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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디자인의 통합은 유지하면서 단일 디바이스로 아날로그 및 디지털 모두에 더
많은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 세대의 아날로그 구성요소들 보다 더욱 정밀한 아날로그
구성요소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 (mixed-signal microcontrollers)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활용하면 설계 과정을 통해 BOM 비용 절감, 보드 면적 절약, IP 보호 및 변경을 위한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설계가 가능해 진다. 이제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20-bits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ADC와 낮은
오프셋 전압과 0.1%의 전압 레퍼런스를 가진 증폭기를 가진다.
이전 세대의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설계에서 향상된 차원의 통합기능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러한 특징의 아날로그
구성요소들은 종종 많은 설계 작업을 위한 충분한 정밀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Low-end 아날로그 설계는 통합으로 인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mid-end와 high-end 설계는 여전히 외부 아날로그 구성요소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세대의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그들의 아날로그 구성요소를 향상시켰으며, 그로 인해 mid-end 및 일부 high-end 설계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시그널 모두를 통합하는 디바이스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설계는 진정한 system-on-a-chip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ADC, DAC, comparators, mixers, amplifiers, filters,

voltage references를 통합함으로써 단일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설계와 컨트롤 시스템의 완전한 아날로그 front end가 될 수 있다. 설계는 2개 센서의 input을 가질 수
있으며 시그널을 증폭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디바이스에 의해 직접 구동되는 LCD에 표시되도록 계량한다. 이러한 한
사례는 완전한 system-on-a-chip 설계인temperature compensated gas meter일 것이다.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는 주요 장점들 중 하나는 아날로그 IP 보호이다. 개별 적인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복잡한 아날로그 설계는 경쟁업체들에 의해 역으로 설계될 수 있다. 이용된 구성요소 리스트는 쉽게 결정될 수 있으며,
시그널은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아날로그 front end를 효과적으로 변하게 하여 oscilloscope로 읽을 수 있다. 만일 이 디자인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조정하기 위해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디자인을 블랙 박스 상태로 되게
한다.
아날로그 시그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쟁업체는 디바이스로의 입력 만을 볼 수 있으며 사용된
구성요소들과 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그들의 세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통찰은 가지고 있지 않다. 좋은
디자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활용한다: 우수한 디자인은 그들의 IP를 보호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식을 채택한다.
싸이프레스의 PSoC 3과 PSoC 5 디바이스와 같은 확실한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또 다른 혜택은 이들 디바이스가
시그널 라우팅 (routing)에 대한 우려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PCB 상에 traces를 펼칠 때 설계자들은 노이즈-유도 시그널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적절하게 그러한 것들을 민감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들 디바이스를 프로그램 하기 위해 사용된 소프트웨어
툴들은 아날로그 시그널을 위한 최적의 통합성 제공을 위해 자동으로 내부 시그널 모두의 루트를 정한다. 그로 인해 시스템
설계자들은 프로젝트의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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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설계에서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해 준다. ADCs, DACs, comparators, amplifiers, mixers,
voltage references, analog MUXs 등의 통합은 BOM의 감소를 가능하게 한다. 디바이스가 보다 범용의 아날로그 구성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외부 구성요소는 분명 필요치 않으며 비용 또한 절약된다. 같은 측면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더 이상 보드상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PCB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으며 더 많은 비용도 절약된다. 이와 함께, 보드상의 더 적은 구성요소들은
설계자가 traces와 함께하는 노이즈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설계 시간을 더 적게 소모하게 하면서 경로 지정이
간편해진다. 혼합-시그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포함된 아날로그 구성요소들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시작함으로써 더
많은 설계가 systems-on-chips으로써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요리 온도계는 새로운 고-정밀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어떻게 이전 세대의 간결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K 타입의 온도센서는 ~40µV/ºC의 output을 제공하는 temperature
probe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Output이 필요한 범위용으로 작은 관계로 시그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 아주 정밀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Thermocouple output은 절대적으로 측정되며 따라서 thermistor에 의해 (thermistor가 ratiometric measurement를
제공함에 따라) 구현되는 신중한 junction reading 이 또한 요구된다.
이전 세대의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열전대 (thermocouple)를 적절히 측정하기 위해 일부 외부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내부 전압 레퍼런스 인사이드가 평균 3%로 정확하기 때문에 외부 정밀
레퍼런스가 요구된다. 0.1%의 정확 한 전압 레퍼런스는 보통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 전압 레퍼런스는 scale reference
point로서 사용되며, thermocouple input으로 뿐만 아니라 컨트롤러의 ADC로도 공급된다. ADC는 따라서 적절한 읽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열전대와 전압 레퍼런스 읽기 사이를 교차한다. 열전대의 output이 작기 때문에 amplifier는 ADC의 해상도에
따라 시그널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Thermistor의 output은 thermal reference로 읽히며, 열전대의 output은
이러한 측정에 더해진다. 아래 그림 1은 이러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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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정밀하지 못한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한 열전대 읽기의 블록 다이아그램
새로운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열전대 output을 측정하기 위한 설정은 아주 간단하다. 이러한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일부는 0.1% 의 전압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싸이프레스의 PSoC 3과 같은 아주 정밀한 전압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외부 레퍼런스는 필요 없다. ADC는 측정을 위해 내부 레퍼런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설계자는
열전대를 정확하게 읽기 위한 추가 설정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는 아래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만일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스가 고 해상도의 ADC를 또한 가지고 있다면 전환이 충분한 신호 단위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증폭 단계는 제거될 수
있다. 싸이프레스의 PSoC 3 디바이스는 1µV 아래로 1.0V 범위의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는 20-bit Delta-Sigma ADC를 가지고
있다. 고-정밀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사용은 설계가 덜 복잡하게 됨으로써 설계자들이 그들의 설계에 보다 적은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 이는 결국 보드 면적과 비용을 절약 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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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새로운 고 정밀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한 열전대 읽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결론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설계자들이 그들의 설계를 간단하게 하고 IP를 보호하며, 외부
구성요소의 필요성을 줄이고 그들이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value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디바이스에서
아날로그 구성요소의 향상된 품질은 설계자들에게 그들의 설계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유한 방식을 가능하게 해 준다. 앞서 논의한 열전대 (thermocouple)의 사례는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다양한 레벨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신 세대의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어떻게 디자인을 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혼합-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광범위한 디자인 분야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보다 향상된 아날로그 성능을 가진 이들 디바이스의 최신 세대는 이러한
성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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