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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극 커패시터 방식의 터치센서를 위한 Incremental

델타-시그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설계

The Incremental Delta-Sigma ADC for A Single-Electrode
Capacitive Touch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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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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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ncremental delta-sigma analog-to-digital converter (ADC) for a single-electrode

capacitive touch sensor. The second-order cascade of integrators with distributed feedback (CIFB) delta-sigma

modulator with 1-bit quantization was fabricated by a 0.18-㎛ CMOS process. In order to achieve a wide input

range in this incremental delta-sigma analog-to-digital converter, the shielding signal and the digitally controlled

offset capacitors are used in front of a converter. This circuit operated at a supply voltage of 2.6 V to 3.7 V,

and is suitable for single-electrode capacitive touch sensor for ± 10-pF input range with sub-fF resolutio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단일-극 커패시터 방식의 터치센서를 위한 incremental 델타-시그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설계하였다. 델타-시그마 모듈레이터의 구조는 단일비트 2차 cascade of integrators with distributed feedback

(CIFB)를 사용하였으며 0.18-㎛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Incremental 델타-시그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입력으로 이어지는 센서가 넓은 입력 범위를 얻고 높은 정확성을 가지도록 변환기 앞에 shielding 신호

와 디지털적으로 조절 가능한 오프-셋 커패시터를 위치시켰다. 본회로의 공급전압은 2.6 V에서 3.7 V이며 ± 10

-pF의 입력범위를 가지고 fF 이하의 해상도를 필요로 하는 단일-극 커패시터 방식의 터치센서에 적합하다.

Key words : Analog-to-digital converter, capacitive sensor, delta-sigma modulator, single-electrode sensor,

switched-capacito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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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의 터치센서 시장은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전

자기기에서부터 자동차, 의료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터치 센

서기술은 보고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터치라는 감각

적 기술을 접목시켜 화면의 대상을 직접 선택 가능한

가장 빠른 포인팅 기술이며 학습 없이도 사용자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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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dium Tin Oxide (ITO) film world market

(area) scale by touch method [1]

그림 1. 터치 방식별 Indium Tin Oxide (ITO) 필름의

세계 시장(면적기준) 규모 [1]

동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진다.

오래전부터 터치 기술은 은행 현금인출기 내비게이션

등에 사용 되어 왔으며 터치방식은 투명전극이 코팅

되어진 두 기판을 합착한 후에 상판에 압력을 가해

상하부의 판이 접촉되어 발생하는 전기 신호에 의해

위치를 인식하는 저항막 방식을 사용 하였다. 저항막

방식은 제작 단가가 싸고 위치 인식의 정확도가 높아

초기 PDA 및 내비게이션 등에 채택되어 왔다 [1]. 그

러나 아이폰에서 시작된 커패시터방식의 센서가 기존

의 모바일 폰과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주로 채용되면

서 그림 1의 터치방식별 Indium Tin Oxide (ITO)필

름의 세계 시장 규모에서처럼 저항막 방식의 수요가

2010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고 커패시터 방식의 수요

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커패시터 방식은 저

전력, 저 잡음 등으로 터치에서 뿐만 아니라 압력, 자

이로스코프 그리고 가속도센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2]-[5].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에 나타낸바와 같이 하나의 극

은 printed circuit board (PCB)에 위치하여 칩으로

연결되며 다른 한극은 사용자의 응용에 따라 사용가

능한 단일-극 커패시터 방식의 센서를 위한

incremental 델타-시그마 analog-to-digital converter

(ADC)를 설계하였다. 델타-시그마 방식의 ADC의 경

우 오버샘플링 기법과 피드백을 이용하여 양자화 잡

음을 신호대역에서 제거하는 잡음성형을 한다

[6]-[8]. 따라서 차수 L에 따른 잡음 전달함수 (NTF)

는 수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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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ingle-electrode capacitive sensor

그림 2. 단일-극 커패시터 방식 터치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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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oise-shaping by order of the modulator [6]

그림 3. 모듈레이터 차수에 따른 잡음성형 [6]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파수 영역에서 잡음

성형이 이루어진다. 다른 ADC에 비해 저 주파 대역

에서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어 고해상도 설계에

적합하며 다양한 센서분야에 사용 및 연구되고 있다

[9]-[12].

본 논문에서 설계한 incremental 델타-시그마 ADC

는 기존의 델타-시그마 ADC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

고 일정한 변환주기인 클럭의 개수마다 변환하도록

리셋신호를 추가한 구조로서 센서로부터 전달되는 저

주파 신호를 입력받아 입력의 변환주기 동안만 동작

하게 되며 multiplexer (MUX)를 통한 다채널 변환에

용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커패시터방식의 센

서를 위한 2차 1비트 incremental 델타-시그마 ADC

설계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Ⅱ. 본론

1. 회로구현

가. 델타-시그마 모듈레이터의 구조 및 동작원리

본 설계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안정된 설계를 위

해 2차 1비트 cascade of integrators with distributed

feedback (CIFB) 모듈레이터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블록선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기존 모듈레이터의 구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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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lock Diagram of the second-order 1-bit CIFB

delta-sigma ADC

그림 4. 2차 1비트 CIFB 구조를 가지는 incremental 델타-

시그마 ADC 블록선도

V1이 변하고 b1의 계수가 적분기의 샘플링 커패시터

와 적분 커패시터로 고정이나 본 센서를 위한 인터페

이스에서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감지하기

위해 V1을 고정하고 샘플링 커패시터를 센서 커패시

터 Csensor로 두어 b1의 계수가 변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를 회로로 구성하기에 앞서 병렬 기판으로

이루어진 커패시턴스 Csensor의 기본개념을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2)

수식 (2)에서 d는 두 기판간의 거리로 커패시턴스

의 크기에 반비례하며, ε0는 자유공간의 유전율, εr은

비 유전상수, A는 기판의 면적으로 커패시턴스의 크

기에 비례한다. 이처럼 변화되는 커패시터 센서를 이

산시간 델타-시그마 모듈레이터에서 사용되는 첫 번

째 스위치드-커패시터 적분기의 샘플링 커패시터로

사용하면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sensor

V1

VCM

CI

off-chip Φ1 Φ2

Fig. 5. A switched-capacitor integrator for a capacitive

sensor

그림 5. 커패시터방식의 센서를 위한 스위치드-커패시터

적분기

두 클럭 ϕ1과 ϕ2 는 non-overlapping 신호이며 ϕ1이
‘1’이고 ϕ2가 ‘0’인 구간에는 기준전압 V1으로 충전되

며 ϕ1이 ‘0’이고 ϕ2가 ‘1’인 구간에는 Csensor에 충전되

어있던 전하 Q가 스위치드-커패시터 적분기 커패시

터 CI로 이동하면서 적분된다. 이때 전달되는 전하 Q

는 Csensor*(V1-VCM)이다. 전하 Q의 V1 전압을 DC 전

압으로 고정시키고 Csensor의 변화가 전하량을 변화시

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본 설계에서는 off-chip으로 이

루어진 Csensor를 델타-시그마 ADC의 첫 번째 적분기

의 샘플링 커패시터로 위치시켜 직접 변환하게 된다.

그림 5에 나타낸 회로를 바탕으로 그림 4의 블록선도

를 회로도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그림 6의 회로도에서 보이듯이 off-chip으로 이루

어진 단일-극 커패시터 Csensor를 입력으로 받아 차동

증폭기를 사용하여 single-to-differential 델타-시그마

capacitance-to-digital converter (CDC)를 설계하였

다. CDC의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입력 커

패시터 크기는 피드백 커패시터 CFB1에 의해 결정되

며 입력크기를 정하는 전하량 QFB1+와 QFB1-를 구하

면 각각 수식(3), (4)와 같다.

(3)

(4)

즉, Csensor로부터 전달되는 전하를 Qsensor라고 정의

하면 QFB1±를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첫째로 외부

센서로부터 전달되는 신호선 주변에 생기는 기생커패

시터를 제거하기 위해 그림 6에서와 같이 신호선과

같은 전위를 가지는 VShield신호를 칩 내부에서 발생시

키고 패키지 밖의 핀에서부터 감싼다. 둘째로 센서의

전하 Qsensor가 최대 입력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CDC

입력레벨에 맞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6-bit 오프셋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사용하여 디지털 조정을

통해 Coffset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두 전하

Qsensor와 Qoffset을 각각 구하면 아래와 같다.

(5)

(6)

수식(6)에서 (VSS-VCM)을 -(VDD-VCM)으로 설정하

고 수식 (5)와 (6)을 더해 최종적으로 CDC의 입력으

로 전달되는 Qinput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일반적인 델타-시그마 ADC는 입력신호를 연속적

으로 변환을 하지만 DC 신호에 가까운 센서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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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of the proposed CDC

그림 6. 제안된 CDC 회로도

Parameter 시뮬레이션 값 단위

공급 전압 3 V

부하 커패시터 10 38 pF

DC gain 60.8 60.8 dB

단일 이득 주파수 19 6.9 MHz

위상 여유 48 72 degree

소모 전류 430 430 ㎂

The Incremental Delta-Sigma ADC for A Single-Electrode Capacitive Touch Sensor

각 채널별로 변환할 때는 각각의 적분기와 디지털 필

터에 리셋신호 ϕReset을 추가하여 ADC의 모든 값이

리셋된 후에 각각의 채널을 순차적으로 변환한다

[11]. CDC회로의 리셋 타이밍은 그림 6에 나타내었으

며 총 N클럭 사이클 동안에 한 개의 센서를 디지털

로 변환한다. 델타-시그마 기법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고주파로 이동되는 잡음성형은 디지털 저역통과필터

를 사용하여 제거하게 된다.

나. 전류 복사 방식의 증폭기 설계

델타-시그마 ADC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블

록 중에 하나가 증폭기다. 특히 첫 번째 적분기를 형

성하는 증폭기는 Csensor의 큰 변화를 처리해야함으로

안정성의 저하 없이 변화되는 부하 커패시턴스에서도

동작 가능해야하며 높은 슬루율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적합한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 (OTA)로 그림 7에 보이는 구조를 사용하였

다. OTA에 보통 비교기에 많이 쓰이는 positive 피드

-백을 이용하고 높은 슬루율을 가지도록 class AB

타입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7의 구조의 positive 피드

-백 이득 단에서의 이득은 수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14].

(8)

수식 (8)에서 B=(W/L)14,15/(W/L)4,5 이며 Rout은 출

력저항이며 α값은 트랜지스터 M6,7 과 M4,5의

aspect ratio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α값을 너무 크게

VDD

VINP VINN

M1

M2 M3

M6 M7

M10 M11

M4 M5

M8 M9

M14

M12

M15

M13 M17M16

VOUTP VOUTN

VCMFB VCMFB
Vb

Fig. 7. Schematic of the first OTA

그림 7. 첫 번째 OTA 회로도

Table 1. Simulation Results of the First OTA

표 1. 첫 번째 OTA의 시뮬레이션 결과

결정 할 경우에 트랜지스터의 mismatch현상으로 인

해 1에 가까워져 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안정도를 고려하여 값을 0.6으로 설계하

였다. 그림 7의 회로의 부하 커패시턴스의 변화에 따

른 시뮬레이션결과를 표 1에 요약하였다.

설계한 OTA는 60 dB 이상의 DC gain과 부하커패

시턴스의 넓은 변화폭에서도 안정도를 가지기위해 최

소 단일 이득 주파수와 최소 위상여유를 각각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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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측정 값 단위

공급 전압 2.6-3.7 V

커패시터 입력 범위 ±10.0 pF

해상도 16 Bits

소모 전류 1.0 ㎃

샘플링 주파수 250 500 kHz

출력 노이즈

(peak-to-peak)

OSR=64 3.00 2.40

fF

OSR=128 1.50 1.50

OSR=256 0.90 1.20

출력 노이즈

(RMS)

OSR=64 0.40 0.32

OSR=128 0.24 0.23

OSR=256 0.20 0.20

Journal of IKEEE.Vol.17,No.3,234∼240,September 2013

MHz와 48°로 설계하고 표 1에 시뮬레이션 값을 나타

내었다. 설계한 회로의 샘플링 주파수가 500 kHz로

단일 이득 주파수보다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다소 낮

은 위상여유라도 충분한 정확성을 가지고 안정화가

가능하다 [15].

Ⅲ 측정결과

본 논문에서 설계한 칩은 0.18-㎛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전원전압은 2.6 V에서 3.7 V

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아날로그 블록의

총 전류소모는 CDC, bandgap reference (BGR) 그리

고 shielding 신호를 발생시키는 레귤레이터 회로를

포함하여 1.0 ㎃로 측정되었다. 제작한 칩의 사진은

그림 8과 같으며 디지털 데시메이션 필터를 포함한

digital block과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디지털 인터페

이스회로가 전체 면적인 9 ㎟에서 8.2 ㎟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칩 모서리에 위치한 CDC, BGR

및 레귤레이터가 0.8 ㎟을 차지한다.

그림 9는 설계된 칩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

한 PCB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델타-시그마 모듈레

이터의 잡음성형을 측정하기 위해 250-kHz의 샘플링

주파수를 발생시키고 입력 커패시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의 fast Fourier transform (FFT)결과를 그림 10

에 나타냈다. 그림 10을 통해 2차의 잡음성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DC,
BGR,

Regulator

Micro- 
controller

&
Digital
Block

980 ㎛

82
0 

㎛

Fig. 8. Chip photograph

그림 8. 칩 사진

Fig. 9. Test PCB photograph

그림 9. 테스트 PCB 사진

Fig. 10. Measured FFT of the delta-sigma modulator

그림 10. 델타-시그마 모듈레이터의 FFT 측정결과

Fig. 11. 델타-시그마 CDC의 선형성 측정

그림 11. Measured linearity of the delta-sigma CDC

Table 2. Measurement Results of the Delta-Sigma CDC

표 2. 델타-시그마 CDC 측정결과

Incremental 델타-시그마 ADC에서 중요한 부분 중

에 하나인 선형성을 측정하기 위해 PCB에 입력 커패

시터를 위치시키고 디지털 값을 측정하였으며 입력범

위를 10 pF과 20 pF로 각각 설정한 뒤에 측정한 결

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이때 캡처한 데이터는

sinc2 필터를 사용하여 데시메이션한 값이며 16비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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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값이다. 측정방식은 그림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입력범위마다 좋은 선형성을 보인다.

표 2는 샘플링 주파수를 250 kHz와 500 kHz로 각

각 설정하고 oversampling ratio (OSR)별로 디지털

필터 출력 1000개를 이용하여 peak-to-peak값과 root

mean square (RMS)값을 구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5]. 측정된 RMS 노이즈는 OSR이 256일 때 0.20 fF

이며 peak-to-peak노이즈는 0.90 fF을 얻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극 커패시터 방식의 터치센서

를 위한 2차 1비트 CDC를 설계하고 측정하였다. 동

작전압은 2.6 V에서 3.7 V까지이며 MUX를 이용하여

8채널의 센서를 감지한다. 사용자가 샘플링 주파수와

OSR을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이 구조는 커패시터

방식의 터치센서가 사용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MP3 플레이어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서부터 자동차,

의료기기에 까지 광범위하게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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