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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C: digital-to-analog converter), SAR 로직, 그리고 비교기로 구성된 10-bit 
10-MS/s 비동기 축차근사형(SAR: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 analog-to- 
digital converter)를 제안한다. Rail-to-rail의 입력 범위를 가지는 설계된 비동기 축차근사형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는 샘플링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MOM(metal-oxide-metal) 커패시터를 이용한 바이너리 가중치 기반의 디지털-아
날로그 변환기를 사용하여 구현한다. 제안하는 10-bit 10-MS/s 비동기 축차근사형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는 0.18-
㎛ CMOS 공정에서 제작되고 면적은 0.103 mm2를 차지한다. 1.1 V의 공급전압에서 전력소모는 0.37 mW를 나타낸

다. 101.12 kHz와 5.12 MHz의 아날로그 입력 신호에 대해 측정된 SNDR은 각각 54.19 dB와 51.59 dB이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10-bit 10-MS/s asynchronous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 (SAR) analog-to-digital 
converter (ADC) which consists of a digital-to-analog converter (DAC), a SAR logic, and a comparator. The designed 
asynchronous SAR ADC with a rail-to-rail input range uses a binary weighted DAC using metal-oxide-metal (MOM) 
capacitor to improve sampling rate. The proposed 10-bit 10-MS/s asynchronous SAR ADC is fabricated using a 0.18-μ
m CMOS process and its active area is 0.103 mm2. The power consumption is 0.37 mW when the voltage of supply is 
1.1 V. The measured SNDR are 54.19 dB and 51.59 dB at the analog input frequency of 101.12 kHz and 5.12 MHz, 
respectively.     

키워드 : 축차근사형,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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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바일 분야에서 SoC 구현에 있어 소면적 및 

저전력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적합한 축차근사

형(SAR: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ADC: analog-to-digital converter)가 주

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기식 방식의 축차근사형 

ADC는 낮은 샘플링 속도 때문에 바이오 응용 분야 혹

은 센서 인터페이스 등에 주로 이용되었다. [1-4]하지만 

최근에는 비동기 방식의 축차근사형 ADC가 연구되면

서 샘플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5]. 
동기식으로 동작하는 일반적인 축차근사형 ADC는 

N-bit을 구현하기 위해 리셋 구간, 샘플 구간, 그리고 N 
번의 데이터 변환 주기를 포함하여 총 N+2의 클록 주기

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AC: 
digital-to-analog converter)의 정착(settling) 시간, 비교

기의 비교 시간, 그리고 SAR 로직의 디지털 지연 시간

의 합에 의해 클록 주파수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샘플

링 주파수의 N 배 이상의 높은 클록 주파수가 요구되어 

시스템에서 전력소모를 증가시키고 클록 공급에 제한

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비동기 방식의 축차근

사형 ADC는 외부 클록에 의해 내부 클록을 생성하고 

그 내부 클록으로 ADC를 동작시킨다. 또한 외부 클록 

한 주기에 리셋, 샘플, 그리고 N 번의 데이터 변환 과정

이 모두 진행된다. 그러므로 외부 클록의 속도와 샘플

링 속도가 동일하게 되어 샘플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외부 클록의 공급에 있어 부담을 완화시키고 전

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6]. 이에 따라 비동기 축차근사

형 ADC는 수십 MHz의 샘플링 속도를 갖는 파이프라

인 ADC의 영역이었던 통신 및 비디오 응용 분야에 적

용하게 되었다. 
높은 해상도를 가진 축차근사형 ADC의 설계에 있어 

샘플링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축차근사형 ADC의 구성 

블록 중 하나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DAC: digital- 
to-analog converter)의 정착 시간이다. 커패시터로 구성

된 DAC의 정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그 예로 분할-커패시터 방식의 DAC[7]을 

이용하여 전체 커패시턴스를 줄이고 정착 속도를 향상

시킨다. 또한 이진 여분 축차근사형 ADC[8]와 비이진 

여분 축차근사형 ADC[9] 등의 구조 및 스위칭 방식을 

변환하여 정착 시간을 줄이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하지

만 이진 여분 방식은 추가적인 디지털 회로가 많이 요

구되어 전체 변환속도가 낮아지고 면적도 증가된다. 비
이진 여분 방식은 디지털 코드로 에러를 보정하는 기법

으로 추가적인 디지털 회로를 요구하지 않지만 두 개의 

축차근사형 ADC가 요구되어 전력소모 및 면적에서 비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DAC의 커패시턴스를 줄이기 위해 

MOM (metal-oxide-metal) 방식의 커패시터를 이용한

다. 커패시턴스가 작아짐에 따라 열잡음이 증가하게 되

는 부분은 선형성이 좋은 바이너리 방식의 커패시터 어

레이를 사용하여 보완한다. 

Ⅱ. 비동기 축차근사형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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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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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bit Data out

VIN+

VIN-

VDAC+

VDAC-

clk_ex

10 control 
signal

B9

Comparat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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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동기 축차근사형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a) 블록

도와 (b) 타이밍도

Fig. 1 (a) Block diagram and (b) timing diagram of 
Asynchronous SAR ADC

그림 1(a)는 설계된 10-bit 10-MS/s 비동기 축차근사

형 ADC의 블록도로 MOM 커패시터를 이용한 DAC, 
비교기, SAR 로직으로 구성된다. DAC는 차동 입력을 

샘플하고 바이너리 알고리즘을 위한 기준전압을 생성

한다. 비교기는 DAC의 출력전압의 차이를 비교한다. 
SAR 로직은 비교기의 출력을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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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과 비교기의 출력 값으로부터 DAC의 스위치를 제어

하는 신호를 생성한다. 비동기 축차근사형 ADC는 외부 

클록인 clk_ex으로 부터 SAR 로직과 비교기에 의해 생

성된 내부 클록인 clkc와 valid에 의해 동작한다. 그림 

1(b)는 비동기 축차근사형 ADC의 타이밍도로 외부 클

록에 의해 샘플 신호와 내부 클록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내부 클록인 clkc는 비교기의 클록이며 low 
일 때 DAC의 출력 전압을 비교한다. 비교가 끝난 후 0 
혹은 1로 정해진 디지털 값은 SAR 로직에 저장되고 비

교동작이 끝났음을 알리는 valid 신호가 high가 된다. 
valid 신호가 high가 되면 comp_out 값에 따라 DAC의 

기준 전압이 변화하고 다음 비교를 위해 clkc는 high가 

되어 비교기가 pre-charge하게 된다. 비교기가 

pre-charge되면 valid 신호는 low가 된다. 이러한 과정

으로 DAC는 아날로그 입력 값을 바이너리 search 알고

리즘으로 찾아가고 10 번의 데이터 변환이 끝나면 reset 
신호가 활성화된다. 

VIN-VIN+

/clkc

/clkc /clkc

Q1 Q2

VOUTP VOUTM

(a)

comp_out

/comp_out

valid

VOUTP

VOUTM

(b)

그림 2. (a) 비교기와 (b) 래치의 회로도

Fig. 2 Circuit diagram of (a) comparator and (b) latch

그림 2(a)는 전압 비교기의 회로도로 clkc 신호가 

high 일 때 pre-charge, low 일 때 비교 동작을 수행한다. 
clkc 신호가 low가 되면 입력전압 차에 따라 VOUTP, 
VOUTM 전압이 출력되고, 그림 2(b)의 SR 래치에 의해 

디지털 값으로 출력된다. 비교가 완료된 두 출력(VOUTP, 
VOUTM)은 high와 low 혹은 low로 high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valid 신호를 high로 변화시킨다. clkc 신호가 

high가 되면 pre-charge 구간으로 VOUTP, VOUTM 노드가 

모두 high로 충전된다. 이에 따라 SR 래치는 이전 값을 

유지하게 되고 valid 신호는 low가 된다. 일반적인 전압 

비교기에서 Q1, Q2 노드는 VDD-VTH로 pre-charge된다. 
하지만 공정 변화에 따라 트랜지스터의 부정합

(mismatch)이 발생하여 VTH 레벨이 다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 mV 이하의 LSB(least significant bit)
를 가지는 설계에서는 큰 오차를 생성하여 ADC의 성능

을 저하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Q1, Q2 노드를 VDD 
전압으로  pre-charge 한다.  

Ⅲ. MOM 커패시터를 이용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그림 3(a)는 MIM (metal-insulator-metal) 커패시터의 

구조를 나타낸다. N 번째 메탈과 N+1 번째 메탈 사이에 

커패시터가 위치하며 두 평판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면적 대비 커패시턴스 높아 효율적이다. 하지만 디자인 

룰에 의해 1 ~ 2 fF의 작은 커패시턴스의 구현이 어렵

다. 그림 3(b)는 MOM (metal-oxide-metal) 커패시터의 

구조로 같은 층의 두 메탈 사이에 기생 커패시터를 이

용한다. 이 때문에 MOM 방식은 작은 커패시턴스 값으

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4는 MOM 커패시터를 이용한 레이아웃을 나타

낸다. MOM 커패시터의 좌우 대칭을 이루게 레이아웃 

하여 DAC의 부정합을 줄인다. 기생성분으로 커패시턴

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높은 값을 얻기가 어렵다. 본 논

문에서는 최소의 메탈 간격으로 설계하여 2 fF의 유닛 

커패시턴스를 가진다. 또한 여러 층의 MOM을 병렬로 

연결할 경우 그 연결로 인한 부정합이 발생될 수 있으

므로 단일 층의 MOM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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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N

Metal N+1 BottomTop

(a)

Top Bottom

Metal N Metal N

(b)

그림 3. (a) MIM 커패시터 (b) MOM 커패시터

Fig. 3 (a) MIM capacitor (b) MOM capacitor 

그림 4. MOM 커패시터를 이용한 레이아웃

Fig. 4 Layout using MOM capacitor 

VDAC+

C 2C

C 2C

4C

4C

256C

256C

512C

512C

VIN+

VDAC-

128C

128C

VIN-

128C 128C128C128C 128C128C

256C 512C

그림 5. MOM 커패시터를 이용한 DAC의 구조 

Fig. 5 Structure of DAC using MOM capacitor 

그림 5는 MOM 커패시터를 이용한 DAC의 회로도

이다. 선형성이 좋은 바이너리 기반의 구조를 사용하고 

MSB와 MSB-1을 결정하는 커패시터인 512C와 256C
를 각각 4개와 2개의 128C로 분리함으로써 RC 지연시

간을 줄여 DAC의 정착을 빠르게 한다.
 

Ⅳ. 칩 제작 및 측정 결과

그림 6. 비동기 축차근사형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칩 사진

Fig. 6 Photograph of asynchronous SAR ADC

그림 6은 설계된 10-bit 10-MS/s 비동기 축차근사형 

ADC의 칩 사진이다. 1.1V 0.18-㎛ 1-poly 6-metal 
CMOS 공정에서 제작되었고 면적은 0.103 mm2이다. 
전력소모는 0.37 mW이다.

그림 7은 10 MS/s에서 101.12 kHz와 나이퀴스트

(Nyquist) 입력 주파수인 5.01 MHz의 아날로그 입력 신

호에 대해 측정된 ADC 출력의 FFT 결과이다. 측정된 

SNDR (signal-to-noise distortion ratio)은 각각 54.2 dB
와 51.6 dB이고, 그에 따른 유효비트는 각각 8.7비트와 

8.3비트이다. 
그림 8은 10 MS/s의 샘플링 속도에서 입력 주파수에 

따른 SNDR을 측정한 결과이다. 낮은 주파수의 입력에 

대해 약 54 dB정도를 나타났고 나이퀴스트 입력 주파

수에 근접할수록 SNDR은 감소되어 7 MHz의 입력 신

호에는 50 dB의 SNDR이 측정되었다. 그림 9는 101.12 
kHz의 아날로그 입력에서 샘플링 주파수의 변화에 따

른 측정된 SNDR의 그래프이다. 측정된 SNDR은 13 
MHz부터 서서히 감소하였다. 14 MHz의 샘플링 주파

수까지 8.5비트 이상의 유효비트를 유지하였다. 설계된 

비동기 축차근사형 ADC의 요약 및 비교가 표 1에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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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101.3 kHz와 (b) 5.01 MHz(나이퀴스트)의  아

날로그 입력에 대한 FFT 결과 

Fig. 7 FFT result for input frequency of (a) 101.12 kHz 
and (b) 5.01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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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입력 주파수에 따라 측정된 SNDR 
Fig. 8 The measured SNDR versus inpu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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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01.12 kHz의 아날로그 입력 주파수에서 샘플링 속

도에 따른 측정된 SNDR
Fig. 9 The measured SNDR versus sampling frequency 
at input frequency of 101.12 kHz

표 1. 축차근사형 ADC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SAR ADCs

 Specification ASSCC' 
09 [10]

ISSCC' 
10 [11]

ISOCC' 
12 [12] 본 연구

구조 SAR SAR SAR SAR

공정 [㎛] 0.13 0.09 0.11 0.18

공급 전압 [V] 1 1 1.2 1.1

해상도 [bit] 12 8 10 10

샘플링 속도 [MS/s] 10 10.24 10 10

ENOB [bit] 9.62 7.74 8.74 8.71

전력소모 [mW] 3.0 0.069 2.3 0.37

면적 [mm2] 0.096 0.054 0.25 0.103

FoM [fJ/c.-s.] 380 31.5 538 120

Ⅴ. 결  론

제안하는 10비트 10-MS/s 비동기 축차근사형 ADC
는 rail-to-rail의 입력 범위를 가지고 0.18-㎛ 1-poly 
6-metal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축차근사

형 ADC의 샘플링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MOM 커패

시터를 이용한 DAC를 사용하였고 MSB의 RC 지연시

간을 줄이기 위해 MSB를 결정하는 커패시터를 병렬로 

분리하여 설계하였다. 설계된 비동기 축차근사형 ADC
는 101.12 kHz와 나이퀴스트 주파수인 5.01 MHz의 아

날로그 입력 신호에 대해 측정된 SNDR은 각각 54.2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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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1.6 dB로 나타났다. 1.1 V의 공급 전압에서 전력소

모는 0.37 mW이고 면적은 0.103 mm2이다. 설계된 

ADC의 FoM은 120 fJ/conversion-ste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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