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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인코딩 기법을 용한 8비트 1GS/s 랙셔  

폴딩-인터폴 이션 ADC

( A 8b 1GS/s Fractional Folding-Interpolation ADC with a Novel 

Digital Encoding Technique )

최 동 귀**, 김  윤*, 송 민 규***

( Donggwi Choi, Daeyun Kim, and Minkyu Song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폴딩 구조에 항열 인터폴 이션 기법을 용한 1.2V 8b 1GS/s CMOS folding-interpolation A/D 변환기

(ADC)에 해 논한다. 기존 폴딩 ADC가 갖는 경계조건 비 칭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홀수개의 폴딩 블록과 랙셔  폴딩 

비율(fractional folding rate)을 사용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한, 랙셔  폴딩기법을 구 하기 해 덧셈기를 사용하는 새로

운 디지털 인코딩기법도 제안한다. 그리고 iterating offset self-calibration 기법과 디지털 오차 보정 회로를 용하여 소자 부

정합과 외부 요인에 의한 노이즈 발생을 최소화하 다. 제안하는 A/D 변환기는 1.2V 0.13um 1-poly 6-metal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설계 되었으며 2.1mm
2 
유효 칩 면 과(A/D 변환기 core : 1.4mm

2
, calibration engine : 0.7mm

2
), 350mW의 력 소

모를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변환속도 1GS/s에서 SNDR 46.22dB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INL 과 DNL 은 자체보정회로를 통해 

모두 1LSB 이내로 측정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1.2V 8b 1GS/s A/D Converter(ADC) based on a folding architecture with a resistive interpolation 

technique is described. In order to overcome the  asymmetrical boundary-condition error of conventional folding ADCs, a 

novel scheme with an odd number of folding blocks and a fractional folding rate are proposed. Further, a new digital 

encoding technique with an arithmetic adder is described to implement the proposed fractional folding technique.  The 

proposed ADC employs an iterating offset self-calibration technique and a digital error correction circuit to minimize device 

mismatch and external noise  The chip has been fabricated with a 1.2V 0.13um 1-poly 6-metal CMOS technology. The 

effective chip area is 2.1mm
2
 (ADC core : 1.4mm2, calibration engine : 0.7mm2) and the power dissipation is about 350mW 

including calibration engine at 1.2V power supply. The measured result of SNDR is 46.22dB, when Fin = 10MHz at Fs = 

1GHz. Both the INL and DNL are within 1LSB with the self-calibration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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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방송시장과 무선통신 기술의 성장에 따라 HDTV 

 성 셋톱박스(S-STB), UltraWide-band(UWB), 디지털 

오실로스코  등의 고성능 멀티미디어 기기에서는 수백 

MHz~수GHz의 높은 변환 속도를 만족시키는 AD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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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기존의 ADC 구조 , 고해상도 구 에 합

한 ADC로 SAR, pipelined  multi-step 구조가 리 

알려져 있다[1]. 하지만  ADC들은 빠른 변환 속도를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의 ADC를 병렬형태로 

연결하여 체 변환속도를 높이는 time-interleaved 구

조의 다 채  ADC가 제안되었다[2]. 그러나 높은 

interleaving factor를 갖는 ADC는 채  확장에 비례하

여 면   력 소비가 증가하며, 클록 skew에 의한 

SNDR의 감소  많은 지연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차

세  통신 시스템이 요구하는 고사양의 수신기에 SoC  

(System on a Chip) 형태로 구 하기 어려운 단 을 

지닌다. 이 외에도 고속 ADC에 사용되는 flash ADC

는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2
n 
배로 증가하는 처리 

증폭기의 개수 증가로 인해 고해상도 구 이 어려워 

ADC를 디지털 신호처리 역과 함께 SOC(system on 

chip)으로 구 하는데 큰 제약사항이 되고 있다
[3]
.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안으로 폴딩 구조의 

ADC가 제시되었고,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하나로, 기존 폴딩 구조의 큰 문제 이었

던 경계조건 비 칭 오차를 극복하기 한 홀수개의 폴

딩 블록으로 폴딩 ADC를 구 하는 방법이 발표되었지

만 디지털 출력신호를 인코딩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

이 발생되었다[4]. 한 폴딩 구조의 ADC는 상, 하  

분할 구조의 특성상 비교기 출력 신호 오차에 의해 선

형성이 심하게 하될 수 있다. 기존의 폴딩 ADC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아날로그 신호처리 블록의 

구조변경과 추가 회로를 이용하여 보정하 지만, 보정 

범 의 제한과 고속에서의 보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8 비트 해상도, 단일 채  1GS/s의 높은 변환속도  

 력, 소 면  특성을 만족하는 ADC를 설계하 다. 

제안하는 ADC는  1GHz의 높은 변환속도와 정확도를 

만족하기 해 홀수개의 폴딩 블록을 갖는 랙셔  폴

딩 구조로 설계 되었다. 한 기존 홀수 폴딩에 문제

이었던 인코딩 문제를 덧셈기를 사용한 새로운 알고리

즘의 디지털 인코더를 통하여 해결하 으며, 새로운 디

지털 오차 보정 기법도 제안 하 다. 그리고 소자 부정

합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해 

feedback loop를 통해서 스스로 보정하는 iterating 

offset self-calibration 기법을 사용하 다.

Ⅱ. 제안하는 폴딩 ADC의 설계

1. 제안하는 ADC의 구조

8비트 폴딩 ADC의 경우 2+6 는 3+5의 상·하  분

할구조로 설계된다[6～7]. 하  ADC에서 6비트 해상도를 

처리하는 2+6 구조의 경우 상 으로 입력 역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장 을 가지지만 큰 면 과 높은 

력소모가 요구 되는 단 을 가진다. 따라서 최근 2+6

구조에 비해 소 면 ,  력 설계가 가능한 3+5 구조

의 folding ADC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3+5 

구조의 경우 높은 folding rate(FR)로 인해 cascaded형

태의 folding block을 사용해야 하며, 이 때문에 각 

처리 증폭기  폴딩 블록의 offset을 평균화 해주는 

항열 평균화 기법이 매우 요하게 작용한다[8]. 항열 

평균화 기법은 처리 증폭기  폴딩 증폭기의 출력단

에 항을 이용하여 랜덤하게 발생하는 offset오차를 최

소화 시키는 기법으로서 많은 ADC에 용되고 있다. 

하지만 처리 증폭기와 폴딩 증폭기의 개수가 짝수로 

구성된 기존의 폴딩 ADC들은 처리 증폭기의 출력 

압들이 칭 이지 못하게 되어 만족할 만한 평균화 

효과를 기 할 수 없다
[9]
.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해 홀수개의 처리 증폭기와 폴딩 증폭기를 사용하

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10] 인코딩을 한 회로가 복잡

해져 면 과 력소모가 크고 상이한 지연시간에 의해 

고속 동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3+5 구조 폴딩 ADC를 바탕으로, 홀수개의 

처리 증폭기와 폴딩 증폭기를 사용하는 랙셔  폴

딩 구조를 사용하며, 홀수 폴딩 구조에서 발생하는 기

존 인코더의 면 , 력소모, 지연시간에 따른 문제 을 

인코딩 기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8비트 

그림 1. 랙셔  폴딩 기법이 용된 Folding ADC

Fig. 1. Proposed ADC with a fractional folding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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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셔  폴딩 ADC의 체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신호

를 수신하기 한 입력신호 처리부, 신호를 병렬 처리

하기 한 증폭기, 비교기, 자가 보정 회로,  디지털 오

차 보정 회로, 인코더  클록 발생기로 구성된다. 

2. Fractional Folding ADC의 회로 설계 기법

일반 으로 병렬 처리 방식의 ADC는 각 비교기의 

아날로그 입력 처리부에서 발생하는 offset오차가 

SNDR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많은 ADC설계자들

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처리 증폭기의 출

력에 항 열을 이용한 평균화 기법을 용한다. 하지

만 이러한 평균화 기법은 류 분배의 칭성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최 의 효과를 해서는 처리 증폭기

의 개수가 홀수로 구성되어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폴딩 ADC역시 홀수개의 처리 증폭기를 쓰는 

구조가 요구 되었지만 기존의 폴딩 ADC들은 표 1과 

같이 처리 증폭기의 개수가 짝수로 구성될 수밖에 없

어 안정 인 평균화 기법의 용이 어려웠다. 

기존의 짝수개의 폴딩 블록을 사용한 구조에서는 이

러한 문제 을 더미 회로를 사용하여 보완 하고자 하

지만 신호의 선형성 하  력 증가로 인해 근본

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 다.
[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림 2와 같이, 기존 폴딩 ADC와는 다른 홀수개의 폴딩 

블록을 사용한 랙셔  폴딩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폴딩 구조는 홀수개의 폴딩 블록만을 사용하

으며 interpolation rate(IR)은 첫 번째 단에 3과 두 번

째 단에 4를 용하 기 때문에 FR(folding rate)은 

7.11으로 0.11 의 소수  값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랙셔  폴딩 이라고 이름을 붙 으며 처리 증폭기, 

cascaded(3×3) 폴딩 증폭기[11], cascaded(3×4)IR로 구성

이 되어 있다. 그림 2는 기존의 폴딩 구조와 랙셔  

Folding 

Structure
FR NFB IR

# of 

Preamp

# of 

Comp

Folding

2+6

4 16 4 80 64

4 8 8 40 64

Folding

3+5

8 8 4 72 32

8 4 8 36 32

Fractional 

Folding
7.11 9 4 27 36

표 1. 폴딩 구조 비교 

Table 1. Folding structure comparison table.

(a)

(b)

그림 2. 기존 폴딩 구조와 랙셔  폴딩 구조에 따른 

신호처리 비교 

(a) 기존 폴딩 구조 (b) 랙셔  폴딩 구조

Fig. 2. Comparison of the conventional folding structure 

and the fractional folding structure. 

(a) Conventional folding structure 

(b) Fractional folding structure.

(a)

(b)

그림 3. Zero-crossing 오차 모의실험 결과 (a) 짝수 폴

딩  신호처리의 zero-crossing 오차 (b) 랙셔

 폴딩 신호 처리의 zero-crossing 오차

Fig. 3. Zero-crossing error simulation results.

(a) Zero-crossing error at even folding 

(b) Zero-crossing error at fractional f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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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 구조와의 칭성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a)

와 같이 기존 폴딩 구조는 비 칭 인 경계조건으로 인

하여 zero-crossing간격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

만 그림 2(b)에서 제안하는 랙셔  폴딩 구조의 신호 

처리 기법의 경우, 처리 증폭기 단의 신호를 달 받

을 수 있는 홀수개의 폴딩 블록을 사용하여 처리 증

폭기 단의 평균화 기법을 통해 생성된 모든 신호가 폴

딩 신호 처리부에 zero-crossing 락 없이 모두 인가 

되어 칭 인 경계조건을 유지한다. 

한 IR을 첫 번째 단에 3을 사용함으로써, cascaded 

folding amp개수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칭 인 

경계조건의 장 을 최종 단 까지 유지 할 수 있다. 특히 

제안하는 설계기법은 동일한 해상도에서 보다 작은 수의 

처리  폴딩 블록만을 사용하므로  력 회로 구 이 

가능하다. 그림 3은 제안하는 구조의 검증을 해 항열 

평균화 기법 이후 출력들의 zero-crossing오차를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3(a)과 같이 기존 짝수개의 폴딩 신호 처리 

기법을 용한 경우 비 칭 경계 조건에 의해 최  

6%(0.24ns)의 오차율을 보인다. 이에 비해 그림 3(b)의 

랙셔  구조는 칭 인 경계조건으로 인해 0.25%(0.01ns)

이내의 아주 작은 오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각 폴딩 구조의 성능을 비교한 도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랙셔  폴딩 기법을 사용하는 신

호처리는 기존 폴딩 ADC와 달리 주요 폴딩 인자  하

나인 NFB가 홀수로 표 된다. 따라서 256개의 8비트 

디지털 코드를 출력하기 해 IR을 cascaded 형태의 

interpolation 신호처리를 통해 각각 3, 4로 설정하고 좌, 

우측 경계면에 여분의 zero-crossing을 생성함으로써 8

비트 ADC를 구 하 다. 한, 각 단의 인터폴 이션 

신호처리는 자동 으로 평균화 기법을 용시켜 기존의 

구조보다 향상된 선형성을 지닌 8비트 해상도의 최종 

아날로그 신호를 얻을 수 있다.

Folding 

Structure
FR NFB IR Power Stability

Folding

2+6

4 16 4 Bad Normal

4 8 8 Bad Normal

Folding

3+5

8 8 4 Good Bad

8 4 8 Good Bad

Fractional 

Folding
7.11 9 12 Best Good

표 2. 폴딩 구조 성능 비교 

Table 2. Performance of Folding structure comparison.

3. 인코더

랙셔  폴딩 ADC는 홀수개의 폴딩 블록으로 인해 

아날로그 최종 출력신호가 2n개에 비례하지 않아 기존

의 인코딩 알고리즘으로는 256개의 체 코드를 출력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6]. 기존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 다수의 스 치를 사용한 ROM 구조의 인코더

를 사용하 지만 복잡한 회로 구성과 함께 스 칭 지연

시간에 의한 고속 동작의 문제 이 발생하게 되었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기존의 스 치 구

조를 최소화 하며, ROM인코더에 덧셈기를 결합한 새

로운 타입의 디지털 인코더를 제안한다. 그림 4는 인코

더의 구조를 도식화 한 모습이며 그림 5, 6은 8비트 

랙셔  구조의 폴딩 ADC에 용한 제안하는 상, 하  

비트의 처리 인코딩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그림 4에서 랙셔  구조의 폴딩 ADC는 FR=7.11에 

따라 log27.11(≃2.83비트)의 상  블록 디지털 신호 값

(N1)과 log236(≃5.17비트)의 하  값(N2)을 갖는다. 상

 3비트와 하  5비트 생성을 해 각각의 N1과 N2가 

갖는 36ns의 코드 간격  주기를 32ns로 변환을 해주

어야 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인코더는 하  값에서 발

생한 여분의 0.17비트를 이용하여 그림 5의 하  롬 출

력과 같이 추가 비트를 생성 한다. 

이후 인코딩 과정을 거친 뒤 상  첫 번째 롬의 출력

과 합을 수행함으로써, 32ns주기를 갖는 하  5비트

(N2')로 변환되며 한 상 의 롬을 선택하기 한 덧

그림 4. 제안하는 인코더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4. Proposed encoder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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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하는 LSB 변환과정

Fig. 5. Proposed LSB conversion process.

그림 6. 제안하는 MSB 변환과정

Fig. 6. Proposed MSB conversion process.

셈기의 최상  신호인 switching signal을 출력한다. 

덧셈기의 switching signal은 그림 6의 상  xor출력

으로 생성된 상  롬을 각각 선택하여 32ns의 코드 간

격을 갖는 상  3비트(N1')를 출력 함 으로써 최종 으

로 sync처리 후 8비트(N1'+N2')에 해당하는 온 한 디

지털 출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제안하는 인코더는 덧

셈기와 ROM을 사용함으로써 상, 하  독립 인 처

리 인코딩 수행이 가능해 졌으며, 기존의 스 칭 구조

를 최소화 하여 지연시간에 의한 고속 동작의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 회로의 복잡도가 히 감소되

어 소 면 ,  력 설계가 가능하다.

4. 디지털 오차 보정 기법 및 회로

폴딩 ADC는 상·하 로 이루어진 분할 구조를 갖는

다. 하지만 이러한 분할구조는 상·하  블록 간의 지연

시간, offset오차 등으로 인해 심각한 디지털 오류를 발

생 시킬 수 있다. 

그림 7(a)와 같이 같은 상을 가져야할 상, 하  비

교기 입력신호에 ∆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와 그림 
8(a)와 같이 비교 기  값과의 차이가 매우 미세할 경

우 비교기의 출력 신호 역시 그림 7(b), 그림 8(b)과 같

(a)

(b)

그림 7. 폴딩 ADC에서의 지연 시간에 따른 디지털 오

류 (a) 상·하  비교기 입력 신호 오차 (b) 디지

털 출력 오차 

Fig. 7. Digital error in folding ADC (a) Comparator input 

signal error (b) Digital output sign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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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폴딩 ADC에서의 offset차이에 따른 오류 

(a) 비교기 입력 신호와 비교 기  값의 차이 

(b) 복원 형 결과 

Fig. 8. Digital error due to the difference offset. 

(a) Comparator input signal error 

(b) Reconstruction signal.

그림 9. 제안하는 디지털 오차 보정 회로의 개념

Fig. 9. Concept of the proposed digital error correction 

circuit.

이 에러 코드를 갖게 된다. 이 경우 ADC의 성능에 치

명 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오차는 필수 으로 

보정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된 그림 10의 디지털 

오차 보정회로는 그림 11과 같이 세 번째 상  신호의 

그림 10. 제안하는 디지털 오차 보정 회로  감지 신호

Fig. 10. Proposed digital error correction circuit and 

detecting signal.

그림 11. 디지털 오차 보정 회로의 동작 과정

Fig. 11. Proposed (a) digital error correction circuit.

1/4주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하  출력을 사용하여 상

승, 하강에 해당하는 신호를 미리 선택하고, 입력 xor에 

인가된 상  마지막 출력과 동일한 주기를 갖는 하  

첫 번째 비교기 출력 첩을 통하여 오차여부를 단, 

입력된 하  출력을 그 로 통과시키거나, 선택하여둔 

값으로 하  비트에 한 보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

한 알고리즘을 갖는 디지털 오차 보정 회로를 사용할 

경우, 오차 발생 시 상  출력을 기 으로 하  출력을 

보정하기 때문에, 상·하 간의 부정합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 시켜주어 ADC의 선형성 향상에 큰 도움을  

수 있다. 한 본 회로는 오차 보정을 해 아날로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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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처리 구조의 변경이나 복잡한 디지털 회로를 사용하지 

않아, 추가 인 면   력소모가 매우 은 장 을 갖

는다.

5. 자가 보정 기법

폴딩 ADC는 폴딩 증폭기의 구조  연결 계에 

의해 압이득  비이상 인 류 값에 의한 

offset 오차로 인해 선형성 하가 유발되는 구조  

단 을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자가 보정 회로를 

통하여 폴딩 증폭기에서 유발 될 수 있는 오차범

를 최소화 하 다[12]. 제안하는 자가 보정 회로는 그

림 12와 같은 신호 처리 과정을 거쳐 offset 오차를 

보정 하며, 이를 해 그림 13과 같이 calibration 

reference, memory, C-DAC, calibration control 

block 그리고 C-DAC에 의해 차동 류가 제어되는 

처리 증폭기로 구성된다. Calibration reference는 

ADC를 구성하는 각각의 처리 증폭기의 offset을 

검출하기 한 기  신호의 발생 과정을 수행하고,  

calibration control block은 이 신호를 해당되는 

처리 증폭기와 비교기를 선택하여 각각의 offset 오

차를 memory 블록에 달한다. 이후 memory에 

그림 12. 자가 보정 회로 신호 처리

Fig. 12. Self-calibration circuit signal flow.

그림 13. 자가 보정 회로

Fig. 13. Self-calibration circuit.

 (a)                       (b)

그림 14. 자가 보정회로 모의 시뮬 이션 결과 

(a) 보정  offset 변화 (b) 보정 후 offset 변화

Fig. 14. Self-calibration simulation

(a) Non-calibrated offset, (b) Calibrated offset.

장된 이 의 값은 offset 오차가 어들 수 있도록 

+1 는 -1 처리를 하여 재 장 되며, 이 값은 다

시 C-DAC로 달되어 ADC의 처리 증폭기의 차

동 류를 조 하는 신호를 내보낸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각 증폭기들의 offset 오차 보정이 이루어

지며,  과정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되어 ADC의 

선형성을 향상 시킨다.

그림 14는 자가 보정회로를 통한 offset오차 범

를 모의실험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보정회로가 동작 

 최  ±3LSB의 오차 범 를 보이지만 동작 후 

±0.5LSB 수 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설계된 ADC의 Layout 및 측정결과

1. Full chip post-layout 모의실험 결과

제안하는 랙셔  구조의 8비트 폴딩 ADC의 성능특

성을 확인하기 해 기존의 짝수개의 폴딩 블록을 갖는 

ADC와 동일한 조건에서 post-layout 모의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조건은 샘 링 주 수 1GHz, 입력 주 수 

10MHz에서 진행하 으며,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각 블록의 류 소모는 동일하게 책정하 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제안하는 랙셔  폴딩 ADC가 기존 폴딩 

ADC에 비해 높은 SFDR, SNDR, ENOB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하는 구조가 기

@1GS/s SFDR SNDR ENoB

Conventional 49.85dB 57.87dB 7.26bit

This Work 52.74dB 49.85dB 7.66bit

표 3. 폴딩 ADC 성능 비교표 

Table 3. Folding ADCs performance comparis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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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5. 디지털 오차 보정회로 모의 실험 

(a) 디지털 오차 보정 회로 비 용 

(b) 디지털 오차 보정 회로 용

Fig. 15. Digital error correction circuit simulation. 

(a) without digital error correction circuit 

(b) with digital error correction circuit.

존 구조에 비해 낮은 zero-crossing 오차율을 보이기 때

문으로, 이를 통해 본 구조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림 15는 ADC의 복원 형 결과를 통해 디지털 오

차 보정 회로 성능을 분석하기 한 모의실험 결과이

다. 디지털 오차 보정 회로가 없는 폴딩 ADC는 상·하

간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그림 15(a)처럼 심각한 오

류를 출력하지만 제안하는 디지털 오차 보정회로를 

용할 경우 그림 15(b)와 같이 스스로 에러를 보정하여 

이상 인 복원 형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 ADC의 Layout

설계된 ADC는 130nm 1P6M CMOS 공정을 사용하

여 설계  layout 되었다. 그림 16은 ADC의 체 

layout을 보여주며, 여유 공간에는 각 회로 블록간의 간

섭, EMI 문제  원 압의 잡음을 이기 해 

decoupling 커패시터를 온-칩으로 집 하 다. ADC의 

입출력 패드를 제외한 칩 면 은 2.1mm2이며, 1.2V의 

원 압에서 1GS/s의 샘 링 주 수를 가지고 동작

할 때 350mW의 력을 소모한다. 

그림 16 제안된 ADC의 Layout (보정회로 포함)

Fig. 16. Layout of proposed ADC with calibration.

  

3. 측정 결과

제안하는 ADC는 그림 17과 같이 시제품 형태의 칩

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후 측정을 해 제작된 PCB를 

이용하여 측정 과정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ADC의 

주요 성능 지표인 SNDR, SFDR, ENOB, INL, DNL  

력소모의 측정이 가능하다. 한, 기가 헤르츠 단 를 

갖는 샘 링 주 수에서의 측정을 해, ADC출력을 

1/16 down sampling 할 수 있는 decimation 회로를 설

계하여 고속 ADC동작 성능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 다.

그림 18은 제안하는 ADC의 자가 보정 회로 동작 

(a), 후(b)의 측정결과이다. 변환속도 1GHz, 입력 주

수 51MHz의 측정 결과 SNDR 45.76dB, SFDR 

57.01dB, ENOB 7.31bit로 자가 보정 회로 동작 에 비

그림 17. 제작된 칩  측정보드

Fig. 17. Packaged Chip & PCB fo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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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8. FFT 측정 결과 (a) 자가 보정회로 용  

(b) 자가 보정회로 용 후

Fig. 18. Measured FFT results.

(a) Non-calibrated (b) Calibrated.

(a)

(b)

그림 19. INL 측정 결과  (a) 자가 보정회로 용  

(b) 자가 보정회로 용 후 

Fig. 19. Measured INL (a) Non-calibrated (b) Calibrated.

해 각각 3.31dB, 4.63dB 0.55bit가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9는 INL, 그림 20은 DNL 측정 결과

로서, 보정회로 동작 이후 INL은 +1.0LSB/-0.7LSB 로 

약 0.8LSB의 향상을 보 으며, DNL은 동작 후 

+0.6LSB/-0.7LSB로, 약 0.4LSB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21은 제안하는 ADC의 동  성능을 종합한 결

과로 샘 링 주 수 1GHz에서 입력주 수에 따른 

ENOB의 결과이다. 측정결과 보정회로 동작 후 샘 링 

(a)

(b)

그림 20. DNL 측정 결과 (a) 자가 보정회로 용  

(b) 자가 보정회로 용 후

Fig. 20. Measured DNL (a) Non-calibrated (b) Calibrated.

그림 21. 측정된 ENOB 

Fig. 21. Measured ENOB.

구조
Fractional Folding-Interpolation 

ADC

자가 보정 회로 용 미 용

해상도 8b

변환속도 1GSPS

원 압 1.2V(Analog&Digital)

SNDR
fin=10MHz 46.22 dB 42.94 dB

fin=400MHz 42.68 dB 39.71 dB

INL(LSB) +1.0 / -0.7 +1.0 / -1.5

DNL(LSB) +0.6 / -0.7 +0.8 / -0.9

력소모 350mW (ADC+Cali.)

면 2.1mm2 (ADC+Cali.)

사용공정  0.13㎛ 1P6M CMOS

표 4. 제안하는 ADC의 성능

Table 4.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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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에 비하는 낮은 10MHz 주 수를 인가하 을 때 

SNDR 46.22dB, SFDR 56.94dB, ENOB 7.41bit로 측정

되었으며, Nyquist입력 주 수에서 SNDR 42.68dB, 

SFDR 49.29dB, ENOB 6.80bit으로 측정되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방송시장과 무선통신 기술 그

리고 고성능 멀티미디어 기기에 응용 가능한 8비트 

1GS/s 폴딩-인터폴 이션 ADC를 구 하 다. 제안된 

ADC는 고속 변환속도를 유지하면서  력 소 면  

특성을 만족하기 해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3+5 분할 구조를 기반으로 한 랙셔  폴딩 구조로 설

계되었으며, 디지털 오차 보정 기법, 새로운 디지털 인

코더, 자가 보정회로가 용되었다. 제안하는 ADC는 

1.2V의 원 압에서 1GS/s 동작 시 약 350mW의 

력을 소모한다. 표 4에 제안하는 ADC의 주요 성능 지

표  실험결과를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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