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어러블이나 웨어러블 같은 극소형 디바이스에 대

해서 소비자들은 크기는 되도록 작으면서 배터리 

시간은 오래 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디바이스 크기를 

작게 하려면 배터리 용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글

에서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서 

SIMO(single-inductor multiple-output)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한다.

SIMO 아키텍처와 낮은 대기전류로 공간 제약적 전

자제품의 배터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SIMO 기술과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

는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이 글에서는 SIMO 레귤레이터를 채택함으로

써 기존 솔루션과 비교해서 절반 미만의 공간으로 동일

한 기능을 달성하면서, 전력 소모와 부품 수는 줄이는 

전원 관리 IC(PMIC)를 소개한다.

극소형 디바이스의 배터리 시간 요구 충족

이어버드(earbud) 같은 디바이스를 장시간 착용할 

때 중간에 다시 충전을 해야 한다면 무척이나 성가실 것

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히어러블, 웨어러블, 여타

의 배터리로 작동되는 극소형 전자 디바이스에 대해서 

Consumers expect hearables, wearables, and 

other ultra-small electronic devices to be 

long on battery life despite their tiny form factor. 

Yet, clearly, the device size does limit the battery 

capacity. This paper discusses how to gain some 

of that space back by using a switching regulator 

based on a single-inductor multiple-output (SIMO) 

power converter architecture.

The SIMO architecture, along with the regulator’s 

low quiescent current, enable the IC to extend 

battery life for space-constrained electronic 

products. 

This paper will help you gain a deeper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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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의 벅-부스트 스위칭 레귤레이터 아키텍처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제약적인 폼팩터를 

충족하려면 작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며, 이

러한 배터리로 다음 충전 때까지 되도록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다가 이러한 디자인을 이루는 

서브시스템들의 각기 다른 다양한 전압 요구를 충족해

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적합한 솔루션이 바로 SIMO 아키

텍처이다. 많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외부 여러 소자들

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SIMO 아키텍처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SIMO 아키텍처

기존의 다중 스위칭 레귤레이터 토폴로지는 각각의 

스위칭 레귤레이터로 각기 인덕터를 필요로 한다(그림 

1). 인덕터는 크기가 크고 비싸므로 소형 폼팩터 제품에 

사용하기에는 불리하다. 또 다른 방법은 선형 레귤레이

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선형 레귤레이터는 빠르고, 컴

팩트하고, 잡음이 낮으나, 전력 소모가 높다. 또 다른 대

안으로는, 다중의 LDO와 DC-DC 컨버터를 함께 사용

하는 하이브리드 기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구성은 전력 

소모와 열 발산은 중간 정도이나 LDO만 사용하는 것보

다는 디자인의 크기가 커진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벅-부스트(buck-boost) SIMO 

standing of SIMO technology and how it works. 

You will also learn about power management 

ICs (PMICs) featuring the SIMO regulator that 

reduce power dissipation and overall component 

count, while providing the same functionality of 

traditional solutions in less than half the space.

Meeting the Battery Life Demands of 

Tiny Devices

When you wear your earbuds for a long hike 

or an afternoon working on a big project, you 

don’t want to be interrupted by having to stop and 

recharge the earpieces. You expect your hearables, 

wearables, and other tiny, battery powered 

electronic devices to perform reliably over long 

periods of time. 

From a design standpoint, these user 

expectations are a tall order to meet. The form 

factor constraints dictate the need for a small Li+ 

battery, which must last a long time between 

charge cycles and be utilized sparingly. Power 

supplies, in turn, must meet the distinct and diverse 

voltage requirements of the sub-systems within 

the design.

The SIMO architecture provides an optimal 

solution for these systems, integrating 

functionality that would otherwise 

require multiple discrete components. 

Let’s take a closer look at what a 

SIMO architecture is and how it 

works for buck-boost regulators. 

SIMO Architecture

In a traditional multiple sw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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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IMO 아키텍처 블록 다이어그램



regulator topology, each switching regulator needs 

a separate inductor (Figure 1). The inductors are 

physically large and costly, and this is a disadvantage 

for small form factor products. The other option 

is to use linear regulators, which are fast, compact, 

and low noise, but have higher power dissipation. 

There’s also the hybrid alternative of using multiple 

low-dropout regulators (LDOs), in conjunction 

with DC-DC converters. However, while this 

configuration would result in intermediate power 

and heat dissipation, it still yields a larger design 

than LDOs alone.

The featured buck-boost SIMO converter can 

regulate up to three output voltages over wide 

output voltage ranges using a single inductor. The 

buck-boost topology helps to better utilize the 

inductor since it requires less time to service each 

channel as compared to a buck-only SIMO.

The weakness of a buck-only SIMO is magnified 

as one or more output voltages approaches the input 

voltage. A buck-only SIMO will suffer when an 

컨버터는 하나의 인덕터로 3개까지의 출력 전압을 레귤

레이트할 수 있다. 벅-부스트 토폴로지는 벅(buck) 기

능만 제공하는 SIMO에 비해서 각기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더 적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인덕터를 더 잘 활

용할 수 있다. 벅 기능 SIMO 는 출력 전압이 배터리 전

압에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된다. 인덕터를 너무 오래 

필요로 함으로써 다른 채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LDO로는 절대로 부스트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SIMO는 하나의 인덕터를 필요로 하므로 최소한 하나

의 부스트 전압을 필요로 하는 솔루션은 거의 언제나 

벅-부스트 SIMO 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 인덕터 포화 

전류(Isat)는 인덕턴스가 70%로 떨어졌을 때의 전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코어 소재 및 구조로 인덕터 

코어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SIMO 아키텍처는 하나

의 인덕터를 사용하므로 각기 별도의 DC-DC 컨버터

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제공

한다:

  시스템이 허용하는 한에서 (Z축) 높이에 대한 제약

이 줄어든다.

  기존 솔루션과 비교해서 여러 인덕터를 사용할 필

요가 없으므로 비용을 절감하고 풋프린트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 시간에 각기 다른 기능들이 동시적으로 사

용되지 않으므로 시간 다중화를 할 수 있다. 이 기

능은 특히 총 전원 전류가 각기 출력 요구량을 합

친 것보다 낮을 때 유용하다. 예를 들면 이벤트들

이 각기 다른 레일 전압을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발

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시스템의 경우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나서 기능을 작동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무선에 쓰이는 전력과 기능 작동에 쓰이는 전력

이 각기 다른 시점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SIMO 인

덕터에 필요로 하는 총 Isat(인덕터 포화 전류)은 각

기 별도의 컨버터들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적다.

  RMS(인덕터 전류 정격) - 채널들을 시간 다중화 

하지 않더라도, 피크 전력 소모가 동시적으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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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으므로, 이 점이 또한 총 인덕터 Isat 요구량

을 낮출 수 있다.

SIMO 아키텍처의 한계점 극복

SIMO 아키텍처라고 단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설

계 시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출력 전압 리플

이 높을 수 있다. 단일 인덕터를 사용해 다량의 에너지

를 출력에 번갈아 가면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SIMO가 높은 부하를 제공해야 할 때는 시간이 제한

적일 수 있으며 각 채널 간 지연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출력 전압 리플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더 큰 

용량의 커패시터를 사용함으로써 풋프린트/BOM 이점

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출력 전압 리플 요인

을 상쇄시킬 수 있다.

Maxim이 새롭게 출시한 전원 관리 IC(PMIC)인 

MAX77650과 MAX77651은 바로 이와 같은 한계점들

을 극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 PMIC 제품은 마이크

로전력 SIMO 벅-부스트 DC-DC 컨버터를 사용해서 

설계되었다. 이들 PMIC는 오디오 같은 잡음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리플이 작은 150mA LDO가 포

output voltage approaches the battery voltage. At 

this time, a buck-only SIMO requires the inductor 

for too much time, which impacts other channels.

Sometimes, an inductor cannot be avoided in 

the system. Even though they are small, an LDO 

can never provide a boost feature by itself. Since 

the SIMO requires only one inductor, solutions that 

require at least one boost voltage are almost always 

better with a buck-boost SIMO.

The inductor saturation current (Isat), a measure 

of electrical current when the inductance drops to 

70% of its value, is determined by the inductor’s 

core size for a given core material and construction. 

Using one inductor in a SIMO architecture offers 

various advantages versus using separate DC-DC 

converters:

  When allowed by the system, you can better 

utilize Z-height 

  Cost savings and footprint are improved since 

you don’t have to use as many inductors a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solution

  Time multiplexing, when different features are 

often not used simultaneously. This benefit 

manifests when the total supply current is 

less than the sum of the individual output 

requirements. For example, you might have 

events that happen sequentially using different 

rail voltages. In some Bluetooth systems, for 

instance, data can be downloaded before it 

activates a function. That means the power 

associated with the radio are on at different 

times than the activated function(s). Thus, the 

total Isat required for the SIMO inductor is less 

than would be required for separate converters.

  RMS (current rating for inductors)? even 

though channels are not time-multiple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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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다.

또한 SDA(serial data line) 및 SCL(serial clock 

line)과 직렬로 선택적으로 저항(24Ω)을 사용하면 신

호 열화 및 언더슈트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디바이

스 입력을 버스 라인으로부터의 고전압 스파이크로

부터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레귤레이터가 대

기 전류가 낮으므로(출력당 1 A) 최종 어플리케이션

의 배터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들 IC는 항상 

DCM(discontinuous conduction) 모드로 동작하므로 

매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인덕터 전류가 제로가 됨으로

써 이 점이 또한 열화를 최소화하고 발진을 방지한다.

SIMO 컨버터는 전체적인 배터리 전압을 잘 활용

할 수 있다. 벅-부스트 구성으로 각 출력에 입력 전압

보다 높거나, 낮거나, 또는 동일한 출력 전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출력으로 피크 인덕터 전류를 프

로그램할 수 있으므로, 효율, 출력 리플, 전자기 간섭

(EMI), PCB 디자인, 부하 용량 같은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들 IC는 3.3V 출력에서 85% 이상의 효율을 

발휘한다.

이러한 SIMO 아키텍처를 활용함으로써 낮은 전력 

소모와 폼팩터를 둘 다 충족할 수 있다. 낮은 전력 소모

는 많은 열을 감당하지 못하는 극소형 어플리케이션에 

특히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3은 MAX77650 PMIC

가 DC-DC 컨버터와 다중의 LDO를 함께 사용하거나 

the peak power consumption of features often 

doesn’t happen at the same time, which can 

also lower the total inductor Isat requirements 

Overcoming SIMO Architecture Compromises 

Using a SIMO architecture is not without 

tradeoffs. As such, a thoughtful approach to the 

design is important. For example, the output 

voltage ripple will often be higher because there 

is a single inductor providing buckets of energy to 

alternate outputs. Also, as a SIMO is heavily loaded, 

it becomes time-limited and there can be delay in 

servicing each channel, which can further increase 

output voltage ripple. Using larger output caps 

offsets these sources of output voltage ripple while 

maintaining a net footprint/BOM advantage. 

New power management ICs (PMICs) from 

Maxim, the MAX77650 and MAX77651, provide 

a careful balance of these tradeoffs. These PMICs 

were designed with micropower SIMO buck boost 

DC-DC converters. An integrated 150mA low-

dropout regulator (LDO) in the PMICs provides 

ripple rejection for noise-sensitive applications 

such as audio. 

Optional resistors (24Ω) in series with serial 

data line (SDA) and serial clock line (SCL) minimize 

crosstalk and undershoot on bus signals, while also 

protecting device inputs from high-voltage spikes 

on the bus lines. Every block in these regulators has 

low quiescent current (1 A per output),

which helps extend the end application’s battery 

life. Since the IC always operates in discontinuous 

conduction (DCM) mode, the inductor current goes 

to zero at the end of each cycle to further minimize 

crosstalk and prevent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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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X77650 PMIC는 열 발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풋프린트가 
작으므로 히어러블이나 웨어러블 같이 배터리로 작동되면서 공간 제
약적인 디바이스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는 단순히 다중의 DC-DC 컨버터를 사용한 구성들

과 비교해서 열 발산과 폼팩터 면에서 어떻게 더 나은지 

보여준다.

MAX77650/1의 SIMO 제어는 고유의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모든 출력이 제시간에 적절히 지원되도록 한

다. 어떤 레귤레이터가 사용되지 않으면 컨트롤러에서 

이 레귤레이터를 저전력 상태로 전환한다.

그러다가 어떤 레귤레이터가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

로 감지되면 인덕터를 피크 전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충전한다. 그리고 인덕터 에너지가 해당 출력으로 방전

되어서 전류가 다시 0에 도달한다. 다중의 출력 채널을 

동시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는 컨트롤러가 어느 한 출력

이 스위칭 사이클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출력을 번갈아 가면서 지원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출력은 건너뛴다. 또한 

SIMO 아키텍처는 소프트 스타트 기능을 제공하므로 

과도 전류를 최소화한다. 소프트 스타트 기능은 스타트

업 시에 출력 전압 슬루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시

스템 주변장치들이 제시간에 완전히 파워다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SIMO 벅-부스트 채널에 동적 방

전 기능을 포함하였다. 이로 인해 각 SIMO 출력은 독립

적으로 SIMO 레귤레이터의 상태에 따라서 이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된다. 또한 원하면 이러한 동적 방전 기

능을 I2C를 통해서 정지시킬 수 있다.

전원 성능: SIMO vs 기존 아키텍처

그림 4는 MAX77650을 사용한 전원 트리의 블록 다

이어그램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4개 부하 중에

서 3개는 고효율 SIMO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연결된다. 나머지 한 부하는 2.05V 

SIMO 출력으로부터의 LDO로 구동되며 90.2% 효율

(1.85V/2.05V)을 달성한다.

표 1은 기존 아키텍처와 SIMO 아키텍처의 전원 성

능을 비교하고 있다. (글 끝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 

솔루션 ‘SIMO를 사용해서 히어러블의 배터리 시간 연

The SIMO converter utilizes the whole battery 

voltage range, as each output has the benefit of 

being a buck-boost configuration, which creates 

output voltages that are above, below, or equal to 

the input voltage. Since peak inductor current for 

each output is programmable, you can optimize 

the balance between efficiency, output ripple,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PCB design, 

and load capability. Efficiency on these ICs is rated 

at more than 85% at 3.3V output.

This SIMO architecture finds the optimal 

balance between low power consumption and 

form factor. The low power consumption is 

extremely important for very small applications 

that are unable to dissipate much heat. Figure 3 

illustrates how the MAX77650 PMIC is optimal in 

terms of heat dissipation and form factor compared 

to configurations utilizing DC-DC converters 

with multiple LDOs or simply multiple DC-DC 

converters.

The SIMO control scheme in the MAX77650/1 

involves a proprietary controller that ensures that 

all of the outputs get serviced in a timely manner. 

If there aren’t any regulators requiring service, the 

state machine simply rests in a low-power state. 

Once the controller recognizes that a regulator 

needs service, it charges the inductor until the peak 

current limit is reached. Subsequently, the inductor 

energy discharges into the associated output until 

the current reaches zero. Should multiple output 

channels require servicing simultaneously, the 

controller ensures that no output utilizes all of the 

switching cycles. What happens instead is, the 

cycles interleave between all of the outputs that 

require service.

The outputs that don’t need service are sk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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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링크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Maxim은 SIMO Calculator를 제공하므로, 이

를 사용해서 다양한 조합의 SIMO 파라미터들을 시험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Calculator’ 관련 링크 참조. 

SIMO 출력 전압 리플은 다음에 따라서 결정된다:

ⓐ 출력 커패시터

ⓑ 인덕턴스

ⓒ 출력 전압 설정

ⓓ 피크 전류 한계 설정

SIMO 가용 출력 전류는 다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 입력 전압

ⓑ 출력 전압

ⓒ 피크 전류 한계 설정

ⓓ 다른 SIMO 채널들의 출력 전류

SIMO 스위칭 주파수는 다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 입력 전압

ⓑ 출력 전압

ⓒ 피크 전류 한계 설정

The SIMO architecture also offers a 

soft-start feature, which minimizes 

inrush current. This soft-start feature is 

implemented by limiting the slew rate 

of the output voltage during startup. 

For complete, timely power down 

of system peripherals, each SIMO 

buck boost channel has an active-

discharge feature that is automatically 

enabled independently for each SIMO 

channel based on the status of the SIMO 

regulator (the active-discharge feature 

can also be disabled via I2C).

Power Performance: SIMO vs. 

Conventional Architecture

Figure 4 shows a block diagram for 

a possible power tree utilizing the MAX77650. As 

you can see, three of the four loads connect to the 

Li+ battery via the high-efficiency SIMO switching 

regulator. The fourth load is powered by the LDO 

from the 2.05V SIMO output, achieving 90.2% 

efficiency (1.85V/2.05V). 

Table 1 compares power performance between 

a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e SIMO architecture. 

(Please refer to the Design Solution, “Hearables Get 

Longer Life with SIMO” link included in the Learn 

More section below for additional insights.)

A SIMO calculator is available to help you explore 

the tradeoffs associated with SIMO parameters. 

See the Learn More section below for a link to the 

calculator. 

The SIMO output voltage ripple is a function of:

ⓐ Output capacitor

ⓑ Indu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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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AX77650을 사용한 전원 트리 예. 각 레귤레이터의 출력 전압, 부하 전류, 
효율, 전력 소모를 볼 수 있다.

표 1. SIMO 아키텍처 대 기존 아키텍처 전원 성능 비교



ⓓ 인덕턴스

이 스프레드시트 기반 툴의 ‘Calculator’ 탭에서 해당 

칸들로 시스템 파라미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

면 가장 적당해 보이는 값은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표시

되고, 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파라미터는 빨간색 하이

라이트로 표시된다. ‘Comments’ 부분에서는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

한다.

맺음말

히어러블이나 웨어러블 같이 극히 작은 크기로 배터

리로 작동되는 디바이스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서 긴 배터리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존의 

벅-부스트 토폴로지와 비교해서 SIMO 아키텍처는 부

품 수를 줄이고 배터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글에

서는 SIMO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채택함으로써 이와 

같은 공간 제약적인 극저전력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

기에 적합한 PMIC를 소개하였다. SN

ⓒ Output voltage setting

ⓓ Peak current limit setting

The SIMO available output current is a function 

of:

ⓐ Input voltage

ⓑ Output voltage

ⓒ Peak current limit setting

ⓓ Output current of the other SIMO channels

The SIMO switching frequency is a function of:

ⓐ Input voltage

ⓑ Output voltage

ⓒ Peak current limit setting

ⓓ Inductance

On the calculator tab of this spread sheet based 

tool, you can simply enter the system parameters in 

the corresponding values cell within the top section 

of rows. 

The calculated values that are deemed the most 

interesting are highlighted in yellow. If a parameter 

is considered to be outside the normal region, 

the cell will be highlighted in red. The comments 

section provides guidance on ways to enhance your 

design.

Summary

For hearables, wearables, and similarly small, 

battery-operated electronics, long battery life 

is essential for customer satisfaction. Compared 

to traditional buck-boost topologies, the SIMO 

architecture reduces component count and often 

extends battery life. This paper examined PMICs 

integrated with SIMO switching regulators that are 

ideal for meeting the challenges of ultra-low-

power, space-constrained applications.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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