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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o 세계 가스센서 시장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5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독성가스 검출센서가 

전체 가스센서 시장에서 절반이상(55%)의 점유율로 큰 수요를 보이고 있음.

o 환경 센서는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 및 온습도 등으로 실내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핵심 부품으로 응용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여러 종류의 센서가 탑재되게 되므로 이러한 센서를 최소한의 ROIC(Read-Out Integrated 

Circuit)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듈의 사이즈 및 전력소모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넓은 측정변동비를 갖는 임피던스 모니터링 IC 제작

□ 주요내용

o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센서의 임피던스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레퍼런

스 저항을 이용하여 임피던스 감지 네트워크를 통해 수백 ~ 수백k ohm의 범위를 측정 가능한 임피던

스 모니터링 회로 설계 및 제작. 

o 회로를 low power로 제작하여 낮은 전력소모를 갖도록 설계 및 제작.

주요실적 / 구현결과

Impedance Monitoring IC 블록도

Impedance Monitoring Die Photo

o Impedance Spectroscopy IC는 65nm CMOS 공정

으로 설계되었으며 IDEC의 MPW를 통해 제작되었

음.

o Quadrature Receiver구조를 사용하여 센서의 임

피던스중 복소 임피던스까지 측정 가능하도록 설

계하였으며 I/Q Path의 LO신호 사이에 Crosstalk을 

완화하기 위하여 25% duty의 LO를 적용하였음. 이

를 통해 복소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하며 더 정확한 

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함. 

o 1.2V의 Supply Voltage에서 6.2mW의 적은 전력

을 소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0.44mm2의 적은 면적

을 차지하도록 설계되었음.



주요실적 / 구현결과

Simulation Result

측정용 PCB

o 측정이전에 높은 정확도를 갖는 외부 저항 및 

커패시터로 내부 Parastic성분에 대한 Calibration을 

진행하도록 설계하여 더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음.

o Post-layout Simulation결과 저항 100~100k ohm범

위 및 커패시터 100f ~ 10p F의 범위에서 2%이하

의 오차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구현한 

칩을 대상으로 측정 진행 중.

o 국내 특허 출원 

[임피던스 모니터링 장치 및 이의 동작방법], 

출원번호: 10-2020-0065963.

 o 국내 학술대회

A Wide-band Impedance Monitoring IC를 주제로 

2021년 KCS(한국반도체학술대회) 참가예정.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다양한 센서들은 각각 다른 임피던스 type 및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각각의 센서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ROIC의 필요성이 존재함.

o 본 연구에서 진행한 넓은 범위의 임피던스를 감지 할 수 있는 임피던스 모니터링 회로를 통해 여러 

종류의 센서의 신호를 처리하는 다중입력 ROIC를 구현하여 센서 관리의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전체 네트워크의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다양한 센서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전체 IoT 센서의 크기 및 외장 부품을 감소시킬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