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 아날로그 디자이너들은 흔히 잡음이 없는 깨

끗한 전압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DAC 와 ADC 컨

버터를 구동한다. 이것은 레퍼런스의 기본적인 용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레퍼런스는 원래 개별의 컨버터의 레

퍼런스 입력으로 깨끗하고 정밀하고 안정적인 전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얼

마간의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대개의 경우에 효과

적이다. 이 때문에 레퍼런스에 대해서 갈수록 더 고전

류 애플리케이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이 컨버

터를 구동할 수 있다면 아날로그 신호 체인의 다른 장치

들이나 또 다른 컨버터들은 왜 안 되겠는가? 그리고 이 

목록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설계 작업을 할 때는 많은 단계에서 정밀도냐 아니

면 전력이냐를 놓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가장 단순

한 방법은 정밀도가 요구될 때는 레퍼런스를 사용하고 

밀리와트대의 전력이 요구될 때는 레귤레이터를 사용

하는 것이다. 그러면 추가적인 보드 공간을 차지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칭 전압이 동

일하다 하더라도 각기 개별적인 신호들을 배선해야 한

다. 그런데다가 밀리와트대의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고정밀 전압 소스가 필요하므로 레퍼런스를 버퍼링

Precision analog designers often rely on the 

quiet humble voltage reference to power 

their DAC and ADC converters. This is beyond 

the fundamental role of the reference, which is 

designed to solely provide a clean precise stable 

voltage to a converter’s reference input. With 

some caveats, this usually works, which is why 

references are continually expected to address 

increasingly higher current applications.  After all, if 

the reference can power the converter, why not the 

analog signal chain, or another converter and the 

list grows--and why not?

There are many times in the design process where 

there is a decision between precision and power. 

The brute force approach suggests using a reference 

when precision is demanded, and a regulator 

whenever milliwatts of power are demanded.  

Besides the additional board space and cost, separate 

signals must be routed, even if their nominal voltages 

are the same.  And, if a high precision voltage source 

is required to provide milliwatts of power, the 

designer is forced to buffer a reference.  The LT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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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Linear Technology의 LT6658은 바로 이러

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제품으로서, 합쳐서 200mA 출

력 전류 용량과 최첨단의 레퍼런스 사양으로 2개의 저

잡음 정밀 출력을 제공한다.

제품의 개요

LT6658은 레퍼런스의 정확도와 선형 레귤레이터의 

전력을 결합한 정밀 저잡음 레귤레이터이다. LT6658

은 10ppm/℃의 드리프트와 0.05%의 초기 정확도를 

자랑한다. 전력 면에서 LT6658은 각 150mA 및 50mA

를 제공하고 동적으로 20mA를 싱크할 수 있는 2개 출

력을 제공한다.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으로서, 부

하 레귤레이션은 0.1ppm/mA이다. 라인 레귤레이션

은, 입력 전압 전원 핀들을 한 데 연결하면 정격적으로 

1.4ppm/V 및 입력 핀들을 각기 별도의 전원을 사용해

서 제공하면 0.1ppm/V 미만이다.

LT6658의 기능과 작동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그림 1은 애플리케이션 예를 보여준다. LT6658은 밴

드갭 스테이지, 잡음 감소 스테이지, 2개 출력 버퍼로 

이루어진다. 밴드갭과 2개 출력 버퍼를 따로따로 구동

함으로써 절연이 극히 우수하다. 또한 각 출력 버퍼로 

켈빈 검출 피드백 핀을 사용함으로써 최대의 부하 레귤

레이션을 달성한다. 

잡음 감소 스테이지는 400Ω 저항과 외부 커패시터 

solves this dilemma by providing two low noise 

precision outputs with a combined 200mA output 

current and world class reference specifications. 

General Overview

The LT6658 is a precision low noise, low drift 

regulator with the accuracy specifications of a 

reference and the power of a linear regulator. 

The LT6658 boasts 10ppm/℃ drift and 0.05% 

initial accuracy. On the power side the LT6658 has 

two outputs providing 150mA and 50mA each 

with 20mA active sinking capability. To maintain 

accuracy, load regulation is 0.1ppm/mA. Line 

regulation is typically 1.4ppm/V when the input 

voltage supply pins are tied together and less than 

0.1ppm/V when the input pins are provided with 

independent supplie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T6658 

features and how it works, a typical application is 

shown in Figure 1. The LT6658 consists of a bandgap 

stage, a noise reduction stage and two output 

buffers. The bandgap and two output buffers are 

powered separately to provide exceptional isolation. 

Each output buffer has a Kelvin sense feedback pin 

for optimum load regulation. 

The noise reduction stage consists of a 400Ω 

resistor with a pin provided for an external capacitor. 

The RC network acts as a low pass filter band-

limiting the noise from the bandgap stage. The 

external capacitor can be arbitrarily large reducing 

the noise bandwidth to a very low frequency.

Sourcing & Sinking 

As a regulator, the LT6658 supplies 150mA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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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T6658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예



용의 핀으로 이루어진다. 이 RC 네트워크가 저역통과 

필터로서 동작함으로써 밴드갭 스테이지로부터의 잡음

에 대해서 대역 제한을 한다. 외부 커패시터는 임의적

인 크기일 수 있으며 잡음 대역폭을 극히 낮은 주파수로 

낮출 수 있다.

 

소싱 및 싱크

레귤레이터로서 LT6658은 VOUT1_F 핀으로부터 

150mA 및 VOUT2_F 핀으로부터 50mA를 공급하며 두 핀 

모두 20mA를 싱크할 수 있다. 동적으로 싱크를 할 수 

있으므로 뛰어난 트랜션트 응답을 달성할 수 있으며 빠

르게 안정화를 할 수 있다. 빠르게 트랜션트 응답을 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0.1ppm/mA의 극히 우수한 부

하 레귤레이션을 유지한다.

출력 추종

다중의 컨버터에 각기 다른 전압 레퍼런스를 사용하

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LT6658의 출력들이 추종

을 함으로써 일관된 변환 결과를 달성한다. 이것이 가

능한 것은 LT6658의 2개 출력이 공통적인 전압 소스를 

사용해서 구동되기 때문이다. 출력 버퍼를 트리밍함으

로써 우수한 추종과 낮은 드리프트를 달성할 수 있다. 

VOUT1_F의 부하가 0mA에서 150mA로 높아질 때 VOUT2 

출력이 12ppm 미만으로 변화한다. 다시 말해서 변화

하는 부하와 동작 조건에도 불구하고 출력들 사이의 관

계를 잘 유지한다.

전원 전압 변동 제거 및 절연

극히 우수한 전원 전압 변동 제거와 출력 절연을 달

성하기 위해서 LT6658은 3개의 전원 공급 핀을 제공한

다. VIN 핀은 밴드갭 회로로 전원을 공급하고, VIN1 및 

VIN2는 각 VOUT1과 VOUT2로 전원을 공급한다. 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3개 전원 핀을 연결해서 1.4ppm/V

the VOUT1_F pin, 50mA from the VOUT2_F pin and both 

pins sink 20mA. Active sinking capability helps to 

provide excellent transient response and permit 

fast settling. The transient response is short, while 

excellent 0.1ppm/mA load regulation is maintained. 

Output Tracking

For applications with multiple converters using 

different voltage references, the LT6658 outputs 

track, even if the outputs are set to different 

voltages, ensuring consistent conversion results.  

This is possible, because the two outputs of the 

LT6658 are driven from a common voltage source. 

The output buffers are trimmed resulting in 

excellent tracking and low drift. As the load on 

VOUT1_F increases from 0 to 150mA the VOUT2 output 

changes less than 12ppm.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utputs is well maintained even over 

varying load and operating conditions. 

Power Supply Rejection & Isolation

To facilitate exceptional power supply rejection 

and output isolation, the LT6658 provides three 

power supply pins. The VIN pin supplies power to the 

bandgap circuit while VIN1 and VIN2 supply power to 

VOUT1 and VOUT2, respectively. The simplest approach 

is to connect all three supply pins delivering a typical 

DC power supply rejection of 1.4ppm/V. When the 

power supply pins are connected separately and 

the VIN1 supply is toggled, the DC line regulation for 

VOUT2 is 0.06ppm/V. The VIN supply has the most 

sensitivity causing a typical 1.4ppm/V change on the 

outputs. Supply pins VIN1 and VIN2 have almost n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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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격 DC 전원 전압 변동 제거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

이다. 이들 전원 핀들을 따로따로 연결하고 VIN1을 토글

시키면, VOUT2의 DC 라인 레귤레이션은 0.06ppm/V가 

된다. VIN 전원이 민감성이 높아서 출력들로 정격적인 

1.4ppm/V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VIN1과 VIN2 전원 핀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절연이 잘 된 출력 버퍼는 인접 버퍼로부터 부하 트

랜션트를 차단함으로써 인접 출력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림 2a와 그림 2b는 채널-대-채널 출력 

절연을 보여준다. 한 출력을 50mVrms로 변화시켰을 

때 인접 버퍼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력 관리 및 보호

3개 전원 핀은 패키지의 전력 소모를 관리하기에 유용

하다. 높은 전류를 제공할 때는 전원 전압을 낮춤으로써 

LT6658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출력에서 전압

이 낮을수록 전력 소모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출력 정지 핀(OD)은 출력 버퍼를 턴오프하고 VOUT_F 핀

을 고 임피던스 상태로 전환시킨다. 이 기능은 결함 조

건 시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부하가 손상되거나 단

락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외부 회로를 사용해서 이러한 

조건이 발생되는 것을 검출하고 출력들을 모두 정지시

킬 수 있다. OD 핀을 플로팅시키거나 하이(high)로 배

The well isolated output buffers reject load 

transients from the adjacent buffer resulting in 

minimal effect on the adjacent output. Figures 

2a and 2b illustrate channel-to-channel output 

isolation. One output is wiggled at 50mVrms, and 

the change in the adjacent buffer is plotted. 

Power Management & Protection

The three supply pins help to manage the 

amount of power dissipated in the package. When 

supplying a large current, lower the supply voltage 

to minimize the power dissipation in the LT6658. 

Less voltage will appear across the output device 

resulting in less power consumption and higher 

efficiency.

An output disable pin, OD, turns off the 

output buffers and places the VOUT_F pins in a high 

impedance state. This is useful in the event of a 

fault condition. For example, a load may become 

damaged and shorted. This event can be sensed by 

external circuitry and both outputs can be disabled. 

This feature can be ignored and a weak pull-up 

current will enable the output buffers wh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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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채널-대-채널 부하 절연. (a) VOUT1에 대해서 VOUT2, (b) VOUT2에 대해서 VOUT1

(a) (b)



선하면 이 기능을 무시하고 약한 풀업 전류를 사용해서 

출력 버퍼를 작동시킬 수 있다.

또한 LT6658은 θJA가 35℃/W로 낮은 MSE-16 노

출 패드 패키지로 제공된다. 전원 전압이 높으면 전력 

효율이 낮아짐으로써 패키지로 과도한 열을 발생시킨

다. 예를 들어서 32.5V 전원 전압이고 풀 부하이면 출

력에서는 30V*0.2A가 여분의 전력으로 낭비될 것이다. 

이것은 6W로서, 그러면 내부 다이 온도를 주변 온도보

다 210℃나 높게 상승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디바이스

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이 온도가 165℃를 넘으면 과열 

셧다운 회로가 작동해서 출력 버퍼를 정지시킨다.

잡음

데이터 컨버터와 여타 정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는 잡음이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NR(noise reduction) 

핀으로 커패시터를 추가하면 저잡음 LT6658의 낮은 잡

음을 더 낮출 수 있다. NR 핀의 커패시터가 온칩 400Ω 

저항과 저역통과 필터를 형성한다. 높은 값의 커패시터

를 사용하면 필터 주파수를 낮출 수 있으며 그러므로 총 

적분 잡음을 낮출 수 있다. 그림 3a는 NR 핀으로 커패

시터 값을 높였을 때의 효과를 보여준다. 10 F 커패시

터를 사용하면 잡음이 약 7nV/√Hz까지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력 커패시터를 높이면 잡음을 추가적으로 더 낮

출 수 있다. NR 커패시터와 출력 커패시터 둘 다를 높

이면 출력 잡음을 수 마이크로볼트까지로 낮출 수 있다. 

LT6658은 1 F부터 50 F까지의 출력 커패시턴스를 사

용해서 안정적으로 동작한다. 병렬로 1 F 세라믹 커패

시터를 배치하면 출력 역시 높은 값의 커패시턴스를 사

용해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림 

3b는 100 F 폴리 알루미늄 커패시터와 병렬로 1 F 세

라믹 커패시터를 사용한 회로를 보여준다. 이 구성은 

여전히 안정적이면서도 잡음 대역폭을 낮출 수 있다. 

그림 3c는 각기 다른 출력 커패시턴스 값을 사용했을 

때 잡음 응답을 보여준다. 세 경우 모두 큰 커패시터와 

OD pin floats or is tied high.

The LT6658 comes in a MSE-16 exposed pad 

package with a θJA as low as 35℃/W. When the 

supply voltage is high, the power efficiency will be 

low resulting in excessive heat in the package. For 

example, a 32.5V supply voltage at full load with 

have 30V*0.2A of excess power across the output 

devices. The total amount of excess power is 6W 

which will raise in the internal die temperature 210℃ 

above ambient temperature! To protect the part, a 

thermal shutdown circuit will disable the output 

buffers when the die temperature exceeds 165℃.

Noise

For data converter and other precision 

applications, noise is an important parameter. 

The low noise LT6658 can be made even lower 

with the addition of a capacitor on the NR (noise 

reduction) pin. A capacitor on the NR pin forms 

a low pass filter with an on-chip 400Ω resistor. 

A large capacitor lowers the filter frequency and 

subsequently, the total integrated noise. Figure 

3a shows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values of the 

capacitor on the NR pin. With a 10 F capacitor the 

noise rolls off to about 7nV/√Hz.

By increasing the output capacitor, the noise 

can be further reduced. When both the NR and 

output capacitors are increased, the output noise 

can be reduced down to a few microvolts. The 

LT6658 is stable with output capacitance between 

1 F and 50 F. The output is also stable with large 

capacitance, if a 1 F ceramic capacitor is placed in 

parallel. For example, Figure 3b shows a circuit 

with 1 F ceramic capacitor in parallel with a 100 F 

poly-aluminum capacitor. This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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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로 소형의 1 F 세라믹 커패시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의 한 가지 단점은 잡음 피크가 발생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잡음 피크는 총 적분 잡음을 증가시킨다. 

잡음 피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림 4a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큰 출력 커패시터와 직렬로 1Ω 저항을 삽입할 수 

있다. 그림 4b와 4c는 각 출력 전압 잡음과 총 적분 잡

음을 보여준다.

애플리케이션

LT6658은 다양한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들로 깨

끗하면서 정밀한 전원을 제공할 수 있다. 혼성신호 분

remains stable while lowering the noise bandwidth. 

Figure 3c illustrates the noise response for different 

values of output capacitance. In all three cases, 

there is a small 1 F ceramic capacitor in parallel 

with the larger capacitor. 

One drawback of this scheme is the noise 

peaking which can add to the total integrated noise.  

To reduce the noise peaking a 1Ω resistor can be 

inserted in series with the large output capacitor as 

shown in Figure 4a. The output voltage noise and 

total integrated noise are shown in Figures 4b and 

4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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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NR(그림 3a)과 출력 커패시턴스(그림 3b 및 c)를 높임으로써 잡음 감소 

(a) (b) (c)

그림 4. C2와 직렬로 1Ω 저항을 추가함으로써 잡음 피크를 낮출 수 있다. 그림 4a는 회로이고, 그림 4b는 출력 전압 잡음이고, 그림 4c는 총 적분 
잡음(10Hz~1MHz)이다.

(a) (b) (c)



야에서는 데이터 컨버터를 흔히 마이크로컨트롤러나 

FPGA를 사용해서 제어한다. 센서들이 아날로그 프로

세싱 회로와 컨버터들로 신호를 제공하며, 이들 모두가 

깨끗한 전원 공급을 필요로 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아날로그 전원을 포함한 다수의 전원 입력을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 용으로 잡음이 심

한 디지털 전원 전압을 깨끗하고 정밀한 아날로그 전원 

및 레퍼런스로부터 절연시켜야 한다. LT6658의 2개 출

력은 뛰어난 채널-대-채널 절연, 전원 전압 변동 제거, 

전원 전류 용량을 제공하므로 다양한 민감한 아날로그 

회로로 깨끗한 전원을 제공할 수 있다.

LT6658은 또한 산업용 환경에 사용하기에 잘 맞는

다. 잡음이 심한 전원 레일을 사용해서 동작할 수 있고 

한 출력에서 변환을 할 때 부하 글리치가 인접 출력으로 

아주 적은 영향만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5의 회로는 LT6658이 어떻게 잡음이 심한 디지

털 회로를 구동하면서 정밀 ADC 용으로 깨끗하고 정밀

한 레퍼런스 전압을 유지하는지 보여준다.

이 테스트 예는 LT6658이나 또는 별도의 레귤레이

터가 한 채널로는 잡음이 심한 FPGA 전원(VCCIO) 및 

여타의 잡다한 로직을 구동하는 3.3V 레일로 전원을 

공급하고 또 한 채널로는 20비트 ADC의 레퍼런스 입

력으로 5V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디지털 전원을 

LT6658과 레귤레이터 간에 스위칭함으로써 LT6658이 

20비트 ADC의 레퍼런스 입력을 구동하기 위한 채널에 

대해서 또 다른 채널로 디지털 잡음을 얼마나 잘 절연하

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ADC 입력으로 깨끗한 DC 소

스를 사용함으로써 그림 5b와 같이 잡음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그래프를 보면 FPGA의 VCCIO 핀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LT6658이 되었든 레귤레이터가 되었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LT6658

의 견고한 레귤레이션과 절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맺음말

LT6658은 레퍼런스와 레귤레이터를 결합한 한 차원 

Applications

The LT6658 can provide quiet precise power 

for a number of demanding applications. In the 

mixed signal world, data converters are often 

controlled by microcontrollers or FPGAs. Sensors 

provide signals to analog processing circuits and 

converters, all of which need clean power supplies. 

The microcontroller may have several supply inputs 

including analog power.  As a general rule, noisy 

digital supply voltages for the microcontroller 

should be isolated from the clean precise analog 

supply and reference. The two outputs of the 

LT6658 provides excellent channel-to-channel 

isolation, power supply rejection and supply 

current capability, ensuring clean power to multiple 

sensitive analog circuits.

The LT6658 is also well suited to industrial 

environments with its ability to operate with 

noisy supply rails and where load glitches due 

to conversions on one output have very little 

influence on the adjacent output. Moreover, when 

a load demands current on one output, the adjacent 

output continues to track.

The circuit in Figure 5 illustrates how the LT6658 

can power noisy digital circuits, while maintaining a 

quiet precise reference voltage for a precision ADC.  

In this application, the LT6658 or a separate 

regulator supplies power to a 3.3V rail driving a noisy 

FPGA supply (VCCIO) and some miscellaneous logic 

on one channel, and 5V to the reference input of 

the 20-bit ADC on the other channel. By switching 

the digital supply between the LT6658 and the 

regulator, we can assess how well the LT6658 can 

isolate digital noise on one channel from the channel 

driving the quiet reference input of the 20-bit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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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뛰어난 정밀성에다 단일 패

키지로 200mA의 전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결합

함으로써 정밀 아날로그 전원 용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를 예고한다. 뛰어난 잡음 제거, 채널-대-채널 절연, 

추종, 부하 레귤레이션을 특징으로 함으로써 이 제품은 

미래의 정밀 아날로그 레퍼런스 및 전원 솔루션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이

제 더 이상 정밀도냐 전력이냐의 절충을 하지 않아도 되

게 되었다. SN

Using a clean DC source on the input of the ADC, 

the noise can be inferred as shown in Figure 5b. 

The histogram does not appreciably differ whether 

the LT6658 or when the regulator supplies power 

to the VCCIO pins of the FPGA, demonstrating the 

LT6658’s robust regulation and isolation.

Conclusion

The LT6658 is the next step in the evolution 

in the world of references and regulators. The 

precision performance and ability to provide a 

combined 200mA of current from a single package 

is a paradigm shift for precision analog power. 

Noise rejection, channel-to-channel isolation, 

tracking, and load regulation put this product 

squarely in the path of tomorrow’s precision analog 

reference and power solutions. With this new 

approach, applications will not have to compromise 

precision or power.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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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잡음이 심한 디지털 테스트 예(a)와 테스트 결과(b)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