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아
날로그 엔지니어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는 것은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직선적인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날로그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날로그 엔지니어들은 난관을 만날 때마다 

장애물 넘기를 하면서 지그재그 경로로 지식을 습득한다.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조금

씩 배우는 식으로 자신의 이해를 높여간다. 그렇게 조금씩 퍼즐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던 개념들이 차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엔지니어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허들을 뛰어넘은 것 같은 또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춘 것 같은 만족

감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아날로그에 관한 짧은 글들로 이루어진 이 연재 또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동안 몰랐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사고력을 높이는 자극제가 

되기에는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연재될 각각의 주제는 ‘The Signal’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로서, 

TI의 E2E™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블로그는 내용길이는 짧지만 핵심을 짚

고 있으며, 실제적이고 직관적이며, 그 자리에서 쉽게 이해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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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재될 각각의 주제는 ‘The Signal’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로서, 

TI의 E2E™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블로그는 내용길이는 짧지만 핵심을 짚

고 있으며, 실제적이고 직관적이며, 그 자리에서 쉽게 이해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연재에 실린 글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정밀 증폭기에 관해서나 질

문이 있으면 TI E2E Community의 Precision Amplifiers Forum 참조)

연산 증폭기 설계 ①
글/브루스 트럼프(Bruce Trum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수 있다. (이 연재에 실린 글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정

밀 증폭기에 관해서나 질문이 있으면 TI E2E Community

의 Precision Amplifiers Forum 참조)

참고적으로 e-book 형태의 이 모음집에 사용된 대부분

의 그림은 TI의 TINA-TI™ 무료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해

서 제작된 것이다. (TI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가능)

연산 증폭기의 전압 범위 문제

시스템 개발자들은 연산 증폭기의 전원 입출력 전압 범

위에 대해 많은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통상적인 연산 증폭기는 접지 단자를 갖지 않는다. 

표준적 연산 증폭기는 접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

므로 자신이 듀얼 전원(±)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단일 전원

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전원 입력과 출력 전압이 

동작 범위 내에 있으면 된다.

다음의 세 가지 전압 범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①  총 전원 전압 범위(total supply-voltage range): 이

것은 2개 전원 단자 사이의 총 전압이다. 예를 들어서 

±15V이면 총 30V이다. 어떤 연산 증폭기가 동작 전

압 범위가 6V~36V라고 하자. 그러면 가장 낮을 때는 

±3V 다시 말해서 +6V일 수 있으며, 최대일 때는 ±

18V 다시 말해서 +36V나 또는 -6V/+30V일 수도 있

다. 비평형 전원도 사용해도 되지만 아래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범위들을 잘 맞춰야 할 것이다.

②  입력 공통 모드 전압 범위(input common-mode 

voltage range): 입력 공통 모드 전압 범위는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과 음의 전원 관계로써 정의된

다. 이 가설적 연산 증폭기의 입력 공통 모드 전압 범

위는 음의 레일보다 2V 높은 지점에서부터 양의 레일

보다 2.5V 낮은 지점까지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

하면 (V-)+2V ~ (V+)-2.5V이다.

③  출력 전압 범위(출력 스윙) 역시 레일 전압과의 관

계로써 정의된다. 이 예의 경우에 출력 전압 범위는 

(V-)+1V ~ (V+)-1.5V이다.

그림 1, 2, 3은 G = 1 버퍼 구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핵

심적인 점은, 그림 1의 예로 가능한 출력은 음의 레일로부

터 2V 및 양의 레일로부터 2.5V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입력 공통 모드 범위 제한 때문이다. 전부의 출력 전압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연산 증폭기를 더 높은 이득

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림 1의 예는 듀얼 전원을 사용한 전형적인 연산 증폭

기를 보여준다. 이것은 ‘단일 전원’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

나, 이러한 범위 이내에 머문다면 단일 전원으로 동작할 수 

있다.

는 단일 전원 연산 증폭기를 보여준다. 이 증폭기

는 공통 모드 범위가 음의 레일을 지나서 음의 레일보다 조

금 더 낮은 지점까지 이르고 있어 접지에 가깝게 동작하는 

더 다양한 회로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일 전원’이

라고 할 수 없는 연산 증폭기도 실제로 일부 단일 전원 회로

에 사용될 수 있으나, 진정한 단일 전원은 좀더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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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듀얼 전원(±)을 사용한 표준적 연산 증폭기의 입출력 전압 범위

그림 2. 단일 전원 연산 증폭기의 입출력 전압 범위



G = 1 버퍼 회로에서 이 연산 증폭기는 V- 레일로부터 

0.5V에서부터(출력 범위 제한에 따른 것) V+ 레일로부터 

2.2V까지(입력 공통 모드 범위 제한에 따른 것) 출력 스윙

을 제공할 수 있다.

은 ‘레일-투-레일(rail-to-rail)’ 연산 증폭기를 

보여준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연산 증폭기는 양쪽 

전원 전압 레일과 같거나 조금 더 벗어난 입력 전압을 사용

해서 동작할 수 있다. 레일-투-레일 출력이란, 출력 전압

이 전원 레일로부터 10mV~100mV까지 이내로 매우 가깝

게 스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연산 증폭기들은 레

일-투-레일 출력이라고만 말하고, 그림 3에서와 같은 입

력 특성은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 레일-투-레일 연산 증

폭기는 단일 5V 전원 및 그 이하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

된다. 제한적인 전원 범위로 신호-전압 능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레일-투-레일 연산 증폭기는 신호-전압 제약을 완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기는 하나, 항상 최선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 삶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

지로 여타의 많은 성능 측면들과 절충이 필요한데 바로 이 

점이 아날로그 개발자의 존재 이유이다. 

꼭 알아 두어야 할 레일-투-레일 입력

레일-투-레일 연산 증폭기는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 특히 낮은 전원 전압일 때 유용하다. 그렇다면 레일-

투-레일 입력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으며 어떤 절충들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는 N-채널 및 P-채널 트랜지스터 쌍으로 이루

어진 전형적인 듀얼 입력 레일-투-레일 스테이지를 보여

준다. P-채널 FET은 공통 모드 전압 범위의 하위 부분에서

부터 음의 레일(또는 단일 전원 접지)보다 조금 낮은 지점

까지 신호를 처리한다. 

N-채널 FET은 양의 레일에 가까운 공통 모드 전압에서

부터 양의 레일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점까지를 처리한다. 추

가적인 회로(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음)가 트래픽을 지정하

고 다음 스테이지가 어느 입력 스테이지 신호를 처리할지 

판단한다. 대부분의 TI의 듀얼 입력 스테이지 연산 증폭기

는 양의 레일로부터 약 1.3V 지점에서 전이(transition)가 

발생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전압을 넘으면 P-채널 스테이

지로 게이트 전압이 불충분하므로 신호 경로가 N-채널 스

테이지로 전환된다.

P 및 N 입력 스테이지가 오프셋 전압이 조금 다를 수 있

다. 공통 모드 전압이 이러한 전이를 통과할 때(레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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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레일-투-레일 연산 증폭기의 입출력 전압 범위

그림 4. N-채널 및 P-채널 트랜지스터 쌍을 사용한 듀얼 입력 레일-투-레일 스테이지



레일 G = 1 동작에서처럼) 오프셋을 변화시킨다. 일부 연

산 증폭기들은 공장에서 레이저 또는 전자식 트리밍을 해

서 입력 스테이지 오프셋을 낮추도록 조정하기도 한다. 이

러한 트리밍을 함으로써 전이 시의 변화를 줄일 수 있으나 

여전히 잔류적인 움직임이 남을 수 있다. P에서 N 입력 스

테이지로 전이를 제어하는 회로는 접지가 아니라 양의 전

원 전압을 참조한다. 3.3V 전원을 사용할 때는 이 전이가 

이상한 지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간전원

(midsupply)이다.

오프셋 전압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대부분 애플리케

이션에서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높은 정확도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교류(AC) 애플리

케이션에서는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도 공통 

모드 입력 전압이 이들 스테이지 간에 전이를 통과할 때만 

왜곡이 발생될 것이다.

는 두 번째 타입의 레일-투-레일 스테이지를 보

여준다. 여기서는 내부적인 차지 펌프가 단일 P-채널 입력 

스테이지를 구동하기 위한 전압을 양의 전원 레일보다 약 

2V 높게 부스트한다. 이러한 전압 부스트를 함으로써 단일 

입력 스테이지가 전이 글리치를 일으키지 않고서 하단 레

일보다 낮은 지점부터 상단 레일보다 높은 지점까지의 전

체적인 레일-투-레일 입력 전압 범위에 걸쳐서 매끄럽게 

동작할 수 있다. 

어떤 개발자들에게는 ‘차지 펌프’ 사용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차지 펌프는 잡음이 심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TI의 최근 제품들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차지 펌프

는 입력 스테이지만을 구동하므로 매우 적은 전류를 필요

로 한다. 외부적인 핀이나 커패시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차지 펌프 잡음은 

광대역 잡음 수준 이하이므로 시간 도메인으로는 거의 알

아차릴 수 없다. 하지만 광대역 잡음 수준 아래로 스펙트럼 

반응을 분석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일부 아티팩트가 나

타날 수 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연산 증폭기에 레일-투-레일 입

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반전 연산 증폭기 

회로나 단위 이득보다 큰 이득을 사용하는 증폭기는 레일-

투-레일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레일-투-레일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정말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 레

일-투-레일 입력 증폭기를 필요로 하는가? 많은 엔지니어

들이 이러한 증폭기를 사용하기를 선호한다. 공통 모드 범

위를 벗어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엔지

니어들은 자신의 시스템의 다양한 지점에 동일한 연산 증

폭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어떤 위치에서는 레일-투-레일 

입력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위치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을 어떻게 하든 레일-투-레일 증폭기

와 필요한 절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여 더욱 현명한 선택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라도 동료 

엔지니어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TI E2E™ 커뮤니티의 

Precision Amplifiers Forum 참조)

이러한 연산 증폭기 제품들로는 다음을 예로 들 수 있

다:

  OPA340: 듀얼 입력 스테이지, 오프셋 트리밍, 5.5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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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내부 차지 펌프를 사용해서 전압을 부스트해서 단일 P-채널 FET을 구동하는 레일-투-레일 입력 스테이지



레일-투-레일 CMOS

  OPA343: 듀얼 입력 스테이지, 오프셋 트리밍 안함, 

5.5MHz, 레일-투-레일 CMOS

  OPA320: 차지 펌프를 사용한 입력 스테이지, 20MHz, 

레일-투-레일 CMOS

  OPA322: 차지 펌프를 사용한 입력 스테이지, 오프셋 

트리밍 안함, 20MHz, 레일-투-레일 CMOS

접지에 가깝게 스윙: 단일 전원 동작

레일-투-레일 증폭기는 접지에 아주 가까운 출력 전

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깝게 일까? 저

전압 디자인에 흔히 사용되는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연산 증폭기를 가지고 출력 

전압 스윙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를 살펴보자. TI의 이러한 

디바이스 제품은 에서처럼 사양을 표기한다.

표 1에서는 출력이 접지로부터 15mV보다 더는 가깝게 

스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0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 마지막 15mV가 중요할 수 있다. 하지

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사양의 모든 조

건들을 아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부하가 전원 단자들 사이의 중간으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이러한 사양 표 상단에는 관련 조건들을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RL이 VS/2로 연결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문장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면 출력이 접지에 가까워질 때 증폭기가 

부하 저항을 통해서 전류를 싱크해야 한다. 이것은 증폭기

를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고 증폭기가 전류를 적절히 소싱 

및 싱크하는지 확인했다는 것을 말한다. 증폭기를 이렇게 

테스트하고 사양을 표기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며 타당하

다. 그렇지만 본인의 설계는 이렇게 연결하지 않는다면 어

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에서처럼 부하를 접지

로 연결한다고 가정하면 부하 저항이 실제로 출력을 접지

로 풀링하기에 증폭기가 전류를 싱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CMOS 연산 증폭기가 1밀리볼트 

또는 2밀리볼트 이내까지로 접지에 아주 가깝게 스윙할 수 

있다. 사양 표에서는 이 능력에 관해서 표기하지 않더라도, 

과 같은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는 출력 전류에 따른 출력 전압 스윙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

는 분해능이 좀더 세밀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이 예의 경우

에 정격 전압 레일을 향해서 수렴되는 출력 전압이 ±2.75V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일 전원 동작의 경우에 V- 전원은 

0V이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부가적인 것들을 살펴보자. 

에서는 피드백 네트워가 접지로 참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폭기 상에서 RL뿐만 아니라 모든 부하 소스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예에서는 R1 + R2가 실제적으로 RL과 

병렬로 부가적인 접지 참조 부하들이다. 그런데 R1이 만약 

양의 전압을 참조한다면 출력이 0V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증폭기가 피드백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류를 싱크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출력은 접지에 그렇게 가깝게 스윙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동일한 회로로 이득이 높다면 입력 오프셋 전압이 출

력 스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 G = 20이고 연

산 증폭기의 입력 오프셋 전압이 +1mV이면, 제로의 입력

이 20mV 출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것은 출력 스윙 제한 

때문이 아니라 오프셋 전압 문제 때문이다. 물론 작은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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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레일-투-레일 증폭기의 출력 사양

그림 6. 증폭기 부하를 접지로 연결한 예



입력 전압만으로 출력을 0V에 아주 가깝게 만들 수 있으나 

이 회로는 음의 입력 전압이 될 수 없다.

리액티브 부하를 사용하는 교류(AC) 신호는 예외일 수 

있다. 부하 전류와 전압은 리액티브 부하와 동위상(in-

phase)이 아니다. 그러므로 출력 전압이 접지에 가까워질 

때 증폭기가 전류를 싱크해야 할 수 있다. (CMOS 연산 증

폭기와 관련해서, 바이폴라 연산 증폭기는 접지에 그렇게 

가깝게 스윙하지 못한다.)

배터리로 구동되는 저전압 회로는 설계하기가 까다로우

며, 엔지니어들은 거의 언제나 전압 스윙을 극대화하기 위

해서 애를 먹는다. 연산 증폭기 특성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접지에 가깝게 추가적인 출력 스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이다. (어떤 특정한 증폭기나 회로 구성에 관한 궁금증이 있

으면 TI의 E2E 커뮤니티의 Precision Amplifiers Forum 

참조)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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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출력 전류에 따른 출력 전압 스윙

그림 8. 단일 전원 연산 증폭기 구성으로서, 피드백 네트워크가 접지로 참조

브루스 트럼프는 실험하기를 좋아한 소년이자 무
선 햄 활동가답게 자연스럽게 전기공학에 매료되
었다. 그는 이 길이 자신의 진로임을 한 번도 의
심하지 않았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오하이오주에서 첫 직장을 다녔고 이곳에서 초기
의 레이저 메모리 시스템과 여타의 아날로그 시

스템 소자와 관련된 일을 했다.
이 후 미시건주에 있는 Heathkit를 설계하는 Heath에 근무하였으며, 전자 
시계, 메가폰, 금속 탐지기, 항법 계산기, 고전력 스테레오 증폭기등과 같
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관여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아날로그에 대한 갈망
은 멈추지 않았다. 당시에 아날로그 집적 회로를 선도하던 회사인 Burr-
Brown이 그에게 최고의 아날로그 전문가들과 어울리고 배울 수 있는 절호
의 기회였던 애리조나주 Tucson의 일자리를 제안하였다.
2000년에 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 Burr-Brown을 인수함으로써 브루스의 
아날로그 경력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곳에서 제품 개발, 
제품 정의,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기술 자료, 제품 홍보, 사업 관리와 관
련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였다.
그가 자신의 경력을 되돌아볼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은 언제나 고객의 애플리
케이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고 한다. 특히 고객 세미나와 데이터시트를 
개발하는 일을 좋아했고 현재 맡는 직책이 어떤 것이든 그 경험은 다른 작
업의 밑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밀 아날로그 소자의 내부적인 작동
과 응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저자 소개



2-1. 오프셋 전압과 개방 루프 이득

오프셋 전압이 무엇인지는 모두들 잘 알 것이다. 그림 

9a에서 가장 단순하게 G = 1인 회로라고 볼 때, 출

력 전압은 이 연산 증폭기의 오프셋 전압이다. 오프셋 전

압은 한 입력 단자와 직렬인 직류(DC) 전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위 이득으로서 G = 1이면 오프셋이 그대로 출

력으로 전달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 9b와 같이 이득이 

높은 회로일 때는 출력 전압이 1,000VOS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거의 그렇기는 하지만, 꼭 그러한 것만은 않

다.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변수를 인지한다면 자신의 

연산 증폭기 회로의 오차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 출력 전압은 듀얼 전원이라고 했을 

때 중간 전원(mid-

supply)에 거의 가깝

다. TI가 오프셋 전압

을 정의하고 테스트

하는 출력 전압이 바

로 이 전압이다. 그런

데 두 번째 경우에는 

오프셋이 수 밀리볼

2-1. Offset voltage and open-loop gain: 

they are cousins

Everyone knows what offset voltage is, right? 

In the simplest G = 1 circuit of Figure 9a, the 

output voltage is the offset voltage of the operational 

amplifier (op amp). The offset voltage is modeled as 

a direct current (DC) voltage in series with one input 

terminal. In unity gain, the offset is passed directly 

to the output with G = 1. In the high-gain circuit 

(Figure 9b), the output voltage is 1000 VOS. Right?

Well, nearly so, but not quite. Understanding the 

“not quite” can help you understand errors in your 

op amp circuits.

연산 증폭기 설계 ②

제2장 오프셋 전압 
Chapter II: Offset Voltage

앞으로 연재될 각각의 주제는 ‘The Signal’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로서, TI의 E2E™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블로그는 내용길이는 짧지만 핵심을 짚고 있으며, 실제적이고 직관적이며, 그 자리에서 쉽게 이해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연재에 실린 글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정밀 증폭기에 관해서나 질문이 있으면 

TI E2E Community의 Precision Amplifiers Forum 참조)

글/브루스 트럼프(Bruce Trum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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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 = 1V/V(a) 및 G = 1,000V/V(b)일 때 출력 오프셋 전압



트라고 한다면 출력은 수 볼트에 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 특정 증폭기의 개방 루프 이득에 따라서 출력 스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연산 증폭기 입력으로 약간의 추가

적인 차이 전압이 요구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DC 개방 루프 이득이 100dB이면 

1/10^(100dB/20) = 10 V/V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간 전원으로부터 매 1볼트의 출력 스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입력 전압 변화가 10 V여야 한다. 이것을 DC 

출력 전압에 따라서 변화하는 오프셋 전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출력 스윙이 9V라면 90 V 만큼의 변화이다. 

자신의 회로 기준으로 이 정도 수치는 크지 않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요점은, 유한 개방 루프 이득을 출력 전압 변화에 따

라서 변화하는 오프셋 전압으로 생각함으로써 오차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오차의 특성 역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잘 설계된 

2증폭기 루프 회로를 사용하여 오프셋 전압과 개방 루

프 이득을 테스트 할 수 있다. 이 회로를 사용해서 출력 

전압에 변화를 주면서 오프셋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출력 전압을 전체적인 출력 범위에 걸쳐서 스윕시키면 

오프셋 전압의 변화는 그림 10과 같을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오프셋 전압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지점은 양의 레일과 음의 레일에 가깝게 양 극단 쪽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산 증폭기를 최대의 출력

을 제공하도록 혹사시키고 있다. 점증적인 개방 루프 이

득은 가운데에서 더 높고 출력이 레일에 가까워질수록 

떨어진다. 그러므로 회로를 계

획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산 증폭기를 스윙 한계

까지 밀어붙일수록 오프셋 전압

은 더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모든 연산 증폭기 업체들이 

AOL을 동일한 사양으로 정의하

지 않는다. TI는 정밀 연산 증폭

기 제품을 개방 루프 이득에 대

해서 테스트한다. 충분한 출력 

In the first case, the output voltage was very near 

midsupply (assuming dual supplies). This is the 

output voltage at which TI defines and tests offset 

voltage. But in the second case, the output may be 

several volts, assuming several millivolts of offset. 

That requires a small additional differential voltage 

at the input of the op amp to create the output 

swing (according to the open-loop gain of that 

particular amplifier).

Let us run some numbers. “If the DC open-loop 

gain is 100 dB, that amounts to 1/10^(100 dB/20) 

= 10 V/V. So for every volt of output swing from 

midsupply, the input voltage must change by 10 V. 

Think of it as an offset voltage that changes with 

the DC output voltage. With 9 V of output swing, 

that is a 90- V change. Maybe that is insignificant 

in your circuits, maybe not.

The point is that thinking of finite open-loop 

gain as a changing offset voltage with a change in 

output voltage provides an intuitive way to size 

up the error. And the character of that error may 

matter, too. To test offset voltage and open-loop 

gain, use a fancy two-amp loop circuit. With it, 

you can control the output voltage and measure 

the offset voltage. If you sweep the output voltage 

through its full output range, the change in offset 

연산 증폭기 설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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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출력 전압에 따른 오프셋 전압 변화



스윙 범위에 걸쳐서 평균을 내서 선형 동작이 우수한지

를 확인한다. (그림 10에서 빨간색 선 참조, 사양 표는 

표 2에서처럼 표기)

증폭기를 과 구동하면(더 높은 오프셋 전압 발생) 출

력이 레일에 더 가깝게 스윙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는 출력 스윙이 표 2에서와는 다른 조건일 수 있다. 예

를 들어서 표 3의 출력 스윙은 입력을 과 구동했을 때의 

출력 전압을 보여준다. TI의 연산 증폭기 개발 그룹에

서는 이것을 ‘슬램 사양(slam spec)’이라고 하며 이것은 

입력을 과 구동하고 레일에 최대한 가깝게 밀어붙였다

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양이 

모두 다 유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양을 잘 이해하

고 신중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2-2. SPICE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오프셋 전압

에 대한 민감성 확인

오프셋 전압이 회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직류(DC) 오프셋은 회로 엠퍼시

스 기능을 통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SPICE)으로 시

뮬레이션하기 쉽지만 연산 증폭기 매크로모델은 한 디

바이스에 대해서만 오프셋 전압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

다. 기기간의 변동성에 대해 알아보자.

voltage often looks something like 

Figure 10.

Note that the greatest change in 

offset voltage tends to occur at the 

output extremes, near the positive and 

negative rail. The op amp is “straining” 

to produce its maximum output. The 

incremental openloop gain is higher in 

the middle and falls where the output 

nears the rails. As you plan your circuits, 

expect that this will be the case. Offset 

voltage will increase more dramatically 

as you push the op amp to its swing limits.

Not all op amp manufacturers specify AOL the 

same way. TI tests its precision op amps for open-

loop gain, which is averaged over a generous 

output-swing range for good linear operation (the 

red line in Figure 10). In the specifications table, it 

looks like Table 2. 

When the amplifier is overdriven (creating a 

larger offset voltage), the output will swing closer to 

the rails. Sometimes output swing differs from the 

conditions in Table 2. The output swing in Table 

3, for example, shows the output voltage with the 

input overdriven. My op amp development group at 

TI affectionately called this a “slam spec,” meaning 

that the input is overdriven and slammed as far as it 

can go to the rail.

Both types of specs are useful,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of your application. The key is to 

understand and carefully interpret the specifications.

2-2. SPICEing offset voltage: how to check 

the sensitivity of circuits to offset voltage

It may not always be obvious how offset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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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기 다른 부하 및 출력 전압 스윙으로 개방 루프 이득 사양

표 3. 입력을 과 구동했을 때 출력 전압 스윙



향상 하우랜드(Howland) 전류 소스 회로(그림 11)

는 좋은 예이다. 양쪽 입력 단자로의 피드백은 연산 증

폭기의 입력 오프셋 전압(Vos)이 오차에 어떻게 기여할

지 알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OPA548은 5A 최대 출력과 

60V 전압 용량을 특징으로 하는 강력한 전력 연산 증폭

기이다. 이 증폭기 제품은 하우랜드 회로에 흔히 사용

된다. 그렇다면 이 연산 증폭기의 10mV 최대 오프셋 전

압은 회로의 출력 전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앞서 SPICE를 사용할 때의 유용

한 우수 관행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0mV 입력 

오프셋 전압이면 출력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인가?

오프셋 전압은 어느 한 쪽 입력 단자와 직렬인 전압 

소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SPICE에서 어느 한 

쪽 입력과 직렬로 DC 소스를 삽입해서 변화하는 오프

셋 전압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V1과 V2 입력을 접

지로 연결하면 이상적으로는 제로의 출력 전류가 예상

될 것이다. 하지만 오프셋 전압이 약간의 입력을 공급

할 것이다. VX = 0과 VX = 10mV일 때의 DC 시뮬레이

will affect a circuit. “Direct current (DC) offsets are 

easy to simulate with a 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 (SPICE), but operational 

amplifier (op amp) macromodels only predict the 

effects of offset voltage of one unit. What about 

variation from device to device?

The improved Howland current-source circuit 

(Figure 11) provides a good example. Its feedback 

to both input terminals may leave you wondering 

how the input offset voltage (VOS) of the op amp 

contributes to error. The OPA548 is a hefty power 

op amp with a 5-A maximum output and 60-V 

supply capability. It is frequently used in Howland 

circuits. But how will its 10-mV maximum offset 

voltage affect the output current of the circuit?

Before simulating, this is an opportunity to 

exercise best practices with SPICE. What do you 

think the output current will be with 10 mV of 

input offset voltage?

Offset voltage is modeled as a voltage source in 

series with one of the input terminals. So in SPICE, 

you can merely insert a DC source in series with 

one of the inputs to induce the effect of varying 

offset voltage. With V1 and V2 inputs connected 

to ground, ideally you would expect zero output 

current. But the offset voltage will supply a small 

input: a DC simulation with VX = 0 and VX = 10 

mV. Note the change in output 

current due to the change in 

VX (Figure 12). There may be 

other sources of offset, so the 

delta in output current from 

these two VX values reveals the 

contribution of offset voltage. 

Of course, the offset could also 

b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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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회로 예 - 향상 하우랜드 전류 소스

그림 12. 향상 하우랜드 전류 소스의 경우에 연산 증폭기 오프셋 전압으로 인한 출력 오프셋 전류



션을 보자. VX의 변화에 따른 출력 전류의 변화를 알 수 

있다(그림 12). 그 밖에도 다른 오프셋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VX 값으로 인한 출력 전류의 차

이는 오프셋 전압의 기여분을 나타낸다. 물론 오프셋은 

음이 될 수도 있다.

VX = 0일 때 출력 오프셋은 OPA548 매크로모델에 

포함된 오프셋 전압(2.56mV)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러므로 추가적인 기여 요인들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TI 매크로모델은 오프셋 전압이 정격 오프셋 

전압 수치와 거의 같다. 일부 회로의 경우에는 입력 바

이어스 전류나 입력 오프셋 전류로부터 추가적인 출력 

오프셋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총 오프셋에 추가적으

로 기여할 수 있다.

얼마만큼의 출력 오프셋 전류를 예상했는가? 향상 

하우랜드는 기본적으로 차동 증폭기인데다가 (연산 증

폭기 주변으로 4개 저항 사용) 저항 R5를 추가하고 있

다. 이 단위 이득 차동 증폭기(동일 저항 사용)는 입력 

차이 전압(V2-V1)이 R5로 전달된다. 이 결과적인 전류

가 부하로 흐른다. 하지만 오프셋 전압이 곧바로 비반

전 입력으로 인가되며 비반전 증폭기처럼 +2로 증폭된

다(G = 1 + R2/R1). 그러므로 10mV 오프셋 전압이 R5

에서 20mV를 발생시킴으로써, 20mA의 출력 전류 오

프셋을 발생시킨다. -10mV 오프셋은 부하로부터 전류 

싱크 -20mA의 출력 전류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SPICE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3. 지금은 사라진 오프셋 전압 트림 핀에 관한 

몇 가지

2012년에 Soufiane Bendaoud는 ‘정밀도의 한계를 

끌어올리다(Pushing the Precision Envelope)’라는 글

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TI가 증폭기 제품의 오프셋 전

압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트리밍’ 또는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 글을 읽고

The output offset with VX = 0 in the simulation 

comes from the offset voltage (2.56 mV) included 

in the OPA548 macromodel — and would not be an 

additional contributor. Most of TI’s macromodels 

have an offset voltage approximately equal to the 

typical offset voltage value. In some circuits, other 

sources of output offsets could come from input 

bias current and/or input offset current and would 

be additional contributors to total offset.

What output offset current did you predict? 

The improved Howland is essentially a difference 

amplifier (four resistors around an op amp) with 

an added resistor, R5. This unity-gain difference 

amplifier (equal resistors) causes the input 

difference voltage (V2-V1) to be impressed on 

R5; the resulting current flows to the load. The 

offset voltage, however, is applied directly to the 

noninverting input and is amplified by +2 — like 

a noninverting amplifier (G = 1 + R2/R1). Thus, 

a 10-mV offset voltage creates 20 mV across R5, 

producing a 20-mA output current offset. A -10-

mV offset would create a -20-mA output current 

(current sinking from the load).

Maybe you see it intuitively, maybe you don’t. 

Either way, SPICE can provide confirmation.

2-3. Where are the trim pins? Some 

background on offset-voltage trim pins

In 2012, my colleague Soufiane Bendaoud 

published an article, “Pushing the Precision 

Envelope.” In it, he discussed various technologies 

that TI uses to “trim” or adjust the offset voltage of 

its amplifiers to very low values. It got me thinking 

about offset voltage trim pins. Where do they go?

Newer operational amplifiers (op amps) 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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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프셋 전압 트림 핀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다. 

한때는 거의 모든 연산 증폭기에 사용되던 오프셋 

전압 트림 핀이 새로운 연산 증폭기 제품들에는 보이지 

않는다. 업계에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여러 가

지 요인 때문이다. 성능이 더 우수하고 오프셋이 낮은 

증폭기, 자동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어셈

블리 및 조정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압박, 소형화된 표

면실장 패키지 등등이 모두 결합적으로 작용해서 오프

셋 트림 핀의 사용을 줄이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서 여

전히 많은 베스트 셀러 연산 증폭기 제품들이 트림 핀을 

포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사용하든 아니든 간

에 관련 지식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이 사용법이란 간단한 것인데 트림 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결을 하지 않고 개방 회로로 남겨두면 된

다. 이들 핀을 접지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림 13은 전형적인 내부 트림 회로를 보여준다. 트

림 핀을 입력 스테이지 부하 회로의 탭 부분으로 연결한

다. 포텐셔미터를 조절함으로써 부하 평형을 입력 오프

셋 전압의 수 밀리볼트 이내로 조절할 수 있다. 데이터

시트에서 통상적으로 포텐셔미터 값을 권장하고 있으

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항이 훨씬 높은 포

텐셔미터는 오프셋 전압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것이

다. 값이 너무 낮으면 조정 범위를 낮출 것이다. 권장 값

의 100%에서부터 50%까지의 값이면 만족스럽게 동작

the offset voltage trim pins once found on virtually 

all op amps. There are many factors at work in 

this change. Better, lower-offset amplifiers, 

autocalibrated system designs, pressure to reduce 

assembly and adjustment costs, tiny surface-mount 

packages — all combine to reduce the use of offset 

trim pins. Still, many of our best-selling op amps 

have trim pins, and knowledge and best practices 

of how to use (or not use) them are fading.

This much is easy: if you do not use the trim 

pins, leave them open circuit, with no connection. 

Do not connect them to ground.

Figure 13 shows a common type of internal trim 

circuitry. Trim pins connect to a tapped portion 

of the input-stage load circuitry. Adjusting the 

potentiometer skews the balance of the load plus 

or minus a few millivolts of input offset voltage. 

Datasheets generally recommend a value for the 

potential, but it is not critical. A much higher 

resistance potentiometer will cause the change 

in offset voltage to occur toward the extremes 

of rotation. Too low a value will reduce the 

adjustment range. Potentials in the range of +100 

percent to 50 percent of the recommended value 

will likely function 

satisfactorily.

No t i ce  t h a t 

the trim circuitry 

in this example 

is referenced to 

the V+ supply. 

Some op amps 

have trim circuitry 

referenced to the 

Vsupply terminal. 

Connec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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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트림 핀을 입력 스테이지 부하 회로로 연결한 내부 회로 예



할 것이다.

이 예에서 트림 회로는 V+ 전원을 참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연산 증폭기는 트림 회로가 V- 

전원 단자로 참조할 수 있다. 포텐셔미터의 와이퍼를 

잘못된 레일이나 듀얼 전원의 접지로 연결하면 문제를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어떤 개발자들은 교묘한 능동 

회로를 사용해서 이들 핀을 구동하려고도 한다. 이 방

법은 가능하기는 하나, 트림 핀으로 연결된 접지 참조 

회로가 전원 변동 제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트림 핀은 시그널 체인 상에서 첫 번째 증폭기의 오

프셋을 무효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스테이지가 특정한 이득이고 이의 오프셋이 전체적인 

시그널 체인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

이다. 시그널 체인 상의 다른 주요 오프셋 요인들을 교

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원치 않는 온도 드리프트를 

경험할 수 있다. 

트림 핀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오프셋을 트리밍할 

수 있다. 포텐셔미터나 여타 제어 신호로부터의 다양

한 전압들을 시그널 체인 상의 다양한 지점으로 주입하

거나 합칠 수 있다. 그림 14의 예를 보자면 여기서 보는 

트리밍 전압들은 전원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레귤레

이트된 전원이면 충분하지만 배터리 같이 레귤레이트

되지 않은 전원은 충분하게 일정하거나 안정적이지 않

을 수 있다.

오프셋 전압이 향상된 최신 증폭기는 트리밍이 필요 

없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정한 형태의 오프셋 조

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트림 핀이든 애드온 회

로든 사용하면 된다. SN

wiper of the potential to the wrong rail or to 

ground on a dual supply will surely cause problems. 

Some designers attempt tricky active circuitry to 

drive these pins. While this is possible, ground-

referenced circuitry connected to the trim pins can 

create power-supply rejection problems.

It is best to use the trim pins only to null the 

offset of the first amplifier in a signal chain. 

Generally, that stage has some gain and its offset 

dominates that of the complete signal chain. If used 

to correct other large sources of offset in the chain, 

you could introduce an unwanted temperature 

drift.

Lacking trim pins, there are other ways to trim 

offsets in your system. You could inject or sum 

variable voltages from a potentiometer or other 

control signal into various points in your signal 

chain. Figure 14 shows examples. The trimming 

voltages shown here should be derived from the 

power supplies. Regulated supplies are probably 

sufficient. Unregulated supplies, such as batteries, 

may not be sufficiently constant or stable. 

The improved offset voltage of modern 

amplifiers often eliminates the need for trimming. 

Still, there are times when some type of offset 

adjustment is required. You can be ready with 

techniques, whether with trim pins or add-on 

circuitry. SN

76   Semiconductor Network   2017.10

Technology Trend

그림 14. 시그널 체인의 다양한 지점으로 오프셋 교정 전압을 주입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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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높은 입력 임피던스가 필요 시 입력 임피던스 

대 입력 바이어스 전류

연산 증폭기나 계측 증폭기 선택을 도우면서 흔히 

듣는 말은 “정말로 아주 높은 입력 임피던스가 필

요해요”라고 하는 것이다. 

입력 임피던스(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입력 저항)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입력 커패시

턴스는 입력 임피던스의 리액티브 부분으로서 다른 부

분이다. 많은 경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낮은 입력 바

이어스 전류 IB이다. 그렇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

으나 다른 것이다. 

단순한 단일 입력 모델이라고 한다면 전류 소스(입

력 바이어스 전류)와 입력 저항의 병렬 조합일 것이다

(그림 15 참조). 이 저항은 입력 전압에 따라서 입력 전

류가 변화하게 만든다. 입력 바이어스 전류는 특정한 

입력 전압(대개 중간 전원)일 때 입력 전류를 말한다.

입력 저항은 입력 전압이 변화하는 것에 따른 입력 

전류의 변화를 나타낸다.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암페어

에 달하면서도 입력 저항이 극히 높을 수 있다.

TI는 공통 모드 전압에 따른 입력 바이어스 전류

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공한다(그림 16 참조). 이 그

래프를 보면 완벽한 직선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OPA211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BJT) 입력 연산 

증폭기로서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 기능을 포함함으

로써 입력 바이어스 전류를 크게 낮추는데도 여전히 높

다. OPA211은 이러한 입력 바이어스 전류와 높은 잡음 

전류 때문에 10kΩ 이상의 소스 저항으로는 잘 사용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1.3GΩ의 입력 저항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OPA320 CMOS 연산 증폭기는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아주 작으며, 이 전류는 주로 입력 정전기 

방전(ESD) 보호 회로의 누설로부터 비롯된다. 이

러한 누설 전류는 레일 전압에 가까워지면서 최

대에 달한다. 아주 낮은 입력 바이어스 전류를 필

요로 할 때는 입력 저항이 높기 때문에 CMO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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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브루스 트럼프(Bruce Trum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림 15. 전류 소스와 입력 저항이 병렬로 조합된 단일 입력 단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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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션(JFET) 입력 증폭기가 적합하다. 하지만 이것이 증

폭기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정밀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여

러 면에서 해로울 수 있다. 이 전류가 소스 저항이나 피

드백 네트워크 저항을 거치면서 오프셋 전압으로 IBRS

를 기여할 수 있다. pH 프로브 같은 어떤 센서나 화학 

전지를 거치면서는 전극을 분극시킴으로써 오차를 일

으키거나 영구적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적분기 회로의 커패시터를 충전함으

로써 0의 입력으로 출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본인의 회로가 입력 바이어스 전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한지에 따라서 이 전류는 증폭기 선택에 있어

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력 전압에 

따른 IB를 보여주는 성능 그래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해당 전압 범위에 대해서 잘 살펴보

아야 한다. CMOS 및 JFET 증폭기를 사용할 때는 과열 

동작이 중요할 수 있다. 이들 증폭기는 온도가 상승함

에 따라서 IB가 현저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3-2. CMOS 및 JFET 증폭기의 입력 바이어스 전류

CMOS 및 정션 FET(JFET) 입력 연산 증폭기는 입력 

바이어스 전류(IB)가 낮다는 점에서 많이 선택된

다. 그렇지만 사양 표에서 보여지는 단순한 한 줄 

이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잘 고려해야 할 미묘한 

것들이 내포되어있다.

C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CMOS 연산 증

폭기의 입력)는 입력 전류가 극히 낮다. 이러한 연

약한 게이트를 정전기 방전(ESD) 및 전기적 과도 

스트레스(EOS)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회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회로가 입력 바이어

스 전류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보호 회로는 전원 레일들로 내부적 클램프 다

이오드를 사용한다. 그림 17a는 OPA320의 예이

다. 이러한 다이오드는 누설 전류가 수 피코암페

어 대로서 낮다. 중간 전원 레일에 근접한 입력 전

압일 때 이들의 누설 전류는 아주 잘 매칭됨으로써 1pA 

미만의 낮은 잔류 차이 전류만을 남김으로써 이것은 증

폭기 입력 바이어스 전류로서 나타난다.

입력 전압이 전원 레일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두 다

이오드의 누설 전류 관계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하단 

레일에 가까워지면 D2의 역 전압이 0에 가까워지고 이

의 누설이 감소된다. D1의 누설이 지배적이게 되면 서 

입력 단자를 통해서 더 높은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흐르

게 만든다. 물론 입력이 양의 전원 레일에 가까워지면 

그 반대가 된다. 입력 바이어스 전류는 대개 가운데 지

점에서 사양을 정의하고 테스트한다. 그리하여 누설은 

거의 잘 매칭되며 매우 낮다.

이러한 예인 그림 17b는 변화하는 입력 전압에 따른 

입력 바이어스 전류를 보여준다. 어떠한 특정 디바이스

로 어떤 중대한 패키지 또는 회로 레이아웃 상의 누설이 

없다고 했을 때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0이 되는 입력 전

압 지점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레일-투-레일 연산 증

폭기에서는 입력을 자체적으로 바이어스할 수 있다(그

림 18 참조). 그러면 출력이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0인 

지점과 동일한 전압으로 드리프트할 것이다. 이것은 흥

미로운 결과이긴 하지만 특별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회

로는 아니다.

그림 16. 공통 모드 전압에 따른 입력 바이어스 전류



그렇지만 OPA140(그림 19 참조) 같은 JFET 입력 증

폭기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입력 트랜지

스터의 게이트가 다이오드 접합부이며 이의 누설 전류

가 입력 바이어스 전류의 지배적인 요인이된다. 입력 게

이트 접합부가 보호 다이오드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기

에 누설이 더 높다. 그렇지만 입력 바이어스 전류는 대개 

단 방향이기에 증폭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결론에 대해 말하자면 본인의 회로에서 아주 낮은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필요하다면 신경을 써야 한다. 

모든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능 그래프들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가까운 입력 전압을 사용해서 양의 레일

이나 음의 레일에서 동작하면 입력 

바이어스 전류는 더 높을 수 있다. 

이 결과는 다른 중요한 부분을 시사

하게 되는데 입력 바이어스 전류는 

온도에 따라서 크게 증가한다는 것

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범용 CMOS 및 

JFET 증폭기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

렇지만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극히 

낮도록 설계된 특수한 증폭기 제품

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증폭

기 제품들은 독창적인 보호 회로와 

고유의 핀아웃을 사용함으로써 3fA 

대의 IB를 달성한다. 하기제품들은 

범용 증폭기 제품들에 비해서 천여 

배가 더 낮은 것이다.

이러한 연산 증폭기 제품들로는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3fA 입력 바이어스 전류 CMOS 

연산 증폭기: LMP7721

  극 저전력 입력 바이어스 전류 

계측 증폭기: INA116

3-3. 온도가 입력 바이어스 

전류에 미치는 영향

8장에서는 CMOS 및 JFET 증폭기로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하나 이상의 역 바이어스 P-N 접합부 누설로부

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누설

은 온도에 따라서 현저하게 증가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끝맺음 하였다. 

P-N 접합부의 역 바이어스 누설은 강한 양의 온도 

계수로서, 온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대략 두 배가 된

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그림 20의 정규화 그래프에

서처럼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다. 125℃일 때 누설은 실

온일 때와 비교하면 약 1,000배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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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레일-투-레일 CMOS 연산 증폭기에 자체 바이어싱 입력 사용(권장하지 않음)

그림 19. 여기서 보여주는 JFET 입력 증폭기 같은 어떤 입력 증폭기는 입력 바이어스 전류는 
단 방향

그림 17. 전원 레일로 내부적 클램프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연산 증폭기를 ESD 및 EOS로부터 
보호(a), 입력 전압에 따른 입력 바이어스 전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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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가 속도는 다이오드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매 8℃~11℃ 범위에 걸쳐서 전류가 두 

배로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온도에서 바이어스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일부 회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실온에서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극

히 낮은 FET 또는 CMOS 연산 증폭기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온도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바이폴라 입력(BJT) 

연산 증폭기를 사용하여 높은 온도에서 더 낮은 IB를 달

성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이 누설은 온도가 낮아지면 계속해서 감소한다. 그

렇지만 다른 가능성을 가진 누설 요인들이 원인일수도 

있다. 이러한 부유 누설은 또 다른 온도 종속성을 나타

낸다. 솔직히 말하자면 실온 이하의 온도에서 어떻게 

누설이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실온 및 그 이상의 온도에서 높은 누설이 더 큰 문제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온 이하의 온도에서의 동작에 

대해서는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다. 저온에

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수분 응결이 발생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면 누설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3-2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CMOS 연산 증폭기

의 입력 바이어스 전류는 전원 레일들로 연결된 두 입력 

클램프 다이오드의 누설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완벽하

게 평형적인 세상에서는 거의 동일한 두 누설 사이의 나

머지 차이는 온도에 따라서 동일하

게 지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낮은 

초기 값에서 시작할 것이다. IB의 극

성은 불확실하고 다이오드 동작에

서 작은 차이가 나서 어느 온도 지점

엔가에 가서는 전류가 0을 지나 더 

떨어질 것이다.(이 로그 그래프에

서는 부호 없이 절대값만을 보여준

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신의 FET 

연산 증폭기 회로에서 아주 낮은 입

력 바이어스 전류가 필요하다면 온

도에 따른 증가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양

과 정격 성능 그래프를 잘 검토하여 민감한 회로를 열원 

근처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측정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말 중요한 애플리케이

션에는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극히 낮게 설계된 특수한 

증폭기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증폭기 제품

은 독창적인 보호 회로와 고유의 핀아웃을 사용해서 실

온으로 3fA 대의 IB를 달성한다. 이것은 범용 증폭기 제

품들에 비해서 천여 배가 더 낮은 것이다.

이러한 연산 증폭기 제품들로는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3fA 입력 바이어스 전류 CMOS 연산 증폭기: 

LMP7721

  극 저전력 입력 바이어스 전류 계측 증폭기: INA116

그림 20. P-N 접합부의 역 바이어스 누설은 온도가 10℃ 상승할 때마다 두 배가 된다.

그림 21. 박막 커패시터. 검은색 띠는 무슨 용도일까?



여기서 잠깐 집고 넘어가자면 그림 21과 같은 박막 

커패시터에서 검은 띠의 의미와 용도는 무엇인가?

이들 커패시터는 절연 필름 층으로 분리 된 두 개의 

금속 호일을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들고 원통형으로 압

연한다. 이들은 비극성 커패시터로 띠는 극성 표시가 

아니다. 이 띠는 바깥쪽 금속 호일 층에 연결된 단자를 

나타낸다. 회로의 최상의 방향은 어느 단자가 잡음에 

민감한 노드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3-4.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 저항: 정말로 필요

한가?

본인의 연산 증폭기 회로 입력에 직류(DC) 저항과 

일치한 저항을 추가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그림 22

의 회로를 참조하면 된다. 대부분은 R1 및 R2의 병렬 조

합과 동일한 값으로 Rb를 관행적으로 추가하도록 교육

을 받았다. 그러면 이 저항을 사용하는 이유와, 어떨 때 

이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어떨 때는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 알아보자.

Rb를 사용하는 목적은 입력 바이어스 전류로 인해

서 발생되는 전압 오프셋을 낮추기 위해서다. 양쪽 입

력으로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저항

을 통해서 흐르는 동일한 전류가 부호만 반대인 동일한 

오프셋 전압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입력 바이

어스 전류는 회로의 오프셋 전압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

다. 이러한 추론은 일부 경우에는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Rb를 추가하기 앞서 이 저

항이 모든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일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많은 경우에 R1과 R2의 병렬 저

항이 충분히 낮고 입력 바이어스 전

류도 충분히 낮다. 그러므로 Rb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프셋이 그렇

게 크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 저항

을 추가하기 앞서서 오차를 계산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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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비반전 입력으로 소스 저항과 일치하게 저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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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서 연산 증폭기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10nA라고 

하자. Rb를 사용하지 않으면 입력 바이어스 전류로 인

한 입력 참조 오프셋 전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IB로 인한 입력 오프셋 전압 = (10nA)(7.5kΩ) 

                                           = 75 V         (1)

그렇다면 75 V의 입력 오프셋은 본인의 회로에 영

향을 미칠 것인가? 대개의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저항을 추가하는 것일까?

본인이 사용하는 연산 증폭기의 오프셋 전압을 고려

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연산 증폭기의 오프셋 전압 사

양이 1mV라고 한다면 75 V를 염려 할 필요는 없다. 그

러므로 Rb를 관행적으로 추가하기에 앞서서 오프셋 전

압 사양에 대한 입력 바이어스 전류로 인한 오차가 얼마

나 될 지만 비교해보면 된다.

트랜스임피던스 애플리케이션

은 흔히 아주 낮은 전류를 증폭하

기 위해서 높은 피드백 저항 값을 사

용한다(그림 23). 이 경우에도 역시 

양쪽 입력으로 저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Rb를 추가 할 수 있지만 이

들 애플리케이션은 대개 FET 또는 

CMOS 입력 연산 증폭기를 사용한

다. 이러한 증폭기는 입력 바이어스 

전류는 매우 낮으므로 오프셋 오차

가 아주 작다.

Rb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 잡음과 이러한 고 임피던

스 노드에서 있을 수 있는 외부적 잡음 유입은 Rb를 제

거해야 하는 추가적인 이유들이다. 그러므로 입력 바이

어스 전류로 인한 오차가 미미하다면 오히려 자신의 회

로에 잡음 요인만을 추가될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바이어스 전류 제거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많

은 회로기준에는 뚜렷한 이득은 없으며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3-5. 바이폴라 연산 증폭기의 내부적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

10장에서는 연산 증폭기의 양쪽 입력에서 소스 저항

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 저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결론은, 이러

한 관행적 사용은 대개의 경우에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

려 손해일 수 도 있다.

지난 장에서 어떤 연산 증폭기에는 이 관행을 사용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바로 바이폴라 입력 트

랜지스터를 사용하는 증폭기로서, 이러한 증폭기는 내

부적으로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가 이루어진다. 이러

한 증폭기에서는 전류 소스 I1과 I2가 입력 트랜지스터 

쌍으로 베이스 전류를 공급한다(그림 24). 이들 전류는 

연산 증폭기 입력 단자들로 신중하게 매칭된 베이스 전

그림 24. BJT와 내부적 전류 소스를 사용한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

그림 23. FET 연산 증폭기를 사용하는 고 이득 트랜스임피던스 회로
는 Rb 밸런싱 저항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류를 미러링한다.

이들 전류가 입력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류에 대해

서 (일반적으로 몇 % 이내) 정밀하게 매칭되기는 하나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양이든 음이든 약간의 

잔류적인 입력 바이어스 전류는 남는다. 이 잔여 전류

는 두 입력 단자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서로 

반대되는 극성일 수 있다. 소스 저항을 매칭시켜서 어

떤 이득을 보고자 한다면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잘 매칭

되어야 한다(그림 25 참조). 내부적 입력 바이어스 전류 

상쇄는 이 기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다.

어떤 연산 증폭기들이 입력 바이

어스 전류 제거 기능을 포함하는가? 

어떤 데이터시트에서는 이 기능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지 않지만 입

력 바이어스 전류 사양을 자세히 살

펴보면 이에 관해서 알 수 있다.

그림 26a는 OPA209의 입력 

바이어스 전류 사양을 보여준다. 

OPA209는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 기능을 포함하는 

저잡음 연산 증폭기이다. 입력 바이어스 전류 앞에 ±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류가 양

쪽 어느 방향으로든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입력 오프셋 전류 사양이 입력 바이어스 전류만큼 크기

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이 디바이스는 내부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b는 바이어스 전류 제거 기능이 없다고 가정

했을 때의 OPA209의 예측 사양이다. 보면 입력 바이어

스 전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력 오

프셋 전류는 입력 바이어스 전류보다 훨씬 작다. 두 입

력 바이어스 전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회로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와 같은 가설적 연산 증폭기

라고 한다면 그림 24에서와 같이 바이어스 전류 제거 

저항을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내부적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 기능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BJT)로부터의 입력을 사용하는 정밀 

및 저잡음 연산 증폭기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증폭

기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입력 바이어스 전

류가 곤란할 만큼 높아질 것이다. 내부 제거 기능을 사

용함으로써 이러한 증폭기를 더 다양한 회로에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알려진 극성의 입력 바이어스 전류를 사용하는 회로

를 설계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제거된 입력 디바이스

를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다.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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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 기능을 포함하는 연산 증폭기 사양
(a), 입력 바이어스 전류 제거 기능이 없다고 했을 때 동일한 연산 증폭
기의 사양(b)

그림 25. 비반전 입력으로 바이어스 전류 제거 저항을 추가한 연산 증폭기 회로



4-1. 연산 증폭기 발진 문제가 발생하는 

두 가지 주된 원인

보드 플롯은 대단히 분석적인 툴이지만, 직관적이

지 않다. 본 글에서는 연산 증폭기 불안정성과 발

진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림 27에서 완벽하게 꺾인 응답은 반전 입력으로의 

피드백 신호에 어떠한 지연이 없을 때 발생된다. 연산 

증폭기는 최종적인 값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상승하다

가 적정한 출력 전압에 도달해서 피드백 신호가 닫힌 것

으로 검출되면 서서히 하강한다.

이 때 피드백 신호가 지연되면 문제가 발생된다. 루

프로 지연이 삽입되면 증폭기가 최종적인 값으로 상승

하는 것을 즉시 검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적정 출력 전

압을 향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는 과잉 반응을 하게 된

다. 그러면 반전 입력이 제시간에 피드백을 받지 못하

고 적정 출력 전압을 지나쳐서 치솟는다. 그 지점을 지

나쳐서 오버슈트를 일으키고 여러 번의 연속적인 극성 

교정을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안정화된다.

지연이 작으면 약간의 오버슈트와 링잉만 발생한다. 

하지만 이 지연이 과도하게 심하고 극성 교정이 무한정 

계속될 때, 이것을 발진(oscill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연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대개가 단순한 저

역통과 저항-커패시터(RC) 네트워크이다. 모든 주파수

에 대해서 일정한 지연이 아니고, 0°부터 90°까지의 점

차적인 위상 편이가 td = RC의 일차 근사 시간 지연을 

일으킨다.

정전식 부하(a)로 인한 것과 반전 입력 단자에서의 

커패시터(b)로 인한 것이다. 흔히 두 가지 원인에서 이 

RC 네트워크가 의도치 않게 회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림 28a을 보면 첫 번째는 정전식 부하로 인한 것

이다. 저항은 연산 증폭기의 개방 루프 출력 저항이고, 

커패시터는 물론 부하 커패시턴스이다.

그림 28b를 보면 두 번째 경우에는 피드백 저항과 

연산 증폭기 입력 커패시턴스가 RC 네트워크를 형성한

연산 증폭기 설계 

제4장 연산 증폭기 안정성 및 발진 문제

연재되고 있는 각각의 주제는 ‘The Signal’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로서, TI의 E2E™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블로그는 내용길이는 짧지만 핵심을 짚고 있으며, 실제적이고 직관적이며, 그 자리에서 쉽게 이해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연재에 실린 글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정밀 증폭기에 관해서나 질문이 있으면

TI E2E Community의 Precision Amplifiers Forum 참조)

글/브루스 트럼프 (Bruce Trum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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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피드백 경로로 각기 다른 지연이 삽입되었을 때 연산 증폭기 
스텝 응답



다. 회로 보드 배선이 또한 이 민감한 회로 노드의 커패

시턴스에 기여한다. 이 그림에서 두 회로는 피드백 루

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한 차이는 출력

을 취하는 노드이다. 루프 안정성 관점에서 두 회로는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피드백 지연

의 이 두 가지 원인은 흔히 결합적으로 발생되는데 양쪽 

다 조금씩 합쳐져서 문제를 두 배로 심각하게 만든다.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좀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

다. 단순한 G = 1 버퍼는 피드백 저항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하지만 그림 29를 보면 피드백 저항과 접지로의 

저항을 사용한 이득 구성이 좀더 일반적이다. 이들 저

항의 병렬 조합이 RC 회로의 유효 R을 형성한다.

피드백 증폭기의 보드 플롯 분석에 관해서는 그 외에

도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처럼 피드

백 경로로 지연이나 위상 편이가 어떻게 안정성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직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본적인 안정성 문제를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

4-2. 발진을 일으키는 연산 증폭기 길들이기

12절에서는 연산 증폭기 회로로 발진이나 불안정성

을 일으키는 두 가지 주된 요인을 살펴보았다. 두 가지 

모두 궁극적인 원인은 피드백 경로로의 지연이나 위상 

편이이다.

단순 비반전 증폭기의 경우에 연산 증폭기 부유 커

패시턴스 포함된 입력 커패시턴스가 피드백 네트워크 

저항과 반응해서 발생되는 위상 편이나 지연이 너무 크

면 그림 30처럼 불안정성이나 과도한 오버슈트 및 링잉

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로

의 부유 커패시턴스를 낮추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이 배선의 회로 보드 트레이스 면적을 최

소화해야 한다. 특정한 연산 증폭기로 입력 커패시턴스

(차동 커패시턴스 + 공통 모드 커패시턴스)는 고정적인 

값이다. 하지만 피드백 네트워크의 저항은 이득을 동일

하게 유지하도록 비례하게 낮출 수 있다. 

이 저항을 낮추면 이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생성되

는 극점이 더 높은 주파수로 옮겨지며 지연 시간 상수

가 낮아진다. 이 예의 경우에는 저항을 5kΩ 및 10kΩ

으로 낮추면 상당한 향상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그렇

더라도 여전히 약 10% 오버슈트와 링잉을 일으킨다. 또

한 연산 증폭기로 추가적인 부하를 발생시킨다. 그러므

로 이 방법은 한계가 있다. 두 저항의 합이 연산 증폭기

로 부하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이들 저항을 너무 낮

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림 31처럼 커패시터 C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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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위상 편이(피드백 지연)는 흔히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된다. 

그림 29. 피드백 네트워크의 병렬 저항이 RC 회로의 R을 형성한다.

그림 30. 과도한 출력 오버슈트와 링잉은 불안정성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31. R2와 병렬로 커패시터 Cc를 연결함으로써 피드백 신호 경로로 위상 편이를 
방지할 수 있다.



R2와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다. R1 x Cx = R2 x Cc이면 

전압 분할기를 보상하고 임피던스 비율이 모든 주파수

에 대해서 일정하도록 할 수 있다. 그 후 피드백은 네트

워크로 위상 편이나 지연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림 32를 보면 피드백 네트워크는 10배 오실로스

코프 프로브의 보상 감쇠기에 비유할 수 있다. 같은 원

리로 프로브의 가변적 커패시터가 두 시간 상수가 동일

하도록 조절을 한다. 이 스코프 프로브의 응답은 부적

절한 조절이라 하더라도 절대 불안정하게 나타나지 않

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드백 루프 안에 들어있지 않

기 때문이다.

스코프 프로브의 커패시터를 조절해서 보상을 미세

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림 31에서 Cc 값을 조절

할 수 있다. 부유 커패시턴스의 불확실한 특성 때문에 커

패시턴스 Cx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약간의 

오버슈트는 발생시키더라도 속도와 대역폭을 향상시키

는 것과 같이 특정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회로의 응답을 

조절하고자 할 수 있다.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은 연산 

증폭기로 정전식 부하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

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루프로 위상 편이 또는 피드백 

지연을 발생시킨다. 이 문제는 개방 루프 출력 저항이 

연산 증폭기 내부적이기 때문에 까다롭다. 이 저항으로

는 보상 커패시터를 연결할 수 없다. 실제로 이것은 저

항(resistor)이라기보다는, 연산 증폭기 회로의 등가 출

력 저항(resistance)이다.

4-3. 발진 길들이기: 정전식 부하 문제

지난 글들에서는 연산 증폭기 안정성과 관련해서 피

드백 경로로의 위상 편이(또는 지연)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았다. 챕터 12와 13에서는 정전식 부

하를 사용할 때 안정성을 달성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문제의 원인인 연산 증폭기의 개방 루프 출력 저항

(Ro)은 실제로는 연산 증폭기 내의 저항(resistor)이 아니

다. 이것은 연산 증폭기 내부 회로에 종속적인 등가 저항

(resistance)이다. 그러므로 연산 증폭기를 바꾸지 않고는 

이 저항을 변경할 수 없다. CL은 부하 커패시턴스이다. 특

정한 CL을 구동하려고 할 때는 Ro와 CL에 의해서 생성되

는 극점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G = 1인 20MHz 연산 

증폭기의 피드백 루프로 1.8MHz 극점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림 33은 이에 대해서 보여준다.

이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해결책들은 바로 증폭기를 

늦추는 것이다. 이 루프는 Ro 및 CL로부터의 지연이 고

정적이다. 이 지연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증폭기가 좀더 

느리게 응답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최종 값을 지나

쳐서 오버슈트를 일으키지 않는다.

증폭기를 늦추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연산 증폭기 이

득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득이 높아지면 폐쇄 루

프 증폭기의 대역폭이 감소된다. 그림 34는 OPA320을 

사용해서 동일한 1nF 부하를 10의 이득으로 구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자잘한 스텝에 대한 응답이 크

게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충

분하지는 않다. 이득을 25나 그 이상으로 높이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방법은 그림 35는 같은 10의 이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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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피드백 네트워크는 10배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의 보상 감쇠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림 33. G = 1인 20MHz 연산 증폭기(그림 1)의 피드백 루프로 1.8MHz 극점은 원치 
않는 소신호 스텝 응답(오른쪽)을 일으킬 수 있다.



Cc를 추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절하게 좀더 늦출 수 있

다. Cc가 충분하지 않으면 응답이 그림 34에 가까워지고, 

Cc가 과도하면 그림 33에 가까워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보상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보드 플롯 분석 ‘폐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의 직관이 요구되나 한 차원 높은 위상 보상을 위해서는 

보드 플롯 분석이 필요하다.

4-4. SPICE를 사용한 연산 증폭기 안정성 분석

SPICE는 회로 안정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유용한 

툴이다. 다음은 이 분석을 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설

명한다.

그림 36은 OPA211을 사용한 비반전 증폭기로 일반

적인 몇 가지 변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R3-C1

은 입력 필터이다. R4는 외부 세계로 연결되었을 때 보

호를 위한 출력 저항이다. CL은 5피트 케이블을 모델링

하고 있다.

소신호 스텝 함수나 사각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는 

것이 잠재적인 안정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빠르

고 손쉬운 방법이다. 그림 37은 시뮬레이션 회로를 보

여준다. 이 회로는 입력 단자를 접지로 연결하고 있으

며 입력 테스트 신호를 비반전 입력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다. 입력 필터가 스텝 함수의 입력 에지를 늦춘다. 종

이 어떻게 울리는지 알아보려면 고무 망치가 아니라 쇠

망치로 종을 쳐야 하는 것이다.

이 회로의 VOUT 노드뿐만 아니라 연산 증폭기 출력에

서도 응답을 탐지해야 한다. R4와 CL이 출력 응답을 필터

링한다. 그러므로 VOUT은 연산 증폭기의 오버슈트를 진실

되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는 연산 증폭기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출력으로 4mV 스텝 발생하는 인가 스텝의 진폭은 

1mV이다. 이 경우에는 소신호 응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신호 입력 스텝은 오버슈트를 덜 일

으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확

실하게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

그림 38의 시뮬레이션 회로는 연산 증폭기 출력에서 

약 27% 오버슈트를 나타낸다. 이것은 이 회로가 모든 

조건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확실히 안심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연산 증폭기 설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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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산 증폭기 이득을 10으로 높이면 폐쇄 루프 증폭기 대역폭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완벽하게 향상되지는 않는다.

그림 35. 동일한 구성으로 피드백 저항과 병렬로 12pF의 Cc를 추가하자 이상적인 응
답을 나타낸다.

그림 36. 비반전 증폭기로 일반적인 몇 가지 변형을 한다.

그림 37. 입력 단자를 접지로 연결하고 입력 테스트 신호를 비반전 입
력으로 직접 연결한 시뮬레이션 회로



이차 안정성 전

달 함수를 적용해 

보면, 이 오버슈트

는 약 38도의 위상 

마진에 해당된다. 

또한 주파수 응답

에 있어서 상당한 

진폭 피크를 나타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불

안정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징표일 수 있다. 이 피크는 

시간 도메인으로 링잉 지속시간의 역 14MHz에서 발생

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타당한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

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45도 또는 그 이상의 위상 

마진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림 39는 20% 또는 그 미만 

오버슈트에 해당된다. 

SPICE를 사용함으로써 좀더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

다. 루프를 끊어서 보드 플롯 분석을 하고 위상 및 이득 

마진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교적 단순

한 회로들(하나의 연산 증폭기를 수반하는 피드백 루

프)로는 이 글에서 설명한 방법만으로도 잠재적인 문제

를 살펴보기에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떤 SPICE 시뮬레이션이든 연산 증폭기의 매

크로모델 정확도에 따라서 크게 의존적인 것은 당연하

다. TI가 제공하는 SPICE 모델들도 우수하기는 하나 완

벽한 것은 아니지만 회로 변형, 이상적이지 않은 부품

들, 회로 보드 레이아웃 기생성분, 부적절한 전원 바이

패싱 같은 것들은 모두 회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설계시 회로를 빌드하고, 테스트

하고,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고, 최적화를 해야 하는 것

이다. SPICE는 유용한 툴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작고한 Bob Pease는 진정한 아날로그 전문가로서, 

SPICE 사용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본 글에서는 그

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Bob Pease는 정말로 

SPICE 사용에 대해서 ‘NO’라고 했는가? 참조)

4-5. 입력 커패시턴스: 공통 모드? 차동 모드? 

양쪽 다?

흔히 연산 증폭기의 입력 커패시턴스 사양을 잘못 

이해하거나 간과하고는 한다. 그러면 이 사양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반전 입력에서의 입력 커패시턴스는 위상 편이, 다

시 말해서 반전 입력으로 도달하는 피드백으로 지연을 

일으킴으로써 연산 증폭기 회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피드백 네트워크가 이 입력 커패시턴스와 

반응해서 원치 않는 극점을 생성한다. 입력 커패시턴스

와 관련해서 피드백 네트워크의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것은 안정적인 증폭기 회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이다. 그렇다면 어떤 차동, 공통모드 아니면 둘 다 

인지 어떠한 커패시턴스가 중요한지 알아보자.

표 4는 연산 증폭기의 입력 커패시턴스는 데이터 시

트의 입력 임피던스 사양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양

은 차동 및 공통 모드 커패시턴스를 모두 보여준다.

그림 40의 입력 커패시턴스는 각기 입력으로부터 접

지로의 공통 모드 커패시턴스와 입력들 사이의 차동 커

패시턴스로 이루어진다. 듀얼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연

산 증폭기는 접지 연결을 하지 않지만, 공통 모드 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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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이 연산 증폭기는 27%의 오버슈트를 발생시킴으로써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지는 않다.

그림 39. 20% 오버슈트는 약 45° 위상 마진에 해당된다. 
이 정도가 대부분 회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기 위
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다.

표 4. 입력 임피던스 사양은 차동 및 공통 모드 커패시턴스를 모두 보
여준다.



시턴스가 접지의 AC 등가인 V- 전원 단자로 연결된 것

으로 간주한다.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높은 주파수일 때는 연산 

증폭기가 낮은 개방 루프 이득을 사용하며, 그러므로 두 

입력 사이에 상당한 AC 전압이 존재한다. 이것이 차동 커

패시턴스를 발생시키고 반전 공통 모드 커패시턴스와 결

합해서 피드백 신호의 위상을 변형시킨다. 그러므로 반

전 입력으로 연결되는 두 커패시턴스를 더한다. 그리고 

대략 2pF 부유 배선 커패시턴스 추정치를 포함시킨다. 

그림 41을 보면 이 총 커패시턴스가 피드백 네트워크의 

병렬 임피던스(R1/R2)와 반응해서 극점을 생성한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이 극점의 주파수를 증폭기 폐쇄 

루프 대역폭의 두 배보다 높게 하는 것이다. 폐쇄 루프 

이득의 2배인 극점은 회로의 위상 마진을 대략 27° 감

소시킨다. 그러면 폐쇄 루프 이득이 2 이상인 대부분 회

로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안정화를 중요

하게 요구하거나 정전식 부하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

션은 더 높은 마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피드

백 네트워크 임피던스를 낮추거나 피드백 저항 R2로 추

가적인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오늘날의 범용 연산 증폭기는 5MHz부터 20MHz 

혹은 그 이상으로 넓은 대역폭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1MHz 연산 증폭기로 아무렇지 않았던 피드백 네트워크 

저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설계로 안정

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또한 잘 고려해야 한다.

SPICE 시뮬레이션은 입력 커패시턴스와 피드백 임

피던스에 대한 민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우 유용한 

툴이며, 우수한 연산 증폭기 매크로모델은 입력 커패시

턴스를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1mV 입력 스텝에 

대한 트랜션트 응답 검사에서는 과도한 오버슈트와 링

잉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현

실은 언제나 가이드라인이나 시뮬레이션을 배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회로 레이아

웃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4-6. G = 1 안정적 연산 증폭기와 저보상 

연산 증폭기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는 일반적인 G = +1 

구성으로 안정적인 증폭기로서, 반전 입력으로 출력 신

호의 100%를 되돌려준다. 저보상(decompensated) 연

산 증폭기는 더 작은 값의 보상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더 넓은 이득 대역폭(GBW)과 더 빠른 슬루율을 발생시

킨다. 더 높은 속도는 통상적으로 더 높은 전력을 필요

로 하는 한편으로, 동일한 기본적 연산 증폭기가 동일

한 전류로 동작하면서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하지만 단

위 이득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단위 이득보다 훨

씬 더 높은 잡음 이득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 42는 이상적인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

와 이상적인 저보상 연산 증폭기로 주파수 대비 이득 그

래프를 보여준다. 저보상 연산 증폭기는 GBW가 5배이

다. 다시 말해서 10MHz 대 2MHz이다. 슬루율도 동일

하게 높아진다.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의 단위 

이득 대역폭은 자신의 GBW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것이다. 저보상 증폭기의 

단위 이득 대역폭은 자신의 GBW의 절반이다. 이 증폭

기를 단위 이득 대역폭에 가까운 잡음 이득으로 동작하

면 안 된다. 3MHz에서의 이차 극점이 이 구역의 이득/

연산 증폭기 설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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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입력 커패시턴스는 각기 입력으로부터 접지로의 공통 모드 
커패시턴스와 입력들 사이의 차동 커패시턴스로 이루어진다.

그림 41. 입력 커패시턴스와 피드백 네트워크에 따른 극점 계산



위상 동작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상 마진이 나

쁘거나 없을 수 있다. 

저보상 연산 증폭기의 특이한 점은, 어떤 사용자들에

게 있어서 자신의 회로가 안정적일지 아닐지 확실치 않

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3a는 흔히 하는 실수를 

보여준다. 이 증폭기는 -10의 신호 이득으로 연결되었는

데 피드백 커패시터가 높은 주파수로 롤오프(roll-off)를 

일으킨다. 이 커패시터가 실제적으로 높은 주파수로 거

의 단락 회로와 같을 수 있다. 높은 주파수로는 안정성 문

제가 더 우려스러울 수 있다. 이득을 평탄하게 하도록 피

드백 네트워크를 보상하기 위해서 작은 피드백 커패시터

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롤오프를 일으키는 큰 커패시

터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43b의 다중 피드백 필터는 필터의 

저주파수 이득에 상관 없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림 43c

의 적분기는 저보상 연산 증폭기가 적합하지 않은 또 다

른 애플리케이션이다.

TI는 자사 연산 증폭기 설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지금은 훨씬 더 진화된 기법들과 훨씬 더 발전된 

IC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수백 마이크로암

페어로 예전 같으면 수 밀리암페어를 필요로 했을 증폭

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최신의 단

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는 예전 저보상 증폭기의 속

도/전력에 아주 근접하거나 또는 뛰어넘는 정도가 되었

다. 하지만 저보상 연산 증폭기는 까다로운 애플리케이

션으로 여전히 가장 뛰어난 솔루션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보다

는 저보상 연산 증폭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이 고유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설계요구에 달렸다. 그러기 위해

서는 각각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

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확실치 않을 때는 TI E2E 

Community의 Precision Amplifiers Forum 참조)

다음은 저보상 연산 증폭기와 그에 대응되는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 제품을 보여준다.

  OPA228 정밀 저잡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BJT) 연산 증폭기 (OPA227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

  OPA637 정밀 고속 정션 FET(JFET) 연산 증폭기 

(OPA627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

  OPA345 레일-투-레일 CMOS 연산 증폭기 

(OPA344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

   LMP7717 88MHz CMOS 연산 증폭기 (LMP7715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

4-7. 반전 감쇠기 G = -0.1은 불안정한가?

그림 44는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는 1 또는 그 이상의 이득으로 

안정적인 연산 증폭기를 말한다. 그

렇다면 이득이 이보다 낮으면 불안

정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반전 감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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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이상적인 단위 이득 안정적 연산 증폭기와 저보상 연산 증폭
기의 주파수 대비 개방 루프 이득 그래프

그림 43. 저보상 연산 증폭기로 높은 주파수로 롤오프를 일으킬 수 있는 피드백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불안정
성을 일으킬 수 있다(a). 다중 피드백 필터는 필터의 주파수 이득에 상관 없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b). 적분
기 역시 저보상 연산 증폭기가 적합하지 않다(c).



는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알아보자. 이 문

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일

반적인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만약에 G = -0.1이 불안정

하다면 이보다 더 낮은 이득은 더 심각해져야 할 것이

다. 그림 45에서와 같이 1Ω 피드백 저항을 사용한 단

위 이득 증폭기 회로를 보자. 그런 다음 회로 보드 누설

로 인해서 입력 저항 R1 = 10GΩ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것이 부유 ‘입력 신호’로서 극히 낮은 반전 이득으로 

증폭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불안정할까? 전혀 그렇

지 않다! 단지 입력이 거의 없는 단위 이득 버퍼와 같아

질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출력 신호가 얼마나 많이 반전 입

력으로 피드백되는지와 관련해서 연산 증폭기 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자. 전문 용어로는 이 피드백 계수를 베

타( )라고 한다. 단위 이득이면 출력 전압의 100%가 반

전 입력으로 리턴된다. 그러므로 는 1이다. 그림 45의 

예에서는 기본적으로 출력 신호의 거의 모두가 반전 입

력으로 피드백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림 46a는 반전 증폭기이고, 그림 46b는 비반전 

증폭기이다. 이들 회로는 같은 것이다. 단지 입력 신호

만 각기 다른 노드로 인가하고 있을 뿐이다. 두 회로 모

두 반전 입력으로 동일한 양의 출력 신호를 리턴한다. 

그러므로 안정성 동작이 동일하고, 가 동일하다.

연산 증폭기 전문가들은 또한 ‘잡음 이득’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연산 증폭기 

전압 잡음이 출력에서 이 계수에 의해서 증폭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지고서 또한 피드백 양을 수량

화할 수 있다. 발진이나 불안정성을 일으키기 쉬운 연

산 증폭기 회로는 자체의 내부적 잡음이 증폭되어서 반

전 입력으로 피드백될 수 있다. 그림 46a의 반전 증폭기

는 비반전 증폭기와 입력 신호 이득이 다른데도 잡음 이

득과 가 동일하며 그러므로 안정성 동작이 동일하다.

잡음 이득이 1보다 작은 회로가 있을 수 있는가? 가 1

보다 클 수 있는가? 1보다 작은 잡음 이득과 1보다 큰 는 

이득이 피드백 루프 안으로 포함될 때 발생될 수 있다. 제

어 시스템 같이 규모가 큰 피드백 루프에서 다중의 증폭기

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연산 증폭기 피드백 

루프 안으로 트랜지스터 또는 공통 이미터 또는 공통 소스 

구성이 포함될 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

한 회로들은 까다로운 안정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반전 감쇠기로 발진이나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원인

에는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정전식 부

하, 과도하게 높은 저항 값, 반전 입력으로 너무 높은 커

패시턴스 같은 것들이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반전 감쇠기 구성과는 관

련이 없는 것들이다. 반전 감쇠기의 ‘위험성’에 관한 잘

못된 인식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차분하게 TINA-TI 

소프트웨어나 또는 각자가 애용하는 SPICE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안정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어떠한 안정성 문

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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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반전 감쇠기 예

그림 45. 1Ω 피드백 저항을 사용한 단위 이득 증폭기 회로는 안정적
이다.

그림 46. 동일한 두 회로인 반전 증폭기(a)와 비반전 증폭기(b)가 입력 신호를 각기 다른 
노드로 인가함에도 불구하고 피드백 계수가 동일하며 동일한 안정성 동작을 나타낸다.



5-1. 이득 대역폭 시뮬레이션: 범용 연산 증폭기 

모델

연산 증폭기의 이득-대역폭 곱(GBW)이 본인의 회

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

다. 매크로모델은 GBW가 고정적이다. 

SPICE 안에 들어 있는 범용 연산 증폭기 모델을 사

용해서 GBW에 따른 민감성을 본인의 회로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SPICE 기반 회로 시뮬레이터는 간단한 

연산 증폭기 모델을 포함하기에 이것을 손쉽게 수정해

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7은 TINA-TI 소프트웨어에

서의 그러한 모델을 보여준다.

먼저, 직류(DC) 개방 루프 이득을 1M(120dB)로 설

5-1. Simulating gain bandwidth: the 

generic op amp model

It may not always be obvious how the gain-

bandwidth product (GBW) of an operational 

amplifier (op amp) may affect your circuits. 

Macromodels have a fixed GBW. Though you 

can look inside these models, it is best not to tinker 

with them. What to do? You can use a generic 

op amp model in the 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 (SPICE) to check your 

circuits for sensitivity to GBW. Most SPICE-based 

circuit simulators have a simple op amp model that 

you can easily modify. Figure 47 shows one in 

TINA-TI software.

First, set its direct current (DC) open-loop gain 

to 1 M (120 dB). Then, a dominant pole frequency 

(entered in hertz) will create a GBW of the amplifier 

in megahertz. In this example, a 10-Hz dominant 

pole creates a GBW of 10 MHz. Figure 48 shows 

the open-loop response for three different GBWs: 

5 MHz, 10 MHz and 100 MHz. 

연산 증폭기 설계 

연산 증폭기의 동적 동작

연재되고 있는 각각의 주제는 ‘The Signal’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로서, TI의 E2E™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블로그는 내용길이는 짧지만 핵심을 짚고 있으며, 실제적이고 직관적이며, 그 자리에서 쉽게 이해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연재에 실린 글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정밀 증폭기에 관해서나 질문이 있으면

TI E2E Community의 Precision Amplifiers Forum 참조)

글/브루스 트럼프 (Bruce Trum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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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TINA-TI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SPICE로 범용 연산 증폭기 모델을 생
성하고 GBW에 따른 민감성을 본인의 회로로 확인할 수 있다.



정한다. 그러면 우세 극점 주파수(헤르츠 단위)가 증폭

기 GBW(메가헤르츠 단위)를 생성한다. 이 예에서는 

10Hz의 우세 극점이 10MHz의 GBW를 생성한다. 그림 

48은 5MHz, 10MHz, 100MHz의 3가지 GBW로 개방 

루프 응답을 보여준다.

이 간단한 모델로 이차 극점(‘nuisance’ 극점이라고

도 함)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는 이 이차 극점을 10GHz 같이 아주 높은 주파수로 정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적당한 정도의 GBW로 이상

적인 90도 위상 마진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예에서는 이

차 극점을, 시뮬레이트하려고 하는 가장 높은 GBW와 

동일하게 100MHz로 설정하고 있다. 이 이차 극점은 

100MHz GBW 응답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개방 루프 응답이 100MHz에서 아래로 휘어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위 이득 대역폭은 약 78MHz로 

안쪽으로 당겨지는데, 이것은 이 GBW로 실제 연산 증

폭기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제 연산 증

폭기의 단위 이득 대역폭과 GBW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능동 필터 설계는 GBW 요구사항을 판단하기가 어

려울 수 있기에, 이 기법을 사용하여 좋은 예시를 만들 

수 있다. 그림 49에서는 WEBENCHⓇ Filter Designer

를 사용하여 체비셰프(Chebyshev) 필터설계 시 권

장 GBW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어떤 

경우에는 필요이상 엄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100MHz 혹은 그 이상의 GBW를 사용함으로써 거의 

Note that that this simple model also includes 

a second pole (some folks call it a nuisance pole). 

In some cases, you may want to make this second 

pole a very high frequency, such as 10 GHz. This 

will create an ideal 90 degrees phase margin for any 

reasonable GBW. In this example, I set the second 

pole at 100 MHz, equal to the highest GBW that I 

am simulating. You can see the effect of this second 

pole in the 100-MHz GBW response, causing the 

open-loop response to bend downward at 100 

MHz. It causes the unity-gain bandwidth to pull 

in to approximately 78 MHz, similar to what you 

might see with a real op amp of this GBW. Unity-

gain bandwidth and GBW of a real op amp are not 

necessarily the same number.

Active filter designs can be tricky to judge GBW 

requirements and are a good case for using this 

technique. WEBENCHⓇ Filter Designer, used to 

design the Chebyshev filter in Figure 49, provides 

GBW recommendations, but its guidelines may be 

more stringent than needed in some circumstances. 

For this design, it recommends a 100-MHz or 

greater GBW to achieve nearly ideal filter-design 

characteristics. I simulated the design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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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5MHz, 10MHz, 100MHz GBW일 때 개방 루프 응답

그림 49. 체비셰프 필터는 WEBENCH Filter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설계되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GBW는 필요이상 엄격
할 수 있다.



이상적인 필터 특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림 48의 설계

는 3가지 GBW인 5MHz, 10MHz, 100MHz를 사용해

서 시뮬레이트했다. 100MHz 미만의 GBW라는 만족스

런 결과를 얻었다. 최종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선

택한 연산 증폭기의 매크로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TINA-TI 소프트웨어에서 파라미터 스텝핑 기

능을 사용해서 우세 극점과 GBW를 변화시켜 보았다. 

다른 시뮬레이터들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을 것이다. 물

론 파라미터들을 수작업적으로도 변경해 가면서 살펴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범용 연산 증폭기 모델의 GBW를 

변화시켜 봄으로써 자신의 회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5-2. 슬루율: 연산 증폭기의 속도 제한

연산 증폭기의 슬루잉(slewing) 동작은 흔히 잘못 이

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자세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자.

연산 증폭기 입력 회로는 입력들 사이의 전압이 매우 

작다. 이상적으로는 이 전압이 0이여야 할 것이다. 하지

만 입력 신호가 갑자기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피드백 루

프의 평형을 깨트림으로써 연산 증폭기 입력들 간에 차

이 오차 전압이 생긴다. 그러면 출력은 이 오차를 교정하

기 위해서 내달리게 된다. 이 오차가 클수록 내달리는 것

이 빨라진다. 그러다 마침내 차동 입력 전압이 충분히 커

져서 연산 증폭기가 슬루잉 동작을 하게 만든다.

입력 스텝이 충분히 크면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끝

까지 밟는 격이 된다. 그렇기에 더 높은 입력이라 하더

three GBWs shown in Figure 48: 5 MHz, 10 MHz 

and 100 MHz. With these results, you might 

decide that a GBW less than 100 MHz could be 

satisfactory. For final simulations, you should use 

the macromodel for the op amp you select.

I used the parameter-stepping function in 

TINA-TI software, varying the dominant pole to 

change the GBW. Other simulators have similar 

capability. Of course, you could change parameters 

manually, too. Either way, varying the GBW of a 

generic op amp model will give you some insight 

on its effect in your circuits.

5-2. Slew rate: the op amp speed limit

Slewing behavior of operational amplifiers (op 

amps) is often misunderstood. It is a meaty topic, 

so let us sort it out. 

The input circuitry of an op amp circuit generally 

has a very small voltage between the inputs - 

ideally zero, right? But a sudden change in the 

input signal temporarily drives the feedback loop 

out of balance, creating a differential error voltage 

between the op amp inputs. This causes the output 

to race off to correct the error. The larger the error, 

the faster it goes; that is, until the differential input 

voltage is large enough to drive the op amp into 

slewing.

If the input step is large enough, the accelerator 

is jammed to the floor. More input will not make 

the output move faster. (Figure 50 shows why 

in a simple op amp circuit.) With a constant 

input voltage to the closed-loop circuit, there 

is zero voltage between the op amp inputs. The 

input stage is balanced, and the current IS1 splits 

equally between the two input transistor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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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입력 신호로의 큰 변화가 출력 슬루잉 조건을 일으킨다.



라도 출력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그림 50

은 간단한 연산 증폭기 회로로 왜 그러는지 보여준다.) 

폐쇄 루프 회로로 일정한 입력 전압이 주어지면 연산 증

폭기 입력들 사이에 전압이 0이 된다. 그러면 입력 스테

이지가 평형을 이루고, 전류 IS1이 2개 입력 트랜지스터 

간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 회로로 VIN으로 스텝 변화

가 350mV 이상이면 IS1 전류의 전부가 입력 트랜지스

터 쌍 중의 한쪽으로 향한다. 이 전류가 밀러 보상 커패

시터 C1을 충전(또는 방전)한다. 출력 슬루율(SR)은 IS1

이 C1을 충전하는 속도로서, IS1/C1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한다. 슬루

잉 동작을 강화하고자 하는 연산 증폭기는 이러한 과구

동 조건을 검출하기 위한 회로를 추가하고 C1을 더 빠

르게 충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전류 소스의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슬루율은 

제한적일 수 있다. 양의 슬루율과 음의 슬루율은 완벽

하게 매칭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처럼 간단한 회로

는 거의 동일하나 다양한 연산 증폭기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입력 스테이지를 슬루잉하기 위해

서 필요한 전압은 연산 증폭기에 따라서 여기서 예로 들

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인 350mV는 약 100mV부터 1V 

혹은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출력이 슬루잉을 하는 동안에는 입력의 점진적 변화

에 응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입력 스테이지가 과구동

되고 출력의 변화 속도가 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

지만 일단 출력 전압이 최종 값에 가까워지면 연산 증폭

기 입력들에서의 오차 전압이 다시 직선적 구간으로 진

입한다. 그리고는 변화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최종 

값으로 매끄럽게 안착한다.

연산 증폭기가 슬루잉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떤 손상을 일으키거나 과속을 했다고 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인파가 전반적으로 왜곡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 기울기는 증폭기의 슬

루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호 주파수 및 출력 진폭을 제

한해야 한다. 그림 51에서는 사인파의 최대 기울기는 

VP 및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한 슬

a stepfunction change in VIN greater than 350 mV 

for this circuit, all of the IS1 current is steered to 

one side of the input transistor pair. That current 

charges (or discharges) the Miller compensation 

capacitor, C1. The output slew rate (SR) is the rate 

at which IS1 charges C1, equal to IS1/C1.

There are variations, of course. Op amps with 

slew enhancement add circuitry to detect this 

overdriven condition and enlist additional current 

sources to charge C1 faster - but they still have a 

limited slew rate. The positive and negative slew 

rates may not perfectly match. They are close to 

equal in this simple circuit, but this can vary with 

different op amps. The voltage needed to slew an 

input stage (350 mV for this design) varies from 

approximately 100mV to 1 V or more, depending 

on the op amp.

While the output is slewing, it cannot respond to 

incremental changes in the input. The input stage is 

overdriven and the output rate-of-change maxes 

out. But once the output voltage nears its final 

value, the error voltage across the op amp inputs 

reenters the linear range. Then the rate of change 

gradually reduces to make a smooth landing at the 

final value.

There is nothing inherently wrong with slewing 

an op amp - no damage or fines for speeding. But 

to avoid gross distortion of sine waves, you should 

limit the signal frequency and/or output amplitude 

so that the maximum slope does not exceed the 

amplifier’s slew rate. Figure 51 shows that the 

maximum slope of a sine wave is proportional to 

VP and frequency. With 20 percent less than the 

required slew rate, the output is distorted into a 

nearly triangle shape.

Large-signal square waves with very fast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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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율보다 20퍼센트 낮으면 출력이 거의 삼각형 형태로 

왜곡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주 빠른 에지 속도로 대신호 사각파는 증폭기 슬

루율에 따라서 상승 에지 및 하강 에지가 기울어질 것이

다. 증폭기가 소신호 구간으로 접어들면 상승 에지 또

는 하강 에지의 끝부분은 그림 50에서처럼 라운드이다.

비반전 회로에서는 이 연산 증폭기가 슬루잉하게 만

들기 위해서 이득에 상관 없이 최소 350mV 스텝이 필

요하다. 그림 52에서는 1V 입력 스텝에 대해서 1, 2, 4

의 이득으로 슬루잉 동작을 보여준다. 슬루율은 모든 

이득으로 동일하다. G = 1일 때는 출력 파형이 마지막 

350mV에 가서 소신호 동작으로 접어든다. G = 2 및 G 

= 4에서는 소신호 부분이 이득에 비례하게 커진다. 반전 

입력으로 피드백된 신호가 피드백 네트워크에 의해서 

감쇠되기 때문이다. 50 이상의 이득으로 연결하면 이 증

폭기는 350mV 스텝이 출력을 과구동할 것이기 때문에 

tilt on the rising and falling edges according to the 

slew rate of the amplifier. The final portion of 

a rising or falling edge will have rounding as the 

amplifier reaches its small-signal range, as shown 

in Figure 50.

In a noninverting circuit, a minimum 350-mV 

step is required to make this op amp slew, regardless 

of gain. Figure 51 shows the slewing behavior for 

a 1-V input step with gains of 1, 2 and 4. The slew 

rate is the same for each gain (Figure 52). In G = 

1, the output waveform transitions to small-signal 

behavior in the final 350 mV. In G = 2 and G = 4, 

the small-signal portion is proportionally larger 

because the error signal fed back to the inverting 

input is attenuated by the feedback network. If 

connected in a gain greater than 50, this amplifier 

would be unlikely to slew because a 350-mV step 

would overdrive the output.

Slew rate is usually specified in voltage per 

microseconds, perhaps because early general-

purpose op amps had slew rates in the range of 1 

V/ s. Very high-speed amplifiers are in the 1,000-

V/ s range, but you would rarely see it written as 

1 kV/ s or 1 V/ns. Likewise, a nanopower op amp 

might be specified as 0.02 V/ s but seldom as 20 V/

ms or 20 mV/ s. There’s just no good reason why 

for some things; it is just the way we do it.

5-3. Settling time: a look at the character 

of the settling waveform

Settling time is the time required for an 

operational amplifier (op amp) to respond to an 

input-voltage step and then enter and stay within 

a specified error range of the final value. It is 

important in applications that drive an analog-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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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어떠한 폐쇄 루프 이득으로 슬루율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득이 높을수록 
슬루잉 동작은 좀더 점차적으로 나타나서 출력 전압이 더 높다.

그림 51. 정확하게 재현된 사인파(위)와 슬루잉 동작을 시작할 때의 사
인파(아래)



슬루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슬루율은 통상적으로 마이크로초당 전압으로 표기

된다. 이것은 아마도 초기의 범용 연산 증폭기가 슬루

율이 1V/ s 대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주 속도가 높은 고

속 증폭기는 1,000V/ s 대도 있는데, 그렇다고 1kV/ s

나 1V/ns로 표기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 관행적인 이

유로 나노전력 연산 증폭기는 0.02V/ s를 20V/ms나 

20mV/ s로 표기하지 않는다. 

5-3. 안정화 시간: 안정화 파형 특성 고찰

안정화 시간(settling time)은 연산 증폭기가 입력 전

압 스텝에 대한 응답으로 최종 값의 지정된 범위 이내가 

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 동작은 ADC를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 ADC는 

빠르게 변화하는 입력을 디지털화해야 한다. 그러면 

용어 자체 정의보다 발전한 안정화 파형의 특성을 살펴

보자.

20절에서 그림 53은 연산 증폭기가 어떻게 슬루 경

사에 있어서 소신호 안정화 구간으로 접어드는지 보여

준다. 이득이 높을수록 최종 값으로 좀더 서서히 안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득이 높을수록 폐쇄 루프 대역폭이 감소하기 때문

이다. 이 예에서의 연산 증폭기는 G = 1로 거의 90도 위

상 마진이 되도록 설정되었다. 단위 이득으로는 오버슈

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거

의 완벽한 일차 응답은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될 수는 있

으나, 현실적으로는 G = 1로 이와 같은 관대한 위상 마

진을 갖는 연산 증폭기는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림 54의 응답은 좀더 현실적이다. 비교를 위해서 

이상적 연산 증폭기 응답도 같이 표시하고 있는 이 파형

은 동일한 연산 증폭기로 G = 1로 약 35도 위상 마진일 

때이다. G = 1일 때 소신호 오버슈트가 약 32퍼센트이

다. 1V 스텝으로 그렇게 심한 오버슈트처럼 보이지 않

는다. 소신호 부분만 이러한 오버슈트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더 높은 입력 스텝이면 오버슈트의 크기는 

digital converter (ADC), digitizing rapidly changing 

inputs. But let us look beyond the definition and 

focus on the character of settling waveforms.

In section 20, I showed how an op amp 

transitions from a slewing ramp to a small-signal 

settling portion of the waveform; see Figure 53.

As the gain increases, you can see the slower 

closure to final value. This is due to reduced closed-

loop bandwidth in higher gain. This example op 

amp is tuned to have virtually 90 degrees phase 

margin in G = 1. Notice that there is no overshoot, 

even in unity gain. Its virtually perfect first-order 

response serves as a benchmark for comparison, 

but you are unlikely to find an op amp with such 

generous phase margin in G = 1.

The response in Figure 54 is more realistic (maybe 

a bit pessimistic). These waveforms are produced 

by the same op amp but with an approximately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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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폐쇄 루프 이득이 높아질수록 대역폭이 감소하고 응답이 느려진다.

그림 54. 동일한 연산 증폭기로 G = 1로 위상 마진이 약 35°일 때 파형



동일한데 비례적으로 더 작게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작은 입력 전압 스텝에 대해서 오버슈트와 안정성

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림 55는 G = 1의 소신호 응답을 확대해서 보여준

다. 그림을 보면 일정한 최종 값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서 위로 향하고 아래로 향한 2개 사이클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불구불한 선은 이 

그래프의 분해능보다 더 작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높은 정확도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

는 2개의 추가적인 사이클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안정화된 동작을 살펴볼 때는, 최종적인 

오버슈트/언더슈트의 시간이 압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정화의 모든 사이클은 시간이 동일하

다. 과도한 링잉이 발생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점에 알맞게 잘 작

동하는 연산 증폭기를 선택해야 한다.

16비트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안정화하기 위해서 걸

리는 시간은 또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다. 복잡한 위상 

보정 기법과 열 효과로 인한 동작 때문에 안정화 시간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증폭기는 ADC 입력 스위칭으로

부터의 글리치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모

든 요인들을 최적화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

도 주된 요인들을 보여주는 슬루율과 이차 시스템 응답

을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N

degrees phase margin at G = 1. (The ideal op amp 

responses are also shown for comparison.) Its small 

signal overshoot is approximately 32 percent in G 

= 1. It appears to be less overshoot with the 1-V 

step shown because only the small signal portion 

of the response produces this overshoot behavior. 

A larger input step would have the same magnitude 

overshoot but look proportionally even smaller. 

That is why you should always check overshoot and 

stability with small input-voltage steps.

Figure 55 shows an expanded view of the G 

= 1 small-signal response. Note that the settling 

of the final humps to a final steady value appear 

to require two complete up/down cycles. The 

wiggles continue, smaller and smaller - beyond the 

resolution of this graph. An additional cycle or two 

might be required to settle to high accuracy.

When you visualize this final settling behavior, 

you may imagine a compressed time scale in the 

final over/undershoots, as if the natural frequency 

of this ringing is shifting upward with each hump. 

But every cycle of settling requires the same time. 

Excessive ringing can be costly - a good reason to 

select a reasonably well-behaved op amp.

The true settling time to high accuracy (16 bits 

or greater) often includes other factors. Behaviors 

produced by fancier phase-compensation 

techniques and thermal effects can add to the 

settling time. The amplifier can also be perturbed 

by glitches from the input switching of an ADC. 

Optimizing all this can be tricky business. Still, it is 

important to visualize the primary effects at work 

- slew rate combined with a second-order system 

response.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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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G = 1일 때의 소신호 구간을 확대한 것으로서, 링잉 피리어
드가 일정하다.



6-1 저항 잡음: 몇 가지 기초와 재미있는 퀴즈

증폭기 회로의 잡음 성능은 저항의 존슨 잡음

(Johnson noise)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때의 저항이란 소스 저항과 피드백 저항을 말한다. 저

항이 잡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왜 그러는지 자세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글에

서는 앞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증폭기 잡음과 관련한 준

비 작업으로서 몇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본다.

그림 56은 저항의 테브난(Thevenin) 잡음 모델은 

무잡음 저항에 직렬로 잡음 전압이 연결된 것으로 모델

링 할 수 있다.

잡음 전압은 저항, 대역폭, 온도(켈빈)의 제곱근에 

비례하다. TI는 잡음을 대개 1Hz 대역폭으로 스펙트럼 

밀도로 표기한다. 저항의 잡음은 이론적으로 ‘백색’ 잡

음이다. 다시 말해서 주파수에 걸쳐서 균일하게 분포되

어 있다. 즉, 동일한 대역폭 조각으로 동일한 잡음 전압

이다.

매 1Hz 대역으로 잡음을 RSS(제곱 합의 제곱근) 방

식으로 더할 수 있다. 스펙트럼 밀도는 흔히 v/√Hz로 

표기한다. 이 수치는 1Hz 대역폭의 잡음과 동일하다. 

백색 잡음의 경우에는, 대역폭의 제곱근으로 곱하면 각 

1Hz 대역폭의 기여분의 합을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그림 57과 같이 총 잡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역폭을 

연산 증폭기 설계 

연산 증폭기 잡음(Noise)

연재되고 있는 각각의 주제는 ‘The Signal’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로서, TI의 E2E™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블로그는 내용길이는 짧지만 핵심을 짚고 있으며, 실제적이고 직관적이며, 그 자리에서 쉽게 이해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연재에 실린 글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정밀 증폭기에 관해서나 질문이 있으면

TI E2E Community의 Precision Amplifiers Forum 참조)

글/브루스 트럼프 (Bruce Trum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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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저항의 테브난 잡음 모델은 무잡음 저항에 직렬로 잡음 전압
이 연결된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그림 57. 백색 잡음은 각 1Hz 대역폭의 기여분을 더해서 구할 수 있다.



한정해야 한다. 컷오프 주파수를 모르고는 얼마나 많은 

잡음을 적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스펙트럼 플롯은 보드 플롯으로서 로그 주파수 축이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드 플롯의 왼쪽 

편보다 오른쪽 편에 훨씬 더 넓은 대역폭을 갖는다. 그

러므로 총 잡음에 있어서는 보드 플롯의 오른쪽 편이 왼

쪽 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저항 잡음은 또한 가우스 잡음으로서 진폭 분포와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가우스 잡음인 이유는, 무

수히 작은 임의적 이벤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이다. 중심 극한 정리(central limit theorem)는 이 잡

음이 어떻게 가우스 잡음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림 

58과 같이 교류(AC) 잡음의 RMS(제곱 평균 제곱근) 전

압은 진폭 분포의 ±1 와 동일하다. 1V RMS 잡음이면 

순간 전압이 ±1V 범위 이내가 될 확률이 68%(±1 )이

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백색 잡음과 가우스 분포

를 상관적이거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둘

은 상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필터링된 저항 잡음

은 백색 잡음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우스 잡음이다. 바

이너리 잡음은 확실히 가우스 잡음은 아니나 백색 잡음

은 될 수 있다. 저항 잡음은 백색 잡음이면서 가우스 잡

음일 수 있다.

엄격히 따지면, 가우스 잡음은 정해진 피크-대-피

크 값이 없고 무한정하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가우

스 분포의 끝은 무한대에 달한다. 그러므로 어느 전압

이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전압 스파이크가 RMS 

값의 ±3배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은 극히 작다. 대부분

은 피크-대-피크 값으로 RMS의 대략 6배를 사용한다. 

RMS의 8배를 사용하면 값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서 상

당한 추가적인 여유를 둘 수 있다.

그런데 몇 가지 재미있는 점들은 직렬로 2개 저항의 

잡음 전압을 더하면 이들 저항 값의 합에 해당되는 잡음

과 동일하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물리적 

저항을 2등분하고 직렬이나 병렬로 조합하는 것을 생각

해 보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높은 값의 저항은 무제한적 자

체 발생 잡음 전압으로 인한 아크나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는다. 부유 병렬 커패시턴스가 대역폭과 총 전압을 

제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절연체에서의 높은 전압 잡

음은 주변 도체의 병렬 커패시턴스 및 저항에 의해서 션

트된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자면 부유 병렬 커패시턴스가 

0.5pF인 저항의 총 개방 회로 잡음 전압은 얼마일까? 

(정답은 블로그 저항 잡음_솔루션 참조)

6-2. 연산 증폭기 잡음: 비반전 증폭기

6-1에서 저항 잡음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증폭기 잡음에 대해서 살펴본다. 저잡음 애

플리케이션에는 비반전 연산 증폭기 구성이 가장 일반

적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 증폭기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림 59와 같이 입력 소스를 전압 잡음 소스와 직렬 

저항인 것으로 모델링하면 그림 60의 직선에서 볼 수 

있듯이 소스 저항 RS는 저항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잡음

을 갖는다. 저잡음 증폭기의 목표는 소스 저항으로 인

연산 증폭기 설계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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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3배 범위를 벗어나는 가우스 잡음 스파이크는 거의 드물다.

그림 59. 증폭기 잡음을, 한쪽 입력과 직렬인 전압 잡음과 양쪽 입력으
로 연결된 전류 잡음 소스로 모델링하고 있다.



해서 발생되는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증폭기 잡음은, 그림 59의 한쪽 입력과 직렬인 전

압 잡음과 양쪽 입력으로 연결된 전류 잡음 소스로서 모

델링할 수 있다. 전압 잡음은 오프셋 전압이 시간적으

로 변화하는 성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전류 잡음은 각기 입력에서 입력 바이어스 전류의 시

간적으로 변화하는 성분이다. 이 회로에서 반전 입력에

서의 전류 잡음은 미미하므로 무시한다. 

그림 60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BJT) 입력 

OPA209와 정션 FET(JFET) 입력 OPA140의 2개 연산 

증폭기를 사용한 회로로 총 입력 참조 잡음을 보여준

다. 기준이 되는 것은 25℃일 때 소스 저항 잡음이다. 각

기 연산 증폭기로 3개 잡음 소스를 RSS(제곱 합의 제곱

근) 방식으로 더해서 합계를 구한다. 연산 증폭기 제품

에 따라서 데이터 시트에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저항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게 소스 저항이 낮을수록 

존슨 잡음이 감소하다가 특정 지점에 이르면 증폭기의 

전압 잡음이 우세해진다. 그러다가 총 잡음이 증폭기의 

전압 잡음과 같은 값으로 평탄해진다. 소스 저항이 높

으면 소스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잡음이 선형적으

로 증가된 잡음을 발생시키고 소스 저항 잡음보다 더 급

격하게 상승해서 결국에는 이 잡음을 초과한다. 그러므

로 소스 저항이 높으면 전류 잡음이 우세해진다.

저잡음 증폭기를 설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2kΩ 

혹은 그보다 낮은 낮은 소스 저항과 관련된다. 이 구간

으로 낮은 소스 저항 전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압 잡

음이 극히 낮은 증폭기를 필요로 한다. 이 구간으로는 

통상적으로 BJT 입력 증폭기가 우수하다. 그림 60에서 

OPA209의 총 잡음은 ‘스윗 스팟’ 지점에서 소스 저항에 

가장 가까워진다. 이 소스 저항 지점에서 잡음 성능이 

가장 우수한데, 이 지점은 RS = VN/IN일 때이다.

FET 입력 증폭기는 20kΩ 이상의 소스 저항일 때 적

은 잡음만을 발생시킨다. FET 연산 증폭기의 전류 잡음

은 수 기가옴 대 소스 저항에 이를 때까지는 그렇게 중

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참고적으로, 10kΩ 미만의 

소스 저항일 때는 저잡음 BJT 증폭기가 대체로 잡음이 

더 낮다. 대략 10kΩ 이상에서는 FET 또는 CMOS 연산 

증폭기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피드백 네트워크를 이루는 R1과 R2 역시 잡음을 발

생시키는데, 이 잡음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다. R1과 

R2의 병렬 조합이 R2의 1/10이라면 총 잡음으로 10% 

미만(<1dB)의 잡음을 추가할 것이다. 폐쇄 루프 이득을 

설정하는 저항 비에 상관 없이 그렇다. 그림 60에서 피

드백 소자들의 잡음은 0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가장 

흔한 경우들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

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트 케이 (Art Kay)가 

쓴 ‘연산 증폭기 잡음: 잡음을 분석하고 감소시키기 위

한 기법 및 도움말’을 참조하길 바란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자면 OPA140은 10kΩ 이

상까지로 저항 범위가 매우 넓으며 이 정도 저항으로 잡

음 성능이 뛰어나다. 그렇다면 낮은 소스 저항으로 이 

구간의 이점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6-3. 연산 증폭기 잡음: 피드백 저항은 어떤가?

6-2에서는 비반전 증폭기 잡음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하지만 피드백 네트워크가 얼마만큼의 잡음을 발생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일부러 다루지 않았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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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OPA209의 경우, 소스 저항이 낮으면 전압 잡음이 우세하고 
소스 저항이 높으면 전류 잡음이 우세하다.



그림 61에서 R1과 R2는 얼마만큼의 잡음을 발생시킬 

것인가?

반전 입력에서의 잡음은 피드백 저항의 열 잡음과 

R1 및 R2로 인한 연산 증폭기 전류 잡음으로 이루어진

다. 기본적인 연산 증폭기 법칙을 활용해서 이들 잡음 

소스가 출력으로 발생시키는 잡음 기여분을 계산할 수 

있다:

R1의 열 잡음 전압은 출력에서 회로의 반전 이득 

다시 말해서 -R2/R1로 증폭된다. 

R2의 열 잡음은 곧바로 출력 잡음이 된다.

반전 입력 전류 잡음은 R2를 통과하면서 IN × R2의 

출력 잡음을 발생시킨다.

이들 잡음 소스는 비상관적이므로 RSS(제곱 합의 제

곱근) 방식으로 더해서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

법이 있다. 이들 잡음 소스들이 모두 비반전 입력에서 

발생되는 것처럼 참조하면 편리하다. 그러려면 출력 

잡음 기여분을 비반전 이득으로 나눈다. 이 입력 참조

(referred-to-input) 기법은 편리하게 잡음 소스를 입

력 신호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반전 입력에서 발생되는 잡음은 R1 및 R2의 병렬 조

합과 관련된다. 비반전 입력으로 참조하면 R1과 R2를 

합친 RTI 열 잡음이 R1//R2의 열 잡음과 같다. 반전 입

력에서 전류 잡음 RTI 기여분은 IN × (R1//R2)이다. 모

두가 R1//R2와 관련된다.

R1 및 R2로 인한 잡음과 반전 전류 잡음은 다음과 같

다(공식 2):

입력으로 참조하기 위해서 비반전 이득으로 나눈다

(공식 3):

저잡음 설계에 이 공식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R1//R2 < RS가 되도록 하면 반전 입력에서의 잡음 기여

분은 미미해진다. R1//R2 = RS이면 피드백 네트워크가 

소스 저항과 동일한 잡음을 기여한다. 어떤 설계에서는 

무리일수 있다. 

높은 이득인 경우에는, 손쉽게 병렬 저항을 낮게 할 

수 있다. R1은 RS 보다 훨씬 낮게 하고 R2는 크게 할 수 

있다. 중간 정도 이득일 때는 훨씬 어려워진다. G = 2이

고 R1과 R2가 동일할 때가 가장 나쁘다. 예를 들어서 병

렬 저항을 100Ω이 되게 하려면 R1과 R2가 200Ω이 되

어야 한다.

그러면 피드백 네트워크가 연산 증폭기로 400Ω 부

하가 된다. 이것은 대부분 경우에 너무 낮다. G = 1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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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반전 입력에서의 잡음은 피드백 저항의 열 잡음과 R1 및 R2
로 인한 연산 증폭기 전류 잡음으로 이루어진다.



까워지고 R1이 크고 R2가 작으면 다시 쉬워진다. 하지

만 이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대체로 첫 번째 저잡

음 스테이지로 상당한 이득을 원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려하는 것처럼 R2를 높은 저항이 되도록 하

더라도 근본적으로 잡음 측면에서 불리할 것은 없다. 

일정한 병렬 저항을 유지하면서 R2를 높이고 R1을 낮

추어서 더 높은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잡음 성능은 

그대로이다.

이 엑셀 파일을 사용하면 연산 증폭기 및 소스 저항 

잡음을 비롯해서 증폭기 스테이지의 잡음을 계산할 수 

있다. 각기 잡음 소스의 비중과 소스 저항 대비 총 잡음

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잡음 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증폭기가 소스 열 잡음으로 추가

하는 잡음(데시벨)이다. 그러므로 값을 이리저리 바꿔가

면서 증폭기 잡음 성능을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다.

6-4. 1/f 잡음 혹은 플리커 잡음

증폭기의 1/f 저주파 잡음은 의외로 이해하는 사람

이 많지 않다. 이 잡음은 촛불이 깜빡이는 것과 같다고 

해서 ‘플리커 잡음(flicker noise)’이라고도 한다. 그림 

62의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느린 스윕으로 살펴보면 베

이스라인이 들쭉날쭉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더 높

은 저주파수 성분 위에 고주파 잡음이 올라타 있기 때문

이다. 핑크 잡음(pink noise) 역시 또 다른 비유적 용어

로서, 더 강한 저주파 성분이 있음을 나타낸다. 플리커 

잡음은 물리적 계통이나 생명 과학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기상/기후 패턴도 1/f 성분

을 갖는다. 

이 플리커 잡음의 스펙트럼은 공칭 기울기가 

-10dB/디케이드로서 단일 저항-커패시터(RC) 극점

의 절반이다. 유의할 점은, 1/f 비율로 감소하는 것이 

전압(또는 전력)의 제곱이라는 것이다. 잡음 전압은 1/

sqrt(f)의 비율로 떨어진다. 실제 기울기는 다소간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동작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플리커 잡음을 측정한 스펙트럼은 대체로 들쭉날쭉

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긴 시간에 걸쳐서 애버리징을 

해야 한다. 0.1Hz 잡음 성분의 시간 간격(period)은 10

초이다. 그러므로 0.1Hz까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10초 간격에 걸쳐서 애버리징을 해야 한다. 이 시

간이 5분 혹은 그 이상까지도 될 수 있다. 0.01Hz 데이

터라면 아마 점심 시간을 훌쩍 넘겨야 할 수도 있다. 측

정을 반복할 때마다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말장

난 같지만, 잡음은 ‘잡음이 심하고’ 1/f 잡음은 어느 잡

음보다도 잡음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

대역폭(f1부터 f2까지)에 걸쳐서 총 잡음 VB를 계산하

려면 1/f 함수를 적분한다. 이것은 주파수 비율 f2/f1의 

자연 로그가 된다.

이 공식에서 va는 fa 주파수일 때 플리커 스팟 잡음 밀

도이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각 주파수 디케이드나 또 다른 방식의 일정한 주파

수 비율은 총 잡음에 동등하게 기여한다. 어떤 디

케이드의 그 다음 디케이드는 잡음 밀도는 더 낮으

나 대역폭이 더 넓다.

스펙트럼 플롯을 보면, 1/f 잡음이 한정 없이 자라

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하

지만 아주 느리게 그렇게 한다. 0.1Hz에서 10Hz가 

되면 잡음이 두 배가 되나, 낮은 쪽 대역폭은 1년기

간인 3.17e-8Hz까지 이를 수 있다. 여기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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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백색 잡음(위)과 1/f 잡음(아래) 비교



6%를 더하면 10년이 된다.

1/f 잡음을 필터링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

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0.1Hz부터 1kHz까지(4 디

케이드) 플리커 잡음을 10Hz(2 디케이드)로 필터

링하면 잡음을 겨우 3dB 감소시킨다. 낮은 잡음을 

위해서는 저항 값을 낮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저주파 컷오프를 위해서 커패시터 값이 커진다.

증폭기 잡음은 1/f 잡음과 평탄한 백색 잡음의 조합

이다. 그림 63에서의 백색 잡음이 저주파수로까지 계속

되기는 하나 저주파수에서는 1/f 잡음이 우세하다. 1/f 

잡음이 고주파수로까지 계속되기는 하나 고주파수에서

는 백색 잡음이 우세하다. 이 둘이 코너 주파수 지점에

서 합쳐져서 3dB 상승을 일으킨다. 

대역폭에 걸쳐서 1/f 및 백색 잡음을 따로따로 적분

하고 그런 다음 RSS(제곱 합의 제곱근)로 더함으로써 f1

부터 f2까지 대역폭에 걸쳐서 증폭기 잡음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플리커 잡음 밀도가 N배 증가하면 코너 주파수는 

N2으로 높아진다.

코너 주파수 하위 디케이드에서 코너 주파수 상위 

디케이드까지의 총 잡음은, 1/f 잡음이 더 높은 것

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백색 잡음(68%)

이 우세하다. 

이 엑셀 파일을 사용하면 1/f 잡음 및 평탄한 구역의 

잡음을 계산하고 그림 63에서와 같은 그래프 및 데이터

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계산 툴을 사용해서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BJT) 입력 스테이지를 

사용하는 증폭기(OPA211)가 대체

로 1/f 잡음이 더 낮은데, 새로운 세

대의 아날로그 IC 프로세스가 발

전함으로써 정션 FET(JFET)과 상

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 

트랜지스터가 크게 향상되게 되었

다. 그럼으로써 OPA140(JFET) 및 

OPA376(CMOS) 연산 증폭기는 각각 10Hz 및 50Hz의 

코너 주파수를 제공한다. 쵸퍼 증폭기는 오프셋-전압 

변동을 교정함으로써 1/f 잡음을 거의 제거한다. 

6-5. 쵸퍼 연산 증폭기: 정말로 잡음이 심한가?

쵸퍼 연산 증폭기는 오프셋 전압이 매우 낮으며 저

주파수 1/f(플리커) 잡음을 크게 감소시킨다. 어떻게 그

렇게 되는 것일까?

그림 64는 쵸퍼 연산 증폭기 입력 스테이지를 보여

준다. 이 증폭기는 비교적 전형적인 트랜스컨덕턴스 스

테이지에 차동 입력 및 차동 출력 전류를 사용하고 있

다. 입력과 출력에서 스위치들을 정류하고 이들 스위치

들이 동시적으로 극성을 바꿈으로써 쵸핑을 달성한다. 

차동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극성을 바꿈으로써 출력 커

패시터 C1에서 일정한 신호 경로 극성을 발생시킨다.

트랜스컨덕턴스 스테이지의 오프셋 전압이 입력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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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이 그래프에서의 증폭기 잡음은 1/f 잡음과 평탄한 구역 잡음
을 더한 것이다.

그림 64. 쵸퍼 연산 증폭기 입력 스테이지



위칭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므로, 이 전압으로 인해서 

출력에서 발생되는 기여분은 출력 스위치에 의해서 주

기적으로 역전된다. 오프셋 전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출력 전류는 C1의 전압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고 하강

하도록 만든다. 내부 로직이 상승 및 하상 시간이 동일

하도록 만들므로 C1에서의 평균 출력 전압은 0이다. 그

러므로 오프셋이 0이다.

초기 세대의 쵸퍼는 삼각 쵸핑 잡음을 조금만 필터

링했기 때문에 잡음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매우 낮은 오프셋 전압이 필요할 때만 사용되었다. 이

것이 크고 시끄러운 모터사이클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 쵸핑 오프셋 전압이 삼

각 파형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쵸핑 

잡음이 소자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새로운 세대의 쵸퍼는 다중의 노치들을 쵸핑 주파수 

및 홀수 고조파에 맞춘 스위치드 커패시터 필터를 사용

함으로써 훨씬 더 잡음이 덜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은, 전체 사이클에 걸쳐서 C1으로 전하를 적분하고 이

것을 연산 증폭기의 다음 스테이지로 전달하기 때문이

다. 전체적인 상승-하강 사이클 동안 적분함으로써 결

과적인 값이 0이다. 그림 65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것

은 삼각파의 기본파 및 모든 고조파에 맞춰진 널(null)

을 사용한 sinc(x) 또는 sin(x)/x 필터 응답을 생성한다.

최종 구현에 있어서는, 출력 정류 네트워크의 8개 스

위치가 2개 C1 커패시터를 교대로 충전한다. 이렇게 함

으로써 한 커패시터로는 입력 신호를 적분하고 다른 커

패시터의 전하는 연산 증폭기의 다음 스테이지로 전달

한다.

1/f(플리커) 잡음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느리게 변화

하는 오프셋 전압이므로 쵸퍼를 사용함으로써 저주파

수 구간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잡음 스펙트럼 밀도를 제

거할 수 있다. 쵸핑은 기저대 신호를 입력 스테이지의 

1/f 구간을 지나서 쵸핑 주파수로 이동시킨다. 그러므

로 쵸퍼의 저주파수 신호 대역이 증폭기의 고주파수 대

역과 동일한 잡음 스펙트럼 밀도를 갖는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로 오프셋은 완벽하다는 것

이다. 물론 스위칭 전하 주입과 커패시턴스 및 기생 성

분의 불일치로 인해서 약간의 오프셋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입력 스테이지 이득을 사용해서 이후의 연산 증

폭기 스테이지들에서 발생되는 오프셋을 크게 줄일 수 

있다(블로그 글 참조). 대체로 증폭기 대역폭이 넓을수

록 더 빠른 쵸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잔류 

오프셋 오차를 증가시킨다. 잔류 오프셋은 온도와 제품 

수명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이다. 이 점이 이 디바이스

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신 쵸퍼 연산 증폭기가 등장함으

로써 표준적 연산 증폭기가 필요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

다. 하지만 최신 세대의 쵸퍼는 훨씬 더 다양한 애플리

케이션들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프셋 전압이 매

우 낮고 안정적이며, 플리커 잡음을 거의 제거하며, 표

준적 연산 증폭기 동작에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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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새로운 세대의 쵸퍼 연산 증폭기는 다중의 노치들을 쵸핑 주
파수 및 고조파에 정렬시킨 스위치드 커패시터 필터를 사용한다.



7-1. 바이패스 커패시터는 왜 필요한가?

잘 알다시피, 연산 증폭기는 IC 단자 가까이로 전원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적절한 바이패스를 하지 않으

면 발진 같은 문제가 쉽게 발생되는 것인가? 이러한 이

유를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관련지식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SRR(power supply rejection ratio)은 증폭기가 전

원 전압의 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

림 66에서는 이 능력이 저 주파수에서는 매우 우수한

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주파수에서는 PSRR이 나빠짐으로써 발진이 발생될 

수 있다.

흔히들 외부적으로 전원으로부터 유입된 잡음이 증

폭기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산 증폭기 자체

도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출력 부하 전류

는 전원 단자들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적절히 

바이패스를 하지 않으면 전원 단자에서의 임피던스가 

높을 수 있다. 그러면 교류(AC) 부하 전류가 전원 핀으

로 AC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원하지 않게 통

제되지 않은 피드백 경로를 발생시킨다. 이 전원 경로 

상의 인덕턴스가 전원 핀으로 결과적인 AC 전압을 증

대시킨다. 전력 공급 거부가 낮은 고주파에서는 의도하

지 않은 피드백은 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존재하는데 견고

한 전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부 회로 노드들이 서로 누

화를 일으킴으로써 불요 피드백 경로를 발생시킨다. 내

부 회로는 전원 단자에서 안정되고 낮은 임피던스로 동

작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증폭기는 견고하면서 임피

던스가 낮은 전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다르게 예

측할 수 없는 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깨끗한 사인파 입력이라 하더라도 불량한 바이패스

로 인한 불요 피드백은 깨끗한 사인파가 아닐 수 있다. 

그림 67에서 보는 것처럼 사인파 전류의 절반만을 나타

냄으로써 전원 단자에서의 신호 전류가 심하게 왜곡될 

연산 증폭기 설계 

그 밖의 연산증폭기 문제

연재되고 있는 각각의 주제는 ‘The Signal’이라고 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로서, TI의 E2E™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블로그는 내용길이는 짧지만 핵심을 짚고 있으며, 실제적이고 직관적이며, 그 자리에서 쉽게 이해하여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연재에 실린 글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정밀 증폭기에 관해서나 질문이 있으면

TI E2E Community의 Precision Amplifiers Forum 참조)

글/브루스 트럼프 (Bruce Trum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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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접지로 적절한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이 
높은 임피던스를 발생시킨다.



수 있다. 양의 전원과 음의 전원에서 전원 변동 제거 특

성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출력 파형을 왜곡할 것이다.

부하 전류가 높으면 문제는 더 증폭된다. 리액티브 

부하는 위상 편이 부하 전류를 발생시킴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커패시티브 부하는 피드백 경로에서

의 추가적인 위상 편이 때문에 이미 발진을 일으킬 위험

성이 높다. 이런 위험성이 높을 때는 더 높은 값의 탄탈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필요할 수 있기에 회로 레이아웃

에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바이패스가 나쁜 증폭기라고 해서 모두가 발진

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양의 피드백이 충분하지 않

거나, 아니면 위상이 알맞지 않아서 발진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성능도 장담 할 수 없다. 과도한 오버

슈트와 불량한 안정화 시간 때문에 주파수 및 펄스 응

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동작들을 TINA-TI나 여

타 SPICE에서는 잘 모델링하지 못한다. SPICE에서 전

압원은 완벽하게 견고하며 부하 전류에 의

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전

원 및 보드 레이아웃으로 부수적인 소자들

과 더불어서 실제 소스 임피던스를 모델링

하는 것은 까다롭고도 불명확할 수 있다. 

우수한 매크로 모델을 사용해서 전원 변동 

제거 크기를 모델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피드백 경로의 위상 관계가 실제와 일치할 

가능성은 낮다. 시뮬레이션은 매우 유용하

기는 하나, 이 동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바이패스 문제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주 민감한 경우나 문

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에만 특별히 주의

를 더 기울이면 된다. 충분한 이해와 지식

을 갖추고 있으면 성공적인 아날로그 디자

인을 설계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7-2. 사용되지 않는 연산 증폭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말하는 사용되지 않는 증폭기란 부품 보관 

통 안에 들어 있는 연산 증폭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연산 증폭기를 보관할 때는 정전기 방지 백에 집어넣거

나 도전성 스폰지로 감싸서 보관해야 한다. 회로 보드 

상에서 쿼드 패키지나 듀얼 패키지의 사용되지 않는 연

산 증폭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 68과 같이 연산 증폭기 회로

로 피드백을 사용해서 연산 증폭기를 연결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소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그

림처럼 단위 이득 버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

다. 그런 다음 입력을 선형 입력 및 출력 범위 내에서 전

압으로 연결한다. 왼쪽 그림같이 입력이나 출력으로 과

부하를 일으키거나 증폭기를 불확실하게 잡음이 심한 

상태로 만드는 연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로 보드 레이아웃 시에 또 한 가지 권장 사항은, 사

연산 증폭기 설계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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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양 및 음의 전원 전류 파형이 사인파 전류의 절반만을 나타내면서 크게 왜곡
되고 있다.

그림 68. 사용되지 않는 연산 증폭기 연결하기. 잘못된 연결(왼쪽)과 잘된 연결(오른
쪽).

부동 입력으로 두거나 양쪽 입력을 
동일 노드로 연결하면 출력을 전원 
레일에 이르기까지 포화시킬 수 있
으며 정지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
다. 또한 부동 입력은 커패시티브 
결합 잡음을 유입할 수 있다.

±전원을 사용할 때는 G = 1 팔로어에 
접지된 입력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안
전하다. 단일 전원을 사용할 때는 입력
을 선형 I/O 범위 내에서 노드로 연결한
다. 레퍼런스 전압이나 그 밖의 저 임피
던스 노드가 이러한 용도로 적합하다.



용되지 않는 연산 증폭기를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나중에 설계를 변경하거나 제품을 새

로 개발할 때 새로운 용도를 발견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회로 보드 상단면이나 하단면으

로 이 사용되지 않는 연산 증폭기로 연결할 수 있는 지

점을 만든다. 더 나아가서 피드백 소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둘 수도 있다.

단일, 듀얼, 쿼드 구성을 모두 제공하는 증폭기 제

품을 선택하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OPA322가 그러한 제품이다. 그러면 사용되지 않는 연

산 증폭기가 생기게 하지 않고, 동일 사양 및 동작으로 

원하는 구성의 제품 버전을 사용해서 최적화된 회로 보

드 레이아웃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되지 않는 증폭기를 끝막음하는 방법에 익

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안심이 될 말이 있는데 그것

은, 동일 패키지의 다른 사용되는 연산 증폭기들을 방

해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사용되지 

않는 증폭기로 약간의 추가적인 전류를 소모할 수는 있

으나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타버릴 가능성은 낮다. 대부

분의 최신 연산 증폭기는 독립적인 바이어스 회로를 사

용하므로 동일 칩 상의 다른 채널의 과부하로 인해서 방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회로가 잘 작동한

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음 설계 때는 원칙

을 충실히 따라서 설계하면 된다.

7-3. 입력을 EOS 손상으로부터 보호

연산 증폭기를 설계하는 개발자들은 연산 증폭기를 

세상으로 내보낼 때 민감한 증폭기 입력 단자로 어떤 것

이 연결될지, 어떻게 취급될지 항상 염려스러워한다. 

연산 증폭기를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AC 메인으로 연결

할 때 주의 깊게 잘 할까? 어떤 장비이든 되도록 견고하

게 설계할 수 있게 하고 아주 험악하게 취급하는 것까지

도 고려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전기

적 과도 스트레스(EOS)를 보호하는 것을 설명한다.

OPA320은 많은 연산 증폭기 중에서 지극히 전형적

인 연산 증폭기 제품이다. 그림 69와 같이 절대 최대 정

격은 최대 전원 전압과 최대 입력 단자 전압 및 전류를 

말한다. 참고적인 설명을 보면, 입력 전류를 제한하면 

입력 전압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부 클램프 다이오드는 ±10mA까지 안전하다. 그렇지만 

고전압 과부하에 대해서 전류를 제한하려면 높은 직렬 

입력 저항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잡음을 증가시키

거나, 대역폭을 감소시키거나, 그 밖의 오류들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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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

입력 전압이 레일들을 0.6V이든 뭐든 초과하면 클램

프 다이오드가 전도하기 시작한다. 많은 제품이 정격적

으로 높은 전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

면 순방향 전압이 현저히 높아짐으로써 손상 가능성을 

높인다.

외부 다이오드를 추가함으로써 높은 결함 전류를 견

딜 수 있는 능력과 보호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1N4148 같은 일반적인 신호 다이오드는 순방

향 전압이 내부 클램프 다이오드보다 훨씬 낮다.

벤치 테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1N4148 다이오드 제

품이 순방향 전압이 TI 증폭기의 내부 클램프 다이오드

보다 적어도 100mV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부 클

램프 다이오드와 병렬로 연결하면 대부분 결함 전류가 

외부 다이오드로 흐를 것이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이 그보다 더 낮으며 

향상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단점은 누설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 누설 전류 사양이 대체로 마이크로

암페어 혹은 그 이상이며, 이것은 실온일 때를 말한다. 

그리고 누설은 온도에 따라서 증가한다.

명심할 것은, 견고한 전원 전압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클램프 다이오드는 내부적

인 것이든 외부적인 것이든, 스트레스를 

제한하기 위해서 비교적 꾸준한 전원 전압

에 의존한다. 만약에 그림 70 같이 비정상

적인 결함 펄스가 전원 레일로 갑자기 전

류를 쏟아내고 전원을 상승시킨다면(V-

는 감소) 전원 전압 단자로 과도한 스트레

스를 가할 것이다. 통상적인 양의 선형 레

귤레이터는 전류를 싱크하지 못하므로 꾸준한 전압

을 유지하는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좀더 큰 전원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큰 결함 전류 펄스

를 흡수할 수 있다. 지속적인 결함 전류가 발생될 때

는 전원으로 제너 클램프가 필요할 수 있다. 제너 클

램프를 최대 전원 전압 바로 위로 사용하면 결함 때

만 이 클램프가 전도할 것이다. ±전원을 사용할 때

는 음의 전원 측으로도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고 해도 정격 최대 값을 넘는 

전압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절대 

최대 정격은 대체로 매우 안전하며 이 정도 전압 또는 

전류로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격 이상으로 상당한 마진을 두고 있으므로 아

주 장담은 못하지만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

다. 이러한 정격보다 몇 볼트 더 높게 제한하는 것은 훨

씬 더 수월하며 이렇게 해도 여전히 높은 생존율을 달성

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궁극적인 목표는, 비용을 크게 

늘리거나 성능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병통치와 같은 솔루션을 제안하거나 어떤 애플리

케이션에는 어떤 보호 기법이 알맞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 애플리케이션마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증폭기

의 감도가 다르고, 필요로 하는 보호 수준이 각각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필요하다면 버리는 셈 치고 

몇 개 증폭기들을 희생해가면서 극단적인 조건의 테스

트를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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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입력 과전압으로 인해서 과도한 전원 전압이 발생되면 입력 보호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도한다.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제한하고 있다.

그림 69. 연산 증폭기의 절대 최대 정격 예 - 전원 전압 및 입력 단자 전압 
및 전류. 내부 입력 클램프 다이오드(오른쪽).



7-4. 차동 입력 클램프 다이오드가 

연산 증폭기 회로로 영향을 미칠까?

이전의 글에서 연산 증폭기를 비교기로 사용하는 것

을 설명한 적이 있다. 내부 차동 입력 클램프 다이오드

가 이러한 연산 증폭기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았

고 그 때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런 클램프 다이오드가 연

산 증폭기 회로로 영향을 미칠까?” 잘 알다시피 연산 증

폭기는 두 입력 단자 사이의 전압이 거의 제로 볼트여야 

한다. 그러면 이들 다이오드는 평상 시의 연산 증폭기 

회로로는 절대 순방향 바이어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림 71과 같이 일부 연산 증폭기에 사

용되는 차동 클램프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본다.

연산 증폭기 회로로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G = 1 버

퍼 증폭기 같은 기본적인 비반전 증폭기 구성으로 잘 살

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양의 입력 스텝이라고 하자. 

출력은 갑작스러운 입력 전압 변동을 즉시 쫓아가지는 

못한다. 입력 스텝이 0.7V보다 크면 D1이 전도를 함으

로써 비반전 입력을 귀찮게 할 것이다. 이 동안에 연산 

증폭기가 새로운 출력 전압으로 슬루잉할 것이고, 그러

면 그림 72와 같이 연산 증폭기 입력 단자 전류가 훨씬 

더 높은 값으로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출력이 입력을 ‘따라 잡으면’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은 연산 증폭기 슬루율보다 훨씬 

낮게 근본적으로 느린 또는 대역 제한적인 신호들을 처

리한다. 그러므로 이런 동작이 발생될 일이 없을 것이

다. 입력 전압이 빠르게 변화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 하

더라도 대부분은 입력 단자에서의 전류 과도 현상이 회

로 동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

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입력 전류 펄스가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가 다중화 데이터 포착 시스

템이다. 그림 73은 편의상 이러한 시스템의 2개 입력 

채널만 표시하고 있다.

이 예의 경우에는 다중화기가 채널 1에서 채널 2로 

전환할 때 U1의 출력이 -5V에서 +5V로 재빨리 변화되

어야 한다. 그러면 D1이 순방향 바이어스를 하고, 결과

적인 입력 전류 과도 현상이 다중화기 스위치를 통해서 

전달됨으로써 C2의 전압을 방전한다. 채널 스위칭 시에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흔히 R/C 입력 필터를 

사용한다. 전류 펄스가 부분적으로 C2를 방전한다. 그

러면 C2가 적절한 입력 전압으로 다시 충전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리기에 가능한 다중화 비율을 늦

추거나 정확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U1이 차동 클램프 없이 연

산 증폭기를 사용하는 것이

다. OPA140 같은 FET 입력 

증폭기는 입력 바이어스 전

류가 낮고(MUX의 직렬 저

항으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 차동 입력 클램프를 사용

하지 않는다. 이런 타입의 증

폭기는 다중화 입력에 잘 맞

는다. OPA827은 FET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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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내부 입력 차동 클램프 다이오드는 높은 입력 전압 스텝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입력 전류 펄스
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71. 많은 바이폴라, JFET, 일부 CMOS 타입 연산 증폭기는 내부
적 차동 클램프 다이오드를 사용한다.



매우 낮은 잡음, 높은 속도, 빠른 안정화를 특징으로 함

으로써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에 매우 뛰어나

다. 하지만 차동 입력 클램프를 사용하므로, OPA827은 

다중화기 후위에 오는 연산 증폭기 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전의 글에서 차동 클램프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산 증폭기 타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계

속해서 7-5 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차동 입력 클램프를 포함하는 연산 

증폭기는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점들을 알고 있음으로써 자신

의 회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좀더 현명

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5. 연산 증폭기를 비교기로 사용해도 괜찮은가?

많은 엔지니어들이 가끔 연산 증폭기를 비교기로 사

용한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단순한 비교기가 필요한

데 4개짜리 연산 증폭기 패키지로 한 연산 증폭기가 예

비로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안정적인 연산 증폭기 동

작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위상 보정 때문에 비교기로 사

용하기에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속도 요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라면 연산 증폭기로도 충분할 수 

있다. 연산 증폭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 이따금씩 질문을 받는다. 이 용도로 어떤 연산 증폭

기는 잘 작동하는데 어떤 것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연산 증폭기들이 입력 단자 사이에 전압 클램

프를 사용하며, 이 기능을 대개 백-투-백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구현한다. 어떤 때는 직렬로 2개 이상의 다이

오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입

력 트랜지스터로 베이스-이미터 접합부 역 항복이 발

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많은 IC 프로세스들이 대

략 6V 차동 입력일 때 항복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심하게 변화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그림 74의 NPN(negative-positive-negative) 입력 스

테이지는 D1 및 D2를 사용해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의 대부분 연산 증폭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입

력들 사이의 전압이 제로 볼트일 것이므로 이들 다이오

드가 켜질 일이 없다. 하지만 비교기로 사용할 때는 이 

보호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동 전압 범위가 제한

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0.7V 등으로 한 입력이 다른 

입력을 세게 끌어당김으로써 이의 전압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비교기로 사용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주의

를 필요로 한다. 어떤 회로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TI든 다른 연산 증폭기 회사든, 이러

한 클램프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비교기로 사용할 때는 주의하세요!”라고 한마디 

하고는 끝일수도 있다. 데이터 시트를 작성하는 이들은 

연산 증폭기를 연산 증폭기로 사용하겠거니 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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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이 다중화 데이터 포착 시스템은 채널들 간을 스위칭할 때 발
생되는 입력 스텝으로 인해서 D1이나 D2가 순방향 바이어스를 할 때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림 74. 이 연산 증폭기 입력 스테이지는 내부적 차동 클램프 다이오
드를 사용해서 트랜지스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데 이 기능
이 비교기로 사용할 때 원치 않는 동작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것이다. 우리는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앞으로는 이 문

제를 좀더 확실하게 알려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손에서 떠나버린 연산 증폭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바이폴라 NPN 트랜지스터를 사용하

는 연산 증폭기는 입력 클램프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

한 제품으로는 OP07, OPA227, OPA277을 비롯한 다

수의 제품이 있다. 예외적인 제품은 오래된 A741이

다. 이 제품은 그림 75와 같이 NPN 입력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면서도 직렬로 추가적인 측방향 PNP(positive-

negative-positive)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NPN을 보

호한다.

측방향 PNP 입력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범용 연

산 증폭기는 대체로 입력 클램프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제품으로는 LM324, LM358, OPA234, OPA2251, 

OPA244를 들 수 있다. 이들 연산 증폭기는 통상적으로 

‘단일 전원’ 타입이다. 다시 말해서 공통 모드 범위가 음

의 전원 단자까지 또는 그보다 약간 낮게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연산 증폭기는 입력 바이어스 전류를 음

수로 표기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은 입

력 바이어스 전류가 입력 핀들로부터 흐른다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PNP 입력을 사용하는 고속 연산 증폭기는 

통상적으로 입력 클램프를 포함한다. 이것은 항복 전압

이 더 낮은 수직형 PNP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20V 이상의 높은 전압으로 동작하는 

JFET 및 CMOS 증폭기는 클램프를 포함하거나 포함하

지 않을 수 있다. 이들 타입은 어떻다고 확실하게 말하

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프로세

스 특성과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에 따라서 내부적 클램

프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저전압 CMOS 연산 증폭기는 클램프를 포

함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오토 제로 또는 쵸퍼 타입 

제품은 클램프처럼 보이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산 증폭기를 비교기로 사용하고자 한

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될

지 데이터 시트에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라. 특히 애

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유용할 것이다. 

브레드보드나 프로토타입으로 어떻게 동작할지 확인하

고 한 입력 전압이 다른 입력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해야 한다. SPICE 매크로모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매크로모델은 클램프를 모델링하기 위

한 부수적 소자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연산 증폭

기를 레일-투-레일로 혹사시킬 때 발생될 수 있는 동

작들을 정확하게 모델링 하지 못한다.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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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LM324 같은 제품의 입력 스테이지는 항복 전압이 높은 측방
향 PNP를 사용하며 클램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타입의 연산 
증폭기는 비교기로 사용하기에 잘 맞는다.

이상으로 7회에 걸쳐 연산증폭기 연재를 마치며, TI 홈페

이지 [The Signal] 블로그로 들어가면 이 연재에 포함되

지 않은 더 많은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림 75. 어떤 연산 증폭기 입력 스테이지는 항복 전압이 높은 측방향 
PNP를 사용해서 NPN을 보호한다. 이러한 타입의 연산 증폭기는 비교
기로 사용하기에 잘 맞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