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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아날로그 디자이너들은 종종 DAC 및 ADC 컨

버터를 구동하기 위해서(기준 전압이 아니라 동

작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잡음이 적은 깨끗한 전

압 레퍼런스를 사용하고는 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은 레퍼런스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것이다. 원칙적으

로 레퍼런스는, 전원 컨버터의 레퍼런스 입력처럼, 전

원 소스로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전압을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디자이너들이 약간 조심스러워 

하면서 종종 레퍼런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갈수록 더 높은 전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

동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원하고 있다. 레퍼런스를 사

용해서 컨버터를 구동할 수 있다면, 아날로그 신호 체

인은 왜 안 되고 또 다른 컨버터나 그 외의 것 등등은 왜 

안 되겠는가?

정밀도냐 전력이냐 하는 선택은 어떤 설계 작업에서

든 흔히 직면하는 것이다. 이럴 때 주먹구구식의 해결

책은, 정밀도가 요구되면 레퍼런스를 사용하고 밀리와

트 대의 전력이 필요하면 LDO도 사용하는 것이다. 하

지만 보드 면적과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공칭 전압이라 하더라도 신호들을 따로따로 배선해야 

한다. 그리고 또 밀리와트 대의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서 고정밀 전압원이 필요할 때는 레퍼런스를 버퍼링 해

야 한다. LT6658은 바로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는 

제품으로서, 합쳐서 200mA 출력 전류의 2개 저잡음 정

밀 출력과 세계 정상급의 레퍼런스 사양을 제공한다.

LT6658 - 레퍼런스 저-드리프트 레귤레이터

LT6658은 레퍼런스의 정확도와 선형 레귤레이터의 

전력 능력을 둘 다 갖춘 정밀 저-잡음 저-드리프트 레귤

레이터 제품이다. 10ppm/℃ 드리프트와 0.05% 초기 정

확도를 자랑하며, 150mA 및 50mA의 2개 출력을 제공

한다. 또한 각 출력이 동적으로 20mA를 싱크 할 수 있다. 

또한 정확도를 유지하는 점으로서, 부하 레귤레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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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애플리케이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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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ppm/mA이다. 라인 레귤레이션은 입력 전압 전원 핀

들을 한 데 연결하면 정격적으로 1.4ppm/V이고, 입력 핀

들을 각 전원을 사용해서 공급하면 0.1ppm/V이다.

LT6658의 기능과 성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림 1은 애플리케이션 예를 보여준다. LT6658은 밴드갭 

스테이지, 잡음 감소 스테이지, 2개 출력 버퍼로 이루어

진다. 밴드갭 스테이지와 2개 출력 버퍼를 분리시켜서 

구동함으로써 뛰어난 절연을 달성한다. 또한 각 출력 

버퍼로 켈빈 검출 피드백 핀을 포함함으로써 부하 레귤

레이션을 최적화한다.

잡음 감소 스테이지는 400Ω 저항을 포함하며 외부 

커패시터를 연결하기 위한 핀을 제공한다. 이 RC 네트

워크가 저역 통과 필터로서 동작함으로써 밴드갭 스테

이지로부터의 잡음을 제한할 수 있다. 외부 커패시터는 

임의의 큰 값일 수 있으며 잡음 대역폭을 아주 낮은 주

파수대 낮출 수 있다.

부하 스텝에 대해서 재빠른 응답

레귤레이터로서 LT6658은 VOUT1_F 핀으로부터 

150mA를 공급하며 트랜션트 응답이 뛰어나다. 그

림 2a는 10mA에서 11mA로 1mA 부하 스텝 트랜션

트에 대한 응답이다. 그림 2b는 10mA에서 150mA로 

140mA 부하 스텝에 대한 응답이다. 출력 버퍼가 소싱

도 할 수 있고 싱크도 할 수 있으므로 출력을 빠르게 안

정화할 수 있다. 트랜션트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응답하고 부하 레귤레이션을 잘 유지한다. 부하 레귤레

이션이 정격적으로 단 0.1ppm/mA로 뛰어나다. 두 번

째 출력인 VOUT2_F도 역시 최대 50mA 부하를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트랜션트 응답이 뛰어나다.

출력 유지

다중의 컨버터로 각기 다른 전압 레퍼런스를 사용하

는 애플리케이션일 경우에, LT6658은 출력들이 서로 

다른 전압으로 설정되었더라도 출력들을 잘 유지한다. 

그러므로 일관된 변환 결과를 보장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LT6658의 두 출력을 공통 전압원으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력 버퍼들을 트리밍 함으로써 뛰어난 

유지와 낮은 드리프트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

는 것처럼, VOUT1_F의 부하가 0mA에서 150mA로 높아

질 때 VOUT2 출력이 12ppm 미만으로 변화한다. 그러므

로 변화하는 부하 및 동작 조건들에 대해서 출력들 사이

그림 3. 채널-대-채널 부하 레귤레이션(열로 인한 영향은 제거)

 (b)

 (a)

그림 2. 부하 스텝 응답. (a) 1mA 부하 스텝, (b) 140mA 부하 스텝



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SRR 및 절연

뛰어난 PSRR(전원 전압 변동 제거비)과 출력 절연을 

달성할 수 있도록 LT6658은 3개 전원 공급 핀을 제공

한다. VIN 핀은 밴드갭 회로로 전원을 공급하고, VIN1과 

VIN2는 각 VOUT1과 VOUT2로 전원을 공급한다. 가장 간

단한 방법은 3개 전원 핀들을 모두 함께 연결하는 것이

다. 그러면 정격 DC PSRR이 1.4ppm/V이다. 전원 핀들

을 따로따로 연결하고 VIN1 전원을 토글(toggle)시키면 

VOUT2의 DC 라인 레귤레이션이 0.06ppm/V이다.

표 1은 각 전원 핀들이 5V에서 36V로 변화될 때 

PSRR을 보여준다. VIN이 가장 민감해서 출력들로 정격 

1.4ppm/V의 변화를 일으킨다. VIN1 및 VIN2 핀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IN1 및 VIN2 칸의 측정은 출력 

잡음이다.

그림 4는 두 가지 경우의 AC PSRR이다. 첫 번째는 

NR 핀으로 1 F 커패시터를 사용한 경우이고, 두 번째

는 NR 핀으로 10 F 커패시터를 사용한 경우이다. 10 F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2kHz에 이르기까지 

107dB 제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VIN1에서 VOUT2로의 AC 채

널-대-채널 전원 공급 절연을 보여준다. 

CNR = 10 F이면 100kHz 넘어서까지 채

널-대-채널 전원 공급 절연이 7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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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SUPPLY

VIN2 
(5V-36V)

VIN1 
(5V-36V)

VIN 
(5V-36V)

VIN = VIN1 = VIN2 
(5V-36V)

UNITS

BYPASS 0.01 0.02 1.36 1.36 ppm/V

VOUT1 0.07 0.01 1.34 1.43 ppm/V

VOUT2 0.03 0.06 1.39 1.37 ppm/V

표 1. DC PSRR

그림 4. PSRR

그림 5. 채널-대-채널 VOUT1 대 VOUT2 절연

 (b)

 (a)

그림 6. (a) VOUT1에 대해서 VOUT2 부하 절연, (b) VOUT2에 대해서 VOUT1 
부하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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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하 트랜션트 역시 인접 채널로 최소한의 영향을 

미친다. 그림 6a와 6b는 채널-대-채널 출력 절연을 

보여준다. 한 출력이 50mVRMS로 변화할 때 다른 출력

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7의 회로를 사용하면 뛰어나게 우수한 AC 

PSRR을 달성할 수 있다. VOUT1 출력을 VIN 및 VIN2로 부

트스트랩 하면 재귀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력 관리 및 보호

3개 전원 핀들을 사용해서 패키지로 소모되는 전력 

양을 관리할 수 있다. 높은 전류를 공급할 때는 전원 전

압을 낮추면 LT6658로 소모되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출력에서 전압이 낮을수록 더 적은 전력을 소

모하고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출력 정지 핀 OD는 출력 버퍼들을 턴오프하고 VOUT_F 

핀들을 고 임피던스 상태로 전환한다. 이 기능은 결함 조

건이 발생되었을 때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부하가 손상

되고 단락을 일으킬 수 있다. 외부 회로를 사용해서 이 이

벤트가 감지되면 양쪽 출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OD 핀

을 플로팅 시키거나 하이(high)로 배선하면, 이 기능을 

무시하고 약한 풀업 전류가 출력 버퍼들을 작동시킨다.

LT6658은 MSE-16 노출 패드 패키지로 제공되며 

JA는 최저 35℃/W이다. 전원 전압이 높으면 전력 효율

이 낮아지고 패키지 내에서 그만큼의 열을 발생시킬 것

이다. 예를 들어서 32.5V 전원 전압으로 최대 부하이면 

출력에서 여분의 전력이 30V•0.2A가 될 것이다. 6와

트의 잉여 전력은 내부 다이 온도를 주변보다 210℃ 높

게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IC 보호를 위해서 다이 온도가 165℃를 넘으면 열 셧다

운 회로가 출력 버퍼들을 정지시킨다.

잡음

데이터 컨버터나 여타 정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잡

음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잡음이 낮은 LT6658을 

NR(noise reduction) 핀으로 커패시터를 추가함으로

써 잡음을 더 낮출 수 있다. NR 핀의 커패시터가 온칩 

400Ω 저항과 저역통과 필터를 형성한다. 높은 값의 커

패시터는 필터 주파수를 낮추고, 그러므로 총 적분 잡

음을 낮춘다. 그림 8은 NR 핀으로 커패시터 값을 높였

을 때의 효과를 보여준다. 10 F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잡음이 약 7nV/√Hz로 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출력 커패시터를 높이면 잡음을 추가적으로 더 낮

출 수 있다. NR 커패시터와 출력 커패시터 모두를 높

이면 출력 잡음을 수 마이크로볼트 대로 낮출 수 있다. 

LT6658은 1 F부터 50 F 사이의 출력 커패시턴스로 안

정적으로 동작한다. 또한 병렬로 1 F 세라믹 커패시터

 (b)

 (a)

그림 7. (a) 재귀 레퍼런스 솔루션(VOUT1이 VIN 및 VIN2로 전원 공급), 
(b) 재귀 레퍼런스 회로의 AC PSRR



를 연결하면 높은 커패시턴스로도 출력이 안정적이다. 

그러한 예로서 그림 9a는 100 F 폴리알루미늄 커패시

터와 병렬로 1 F 세라믹 커패시터를 사용한 회로를 보

여준다. 이 구성은 안정적인 것은 그대로이면서 잡음 

대역폭을 낮춘다. 그림 9b는 각기 다른 출력 커패시턴

스 값으로 잡음 응답을 보여준다. 

이 방법의 한 가지 단점은 잡음 피크를 발생시킨다

는 것이다. 그러면 총 적분 잡음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러한 잡음 피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림 10a에서 보는 

것처럼 큰 출력 커패시터와 직렬로 1Ω 저항을 삽입할 

수 있다. 그림 10b와 10c는 각 출력 전압 잡음과 총 적

분 잡음을 보여준다.

애플리케이션

LT6658은 다양한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깨

끗하고 정밀한 전원을 제공한다. 혼성 신호 디자인의 

경우에는 데이터 컨버터를 흔히 마이크로컨트롤러나 

FPGA를 사용해서 제어한다. 그림 11은 이러한 일반적

인 개념도이다. 센서들이 아날로그 프로세싱 회로 및 

컨버터로 신호를 제공하는데, 이 모두가 깨끗한 전원 

공급을 필요로 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아날로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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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그림 9. C1을 높이는 것에 따른 잡음 감소

 (b)

 (c)

 (a)

그림 10. C2와 직렬로 1Ω 저항을 추가함으로써 잡음 피크 감소그림 8. CNR을 높이는 것에 따른 잡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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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포함한 다수의 전원 입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잡

음이 심한 디지털 전원 전압을 깨끗하고 정밀한 아날로

그 전원 및 레퍼런스로부터 절연시켜야 한다. LT6658

의 2개 출력은 뛰어난 채널-대-채널 절연, PSRR, 전원 

전류 용량을 제공하므로, 다수의 민감한 아날로그 회로

들로 깨끗한 전원을 제공할 수 있다.

LT6658은 또 산업용 환경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잡음이 심한 전원 레일을 사용하더라도 잘 작동하며 한 

출력에서 변환을 할 때의 부하 글리치가 인접한 다른 출

력으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 출력으로 부하가 전류를 필요로 하

더라도 다른 출력이 계속해서 잘 유지된다.

그림 12는 실제 예를 보여준다. 이 예에서

는 LTC2379-18 고속 ADC 회로를 LT6658을 사

용해서 작동하고 있다. VOUT2은 켈빈 검출 입력

이 2.5V 출력을 4.096V 레퍼런스 전압으로 높

이고 입력 증폭기 LTC6362로 공통 모드 전압

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VOUT1은 5V로 높이

고 LTC6362와 5V 레일을 필요로 하는 여타 아

날로그 회로들로 전원을 공급한다. LT6658의 

양쪽 출력은 VOUT1 및 VOUT2로 각 150mA 및 

50mA의 최대 부하를 지원할 수 있다.

표 2는 이 회로의 SNR, ENOB, THD로서 

LT6658이 얼마나 성능이 우수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의 회로에서는 LT6658이 어떻게 

잡음이 심한 디지털 회로를 구동하면서 정밀 

ADC로 깨끗하고 정밀한 레퍼런스 전압을 유

지하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한쪽 채널에서는 LT6658 아니면 별도의 LDO 

전원이 잡음이 심한 FPGA 전원(VCCIO) 및 잡

다한 로직으로 3.3V 레일을 공급하고, 다른 쪽 

채널로는 20비트 ADC의 레퍼런스 입력으로 

5V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디지털 전원 공급을 LT6658과 LDO 간에 

전환함으로써 LT6658이 한쪽 채널로부터의 디지털 잡

음을 20비트 ADC의 깨끗한 레퍼런스 입력을 구동하

기 위한 채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절연하는지 평가할 

PARAMETER 16-BIT SAR 18-BIT SAR

SNR 92.7dB 97.5dB

SINAD 92.1dB 95.9dB

THD -101.2dB -101.1dB

SFDR 101.6dB 103.2dB

ENOB 15.01bits 15.64bits

표 2. 그림 12 데이터 포착 회로 성능

그림 11. 혼성 신호 애플리케이션

그림 12. 데이터 포착 솔루션



수 있다. ADC 입력 상에서 깨끗한 DC 소스를 사용해

서 그림 14에서 보는 것처럼 잡음을 유추할 수 있다. 히

스토그램을 보면, FPGA의 VCCIO 핀들로 전원 공급을 

LT6658이 하든 LDO가 하든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LT6658의 뛰어난 레귤레

이션 및 절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맺음말

LT6658은 한 차원 진화된 레퍼런스이자 레귤레이터

이다. 단일 패키지로 정밀도 성능과 합쳐서 200mA의 

전류를 공급을 결합함으로써 정밀 아날로그 전원 공급

에 있어서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잡음 제거, 채널-대-채널 절연, 출력 유지, 부하 레귤

레이션이 뛰어나므로 정밀 아날로그 레퍼런스 및 전원 

솔루션에 사용하기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정밀도와 전력 중에서 어느 한 쪽을 타협

할 필요가 없다.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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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그림 13 회로의 테스트 결과

그림 13. 잡음이 심한 디지털 테스트 회로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