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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정 임피던스 샘플링 스위치(A CONSTANT IMPEDANCE SAMPLING SWITCH)

요약
입력 신호의 순간 레벨에도 불구하고 입력 신호(Vin)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정한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샘
플링 스위치는 입력 신호(Vin)를 샘플링 회로(Vout)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단일 MOS 트랜지스터
(326)를 포함한다. 비 샘플링 간격동안, MOS 트랜지스터(326)는 회로에 의해 비 전도된다. 샘플링 간격동
안, MOS 트랜지스터에 대한 게이트 신호는 MOS 트랜지스터(326)가 전도되도록 순간 입력 신호(Vin)의 전
위에 의해 부트스트랩된다. 따라서, 입력 신호(Vin) 및 MOS 트랜지스터(326)의 전압 차는 진폭의 비교적
넓은 범위 상에서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남는다.

대표도
도3
명세서
일정 임피던스 샘플링 스위치(A CONSTANT IMPEDANCE SAMPLING SWITCH)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3도는 제2도의 비교기 회로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일정 임피던스 샘플링 스위치의 개략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질적으로 입력 신호의 순간 레벨에도 불구하고 입력 신호에 대한 실질적으로 일정한 임피던스를 나타내
는 일정 임피던스 샘플링 스위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를 샘플링 회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위하여
제어신호에 응답하는 전기 제어 스위치; 상기 일정한 임피던스 샘플링 스위치에 의해 샘플링 시퀀스를 시
작하기 위하여 스위칭 신호를 수신하는 단자; 상기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저장된 전위를 생성하는 사전
충전 회로; 및 상기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여 전기 제어 스위치에 관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저장
전위를 입력 신호에 결합하는 부트스트랩핑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정 임피던스 샘플링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 제어 스위치는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결합된 소스 전극. 샘플링 회로
에 결합된 드레인 전극 및 제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결합된 게이트 전극을 가지는 단일 M0S 트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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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고 스위칭 신호의 대응 변환에 관하여 지연되는 변환을 가지
는 제1 및 제2지연 스위칭 신호를 생성하는 타이밍 회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사전 충전 회로는 저장 전
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제1지연 스위칭 회로에 응답하고 상기 부트스트랩핑 회로는 상기 저장 전위를 입력
신호에 결합하기 위하여 제2지연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
청구항 4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단자; 출력 신호를 제공하기 의한 출력 단자; 입력 단자 및 출력 단자 사
이에서 한정되고, 제어 전극에 제공된 제어 신호 및 입력 신호 사이 상대적 진폭 차에 응답하여 제어되는
전도 채널을 가지는 스위칭 수단; 상기 스위칭 수단용 제어 신호를 생성하기 의한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데, 상기 제어 수단은, 스위치가 전도될 때 소정 기준 신호에 관한 제1값 및 스위치가 비 전도될 때 소정
기준 신호에 관한 제2값을 가지는 제1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사전 충전 수단; 소정 신호로부터 입력 신호
로 제1신호를 참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준 신호를 변화시키고 상기 변화된 기준 신호를 가지며 제어 신
호로서의 제1신호를 제공하기 의한 입력 단자에 결합된 부트스트랩핑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일정 임피던스 스위칭 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스위치가 전도될 때 제1상태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2상태에 있는
스위칭 신호를 수신하기 위간 수단; 및 스위칭 신호의 대응 변환에 관련하여 제1 및 제2시간 량에 의해
지연되는 변환을 가지는 제1 및 제2지연 스위칭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는 수단을 포
함하고, 상기 사전 충전 수단은 제1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2상태의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고 소정 기준
신호로부터 제1신호를 분리하기 위한 제1지연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고, 상기 부트스트랩핑 수단은 제1신
호를 상기 입력 신호에 결합하고 제1신호를 스위칭 수단에 제공하기 위한 제2지연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수단은 각각의 소스 및 드레인 전극 사이에 한정된 전도 채널을 가지며 제
어 전극으로서 게이트 전극을 가지는 N-채널 금속 산화를 반도체(NMOS) 트랜지스터이고, 사전 충전 수단
은, 제1 및 제2단부를 가지는 캐패시터; 캐패시터의 제1단부 및 상대적 양의 전위 소스 사이에 결합되고,
상기 캐패시터의 제1단부를 상대적 양의 진위의 소스 및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중 하나에 선택
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제1지연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는 제1스위치; 및 캐패시터의 제2단부 및 상대적 음
의 전위 소스 사이에 결합되고, 상기 제2스위치는 상기 캐패시터의 제2단부를 상대적 음의 전위 소스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제1지연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고 캐패시터의 제2단부를 입력 단자에 선택적으
로 결합하기 위한 제2지연 스위칭 신호에 응답하는 제2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대적 양의 전위 소스는 스위칭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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