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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전력 아날로그 회로기술   
 Low-Power Analog Circuit Design 

전영득 (Y.D. Jeon) 

조민형 (M.H. Cho) 

이희동 (H.D. Lee) 

권종기 (J.K. Kwon) 

김종대 (J.D. Kim)  

CMOS 공정의 가속적인 스케일링에 의해 CMOS 기술은 종래의 마이크론기술에서 나

노기술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소자 및 제작기술에 따른 온도와 공정의 변화

에 매우 민감한 부분인 아날로그 회로는 설계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득, 누설

전류, 잡음 및 부정합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노 CMOS 공정을 사용한 

1.0 V 이하의 저전압 동작에서는 아날로그 신호의 동적영역 확보가 어렵고 잡음이 증

가하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혁신적인 아날로그 회로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그린기술(green technology)의 한 요소로서, 나노 CMOS 

공정기술을 이용한 1.0 V 이하 전원전압의 저전력 아날로그 회로기술 동향과 관련 특

허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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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광대역화 및 모바일 컨버전스에 발맞춘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요구와 이에 따른 시스템의 다기

능화 추세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품기술로서의 CMOS

는 이제 feature size 및 게이트 폭이 한국인 평균 

머리카락 굵기의 500분의 1 정도인 100 nm 이하의 

기술에 의해 고집적도를 지향하며 계속해서 성능향

상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을 예로 보면, 온-칩 캐시 메모리의 증가로 인해 고

집적화 경향이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집적된 트랜

지스터의 수는 10억 개에 이르고 있다. (그림 1)에

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칩에서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가 100 nm 이하까지 내려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

다. 이 수치는 가장 단순하고 작은 유기 생체인 바이

러스와 비슷한 크기이다. CMOS 기술은 종래의 마

이크론 기술에서 이제 나노 기술을 향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1.0 V 근방의 전원전압에서 동작

하는 저전압 설계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

다. 본 고에서는 저소비전력(low power) 특성과 함

께 신호 대비 잡음(SNR) 및 동작속도 등을 보장하

기 위한 저전력 아날로그 회로설계 기술의 최근 동

향에 대해 기술한다.  

Ⅱ. 저전압 회로기술 

종래의 마이크론 기술에서의 전원전압(VDD)의  

크기는 신호의 동적영역과 대역폭을 보장하는 범위

에서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 Vth)과의 일정 비

를 유지하면서 트랜지스터의 크기 축소에 따라 점차 

선형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100 nm 이하의 

기술에서는 전원전압에 대한 문턱전압의 선형적 감

소율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공정기술에서보

다 오히려 회로설계 측면에서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그림 2) 참조). CMOS 제조기술이 

미세화되면, 얇아지는 산화층 두께(Tox)에 의해 메탈 

연결선 저항이 증가하며, 문턱전압 감소에 따른 누

설전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또한, 보다 더 정

밀을 요하면서도 오히려 부정확해지는 마스크 정의

와 게이트 영역에서의 비록 극소수이지만 불순물에 

의한 부정합도 새로운 문제거리가 된다.   

웨이퍼상의 공간적 부정합보다는 미세화된 트랜

지스터 고유의 부정합이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류 변이와 문턱전압 부정합(ΔVth)으로 나타난다.  

한편,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면 표면결함(surface 

defect)에 기인된 flicker(1/f) 잡음 또한 DC에서

부터 심지어 10 MHz 근방까지도 열잡음(thermal 

noise) 보다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 영향이 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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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에 심각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문제들은 회로 성능에 바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요구되는 SNR 등을 위해서는 새로

운 개념의 저전압 회로기법이 필요하다. SNR은 소

모전력과 비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전압 동작에

서의 전력 스케일링(power scaling)은 대단히 중요

한 설계의 기준점이 된다. 디지털 설계에서의 소모전

력은 식 (1)에서 보듯이 공정기술에서 C 및 VDD 값

의 증감에 의해 스케일링이 비교적 용이하다. 

Pdigital = (1/2)×CVDD
2f                   (1) 

반면, 아날로그의 소모전력은 디지털의 경우와는 

달리 식 (2)와 같이 스케일링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Panalog = 8(VDD /Vswing)×kTf ×(SNR)           (2) 

따라서 아날로그는 전원전압, 산화층 두께, 부정

합 파라미터(AVth) 등 공정에서 스케일링이 가능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동적영역 확보를 위

한 저전압 회로기법, 선형성 확보를 위한 클럭 및 이

득 부스팅 기법, 스위치드 증폭기, 입력 공통모드

(common mode) 범위 및 이득 범위를 염두에 둔 저

잡음 증폭기, auto-zero 혹은 average 기법 등의 

매칭개선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해야 한다. 약 0.3 V 

정도가 한계일 것 같은 문턱전압 감소에 기인된 누

설전류 문제는 동적 전원전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

을 수 있다. 1/f 잡음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폭과 

1/Leff
2의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긴 채널(long chan-

nel) 선택에 의해 그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저

전압 설계에서는 전압여유(voltage headroom)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multiple stacking 

및 다중 채널 폭의 사용을 가능한 피하고, differen-

tial 또는 pseudo-differential 신호에 의한 새로운 

회로구조를 제안하여 SNR을 확보해야 한다. 바이어

스는 전류형태로 distribution 함으로써 잡음 및 배

선에서의 전압강하에 의한 전압변이에 대처하도록 

해야 전체 회로의 정확도를 성취할 수 있다. 또한, 

신호의 수신 끝단에는 반드시 필터 기능을 구비하

도록 하여 작아진 신호의 왜곡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Ⅲ. 아날로그 회로기술 동향 

CMOS 공정의 미세화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아날

로그 회로기술에 대한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나이퀴스트(Nyquist) 신호변환기 기술

동향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잡음

에 둔감하고 신호처리가 용이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

하는 회로이다. ADC에는 플래시(flash) 구조, 파이

프라인(pipeline) 구조, 폴딩(folding) 구조, 연속근

사(SAR) 구조 등 요구되는 해상도와 동작속도에 최

적화된 다양한 구조가 있다((그림 3) 참조). 그 중 일

반적으로 응용시스템에 많이 적용되는 8~14 비트 

해상도와 수 MHz~수백 MHz 동작속도를 가지는 

ADC의 연구동향을 기술한다. 

(그림 4)는 N단으로 구성된 파이프라인 ADC 구

조이다. 여러 개로 구성된 배관파이프에 물이 순차

(그림 4) 파이프라인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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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흐르듯이, 파이프라인 ADC는 1단에서 인가

된 아날로그 입력신호의 일부분을 디지털 변화한 후 

나머지 아날로그 신호를 다음 단으로 전달하고, 2단

은 앞단에서처럼 동작하며, 총 N단을 순차적으로 거

친 후 완전한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다. 각 단은 서

브-ADC, DAC, 그리고 증폭기로 구성되며, 특히 증

폭기는 파이프라인 ADC의 80% 이상의 아날로그 

전력을 소모하고 전원전압의 감소에 따라 설계의 제

약을 가장 많이 받는 블록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증폭기를 기반으로 하는 ADC는 공정이 세밀화 될

수록 저전압/저전력 회로설계를 요구하며, 동시에 

설계 난이도가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해상도의 성능을 얻기 위하

여 증폭기의 DC 이득은 식 (3)을 만족하여야 한다. 

GDC > 6×Bit + 10                     (3) 

여기서 GDC는 증폭기의 DC 이득이며, Bit는 ADC의 

해상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2 비트 ADC를 설

계하기 위해 82 dB 이상의 DC 이득을 갖는 증폭기

가 요구되지만, 65 nm 또는 45 nm 공정에서 기존

의 증폭기 구조를 사용하여 고이득을 얻기가 쉽지 

않다. 

또한,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대

표적인 것으로 SNDR이 있다. 원하는 신호에 대하

여 잡음과 고조파(harmonic frequency) 성분과의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SNDR = Signal / (Noise + Distortion)         (4) 

여기서 signal은 신호의 크기, noise는 열 잡음과 

1/f 잡음의 합, distortion은 모든 고조파 성분의 합

을 의미한다.  

(그림 5)는 증폭기의 출력단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으로, 전원전압에 따른 출력신호의 크기를 볼 수 

있다. 0.18 μm CMOS 공정에서는 1.8 V 전원전압

을 사용하기 때문에 NMOS(MN1) 및 PMOS(MP1)

의 VDS 전압을 0.2 V로 가정한다면, 출력전압은 최

대 1.4 V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90 nm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는 1.0 V 이하 전원전압을 사용하고 VDS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 출력전압이 0.6 V로 

50% 이상 감소하게 된다. (4)에서 잡음 및 고조파 

성분이 일정하고 신호크기만 작아지기 때문에 회로

를 동일하게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ADC의 해상도가 

1 비트 이상 감소한다. 

저전압 저전력 환경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

키기 위하여 ADC의 최근 동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첫번째 방식은 회로의 단순화 또는 불필

요한 회로를 제거하는 것이다. 증폭기를 기반으로 

한 스위치드-커패시터 회로(그림 6)은 출력신호가 

slew 구간에서 exponential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신호가 원하는 값으로 정착되더라도 증폭

기는 일정한 전류를 계속하여 소모한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증폭기를 비교기와 전류셀로 대체하는 

CBSC가 제안되었다((그림 7) 참조)[3]. Slew 구간

에서는 출력단에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여 출력신호

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고, 정착구간에서는 전

류공급을 차단하여 출력신호가 홀딩(holding)하도

록 함으로써,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낮은 전원전압

에서도 설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확도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8~10 비트 수준의 

ADC가 CBSC 기법을 적용하여 구현되고 있다. 

회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인접한 증폭기를 공

유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블록을 없애는 것이다. 파

이프라인 ADC에서는 여러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접한 단은 서로 위상이 다른 클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증폭기를 공유하여 전력소모를 최소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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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원전압에 따른 증폭기의 출력신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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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 그리고 입력단에 위치한 SHA는 아날로그 

입력신호를 샘플링한 후 다음 반주기 클럭동안 신호

를 홀딩하는 기능을 하므로 실제 신호의 디지털 변

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회로이다. 또한,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상 회로가 거쳐갈수록 신호의 

정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SHA 회로를 제거하여 전

력소모를 줄이고 신호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5]. 

두번째 방식은 저전압 저전력 구조에 적합한 ADC 

개발이다. 최근 1~2년 사이 SAR ADC가 ISSCC에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사실 SAR ADC의 구조는 새

로 개발된 구조가 아니라 1980년대부터 ADC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SAR 

ADC는 하나의 비교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ADC 

구조로 회로가 간단하고, SHA와 같이 증폭기를 사

용하는 아날로그 회로가 없기 때문에 면적과 전력소

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전압 회로에 적

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회로를 반복

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작속도가 제한

되는 단점이 있어 1 MHz 이하의 ADC에서만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CMOS 공정이 발달하면서 

MOS의 fT(cut-off frequency)의 증가와 비동기

(asynchronous) 기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40~50 

MHz에서 동작하는 SAR ADC가 발표되었고, 높은 

해상도 구현을 위해 에러보정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이 동시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 

마지막으로 디지털 보정기법을 적용한 ADC이

다. 미세공정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동일한 면적에 

집적할 수 있는 게이트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아

날로그 회로에서 처리하던 신호를 디지털 회로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기존의 보정기법

은 ADC의 커패시터 매칭을 보정하여 12~14 비트 

이상의 해상도를 얻기 위하여 적용되었지만, 최근에

는 10~12 비트의 ADC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전압 

환경에서 설계가 어려운 아날로그 회로의 정확도를 

낮추면서 이를 디지털회로에서 보정하려는 것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12 비트 ADC를 위

하여 82 dB 이상의 고이득 증폭기를 설계하는 대신 

30~40 dB의 저전력 증폭기로 설계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성분을 디지털회로를 사용하여 보정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7]. 

2. 시그마-델타 신호변환기 기술 동향 

시그마-델타 신호변환기의 기본 개념은 나이퀴

스트 샘플링 속도보다 매우 빠른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는 오버샘플링 기법과 피드백을 이용한 잡음

변형기법을 이용하여, 낮은 비트의 양자화기로 높은 

해상도의 출력신호를 얻는 것이다. 즉, 필요한 해상

도를 동작 속도와 교환하여 얻는 방법이다. 시그마-

델타 신호변환기의 장점은 필요한 해상도의 신호변

환기를 설계함에 있어 아날로그 회로의 정확도 의존

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과 높은 비트를 얻는 과정

이 디지털필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디지털 VLSI 

공정을 통하여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그마-델타 신호변환기 개념은 1962년 Inose 

[8]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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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S를 이용한 VLSI 반도체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오디오 및 음성용 신호변환기를 중심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근래 오디오용으로는 100 dB 이상

의 동적범위(dynamic range)를 갖는 고성능 시그

마-델타 신호변환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MOS 공정기술의 발전에 따른 

회로속도의 증가와 시그마-델타 신호변환기 구조설

계 기술의 발전, 그리고 회로설계 기술의 발전이 수

십 kHz에서 머물던 신호대역을 수십 MHz까지 증가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시그마-델타 신호변환

기의 응용분야는 기존의 오디오와 같은 협대역 분야

를 뛰어넘어 유무선 통신시스템의 아날로그 front-

end 신호처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유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시그마-델타 신호변환

기, 특히 시그마-델타 ADC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

말기의 다중 표준 통신방식을 지원하기에 용이하고, 

anti-aliasing 필터 및 AGC의 설계조건이 완화되

며, 아날로그회로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저전압 

CMOS 공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체 시

스템을 저전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통신시스템용 광대역 시그마-델타 ADC의 

해상도 확보를 위해서는 잡음변형필터의 차수를 높

이거나, 잡음변형필터를 고속동작 시키거나, 양자화

기의 해상도를 높여야 한다. 고속동작을 위한 저전

압 공정을 이용함에 있어 잡음변형필터의 차수를 높

이는 방법은 시그마-델타 ADC의 안정성 문제와 가

용입력범위의 축소 문제로 인해 기술적용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통신시스템용 시그마-델타 ADC의 최

근 연구동향은 멀티비트 양자화기를 이용하고 연속

시간회로를 통한 고속 잡음변형필터를 구현하는 연

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속시간 시그마-델타 ADC(이하 연속시간 ADC)

는 기존의 이산시간 혹은 스위치드 커패시터 타입의 

시그마-델타 ADC(이하 이산시간 ADC)에 비해 정

착특성에 따른 성능저하 현상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산시간 ADC에 비해 고속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내부 회로인 적분기의 연속시간 동작에 따라 anti-

aliasing 기능을 본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산

시간 회로에 비해 회로에서 발생하는 잡음의 영향이 

낮아진다. 또한 이산시간 ADC에서는 글리치(glitch)

가 VCO, LNA, Mixer 등의 블록에 영향을 주어 통

신시스템 감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에 비해, 연속

시간 ADC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통

신시스템 감도저하가 거의 없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연속시간 ADC는 이산시간 ADC에 비해 

높은 공정변수 민감도, 높은 클럭 지터(jitter) 민감

도, 심볼간섭현상(ISI)이라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산

시간 ADC는 잡음변형필터의 계수들이 커패시터 정

합특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회로의 계수정확도가 우

수하나, 연속시간 ADC는 잡음변형필터의 계수들이 

저항, 커패시터, CMOS의 트랜스컨덕턴스에 의해 

결정되므로 잡음변형필터의 계수가 공정변화에 의

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계수의 변화는 전체 

ADC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킨다. 또한 연속시간 

ADC는 잡음변형 필터내 DAC의 파형이 구형파인 

경우, 연속시간 ADC에 인가되는 클럭의 지터는 

DAC에 잡음으로 인가되는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

로 연속시간 ADC가 높은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클럭의 지터특성이 매우 우수해야 한다. 이는 

통신시스템 구성시 클럭발생기의 설계조건을 높이

게 되어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

고 DAC 파형의 비대칭적인 상승, 하강은 DAC 출력

신호간의 의존성 발생에 따른 심볼간섭현상(ISI)으

로 전체 ADC의 해상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한 멀티비트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잡음변형루프에 

멀티비트 DAC를 필요로 하는데, 멀티비트 DAC는 

DAC 소자의 부정합에 따라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선형 특성 역시 ADC의 성능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선형화하기 위한 기법이 

요구된다. 

멀티비트 연속시간 시그마-델타 ADC는 통신시

스템에서 이용하기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좋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

결해야 하는 문제점들 역시 많이 있다. 따라서 최근 

시그마-델타 신호변환기, 특히 ADC의 연구동향은 

앞서 언급한 멀티비트 연속시간 시그마-델타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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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잡음변형필터의 구조설계 기

법, 회로설계 기법에 집중되고 있다. 

3. 클럭발생기 기술 동향 

전압제어발진기(VCO)는 유/무선 정보통신 단말

기 내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가운데 송수신시 

디지털 데이터에 의해 채널을 선정하는 주파수합성

기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며, 외부에서 인가된 제어전

압을 가변하여 원하는 발진주파수의 클럭신호를 출

력해 주는 회로이다. 위상제어 루프(PLL)는 일반적

으로 주파수합성기 또는 클럭발생기라고 하며, (그

림 8)과 같이 VCO 및 분주기, 위상주파수 검출기, 

전하펌프, 루프필터 등으로 구성되며, 부궤환 특성

을 이용해서 온도나 날씨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

지 않고 출력신호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

는 회로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MOS 공정기술의 급속

한 스케일링에 의해 동일 면적에 집적되는 디지털 

게이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낮은 추가 비용으로 

아날로그 회로 튜닝과 개선된 보정기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적으로 강화되는 아날로그 회로

기술 쪽으로 형성되는 현재의 기술 경향은 PLL과 

VCO 회로 설계를 위한 패러다임을 기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다. 데이터 변환기 클럭을 위한 VCO의 

최근 연구 동향은 저전압/저전력 설계에 부합하도록 

전원전압을 다른 디지털 블록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수동소자의 Q값의 향상으로 인해 작은 전류에도 발

진특성을 유지하도록 연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럭 주파수 제어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9].  

PLL의 최근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방식은 저전압과 미세화

된 공정기술에 적합한 회로기법을 추가한 아날로그 

PLL 방식이다. 다양한 회로기법 중의 하나로 듀얼 

루프를 사용하는 PLL 방식이 있다. 하나의 루프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서 저위상잡음 특성과 함

께 빠른 정착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루프는 디

지털적으로 조절되는 위상 조정기를 이용해서 유동

성있는 클럭 scheme을 만들어 낼 수 있다[10]. 또 

다른 회로기법인 다이내믹 바이어스 기법을 통해서 

분주기 계수 및 온도, 공정변화에 상관없이 대역폭

과 지터특성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폭넓은 출

력주파수 범위에서 회로의 안정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저전압 설계환경에서 더욱더 심해지는 전원잡

음을 줄이기 위해서 정류회로를 사용하는 방법도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 듀얼 이득모드 VCO

를 이용해서 고이득 협대역 제어루프와 저이득 광대

역 정밀 제어루프로 나누고, 정류회로를 저이득 협

대역 루프에 위치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전

력소모를 최소화하고 전원잡음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   

두번째 방식은 ADPLL 방식이다. 앞서 기술한 아

날로그 PLL에서는 전원전압 잡음 및 온도와 공정변

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공정 migration 시, 아날

로그 회로들을 재설계해야 하며, 미세화된 공정으로 

갈수록 작은 가용전압범위와 큰 누설전류 등으로 인

해 설계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루

프필터에 존재하는 R과 C로 인해 면적이 커진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ADPLL이 대두되고 있다. ADPLL

은 온도변화 및 전원전압 잡음에 둔감하고, 디지털 

코딩 형태로 설계되기 때문에 공정 migration이 용

이하며, 그 설계기간이 짧다. 특히 CMOS 공정이 미

세화 될수록, 전원전압이 낮아질수록 위의 장점은 

더욱 부각된다. (그림 9)와 같이 아날로그 회로가 강

조된 PLL 블록들, 즉 VCO 및 전하펌프와 루프필터

가 DCO, TDC, 그리고 디지털 루프필터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ADPLL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12]. 위의 구조는 저가격 고집적 디지털 CMOS 공

 

Phase/ 
Frequency 
Detector 

Charge 
Pump 

Loop 
Filter 

VCO
Fout

Divider/ 
N 

(그림 8) 전하펌프 PLL 구조 

Fin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3권 제 6호 2008년 12월 

 88 

정기술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PLL

에서 존재하는 위상잡음과 스퓨리어스 톤을 DSP 기

술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리고, 집적회로 외부에 존재하던 크리스털 발진기도 

주파수 변동에 대한 디지털 보정기술 향상으로 인해 

실리콘으로 대체가 가능해질 것이다[13].  

최근 클럭발생기 경향은 고집적도를 가지는 혼성 

SoC의 PLL과 발진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기법에 집중되고 있다. 

Ⅳ. 저전압 아날로그 특허 동향 

1988년 이후 저전압 아날로그 회로기술 분야의 

전체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해보면 (그림 10)과 같이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저전압 

아날로그 회로기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활동이 수행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 2006년 이후 특허

출원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공개

기간 1년 6개월 동안의 데이터가 반영되지 못한 것

에 의한 것으로, 실제 출원이 감소한 것은 아님) 

(그림 11)은 저전압 아날로그 회로기술의 국가별 

전체 특허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그 점유율을 보면 

미국(66%)-일본(14%)-한국(10%)-유럽(10%)의 

순으로 출원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국가

의 출원 건수 역시 전체 특허출원 동향과 마찬가지

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를 포트폴

리오맵을 통해 분석을 해보면 전체 동향 및 각 국가

별 발전단계 모두 발전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에서 미국의 저전압 아날로그 회로기술 관련 특

허 출원 점유율이 대략 66%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을 중심으로 저전압 아날로그 회로기술 관련 지적재

산권 확보 활동 및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인의 국적

별 특허출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53%)-일본

(24%)-한국(6%)-독일(6%)-대만(3%)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역시 미국 중심으로 

저전압 아날로그 회로기술의 개발 및 특허활동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전압 아날

로그 회로기술에 대한 특허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저전압 아날로그 회로기술 관련 특

허를 주요 아날로그 기능블록별 특허동향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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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기가 28%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클럭발생기, 

시그마-델타 신호변환기,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

환기의 순으로 각각 25%, 19%, 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기, 클럭발생기에 대한 

출원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저전압 

아날로그 회로기술 중 해당 기능블록에 대한 연구활

동이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3)은 주요 아날로그 기능블록별 특허동향 

을 국가별-기능블록별 분포현황으로 나타낸 것으

로, 이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기에 대한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능블록별 특허활

동과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기 다

음으로 클럭발생기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하고, 일

본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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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저전압 아날로그 회로기술의 연도별/국가별 전체 특허 동향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유럽

한국 
일본 

미국 
총합계 

미국특허 
1153, 66% 

유럽특허
166, 10%

한국특허
169, 10%

일본특허
251, 14%

(단위: 건) 

 

80

(그림 12) 주요 아날로그 기능블록별 저전압 회로기술 특허 동향 

70

60 

50 

40

30 

20 

10 

0

시그마-델타  
신호변환기 
300, 19% 

클럭발생기(PLL)
400, 25% 

회로기술
199, 12%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 
266, 16%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회로기술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기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

시그마 -델타 신호변환기 

클럭발생기(PLL)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기 
447, 28% 

분류별 출원건수 

(단위: 건)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3권 제 6호 2008년 12월 

 90 

은 다른 국가에 비해 시그마-델타 변조기에 관한 특

허 출원이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미세화되어 가는 반도체 소자 및 공정기술에 따

른 저전력 아날로그 회로기술의 수요는 보다 낮아진 

전원전압의 열악한 설계환경으로 인해 아날로그 회

로구현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당면 

문제점들은 회로 설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

운 회로기법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세소자를 

이용한 고집적 회로에서는 고속 동작과 소비전력 사

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유연성 있는 설계가 요구되

고 있다. 전원전압 및 소비전력 감소에 따른 아날로

그 기술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나노 소자기반의 융합 

부품기술에 접목되어 고효율 아날로그 회로의 원천

기술 확보와 함께 초기 시장 점유에 있어 유리한 입

지를 점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나아가, 혁신적 선

진기술 선도를 목표로 추진중인 그린산업의 정보통

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및 문화산업기술들

을 포괄하는 이른바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의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로서의 요소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 어 정 리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 

ADPLL All Digital PLL 

AGC Automatic Gain Control 

CBSC     Comparator-based Switched Capacitor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DAC       Digital-to-Analog Converter 

DCO Digitally Controlled Oscillator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ISI  Inter-Symbol Interference 

ISSCC 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PFD  Phase Frequency Detector 

PLL  Phase Locked Loop 

SAR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 

SHA  Sample-and-Hold Amplifier 

SNDR     Signal-to-Noise and Distortion Ratio 

SNR        Signal-to-Noise Ratio 

SoC  System On Chip  

TDC Time-to-Digital Converter 

VCO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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