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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교차(Time Interleaving)방식 고속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igital-to-Analog Converter) 기반 신호발생 시스템 교정 박 영 철

한국외국어대학교

Ⅰ. 서  론

이동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시작으로다양한기기 간

의 연결과 이에 필수적인 무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자하는연구가최근들어더욱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1]∼[4]. 
이러한 연구의 기저에는 고속 혹은 광대역 신호를 발생시키

고, 이를채집하는고성능디지털-아날로그변환기(Digital-to- 
Analog Converter; DAC)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nalog- 
to-Digital Converter; ADC)가 시스템 구성에서 필수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 기기는 샘플링 주파수, 전력소
모 및 시간축 오차 등의 현실적 제약 조건이 존재하여 이를

분석,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10].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속의 기기들을 시간 차이를 두로

동작시킴으로써 유효한 샘플링 주파수를 높이는 시간 교차

방식(Time Interleaving; TI)의시스템구성이현재의기술적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11]∼[17]. 
이에 본 고에서는 이러한 시간교차방식 DAC (TIDAC)의 원
리를 살펴보고, 시스템적인 오차를 최소하화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병렬 경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의 Spurious Free Dynamic Range 
(SFDR) 성능을 샘플의 update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
하기위하여샘플링기기의샘플링속도를높이는방안이활

발히 연구되어 왔다[17],[18]. 그러나 이와 같이 샘플링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 클럭 속도를 Nyquist rate 이상으로 공급
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소모 전력이나 제조 및 설계 공정에

의해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제약을 극복
하기 위한 일환으로 두 개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병
렬로 연결하여 일종의 poly phase 형태로 구동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그림 1])[10],[12],[17]. 해당 구조에서 DAC2는 DAC1
와 180도의 위상차를 갖는 클럭에 의해 구동되며, 출력 노
드에서는 두 DAC의 출력 전류를 더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시스템을분석하기위해기저대역에서발생한 DAC

의 입력신호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1)

여기서 는 샘플링 발생 이전의 연속시간 입력이다.
다중경로를 활용하는 time-interleaving 구조는 이를 시간

영역에서 샘플링 클록 기준으로 0도와 180도에 대하여 신호
를 분리한 후 경로#1과 경로#2를 통과시키게 되며, 이 경우
각각의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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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각 DAC는 입력 신호를 sample-hold 회로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생성시키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각 신호 경
로의 주파수 응답 H1(ω)과 H2(ω)는 다음과 같은 sinc 함수의
주파수 특성을 포함한다.

[그림 1] 상보 클럭으로 구동되는 병렬 DAC 구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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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아날로그로 변환된 신호는 출력 노드에서 전류합

산 방식으로 합산된다. 이 때 짝수 번째 Nyquist zone(식 (2)
와식 (3)에서 n이홀수인경우)에서는경로#1과경로#2의이
미지가 서로 반대 부호를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이미
지가상쇄되게된다([그림 2]). 따라서전체 TIDAC 시스템은 
유효 Nyquist 영역을 2배 확장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다만 이 시스템의 현실적인 구현에 있어서는 경로별 응

답함수 H1(ω)과 H2(ω)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출
력노드에서 이미지 영역의 신호가 완전히 상쇄되지 않게 되

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식 (2)와 식 (3)의 이미지는 H2(ω) = 
H1(ω)․Himg(ω)와 같이 개별 주파수 특성을 공통성분과 비대
칭 성분으로 분리할 경우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되고, Himg(ω) 
≠ 1인 경우 잔류 이미지가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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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ime interleaving 방식의 신호가 주파수 영역에서 샘
플링 주파수가 증가하는 개념도[10]

Ⅲ. TIDAC 오류원 분석

3-1 주요 오류원 분류 및 성능 영향 분석

[그림 1]에서와 같이 출력이 개별 DAC의 전류합으로 정
의되기에 DAC의출력 전류의 비대칭성은 이미지 신호의 제
거성능의저하를유발하며, 아울러원신호의복소영역합성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TIDAC 
시스템의 주요 오류원과 이의 SFDR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자 한다[14].

3-1-1 정적(Static) 오류원: DAC 간의 설계 비대칭

아날로그회로에있어출력부에서의 DC 오프셋은응용시
스템에서다양한문제를유발시키게된다. 특히 TIDAC 시스
템에서 DAC 간의 DC 오프셋차이는출력에서전류합방식
을 활용하는 구조의 특성 상 불필요한 출력 파형을 발생시

키게 되는데, 이는 입력 신호의 특성에 무관하며, 시스템 샘
플링주기의 2배의주기를갖는 펄스형태를띄게된다([그림 
3]). 이와 유사하게 DAC 내부 트랜지스터 간의 trans-conduc- 
tance 차이로 인한 증폭률의 차이는 입력신호 특성에 영향을 
받는 노이즈 파형을 유발시킨다. 그 형태는 역시 2배의 샘
플링 주기를 갖는 펄스형태이면서 크기는 입력 신호에 비례

하게 된다. [그림 3]은 입력신호를 사인파로 가정하였을 때
DAC 비대칭 오류로 인한 출력에서의 spur를 나타낸다[14].
이로 인한 출력에서의 SFDR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log

  (6)

3-1-2 동적 오류원: DAC 간의 클럭 비대칭

DAC 간의 클록은 이상적인 경우 50 %의 duty cycle을 가
지고 180도의위상 차이를 두고 공급되어야하나, 그렇지 않
을경우 역시 이미지 신호의 제거성능과원신호의복소합 
성능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4]는 이로 인한 출력에
서의 펄스 파형을 나타내며, 그 주기는 샘플링 주기의 2배를 
가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 펄스의 크기는 원신호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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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C 오프셋 차이(εoffset)로 인한 에러 파형

(b) 증폭률 차이(εgain)로 인한 에러 파형

[그림 3] 병렬 DAC 구조에서의 정적 시스템 오류원[14]

와 샘플링 주파수로써 표현이 가능하며, 좁은 펄스 형태를
감안하여 sinc 함수로 인한 감쇄를 무시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4].

≈
  (7)

또한 이러한 펄스의 폭은 다음과 같은 duty를 갖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4] 병렬 DAC 구조에서의 duty cycle 차이로 인한 에러
파형[14]

 

 (8)

결과적으로, 클록 비대칭으로 인한 노이즈 전력은 위 식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SFDR은 다음 식으
로 추정할 수 있다.

 log


′

  (9)

3-2 시간축 신호에 대한 오류 함수 정의

앞에서의 시스템에 대한 시간영역 분석을 위하여 기저대

역 생성 신호는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

  

 ⋅ 

 
 


(10)

여기서, 해당 신호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과정을 거치면
서 상기 언급된 sample-hold 회로에 의한 aperture 변형, sam- 
pling clock의 불균일성에 의한 sampling jitter, 회로의 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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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파수 응답 등으로 인해 신호가 왜곡되거나 변형되며, 
개별 현상은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0].

⦁ 신호 변환 시스템의 공통 응답 특성
a. 샘플링 aperture:
      (11)

여기서   이다.

b. 샘플링 지터: 
        (12)

c. 기타 회로적 요인의 주파수 특성: 
      (13)

이상과 같은 신호는 일반적으로 고주파 대역으로 송신하

기 위하여 상향믹서 모듈에서 Local carrier를 입력받아 변조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때 상향믹서의 회로적 요인으로
인한 주파수 응답과 Local 신호의 위상 노이즈 및 특성에 따
라 신호의 위상과 주파수에 다음과 같이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 상향믹서 영향
a. LO 위상잡음: 

    
  (14)

b. LO 주파수 오차:

    
 (15)

c. 믹서의 주파수 특성:

      (16)

이에 더하여, 앞에서 언급된 이중경로 간의 비대칭 왜곡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개별 채널에서의 비대칭 응답 특성
a. 샘플링 aperture:

     (17)

b. 샘플링 지터:

      (18)

c. 회로적 비대칭성:

     (19)

d. 상보위상 오차:

    × 
 (20)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경우, 최종적인 출력 노드에서
의 파형은 다음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21)

여기서 공통응답특성 hcom(t)와 비대칭 특성 himb(t)는 위에
서언급된비이상적응답을포함하여다음과같이정의된다.

  


   (22)

  


 (23)

아울러 열거된 오류인자들은 그 특성별로 <표 1>에서와
같이 그 발생 경로와 통계적 특성에 따라 hcom(t)와 himb(t)에
포함될 수 있다.

Ⅳ. TIDAC의 동적 Timing 오류 감소 방안

본 절에서는 TIDAC의 동작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인자인 timing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자 한다[15]. 우선, 발생하는 timing 오차를 분석하고, 이를 신
호처리 기법으로 보상하거나, 노이즈 변형(noise shaping) 알
고리즘을적용하여관심대역 바깥쪽으로이동시키는방안이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추가적인 DAC를 활용하여
오류변수를직접측정하고, DSP 적으로노이즈변형필터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6]은 이러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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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스템 왜곡 인자 특성에 따른 합성 함수 분류

Symbol Composite 
response Property

Sampling aperture 



Deterministic

Ch. analog response  Deterministic

LO error ∆ Quasi-deter.

Sampling error/jitter ∆∆ Det.+Random

LO phase noise ∆ Random

Imb. sampling 
aperture





Deterministic

Imb. mixer analog 
response

  Deterministic

Imb. Ch. analog 
response

 Deterministic

Imb. sampling jitter ∆ Random

Quadrature error ∆ Both

[그림 5] Non-ideal 특성이 반영된 병렬 DAC 구조

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추가적인 DAC 회로가 포함되어야

하기에또다른비이상적인요소가더해지고, 결과적으로시
스템 복잡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6] 보조 DAC를 활용한 timing jitter 감쇄 구조[15]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써 다음 그림과 같은 ∆-Σ구조를
활용해서 노이즈 변형을 유도함으로써 유효 주파수 대역의

기저 노이즈를 감쇄하는 구조가 제안되었다[15].
이러한방법의경우, 신호의주파수가 Nyquist 주파수에근

접할수록 노이즈 전력이 오히려 증가하며, DAC의 유효 비

[그림 7] 보조 DAC를 활용한 timing jitter 감쇄 구조[15]

[그림 8] 보조 DAC를 활용한 timing jitter 감쇄 구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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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수가 높지 않은 특징이 있다.

Ⅴ. TIDAC의 주파수 기반 정적(static) 오류 교정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공통 및 비대칭 응답 기반의 모델

링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정적(static) 오류 교정에 대하여
소개한다[8]∼[10].

TIDAC 시스템의 정적 오류는 3-2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
이, deterministic 방법으로 수학적인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
으며, 이는다시공통응답함수와비대칭함수로써표현될수 
있다. 따라서정교한교정(calibration) 신호를활용해서 DAC1
과 DAC2의 응답을 분리해 낼 경우, 개별 응답은 다음의 형
태를 가지게 된다.

  


 
 ∞

∞



 
  (24)

여기서 N0는 비이상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백색잡음 특성

의 노이즈 전력이다.

  


 
 ∞

∞

 

  (25)

이상의 식을 활용하면 hcom(t)와 himb(t) 및 H1(ω)와 H2(ω)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얻어지는 시스템 함수는 nth 샘플
링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10].




 

 


 ≤ 

(26)

본 저자를 비롯한 연구진은 밀리미터파 대역 신호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대역 신호발생장치에 대하여 위의 수학적

분석을기반으로오류교정을수행하였다[8]∼[10]. 해당연구에
서는 우선 대역폭 1.2 GHz, 전송률 1 Gsymb/s의 QAM 신호
를활용하여시스템특성을분석한결과, [그림 9]∼[그림 11]

[그림 9] Time interleaving 방식신호원으로 1.0 Gbps 신호를생
성할 경우 주파수 영역 신호응답(실선) 및 비이상적
오차로 인한 노이즈 전력(점선)[10]

[그림 10] 광대역 calibration 신호(1 Gbps)를 활용하여 파악된
time interleaving 경로 간 비대칭 특성[10]

[그림 11] 광대역 calibration 신호(1 Gbps)를 활용하여 파악 된

시스템 경로 특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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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정 전 (b) 교정 후

[그림 13] 광대역 64QAM 신호발생 시스템 교정 성능 비교

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아울러 TIDAC 시스템은 causal 시스템이므로 위 함수의

역함수를 연산하고, 이를 x(td)에 대한 pre-filter 함수로써 구
현할 경우, 출력에서 이상적인 응답특성을 복구할 수 있게
된다([그림 12]).
이와 같은 방법으로 44 GHz 신호원에 대한 교정 결과, 교

정 전 Error-Vector Magnitude(EVM) 2.3 %의 값을 약 0.8 % 
이하로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10]. [그림 13]은 이상
으로부터 연산된 교정 함수를 기저대역 64QAM 신호에 적
용하기 전과 후의 성상도를 나타낸다.

[그림 12] 공통 및 비대칭 응답 특성을 활용한 시스템 경로

특성 개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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