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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를 구비하고, 전원 전압과 같은 신호 진폭의 신호를 입력하여 AD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는 입력 아날로그 전압을 샘플 홀드하고 1 미만의 전압 이득으로 입력 아날로그 전압에 비례한 내

부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단에 생성하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와,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출력단에 결합되어 내부 아날

로그 전압에 따른 전하를 축적하는 복수의 용량을 포함하고, 복수의 용량 접속을 제어 신호에 따라 전환함으로써, 내부 아

날로그 전압 및 제어 신호에 따른 비교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단에 생성하는 용량 DA 변환기와, 용량 DA 변환기의 출력단

에 결합되어 비교 아날로그 전압에 따른 비교 결과 신호를 출력단에 생성하는 비교기와, 비교기의 출력단에 결합되고 비교

결과 신호에 따라 제어 신호를 용량 DA 변환기에 공급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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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아날로그 전압을 샘플 홀드하고, 1 미만의 전압 이득으로 상기 입력 아날로그 전압에 비례하는 내부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단에 생성하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와;

상기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상기 출력단에 결합되어 상기 내부 아날로그 전압에 따른 전하를 축적하는 복수의 용량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용량 접속을 제어 신호에 따라 전환함으로써, 상기 내부 아날로그 전압 및 상기 제어 신호에 따른

비교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단에 생성하는 용량 DA 변환기와;

상기 용량 DA 변환기의 상기 출력단에 결합되고, 상기 비교 아날로그 전압에 따른 비교 결과 신호를 출력단에 생성하는 비

교기와;

상기 비교기의 상기 출력단에 결합되어 상기 비교 결과 신호에 따라 상기 제어 신호를 상기 용량 DA 변환기에 공급하는 제

어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용량 DA 변환기의 상기 복수의 용량은,

상기 제어 신호에 따라 2 개의 기준 전위 중 어느 하나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는 제1 용량과,

상기 제어 신호에 관계없이 상기 2 개의 기준 전위 중 어느 하나가 소정의 한쪽으로 접속되는 제2 용량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용량에 의해 상기 비교 아날로그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상기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상기 1 미만의 전압 이득을 보상

하도록 상기 용량 DA 변환기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용량에 의해 상기 비교 아날로그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상기 입력 아날로그 전압이 상기 2개의 기준 전위의 차와

같을 때에 상기 제1 용량의 모두가 2 개의 기준 전위의 한쪽인 동일한 기준 전위에 접속되도록 상기 용량 DA 변환기가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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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 회로와,

상기 증폭기 회로의 입력 단자측에 결합되는 제1 용량과,

상기 증폭기 회로의 출력 단자측에 결합되는 제2 용량

을 포함하는 스위치드 커패시터형 샘플 홀드 증폭기이며, 상기 제1 용량의 용량치보다도 상기 제2 용량의 용량치가 큰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기 회로는,

상기 입력 단자측에 접속되는 입력단과 상기 입력 단자측에 피드백되는 출력 단을 갖는 제1 증폭기 회로와,

상기 제1 증폭기 회로의 상기 출력단에 입력단이 접속되어 상기 내부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단에 생성하는 제2 증폭기 회

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용량 중에 최소의 용량치를 갖는 용량에 출력단이 결합되는 저항 DA 변환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 DA 변환기는,

2 개의 기준 전압간에 직렬로 접속된 복수의 저항과,

상기 복수의 저항에 의해 생성된 복수의 분압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셀렉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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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용량 DA 변환기를 이용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에

관한 것이다.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는 비교적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실현되고, CMOS 프로세스와의 정합성이 높고 비교적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또한, 중용의 변환 시간과 중용의 변환 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여러 가지 용도에 있어서

이용된다. 도 1은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의 대표적인 구성으로서, 종래의 전하 재분배형 AD 변환기의 차동 용량 DAC을

도시한다(특허 문헌 1에 동일한 회로가 개시됨).

이하에, 도 1의 회로의 구성·동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도 1의 회로는 스위치(SW1 내지 SW14), 용량(C1 내지 C12)

및 비교기(COMP1)를 포함한다. VIN＋는 차동 입력의 플러스측(＋)의 아날로그 입력을, VIN－는 차동 입력의 마이너스

측(－)의 아날로그 입력을 나타낸다. 또한, TOP＋는 용량 어레이의 플러스측 상부판(top plate)을, TOP－는 용량 어레이

의 마이너스측 상부판을 나타낸다. Vref＋는 플러스측의 기준 전위(5 V)이며, Vref－는 마이너스측의 기준 전위(0 V)이

다. 또한, GND는 이 회로의 신호 그라운드의 전위(2.5 V)이다. 또한, VCM2는 샘플링시의 상부판의 바이어스 전위이며,

COUT1은 비교기의 출력이다.

용량(C1 내지 C6)은 각각 1C, 1C, 2C, 4C, 8C 및 16C의 상대적인 용량치의 용량을 갖는다. 또한, 마찬가지로 용량(C7 내

지 C12)은 각각 1C, 1C, 2C, 4C, 8C 및 16C의 상대적인 용량치의 용량을 갖는다.

도 1에 도시되는 스위치의 상태는 샘플링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샘플링시에는 용량(C1 내지 C6)에 VIN＋의 전위

가 충전되고, 용량(C7 내지 C12)에 VIN－의 전위가 충전된다. 샘플링 종료 후, 스위치(SW13 및 SW14)를 개방하여 스위

치 (SW1 내지 SW12)를 전환한다. 이 스위치(SW1 내지 SW12)의 전환에 의해 용량(C1 내지 C12)의 하부판[스위치(SW1

내지 SW12)에 연결되는 전극측]의 전위를 Vref＋, Vref－, GND 중 어느 하나로 선택적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플러스측에 대해서 설명하면, 우선 샘플링시에는 용량(C1 내지 C6)의 전부가 아날로그 입력 전위 VIN＋

에 충전된다. 샘플링 후에 스위치(SW13)를 개방하여 TOP＋를 부유 상태로 하고, 예컨대 용량(C1 내지 C5)을 스위치

(SW1 내지 SW5)를 통해 GND에 접속하는 동시에, 용량(C6)을 스위치(SW6)를 통해 기준 전위 Vref＋에 접속한다. 이 접

속에 의해, 샘플링시에 입력 전위 VIN＋에 의해 축적된 전하가 샘플링 용량(C1 내지 C6) 사이에서 재분배되고, TOP＋의

전위는((Vref＋)－GND)/2－VIN＋가 된다. 즉 이 경우, 용량(C1 내지 C5)의 합계 16C의 용량치와 용량(C6의 16C)의 용

량치에 따라 Vref＋와 GND 사이를 1/2로 분할하고, 그 분압값으로부터 입력 전위 VIN＋를 뺀 전위가 TOP＋의 전위가

된다.

스위치(SW1 내지 SW6)의 접속을 제어함으로써, Vref＋와 GND 사이를 용량 분할하는 비율을 변화시켜서 TOP＋의 전위

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측에 대해서도 스위치(SW7 내지 SW12)의 접속을 제어함으로써, Vref－와

GND 사이를 용량 분할하는 비율을 변화시켜서 TOP－의 전위를 조정할 수 있다. 비교기(COMP1)는 TOP＋의 전위와

TOP－의 전위를 입력으로 하여 양전위의 차에 따른 출력(COUT1)을 생성한다. 출력(COUT1)에 따라 스위치(SW1 내지

SW12)의 접속 상태를 순차 변화시켜 소정의 출력이 실현되도록 스위치의 접속 상태를 제어한다. 이와 같이 하여, 아날로

그 입력 전위 VIN＋ 및 VIN－의 차에 대응한 디지털 코드(스위치의 상태)를 출력(COUT1)에 기초한 제어에 의해 검색한

다.

도 2는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의 다른 회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에 있어서, 도 1과 동일한 구성 요소는 동일한 번

호로 참조하고, 그 설명은 생략한다.

도 2의 회로 구성에서는 증폭기(AMP1)가 입력측에 설치되어 있다. 이 증폭기(AMP1)는 아날로그 입력 전위 VIN＋ 및

VIN－를 증폭함으로써, 증폭 전위(IVINP 및IVINN)를 출력한다. 이 증폭 전위(IVINP 및 IVINN)를 용량 어레이로 샘플링

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은 AD 변환 동작을 실행한다. 이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회로 구성을 이용하면, 샘플링시에

증폭기(AMP1)를 통해 용량(C1 내지 C12)을 충전함으로써, 샘플링 동작을 고속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는 중용의 변환 시간과 중용의 변환 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는 용도가 넓은 AD 변환기이지만, 보다

고속(보다 높은 샘플링 레이트)이면서 저전력이 요구되는 용도에 있어서는 파이프라인형 AD 변환기가 적용된다. 파이프

라인형 AD 변환기에서는 높은 샘플링 레이트를 실현하기 위해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가 이용

되는 경우가 많다.

도 3은 종래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동일한 회로가 비특허 문헌 3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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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의 회로는 스위치(SW15 내지 SW23), 용량(C13 내지 C16) 및 증폭기(AMP2)를 포함한다. VIN＋는 플러스측의 아날

로그 입력 전위, VIN－는 마이너스측의 아날로그 입력 전위를 나타낸다. VOP는 플러스측 출력이며, VON은 마이너스측

출력이다. 또한 NODE1 내지 NODE4는 내부 노드를 나타낸다. 또한, BIAS1은 샘플링시에 있어서의 용량(C15 및 C16)의

하부판(bottom plate)의 바이어스 전위이다.

도 3에 도시되는 스위치의 상태는 샘플링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샘플링시에는 용량(C13)에 VIN＋의 전위가 충전

되고, 용량(C14)에 VIN－의 전위가 충전된다. 홀드 상태에서는 스위치(SW18, SW19, SW20, SW21)를 개방하고, 스위치

(SW17, SW22, SW23)를 폐쇄한다. 이것에 의해 용량(C13 및 C14)에 축적된 전하의 VIN＋와 VIN－의 차전위에 상당하

는 부분이 용량(C15 및 C16)에 전송되고, VIN＋와 VIN－의 차전위, 플러스측 출력(VOP) 및 마이너스측 출력(VON)으로

서 출력된다.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 의해 파이프라인형 AD 변환기로서는 고속인 샘플링 동작이 달성되고

있었다.

또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에 샘플 홀드 증폭기의 기능을 내장한 회로 구성도 시도되고 있다. 샘플 홀드 증폭기의 기능

을 내장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의 회로예를 도 4에 도시한다(특허 문헌 2).

도 4의 회로는 스위치(SW24 내지 SW26), 용량(C17 내지 C24) 및 증폭기(AMP3및 AMP4)를 포함한다. VIN은 아날로그

입력이며, COUT2는 비교기의 출력이다. NODE5 내지 NODE7은 내부 노드를 나타내고, BOT1 내지 BOT5는 용량의 하

부판이다. 또한 Vdd/2는 전원 전압의 1/2의 전위를 나타낸다. 또한, 도 1 및 도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량(C17 내지

C24)에 병기된 nC(n은 정수)의 값은 각각의 용량이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도 4의 회로에서는 용량(C17, C18) 및 증폭기(AMP3)로 구성되는 반전 증폭 회로가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로서 작동한다.

이 부분을 마련함으로써, 용량(C19 내지 C24)으로 구성되는 용량 DAC의 용량을 직접 아날로그 입력 신호로 충전하지 않

아도 되며, 용량(C17)을 작게 함으로써, VIN에서 본 입력 용량을 작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샘플링

고속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회로의 미세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CM0S 디지털 회로와 CM0S 아날로그 회로를 동일한 칩 상에 탑재하는 것으로의 요구

가 증대되고 있다. 미세 CM0S 디지털 회로의 고속성에 적당한 성능을 확보한 CM0S 아날로그 회로를 가능한 한 저비용으

로 집적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면적이면서 낮은 가격으로 중용의 변환 시간과 중용의 변환 정밀도를 실현하는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에 대

해서도 고속화로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를 고속화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에서의 판정을 고속화하

는 동시에, 샘플링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예컨대, 도 1에 도시되는 종래 기술과 같은 구성에서는 샘플링 용량을 외부 아날로그 입력 신호로 충전하기 때문

에, 샘플링 용량의 용량치에 의해 샘플링 시간이 제한되고, 샘플링 시간을 충분히 단축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도 2의 종

래 회로와 같은 구성에서는 샘플링시에 버퍼 증폭기를 통해 용량을 충전함으로써, 샘플링의 고속화가 가능하지만 버퍼 증

폭기의 출력 신호 범위를 초과하는 입력 신호를 샘플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회로 구성에서는 버퍼

증폭기의 전압 이득은 1이 된다. 이 경우, 전원 전압과 같은 전압의 입력 신호를 입력하더라도 버퍼 증폭기의 출력 신호 진

폭은 전원 전압과 같아지지 않으며, 약간의 전압이 저감된 신호가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전원 전압과 같은 신호 진폭을

입력하여 AD 변환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도 3에 도시하는 종래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는 도 2의 종래 회로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입력 신호의 버퍼 증폭기

로서 기능하여, 샘플링을 고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특허 문헌 3에서는 파이프라인형 AD 변환기로의 응용예가 표시되

는 것에 그치며,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에 적용하는 경우의 구성, 문제점, 해결책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도 4의 종래 회로를 개시하는 특허 문헌 2에서는 증폭기의 전압 이득은 1의 경우에만 표시되어 있으며, 도 2의 종래

회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원 전압과 같은 신호 진폭을 입력하여 AD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문제점, 해결책은 개시되

어 있지 않다. 또한, single－ended의 스위치드 커패시터형 버퍼 증폭기의 경우에 대해서만 회로 구성이 도시되어 있으며,

시스템(LSI)에 있어서 디지털 회로로부터 발생하는 노이즈에 대하여 유리한 차동 회로로의 적용예가 나타나 있지 않다.

[특허 문헌 1] 미국 특허 제4,803,462호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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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헌 2]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10－336033호 공보

[비특허 문헌 1] R. K. Hester et al., "Fully Differential ADC with Rail-to-Rail Common-Mode Range and Nonlinear

Capacitor Compensation,"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 25, No. 1, pp. 173－183, Feb. 1990.

[비특허 문헌 2] G. Promitzer, "12－bit Low-Power Fully Differential Switched Capacitor Noncalibrating

Successive Approximation ADC with 1 MS/s,"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 36, No. 7, pp. 1138－

1143, July 2001.

[비특허 문헌 3] L. A. Singer et al., "A 14－Bit 10-NHz Calibration-Free CMOS Pipelined A/D Converter,"

Symposium on VLSI Circuits, pp. 94－95, 1996.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샘플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를 구비하고, 전원 전압과 동일한 신호 진폭의

신호를 입력하여 AD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상기한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제1 목적에 대응하는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에 적합한 더블 스테이지형 DA 변환기를 제공하

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의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기는 입력 아날로그 전압을 샘플 홀드하여 1 미만의 전압 이득으로 이 입력 아날로그

전압에 비례한 내부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단에 생성하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와, 상기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상기 출

력단에 결합되어 상기 내부 아날로그 전압에 따른 전하를 축적하는 복수의 용량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용량의 접속을

제어 신호에 따라 전환함으로써 상기 내부 아날로그 전압 및 이 제어 신호에 따른 비교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단에 생성하

는 용량 DA 변환기와, 상기 용량 DA 변환기의 상기 출력단에 결합되어 상기 비교 아날로그 전압에 따른 비교 결과 신호를

출력단에 생성하는 비교기와, 상기 비교기의 상기 출력단에 결합되어 상기 비교 결과 신호에 따라 이 제어 신호를 상기 용

량 DA 변환기에 공급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 중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의하면, 스위치드 커패시터형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입력 단자에 결합되는 용

량보다 출력 단자에 결합되는 용량의 값을 크게 함으로써, 전압 이득이 1 미만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를 실현한다.

또한, 본 발명 중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의하면, 용량 DA 변환기의 복수의 용량 중 최소 용량치의 용량에 저항 DA 변환

기의 출력을 결합함으로써, 더블 스테이지형 DA 변환기를 실현한다.

(실시예)

이하에,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의 도면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5의 (a)에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부분이 도시되고, 도 5의 (b)에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부분의 출력에 접속되는 용량 어레이 부분이 도시된다. 이

용량 어레이 부분의 출력은 도 1과 마찬가지로 비교기에 결합된다.

도 5의 (a) 및 도 5의 (b)에 도시하는 회로는 스위치(SW13, SW14, SW15 내지 SW23, SW27 내지 SW42), 용량(C25 내지

C28), 용량(C30 내지 C45) 및 증폭기 회로(AMP2)를 포함한다. VIN＋는 플러스측의 아날로그 입력 전위이며, VIN－는

마이너스측의 아날로그 입력 전위이다. 또한 VOP 및 VON은 각각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출력의 플러스측 및 마이너스측

의 내부 아날로그 신호이다. TOP＋는 용량 어레이의 플러스측 상부판을 나타내고, TOP－는 용량 어레이의 마이너스측

상부판을 나타낸다. 또한 Vref＋는 플러스측의 기준 전위(5 V)이며, Vref－는 마이너스측의 기준전위(0 V)이다. 또한,

VCM은 샘플링시의 상부판의 바이어스 전위(예컨대 2.5 V)이며, NODE1 내지 NODE4는 내부 노드이다. 각 용량(Cn)(n은

정수)에 병기된 kC(k는 정수)의 값은 각각의 용량치가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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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의 (a)에 도시되는 스위치의 상태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샘플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샘플링 상태에 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스위치(SW18, SW19)를 폐쇄한 상태로 함으로써, 예컨대, NODE3, NODE4의 전위를 전원 전압(Vdd)의 1/2 정도의 전위

로 한다. 또한, 스위치(SW20, SW21)를 폐쇄하고, 용량(C27, C28)의 하부판에 전원 전압(Vdd)의 1/2의 바이어스 전위

(VCM)(2.5 V)를 공급한다. 증폭기(AMP2)가 완전히 이상적이고, 오프셋이 0이면, NODE3, NODE4의 전위는 Vdd의 1/2

가 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용량(C27, C28)에는 전하는 축적되지 않는다(C27, C28에 축적되는 전하는 0이 됨). 증폭기

(AMP2)가 이상적이지 않을 경우, NODE3과 NODE4의 전위는 일치하지 않고, 그 전위차는 증폭기(AMP2)의 입력 환산

오프셋 전압 정도의 값이 된다. 용량(C27, C28)의 하부판에 VCM의 전위를 공급하는 것은 용량(C27, C28)에 이 오프셋 전

압을 기억시키고, 나중에 이 오프셋 전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스위치(SW15)와 스위치(SW16)를 폐쇄하여, 용량(C25와 C26)의 하부판에 VIN＋와 VIN－의 전위를 공급한다.

증폭기(AMP2)가 완전히 이상적인 경우, NODE3, NODE4의 전위는 Vdd의 1/2로 동전위가 되기 때문에, 용량(C25와

C26)과, VIN＋와 VIN－와의 전위차에 상당하는 전하가 축적된다.

Vdd의 1/2의 전위를 VCM으로 나타내면, 용량(C25)의 상부판에 축적되는 전하(Q25)는 이하의 수학식 1과 같게 된다.

수학식 1

Q25 = -16C((VIN＋)-VCM)

이와 마찬가지로, 용량(C26)의 상부판에 축적되는 전하(Q26)는 이하의 수학식 2와 같게 된다.

수학식 2

Q26 = -16C((VIN-)-VCM)

다음에, 전하 전송에 의해 출력 VOP 및 VON에 전압을 추출하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상기한 샘플링 상태에서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전하를 전송하여 출력 VOP 및 VON에 원하는 출력 전위를 추출한다. 용

량(C25와 C26)에 VIN＋와, VIN－의 전위차를 기억시킨 후, 스위치(SW18, SW19)를 개방하여 NODE3과 NODE4(용량

C25 내지 C28의 상부판)를 부유 상태로 한다. 또한, 스위치(SW20, SW21)를 개방하여 용량(C27, C28)의 하부판으로의

VCM 전위의 공급을 막는다. 또한, 스위치(SW17, SW22, SW23)를 폐쇄한다.

이것에 의해, NODE1의 전위와 NODE2의 전위가 같아진다. 이와 같이 된 NODE1의 전위와 NODE2의 전위를 VCMB로

나타내기로 한다. 또한, AMP2의 전압 이득은 충분히 크고, NODE3의 전위와 NODE4의 전위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샘플링시의 전위 VCM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근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NODE3과 NODE4의 전위는 VCM에서 변화되

지 않고, 또한, NODE1, NODE2의 전위는 VCMB가 된다. 또한, NODE3과 NODE4의 전하는 보존되기 때문에 용량(C25)

에 대해서는 이하의 수학식 3이 성립된다.

수학식 3

－16C((VIN＋)－VCM)

= －16C(VCMB－VCM)－24C(VOP－VCM)

또한, 용량(C26)에 대해서는 이하의 수학식 4가 성립된다.

수학식 4

－16C((VIN－)－VCM)

= －16C(VCMB－VCM)－24C(VON－VCM)

여기서, 단자 VOP의 전위를 VOP로 나타내고, 단자 VON의 전위를 VON으로 나타내었다. 수학식 3에서 수학식 4를 빼면,

이하의 수학식 5 및 수학식 6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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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16C((VIN＋)－(VIN－)) = －24C(VOP－VON)

수학식 6

16((VIN＋)－(VIN－))/24 = (VOP－VON)

즉, 용량(C25, C26)으로부터 용량(C27, C28)으로의 전하 전송에 의해, 아날로그입력 신호의 차전압((VIN＋)－(VIN－))

에 비례한 전위차를 VOP, VON으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그 전압 이득은 용량(C25, C26, C27, C28)의 크기를 적절하게

설계함으로써,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예의 경우에는 16/24＝2/3로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n/m, n<m)으로 물론 할

수 있다. 또한, VOP, VON의 공통 전위가 VCM에 일치되도록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전압 이득을 1 미만으로 설계함으로써, 아날로그 입력 신호의 차전압이 전원 전압과

같은 경우에도 증폭기(AMP2) 출력의 포화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전원 전압과 같은 아날로그 입력 전위차, 즉 rail-to-

rail 범위에서의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증폭기(AMP2)가 이상적이지 않고, 오프셋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샘플링시에 용량(C25)의 상부판에 축적되는

전하(Q25)는 이하의 수학식 7이 된다.

수학식 7

Q25 = －16C((VIN＋)－VCMNODE3)

여기서, VCMNODE3은 샘플링시의 NODE3의 전위이다. 마찬가지로 용량(C26)의 상부판에 축적되는 전하(Q26)는 이하

의 수학식 8이 된다.

수학식 8

Q26 = －16C((VIN－)－VCMNODE4)

여기서, VCMNODE4는 샘플링시의 NODE4의 전위이다.

이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용량(C27, C28)의 상부판에도 전하가 축적된다. 이들 전하(Q27, Q28)는 이하의 수

학식 9 및 수학식 10이 된다.

수학식 9

Q27 = 24C(VCMNODE3－VCM)

수학식 10

Q28 = 24C(VCMNODE4－VCM)

이 샘플링 상태에서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전하를 전송하여 출력 VOP, VON에 원하는 출력 전위를 추출한다.

이것으로부터 NODE1의 전위와 NODE2의 전위가 같아진다. 이와 같이 된 NODE1의 전위와 NODE2의 전위를 VCMB로

나타내기로 한다. 또한, 증폭기(AMP2)의 전압 이득은 충분히 크고, NODE3의 전위와 NODE4의 전위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샘플링시의 전위(VCMNODE3, VCMNODE4)로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근사 가능하게 할 수 있다.

NODE3과 NODE4의 전위는 VCMNODE3, VCMNODE4로부터 변화되지 않고, 또한, NODE1, NODE2의 전위는 VCMB

가 된다. 또한, NODE3과 NODE4의 전하는 보존되기 때문에 NODE3에 대해서는 이하의 수학식 11이 성립된다.

수학식 11

－16C((VIN＋)－VCMNODE3)＋24C(VCMNODE3－VCM)

= －16C(VCMB－VCMNODE3)－24 C(VOP－VCMNODE3)

또한, NODE4에 대해서는 이하의 수학식 12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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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2

－16C((VIN－)－VCMNODE4)＋24C(VCMNODE4－VCM)

= －16C(VCMB－VCMNODE4)－24 C(VON－VCMNODE4)

또한, 단자 VOP의 전위는 VOP로 나타내고, 단자 VON의 전위를 VON으로 나타냈다.

수학식 11에서 수학식 12를 뺌으로써, 이하의 수학식 13 및 수학식 14를 얻을 수 있다.

수학식 13

－16C((VIN＋)－(VIN－))＋16C×VCMNODE3＋24C×VCMNODE3

－16C×VCMNODE4－24C×VCMNODE4

=16C×VCMNODE3＋24C×VCMNODE3－16C×VCMNODE4－24C×VCMNODE4－24C(VOP－VON)

수학식 14

16((VIN＋)－(VIN－))/24 = (VOP－VON)

즉, 오프셋이 있는 비이상적인 경우라도 증폭기(AMP2)의 전압 이득이 충분히 크면, 용량(C25, C26)으로부터 용량(C27,

C28)으로의 전하 전송에 의해 아날로그 입력 신호의 차전압((VIN＋)－(VIN－))에 비례한 전위차를 VOP, VON로 추출할

수 있다.

상기 설명과 같이 하여,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 의해 아날로그 입력 신호의 차전압((VIN＋)－(VIN－))에 비례한 전위차

를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출력 VOP 및 VON에 전송한다. 이 출력 VOP 및 VON의 전위차를 도 5의 (b)에 도시하는 용

량 DAC로 또한 샘플링한다.

도 5의 (b)에 도시되는 스위치의 상태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출력(VOP, VON)을 용량 DAC로 샘플링하는 상태를 나타

내고 있다. 이하에,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출력(VOP, VON)을 용량 DAC로 샘플링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스위치(SW27 내지 SW34)는 모두 용량(C30 내지 C37)의 하부판이 VOP로 이어지도록 제어된다. 또한, 스위치(SW13)는

폐쇄되고, 용량(C30 내지 C37)의 상부판(TOP＋)에는 VCM이 공급된다. 즉, 용량(C30 내지 C37)에는 VCM과 VOP의 차

전압에 상당하는 전하가 축적된다.

또한, 스위치(SW35 내지 SW42)는 용량(C38 내지 C45)의 하부판이 VON에 이어지도록 제어된다. 스위치(SW14)는 폐쇄

되고, 용량(C38 내지 C45)의 상부판(TOP－)에는 VCM이 공급된다. 즉 용량(C38 내지 C45)에는 VCM과 VON의 차전압

에 상당하는 전하가 축적된다.

상기한 샘플링 동작의 종료 후, 스위치(SW13, SW14)를 개방하여, 스위치 (SW27 내지 SW32), 스위치(SW35 내지 SW40)

를 전환함으로써 용량(C30 내지 C35), 용량(C38, C43)의 하부판[(SW27 내지 SW32, SW35 내지 SW40)로 이어지는 전

극측]의 전위를 Vref＋, Vref－ 중 어느 하나에 선택적으로 결합시킨다. 이것에 의해 샘플링한 아날로그 전위차((VIN＋)

－(VIN－))에 대응한 디지털 코드를 검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5의 (a)에 도시하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서 전압 이득을 1 미만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전위차 감소를 보정해야 한다. 이 보정에 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또한,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전원 전압 Vdd가 5 V, 기준 전압 Vref＋가 5 V, Vref－가 0 V, VCM이 2.5 V, VIN＋ = 5

V, VIN－ = 0 V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기준 전압 Vref＋(5 V), Vref－(0 V)의 전위차, 즉 전원 전압(5 V)과 같은 전

위차를 VIN＋, VIN－에 입력한 경우에도 도 5의 증폭기(AMP2)의 출력이 포화되지 않도록 도 5의 예에서는 전압 이득을

2/3(＝n/m)로 하였다. 이 때문에,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이상적으로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출력(VOP, VON)은 바

이어스 전위(VCM)을 중심으로 전원 전압의 2/3의 신호 진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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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5 V, VIN－＝0 V의 경우에는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VOP의 전위는 (1/2＋n/2 m)×Vdd＝5 Vdd/6(n＝2,

m＝3)이 된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VON의 전위는 Vdd/6이 되며, 그 전위차는 2 Vdd/3이 된다. 용량 DAC의 샘플링시

에는 이 VOP, VON의 전위가 용량 DAC에 샘플링 된다. Vref＋(5 V)＝Vdd＝VIN＋의 경우에 대해서 도 7에 VOP의 전위

를 샘플링하는 플러스측 용량 DAC의 동작의 개요를 도시한다.

도 7의 좌측 부분은 VIN＋＝5 V의 경우의 플러스측 용량 DAC의 동작을 도시하고 있다. 샘플링시에는 용량 DAC의 상부

판(TOP＋)는 VCM＝2.5 V가 되어 있다. 또한, 하부판은 5 Vdd/6으로 되어 있다. 도 7의 Cs는 플러스측 용량 DAC의 샘

플링 용량의 합계(도 5의 C30 내지 C37)를 나타내고 있다.

샘플링 종료 후, 하부판의 전위를 Vref＋(5 V) 또는 Vref－(OV)로 함으로써, 등가적으로 하부판의 전위가 VOP가 되는 디

지털 코드를 검색하여 이것을 AD 변환 결과로 한다. 도 7의 우측 부분으로 X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용량의 합계(Cs) 중

변환 종료시에 하부판이 Vref＋(5 V) = Vdd에 접속되는 용량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하부판이 Vref－(OV)에 접

속되는 용량 부분은 Cs－X가 된다. 이 변환 종료시에 플러스측 용량 DAC의 상부판의 전위는 샘플링시의 상부판의 전위

VCM＝2.5 V에 일치되도록 설계된다.

마이너스측 DAC는 플러스측 용량 DAC의 Vref＋를 Vref－에, Vref－를 Vref＋로 대체하고, 전위에 대하여 VCM을 중심

으로 대칭인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이것에 의해, 변환 종료시에는 플러스측 용량 DAC의 상부판의 전위(TOP＋)와,

마이너스측 용량 DAC의 상부판의 전위(TOP－)가 일치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도 7에 있어서 X가 최종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플러스측 상부판의 전위가 최종치보다 작고, 또한 마이너스측 상부판의 전

위가 최종치보다 커진다. 따라서, 그 차전압을 비교기에 의해 검출하여, 다음 비교 사이클로 X를 보다 크게 함으로써 최종

치에 상부판 전위차를 제로에 가까워지도록 할 수 있다. 이 동작은 도 5의 TOP＋ 및 TOP－를 비교기에 입력하여 대소 관

계를 판정함으로써 실행된다.

또한, 도 7에 있어서 X가 최종치보다 큰 경우에는 플러스측 상부판의 전위가 최종치보다 크고, 또한 마이너스측 상부판의

전위가 최종치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그 차전압을 비교기에 의해 검출하여 다음 비교 사이클로 X를 보다 작게 함으로써,

최종치에 상부판 전위차를 제로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부판 전위차를 검출하면서, 최종적인 용량 배분을

검색함으로써, AD 변환치를 결정할 수 있다.

도 8은 VIN＋＝VIN－＝VCM의 경우에 있어서의 플러스측 용량 DAC의 동작 개요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VIN＋＝VIN－

＝VCM의 경우, VOP＝VON＝VCM＝Vdd/2＝2.5 V가 되기 때문에, 샘플링시의 용량 DAC의 하부판은 Vdd/2가 된다. 샘

플링시의 용량 DAC의 상부판(TOP＋)은 VCM = 2.5 V가 되어 있다.

도 8의 우측 부분은 변환 종료시의 용량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Y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용량의 합계(Cs) 중 변

환 종료시에 하부판이 Vref＋(5 V)＝Vdd에 접속되는 용량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하부판이 Vref－(OV)에 접속

되는 용량 부분은 Cs－Y가 된다. 이 변환 종료시에 플러스측 용량 DAC의 상부판의 전위는 샘플링시의 상부판 전위 VCM

＝2.5 V에 일치되도록 설계된다. 또한, 마이너스측 DAC는 플러스측 용량 DAC의 Vref＋를 Vref－에, Vref－를 Vref＋

로 대체하고, 전위에 대하여 VCM을 중심으로 대칭인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도 8로부터 전압 이득 n/m = 2/3(n = 2, m = 3)의 경우에는 Y＝Cs/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9는 플러스측 용량 DAC

의 용량 내역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 9의 A는 비교 입력 코드에 의존하지 않고, 하부판이 Vref＋(5 V)＝Vdd에 접속되는 용량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도 9의

B는 비교 입력 코드에 의존하지 않고, 하부판이 Vref－ = 0 V에 접속되는 용량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의 D는 비교

입력 코드에 의존하여, 하부판이 Vref＋(5 V) = Vdd 또는 Vref－ = OV로 다시 연결되는 용량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도 9, 도 8, 도 7을 비교함으로써, 도 9의 A, B, D를 결정할 수 있다. 도 8은 VIN＋＝VIN－ = VCM의 경우이기 때문에,

VIN＋와 VIN－의 전위차는 0이다. 따라서, 플러스측 용량 DAC이 최종적인 입력 코드는 모든 비트가 0이 된다. 즉 VIN＋

와 VIN－의 전위차가 0인 경우, 도 9의 D는 모두 Vref－ = 0 V에 접속된다. 도 8로부터 Y = Cs/2이어야하기 때문에, A =

Cs/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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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7과 같이, VOP = 5 Vdd/6의 경우, X = 5 Cs/6이 된다. A = Cs/2이고, VOP = 5 Vdd/6의 경우, 플러스측 용량

DAC의 최종적인 입력 코드는 풀 스케일(모든 비트 1)이 되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B = Cs/6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 9에 있어서, 용량 DAC 입력 코드에 의존하여, 하부판이 Vref＋(5 V) = Vdd 또는 Vref－ = 0 V로 다시 연결되는 용량

부분(D)은 Cs－Cs/2－Cs/6 = Cs/3이 된다.

여기서, 도 5로 되돌아간다. 도 5에서는 용량 DAC가 5 비트인 경우를 예로서 나타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2진에 부가된

5 비트 용량 DAC를 실현하는 경우,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C30, C31을 1C, C32를 2C, C33을 4C, C34를 8C, C35를

16C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부분이 도 9의 D에 상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합계 용량(32C)이 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구한 Cs/3과 같은, 즉 Cs/3＝32C로 함으로써, Cs = 96C, A = Cs/2 = 48C, B = Cs/6 = 16C로 각부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정한 비교 입력 코드에 의존하지 않고 하부판이 Vref＋(5 V)＝Vdd에 접속되는 용량 부분 A＝48C가 도 5의

(b)에 있어서 용량(C36)으로서 표시되고 있다. 또한, 비교 입력 코드에 의존하지 않고 하부판이 Vref－ = O V로 접속되는

용량 부분 B = 16C가 용량(C37)으로 표시되고 있다.

VOP 및 VON의 전위를 샘플링 후, 스위치(SW13, SW14)를 개방하여 TOP＋, TOP－를 부유 상태로 하고, 비교기에서의

비교 동작으로 들어간다. 이 때, 스위치 (SW33)를 조작하여 용량(C36)의 하부판을 Vref＋(5 V)에 결합하고, 스위치

(SW34)를 조작하여 용량(C37)의 하부판을 Vref－ = 0 V에 결합한다. 또한, 이것과 대칭으로 마이너스측에서는 용량

(C44)의 하부판을 Vref－ = 0 V에 결합하고, 용량(C45)의 하부판을 Vref＋(5 V)에 결합한다.

용량 DAC의 입력 코드에 대응하여, 용량(C30 내지 C35)의 하부판을 Vref＋(5 V) 또는 Vref－(0 V)에 선택적으로 결합

한다. 예컨대, 용량 DAC의 입력 코드가 01000의 경우에는 용량(C35, C33, C32, C31, C30)의 하부판을 Vref－ = 0 V에,

용량(C34)의 하부판을 Vref＋(5 V)에 결합한다. 이 동작과 대칭으로, 마이너스측 DAC에서는 용량 DAC의 입력 코드가

01000의 경우에는 용량(C43, C41, C40, C39, C38)의 하부판을 Vref＋(5 V)에, 용량(C42)의 하부판을 Vref－(0 V)에 결

합한다.

이 DAC로의 입력 코드를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TOP＋와 TOP－의 전위차가 최소가 되는 디지털 코드를 검색한다.

검색된 디지털 코드의 값을 AD 변환 결과로 한다.

도 9의 A, B를 구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VIN＋ = 5 V, VIN－ = 0 V의 경우에 VOP의 전위는 (1/2＋n/2 m)

×Vdd = 5 Vdd/6(n = 2, m = 3)이 된다. 용량 C36을 48C, 용량 C37을 16C(또한, 용량 C44를 48C, 용량 C45를 16C)로서

구성해 두면 용량(C31 내지 C35)의 하부판을 Vref＋(5 V), 용량(C39 내지 C43)을 Vref－(0 V)에 결합함으로써, TOP＋

와 TOP－의 전위가 거의 같아진다. 따라서,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전압 이득을 n/m = 2/3로 하여도 디지털 변환치

11111을 얻을 수 있다.

이 구성에 있어서는, 용량(C36, C37, C44, C45)이 VOP, VON의(최대)값을 용량 DAC에 있어서의 풀 스케일로 변환하는

(전압) 스케일링 회로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VIN＋ = VIN－ = VCM의 경우에도 위의 설명과 마찬가지

로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도시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도 5의 회로에서는 전압 이득이 1 미만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와, 그 출력 VOP, VON의 전위를

샘플링하는 용량 DAC를 설치하고, 또한,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 참조 전압(Vref＋와 Vref－의 전위차)을 입력하였을

때의 샘플 홀드 증폭기 출력이 AD 변환기의 디지털 출력의 최대치가 되도록 AD 변환기 디지털 출력을 조정(스케일링)하

는 용량(C36, C37, C44, C45)을 설치한다. 이것에 의해 참조 전압(Vref＋와 Vref－의 전위차) 및 아날로그 입력 전위차가

전원전압과 같은 경우라도 아날로그 입력 전위차에 비례한 전위차를 증폭기 회로로부터 용량 DAC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

해지며, 또한 1 미만의 전압 이득을 보정하여 정확한 디지털 출력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는 구성으로 함으로써, 용량 DAC와는 독립적으로 샘플 홀

드 증폭기 회로의 입력 용량을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입력 용량을 작게 함으로써,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를 고속

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 5의 설명에서는 전압 이득이 n/m = 2/3인 예를 나타내었지만, 다른 전압 이득의 경우에서도 같은 원리로 회로를 구성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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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도 5의 (a)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로부터 구체적인 회로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에 있어서, 도

5의 (a)와 동일한 구성 요소는 동일한 번호로 참조하여 그 설명은 생략한다.

도 10의 회로는 스위치(SW15 내지 SW23), 스위치(SW43 내지 SW46), 용량(C25 내지 C28), 용량(C46 내지 C49) 및 증

폭기 회로(AMP5 및 AMP6)를 포함한다. VIN＋는 플러스측의 아날로그 입력을, VIN－는 마이너스측의 아날로그 입력을

나타낸다. VOP, VON은 각각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출력의 플러스측, 마이너스측[내부 아날로그 신호(＋), 내부 아날로

그 신호(－)]이며, VCM은 샘플링시의 용량(C27, C28)의 하부판의 바이어스 전위(예컨대 2.5 V)이다. 또한, NODE1 내지

NODE4, NODE8, NODE9는 내부 노드이며, vocm은 VOP, VON의 공통 전위이다. 또한, Φ1, Φ2, Φ3은 도 11에 도시하

는 타이밍 신호이며, 대응하는 스위치의 개폐를 제어한다. 각 용량(Cn)(n은 정수)에 병기된 kC(k는 정수)의 값은 각각의 용

량치가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도 5의 (a)에서는 증폭기 회로는 단일 증폭기(AMP2)로서 도시되었지만, 도 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AMP5와 AMP6과

분할하여 실현할 수도 있다. 도 10에 도시하는 스위치의 상태는 VIN＋, VIN－의 전위를 샘플링할 때의 스위치의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이 샘플링시의 상태에 대해서 우선 설명한다.

샘플링시에는 Φ1이 H로 되어 있고, Φ1, Φ2가 병기된 스위치가 폐쇄되어 있으며, /Φ3이 병기된 스위치는 개방되어 있다.

도 5의 (a)의 설명에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샘플링시에는 SW15, SW16을 폐쇄하고, C25, C26의 하부판, NODE1,

NODE2에 VIN＋, VIN－의 전위를 공급한다. 도 5와 도 10의 회로의 다른점은 NODE3, NODE4의 전위를 SW18, SW19

에 의해 AMP5의 출력, NODE8, NODE9로 한 점이다. SW18, SW19에 의해 증폭기의 출력을 입력에 공급함으로써, 오프

셋 전압을 기억하는 동작을 도 5에서 설명하였다. 증폭기의 출력을 입력에 공급하는 경우,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기 때문

에, 그 이득 및 위상 특성은 발진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도 5의 설명에 있어서, AMP2의 전압 이득은 충분히

큰 것으로 하여 설명을 진행시켰지만, 충분히 큰 전압 이득과, 루프의 안정성을 양립시키는 것이 실용상 곤란한 경우가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 10과 같이, 도 5의 AMP2를 AMP5와 AMP6으로 분할하여 설계할 수 있다. VOP, VON에 출력 전위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도 5의 AMP2에 상당하는 부분의 전압 이득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AMP5와 AMP6의

전압 이득의 곱으로 전체의 이득이 정해지도록 회로를 설계하고, 또한, NODE3, NODE4에 전위를 공급하는 피드백 동작

에는 AMP5의 출력을 SW18, SW19에서 NODE3, NODE4에 공급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샘플링시에는 AMP5의 이득

및 위상 특성이 피드백에 대하여 안정적이면 좋고, AMP6의 이득 및 위상 특성과는 관계없이 루프의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

도 10의 회로에서는 (도 5의 AMP2에 대하여) 비교적 작은 이득을 갖는 AMP5의 출력을 SW18, SW19에 의해 NODE3,

NODE4에 공급하기 때문에, 루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쉽다. NODE8, NODE9의 공통 전위가 VCM에 가까운 값이 되도

록 피드백 제어를 행함으로써,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샘플링시의 NODE8, NODE9의 전위는 VCM이 된다(이 상세한 내용

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함).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샘플링시에는 동시에, NODE8, NODE9의 전위가 거의 VCM이 되기 때문에, VOP, VON의 값도

거의 VCM이 된다(VOP, VON의 값도 그 공통 전위가 VCM이 되도록 피드백 제어되는 것으로 함). SW45, SW46이 폐쇄되

어 있기 때문에, vocm에는 VOP, VON의 전위의 중심 전위가 공급되어 있다.

이하, 도 10의 회로에서의 샘플링 종료 후의 VOP, VON으로의 전위 출력 동작을 설명한다.

NODE3, NODE4에 대략 VCM의 전위를 공급하여 C25, C26, C27, C28에 전하를 기억시킨 후, 우선, SW18, SW19가 개

방된다. 이것에 의해 NODE3, NODE4가 부유 상태가 되며, NODE3, NODE4의 전하가 보존된다. 다음에, SW20, SW21이

개방되고, SW45, SW46도 개방된다. SW45, SW46이 개방됨으로써, vocm의 전위는 VOP과 VON의 전위를 C46과 C47로

용량 분할한 전위, 즉 VOP와 VON의 공통 전위가 부여된다(C46과 C47의 용량은 동일하게 각각 vocm에 상부판이 접속되

어 있는 것으로 함).

SW17이 폐쇄되고, 또한 SW43, SW44, SW22, SW23이 폐쇄된다. SW43, SW44가 폐쇄됨으로써 C48, C49가 증폭기의 1

번째 단 출력, NODE8, NODE9와, VOP, VON 사이에 접속된다. 이들 용량은 2단 증폭기의 미러 보상 용량과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루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미러 용량으로서 작동한다(여기서는 C48, C49는 32C의 크기로서 도시하였지만,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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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하 용량을 고려하여 물론 결정해야 함). SW22, SW23을 폐쇄함으로써 NODE3,

NODE4의 전하를 보존하고, 또한, NODE3, NODE4의 전위가 가상 접지점이 되도록 VOP, VON의 전위가 정해지는 것은

도 5의 회로와 같다.

도 10의 회로와 같이, 도 5의 AMP2를 AMP5, AMP6으로 분할하여 실현함으로써, 루프의 안정성을 설계하기 쉽다는 이점

을 얻을 수 있다.

도 12는 도 10의 AMP5의 트랜지스터 레벨의 회로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12의 회로는 PMOS 트랜지스터(PM1 내지

PM12), NMOS 트랜지스터(NM1 내지 NM11)를 포함한다. VDD는 플러스 전원(예컨대 5 V)을, GND는 0 V를, inp, inn은

증폭기의 입력을, out1m, out1p는 증폭기의 출력을, NB, NBC는 NMOS의 바이어스 전위를, PB, PBC는 PM0S의 바이어

스 전위를, VCM은 공통 모드 피드백을 위한 공통 전위 입력을, ND1, ND2, PD1, PD2, PG1, PG2, NG1은 증폭기의 내부

노드를 나타낸다. MOS 트랜지스터에 병기된 ×d(d는 정수)는 각각의 MOS 트랜지스터 사이즈의 상대치의 설계예를, 회로

의 분기에 병기된 전류의 값은 전류의 설계예를 나타낸다.

도 12에 있어서, 도 10의 회로 단자 및 회로 요소에 상당하는 회로 단자 및 회로 요소에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여 도시하

였다. 도 10의 AMP5에 필요한 기능은 입력 inp, inn의 전위차를 증폭하여 out1m, out1p에 출력하는 것 및 그 출력 전압

의 공통 전위를(예컨대) VCM에 제어하는 것이다. 주로 이 동작에 대해서 이하에 설명한다.

도 12의 회로는 폴딩 캐스코드 회로에 공통 모드 피드백 회로를 조합시킨 회로로 이루어져 있다. PM1, PM2, PM3, PM4,

PM5, PM6, PM7, NM3, PM4, PM5, PM6이 폴딩 캐스코드 회로(folded cascode)를 구성하고, 나머지 부분이 공통 모드

피드백 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폴딩 캐스코드 회로는 입력 inp, inn의 전위차를 증폭하여 out1m, out1p에 출력하는 회로

부분으로서 작동한다.

폴딩 캐스코드 회로 (folded cascode) 자체는 일반적인 회로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부가되어 있는 공통 모

드 피드백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NM8, NM9의 게이트에 출력 전위 out1m, out1p를 입력하고, 게이트에 VCM

을 입력하는 NM10과 차동 회로를 구성한다.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샘플링시에는 out1m, out1p의 전위는 거의 같은

전위가 되기 때문에, out1m, out1p의 전위는 같은 것으로 하여 설명한다. out1m, out1p의 전위와 VCM의 전위가 같은 경

우에는 PM10, PM11에는 같은 전류가 흐른다. 도 12의 예에서는 100 ㎂의 전류가 각각 흐른다. PM11에는 100 ㎂의 전류

가 흐르기 때문에, PM8, PM9에는 200 ㎂의 전류가 흐른다. PM10에 100 ㎂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NM1, NM2에는

200 ㎂의 전류가 흐른다.

PM8, PM9로부터 200 ㎂의 전류가 공급되고, NM1, NM2에 200 ㎂의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PM8, PM9, NM1, NM2는

이 경우에는, out1m, out1p의 전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상의 폴딩 캐스코드 회로로부터 이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

문에 PM6, PM7, NM3, NM4의 사이즈가 변경되어 전류의 증가분만큼 커지고 있다.

out1m, out1p의 전위가 VCM의 전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NMl0에 의해 큰 전류가 흐른다. 이 때문에, NM1, NM2에 흐르

는 전류보다 PM8, PM9의 전류가 커진다. 따라서, out1m, out1p의 전위가 상승한다. 반대로, out1m, out1p의 전위가

VCM의 전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NM10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한다. 즉 PM8, PM9의 전류보다 NM1, NM2에 흐르는 전류

가 커진다.

이와 같이, 공통 모드 전위의 피드백 작용에 의해, 증폭기의 출력 전위 out1m, out1p의 공통 모드 전위가 VCM에 일치하

도록 회로가 작동한다. 이상 일례로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1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회로 구성에 의해 도 10의 AMP5의

회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대략 동일한 사고 방식으로 도 10의 AMP6을 구체화한 회로예를 도 13에 도시한다.

도 13의 회로는 PMOS 트랜지스터 PM24 내지 PM28, NMOS 트랜지스터 NM12 내지 NM28을 포함한다. VDD는 플러스

전원(예컨대 5 V)을, GND는 0 V를, out1m, out1p는 증폭기의 입력을, out2m, out2p는 증폭기의 출력을, NB, NBC는

NMOS의 바이어스 전위를, PB, PBC는 PMOS의 바이어스 전위를, VCM은 공통 모드 피드백을 위한 공통 전위 입력을,

ND3, ND4, PD3, PD4, PG3, PG4, PG5, NG2, NG3, NG4는 증폭기 내부의 노드를 도시한다. 또한, M0S 트랜지스터에

병기된 ×d(d는 정수)는 각각의 M0S 트랜지스터의 사이즈의 상대치의 설계예를, 회로의 분기에 병기된 전류의 값은 전류

의 설계예를 나타낸다.

도 13에 있어서, 도 10의 회로 단자 및 회로 요소에 상당하는 회로 단자 및 회로 요소에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여 도시하

였다. 도 13의 PM13, PM14, PM15, PM16, NM12, NM13, NM14, PM19, PM20, PM21, NM15, NM16, NM17, NM18,

PM22, PM23, PM24, PM25, NM19, NM21, NM20, NM22로 구성되는 부분은 입력 신호 out1m, out1p를 증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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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2m, out2p에 출력하는 차동 증폭 회로로서 작동한다. 출력으로의 부하 전류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푸시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 출력을 푸시풀 구성으로 하는 데 대응하여 입력 차동쌍이 NMOS와 PMOS 각각 대하여 설치되어 있는 점에

주의하면, 회로의 동작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해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동작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에, 공통 모드 피드백 회로로서 동작하는 나머지 회로 부분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NM23의 게이트에 출력 전위의 공통 전위 vocm을 입력하고, 게이트에 VCM을 입력하는 NM24와 차동 회로를 구성한다.

vocm의 전위와 VCM의 전위가 같은 경우에는 PM26, PM27에는 같은 전류가 흐른다. 도 13의 예에서는 100 ㎂의 전류가

각각 흐른다. PM27에는 100 ㎂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PM17, PM18에는 200 ㎂의 전류가 흐른다. PM26에 100 ㎂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NM26, NM27에는 200 ㎂의 전류가 흐른다.

PM17, PM18 내지 200 ㎂의 전류가 공급되고, NM26, NM27에 200 ㎂의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PM17, PM18, NM26,

NM27은 이 경우에는, 출력 out2m, out2p의 전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ocm의 전위가 VCM의 전위보다 낮은 경우에

는 NM24에 의해 큰 전류가 흐른다. 이 때문에, NM26, NM27에 흐르는 전류보다 PM17, PM18의 전류가 커진다. 따라서,

out2m, out2p의 전위가 상승한다. 반대로, vocm의 전위가 VCM의 전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NM24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

한다. 즉 PM17, PM18의 전류보다 NM26, NM27에 흐르는 전류가 커진다.

이와 같이, 공통 모드 전위의 피드백 작용에 의해, 증폭기의 출력 전위 out2m, out2p의 공통 모드 전위가 VCM에 일치하

도록 회로가 작동한다. 이상 일례로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1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회로 구성에 의해 도 10의 AMP6의

회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

도 14는 도 12, 도 13의 회로에 바이어스 전위를 공급하는 회로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4의 회로는 PMOS 트랜

지스터 PM29 내지 PM33, NMOS 트랜지스터 NM29 내지 NM32 및 저항 R1 내지 R3을 포함한다. VDD는 플러스의 전원

을, GND는 0 V를, NB, NBC는 NMOS의 바이어스 전위를, PB, PBC는 PMOS의 바이어스 전위를, PD는 파워다운을 위한

제어 신호 입력을 도시한다. MOS 트랜지스터에 병기된 ×d(d는 정수)는 각각의 M0S 트랜지스터 사이즈의 상대치의 설계

예를, 회로의 분기에 병기된 전류의 값은 전류의 설계예를, 저항에 병기된 저항치는 저항치의 설계예를 나타낸다.

도 14의 회로는 도 12, 도 13의 회로의 PB, PBC, NB, NBC에 전위를 공급하는 바이어스 회로로서 작동한다.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를 전류 미러 회로에서 PM32에 흐르게 하고, NB를 발생시킨다. 또한 저항 R2에 의해 NB를 레벨

시프트하여(도 14의 예의 경우 10 k × 50 ㎂ = 500 mV), 캐스코드용 바이어스 NBC를 발생시킨다. PB, PB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를 발생시키고 있다. 도 14에 일례를 도시하는 바와 같은 바이어스 회로에 의해 도 12, 도 13의 증폭

기 회로에 바이어스 전위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5는 도 5, 도 10, 도 12, 도 13의 회로에 바이어스 전위(VCM)를 공급하는 바이어스 회로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VCM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전원 전압(Vdd)의 1/2 정도의 전위로 하는 바이어스 전위이다. 원리적으로는 저항에 의해

전원 전압을 분할함으로써, 원하는 전위를 간단히 발생시킬 수 있지만, 도 5의 회로 구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용

량 DAC의 샘플링 중의 모든 상부판,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샘플링 중의 C27, C28의 하부판 등을 VCM의 전위로 충전

해야 하며, 이들 노드의 시정수를 충분히 작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원 전압을 2 분할하는 저항의 저항치를 충분히 작게

설계해야 하며, 소비 전력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을 작게 유지한 상태로 VCM의 등가 저항을 작게 하

기 위해 도 15와 같은 바이어스 회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5의 회로는 PMOS 트랜지스터 PM34 내지 PM37, NMOS 트랜지스터 NM33 및 NM34 및 저항 R4 내지 R7을 포함한

다. VDD는 플러스의 전원을, GND는 0 V를, VCM은 전원 전압 Vdd 1/2 정도의 바이어스 전위를, PD는 파워다운을 위한

제어 신호 입력을, NODE10은 내부 노드를 나타낸다. 또한, MOS 트랜지스터에 병기된 ×d(d는 정수)는 각각의 M0S 트랜

지스터 사이즈의 상대치의 설계예를, 저항에 병기된 저항치는 저항치의 설계예를 나타낸다.

NODE10의 전위는 저항 R4, 저항 R5에 의해 대략 전원 전압의 1/2로 정해진다. PM34, PM35의 실효 저항은 충분히 작은

것으로 한다. R6, NM33, PM36, R7에 흐르는 전류는 R4, R5에 흐르는 전류보다 작기 때문에, R6, NM33, PM36, R7이

NODE10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NODE10의 전위는 대략 전원 전압의 1/2로 정해진다고 생각된다. NODE10의 전위를 각

각 PMOS, NMOS의 소스 폴로우로 출력한 것이 VCM이기 때문에 VCM의 전위도 대략 전원 전압의 1/2로 정해진다. 푸쉬

풀형의 소스 폴로우 출력을 이용함으로써 정상 전류는 작고, 충전시의 시상수는 작게 설계할 수 있다.

도 16은 도 5의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를 일반화한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6에 있어서, 도 5와 동일한 구

성 요소는 동일한 번호로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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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의 회로는 스위치(SW13, SW14, SW27 내지 SW42), 용량(C30 내지 C45) 및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AMP7)를 포함

한다. VIN＋는 플러스측의 아날로그 입력을, VIN－는 마이너스측의 아날로그 입력을 나타낸다. VOP, VON은 각각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출력의 플러스측, 마이너스측[내부 아날로그 신호(＋), 내부 아날로그 신호(－)]이다. TOP＋는 용량 어

레이의 플러스측 상부판을, TOP－는 용량 어레이의 마이너스측 상부판을 나타낸다. Vref＋는 플러스측의 기준 전위(5 V)

이며, Vref－는 마이너스측의 기준 전위(0 V)이다. VCM은 샘플링시 상부판의 바이어스 전위(2.5 V)를, CDAC＋는 플러

스측 용량 DAC를, CDAC－는 마이너스측 용량 DAC를 나타낸다. SCL1은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 참조 전압(Vref＋과

Vref－의 전위차)을 입력하였을 때의 샘플 홀드 증폭기 출력이, AD 변환기의 디지털 출력의 최대치가 되도록 AD 변환기

디지털 출력을 스케일링하는 회로이다. 각 용량(Cn)(n은 정수)에 병기된 kC(k는 정수)의 값은 각각의 용량치가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도 16의 증폭기(AMP7)는 도 5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AMP2, C25 내지 C28과 스위치 등)를 일반적으로 도시한 것이

다. 용량의 상대비로 전압 이득을 결정할 수 있는 스위치드 커패시터형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가 정밀도의 관점으로부터

바람직하다. 그러나, 직류적으로 저항비로 전압 증폭률을 결정하는 증폭 회로를 AMP7로서 사용하더라도 동작상 문제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압 증폭률을 1 미만으로 하는 점이다. 전압 증폭률을 n/m(n<m)으로 하고, VOP, VON의 공통

전위가 VCM에 일치하도록 제어하면, AMP7이 구체적인 회로 구성에 상관없이, 도 16의 회로에서도 도 5의 회로와 동일

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증폭기(AMP7)의 전압 이득을 1 미만으로 설계함으로써, 아날로그 입력 신호의 차전압이 전원 전압과 같은 경우에도

증폭기(AMP7)의 출력 포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전압과 같은 아날로그 입력 전위차, 즉 rail-to-rail 범위의 아날

로그 입력 신호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 참조 전압(Vref＋와 Vref－의 전위차)을 입력하였

을 때의 샘플 홀드 증폭기 출력이 AD 변환기의 디지털 출력의 최대치가 되도록 AD 변환기 디지털 출력을 조정(스케일링)

하기 위한 용량(C36, C37, C44, C45)(SCL1)을 설치한다. 이것에 의해, 전압 이득이 1 미만(n/m, n<m)의 증폭기(AMP7)

를 사용하더라도 적정한 디지털 출력값(용량 DAC에서 직접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는 경우와 동일한 디지털 출력값)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증폭기(AMP7)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용량 DAC에 전달함으로써, 용량 DAC와는 독립적으로 증폭기(AMP7)의 입

력 용량을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입력 용량을 작게 함으로써,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를 고속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16에 있어서, 증폭기(AMP7)에 병기된 A = n/m은 AMP7의 전압 이득을 나타내고, 도 5와 동일한 설계의 경우는

A = 2/3이 된다. 이 A＝2/3의 조건으로 플러스측(또는 마이너스측) 용량 DAC의 합계 용량이 32C의 경우, 용량 C36, C44

가 48C, 용량 C37, C45가 16C가 되는 것은 도 5, 도 6, 도 7, 도 8, 도 9의 설명에서 설명하였다. 이하에 있어서, 스케일링

을 위한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일반화하여 설명한다.

도 16의 회로에서도 도 5의 회로와 마찬가지로 VOP, VON의 공통 전위가 VCM에 일치하도록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또

한, 증폭기(AMP7)에 의해 아날로그 입력 신호의 차전압((VIN＋)－(VIN－))에 비례한 전위차를 VOP, VON에 전송하고,

이 전위차를 용량 DAC로 또한 샘플링한다. 도 16에 도시되는 스위치의 상태는 도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VOP, VON을

용량 DAC(플러스측 용량 DAC, 마이너스측 용량 DAC)로 샘플링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6을 재차 이용하여, 전압 이득과 VOP 및 VON의 전위 관계를 설명한다. 증폭기(AMP7)의 전압 이득을 n/m으로 한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전원 전압(Vdd)이 5 V, 기준 전압 Vref＋가 5 V, Vref－가 0 V, VCM이 2.5 V, VIN＋ = 5 V,

VIN－ = 0 V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VOP의 전위는 증폭기(AMP7)의 전압 이득을 n/m으로 하였을 때, 1/2＋n/2m = (m＋n)/2m(×Vdd)이 된다. 도 7의 VOP

의 전위를(m＋n)/2m으로 치환하여 생각하면, 풀 스케일시(입력 전위차가 전원 전압과 같은 경우)의 용량 DAC의 상부판

전위는 Vdd/2, 하부판 전위는 Vdd(m＋n)/2m이 된다.

상부판에 축적되는 전하는 다음의 수학식 15와 같이 된다.

수학식 15

－CsVdd((m＋ n)/2m－1/2) = －CsVdd×n/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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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하가 보존된다고 하여 도 7의 X를 구하면, 풀 스케일 입력시의 변환 종료시의 용량 접속비는 다음의 수학식 16과 같

이 구해진다.

수학식 16

(－X＋Cs－X) Vdd/2 = －CsVdd×n/2 m

상기 수학식 16을 풀면, 이하의 수학식 17, 즉

수학식 17

X = Cs(m＋n)/2m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아날로그 입력 신호의 차전압((VIN＋)－(VIN－))이 0인 경우, VOP는 VCM과 같고, Y = 1/2(Cs/2)가 명백하다(도

8 참조).

도 9의 B는 도 7의 Cs－X와 같기 때문에(도 9의 D에 상당하는 부분은 디지털 코드가 모두 비트 1일 때에는 모두 Vdd에

접속됨), 이하의 수학식 18, 즉

수학식 18

B = Cs－X = Cs－Cs(m＋n)/2m = Cs(m－n)/2m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도 8의 Y = 1/2는 B＋D와 같다. 왜내하면, 도 9의 D에 상당하는 부분은 디지털 코드가 모두 비트 O

일 때에, 모두 OV에 접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의 수학식 19로부터 수학식 20을 얻을 수 있다.

수학식 19

Cs/2 = Cs(m－n)/2m＋D

수학식 20

D = Cs×n/2 m

여기서, 도 16을 다시 참조한다. 수학식 20으로부터 용량 DAC의 디지털 코드에 의존하여 하부판이 다시 연결되는 부분의

용량(D)과 전체의 용량(Cs)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구해졌기 때문에, 예컨대, D의 부분을 CB로 나타내면, 전체의 용량은 이

하의 수학식 21과 같이 나타낸다.

수학식 21

Cs = CB×2m/n

이 수학식 21을 수학식 18에 대입하면, B, 즉 도 16의 용량(C37, C45)의 용량치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다.

수학식 22

B = Cs(m－n)/2m

= CB×2m/n×(m－n)/2m

= CB×(m－n)/n

수학식 22의 결과가 도 16 중에도 나타내고 있다. CB = 32C, m = 3, n = 2의 경우에는 B = 16C가 되며, 도 5에서 설명한

용량(C37, C45)의 값에 일치한다.

또한, 도 8의 Y = 1/2는 도 9의 A와 같다. 왜냐하면, 도 9의 D에 상당하는 부분은 디지털 코드가 모두 비트 O일 때에, 모두

OV에 접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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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3

A = Cs/2 = CB×m/n

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도 16의 용량(C36, C44)의 용량치에 상당한다. 도 16 중에 이 결과도 나타내고 있다. CB = 32C,

m = 3, n = 2의 경우에는 A = 48C가 되고, 도 5에서 설명한 용량(C36, C44)의 값에 일치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증폭기(AMP7)의 전압 이득이 일반적으로 n/m의 경우에, 스케일링 회로(SCL1)의 용량(C36, C37,

C44, C45)의 크기를 플러스측 용량 DAC, 마이너스측 용량 DAC의 합계 용량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도 16의 회로 샘

플링 동작 및 디지털값 검색 동작은 도 5의 회로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도 17은 본 발명에 의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17의 회로는 도 17의

(a)에 나타내는 스위치(SW13, SW14, SG3, SG4, SG1, SG2), 용량(C30 내지 C45) 및 도 17의 (b)에 나타내는 저항 DAC

(RDAC1)를 포함한다. VOP, VON은 각각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출력의 플러스측, 마이너스측[내부 아날로그 신호(＋),

내부 아날로그 신호(－)]이다. TOP＋는 용량 어레이의 플러스측 상부판을, TOP－는 용량 어레이의 마이너스측 상부판을

나타낸다. 또한 Vref＋는 플러스측 기준 전위(5 V), Vref－는 마이너스측 기준 전위(0 V), VCM은 샘플링시의 상부판의

바이어스 전위(2.5 V)이다. 저항 DAC(RDAC1)는 저항(RD0 내지 RD7) 및 셀렉터(SEL1 및 SEL2)를 포함하고, RDACP

및 RDACN을 생성한다. NRD1 내지 NRD7은 저항 DAC의 내부 노드이다. 각 용량(Cn)(n은 정수)에 병기된 kC(k는 정수)

의 값은 각각의 용량치가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도 17에 도시되는 스위치의 상태는 VOP, VON을 샘플링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17에 있어서, 도 5, 도 16의 회로

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회로 부분은 동일한 부호로 참조한다. 도 17의 회로가 도 5, 도 16의 회로와 다른 점은, 도 5, 도 16

의 회로에서는 용량 DAC만으로 AD 변환 회로가 구성되어 있던 것에 대하여, 도 17의 회로에서는 상위 비트를 용량 DAC

로 결정하고, 하위 비트를 저항 DAC로 결정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 1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용량과

저항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DAC에서도 본 발명의 사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도 5, 도 16의 회로에서는 아날로그 입력에 상당하는 디지털 코드를 검색하는 경우에, 용량(C30)의 하부판을 Vref－에 고

정하는 동시에 용량(C38)의 하부판을 Vref＋에 고정한 상태로 용량(C31 내지 C35)의 하부판을 디지털 코드의 대응 비트

가 1이면 Vref＋에 접속하고, 디지털 코드의 대응 비트가 O이면 Vref－에 접속한다. 또한, 마이너스측 용량 DAC에서는

플러스측 용량 DAC와 대칭으로, 디지털 코드의 대응 비트가 1이면 Vref－에, 디지털 코드의 대응 비트가 O이면 Vref＋에

접속한다.

따라서, 예컨대 10 비트의 분해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쪽 측만으로 1024개의 단위 용량이 필요하게 되며, 점유 면적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점유 면적의 문제는 DAC를 더블 스테이지 DAC로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도 17과 같이, 용량(C30)의 하부판에 저항 DAC 출력 RDACP를 접속함으로써, CR 더블 스테이지 DAC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마이너스측 용량 DAC의 용량(C38)의 하부판에 저항 DAC 출력 DRACN을 접속함으로써, 마이너스측 용량 DAC에

대해서도 CR 더블 스테이지 DAC를 구성할 수 있다.

RDAC1은 하위 3 비트를 변환하기 위한 저항 DAC의 일례를 나타내고, 단위 저항(RD0 내지 RD7)에 의해 기준 전압(Vref

＋와 Vref－의 전위차)을 8 등분한다(낮은 전위로부터 순서대로 NRD1 내지 NRD7까지 부호를 부여함). 셀렉터(SEL1)는

Vref－와, 저항 DAC의 내부 노드(NRD1 내지 NRD7) 중 어느 하나의 전위를 입력 디지털값에 의해 선택하여 RDACP에

출력한다. 예컨대, 입력 디지털값이 000일 때에 Vref－를 출력하고, 디지털값이 순차적으로 커짐에 따라 NRD1에서

NRD7까지의 값을 출력한다.

셀렉터(SEL2)는 Vref＋와 NRD7 내지 NRD1까지의 전위 중 하나의 전위를 입력 디지털값에 의해 선택하여 RDACN에 출

력한다. 예컨대, RDACP와 대칭으로 입력 디지털값이 OOO일 때에 Vref＋를 출력하고, 디지털값이 순차적으로 커짐에 따

라 NRD7에서 NRD1까지의 값을 출력한다.

도 17에 표시되는 회로와 같이, DAC를 용량과 저항으로 구성되는 더블 스테이지 DAC로서 구성하더라도 VOP, VON의 최

대치와 필요한 변환 결과의 관계는 도 5 및 도 16의 회로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도 5, 도 16에서 설명한 스케일링 회로

(SCL1)의 구성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도 17의 회로에서도 VOP, VON을 출력하는 회로의 전압 이득이 2/

3의 경우에는, 용량 C36, C44의 값은 48C, 용량 C37, C45의 값은 16C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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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CR 더블 스테이지 DAC를 이용한 경우에도 본 발명의 전압 이득 및 스케일링 회로의 원리를 그대

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점유 면적이 작게 억제되는 더블 스테이지 DAC의 이점과, 입력 용량을 작게 유지할 수 있다는

본 발명의 축차 비교 ADC의 이점을 양립시킬 수 있다.

도 18은 본 발명에 의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18의 회로는 도 18의

(a)에 표시되는 스위치(SW13, SW14, SG5, SG6, SG1, SG2), 용량(C31 내지 C37, C39 내지 C45, C50 내지 C53), 도 18

의 (b)에 표시되는 저항 DAC(RDAC2)를 포함한다. VOP, VON은 각각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출력의 플러스측, 마이너스

측[내부 아날로그 신호(＋), 내부 아날로그 신호(－)]이다. TOP＋는 용량 어레이의 플러스측 상부판, TOP－는 용량 어레

이의 마이너스측 상부판, Vref＋는 플러스측 기준 전위(5 V), Vref－는 마이너스측 기준 전위(0 V), VCM은 샘플링시 상

부판의 바이어스 전위(2.5 V)이다. 저항 DAC(RDAC2)는 저항(RU1 내지 RU14, RH1 내지 RH8) 및 셀렉터(SEL3, SEL4,

SEL5, SEL6)를 포함한다. RDACUP, RDACUN, RDACLP, RDACLN은 저항 DAC의 출력이며, VOFFP, VOFFN은 변환

결과에 오프셋을 부여하기 위한 바이어스 전위이다. 또한, NRU1 내지 NRU4, NRU8, NRU12 내지 NRU15는 저항 DAC

의 내부 노드를 나타낸다. 각 용량(Cn)(n은 정수)에 병기된 kC(k는 정수)의 값은 각각의 용량치가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

다.

도 18에 도시되는 스위치의 상태는 VOP, VON을 샘플링하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 18에 있어서, 도 5, 도 16, 도 17의

회로 부분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회로 부분은 동일한 부호로 참조한다. 도 17의 회로에서는 용량(C30, C38)의 하부판에

저항 DAC 출력을 공급하는 회로예를 도시하였지만, 도 18의 회로에서는 용량(C30, C38) 대신에, 용량(C50, C51, C52,

C53)을 설치하고, 용량(C50, C51, C52, C53)의 하부판에 저항 DAC 출력을 공급하고 있다. 용량(C50, C51 또는 C52,

C53)에 의해 각각의 저항 DAC 출력을 용량에 의해 가산하는 회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저항 DAC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8의 RDAC2는 하위 4 비트를 변환하기 위한 저항 DAC로서 작동한다.

RU1 내지 RU14, RH1 내지 RH8은 동일한 저항치를 갖는 단위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RH1 내지 RH4는 단위 저항을 2개

병렬 접속한 것을 직렬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4개의 저항으로 하나의 단위 저항과 등가가 된다. RH5 내지 RH8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로 4개의 저항에 의해 합성 저항은 단위 저항으로 등가가 된다. 따라서, RU1 내지 RU14와 RH1 내지

RH8로 기준 전압(Vref＋와 Vref－의 전위차)은 16 등분된다. 저항 DAC의 내부 노드에는 전위가 낮은 쪽에서 순서대로

NRUe(e는 정수)라는 부호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NRUe의 e는 16 등분한 기준 전위 e/16의 전위에 대응되어 있다.

저항 RH5 내지 RH8로 NRU15와 Vref＋의 전위차를 또한 2 분할하여 얻어지는 VOFFN은 Vref＋로부터 ((Vref＋)－

(Vref－))/32 만큼 낮은 전위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항(RH1 내지 RH4)으로 NRU1와 Vref－와의 전위차를 또한 2

분할하여 얻어지는 VOFFP는 Vref－로부터, ((Vref＋)－(Vref－))/32 만큼 높은 전위가 된다.

RDAC2는 4 비트의 디지털 신호를 입력하여 상위 2 비트에 상당하는 전위를 RDACUN과 RDACUP에 출력하고, 또한 하

위 2 비트에 상당하는 전위를 RDACLN과 RDACLP에 출력한다. 즉, 4 비트 입력 4 출력 DAC 회로로서 동작한다.

Vref－, NRU1, NRU2, NRU3의 전위로부터 하나가 셀렉터(SEL5)에 의해 선택되어 RDACLP에 출력된다. RDAC2의 입

력 하위 2 비트가 00일 때에는 Vref－가 출력되고 01, 10, 11에 대응하여 각각, 보다 높은 전위 NRU1, NRU2, NRU3이

선택된다.

RDACLN은 RDACLP와 대칭인 전위를 출력한다. Vref＋, NRU15, NRU14, NRU13의 전위로부터 하나가 셀렉터(SEL4)

에 의해 선택되고, RDACLN에 출력된다. RDAC2의 입력 하위 2 비트가 00일 때에는 Vref＋가 출력되고, 01, 10, 11에 대

응하여 각각, 보다 낮은 전위 NRU15, NRU14, NRU13이 선택된다.

RDACUP의 전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Vref－, NRU4, NRU8, NRU12의 전위로부터 하나가 셀렉터(SEL6)에 의해 선택되

어 RDACUP에 출력된다. RDAC2의 입력 상위 2 비트가 00일 때에는 Vref－가 출력되고, 01, 10, 11에 대응하여 각각, 보

다 높은 전위 NRU4, NRU8, NRU12가 선택된다.

RDACUN의 전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RDACUN은 RDACUP와 대칭인 전위를 출력한다. Vref＋, NRU12, NRU8, NRU4

의 전위로부터 하나가 셀렉터(SEL3)에 의해 선택되어 RDACUN에 출력된다. RDAC2의 입력 상위 2 비트가 00일 때에는,

Vref＋가 출력되고, O1, 1O, 11에 대응하여 각각, 보다 낮은 전위 NRU12, NRU8, NRU4가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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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얻어지는 RDACUP, RDACLP, RDACUN, RDACLN을 도 18과 같이 용량 DAC의 최소의 용량

(C51, C53, C50, C52)의 하부판에 공급한다. 이것에 의해, 저항 DAC 출력을 용량 가산하는 CR 더블 스테이지 DAC를 구

성할 수 있다.

용량(C51, C53)은 도 17의 용량(C30, C38)에 상당되며, 샘플링 용량으로서도 작동한다. 이것과 병렬로 용량(C50, C52)을

설치한다. 이 용량(C50, C52)은 VOP, VON을 샘플링하는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용량 DAC의 동작 자체는 용량(C51,

C31 내지 C35, C53, C39 내지 C43)을 생각하면, 도 17의 회로와 등가가 된다. 이 때문에, 전압 스케일링을 위한 용량

(C36, C37, C44, C45)은 도 17의 회로와 동일한 사고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도 18의 회로는 이들의 회로 부분에 용량(C50, C52)이 부가되고, 상부판 전위 TOP＋와 TOP－에, 용량(C50, C52)으로

RDACLP의 전위와 RDACLN의 전위를 가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 7 또는 도 8에 있어서, 상부판과 소정의 전위

사이에 기생 용량이 있었다고 해도 결과에 영향을 부여하지 않는다. 즉, 용량 DAC의 동작 및 AD 변환 결과는 도 18에 있

어서, 용량(C50, C52)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략 일치한다. 따라서, 용량(C50, C52)을 별도로 설치하여, 그 하부판

에 저항 DAC 출력을 가하고, 상부판 전위 TOP＋와 TOP－와 RDACLP의 전위와 RDACLN의 전위를(전체의 용량과 1C

로 결정되는 무게에 의해) 가산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하에, VOFFP와 VOFFN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한다. AD 변환 회로에서는 아날로그 입력 전위와 디지털 변환 결과의 입

출력 특성에 있어서, 디지털 코드(변환 결과)의 천이점을, 도 5, 도 16 등의 회로에서 실현되는 특성으로부터 1/2×LSB 변

위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도 18의 용량(C50, C52)과 샘플링시에 이들 하부판에 공급되는 VOFFP와 VOFFN은

그 때문인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VOFFN의 전위는 Vref＋에서 ((Vref＋)－(Vref－))/32 만큼 낮은 전위가 된다.

또한 VOFFP는 Vref－로부터 ((Vref＋)－(Vref－))/32 만큼 높은 전위가 된다. RDAC2로 16 분할된 각각의 전압 NRUe

(e는 정수)이 도 18의 AD 변환 회로의 LSB에 상당되기 때문에, VOFFP, VOFFN은 플러스 및 마이너스의 기준 전압으로

부터 1/2×LSB 상당의 전압을, 샘플링시에 용량(C50, C52)의 하부판에 공급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샘플링 결과를 변환

개시와 함께 1/2×LSB 상당의 전위만큼 변위할 수 있다.

도 18에서는 용량 DAC의 분해능이 5 비트, 저항 DAC의 분해능이 4 비트(2 비트 + 2 비트)의 경우를 예로서 나타내었지

만, 도 18의 구성에 한정되지 않고, 도 5, 도 16, 도 17의 회로도 포함시켜 임의의 분해능의 구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도 5, 도 16, 도 17, 도 18에 있어서는 주로 용량 DAC까지의 회로의 구성예에 대해서 도시하였다. 도 19는 용

량 DAC 출력인 TOP＋와 TOP－와의 전위차를 검출하는 비교기의 회로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9의 회로는 스위치(SW47 내지 SW56), 용량(CC1 내지 CC5) 및 증폭 회로 (AMP8 내지 AMP11)를 포함한다. TOP＋

는 용량 어레이의 플러스측 상부판을, TOP－는 용량 어레이의 마이너스측 상부판을 나타낸다. VCM은 샘플링시의 상부판

의 바이어스 전위(2.5 V)이다. early, late, conv는 도 20에 도시하는 타이밍 신호이다. NC1 내지 NC12는 내부 노드를,

COUT3은 비교기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도 19에 도시되는 스위치의 상태는 VOP, VON의 전위를 용량 DAC에 샘플링

할 때의 스위치의 위치를 도시하고 있다.

우선, 도 19의 VOP, VON을 용량 DAC에 샘플링하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용량 DAC의 상부판 TOP＋와 TOP－는 스

위치(SW48)에 의해 동전위가 되도록 제어된다. 용량 DAC의 샘플링의 최종 시점에서는 TOP＋와 TOP－의 전위는 VCM

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비교기의 오프셋 전압을 어떠한 수단으로 기억하고, 오토 제로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TOP＋와 TOP－를 직접 비교기에 입력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그러나, 직접 입력하는 구성에서는 TOP＋와

TOP－를 충전하기 위한 시정수와 비교기의 오토 제로를 위한 시간의 합만큼, VOP, VON을 용량 DAC에 샘플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가게 된다.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 19의 회로예에서는 VOP, VON의 샘플링 중에는 비교기에는 다른 VCM을 입력해 두고, 변환

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TOP＋와, TOP－를 비교기 입력에 접속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TOP＋와,

TOP－의 전위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VOP, VON의 전위를 용량 DAC에 샘플링하면, 그리고 평행하게 하여, 비교기의

오토 제로를 위한 오프셋 전압의 기억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도 19의 스위치(SW47, SW49, SW50, SW51)는 이 목적을 위해 설치된 회로 부분이다. 스위치(SW47, SW49)에 의해 비교

기 입력을 TOP＋와 TOP－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VCM이 부여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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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8에 오프셋이 있으면, NC1, NC2에 동일한 VCM의 전위를 부여하여도 그 출력(NC3, NC4)은 동전위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CC1, CC2에 기억해 둠으로써 오프셋전압을 상쇄할 수 있다. VOP, VON을 용량 DAC에 샘플링하는 기간에는

SW52, SW53, SW54, SW56을 폐쇄해 둔다. SW52, SW53을 폐쇄해둠으로써 NC5와 NC6의 전위차는 AMP9의 오프셋 전

압 정도의 값이 된다. AMP10, AMP1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결합 용량에 오프셋 전압이 기억된다.

VOP, VON을 용량 DAC에 샘플링한 후, early가 병기된 스위치(SW48, SW52, SW53)가 개방된다. 다음에, late가 병기된

스위치(SW50, SW51, SW54, SW55, SW56)가 개방되고, conv가 병기된 스위치(SW47, SW49)가 폐쇄된다.

도 19에 예로서 도시한 바와 같은 회로에 의해, 용량 DAC의 출력 TOP＋와 TOP－의 전위차를 검출하여 그 대소 관계를

판정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비교기로서 사용할 수 있다.

도 21은 본 발명에 의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22는 도 21의 회로 동작 타

이밍 예를 도시하는 타이밍 도면이다.

도 21의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는, 전압 이득 A＝n/m인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SHA1), 용량 DA 변환기(CDAC)

CDAC1, 비교기(COMP), 저항 DA 변환기(RDAC) RDAC3 및 축차 비교를 제어하는 제어 회로(CNT)를 포함한다. 이 구성

예에서는 저항 DA 변환기가 포함되지만, 저항 DA 변환기가 없는 구성이라도 좋다.

VIN＋는 플러스측의 아날로그 입력, VIN－는 마이너스측의 아날로그 입력이다. VOP, VON은 각각 샘플 홀드 증폭기 회

로 출력의 플러스측, 마이너스측[내부 아날로그 신호(＋), 내부 아날로그 신호(－)]이다. TOP＋는 용량 어레이의 플러스

측 상부판, TOP－는 용량 어레이의 마이너스측 상부판이다.

COUT는 비교기 회로 출력, RDO는 저항 DAC 출력이다. 제어 회로(CNT)는 비교기 회로 출력(COUT)에 따라 동작하고,

제어 신호(CNTR)에 의해 저항 DAC를 제어하는 동시에, 제어 신호(CNTC)에 의해 용량 DAC를 제어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어 신호(CNTC)에 의해 용량 DA 변환기(CDAC1)의 용량 어레이의 각 용량에 접속된 스위치의 개폐를 제어한다.

CLK는 AD 변환 회로의 타이밍 전반을 규정하는 클록 입력이며, SPC1은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샘플링 기간을 규정하

는 신호이다. 또한, SPC2는 VOP, VON을 용량 DAC에 샘플링하는 기간(VOP, VON을 용량 DAC에 전송하는 기간)을 규

정하는 신호이며, D[11:0]은 예컨대 12 비트의 AD 변환 결과를 나타낸다.

도 21의 회로 동작을 도 22를 이용하면서 설명한다. 도 2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CLK가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제어

신호(SPC1)가 H인 기간,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SHA1)에 VIN＋, VIN－가 샘플링된다. 다음에, SPC1이 L로 변화하면,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출력(VOP, VON)에 샘플링한 전위차가 출력되고, 이것이 용량 DAC(CDAC1)에 샘플링된다. 이

것에 의해,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출력(VOP, VON)이 CDAC1에 전송된다. 이 전송 동작의 기간을 도 22에 전송 기간으

로서 나타낸다.

제어 신호(SPC2)를 H에서 L로 변화시켜 1 클록 사이클 후에, 전송 기간(VOP, VON을 CDAC1에 샘플링하는 기간)이 종

료된다. 그것에 계속해서, 용량 DAC(CDAC1) 및 저항 DAC(RDAC3)의 입력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MSB에서 순서대로

LSB까지 결정해 나간다. 이 동작의 기간을 도 22에 비교 기간으로서 나타낸다. LSB의 결정이 종료된 후, 변환 결과 D

[11:0]가 유효하게 된다.

도 22에 도시하는 동작예에서는 비교기에서의 각 비트의 비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MSB(D11)의 비교만큼 2 클

록 사이클을 사용하는 타이밍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송 기간(VOP, VON을 CDAC1에 샘플링하는 기간)으로부터 비교기로

의 비교의 개시에 천이하는 시점에서 기억한 전하를 잃지 않도록 타이밍의 여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경

우에, MSB에서 LSB까지 균등하게 비교 시간을 할당하면 실효적으로 MSB에서의 비교를 위한 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

다. 이것을 피할 목적으로 전송 기간(VOP, VON을 CDAC1에 샘플링하는 기간)으로부터 비교기로의 비교의 개시에 천이

한 최초의 비교 기간만큼 긴 비교 시간을 할당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도 21의 발명의 회로를 도 22의 타이밍에 동작시키도록 설계하여, 각부의 파형을 회로 시뮬레이션에 의해 요구한 예를 도

23, 도 24, 도 25에 도시한다.

도 23은 전원 전압 4.5 V, Vref＋＝4.5 V, Vref－＝0 V, VIN＋＝3 V, VIN－＝0 V인 경우의 각부의 파형을 도시하는 파

형도이다. 도 24는 전원 전압 4.5 V, Vref＋＝4.5 V, Vref－＝0 V, VIN＋＝4.5/4096 V, VIN－＝0 V인 경우의 각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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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을 도시하는 파형도이다. 이 경우 VIN＋에는, 4.5 V를 4096 분할한 1/4096을 입력하고 있다. 또한 도 24는 전원 전

압 4.5 V, Vref＋＝4.5 V, Vref－＝0 V, VIN＋＝4.5×4094/4096 V, VIN－＝0 V인 경우의 각부의 파형을 도시하는 파

형도이다. 이 경우 VIN＋에는 4.5 V를 4096 분할한 4094/4096을 입력하고 있다.

12 비트의 AD 변환의 예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변환 결과는 도 23의 경우가 101010101010, 도 24의 경우가

000000000001, 도 25의 경우가 111111111110이 된다.

도 23의 (a)의 파형은 도 5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NODE1, NODE2에 상당하는 부분의 파형을 도시하고 있다.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샘플링 기간(도 23 내에서 샘플링 기간으로서 도시한 기간)에 NODE1이 3 V, NODE2가 0 V가 된다.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서 용량 DAC로의 전송 기간(도 23에서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로부터 CDAC로의 전송」으로

하여 도시함)에 NODE1과 NODE2의 전위는(도 5의 SW17에 의해) 등전위가 되며, 도 23의 파형에서도 NODE1과

NODE2의 전위가 같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VOP, VON에 샘플링 전위차에 상당하는 전위차가 출력된다. 이것은 도 23의 (b)의 파형도에 표시된다.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전압 이득이 이 예에서는 2/3이기 때문에, 3 V를 샘플링 한 경우,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출력 VOP, VON

의 전위차는 2 V가 된다.

전송 기간 후, 비교기에 의한 비교를 개시한다. 이 비교 동작에 의해, 도 23의 (d)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비교기 결과가

101010101010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기한 변환 결과의 기대치에 일치하고 있다.

도 23의 (c)에 도시하는 용량 DAC 출력의 파형은 TOP＋, TOP－의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기 출력이

101010101010으로 변화되는 데 대응하여 그 전위차의 부호가 교대로 변화하고, 비교의 종료 시점에서는 TOP＋, TOP－

의 전위가 대략 일치한다.

다른 동작 조건에 대해서 도 24의 (a)에 VOP 및 VON, 도 24의 (b)에 TOP＋ 및 TOP－, 도 24의 (c)에 비교기 출력을 도

시한다. 비교기 출력은 기대치 000000000001에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입력 전위차가 4.5/4096 V로 매우

작기 때문에, VOP, VON은 대략 같은 전위로 되어있다. TOP＋, TOP－는 전위차가 큰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전위차가 작

은 상태로 변화해가고, 최종적으로는 TOP＋의 전위와 TOP－의 전위가 대략 일치한다.

다른 동작 조건에 대하여, 도 25의 (a)에 VOP 및 VON, 도 25의 (b)에 TOP＋ 및 TOP－, 도 25의 (c)에 비교기 출력을 도

시한다. 도 24와 대조적으로, 입력 전위차는 4.5 V 정도로 대략 최대의 진폭이기 때문에, VOP, VON의 신호 진폭은 도 25

의 (a)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크다.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전압 이득이 이 예에서는 2/3이기 때문에,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출력 VOP, VON의 전위차는 약 3 V가 된다. 이 형태가 도 25의 (a)에 도시되어 있다.

비교기 출력은 기대치 111111111110에 일치하고 있다. 또한, TOP＋ 및 TOP－는 전위차가 큰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전

위차가 작은 상태로 변화해가고, 최종적으로는 TOP＋의 전위와 TOP－의 전위가 대략 일치한다. 부호는 도 24의 경우와

반대가 된다.

도 26은 본 발명에 의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26의 회로는 도 26의

(a)에 도시되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또는 증폭 회로)(AMP7), 스위치(SW13, SW14, SG3, SG4), 용량(C30 내지 C35),

용량(C38 내지 C43) 및 도 26의 (b)에 도시되는 저항 DA 변환기(RDAC4)를 포함한다. VIN＋는 플러스측의 아날로그 입

력이며, VIN－는 마이너스측의 아날로그 입력이다. VOP, VON은 각각 샘플 홀드 증폭기(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회로 출

력의 플러스측, 마이너스측[내부 아날로그 신호(＋), 내부 아날로그 신호(－)]이다. TOP＋는 용량 어레이의 플러스측 상

부판, TOP－는 용량 어레이의 마이너스측 상부판, Vref＋는 플러스측 기준 전위(5 V), Vref－는 마이너스측 기준 전위(0

V), VCM은 샘플링시의 상부판의 바이어스 전위(2.5 V)이다. RDAC4는 저항(RR0 내지 RR5)을 포함한다. VREFD＋,

VREFD－, VREFH는 저항 DAC(RDAC4)에서 발생하는 기준 전위이다.

도 26에 도시되는 스위치의 상태는 VOP, VON을 샘플링하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도 26에 있어서, 도 5, 도 16, 도 17,

도 18의 회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회로 부분은 동일한 부호로 참조한다. 도 26의 회로가 도 16의 회로와 다른 점은 도 16

의 회로에서 이용되는 스케일링 회로(SCL1) 대신에 도 26의 회로에서는 저항 DAC(RDAC4)가 설치되어 있다. 이 저항

DAC(RDAC4)에 의해 기준 전위 VREFD＋, VREFD－, VREFH를 발생하고, 이들 기준 전위를 이용함으로써, 적절한 AD

변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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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의 회로에서는 아날로그 입력에 상당하는 디지털 코드를 검색하는 경우에, 용량(C31 내지 C35 및 C39 내지 C43)의

하부판을 Vref＋ 또는 Vref－에 접속한다. 한편, 도 6, 도 7, 도 8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예컨대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전압 이득이 2/3의 경우, VOP의 전위는 전 비트 0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입력에 대하여 VCM(Vdd/2), 전 비트 1에 대응하

는 아날로그 입력에 대하여 5 Vdd/6이 된다. 따라서, 이들 전위를 직접 저항 DAC로 발생하여 용량 DAC의 하부판 전위를

조작함으로써, 원하는 디지털 변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항(RR0 내지 RR5)은 Vref＋와 Vref-의 전위차를 6 등분한다. 즉, VREFD＋는 5/6 상당의 전위, VREFD－는 1/6 상당

의 전위, VREFH는 1/2 상당의 전위가 된다.

도 6의 전위의 관계와, VREFD＋, VREFD－, VREFH의 관계로부터 도 26의 회로에서도 도 16과 같은 디지털 변환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도 26의 구성은 증폭기 전압 이득이 2/3의 경우의 일례이지만, 동일한 원

리에 기초하여 임의의 전압 이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도 16의 회로의 구성을 확장할 수 있다.

도 27의 회로는 본 발명에 의한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27의 회로는

스위치(SW13, SW14, SW27 내지 SW42), 용량(C30 내지 C35, C38 내지 C43, C54 내지 C57) 및 증폭 회로(AMP12)를

포함한다. VIN＋는 플러스측의 아날로그 입력이며, VIN－는 마이너스측의 아날로그 입력이다. VOP, VON은 각각

AMP12 출력의 플러스측, 마이너스측[내부 아날로그 신호(＋), 내부 아날로그 신호(-)]이다. TOP＋는 용량 어레이의 플

러스측 상부판, TOP－는 용량 어레이의 마이너스측 상부판, Vref＋는 플러스측의 기준 전위(5 V), Vref－는 마이너스측

의 기준 전위(0 V), VCM은 샘플링시의 상부판의 바이어스 전위(2.5 V)이다. CDAC＋는 플러스측의 용량 DAC, CDAC－

는 마이너스측의 용량 DAC를 나타낸다. 또한, C54 내지 C57은 스케일링 회로(SCL2)를 구성한다. 스케일링 회로(SCL2)

는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 참조 전압(Vref＋와 Vref－의 전위차)을 입력하였을 때의 샘플 홀드 증폭기 출력이, AD 변환

기의 디지털 출력의 최대치가 되도록 AD 변환기 디지털 출력을 조정한다. 각 용량(Cn)(n은 정수)에 병기된 kC(k는 정수)

의 값은 각각의 용량치가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도 27에 있어서, 도 16의 회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회로 부분은, 동일한 부호로 참조한다. 도 27은 도 16의 회로의 증폭

기(AMP7)의 전압 이득을 4/5로 변경한 회로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27의 증폭기(AMP12)에 병기된 A = n/m은 증폭기(AMP12)의 전압 이득을 나타내고, 이 예에서는 A = 4/5이다. A =

4/5의 조건에 있어서, 플러스측(또는 마이너스측) 용량 DAC의 합계 용량이 32C의 경우, 용량(C54, C56)의 용량치는 40C

가 된다. 또한, 용량(C55, C57)의 용량치는 8C가 된다. 이 예에 구체적으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압 이득 2/3에 한정되

지 않고, 다른 전압 이득의 경우에도 본 발명의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전압 이득이 1 미만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와, 샘플 홀드 증폭기 출력을 샘플링하

는 용량 DAC를 설치함으로써, 참조 전압(Vref＋과 Vref－의 전위차) 및 아날로그 입력 전위차가 전원 전압과 동일한 경

우라도 증폭기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rail-to-rail 범위(전원 전압 범위)의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AD 변환할 수 있

다. 또한,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 참조 전압(Vref＋과 Vref－의 전위차)을 입력하였을 때의 샘플 홀드 증폭기 출력이 AD

변환기의 디지털 출력의 최대치가 되도록, AD 변환기 디지털 출력을 조정(스케일링)하기 위한 용량을 설치한다. 이것에

의해, 전압 이득이 1 미만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를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디지털 출력값(용량 DAC에서 직접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는 구성과 동일한 디지털 출력값)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는 구성으로 함으로써, 용량 DAC와는 독립적으로, 샘플 홀

드 증폭기 회로의 입력 용량을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입력 용량을 작게 함으로써,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를 고속화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을 실시예에 기초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

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 중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의하면, 전압 이득이 1 미만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와, 그 출력 전위를 샘플링하는 용

량 DA 변환기를 설치함으로써, 아날로그 입력 전위차가 전원 전압과 같은 경우라도 아날로그 입력 전위차에 비례한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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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증폭기 회로로부터 용량 DA 변환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에 의해 아날로그 신

호를 샘플링하는 구성으로 함으로써, 용량 DA 변환기와는 독립적으로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입력 용량을 설계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입력 용량을 작게 함으로써,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를 고속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전하 재분배형의 차동 용량 DAC의 도면.

도 2는 종래의 전하 재분배형의 차동 용량 DAC의 다른 회로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종래의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도면.

도 4는 종래의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도 5의 회로의 전위 관계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용량 DAC 동작의 설명을 위한 도면.

도 8은 용량 DAC 동작의 설명을 위한 도면.

도 9는 용량 DAC 동작의 설명을 위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적합한 전하 전송형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의 도면.

도 11은 도 10의 타이밍 신호를 도시한 타이밍 도면.

도 12는 도 10의 회로에 적합한 연산 증폭기 회로(1번째 단)의 도면.

도 13은 도 10의 회로에 적합한 연산 증폭기 회로(2번째 단)의 도면.

도 14는 바이어스 회로의 예를 도시한 회로도.

도 15는 전원 전압의 반 정도의 전압을 발생하는 회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9는 본 발명에 적합한 비교기 회로를 도시한 도면.

도 20은 도 19의 타이밍 신호를 도시한 타이밍도.

도 21은 본 발명의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블록도.

도 22는 본 발명의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동작 타이밍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23은 도 21의 회로의 동작 파형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24는 도 21의 회로의 동작 파형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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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도 21의 회로의 동작 파형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2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축차 비교형 AD 변환 회로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SW13, SW14, SW15∼SW23, SW27∼SW42 : 스위치

C25∼C28, C30∼C45 : 용량

AMP2 : 증폭기 회로

SHA1 : 샘플 홀드 증폭기 회로

CDAC1 : 용량 DA 변환기

C0MP : 비교기

RDAC3 : 저항 DA 변환기

CNT : 제어 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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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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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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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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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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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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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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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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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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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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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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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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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도면20

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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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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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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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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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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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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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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