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9 권 SC 편 제 1 호 57

(57)

논문 2012-49SC-1-8

카메라 모듈용 TM 방식 SIDO DC-DC 벅 컨버터의

스 치 설계

( Switch Design of TM Type SIDO DC-DC Buck Converter for 

Camera Module )

최   훈*, 이 동 건*, 정 항 근***

( Hun Choi, Dong-Keon Lee, and Hang-Geun Jeong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크로스 귤 이션을 방지하기 한 TM 방식 SIDO DC-DC 벅 컨버터의 스 치 트랜지스터 크기 계산 기

법을 제안하 다. TM 방식 SIDO DC-DC 벅 컨버터는 DCM 동작으로 인한 인덕터 류의 높은 첨두치와 추가된 스 치의 

항성분으로 인한 압강하 때문에 크로스 귤 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스 치 트랜지스터의 

항성분을 고려하여 스 치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계산하 고, 계산을 간단히 하기 해 시간의 함수인 인덕터의 류를 평균 

부하 류로 체하 다.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2.8 V와 1.8 V의 독립된 두 출력을 내는 카메라 모듈용 SIDO DC-DC 벅 

컨버터를 설계하 고, 0.35 μ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제작된 컨버터는 스 칭 주 수 1 MHz와 부하 류 200 mA

에서 80.7%의 효율을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switch sizing method is proposed in order to prevent the cross-regulation in the TM type SIDO 

DC-DC buck converter. In TM type SIDO DC-DC buck converter, a DCM operation is required. In the DCM operation, 

the inductor peak current is larger than that in the CCM. Because of the larger inductor peak current and the added 

switch resistance, the voltage drop is increased, resulting in possible cross-regul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switch 

resistance must be considered in sizing the switch. To simplify the calculation of the resistance, the inductor current was 

replaced by the average load current. Using the proposed method, TM type SIDO DC-DC buck converter for camera 

module was designed to provide two independent supply voltage(2.8 V and 1.8 V). The designed circuit was fabricated in 

a standard 0.35 μm CMOS process. At a switching frequency of 1 MHz and a load current of 200 mA, a power effciency 

of 80.7% was achieved.

      Keywords : DC-DC converter, SIDO, TM, DCM, cross-regulation.

Ⅰ. 서  론

최근 배터리로 동작하는 휴 용 자기기가 증함

에 따라 기기의 소형화는 요한 요소가 되었고, 다양

한 부가 기능을 구 해야함에 따라 력소모 문제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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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시 요한 고려 사항이다. 한 다양한 부가기능을 

구 하기 해서는 다수의 모듈이 필요하다. 각 모듈에 

공 해주는 압은 배터리로부터 SMPS(Switch Mode 

Power Supply)를 통해 공 되는데, 모듈마다 요구하는 

압이 다를 경우 다수의 DC-DC 컨버터가 필요하다[1]. 

즉, 모듈의 수가 많아질수록 면 과 력소모가 커진다. 

따라서 력소모를 최소화하기 해 력 리 시스템의 

DC-DC 컨버터의 효율은 매우 요한 부분이다. 

DC-DC 컨버터는 기본 으로 수동소자인 인덕터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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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터를 사용하므로 DC-DC 컨버터의 수가 많아질수

록 더욱 많은 수동소자가 사용된다. 이 때문에 비용과 

부피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소형화가 어려워진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하나의 인덕터를 

사용하여 다수의 출력을 얻을 수 있는 SIMO(Single 

Inductor Multiple Output)구조 DC-DC 컨버터가 개발

되었다
[2～3]
. SIMO 구조 에서 두 개의 출력을 내는 구

조를 SIDO(Single Inductor Dual Output)라고 부른다.

SIDO DC-DC 컨버터를 쉽게 구 하기 해 TM 

(Time Multiplexing)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TM 방식

을 사용한 SIDO DC-DC 컨버터는 한주기 동안 두 개

의 출력단에 력을 달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출력들 간에 크로스 귤 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해 각각 주어진 시간 내에서 DCM 

(Discontinuous Conduction Mode)로 동작해야 한다[2]. 

한 SIDO DC-DC 벅 컨버터는 단일 출력 DC-DC 벅 

컨버터에 비해 스 치가 추가된다. 단일 출력 DC-DC 

벅 컨버터의 경우 스 치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계산할 

때 손실을 고려한 스 치 트랜지스터 크기 계산 기법을 

사용한다[4]. 하지만 SIDO DC-DC 벅 컨버터의 경우 부

하 류에 상 없이 DCM 에서 동작하고, CCM 

(Continuous Conduction Mode)에 비해 스 치에 흐르

는 류의 첨두치가 높고, 추가된 스 치로 인한 항

성분에 의하여 큰 압강하가 생기게 되므로 TM 방식

을 사용하더라도 각 출력들 사이에 크로스 귤 이션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SIDO DC-DC 벅 컨버터는 

압강하를 고려한 스 치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계산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출력간의 크로스 귤 이션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 압강하를 고려한 스 치 

트랜지스터의 크기 계산 기법을 제안하 다. 한 이를 

이용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평균 압 3.7 V에서 아날로

그 공 압 2.8 V와 디지털 공 압 1.8 V를 공 받

는 카메라 모듈용 SIDO DC-DC 벅 컨버터를 설계하고, 

제작 후 측정을 통하여 검증하 다.

Ⅱ. 본  론

1. SIDO DC-DC 벅 컨버터

그림 1은 SIDO DC-DC 벅 컨버터의 회로도이다. 

SIDO DC-DC 벅 컨버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출력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컨버터(sub-converter)

그림 1. SIDO DC-DC 벅 컨버터

Fig. 1. SIDO DC-DC buck converter.

그림 2. SIDO DC-DC 벅 컨버터의 타이 도

Fig. 2. The timing diagram of the SIDO DC-DC buck 

converter using TM method.

의 스 치 개수 한 비례해서 늘어난다. 따라서 추가

된 부-컨버터의 스 치에 의해 항성분은 단일출력 

DC-DC 컨버터보다 상 으로 증가한다.

그림 2는 TM 방식의 SIDO DC-DC 벅 컨버터의 타

이 도를 보여 다. TM 방식을 사용하여 한 주기 안에

서 두 개의 력을 달해줘야 하므로 DCM으로 동작

해야만 한다. TM 방식의 특성인 DCM으로 인해 인덕

터 류의 첨두치는 CCM 일 때보다 상 으로 커지

게 된다.

그림 1에서 추가된 부-컨버터의 스 치로 인한 항

성분과 그림 2에서 TM 방식의 특성인 DCM 으로 인한 

높은 인덕터 류의 첨두치로 인해 압강하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TM 방식을 사용한 SIDO DC-DC 벅 컨

버터의 스 치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계산할 때에는 단

일 출력 DC-DC 컨버터의 손실을 고려한 스 치 트랜

지스터 크기 계산 기법 이외에 압강하를 고려해 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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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을 고려한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크기 계산

단일 출력을 내는 DC-DC 컨버터 스 치는 손실을 

최소화하여 설계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식 (1)과 

같이 스 치로 쓰이는 PMOS와 NMOS의 도 손실 그

리고 다이나믹 스 칭 손실을 고려하여 두 손실의 합이 

최소인 지 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그림 3은 식 (1)을 

트랜지스터의 크기에 하여 도시한 것이다.

  
  

     (1)

그림 3. 스 치의 손실성분

Fig. 3. Power loss of the switch

다이나믹 스 칭 손실과 도 손실의 합이 최소인 지

은 아래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4].

  


 ․
 ․   

   (2)

  


 ․
 ․    

   (3)

E는 단  채  폭 당 기생커패시턴스에 의한 에 지

이고, Ron은 단  채  폭 당 트랜지스터의 온- 항, fsw

는 스 칭 주 수, irms는 인덕터 류의 실효값을 나타

낸다. 

3. 크로스 레귤레이션

그림 4는 한 주기 동안의 인덕터 류 형을 나타낸

다. TM 방식을 사용하는 SIDO DC-DC 벅 컨버터는 

그림 4와 같이 각 주어진 시간 동안 DCM 으로 동작해

야한다. 즉, 그림 4에서 부-컨버터 A의 D1Ts의 증가로 

인하여 D2Ts가 0.5Ts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그림 4. DCM에서 인덕터 류 형

Fig. 4. Inductor current waveform for DCM.

그림 5.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한 인덕터 류 형

Fig. 5. Inductor current waveform in case of cross 

regulation.

만약 D1Ts가 0.5Ts에 가까워지면 그림 5와 같이 부-

컨버터 B의 류 형에 향을 주는 크로스 귤 이

션이 발생하여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림 5

는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한 인덕터 류의 형을 

나타낸다.

TM 방식을 이용한 SIDO DC-DC 벅 컨버터의 DCM 

동작으로 인한 높은 인덕터 류의 첨두치와 추가된 스

치의 항성분으로 인한 압강하가 커지게 되므로 

인덕터 류의 기울기는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D1Ts가 0.5Ts에 근 하게 되어 그림 5와 같이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4. 전압 강하를 고려한 스위치 트랜지스터 크기

크로스 귤 이션을 방지하기 해 TM 방식을 이

용한 SIDO DC-DC 벅 컨버터는 항성분으로 인한 

압 강하를 고려하여 스 치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계산

해야 한다. 그림 6은 스 치에 의한 항 성분을 고려

한 회로를 보여 다.

SIDO DC-DC 벅 컨버터에 해 이상 인 스 치의 

경우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압은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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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 치에 의한 항성분을 고려한 회로

Fig. 6. SIDO circuit with switch resistance included.

      ≤  ≤  

      ≤ ≤   (4)

하지만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스 치 항성분에 

의해 압강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식 (5)처럼 쓸 수 있다.

    ≤ ≤

        ≤ ≤  (5)

식 (5)는 SIDO DC-DC 벅 컨버터가 두 개의 출력을 

내기 해서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하는 경계조건

(D2Ts=0.5Ts)을 가정한 식이다. 한 스 치에 의한 

압 강하의 효과로 iL(t)Rp, iL(t)Rn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

다. 여기서 Rp=R1+R2, Rn=R2+R3을 나타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1Ts가 0.5Ts에 가까워지면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하게 되므로 D1을 변수 Dv로 

놓고 Rp, Rn을 구한다. Rp, Rn을 구하기 해서 압-시

간 균형 조건과 류-시간 균형 조건을 용시켜 각각 

식 (6), (7)로 표 할 수 있다
[5～6]
.





 




      (6)









   








      (7)

하지만 식 (6), (7)에 식 (8)과 같이 시간의 함수 iL(t)

가 포함되어 있어 해석하기 어려워진다. 

  
 




     (8)

(a)                         (b)

그림 7. (a) 인덕터 류 형 (b) 부하의 평균 류

Fig. 7. (a) Inductor current waveform 

(b) Average load current.

그러므로 항성분을 간단히 구하기 해 인덕터 

류의 평균값을 구하여 식 (6), (7)에 입한다. 인덕터에 

흐르는 류와 한 주기 동안 출력으로 달되는 류는 

같으므로 평균값을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 (9)

를 구할 수 있다. 그림 7(a)는 부-컨버터 A의 인덕터 

류 형을 나타내고 그림 7(b)는 한 주기 동안 출력

으로 달되는 류를 나타낸다.



∙ ∙   ∙     (9)

식 (9)로부터 IL,average=2Io를 구할 수 있고, 이 평균

류를 식 (6), (7)에 입하면 식 (10), (11)을 얻을 수 있

다.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원하는 Dv에 한 

Rp, Rn의 값을 구할 수 있다.

     (10)


 



 





 

 (11)

여기서 Dv는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하는 경계조

건보다 작게 설정해야 하고, 그 값에 맞는 Rp, Rn값을 

구한 뒤 스 치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계산해야 한다.

Ⅲ. 시뮬레이션 및 칩 테스트

1. 시뮬레이션

그림 8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평균 압인 3.7 V에서 카

메라 모듈의 아날로그 공 압 2.8 V와 디지털 공

압 1.8 V의 출력을 내는 SIDO DC-DC 벅 컨버터의 크로

스 귤 이션이 발생한 인덕터 류 형을 보여 다.

표 1은 제안한 방식에서 Dv의 변화에 따른 각각의 Rp, 

Rn값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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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한 인덕터 류 형

Fig. 8. Inductor current waveform in case of cross 

regulation.

Rp Rn

Dv = 0.44 0.318 Ω 7.16 Ω

Dv = 0.4 0.125 Ω 1.5 Ω

표 1. 두 개의 Dv에 한 Rp, Rn 값

Table 1. Values of Rp, Rn for two different values of Dv.

그림 9. (a) Rp=0.138Ω, Rn=7.16Ω 에 한 DV
(b) Rp=0.125Ω, Rn=1.5Ω 에 한 DV.

Fig. 9. (a) DV for Rp=0.138Ω, Rn=7.16Ω

(b) DV for Rp=0.125Ω, Rn=1.5Ω.

그림 9는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Rp, Rn값을 고려한 시

뮬 이션 결과 형을 나타낸다.

제안한 방식으로 구한 Dv, Rp, Rn값과 계산으로 구했

던 값을 넣어 시뮬 이션 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일치함

을 확인했다. 제안한 방법은 크로스 귤 이션이 일어

나는 경계조건일 때 시뮬 이션 한 결과이므로 실제 설

계는 결과 값보다 스 치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크게 설

계하 다.

2. 칩 테스트

스 칭 주 수 1 MHz와 부하 류 200 mA에서 독립

된 두 개의 출력(2.8 V, 1.8 V)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10은 인덕터 압 형을 보여주며,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각 출

력에 한 구간별 동작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D1Ts D2Ts D3Ts
부-컨버터 A 0.32Ts 0.08Ts 0.1Ts
부-컨버터 B 0.2Ts 0.12Ts 0.18Ts

표 2. 각 스 치들에 한 동작시간

Table 2. Timing for switches.

그림 10. 인덕터 압 형

Fig. 10. The inductor voltage waveform.

(a)                        (b)

그림 11. (a) 부-컨버터 A의 출력 압 

(b) 부-컨버터 B의 출력 압

Fig. 11. (a) The voltage of sub-converter A 

(b) The voltage of sub-converter B.

 

입력 압 3.7 V

인덕터 200 nH

스 칭 주 수 1 MHz

공정 0.35 μm CMOS

출력 압 2.8 V 1.8 V

출력리 80 mV 80 mV

부하 류 200 mA 200 mA

커패시터 4.7 μF 4.7 μF

효율 80.7%

표 3. SIDO 벅 컨버터의 성능 요약

Table 3. The performance summary of SIDO buck 

converter.

그림 11은 부하 류가 각각 200 mA인 조건하에 부-컨

버터 A의 출력 압 2.8 V와 부-컨버터 B의 출력 압 1.8 V

가 나오는 것을 측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하 류를 1 mA

로 낮추었을 때 상 으로 인덕터에 흐르는 류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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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져 비교기가 제 로 동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컨

버터 B의 출력이 제 로 나오지 않는 문제 을 발견 하

다. 부하 류가 작을 때 비교기가 정상 동작하지 않는 

이유는 설계했던 비교기의 이득이 작아 출력이 제 로 

나오지 않음을 확인했다. 표 3에 컨버터의 성능을 요약하

다.

본 논문의 TM 방식을 이용한 카메라 모듈용 SIDO 

DC-DC 벅 컨버터는 0.35 μ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칩 크기는 2.2㎜ x 1.8㎜이다. 그림 12은 칩 

사진을 보여 다.

그림 12. 칩 사진

Fig. 12. Chip photograph.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M 방식을 이용하여 하나의 인덕터

로 두 개의 출력을 내는 SIDO DC-DC 벅 컨버터를 설

계할 때 두 출력 사이에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한 스 치 트랜지스터 크기 계산 기법을 

제안하 다.

TM 방식을 이용한 SIDO DC-DC 벅 컨버터는 크로

스 귤 이션을 방지하기 해 DCM으로 동작시킨다. 

하지만 DCM으로 인한 높은 인덕터 류의 첨두치와 

추가된 부-컨버터 스 치로 인한 항성분으로 압강

하가 커지게 되어 TM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단일출력을 내는 컨

버터의 스 치 트랜지스터 크기 계산법과는 달리 항

성분을 고려해 스 치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계산해야 

한다. 제안한 스 치 트랜지스터의 크기 계산 기법을 

이용해 설계한 결과 크로스 귤 이션이 발생하지 않

았고, DCM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력 압 

한 2.8 V와 1.8 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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