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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광대역 샘플/홀드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샘플/홀드회로블록도.

제2a도 내지 제2c도는 제1도에 따른 샘플홀드파형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샘플/홀드회로블록도.

제4도는 제3도에 따른 상세회로도.

제5a도 내지 제5f도는 제4도에 따른 샘플홀드파형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입력버퍼부                    12 : 제1스위칭부

13 : 제2스위칭부                  14 : 출력버퍼부

15 : 분주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샘플  및  홀드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샘플/홀드회로를  2개의  패스(path)를  이용하여 구
성하므로서  고해상도를  요구하는  회로나  고속아날로그/디지탈변환기등에  적당하도록  한  광대역 샘플
/홀드회로에 관한 것이다.

제1도는  종래의  샘플/홀드블록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신호(Vin)를  입력버퍼(1)을  통해 
입력하여 스위치(SW1)를 통한 후 홀드콘덴서(C)를 통해 출력버퍼(2)를 다시통해 

최종출력(Vout)하며, 샘플/홀드클럭신호( )에  의해  상기  스위치(SW1)를  제어하도록 구성되었
다.

이와  같은  종래의  샘플/홀드회로의  작용  및  문제점을  첨부된  제2a도  내지  제2c,  제1도에  따른 샘플/
홀드파형도를 참조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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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홀드클럭신호( )가  제2a도와  같은  타이밍펄스로  입력되고,  입력신호(Vin)가  제2b도와 

같은  파형의  아날로그신호로  입력버퍼(1)를  통해  입력되면,  상기 클럭신호( )의  저전위 구간
에서  스위치(SW1)가  온되어  입력버퍼(1)를  통해  입력되는  아날로그신호를  홀드콘덴서(C)에 충전시키

면서  그  충전전위(Vc)를  출력버퍼(2)를  통해  최종출력(Vout)하며, 클럭신호( )가  고전위 구
간에서는  스위치(SW1)가  오프되어  입력신호(Vin)가  차단되면서  홀드콘덴서(C)에  충전되었던  바로 직
전의 충전전위가 홀드되면서 출력버퍼(2)를 통해 최종출력(Vout)된다.

즉,  제2c도와  같이 클럭신호( )의  저전위구간에서는  상기  입력신호(Vin)를  그대로  전달하는 

샘플링을  실시하고, 클럭신호( )의  고전위  구간에서는  홀드콘덴서(C)에  의해  바로직전 저전
위 구간에서 홀드시킨 값을 출력에 전달하면서 홀드구간이 된다.

여기서,  홀드콘덴서(C)는  방전루프가  없어  스위치(SW1)온에  의해  샘플링구간에서  충전되는 충전전위
를 홀드구간에서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홀드콘덴서(C)가  샘플링구간에서  입력신호(Vin)가  감소될때는  역으로  흘러  충전전위가 감소
되는  방전을  하므로  샘플/홀드를  고속으로  수행하게  되면  홀드콘덴서(C)의  충,  방전속도가 입력신호
(Vin)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시키고자  콘덴서  용량을  콘덴서  용량을 
작게하면,  일정기간동안  충전전위를  유지시켜야  하는  홀드구간에서  누설전류에  의해  일정전압유지가 
어렵게 되어 콘덴서 용량을 크게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동작에 제약을 받는다.

본  고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클럭신호를 분주시켜  제어하도록  하는 샘플/홀드패
스를  2개로  구성하여  고속스위칭  입력신호를  안정되게  샘플/홀드시키도록  하는  샘플/홀드회로를 안
출한 것으로, 이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도는  본  고안에  따른  광대역  샘플/홀드회로블록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신호(Vin)를 

버퍼링하는  입력버퍼(11)와,  클럭신호(CK)를 분주시켜  분주기(15)의 분주클럭( )에 따

라  상기  입력버퍼(11)의  출력을  홀드콘덴서(C1),(C2)에  스위칭하는  아날로그스위치(SW1)인 제1스위

칭부(12)와,  상기  분주기(15)의 분주클럭( )  및  인버터(I1)를  통한  상기, 클럭신호( )

에  따라  상기  홀드콘덴서(C1)출력(Vc1)  단자(a2),  무신호단자(d),  상기  홀드콘덴서(C1)  출력(Vc2) 
단자(b2)를  순차적(a2→d→b2→d→a2…)으로  스위칭선택하는  아날로그스위치(SW2)인 제2스위칭부

(13)와,  그  제2스위칭부(13)의  출력을  버퍼링하여  최종출력(Vo)으로  전달하는  출력  버퍼(14)로 구성
하였다.

제4도는  본  발명  제3도에  따른  상세회로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신호(Vin)를 커플링콘덴
서(C3)를  통해  트랜지스터(Q1),(Q2)의  베이스에  공통인가받아  그  에미터출력을  각기  병렬접속된 콘
덴서  및  저항(C4,  R1),(C5,  R2)을  통해  트랜지스터(Q3),(Q4)의  베이스에  인가한  후  그  에미터를 통
해  각기  홀드콘덴서(C1),(C2)에  출력하도록  입력버퍼부(11)를  구성하고,  클럭신호(CK)를 분주기(1

5)를  통해 분주시킨 분주클럭( )의 정/부클럭( , )에  따라  동작하는 트

랜지스터(Q6,  Q5),  (Q7,  Q8)를  각각  차동단  구성으로  상기  트랜지스터(Q4),(Q3)의  베이스와  상기 트
랜지스터(Q3),  (Q4)의  에미터  각각  제어하도록  하는  제1스위칭부(12)를  구성하며,  상기 홀드콘덴서
(C1),  (C2)의  출력(Vc1),  (Vc2)을  베이스에  각기  인가받는  트랜지스터(Q13),(Q9)와  상기 클럭신호
(CK)의  반전클럭(CK)을  베이스에  공통인가받는  트랜지스터(Q14),  (Q10)를  각기  차동구성하여  상기 
트랜지스터(Q9,  Q10),  (Q13,  Q14)의  각  공통에미터출력을  각기  역방향다이어드(D1),(D2)를  통한  후 
전류원(I4)을  통해  바이어스  공급받아  공통으로  출력버퍼부(14)에  출력하도록  하고,  전류원(I3)을 

통해  에미터가  공통으로 부전원(-VEE )  단자에  연결되는  트랜지스터(Q11),  (Q12)의  베이스에 분

주클럭( ), ( )을  인가하여 그  트랜지스터(Q11),  (Q12)의  클렉터를 각기  통해  상기 차

동트랜지스터(Q9,  Q10),  (Q13,  Q14)의  공통에미터를  제어하도록  제2스위칭부(13)를  구성하고,  상기 
제2스위칭부(13)의  다이오드(D1),(D2)의  공통애노우드  접속점을  통해  베이스에  입력받는 트랜지스터
(Q15)의 에미터를 통해 최종출력(Vo)하도록 출력버퍼부(14)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를  첨부한  제5a도  내지  제5f도  본  발명에  따른 샘플/홀드
파형도를 참조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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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b도와  같은  샘플/홀드클럭(CK)과,  상기  클럭(CK)이 분주기(15)를  통해  제5a도와 같이

분주된 클럭( )이 본 발명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에 입력된다.

입력신호(Vin)가  제5c도와  같은  아날로그신호로  입력  버퍼부(11)에  인가되면,  커플링콘덴서(C3)를 
통한  후  트랜지스터(Q1),(Q2)를  통해  완충증폭되어  에미터팔로워출력되고,  각기  콘덴서  및  저항(C4, 
R1),  (C5,  R2)을  통해  버퍼링되어  완충증폭트랜지스터(Q3),  (Q4)의  베이스에  인가되는데,  이때 

분주된 분주클럭( )이  고전위  구간이면  제1스위칭부(12)  트랜지스터(Q5),(Q7)가 턴온되

어  트랜지스터(Q4)의  베이스에  인가되는  신호는  트랜지스터(Q6)에  이해  차단되면서 트랜지스터(Q4)
가  오프되고,  트랜지스터(Q3)의  베이스에  인가되는  신호는  트랜지스터(Q7)의  턴온에  의해  상기 트랜
지스터(Q3)의  에미터에  나타나게  되어  홀드콘덴서(C1)는  입력신호(Vin)에  따른  충방전을  하는 샘플
링작용을 한다.

그리고, 분주된 분주클럭( )이  전위구간이면,  제1스위칭부(12)의  트랜지스터(Q5), (Q

8)가  턴온되어  트랜지스터(Q3)의  베이스에  인가되는  입력신호를  차단시키고,  트랜지스터(Q4)를 턴온
시켜  그  트랜지스터(Q4)의  에미터를  통해  입력신호(Vin)가  홀드콘덴서(C2)에  충/방전된다.  즉, 제1

스위칭부(12)는 분주된 분주클럭( )이  고전위  구간이면  홀드콘덴서(C1)에,  저전위 구간

이면  다른  홀드콘덴서(C2)에  입력버퍼부(11)를  통한  입력신호(Vin)를  인가시켜  충/방전하는 샘플링
을 한다. 여기서, 방전은 역방향충전으로 입력신호(Vin)가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제5d도 및 제5c도와 같이 홀드콘덴서(C1),(C2)에는 제5a도와 같은 분주클럭

( )의  고전위  구간은  홀드콘덴서(C1)는  샘플링동작을  하고,  다른  홀드콘덴서(C2)는 홀드동작
을 하며, 저전위구간은 반대동작을 한다.

한편,  클럭신호(CK)가  고전위  신호이면,  제2스위칭부(13)에  입력되는 반전클럭신호( )가 저전
위로  트랜지스터(Q10),(Q14)가  턴오프상태가  되어  트랜지스터(Q9),  (Q13)의  베이스에  인가되는  상기 
제5e도  및  제5d도와  같은  파형의  홀드콘덴서(C2),  (C1)에  의한  샘플/홀드출력(Vc2),  (Vc1)이 분주클

럭( )에  따라  스위칭된다.  이때, 분주클럭( )이  고전위이면,  트랜지스터(Q11)가 턴온

되므로  트랜지스터(Q9)가  턴온되어  그  트랜지스터(Q9)의  에미터  출력이  역방향다이오드(D1)를  통해 

출력버퍼부(14)에  전달되고,  상기 분주클럭( )이  저전위면,  트랜지스터(Q12)가  턴온되므로 
트랜지스터(Q13)가  턴온되어  그  트랜지스터(Q13)의  에미터출력이  역방향다이오드(D2)를  통해 출력버
퍼부(14)에 전달된다.

그리고,  클럭신호(CK)가  저전위로  그의 반전클럭신호( )가  고전위  신호이면,  트랜지스터(Q10), 
(Q14)가  턴온되므로  트랜지스터(Q9),  (Q13)의  베이스에  인가되는  홀드콘덴서(C2),  (C1)에  의한 출력
(Vc2), (Vc1)은 차단된다.

따라서,  출력버퍼부(14)를  통해  최종출력(Vo)되는  신호는  제5f도와  같이  홀드콘덴서(C2),  (C1)에 의

한  홀드값만  클럭신호(CK)의  고전위  구간에서  출력되는데, 분주클럭( )이  고전위일때 클럭신

호(CK)가  고전위이면,  상기  홀드콘덴서(C2)에  의한  홀드값이  출력(Vo)되고, 분주클럭( )이 
저전위일때 클럭신호(CK)가 고전위이면, 상기 홀드콘덴서(C1)에 의한 홀드값이 출력(Vo)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클럭신호를 분주시켜  제1스위칭부를  스위칭시키므로 두
개의  홀드콘덴서를  각기  충분한  샘플시간을  갖게되어  고속동작시에도  입력신호를  안정되게 샘플링시
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홀드콘덴서를  사용하여  누설전류  등에  의한  홀드값의 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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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할 수 있게되어 고해상도, 고속처리등의 기능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적당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아날로그입력신호(Vin)를  완충증폭하여  두라인  출력으로  각기  홀드콘덴서(C1),  (C2)에  인가하기 위

한  입력버퍼부(11)와,  샘플/홀드제어클럭신호(CK)를 분주시킨 분주클럭( )에  따라  상기 

홀드콘덴서(C1),(C2)에  인가되는  신호를  교번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1스위칭부(12)와,  상기 홀드콘덴

서(C1),(C2)를  통한  샘플/홀드(Vc1),(Vc2)를  상기  클럭신호(CK)의 반전클럭( )에  따라 공통으

로  선택  및  차단시킴과  아울러  상기  선택구간에서  상기 분주클럭( )에  따라  상기 샘플/홀드
신호(Vc1),  (Vc2)를  스위칭시키기  위한  제2스위칭부(13)와,  상기  제2스위칭부(13)의  스위칭에  따른 
신호를  완충증폭하여  출력(Vo)하는  출력버퍼부(14)로  구성하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샘플/
홀드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입력신호(Vin)단자를  콘덴서(C3)를  통한  후  트랜지스터(Q1),(Q2)의  베이스에 공통
접속하고,  그들의  각  에미터를  전류원(I1),  (I2)에  접속함과  아울러  병렬  접속한  콘덴서  및 저항
(C4,  R1),  (C5,  R2)을  각기  통해  트랜지스터(Q3),  (Q4)의  베이스에  각기  접속하며,  그 트랜지스터
(Q3),  (Q4)의  각  에미터를  홀드콘덴서(C1),  (C2)에  연결하며  입력버퍼부(11)를  구성하고, 분주클럭

( ), ( )  단자를  각기  저항(R4),  (R3)을  통해  베이스에  접속하고  에미터를  공통으로 

저항(R5)을  통해 부전원(-VEE )  단자에  접속한  트랜지스터(Q6),(Q5)의  각  콜렉터를  상기 트랜지스터

(Q4),  (Q3)의  베이스에  각기  접속하며,  상기 분주클럭( ), ( )  단자를  베이스에 접속

하고  에미터를  공통으로  저항(R6)을  통해  상기 부전원(-VEE )  단자에  접속한  트랜지스터(Q7),  (Q8)의 

각  콜렉터를  상기  트랜지스터(Q4),  (Q3)의  에미터에  각기  접속하여  제1스위칭부(12)를  구성하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샘플/홀드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홀드콘덴서(C1),  (C2)에  의한  샘플/홀드신호(Vc1),  (Vc2)  출력단자를  각기 트랜지

스터(Q9),  (Q13)의  베이스에  접속하고,  클럭신호(CK)의 반전클럭신호( )단자를 트랜지스터

(Q10),  (Q14)의  베이스에  공통접속하며, 분주클럭신호( ), ( )  단자를  각기  베이스에 

접속하고  에미터를  공통으로  전류원(I3)을  통해 부전원(-VEE )  단자에  접속한  트랜지스터(Q11), (Q1

2)의  콜렉터를  각기  상기  트랜지스터(Q9,  Q10),  (Q13,  Q14)의  각  공통에미터에  접속함과  아울러 역
방향다이오드(D1),(D2)를  각기  통해  공통으로  바이어스  전류원(I4)에  접속하여  그  접속점  출력을 출
력버퍼부(14)에  인가시키도록  제2스위칭부(13)를  구성하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대역 샘플/홀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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