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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회로를 용한 용량성 센서용 력 하분할 방식의 지문센서 감지회로를 제안하고 있

다. 제안된 회로는 기존회로에 비하여 력소모를 크게 이고 융선과 골간의 감지 압차를 확 하 다. 설계된 회

로는 40MHz 동작주 수, 3.3V 원에 0.35μm 표  CMOS 공정 라미터를 용하여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검

증결과 47% 력소모 감소를 보 고 융선과 골간의 감지 압 차에 있어서 90% 증가를 나타내었다. 제안된 회로는 

면 의 증가 없이 기존 픽셀 이아웃에 구 되었다. 

ABSTRACT

A modified capacitive detection circuit of charge sharing scheme is proposed, which reduces the static power dissipation and increases the 

voltage difference between a ridge and valley more than a conventional circuit. The detection circuit is designed and simulated in 3.3V, 

0.35µm standard CMOS process, 40MHz condition. The result shows about 47% power dissipation reduction and 90% improvement of 

difference between a ridge and valley sensing voltage. The proposed circuit is layout without area increasing of a one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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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더욱 효과 이고 편리하게 되었으나, 축 된 요한 

정보는 타인의 근에 의해 괴되거나 도용당하는 

등의 악 향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개개인의 고유한 신체  는 형태학

 특징에 따라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바이오 메

트릭 인식이 안이 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발달

과 더불어 보안  개인 사생활 보호에 한 심이 높

아지면서 개인 인증 방법으로서의 자동 지문인식 기

술(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Technology)은 

화상인식 기술 분야 에서 가장 각 받는 기술 분야

로 발 하고 있다[1].

지문은 인간의 손가락 끝에 있는 융선(ridge)과 골

(valley) 패턴들의 집합이며 각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구

별할 수 있게 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지문의 개인별 

독특함은 이것의 부분 인 특징과 이들 상호간의 계

에 의하여 주로 나타난다. 부분 인 특징  가장 요하

며 히 나타나는 융선 특징들을 특징 이라 부르며 

단 과 분기 이 있다. 단 은 융선이 끝나는 지 으로 

정의되고 분기 은 융선이 가지로 갈라지거나 모이는 

지 으로 정의 된다. 이들은 모두 유효 융선 벡터와 융선 

확률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지문인식은 각 개인을 타인

으로부터 구별하기 하여 지문의 특징 과 그들의 상

호 계를 이용한다. 지문 인식의 가장 요한 단계는 시

스템에 입력된 지문 이미지로부터 알고리즘이 특징

들을 신뢰성있게 추출하는 것이다.

지문인식시스템에서 입력방법에는 학을 이용한 

센싱 방법과 비 학을 이용한 센싱 방법으로 크게 나

어 질 수 있는데 재는 학을 이용한 센싱 장치보다는 

반도체 기 에 설치된 커패시터의 하량의 변화 

는 열상, 항의 변화에 따른 지문 센싱 방법에 한 기

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비 학 센싱 방법

에는 크게 반도체 기 에 센서어 이(Sensor Array)를 이

용한 방법과 음 (Ultrasonic wave)를 이용한 방법, 

기장(Electric-field)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비 학 방식의 표  구 형태인 반도체 센서어

이 방식에서는 최근 지문의 골과 융선의 용량의 차이

를 감지하는 용량형(capacitive) 방식의 지문센서가 연구

결과의 주를 이루고 있다. 

용량형 반도체 지문센서의 원리는 그림 1(a)와 같이 

센서 부분인 최상  속 과 지문의 굴곡인 융선(ridge)

와 골(valley)이 연막(passivation)을 사이에 두고 존재

하는 용량값의 차이를 압으로 변환한 다음 그림 1(b)

와 같이 아날로그비교기를 이용하여 기 압(reference 

voltage)과의 비교를 통하여 융선과 골이 구분된 이진화

된 지문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2-5]. 

(a)

(b) 

그림 1. 용량형 지문센서의 원리  동작구조
(a) 용량형 지문센서 구조

(b) 아날로그비교기를 이용한 골과 게곡의 검출
Fig. 1. Capacitive fingerprint sensor scheme.
(a) Capacitive fingerprint sensing scheme

(b) Detection of a ridge and valley using comparator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회로를 용한 용량성 센서용 

력 하분할 방식의 지문센서 감지회로를 제안하

고 있다. 기존 회로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 정 류(static 

current)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한 개선

된 회로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에서는 하분할 방식의 기존 회로를 분석하고 시뮬

이션을 통하여 력분석을 한다. III 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고 있는 개선된 회로의 구조와 신호처리회로

를 기술하며 기존 비 력소모 향상을 비교 분석한다. 

IV 에서는 결론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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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용량형 지문센서 감지회로

그림 2와 4는 각각 기존의 용량형 지문센서의 감지회

로  타이 도를 나타낸다[4][5]. 지문과 센서 사이에 

캐패시턴스 Cf 가 존재하고 융선(ridge)에서 최  값을 

골(valley)에서, 최소 값을 갖게 된다. Cp3는 센서 칩 하부

의 기생 캐패시턴스로 하분할 방식의 회로에서 감도

를 하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회로 블록 SA는 단 이득 

버퍼로서 입출력간에 센서의 출력 압과 입력 압차

를 최소화함으로써 Cp3 의 향을 제거한다. 항 R1, 

R2는 감지된 지문센서의 압을 증폭하여 골과 융선에

서의 압차를 증가시킨다. 

그림 2. 기존의 용량센서감지 회로
Fig. 2 Conventional capacitive charge-sharing sensing 

scheme

그림 3. 단 이득버퍼회로
Fig. 3 SA circuit(unit-gain buffer)

SW1 신호를 통하여 SA는 단 이득 버퍼로서 뿐만 

아니라 신호 증폭기로 순차 으로 동작하도록 제어된

다. Comp 회로는 아날로그 비교기로서 출력 압 Vsa 

와 기 압 Vref 를 비교하여 이진출력을 내보낸다. 

그림 3은 그림 2에 용된 단 이득 버퍼의 회로를 나

타낸다.

그림 4는 타이 도를 나타낸다. ⏀1 신호가 high 일때 

각 노드는 precharge 가 된다. SW1이 low 이고 ⏀1 이 low 

가 되면 SA는 단 이득 버퍼로 동작하여 Cp3 향을 최

소화한 센서 압을 내보낸다. SW1이 high 가 되면 R1, 

R2 가 동작하여 골과 융선에서의 압차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기 압의 동작 역을 키울 수 있어 정확한 지

문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SA_en 은 아날로그 비교

기의 동작제어 신호로서 high 가 되면 최종 이미지 출력

을 내보낸다.

그림 4. 기존회로의 타이 도
Fig. 4 Timing diagram of conventional capacitive 

sensing scheme

그림 5는 동작주 수 40MHz, 3.3V 원에서 , 0.35 µm 

표  CMOS 공정 라미터를 용하여 시뮬 이션한 결

과를 나타낸다. 18ns에서 골과 융선에서의 압차는 최

 1.7V 에 이른다. 따라서 Vref 의 동작 역이 한 것

으로 여겨진다. 그림 5의 하단에 있는 력소모 분석결

과 골에서는 서서히 어들고 있으나 타이 도에 나타

난 unit-gain 모드구간에서 여 히 정 류가 흐르고 있

다. 한 지문의 융선에서는 사이클 종료시 까지 정 류

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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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융선에서 평균 류는 605μA, 골에서는 204

μA를 나타내었다. 골과 융선의 발생비율이 동일하다고 

하면 센서 픽셀 당 평균 류소모량은 404μA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5. 기존회로의 동작  력소모분석결과
Fig. 5 Simulation result of conventional circuit

(3.3V, 0.35 µm CMOS process typical condition, 40MHz)

Ⅲ. 제안된 지문센서 감지회로

그림 6과 8은 각각 본 논문에서 제안된 용량형 지문

센서의 감지회로  타이 도를 나타낸다. 기존회로인 

그림 2에서 단 이득버퍼의 출력과 비교기 사이에 로

직 결정 압(threshold voltage)을 낮추어 천천히 방 되

는 지문 골에서의 Vsa에 하여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

도록 하 다. 소스펄로어인 MN2는 상승시간(rising 

time)을 향상시킨다. 그림 7은 개선된 단 이득버퍼를 

나타낸다. 이는 지문의 골과 융선이 결정되는 SA_en 신

호와 동시에 M6를 오  시켜 정 류의 흐름을 단시

킨다. 

그림 6. 제안된 용량센서 감지회로
Fig. 6 Proposed capacitive charge-sharing sensing 

scheme

그림 7. 개선된 단 이득버퍼회로
Fig. 7 Modified SA(unit-gain buffer)

그림 8의 타이 도와 같이 빨라진 Vsa1 신호에 따라

서 기존의 타이 의 sensing 모드 시작 시 을 앞당길 수 

있다. 이는 SA_en 인가 시간을 조 하게 된다. 따라서 

체 으로 동작 시간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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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안된 회로의 타이 도
Fig. 8 Timing diagram of proposed capacitive sensing 

scheme

그림 9는 동작주 수 40MHz, 3.3V 원에서, 0.35 

µm 표  CMOS 공정 라미터를 용하여 시뮬 이션

한 결과를 나타낸다. 지문의 골과 융선 감지 압 Vsa1 

의 응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체 동작 사이클 구간을 

일 수 있다. 그림 하단의 류소모 형에서 촤측 박

스근처는 골에서의 정 류소모가 사라지고 있음을 나

타내고 우측박스는 융선에서의 정 류가 0 가 됨을 의

미한다. 측정결과 융선에서 290μA 로 크게 감소하고 있

고 역시 골에서는 142μA 로 평균 류소모는 216μA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회로 비 47% 력소모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교기 입력의 에서는 

Vsa1 신호가 골과 융선에서의 차가 더욱 커져 동

작 압에 이르고 있어 비교기의 기 압 동작 역도 

더욱 커져 이미지 정확도 향상의 효과 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림 10은 0.35 µm 표  CMOS 공정 

디자인 규칙에 의해 설계된 아웃의 결과이다. 인버

터와 개선된 단 이득버퍼의 신호가 나타나있다. 58μ

m x 58μm 픽셀 크기에 이미지 해상도는 423dpi 가 상

된다.

그림 9. 제안된 회로의 동작  력소모분석 결과
Fig. 9 Simulation result of proposed circuit

(3.3V, 0.35 µm CMOS process typical condition, 40MHz)

그림 10. 제안된 회로의 1-픽셀 이아웃
Fig. 9 Layout of one pixel

(58μm x 58μm, 0.35 µm CMO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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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회로를 용한 용량성 센서용 

력 하분할 방식의 지문센서 감지회로를 제안하

고 있다. 존 회로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 정 류(static 

current)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한 개선

된 회로를 제안하 다. 기존의 회로에서는 지문의 골에

서 감지 압이 느리게 방 됨으로써 비교기의 동작시

까지 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단 이

득버퍼의 구조에 따른 정 류의 발생기간이 길어져 

체 으로 력소모가 픽셀 당 평균 류소모량은 404μ

A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단 이득버퍼와 비교기 사이에 논리

인식 결정 압을 낮춘 인버터를 추가하여 지문의 골에

서 감지 압의 응답속도를 높 다. 한 단 이득버퍼

의 류공  트랜지스터를 직렬구조로 비교기제어의 

역상신호로 제어하게 함으로써 융선에서의 정 류 구

간을 일 수 있었다. 시뮬 이션결과 평균 류소모는 

216μA로 감소하여 47%의 력소모 향상을 얻었으며 골

과 융선에서의 차가 동작 압에 이르고 있어 비교

기의 기 압 동작 역도 더욱 커져 이미지 정확도 향

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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