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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설계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조인신  

 

Topic : Analog Circuits and Techniques 

Session 18 : Analog Circuits and Techniques 

CICC 2022에서는 총 8개의 분과('Analog Circuits and Techniques', 'Data Converters', 

'Digital Circuits, SoCs, and Systems', 'Emerging Technologies, Systems, and Applications', 

‘Foundation of System Design’, 'Power Management', 'Wireless Transceivers and RF/mm-

Wave Circuits and Systems for low-power', 'Wireline and Optical Communications Circuits 

and Systems')가 17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져 23개의 초청 논문을 포함한 총 98개의 논문

들이 발표되었다. CICC 2021에 비해 세션은 줄었으나 논문의 수는 초청 논문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CICC 2021에서는 18개 세션, 89개의 논문(초청 논문 11개 포함)이 발

표됨) 

그 중 Analog Circuits and Techniques 분과는 1개의 세션(세션 18)으로 구성이 되었고, 세

션의 논문들에서는 아날로그 회로 기술의 최근 발전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다루

고 있다. PPG(photoplethysmography) 센서 회로, 스위치드-커패시터 회로 및 필터링 트

랜스-임피던스 증폭기(TIA)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3개의 초청 논문과 고입력 임피던스 

chopper 증폭기, 기하급수적으로 조정 가능한 pseudo 저항으로 구현한 신경 기록 아날

로그 프런트 엔드, current-sourcing-capable 전압 레퍼런스, 고정밀 클럭 생성기에 대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18-1 논문은 PPG(photoplethysmography) 센서 회로에 대해 기본 tutorial처럼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PPG 센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및 설계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제

공되고 있고, 그 중 저전력 PPG 설계 기법과 높은 dynamic range(DR) PPG 설계 기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각 기법을 이용하여 발표된 논문들과 일부 상용 PPG 센서들의 

비교도 제공하고 있다. 

 



#18-2 논문에서는 높은 입력 임피던스와 낮은 리플을 달성하기 위해 current feedback 

instrumentation amplifier(CFIA) 를 Chopper 증폭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입력 임피던스와 

리플은 각각 1.8GΩ(최소) 및 0.15μV(최대)로 타 논문 대비 18배 및 1.3배 향상되었다. 

 

[그림 1] #18-2에서 제안하는 증폭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18-3 논문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Pseudo 저항을 가

진 아날로그 프런트 엔드를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Pseudo 저항은 고역 통과 차단 주파

수를 가진 AFE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1GΩ에서 110GΩ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주

파수 편차는 3.4%를 달성했다. 
 

#18-4 논문은 스위치드-커패시터 기술의 기원부터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몇 가지 

일반적인 스위치드-커패시터 회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tutorial이다. 



#18-5 논문에서는 클럭 발생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고도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클록 출

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start-up을 가지고 온도에 안정적인 디지털 frequency-

locked loop(FLL) 기반의 발진기와 낮은 지터 open-loop fractional dividers 로 구성되어 

있다. 20μs turn-on time과 24kHz resolution을 가지고 1.5MHz ~ 100MHz의 클럭 출력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 #18-5에서 제안하는 클럭 발생기 

 

#18-6 논문에서는 IoT 시스템의 센서 모니터링을 위해 10μA 소싱 기능을 갖춘 나노와트 

미만의 전력을 소모하는 CMOS 기준 전압 레퍼런스를 제안하고 있다. 제안한 회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CMOS 기준 전압 레퍼런스에서는 없었던 전류 소싱 기능을 달성

했다는 것이다. 

 

#18-7 논문은 무선 수신기의 기저대역에서 사용되는 Trans-impedance amplifier(TIA)에 

대한 tutorial처럼 구성되어 있다. 광범위한 대역폭을 갖지만 매우 높은 선형성과 정밀도

를 달성하는 closed-loop TIA의 4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고, 100MHz 이상에서 약 1GHz 

대역폭에 이르는 open-loop TIA의 2가지 예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Bluetooth 

Low-Energy 수신기를 위한 초저전력 이르는 open-loop TIA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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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 Data Converters 

Session 15 : Data Converters 

이번 2022 IEEE CICC의 Data converter에 대한 내용은 Session 15에 6편이 실렸다. 6편 중 

마지막에 실린 continuous time delta sigma modulator (CTDSM) 논문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논문은 500MS/s 의 sampling frequency를 가지는 high-speed data converter에 초점

을 뒀다. 또한 #15-5 논문은 high-speed digital-to-analog converter (DAC) 내용으로 최근 

발표된 내용의 논문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Session 15에 실린 논문 중 

몇 편을 소개 하려한다. 

 

#15-2 A 10b 700MS/s single-channel 1b/cycle SAR ADC using a monotonic-specific 

feedback SAR logic with power-delay-optimized unbalanced N/P-MOS sizing 

SAR ADC는 T/H, 비교기, SAR 로직, DAC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성이 낮고 전력소모가 

낮으며 scaling down에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high-speed data converter로 많이 쓰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R ADC의 속도는 SAR 로직에 의해서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속

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15-2 논문에서는 SAR 로직에 

의한 속도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N/P mos의 size를 비대칭으로 하여 SAR feedback 

loop를 최적화하여 단일 채널로 700MS/s에서 10b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1]. 
 

 

[그림 1] Monotonic switching SAR에서 3개의 delay path의 최적화 방법 



#15-3 A 38GS/s 7b Time-Interleaved Pipelined-SAR ADC with Speed-Enhanced 

Bootstrapped Switch in 22nm FinFET 

SAR ADC에서 speed를 높이는 방법 중 널린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는 time-interleaver

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들은 time-interleaved sub-ADC들 간에 

sampling crosstalk을 피하기 위하여 낮은 duty cycle의 sampling clock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속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의 논문들은 NMOS 

switch로 high-speed ADC를 구현하였지만 linearity와 높은 supply voltage의 문제를 가지

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모두를 잡기 위하여 [그림 2] 와 같은 interleaver timing 

diagram을 갖는 ADC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38GS/s sampling frequency에서 7b의 

ENOB, 0.8V supply에서 37.08mW의 성능을 얻었다.  

 

[그림 2] skew calibration을 사용한 25% duty cycle T/H clock generator의 timing diagram 

 

#15-4 A Calibration-Free 13b 625MS/s Tri-State Pipelined-SAR ADC with PVT – 

Insensitive Inverter-Based Residue Amplifier 

 기본적인 SAR ADC 구조가 아닌 pipeline 의 구조를 가지는 pipelined-SAR ADC 인 

경우에는 1-stage ADC 에서 2-stage ADC 로 residue 를 넘길 때 residue amplifier (RA)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 고속으로 ADC 를 돌리기 위해서는 RA 또한 정확하며 빠르게 동작 

해야한다. 즉 RA 의 gain error 나 PVT variation 은 ADC 의 dynamic range 를 제한하기 

때문에 gain calibration 이나 closed-loop RA 를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Closed-loop RA 인 

경우에는 bandwidth 의 제한으로 high-speed 에 적합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nverter-based RA 를 사용하는 tri-state SAR 를 소개하였다 

[그림 3]. 그 결과 calibration 없이 625MS/s 의 sampling 속도에서 13b 의 성능을 얻었다.  



 

[그림 3] 제안하는 tri-state SAR의 동작원리 및 회로 구현 

 

Session 15 에서 소개된 6 편의 논문은 5G/6G 혹은 점점 빨라지는 data 처리 속도에 

맞는 high-speed ADC 나 DAC 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전 CICC 와는 

다르게 리뷰 논문 또한 있어 트렌드를 한번에 알 수 있었다. High-speed 에 관한 data 

converter 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 읽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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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 Digital Circuits, SoCs, and Systems 

Session 7 : Digital Circuit 

2022 IEEE CICC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session 7인 Digital circuit 분야에서는 in-

memory computing (IMC)의 에너지 효율과 성능 향상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Artificial intelligence (AI) 연산에서는 수많은 메모리 입출력이 발생

하기 때문에 기존의 폰 노이만 (Von Neumann) 구조에서는 입출력 속도와 병목현상 문

제로 인한 AI 성능 개발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하여, 메모리 내에서 연산을 처리하

는 IMC에 대한 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IMC는 메모리 내에서 연산을 진행하기 때

문에 메모리 입출력이 최소화되면서 입출력으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도 감소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효율과 전체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 

IMC 관련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7-1 Comprehending In-memory Computing Trends via Proper Benchmarking 

AI 분야에 있어 IMC 개발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IMC 관련 circuit design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MC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을 향상시키 위해 circuit design에 대

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표되지만 현재 IMC design과 관련된 benchmarking 

methodology가 없어 IMC design 관련 연구들을 평가할 수가 없다. 하여 해당 논문에서

는 IMC design 관련 연구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IMC benchmarking methodology를 발표

하였다.   

 

[그림 1] Proposed hierarchical view of IMCs 



#7-2 5GHz SRAM for High-Performance Compute Platform in 5nm CMOS 

IMC 분야만 아니라 high performance compute (HPC)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 SRAM의 cycle time과 access time 문제와 dynamic voltage 

frequency scaling (DVFS) 문제로 인해 HPC platform 개발에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다. 

HPC platform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SRAM의 한계를 극복해야

했고, 그리인해 6T 기반 SRAM에 비해 최소동작전압 (Vmin)이 더 낮고 write time과 

access time이 더 빠른 8T 기반 SRAM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최근에 연구된 

SRAM에 비해 더 높은 max frequency를 가지는 SRAM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림 2] Diagram and signal waveform of the proposed compact BL evaluation circuitry 

 

#7-3 An area-efficient 6T-SRAM based Compute-In-Memory architecture with 

reconfigurable SAR ADCs for energy efficient deep neural networks in edge ML 

applications 

기존 6T SRAM 기반의 Compute-in-memory (CIM) 구조의 경우 SRAM의 bit-cell disturb

문제와 제한적인 dynamic voltage 범위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6T SRAM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10T SRAM 기반 CIM이 제안되었지만 cell 하나가 차지하는 area가 너

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하여 해당 논문에서는 metal capacitor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dot-product computation과 6T cell read를 분리시킨 새로운 6T SRAM 기반 CIM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최신 CIM에 비해 집적도와 에너지 효율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기존 6T SRAM과 10T SRAM 기반의 CIM과 제안된 6T SRAM 기반 CIM 구조  

 

#7-4 An area-efficient 6T-SRAM based Compute-In-Memory architecture with 

reconfigurable SAR ADCs for energy efficient deep neural networks in edge ML 

applications 

이러한 IMC는 neuromorphic vison sensor (NVS)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 IMC 기반의 

NVS는 에너지 효율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IMC의 간단한 알고리즘

으로 인해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해당 논문에서는 11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SRAM과 DRAM으로 구성된 CRAM 구조를 제안한다. 이러한 

CRAM 기반의 IMC로 NVS를 동작시킬 경우, 기존 IMC 기반 동작에 비해 에너지 효율과 

성능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 The top-level architectural diagram of the proposed CRAM 



#7-5 A 177 TOPS/W, Capacitor-based In-Memory Computing SRAM Macro with 

Stepwise-Charging/Discharging DACs and Sparsity-Optimized Bitcells for 4-Bit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해당 논문에서는 IMC의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stepwise charging 

digital-to-analog converter (SCDAC)와 analog adder-first 구조 등 여러 방법들을 도입한 

IMC 구조를 제안하였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IMC는 다른 기존 IMC에 비해 에너지 효

율과 성능 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The proposed IMC SRAM macro 
 

#7-6 DCT-RAM: A Driver-Free Process-in-Memory 8T SRAM Macro with Multi-Bit 

Charge-Domain Computation and Time-Domain Quantization 

SRAM 기반 process-in-memory (PIM)은 전하 영역으로 연산할 때 우수한 아날로그 

multiply-and-add computations (MAC)와 quantization을 나타낸다. 하지만 DAC driver 

PIM의 고밀도 집적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당 논문에서는 driver가 없는 

driver-free PIM SRAM (DCT-RAM)를 제안하였다. DCT-RAM은 driver가 없을 뿐만 아니라 

charge 영역 MAC와 시간 영역 quantization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효율과 정

확한 MAC가 가능하다. 



 

[그림 6] Proposed driver-free PIM macro with charge computing and time quan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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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 Digital Circuits, SoCs, and Systems 

Session 19 : High Performance Digital 

이번 CICC 2022에서 Digital Circuits, SoC, and Systems 분야와 관련해서 Session 7, Session 

13, Session 19에서 소개됐다. 그 중에 특히 Session 19는 High Performance Digital이라는 

주제로 총 7개의 논문으로 소개됐다. 본 세션에서는 여러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디지털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하며, 주로 저전력 동작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소개한다. 본 리뷰

에서는 7개의 논문중 4개의 논문에 대해 리뷰해보겠다. 
 

#19-1은 Meta의 Reality Labs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Codec Avatar을 위한 VR 시스템의 

커스텀 SoC 구현으로, 커스텀 NN 아키텍처, 칩에서의 배치,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의 

PCB를 소개한다. 프로토타입 PCB는 크게 DNN 가속기, FPGA, DRAM, Flash 메모리로 구

성되고 특히 DNN 가속기에 대해 소개한다. CNN 아키텍처에서 offline batch-

normalization folding, integer기반 quantization, shortcut 연결을 뺀 ResNet 아키텍처로 

효율적인 inference를 가능케했다. 그리고 관련 커스텀 컴파일러 및 C 언어 함수를 구현

해 HW-aware 커스텀화를 진행했다. NN 가속기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고 systolic-

array 기반의 1024 MAC으로 구성됐다. MAC 아키텍처는 output-stationary 방식이고 각 

PE는 reduction-of-2 방식으로 2개의 곱셈기와 공유된 adder 구조이다. 입력 matrices는 

double buffering 구조로 banking되어 throughput을 높이고 FIFO – staggering unit을 통

해 에너지 소모가 큰 re-organization 작업을 피한다. 7nm 공정으로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성한 결과, 30fps 타겟 스펙에 맞춰 입력당 22.7mW 파워와 16.5ms 소요하고 

375uJ/frame/이미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였다.  

[그림 1] NN 가속기 block 구성: Double-buffering와 staggering unit 회로, systolic-array 기반 

MAC block, PE 회로 



#19-4는 전자과기대학과 둥난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arrhythmia 분류 문제를 NN

으로 해결할 때, 높은 에너지 소모와 patient-to-patient 변동성에 의한 정확도 저하 문제

를 풀고자 한다. 전체 프로세서의 구조는, 그림2의 좌측에서 볼 수 있듯이 REPE, HDE, 

ENNE, ANNWM,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REPE를 통해 분할된 심장박동수 신호가 

HDE로 전송되어 차이 인코딩이 진행되고, ENNE로 가서 분류작업이 이뤄지고, 이 때 

ANNWM 통해 조건적으로 wake-up하게 된다. 그림2의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저 등

록 단계에서 non-difference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초기 정상 심장박동수 템플릿을 추출

해 이에 대한 차이를 계산해 학습하여 유저간의 변동성을 반영해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심장박동수 차이는 절댓값보다 값이 적어서 MAC 연산을 4b multiplier나 zero-data 

skip을 통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그리고 2stage event-driven NN 연산 테크닉을 통해 

첫 단계에서는 작은 네트워크로 정상여부만 판단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5-class 

분류 작업을 진행해 concatenation을 통해 두번째 단계 연산량을 줄여줬다. 마지막으로 

ANNWM에서 approximate variance를 계산해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정상 심장박동수인지 

판단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줬다. 해당 프로세서는 MIT-BIH 데이터셋에 대해 평균적

으로 8.1%의 정확도 향상, 0.17uJ/분류 에너지 소모, NN-wakeup 테크닉까지 도입하면 

0.09uJ/분류 에너지 소모량을 0.2% 정확도 저하로 달성하였다. 
 

 [그림 2] Cardiac arrhythmia 분류 프로세서 아키텍처 (좌), 심장박동수 차이 기반 분류 테크닉 (우) 

 

#19-5는 싱가폴국립대학교와 Politechnico di Torino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저비용 

edge 디바이스에서의 DNN 가속기가 flexibility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면적 및 에

너지 문제에 대해 다룬다. 해당 문제를 DDPM을 통해 펄스 밀도 도메인에서의 MAC 연

산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림3의 좌측에서 볼 수 있듯이 DDPM을 통해 convolution 연산

을 펄스 카운팅으로, 2 사이클-윈도우 안에 끝날 수 있도록 weight를 정규화해서 진행된



다. 그림3의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27*30 MAC, DDPM modulator, 3 bank 입력 메모리를 

통해 three-way time interleaving 방식으로 동작하고 SW stack을 통해 R 최적화, 재학습, 

weight 펄스 정규화 작업을 진행해준다. 특히 weight 펄스 정규화 작업에서 quantization 

에러를 줄이기 위해 DDPM 연산 루프에서 재학습 방법과 평균 residual 에러의 bias 뺄

셈 테크닉을 제안했다. MNIST, CIFAR-10, ImageNet 데이터셋에 대해 각각 LeNet-5, 

AlexNet, AlexNet 구조를 이용했을 때, 각각 22.39/1.22, 12.48/0.84, 

9.77TOPS/W/0.52TOPS/mm2 평균 에너지/면적 효율을 달성하였다. 이전 연구에 비해 평

균적으로 1.9-27x/152-6285x 에너지/면적 효율 개선을 확인하였다. 

 

[그림 3] Dyadic Digital Pulse Modulation (DDPM) MAC 연산 (좌), DDPMnet 아키텍처 및 SW 

stack (우) 

 

#19-6은 난양공과대학교와 싱가폴국립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NN기반 HGR 시스템

이 파워 소모와 시스템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전체 HGR 구조는 그림4의 상단 부분과 같이 PREU, TDU, GRC와 주변 회로로 

구성된다. IDLE 단계에서 PREU를 통해 hand region (HR)의 깊이와 색깔 정보를 fusion해 

GRC에 넘겨준다. 이 때, HR이 어느 정도 커야지 TDU를 통해 wake-up해 GRC가 동작하

기 시작해, 불필요한 신호 토글링을 없애 에너지 소모를 줄여준다. Static gesture를 인식

할 수 있는 SGRC의 내부에는 그림 4의 하단 좌측 부분과 같이 RPE와 CPE는 bi-

directional convolution 방식을 통해 손가락 slice를 pipelined 방식으로, 이미지에 회전이 

있어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림 4의 하단 우측 부분에는 공간적인 상관관계에 따라 

FED를 grouping 해주는 CE가 있고 mask 생성기와 serial unit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FED가 어떠한 클러스터에 소속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입력 FED와 가장 최근 FED간

의 manhattan 거리 계산을 통해 판단해 iterative cluster centroid 업데이트 방식보다 간



편하게 연산을 진행시켰다. TSMC 65nm 공정으로 제작해 타겟 거리 범위인 20~60cm에

서 177~183uW 최소 파워를 달성하고 30~35cm에서 96.6% 평균 정확도와 60cm에서 

92.8% 최악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그림 4] 전체 HGR 시스템 아키텍처 (상) Row와 Column Processing Engine(RPE와 CPE) 코어 구

조 (하단 좌측), Clustering Engine 아키텍처와 Row와 Column Serial Processor(RSP와 CSP) (하단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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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고승원 

 

Topic : Foundation of System Design 

Session 5 : Foundation of System Design 

이번 2022 IEEE CICC의 Session 5은 Foundation of System Design 분야는 총 5편의 논문

이 발표되었다. 이 분야를 통해, 4차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더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analog, digital system의 통합 등으로 다양하게 system design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2 An Energy-Efficient and Runtime-Reconfigurable FPGABased Accelerator for 

Robotic Localization Systems 

위 논문에서는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을 robotic localization task의 분야의 FPGA에 적용시킨 design을 제안했다. 기존 

SLAM의 문제점인 software의 compute latency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화하고자 했던 

system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nonlinear least square (NLS) solver의 최대 사후 확률과 

NLS solver에 우선권을 주는 주변 system이다. 이에 그림1과 같이 system을 최적화하였

고 그 결과 최근 발표된 SLAM accelerator 대비 5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림 1] 제안한 SLAM system architecture 



#9-3 A 39pJ/label 1920x1080 165.7 FPS Block PatchMatch Based Stereo Matching 

Processor on FPGA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vision system을 모방하는 stereo matching의 문제점인 모든 사물

은 동일한 정면 평행이라고 가정하여 간격이 거의 동일하게 계산하는 점과 일반적으로 

모든 불일치 수준을 계산하여 이 중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사라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a block PatchMatch 기반 FPGA accelerator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한 system은 

random search strategy와 block level computation을 통해 많은 양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실제와 비교 가능한 정확성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KITTI datashet에 기반을 두어 실시간 

기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효과까지 가능케 했다.  
 

 
[그림 2] 본 논문에서 제안한 block PatchMatch 기반 FPGA system 

 

#9-4 Hardware/software Co-design for Neuromorphic Systems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대한 양, 복잡한 계산 등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필요로 해져 그에 

맞게 transistor 는 발전해왔다. 더불어 기존 von Neumann computing system 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인 두뇌를 모방한 neuromorphic system 이 

많이 발전하였다. 아래 그림 3 의 경우 기존 2~4 개의 평균적인 평균 fanout 의 제한으로 

address-event representation (AER)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neuromorphic system 에서는 

data 를 기록이 가능해야 하고 동시에 대면적으로 효율적인 상호소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소수의 데이터 말고도 synaptic array 에도 적용하여 최신의 소자도 연동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야 한다.  



 

[그림 3] Address-event representation (AER)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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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유승호 
 

Topic : Power Management 

Session 4 : Power Management Directions 

CICC 2022의 power conversion 분야에서는 하베스팅 시스템 및 전력 컨버터가 소개되었

으며, 집적회로 설계를 통한 전체 시스템의 소형화, 그와 동시에 높은 효율 및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전력 분야에서 사용되는 회로를 저전력 분야에서 응

용하고, 압전소자를 이용한 기존 수동 소자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도의 연구도 소개되었

다. 
 

#S4.1 Piezoelectric-Based Power Conversion: Recent Progres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전력 전자 분야는 소형화, 고성능, 저비용을 중심으로의 발전 방향이 전력 분야에서 쓰

이는 수동 소자의 발전을 가속하였다. 반도체 분야의 발전으로 소형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전력 전자 공학 분야에서 전력 변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덕터, 트랜스

포머 같은 자성 소자로 인해 부피와 효율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해 소형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집적회로 구조 중, switched-capacitor (SC) 컨버터로 기존 대비 소형화 및 높은 

전력 밀도를 구현하였지만, 변환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자성 소자가 필요하다. 이

에 자성 소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소형화가 가능한 압전소자를 이용해 이를 대체하고자 

한다.  

그에 대한 예시로, six-stage switching sequence를 활용하여 자성 소자가 없는 컨버터를 

소개하였다. 압전소자 기반 컨버터의 고효율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컨트롤러를 이용해 

압전소자 전류에 동기화되어 zero-voltage switching (ZVS), charge circulation 최소화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switching timing을 생성한다.  

 
그림. 1.  (좌) 압전소자 (우) six-stage switching sequence 구현 회로 예시 



추가로 압전소자 자체의 성능 개선을 위해 vibration mode, 소재 등에 따른 소자 성능

을 분석하여 설계 및 공정 관점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압전소자는 부피를 줄여도 높은 

power density를 유지하는 뛰어난 scalability를 보이므로, 압전소자를 이용해 전력 전자 

시스템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분야에서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4.2 An 86.7% Efficient Three-Level Boost Converter with Active Voltage Balancing 

for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해 IoT 장비를 배터리 대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수집

해 작동시킬 수 있으며, 열전 소자 (TEG)는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특성상 하베스팅 시스템 사이즈는 제한적이고, 수집 에너지원 대비 출력이 크기 때문에 

입/출력 변환 비율이 높아 고효율 하베스팅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존 구조는 부피가 큰 트랜스포머가 필요해 소형화가 어렵고, on-die 형태로 만들 

경우 capacitor용량 한계로 인해 전압 ripple이 커져 전압 balancing이 문제 되거나 전력 

소모가 큰 추가 회로가 필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전력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3-level 부스트 컨버터 (3LBC) 구조를 

적용하고, flying capacitor를 on-chip 형태로 집적하여 시스템 사이즈를 소형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압 rippl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ctive balancing (AB) 방법을 제안하였다. 

AB 방법은 flying capacitor 전압을 sensing하여 ramp 생성기의 전류를 조절해 출력 

ramp 신호를 조절한다. 출력 ramp 신호는 duty-cycle controller에 인가되어 컨버터를 구

동시키는 PWM 신호를 생성하므로, 적절한 PWM 신호 생성을 통해 flying capacitor의 전

압이 출력 x0.5 지점에 있도록 조절한다. 이에 따라 인덕터 전류 변화폭이 일정해져 

3LBC의 balanced operation이 가능해진다. 3LBC를 통해 최소 90mV 입력에서 cold-start

가 가능하고, 설계 개선으로 최소 입력 전압 20mV를 달성하였다. 또한, AB를 통해 TEG

의 모든 출력 범위에 대해 70% 이상의 효율을 보이며, 2.6mW/1.2V의 출력에서 86.7%의 

최대 변환 효율을 달성하였다.  
 

 
 

그림. 2. (좌) AB 동작에 따른 balancing 효과 파형. (우) AB 동작에 따른 성능 변화 그래프 



#S4.3 A 93.7%-Efficiency 5-Ratio Switched-Photovoltaic DC-DC Converter 

태양전지 (PV cell)는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으로, 자연광을 통해 에너지를 확보하고 IoT 등의 장비를 구동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전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전지의 낮은 출력 전압을 승압하는 과정에서 off-chip 인

덕터 또는 on-chip capacitor 등으로 큰 면적이 소모된다. 또는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해 

출력을 높이기도 하는데, 공정 오차, 노후화, 빛 세기 차이 등의 원인으로 전지 간 

mismatch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최소 성능의 전지로 전체 성능이 맞춰지는 문제가 발생

한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 연결 구성의 직렬/병렬 전환이 가능해, 앞의 mismatch 문제가 

발생하면 태양전지 연결 구성을 병렬로 바꿔 출력이 더 높은 전지의 과잉 전하가 다른 

전지에 전달되어 전압 balancing을 이루고 다시 직렬로 바뀜으로써 전체 출력이 높은 출

력을 내는 전지로 맞춰지는 동작을 주기적으로 switching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Flying 

capacitor를 사용하는 switched-capacitor 구조 대신, 직렬/병렬을 전환하는 KVL-

constrained switched network의 switched-PV (SPV) 컨버터를 적용해 수동 소자를 제거하

고 7개의 태양전지만으로 다섯 가지 출력 비를 생성하여 기존 관련 연구 결과 대비 면

적을 개선하였다. 추가로 직렬/병렬 switching 주파수가 최대가 될 때, 전체 태양전지에

서 최대 전류 즉, 최대 전력이 출력된다는 점을 이용해 출력 비를 변경하며 최대 전력 

지점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최대 93.7%의 하베스팅 효율, 

0.72~2.2V 출력 범위에서 83.6%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태양전지 전류에 50%까지의 

mismatch를 발생시켰을 때, 기존 구조 대비 최대 30.2%의 효율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림. 3. (좌) 직렬/병렬 구성에 따른 다섯 가지 출력 비. (우) 태양전지 출력 간 mismatch가 발생

하였을 경우 효율 결과 그래프 

 



#S4.4 A 400-to-12 V Fully Integrated Switched-Capacitor DC-DC Converter Achieving 

119 mW/mm2 at 63.6 % Efficiency 

고전압 (HV)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저전압의 경우 IoT 

또는 스마트홈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 두 응용 분야는 사용 전압 차이가 매

우 커서, 이를 전환해주는 전력 컨버터가 필요하고, 트랜스포머 같이 큰 수동 소자는 부

피나 개수를 줄이고, 집적회로를 이용해 소형화 및 비용 절감과 시스템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다. 그러나 quality factor 문제나 conversion step이 커져 발생하는 low duty-cycle 

문제가 존재한다. Switched-capacitor (SC) 컨버터는 집적이 용이하고, 50% duty-cycle로 작

동하는 이점이 있지만, 최대 입력 전압이 충분히 높지 않고 기생 성분 문제 및 고전압에

서 성능 저하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집적 회로 SC 컨버터를 사용하고, conversion step N을 키울 때 발생하는 

HV blocking을 위해 전력 손실이 적은 HV capacitor topology를 사용하였다. 동시에 동일 

면적의 집적 capacitor 종류 중, 더 높은 전압의 capacitor가 더 큰 dielectric 부피를 갖는

다는 것을 이용해 에너지 저장 능력 및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였다. 기존 SC 컨버터는 서

로 다른 전압과 위상으로 동작하는 capacitor를 교대로 배치한 반면, 같은 전압과 위상으

로 동작하는 capacitor를 붙여서 배치하여 sidewall capacitance가 주기적으로 바뀌지 않

게 되어 sidewall coupling에 의한 손실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기생 capacitor에 고전압이 

걸려 발생하는 컨버터 효율 저하는 buried diode를 이용해 substrate coupling을 줄였다. 

그 외에, clock 신호의 두 배 빠른 주파수의 clocked hysteretic 컨트롤러로 출력 전압을 

제어해, ripple이 줄고 부하 step에서의 droop 발생이 개선되었다. 그 결과 ripple은 14.5% 

개선되고, 최대 입력 전압 범위는 400V까지 확장되었으며(기존 연구 42V), power density

는 비교군 대비 250배 이상인 119mW/mm2에서 63.6%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또한 출력 

전력 4~220mW 범위에서 60% 이상의 효율을 보였다. 

 

그림. 4. (좌) Sidewall coupling을 줄이기 위해 제안하는 구조. (우) 급격한 부하 변화 및 입력 전

압 변화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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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EEE CICC Review 
 

성균관대학교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 석사과정 김휘원 

 

Topic : Wireline and Optical Communication Circuits and Systems 

Session 14 : High Speed Circuits and Systems for Electrical and Optical 

본 리뷰는 2022년도 CICC의 Wireline Communication을 다루고 있는 Session 14(High 

Speed Circuits and Systems for Electrical and Optical)에 대한 것이다. 

 

총 6개의 논문이 이번 session 14에서 소개가 되었다. 한국의 삼성[S14-5], 일본의 

NTT[S14-1], 대만의 TSMC[S14-4]에서 각각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나머지 세 편의 

논문은 캐나다의 Univ. of Toronto[S14-2], 중국의 Xi’an Jiaotong Univ.[S14-3], 미국의 Texas 

A&M[S14-6]에서 각각 발표되었다. 

 

발표된 6개의 논문은 순서대로 250-nm InP-HBT[S14-1], 16-nm CMOS[S14-2], 40-nm 

CMOS[S14-3], 5/7-nm FinFET[S14-4], 28-nm CMOS[S14-5], 22-nm FinFET[S14-6] 공정에서 

칩으로 제작되었다.  

 

소개된 6편의 논문을 주제별로 살펴본다면, [S14-1]은 InP-HBT AMUX/ADEMUX Circuits 

for optical transceivers, [S14-2], [S14-3]에서는 각각 PAM-4 TIA와 BM-TIA(Burst Mode TIA), 

[S14-4]에서는 3DIC의 interconnect, [S14-5]는 PAM-4 transmitter for DRAM interface, 

[S14-6]에서는 ADC-based multicarrier receiver front end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6개 논문에 소개된 주요 idea, techniques 중 일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14-1 14-1는 InP-HBT-based ultra-broadband analog multiplexer(AMUX), analog de-

multiplexer(ADEMUX)에 관한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2:1 AMUX, 1:2 ADEMUX는 

optical transceiver의 analog-to-digital converters(ADCs), digital-to-analog 

converters(DACs)의 analog bandwidth를 증가시켜서 channel의 transmission capacity가 1 

Tb/s 이상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   



#14-5 14-5는 DRAM interface를 위한 60-Gb/s/pin single-ended PAM-4 transmitter에 관

한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transmitter는 4-to-1 MUX based 2-tap Feedforward 

Equalizer(FFE), thermometer switching을 이용한 impedance matching이 가능한 main 

driver, low-voltage swing terminated logic(LVSTL)과 pseudo open drain(POD) 동작에서 높

은 선형성을 가지는 output driv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VT variation과 

BER 증가 등으로 인한 내부 clock path의 skew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timing skew 

training scheme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output driver의 power consumption을 줄이기 위

한 low power maximum transition avoidance(LPMTA) encoding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1] Timing skew training scheme(top) & low power maximum transition avoidance(LPMTA) 

encoding(bottom) 

 

#14-6 14-6은 jitter-robust한 40Gb/s ADC-Based Receiver Front-End에 관한 논문이다. 최

근에 많이 소개 되었던 고속의 ADC-Based receiver들은 modulation 방법으로 

technology scaling에 유리한 Pulse Amplitude Modulation(PAM)를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

서도 고속의 인터페이스에 유리한 PAM-4 방식이 널리 선택되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data rate 때문에 baseband의 pulse width가 매우 짧아지면서 기존 PAM 방식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고 clock jitter에도 매우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multicarrier signaling 방식을 이용하여 동일한 BER에서 PAM-4 시스템(600fs) 대비 

약 3배의 rms jitter(1.6ps)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처럼 

multicarrier는 baseband에 4GS/s PAM-4, mid-band에 4GS/s QAM-16 on 4GHz, high-band

에 4GS/s QAM-16 on 8GHz의 3개 band로 구성되고 총 40Gb/s의 data rate를 지원하게 

된다. 

        
 

[그림 1] Multicarrier RXFE(Receiver Front-End) Architec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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