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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류 스위칭 회로

요약

전류 스위칭 회로는 회로가 사용중일 때, 제1 제어 가능 전류와 제2 제어 가능 전류가 각각 통과하는 제1 접속 노드(ON1)

와 제2 접속 노드(ON2), 및 세그먼트에 인가된 스위칭 신호(SW1, SW2)에 따라 제1 제어 가능 전류와 제2 제어 가능 전류

의 각각의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스위칭 회로(S1, S2)를 갖는 다수의 회로 세그먼트들(SEG1-SEGn)을 포함한다. 상기

스위칭 회로는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제1 접속 노드들(ON1)에 접속되어 있고 또한 동작에 따라 제1 결합 신호 단자

(OUTA)에 접속되는 제1 결합 회로와,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제2 접속 노드들(ON2)에 접속되어 있고 또한 동작에 따라 제

2 결합 신호 단자(OUTB)에 접속되는 제2 결합 회로를 더 포함한다. 제1 결합 회로와 제2 결합 회로는 각각 제1 결합 신호

단자(OUTA)와 제2 결합 신호 단자(OUTB)에서 제1 결합 신호(VA)와 제2 결합 신호(VB)를 생성하도록 세그먼트들의 제

1 제어 가능 전류들과 제2 제어 가능 전류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기 스위칭 회로는 제1 결합 신호 단자(OUTA)

와 세그먼트들 중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세그먼트들의 스위칭 회로(SW1) 사이에 접속된 제1 차단 회로(22)와, 제2 결합

신호 단자(OUTB)와 세그먼트들 중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세그먼트들의 스위칭 회로 사이에 접속된 제2 차단 회로(24)를

더 포함한다. 제1 차단 회로와 제2 차단 회로는 관련 단자의 전위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전위 변화로부터 세그먼트(들)

의 스위칭 회로(SW1, SW2)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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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스위칭 회로, 정전류 소스, 공통 노드,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 중간 노드, 출력 노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전류-스티어링(current-steering)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부분들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이진 입력 단어로부터 온도계-코드화 제어 신호들(thermometer-coded

control signals)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설명하는 표.

도 3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서 사용되는 종래의 전류 스위칭 회로의 부분들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전류 스위칭 회로의 부분들을 도시한 도면.

도 5a 내지 도 5d는 도 4의 회로에 의해 생성된 동작 파형(operating waveform)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전류 스위칭 회로의 부분들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대역폭의 변화(variation)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전류 스위칭 회로의 부분들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의 통역 표들(1 내지 3)에서 사용되는 설명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성능을 도 3의 회로와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설명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전류 스위칭 회로의 부분들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제어 회로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전류 스위칭 회로

14 : 정전류 소스

CN : 공통 노드

S1 : 제1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

S2 : 제2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

IN1 : 제1 중간 노드

IN2 : 제2 중간 노드

ON1 : 제1 출력 노드

ON2 : 제2 출력 노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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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례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digital-analog converter)에서 사용되는 전류 스위칭 회로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소위 "전류-스티어링" 형("current-steering" type)이라고 하는 종래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부분들을 도시

한 도면이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는 m-비트 디지털 입력 단어(D1-Dm)를 대응 아날로그 출력 신호로 변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는 다수의(n개의) 동일한 전류 소스들(21 내지 2n)을 포함하는데, n = 2m - 1이다. 각각의 전류

소스(2)는 대체로 일정한 전류(I)를 패스(pass)한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는 또한 n개의 전류 소스들(21-2n) 각각

에 대응하는 다수의 차동 스위칭 회로들(41-4n)(differential switching circuit)을 포함한다. 각각의 차동 스위칭 회로(4)

는 대응 전류 소스(2)에 접속되어 있고 변환기의 제1 접속 라인(A)에 접속된 제1 단자로의 또는 변환기의 제2 접속 라인

(B)에 접속된 제2 단자로의 전류 소스에 의해 생성된 전류(I)를 스위치한다.

각각의 차동 스위칭 회로(4)는 다수의 제어 신호들(T1-Tn)(이하에 설명된 이유로 "온도계-코드화 신호들"이라 함) 중 하

나를 수신하고 상기 신호의 값에 따라 제1 단자 또는 제2 단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의 제1 출

력 전류(IA)는 차동 스위칭 회로 제1 단자들로 전달된 각각의 전류들의 합이고,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의 제2 출력 전

류(IB)는 차동 스위칭 회로 제2 단자들로 전달된 각각의 전류들의 합이다.

아날로그 출력 신호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의 제1 출력 전류(IA)를 저항(R)으로 싱크(sink)함으로써 생성된 전압

(VA)과 변환기의 제2 출력 전류(IB)를 다른 저항(R)으로 싱크함으로써 생성된 전압(VB) 사이의 전압차(VA-VB)이다. 도 1

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1)에서, 온도계 코드화 신호들(T1-Tn)은 2진-온도계 디코더(6)에 의해 2진 입력 단어(D1-

Dm)로부터 유도된다. 디코더(6)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2진 입력 단어(D1-Dm)가 최저값을 가질 때, 온도계 코드화 신호들(T1-Tn)은 차동 스위칭 회로들(41-4n) 각각이 제2 단

자를 선택하여서, 모든 전류 소스들(21 -2n)이 제2 접속 라인(B)에 접속되게 한다. 이 때에, VA = 0 이고, VB = nIR 이다.

아날로그 출력 신호 VA - VB = -nIR 이다.

2진 입력 단어(D1-Dm)의 값이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 디코더(6)에 의해 생성된 온도계 코드화 신호들(T1-Tn)은 (차동

스위칭 회로(41)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차동 스위칭 회로도 제2 단자로 다시 스위칭하는 제1 단자를 선택함 없이 그 이상

의 차동 스위칭 회로들이 각각의 제1 단자들을 선택하게 한다. 2진 입력 단어(D1-Dm)가 값(i)을 가질 때, i개의 제1 차동

스위칭 회로들(41-4i)이 각각의 제1 단자들을 선택하는 반면, 나머지 n-i개의 차동 스위칭 회로들(4i+1-4n)은 각각의 제2

단자들을 선택한다. 아날로그 출력 신호 VA - VB = (2i-n)IR 이다.

도 2는 3-비트 2진 입력 단어(D1-D3)로부터 생성된 온도계-코드화 신호들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즉, 이 실례에서,

m=3 이다). 이 경우에, 7개의 온도계 코드화 신호들(T1-T7)이 필요하다(n = 2m - 1 = 7).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2진 온도계 디코더(6)에 의해 생성된 온도계 코드화 신호들(T1-Tn)은 소위 온도계 코드라하는

데, 여기서, r번째 순서의 신호(Tr)가 활성화되면("1"로 세트), 모든 하위 신호들(lower-order signals)(T1 내지 Tr-1)도

또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진 입력 단어가 증가함에 따라, 라인(A)으로 이미 스위치된 전류 소스가 다른 라인(B)으로 스위치되지 않고 보다 많은 전

류 소스들이 제1 접속 라인(A)으로 스위치되기 때문에 온도계 코딩이 전류 스티어링형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서는

일반적이다. 따라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입력/출력 특징은 단조롭고 입력 단어의 변화(1)로부터 야기되는 글리치

임펄스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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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1의 변환기와 같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종래의 차동 스위칭 회로의 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차동 스위칭 회로(4)는 제1 PMOS 전계 효과(field effect) 트랜지스터(S1)와 제2 P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S2)

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들(S1, S2)의 각각의 소스들은 대응 전류 소스(도 1의 21-2n)가 접속된 공통 노드(CN)에 접속된

다. 트랜지스터들(S1, S2)의 각각의 드레인들은 도 1의 차동 스위칭 회로들 각각의 제1 단자와 제2 단자에 각각 대응하는

회로의 제1 출력 노드(OUTA)와 제2 출력 노드(OUTB)에 각각 접속된다.

각각의 트랜지스터들(S1, S2)은 게이트에 접속된 대응 구동 회로(61 또는 62)를 갖는다. 온도계 코드화 신호들(T) 중 대응

하는 하나의 온도계 코드화 신호가 구동 회로(61)의 입력에 인가되고, 신호(T)의 상보 신호(/T)가 구동 회로(62)의 입력에

인가된다. 각각의 구동 회로는 관련 트랜지스터(S1 또는 S2)에 대한 스위칭 신호(SW1 또는 SW2)를 생성하기 위해 수신

된 입력 신호(T 또는 /T)를 버퍼하고 반전하여서, 정상 상태(steady-state condition)에서, 트랜지스터들(S1, S2) 중 하나

가 온(on) 되고 다른 하나가 오프(off) 된다. 일례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신호(T)가 하이 레벨(H)을 가지고 입

력 신호(/T)가 로우 레벨(L)을 가질 때, 트랜지스터(S1)에 대한 스위칭 신호(SW1)(게이트 구동 전압)는 로우 레벨(L)에 있

어서, 트랜지스터가 온되게 하는 반면, 트랜지스터(S2)에 대한 스위칭 신호(SW2)(게이트 구동 전압)는 하이 레벨(H)에 있

어서, 트랜지스터가 오프 되게 한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공통 노드(CN)로 흐르는 모든 입력 전류는 출력 노드(OUTA)로

패스되고, 출력 노드(OUTB)로는 어떤 전류도 패스하지 않는다.

도 1로 돌아가서, 도 1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제1 접속 라인의 전압(VA)과 제2 접속

라인의 전압(VB)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사용시 2진 입력 단어(D1-Dm)의 값에 따라 변한다. 이는 차동 스위칭 회

로(4)의 출력 노드들(OUTA, OUTB)의 전위들도 또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사용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랜지

스터들(S1, S2)은 상당한 기생 커패시턴스(appreciable parasitic capacitance)를 갖는다. 차동 스위칭 회로가 스위치 오

버(switched over) 될 때마다, 상기 기생 커패시턴스는 충전되거나 방전되어야만 한다. 충전되거나 방전되는 충전량은 하

나의 코드로부터 다음 코드로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출력 전압들(VA, VB)의 변화에 종속된다. 이는 디지털-아날로

그 변환기 출력 전압에 종속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출력의 스위칭 지연을 야기한다. 일례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기가 선택된 주파수(예를 들면, 100㎒)에서의 정현파(sinewave)를 합성하는데 사용되면, 출력-전압-종속 지연(output-

voltage-dependent delay)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출력시의 펄스 폭 변조로 나타난다. 이는 고속 정밀(hihg-speed

precision)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제1 순위 성능(first-order performance)을 상당히

강하한다. 또한, 스위치 오버 순간 트랜지스터들(S1, S2)의 출력 컨덕턴스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실제 출력 전압들

(VA, VB)에 약하게 종속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이는 고정밀 애플리케이션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성능

을 강하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1 양상에 따라, 회로가 사용중일 때, 제1 제어 가능 전류와 제2 제어 가능 전류가 각각 통과하는 제1 접속 노

드와 제2 접속 노드, 및 세그먼트에 인가된 스위칭 신호에 따라 제1 제어 가능 전류와 제2 제어 가능 전류의 각각의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스위칭 수단을 갖는 다수의 회로 세그먼트들; 제1 결합 신호 단자에서 제1 결합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제1 제어 가능 전류들을 결합시키기 위해, 상기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제1 접속 노드들에 접속되어

있고 또한 동작에 따라 제1 결합 신호 단자에 접속되는 제1 결합 수단; 제2 결합 신호 단자에서 제2 결합 신호를 생성하도

록 상기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제2 제어 가능 전류들을 결합시키기 위해, 상기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제2 접속 노드들에 접

속되어 있고 또한 동작에 따라 제2 결합 신호 단자에 접속되는 제2 결합 수단; 상기 단자의 전위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전위 변화로부터 관련 세그먼트(들)의 스위칭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상기 제1 결합 신호 단자와 상기 세그먼트들 중 하나

의 또는 그 이상의 세그먼트들의 상기 스위칭 수단 사이에 접속된 제1 차단 수단; 및 상기 단자의 전위의 변화로 인해 야기

되는 전위 변화로부터 세그먼트(들)의 스위칭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상기 제2 결합 신호 단자와 상기 세그먼트들 중 하나

의 또는 그 이상의 세그먼트들의 상기 스위칭 수단 사이에 접속된 제2 차단 수단을 포함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가 제공된

다.

상기 회로에서, 제1 결합 신호 단자와 제2 결합 신호 단자의 신호 종속 지연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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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의 제1 양상을 구현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를 포함하고, 또한 대응 아날로그 출력 신호

로 변환될 디지털 입력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접속되고, 수신된 디지털 입력 신호로부터 각각의 상기 세그먼트들로의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상기 스위칭 신호 세트(a set of the said switching signals)를 유도하기 위해 동작 가능한 디코더 회로

를 포함하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가 제공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전류 스위칭 회로(10)의 부분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 4에서,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종래의 부분들과 동일하거나 매우 밀접한 부분들은 동일한 도면 부호들로 표기되고,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된다.

도 4의 회로는 다수의 개별 회로 세그먼트들(SEG1-SEGn)을 갖는데, 상기 세그먼트들 중 하나의 세그먼트(SEGi)만이 도

4에서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세그먼트는 상기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CN)에 접속된 소스와 상기 세그먼트의 제1

중간 노드(IN1)에 접속된 드레인을 갖는 제1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S1)를 갖는다. 유사하게, 제2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

터(S2)는 공통 노드(CN)에 접속된 소스와 상기 세그먼트의 제2 중간 노드(IN2)에 접속된 드레인을 갖는다. 각각의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본 실시예의 P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이다. 스위칭 트랜지스터들(S1, S2)은 도 3의 구동 회로들

(61, 62)과 같은 구동 회로들(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생성된 상호 보상(mutual-complementary) 스위칭 신호들을 게이트

에서 각각 수신한다.

회로가 사용중일 때, 대체로 일정한 정전류(I)가 포지티브 공급 라인(ANALOG VDD)으로부터 공통 노드(CN)에 제공되게

하는 정전류 소스(14)가 포지티브 공급 라인(ANALOG VDD)과 공통 노드(CN) 사이에 접속된다.

또한 중간 노드들(IN1, IN2) 각각은 블리드(bleed) 전류 소스(18, 20)에 접속된다. 각각의 블리드 전류 소스는 접속된 중

간 노드로 ANALOG VDD로부터 대체로 일정한 전류(IBLEED)를 공급하는 자체의 정전류 소스를 포함한다. 블리드 전류 소

스(18, 20)에 의해 중간 노드들(IN1, IN2)에 공급된 정전류(IBLEED)는 예를 들면 대략 정전류 소스(16)에 의해 공통 노드

(CN)에 공급된 전류(I)의 ¼일 수 있다.

또한, 도 4의 회로에서, 각각의 개별 세그먼트(SEG)는 제1 출력 노드(ON1)와 제2 출력 노드(ON2)를 갖는다. 모든 세그먼

트들(SEG1-SEGn)의 각각의 제1 출력 노드들은 공통으로 회로의 제1 접속 라인에(A)에 접속되고, 모든 세그먼트들

(SEG1-SEGn)의 각각의 제2 출력 노드들(ON2)은 공통으로 회로의 제2 접속 라인에(B)에 접속된다. 회로의 제1 출력 단

자(OUTA)는 제1 접속 라인(A)에 접속되고, 회로의 제2 출력 단자(OUTB)는 제2 접속 라인(B)에 접속된다.

또한 회로의 각각의 세그먼트는 각각의 제1 캐스코드 트랜지스터(22)와 제2 캐스코드 트랜지스터(24)를 갖는다.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는 P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이다. 제1 캐스코드 트랜지스터(22)는 제1 중간 노드(IN1)에 접속된

소스와, 제1 출력 노드(ON1)에 접속된 드레인과, 회로의 접지 전위 공급 라인(GND)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다. 유사하게,

제2 캐스코드 트랜지스터(24)는 제2 중간 노드(IN2)에 접속된 소스와, 제2 출력 노드(ON2)에 접속된 드레인과, 접지 전위

공급 라인(GND)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다. 따라서, 각각의 세그먼트에는, 공통 노드(CN)와 제1 출력 노드(ON1) 사이의

제1 브랜치와 공통 노드(CN)와 제2 출력 노드(ON2) 사이의 제2 브랜치가 있다.

도 4의 회로의 동작에 대해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각각의 세그먼트에서, 정상 상태일 때, 2개의 브랜치들 중 하나의 브랜치의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S1 또는 S2)는 턴 온

(turned on)되고, 다른 브랜치의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S2 또는 S1)는 턴 오프(turned off)된다.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

(22, 24) 모두는 영구적으로 턴 온된다.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CN)에 공급된 전류(I)는 온 스위칭 트랜지스터가 트랜지스

터(S1)이면 제1 출력 노드(ON1)에 배타적으로 패스되고, 온 스위칭 트랜지스터가 트랜지스터(S2)이면 제2 출력 노드

(ON2)에 배타적으로 공급된다. 또한 각각의 중간 노드(IN1, IN2)에 공급된 정전류(IBLEED)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22,

24)을 경유하여 출력 노드들(ON1, ON2)에 공급된다. 스위칭 트랜지스터(S1 또는 S2)가 오프인 브랜치에서, 소정의 전류

(즉, 블리드 전류(IBLEED))가 캐스코드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브랜치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22 또는 24)를 계속 통과함을 보장하기 위해 블리드 전류(IBLEED)가 중간 노드들(IN1, IN2)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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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22, 24)의 효과는 출력 단자들(OUTA, OUTB)의 전위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전위 변화로부터 각

각의 중간 노드들(IN1, IN2)을 차단하는데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각각의 단자(OUTA 또는 OUTB)의 전위(VA 또는 VB)

는 회로 사용시 관련 출력 단자로부터 전달되는 출력 전류(IA 또는 IB)에 따라 필연적으로 변한다. 상기 출력 전류들의 변화

가 클 수 있고, 따라서, 하나의 사이클에서 다음 사이클로의 출력 전압들의 변화도 클 수 있다. 2진 입력 단어가 전체 네가

티브 값(-FS)으로부터 전체 포지티브 값(+FS)으로 변하면, 일례로, 출력 전류(IA)는 5㎃(모든 세그먼트들의 스위칭 트랜

지스터들(S1)이 오프일 때의 값)에서 25㎃(모든 세그먼트들의 스위칭 트랜지스터들(S1)이 온일 때의 값)으로 변할 수 있

는데, 동시에 출력 전류(IB)도 25㎃에서 5㎃으로 하강된다. 각각의 출력 단자에 관련된 출력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 각각의

출력 단자의 전위(VA 또는 VB)의 변화가 비교적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출력 부하 임피던스가 25Ω이면, 전위의 변

화는 0.5V이다. 이러한 경우에 출력 단자 전위들(VA, VB)의 차(△V)는 1V씩 변한다.

도 4의 회로에서, 각각의 세그먼트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22, 24)에 의해 제공된 차단 함수 때문에, 각각의 세그먼트의

중간 노드들(IN1, IN2)의 각각의 전위들 사이의 전위 차의 변화(△VINT)는 출력 전류들(IA, IB)의 최대 변화에 응답해서 출

력 단자들 사이의 전위의 변화(△V)보다 크기 면에서 통상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낮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장점 및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도 3의 종래의 회로에서와 같이) 캐스코

드 트랜지스터들이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도 5a는 회로의 출력시 생성되는 파형(VA-VB)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파형은 주파수(f)(예를 들면, 100

㎒)와, 최대 진폭(+FS)과 최소 진폭(-FS)을 갖는 정현파이다.

본 명세서의 종래 기술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이 사용되지 않을 때, 세그먼트들은 출력 전압에 종속

되는 스위칭 지연들을 갖는다. 지연(△t)은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파수가 2f일 때 출력 전압의 제곱의 함수만큼 대략

변한다. 그 결과, 도 5a의 파형의 피크들(peaks)은 0-진폭 포인트들(zero-amplitude points)과 관련되어 대략 8㎰ 만큼

지연된다. 예를 들면 최소 지연이 -2㎰이고 최대 지연이 +6㎰이도록 세트된 참조 값에 관련되어 도 5b의 모든 지연들이

측정된다.

출력-전압-종속 지연은 소정의 시간에 출력 전압의 에러로 나타난다. 상기 에러는 도 5a 파형의 슬루 레이트(도 5c에 도

시됨)의 결과이고 도 5b에 도시된 지연 △t 이다. 상기 에러는 도 5d에 플롯(plot)되어 있다.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에

러는 주파수가 3f일 때 0에 대하여 진동한다(oscilliate). 이는 출력 전압의 제곱의 함수인 크기를 갖는 출력 신호의 제3 고

조파 성분(third harmonic component)으로서 에러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이 회로에서 제공될 때,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셀의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들(S1, S2)

은 출력 전압 변화로부터 차단되는데, 변화(△VINT)는 일례로 출력 전압 변화(△V)와 관련되어 2.5배로 감소된다. 도 4의

회로의 에러는 △V 보다는 오히려 변화(△VINT)에 종속되어서, 에러의 크기가 △V와 △VINT 간의 비율의 제곱만큼 감소

된다. 일례로 △V/△VINT가 2.5일 때, 에러의 크기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이 제공되지 않을 때보다 6배(대략 2.52) 낮

게 될 것이다.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22, 24)은 소정의 신호-종속 지연을 각각의 세그먼트의 출력에 추가한다. 따라서, 본 발명을 구현

하는 회로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이 제공될 때, 2개의 효과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1 효과는 출력 전압에 종속되는

스위칭 타임에 의해 야기되는 펄스 폭 변조이다. 상술된 이유들로, 출력 단자들과 접속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이 제1 효

과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제2 효과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자체에 의해 야기된다. 제2 효과는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자체의 대역폭이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전류, 즉, 출력 전류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이는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출력 컨던턴스(gm)가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전류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상

기 트랜지스터의 대역폭이 gm/C에 비례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C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소스(중간 노드(IN1 또는 IN2))

와 GND 사이의 총 커패시턴스(total capacitance)이다. 상기 대역폭의 변화는 위상 변조 및 진폭 변조로 인한 왜곡을 야기

한다.

제2 효과에 있어서, 도 4의 실시예에서, 각각의 세그먼트는 한 쌍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22, 24)을 갖는다. 그 이유는

도 6에 도시된 모든 세그먼트들이 오직 한 쌍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에 공통으로 접속되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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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설명되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상기 구성부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공통 구성부"로 표기될 것이다. 각각의 세

그먼트가 개별적으로 한 쌍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을 갖는 도 4 실시예의 구성부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분리 구

성부(separate configuration)"로 표기될 것이다.

도 6을 참조할 때,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전류 스위칭 회로는 각각의 세그먼트에서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CN)에 대체로

일정한 정전류(I)를 공급하기 위한 정전류 소스(16)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에, 상기 세그먼트의 제1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

터(S1)는 상기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CN)와 제1 출력 노드(ON1) 사이에 직접 접속되고, 제2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S2)

는 상기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CN)와 제2 출력 노드(ON2)에 직접 접속된다. 도 4의 실시예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이한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제1 출력 노드들(ON1) 모두는 회로의 제1 접속 라인(A)에 공통으로 접속되고, 상기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제2 출력 노드들(ON2) 모두는 회로의 제2 접속 라인(B)에 공통으로 접속된다. 제1 전류 블리드 회로(18)는 제1 접

속 라인(A)에 대체로 일정한 블리드 전류(IBLEED)를 인가하기 위해 접속되고, 제2 전류 블리드 회로(20)는 제2 접속 라인

(B)에 대체로 일정한 블리드 전류(IBLEED)를 인가하기 위해 접속된다. 이러한 경우에, 일례로 각각의 블리드 전류(IBLEED)

는 상기 세그먼트들에 의해 소스된(sourced) 모든 개별 전류들(I)의 합(∑I)의 ¼과 대략 동일하다.

상기 실시예에서, 단일 제1 캐스코드 트랜지스터(122)는 제1 접속 라인(A)에 접속된 소스와, 회로의 제1 출력 단자

(OUTA)에 접속된 드레인과, GND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다. 유사하게, 단일 제2 캐스코드 트랜지스터(124)는 제2 접속

라인(B)에 접속된 소스와, 회로의 제2 출력 단자(OUTB)에 접속된 드레인과, GND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다.

도 6에 도시된 제2 실시예는 기본적으로 도 4를 참조하여 상술된 제1 실시예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각각의 캐스코

드 트랜지스터(122 또는 124)는 각각의 세그먼트의 스위칭 트랜지스터들(S1, S2)을 회로 사용시 출력 단자들(OUTA,

OUTB)의 전위의 변화로부터 차단하도록 동작한다.

도 7은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122, 124)의 대역폭이 출력 전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가를 도시한 것이다. 제1 라인(LA)

은 출력 단자(OUTA)에 관련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122)의 대역폭을 나타낸다. 제2 라인(LB)은 출력 단자(OUTB)에 관

련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대역폭을 나타낸다. 도 7의 수평축은 출력 전압(VA-VB)이 전체 네가티브 값(-FS)과 전체 포

지티브 값(+FS) 사이에서 변할 때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출력 전압이 +FS 때, 모든 제1

스위칭 트랜지스터들은 턴 온되고 모든 제2 스위칭 트랜지스터들은 턴 오프된다. 따라서, 일례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122)를 흐르는 전류는 최대 값 25㎃(모든 세그먼트들의 ∑I + IBLEED)을 갖는 반면, 캐스코드 트랜지스터(124)를 흐르는

전류는 최소 값 5㎃(IBLEED)을 갖는다. 이 상태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트의 대역폭은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흐르는 전류(IDS)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례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122)의 대역폭은 최대 값 2.2

㎓를 갖고, 캐스코드 트랜지스터(124)의 대역폭은 최소 값 1㎓를 갖는다.

출력 전압(VA-VB)이 +FS에서 -FS로 점차 하강함에 따라, 점차로 보다 많은 전류가 캐스코드 트랜지스터(124)를 흐르고,

점차로 보다 적은 전류가 캐스코드 트랜지스터(122)를 흐르게 된다. 따라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122)의 대역폭은 도 7

의 라인(LA)을 따라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록 하강하고, 캐스코드 트랜지스터(124)의 대역폭은 도 7의 라인(LB)을 따

라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록 상승한다. 출력 전압이 전체 네가티브 값(-FS)일 때,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대역폭들은

+FS 상태일 때와 반대이다.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이 도 6의 공통 구성부에 접속될 때,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대역폭 변화의 효과는, 커브

(LCOMMON)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대역폭(차동 대역폭(differential bandwidth))은 변하는데, 양 끝에서 가장 낮고 중

간에서 가장 높다. 이는 상이한 세그먼트들의 출력 전류들이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에 도착하기 전에 결합됨을 의미하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공통 구성부의 결과이다.

따라서 도 7에서 모든 세그먼트들로부터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결합 전류는 (적어도 세그먼트들의 수에

대응하는 단계들에서) 5㎃과 25㎃ 사이인 값들의 전체 범위를 따라 변한다. 따라서, 출력 전류의 변화에 있어서, 하나의 캐

스코드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하강(그에 따라 대역폭도 하강)을 나타내고 다른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상승(그에

따라 대역폭도 상승)을 나타낸다. 대역폭이 감소하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대역폭의 손실은 언제나 대역폭이 상승하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대역폭의 이득보다 중대하여서, 커브(LCOMMON) 중 중간점일 때(IA = IB 일 때) 차동 대역폭은 최고

값(peak value)을 갖고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각각의 대역폭의 함수에 따라 감소한다. 공통 구성부의 차동 대역폭은

도 7의 커브(LCOMMON)를 따르고 출력 전류에 따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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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분리 구성부를 갖는 도 4의 실시예에서, 회로의 효과적인 전체 대역폭(차동 대역폭)은 커브

(LCOMMON)의 끝점을 통과하는 도 7의 수평 라인(Lsep)을 따른다.

분리 구성부에서는, 각각의 세그먼트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을 흐르는 전류가 공통 구성부의 경우처럼 중간 전류 값들

을 갖지 않고 최소 값(IBLEED ≒ 50㎂)에서 최대 값(I + IBLEED ≒ 350㎂)으로만 변한다. 이는 총 출력 전류가 IA 이거나 IB

이건 간에, 다른 캐스코드 트랜지스터가 최대 대역폭 상태에서 최소 대역폭 상태로 변함에 따라 동시에 하나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는 언제나 최소 대역폭 상태에서 최대 대역폭 상태로 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그먼트의 차동(결합) 대역폭

(최소 대역폭과 최대 대역폭 사이의 중간 대역폭)은 출력 전류의 변화에 대하여 동일하다. 따라서, 모든 세그먼트들의 차동

대역폭(즉, 전체 차동 대역폭)은 출력 전류들의 전체 범위에 대하여 평평하고 커브(LCOMMON)의 끝 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

다. 이는 분리 구성부의 차동 대역폭이 공통 구성부의 최소 차동 대역폭과 동일함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대역폭의 변화

는 왜곡을 야기하여서 분기 구성부의 성능이 왜곡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양호하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가 도 8을 참조하여 설명되어질 것이다. 도 8에서, 전류 스위칭 회로(60)는 각각의 세그먼

트에서 상술된 실시예들과 같이 상호-보상 스위칭 신호들(SW1, SW2)을 수신하기 위해 접속된 한 쌍의 메인 스위칭 트랜

지스터들(S1, S2)을 갖는다. 제1 실시예와 같이, 제1 스위칭 트랜지스터(S1)는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CN)와 세그먼트의

제1 중간 노드(IN1) 사이에 접속된다. 유사하게, 제2 스위칭 트랜지스터(S2)는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CN)와 세그먼트의

제2 중간 노드(IN2) 사이에 접속된다.

또한, 각각의 세그먼트는 개별적으로 한 쌍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222, 224)을 갖는다. 제1 캐스코드 트랜지스터(222)

는 제1 중간 노드(IN1)에 접속된 소스와, 세그먼트의 제1 출력 노드(ON1)에 접속된 드레인과, 제1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출력 노드(DON1)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다. 제2 캐스코드 트랜지스터(224)는 제2 중간 노드(IN2)에 접속된 소

스와, 세그먼트의 제2 출력 노드(ON2)에 접속된 드레인과, 제2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출력 노드(DON2)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다.

제1 실시예(도 4)에서와 같이,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출력 노드들(ON1) 모두는 회로의 제1 출력 단자(OUTA)가 접속되어

있는 회로의 제1 접속 라인(A)에 공통으로 접속된다. 유사하게,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출력 노드들(ON2) 모두는 회로의 제

2 출력 단자(OUTB)가 접속되어 있는 회로의 제2 접속 라인(B)에 공통으로 접속된다. 제1 실시예에서와 같이, 각각의 전

류 블리드 회로들(18, 20)은 제1 중간 노드(IN1)와 제2 중간 노드(IN2)에 각각 접속된다.

도 8의 전류 스티어링 회로의 각각의 세그먼트(SEG)(이하 "메인 세그먼트")에 있어서, 관련 메인 세그먼트(SEG)에서 캐스

코드 트랜지스터들(222, 224)의 게이트 전위들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대응 세그먼트

(DSEG)도 또한 제공된다. 상기 더미 세그먼트(DSEG)는 하나만이 도 8에 도시되어 있다.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DSEG)는 대응 메인 세그먼트와 동일한 기본 방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각의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DSEG)는 대체로 일정한 전류(Idummy)를 더미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DCN)에 공급하는 자체의 정전류 소스

(216)를 포함한다. 더미 세그먼트(DSEG)는 또한 각각의 제1 더미 스위칭 트랜지스터(DS1)와 제2 더미 스위칭 트랜지스

터(DS2)를 포함한다. 제1 더미 스위칭 트랜지스터(DS1)는 더미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DCN)와 제1 더미 디지털-아날로

그 변환기 출력 노드(DON1) 사이에 접속되고, 제2 더미 스위칭 트랜지스터(DS2)는 더미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DCN)와

제2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출력 노드(DON2) 사이에 접속된다. 메인 세그먼트(SEG)의 제2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인가되는 스위칭 신호(SW2)는 더미 세그먼트(DSEG)의 제1 더미 스위칭 트랜지스터(DS1)에 인가된다. 유사하

게, 메인 세그먼트(SEG)의 제1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스위칭 신호(SW1)는 제2 더미 스위칭 트랜지스터(DS2)의

게이트에 인가된다. 따라서, S1이 온이고, S2가 오프일 때, DS1은 오프이고, DS2는 온이다.

또한,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DSEG)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222, 224) 중 하나의 게이트와 GND 사이

에 각각 접속되어 있는 제1 저항기(R1)와 제2 저항기(R2)를 포함한다.

도 8의 실시예의 동작은 이제부터 설명되어질 것이다.

상술된 실시예들에서와 같이, 출력 단자 전위들(VA, VB)은 회로 사용시 인가된 2진 입력 단어에 따라 변한다. 제1 캐스코

드 트랜지스터(222)와 제2 캐스코드 트랜지스터(224)는 동일한 기본 목적을 위해, 즉, 각각의 메인 세그먼트의 메인 스위

칭 트랜지스터들(S1, S2)을 상기 전위 변화들로부터 차단하도록 동작한다. 그러나, 상기 실시예에서, 각각의 캐스코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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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지스터는 제1 실시예의 "수동 캐스코드 장치"와 비교해 볼 때 각각의 세그먼트의 중간 노드들(IN1, IN2)의 전위의 변화

를 더욱 더 감소시키도록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가 2진 입력 단어에 따라 변하는 능동 캐스코드 동작을 실행

한다.

능동 캐스코드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각각의 메인 세그먼트(SEG)에 대응하는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DSEG)에서는, 정전류 소스(16)에 의해

소스된 전류(Idummy)가 메인 세그먼트의 스위칭 신호들(SW1, SW2)의 상태에 따라 저항기(R1) 또는 저항기(R2)에 선택적

으로 스티어된다(stered). 따라서, SW1가 로우 논리 레벨(L)을 갖고 SW2가 하이 논리 레벨(H)을 가질 때, 전류(Idummy)는

제2 더미 스위칭 트랜지스터(DS2)에 의해 저항기(R2)에 스티어되어서, 제2 캐스코드 트랜지스터(224)의 게이트 전위가

전류(Idummy)의 결과와 동일한 포지티브 값과 제2 저항기(R2)의 저항을 갖는다.

각각의 메인 세그먼트에서,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흐르는 전류는 관련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S1 또는 S2)가 온

일 때의 I + IBLEED와 동일한 최고 값과 관련 스위칭 트랜지스터가 오프일 때의 최저 값(IBLEED) 사이에서 변한다.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소스 전압 크기는 상기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흐르는 전류에 따라 변하여서, 전류가 증가

하면, 게이트-소스 전압 크기도 약간 증가한다(즉, 소스 전위가 게이트 전위에 대하여 보다 포지티브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가 접속되어 있는 중간 노드(IN1 또는 IN2)의 전위가 관련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SW1 또는

SW2)가 온일 때 약간 상승함을 의미한다.

관련 중간 노드(IN1 또는 IN2)의 전위 상승을 보상하기 위해, 도 8의 실시예에서,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

는 관련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가 온일 때의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가 관련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

가 오프일 때보다 낮도록 한다. 관련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의 게이트 전위의 변화는 예를 들

면 150㎷ 정도이다.

도 8의 실시예에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 전위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1 실시예와 비교할 때 개선된 캐스

코드 트랜지스터에 의한 중간 노드 전위 차단 방법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출력 단자 전위들(VA, VB)의 변화와 상관 없이

각각의 중간 노드는 대략 0.9V인 대체로 일정한 전위를 유지한다.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을 통과하는 전류의 변화 결과로서 발생하는 중간 노드 전위의 변화를 보상하도록 충분히 빠르게

더미 출력 노드들(DON1, DON2)의 전위가 이동하도록 전류(Idummy)의 크기는 충분히 커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전류

(Idummy)는 각각의 메인 세그먼트에 의해 스티어된 전류(I)의 반 정도이다. 전류(Idummy)의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는

예를 들어 전류(Idummy)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전류 소스(216)가 메인 세그먼트의 전류 소스의 포지티브 공급 보다

낮은 전위를 갖는 포지티브 공급 라인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

트들의 정전류 소스들(216)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내의 디지털 회로에 전위가 1.8V인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포지티브 공급 라인(DIGITAL VDD)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 더미 세그먼트들을 위해 보다 낮은 전력 공급 전압을 사용

함으로써, 더미 세그먼트의 전력 소모가 감소될 수 있다.

표들(1-3)은 캐스코드 트랜지스터가 없는 도 3의 종래의 회로와 제1 실시예 및 제3 실시예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표(1)

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가 없는 도 3에 관한 것이고, 표(2)는 제1 실시예(수동 캐스코드 장치)에 관한 것이며, 표(3)는 제3

실시예(능동 캐스코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9를 참조하여, 지연 성능들을 비교할 때, 64개의 세그먼트들을 갖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가 고려되었다. 상기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입력은 -FS로부터 +FS로 변할 수 있다. 상이한 입력 레

벨들에서 유닛 스텝 사이즈(1/32 FS)(unit step size)의 사각 펄스들(rectangular pulses)을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2

진 입력에 인가한 효과가 시뮬레이트되어 있다(simulated). 표들(1-3)의 행들(A-E)로 각각 표시된 바와 같이 5개의 상이

한 가능성들이 고려되었다.

행(A)의 경우에, 입력 펄스(IPA)는 +31/32 FS 로부터 +FS 까지의 유닛 펄스이다. 행(B)의 경우에, 입력 펄스(IPB)는

+15/32 FS 로부터 +16/32 FS 까지의 유닛 펄스이다. 행(C)의 경우에, 입력 펄스(IPC)는 0 으로부터 +1/32 FS 까지의 유

닛 펄스이다. 행(D)의 경우에, 입력 펄스(IPD)는 -16/32 FS 로부터 -15/32 FS 까지의 유닛 펄스이다. 행(E)의 경우에, 입

력 펄스(IPE)는 -FS 로부터 -31/32 FS 까지의 유닛 펄스이다. 따라서, 각각의 입력 펄스(IPA-IPE)는 단지 하나의 세그먼

트의 상태만 변하게 하는데, 상기 하나의 세그먼트의 스위칭 지연이 시뮬레이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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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경우(A-E)에, 입력 펄스(IPA-IPE)에 응답해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출력 전압

(VA-VB)이 변하여서, 출력 펄스(OPA-OP E)를 생성한다. 각각의 출력 펄스(OPA-OPE)는 지연 시간(tr) 만큼 지연되는 상

승 에지(rising edge)와 지연 시간(tf) 만큼 지연되는 하강 에지(falling edge)를 갖는다. 각각의 출력 펄스 상승 에지의 지

연 시간(tr)은 출력 펄스(OPC)의 상승 에지와 관련하여 측정된다. 유사하게, 각각의 출력 펄스 하강 에지의 지연 시간(tf)은

출력 펄스(OPC)의 하강 에지와 관련하여 측정된다. 지연 시간(tr)은 각 표의 열(1)에 주어진다(단위는 ㎰). 지연 시간(tf)은

각 표의 열(2)에 주어진다(단위는 ㎰). 열(3)은 관련 입력 펄스의 지연 시간(tf)과 지연 시간(tf)의 평균 지연 시간(tav )을 나

타낸다(단위는 ㎰). 열(4)은 관련 입력 펄스의 폭 변조를 나타낸다(단위는 ㎰). 상기 폭 변조는 출력 펄스의 펄스 폭(wOP)

과 입력 펄스의 펄스 폭(wIP)의 차(△w)이다. 상기 차(△w)는 (tf - tr)과 동일하다.

[표 1]

캐스코드가 없는 경우

 tr tf tav  △w

 A  -2.73  +3.07  +0.17  +5.80

 B  -1.41  +1.49  +0.04  +2.90

 C  0  0  0  0

 D  +1.49  -1.41  +0.04  -2.90

 E  +3.08  -2.73  +0.17  -5.80

[표 2]

수동 캐스코드

 tr tf tav  △w

 A  +0.61  +0.95  +0.78  +0.34

 B  +0.10  +0.27  +0.18  +0.17

 C  0  0  0  0

 D  +0.27  +0.10  +0.18  -0.17

 E  +0.95  +0.61  +0.78  -0.34

[표 3]

능동 캐스코드

 tr tf tav  △w

 A  +0.66  +1.01  +0.83  +0.35

 B  +0.11  +0.28  +0.19  +0.17

 C  0  0  0  0

 D  +0.28  +0.11  +0.19  -0.17

 E  +1.01  +0.66  +0.83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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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1-3)의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캐스코드가 없는 경우의 펄스 폭 변조가 제1 실시예와 제3 실시예에서와 같이 각각

수동 캐스코드 또는 능동 캐스코드가 제공될 때보다 약 17 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지연에 있어서, 적은 페널티가 존

재한다. 수동 캐스코드 또는 능동 캐스코드가 사용될 때, 신호-종속 지연은 캐스코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약 5배로 증

가한다. 그러나, 수동 캐스코드 및 능동 캐스코드의 성능은 캐스코드 장치가 없을 때와 비교할 때 크게 개선된다.

공통 구성부의 경우에, 최악 평균 지연(tav)은 분리 구성부에서 보다 훨씬 높은데,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 tav = 3.4㎰ 이

다. 그러나, 폭 변조(△w)는 0.1㎰ 만큼 낮다. 공통 구성부의 높은 평균 지연으로 인해 분리 구성부가 더 양호하다.

부수적으로, 상기 특정 비교 예에서, 능동 캐스코드 장치가 평균 지연과 펄스 폭 변조라는 점에서 수동 캐스코드 장치 보다

약간 나쁜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놀랄만하지만, 능동 캐스코드 장치가 정상 상태에서 메인 스위칭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 전위들을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더라도, 각각의 세그먼트의 실제 스위칭시에, 캐스

코드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 전위가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을 통과하는 전류의 변화에 대해 완전히 보상할만큼 충분히 빠

르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드레인 전위의 적은 변동이 발생하는 상기 효과가 일어난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상기 효과는 도 3의 회로(캐스코드 없음)에 있어서의 출력 단자들(OUTA, OUTB) 간의 전위 차(△V) 변화에 응답해서 메

인 스위칭 트랜지스터 드레인들 간의 전위 차(△VINT)의 변화를 제1 실시예 및 제3 실시예와 비교한 도 10에 도시되어 있

다. 캐스코드가 없을 때, △VINT는 △V와 동일하다. 수동 캐스코드가 사용될 때, △VINT는 △V를 보다 적은 크기로 추적

한다. 그러나, 능동 캐스코드가 사용될 때, △VINT는 △V 자체와 비교할 때 비록 적은 크기이지만 △V에 대한 보상 변화를

경험한다. 상기 보상 변화는 수동 캐스코드 장치의 비교 가능한 크기의 신호-종속 지연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많은 애

플리케이션들에서, 구현하기가 보다 쉽고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들을 갖지 않아서 보다 적은 전력을 소모

한다는 점에서, 수동 캐스코드 장치가 능동 캐스코드 장치 보다 양호하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4 실시예가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되어질 것이다. 제3 실시예에서와 같이, 제4 실시예도 능동 캐스

코드들을 갖지만, 제3 실시예와 달리, 제2 실시예에서 사용된 "공통 구성부"(도 6)에 능동 캐스코드들이 제공된다.

도 11의 실시예에서, 세그먼트들(SEG1-SEGn)은 제2 실시예와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접속된다. 제2 실시예에서와 같이

제1 캐스코드 트랜지스터(322)와 제2 캐스코드 트랜지스터(324)는 각각 접속 라인(A)과 출력 단자(OUTA) 사이와 접속

라인(B)과 출력 단자(OUTB) 사이에 접속된다. 그러나, 도 11의 실시예에서,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322 또는 324)

는 GND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지 않는다. 그 대신, 제1 캐스코드 트랜지스터(322)의 게이트가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기 회로(330)의 제1 출력 노드(DON1)에 접속되고, 제2 캐스코드 트랜지스터(324)의 게이트가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

환기 회로(330)의 제2 출력 노드(DON2)에 접속된다.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회로(330)는 제1 출력 노드(DON1)에서 전류(IDA)를 공급하고, 제2 출력 노드(DON2)에서

제2 출력 전류(IDB)를 공급한다.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회로(330)는 메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 인가된 동일

한 2진 입력 단어를 입력에서 수신한다.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회로(330)는, 2진 입력 단어가 최저값을 가질 때,

출력 전류(IDA)가 최고 값을 갖고, 출력 전류(IDB)가 0이라는 점에서 메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와 상이하다. 2진 입력

단어의 값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전류(IDA)는 감소하고, 출력 전류(IDB)는 증가하는데, 2진 입력 단어의 값이 최고가

되어, 출력 전류(IDA)가 0이 되고, 출력 전류(IDB)가 최대 값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회로(330)의 효과는 제3 실시예와 같이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332 또는 324)의 게이트 전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통과

하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소스 전위의 발생 효과로부터 메인 세그먼트들의 출력

노드들(ON1, ON2)을 차단한다.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회로(330)는 적합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양호한 가능성은 제3 실시예

에서와 같이 메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의 각각의 세그먼트(SEG)에 대한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

(DSEG)를 제공함으로써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회로를 구현하는데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3 실시예와 비교해서

유일하게 수정되는 것은 제3 실시예의 모든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들의 각각의 제1 출력 노드들(DON1)

이 제1 캐스코드 트랜지스터(322)의 게이트에 공통으로 접속되어야만 하고 모든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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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각각의 제2 출력 노드들(DON2)이 제2 캐스코드 트랜지스터(324)의 게이트에 공통으로 접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다. 각각의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는 제3 실시예에서처럼 한 쌍의 저항기들(R1, R2)을 포함할 필요가 없

다. 한 쌍의 저항기들만이 제4 실시예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접속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술된 실시예들은 각각의 출력 단자가 부하 임피던스(저항)를 경유하여 GND에 접속된 차동 출력 구성부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어져 왔다. 그러나, 출력 전압이 출력 단자들 중 하나로부터만 생성되고, 다른 출력 단자는 사용되지 않

는 단일-엔드(single-ended) 구성부로 본 발명을 구현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은 캐스코드 트랜지스터가 정전류 장치에 근접하는 포화 상태로 유지되어야

만 한다. 특히,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의 특성은 제조 과정의 변화와 온도 변화에 따라 상당해 변할 수 있고, 포화 모드에

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드레인-소스 전압의 측정치인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파라미터(VDS(SAT))는 2배로 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회로 사용시 생성된 VDS(SAT)의 측정치에 따라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소스 전위들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능동 캐스코드 실시예에서,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출력

전류들이 싱크되는 저항들(R1, R2)이 VDS(SAT)의 측정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는 저항들에 대항하여 발생하는 전압들

이 VDS(SAT)를 추적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저항들(R1, R2)은 NMOS 트랜지스터들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VDS(SAT)의 측정치에 따라 NMOS-트랜지스터-구현 저항기들을 조정하기에 적합한 제어 회로의 일례가 도 12를 참

조하여 설명되어질 것이다.

도 12에서, 제어 회로(60)는 회로의 포지티브 전력 공급 라인(ANALOG VDD)과 제1 노드(N1) 사이에 접속된 제1 정전류

소스(62)를 포함한다. 제1 P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64)는 상기 노드(N1)에 접속된 소스와 접지 전위 공급 라인

(GND)에 접속된 게이트 및 드레인을 갖는다.

또한 회로는 노드(N1)에 접속된 소스를 갖는 제2 P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66)를 포함한다. PMOS 전계 효과 트랜지

스터(66)의 게이트와 드레인은 제2 노드(N2)에 접속되고, 정전류 싱크(68)는 노드(N2)와 GND 사이에 접속된다.

정전류 소스(62)에 의해 소스된 전류(I1)는 정전류 싱크(68)에 의해 싱크된 전류(I2)에 비해 크다. 또한, 제1 PMOS 전계 효

과 트랜지스터(64)는 제2 P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66)에 비해 좁다. 일례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64)의 폭은 w이

고,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66)의 폭은 3w이며, I1 = 4ISW 이고, I2 = I SW 인데, 여기서, ISW는 온일 때 각각의 스위칭 트랜

지스터(S1 또는 S2)를 통과하는 전류이다.

회로(60)는 또한 노드(N2)에 접속된 제1 (네가티브) 입력을 갖는 고 출력 저항 트랜스컨덕터스 증폭기(70)를 포함한다. 증

폭기(70)의 제2 (포지티브) 입력은 회로의 노드(N3)에 접속된다. 제2 정전류 소스(72)는 ANALOG VDD와 노드(N3) 사이

에 접속된다.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76)는 노드(N3)와 GND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다.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

터(76)는 노드(N3)에 접속된 드레인과 증폭기(70)의 출력에 접속된 게이트와 GND에 접속된 소스를 갖는다. 회로(60)의

출력 노드(N4)는 증폭기(70)의 출력에 접속된다.

각각의 더미 세그먼트(DSEGi)의 저항기들(R1, R2)의 저항들을 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각의 더미 세그먼트의 저항기들

(R1, R2)이 각각의 제1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82)와 제2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86)를 사용하여 구현된다.

제1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82)는 더미 스위칭 트랜지스터(DS1)의 드레인에 접속된 드레인과, 제어 회로의 출력 노

드(N4)에 접속된 게이트와, GND에 접속된 소스를 갖는다.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86)는 더미 스위칭 트랜지스터

(DS2)의 드레인에 접속된 드레인과, 출력 노드(N4)에 접속된 게이트와, GND에 접속된 소스를 갖는다. 본 실시예에서,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82, 86)은 각각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76)와 동일한 사이즈를 갖는다. 아니면, 그

대신에, 2개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82, 86)과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76) 사이의 선정된 확대 축소 배율

(predetermined scaling factor)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출력 노드(N4)는 제어 회로(60)가 모든 세그먼트들에 대하여 공통으로 동작하게 하도록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기의 또 다른 더미 세그먼트들의 저항-설정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에 접속된다.

도 12의 제어 회로의 동작은 이제부터 설명되어질 것이다. 소자들(62-68)은 메인 세그먼트들(도 8)의 캐스코드 트랜지스

터들 및/또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소스 포화 전압의 측정치인 전위(VDS(SAT)P)를 노드(N2)에서 생성하도록 동

작한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64, 66)로 흐르는 전류들의 차와 상이한 폭들로 인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64, 66)의

등록특허 10-0590646

- 12 -



전류 밀도들의 비율은 9:1(=(I1-I2)/w:I2/3w)이다. VDS(SAT)가 전류 밀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계 효과 트랜지

스터들(64, 66)의 각각의 VDS(SAT)들 간의 비율은 3:1이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64, 66)의 각각의 VT들은 대체로 동

일하다. 노드(N1)에서의 전위는 VDS(SAT)64 + VT64와 동일한데, 여기서, 일례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64)의 드레인-소

스 포화 전압(VDS(SAT)64)과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64)의 임계 전압(VT64)은 1V로 동일하다. 따라서, 노드(N1)의 전위

(VN1)는 예를 들면 1.9V이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66)에 대하여 강하된 전압은 VDS(SAT)66 + VT66 인데, 여기서, VDS

(SAT)66은 일례로 0.3V이고, VT66은 일례로 1V이므로, 즉, 1.3V가 된다. 따라서, 노드(N2)의 전위는 대략 VDS(SAT)64 -

VDS(SAT)66 와 동일하고, 이 전위는 메인 세그먼트들의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소스 포화 전

압들의 측정치(VDS(SAT)P)에 따라 정해진다.

부수적으로, 측정치(VDS(SAT)P)는 2개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64, 66)의 각각의 VDS(SAT)들 간의 차(VDS(SAT)64 -

VDS(SAT)66)로부터 유도되기 때문에, 전류 스위칭 회로와 관련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 즉, 스위칭 트랜지스터들과 캐

스코드 트랜지스터들(사용될 경우)의 실제 VDS(SAT)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련 전계 효과 트

랜지스터들의 실제 VDS(SAT)이 총 0.6V로 예상되면, 각각의 VDS(SAT)이 총 실제 VDS(SAT)의 다른 사이드와 동등하게 오

프세트(offset) 되도록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64, 66)의 상태들을 세트하는 것이 양호하다. 따라서, 본 예에서는 VDS

(SAT)64이 0.9V로 세트되고, VDS(SAT)66이 0.3V로 세트된다.

제2 정전류 소스(72)는 본 실시예에서 더미 세그먼트의 정전류 소스에 의해 소스된 전류(Idummy)와 대체로 동일한 전류(I3)

를 소스한다. 본 실시예에서,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76)는 제1 저항기(R1)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82)와 제2 저항기(R2)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86)와 동일한 (가변) 저항을 갖는

다. 이는 노드(N3)의 전압이 온일 때의 더미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의 전압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폭기

(70)의 효과는 노드(N3)의 전위가 노드(N2)의 전위(VDS(SAT)P)와 동일할 때까지 출력 노드(N4)의 전위를 조정하는데 있

다. 노드(N4)의 전위가 제어 회로의 N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76)의 저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드(N4)의 전위가 변

하면 노드(N3)의 전위도 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실시예에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222, 224)의 게이트-소스 전압들은 측정치(VDS(SAT)P)에 따라

조정된다.

아니면, 그 대신에, 저항들이 고정될 수 있고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출력 전류들이 VDS(SAT) 변화들을 보상하도록

게이트-소스 전압들을 조정하기 위해 VDS(SAT)의 측정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을 통과하는 전류

들을 근거로 (예를 들면,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사용하여) 캐스코드들이 능동적으로 조정되지 않을 때에도 상기

게이트-소스 전압 조정은 응용될 수 있다.

능동 캐스코드 실시예들에서, 스위칭 트랜지스터 드레인들 간의 전위 차(△VINT)의 변화가 0이 되도록 캐스코드 트랜지스

터들의 게이트 전압들이 제어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일례로, △VINT의 변화가 출력 단자들 간의 전위 차(△V)의 변화의

절반이 되도록 게이트 전압들이 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세그먼트된(segmented)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서 사용되는 전류 스티어링 회로와 관련해서 설명되었더라

도, 다른 실시예들에서, 본 발명이 세그먼트된 스위칭 회로를 갖는 어떠한 종류의 회로로도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

가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프로그램 가능한 전류 생성기들 및 믹서들(mixers)에 응용될 수 있다.

또한, 상술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상이한 세그먼트들에서 스위치된 전류들이 서로 동일하지만, 상이한 세그먼트들의

전류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본 발명이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정의 디지털-아날

로그 변환기에서, 상이한 세그먼트들의 전류들은 하나의 세그먼트에서 다음 세그먼트로에서 2배로 확대 축소된다.

또한 상술된 실시예들에서, p-채널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이 사용되었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n-채널 전계 효과 트

랜지스터들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회로의 출력 단자들/노드들로부터라기 보다는 출력 단자들/노

드들로 전류가 흐르고, 세그먼트들은 전류 소스 회로들 보다는 전류 싱크 회로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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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 대신에, 바이폴러 트랜지스터들(bipolar transistors)이 사용될 수 있고, 밸브와 같은 다른

종류의 3-단자 전류 장치(three-terminal current device)가 사용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22, 24)의 효과는 출력 단자들(OUTA, OUTB)의 전위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전위 변화로부터 각

각의 중간 노드들(IN1, IN2)을 차단하는데 있다.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22, 24)은 소정의 신호-종속 지연을 각각의 세그먼트의 출력에 추가한다. 따라서, 본 발명을 구현

하는 회로에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이 제공될 때, 2개의 효과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1 효과는 출력 전압에 종속되는

스위칭 타임에 의해 야기되는 펄스 폭 변조이다. 출력 단자들과 접속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이 제1 효과를 감소시키거

나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제2 효과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자체에 의해 야기된다. 제2 효과는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자체의 대역폭이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전류, 즉, 출력 전류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이는 각

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출력 컨던턴스(gm)가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전류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상기 트랜지스터의

대역폭이 gm/C에 비례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C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 소스(중간 노드(IN1 또는 IN2))와 GND 사이의 총

커패시턴스이다. 상기 대역폭의 변화는 위상 변조 및 진폭 변조로 인한 왜곡을 야기한다.

도 8의 실시예에서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 전위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1 실시예와 비교할 때 개선된 캐스

코드 트랜지스터에 의한 중간 노드 전위 차단 방법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출력 단자 전위들(VA, VB)의 변화와 상관 없이

각각의 중간 노드는 대략 0.9V인 대체로 일정한 전위를 유지한다.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들을 통과하는 전류의 변화 결과로서 발생하는 중간 노드 전위의 변화를 보상하도록 충분히 빠르게

더미 출력 노드들(DON1, DON2)의 전위가 이동하도록 전류(Idummy)의 크기는 충분히 커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전류

(Idummy)는 각각의 메인 세그먼트에 의해 스티어된 전류(I)의 반 정도이다. 전류(Idummy)의 정확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는

예를 들어 전류(Idummy)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전류 소스(216)가 메인 세그먼트의 전류 소스의 포지티브 공급 보다

낮은 전위를 갖는 포지티브 공급 라인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

트들의 정전류 소스들(216)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내의 디지털 회로에 전위가 1.8V인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포지티브 공급 라인(DIGITAL VDD)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 더미 세그먼트들을 위해 보다 낮은 전력 공급 전압을 사용

함으로써, 더미 세그먼트의 전력 소모가 감소될 수 있다.

표들(1-3)의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캐스코드가 없는 경우의 펄스 폭 변조가 제1 실시예와 제3 실시예에서와 같이 각각

수동 캐스코드 또는 능동 캐스코드가 제공될 때보다 약 17 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지연에 있어서, 적은 페널티가 존

재한다. 수동 캐스코드 또는 능동 캐스코드가 사용될 때, 신호-종속 지연은 캐스코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약 5배로 증

가한다. 그러나, 수동 캐스코드 및 능동 캐스코드의 성능은 캐스코드 장치가 없을 때와 비교할 때 크게 개선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스코드가 없을 때, △VINT는 △V와 동일하다. 수동 캐스코드가 사용될 때, △VINT는 △V를

보다 적은 크기로 추적한다. 그러나, 능동 캐스코드가 사용될 때, △VINT는 △V 자체와 비교할 때 비록 적은 크기이지만

△V에 대한 보상 변화를 경험한다. 상기 보상 변화는 수동 캐스코드 장치의 비교 가능한 크기의 신호-종속 지연을 발생시

킨다. 이 때문에,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에서, 구현하기가 보다 쉽고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세그먼트들을 갖지 않아

서 보다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점에서, 수동 캐스코드 장치가 능동 캐스코드 장치 보다 양호하다.

더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회로(330)의 효과는 제3 실시예와 같이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통과하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332 또는 324)의 게이트 전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통과

하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소스 전위의 발생 효과로부터 메인 세그먼트들의 출력

노드들(ON1, ON2)을 차단한다.

본 발명이 세그먼트된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서 사용되는 전류 스티어링 회로와 관련해서 설명되었더라도, 다른 실시

예들에서, 본 발명이 세그먼트된 스위칭 회로를 갖는 어떠한 종류의 회로로도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프로

그램 가능한 전류 생성기들 및 믹서들에 응용될 수 있다.

등록특허 10-0590646

- 14 -



또한, 상술된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상이한 세그먼트들에서 스위치된 전류들이 서로 동일하지만, 상이한 세그먼트들의

전류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본 발명이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에서, 상이한 세

그먼트들의 전류들은 하나의 세그먼트에서 다음 세그먼트로에서 2배로 확대 축소된다.

또한 상술된 실시예들에서, p-채널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이 사용되었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n-채널 전계 효과 트

랜지스터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회로의 출력 단자들/노드들로부터라기 보다는 출력 단자들/노드들로 전류가

흐르고, 세그먼트들은 전류 소스 회로들 보다는 전류 싱크 회로들을 포함한다.

또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 대신에, 바이폴러 트랜지스터들이 사용될 수 있고, 밸브와 같은 다른 종류의 3-단자 전류 장

치가 사용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류 스위칭 회로에 있어서,

본 회로가 사용 중일 때 제1 제어 가능 전류와 제2 제어 가능 전류가 각각 통과하는 제1 접속 노드와 제2 접속 노드, 및 인

가되는 스위칭 신호에 따라 상기 제1 제어 가능 전류와 상기 제2 제어 가능 전류의 각각의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스위칭

수단을 각각 갖는 다수의 회로 세그먼트;

상기 각 세그먼트들의 제1 접속 노드들 및 제1 결합 신호 단자에 동작적으로 접속되며, 상기 각 세그먼트들의 제1 제어 가

능 전류들을, 상기 제1 결합 신호 단자에서 제1 결합 신호를 생성하도록 결합시키는 제1 결합 수단;

상기 각 세그먼트들의 제2 접속 노드들 및 제2 결합 신호 단자에 동작적으로 접속되며, 상기 각 세그먼트들의 제2 제어 가

능 전류들을, 상기 제2 결합 신호 단자에서 제2 결합 신호를 생성하도록 결합시키는 제2 결합 수단;

하나 이상의 상기 세그먼트 내의 상기 스위칭 수단과 상기 제1 결합 신호 단자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단자의 전위의 변화

로 인해 야기되는 전위의 변화로부터 관련 세그먼트(들)의 상기 스위칭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제1 차단 수단; 및

하나 이상의 상기 세그먼트 내의 상기 스위칭 수단과 상기 제2 결합 신호 단자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단자의 전위의 변화

로 인해 야기되는 전위의 변화로부터 관련 세그먼트(들)의 상기 스위칭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제2 차단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차단 수단은 상기 각 세그먼트들 내의 상기 스위칭 수단과 상기 제1 결합 신호 단자 사이에 접속되며, 상기 단자

의 전위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전위의 변화로부터 상기 각 세그먼트의 상기 스위칭 수단을 차단하며;

상기 제2 차단 수단은 상기 각 세그먼트들 내의 상기 스위칭 수단과 상기 제2 결합 신호 단자 사이에 접속되며, 상기 단자

의 전위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전위의 변화로부터 상기 각 세그먼트의 상기 스위칭 수단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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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차단 수단은 상기 모든 세그먼트들에 대하여 공통으로 제공된 차단 소자를 구비하고, 상기 각 결합 수단은 상기 차

단 소자를 경유하여 상기 결합 신호 단자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 차단 수단은 상기 각 세그먼트에 대해 제공된 차단 소자를 구비하며, 상기 각 접속 노드는 상기 차단 소자를 경유

하여 상기 스위칭 수단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

청구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 소자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차단 소자의 상기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는 제어 단자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 단자는 본 회로가 사용 중

일 때 전위가 실질적으로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차단 소자의 상기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는 제어 단자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 단자는 본 회로가 사용 중

일 때 상기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흐르는 전류의 크기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상기 트랜지스터의 전류-경로 단자

(current-path terminal)와 상기 제어 단자 사이의 전위 차의 변화를 보상하도록 전위가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류 스위칭 회로.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소스 포화 전압의 측정치에 기초하여, 상기 드레인-소스 포화 전압의 변화에 무관하

게, 상기 트랜지스터를 포화 동작 상태로 유지시키도록, 상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조정하는 포화 상태 유지 수단

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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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세그먼트의 상기 스위칭 수단은,

상기 세그먼트의 공통 노드와 상기 제1 접속 노드 사이에 접속된 제1 스위치 소자와,

상기 공통 노드와 상기 제2 접속 노드 사이에 접속된 제2 스위치 소자

를 구비하고;

상기 각 세그먼트는,

상기 세그먼트의 상기 공통 노드에 접속되며 본 회로가 사용 중일 때 실질적으로 일정한 전류가 상기 공통 노드를 흐르게

하는 정전류 수단과,

상기 세그먼트에 인가된 상기 스위칭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스위칭 수단을, 상기 제1 스위치 소자가 온이고 상기 제2 스위

치 소자가 오프인 제1 상태로부터, 상기 제1 스위치 소자가 오프이고 상기 제2 스위치 소자가 온인 제2 상태로 변화시키도

록 동작하는 스위치 제어 수단

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류 스위칭 회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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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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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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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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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도면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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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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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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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등록특허 10-0590646

- 24 -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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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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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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