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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witched-capacitor cyclic DAC scheme with mismatch compensation of capacitors is designed. In cyclic 

DAC, a little error between two capacitors is accumulated every cycle. As a result, the accumulated error influences the 

final analog output which is wrong data. Therefore, a mismatch compensation technique was proposed and the error can 

be effectively reduced, which alleviates the matching requirement. In order to verify the operation of the proposed DAC, 

an 8-bit switched-capacitor cyclic DAC is designed through HSPICE simulation and implemented through magna 0.18um 

standard CMO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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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스 이의 고해상도, 고화질화 경향에 따라 이에 

응하여 디스 이 패  구동 회로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데이터 압을 생성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컨

버터 (DAC)의 역할 한 요해 지고 있고, 처리되는 데이

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DAC 회로의 면 과 력 소모가 

증가하면서 이에 한 문제 해결에 이 맞추어 지고 있

다. 특히, 모바일 디스 이의 구동에 있어 효율 인 력

소모와 면  사용은 DAC 연구의 큰 화두이다.

Switched-capacitor (SC) 회로를 사용하는 Cyclic DAC는 

모바일 디스 이 구동 회로의 핵심 요소이다[1-2]. Cyclic 

DAC는 낮은 력 소모와 은 설계면 을 갖기 때문에, 해

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력소모와 설계면 이 커지는 항

들을 사용한 방식과 Binary-Weighted 캐패시터를 사용한 

방식의 DAC들을 체할 수 있는 DAC 방식이다. 

하지만 Cyclic DAC의 경우, 캐패시터들 간의 부정합이 

DAC 출력 결과에 큰 향을 미친다[3-4]. 그 이유는 디지

털 데이터가 직렬 형식으로 입력되고, 매 사이클마다 한 비

트의 디지털 데이터가 변환될 때 캐패시터의 부정합이 향

을 미치고, 이 향이 매 사이클마다  되므로 부정합에 

의한 에러가 되어 출력 압에 나타나게 된다. 즉 작은 

부정합에 의한 에러가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되어 큰 

출력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캐패시터간의 부정합이 체 

DAC 동작에 큰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한 소면 의 

설계가 될수록 캐패시터의 크기가 어들어 캐패새터들 간

의 부정합이 상 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Cyclic 

DAC의 회로 설계에 있어서 캐패시터 부정합을 보정하는 것

은 요한 필요 동작이다. 

본 논문에서는 캐패시터간의 부정합을 보정하기 한 

Switched-Capacitor 동작을 기본으로 하는 Cyclic DAC를 

구 한다. 구 된 DAC는 하의 장과 이동을 한 캐패

시터 3개와 OPAMP, 그리고 스 치들로 구성되며 데이터 

변환을 한 phase뿐만 아니라 캐패시터 부정합을 보정하기

한 추가 phase를 가지고 있다. DAC의 동작을 확인하기 

해 HSPICE 를 사용하여 8 비트의 해상도를 갖는 DAC를 

설계하 으며, 실제 동작을 확인하기 해 Magna 0.18um 

Standard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칩 제작  테스트를 수

행하 다.  

2. 구 된 DAC 회로 구조

구 된 Cyclic DAC의 체 회로 구성이 그림 1에 나와 

있다. 입력 신호를 샘 링하여 하를 생성  달하는 기

능을 하는 캐패시터 C1과, C1에 장된 하를 1/2씩 가감

하는 기능을 하는 캐패시터 C2와 C3가 있고, 각 phase에서 

캐패시터들의 연결을 변화하기 한 총 9개의 스 치가 

치하고 있다. 한 정확한 하 달  분배를 해 

OPAMP를 사용하여 switched-capacitor 기반의 구조를 완

성하 다. 입력신호인 Vin 은 디지털 입력 신호이며, 본 설

계에서는 8 비트 (MSB b7 ∼ LSB b0) 디지털 신호이다. 

Cyclic 동작의 특성에 따라 매 사이클마다 1 비트 씩 입력

되며 b0를 시작으로 b7까지 차례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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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 된 Cyclic DAC의 체 회로 구성

Fig. 1 Overall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cyclic DAC

한 각 phase를 구분할 수 있도록 캐패시터의 연결을 

변화해 주는 9개의 스 치들은 서로 다른 펄스들, 즉 그림 2

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p1, p2, p1a, p2a, p2b, p3 펄스들에 

의해 동작한다. p1과 p2는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반  

계에 있는 신호들이고, 구 된 DAC에서 사용되는 기본 

펄스들이다. 나머지 p1a, p2a, p2b, p3 들은 각 phase를 구분

지어 주는 역할을 한다. 1 비트 변환 동안 총 4개의 phase

가 필요하며 이는 p1의 두 주기 동안 1 비트 씩 변환되어 

총 16개의 주기가 지난 후 8 비트 입력 디지털 신호가 아날

로그 신호로 변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된 OPAMP는 DAC 동작에 향을 주지 않기 해 

이상 인 경우 무한 의 증폭률을 가져야 하지만 실제 무한

의 증폭률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본 설계에서는 출력 

압인 Vout의 범 가 1V이고 8 비트 해상도를 갖는 조건에

서 DC 증폭률을 60dB 로 설정하 다. 

다음으로, OPAMP의 +입력단에 가해지는 압은 그림에

서는 ground로 표시되지만 실제 설계에서는 공통 압이 가

해지고, 본 설계에서는 VDD = 1.8V의 반인 0.9V가 된다. 

입력 신호에 의한 압은 Vin이 디지털 값 1일 경우 DC 

1.4V, 0일 경우 DC 0.4V가 선택된다. 

그림 2 스 치 동작을 한 펄스 신호들

Fig. 2 Pulse signals for switch operation

3. 구 된 DAC회로의 동작

3.1 구 된 DAC회로의 기본 동작

그림 3 데이터 변환 phase에서의 동작

Fig. 3 Operation at data conversion phase

회로의 동작은 데이터를 변환하는 Cyclic DAC의 기본 동

작과 캐패시터 간의 부정합을 보정해 주는 동작으로 나뉜

다. 그림 3은 C2와 C3의 부정합이 없을 경우, 구 된 DAC 

회로의 기본 동작을 보여 다. C1의 경우, 입력 압의 샘

링과 하를 합하는 역할을 같이 하므로 C1과 C2, C1과 C3

의 부정합은 체 DAC 동작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Phase-A1 에서 스 치 신호가 입력되며 Vin 데이터에 

의해 Vref의 입력 압이 C1에 장된다. 여기서 C2와 C3

의 캐패시턴스가 같기 때문에 C1에 장된 하량 QA1는 

C1와 C3에 1/2씩 장되게 된다. Phase-A1 에서의 Vout 

값은 C1과 C2, C3의 캐패시턴스 값에 의해 결정 되는데, C1

의 캐패시턴스가 (C2+C3)의 캐패시턴스의 1/4이므로 Vo의 

값은 –Vref/4가 된다. 

Phase-A2 에서 C3의 경우 한쪽 노드의 연결이 끊어지고  

로 이 되어 phase-A1 에서의 하량을 유지하게 된다. 

C2의 경우는 공통 압에 연결되면서 하가 방 되고 C1

으로 장되어 있던 하들이 이동하게 된다. 이 결과, C1에 

장되는 하량은 phase-A1 에서의 C1의 하량 QA1에서 

phase-A1 에서 C2의 하량 QA1/2 만큼이 빼지게 되어 

QA1/2이 만큼이 된다. 그 결과, C1에 장되는 하에 의한 

압이 Vref/2가 된다. 이 과정이 n-cycle이 반복되었을 경

우 DAC의 출력 압은 수식(1)과 같이 표시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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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 된 DAC회로의 부정합 보정 동작

그림 4 캐패시터 부정합 보정 phase에서의 동작

Fig. 4 Operation at capacitor mismatch compensation phase

본 논문에서 구 된 회로의 부정합 보정동작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Phase-B1의 신호가 입력될 때의 동작은 

Phase-A1의 동작과 유사하다. Phase-B1의 입력 신호가 들

어오면, C1에 이 의 하들이 장된 채로 로 이 되고 

C2와 C3에 의해 C1에 장되어 있던 하들이 분배 되게 

된다. 이 때 C2와 C3간의 부정합만큼의 하차가 재분배 되

게 된다. 

Phase-B2의 신호가 입력되면, C1이 Vout과 연결되고, C2

의 하단 부분과 C3의 상단 부분이 같은 노드에 연결 된다. 

이 때 C2와 C3의 극성이 반 인 상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C2와 C3의 부정합에 의한 하량의 차이가 가감되어 C1에 

장 된다. 이 동작으로 인해 C2와 C3의 부정합이 보정 될 

수 있다. 

4. 모의실험  칩 테스트 결과

4.1 HSPICE 모의실험 결과

 DAC의 동작을 확인하기 해 HSPICE를 사용하여 모의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5는 입력 디지털 데이터가 각각 

이진수 11111110(2), 01111111(2), 00000001(2) 일 때 DAC 출력 

값을 보여 다. 1 비트 내에서 4개의 phase 마다 출력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압의 범 가 

0.4V에서 1.4V까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형 

그림에서 화살표로 가리킨 원 표시 지 이 8 비트의 입력 

신호가 모두 인가 되었을 때 결과 값이다. 세 입력 값  

가장 큰 값인 11111110(2) 일 때 출력 압이 1.396V 이고, 

간 값인 01111111(2) 일 때 출력 압 역시 간 값인 

0.9V, 가장 작은 입력 값인 00000001(2) 일 때 출력 압이 

0.405V로 나왔으며,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값들에 해서도 

입력 디지털 값에 해 아날로그 출력 압이 비례하여 변

환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그림 5의 형들은 DAC 

동작을 명확히 표 하기 해 입력 펄스의 속도가 1MHz일 

때의 결과이며, 모의실험 결과 10MHz 까지 동작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 모의 실험 결과 형

Fig. 5 Simulation result 

4.2 칩 테스트 결과

모의실험을 바탕으로 실제 칩 제작을 수행 하 다. 공정 

은 magna 0.18um standard CMOS를 사용하 고, VDD = 

1.8V이다. 그림 6에 체 테스트 칩  코어 부분의 이아

웃 그림이 나와 있다. 가로 320um, 세로 200um의 크기를 

가지며, 입력 디지털 데이터를 직렬화 하여 DAC에 인가할 

수 있는 직렬화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7에 제작된 칩을 

테스트하기 한 테스트 보드 사진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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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칩 제작을 한 코어부분 이아웃 

Fig. 6 Core layout result for chip design

그림 7 칩 테스트용 PCB  

Fig. 7 PCB for chip test

그림 8 구 된 DAC의 측정 결과 형 

Fig. 8 Measured waveform result of designed DAC

칩은 칩-온-보드(COB) 형태로 PCB와 연결되어 있으며, 

디지털 입력은 외부에서 8개의 스 치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최종 출력 형은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화살표가 가리

키고 있는 원 부분이 8 비트의 최종 아날로그 출력 결과 값

을 나타내고 있고, 모의실험에서 확인하 던 3개의 디지털 

입력에 해 거의 동일한 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동작 속도는 모의실험과 마찬가지로 10MHz 까지 동작

함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캐패시터의 부정합 보정 기능을 갖는 

switched-capacitor 를 기본 구조로 하는 cyclic DAC를 구

하 다. 구 된 DAC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감소시키기 해 3개의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2 phase 동안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아

날로그 값으로 변환하고 나머지 2 phase 동안에는 캐패시터

의 부정합을 보정하기 한 동작을 수행 한다. HSPICE를 

이용한 모의실험과 실제 칩 제작을 통해 DAC의 변환 동작

을 확인하 으며, 모의실험과 칩 테스트 결과가 거의 동일함 

역시 확인하 다.  

구 한 cyclic DAC는 해상도와 상 없이 은 면 을 차

지한다는 기존의 장 을 그 로 유지하면서 데이터 변환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러 요인인 캐패시터의 부정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 모바일 디스 이

에 더욱 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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