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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관한 것으로, 1 비트 양자화기와 다중 비트 양자화기와 에러 보정회로를 구비하고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와 1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를 사용하여 에러를 정정함으로써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디지털 출력신호로 변환할 때 생기는 양자화 잡음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의하면,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와 1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

호를 사용하여 특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에러를 정정함으로써 양자화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의하면, 다중 비트 양자화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DC 옵셋을 제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은 잡음 정형화 기술을 사용하여 신호대역의 잡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b)은 오버 샘플링 기술과 잡음 정형화 기술을 사용하여 신호대역의 잡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사용하여 구현한 종래의 A/D 컨버터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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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1비트 양자화기와 다중비트 양자화기를 사용하고 양자화 잡음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정하여 구현한 종래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1비트 양자화기와 다중비트 양자화기를 사용하여 구현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 5는 1비트 양자화기와 다중비트 양자화기를 사용하여 구현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대해 구체적인 전달함수를 구하여 상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와 종래의 양자화 잡음 정정을 하지 않은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대하여 오버 샘

플링 비에 따른 신호 대 잡음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8과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와 종래의 양자화 잡음 정정을 하지 않은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대한 매

트랩(matlab)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10 :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 411, 413, 451, 470 : 감산기

412, 414 : 적분기 420 : 1 비트 양자화기

430 : 1 비트 D/A 컨버터 440 : 다중 비트 양자화기

450 : 에러 보정회로 460 : 지연소자

480, 490, 500 : 이득요소 510 : 리미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 에러를 정정함으로써 양자화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

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주파수에서 동작하고 고정밀도의 해상도를 요구하는 특정 응용분야의 입출력단이나 송수신단에서는 델

타 시그마 변조기(delta-sigma modulator)와 디지털 필터로 구성된 델타 시그마 A/D 컨버터 또는 델타 시그마 D/A 컨버

터를 이용하여 신호변환을 한다.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오버 샘플링 기술과 잡음 정형화(noise shaping) 기술을 사용한다.

도 1(a)에는 잡음 정형화 기술을 사용하여 신호대역의 잡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나타나 있고, 도 1(b)에는 오버 샘플링

기술과 잡음 정형화 기술을 사용하여 신호대역의 잡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잡음 정형화 기술은 신호변환시

발생하는 양자화 잡음을 사용하지 않는 신호대역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 양은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차수에 따라

다르다. 오버 샘플링 기술은 모든 대역에서 일정한 양자화 잡음을 신호대역을 높여 실제 사용하는 신호대역에서는 양자화

잡음을 줄이는 기술이다. 또한,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고역통과 필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오버 샘플링을 통해 신호대역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작은 차수에서도 변환하려고 하는 신호대역의 잡음비는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신호대역 내에서의 신호

대 잡음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델타 시그마 변조 방법은 잡음 정형화 기술과 오버 샘플링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신호대역에서의 잡음을 줄여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도 2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사용하여 구현한 종래의 A/D 컨버터의 블록도이다. 도 2의 A/D 컨버터의 특성은 오버 샘플

링 비(oversampling ratio; OSR)가 일정한 경우에 아날로그 루프 필터의 차수(L)와 양자화기(quantizer)의 비트수(N)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사용하여 구현한 A/D 컨버터에서는 양자화기의 비선형 특성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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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1 비트 양자화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사용하여 구현된 A/D 컨버터는 1 비트 A/D 컨버터라고

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응용분야별로 요구되는 적절한 잡음비의 특성을 얻기 위하여 변조기의 차수(L)와 OSR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음성 주파수대(voice band)(4 kHz, Fs = 8 kHz)의 응용에서는 L = 2, OSR = 256, N

= 1이 적절하고, 가청 주파수대(audio band)(20 kHz, Fs = 44.1 kHz)의 응용에서는 L = 4, OSR = 64, N = 1이 적절하다.

여기서, Fs는 샘플링 주파수이다. L 값이 작음으로써 발생하는 특성의 열화는 OSR을 높임으로써 서로 상쇄할 수 있다.

그런데, 오버 샘플링 기술은 Nyquist 주파수보다 OSR 만큼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므로 신호대역이 높은 응용에서는 회

로로 구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 만일 Nyquist 주파수가 2 MHz인 응용에서 OSR이 256인 경우에는 동작주파수는 512

MHz가 되어 문제가 되고, OSR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조기의 차수(L)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로로 구현했을 경우 잡음, 전력

소모, 및 제품 단가(cost)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특히, 아날로그 변조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로가 잡음

에 민감한 아날로그 회로로 구성되므로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구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낮은 OSR과 변조기의 낮은 차수에서도 응용에 맞는 적절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 제안들 중 중요한 방식으로 양자화 잡음을 각 단계(stage)별로 합산하고 이를 필터링

하여 제거하는 다단 잡음정형(multi-stage noise shaping; MASH) 방식, 및 1 비트와 N 비트의 듀얼 양자화기를 사용하고

1 비트 양자화기에서 생기는 양자화 잡음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거하고 그 출력을 디지털 잡음 정형을 통하여 구현한 것

을 예로 들 수 있다. 1 비트와 N 비트의 듀얼 양자화기를 사용한 후 디지털 정정을 사용하여 양자화 잡음을 제거하는 방식

은 미국 등록특허 6,300,890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도 3에 도시된 종래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1

비트 양자화기를 포함하는 피드백 루프에 의해 아날로그 입력신호를 양자화할 수 있고, 다중 비트 양자화기(11)를 포함하

는 루프를 사용하여 양자화 잡음 정정을 수행함으로써 양자화 잡음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3의 델타 시그

마 변조기에서는 양자화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 최종 단(final stage) 적분기(8)의 아날로그 출력신호에서 1 비트 D/A 컨버

터(4)의 양자화된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감산하여 1 비트 D/A 컨버터에서 생기는 양자화 잡음을 제거하게 된다. 그런데, 감

산기(10)에서 감산하는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이고 양자화 잡음을 제거하는 신호의 루프가 아날로그 회로이므로 잡음의 영

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1 비트 양자화기와 다중 비트 양자화

기와 에러 보정회로를 구비하고,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와 1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를 사용하

여 디지털 영역에서 에러를 정정함으로써 양자화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정회로의 루프가 디지털 영역에서 이루어지

므로 잡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양자화 잡음을 감소시키고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중 비트 양자화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DC 옵셋을 제거할 수 있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제공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1 비트 양자화기와 다중 비트 양자화기와 에러 보정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와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를 사용하여 에러를 정정함으로써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디지털 출력신호로 변환할 때 양자화 잡음을 정정하여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아날로그 입력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단자, 디지털 출력신호가 출력되는 출력단자, 상

기 입력단자와 상기 출력단자 사이에 위치하고 인가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1 비트 양자화기, 상기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양자화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1 비트 D/A 컨버터, 제 1 감산

기와 상기 제 1 감산기의 출력을 적분하기 위한 적분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단계(stage)를 포함하고, 첫 번째 단계의

제 1 감산기는 상기 입력단자의 아날로그 입력신호에서 상기 1 비트 D/A 컨버터의 양자화된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감산하

고 마지막 단계의 적분기는 그 출력을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에 출력하는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 상기 입력 적분회로 시리

즈의 출력신호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다중 비트 양자화기, 상기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

털 신호와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에러를 보정하는 에러 보정회로,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의 양자

화된 디지털 신호를 지연하기 위한 지연 소자, 및 상기 지연 소자의 출력신호에서 상기 에러 보정회로의 출력신호를 감산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제 2 감산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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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에러 보정회로는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신호에서 상기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신호를 감산하여 1 비

트 양자화기에서 생기는 양자화 잡음과 다중비트 양자화기의 잡음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한 제 3 감산기, 및 상기 제 3 감

산기의 출력신호를 미분하여 비트 양자화기에서 생기는 잡음량에 대하여 고역통과 필터의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원하는 신

호대역에서의 잡음량을 최소화하는 잡음 정형을 위한 미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상기 다중 비트 양자화기와 상기 에러 보정회로 사이에 리미터를 더 구비하여 다중비트 양자화

기를 사용하여 생길 수 있는 DC 옵셋을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대해 설명한다.

도 4는 1비트 양자화기와 다중비트 양자화기를 사용하여 구현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 4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아날로그 입력신호(X)가 입력되는 입력단자, 디지털 출력신호(Y)가 출력되는 출력단자, 입

력단자와 출력단자 사이에 위치하고 인가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1 비트

양자화기(420),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양자화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1 비트 D/A 컨버터(430), 감산기와 적분

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단계(stage)를 포함하고 아날로그 입력신호(X)에서 1 비트 D/A 컨버터(430)의 양자화된 아날

로그 출력신호를 감산하고 적분하여 그 출력을 1 비트 양자화기(420)에 출력하는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410), 입력 적분

회로 시리즈(410)의 출력신호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의 디지털 출력신호와 1 비트 양자화기(420)의 디지털 출력신호를 수신하여 에러를 보정하는 에러 보정회

로(450), 1 비트 양자화기(420)의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지연하기 위한 지연 소자(460), 및 지연 소자(460)의 출력신호

에서 에러 보정회로(450)의 출력신호를 감산하고 감산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감산기(470)를 구비한다.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410)는 아날로그 입력신호에서 1 비트 D/A 컨버터(430)의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감산하는 감산기

(411), 감산기(411)의 출력신호를 적분하는 적분기(412), 적분기(412)의 출력신호에서 1 비트 D/A 컨버터(430)의 아날

로그 출력신호를 감산하는 감산기(413), 및 감산기(413)의 출력신호를 적분하는 적분기(414)를 포함한다.

에러 보정회로(450)는 1 비트 양자화기(420)의 디지털 출력신호에서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의 디지털 출력신호를 감산

하여 1 비트 양자화기에서 생기는 양자화 잡음과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잡음과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한 감산기(451), 및

감산기(451)의 출력신호를 미분하여 비트 양자화기에서 생기는 잡음량에 대하여 고역통과 필터의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원하는 신호대역에서의 잡음량을 최소화하는 미분기(452)를 포함한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4에서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410)는 감산기와 적분기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단계로 구성되며, 도 4에는 2 단계로 구성

된 2차의 경우에 대해 나타내었다. 아날로그 입력신호(X)는 1 비트 양자화기(420)에 의해 양자화되어 디지털 신호로 변환

된다. 1 비트 양자화기(420)와 1 비트 D/A 컨버터(430)와 감산기들(411, 413)과 적분기들(412, 414)로 이루어진 피드백

루프에 의해 잡음이 원하는 신호대역 밖으로 정형되어 원하는 신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게 되고, 아날로그 입력

신호는 계속하여 양자화가 진행된다. 양자화하는 과정에서 양자화 잡음(E)이 섞일 수 있으므로 1 비트 양자화기(420)의

출력신호는 양자화 잡음(E)을 포함하는 신호가 된다.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는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410)의 출력신호,

즉 1 비트 양자화기(420)의 입력신호(Vm)를 수신하고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한다. 1 비트 양자화기(420)와 마찬가

지로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에서도 양자화하는 과정에서 양자화 잡음(EE)이 섞일 수 있으므로 다중 비트 양자화기

(440)의 출력신호는 양자화 잡음(E)을 포함하는 신호가 된다. 에러 보정회로(450)의 감산기(451)는 1 비트 양자화기

(420)의 출력신호에서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의 출력신호를 감산하고, 미분기(452)는 그 결과를 미분한다. 지연소자

(460)는 1 비트 양자화기(420)의 출력신호를 수신하여 일정시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한다. 감산기(470)는 지연소자(460)

의 출력신호에서 에러 보정회로(450)의 출력신호를 감산하여 출력단자에 출력신호(Y)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

산기(451)는 각 비트 양자화기에서 생기는 양자화 잡음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미분기(452)는 각 비트 양자화기에서 생기는

잡음량에 대하여 고역통과 필터의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원하는 신호대역에서의 잡음량을 최소화하는 잡음 정형의 기능을

한다. 결국 최종 출력단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1 비트 양자화기 잡음은 제거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다중비트 양자화기의 잡

음은 미분기에 의한 잡음 정형(noise shaping)을 통하여 그 크기가 매우 작아지므로 신호 대 잡음비의 특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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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1비트 양자화기와 다중비트 양자화기를 사용하여 구현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를 나타

내는 도면으로서, 도 4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각 단계의 이득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소정의 이득요소와 리미터를 더 구비한다.

도 5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아날로그 입력신호(X)가 입력되는 입력단자, 디지털 출력신호(Y)가 출력되는 출력단자, 입

력단자와 출력단자 사이에 위치하고 인가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1 비트

양자화기(420),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양자화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1 비트 D/A 컨버터(430), 감산기와 적분

기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단계(stage)를 포함하고 아날로그 입력신호(X)에서 1 비트 D/A 컨버터(430)의 양자화된 아날로

그 출력신호를 감산하고 적분하여 그 출력을 1 비트 양자화기(420)에 출력하는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410), 1 비트 양자

화기(420)의 디지털 출력신호에 소정의 이득을 주기 위한 이득요소(480),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410)의 출력신호를 양자

화하고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의 디지털 출력신호에

소정의 이득을 주기 위한 이득요소(500), 이득요소(500)의 출력신호를 안정화시키는 리미터(510), 리미터(510)의 출력신

호와 이득요소(480)의 출력신호를 수신하여 에러를 보정하는 에러 보정회로(450), 이득요소(480)의 출력신호에 소정의

이득을 주기 위한 이득요소(490), 이득요소(490)의 출력신호를 지연하기 위한 지연 소자(460), 및 지연 소자(460)의 출력

신호에서 에러 보정회로(450)의 출력신호를 감산하고 감산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감산기(470)를 구비한다.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410)는 아날로그 입력신호에서 1 비트 D/A 컨버터(430)의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감산하는 감산기

(411), 감산기(411)의 출력신호를 적분하는 적분기(412), 적분기(412)의 출력신호에서 1 비트 D/A 컨버터(430)의 아날

로그 출력신호를 감산하는 감산기(413), 및 감산기(413)의 출력신호를 적분하는 적분기(414)를 포함한다.

에러 보정회로(450)는 이득요소(480)의 출력신호에서 리미터(510)의 출력신호를 감산하는 감산기(451), 및 감산기(451)

의 출력신호를 미분하는 미분기(452)를 포함한다.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각 단계의 이득의 차이를 서로 보정하기 위한 소정의

이득요소와 다중 비트 양자화기를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DC 옵셋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출력을

일정한 레벨로 제한하는 리미터를 더 구비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도 4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와 동일하므로 여기서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2차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함수를 구하여 상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에서 참조번호 410은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410)를, 참조번호 420은 1 비트 양자화기를, 참조번호 430은 1 비트 D/A

컨버터를, 참조번호 440은 다중 비트 양자화기를, 참조번호 450은 에러 보정회로를, 참조번호 460은 지연회로를, 참조번

호 470은 감산기를, 참조번호 480과 490과 500은 이득요소를, 510은 리미터를 각각 나타내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들 참조번호들은 도 5에서와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였다. 도 6에서 이득요소 옆에 놓인 수치들(a1 = 1, a2 = 1, a3 = 1, a4

= 0.75, a5 = -1.5, a6 = 1, b1 = 1, b4 = 1, b5 = -2, b6 = 1, c1 = 0.5, c2 = 0.5, g1 = 23, g2 = 2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사용한 전달함수의 계수 값을 나타낸다.

신호 전달함수와 잡음 전달함수를 합한 신호인 Y1(z)는 수학식 1과 같이 된다.

수학식 1

감산기(451)의 입력신호는 g1(X2 + E) - g1(X2 + EE) = g1(E - EE)이 된다.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를 통과한 신호는

1 비트 양자화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양자화 잡음(EE)을 가지고 있다. 도 6에 도시된 이득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X3

의 값은 수학식 2와 같다.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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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피드백 루프에는 잡음 E가 존재하므로 출력 Y(z)= f(X(z), E(z), EE(z))가 된다. 이 함수 안

에 있는 E를 제거하면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출력은 Y(z) = f(X(z), EE(z))가 된다. EE(z)는 상대적으로 에러의 양이 작은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의 에러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잡음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음(E)를 제거하여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피드백 루프에 있는 에러의 영향은 제거할 수 있으므로 도 6에 도시된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잡음 특성이

우수하다.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양자화 잡음 E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출력신호(Y(z))는 수학식 3과 같이 되어야 한다.

수학식 3

수학식 1과 수학식 2를 사용하여 출력신호(Y(z))를 구하면 수학식 4와 같이 된다.

수학식 4

수학식 4로부터 양자화 잡음 E는 상쇄되어 제거되고,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양자화 잡음 EE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수학식 4로부터 필요한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지연시간을 가지는 2차의 고역통과 필터를 포함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

다. 고역통과 필터는 잡음(EE(z))을 원하는 대역 밖으로 밀어내고 원하는 신호대역 안에서는 적은 양의 잡음을 가질 수 있

게 하는 잡음 정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곧 미분기라 볼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원래의 신호의 손실은 없고 상대적으로 큰 양자화 잡음 E를 제

거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양자화 잡음 EE를 잡음 정형화(noise shaping)함으로써, 원하는 신호대역 내에서 우수한 신호 대

잡음비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낮은 OSR에서도 디지털 영역에서 잡음소거(noise

cancellation)를 함으로써 우수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도 6에서 이득(g1 및 g2)은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넘어

갈 때 신호를 비트로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호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M 비트 이상의 신호 대 잡음비 특성

을 위해서는 g1과 g2의 곱이 최소 2의 (M-1)승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14 비트 이상의 특성을 원한다면, g1 =

23이고 g2 = 210 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자화 후에 에러 보정회로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2의 보수형태로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M 비트의 신호를 변환하려고 할 때 정상적인 경우라면 +(2M-1 - 1) ~ -(2M-1)의 범위에서 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산하면 그 합이 0이 되지 않으므로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의 출력단에 DC 값이 나타나게 된

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 비트 양자화기(440)의 출력을 +(2M-1 - 1) ~ -(2M-1 - 1)로 제한하면 그 합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출력을 일정한 레벨로 제한하는 리미터(510)에 의해 수행된다.

상기에서는 간단한 2 차 시그마 델타 변조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얻기 위해서 고차의 변조

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OSR과 변조기의 특성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낮은

OSR에서는 좋은 특성이 나오지 않으므로 적절한 OSR을 유지해야 한다. 본 발명에서 제안된 회로 구조를 사용하면, 고차

의 변조기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양자화 잡음을 제거하여 양자화 잡음 때문에 생기는 특성의 손실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일반적인 A/D 변환기 또는 D/A 변환기에 적용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와 종래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대하여 오버 샘플링 비에 따른 신호 대 잡음비

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에서 실선(solid line)은 본 발명의 회로구조를 이용하여 구현한 2 차 델타 시

그마 변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점선(dotted line)은 종래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를 나타낸다. 도 7에서 알 수 있듯이, 변조기의 차수에 적절한 OSR(Over-Sampling Ratio)을 가진 경우, 즉 도 7의 예에서

OSR이 256인 경우에는 본 발명의 변조기와 종래의 변조기는 특성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이 값 이상의 경우에는 포화상태

가 된다. 그러나, OSR이 낮은 경우, 예를 들면 도 7에서 OSR이 64인 경우에는, 본 발명의 변조기와 종래의 변조기는 15

dB 이상의 특성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차수의 변조기에서 동일한 OSR을 가지는 조건에서, 즉 포화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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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아닌 충분한 변조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태에서, 본 발명의 변조기는 종래의 변조기에 비해 2.5 비트 이상 특성을

좋게 할 수 있다. 이것은 OSR을 2 배, 즉 128 까지 올려서 얻은 특성과 비슷한 특성의 향상이다. 다시 말하면, 본 발명의 변

조기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동일차수에 대하여 종래의 변조기에 비해 OSR을 2 배정도 올린 효과를 나타낸다.

도 8과 도9는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와 종래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대한 매트랩(matlab)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과 도 9는 변조기의 차수가 2 차이고 OSR이 64인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나타

낸다.

도 8에서, (s-1)은 입력신호(-0.707 ~ +0.707)를 나타내고, (s-2)는 종래의 방식에 따른 변조기의 출력신호를 나타내며,

(s-3)은 본 발명의 변조기에서 다중 비트 양자화기를 통과한 리미터의 출력신호(4 bit, -7 ~ +7)를 나타내고, (s-4)는 본

발명의 변조기의 출력신호(Y(z))를 나타내고, (s-5)는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와 종래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FFT한 결과를 나타내고, (s-6)는 (s-5)의 결과를 신호대역폭(0.5)까지만 확대한 결과를 나타

내고, (s-7)는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출력을 4 차의 디지털 싱크 필터(Digital Sync Filter)에 넣어 출력을

16 다운샘플링(downsampling)한 결과를 나타내고, (s-8)는 디지털 싱크 필터의 결과를 FFT한 결과를 나타낸다.

(s-5)에서 위 부분은 본 발명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대한 FFT 결과를 나타내고, 아래 부분은 종래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

에 대한 FFT 결과를 나타낸다. (s-6)에서 알 수 있듯이, (s-5)의 결과를 신호대역폭(0.5)까지만 확대한 결과 신호 대 잡음

비 특성이 15 dB(2.5 bit) 좋아짐을 알 수 있다.

도 9에서, (s-9)는 본 발명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1 비트 양자화기의 출력신호와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출력신호와의 에

러 값의 차이를 구한 결과를 나타내고, (s-10)은 본 발명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디지털 에러보정을 수행한 결과(Y2(z))

를 나타내고, (s-11)은 (s-9)와 (s-10)에 대하여 FFT한 결과를 나타내고, (s-12)는 디지털 싱크 필터의 결과( 도8의 s-8

의 결과) 파형을 나타낸다.

(s-11)에서 맨 위 파형은 (s-9)의 파형을 FFT한 결과를 나타내고, 중간의 파형은 (s-10)의 파형을 FFT한 결과를 나타내

고, 맨 아래 파형은 본 발명의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최종 출력신호의 파형을 나타낸다. 맨 위의 파형은 잡음 정형화가 되

지 않은 파형이며, 중간의 파형은 잡음 정형화가 된 파형이다. 델타 시그마 변조기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양자화 잡음

(E)은 에러보정에 의해 제거되고 나머지 양자화 잡음(EE)은 미분기에서 고역통과 필터링에 의해 제거된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에 의하면, 1 비트 양자화기와 다중 비트 양자화기와 에러 보정회로

를 구비하고,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와 1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를 사용하여 디지털 영역에서

에러를 정정함으로써 양자화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고 다중 비트 양자화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DC 옵셋을 제거할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신호 대 잡음비의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신호의 대역폭이 넓어져서 높은

OSR을 이룰 수 없는 경우와 고속동작에 대한 부담으로 고차의 구현이 어려운 산업분야의 응용에 사용되어 좋은 특성을 얻

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아날로그 입력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단자;

디지털 출력신호가 출력되는 출력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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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단자와 상기 출력단자 사이에 위치하고 인가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1 비트 양자화기;

상기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양자화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1 비트 D/A 컨버터;

제 1 감산기와 상기 제 1 감산기의 출력을 적분하기 위한 적분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단계(stage)를 포함하고, 첫 번째

단계의 제 1 감산기는 상기 입력단자의 아날로그 입력신호에서 상기 1 비트 D/A 컨버터의 양자화된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감산하고 마지막 단계의 적분기는 그 출력을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에 출력하는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

상기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의 출력신호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다중 비트 양자화기;

상기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와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를 수신하여 에러를 보정하는 에

러 보정회로;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의 양자화된 디지털 출력신호를 지연하기 위한 지연 소자; 및

상기 지연 소자의 출력신호에서 상기 에러 보정회로의 출력신호를 감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제 2 감산기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보정회로는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에서 상기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디지털 출력신호를 감산하는 제 3 감산기; 및

상기 제 3 감산기의 출력신호를 미분하는 미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상기 다중 비트 양자화기와 상기 에러 보정회로 사이에 DC 옵셋을 제거하기 위하여 출력을 제한하는 리미터를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

청구항 5.

제 2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서 차수를 2차로 국한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델타 시그

마 변조기.

청구항 6.

아날로그 입력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단자;

디지털 출력신호가 출력되는 출력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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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력단자와 상기 출력단자 사이에 위치하고 인가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첫 번째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1 비트 양자화기;

상기 양자화된 첫 번째 디지털 신호를 양자화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1 비트 D/A 컨버터;

제 1 감산기와 상기 제 1 감산기의 출력을 적분하기 위한 적분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단계(stage)를 포함하고, 첫 번째

단계의 제 1 감산기는 상기 입력단자의 아날로그 입력신호에서 상기 1 비트 D/A 컨버터의 양자화된 아날로그 출력신호를

감산하고 마지막 단계의 적분기는 그 출력을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에 출력하는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

상기 1 비트 양자화기의 첫 번째 디지털 신호에 소정의 이득을 주기 위한 제 1 이득요소;

상기 입력 적분회로 시리즈의 출력신호를 양자화하고 양자화된 2 번째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다중 비트 양자화기;

상기 다중 비트 양자화기의 2 번째 디지털 신호에 소정의 이득을 주기 위한 제 2 이득 요소;

상기 제 2 이득요소의 출력신호와 상기 제 1 이득요소의 출력신호를 수신하여 에러를 보정하는 에러 보정회로;

상기 제 1 이득요소의 출력신호에 소정의 이득을 주기 위한 제 3 이득요소;

상기 제 3 이득요소의 출력신호를 지연하기 위한 지연소자; 및

상기 지연 소자의 출력신호에서 상기 에러 보정회로의 출력신호를 감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제 2 감산기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보정회로는

상기 제 1 이득요소의 출력신호에서 상기 제 2 이득요소의 출력신호를 감산하는 제 3 감산기; 및

상기 제 3 감산기의 출력신호를 미분하는 미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델타 시그마 변환기.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상기 제 2 이득요소와 상기 에러 보정회로 사이에 리미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상기 제 1 이득요소와 상기 제 2 이득요소가 동일한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델타 시그마 변조기.

청구항 10.

제 6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델타 시그마 변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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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서 차수를 국한하여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델타 시그마 변

조기.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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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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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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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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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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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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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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