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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용량적으로 로딩된 팔로어의 왜곡 보상

요약

용량적으로 로딩된 팔로어 트랜지스터(capacitively loaded follower transistor:2)의 출력 신호(vo)의 홀

수 조파 왜곡 성분은, 상기 팔로어 트랜지스터(2)의 에미터와, 상기 팔로어 트랜지스터(2)의 바이어스 전
류원(12)과, 팔로어 트랜지스터(2)와 동일한 입력 신호를 수신하고 그 에미터가 보상 커패시터(20)를 통
해 부가 트랜지스터(14)의 에미터에 연결된 제 2팔로어 트랜지스터(18) 사이에 삽입된 부가 트랜지스터
(14)에 의해 감소된다.  상기 보상 커패시터(20)를 통하는 전류(ic)는, 출력 전류(io)에 부가되고, 상기 

홀수 조파 왜곡을 보상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 단자와, 상기 입력 신호에 응답하여 버퍼에 의한 출력 신호
(buffered output signal)를 제공하는 출력 단자와, 상기 입력 단자에 연결된 제어 전극을 갖는 제 1트랜
지스터와, 상기 출력 단자와 제 2주 전극에 연결된 제 1주 전극과, 상기 제 1트랜지스터에 제 1바이어스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제  1주  전극에  연결된  제  1바이어스  전류  수단을  갖는  트랜지스터  회로에 
관련된다.

배경기술

상기 트랜시스터 회로는 공지된 팔로어(follower)이고, 용량성 부하 구동용 버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트랙 홀드 회로(Track and Hold circuit)나 샘플 홀드 회로(Sample and Hold circuit) 등의 
샘플링 회로의 경우(여기서, 신호는 커패시터에 기억된다), 소정의 신호 속도에서, 높은 정확도로 입력 
신호를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동 용량을 필요로 한다.  상기 목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회로가 
팔로어이다.  도 1은 용량성 부하를 포함하는 팔로어의 바이폴라 실행을 도시한다.  트랜지스터의 비선형 
전압 대 전류 전달 특성에 의해, 용량성 부하에 걸친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에 일련의 짝수 조파 왜곡 
기간과 일련의 홀수 조파 왜곡 기간이 부가된 레벨 시프트 변형(level shift version)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차동 회로를 이용하면, 상기 짝수 조파 왜곡 기간을 억제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복제 회로 사
이의 이상적인 매칭으로 소거할 수 있다.   그러나,  홀수 조파 왜곡 기간은 상기 방법으로 억제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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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홀수 조파 왜곡을 보상하는 팔로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절
에 특정된 트랜지스터 회로는, 제 2트랜지스터 및 제 3트랜지스터와, 제 2전류 바이어스 수단과, 보상 커
패시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트랜지스터의 제어 전극은 입력 단자에 연결되고, 상기 제 2바이어스 전
류수단은 제 2바이어스 전류를 제 2트랜지스터에 공급하기 위해 상기 제 2트랜지스터의 제 1주 전극에 연
결되며, 상기 제 3트랜지스터는 상기 제 1바이어스 전류 수단에 연결된 제 1주 전극과 상기 제 1트랜지스
터의 제 1주 전극에 연결된 제 2주 전극과 바이어스 전압을 수신하기 위해 연결된 제어 전극을 갖는다.

상기 제 2트랜지스터의 제어 전극이 제 1트랜지스터와 같이, 동일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동일 왜
곡 성분을 갖는 전류가 보상 커패시커 내에 흐르고, 상기 전류는 제 3트랜지스터의 주 전류 경로를 통해 
출력 전류에 부가된다.  상기 보상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및 유니폴라 트랜지스터에도 응용할 수 있다.

짝수 조파 왜곡뿐만 아니라 홀수 조파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트랜지스터 회로의 실시
예는, 또다른 입력 단자와, 또다른 출력 단자와, 제 4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 4트랜지스터가 
상기 또다른 입력 단자에 연결된 제어 전극과, 상기 또다른 출력 단자 및 상기 제 2트랜지스터의 제 2주 
전극에 연결된 제 1주 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2트랜지스터를 흐르는 전류가 제 4트랜지스터도 통과하기 때문에, 상기 실시예는 완전히 평형을 이루
며 전력 소비를 최소화한 차동 수단을 포함한다.  트랜지스터, 특히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 따라, 상기 
실시예는, 제 2트랜지스터의 제어 전극이 제 1레벨 시프트 회로를 통해 입력 단자에 연결되고, 제 3트랜
지스터의 제어 전극이 제 2레벨 시프트 회로를 통해 또다른 입력 단자에 연결되는 것을 또다른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기 레벨 시트프 회로는 트랜지스터에 대해 적당한 바이어스 및/또는 외부 신호 편위(excursion) 범위를 
제공한다.  유용하고 간단한 상기 레벨 시프트 회로가 제공되는,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실시예는, 제 1
레벨 시프트 회로가, 제 5트랜지스터와 제 3바이어스 전류 수단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제 5트랜지스터
는 입력 단자에 연결된 제어 전극과 제 2트랜지스터의 제어 전극에 연결된 제 1주 전극을 포함하고, 제 3
바이어스 전류 수단은 제 5트랜지스터에 제 3바이어스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제 5트랜지스터의 제 1주 전
극에 연결되며, 상기 제 2레벨시프트 회로는 제 6트랜지스터와 제 4바이어스 전류 수단을 포함하고, 여기
서 상기 제 6트랜지스터는 또다른 입력 단자에 연결된 제어 전극과 제 3트랜지스터의 제어 전극에 연결된 
제 1주 전극을 포함하고, 제 4바이어스 전류 수단은 제 6트랜지스터에 제 4바이어스 전류를 공급하기 위
해 제 6트랜지스터의 제 1주 전극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및 다른 이점은 도면을 참고로한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바이폴라 팔로어 회로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팔로어 회로의 바이폴라 실행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팔로어 회로의 유니폴라 실행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팔로어 회로의 차동 바이폴라 실행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팔로어 회로의 차동 바이폴라 실행을 도시한 도면.

실시예

도면 및 상세한 설명에 사용되는 동일 부호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것을 가리킨다.

도 1은 용량적으로 로딩된 종래의 팔로어 회로의 바이폴라 실행을 도시한다.  상기 회로는 에미터-팔로어 
형상 내에 NPN 트랜지스터(2)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1)의 제어 전극이나 베이스는, 입력 단자(4)에 연
결되고, 입력 단자(4)에 제공되는 입력 신호(vi)를 수신한다.  상기 트랜지스터(2)의 제 1주 전극이나 에

미터는, 부하 커패시터(8)가 로딩된 출력 단자(6)에 연결된다.  상기 트랜지스터(2)의 제 2주 전극이나 
콜렉터는 포지티브 전원 전압원(10)에 연결된다.  바이어스 전류원(12)은, 트랜지스터(2)의 에미터와 접
지 사이에 연결되고, 트랜지스터(2)에 바이어스 전류(IO)를 공급한다.  상기 부하 커패시터(8)에 걸친 출

력 신호(vo)는 입력 신호(vi)와 에미터 팔로어 바이어스 전류(IO)의 변조 지수(m1)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

다.

[수학식 1]

vo = vi - Vbe = vi - VBEO - VTln(1+m1)

상기 식에서, m1은 io/IO이고, iO는 부하 커패시터(8)로 흐르는 신호 전류이며, Vbe는 트랜지스터(2)의 베

이스-에미터 전압이고, VBEO는 Vbe의 정상 상태 부분이고, VT는 공지된 열전압(kT/q)이다.  상기 수학식 1

에 나타난 비선형 항 VTln(1+m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수학식 2]

따라서, 출력 신호(vo)는 입력 신호(vi)에 일련의 짝수 조파와 일련의 홀수 조파를 더한 DC 시프트 변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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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쓸 수 있다.  상기 짝수 조파는 차동 또는 평형형 형태(differential or balanced topology)를 이용하
여 감소시킬 수 있으나, 상기 홀수 조파는 출력 신호에 계속 존재하게 된다.  도 2는, 도 1의 팔로어의 
출력 신호의 홀수 조파를 억제하기 위해 용량성 보상 기술을 사용한, 본 발명에 따른 팔로어를 도시한다.  
이를 위해, NPN 트랜지스터(14)를 트랜지스터(2)의 에미터와 바이어스 전류원(12) 사이에 장치한다.  트
랜지스터(14)의 에미터, 콜렉터, 베이스는 각각, 바이어스 전압원을 접속하기 위해 바이어스 전류원(12), 
트랜지스터(2)의 에미터, 단자(16)에 연결된다.  상기 회로는 에미터-팔로어 형상에서 작동하는 트랜지스
터(2)와  같은  NPN  트랜지스터(18)를  더  포함한다.   트랜지스터(18)의  베이스는,  입력  단자(4)에 
연결되고, 트랜지스터(2)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 단자(4)에 제공되는 입력 신호(vi)를 수신한다.  트랜지

스터(18)의 에미터는 보상 커패시터(20)를 통해 트랜지스터(14)의 에미터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18)의 
콜렉터는 포지티브 전원 전압원(10)에 연결된다.  바이어스 전류원(12)와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전류원
(22)은, 트랜지스터(18)의 에미터와 접지 사이에 연결되고, 트랜지스터(18)에 바이어스 전류(IO)를 공급한

다.

트랜지스터(14 및 18)와 보상 커패시터(20)의 목적은, 출력 신호(vo)의 홀수 조파 성분으로 인한 전류를 

보상하는 바이어스 전류를 갖는 에머터 팔로어 트랜지스터(2)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상 커패시터(20)에 
걸린 전압(vc)은 입력 신호(vi)와 트랜지스터(14 및 18)의 변조 지수(m2)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3에서, m2는 ic/IO이고, ic는 보상 커패시터(20)를 통해 흐르는 신호 전류이며, vc는 보상 커

패시터(20)에 걸린 전압이고, ΔVbe는 트랜지스터(18 및 14)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간의 차이이다.  상기 

신호(vc)의 비선형 항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수학식 4]

따라서, 보상 커패시터(20)에 걸린 전압(vc)은 입력 전압(vi)에 일련의 홀수 조파를 부가한 시프트 변형과 

동일하다.  동일 변조 지수(m1 = m2)일 때, 보상 커패시터(20)의 커패시턴스(CC)와 부하 커패시터(8)의 커

패시턴스(CL)가 동일하다면, 입력 신호(i  C)의 홀수 조파 항의 크기는, 에미터 팔로어 트랜지스터(2)에 

의해 발생된 신호 전류(io)의 홀수 조파 항의 두배와 같다.  그 결과, 보상 커패시터(20)를 통해 흐르는 

전류(ic )가  부하 커패시터(8)를  통하는 전류(io )의  반과 같으면,  홀수 조파는 소거된다.   커패시터 비

(CC/CL)가 0.5일 때, 홀수 조파가 소거된다.

트랜지스터(2)의 에미터 영역에 관한 트랜지스터(14 및/또는 18)의 에미터 영역의 비, 및/또는 바이어스 
전류원(12 및 22)에 대한 상이한 바이어스 전류 선택에 의한다면, 다른 커패시터 비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트랜지스터, 기생 용량 등 간의 작은 미스매칭 등에 의해, 소거가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홀수 조파의 감소가 효과적임에 유의해야 한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대신,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른 기술에 의한 트랜지스터가 사용될 수 있다.  
유니폴라(MOSFET) 트랜지스터의 경우, 트랜지스터의 제어 전극과, 제 1주 전극과, 제 2주 전극은, 각각 
유니폴라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에 대응한다.  보상의 일반적 이론을 응용할 수 있으나, 
수학식 1 내지 수학식 4는 상기 트랜지스터의 특정 특성에 적용될 수 있다.

비록 홀수 조파의 소거가 감소될 수는 있지만, 바이어스 전유원을 레지스터나 다른 바이어스 수단으로 대
체할 수도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팔로어의 바이폴라 실행의 차동형 또는 평형형 변형이다.  상기 변형은 차동 입력
과 차동 출력을 가지며, 짝수 및 홀수 조파 왜곡이 감소된 차동 출력 신호를 제공한다.  트랜지스터(18)
의 콜렉터는 NPN 트랜지스터(24)의 에미터에 연결되고, 그 콜렉터는 포지티브 공급 전압원(10)에 연결된
다.  트랜지스터(24)의 에미터는, 다른 부하 커패시터(28)에 연결된 또다른 출력 단자(26)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24)의 베이스는 또다른 입력 단자(30)에 연결되고, 보상 입력 신호(-vi)를 수신한다.  트랜지

스터(18)의 베이스는 제 1레벨 시프트 회로(32)를 통해 입력 단자(4)에 연결되고, 트랜지스터(14)의 베이
스는 제 2레벨 시프트 회로(34)를 통해 또다른 입력 단자(30)에 연결된다.  상기 배열은, 상기 또다른 입
력 단자(30)가 도 2에 도시된 단자(16)을 대체하고, 트랜지스터(16)의 베이스에 바이어스 전압과 보상 입
력 전압을 공급한다.  상기 레벨 시프트 회로(32 및 34)는, 트랜지스터에 적당한 바이어스를 제공하나, 
아래와 같은 트랜지스터 기술에서는 생략될 수도 있다.

도 5는 레벨 시프트 회로를 좀더 자세히 나타낸 바이폴라 차동 버전을 도시한다.  제 1레벨 시프트 회로
(32)는, 그 베이스가 입력 단자(4)에 연결되고, 그 콜렉터가 포지티브 전압원(10)에 연결되며, 그 에미터
가 선택적인 다이오드(40)를 통해 트랜지스터(18)의 베이스에 연결된, 에미터 팔로어 트랜지스터(38)를 
포함한다.  바이어스 전류원(42)은 상기 선택적인 다이오드(40)를 통해 트랜지스터(38)의 에미터에 연결
된다.  마찬가지로, 제 2레벨 시프트 회로(34)는, 그 베이스가 상기 또다른 입력 단자(30)에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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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콜렉터가 상기 포지티브 전원 전압원(10)에 연결되며, 그 에미터가 선택적인 다이오드(46)를 통해 트
랜지스터(14)의 베이스에 연결된 에미터 팔로어 트랜지스터(44)를 포함하고, 바이어스 전류원(48)은 상기 
선택적인 다이오드(46)를 통해 상기 트랜지스터(44)의 에미터에 연결된다.  상기 다이오드(40 및 46)는 
트랜지스터(14 및 18)에 보다 넓은 콜렉터 신호 범위를 제공하지만, 상기 범위가 필요하지 않다면 생략될 
수도 있다.  상기 레벨 시프트 트랜지스터(38 및 44)는 상기 트랜지스터가 용량적으로 로딩되지 않기 때
문에 거의 외부 왜곡을 유도하지 않는다.

도 2 내지 도 5에 도시된 회로는, 트랙 홀드 회로나 샘플 홀드 회로, 라인 드라이버 등의 샘플링 회로에
서 용량성 부하를 구동하기 위한 싱글 엔드 또는 차동 버퍼로 사용하기가 적합하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회로는, 바이폴라 또는 MOS기술 등의 모든 트랜지스터 기술에 실행할 수 
있다.  도시된 트랜지스터로서, 달링톤(Darlington) 트랜지스터 또는 NPN/PNP 조합 또는 혼합된 기술의 
복합 트랜지스터 등의 복합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5의 회로내의 트랜지스터(18 및 38) 및 
트랜지스터(44 및 14)에서 관해 복합 트랜지스터를 고려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반대 도전형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전원 전압의 극성이 바뀔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 단자(4)와, 상기 입력 신호에 응답하여 버퍼에 의한 출력 신호(buffered 
output signal)를 제공하는 출력 단자(6)와, 상기 입력 단자(4)에 연결된 제어 전극을 갖는 제 1트랜지스
터(2)와, 상기 출력 단자(6)와 제 2주 전극에 연결된 제 1주 전극과, 상기 제 1트랜지스터(2)에 제 1바이
어스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제 1주 전극에 연결된 제 1바이어스 전류 수단(12)을 갖는 트랜지스터 회로에 
있어서,

제 2트랜지스터(18) 및 제 3트랜지스터(14)와, 제 2전류 바이어스 수단(22)과, 보상 커패시터(2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트랜지스터(18)의 제어 전극은 입력 단자(4)에 연결되고, 상기 제 2바이어스 전류수
단(22)은 제 2바이어스 전류를 제 2트랜지스터(18)에 공급하기 위해 상기 제 2트랜지스터(18)의 제 1주 
전극에 연결되며, 상기 제 3트랜지스터(14)는 상기 제 1바이어스 전류 수단(12)에 연결된 제 1주 전극과 
상기 제 1트랜지스터(2)의 제 1주 전극에 연결된 제 2주 전극과 바이어스 전압을 수신하기 위해 연결된 
제어 전극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지스터 회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또다른 입력 단자(30)와, 또다른 출력 단자(26)와, 제 4트랜지스터(24)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 4트랜지스터(24)가 상기 또다른 입력 단자(30)에 연결된 제어 전극과, 상기 또다른 출력 단자
(26) 및 상기 제 2트랜지스터(18)의 제 2주 전극에 연결된 제 1주 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지스터 회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제 2트랜지스터(18)의 제어 전극이 제 1레벨 시프트 회로(32)를 통해 입력 단자(4)에 
연결되고, 제 3트랜지스터(14)의 제어 전극이 제 2레벨 시프트 회로(34)를 통해 또다른 입력 단자(30)에 
연결되는 것을 또다른 특징으로 하는 트랜지스터 회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제 1레벨 시프트 회로(32)가, 제 5트랜지스터(38)와 제 3바이어스 전류 수단(42)을 포
함하고, 여기서 상기 제 5트랜지스터(38)는 입력 단자(4)에 연결된 제어 전극과 제 2트랜지스터(18)의 제
어 전극에 연결된 제 1주 전극을 포함하고, 제 3바이어스 전류 수단(42)은 제 5트랜지스터(38)에 제 3바
이어스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제 5트랜지스터(38)의 제 1주 전극에 연결되며, 

상기 제 2레벨시프트 회로(34)는 제 6트랜지스터(44)와 제 4바이어스 전류 수단(48)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제 6트랜지스터(44)는 또다른 입력 단자(30)에 연결된 제어 전극과 제 3트랜지스터(14)의 제어 전극
에 연결된 제 1주 전극을 포함하고, 제 4바이어스 전류 수단(48)은 제 6트랜지스터(44)에 제 4바이어스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제 6트랜지스터(44)의 제 1주 전극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지스터 회
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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