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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응바이어서회로및공통모드궤환회로를갖는완전차동폴디드캐스코드씨모오스(ＣＭＯＳ)오피앰프(

ＯＰＡＭＰ)회로

요약

본 발명의 새로운 적응 바이어스 회로 및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이용한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장치는 종래의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에 부착 가능한 적응 바이어스 회로를 제안하여 직류 전력 소모

및 직류 전압 이득을 크게 유지하면서도 슬루 속도를 크게 증가시켜 OP AMP 장치의 고속 동작을 실현 할 수 있고,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입력 전압의 범위를 크게 함으로써 전체 OP AMP 장치의 선형 출력 전압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문턱 전압이 큰 디지탈 CMOS 공정을 이용하여 4V 이하의 단일 공급 전압에서도 직류 전압 이득이 매우

크고 빠른 안정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저전압용 디지탈 회로와 함께 동일 집적회로 칩 상에 아날로그 신호 처리용 

CMOS OP AMP 회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의 OP AMP 장치에 채용되는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 코드 CMOS OP AMP 회로도,

제 2 도는 제 1 도 및 제 8 도에서 각각 12, 14와 82, 84 및 NA로 표시된 nMOS 입력단 단일 출력 차동 증폭기 회로

도,

제 3 도는 제 1 도 및 제 8 도에서 각각 16, 14와 86, 88 및 PA로 표시된 pMOS 입력단 단일 출력 차동 증폭기 회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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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도는 종래의 적응 바이어스(adaptive bias) 회로를 이용한 OTA(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 회

로도,

제 5 도는 종래의 적응 바이어스 회로에 채용되는 전류 감산(current subtraction) 회로도,

제 6 도는 종래의 OP AMP 장치에 채용되는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도

제 7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 및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채용하는 본 발명의 전체 OP AMP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럭 구성도,

제 8 도는 제 7 도에 도시된 OP AMP 장치에 채용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 및 공

통 모드 궤환 회로를 이용한 완전 차동(fully differential) 폴디드 캐스코드(folded cascode) CMOS OP AMP 회로도,

제 9 도는 제 8 도에 도시된 OP AMP 장치에 채용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도,

제 10 도는 제 8 도에 도시된 OP AMP 장치에 채용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공통 모드 궤환(common

mode feedback) 회로도,

제 11 도는 제 9 도에 나타낸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의 직류 출력 단락 회로 전류(ou

tput short circuit current) 대 차동 입력 전압(differential input voltage)의 전달 특성(transfer characteristic)도,

제 12 도는 제 6 도에 나타낸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직류 출력 단락 회로 전류(output short circuit current) 

특성(1로 표시)과 제 10 도에 나타낸 본 발명에 따른 그것(2로 표시)과의 비교를 위해 도시한 직류 출력 단락 회로 전

류대 공통 모드 전압 전달 특성도,

제 13 도는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의 직류 전달(DC transfer) 특성과 제 8 도에 나

타낸 본 발명에 따른 그것과의 비교를 위해 채용된 회로도,

제 14 도는 제 1 도와 제 6 도의 회로들을 결합한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의 출력 전

압(Vo+, Vo-)대 차동 입력 전압(Vin+ - Vin-)의 직류 전압 전달(DC voltage transfer) 특성(1로 표시)과 제 8 도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의 그것(2로 표시)과의 비교도,

제 15 도는 제 1 도와 제 6 도의 회로들을 결합한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의 과도 특

성(transient characteristic)과 제 8 도에 나타낸 본 발명에 따른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의

그것과의 비교를 위해 채용된 단일 이득 궤환 형태(unity gain feedback configuration)로 구성된 회로도,

제 16 도는 제 15 도에 도시된 회로에 대해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의 과도 특성(1

로 표시)과 본 발명에 따른 그것(2로 표시)과의 비교를 위해 도시한 과도해석 특성도,

제 17 도는 제 1 도와 제 6 도에 도시된 회로들을 결합한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와 

제 8 도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CMOS OP AMP 회로의 성능을 HSPICE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요약한 표.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14, 82, 84 : nMOS 입력단 단일 출력 차동 증폭기

16, 18, 86, 88 : pMOS 입력단 단일 출력 차동 증폭기

100 :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부

200 : 적응 바이어스 회로부 300 : 공통 모드 궤환 회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저전압용의 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 이하 CMOS라 약

칭함) 연산 증폭기(operational amplifier : 이하 OP AMP라 약칭함) 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종래의 완전 차동 폴

디드 캐스코드(fully differential folded cascode) CMOS OP AMP(이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

P로 칭함) 구조에 적응(adaptive) 바이어스 회로 및 새로운 공통 모드 궤환 (common mode feedback) 회로를 이용

한 CMOS OP 앰프 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저전압용 집적 회로 CMOS OP 앰프의 설계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의 폴디드 캐스코드(folded cascode) C

MOS OP 앰프 구조에 새로운 공통 모드 궤환(common mode feedback) 회로를 추가하여 전체 OP 앰프 출력 전압의

선형 동작 범위를 최대한으로 증가시켰고, 또 적응 바이어스(adaptive bias) 회로를 첨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

여 슬루(slew) 속도를 빨리 함으로써 동작 속도를 빠르게 하였다. 또한 종래의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앰프 구조

를 채택함으로써 큰 직류 전압 이득(DC voltage gain)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문턱 전압(threshold voltage) 값

이 큰 현재 상용되고 있는 디지탈 CMOS 공정을 이용하여도 공급 전압이 4 볼트 이하인 저전압 회로에서 용량 부하(c

apacitive load)에 대해 큰 직류 전압 이득을 가지고 고속으로 동작하는 CMOS OP 앰프를 설계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OP 앰프는 종래의 디지탈 CMOS 용 반도체 공정을 사용하는 저전압 디지탈 회로와 함께 같은 칩

에 들어가는 영상 신호용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스위치를 이용한 캐패시터 필터(switched capacitor filter), 디스

크 드라이버 제어기 회로 등의 고속 아날로그 신호 처리 회로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탈 CMOS 공정을 이용하여 단일 2.4V 공급전압을 가지는 저전압 영상 처리용의

신호 샘플 속도가 20MHz 이상인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회로 제작에서, 출력 전압의 선형 구간이 크고 직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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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100 데시벨 이상되고 안정시간(settling time)이 짧은 고속 OP 앰프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본 발명을 착안하게

되었다.

본 발명의 이러한 CMOS OP AMP 회로는, MOS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 크기가 0.6V 에서 1V 구간인 현재 보편적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탈 CMOS 집적회로 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4V 이하의 단일 공급 전압에서도 동작하는 

고속의 CMOS OP AMP를 제작함으로써 저전압 디지탈 회로와 같은 칩에 구현되는 고속의 아날로그 신호처리 회로

들, 예를 들면, 밧데리 사용 시간의 제한으로 저전압 저전력 집적회로를 필요로 하는 멀티 미디어용의 휴대용 장비 등

에서 영상 신호용의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 제작 등에 사용될 수 있다.

(1)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OP 앰프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를 도시한 제 1 도에 있어서, 두개의 입력 전압 단자 (Vin+, 

Vin-), 두개의 출력 전압 단자(Vo+, Vo-), 두개의 공급 전압 단자(Vdd, Vss), 네 개의 직류 바이어스 전압 단자(A, B

, C, D), 한 개의 공통 모드 궤환 전압 단자(VCM), NA로 나타낸 두개의 OP AMP (12,14)와 PA로 나타낸 두개의 OP 

AMP(16,18)와 일곱 개의 nMOS 트랜지스터 (M1, M2, M3, M8, M9, M10, M11)와 네 개의 pMOS 트랜지스터(M4, 

M5, M6, M7)로 구성되어 있다.

동 도에서 M1 과 M2, M4 와 M5, M6 과 M7, M8 과 M9, M10 과 M11 트랜지스터들이 각각 채널 폭(W)과 채널 길

이(L)의 비가 서로 같고, 모든 트랜지스터들이 포화 영역(saturation region)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면,

로 주어진다. 여기서 g  m1 은 트랜지스터 M1의 트랜스 콘덕턴스(transconductance) 값이고, R  0 는 출력 저항 값으

로 출력 전압 단자 Vo+와 Vo-에서 각각 OP AMP 쪽으로 들여다 본 저항 값이다. 출력 저항값 R  0 는

로 주어지는데, g  m6 와 g  m8 은 각각 트랜지스터 M6과 M8의 트랜스 콘덕턴스 값이고 r  01 , r  04 , r  06 , r  08 , r  0

10 , 은 각각 트랜지스터 M1, M4, M6, M8, M10의 출력 저항 값이고, A  V.PA , A  V.NA 는 각각 증폭기 PA와 증폭기 

NA의 전압 이득 값이고 '‖' 기호는 병렬 연결 표시이다. 따라서, OP AMP의 출력 저항값 R  0 를 캐스코드 트랜지스

터 M6, M8, M7, M9의 자체 전압 이득(intrinsic voltage gain)과 증폭기 NA와 증폭기 PA의 전압 이득의 곱만큼 증

가시킬 수 있어서, 큰 직류 전압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OP AMP 회로의 장점이다. 또한 이 OP AMP 회로는 폴

디드 캐스코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단일 스테이지(single stage) 증폭기로 동작하여 출력 전압 단자 Vo+ 와 Vo-에

연결된 부하 용량 CL을 제외하면 추가의 주파수 보상용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주파수 특성이 좋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동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 2 도는 두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을 차동 입력단으로 사용하는 제 1 도에서 NA로 표시한 차동 증폭기(12 또는 

14)의 회로도로서, 7개의 nMOS 트랜지스터(M1-M3, M8-M11)와 4개의 pMOS 트랜지스터(M4-M7)로 구성되며, 

또한, 두개의 입력 전압 단자 (Vi+, Vi-), 한 개의 출력 전압 단자(Vo), 자체의 공급 전압 단자(Vdd, Vss)및 세 개의 

직류 바이어스 전압 단자(E,F,G)를 갖는다.

동 도에서 M1과 M2, M4와 M5, M6과 M7, M8과 M9, M10과 M11 트랜지스터들이 각각 채널 폭(W)과 채널 길이(L)

가 서로 같고, 모든 트랜지스터들이 포화 영역(saturation region)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면,

로 주어진다. 여기서 g  m1 , g  m6 , g  m8 은 각각 트랜지스터 M1, M6, M8의 트랜스 콘덕턴스 값이고 r  01 , r  04 , r 

06 , r  08 , r  010 은 각각 트랜지스터 M1, M4, M6, M8, M10의 출력 저항 값이다.

제 3 도는, 두개의 pMOS 트랜지스터들(M1, M2)을 차동 입력단으로 사용하는 제 1 도에서 PA로 표시한 차동 증폭기

(16 또는 18)의 회로도로서 7 개의 pMOS 트랜지스터 (M1-M7)와 4개의 nMOS 트랜지스터(M8-M11)로 구성되며 

또한, 두개의 입력 전압 단자(Vi+, Vi-), 한 개의 출력 전압 단자(Vo), 자체의 공급 전압 단자(Vdd, Vss)및 세 개의 

직류 바이어스 전압 단자(H,I,J)를 갖는다.

동 도에서 M1과 M2, M4와 M5, M6과 M7, M8과 M9, M10과 M11 트랜지스터들이 각각 채널 폭(W)과 채널 길이(L)

가 서로 같고, 모든 트랜지스터들이 포화 영역(saturation region)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면,

로 주어진다. 여기서 , g  m1 , g  m6 , g  m8 각 트랜지스터 M1, M6, M8의 트랜스 콘덕턴스 값이고 r  02 , r  04 , r  06 ,

r  08 , r  010 은 각각 트랜지스터 M2, M4, M6, M8, M10의 출력 저항 값이다.

제 1 도에 표시된 대로, NA로 표시된 nMOS 입력단 단일 출력 차동 증폭기(12, 14) 두개를 폴디드 캐스코드 구조의 

OP AMP에 연결하는데, NA의 한 입력 전압 단자 Vi+는 직류 전압 바이어스 단자 C에 연결하고 다른 입력 전압 단자

Vi-는 각각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M6과 M7의 소스(source)에 연결하고 출력 전압 단자 Vo는 각각 M6과 M7의 게이

트(gate)에 연결한다. 또 PA로 표시된 pMOS 입력단 단일 출력 차동 증폭기(16, 18) 두개를 폴디드 캐스코드 구조의 

OP AMF에 연결하기 위해, PA의 한 입력 전압 단자 Vi+는 직류 전압 바이어스 단자 D에 연결하고 다른 입력 단자 V

i-는 각각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M8과 M9의 소스에 연결하고 출력 전압 단자 Vo는 각각 M8과 M9의 게이트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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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시한 바와 같이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전체 OP AMP 장치의 출력 저항 값을 차동 증폭기 NA와 PA의 전압 이

득 A  V,NA , A  V,PA 만큼 더 증가시켜서 전체 OP AMP 장치의 직류 전압 이득 값을 크게 증가시킨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는 변화 가능한 출력 전류의 최대 값이 

nMOS 트랜지스터(M3)의 바이어스 전류 값으로 제한되므로 큰 값의 차동 입력 전압이 인가되어 슬루(slew)현상이 

일어날 경우, OP AMP 회로의 동작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다.

(2) 적응 바이어스 회로

제 4 도는 종래의 전형적인 적응 바이어스 회로를 이용한 OTA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 회로도

이다.

동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적응 바이어스 회로를 이용한 OTA 회로는 13개의 nMOS 트랜지스터(Ma1, Ma

2, Ma9-Ma17, Ma20, Ma21)와 8 개의 pMOS 트랜지스터(Ma3-Ma8, Ma18, Ma19)로 구성되며, 또한 두개의 입력 

전압 단자(Vin+,Vin-), 한 개의 출력 전압 단자(Vo), 두개의 공급 전압 단자(Vdd, Vss)및 한 개의 직류 바이어스 전

압 단자(E)를 갖는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적응 바이어스 회로를 이용한 OTA 회로는 nMOS 트랜지스터 Ma13이 입력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전류를 공급하는데 슬루 현상에 의해 두 입력 단자 Vin+와 Vin-의 전압 차이가 커지는 경우 nMOS 트랜지

스터 Ma12 또는 Ma14가 도통하여 큰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입력 트랜지스터(Ma1 또는 Ma2)의 바이어스 전류를 증

가시켜 결과적으로 두개의 출력 트랜지스터 Ma19와 Ma20 또는 Ma18과 Ma21 중 한쪽 전류를 크게 증가시켜 슬루 

속도(slew rate)를 크게 증가시킨다.

제 4 도에서 도시된 적응 바이어스(adaptive bias)회로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먼저 pMOS 트랜지스터들 M

a4, Ma6, Ma8 는 전류 거울(current mirror)을 형성하고 있어서, 일단 모든 MOS 트랜지스터들이 포화(saturation)

영역에서 동작하는 OTA의 선형 동작 영역에서는 MOS 트랜지스터의 출력 저항 값을 무한대로 가정하고 Ma4, Ma6, 

Ma8 트랜지스터들의 채널 폭과 채널 길이의 비율(W/L)이 같다고 가정하면 트랜지스터 Ma6 및 Ma8에 흐르는 전류

는 트랜지스터 Ma4에 흐르는 전류 값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전류 값은 트랜지스터 Ma2에 흐르는 전류 값

과 같은 값을 가진다.

그리하여 트랜지스터 Ma2, Ma4, Ma6, Ma8에 흐르는 전류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I2로 표시한다. 또 

하나의 전류 거울(current mirror)을 형성하는 트랜지스터 Ma3, Ma5, Ma7에 대해서, 트랜지스터의 채널 폭과 채널 

길이의 비율(W/L)이 서로 같다고 가정하면 OTA의 선형 동작 영역에서 트랜지스터 Ma5 및 Ma7에 흐르는 전류 값은

트랜지스터 Ma1에 흐르는 전류 값과 같아지게 되는데, 이를 I1으로 표시한다.

제 4 도의 Ma14-Ma17의 네 개의 트랜지스터들이 전류 감산(current subtraction)회로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 5 도

에서 이 부분만을 보였다. 제 5 도에서 Ma17과 Ma16의 두 트랜지스터들이 전류 거울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두 트랜

지스터의 채널 폭과 채널 길이의 비율(W/L)이 같은 경우(1:1) 선형 동작 영역(모든 트랜지스터들이 포화 영역에서 동

작 함)에서 Ma16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는 I2로 정해진다.

트랜지스터 Ma15와 Ma16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I1이므로 I1이 I2보다 큰 경우 Ma15에 흐르는 전류는 I1-I2가 되고

I1이 I2보다 작은 경우 Ma15에 흐르는 전류는 0이 되는데, 이때 트랜지스터 Ma15와 Ma16은 포화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트랜지스터 Ma14와 Ma15는 전류 거울을 형성하고 채널 폭과 채널 길이의 비율(W/L)이 B:1이면, 트랜지스터 Ma14

에 흐르는 전류 값은 I1이 I2보다 큰 경우 B*(I1-I2)가 되고 I1이 I2보다 작은 경우 0이 된다.

제 4 도에 도시된 트랜지스터 Ma9, Ma10, Ma11, Ma12로 이루어진 전류 감산 회로에 대해서도 상기한 바와 마찬가

지로 생각하면, 트랜지스터 Ma12에 흐르는 전류 값은, I1이 I2보다 큰 경우 0이 되고 I1이 I2보다 작은 경우 B*(I2-I1

)이 된다. 입력 트랜지스터 Ma1, Ma2에 흐르는 바이어스 전류의 합은 트랜지스터 Ma12, Ma13, Ma14에 흐르는 전

류의 합과 같아진다.

입력 옵셋 전압(input offset voltage)을 무시하고, 두 입력 단자 Vin+와 Vin-의 전압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입력 트랜지스터 Ma1과 Ma2에 흐르는 전류 값 I1과 I2의 값이 서로 같게 되어 트랜지스터 Ma12와 Ma14에 흐르는 

전류 값이 거의 0이 되어, 두 입력 트랜지스터 Ma1과 Ma2의 바이어스 전류 값은 전류 원(current source)으로 동작

하는 트랜지스터 Ma13에 의해 정해진다.

시간에 따른 급격한 입력 전압 변동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슬루(slew)현상이 일어날 때는 입력 트랜지스터 Ma1, Ma

2에 흐르는 전류 값 I1과 I2의 차이가 크게나서, 트랜지스터 Ma12 또는 Ma14 중의 한 트랜지스터가 큰 전류를 흘려

줌으로써 전 류에 대한 양의 궤환(positive feedback)회로로 동작함으로써, 슬루 현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I1 또는 I2 

전류 값이 대단히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두개의 pMOS 트랜지스터 Ma4와 Ma19로 구성되는 전류 거울(current mirro

r)에 의해 트랜지스터 Ma19에 I2에 비례하는 전류 값이 흐르게 된다. 또 트랜지스터 Ma3과 Ma18로 구성되는 전류 

거울과 트랜지스터 Ma20과 Ma21로 구성되는 전류 거울에 의해 트랜지스터 Ma21에는 I1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슬루 현상이 없는 정상 동작 상태에서는 전체 OTA의 바이어스 전류는 트랜지스터 Ma13에 의해 결정되는 비

교적 작은 전류 값이 되어 저전력(low power)으로 동작시킬 수 있고, OTA의 입력 전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간헐적

으로 나타나는 슬루 기간 동안에만 두 입력 전압 Vin+와 Vin-의 차이가 커져서 큰 전류를 출력 단자 Vo로 출력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출력 전압 Vo를 빠르게 변화시켜 보통 부궤환이 인가되어 있는 전체 회로에서 결국 입력 전압의 차

이를 줄임으로써 슬루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 4 도에 도시된 종래의 적응 바이어스 회로를 이용한 OTA(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회

로는 저전력 소모와 슬루 현상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빠른 동작 속도를 동시에 이룩하였으나 주파수 특성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등록특허  10-0377064

- 5 -

(3) 공통 모드 궤환 회로

이 기술 분야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두개의 차동 입력 단자와 두개의 차동 출력 단자를 가지는 완전 차동 CMOS OP

AMP 회로에 채용되는 현재까지 문헌에 발표 된 공통 모드 궤환 방식으로는 저항을 이용하는 방식, 캐패시터를 스위

칭(switched capacitor)하는 방식 및 MOS 차동 입력단을 이용하는 방식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방식의 경우 소

스-팔로워(source-follower)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디지탈 CMOS 공정을 사용할 경우 문턱 전압 값이 높

아서 소스 팔로워 회로의 게이트와 소스간의 전압 강하가 너무 커서 공급 전압이 4V 이하인 저전압회로에서는 사용

이 곤란하고, 두번째 방식의 경우 이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디지탈 스위칭 회로를 필요로 하므로 전체 회

로가 복잡하게 된다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공통 모드 궤환 방식으로서 MOS 차동 입력단을 이용하는 방식이 유리

한데, 본 발명은 또한 이의 성능 개선에 관련된다.

제 6 도는 MOS 차동 입력단을 사용하는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나타낸다.

동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샘플링 회로는 6개의 pMOS 트랜지스터(M1-M6)와 2개의 nMO

S 트랜지스터(M7,M8)로 구성되며, 두개의 입력 단자 V1, V2가 제 1 도에 도시된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의 출력 단자 Vo+, Vo-에 각각 연결되고, 그의 출력 전압 단자 VCM은 제 1 도의 단자 VCM에

연결된다. 또한,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샘플링 회로는 자체의 직류 전압 바이어스 단자 L과 Vdd, Vss로 표시된 두개

의 공급 전압 단자를 갖는다.

또한,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샘플링 회로내의 두개의 pMOS 트랜지스터(M1, M4)의 각 게이트는 함께 출력 공통 모

드 기준 전압에 연결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전체 OP AMP 장치의 출력 전압의 변동 범위를 크게 하기 위해 제 6 도에 

도시된 회 로에서와 같이 출력 공통 모드 기준 전압을 두 공급 전압 Vdd와 Vss의 중간점인 O V로 정한다. 여기서 Vd

d와 Vss는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 값으로 잡았다.

제 6 도에 표시된 MOS 차동 입력단을 이용하는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동작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두개

의 pMOS 트랜지스터 M1, M2는 한 개의 차동 입력단을 형성하고 pMOS 트랜지스터 M5가 이 차동 입력단을 위한 전

류원으로 동작한다. nMOS 트랜지스터 M7과 MOS 다이오드 구조의 nMOS 트랜지스터 M8이 능동 부하(active load)

형태로 동작하여 한 개의 차동 입력 증폭기 기능을 수행하여, 입력 전압 V1과 같은 극성이면서 이에 비례하는 전류가

VCM 단자로부터 출력되게 된다. 이때 입력 전압 V1이 공통 모드 기준 전압보다 크면 VCM 단자로 출력되는 전류가 

증가하여 VCM 단자의 전압이 커지고, 입력 전압 V2가 공통 모드 기준 전압보다 작으면 VCM 단자로부터 출력되는 

전류가 감소하여 VCM 단자의 전압이 작아지게 된다.

동 도의 오른쪽에, V2를 입력으로 하는 꼭 같은 구조의 차동 증폭기가 있는데, 그 출력 단자인 M4의 드레인 단자를 

동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왼쪽 차동 증폭기의 출력 단자인 M7의 드레인에 연결하면 VCM 단자로부터 (V1+V2) 전

압 값과 같은 극성이면서 이에 비례하는 전류가 출력되게 된다.

그리하여, 동 도의 V1과 V2 단자는 각각 제 1 도의 Vo+와 Vo- 단자에 연결되므로, 출력 공통 모드 전압 값 ((Vo+)

+(Vo-))/2 에서 공통 모드 기준 전압을 뺀 전압 값에 비례하는 전압이 VCM 단자에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제 1 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VCM 단자 전압은 트랜지스터 M10 혹은 M11의 공통 소스(common sourc

e) 증폭기와 트랜지스터 M8 혹은 M9와 증폭기 PA로 구성된 공통 게이트(common gate)증폭기를 경유하여 출력 전

압 Vo+ 혹은 Vo-로 출력되므로 VCM 단자 전압은 Vo+ 및 Vo- 단자 전압들과 극성이 반대이고, 제 1 도의 회로와 

제 6 도의 회로를 연결하면 공통 모드 궤환 회로는 제 1 도에 도시된 네 개의 트랜지스터 M8-M11, 두개의 PA 들과 

함께 출력 전압의 공통 모드에 대해서 부궤환(negative feedback)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부궤환 루프에 의해서 V

CM 단자 전압 값이 조정되어, 전체 OP AMP 장치의 출력 전압 Vo+와 Vo-의 공통 모드 전압( ((Vo+)+(Vo-))/2 ) 

값이 공통 모드 기준 전압 값과 같아지게 된다.

제 6 도에서 이 증폭기가 공통 모드 샘플링 회로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트랜지스터들이 포화 영역에서 동작해

야 하므로 이때의 입력 전압 V1,V2 의 동작 범위는, 하한 전압,

에서 상한 전압,

까지로 제한된다.

여기서 V  TH 는 MOS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threshold voltage)을 나타내고 V  DSAT 은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

인-소스 포화 전압(drain-source saturation voltage)으로서 드레인-소스 전압(V  DS )의 크기가 이 값보다 커지면 

MOS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 전압 값으로, 비교적 간단한 MOS 트랜지스터 소자 모델에 의하면 게이

트-소스 전압(V  GS )과 문턱 전압(V  TH )의 차이 값에 절대 값을 취한 값, 즉

｜V  GS -V  TH ｜값에 해당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 6 도에 도시된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입력 전압 범위의 하한 값은 큰 문제가 없으나 상한 값은 

지나치게 제약되어서 공급 전압 4V 이하인 저전압 회로에서는 제 6 도에 도시된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샘플링 회로는 공통 모드 샘플링 회로로서 동작하는 입

력 전압의 범위가 작아 전체 OP AMP 장치의 선형 출력 전압 범위를 감소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보다 상세하게,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샘플링 회로는 그의 입력 단자 V1,V2가 어떤 전압 범위에서는 회로 자체가 동

작하지 않게 되므로 VCM 단자 전압 값이 입력 전압 V1,V2의 공통 모드 전압과 공통 모드 기준 전압의 차에 해당하

는 올바른 전압 값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제 1 도에 도시된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

로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VCM 값에 따라 OP AMP 회로의 출력 전압 Vo+, Vo-가 결정되므로 출력 

전압 Vo+, Vo-의 선형 동작 범위가 감소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처럼 출력 전압의 선형 동작 범위가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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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공급 전압 값(Vdd-Vss)이 4볼트 이하의 저전압 회로에서는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

S OP AMP 회로에 부착 가능한 적응 바이어스 회로를 제안함으로써 문턱 전압이 큰 디지탈 CMOS 공정을 이용하여 

4V 이하의 단일 공급 전압에서도 직류 전력소모를 별로 증가시키지 않고 직류 전압 이득을 크게 유지하면서도 슬루 

속도를 빨리하여 OP AMP의 고속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적응 바이어스 회로를 이용한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

MOS OP AMP 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입력 전압 범위를 증가시킨 새로운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채택함으로써 전체 OP AMP 장치 

의 선형 출력 전압 범위를 극대화하여 공급 전압이 4V 이하인 저전압 회로에서도 잘 동작하는 OP AMP 회로를 제공

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 관점에 따른 본 발명은, 제 1 입력 신호, 제 2 입력 신호 및 공통 모드 기준 전압에 응답

하여, 상기 공통 모드 기준 신호에 의해 추출된 제 1 및 제 2 입력 신호의 평균값인 공통 모드 전압에 비례하는 출력 

전압 신호를 제공하는 공통 모드 검출기에 있어서, 병렬로 접속되며, 상기 공통 모드 전압에 비례하는 제 1 및 제 2 전

류 출력을 각각 제공하는 nMOS 입력단 차동 증폭기와 pMOS 입력단 차동 증폭기;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류 출력을 

상기 출력 전압 신호로 변환하는 푸시풀 CMOS 증폭기로 이루어진 공통 모드 검출기를 제공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관점에 따른 본 발명은, 제 1 및 제 2 입력 전압에 응답하여, 4개의 출력 전류를 제공

하는 적응 바이어스 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입력 전압에 응답하여 제 1 및 제 2 전류를 각각 제공하는 연산

트랜스 콘덕턴스 증폭기; 상기 제 1 전류가 상기 제 2 전류보다 클 때, 전류를 상기 제 1 및 제 2 전류에 각각 가산하

는 제 1 추출기 회로; 상기 제 2 전류가 상기 제 1 전류보다 클 때, 전류를 상기 제 1 및 제 2 전류에 각각 가산하는 제

2 추출기 회로; 및 상기 제 1 전류와 동일한 사인을 가지며 상기 제 1 전류에 비례하는 제 1 출력 전류, 상기 제 1 전

류와 반대의 사인을 가지며 상기 제 1 전류에 비례하는 제 2 출력 전류, 상기 제 2 전류와 동일한 사인을 가지며 상기 

제 2 전류에 비례하는 제 3 출력 전류 및 상기 제 2 전류와 반대의 사인을 가지며 상기 제 2 전류에 비례하는 제 4 출

력 전류를 포함하는 4개의 출력 전류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제공하는 4개의 출력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적응 바이어

스 회로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실시 예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 및 공통 모드 궤환 회로는 어떤 구조의 완전 차동 CMOS OP AMP 회로에도 적용

가능한데, 단지 위 둘을 결합한 전체 OP AMP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하여 본 실시 예에서는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에 적용한 경우를 보인다.

제 8 도에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에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adaptive bias) 

회로 및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결합한 본 발명의 실시 예의 구성도를 보였다. 트랜지스터 M1-M11, NA로 표시한 2 

개의 nMOS 입력단 차동 증폭기 (82,84), 2 개의 pMOS 입력단 차동 증폭기 (86,88), 공급 전압 단자 (Vdd, Vss), 네 

개의 직류 공급 전압 단자 (A, B, C, D) 및 이들을 연결한 회로의 동작은 종래 기술의 설명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동 

도에서 사각형 'adaptive bias'로 표기된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adaptive bias) 회로는 전체 OP AMP 장치 회

로와 입력 단자 (Vin+, Vin-) 및 공급 전압 단자 (Vdd, Vss)를 공유하고, 네 개의 출력 전류 단자 (AD1, AD2, AD3, 

AD4)를 가지는데 이 출력 단자들은 OP AMP 회로에서 공급 전압 단자에 소스가 연결된 네 개의 전류원 트랜지스터

들 (M4, M5, M10, M11)의 드레인과 각각 연결되어 적응 바이어스 회로의 출력 전류들이 이 네 개의 전류원 트랜지

스터들의 전류와 합해지게 구성되어 있다. 동 도에서 사각형 'CMFB' 로 표기된 본 발명에 따른 공통 모드 궤환 회로

는, OP AMP 회로의 출력 전압 단자 (Vo+, Vo-)와 각각 연결된 두개의 입력 전압 단자 (V1, V2), OP AMP 회로의 

공통 모드 궤환 전압 단자(VCM)와 연결된 출력 전압 단자(VCM) 및 OP AMP 회로와 공유하는 공급 전압 단자(Vdd, 

Vss)로 구성되어 있다.

동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 및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이용한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는 상술한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와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 및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결합한 형태로서, 전류원 트랜지스터 M4, M5, M10, M11들의 전류에 

적응 바이어스 회로의 출력 전류를 합해지게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종래 OP AMP의 출력 저항 값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전체 OP AMP 장치의 직류 전압 이득을 크게 유지시키고, 주파수 특성을 별로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적응

바이어스 회로에 의해 동작 속도를 증가시키고 입력 전압 범위가 큰 새로운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채택함으로써 전

체 OP AMP 장치의 출력 전압 범위를 최대한으로 한 점에 그 주된 구성상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본 발명 의 목적으로 하는 바가 달성된다.

제 9 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는 21개의 MOS 트랜지스터 (Ma1-Ma21)로 구성

되어 있는데, 동 도에서 트랜지스터 Ma1-Ma17로 이루어진 회로는 제 4 도에서 보인 종래의 OTA 회로의 트랜지스

터 Ma1-Ma17로 이루어진 회로와 정확히 일치한다. 제 4 도의 OTA 회로는 상술한 서로 일치하는 회로에다 네 개의 

트랜지스터 Ma18-Ma21을 추가하여 증폭기 회로를 구성한 반면, 제 9 도에서 보인 적응 바이어스 회로에서는 네 개

의 트랜지스터 Ma18-Ma21을 추가하여 전류 출력 단자를 구성한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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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공통 모드 궤환 회로도로서 제 8 도의 VCM 단자의 전압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동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는 전압 입력을 받아들여 전류 출력을 주는 두개의 증폭

기인 nMOS 입력단 증폭기(M1-M5)와 pMOS 입력단 증폭기(M8-M14) 및 이 두 증폭기의 출력 전류들을 전압 출력

으로 변환시키는 푸쉬풀(push-pull) 형태의 CMOS 증폭기(M15, M16)로 결합시켜 출력 전압을 VCM 단자로 출력시

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nMOS 입력단 증폭기와 pMOS 입력단 증폭기를 채택하여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입력 전압

범위를 최대한으로 만든 점에 그 주된 구성상의 특징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를 제 9 도에서 보였는데, 입력 단에서는 OP AMP 회로와 두개의 전압 입력 단자 

(Vin+, Vin-)만 공유하고 네 개의 전류 출력 단자를 제 8 도에서 보인 것처럼 OP AMP 회로의 네 개의 전류원 트랜

지스터(M4, M5, M10, M11)의 드레인에 각각 연결함으로써 전체 OP AMP 회로의 출력 저항 값을 크게 줄이지 않으

므로 OP AMP 회로의 큰 직류 전압 이득을 유지하고, 폴디드 캐스코드 OP AMP의 주파수 특성을 별로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과도 현상에서 슬루 현상이 발생하면 전체 OP AMP 장치 회로의 동작 속도를 빠르게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는 기본적으로 종래의 적응 바이어스를 이용한 OTA 회로와 같

은 원리로 동작한다. 제 9 도에서 보인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 중 트랜지스터 Ma1-Ma17로 구성된 회로

는 제 4 도에서 보인 종래의 적응 바이어스 OTA 회로의 트랜지스터 Ma1-Ma17로 구성된 회로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출력 방식에서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있다. 제 4 도에 보인 종래의 적응 바이어스 OTA 회로는 트랜지스터 Ma4

와 Ma19로 구성된 전류 거울 회로, 트랜지스터 Ma3, Ma18, Ma20 및 Ma21로 구성된 전류 거울 회로와 트랜지스터 

Ma19, Ma21의 드레인들을 서로 연결한 푸쉬풀 방식의 CMOS 증폭기 회로로 구성되어 출력 단자(Vo)에서 전압을 

출력하게 한다. 제 9 도에서 보인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는 각각 트랜지스터 Ma3과 Ma18, Ma4와 Ma19

, Ma9와 Ma20, Ma17과 Ma21로 구성된 네 개의 전류 거울 회로에 의해 네 개의 출력 단자(AD1, AD2, AD3, AD4)

에서 전류를 출력한다. 제 9 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pMOS 트랜지스터들 Ma4, Ma6, Ma8 는 전류 거울(current mirror)을 형성하고 있어서, 일단 모든 MOS 트랜지스터

들이 포화(saturation)영역에서 동작하는 OP AMP의 선형 동작 영역에서는 MOS 트랜지스터의 출력 저항 값을 무한

대로 가정하고 Ma4, Ma6, Ma8 트랜지스터들의 채널 폭(W) 과 채널 길이(L)가 서로 같다고 가정하면 트랜지스터 Ma

6 및 Ma8에 흐르는 전류는 트랜지스터 Ma4에 흐르는 전류 값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전류 값은 트랜지스터

Ma2에 흐르는 전류 값과 같은 값을 가진다.

그리하여 트랜지스터 Ma2, Ma4, Ma6, Ma8에 흐르는 전류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I2로 표시한다. 또 

하나의 전류 거울(current mirror)을 형성하는 트랜지스터 Ma3, Ma5, Ma7에 대해서, 이들 트랜지스터의 채널 폭(W

)과 채널 길이(L)가 서로 같다고 가정하면 OP AMP의 선형 동작 영역에서 트랜지스터 Ma5 및 Ma7에 흐르는 전류 값

은 트랜지스터 Ma1에 흐르는 전류 값과 같아지게 되는데, 이를 I1으로 표시한다.

슬루(slew)현상이 일어날 때는 트랜지스터 Ma14-Ma17과 트랜지스터 Ma9-Ma12로 이루어진 두개의 전류 감산 회

로에 의해 입력 트랜지스터 Ma1, Ma2에 흐르는 전류 값 I1과 I2의 차이가 크게 나서, 트랜지스터 Ma12 또는 Ma14 

중의 한 트랜지스터가 큰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전류에 대한 양의 궤환(positive feedback) 회로로 동작함으로써, 슬

루 현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I1과 I2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된다. I1이 흐르는 트랜지스터 Ma3과 Ma9의 게이트가 각

각 트랜지스터 Ma18과 Ma20의 게이트에 연결되고 I2가 흐르는 트랜지스터 Ma4와 Ma17의 게이트가 각각 트랜지스

터 Ma19와 Ma21의 게이트에 연결되어 전류 거울 회로를 구성함으로써, 트랜지스터 Ma18과 Ma20에는 I1에 비례하

는 전류가 흐르고 트랜지스터 Ma19와 Ma21에는 I2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트랜지스터 Ma18, Ma19, Ma2

0, Ma21의 채널 폭과 길이의 비(W/L)가 각각 Ma3, Ma4, Ma9, Ma17의 채널 폭과 길이의 비(W/L)의 S 배라고 가정

하면 Ma18과 Ma20의 드레인 전류는 S*I1이 되고 Ma19와 Ma21의 드레인 전류는 S*I2가 되므로 S의 값을 크게 함

으로서 출력 전류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슬루 현상이 일어날 때 제 9 도의 트랜지스터 Ma1-Ma17로 구

성된 회로에 대한 양의 궤환에 의해서 I1 및 I2 전류 값이 크게 증가되고, 또 트랜지스터 Ma18-Ma21의 채널 폭과 채

널 길이의 비(W/L)를 다른 트랜지스터들(Ma3, Ma4, Ma9, Ma17)의 그것보다 크게 하여 더욱 증폭된 전류를 두개의 

전류 출력 단자(AD1, AD3)를 통하여 내 보낼 수 있고(sourcing) 다른 두개의 전류 출력 단자(AD2, AD4)를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sinking) 하였다.

다음에, 완전 차동 CMOS OP AMP 회로의 두 출력 전압(Vo+, Vo-)의 공통 성분이 공통 모드 기준 전압과 같게 되도

록 조정하기 위해 그의 출력 전압이 부궤환 회로를 통해 궤환되는 구조로 결합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

른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동작에 대하여 첨부된 제 10 도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두개의 입력 전압 단자(V1,

V2)는 각각 OP AMP 회로의 출력 전압 단자(Vo+, Vo-)와 연결되어 있고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출력 전압 단자(VC

M)은 OP AMP 회로의 공통 모드 궤환 전압 단자(VCM)와 연결되어 제 8 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궤환 회로를

형성하여 출력 전압 Vo+와 Vo-의 공통 모드 전압((Vo+ + Vo-)/2)이 공통 모드 기준 전압 VCMREF와 같은 값을 

가지게 함으로써 Vo+와 Vo- 전압은 공통 모드 기준 전압을 중심으로 극성은 반대이면서 크기는 같게 변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먼저 트랜지스터 M8-M14로 구성된 회로는 pMOS 입력단 증폭기로 제 6 도에 도시된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와

유사한 원리로 동작하는데 입력 전압 V1, V2 를 받아들여 전류 I12를 출력시키는 OTA(operational transconductan

ce amplifier)로 동작한다. 두 차동 입력단을 형성하는 트랜지스터 M8과 M9, M10 과 M11의 게이트에는 각각 입력 

전압 V1 혹은 V2, 공통 모드 기준 전압(VCMREF)(제 10 도에서는 0 V로 되어있음)이 인가되어 있다. 트랜지스터 M

8, M9, M10, M11의 채널 폭(W)과 채널 길이(L)가 서로 같다고 가정하면 소신호 출력 전류 I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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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네 개의 트랜지스터 M8-M11은 채널 폭(W)과 채널 길이(L)가 서로 같아서 서로 같은 트랜스 

콘덕턴스 값 g  m8 을 가진다고 가정하였고 위 식의 VCMREF는 공통 모드 기준 전압으로 본 실시 예에서는 OV로 삼

았다. 트랜지스터 M1-M5로 구성된 nMOS 입력단 증폭기에 대해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생각하면 트랜지스터 M5에 

흘러 들어가는 소신호 전류 I5는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g  m1 은 트랜지스터 M1의 트랜스 콘덕턴스 값이고 M1-M4의 채널 폭(W)과 채널 길이(L)가 

서로 같다고 가정하였다. 또 트랜지스터 M5와 M15, M12와 M16의 채널 폭(W)과 채널 길이(L)의 비를 각각 (W/L)5,

(W/L)15, (W/L)12, (W/L)16이라고 하면 소신호 출력 전압 VCM은

여기서 , r  015 , r  016 은 각각 트랜지스터 M15와 M16의 출력 저항 값이고 상기 수학식의 오른쪽 항 중 제일 왼쪽에 

나타낸 '+' 표시는 VCM 전압이 {(V1+V2)/2 - VCMREF} 전압과 같은 극성임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 따른 공통 모드 궤환 회로는 트랜지스터 M8-M14로 구성된 nMOS 입력단 증폭기와 트랜지스터 M1-M7

로 구성된 pMOS 입력단 증폭기를 병렬로 둠으로써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선형으로 동작하는 입력 전압 범위를 최대

로 하여 이 공통 모드 궤환 회로가 부착된 전체 OP AMP의 출력 전압 범위를 최대로 한 점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n

MOS 입력단 증폭기의 입력 전압 범위는 하한 값

에서 상한 값

까지이다. 여기서 드레인-소스 포화 전압 값은 같은 전류를 흘릴 때 트랜지스터의 채널 폭과 채널 길이의 비(W/L)를 

크게 하여 줄일 수 있으나 문턱 전압의 크기 ｜V  TH ｜ 값은 상용의 CMOS 공정에서 0.6V-1V로 매우 크다. 따라서 

nMOS 입력단 증폭기의 입력 전압 범위는 저전압 회로에서 상한 값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하한 값은 너무 높아서 입

력 전압(V1, V2)의 값이 비교적 높을 경우에만 동작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술한 pMOS 증폭단의 입력 전압 범위는 하한 값

에서 상한 값

까지이다. 따라서 pMOS 입력단 증폭기의 입력 전압 범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한 값이 너무 낮아서 입력 전

압(V1,V2)의 하한 값은 값이 비교적 낮을 경우에만 동작하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상술한 nMOS 증폭기와 pMOS 증폭기를 병렬구조로 결합하고 이 두 증폭기의 전류 출력 단자를 트랜

지스터 M15, M16을 이용한 푸쉬풀(push-pull) 증폭기로 결합한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채용하여 전압 출력을 내게 

함으로써, 입력 전압값이 낮을 경우 상기한 pMOS 입력단 증폭기로 동작시키고 입력 전압값이 높을 경우에는 상기한 

nMOS 입력단 증폭기로 동작시켜서, 공급 전압 Vss와 Vdd의 거의 모든 범위의 입력 전압에 대해서 동작하게 하였다.

상기한 본 발명에 따른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소신호 출력 전압 VCM 식은 상기한 nMOS 입력단 증폭기와 pMOS 입

력단 증폭기가 둘 다 동작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nMOS 입력단 증폭기만 동작하는 입력 전압 범위에서는 g  m1 , g  m8

을 포함하는 항 중 g  m1 항만 VCM 식에 포함되어야 하고 pMOS 입력단 증폭기만 동작하는 입력 전압 범위에서는 g 

m8 항만 VCM 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회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HSPICE를 이용하여 공급 전압 Vd

d와 Vss로 각 +1.2 볼트와 -1.2볼트를 인가하여 상기 언급된 모든 회로들을 설계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

션을 위한 모델 파라미터로는 현재 특정용도 집적회로(ASIC) 설계에서 상업용으로 쓰고있는 0.8 마이크론 디지탈 C

MOS 공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였다.

제 11 도에서 제 9 도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에 대하여, 각 전류 출력 단자(AD1, AD2, AD3, A

D4)를 접지점과 연결하여 출력 단자에서 접지점으로 흐르는 출력 단락 회로 전류(output short circuit current)를 차

동 입력 전압((Vin+)-(Vin-))을 변화시켜 감에 따라 시뮬레이션하여 구한 결과를 보였다. 실선으로 표시된 전류( I(A

D1)-I(AD2) )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가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와 결합되었을 때 

제 8 도를 참조하면 Vo+ 단자로부터 부하 용량으로 흘러 나가게(sourcing)되고 점선으로 표시된 전류(I(AD3)-I(AD

4))는 부하 용량으로부터 Vo- 단자로 흘러 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슬루 현상이 일어날 때 입력 전압의 차이((Vin+)-(

Vin-))가 커짐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에 의해서 매우 큰 전류가 OP AMP 출력 단자(Vo+, Vo-)

에서 부하 용량 에 공급되어 슬루 속도가 증가하여 출력 전압(Vo+, Vo-)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제 12 도에서 제 6 도에 도시된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와 본 발명에 따른 제 10 도에 도시된 공통 모드 궤환 회

로에 대하여, 각각 출력 단자인 VCM 단자를 접지점과 연결하여 출력 단자에서 접지점으로 흐르는 출력 단락 회로 전

류(output short circuit current)를 입력 전압 V1과 V2의 공통 모드 전압((V1+V2)/2)을 변화시켜 감에 따라 시뮬레

이션 하여 구한 결과를 보였다.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1로 표시 : 실선)의 입력 전압 범위는 

약 -1V 에서 +0.2V로 제한되는 반면 본 발명에 따른 공통 모드 궤환 회로(2로 표시 : 점선)의 입력 전압 범위는 약 -

1.1V 에서 +1.1V로서 입력 전압의 거의 모든 부분 에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제 13 도에 종래의 CMOS OP AMP와 본 발명의 CMOS OP AMP의 직류 전압 전달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회

로를 보였는데, 여기서 Vin+, Vin-, Vo+, Vo- 단자들은 각각 제 1 도와 제 8 도에서 같은 이름으로 표시된 입력 및 

출력 단자들에 해당한다.

제 14 도에서 제 13 도에 도시된 회로에 대해 종래의 CMOS OP AMP와 새로 발명된 CMOS OP AMP의 차동 입력 

전압((Vin+)-(Vin-))에 대한 두개의 출력 전압 Vo+와 Vo-에 대한 직류 전압 전달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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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도에서, 1로 표시된 실선은 제 1 도에 도시된 종래의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종래 기술 

출처 (가))에 제 6 도에 도시된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종래 기술 출처 (바))를 조합한 경우의 특성이고, 2로 표시

된 점선은 제 8 도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기술을 이용한 CMOS OP AMP 회로의 특성이다. 본 발명에 따른 OP AM

P의 출력 전압 범위는 약 -0.7V에서 +0.7V 까지이고 종래의 OP AMP의 그것은 약 -0.2V에서 +0.7V 까지로 본 발

명에 비해 출력 전압의 변동 가능한 범위가 크게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 6 도에 도시된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입력 전압 범위가 제 12 도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사용했을 경우 변동 가능한 출력 전압의 하한 값이 약 -0.2V로 제한되는 이유를 상세

히 설명하면, 본 명세서에서 보인 공통 모드 궤환 회로는 OP AMP의 출력 전압(Vo+,Vo-)의 공통 모드 전압과 공통 

모드 기준 전 압의 차이 값 {((Vo+)+(Vo-))/2 - VCMREF}과 같은 극성을 가지고 이에 비례하는 전압 값을 출력 전

압 단자인 VCM에 출력시키는데, OP AMP의 VCM 단자 전압은 제 1 도와 제 8 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P AM

P 회로에서 트랜지스터 M8, M9, M10, M11로 구성된 캐스코드 증폭기와 pMOS 입력 차동 증폭기인 PA들을 통하여 

출력 전압(Vo+,Vo-) 단자에 극성이 반대로 되어 출력된다.

따라서 공통 모드 궤환 회로와 제 1 도 및 제 8 도의 트랜지스터 M8, M9, M10, M11 및 PA들은 부궤환 회로를 형성

하여 출력 전압 (Vo+,Vo-)의 공통 모드 값{((Vo+)+(Vo-))/2}이 공통 모드 기준 전압과 일치하도록 작용한다.

제 12 도에 도시된 대로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입력 전압 범위의 상한 값은 약 +0.2V이므로, 제 6 도에 도시

된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와 제 1 도에 도시된 종래의 OP AMP 회로를 결합한 회로에서 OP AMP의 출력 전압 

중의 하나인 Vo+ 값이 +0.2V 보다 크게 되고 다른 하나인 Vo- 값이 -0.2V 보다 작아지게 되는 경우, 공통 모드 궤

환 회로의 입력 단자 V1에 연결된 Vo+ 전압은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입력 전압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공통 모드 궤

환 회로의 출력 전압 VCM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즉 소신호 전압 이득(VCM/V1) 값이 0이 되어 출력 전압 단

자 Vo+(=V1)를 포함하는 부궤환 루프(negative feedback loop)는 루프 이득(loop gain)이 0 이 되어 OP AMP의 출

력 전압 단자 Vo+ 에 대한 제어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입력 단자 V2에 연결된 Vo- 전압은 -0.2V 보다 낮으므로 여전히 공통 모드 궤환 회로

의 선형 동작 입력 전압 범위에 놓여 있으므 로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출력 전압 VCM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소

신호 전압 이득 VCM/V2 값이 0 이 아닌 큰 값을 가지게 되므로 출력 전압 단자 Vo-(=V2)를 포함하는 부궤환 루프

는 큰 루프 이득을 가지게 되어 OP AMP의 출력 전압 단자 Vo-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상술한 경우에 OP AMP의 한 출력 전압 값 Vo+는 +0.2V 보다 크므로, 제 12 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공통 모드 궤

환 회로는 Vo+ 값이 +0.2V 일 때와 같이 동작한다. 즉 공통 모드 궤환 회로는 Vo+ 값이 +0.2V 보다 커지더라도 마

치 Vo+ 값이 +0.2V 와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OP AMP의 다른 출력 단자 Vo-를 포함하는 공통 모드 궤환에 의한 

부궤환 루프는 여전히 활성화 상태이므로, 이 부궤환 루프는 공통 모드 전압(((Vo+)+(Vo-))/2)을 공통 모드 기준 전

압(VCMREF)과 같게 되도록 작용한다. Vo+ 전압 값이 공통 모드 궤환 회로에 의해 +0.2V 로 인식되고 본 명세서에

서는 공통 모드 기준 전압을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통 모드 궤환에 의한 부궤환 루프의 제어하에 있는 Vo- 

전압 값이 -0.2V 로 정해진다. 이 때 Vo+ 전압은 상술한대로 이 부궤환 루프의 제어 밖에 있으므로 영향을 받지 않

는다.

그리하여 제 14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6 도에 도시된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채용한 완전 차동 CMOS OP 

AMP 회로에서 출력 전압 Vo+, Vo- 값이 -0.2V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 6 도에 보인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완전 차동 CMOS OP AMP에 사용할 경우 공통 모드 궤환 회로의 선형 동작 입력 전압 범위의 제약

때문에 전체 OP AMP의 출력 전압 범위가 크게 제약된다.

제 15 도에 종래의 CMOS OP AMP와 본 발명의 CMOS OP AMP의 과도 특성을 시 뮬레이션 하기 위한 전압 이득 1

인 궤환(unity gain feedback) 회로를 보였는데, Vin+, Vin-, Vo+, Vo- 단자들은 각각 제 1 도와 제 8 도에서 같은 

이름으로 표시된 입력 전압 및 출력 전압 단자들에 해당한다. 각 출력 단자 Vo+, Vo-와 접지점 사이에 연결되는 용

량 부하(capacitive load)로는 4 피코 파라트의 용량(capacitor)을 사용하였다.

제 15 도에 도시된 회로의 입력 단자(input)에 0 에서 0.5V로 변하는 스텝(step) 전압 입력을 가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제 16 도에서 보였다. 제 16 도에서 1로 표시된 점선은 제 1 도 및 제 6 도에서 도시된 회로를 결합한 종래의 

CMOS OP AMP 회로를 사용할 경우의 출력(output) 전압 파형이고, 2로 표시된 실선은 제 8 도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CMOS OP AMP 회로를 사용할 경우의 출력 전압 파형이다.

종래의 OP AMP에 비해 본 발명의 OP AMP가 훨씬 빠른 시간에 출력 전압 파형이 안정(settle)됨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안정 시간(1% settling time)이 종래 회로에서는 43ns 이고 본 발명의 회로에서는 20ns로 나타났다. 

이는 본 발명에서 적응 바이어스 회로를 사용함으로써 OP AMP의 슬루(slew) 속도를 크게 증가 시켰기 때문이다.

제 17 도에서 제 1 도에 도시된 종래의 OP AMP 회로에 제 6 도에 도시된 종래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조합한 경우

의 회로와 제 8 도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OP AMP 회로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출력 용량 부

하로서 4 pF의 캐패시터를 각각 출력 단자 Vo+, Vo-와 접지점 사이에 연결하였다.

동 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술을 이용한 OP AMP의 성능은 종래 기술에 비해 출력 변동 범위, 슬루

율, 1 % 안정 시간 등의 면에서 성능이 향상되었고, 위상 여유, 전력 소모 면에서 성능이 저하되었다. 직류 전력 소모 

면에서는 1.60 mW로 종래 기술에 비해 단지 16 % 만이 증가하였고, 약간의 위상 여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작 속

도 면에서 크게 향상된 OP AMP 구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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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적응 바이어스 회로 및 공통 모드 궤환 회로를 이용한 완전 차동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 AMP 회로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디지탈 CMOS 공정을 이용하여 공급 전압이 단일 2.4V 인 저전압 영상 처리용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회로의 등의 회로에 사용되는 출력 전압의 선형 구간이 크고 큰 직류 전압 이득을 가지며 안

정시간이 20ns이하인 고속의 OP AMP 회로를 실현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입력 신호, 제 2 입력 신호 및 공통 모드 기준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공통 모드 기준 신호에 의해 추출된 제 1 및

제 2 입력 신호의 평균값인 공통 모드 전압에 비례하는 출력 전압 신호를 제공하는 공통 모드 검출기에 있어서,

병렬로 접속되며, 상기 공통 모드 전압에 비례하는 제 1 및 제 2 전류 출력을 각각 제공하는 nMOS 입력단 차동 증폭

기와 pMOS 입력단 차동 증폭기; 및

상기 제 1 및 제 2 전류 출력을 상기 출력 전압 신호로 변환하는 푸시풀 CMOS 증폭기로 이루어진 공통 모드 검출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nMOS 입력단 차동 증폭기는 공통 접속되어 상기 제 1 전류 출력이 인가되는 게이트 단자와 

드레인 단자를 갖는 다이오드에 의해 동작하는 p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pMOS 입력단 차동 증폭기는 공

통 접속되어 상기 제 2 전류 출력이 인가되는 게이트 단자와 드레인 단자를 갖는 다이오드에 의해 작동하는 nMOS 트

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 모드 검출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푸시풀 CMOS 증폭기는 드레인 단자가 공통 접속된 출력 구동 nMOS 트랜지스터와 출력 구

동 p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출력 구동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가 다이오드에 의해 동작하는 상

기 nMOS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및 드레인 단자에 연결되며, 상기 출력 구동 pMOS 트랜지스터의 게 이트 단자가 다이

오드에 의해 동작하는 상기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및 드레인 단자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 모드 검

출기.

청구항 4.
제 1 및 제 2 입력 전압에 응답하여, 4개의 출력 전류를 제공하는 적응 바이어스 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입력 전압에 응답하여 제 1 및 제 2 전류를 각각 제공하는 연산 트랜스 콘덕턴스 증폭기;

상기 제 1 전류가 상기 제 2 전류보다 클 때, 전류를 상기 제 1 및 제 2 전류에 각각 가산하는 제 1 추출기 회로;

상기 제 2 전류가 상기 제 1 전류보다 클 때, 전류를 상기 제 1 및 제 2 전류에 각각 가산하는 제 2 추출기 회로; 및

상기 제 1 전류와 동일한 사인을 가지며 상기 제 1 전류에 비례하는 제 1 출력 전류, 상기 제 1 전류와 반대의 사인을 

가지며 상기 제 1 전류에 비례하는 제 2 출력 전류, 상기 제 2 전류와 동일한 사인을 가지며 상기 제 2 전류에 비례하

는 제 3 출력 전류 및 상기 제 2 전류와 반대의 사인을 가지며 상기 제 2 전류에 비례하는 제 4 출력 전류를 포함하는 

4개의 출력 전류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제공하는 4개의 출력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적응 바이어스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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