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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인가된 아날로그 입력 신호(VAIN)를 스위칭하기 위하여 구비되는 신호-스위치(1)를 위한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SLSC:Switched Level-Shift Circuit)가 개시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는,

상기 신호-스위치(1)로 인가되는 아날로그 입력 신호의 입력을 위한 입력 터미널(13); 제어신호(SW)의 입력을 위한 제어

입력 터미널(18); 상기 제어신호(SW)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정전압을 상기 아날로그 입력 신호(VAIN)에 가하여 레벨

-시프트된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15); 및 상기 신호-스위치(1)의 게이트 터미널

(2)에 연결되고, 발생되어진 상기 레벨-시프트된 아날로그 출력 신호의 출력을 위한 출력 터미널(4);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등록특허 10-0653049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가된 아날로그 입력 신호(VAIN)를 스위칭하기 위하여 구비되는 신호-스위치(1)를 위한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switched level-shift circuit;SLSC)로서,

a) 상기 신호 스위치(1)로 인가되는 아날로그 입력 신호의 입력을 위한 입력 터미널(13);

b) 제어신호(SW)의 입력을 위한 제어 입력 터미널(18);

c) 상기 제어신호(SW)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정전압을 상기 아날로그 입력 신호(VAIN)에 가하여 레벨-시프트된 아날

로그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15); 및

d) 상기 신호-스위치(1)의 게이트 터미널(2)에 연결되고, 발생되어진 상기 레벨-시프트된 아날로그 출력 신호의 출력을

위한 출력 터미널(4);

을 포함하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15)가,

상기 제어신호(SW)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온(on)으로 스위칭되는 제1전류원(30);

상기 제1전류원(30)에 직렬 연결되고, 상기 제1전류원(30)이 온 스위칭될 때 일정 전압 강하를 발생시키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레지스터(31); 및

상기 레지스터(31)에 직렬 연결되고, 상기 신호 입력 터미널(13)에 연결된 게이트(35)와, 상기 레지스터(31)에 연결된 소

스(34) 및 드레인(37)을 가지는 MOS-FET(32);

를 포함하고, 상기 레지스터(31)에 의해 발생된 일정 전압 강하와 상기 MOS-FET(32)의 게이트 소스 전압(VGS)이 레벨-

시프트된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아날로그 입력 신호(VAIN)에 가해지는 상기 정전압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MOS-FET(32)의 소스(36)가 접지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청구항 4.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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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OS-FET(32)의 소스(36)가 제2전류원(38)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전류원(30,38)이 각각 게이트를 가지는 각 MOS-FET에 의해 형성되고, 이 게이트는 상기 제어신호(SW)

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바이어스 전압(Vbias)을 상기 MOS-FET(30,38)으로 스위칭시키는 인에이블 스위치(enable

switch)(22a,23a)에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출력 터미널(4)이, 상기 제어신호(SW)가 제2논리상태(low)일 때 신호-스위치(1)

의 게이트(2)를 접지로 스위칭시키는 디스에이블 스위치(disable switch)(29)에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드 레

벨-시프트 회로.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15)가,

상기 제어신호(SW)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그 공급전압이 온(on) 스위칭되면서 인에이블(enable)되고,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입력 터미널(13)에 연결된 제1비반전 입력단(45)과, 스위칭 가능한 제1전류원(30)에 연결된 출력

단(47)과, 제2반전 입력단(46)을 가지는 연산 증폭기(44);

상기 제1전류원(30)에 직렬 연결되고, 스위칭 가능한 상기 제1전류원(30)이 인에이블된 상기 연산 증폭기(44)에 의해 온

(on)으로 스위칭될 때 일정 전압 강하를 발생시키는 레지스터(31); 및

상기 레지스터(31)에 직렬 연결되고, 상기 제어신호(SW)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온(on)으로 스위칭되는 스위칭 가능

한 제2전류원(38);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가 정전압을 보정하기 위한 레플리카 바이어스 루프(replica bias loop)(51)에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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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가, 상기 제어신호(SW)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상기 신호-스위치(1)를 일정 게이

트 오버드라이브(constant gate overdrive)로 작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청구항 10.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가 차동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위한 차동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differential

switched level-shift circui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청구항 11.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신호-스위치(1)가 MOS-FE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witched Level-Shift Circuit;SLSC)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신호 스위치, 특히 MOS-스위치는 트랙 및 홀드(track and holds), 프로그래머블 이득 증폭기(PGA:Programmable Gain

Amplifiers), 동조 필터(tunable filters) 또는 스위치드 커패시터(switched capacitor) 응용회로와 같은 많은 회로에 이용

되고 있다. 저전압 전원의 스위치드 커패시터 회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신호 또는 MOS-스위치를 구현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스위치드 커패시터 회로에서, 아날로그 입력 신호 Vi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MOS-스위치

또는 전송게이트(transmission gate)를 통해서 샘플링된다. 일반적으로 온(on) 상태에 있는 스위치는 고정된 선형 컨덕턴

스로서 작용한다. 실제 스위치의 컨덕턴스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 전압에 따라 달라진다. 도 1에는 세 가지의 상

이한 공급전압에서 스위치 컨덕턴스 대 입력 신호 Vi가 도시되어 있다. 점선은 NMOS 및 PMOS 디바이스의 개별 컨덕턴

스를 나타내며, 실선은 유효 병렬 컨덕턴스(parallel conductance)를 나타낸다.

제1경우에 있어서, Vdd는 두 임계전압 Vtn 및 Vtp의 합보다 훨씬 크다. 이 경우, 입력 신호 Vi를 위한 레일(rail)간 컨덕턴스

의 대형화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제2경우에 있어서, 공급전압 Vdd는 임계전압의 합에 필적하고, 입력 신호 Vi가 Vdd/2에 근접될 때 컨덕턴스의 실제적인

강하가 있게 된다.

제3의 경우에 있어서, 공급전압 Vdd가 두 임계전압의 합보다 작으며, 스위치가 전도되지 않는 큰 범위의 입력 신호 VI가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Fujimoro, L. Longo, A. Hirapethian 등은 "In 90-DBSNR 2.5 MHz output rate ADC

using cascaded multi-bit delta sigma modulation at 8x oversampling rate"(JSSC, vol. 35, december 2000)에서 신

호 경로에 스위치를 위한 저 임계전압 디바이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기 스위

치들을 프로세싱하기 위한 추가적인 마스크(masks)가 필요하고, 또한 제조공정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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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충전 펌프(charge pump)를 이용하는 것과 스위치 드라이버를 위한 공급전압을 국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제안

된 바 있다. 이는 A.R. Feldmann "A 13 bit, 1.4 Ms/s sigma delta modulator for RF baseband channel application"

(JSSC, vol. 83, october 1998)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 게이트 오버드라이브(gate overdrive)는 인가된

아날로그 신호의 비선형성 및 고조파 왜율(harmonic distortion)을 따르는 신호 종속적이다.

종래의 구현은 공급전압을 크게 초과하는 전압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상기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소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이라 불리는 기술을 채용함

으로써 MOS-스위치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A. M. Abo, P. R. Gray에 의한 "A 1.5-

V, 10-bit, 14.3-MS/s CMOS Pipeline Analog-to-Digital Converter"(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 34,

no. 5, may 1999)에서는 부트스트랩 회로와 스위칭 디바이스가 설명되고 있다.

도 2는 종래기술에 따른 부트 스트랩 MOS-스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송게이트는 파이프라인(pipeline)의 스위치-커패

시터 게이트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NMOS와 P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전압이 각각 0.7V와 0.9V이므로, 임의의

사용 가능한 신호 스윙(signal swing)을 갖는 종래 전송게이트는 직접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 2에 도시한

바의 부트스트랩 스위치(bootstrap switch)가 제안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부트스트랩 스위치는 디바이스 신뢰성 고려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종래기술에 따른 도 2의 스위치는 개념적으로 단일의 NMOS 트랜지스터가 된다. "오프(off)

"-상태에서 게이트는 접지되고 디바이스는 컷 오프된다. 반면 "온(on)-상태에서는 정전압 Vdd가 게이트-투-소스(gate-

to-source) 터미널을 거쳐 공급되며, 낮은 저항이 드레인으로부터 입력 신호에 독립적인 소스까지 형성된다. 게이트로 인

가되는 절대 전압이 양의 입력신호를 위해 공급전압 Vdd를 초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터미널-투-터미널(terminal-to-

terminal) 디바이스의 어떠한 전압도 Vdd를 초과하지 못한다.

도 3은 종래기술에 따른 부트스트랩 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도 3에 도시한 부트스트랩 회로는 스위치(M11)를 온/오프시키

는 단일 위상 클럭 Φ로 작동한다. 오프 동안 위상 Φ는 로우(low)가 된다. 도면부호 M7과 M10의 디바이스는 도면부호

M11의 게이트를 방전시켜 접지시킨다. 이와 동시에 공급전압 Vdd는 커패시터(C3)를 거쳐 도면부호 M3의 MOS-FET과

도면부호 M12의 MOS-FET에 공급된다. 여기서, 커패시터(C3)는 "온(on)" 상태일 동안 게이트와 소스를 거치는 배터리로

서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도면부호 M8의 MOS-FET과 도면부호 M9의 MOS-FET은 충전동안 스위치를 상기 커패시터

(C3)로부터 분리시킨다. 위상 클럭 Φ가 하이가 될 때, 배터리 커패시터(C3)로부터 전하가 스위치(M11)의 게이트(G)로 흐

르도록 하면서, 도면부호 M5의 MOS-FET이 도면부호 M8로 지시된 MOS-FET의 게이트를 풀 다운시킨다. 또한, 도면부

호 M9의 MOS-FET은, 게이트 소스 전압 Vgs를 입력 신호에 상관 없이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게이트(G)로 하여금 Vdd

에 의해 시프트된 입력 전압(S)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소스(S)가 Vdd에 있다면, 게이트(G)는 2 x Vdd에

있게 되나, 게이트 소스 전압 Vgs는 공급전압 Vdd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도면부호 M8로 지시된 MOS-FET의 바디

(body)(N-well)가 소스로 묶여지기 때문에 래치 업(latch up)은 억제된다. 상기 커패시터(C3)는 충전경로에서 모든 기생

커패시턴스에 더하여 스위칭 디바이스의 게이트(G)로 전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커져야 한다.

도 3에 도시한 종래기술에 따른 부트스트랩 회로 및 스위칭 디바이스의 단점은 클럭 신호 Φ가 배터리 커패시터(C3)를 충

전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 3의 부트스트랩 회로는 클럭 신호를 필요로 하면서 연속 시간 스위치들

(continuos time switches), 예를 들어 PGAs 또는 동조 필더 등에 이용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클럭 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MOS-스위치의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을 위한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Switched Level-Shift Circuit)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은 청구항 1의 특징을 가지는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은 인가된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스위칭하기 위하여 구비되는 신호-스위치를 위한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SLSC)를 제공하며, 여기서 이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는,

MOS-스위치로 인가되는 아날로그 입력 신호의 입력을 위한 입력 터미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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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신호의 입력을 위한 제어 입력 터미널과;

상기 제어신호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정전압을 상기 아날로그 입력 신호에 가하여 레벨-시프트된 아날로그 출력 신호

를 발생시키는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와;

상기 신호-스위치의 게이트 터미널에 연결되고, 발생되어진 상기 레벨-시프트된 아날로그 출력 신호의 출력을 위한 출력

터미널;

을 포함한다.

이러한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는 연속 시간 스위치들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의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상기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는,

상기 제어신호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온(on)으로 스위칭되는 제1전류원과;

상기 제1전류원에 직렬 연결되고, 상기 제1전류원이 온 스위칭될 때 일정 전압 강하를 발생시키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레

지스터와;

상기 레지스터에 직렬 연결되고, 상기 신호 입력 터미널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레지스터에 연결된 소스 및 드레인을 가

지는 MOS-FET;

을 포함하고, 상기 레지스터에 의해 발생된 일정 전압 강하와 상기 MOS-FET의 게이트-소스 전압이 레벨-시프트된 아날

로그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아날로그 입력 신호에 가해지는 상기 정전압을 형성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구현예에서, 상기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 내의 상기 MOS-FET

의 소스는 접지로 연결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다른 구현예에서, 상기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 내의 상

기 MOS-FET의 소스는 제2전류원에 연결된다.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상기 두 전류원은 각각 인에이블 스위치

(enable switch)에 연결된 게이트를 가지는 각 MOS-FET에 의해 형성되고, 여기서 상기 인에이블 스위치는 제어신호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MOS-FET의 게이트로 바이어스 전압(bias voltage) Vbias를 스위칭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상기 SLSC의 출력 터미널은 제어신호

가 제2논리상태(low)일 때 MOS-스위치의 게이트를 접지로 스위칭하는 디스에이블 스위치(disable switch)에 연결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또 다른 구현예에서, 상기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는,

제어신호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그 공급전압이 스위칭되면서 인에이블(enable)되고,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SLSC)의 입력 터미널에 연결된 제1비반전 입력단(non inverting input)과, 스위칭 가능한 제1전류원에 연결된 출력단과,

제2반전 입력단을 가지는 연산 증폭기를 포함하고,

또한, 상기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는 제1전류원과 직렬 연결된 레지스터와, 이 레지스터에 직렬 연결되고 제어신호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온(on)으로 스위칭되는 스위칭 가능한 제2전류원을 더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레지스터는 스위칭

가능한 상기 제1전류원이 인에이블된 상기 연산 증폭기에 의해 온(on)으로 스위칭될 때 일정 전압 강하를 발생시킨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는 정

전압을 보정하기 위한 레플리카 바이어스 루프(replica bias loop)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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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또 다른 구현예에서,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는 차동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위한 차동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differential switched level-shift circuit)이다.

실시예

도 4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위치 트랜지스터(1)는 라인(3)을 통해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

의 출력 터미널(4)에 연결된 게이트(2)를 가진다.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는 제어신호(SW)가 제1로직상태

(high)일 때 일정 게이트 오버드라이브(constant gate overdrive)로 MOS-스위치(1)를 작동시킨다. 상기 MOS-스위치(1)

는 드레인 및 소스 터미널을 가지며, 이 소스 터미널(7)은 라인(8)을 통해 분기노드(9)로 연결된다. 상기 MOS-스위치(1)

의 드레인 터미널(10)은 출력 신호 라인(11)으로 연결된다. 상기 분기노드(9)는 신호라인(12)을 통해 신호원으로부터 아

날로그 입력 신호 VAIN을 수신받는다. 상기와 같이 인가된 아날로그 입력 신호는 라인(14)을 통해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입력 터미널(13)로 공급된다. 상기 인가된 아날로그 입력 신호 VAIN은 라인(16)을 통해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 내의 아날로그-시프트 회로(15)로 공급된다. 상기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15)의 출력단은 라인(17)을 통해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출력 터미널(4)에 연결된다. 상기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15)는 제어신호(SW)가 제

1논리상태(high)일 때 정전압을 터미널(13)로 인가된 아날로그 입력 신호에 가하여 레벨 시프트된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제어신호(SW)는 제어 입력 터미널(18)을 통해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에 인가된다. 상기 인가된

제어신호는 내부 제어신호 라인(19 ~ 21)을 통해 인가되어,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15)를 위한 공급전압 Vddh를 온/

오프(on/off) 스위칭하는 스위치(22,23)들을 온/오프시킨다. 상기 공급전압 Vddh는 공급전압 터미널(24)을 통해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에 인가된다.

터미널(18)에 인가된 제어 입력 신호는 노드(25)에서 분기된 내부 제어 라인(27)을 통해 내부 인버터(26)로 인가된다. 상

기 인버터(26)의 출력단은 라인(28)을 통해 제3스위치(29)에 연결되고, 이 제3스위치(29)는 출력 신호 라인(17)에 연결된

다.

한편, 제어신호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인에이블 스위치(22,23)들이 온 작동하여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15)는 정

전압이 아날로그 입력 신호 VAIN에 가해지도록 인에이블되고, 아날로그 입력 전압 VAIN과 정전압 VLS의 합이 스위치 트

랜지스터(1)의 게이트(2)로 인가된다. 결국 상기 스위치 트랜지스터(1)는 일정 게이트 오버드라이브(constant gate

overdrive)로 작동되고 정전압 VLS와 같아진다. 또한, 제어신호(SW)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상기 제3스위치(29)는 스

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출력 터미널(4)이 접지되지 않도록 오프된다.

또한, 제어신호가 제2논리상태(low)일 때 상기 스위치 트랜지스터(1)의 게이트(2)는 스위치(29)에 의해 접지로 연결되고,

스위치 트랜지스터(1)를 효과적으로 오프 스위칭시킨다. 동시에 스위치(22,23)들이 오픈되고,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

(5)는 전력을 소비하지 않게 된다.

또한, 연속적인 작동을 위하여 제어신호는 항상 제1논리상태(high)가 된다. 그리고, 연속적인 작동에서 상기 스위치 트랜

지스터(1)는 VLS의 일정 게이트 오버드라이브로 항상 온(on)이 된다.

또한, 아날로그 입력 전압의 큰 신호 스윙을 위하여 상기 스위치 트랜지스터(1)의 요구되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는 결국

공급전압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에서,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는 공급전압 Vddh>(VAIN+V LS)

max+VDSAT로 작동된다. 추가적인 포화전압(saturation voltage)이 전류원 트랜지스터에 제공되어 상기 스위치드 레벨-

시프트 회로(5)의 출력단을 구동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상기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15)는 높은 공급전압 Vddh를 견디는 듀얼-GOX-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된다. 상기 스위

치 트랜지스터(1)는 VLS≤Vdd이면 통상의 레지스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급전압 Vdd=1.2V를 가지는 0.13㎛ CMOS

기술에서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는 높은 공급전압 Vddh=2.5V로 작동될 수 있다. VLS=1.2V인 경우 최대 신

호 스윙 VAINmax는 1V와 같이 높을 수 있다. 연속 시간 작동에서 상기 제어신호(SW)는 항상 제1논리상태(high)이고, 따라

서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15)는 항상 인에이블된다. 이러한 제어신호(SW)는 파워 다운(power down) 기능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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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는 일정 게이트 오버드라이브를 갖는 스위치 트랜지스터(1)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5)는 전력 소비가 저

감되는 스위치드 샘플링 회로들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연속 시간 작동은 어떠한

수정 없이도 정적 프로그래밍 스위치들을 위해 이용 가능하다. 또한, 도 4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위치 트랜지스터

(1)의 부트스트래핑을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는 클럭 신호 없이 작동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 레벨-시프트 회로(5)의 바람직한 구현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제1구현예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한 구현예에서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아날로그 레벨-시프트 회로(5)는 인가된 제어신호(SW)가 제1논리상

태(high)일 때 인에이블링 스위치(enabling switch)(22a)에 의해 온(on) 스위칭되는 제1전류원(30)을 포함한다. 도시한

구현예에서 상기 제1전류원(30)은 PMOS-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된다. 상기 인에이블링 스위치(22a)는 PMOS(30)의 게

이트를 바이어싱 전압(biasing voltage) Vbias으로 스위칭한다. 또한, 제어신호(SW)가 논리적으로 로우(low)일 때 PMOS

(30)의 게이트를 방전시키기 위한 스위치(22b)가 구비된다. 상기 아날로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15)는 라인(32)을

통해 상기 전류원(30)에 직렬로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레지스터(31)를 더 포함한다. 상기 레지스터(31)는 상기 제1전

류원(30)이 온(on)으로 스위칭될 때 일정 전압 강하를 발생시킨다.

또한, 상기 아날로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15)는 라인(33)을 통해 상기 레지스터(31)에 직렬로 연결된 MOS-FET

(32)을 더 포함한다. 도 5에 도시한 구현예에서 상기 MOS-FET(32)은 라인(34)을 통해 접지된다. 또한, 상기 MOS-FET

(32)은 신호 라인(16)을 통해 신호 입력 터미널(3)로 연결된 게이트(35)를 가진다. 상기 MOS-FET(32)의 소스(36)는 라

인(34)을 통해 기준 전위, 예컨대 접지로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MOS-FET(32)의 드레인(37)은 상기 레지스터(31)로 연

결된다. 상기 레지스터(31)에 의해 발생된 일정 전압 강하와 상기 MOS-FET(32)의 게이트 터미널(35)과 소스 터미널(37)

간의 MOS-FET(32)의 게이트 소스 전압은,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출력 터미널(4)로 공급되는 레벨-시프트된

(level-shifted)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아날로그 입력 신호 VAIN에 가해지는 정전압 VGS를 형성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제2구현예를 보여주고 있다. 도 6에 도시한 구현예에서는 MOS-

FET(38)에 의해 구성된 제2전류원(38)이 구비되어 있다. 이 제2전류원(38)은 MOS-FET(32)의 드레인 터미널(36)에 연

결된다. 상기 제2전류원(38)은 제어신호(SW)에 의해 제어되는 인에이블링 스위치(23a)에 연결된 게이트(39)를 가진다.

인에이블링 스위치(23a)는 제어신호(SW)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닫혀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어신호가 제2논리상

태(low)일 때 NMOS(38)을 컷 오프(cut off)시키기 위하여 NMOS(38)의 게이트(39)를 방전시키기 위한 스위치(23b)가 구

비된다. 상기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는 라인(42)을 통해 MOS-FET(32)의 드레인 터미널(36)로 연결된 게이트

(41)를 가지는 MOS-FET(40)을 더 포함한다. 상기 MOS-FET(40)은 라인(42)을 통해 출력 신호 라인(17)에 연결된

NMOS이다. 또한, 상기 MOS-FET(40)은 라인(43)을 통해 접지된다. 상기 MOS-FET(40)은 소스 팔로워(source

follower)로서 작동하고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출력 임피던스를 낮추도록 구비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제3구현예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한 구현예에서 아날로그 레벨-

시프트 회로(15)는 연산 증폭기(44)를 포함하고, 제어신호(SW)가 제1논리상태(high)일 때 연산 증폭기(44)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그 공급전압이 온(on)으로 스위칭된다. 이 때문에 연산 증폭기(44)는 인에이블링 스위치(22,23)들에 의해 온으로

스위칭된다. 상기 연산 증폭기(44)는 신호 라인(46)을 통해 입력 터미널(13)로 연결된 제1비반전 입력단(non inverting

input)(45)을 가진다. 또한, 상기 연산 증폭기(44)는 제2반전 입력 터미널(46)과, 스위칭 가능한 제1전류원(30)에 연결된

출력 터미널(47)을 가진다. 레지스터(31)는 상기 제1전류원(30)과 직렬로 연결되어 상기 스위칭 가능한 제1전류원(30)이

라인(48)을 통해 인에이블된 연산 증폭기(44)에 의해 온으로 스위칭될 때 일정 전압 강하를 발생시킨다. 상기 레지스터

(31)의 나머지 터미널은 접지된 스위칭 가능한 제2전류원(38)에 연결된다. 도면부호 49의 노드에서 상기 연산 증폭기(44)

의 반전 터미널(46)은 라인(50)을 통해 레지스터(31)에 연결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에 의해 발생된 정전압의 보정을 위한 레플리카 바이어스 루프

(replica bias loop)(51)를 보여주고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의 레플리카 바이어스 루프는 도 4 ~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모든 구현예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상기 레플리카 바이어스 루프는 상기 스위치드 레벨

-시프트 회로(5) 내 레지스터(31)의 레플리카(31')와 MOS-FET(32)의 레플리카(32')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레플리카 바

이어스 루프(51)는 라인(54)을 통해 레플리카 회로에 연결된 제1입력 터미널(53)과 기준 전압원(56)에 연결된 제2터미널

(55)을 가지는 연산 증폭기(52)를 더 포함한다. 또한, 상기 레플리카 바이어스 루프(51)는 피드백 라인(58)을 통해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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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기 연산 증폭기(52)의 출력단에 연결된 NMOS(57)를 더 포함한다. 또한, 상기 레플리카 바이어스 루프(52)는 라인

(59)을 통해 상기 NMOS(57)에 연결된 전류미러(58)를 포함한다. 상기 레플리카 바이어스 루프(51)는 바이어싱 전압 Vbis

를 발생시키고 라인(60) 및 스위치(22a)를 통해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의 제어 입력 터미널(18)에 연결된다. 이러

한 제어 루프는 전압 VLS를 Vref가 되도록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는 샘플 회로(sample circuits) 또는 연속 회로(continuos circuits)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ADCs 및 스위치 커패시터 필터와 같은 샘플 데이터 및 스위치 커패시터(SC) 회로에서 샘플링 스위

치(sampling switches)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5)는 PGAs, 동조 필터

(tunable filters), 바이패스 스위치 또는 신호 경로 스티어링(stearing)과 같이 연속적으로 작동되는 회로의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실시를 가능하도록 하면서 연속적인 응용회로에 이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바람직한 구현예를 다음의 첨부도면들을 참조로 하여 설명하

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종래기술에 따른 전송게이트(transmission gate)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기술에 따른 부트스트랩 MOS-스위치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종래기술에 따른 부트스트랩 회로 및 스위칭 디바이스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블럭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제1구현예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제2구현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제3구현예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드 레벨-시프트 회로(SLSC)의 정전압을 보정하기 위한 레플리카 바이어스 루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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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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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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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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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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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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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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