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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기에 개시되는 연산 증폭기 회로에 있어서, 캐스코드 전류 미러는 차동 입력부에 그리고 차동 출력과 
제1기준 전위 사이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캐스코드 전류원은 상기 차동 입력부에 그리고 상기 차동 출
력 및 제2기준 전위 사이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바이어스 회로는 상기 차동 입력부, 상기 캐스코드 전
류 미러 및 상기 캐스코드전류원에 연결되며, 제어 신호의 제1천이에 응답하여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 및 
상기 차동 입력부를 순차적으로 활성화시킨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연산 증폭기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

제2도는 제1도의 연산 증폭기 회로의 트랜지스터들을 바이어스하기 위한 바이어스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
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연산 증폭기 회로 및 그것의 바이어스 회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제4도는 제3도의 연산 증폭기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

제5도는 제3도의 바이어스 전압 발생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

제6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샘플 앤드 홀드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

제7도는 본 발명 및 종래 기술에 따른 제6도의 샘플 앤드 홀드 회로의 출력 신호 파형을 보여주는 도면.

제8도는 바이어스 전류 차단 비율에 따른 샘플 앤드 홀드 회로의 출력 신호 파형을 보여주는 도면.

제9도는 제8도의 일부분을 확대한 도면.

제10도는 공급 전류 차단 비율에 따른 샘플 앤드 홀드 회로의 정규화된 전력소모를 보여주는 도면.

제11도는 공급 전류 차단 비율에 따른 출력 신호 파형의 정착 시간을 보여주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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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P 채널 입력부         120 : N 채널 입력부

140 : 캐스코드 전류 미러    150 : 캐스코드 전류원

160 : 공통 모드 궤환 회로   170 : 바이어스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아날로그 집적 회로들(analog intergrated circuits)에 관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연산 증
폭기(operational amplifier)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op-amp”로서 알려진 연산 증폭기 회로는 아날로그 집적 회로들(ICs)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이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는 무한 이득(infinitegain), 무한 입력 임피던스(infinite input impedance) 
및 제로 출력 임피던스(zero output impedance)를 갖는 차동 입력의 단일 또는 차동 출력 증폭기(single-
ended or differential-ended output amplifier)이다. 그러므로, 상기 연산 증폭기는 집적 회로들에서 다
양한 응용들에 적합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연산 증폭기는 이상적인 동작과는 다르게 동작된다. 이러한 다른 동작들 중 주된 영향
들은 (1) 정확하게 증폭될 신호들의 주파수 범위를 제한하고, (2) 검출된 신호들의 크기를 더 낮게 제한
하며, (3) 상기 증폭기를 구비한 피드백 시스템에 사용되는 수동 소자들의 입력 임피던스 크기를 더 높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연산 증폭기(op-amp)의 이득 및 속도는 상기 연산 증폭기의 이상적이지 않은 
동작에 의해서 열화된다. 속도 및 이득은 집적 회로에 구현된 전반적인 아날로그 회로의 달성 가능한 정
확성 및 속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아날로그 집적 회로들에 있어, 연산 증폭기의 이득 및 
속도는 가장 중요한 스펙들이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휴대용 기기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하여 개인 휴대 통신 기
기 및 노트북 컴퓨터와 같이 소용량의 배터리에 의해서 동작하는 전자 기기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낮은 공급 전원에서 오랜시간 동안 동작하는 저전압 저전력 회로의 구현은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러 가지 저전력 회로 설계를 위한 
기법들이 디지털 및 아날로그 영역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영역에서 시스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의 하나는 낮은 공급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디지털 게이트의 지연시간을 줄이고 고속 시스템에의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낮은 문턱 전압의 특성을 갖는 소자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누설 전류의 증가로 인한 정적
(static) 전력 소모의 증가 및 낮은 드레솔드 전압(threshold voltage)이 가능한 공정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단열(adiabatic) 시스템의 경우, 전달된 에너지를 다시 환원시킴으로써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고밀도를 요구하면서 고속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의 응용에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 
패스 트랜지스터(pass transistor)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CMOS 패스 트랜지스터의 속도를 향
상시키며 저전압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논리 회로가 개발되고 있으나, 드
레솔드 전압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보상되어야 한다.

아날로그 집적 회로에서 아날로그 회로 및 디지털 회로가 공존하는 대규모 혼성 모드(mixed-mode) 집적 
회로 시스템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블록들 중 하나는 연산 증폭기 회로이며, 저전력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저전압에서 동작하는 CMOS 연산 증폭기 회로의 설계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저전압 CMOS 연산 
증폭기 회로 설계시에는 출력단에 요구되는 큰 출력 신호 폭 및 높은 전압 이득을 얻기 위해 상기 증폭기
를 다단 구조로 사용하며, 하나의 연산 증폭기 만을 사용하는 증폭기 구조보다 큰 면적과 큰 소비 전력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실례로 여러 단으로 구성
된 파이프라인 A/D변환기 시스템에 적용된 연산 증폭기를 들 수 있다.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연산 증폭기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그리고, 제2도는 제1도의 연산 증폭
기 회로 내의 MOSFET들이 적절히 동작되도록 바이어스 전압들 (BIAS1)∼(BIAS5)을 공급하기 위한 바이어
스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종래 연산 증폭기 회로는 P 채널 및 N 채널 입력부들 
(P  channel  and  N  channel  input  sections)(110)  및  (120)을  갖는  차동  입력부(differential  input 
section)(100), 캐스코드 전류 미러(cascode current mirror)(140) 및 캐스코드 전류원(cascode current 
source)(150)을 포함한 폴디드 캐스코드 이득단(folded cascode gain stage)(130), 그리고 공통 모드 궤
환 회로(common mode feedback circuit)(이하, CMFB라 칭함)(160)로 구성된다. 상기 공통 모드 궤환 회로
(CMFB)는 차동 출력 전압의 공통 모드를 잡아주기 위해 출력단에 스위치, 커패시터 및 클럭 등을 사용하
여 동작하며, 그 결과 연산 증폭기 회로의 저전압 및 저전력 동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제1도에 도시된 연산 증폭기는 출력단에서 첫 번째 폴(dominant pole:ωp1)을 가지며, 소신호의 동시 이동 

경로들, 즉 노드들(T1), (T2), (T3) 및 (T4)에서 비슷한 크기의 두 번째 폴(second pole : ω p2)을 갖는

다.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잘 알려진 바와같이, PMOS 트랜지스터의 정공 이동도
(mobility)는 NMOS 트랜지스터의 전자 이동도보다 작기 때문에, 상기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NMOS 트랜
지스터보다 통상적으로 2배 이상 크게 설계된다. 이로인해, 상기 노드들 (T3) 및 (T4)에서의 기생 커패시
턴스보다 큰 상기 노드들(T1) 및 (T2)에서 상기 폴은 연산 증폭기 회로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노드들(T1) 및 (T2)에서의 폴을 주로 고려한다면, 단위 이득 주파수에서 위상 여유(phase 
margin : ΦPM)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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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여기서, 상기 입력 트랜스컨덕턱스(transconductance : gm,n)은 상기 P 채널 입력부 (110)의 트랜스컨덕턴

스와  상기  N  채널  입력부(120)의  트랜스컨덕턴스의  합으로  구성되며,  상기 (gm,p7 )은  PMOS  트랜지스터 

(M10)의 트랜스컨덕턱스이고, 상기 (CL)은 출력단의 부하 커패시터이고, 상기 (Cp)는 노드 (T2)의 기생 
커패시턴스이다.

제1도의 연산 증폭기 회로는 제2도에 도시된 독립적으로 설계된 바이어스 회로로부터 바이어스 전압들 
(BIAS1)∼(BIAS5)을 공급받는다. 제2도에서, 스위치(SW1)은 클럭 신호에 의해 동작된다. 상기 연산 증폭
기 회로는 상기 클럭 신호의 반 주기 동안 스위치-오프될 때 PMOS 트랜지스터들 (M21) 및 (M22)의 (W/L)
에 따라 전류 공급이 일부 또는 완전히 차단되는 전력 하강 모드로 동작되고, 상기 클럭 신호의 나머지 
반 주기 동안 상기 스위치 (SW1)가 온될 때 대응되는 바이어스 전압들(또는 전류들)이 공급됨에 따라 정
상 동작 모드로 동작된다.  여기서,  바이어스 전압(BIAS5)은 상기 증폭기 회로의 공통 모드 궤환 회로
(CMFB)를 바이어스하기 위한 전압이며, 상기 공통 모드 궤환 회로(CMFB)는 클럭 신호에 의해서 동작된다. 
상기 회로(CMFB)의 바이어스 전압(BIAS5)은 정상 동작 모드시 상기 클럭 신호의 잡음이 심하기 때문에 상
기 증폭기 회로의 바이어스 전압들(BIAS1)∼(BIAS4)과 분리 설계된다.

그러나, 전력 하강 모드에서 정상 동작 모드로 전환될 때, 상기 바이어스 회로의 PMOS 트랜지스터(M23)를 
통해 상기 바이어스 전압(BIAS4)이 발생됨에 따라 상기 연산 증폭기 회로의 상기 N 채널 입력부(120)는 
가장 먼저 바이어스된다. 그 다음으로 PMOS  트랜지스터들(M18)  및 (M20)를 통해 상기 바이어스 전압들
(BIAS1) 및 (BIAS2)이 발생되고, 그 결과 상기 연산 증폭기 회로의 캐스코드 전류 미러가 바이어스된다. 
다시말해서, 상기 바이어스 전압(BIAS4)에 의한  상기 N 채널 입력부(120)의 트랜지스터들 (M4), (M5) 및 
(M6)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의 PMOS 트랜지스터들 (M9) 및 (M10)을 통해 흐르는 
전류보다 앞선다.

따라서,  상기 전력 하강 모드에서 상기 정상 동작 모드로 전환될 때 순간적으로 상기 트랜스컨덕턴스
(gm,n)이 트랜스컨덕턴스(gm,p7)보다 커지게 된다. 이를 수학식에 적용하게 되면, 상기 연산 증폭기 회로의 

출력단의 위상 여유 (ΦPM)가 나빠지고, 그 결과 출력을 얻을 때 까지 걸리는 정착 시간(settling time)이 

길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상기 전력 하강 모드시 상기 증폭기 회로로 공급되는 전류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상기 바이어스 회로의 PMOS 트랜지스터 (M21)을 제거할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동작 모드 전환시 향상된 위상 여유를 갖는 연산 증폭기 회로 및 그것의 바이
어스 회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동작 모드 전환 동작이 빠른 정착 시간을 갖는 연산 증폭기 회로 및 그것의 바이
어스 회로를 구비한 샘플 앤드 홀드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안정된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연산 증폭기 회로 및 그것의 바이어스 회로를 제공하
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저전력 연산 증폭기 회로 및 그것의 바이어스 회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특징에 의하면, 연산 증폭기 회로는 차동 입력부와; 
상기 차동 입력부에 그리고 차동 출력과 제1기준 전위 사이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캐스코드 전류 미러와; 
상기 차동 입력부에 그리고 상기 차동 출력 및 제2기준 전위 사이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캐스코드 전류원 
및; 상기 차동 입력부,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 및 상기 캐스코드전류원에 연결되며, 제어 신호의 제1천
이에 응답하여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 및 상기 차동 입력부를 순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바이어스 회로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바이어스 회로는 상기 제어 신호의 제2천이에 응답하여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
러,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 및 상기 차동 입력부를 비활성화시킨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차동 입력부는 제1 및 제2차동 증폭기들을 포함하며, 상기 제1차동증폭기는 상
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차동 출력을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2차동 증폭기는 상기 캐
스코드 전류원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차동 출력을 갖는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1차동 증폭기는 차동 입력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게이트들을 갖는 제1 및 제
2NMOS 트랜지스터들과, 상기 제1 및 제2 NMOS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들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3 NMOS 트
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제2차동 증폭기는 상기 차동 입력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게이트들을 갖는 제1 
및 제2 PMOS 트랜지스터들과, 상기 제1 및 제2 PMOS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들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3 
P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제3 N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게이트는 상기 제1기준 전위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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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이어스 회로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제3 P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게이트는 상기 제1기준 전위
와 상기 바이어스 회로에 각각 연결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공통 모드 패드백 회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바이어스 회로는 제1 내지 제6
바이어스 신호 라인들 상에 제1 내지 제6바이어스 신호들을 발생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는 상기 제1 및 제2바이어스 신호 라인들에 전기적으로 연
결되고;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은 상기 제5바이어스 신호 라인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제3NMOS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는 상기 제3바이어스 신호 라인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공통 모드 패드백 회로는 
상기 제6바이어스 신호 라인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제3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상기 제4바이
어스 신호 라인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의 제1천이는 클락 신호의 상승 에지이고, 상기 제어 신호의 제2천이
는 상기 클락 신호의 하강 에지이다.

이와같은 회로에 의해서, 동작 모드 전환시 바이어스 회로를 통해 연산 증폭기 회로의 트랜지스터들을 요
구하는 동작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이어스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다른 참조 도면들 제3도 내지 제11도에 의거하여 설명된다.

제3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신규한 연산 증폭기 회로는 N 채널 입력부(120) 및 P 채널 입력부 (110)를 
포함한 차동 입력부(100),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 및 캐스코드 전류원(150)을 포함한 폴디드 캐스코드 
이득단(130), 그리고 상기 회로들 (100) 및 (130)을 요구되는 동작 상태로 바이어스하기 위한 바이어스 
전압들(BIAS1)∼(BIAS6)을 발생하는 바이어스 회로(170)를 제공한다. 상기 바이어스 회로(170)는 가장 먼
저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  (140)를  바이어스하기  위한  상기  제1  및  제2바이어스  전압들(BIAS1)  및 
(BIAS2)을 발생하고, 그 다음 상기 N 채널 입력부(120) 및 상기 P 채널 입력부(110)를 바이어스하기 위한 
상기 제4 및 제3바이어스 전압들(BIAS4) 및 (BIAS3)을 순차적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발생한다.

이와 같이, 상기 연산 증폭기의 회로들을 상기한 순서에 따라 바이어스함에 따라 먼저 트랜스컨덕턴스
(gm,p7)이 형성되고 난 후 정상 동작 모드의 트랜스컨덕턴스(gm,n)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바이어스 전압

(BIAS4)을 바이어스 전압(BIAS3)보다 늦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상 동작 모드의 트랜스컨덕턴스(gm,n)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바이어스 전압의 공급에 의해 위상(ω unity )이 위상

(ω p2)으로부터 밀리는 효과(pole splitting effect)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동작 모드 전환시 정상 동작 

모드에 이르는 시간, 즉 빠른 정착 시간을 얻을 있을 뿐만아니라 안정된 전압을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오픈 루프 형태로 동작하는 연산 증폭기 회로 및 그것을 구비한 시스템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
다.

다시 제3도를 참조하면, 차동 입력 (VIN) 및 차동 출력(VOUT)을 갖는 CMOS 연산 증폭기 회로 및 그것의 
바이어스 회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차동 입력은 양의 입력 단자(10)와 음의 
입력 단자(12)를 포함한 차동 입력 쌍으로 구성된다. 입력 전압 신호(VIN)은 상기 입력 단자들(10) 및 
(12) 양단에 인가된다. 상기 입력 전압(VIN)은 입력 단자들(10) 및 (12)에 각각 인가된 2개의 단일 입력 
전압들  (signle-ended  input  voltages)(INN)  및  (INP)으로  구성된다.  제3도의  증폭기는  차동  입력부 
(100) 및 폴디드 캐스코드 이득단(folded cascode gain stage)(130)을 포함한다.

상기 차동 입력부 (100)는 P 채널 입력부(110) 및 N 채널 입력부(120)를 포함한다. 상기 P 채널 입력부
(110)는 상기 차동 입력 단자들(10) 및 (12)에 접속된 트랜지스터들의 차동 입력 쌍을 갖는다. 상기 P 채
널 입력부(110)는 캐스코드 전류원 (150)에 신호 전류들(13) 및 (14)을 공급하기 위한 트랜지스터들의 차
동 출력 쌍을 포함한다. 상기 N 채널 입력부(120)는 상기 차동 입력 단자들(10) 및 (12)에 연결된 차동 
입력 쌍을 갖는다. 상기 N채널 입력부(120)는 캐스코드 전류 미러 (140)로부터 신호 전류들(I1) 및 (I2)
을 흘려주기 위한 차동 출력 쌍을 포함한다.

상기 폴디드 캐스코드 이득단(130)은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과 캐스코드 전류원(150)를 포함한다.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는 전류(I5)을 공급하기 위한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150)의 대응되는 입력에 연
결된 제1출력(OUTN)을 갖는다.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는 전류(16)을 공급하기 위한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150)의 대응되는 입력에 연결된 제2출력(OUTP)을 포함한다.

연산 증폭기 회로는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 출력들 (OUTN) 및 (OUTP)에 각각 연결된 출력 단자들 (26) 
및 (28)을 포함한다. 상기 출력 단자들(26) 및 (28)은 차동 출력 (VOUT)을 형성한다. 상기 차동 출력 전
압(VOUT)은 상기 출력 단자들 (26) 및 (28) 양단에서 발생된다. 상기 차동 출력 전압(VOUT)은 상기 캐스
코드 전류 미러 출력(OUTN)에서 생성된 출력 신호들 (OUTN)과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 출력 (OUTP)에서 
생성된 출력 신호들 (OUTP)을 포함한다.

상기 바이어스 회로(170)는 소정 주기를 갖는 클럭 신호 (CLK)에 응답하여 상기 연산 증폭기 회로의 트랜
지스터들을 요구되는 동작 상태로 바이어스하기 위한 바이어스 전압들(BIAS1)∼(BIAS6)을 발생한다. 상기 
클럭 신호(CLK)를 이용한 연산 증폭기 회로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오픈 루프 형태로 동작하는 경우, 상기 연산 증폭기 회로는 상기 클럭 신호(CLK)의 반 주기 동
안 정상 동작 모드로 동작하고, 나머지 반 주기 동안은 전력 하강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이때, 상기 바
이어스 회로(170)은 상기 연산 증폭기 회로가 상기 전력 하강 모드에서 상기 정상 동작 모드로 전환될 때 
상기 바이어스 전압들 (BIAS1)∼(BIAS6)을 소정 기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즉, 상기 클럭 신호(CLK)가 전력 하강 모드에서 정상 동작 모드로 인가되면, 상기 회로(170)는 상기 바이
어스 전압들(BIAS1) 및 (BIAS2)을 가장 먼저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에 공급하고, 그 다음 상기 바
이어스 전압(BIAS3)을 상기 P 채널 입력부(110)에 공급하고, 그리고 상기 바이어스 전압(BIAS4)을 상기 N 
채널 입력부(120)에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상기 연산 증폭기의 회로들을 상기한 순서에 따라 바이어스함에 따라 먼저 트랜스컨덕턴스(g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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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고 소정 시간이 경과된 후 정상 동작 모드의 트랜스컨덕턴스(gm,n)가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바

이어스 전압(BIAS4)을 바이어스 전압(BIAS3)보다 늦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상 동작 모드의 트랜스컨덕
턴스(gm,n)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결국, 동작 모드 전환시 정상 동작 모드에 이르는 시간, 

즉 빠른 정착 시간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전압을 출력할 수 있다.

제4도는 제3도의 입력부(100) 및 캐스코드 이득단(130)의 상세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제4도를 참조하면, P 채널 입력부 (110)는 차동 증폭기(differential amplifier)을 형성하는 3개의 P-채
널  MOS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들(field-effect-transistors)  (이하,  MOS  트랜지스터라  칭함)(M100), 
(M101) 및 (M102)을 포함하며, 상기 P-채널 MOS 트랜지스터 (또는, PMOS 트랜지스터)(M100)은 입력 MOS 
트랜지스터들 (M101) 및 (M102)을 위한 바이어스 전류원(bias current source)을 형성한다. 양의 차동 입
력 단자(10)는 입력 전압(INN)을 입력받기 위한 상기 PMOS 트랜지스터 (M101)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음의 
차동  입력  단자(12)는  입력  전압(INP)을  입력받기  위한  상기  PMOS  트랜지스터(M102)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상기 트랜지스터들 (M101) 및 (M102) 의 소오스들은 상기 전류원에 접속된 공통 소오스 노드 
(1)를 형성하기 위해 공통으로 연결된다. 바이어스 전류원을 형성하고 있는 상기 PMOS 트랜지스터 (M10
0)의 소오스는 전원 전압(VDD)을 입력받는 전원 단자(2)에 접속된다. 상기 트랜지스터 (M100)의 게이트는 
바이어스 전압 (BIAS4)을 입력받기 위한 단자(20)에 연결된다. 상기 트랜지스터(M100)의 드레인은 상기 
트랜지스터들 (M101) 및 (M102)로 바이어스 전류를 제공하기 위해 그것의 공통 소오스 노드 (1)에 연결된
다.

N  채널  입력부(120)은  차동  증폭기(differential  amplifier)을  형성하는  3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 
(M103), (M104) 및 (M105)을 포함하며,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105)은 입력 MOS 트랜지스터들 (M103) 및 
(M104)을 위한 바이어스 전류원(bias current source)을 형성한다. 상기 양의 차동 입력 단자(10)는 상기 
입력 전압 (INN)을 입력받기 위한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103)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상기 음의 차동 입
력 단자 (12)는 상기 입력 전압 (INP)을 입력받기 위한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104)의 게이트에 연결된
다. 상기 트랜지스터들 (M101) 및 (M102)의 소오스들은 전류원을 형성하기 위한 상기 트랜지스터 (M105)
의 드레인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105)의 소오스는 접지 전압 (VSS)을 입력받기 
위한 접지 단자(3)에 접속된다. 상기 트랜지스터 (M105)의 게이트는 바이어스 전압(BIAS3)을 입력받기 위
한 단자(18)에 연결된다. 상기 트랜지스터(M105)의 드레인은 상기 트랜지스터들 (M101) 및 (M102)의 소오
스들에 공통 접속된다.

제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폴디드 캐스코드 이득단(130)은 4개의 PMOS 트랜지스터들 (M106)∼(M109)을 포
함한 캐스코드 전류 미러 (140)와 4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 (M110)∼(M113)을 포함한 캐스코드 전류원
(150)으로 구성된다.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는 2개의 전류원들을 포함한다. 상기 전류원들 중 제1
미러 전류원은 출력 단자(26)에 접속된 상기 PMOS 트랜지스터들 (M106) 및 (M108)로 구성되며, 제2미러 
전류원은 상기 출력 단자(28)에 접속된 상기 PMOS 트랜지스터들 (M107) 및 (M109)로 구성된다.

상기 제1 및 제2미러 전류원들은 상기 N 채널 입력부 (120)를 바이어스하기 위한 전류원의 미러로서 구성
된다. 상기 제1미러 전류원의 트랜지스터들 (M106) 및 (M108)의 채널들은 상기 전원 단자 (2)와 상기 캐
스코드 전류 미러(140)의 제1출력(OUTN), 즉 증폭기의 출력 단자(OUTN)(26) 사이에 직렬로 형성된다. 그
리고, 상기 트랜지스터들 (M106) 및 (M108)의 게이트들은 상기 바이어스 전압들(BIAS1) 및 (BIAS2)이 각
각 인가되는 단자들 (14) 및 (16)에 접속된다. 상기 제1미러 전류원의 트랜지스터들 (M107) 및 (M109)의 
채널들은 상기 전원 단자(2)와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의 제2출력 (OUTP), 즉 증폭기의 출력 단자
(OUTP)(28) 사이에 직렬로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들 (M107) 및 (M109)의 게이트들은 상기 바
이어스 전압들(BIAS1) 및 (BIAS2)이 인가되는 상기 단자들 (14) 및 (16)에 각각 접속된다.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150)은 2개의 전류원들을 포함하며, 상기 전류원들은 NMOS 트랜지스터들 (M110) 및 
(M112)으로 이루어진 제1캐스코드 전류원과 NMOS 트랜지스터들 (M111) 및 (M113)으로 이루어진 제2캐스코
드 전류원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1캐스코드 전류원의 트랜지스터들 (M110) 및 (M112)의 채널들을 상기 출
력 단자(OUTN)(26)와 접지 전압 (VSS)이 인가되는 접지 단자(3) 사이에 직렬로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 (M110)의 게이트는 바이어스 전압(BIAS5)의 공급을 위한 단자(22)에 접속되고, 상기 트랜지스
터 (M112)의 게이트는 공통 모드 궤환 회로(160)에 접속된다. 상기 제2캐스코드 전류원의 트랜지스터들 
(M111) 및 (M113)의 채널들은 상기 출력 단자(OUTP)(28)와 상기 접지 단자(3)사이에 직렬로 형성된다. 그
리고, 상기 트랜지스터 (M111)의 게이트는 상기 바이어스 전압(BIAS5)의 공급을 위한 상기 단자(22)에 접
속되고, 상기 트랜지스터(M113)의 게이트는 상기 공통 모드 궤환 회로(160)에 접속된다.

제5도를 참조하면,  상기 차동 압력부(100)  및  상기 폴디드 캐스코드 이득단(130)의  트랜스터들(M100), 
(M105), (M106)∼(M111)을 요구되는 동작 상태로 바이어스하기 위한 바이어스 회로가 도시되어 있다. 바
이어스 회로(170)는  9개의  PMOS  트랜지스터들 (M114),  (M116),  (M120),  (M124A),  (M124B),  (M126)  및 
(M128),  7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 (M115),  (M117),  (M121),  (M123),  (M125)  및 (M127),  하나의 스위치 
(SW1)그리고 전류원 (IBIAS)로 구성된다.

상기 트랜지스터들 (M114) 및 (M115)의 채널들은 전원 단자(2)와 접지 단자 사이에 직렬로 형성되고, 상
기 트랜지스터 (M115)의 드레인 및 게이트가 바이어스 전압(BIAS6)이 출력되는 단자 (24)에 공통으로 접
속된다. 상기 트랜지스터들 (M116) 및 (M117)의 채널들은 전원 단자(2)와 접지 단자(3) 사이에 직렬로 형
성되고, 상기 트랜지스터 (M116)의 게이트와 드레인은 상호 접속되어, 바이어스 전압(BIAS4)이 출력되는 
단자 (20)에 연결된다. 상기 트랜지스터들 (M118) 및 (M119)의 채널들은 상기 전원 단자(2)와 상기 접지 
단자(3) 사이에 직렬로 형성되고, 상기 트랜지스터 (M115)의 드레인 및 게이트는 상호 접속되어 상기 트
랜지스터(M117)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상기 트랜지스터들 (M120) 및 (M121)은 상기 전원 단자 (2)와 상기 접지 단자 (3) 사이에 직렬로 형성된 
채널들을 가지며, 상기 트랜지스터 (M120)의 게이트와 드레인은 상호 접속되어 상기 트랜지스터 (M118)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게다가, 상기 트랜지스터 (M120)의 드레인은 바이어스 전압(BIAS1)이 출력되는 단자
(14)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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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랜지스터들 (M122) 및 (M123)은 상기 전원 단자 (2)와 상기 접지 단자 (3)사이에 직렬로 형성된 
채널들을 가지며, 상기 트랜지스터 (M122)의 게이트와 드레인은 상호 접속되어 바이어스 전압(BIAS3)이 
출력되는 단자 (16)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 (M125)의 채널은 상기 스위치 (SW1)의 일
단자(4)와 상기 접지 단자(3) 사이에 형성되고, 그것의 게이트 및 드레인이 상호 접속된다. 게다가, 상기 
트랜지스터들 (M121), (M123) 및 (M125)의 게이트들은 함께 연결된다. 상기 트랜지스터 (M124A)는 상기 
전원 단자 (2)와 상기 트랜지스터(M123)을 통해 상기 접지 단자(3) 사이에 형성된 채널을 갖는다.

상기 트랜지스터 (M124B)의 채널은 상기 전원 단자(2)와 상기 스위치 (SW1)의 타단자 (5) 사이에 형성된
다. 상기 트랜지스터들 (M126) 및 (M127)의 채널들은 상기 전원 단자 (2)와 상기 접지 단자 (3) 사이에 
직렬로 형성되고, 상기 트랜지스터 (M127)의 게이트와 드레인은 함께 연결되어 바이어스 전압(BIAS5)의 
출력을 위한 단자 (22)에 접속된다. 상기 트랜지스터 (M128)의 소오스는 상기 전원 단자 (2)에 접속되고, 
그것의 드레인은 상기 전류원 (IBIAS)을 통해 상기 접지 단자(3)에 연결된다. 아울러, 상기 트랜지스터들 
(M114), (M124A), (M124B) 및 (M126)의 게이트들은 상기 트랜지스터 (M128)의 게이트와 함께 연결된다.

연산 증폭기 회로의 출력단의 위상 여유(ΦPM)를 좋게 유지하여 안정된 신호 처리 결과를 얻기 위한 선결 

과제는 동작 모드 전환시 트랜스컨덕턴스(gm,n)이 트랜스컨덕턴스(gm,P7)보다 항상 작게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캐스코드 전류 미러 (140)의 트랜지스터들 (M108) 및 (M109)에 상기한 바이어스 회로
(170)에서 발생된 바이어스 전압들(BIAS1) 및 (BIAS2)을 공급하여 트랜스컨덕턴스(gm,P7)을 키워준 후, 트

랜스컨덕턴스(gm,n)을 키워줌으로써 상기 수학식에서 알 수 있듯이 동작 모드 전환시 정상 동작 모드에서

의 위상 여유 (ΦPM)보다 향상된 위상 여유 (ΦPM)를 갖는다. 따라서, 제1도의 트랜지스터들 (M1), (M7), 

그리고 (M8)에 공급된 바이어스 전압(BIAS1)을 분리하여, 제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캐스코드 전류 미러 
(140)의 트랜지스터들 (M106) 및 (M107)의 게이트들은 바이어스 전압(BIAS1)에 의해서 제어되고, 소정 시
간이 경과된 후 P 채널 입력부(110)의 트랜지스터(M100)의 게이트가 바이어스 전압(BIAS4)에 의해서 제어
되도록 하였다.

다시말해서, 스위치(SW1)이 온되면 바이어스 회로(170)의 트랜지스터들 (M121) 및 (M123)을 통해 상기 바
이어스 전압들(BIAS1) 및 (BIAS2)이 가장 먼저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 (140)에 공급된 후,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M119)을 통해 상기 바이어스 전압(BIAS3)이 N 채널 입력부(120)에 공급되어 트랜스컨덕턴스
(gm,n1 )이 형성된다. 계속해서, 트랜지스터 (M117)을 통해 바이어스 전압(BIAS4)이 P 채널 입력부(110)에 

공급되어 트랜스컨덕턴스(gm,P1)을 형성함으로써 정상 동작 모드의 트랜스컨덕턴스(gm,n)에 도달된다. 그리

고, 바이어스 전압(BIAS4)을 바이어스 전압(BIAS3)보다 늦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상 동작 모드의 트랜
스컨덕턴스(gm,n)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된다. 이러한 순차적인 바이어스 전압들의 공급을 통해(ω unity)

로부터 상대적으로 (ω p2)가 밀어지는 효과(pole splitting effect)을 얻을 수 있고, 동작 모드 전환 순

간부터 정상 동작 모드에 이를 때 까지 안정된 전압을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영상 신호 처리를 위한 고속 시스템의 경우 충분한 입력 트랜스컨덕턴스를 얻기 위해 증폭기 회로
에 사용되는 소자들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이때, 전력 하강 모드에서 증폭기 회로에 전류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정상 동작 모드로의 전환시 빠른 동작 속도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상기 바이어스 회로
(170)의 트랜지스터들 (M124A) 및 (M124B)를 따로 분리하여 동작 모드에 무관하게 소정 전류를 상기 트랜
지스터 (M124A)을 통해 연산 증폭기 회로에 항상 공급해 줌으로써, 동작 모드 전환시 빠른 속도로 동작 
가능하다. 여기서, 상기 바이어스 전압들(BIAS5) 및 (BIAS6)은 출력의 공통 모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회로의 바이어스 전압으로서 동작 모드에 관계없이 항상 공급되며, 이러한 바이어스 전압들(BIAS5)  및 
(BIS6)은 전체적인 전력 소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연산 증폭기 회로를 구비한 샘플 앤드 홀드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가 도시
되어 있다. 제6도에 도시된 CMOS 샘플 앤드 홀드 회로는 본 발명에 따른 연산 증폭기 회로 및 그것의 바
이어스 회로(170)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샘플 앤드 홀드 회로는 차동 입력 쌍(SINN) 및 (SINP)의 올바른 
샘플링 및 홀딩 동작을 위한 2개의 상호 중첩되지 않은 클럭 위상들(nonoverlapping clock phases)(Q1) 
및 (Q2)에 의해서 동작된다. 상기 클럭 신호(Q2)에 의해서 상기 차동 입력 쌍(SINN) 및 (SINP)이 커패시
터(C1) 및 (C2)에 샘플링되며, 상기 커패시터들 (C1) 및 (C2)의 일 단자들 (6) 및 (7)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클럭 위상(Q1)에 의해서 제어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들 (M133) 및 (M134)은 상기 클럭 위상(Q2)에 
의해서 제어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들 (Q130)∼(Q132)보다 앞서 턴-오프되기 때문에 상기 단자들 (6) 및 
(7)은 높은 임피던스 노드가 되어 차동 입력 쌍에 의존하는 피드스투 오차 (feedthorough error)을 최소
화한다.

상기 샘플 앤드 홀드 회로는 클럭 위상 (Q1)의 제어에 따라 궤환 커패시터들(CF1) 및 (CF2)에 의해 입력
된 신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홀딩 모드로 동작되며, 홀딩 모드 동작시 2개의 입력 샘플링 커패시터들 (C1) 
및 (C2)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단일 입력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입력단의 공통 모드 전압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와같이, 샘플 앤드 홀드 회로가 샘플링 모드로 동작할 때 입력 전압의 샘플링이 오
픈 루프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산 증폭기 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상기 연산 증폭
기 회로는 전력 하강 모드로 동작된다. 전력 하강 모드시 증폭기의 출력 노드가 일정한 바이어스 전압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는 홀딩 모드에서의 정착 시간에 나쁜 영향
을 주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 하강 모드에서 연산 증폭기 회로의 차동 출력 쌍(SOUTN)  및 
(SOUTP)은 트랜지스터 (M139)에 의해 공통 모드 수준의 전압으로 고정된다. 출력단의 커패시터들 (CL1) 
및 (CL2)는 부하 커패시터로서 실제 시스템에 응용되었을 때 샘플 앤드 홀드 회로가 구동하는 회로 블록
의 입력 커패시터 및 상기 샘플 앤드 홀드 회로의 출력단의 기생 커패시턴스를 모델링한 것이다.

제7도는 전력 하강 모드시 증폭기에 전류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 종래 기술에 따른 전력 소모 및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소모를 비교하기 위한 샘플 앤드 홀드 회로의 출력 신호 파형을 비교한 도면이다. 
종래 기술에 따른 출력 신호 파형은 동작 모드 전환시 연산 증폭기 회로의 출력단에 나쁜 위상 여유로 인
한 오버 슈트(overshoot)가 나타나고 안정된 출력 전압을 얻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림을 알 수 있다. 비
이어스 회로(170)의 트랜지스터들 (M124B) 및 (M124A)의 비율을 120:0(전력 하강 모드시 공급 전류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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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차단하는 경우), 100:20, 80:40 및 0:120으로 변환시킬 경우, 각 비율에 따른 출력 신호 파형은 제8
도에 도시된 바와같다.

제8도에서 시간 (100nS)∼(150nS) 사이의 구간을 좀 더 확대한 파형이 제9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9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공급 전류 차단 비율을 크게 하더라도 출력 전압의 변화율
(slew rate)만 떨어질 뿐 위상 여유가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전력 최소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정착 시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고속 영향 신호 처리 시스템과 같이 높은 출력 전
압의  변화율을  필요로하는  시스템에  응용될  경우  그것의  동작  속도에  따라  트랜지스터들 (M124B)와
(M124A)의 크기 비율을 최적화할 필요는 있다.

공급 전류 차단 비율에 따른 샘플 앤드 홀드 회로의 전체 전력 소모는 제10도에 도시된 바와같다. 이때, 
10mW 정도의 가장 큰 전력이 소모되는 정상 동작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를 기준인 1로 정규화하여 도시하
였다. 10비트의 정확도로 정착하는 시간의 변화는 제11도에 도시된 바와같다. 정착 시간은 공급 전류 차
단 비율이 크면 클수록 길어지는 반면에 전체적인 샘플 앤드 홀드 회로의 전력 소모는 최대 42%까지 절감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같이, 오프 루프 형태로 동작하는 COMS 연산 증폭기 회로의 트랜지스터들을 바이어스하기 위
한 바이어스 회로를 통해 상기 증폭기가 전력 하강 모드에서 정상 동작 모드로 전환시 요구되는 순서에 
따라 상기 트랜지스터들을 순차적으로 바이어스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동작 모드 전환시 지연되는 정착 
시간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 뿐만아니라 향상된 위상 여유를 가짐으로써 안정된 출력을 얻을 수 있고, 
소모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동 입력부(100)와; 상기 차동 입력부(100)에 그리고 차동 출력(VOUT)과 제1기준 전위 사이에 전기적으
로 연결된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와; 상기 차동 입력부(100)에 그리고 상기 차동 출력 및 제2기준 전위 
사이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캐스코드 전류원(150) 및; 상기 차동 입력부(100),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
(140) 및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150)에 연결되며, 제어 신호(CLK)의 제1천이에 응답하여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150) 및 상기 차동 입력부(100)를 순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바이어스 회로(170)를 포함하는 연산 
증폭기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어스 회로(170)는 상기 제어 신호(CLK)의 제2천이에 응답하여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150) 및 상기 차동 입력부(100)를 비활성화시키는 연산 증폭기 회
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차동 입력부(100)는 제1 및 제2차동 증폭기들(120, 110)을 포함하며, 상기 제1차동
증폭기(120)는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차동 출력을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2
차동  증폭기(110)는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15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차동  출력을  갖는  연산  증폭기 
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차동 증폭기(120)는 차동 입력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게이트들을 갖는 제1 및 제
2NMOS 트랜지스터들 (M103, M104)과, 상기 제1 및 제2NMOS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들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3NMOS 트랜지스터(M105)를 포함하고; 상기 제2차동 증폭기(110)는 상기 차동 입력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게이트들을 갖는 제1 및 제2PMOS 트랜지스터들 (M101, M102)과, 상기 제1 및 제2 PMOS 트랜지스터들의 소
오스들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제3PMOS  트랜지스터(M100)를 포함하며; 상기 제3N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게이트는 상기 제1기준 전위 및 상기 바이어스 회로(170)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제3PMOS 트랜지스터
의  소오스  및  게이트는  상기  제1기준  전위와  상기  바이어스  회로(170)에  각각  연결되는  연산  증폭기 
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공통 모드 피드백 회로(160)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바이어스 회로(170)는 제1 내
지  제6바이어스  신호  라인들(14,  16,  18,  20,  22,  24)  상에  제  1  내지  제6바이어스 신호들(BIAS1-
BIAS6)을 발생하는 연산 증폭기 회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캐스코드 전류 미러(140)는 상기 제1 및 제2바이어스 신호 라인들(14,16)에 전기적
으로 연결되고; 상기 캐스코드 전류원(150)은 상기 제5바이어스 신호 라인(22)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제3NMOS 트랜지스터 (M105)의 게이트는 상기 제3바이어스 신호 라인(18)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
기 공통 모드 피드백 회로(160)는 상기 제6바이어스 신호 라인(24)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제3PMOS 
트랜지스터(M100)의 게이트는 상기 제4바이어스 신호 라인(20)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연산 증폭기 회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CLK)의 제1천이는 클락 신호의 상승 에지이고, 상기 제어 신호(CL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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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천이는 상기 클락 신호의 하강 에지인 연산 증폭기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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