서 다음 단으로 전달된다. 

이 전달된 신호는 그 크기가 적으므로 증폭시켜서 세번째 단(St3)으로 보내지게 되고, 세번째 단(St3) 및 
네번째 단(St4)에서는 같은 과정을 거쳐 나머지 n3 및 n4 비트를 결정하게 된다. 

각 단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같은 블럭을 이용할 수 있고 회로의 설계 및 레이아우트
(Layout)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본 실시예에서 4개의 단으로 구성한 경우를 설명하였지만 비트의 수에 따라 임의의 단으로 구성할 수 있
다. 

그리고 상기의 각 단(St1)(St2)(St3)(St4)의 플래쉬 변환기(Flas1)~(Flash4)에 의해 디지탈 값을 입력받
는  디지탈  로직(Digital  Logic)에는  디지탈  영역의  교정부(Calibration)와  디지탈  영역의 수정부
(Correction)를  구비하여  오프셋  에러,  이득  에러,  캐패시터와  저항의  미스매칭  에러(Capacitor   
Resister의 Mismatching)등의 에러로 인한 성능의 저하를 방지한 정상적인 디지탈 값이 출력되도록 한다. 

제3도는 디지탈 로직의 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플래쉬 변환기(Flash)에서 받은 디지탈값은 디코딩 회로(1)를 통해 2진 코드(Binary Code)값으로 변환하
게 된다.

램(RAM)(2)에서 모듈에서 내재하고 있는 에러 값을 가지고 있다가 입력에 따라 형성된 2진 코드값에서 이 
에러값을 빼주어 교정(Calibration)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파이프 라인의 각 단(stage)강에 이득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단의 마지막 비트(LSB)와 바로 다
음 단의 처음비트(MSB)를 중첩시켜 에러가 발생한 경우 수정(correction)을 하게 된다. 디지탈 교정/수정
회로(3)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레지스터(Registe), 덧셈기, 그리고 수정회로를 가지고 있다. 

모든 디지탈 회로는 클럭 및 조정회로(4)에 의해 데이타를 주고 받는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전체 특성은 상위비트(MSB)가 좌우하게 되므로 n1 비트를 갖는 앞 단(Front End stage)을 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 2
n1
주소를 갖는 램(2)이 필요하게 된다. 

모든 코드 조합에 대한 교정 데이타를 램(2)에 저장하고 있다가 입력신호에 해당하는 디지탈 코드에서 이 
교정 데이타를 빼주어 실제 정확한 코드를 제공하게 된다. 

코드 대칭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코드 대칭을 이용한 것에 비해 램의 용량이 2배로 커졌으나 대칭점 근
처에서 오차의 2배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만큼 에러가 적어진다. 즉 코드대칭을 이용한 경우 램

은 2
n1/2

주소를 가져야 하며, 중심점 바로 위의 코드 오차가 +δ1라 했을 때 중심점 바로아래 오차도 대칭

에 의해 -δ1가 되므로 중심점 바로 위와 바로 아래의 코드는 2δ1의 에러를 가질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코드간 선형 특성이 최종 목표 해상도의 1/2 LSB 이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전체 코드의 교정 데이타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중심에서의 코드 에러 2배수 현
상이 없어지고 중심으로부터 +쪽과 -쪽의 오차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형 특성이 확률적으
로 더 좋아지게 된다. 

제2도에 의한 변환기의 전체 해상도는 n1+n2+n3+n4-3 비트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4단의 구조에서는 각 단(stage)간 1비트씩 모두 3비트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이 중첩된 비트는 
MDAC 이득 에러 및 저해상도 플래쉬에러 등으로 인한 에러발생시 비트수정에 사용하게 된다. 

n1, n2, n3, n4가 모두 같은 해상도를 갖는다면 앞의 세 단은 모두 같은 구조 및 회로로 구성할 수 있고, 

n4도 같은 해상도의 플래쉬를 사용할 수 있다. 전력 소모 및 샘플링 속도등의 응용에 따라서 파이프 라인
화되는 단의 수와 한 단내에서의 비트 수를 상호 조정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선형(Linearity)  특성의  향상을  위하여  다수의  단(stage)중에서  앞  단(Front  End 
Stage)에는 2진 가중 캐패시터(Binary Weighted Capacitor)의 배열로 이루어진 MDAC을 사용하면서 후단
(Back  End)에는 UC(Unit  Capacitor)의  배열로 이루어진 MDAC을  사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INL(Integral 
Nonlinearity)과 DNL(Differential Nonlinearity)의 특성을 현저히 개선시키면서 전체 수용(Yield)도 증
진되도록 한 것이다. 

앞단의 MDAC은 MSB를 결정하므로 전체 INL 특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코드대칭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전체 코드간의 상관성이 있는 BWC 배열의 MDAC을 이용하면 전체 선
형성이 크게 개선되므로 INL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뒷단의 MDAC은 LSB를 결정한다. 

따라서 뒷단의 MDAC 캐패시터 배열을 UC로 하면, 바로 이웃 코드 간 에러 차이는 개개의 단위 캐패시터에 
의한 오차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DNL 이 현저하게 개선되게 된다. 

제4도와 제5도는 각각 BWC 배열을 갖는 MDAC과 UC 배열을 갖는 MDAC의 회로도이다. 

MDAC은 전단의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 일정시간 유지(holding)하는 기능과 디지탈 코드에 의한 신호를 아
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 이 두 신호의 차를 구해 나머지(Residue) 신호를 만드는 기능,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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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이 모두 집적되어 있다. 

스위치(SW)가 1의 위치에 있을때는 앞 단에서의 아날로그 신호가 캐패시터(C)에 충전되어 입력된 값을 유
지해 준다. 

스위치(SW)를 2의 위치에 놓으면 디지탈 신호에 의한 기준 전압, 접지 전압이 캐패시터(C)에 연결되어 디
지탈/아날로그 변환을 하게 된다. 

이때 이미 캐패시터에는 아날로그 입력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디지탈에서 아날로그로 변환된 값과의 차이
(Residue)가 궤환 캐패시터(CFB)를 통해 증폭되게 된다. 캐패시터 배열의 값과 궤환 캐패시터(CFB)값의 비

율에 따라 이득이 결정되나 각각이 부정합 오차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제안된 교정과 수정에 의해 이러한 
오차를 감소시킨다. 

앞단(Front End)에는 제4도에서와 같은 BWC 배열의 MDAC을 사용한다. 

이때 디지탈 코드가 바로 기준 전압, 접지 전압으로 연결되게 선택한다. MSB의캐패시터 2
n-1
C의 용량을 갖

게 되며, LSB의 캐패시터는 1C의 용량을 갖게 된다. 

뒷단(Back End)에는 제5도에서와 같은 UC 배열의 MDAC을 사용한다. 디지탈 코드는 엔코더 회로(5)를 거쳐 
각 단위 캐패시터에 기준전압, 접지전압 값을 연결되도록 한다. 

이웃하는 디지탈 코드가 1개 변할때 기준전압, 접지의 선택 스위치는 2
N
개의 스위치중 1개 또는 2개만 선

택하게 된다. 따라서 뒷단에 UC 배열의 MDAC을 이용하면, 이웃 코드 간의 오차 변화가 심하지 않게 되고, 

이것은 DNL 특성 개선으로 나타난다. 총 캐패시터의 갯수는 2
n
개가 된다. 

제6도  및  7도는  12비트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에서  0.2%  임의의  캐패시터  부정합(Random  Capacitor 
Mismatching)이 있을때 DNL과 INL을 비교한 모의실험(Simulation) 결과 그래프이다. 

비교 대상은 첫째, 전단에 BWC 배열을 이용한 MDAC와 후단에 UC 배열을 이용한 MDAC으로 구성된 다단 파
이프 라인 구조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 둘째, UC 배열로 이루어진 MDAC만 사용한 다단 파이프 라인 
구조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 세째, 코드 대칭을 이용하지 않고 BWC 배열로만 구성된 다단 파이프 라
인 구조의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 등이다. 

제6도에서 코드 대칭을 이용한 BWC로만 구성된 변환기는 DNL 특성이 제일 열악한 것을 복 수 있으며, 코
드 대칭을 이용하지 않은 BWC 배열과 UC 배열을 각각 앞 단과 뒷 단에 사용한 경우가 제일 좋은 DNL 특성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C 배열과 코드 대칭인 BWC 배열을 비교해 보면 UC 배열이 더 좋은 DNL 특성
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도에서 UC로 구성된 MDAC만 사용한 경우가 제일 열악한 INL 특성을 가지고 있고, 코드 대칭인 경우와 
코드 비대칭인 경우를 비교해 보면 코드 비대칭인 BWC 배열의 MDAC을 앞 단에 사용한 것이 좋은 INL 특성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앞 단에 코드 비대칭의 BWC 배열 MDAC을 사용하고 뒷 단에 UC 배열의 MDAC을 사용한 것
이 제일 좋은 INL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에서는 디지탈 로직의 교정부와 수정부에서 오프셋 에러, 이득
에러 등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전 단에는 BWC의 배열을 이용한 MDAC을 사용하고, 후단에는 UC의 배열
을 이용한 MDAC을 사용함으로써 INL 특성과 DNL 특성을 모두 현저히 개선시킴은 물론, 코드 대칭을 택하
지 않으면서 누락 코드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전체 수율과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 및 홀딩하는 샘플 및 홀더(S/H)와, 상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하는 디지탈 비트를 검출하는 플래쉬 변환기(FLASH)와, 상기 검출된 비트에 따라 각
단의 디지탈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후 아날로그 신호와의 차이인 나머지 신호를 증폭하여 다음 
단으로 출력하는 각 단의 MDAC으로 구성하되, 상기 파이프 라인 구조의 다단(Multi-stage)중 전단(Front 
End)의 MDAC은 BWC의 배열을 사용하고, 후단(Back End)의 MDAC은 UC의 배열을 사용하여 구성시킴을 특징
으로 하는 파이프 라인 구조의 다단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BWC의 배열을 사용하는 MDAC은 최상위 비트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Stage)에 
구성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라인 구조의 다단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BWC로 구성된 MDAC의 교정시 코드 대칭 방식이 아닌 모든 코드에 대해 교정을 행하면서 
누락  코드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라인  구조의  다단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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