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오늘 수업의 선생님이 되어줄 구룩스(Gureux) 같

은 경험 많은 전기 엔지니어들에게, MOSFET 게

이트 앞에 무엇을 사용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누구든 ‘약 

100Ω 저항’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

군가는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다. 오

늘은 바로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한다. 뉴빈(Neubean)

은 신참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서, 안정성을 위해서 

MOSFET 게이트 앞에 100Ω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정

말 꼭 필요한 것인지 파헤쳐보려

고 한다. 구룩스는 30년 경력의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서, 뉴

빈이 시험하는 것을 지켜보고 경

력자로서 조언을 한다.

상측 전류 검출

그림 1의 회로는 전형적인 상

측 전류 검출 회로를 보여준다. 

부궤환을 통해 VSENSE 전압이 이

득 저항 RGAIN에 걸리도록 한다. RGAIN을 통과한 전류는 

P-채널 MOSFET(PMOS)를 거쳐서 저항 ROUT으로 도

MOSFET 게이트 앞에 100Ω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오늘 수업의 선생님이 되어줄 구룩스(Gureux) 같은 경험 많은 전기 엔지니어들에게, MOSFET 게이트 앞에 무엇을 사용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누구든 ‘약 100Ω 저항’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한다.

글/Aaron Schultz, LPS 사업부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책임자, ADI

66   Semiconductor Network   2018.5

그림 1. 상측 전류 검출



달한다. 이 저항 상에서 접지 참조 출력 전압이 구축된

다. 전체적인 이득은 다음과 같다:

저항 ROUT 곁의 선택적인 커패시턴스 COUT은 출력 

전압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PMOS의 드레인 전류

가 검출 전류를 빠르게 추종한다고 하더라도 출력 전압

은 단일 극점 지수 궤적을 나타낸다.

이 회로에서 저항 RGATE는 증폭기를 PMOS 게이트

로부터 차단한다. 이 저항 값은 얼마일까? 경험 많은 동

료인 구룩스는 말할 것이다. “당연히 100Ω이지.”

다양한 저항 값 시험

뉴빈은 구룩스의 학생이 되어서 이 게이트 저항에 대

해서 곰곰히 생각한다. 게이트에서 소스로 충분히 높은 

커패시턴스나 또는 충분히 높은 게이트 저항을 사용하면 

안정성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RGATE와 

CGATE가 해로운 쪽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확실해지기

만 한다면, 100Ω이든 혹은 어떤 게이트 저항이든 자동

으로 적절하다고 하는 믿음을 깰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는 회로 동작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된 

LTspice 시뮬레이션이다. 뉴빈은 RGATE를 높이면 안정

성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어쨌든 RGATE에서 CGATE

로의 극점이 개방 루프와 관련해서 위상 마진을 깎아먹

을 것이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어떤 값의 RGATE도 시간 

도메인 응답으로 어떤 문제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게 단순한 회로가 아니다.

주파수 응답을 살펴본 뉴빈은 개방 루프 응답을 구

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루프를 형성하

는 포워드 경로가 단위 부궤환과 결합하면 차이에서 시

작해서 결과적인 음 입력 단자에서 끝난다. 그런 다음 

뉴빈은 VS/(VP-VS) 다시 말해서 VS/VE를 시뮬레이트하

고 플롯을 그린다. 그림 3은 이 개방 루프 응답의 주파

수 도메인 플롯을 보여준다. 그림 3의 보드 플롯에서는 

교차점에서 dc 이득이 매우 작

고 위상 마진 문제가 보이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만 이 플롯은 교차점 주파수가 

0.001Hz 미만이라서 전반적으로 

아주 이상하게 보인다. 

그림 4는 이 회로를 제어 시

스템으로 나타낸 것을 보여준다. 

LTC2063은 여타의 전압 피드백 

연산 증폭기처럼 높은 dc 이득과 

단일 극점으로 시작된다.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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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측 전류 검출 시뮬레이션

그림 3. 오차 전압부터 소스 전압까지 주파수 응답



증폭기가 오차 신호를 획득하고 RGATE - CGATE 필터를 

거쳐서 PMOS 게이트를 구동한다. CGATE와 PMOS 소스

가 함께 연산 증폭기의 -IN 입력으로 연결된다. RGAIN

이 이 노드에서 저(low) 임피던스 소스로 연결한다. 그

림 4만으로도 RGATE가 RGAIN보다 훨씬 더 크다면 RGATE 

- CGATE 필터가 안정성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어쨌든, 이 시스템에서는 CGATE 전압이 RGAIN 전

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연산 증폭기 출력 변화

를 지체시킨다.

뉴빈은 RGATE와 CGATE가 왜 불안정성을 일으키지 않

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게이트 소스는 정

전압입니다. 그렇다면 RGATE - CGATE 회로는 무관합니

다. 게이트를 조절하기만 하면 소스가 추종할 것입니

다. 소스 팔로어이기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동료인 구룩스는 말한다. “그렇지 않아. 

그 말은 PMOS가 이 회로에서 이득 블록처럼 정상적으

로 작동할 때만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뉴빈은 수학 공식을 떠올려 본다. PMOS 소스 

대 PMOS 게이트의 동작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해보면 

어떨까? 다시 말해서 V(VS)/V(VG)는 얼마인가? 뉴빈은 

화이트 보드로 다가가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어내려 

간다.

A는 연산 증폭기 이득이고, ωA는 

연산 증폭기 극점이다.

뉴빈은 즉시 gm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gm은 얼마인

가? MOSFET의 경우 gm은 다음과 같

다:

그림 1의 회로로 다시 돌아가자 뉴빈은 도무지 종잡

을 수 없어진다. RSENSE로 전류가 0이면 PMOS로 흐르

는 전류도 0이 되어야 한다. 전류가 0이면 gm은 0이다. 

PMOS가 사실상 꺼져 있고, 사용되지 않고, 바이어스되

지 않고, 이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gm = 0이면, 

VS/VE가 0Hz로 0이고 VS/VG가 0Hz로 0이다. 그러므로 

이득이 전혀 없고 그림 3의 플롯이 어쨌든 유효할 수도 

있을 것이다.

LTC2063을 사용해서 불안정성을 

일으켜보려고 시도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뉴빈은 서둘러서 0이 아닌 

ISENSE를 사용해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그림 5는 0dB 위에서 0dB 아래로 가로지르면서 VE

부터 VS까지 응답으로서 훨씬 더 정상적인 이득/위상 

플롯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에서는 약 2kHz 지점에

서 100Ω으로는 높은 PM, 100kΩ으로는 그보다 낮은 

PM, 1MΩ으로는 그보다 좀더 낮은 PM이지만 불안정

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빈은 시험실로 가서 상측 검출 IC인 

LTC2063을 사용해서 검출 전류를 높여본다. 높

은 RGATE 값으로서 먼저 100kΩ과 그 다음 1M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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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상측 검출 회로



을 사용해 본다. 그리고 불안정한 동작이나 적어도 어

떤 형태의 링잉이라도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켜

본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먼저 더 높은 ISENSE를 사용하고 그 다음 더 

작은 RGAIN 저항을 사용해서 MOSFET으로 드레인 전

류를 높여본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회로로 불안정성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는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서 0이 아닌 ISENSE를 사

용해서 위상 마진을 채워보려고 한다. 시뮬레이션으로

도 불안정성이나 낮은 위상 마진을 찾기가 어렵다.

뉴빈은 구룩스를 발견하고 왜 회로로 불안정성을 일

으킬 수 없는지 묻는다. 구룩스는 그에게 숫자들에 유

의해서 보라고 조언한다. 뉴빈은 구룩스가 수수께기처

럼 던지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그는 RGATE와 

총 게이트 커패시턴스와 관련해서 실제 극점이 어떨지

를 계산해 본다. 100Ω과 250pF이면 극점은 6.4MHz

이다. 100kΩ이면 극점은 6.4kHz이다. 1MΩ이면 극

점은 640Hz이다. LTC2063의 이득 대역폭 곱(GBP)은 

20kHz이다. LTC2063이 이득을 취하면 폐쇄 루프 교차

점 주파수는 RGATE - CGATE 극점의 영향권 아래로 손쉽

게 내려갈 수 있다.

그렇다, 불안정해질 수 있다.

연산 증폭기 역학은 위쪽으로 RGATE - CGATE 극점 

구역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뉴빈은 더 높

은 이득 대역폭 곱을 선택한다. LTC6255 5V 연산 증폭

기가 6.5MHz의 더 높은 GBP이므로 딱 맞을 것 같다.

뉴빈은 전류, LTC6255, 100kΩ 게이트 저항, 

300mA 검출 전류를 사용해서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으로 RGTATE를 추가해 본다. 

충분한 RGATE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극점이 회로로 불안

정성을 일으킬 것이다.

그림 6과 그림 7은 높은 RGATE 값을 사용한 시뮬레

MOSFET 게이트 앞에 100Ω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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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차 전압부터 소스 전압까지 주파수 응답. 0이 아닌 검출 전류 
사용

그림 6. 시간 도메인 플롯으로 링잉 발생

그림 7. 정상적인 보드 플롯으로 전류를 추가하자 위상 마진이 나빠진다.



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일정한 300mA 검출 전류로, 이 

시뮬레이션은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시험 결과

0이 아닌 전류를 검출할 때 회로가 나쁘게 동작하는

지 보기 위해서 뉴빈은 LTC6255로 변화하는 부하 전류 

스텝을 일으키고 3가지 RGATE 값을 사용해 본다. 순간적

인 스위치를 사용해서 ISENSE를 기본 60mA에서 높은 값

인 220mA로 변화시킨다. 그러면 더 높은 병렬 부하 저

항을 발생시킨다. ISENSE 측정은 0이 아니다. 이미 보았듯

이 이 경우에는 MOSFET 이득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림 8에서는 100kΩ과 1MΩ 저항을 사용

해서 안정성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보여준다. 출력 전

압이 심하게 필터링되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검출기

가 되고 링잉을 일으킨다. 링잉은 위상 마진이 나쁘거

나 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링잉 주파수는 교차점 주

파수를 나타낸다.

생각할 거리

뉴빈은 자신이 다수의 상측 전류 검출 IC를 겪어보

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엔지니어가 게이트 저

항을 결정할 기회는 없었다.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AD8212, LTC6101, LTC6102, 

LTC6104 고전압 상측 전류 검출 디바이스가 그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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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GATE = 100Ω, 낮은 전류에서 높은 전류로의 트랜션트

그림 11. RGATE = 100kΩ, 낮은 전류에서 높은 전류로의 트랜션트그림 9. RGATE = 100Ω, 높은 전류에서 낮은 전류로의 트랜션트

그림 10. RGATE = 100kΩ, 낮은 전류에서 높은 전류로의 트랜션트



들이다. 실제로 AD8212는 PMOS FET이 아니라 PNP 

트랜지스터를 사용한다. 그는 구룩스에게 말한다. “어,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최신 디바이스는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이 말이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뉴빈의 말이 채 끝나

기도 전에 이 선생님은 대답한다. “예를 들어서 원격지

에 위치하고 있고 배터리로 작동되는 디바이스처럼 지

극히 낮은 전원 전류와 제로 드리프트 입력 오프셋 조

합을 원한다고 해보세. 그러면 일차 증폭기로 LTC2063

이나 LTC2066을 사용하기를 원할 거야. 아니면 470Ω 

션트를 통해서 낮은 수준의 전류 레벨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고 잡음이 없이 측정해야 할 거야. 이럴 때는 

ADA4528을 사용할 수 있어. 레일-투-레일 입력 기능

이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들에는 MOSFET 구동 회로를 

다루어야 할 것이야.”

그리고 마침내

그렇다면 과도하게 높은 게이트 저항을 사용하면 상

측 전류 검출 회로로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은 확실하다. 뉴빈은 기꺼이 가르쳐주려고 하는 선생님

인 구룩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말한다. 구룩스는 

RGATE는 실제로 회로로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하지만 초기에 이 동작을 잡아내지 못한 것은 잘못된 공

식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이득이 있었어야 했다. 이 회

로의 경우에는 측정되는 신호가 0이 아니어야 했다.

구룩스는 대답한다. “맞아. 극점이 교차점에서 위상 

마진을 깎아먹을 때 링잉이 발생되지. 하지만 1MΩ의 

게이트 저항은 너무 터무니 없어. 100kΩ만 하더라도 

미친 것이야. 명심하게. 게이트 커패시턴스를 한 레일

에서 또 다른 레일로 스윙하고자 할 때는 항상 연산 증

폭기의 출력 전류를 제한하는 것이 좋아.”

뉴빈도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럼 어떤 값의 저항을 사

용해야 할까요?”

구룩스는 단호하게 말한다. “당연히 100Ω이지.” SN

MOSFET 게이트 앞에 100Ω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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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RGATE = 1MΩ, 낮은 전류에서 높은 전류로의 트랜션트

그림 13. RGATE = 1MΩ, 높은 전류에서 낮은 전류로의 트랜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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