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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 하이 리드 자동차의 핵심부품  배터리 압을 모니터하는 CVM(Cell Voltage 

Monitoring) 동작에서 모니터링된 배터리 압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A/D (Analog to Digital) 컨버

터의 설계  제작결과를 소개한다. CVM에 정한 A/D컨버터는 속동작  고분해능의 동작이 필요하여, 

SAR(Successive Approximate Register)  typed A/D 컨버터 사용을 제안하 고, Magna 0.6um 40V 공정을 

이용하여 10bits 분해능을 갖도록 설계  제작하 으며, 측정결과 FSR(Full Scale Range) 5V  구간에서 ± 

1 LSB Accuracy의 선형성을 확보하여, CVM 구 에 유용함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design and an implementation of an Analog to Digital (A/D) converter are introduced for the conversion of 

monitored battery cell voltage in the cell voltage monitoring(CVM) system in battery management system(BMS), which is one of 

the key devices of ECO hybrid cars. The A/D converter in CVM system required a middle conversion speed and a high resolution, 

therefore, a successive approximate register(SAR) typed A/D converter with 10 bits resolution has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using Magna 0.6um 40V process. The measurement result which kept ± 1 LSB accuracy in the full scale range(FSR) of 5V, 

showed the usefulness of the SAR typed A/D converter in realizing a CV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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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내연 기  연료 고갈과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

로 인해 환경오염  체 에 지 개발을 해 여러 

선진국에서는 하이 리드 자동차 기술 개발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사

용되는 에 지 장 시스템의 소형화, 집 화, 고성능

화, 다기능화 등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차세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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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이 리드 자동차 구성
Fig. 1 Hybrid vehicle System

체 기술에 한 연구가 집 되어 왔다.

하이 리드 자동차는 그림 1과 같이 기존 화석 연

료를 소모하는 내연기 과 배터리의 기에 지를 통

해 모터를 구동하는 두 가지 동력 기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 리드 자동차에는 배터리의 압을 측정하

여, 구동계의 모터를 동작시킬 것인지 가솔린 엔진을 

구동시킬 것인지를 단하여 그 명령을 달하는 기

능을 담당하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가 

탑재되어야 한다. BMS 시스템에 있어서, 배터리 셀

의 압 모니터링은 요한 동작요소로서, CVM(Cell 

Voltage Monitoring) 시스템에 의해 각 배터리 셀 

압이 측정되고 있으며, 그림 2는 배터리 셀 압을 측

정하는 CVM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A/D 

(Analog to Digital) 컨버터는 하이 리드 자동차 내

에 탑재되어 있는 각각의 배터리의 아날로그 인 

압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동작을 한다.  

CVM 시스템에서 A/D 컨버터는 속으로 가변되는 

배터리 압을 측정하고, 잡음환경이 열악한 자동차에

서 내잡음 특성이 필요하며, BMS 시스템 내부의 마

이크로 로세서와 호환이 잘 이루어져야 하므로, 속

동작  고분해능의 A/D 컨버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VM 시스템에서 용가능

한 A/D 컨버터로써, SAR typed A/D 컨버터를 사용

할 것을 제안하여 10bits 분해능을 갖는 SAR type의 

A/D 컨버터를 설계  제작하 다.

그림 2. CVM 시스템 구조
Fig. 2 CVM system diagram

Ⅱ. SAR typed A/D 컨버터 

SAR typed A/D 컨버터의 Successive Appro-

ximation 개념은 MSB부터 LSB까지 한 비트씩 결정

해 나가는 방식으로 먼  체비트를 0으로 RESET

한 상태에서 MSB만을 1로 만들고 이에 해당하는 아

날로그 값과 변환하고자 하는 아날로그 신호와 비교

한다. 이 결과 변환하고자 하는 아날로그 신호가 크다

면 MSB를 1로 유지하고, 그 지 않다면 MSB를 0으

로 RESET한다. MSB가 결정되면 다음 비트를 1로 

만들고, 이 값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만든 후 

같은 동작으로 비교하고 결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LSB까지 반복한다.[1] 그림 3은 SAR typed A/D 컨

버터 구조의 로 반복하며 순환하는 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2]

그림 3. SAR typed A/D 컨버터 구조[1]
Fig. 3 SAR typed A/D converter diagr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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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AR typed A/D 컨버터는 높은 분해능을 

해 많은 구성요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설계 시 

비교  칩면  등을 일 수 있으며, 속도의 비교  

빠른 처리 시간과 높은 정확도로 인해 MCU와 수월

한 인터페이스를 구 할 수 있다. 한, 직렬 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송라인의 수를 폭 일 수 있는 

이 이 있다. 그러므로, SAR typed A/D convertor는 

분해능, 속도, 정확도, 가격 간의 균형이 가장 잘 맞으

며, 특히 CVM 마이크로 로세서와 가장 호환이 합

한 구조로 변환속도 기 으로 속인 SAR typed 

A/D 컨버터가 정하다고 할 수 있다.[3]

III. 10bits SAR typed A/D 컨버터의 설계  
제작

10bits SAR typed A/D 컨버터를 설계하기 해서

는 비교기, D/A 컨버터, SAR Logic 블록의 설계가 

필요하며, 비교하기 한 아날로그 입력 압은 A/D 

컨버터의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그 값을 유지해야 한

다.[4]  설계된 SAR typed A/D 컨버터는 DC offset

을 이기 한 chopper type inverter 비교기, 다수의 

항으로 인한 면 을 이기 한 capacitor 비율을 

이용한 D/A 컨버터를 구상하여 설계하 다.[5] 그림 

4는 설계된 SAR Logic 블록의 회로구조를 나타낸다. 

DFF로 구성된 Shift Register에 의해 MSB부터 순차

으로 1로 셋 하고, 비교기의 결과에 따라 계속 

SET할 것인지 RESET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장한

다. ‘D9'부터 이후 순차 으로 ‘D0'까지 결정되면, 마

지막 Shift Register에 의해 ’OEN' signal이 생성되어 

Control Block으로 달된다. 설계된 SAR Block의 시

뮬 이션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각 셀당 'D9'부터 

'OEN' signal 생성까지 8ms, 체 12셀의 CVM 시스

템 동작시 10Hz, 100ms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5는 10bits D/A 컨버터의 회로구조를 나타내

며, 설계된 D/A 컨버터는 최  동작 시 10bits로 표

 가능한 1024개의 Data 에서 간값인 

‘1000000000’에 해당하는 압을 출력하고, 입력되는 

아날로그신호(AIN)와 비교하여 D9을 출력한다. AIN

이 D/A 컨버터 출력보다 크면 ‘1100000000’, 작다면 

‘0111111111’에 해당되는 D/A 컨버터 출력과 비교 수

행하여 D8을 출력한다.

그림 4. 10bits SAR 구조를 한 회로
Fig. 4 10bits SAR Logic Circuit

그림 5. 10Hz[100ms] 동작속도
Fig. 5 10Hz[100ms] Operation Speed

D/A 컨버터에서 항을 사용하는 경우 1024개의 

항 array가 필요하지만, D/A 컨버터의 면 을 이

고, 정확한 단을 해  capacitor 8:8:1 비율을 사용

하 다.

즉, capacitor 값의 비율로써 입력되는 값과 D/A 

컨버터의 값을 비교하 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D/A 

컨버터는 128개의 항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비교기 

Block 8C:8C:1C 구조의 Capacitive node △Vx는 다

음 수식을 만족한다.

∆ 
  

  (1)



모니터링된 배터리 압 변환을 한 SAR typed A/D 컨버터의 제작

 259

Q=CV에 의해 A/D 컨버터의 Capacitive Node의 

하량은 항상 일정하다는 제 아래 그림 6의

 

그림 6. 10bits D/A 컨버터의 회로 구조
Fig. 6 10bits D/A Converter Circuit 

clk1(CLK2D High)에서 capacitive node 압은 V1, 

clk2(CLK2B High)에서 capacitive node 압은 V2로 

가정할 때 Q1은 수식 (2), Q2는 수식 (3)와 같다.

   
 ×××

(2)

   
 × ×

(3)

즉, 하량은 보존되며 Q1과 Q2의 하량은 동일

하기 때문에 clk1 capacitive node의 압과 clk2 

capacitive node의 압의 차이 △Vx는 수식 (1)을 만

족한다. 따라서 △Vx가 양수일 경우 HIGH, 음수일 

경우 LOW라고 단할 수 있게 되어 인버터 회로가 

동작하게 된다.

그림 7과 그림 8은 10bits D/A 컨버터의 시뮬 이

션결과를 나타내며, 10bits Resolution으로, FSR(Full 

Scale Range)가 5V로 1 LSB는 약 4.9mV를 나타내

며, 오차범 는 시뮬 이션 상에서 LSB/2미만이었다.

그림 9는 Magna 0.6um 40V 공정을 이용하여, 구

된 A/D 컨버터의 실제 사이즈를 나타내며, 그림 10

은 구 된 A/D 컨버터 Block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

며 X 축은 입력 압, Y 축은 10bit 디지털 데이터

 

그림 7. 시뮬 이션 결과 [MSB Decoder]
Fig. 7 Simulation Result [MSB Decoder]

그림 8. 시뮬 이션 결과 [LSB Decoder]
Fig. 8 Simulation Result [LSB Decoder]

그림 9. A/D 컨버터의 유효 면
Fig. 9 A/D Converter Activ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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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D 컨버터 Block의 출력특성
Fig. 10 Output Characteristic of A/D Converter 

출력의 십진수 표 을 나타낸다. 측정방식은 배터

리 압을 0∼5V까지를 변화시키며, 그림 9 의 CVM 

IC에서 pinout 되어 있는 출력 26번부터 35번까지의 

핀의 디지털 데이터를 측정하여 10bits에 해당하는 10

진수 결과로 표 하 고 A/D 컨버터의 출력특성을 

보기 하여 그림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설계된 

SAR typed A/D 컨버터는 그림 10에서 0.6V 구간을 

심으로 linearity를 일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지만, 설계된 CVM 시스템은 5V이하로 떨어지는 배

터리 방 이 일정시간 지속될 경우, 재충 이 일어나

는 시스템으로, 2.5V 이하의 배터리 방 상태는 고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FSR(Full Scale 

Range) 5V  구간에서 유효한 output linearity를 확

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agna 0.6um 40V 공정을 이용하

여 CVM 시스템에 합한 A/D 컨버터로 SAR typed 

A/D 컨버터를 선정하 으며, 10bits 분해능을 갖도록 

SAR type의 A/D 컨버터를 설계  제작하 으며, 측

정결과 FSR(Full Scale Range) 5V  구간에서 ± 1 

LSB Accuracy의 선형성을 확보하여, CVM 구 에 

유용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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