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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샘플/홀드회로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샘플/홀드회로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2도는 제1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ci트.

제3도는 제1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

제4도는 제1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

제5도  및  제6도는  제1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있어서  다른  비선형소자를  사용한  회로를  각각 나타
낸 도면.

제7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8도는 제7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9도는 제7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

제10도는  제7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제어신호에  의해  제어가능한  전류원을  갖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11도는  제도의는  제7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다른  비선형소자를  사용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
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13도는 제5도와 제7도의 회로를 조합한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14도는 제13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15도는 제1도의 나타낸 샘플/홀드회로장치에 특성을 더욱더 향상시킨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16도는 제15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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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  및  제18도는  제15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다른  비선형소자를  사용한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19도,  제20도  및  제21도는  제7도,  제11도  및  제12도에  나타낸  실시예의  샘플  /홀드회로장치의 특
성을 더욱더 향상시킨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22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23도는 제22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24도는 제22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전류제한저항을 삽입시킨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25도  및  제26도는  제22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다른  비선형소자를  사용한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27도,  제28도  및  제29도는  제22도,  제25도  및  제26도의  실시예에서  초기화용  스위치대신에 제어신
호에 의해 제어되는 전류원을 사용한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30도,  제31도  및  제32도는  제15도,  제17도  및  제18도의  실시예에  DC오프셋보상회로를  부가한 샘플
/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33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34도는 제33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35도는 제33도의 실시예에 있어서 다른 타이밍회로를 사용한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36a도는 제35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의 구체적인 회로구성도.

제36b도는 제36a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설치된 반전회로의 회로도.

제37도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38도는 1수평기간동안 샘플/홀드치를 출력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39도는 제38도의 샘플/홀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40도는 1수평기간동안 샘플/홀드치를 출력하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41도는 제40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42도는 1수평기간동안 샘플/홀드치를 출력하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43도는 제42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44도는 1수평기간동안 샘플/홀드치를 출력하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45도는 제44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46도는 1수평기간동안 샘플/홀드치를 출력하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47도는 제46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48도는 1수평기간동안 샘플/홀드치를 출력하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의 회로도.

제49도는 제48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50도는 IC간의 DC오프셋 보상회로의 회로도.

제51도는 제50도의 회로에 사용되고 있는 샘플/홀드회로의 회로도.

제52도는 제50도의 회로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샘플/홀드회로의 회로도.

제53도는 IC간의 다른 DC오프셋 보상회로의 회로도.

제54a 및 b도는 제53도의 샘플/홀드회로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

제55도는 제53도에 대응하는 IC간의 다른 DC오프셋 보상회로의 회로도.

제56도는  샘플/홀드회로에  이용되는  제어신호의  지터(jitter)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회로장치의 
회로도.

제57a 및 b도는 제56도의 회로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신호의 파형도.

제58도는  제56도의  회로장치에  대응해서  디지탈신호를  입력으로  D/A변환기를  사용한  회로장치의 회
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80,87,101,149,155,166,174,181,193,219,224,230,237,300 : 전류원

99,326,352,358~361,368~371 : 샘플/홀드회로

102,160,234,304,327,342,406 : OP앰프

125,126,131,410 : 지연회로 130,132~137,409 : 반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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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84,205,209,264 : 제1샘플/홀드회로

165,185,206,210,265 : 제2샘플/홀드회로        207 : DC오프셋보상회로

211,402 : 제1버퍼                             212,407 : 제2버퍼

213 : 제1스위치                               214 : 제2스위치

215 : 제3버퍼

238,266,267,294 : 소오스플로워

356 :고속샘플/홀드회로                        366,376 : 구동IC

377 : 액정패널                                378 : D/A변환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액정디스플레이 등을 구동시키기 위한 고정밀도의 샘플/홀드회로장치(sample/hold 
circuit device)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종래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의하면,  P챈널  MOS트랜지스터  및  N챈널  MOS트랜지스터가  서로  병렬로 
접속되어  MOS아날로그스위치를  구성하는  바,  접속노드의  한쪽은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다른쪽 노드
는 축적용량(캐패시터) 및 출력단자에 접속된 다.

상기  종래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있어서는,  병렬접속된  MOS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역상(逆相)의 제
어신호(φ1,φ2)가  인가되어  MOS아날로그스위치의  개폐(開閉)를  제어하고  있다. 제어신호(φ1,φ2)
에  의해  MOS아날로그스위치가  온(단락)상태로  될  때,  축적용량의  단자전위가  입력단자전위로  될 때
까지  축적용량에  전하가  축적된다.  그  다음에  제어신호(φ1,φ2)에  의해  MOS아날로그스위치가 오프
(개방)되면,  축적용량  에  축적된  전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같은  동작을  샘플/홀드동작이라고 
한다.

상기  샘플/홀드동작에  있어서,  샘플링  레이트(samplin  rate)가  높아지면,  상기  종래의  회로에서는 
이상적인 샘플/홀드동작을 실행할 수 없었다. 이것을 다음에 설명한 다.

MOS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극과  드레인전극  및  게이트전극과  소오스전극간에는  오버랩용량(overlap 
capacitance)이라고  불리워지는  기생용량이  존재하고  있다.  제어신호(φ1,φ2)에  의해  MOS스위치가 
온상태로부터  오프상태로  변화할  때,  게이트  전극으로부터  상기  오버랩용량을  매개해서  제어신호가 
축적용량으로  누설되고  이것이  오차전하로  되어  축적용량에  축적된  전하에  중첩된다.  더욱이, MOS트
랜지스터의  동작원리로부터  양  MOS트랜지스터의  챈널에는  턴온상태일  때  챈널전하가  생기게  되는데, 
이  챈널전하는  MOS트랜지스터가  극히  저속으로  턴오프상태로  변화하게  되면  소오스  또는 드레인전극
중  보다  저임피던스의  전극측으로  흐르게되지만,  역으로  고속으로  MOS트랜지스터가  턴오프상태로 변
화하게  되면  챈널전하는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중  쌍방으로  분할되어  흐르게  된다.  따라서, 샘플
링  레이트가  높아지면,  소정  비율의  챈널전하가  오차전하로서  축적용량에  축적되어  있는  전하에 중
첩되게 된다.

샘플/홀드회로는  액정패널(디스플레이)등에  이용되는  구동회로에도  응용된다.  이  경우, 입력단자에
는  상기와  같은  샘플/홀드회로가  접속되고,  이  샘플/홀드회로의  출력단자에는  출력이네이블단자를 
갖춘  출력버퍼가  접속된다.  그리고,  출력버퍼의  출력단자는  TFT(Thin  film  Transistor)를  이용한 스
위치를  매개해서  액정셀에  접속된다.  또한,  출력버퍼와  TFT의  노드간에는  액정패널상의  배선용량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액정패널  구동회로에  의하면,  우선  영상신호의  수평기간에  있어서  영상신호가  유효하게 
전송되어  오는  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칭한다)에  제어신호(φ1,φ2)에  의해  샘플/홀드회로가 영상
신호를  샘플/홀드하게  된다.  이때,  제어신호(OE)에  의해  출력버퍼는  오프상태로  되고,  그 출력단자
는 고임피던스상태로 된다.

샘플/홀드동작이  수행된  직후의  수평공백기간(horizontal  blacking  period)에  있어서, 제어신호(O
E)에  의해  배선용량은  샘플/홀드된  전위까지  충전됨과  더불어  제어신호(Yc)에  의해  턴온상태로  된 
TFT를  매개해서  액정셀도  구동된다.  그런데,  TFT의  특성이  통상의  MOS트랜지스터에  비해  나쁘기 때
문에,  제어신호(Yc)에  의해  TFT를  수평공백기간을  지난  기간  A만큼  더  온상태로  해  놓을  필요가 있
다.  제어신호(OE)에  의해  버퍼의  출력이  고임피던스상태로  되어  TFT가  턴온되어  있을  때에는, 배선
용량에 축적되어 있는 전하가 TFT를 매개해서 액정셀을 기간 A에 있어서도 구동시키게 된다.

상기  종래의  액정패널  구동회로에서는,  샘플/홀드회로의  오차라던지  편차외에  상기  액정셀 구동기간
(A)에  있어서  배선용량이  어디에서도  구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계로부터의  노이즈의  영향을 받
기 쉬우므로 화질이 열화되는 결점이 있다.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종래의  샘플/홀드회로를  다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
나, 샘플/홀드회로를 다단으로 구성하면, 각 단의 오차나 편차가 중첩되는 결점이 있다.

더욱이,  패널을  구동시킬  때에는  1수평라인의  화소수에  대응하는  샘플/홀드회로를  모두  하나의  IC로 
집적화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수의  샘플/홀드회로를  내장시킨  IC를  다수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IC간의  편차때문에  화면상에서  각각의  IC의  구동되고  있는  부분에서  막대모양으로  휘도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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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단차가 생겨 현저하게 화질을 열화시키는 결점이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기술에  있어서는,  제1과제로서  샘플/홀드회로에  인가되는  제어신호의 출
력으로의  누설에  의한  오차와  MOS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아날로그스위치의  오프시에  발생하는 챈널전
하에  의한  오차가  있었다.  더욱이,  액정패널등을  구동하는  구동수단에  응용되는  샘플/홀드회로를 다
수개  집적시켜  높은  IC에  있어서는  상기  오차가  분산되어  화질이  더욱더  열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2과제로서  샘플/홀드회로를  1단으로  한  구성에서는  1수평기간중  수평공백기간에만  액정  패널의 
TFT나  액정셀을  구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계로부터의  노이즈가  화면에  나타나  화질을  열화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  샘플/홀드회로를  2단으로  한  구성에서는  출력이  감쇠나  편차요인이 
증가하는  결점을  갖고  있었다.  상기  IC내의  문제점에  덧붙여,  제3과제로서  IC간의  편차때문에 화면
상에서  각각의  IC의  구동되고  있는  부분에서  막대모양으로  휘도나  색조에  단차가  생겨  현저히 화질
을 열화시키는 결점이 있었다.

[발명의 목적]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  출력신호의  오차  및  편차를 
증가시키지  않고  수평공백기간이상  1수평기간이내의  임의의  기간동안  액정패널을  구동시킬  수 있으
며, IC간의 특성의 편차를 보상한 샘플/홀드회로장치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입력신
호단자와  제1내부단자간이  제1제어신호에  따라  개폐되는  제1스위치에  의해  접속되고,  제1내부단자와 
제1출력단자간이  제1비선형소자에  의해  접속되며,  제1출력단자와  접지간이  제1전위유지회로에  의해 
접속되고,  제1출력단자와  접지간이  제2제어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제2스위치회로  혹은 제1전류원회로
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작용]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제1스위치는  신호를  샘플링하기  위해  설치되고, 제1비선형
소자와  제1전위유지회로는  제1스위치가  온상태로  될  때  최대전위  또는  최소전위를  검지해서 유지하
기 위해 설치되며, 제2스위치 혹은 제1전류원회로는 제1전위유지회로를 초기화시키기 위해 
설치된다.

[실시예]

이하,  예시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각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전원(+VDD )으로 

구성되어  있는  MOS회로에서는  모두  NMOS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도에는  그들 NMOS트랜지
스터의  극성은  특별히  표시하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만,  본원의  도면  제33도,  제35도 
및  제36도와  같이  PMOS형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도면만  그들  NMOS,  PMOS트랜지스터의 
극성을  기재하여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원의  명세서에  있어서도,  특별히  그  극성을  표시하고 있
지 않은 트랜지스터는 모두 NMOS트랜지스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제1도를 참조해서 제1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입력단자(54)는  N챈널  MOS트랜지스터(55)  및  쇼트키다이오드(56)를  매개해서  축적용량(57),  N챈널 
MOS트랜지스터(58) 및 출력단자(59)에 접속된다.

상기  회로에  있어서,  MOS트랜지스터(55,58)의  게이트에는  제2도에  나타낸  것과  같은 제어신호(φ1
4,φ15)가  공급된다.  우선,  제어신호(φ15)에  의해  MOS트랜지스터(58)가  턴온되어  축적용량(57)의 
양단이  동전위로  된다.  즉,  축적용량(57)이  초기화된다.  그  후,  제어신호(φ14)에  의해 MOS트랜지스
터(55)가  턴온된다.  이때,  다이오드(56)를  매개해서  축적용량(57)이  충전되어  입력신호의  전위에서 
다이오드(56)의  순방향  전압강하를  뺀  전위로  된다.  제어신호(φ14)가  하이레벨로부터  로우레벨로 
되어  MOS트랜지스터(55)가  턴오프된  때에는,  MOS트랜지스터(55)의  오버랩  용량을  매개해서  누설되는 
제어신호(φ14)의  전하와  MOS트랜지스터(55)의  챈널전하의  일부가  오차전하(△Q)로서  다이오드(5)를 
매개해서  축적용량(57)에  유입되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오차전하가  부(負)이기  때문에, 다이오드
(56)는  역바이어스되어  쇼트키접합만이  전하가  축적용량(57)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로  된다.  이 
상태를 제3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3도의  회로에  의하면,  단자(60)는  쇼트키다이오드(56)의  애노드단자로  이용되는  것으로 오차전하
의 유입단이고, 용량(61)은 MOS트랜지스터(55)의 소오스(흑은 드레인)와 기판간의 
접합용량(Cj)이며,  용량(62)은  쇼트키접합용량(Cs)이다.  우선,  단자(60)로부터  유입되는  오차전하는 
용량(61;  Cj)측과  용량(62,57)측으로  분배된다.  축적용량(57)을  Ch라  하면,  통상  Ch＞  Cs이기 때문
에  (△QㆍCs)/(Cs+Cj)의  오차전하가  용량(62,57)으로  유입되게  된다.  이때,  용량(57)에  발생하는 오
차전압은(△QㆍCs)  /[(Cs+Cj)ㆍCh]로  되어,  종래기술에서  발생된  오차전압  △Q/Ch에  비해 오차전압
을 Cs/(Cs+Cj)의 비율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제4도에 나타낸다.

제4도에  있어서,  기간  a,b,c,d,e는  제2도의  기간  a,b,c,d,e에  각각  대응하는  겻이고,  특성  631은 입
력단자(60)로  입력되는  입력신호이며,특성  632는  제1도의  다이오드(56)의  애노드단자의  전위이고, 
특성  633은  출력단자(59)의  출력전위이다.  기간  a에서는  전에  샘플링한  값이  유지되고  기간  b에서는 
제어신호(φ15)에  의해  MOS트랜지스터(58)가  턴온되므로  출력전위가  초기화된다.  여기서, 다이오드
(56)의  애노드단자의  전위는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강하에  대응하는  양만큼  출력전위보다  높다. 기
간  d에서는  제어신호(φ14)에  의해  MOS트랜지스터(55)가  턴온되므로  샘플링상태로  되어, 다이오드
(56)의  애노드단자는  입력전위로  되고,  출력전위는  입력전위보다  순방향  전압강하에  대응하는 양만
큼  낮은  값으로  된다.  기간  e에서는  MOS트랜지스터(55)가  턴오프될  때  발생하는  오차전하에  의해 오
차전압이 다이오드(56)의 애노드단자에 나타나게 되지만, 출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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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MOS트랜지스터(55)가  턴오프될  때  쇼트키다이오드의  애노드전위가  강하되어 다이
오드(56)가  턴오프된다.  그러나,  다이오드(56)가  역바이어스  되어  있고,  또  낮은  역바이어스내압을 
갖기  때문에,  예컨대  쇼트키다이오드가  파괴되게  된다.  이  파괴로부터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 단
일의 다이오드 또는 복수개의 다이오드의 직렬회로가 상기 다이오드에 병렬로 접속되게 된다.

이상  비선형소자로  쇼트키  다이오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비선형소자로  제5도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65)를,  제6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MOS트랜지스터(71)를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즉,  제5도에  있어서는  입력단자(63)는  N챈널  MOS트랜지스터(64)를 
매개해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65)의  베이스에  접속되고  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65)의  에미터는 축
적용량(66),  N챈널 MOS트랜지스터(672 )  및  출력단자(68)에  접속된다.  또,  제6도에  있어서는 입력단

자(69)는  N챈널  MOS트랜지스터(70)를  매개해서  MOS트랜지스터(71)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이 MOS트랜
지스터(71)의 소오스는 축적용량(72), N챈널 MOS트랜지스터(732) 및 출력단자(74)에 접속된다.

제5도에  있어서는,  제어신호(φ15)에  의해  제어되는 MOS트랜지스터(671 )에  의해  트랜지스터(65)의 

베이스전위가  초기화되어,  출력전압이  초기화될  때  트랜지스터  (65)의  콜렉터로부터  에미터로 초과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제6도에  있어서는,  제어신호(φ15)에  의해  제어되는 MOS트랜
지스터(731 )에  의해  MOS트랜지스터(71)의  게이트전위가  초기화되어,  출력전압이  초기화될  때 MOS트

랜지스터(71)의 드레인으로부터 소오스로 초과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제7도는  축적용량의  전위로  초기화시키기  위해  전류원을  사용한  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  제5도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전위가  리셋트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입력
단자(75)는  MOS트랜지스터(77)를  매개해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77)의  베이스에  접속되고,  이 바이
폴라  트랜지스터(77)의  콜렉터는  전압(Vcc)에  접속되며,  에미터는  축적용량(78), MOS트랜지스터

(792 )의  드레인  및  출력  단자(81)에  접속된다.  그리고, MOS트랜지스터(792 )의  소오스는  전류원(80)에 

접속된다.  또, MOS트랜지스터(791 )의  드레인  및  소오스는  상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77)의  베이스에 

접속되거나  접지되고,  게이트에는  제어신호(φ18)가  공급된다.  또한, MOS트랜지스터(76,792 )의 게이

트에는  제어신호(φ16,φ17)가  각각  공급된다.  제8도는  이들  제어신호(φ16,φ17φ18)의 타이밍챠트
를 나타낸 것이다.

제9도는  입력신호(82)  및  출력신호(83)를  나타낸  것으로,  도면에서  기간  a,b,c,d,e는  제8도의  기간 
a,b,c,d,e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기간  a에서는  전에  샘플링한  입력신호의  전위로부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77)의  Vbe만큼  낮은  전위가  축적용량  (78)에  축적된다.  기간  b에서는  제어신호(φ18)에 
응답하여  바이폴라  트랜지스터(77)의  베이스전위가  접지전위로  되어  이  트랜지스터가  턴온되고, 제
어신호(φ17)에  의해 MOS트랜지스터(792 )가  턴온되므로  전류원(80)이  출력단자(81)에  접속되어 제9

도의  출력신호(83)로  나타낸  바와  같이  축적용량(78)의  전위가  초기화되게  된다.  기간  c에서는 제어
신호(φ16)에  의해  MOS트랜지스터(76)가  턴온되므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77)는  에미터플로워를 형
성하여  축적용량(78)을  입력신호의  전위로부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77)의  Vbe만큼  낮은  전위까지 
충전시키게  된다.  축적용량(78)의  출력단자측의   전위는  그후  d의  기간으로  천이할  때까지 입력신호
의  전위로부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77)의  Vbe만큼  낮은  전위로  추종하게  된다.  기간  d에서는 입력
신호의  전위가  높아짐에  따라  축적용량(78)의  출력단자측의  전위가  입력신호의  전위로부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77)의  Vbe만큼  낮은  전위로  추종하게  되지만,  입력신호의  전위가  낮아지면  바이폴라 트
랜지스터(77)가  턴오프되게  되므로  축적용량(78)은  그  때의  전위를  유지하게  된다.  기간  e에서는 
MOS트랜지스터(76)가  턴오프될  때  발생하는  오차전압때문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77)의 베이스전위
가  MOS트랜지스터(76)가  턴오프되기  직전의  전위보다  하강하게  되므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77)가 
턴오프되어  출력전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제7도에  나타낸  회로에서는  제어신호(φ17)에  의해 
제어되는  전류원회로가  전류원(80)과 MOS트랜지스터(792 )로  구성되었지만,  이것은  제10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류원(87)과  MOS트랜지스터(84,86)로  구성되는  전류미러(current  mirror)  및 제어신호
(φ17)에 의해 전류미러를 제어하는 MOS트랜지스터(85)로 구성되어도 좋다.

제7도에서는  비선형소자로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예를  나타냈지만,  이  비선형소자로서 제
1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MOS트랜지스터(88)나  제1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이오드(89)를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또,  제1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어신호(φ18)에  의해  제어되는 
MOS트랜지스터(902 )를  제7도의  회로에  부가함으로써,  축적용량(78)의  방전시간이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제15도에는  제1도의  회로의  MOS트랜지스터(55)와  다이오드(56)의  접속노드에  보조용량(91  ;  Ca)이 
접속된  실시예가  나타내어져  있다.  제1도에서는  설명한  바와  같이,  제1도의  회로에서는  오차전압을 
종래에   비해  Cs/(Cs+Cj)로  감소시킬  수가  있었다.  여기서는  용량(61;  Cj)이  트랜지스터의  사이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은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본  발명의  효과가  저하되는  때도  있으나,  제16도의 
등가회로에  나타낸  경우에는  본  발명의  효과가  저하되는  때도  있으나,  제16도의  등가회로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조용량(91)을  용량(61;  Cj)에  병렬로  설치하게  되면  효과의  저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오차전압은  종래의  오차전압으로부터  Cs/(Cj+Cs+Ca)의  비율로  감소하게  되어,  Ca＞  Cs,  Cj로 
되도록  Ca를  선택하면  오차전압은  종래의  오차전압으로부터  사실상  제로(~0)와  등가인  Cs/Ca의 비율
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제17도~제2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선형소자로  바이폴라 트랜
지스터(65,77)나  MOS트랜지스터(71,88)를  사용한  경우라던가,  축적용량(78)의  방전수단으로  제어 신
호(φ17)에  의해  제어되는  전류원(80)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다.  또한,  이들 샘플/홀
드회로장치에는 보조용량(92,93,94,95,96)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제22도에는  제1도의  회로의  MOS트랜지스터(55)와  다이오드(56)의  접속노드에  제어신호(φ19)에  의해 
제어되는  MOS트랜지스터(97)를  접속시킨  예가  나타내어져  있다.  제22도의  회로의 MOS트랜지스터
(55,97,58)에  제23도에  나타낸  타이밍에서  제어신호가  인가된다.  즉,  제어신호(φ14)에  의해 MOS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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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지스터(55)가  턴오프되기  전에  제어신호(φ19)에  의해  MOS  트랜지스터(97)가  턴온되고,  동시에 다
이오드(56)가  턴오프된다.  이때,  MOS  트랜지스터(55)가  턴오프될  때에  발생하는  오차전하가  MOS 트
랜지스터(97)를  매개해서  임의의  전위점(98)에  결합되어  횹수되게  됨으로써,  오차전하가 출력단자
(59)측으로  유입되는  것이  방지되게  된다.  상기  제어신호(φ14,φ19)에  의해  MOS 트랜지스터(55,9
7)가  동시에  턴온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MOS  트랜지스터의  온저항이  낮으면  대전류가  흘러 소
비전력이  커지게  되지만,  이것은  제2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MOS  트랜지스터(97)에  직렬로 저항
(980)을  삽입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제어신호(φ19)에  의해  제어되는  MOS 트랜지스
터(97)를  부가하는  방법은,  제25도나  제26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65)나  MOS 트
랜지스터(71)를  비선형소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다.  더욱이,  제27도~제29도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축적용량(78)의  방전수단으로서  제어신호(φ17)에  의해  제어되는  전류원(80)을 사용
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은 적용가능하다.

제30도~제32도에  비선형소자에  의해  발생하는  DC오프셋전압을  보상하는  수단을  갖춘  실시예를 나타
낸다. 이하 제30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30도에  나타낸  샘플/홀드회로(99)는  제15도에  나타낸  MOS  샘플/홀드회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
다.

이  샘플/홀드회로(99)의  출력전위는  입력단(54)으로  부터  입력된  신호의  전위에서  다이오드(56)의 
순방향전압강하에  대응하는  전압을  뺀  전위로  되고,  이  출력전위는  MOS  트랜지스터와 전류원(101)으
로  구성되는  소오스플로워(source  follower)에  인가된다.  따라서,  OP앰프(102)의 비반전입력단자
(+)는  MOS  트랜지스터(103)의  게이트ㆍ소오스간의  전위차만큼  출력전위보다  낮은  전위를  갖게  된다. 
OP앰프(102)의  출력은  MOS  트랜지스터(103)  및  다이오드(104)를  매개해서  OP앰프(102)의 반전입력단
자(-)로  귀환되어  전압플로워(voltage  follower)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회로는  OP앰프(102)의 비반
전입력단자  및  반전입력단자의  전위가  같아지도록  동작하기  때문에,  출력단자(106)의  전위는 OP앰프
(102)의  입력전위보다  다이오드(104)의  순방향  전압강하와  MOS  트랜지스터(103)의 게이트ㆍ소오스간
의  전위차만큼  높은  전위로  되게  된다.  여기서,  다이오드(56)와  다이오드(104)의  순방향  전압강하가 
같아지도록  선택함과  더불어  MOS  트랜지스터(100,103)의  게이트ㆍ소오스간  전위가가  같아지도록 선
택하면,  출력단자(100)의  전위는  입력전위와  같아지게  된다.  이  샘플/홀드회로를  다수개  동시에 집
적회로(IC)로  실현할  때에는,  다이오드(56,104)  및  MOS  트랜지스터(100,103)를  패턴ㆍ레이아웃상 소
자를  인접시키는  등  매칭을  취함으로써,  각각의  샘플/홀드회로의  출력특성의  편차를  각각의 샘플/홀
드회로의 매칭을 위한 2개의 비선형소자의 매칭정밀도까지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제31도는  비선형소자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65)를  사용한  샘플/홀드회로  (107),  즉  제17도에 나타
낸  회로를  적용한  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  샘플/홀드회로(10  7)의  출력단자에  접속된 전압플로워회
로에  있어서  다이오드(104)  대신에  다이오드접속된  트랜지스터(112)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0
도에 나타낸 회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32도는  비선형소자로  MOS  트랜지스터(71)를  사용한  샘플/홀드회로(107'),  즉  제18도에  나타낸 회
로를  적용한  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  샘플/홀드회로(107')의  출력단자에  접속된  전압플로워회로에 
있어서  다이오드(104)  대신에  다이오드접속된  MOS  트랜지스터(119)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1
도에 나타낸 회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30도~제32도에  나타낸  회로에  의하면,  비선형소자와  동일한  소자에  의해  구성되는 레벨시프트수단
을  전압플로워의  부귀환경로(負歸還經路)에  삽입함으로써,  비선형소자에  의해  발생되는 DC오프셋전
압을 보상할 수 있게 됨과 더불어 샘플/홀드회로간의 특성의 편차도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전력은  축적용량이나  보조용량의  충방전에  의한  것으로, 
오차나 특성의 편차를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제1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수단에 대해 설명한다.

이  수단에  의하면,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입력신호단자에  제1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또는 소오
스)과  제1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또는  소오스)이  접속되고,  출력단자에  제1NMOS  트랜지스터의 소
오스  (또는  드레인)와  제1P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또는  드레인)가  접속되며,  출력단자와  접지간이 
제1전위유지회로에  의해  접속되고,  제1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제1제어신호가  인가되며, 제
1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제1제어신호의  반전신호를  제1지연회로로  지연시킨  신호가  인가되고, 
출력단자에  제2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및  소오스의  양단자  혹은  드레인과  소오스중  어느  한쪽이 
접속되며,  제2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제1제어신호를  제2지연회로로  지연시킨  신호가  인가되는 
샘플/홀드회로장치가 제공된다.

이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의하면,  제1PMOS  트랜지스터  및  제1NMOS  트랜지스터는  제1PMOS 트랜지스터
쪽이  후에  턴오프되는  아날로그스위치를  구성하여  입력신호를  샘플링하기  위한  것이고, 제1전위유지
회로는  제1PMOS  트랜지스터가  턴오프될  때의  입력신호의  전위를  유지하는  것이며,  제2PMOS 트랜지스
터는  제1PMOS  트랜지스터가  턴오프된  후에  턴온되는  것으로  제1PMOS  트랜지스터가  턴오프될  때 발생
하는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상기 제2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제33도를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33도에  있어서,  입력단자(122)는  NMOS  트랜지스터  (123)  및  PMOS  트랜지스터(124)의  병렬회로로 
이루어진  스위치회로의  입력단자에  접속된다.  이  스위치회로의  출력단자는  PMOS  트랜지스터(127), 
축적용량(129)  및  출력단자(128)에  접속된다.  상기  PMOS  트랜지스터(127)의  게이트는 지연회로(12
6)를  매개해서  제어신호  (φ20)단자에  결합된다.  또,  상기  PMOS  트랜지스터(124)의  게이트에도 지연
회로(125)가 접속된다.

제33도에  나타낸  샘플/홀드회로장치에는  제34도에  나타낸  제어신호가  공급된다.  이들  제어신호에 있
어서,  제어신호(φ20)는  NMOS  트랜지스터(123)의  게이트에  입력되는  제어신호로서,  이  제어신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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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연회로(126)를  매개해서  PMOS  트랜지스터(127)도  제어한다.  또,  제어신호(φ21)는 지연회로
(125)를 매개해서 PMOS 트랜지스터(124)를 제어한다.

제34도에  나타낸  타이밍챠트의  기간  a에  있어서는,  NMOS  트랜지스터(123)  및  PMOS 트랜지스터(124)
는  턴오프되고,  PMOS  트랜지스터(127)는  턴온되어  있다.  기간  b에  있어서는,  먼저  제어신호(φ20)에 
의해  NMOS  트랜지스터(123)가  턴온되고,  그  다음에  제어신호(φ22)에  의해  PMOS  트랜지스터(124)가 
턴온되어  입력단자(122)에  인가된  입력신호전위가  축적용량(129)에  축적되게  된다.  기간  b의  사이에 
PMOS  트랜지스터(127)는  턴오프된다.  이때  발생하는  챈널전하나  오버랩용량을  통해  누설되는 제어신
호의  영향은  턴온되어  있는  NMOS  트랜지스터(123)  및  PMOS  트랜지스터(124)를  매개해서 입력신호단
자(122)를  구동시키고  있는  신호원에  흡수되므로,  축적용량(1  29)에  축적되어  있는  전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기간  c에  있어서는,  NMOS  트랜지스터(123)가  턴오프된다.  이  NMOS  트랜지스터(123)가  턴오프될  때 
발생하는  챈널전하나  오버랩용량을  통해  누설되는  제어신호의  영향은  턴온되어  있는  PMOS 트랜지스
터  (124)를  매개해서  입력신호단자(122)를  구동시키고  있는  신호원에  흡수되므로,  축적용량(129)에 
축적되어  있는  전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기간  d에  있어서는,  PMOS  트랜지스터(124)가 턴
오프되므로,  이때  발생하는  챈널전하나  오버랩용량을  통해  누설되는  제어신호의  영향이 오차전하로
서  축적용량(129)에  남게  된다.  기간  e에  있어서는,  PMOS  트랜지스터(127)가  턴온되고,  이때 발생하
는  챈널전하나  오버랩용량을  통해  누설되는  제어신호의  영향은  PMOS  트랜지스터(127)가  턴오프될 때
와는  극성이  역이므로,  축적용량(129)에  남아  있던  PMO  S  트랜지스터(124)가  턴오프될  때의 오차전
하는 상쇄되게 된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어신호에  의해  트랜지스터의  턴온-턴오프의  순서가  제어되는  바. 종래예
와  같이  아날로그  스위치를  구성하는  NMOS  트랜지스터  및  PM  OS  트랜지스터의  턴온-턴오프의  순서가 
입력신호전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전하를  정밀도좋게  상쇄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본 발명
의 샘플/홀드회로는 제어신호의 지터(jitter)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보상용  PMOS  트랜지스터(127)에  공급되는  제어신호로서는,  제3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NMOS 트랜지
스터(123)의  제어신호(φ20)의  반전신호(φ21)를  지연회로  (125),  반전회로(130)  및 지연회로(131)
를  매개해서  공급해도  좋다.  제36a도는  복수의  반전회로(132`137)를  사용한  예를  나타낸  것으로, 도
면에서  각  반전회로는  제36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로  직렬로  접속된  2개의  MOS  트랜지스터,  즉 
PMOS  트랜지스터(1  43)  및  NMOS  트랜지스터(144)로  구성되고,  이들  PMOS  트랜지스터(143)  및  NMOS 
트랜지스터(144)의  게이트는  입력단자(145)에  접속되며,  이들  PMOS  트랜지스터(143)  및  NMOS 트랜지
스터(144)의  접속노드는  출력단자(146)에  접속되어  있다.  제36a도에  나타낸  회로에  있어서는,  각 반
전회로의 지연시간을 이용하기 위하여 각 반전회로를 지연회로로서 사용하고 있다.

제1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3수단을 제37도를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이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의하면,  입력단자(401)는  제1버퍼(402)의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제1버퍼
(402)의  출력단자는  제어신호입력단자(411)로부터  입력되는  제1제어신호에  의해  턴온-턴오프되는 
MOS  트랜지스터(403;  제1스위치소자)의  소오스(또는  드레인)에  접속되며,  제1용량(404)은  상기  MOS 
트랜지스터(403)의  드레인(또는  소오스)과  접지간에  접속되고,  OP앰프(406)의  비반전입력단자(+)는 
상기  MOS  트랜  지스터(403)의  드레인(또는  소오스)에  접속되며,  제2버퍼  (407)는  상기 OP앰프(406)
의  반전입력단자(-)와  출력단자(412)간에  접속된다.  그리고,  제2버퍼(407)의  출력단자는  MOS 트랜지
스터(408;  제2스위치소자)의  소오스(또는  드레인)에  접속되고,  제2용량  (405)은  상기  MOS 트랜지스
터(408)의  드레인(또는  소오스)와  상기  OP앰프(406)의  비반전입력단자(+)간에  접속되며,  상기  MOS 
트랜지스터(408)의  게이트는  직렬로  지연회로  (410)와  반전회로(409)를  매개해서  상기 제어신호입력
단자(411) 및 상기 MOS 트랜지스터(403)의 게이트에 접속된다.

이  샘플/홀드회로에  있어서는,  제1버퍼  (402)의  출력임피던스와  제2버퍼(407)의  출력임피던스를 서
로  같게  설정함으로써,  MOS  트랜지스터(403)가  턴오프될  때  그  드레인에서  발생하는  오차전하와  MOS 
트랜지스터(473)의  소오스에서  발생하는  오차전하의  비  및,  MOS  트랜지스터(408)가  턴온될  때  그 드
레인으로  유입되는  오차전하와  MOS  트랜지스터(408)의  소오스로  유입되는  오차전하의  비를  매칭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매칭을  취함으로써,  상술한  실시예보다  고정밀도로  샘플/홀드회로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
게 된다.

다음에는 제1 및 제2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수단에 대해 설명한다.

이  제1수단은,  입력신호를  샘플/홀드시키는  제1샘플/홀드회로와  이  제1샘플/홀드회로의  출력을  더 
샘플/홀드시키는 고입력 임피던스의 제2샘플/홀드회로로 구성된다.

상기  제1  및  제2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의하면,  1수평기간의  화면의 유효기간에
서  제1샘플/홀드회로에  의해  샘플/홀드시킨  전위를  수평공백기간에  있어서  유지되어  있는  전위에 영
향을 미치지 않고 고입력임피던스의 제2샘플/홀드회로에 의해 샘플/홀드시키게 된다.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샘플/홀드회로장치를 제38도를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이  장치에  의하면,  제1  및  제2샘플/홀드회로(164,165)가  설치된다.  입력단자  (147)는 제1샘플/홀드
회로(164)의  NMOS  트랜지스터(148)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NM  OS  트랜지스터(148)의 드레인(소오스)
은  NMOS  트랜지스터(150)의  소오스(드레인)에  접속되며,  NMOS  트랜지스터(150)의  드레인(소오스)은 
축적용량(151,152)  및  NMOS  트랜지스터(154)의  게이트에  접속되고,  NMOS  트랜지스터(154)의 드레인
(소오스)은  NMOS  트랜지스터(153)를  매개해서  축적용량(152)에  접속됨과  더불어  전류원  (155)  및 제
2샘플/홀드회로(165)의 NMOS 트랜지스터(156)의 소오스(드레인)에 접속된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156)의  드레인(소오스)은  축적용량(157,158)  및  OP앰프(160)의 비반전입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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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접속되고,  OP앰프(160)의  출력단자는  NMOS  트랜지스터(161)의  게이트  및  출력단자(163)에 
접속되며,  NMOS  트랜지스터(161)의  소오스는  NMOS  트랜지스터(162)의  게이트  및  드레인에  접속됨과 
더불어  NMOS  트랜지스터  (159)를  매개해서  축적용량(158)에  접속되고,  NMOS  트랜지스터(162)의 소오
스는  전류원(166)  및  OP앰프(160)의  반전입력단자(-)에  접속된다.  이  구성에  의하면,  제1  및 제2소
오스플로워의  출력임피던스가  서로  같아지도록  설정함으로써,  보다  오차가  적은  샘플/홀드회로를 실
현하고  있다.  제2샘플/홀드회로(165)는  입력측에  제2소오스플로워를  설치하고,  전류원(166)  및 트랜
지스터(161)로  이루어진  제3소오스플로워와,  트랜지스터(161,162)의  게이트ㆍ소오스간의  전위차에 
의한  레벨시프트를  포함하고  있는  전압플로워를  갖추고  있다.  상기  제3소오스플로워는  OP앰프(167), 
트랜지스터(1 61,162) 및 전류원(166)으로 구성되는 전압플로워의 부귀환경로에 설치된다.

제1샘플/홀드회로와  마찬가지로,  제2  및  제3소오스플로워의  출력임피던스가  서로  같아지도록 설정함
으로써,  보다  오차가  적은  샘플/홀드회로를  실현하고  있다.  또,  제1  및  제2소오스플로워에서 발생하
는  DC오프셋을  NMOS  트랜지스터(161,162)에  의한  레벨시프트에  의해  출력단자(163)에서  보상하고 있
다.  더욱이,  MOS  트랜지스터(148,161)  및  MOS  트랜지스터  (154,162)의  매칭을  취함으로써, 샘플/흘
드회로(164 ,165)의 편차를 각 트랜지스터의 매칭정밀도까지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제39도의  제어신호  타이밍챠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상의  1수평기간의  유효기간에  있어서 제어신
호(φ24,φ25)에  응답하여  제1샘플/홀드회로에  의해  화상데이터의  전위를  샘플/홀드시킨  다음에, 수
평공백기간에  있어서  제어신호(φ26,φ27)에  응답하여  제2샘플/홀드회로에  의해  제1샘플/홀드회로에 
유지되어  있는  전위를  샘플/홀드시키고  있다.  이  동작에  따르면,  제2샘플/홀드회로는  다음의 샘플동
작으로 들어가기전의 1수평기간동안 전위를 유지할수 있게 된다.

제40도에는  다른  실시예가  나타내어져  있고,  제41도에는  그  제어신호의  타이밍  챠트가  나타내어져 
있다.  제40도에  있어서는,  제1샘플/홀드회로(184)  및  제2샘플/홀드회로(185)가  서로  직렬로 접속되
어  있다.  제1샘플/홀드회로(184)는  제15도를  참조해서  설명한  회로와  동일하고, 제2샘플/홀드회로
(185)는  레벨시프트를  수행하기  위해  MOS트랜지스터  (162)를  사용하던  것  대신에 제1샘플/홀드회로
(184)와  다이오드(177)와  매칭되는  다이오드(181)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8도의 제2샘플/홀드
회로(165)와  동일하다.  MOS  트랜지스터(173)와  전류원(174)으로  구성되는  소오스플로워의 출력임피
던스  와,  MOS  트랜지스터  (180)와  전류원(182)으로  구성되는  소오스플로워의  출력임피던스가 같아지
도록  설정함으로써,  제2샘플/홀드회로(185)의  오차를  보다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또,  MOS 트랜지
스터  (173,180)  및  다이오드(170,181)의  매칭을  취함으로써,  제1샘플/홀드회로(184)에서  발생하는 
다이오드(170)의  순방향  전압강하와,  제2샘플/홀드회로(185)의  MOS  트랜지스터(173)와 전류원(174)
으로  구성되는  소오스플로워의  게이트ㆍ소오스간  전위차에  의해  발생하는  DC오프셋을  보상할  수 있
게  된다.  더욱이,  샘플/홀드회로(184,185)의  편차를  MOS  트랜지스터(173,180)간  및  다이오드(170, 
181)간의 매칭정밀도까지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제41도의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에  나타낸  바와같이,  이  회로장치에  있어서는  프레임의  1수평기간의 
유효기간에  있어서  제어신호(φ28)에  응답하여  제1샘플/홀드회로(184)에  의해  샘플/홀드시킨 화상데
이터의  전위를  다음의  수평공백기간에  있어서  제어신호(φ30,φ31)에  응답하여 제2샘플/홀드회로
(185)에  의해  샘플/홀드시켜  1수평기간에서  화상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다.  제어신호(φ29)는 수평공
백기간에서  제1샘플/홀드회로(184)의  축적용량(171)을  방전시킴으로써  샘플/홀드회로의  초기화를 도
모하는 것이다.

제42도에  더욱  다른  실시예가  나타내어져  있고,  또  제43도에  그  제어신호  (φ32-φ35)의 타이밍챠트
가  나타내어져  있다.  이  제42도에  있어서는,  제1샘플/홀드회  로(205),  제2샘플/홀드회로(205)는 제
15도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회로와  동일한  회로구성을  갖추고  있고,  제2샘플/홀드회로(206)는 제15도
의  회로에  MOS트랜지스터(192)와  전류원(193)으로  구성되는  소오스플로워를  부가한  회로구성을 갖추
고  있으며,  DC오프셋  보상회로(207)는  제30도를  참조해서  설명한  오프셋보상회로로서 제1샘플/홀드
회로(205)에서  발생하는  다이오드(191)의  순방향  전압강하와  제2샘플/홀드회로(206)에서  발생하는 
트랜지스터(192)의  게이트ㆍ소오스간  전위차  및  다이오드(195)의  순방향  전압강하를  보상하는 것이
다.  이  경우,  회로(205,206,207)간의  편차는  다이오드(191,201)간,  다이오드(195,200)간  및  MOS 트
랜지스터(192,202)간의 매칭정밀도까지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제43도의  제어신호의  타이밍챠트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42도에  나타낸  회로에  있어서는  스크린의 1
수평기간의  유효기간에  있어서  제어신호(φ32)에  응답하여  제1샘플/홀드회로(205)에  의해 샘플/홀드
시킨  화상데이터의  전위를  다음의  수평공백기간에  있어서  제어신호(φ34,φ35)에  응답하여 제2샘플/
홀드회로(206)에 의해 샘플/홀드시켜 다음의 1수평기간에서 화상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다.

다음에는 제1 및 제2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수단에 대해 설명한다.

이  제2수단에  따른  샘플/홀드회로장치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제1  및  제2샘플/홀드회로와, 제1샘
플/홀드회로의  출력이  입력되는  제1버퍼,  제2샘플/홀드회로의  출력이  입력되는  제2버퍼, 제1제어신
호에  의해  개폐되어  제1버퍼의  출력단자와  내부단자를  접속시키는  제1스위치,  제2제어신호에  의해 
개폐되어  제2버퍼의  출력단자와  내부단자를  접속시키는  제2스위치  및,  내부단자를  입력단자로  하는 
제3버퍼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샘플/홀드회로에  의하면,  제1  및  제2샘플/홀드회로가  교번적으로  1수평기간씩  교대로 샘플링동
작과  출력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즉,  화상의  N번째  수평기간의  유효기간에  있어서 제1샘플/홀드회로
에  의해  샘플링시킨  전위를  N+l번째  수평기간에서  제1제어신호에  의해  제1스위치를  온시키고 제2제
어신호에  의해  제2스위치를  오프시킴으로써  제1버퍼  및  제3버퍼를  매개해서  출력시키고  있다. 이어
서,  N+l번째  수평기간의  유효기간에  있어서  샘플링한  전위를  제2제어신호에  의해  제2스위치를 온시
키고  제1제어신호에  의해  제1스위치를  오프시킴으로써  제2버퍼  및  제3버퍼를  매개해서  출력시키고 
있다.

상기한 샘플/홀드회로장치를 제44도를 참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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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도에  나타낸  회로장치에  있어서는,  입력단자(208)가  제1샘플/홀드회로  (209)  및 제2샘플/홀드회
로  (210)의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제1  및  제2샘플/홀드회로  (209,210)의  출력단자는  각각 제1버퍼
(211)  및  제2버퍼(212)를  매개해서  제1스위  치(213)  및  제2스위치(214)에  접속되며,  제1  및 제2스위
치(213,214)의 출력접점은 제3버퍼(215)를 매개해서 출력단자(216)에 접속되어 있다.

제44도에 나타낸 회로의 동작을 제45도의 타이밍챠트률 참조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입력단자(208)로부터  입력된  신호는  N번째  수평기간에  있어서  제어신호  (φ36)에  응답하여 제1샘플/
홀드회로(209)에  의해  샘플링된다.  이때,  제어신호(φ37,φ39)에  의해  제1스위치(213)는  오프상태로 
되고,  제  2스위치(214)는  온상태로  된다.  또한,  제어신호(737)에  응답하여  제2샘플/홀드회로(210)는 
N-1번째  수평기간에서  샘플링한  전위률  유지하고  있고,  이  전위는  N번째  수평기간에서 제2버퍼(21
2)와  제2스위치(214)  및  제3버퍼(215)를  매개해서  출력된다.  N+l번째  수평기간에서는  제어신호 (φ
38,φ39)에  의해  제1스위치(213)는  온되고,  제2스위치(214)는  오프된다.  이때,  제어신호(φ36)에 응
답하여  제1샘플/홀드회로(209)는  N번째  수평기간에서  샘플링한  전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전위는 N+l
번째  수평기간에서  제1버퍼(211)와  제스위치(2  13)  및  제3버퍼(215)를  매개해서  출력된다.  또, 제2
샘플/홀드회로(210)는  제어신호  (φ37)에  응답하여  입력신호를  샘플링한다.  따라서,  제1  및 제2샘플
/홀드회로(209,21 0) 가 교번적으로 1수평기간씩 교대로 샘플링동작과 출력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여기서  스위치(213,214)를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아날로그  스위치로  실현하더라도.  스위치(213) 
또는  스위치(214)의  어느  한쪽이  온되어  버퍼(211)  또는  버퍼  (212)의  출력에  의해  구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213,214)의  온-오프시에  발생하는  챈널전하  등과  같은  오차전하가  버퍼에 흡수
되어  출력에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오차나  편차를  증대시키지  않고  1수평기간에서  출력단자(216)를 
구동시킬 수 있게 된다.

제44도에 나타낸 실시예를 제46도의 회로 및 제47도의 타이밍챠트를 참조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한다.

제46도에  있어서,  MOS  트랜지스터(218)와  전류원(219)으로  구성되는  소오스플로워(238)의 출력단자
는  샘플/홀드회로(239,240)에  접속되고,  샘플/홀드회로(239,240)는  각각  MOS  트랜지스터(232,233)로 
구성되는  스위치에  접속되며,  이들  스위치는  부귀환경로에  MOS  트랜지스터  (235,236)와 전류원(23
7)으로  구성되는  소오스플로워를  포함하고  있는  전압플로워(241)에  접속되고,  전압플로워(241)의 출
력단자는 출력단자(242)에 접속된다.

샘플/홀드회로(239,240)는  MOS  트랜지스터(223)와  전류원(224)으로  구성되는  소오스플로워와  MOS 트
랜지스터(229)와  전류원(230)으로  구성되는  소오스플로워로  이루어진  버퍼를  내부에  포함한 구성으
로  되어있는  바,  제44도에  나타낸  버퍼(211,212)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로에  있어서, 
소오스플로워(238)의  출력임피던스와  각  샘플/홀드회로(239,240)에  포함된  소오스플로워의 출력임피
던스가  같아지도록  설정함으로써,  스위칭에  의한  오차를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출력버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전압플로워(241)는,  부귀환경로에  MOS  트랜지스터(235,236)  및  전류원(237)으로 구성
되는  레벨시프트회로를  부가함으로써,  소오스플로워(238)와  샘플/홀드회로(239,240)의 게이트ㆍ소오
스간  전위차의  DC오프셋보상도  수행하도록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제46도에서의  소오스플로워  및 
레벨시프트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218,223,229,235,236)와  전류원(219,224,230,237)의  매칭을 
취함으로써,  출력특성의  편차를  상기한  매칭정밀도까지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회로의  동작은 제44
도의  실시예와  동일하고,  스위치(232,233)의  온-오프시에  발생하는  챈널전하  등과  같은  오차전하는 
버퍼에  흡수되어  출력에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오차나  편차를  증대시키지  않고  1수평기간에서 출력
단자를 구동시킬 수 있게 된다.

제48도는 제44에서의 제1 및 제2샘플/홀드회로(209,210)를 제15도에서 설명한 회로로 실현한 
것이고,  제1  및  제2버퍼(211,212)를  각각  소오스플로워(266,26  7)로  실현한  것이다. 소오스플로워
(266,267)는  스위치(257,259)를  매개해서  출력버퍼  (268)에  접속된다.  이  회로에  있어서, 회로소자
(244~248)는  각각  제15도의  회로소자  (55,91,56,58)에  대응하고,  마찬가지로  회로소자(249~253)도 
각각  제15도의  회로소자(55,91,56,58)에  대응하는  것이다.  더욱이,  회로소자(260~263)는  각각 제30
도의  회로소자(102,105)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49도는  제48도의  회로에  입력되는  제어신호 (φ46∼
φ51)의  타이밍챠트를  나타낸  것이다.  제48도의  회로에서의  출력버퍼(268)는  레벨시프트회로를 겸하
는  것으로,  제30도에  나타낸  DC오프셋을  보상하는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  및 제2샘플/홀
드회로(267,265)에서 발생하는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강하에 의한 DC오프셋과 소오스플로워
(267,267)에서  발생하는  게이트ㆍ소오스간  전위차에  의한  DC오프셋을  보상한다.  제48도에서의 다이
오드(246,251,262)와  트랜지스터(254,257,261)의  매칭을  취함으로써,  출력의  편차를   상기한 매칭정
밀도까지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제3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수단에 대해 설명한다. 

제1수단에  의하면,  회로장치는  제1~제N+l(N≥1)의  출력의  DC성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단자를 갖추
고  있고  제N+l샘플/홀드회로에  임의의  기준전위가  입력되는  샘플/홀드회로와,  제N+1샘플/홀드회로의 
출력과  상기  기준전위를  비교하여  그  차를  증폭하는  비교증폭회로를  구비하고서,  비교증폭회로의 출
력을 제1~제N+1샘플/홀드회로의 DC성분제어단자로 피드백시키도록 되어 있다. 

상기  회로구성에  의하면,  제N+l샘플/홀드회로에  의해  샘플/홀드시킨  기준전위와  입력된  기준전위를 
비교증폭회로로  비교증폭함으로써  샘플/홀드회로가  갖는  증폭된  DC오프셋성분을  검출한  다음에,  이 
증폭된  DC오프셋성분이  비교증폭회로의  이득분의  1로  되도록  제1~제N+l샘플/홀드회로의 출력DC성분
제어단자로  피드백시킴으로써,  제N+1샘플/홀드회로뿐만  아니라  제1~제N샘플/홀드회로의  DC오프셋도 

비교증폭회로의 이득분의 1로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상기 제3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샘플/홀드회로장치를 제50도의 회로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51도는  제50도에  나타낸  제1~제N+l샘플/홀드회로(297~300)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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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샘플/홀드회로는,  제48도에  나타낸  샘플/홀드회로에  있어서  DC오프셋보상을  겸한  출력버퍼용 전
압플로워의  부귀환경로에  포함되는  소오스  플로워를  구성하는  전류원을,  전류제어단자(291)를 갖추
고서  전류원(300)에  병렬접속된  트랜지스터(290)로  구성되는  전류원으로  실현한  회로로서, 전류제어
단자(291)에  인가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전류를  제어하고  트랜지스터(288)의  게이트ㆍ소오스간 전위
차  및  다이오드(289)의  순방향  전압강하를  제어함으로써  출력의  DC성분을  제어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샘플/홀드회로에  있어서는  제5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DC오프셋의  보상을  소오스  플로워(294)의 
전류원(284)에 병렬로 접속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291)를 제어함으로써 수행할 수가 있다.

제50도의  회로에  의하면,  입력단자(300)는  제1~제N샘플/홀드회로(297~2  99)의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기준전위입력단자(305)는  제N+l샘플/홀드회로(300)의  입력단자에  접속되며, 제1~제N샘플/홀드회로
(297~299)의  출력단자는  출력단자(301∼303)에  각각  접속되고,  제N+l샘플/홀드회로(300)의 출력단자
는 OP앰프(304)에 접속된다.

제N+l샘플/홀드회로(300)는  입력단자(375)로부터  입력되는  기준전위를  샘플/홀드한다.  그리고  이 제
N  +1샘플/홀드회로(300)의  출력은  OP앰프(374)에서  상기  기준전위와  비교되고,  그  후  얻어진 DC오프
셋성분이  검출증폭된다.  OP앰프(374)의  출력은  제1~제N+l샘플/홀드회로(297~300)의 출력DC성분제어
단자에  공급되고,  그에  따라  DC오프셋성분이  OP앰프(304)의  이득분의  1로  되도록  제어되게  된다. 이
때,  제1  ~제N샘플/홀드회로(297~299)가  갖는  DC오프셋성분도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상되게 
된다.  따라서,  액정  패널의  구동수단으로서  샘플/홀드회로를  다수개  내장시킨  IC를  복수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IC에  있어서  상기와  같이  DC오프셋을  보상함으로써,  종래의  문제로  되었던 구동되
는 IC간의 출력편차에 의한 화질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제3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수단의 샘플/홀드회로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샘플/홀드회로장치는,  출력DC성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단자를  갖춘  N개(N≥1)의 샘플/홀드회로
와,  이  N개의  샘플/홀드회로의  출력의  평균치를  계산하는  회로,  평균치와  기준전위를  비교해서  그 
차를  증폭하는  비교증폭회로  및,  비교증폭회로의  출력을  유지하는  전위유지회로  등이  설치되고, 전
위유지회로의 출력이 N개의 샘플/홀드회로의 제어단자로 피드백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수직귀선기간  등과  같은  기간에  N개의  샘플/홀드회로  모두에  임의의  기준전위가  인가되고, 
N개의  샘플/홀드회로의  출력의  평균을  계산하는  회로에  의해  평균치가  구해지며,  이  평균치와 기준
전위의  차가  비교증폭회로에  의해  증폭되어  DC오프셋성분이  검출되고  이  증복된  DC오프셋성분이 비
교증폭회로의  이득분의  1로  되도록  N개의  샘플/홀드회로의  출력DC성분제어단자로  피드백된다. 수직
귀선기간이외의  통상동작시에는  상기  증폭된  DC오프셋성분을  유지하여  DC프셋성분이  비교증폭회로의 
이득분의 1로 되도록 유지하게 된다.

상기 제3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샘플/홀회로장치를 제53도를 참조해서 구체으로 설명한다.

제53도에  나타낸  회로에  의하면,  입력단자(328)는  예컨대  제51도  혹은  제52도에  나타낸  것과 동일하
게  구성되는  제1~제N샘플/홀드회로(307~310)에  접속되고,  이들  샘플/홀드회로(307~310)의 출력단자
는  아날로그스위치를  구성하는  MOS트랜지스터(315~318)에  접속된다.  이들  스위치(315~318)는 제어신
호(φ54)에  의해  동작되어  샘플/홀드회로의  출력을  평균화시키는  평균화회로를  구성하고  이 평균화
회로는  평균화출력을  N개의  샘플/홀드회로의  출력단자(311~314)로  출력한다.  OP앰프(327)는 기준전
위입력단자(327)로부터  입력되는  기준전위와  평균화회로의  차를  구해  그  차를  증폭하고 OP앰프(32
7)의  출력은  수직귀선기간에  샘플/홀드동작을  수행하는  샘플/홀드회로(326)에  공급된다.  그리고  이 
샘플/홀드회로(326)의 출력은 제1~제N샘플/홀드회로(307-310)의 출력DC성분제어단자로 피드백된다.

샘플/홀드회로(326)의 동작을 제54a 및 b도의 타이밍챠트를 참조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직귀선기간에  있어서  입력단자(329)로  인가되는  기준전위와  동일한  전위가  입력단자(328)에 인가
된다.  제1∼제N샘플/홀드회로(307∼310)는  제49도에  나타낸  타이밍챠트에  따라  동작하고,  각 샘플/
홀드회로에  의해  샘플/홀드된  기준전위는  출력단자(311∼314)로부터  출력된다.  여기서, 수직귀선기
간에  있어서  제어신호(φ54)에  의해  MOS트랜지스터(31  5∼318)는  턴온되고,  그에  따라 OP앰프(327)
의  반전입력단자(-)측의  입력은  제1~제N샘플/홀드회로(307-310)에  의해  샘플/홀드된  기준전위의 평
균치로  되게  된다.  샘플/홀드된  기준전위의  평균치와  기준전위의  차,  측  DC오프셋성분은 샘플/홀드
회로(326)의  샘플링기간에  있어서  OP앰프의  이득분의  1로  되도록  피드백이  걸리게  되고, 수직귀선기
간이외의  기간에서는  OP앰프(327)의  출력이  샘플/홀드회로(326)에  의해  유지되므로, 수직귀선기간이
외의  화상신호기간의  통상의  샘플/홀드동작시에도  DC오프셋을  OP앰프의  이득분의  1로  저감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액정패널의  구동수단으로서  샘플/홀드회로를  다수개  내장시킨  IC를  복수개 사용
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IC에  있어서  상기와  같이  DC오프셋을  보상함으로써,  구동되는  IC간의 출력편
차에 의한 화질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제53도에  나타낸  실시예에서는  OP앰프(327)에  의해  증폭된  DC오프셋을  샘플/홀드회로(326)에  의해 
수직귀선기간이외의  화상신호기간동안  유지하게  되지만,  제5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제N샘플/
홀드회로(330-333)에  의해  샘플/홀드된  기준전위의  평균치를  샘플/홀드회로(352)에  의해 수직귀선기
간이외의  화상신호기간동안  유지하고,  그것과  기준전위의  차의  증폭치를  OP앰프(342)에  의해  구해 
제1~제N샘플/홀드회로(330-333)의 출력DC성분제어단자로 피드백시켜도 좋다.

제56도는  복수의  샘플/홀드회로(358~361,368~371)를  갖춘  복수의  구동IC  (366,376)를  사용해서 액정
패널을  구동시킬  때의  일예이다.  액정패널(377)은  복수의  샘플/홀드회로(358~361,368~371)를 포함하
고 있는 구동IC(366,376)에 접속되고, 구동IC(366,376)는 고속샘플/홀드회로(356)에 접속된다.

제57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구동IC의  샘플/홀드회로를  동작시키는  제어신호에  지터가  있으면, 
이것은  샘플링점을  요동시켜  화면상의  노이즈로  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제56도의  실시예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구동IC의  전단에  고속샘플/홀드회로(356)를  설치함으로써,  각  구동IC(366,376)의 샘
플/홀드회로(358~361,368∼371)를  동작시키는  제어신호에  지터가  있더라도  제57b도에  나타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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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그  영향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샘플/홀드회로를  동작시키는  제어신호의  지터외에, 제1
도나  제5도,제6도를  참조해서  설명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제어신호의  펄스기간중의  피크치를 유지하
기  때문에  등가적으로  먼저  설명한  제어신호의  지터성분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것도  제56도에 나
타낸  실시예에서는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고속샘플/홀드회로  (356)와  구동IC(366,376)내의 
샘플/홀드회로군의  샘플링하는  타이밍을  동기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그에  따라 고속샘플/홀드회로
(356)가  과도상태로부터  정상상태로  변화한  후에  구동IC(366,376)내의  샘플/홀드회로군을 구동시킴
으로써  변환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이비전(high  difinition  TV)이나 
클리어비전  (extended  difinition  TV)  등과  같이  디지탈신호처리된  다음  D/A변환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D/A변환기에  홀드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5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속샘플/
홀드회로는  필요없고  D/A변환기(378)의  출력을  구동IC의  입력으로  하면  된다.  이  경우, D/A변환기
(378)의  디지탈입력의  타이밍과  구동IC(366,376)내의  샘플/홀드회로군의  샘플링하는  타이밍을 동기
시키고,  D/A변환기(378)가  과도상태로부터  정상상태로  변화한  후에  구동IC(366,376)내의 샘플/홀드
회로군을 구동시킴으로써, 변환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만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
러가지로 변형해서 실시할 수가 있다.

한편,  본  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각  구성요건에  병기한  참조부호는  본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밭명의  기술적  범위를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에  한정할  의도로  병기한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입력신호단자(53,63,69)와,  상기  입력신호단자  (54,63,69)와  내부단자간에 
접속되어  제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개폐되는  제1스위치수단(55,64,70),  상기  내부단자와 출력단자
(59,68,74)를  접속시키는  비선형소자(56,65,  71),  상기  출력단자(59,68,74)와  소정의 기준전위단자
간에  접속된  제1전위유지수단  (57,66,72)  및,  상기  출력단자(59,68,74)와  상기  소정의 기준전위단자
간에  접속되어  제2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개폐되는 제2스위치수단(58,672,732 )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단자와  상기  소정의  전위단자간에  접속되어  제2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개폐
되는 제3스위치수단(672,732)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단자와  상기  소정의  기준전위단자간에  접속된   제2전위유지수단(61)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4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입력신호단자(75)와,  상기  입력신호단자(75)와  내부단자간에  접속되어 제1제
어신호에  응답하여  개폐되는  스위치수단(76),  상기  내부단자와  상기  입력신호단자(75)를  접속시키는 
비선형소자(77,88,89),  출력단자(51)와  소정의  기준전위단자간에  접속된  전위유지수단(78)  및,  상기 
출력단자(81)와  상기  소정의  기준전위단자간에  접속되어  제2제어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전류원수단
(791,792,80)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5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입력단자(122,141)와,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단자  (l28,142),  상기  입력단자 
(122,141)와  상기  출력단자(128,142)간에  접속된  드레인-소오스  경로와  게이트를  갖춘 NMOS트랜지스
터(123,138),  상기  입력단자(122,141)와  상기  출력단자(123,138)간에  접속된  드레인-소오스  경로와 
게이트를  갖춘  PMOS트랜지스터(124,139),  상기  출력단자(128)와  소정의  기준전위단자간에  접속된 전
위유지수단(129),  상기  NMOS트랜지스터와  상기  PMOS트랜지스터중  한쪽의  게이트에  제어신호(φ20)를 
인가하는  수단  및,  상기  제어신호(φ20)의  반전신호(φ21)를  지연시켜  상기  NMOS트랜지스터와  상기 
PMOS트랜지스터  중  다른  한쪽의  게이트에  인가하는  지연수단(125)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
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6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제1버퍼수단(402)과,  상기  제1버퍼수단(402)으로부터의  출력을  받아들이고 
제1제어신호에  의해  개폐되는  제1스위치수단(403),  상기  제1스위치수단(403)의  출력단자와  소정의 
기준전위단자간에  접속된  제1용량(40  4),  상기  제1스위치수단(404)으로부터의  출력을  받아들이는 비
잔전입력단자(+),  반전입력단자(-)  및  출력단자를  갖춘  OP앰프(406),  상기  OP앰프(407)의 출력단자
와  반전입력단자(-)간에  접속된  제2버퍼수단(407),  상기  제2버퍼수단(407)의  출력단자에  접속된 제1
단자와  제2단자를  갖춘  제2스위치수단(408),  상기  제2스위치수단(408)의  제2단자와  상기 OP앰프
(406)의  비반전입력단자(+)간에  접속된  제2용량(405),  상기  제1제어신호를  받아들이는 반전수단
(409)  및,  상기  반전수단(409)으로부터의  출력을  입력으로서  받아들이는  입력단자와  상기 제2스위치
수단(408)의  개폐를  제어하는  제어단자에  접속된  출력단자를  갖춘  지연수단(410)을  구비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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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신호를  샘플/홀드시키는  제1샘플/홀드수단(164,184)과,  상기 제1샘플/홀드수단(164,184)으로부
터의  출력을  샘플/홀드시키는  고입력임피던스를  갖는  제2샘플/홀드수단(165,185)을  구비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샘플/홀드수단(164,184)이,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입력신호단자(147,16
7)와,  상기  입력신호단자(147,167)와  내부단자간에  접속되어  제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개폐되는 제1
스위치수단(150,168),  상기  내부단자와  출력단자를  접속시키는  비선형소자(154,170),  상기 출력단자
와  소정의  기준전위단자간에  접속된  전위유지수단(151,171)  및,  상기  출력단자와  상기  소정의 기준
전위단자간에  접속되  어  제2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개폐되는  제2스위치수단(153,172)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샘플/홀드수단(165,185)이,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제1버퍼수단(154,155  ; 
173,174)과,  상기  제1버퍼수단(154,155  ;  173,174)으로부터의  출력을  받아들이고  제1제어신호에 의
해  개폐되는  제1스위치수단(156,175),  상기  제1스위치수단(156,175)의  출력단자와  소정의 기준전위
단자간에  접속된  제1용량(157,176),  상기  제1스위치수단(156,175)으로부터의  출력을  받아들이는 비
반전입력단자(+),  반전입력단자(-)  및  출력단자를  갖춘  OP앰프(160,178),  상기  OP앰프(160,178)의 

출력단자와 반전입력단자(-)간에 접속된 제2버퍼수단(161,162 ; 180,181), 상기 제2버퍼수단
(161,162  ;  180,181)의  출력단자에  접속된  제1단자와  제2단자를  갖춘  제2스위치수단(159,179),  상기 
제2스위치수단(159,179)의  제2단자와  상기  OP앰프  (160,178)의  비반전입력단자(+)간에  접속된 제2용
량(158,177),  상기  제1제어신호를  받아들이는  반전수단(409)  및,  상기  반전수단(409)으로부터의 출
력을  입력으로서  받아들이는  입력단자와  상기  제2스위치수단(159,179)의  개폐를  제어하는 제어단자
에 접속된 출력단자을 갖춘 지연수단(410)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샘플/홀드수단이,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제1버퍼수단과  이 제1버퍼수단으
로부터의  출력을  샘플/홀드시키는  샘플/홀드회로,  전압플로워,  제2버퍼수단  및  상기  전압플로워의 
부귀환경로에  설치되는  레벨시프트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샘플/홀드회로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2샘플
/홀드수단의  샘플/홀드회로가,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입력신호단자와,  상기  입력신호단자와 내부단
자간에  접속되어  제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개폐되는  제1스위치수단(194),  상기  내부단자와 출력단자
를  접속시키는  비선형소자(195),  상기  출력단자와  소정의  기준전위단자간에  접속된 전위유지단자
(197)  및,  상기  출력단자와  상기  소정의  기준전위단자간에  접속되어  제2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개폐되
는 제2스위치수단(198)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11 

입력신호를  받아들이는  제1  및  제2샘플/홀드수단(209,210  ;  239,240  ;  264,265)과,  상기 제1샘플/홀
드수단(209,264)으로부터의  출력을  받아들이는  제1버퍼수단(21  1,266),  상기 제2샘플/홀드수단
(210,265)으로부터의  출력을  받아들이는  제2버퍼수단  (212,267),  상기  제1버퍼수단(211,266)의 출력
단자와  내부단자간에  접속되어  제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개폐되는  제1스위치수단(213,232,258),  상기 
제2버퍼수단(212,2  67)의  출력단자와  내부단자간에  접속되어  제2제어신호에  의해  개폐되는 제2스위
치  수단(214,233,259)  및,  상기  내부단자를  입력단자로서  포함하고  있는  제3버퍼수단 (215,241,26
8)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12 

제1~제N(N≥1)의  출력DC성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단자를  갖춘 제1~제N샘플/홀드수단(297,298,29
9)과,  제N+l의  출력DC성분을  제어하기  위한  임의의  기준전위가  인가되는  제N+l의  입력단자를  갖춘 
제N+1샘플/홀드수단(300)  및,  상기  제N+l샘플/홀드수단(300)으로부터의  출력과  기준전위를  비교하여 
그  차를  증폭하는  비교증폭수단(304)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비교증폭수단(304)으로부터의  출력을 
상기  제1~제N  +l샘플/홀드수단(297~300)의  제어  단자로  피드백시키며,  상기 제1~제N+1샘플/홀드수단
(297∼300)  각각이  시프트양을  제어하기  위해  삽입되는  전압플로워와  레벨시프트수단의 부귀환경로
를 갖춘 샘플/홀드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13 

출력DC성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단자를  갖춘  N(N≥1)개의  샘플/홀드수단(3  30~333)과,  상기  N개의 
샘플/홀드수단(330~333)으로부터의  출력의  평균치를  계산하는  수단,  상기  평균치를  유지하는 수단
(352)  및,  상기  유지된  평균치와  임의의  기준전위를  비교하여  그  차를  증폭하는 비교증폭수단(342)
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비교증폭수단  (342)으로부터의  출력을  상기  N개의 샘플/홀드수단(330~333)
의  제어단자로  피드백시키며,  상기  평균치를  계산하는  수단이  상기  N개의 샘플/홀드수단(330~333)으
로부터의  출력을,선택적으로  출력하는  MOS스위치(338~341)와  이  MOS스위치(335  ~341)의  개폐제어에 
의해 평균치를 얻는 수단(φ54)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회로장치.

청구항 14 

출력DC성분을  제어하여  출력을  발생시키는  제어단자를  갖춘  N(N≥1)개의  샘플/홀드수단(307~310)과, 
상기  N개의  샘플/홀드수단(307~310)으로부터의  출력의  평균치로  계산하는  수단,  상기  평균치와 임의
의  기준전위를  비교하여  그  차를  증폭하는  비교증폭수단(327),  상기  비교증폭수단(327)의  출력을 유
지하는  수단(326)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유지수단(327)에  유지된  출력을  상기  N개의 샘플/홀드수단
(307~310)의   제어단자로  피드백시키며,  상기  평균치를  계산하는  수단이  상기  N개의  샘플/홀드수단 
(307~310)의  출력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스위치수단(315~318)과  평균치를  얻기  위해  상기 스위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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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315~318)을  턴온  또는  턴오프시키는  수단(φ54)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샘플/홀드
회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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