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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트 ADC 반복구조를 이용한 력 류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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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회로와 소비 력  고속연산의 장 을 가진 아날로그 회로를 혼용하기 하여, 

력 류모드 12비트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제안하 다. 제안하는 12비트 ADC는 4비트 ADC의 

cascade 구조를 사용하여 소비 력을 일 수 있었으며, 변환 current mirror 회로를 사용해 칩면 을 일 수 

있었다. 제안된 ADC는 매그나칩/SK하이닉스 350nm 공정으로 구 하 고, Cadence MMSIM을 사용하여 

post-layout simulation를 진행하 다. 원 압 3.3V에서 동작하고, 면 은 318  x 514를 차지하 다. 한 

제안하는 ADC는 평균 소비 력 3.4mW의 소비 력으로 동작하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low power current mode 12-bit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 is proposed to mix digital circuits 

and analog circuits with the advantages of low power consumption and high speed operation. The proposed 12 bit ADC 

is implemented by using 4-bit ADC in a cascade structure, so its power consumption can be reduced, and the chip area 

can be reduced by using a conversion current mirror circuit. The proposed 12-bit ADC is SK Hynix 350nm process, and 

post-layout simulation is performed using Cadence MMSIM. It operates at a supply voltage of 3.3V and the area of the 

proposed circuit is 318µm x 514µm. In addition, the ADC shows the possibility of operating with low power consumption 

of 3.4mW average power consumption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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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의 로세서는 디지털 회로를 사용하여 신호처

리를 한다. 그러나 디지털 회로를 사용하면 식 (1)과 

같이 주 수에 비례하여 dynamic 력소비가 증가하

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주 수에서 작동할 때의 

력소비가 매우 크다.

  
                 (1)

따라서 기존과 달리 로세서의 일부분은 디지털 

회로를 보다 작은 소비 력으로 동작할 수 있는 아날

로그 회로로 체하여 아날로그·디지털 병합 로세

서로써 력소비를 일 수 있다[1-2]. 두 회로의 병

합은 로세서에서 디지털 회로가 효율 인 부분에서

는 디지털 회로로 처리하고, 아날로그 회로가 효율

인 부분에서는 아날로그 회로로 처리함으로써 로세

서의 성능 한 높일 수 있게 한다.

이 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이 을 선택 으로 사

용하여 해서는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와 DAC(: Digital to Analog Converter)가 

필수 이다. 하지만 이  ADC 기술의 소비 력은 약 

수백~수천 mW로[3-4], 새로운 로세서 아키텍처 설

계에 고비용의 문제로 많은 제한이 될 수 있다[5]. 제

한된 비용에서 높은 소비 력의 ADC는 로세서 아

키텍처에 필요한 ADC의 개수를 제한할 수 있고 칩 

내의 다른 회로에 력 동작을 요구하는 등의 한계

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4비트 ADC를 

cascade로 연결하여 소비 력을 폭 인 류모드 

12비트 ADC를 제안한다. 

Ⅱ. 력 회로 구

2.1 류모드 회로의 력 동작 가능성

CMOS 회로에서의 소비 력은 회로의 트랜지션

(transition) 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동 력(dynamic 

power)과 회로의 신호가 정지된 신호일 때의 소비

력인 정 력(static power)으로 나  수 있다. 따라

서 아날로그 회로의 소비 력을 이기 해 동

력과 정 력, 두 가지 측면에서 력 회로를 설계

할 수 있다.

입력신호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순시 압은 식 

(2)와 같으므로, 시간에 따른 순시 압의 변화율은 식 

(3)과 같다.

  ∞ ∞ 



                 (2)






∞ 




                  (3)

압   는 기 압, ∞는 변화 후의 압을 

나타낸다. 

이때, 순시 력은 와 순시 류의 곱이므로 식 

(4)와 같이 된다.




 

∞ 




      (4)

따라서 변화한 시간   동안의 평균 력은 식 (5)

와 같다.

 

∞ 





         (5)

이는 트랜지션 신호가 발생할 때 소비되는 력이

므로 동 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어진 원 압 

에서, 력소비를 이기 해서는 CMOS 트랜지

스터의 channel width를 작게 사용하여 캐패시터() 

값을 작게 하거나, 기 압 와 변화 후의 압 

∞의 차, 즉 압의 변화폭을 여야 한다. 

본 논문은 캐패시터() 값을 작게 하는 신에 

압의 변화폭을 조정하여 동 력을 작게 하는 설계

를 목표로 한다.

아날로그 신호는 압모드 신호와 류모드 신호로 

나 어지는데, MOSFET transistor의 saturation 

region일 때의 류신호를 사용하면 압 신호를 사

용할 때보다 낮은 압의 변화폭을 가질 수 있게 된

다[6]. saturation region에서의 압 (  )

는 식 (6)과 같이 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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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압모드 N비트 ADC의 경우, 입력신호

가  ≤
 에서 다른 압 ∆으

로 변화할 때, 압의 변화폭은 식 (7)과 같다.

∞    ∆    ∆         (7)
이때, 는 ∆에 하여 상수이기 때문에 압의 

변화폭은 ∆에 비례한다. 
반면, 류모드 N비트 ADC의 경우, 입력신호가 

에서 다른 류 ∆로 변화할 때, 압 

의 기 압 는 




 이고, 변화 후 압 

∞는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류모드 ADC일 때 압 변화폭은 식 (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           (8) 

이때, 





와 는 ∆에 하여 상수이기 때문에 

압의 변화폭은 ∆의 제곱근을 ∆축으로 만
큼, 압 변화폭 축으로  만큼 평행이동한 것에 

비례한다. 

그림 1은 압모드와 류모드 ADC의 신호 변화

에 따른 압 변화폭을 나타낸 그래 이다. 압모드 

ADC에서 최  압 변화폭은   이며, 류모드 

ADC에서 최  압 변화폭은 




 이다. 일반 으

로 압모드 ADC의 최  압 는 이므로 

압모드에서의 최  압 변화폭은 수  에 해당한다

[7].  가 인 류모드의 최  압 변화폭은 

자의 이동성 이 480
∙, 홀의 이동성 가 

1350∙, oxide capacitance 를 

×  , 그리고 




이라고 가정하면, 

수십 에 해당한다[8]. 

그림 1. 입력신호 변화 (→∆)에 따른 압모드 
ADC와 류모드 ADC 압의 변화폭

Fig. 1 Voltage swing of voltage-mode ADC and 
current-mode ADC at different input 

signals(→∆)
따라서 압모드 ADC보다 류모드 ADC에서 

압의 변화폭이 작으므로 류모드 신호를 사용하면 

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2.2 류모드 소비 력 평가

류모드 ADC의 소비 력은 류모드 ADC에 최

 정 류 를 ADC 회로에 입력하고 그때 발생

하는 일정한 패턴의 정 력 합을 비교함으로써 

단할 수 있다. 그림 2는 일반 인 류모드 ADC의 k

번째 비트에서의 회로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다[9-10]. 

는 k번째 비트에서 아날로그 입력 류를, 는 k

번째 비트의 기 류를 나타낸다. 비교단에서는 k번

째 비트에서 입력되는 류와 k번째 비트의 기 류

를 비교하여 디지털 연산결과를 출력하며, 연산단에서

는 비교단으로부터 디지털 출력을 입력받아 다음 비

교단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 일반 인 류모드 ADC에서의 k번째 비트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k-th bit at basic current-mode  
ADC

그림 3은 일반 인 류모드 N비트 ADC의 회로 

블록도이다[10]. 그림 2의 1비트 ADC가 cascade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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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구조로, 한 비트의 연산단에서 출력된 류가 다

음 1비트 ADC의 입력 류가 되어 순차 으로 총 N

비트의 디지털 출력이 결정된다.

그림 3. 일반 인 류모드 N비트 ADC의 회로 
블록도

Fig. 3 Circuit block diagram of basic current-mode 
N-bit ADC 

이 ADC에서 정 력소비를 고려해야 하는 블록

은 크게 2가지로, 입력 류와 기 류를 비교하는 비

교단, 다음 비트를 변환하기 해 류신호를 연산하

는 연산단으로 나  수 있다. 입력 류로 인한 력소

비는 입력 류가 매우 은 류량이므로, 소비 력 

계산에서 제외한다. 한 기 류를 공 하기 해 

Current Source로 입력되는 바이어스 류 역시 매우 

은 류량으로 소비 력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력소비를 가름하는 기 을 ‘max ’이라 
정의하고 그 표 은 식 (9)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max 비교단 연산단         (9)

비교단의 력은 입력 류와 기 류를 비교하는 

부분이므로 기 류와 원 압 의 곱으로 나타

내어지며, 연산단의 력은 다음 단계의 입력 류로 

출력하는 부분이므로 그 단계의 입력 류와 원 압

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러므로 max를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10)

max는 류모드 ADC의 소비 력을 평가하기 

해서 사용된다.

Ⅲ. 력 류모드 12비트 ADC의 설계

3.1 ADC의 기 류 설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류모드 ADC의 비교단에

서는 기 류를 입력 류와 비교하여 디지털 0 는 

1로 출력하므로 별도로 기 류를 설정해야 한다. 

N-bit ADC에서 k번째 비트의 기 류는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1)

그림 4는 N비트 ADC의 기 류를 cascode 

PMOS current mirror를 사용하여 설계한 회로이다. 

바이어스 류 는 각 비트 연산의 기 류를 공

하기 해 입력되는 류이다.

이 기 류는 그림 4와 같이 상  비트로 한 비트 

씩 올라갈수록 2배의 channel width를 사용해야 하므

로, ADC의 분해능(resolution)이 높아질수록 기 류

를 설정하는 channel width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해 

상당한 면 을 차지하게 된다.

그림 4. N비트 ADC의 기 류 설정 (cascode PMOS 
current mirror)

Fig. 4 Setting reference current of N-bit ADC (cascode 
PMOS current mirror)

그림 5는 이를 개선하기 해 사용한 ‘변환 current 

source’이다. 일정 비트가 지나면 channel width를 재

설정함으로써 면 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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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변환 current mirror
Fig. 5 Conversion current mirror

 

본 논문에서는 12비트 ADC의 기 류를 설정하

기 해 3개의 4비트 기 류 설정 cascode current 

mirror와 2개의 변환 current mirror를 사용하 다.

3.2 류모드 ADC의 동작과 알고리즘

그림 6은 제안하는 류모드 12비트 ADC의 동작

을 나타낸 것이다. 한 단계의 4비트 ADC에서 비교단

을 거치고 난 후 4개의 디지털 데이터가 출력되면, 연

산단인 resetting current를 통해 그 단계의 입력 류

에서 각 비트의 디지털출력에 따라 기 류를 뺀 

류         가 출력되어 다

음 단계 4비트 ADC의 입력 류가 된다.

그림 6. 류모드 12비트 ADC의 동작
Fig. 6 Operation of 12-bit current-mode ADC

그림 7은 제안하는 4비트 ADC의 회로도이다. 를 




와 비교하여 이 더 크면 디지털 출력 는 1이

된다. 다음 비트에서는 를 NMOS를 사용한 스 치

로 입력받아 를 기 류 

 


와 비교하여 

가 더 작으면 는 0이 된다. 마찬가지로 다음 비트

에서는 와 를 스 치로 입력받아 를 

  



와 비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k번째 비트에

서 입력 류는 식 (12)와 같이, 기 류는 식 (13)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12)

  

  





∙

        (13)

그림 7. 4비트 ADC 회로도
Fig. 7 Circuit diagram of 4-bit ADC

3.3 류모드 ADC의 력 설계

제안된 4비트 ADC에서는 입력 류가 바 지 않고 

기 류만 변화하므로 연산단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

서 4비트 ADC의 max (1개의 4비트 ADC의 
max )는 식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  

 
  


         (14)

두 번째의 4비트 ADC는 아날로그 최  입력 류

()가 의 

배이므로 다음 4비트 ADC의 

max 는 이  4비트 ADC max 의 

배로 감소

한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의 4비트 ADC 한 

배

로 폭 감소한다.

입력 류를 재설정하는 resetting current부분은 다

음 비트의 입력 류로 변환하기 한 연산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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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연산단은 4비트에서 5비트로 바뀔 때와 

8비트에서 9비트로 바뀔 때에만 필요하다. 따라서 

연산단 (resetting current의 력소비)은 식 (15)와 같

이 표 할 수 있다.

연산단            (15)

이때, 는 첫 번째 4비트 ADC의 입력 류로 

이며, 는 두 번째 4비트 ADC의 입력 류로 의 



배이다. 

이 알고리즘의 max는 식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16)

제안하는 회로의 resetting current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의 비교단만을 거쳐 디지털을 출력한다면 

식 (17)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max  
 









 ⋯  

 
  


           (17)

따라서, 4비트 ADC를 cascade로 연결할 때 소비

력이 폭 감소했음을 식 (16)과 식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매그나칩/SK하이닉스 350nm 공정

으로 류모드 12비트 ADC를 구 하여 Cadence 

MMSIM을 이용한 post-layout simulation을 통해서 

성능을 분석하 다.

그림 8은 류모드 12비트 ADC의 이아웃이다. 

제안된 ADC는 원 압 3.3V에서 동작하고, INL 

(Integral Nonlinearity)은 최소 –0.1LSB, 최  

-46LSB로 나타났으며, 318  x 514의 면 을 차

지하 다.

표 1은 류모드 12비트 ADC의 이상 기 류와 

실제 기 류를 1비트부터 12비트까지 나타낸 것이

다. 본 논문에서 ADC의 기 류 는 70.75이다. 

오차는 5비트에서 0.084LSB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총 오차는 0.098LSB로 나타났다. 

그림 9는 입력 류에 따른 디지털( ∼) 출력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10은 100kHz 정 를 입력했을 

때  ADC의 samp l i ng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은 입력 류에 따른 소비 력의 DC 

simulation 결과이며, 평균 소비 력은 3.4mW로 나타

났다.

그림 8. 12비트 ADC 이아웃 (318x 514)
Fig. 8 Layout of 12-bit ADC (318x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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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Ideal 
reference 
current 
()

Practical 
reference 
current 
()

Error (LSB)

1 35.3744 35.3744 　

2 17.6872 17.6873 0.0054

3 8.8436 8.843 -0.0337

4 4.4218 4.4215 -0.0195

5 2.2109 2.2124 0.0841

6 1.1055 1.1059 0.0287

7 0.5527 0.5529 0.0109

8 0.2764 0.2765 0.0055

9 0.1382 0.1383 0.0089

10 0.0691 0.0692 0.0044

11 0.0345 0.0346 0.0022

12 0.0173 0.0173 0.0012

표 1. 12비트 ADC 기 류
Table 1. Reference current of 12-bit ADC

그림 9. 디지털 출력의 Post-Layout DC Simulation
Fig. 9 Post-Layout DC Simulation of digital output

그림 10. 정  입력 sampling result (f=100kHz) 
Fig. 10 Sine wave input sampling result (f=100kHz)

그림 11. 입력 류에 따른 소비 력의 DC 시뮬 이션 
결과

Fig. 11 Post-Layout DC Simulation result of power 
consumption at different input currents

Ⅴ. 결론

디지털 회로로 구 되는 로세서는 동작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 력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디

지털 회로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하는 로세서 구

조가 력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인 ADC의 

력소비 동작이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류모드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압모드 신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력 설계에 합

함을 나타내었다. 제안된 12비트 ADC는 매그나칩

/SK하이닉스 350nm 공정으로 구 하 으며, ADC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Cadence MMSIM을 사용하

여 post-layout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원 압 

3.3V에서 동작하고, 318  x 514의 면 을 차지

하 으며, 평균 소비 력 3.4mW의 낮은 소비 력으

로 동작하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력 

ADC는 향후 력 로세서를 제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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