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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lf-cascode (SC) structure has low output voltage swing and high output resistance. In 

order to implement a simple and better SC structure, the native-Vth  MOSFETs which has low threshold 

voltage(Vth) is applied. The proposed SC structure is designed using a qualified industry standard 0.18-㎛ 

CMOS technology. Measure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 structure has higher transconductance 

as well as output resistance than single MOSFET. In addition, analog building blocks (e.g. current mirror, 

basic amplifier circuits) with the proposed SC structure are investigated using by Cadence Spectre 

simulator. Simulation results show improved electrical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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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지속 으로 발 되는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공정을 이용하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있어서, 높은 출력 항을 갖는 캐스코드 구

조는 아날로그 증폭기의 이득을 높이기 해서 일반 으

로 사용된다. 그러나 배터리 사용 시간을 지속시키기 

한 압, 력 회로에 해서는 일반 인 캐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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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아날로그 회로는 문턱 압과 출력 압 스윙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회로가 고안

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셀 -캐스코드 (self-cascode) 

구조이다 [1]. 셀 -캐스코드 구조는 단일 MOSFET과 

비슷한 드 인-소스 압을 가지므로 출력 압 스윙의 

제한이 없고, 단일 MOSFET보다 높은 출력 임피던스를 

가진다. 그러므로 셀 -캐스코드 구조를 사용하여 아날

로그 증폭기 설계 시 높은 압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출

력 압 스윙이 일반 인 캐스코드 구조보다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체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0.18-

㎛ 표  CMOS 공정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는 문턱 압 

(Vth)이 낮은 Native-Vth MOSFET 소자를 이용하여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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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코드 구조를 설계하 고, 단일 MOSFET과 셀

-캐스코드 구조의 트랜스컨덕턴스 (gm)와 출력 항 

(rout)을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 제안하는 

셀 -캐스코드 구조를 이용하여 류 거울, 공통-소스 

증폭기, 공통-드 인 증폭기, 2단 연산 증폭기와 같은 기

본 인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 다. 설계된 회로들의 성

능 분석은 회로 시뮬 이터인 Cadence사의 Spectre를 이

용하 다. 

2. 실험 방법

2.1 셀 -캐스코드 구조

셀 -캐스코드(SC) 구조는 일반 인 캐스코드 구조보

다는 낮은 드 인-소스 압 (VOD= VGS - Vth)을 가지

고, 단일 MOSFET보다 높은 출력 임피던스를 가지는 장

이 있다. 그림 1은 일반 인 SC 구조와 단일 

MOSFET을 나타낸다. 

Fig. 1. Self-cascode structure.

SC 구조는 rout을 증가시키기 해 다음과 같은 방

법들이 사용된다. 첫 번째 방법은 M1과 M2의 채  

폭과 길이 비율(W/L)을 조 하는 방법이 있다 [2].




≥ 


,          (1)

여기서    , = 바디 효과 인자 (body 

effect factor)이다. 드 인쪽 MOSFET M2가 소스쪽 

MOSFET M1에 비하여 훨씬 큰 W/L 비율을 갖게 

되면, 식 (1)의 조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원하는 수

의 rout을 얻기 해서는 두 MOSFET의 W/L  비율이 

상당히 커져야 하므로, 면  소모가 큰 것이 단 이 

있다.

 다른 방법은 M2의 문턱 압(Vth)을 M1의 Vth보
다 작게 하는 것이다 [3-5].

 

                                 (2)

와 같이 최 의 류와 게이트 바이어스 압이 

주어진다면, SC 구조의 출력 항은 최 로 된다. 두 

번째 방법에서 Vth를 낮추기 한 방법으로는 먼  정

방향 바디 압을 인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바디 

압을 인가하기 한 추가 회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n

형 MOSFET (NMOS)인 경우 기 의 지와 바디 

압이 분리되어야 하므로 deep n-well이 제공되는 

triple-well 공정이나 일반 으로 사용되는 실리콘 기

이 아닌 SOI (silicon on insulator) 기 을 이용하여 

분리된 well을 형성 후, 다른 바디 압을 인가하여야 

한다 [6].  다른 방법은 문턱 압 조  이온주입 공

정을 추가하여 Vth를 다르게 할 수 있으나, 앞에서 언

한 모든 방법은 제조비용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

2.2 제안하는 셀 -캐스코드 구조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M2를 0.18-㎛ 표  CMOS 

공정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는 Native-Vth NMOS을 이

용한 SC 구조를 제안하 다. 제안하는 SC 구조의 공정 

완료 후의 단면도는 그림 2와 같고, Native-Vth NMOS는 

p-well이 형성되지 않아서 Vth가 거의 0 V이다. 제안하는 

SC 구조를 사용하면 에서 언 한 추가 공정 는 특수

한 SOI 기 이 필요한 단 을 보완할 수 있다. 

Fig. 2. Cross sectional view of the proposed self-cascod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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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put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SC structures  

with various ΔVth. as a function of drain current.

Fig. 4. Transconductance characteristics of SC structures  

with various ΔVth. as a function of drain current.

제안하는 SC 구조의 M1의 채 길이 L1과 M2의 채  길

이 L2는 0.5 ㎛이고, 두 채  길이의 합 (L1 + L2)은 기

이 되는 단일 NMOS Mref의 채  길이 Lref= 1.0 ㎛와 같

다. 실험에서 사용한 모든 NMOS의 채  폭 W= 4.0 ㎛

로 동일하다. 제안하는 SC 구조에서 M1의 Vth는 0.5 V

이고, M2인 Native-Vth NMOS의 Vth는 0 V이다. 그러므

로 두 NMOS의 문턱 압 차이 (ΔVth.)는 0.5 V이다.

그림 3에서는 단일 NMOS와 여러가지 ΔVth를 갖는 

SC 구조의 출력 항을 Cadence사의 회로 시뮬 이터 

spectre를 이용하여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실험을 하

여 설계한 회로의 바이어스 류 (IBIAS) 10 ㎂를 기 으

로 확인하 다. ΔVth가 클수록 rout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Fig. 5. Measured analog parameters of the proposed SC  (a) 

rout (b) gm.

그림 4에서는 그림 3과 같은 방식으로 ΔVth에 따른 gm 

특성을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gm도 rout과 

같이 ΔVth에 따라 증가하지만 ΔVth=0.3 V 이상일 때는 

gm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SC 구조의 ΔVth는 0.5 V이므로, 그림 3과 4

의 결과로 보면 회로에 용 가능한 수 으로 단된다. 

특히 제안하는 SC 구조에서, Native-Vth NMOS는 낮은 

기  농도 (∼10
15
/cm

3
)로 인하여 농도 편차에 의한 Vth변

화율이 p-well의 농도 (∼1017/cm3) 변화에 의한 Vth변화

율보다 작을 것으로 상되고, 표  공정에서는 p-well이 

안정된 Vth를 유지하므로 제안하는 SC 구조도 안정된 Δ

Vth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5는 단일 NMOS와 제안하는 SC 구조(N-SC)의 

rout과 gm으로, Agilent사의 반도체 라미터 분석기 

4156C로 측정한 결과이다. VDS=0.9 V일 때, 류에 따른 

rout과 gm을 확인하 다. 그림 5(a)의 rout의 경우 앞서 모

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단일 NMOS보다 증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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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body transconductance versus body 

voltage.

Fig. 7. Threshold voltage versus body voltage.

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5(b)의 gm의 경우 류가 증가

할수록 N-SC의 gm이 단일 NMOS보다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BIAS= 10 ㎂를 기 으로 비교해 보면, N-SC의 rout과 

gm이 단일 NMOS보다 각각 1150%, 30% 향상되었다. 모

의 실험에서 상한 로 N-SC가 단일 NMOS보다 향

상된 특성을 갖는다.

그림 6은 단일 NMOS와 N-SC의 소스-바디 압 

(VSB)에 따른 바디 트랜스컨덕턴스 (gmb=ᐃID/ᐃVSB)를 측
정한 결과이다. 측정 방법은 VGS와 VDS는 동일하게 0.9 

V를 인가하여, VSB에 따른 류를 측정하 다. 결과를 

보면, N-SC의 gmb가 단일 NMOS의 gmb보다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gmb가 크면 캐스코드 구조의 증폭기나 공

통-드 인 증폭기의 이득 향상에 제한을  수 있지만 

[7], 압 바디 입력 차동 증폭기의 경우는 gmb가 커지

면 이득이 커지는 장 이 있다 [8]. gmb가 크다는 것은 

VSB 변화에 따른 류 변화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은 N-SC구조를 구성하는 단일 NMOS와 

Native-Vth NMOS의 VSB에 한 문턱 압의 변화를 나

타낸 그래 이다. VSB가 증가함에 두 소자의 ΔVth가 증

가하므로 그림 4에서 언 한 ΔVth에 따른 셀 -캐스코드 

구조의 특성을 볼 때, N-SC의 gmb가 큰 이유는 VSB에 

따라 류 변화가 단일 NMOS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SC 구조와 단일 NMOS의 off상태 (VG=VS=VB=0 

V) 설 류 측정 결과 VD=1.8 V일 때 약 3 ㎀로 유사하

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제안하는 SC 구조에서 높은 Vth를 

갖는 M1의 채 길이 L1이 작은 경우에는 설 류가 증

가할 것으로 상된다. 제안하는 SC 구조와 유사한 원리

를 가지는 소자인 LAC (lateral asymmetric channel) 

MOSFET인 경우에 L1이 작은 경우 높은 설 류를 보

다 [9]. 한 rout을 해서 최소 채  길이보다 크게 

사용할 것이므로 설 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3. 결과  고찰

3.1 류 거울 성능 비교

그림 8은 단일 NMOS와 N-SC로 각각 류 거울 (CM)

을 구성하여 Cadence사의 회로 시뮬 이터 Spectre를 이

용하여 모의 실험하 다. 동일한 원 압 (VDD)는 1.8 V, 

동일한 류 벨 10 ㎂에서 Vout=0.9 V일 때, N-SC는 단

일 NMOS보다 rout이 약 10배 향상됨으로써 단일 NMOS

로 보다 이상 인 류원이 가능하고, 한 이상 인 능동 

부하 (active load)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8. Output characteristics of current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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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통-소스 증폭기 성능 비교

  

Fig. 9. Frequency response of common-source amplifier. 

그림 9는 공통-소스 증폭기 (CS AMP)를 단일 NMOS와 

N-SC를 사용하여 주 수에 따른 압 이득 (AV)을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VDD는 1.8 V, IBIAS는 동일하게 10 ㎂를 

인가하 다. 부하 커패시터 (CL)는 15 ㎊이다. CS AMP의 

압 이득과 -3dB　주 수에 한 식은 (3), (4)와 같다. 

  gm rout∥rout                             (3)  
     


             (4)

RS = 입력 압원 등가 항

N-SC가 단일 NMOS보다 gm과 rout이 향상되므로  압 

이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단일 NMOS를 이용한 CS 

AMP보다 약 8.4 dB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러 효과에 의한 -3dB 주 수도 높아진 AV로 인하여 낮아진 

것을 식 (4)와 그림 9의 모의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공통-드 인 증폭기 성능 비교

그림 10은 공통-드 인 증폭기 (CD AMP)를 단일 

NMOS와 N-SC를 사용하여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VDD

는 1.8 V, IBIAS는 동일하게 10 ㎂를 인가하 다. CL은 15 

㎊이다. CD AMP의 압 이득과  -3dB　주 수에 한 

식은 (5), (6)과 같다. 

 gm  gmb
gm



,     gm

gmb
          (5)  

         


      (6)

  

 

Fig. 10. Frequency response of common-drain amplifier.

Fig. 11. gmb/gm versus body voltage.

RS = 입력 압원 등가 항

식 (5)를 보면 압 이득에 향을 주는 인자가 gmb와 gm

의 비율인 임을 알 수 있다. CD AMP에서 압 이득이 

N-SC가 단일 NMOS보다 약 0.1 dB 차이로 유사하다. 

그림 6의 바디 트랜스컨덕턴스로 상한 결과와 다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일 NMOS와 N-SC의 

VSB에 한 gmb와 gm 비율을 추가로 모의 실험하여 확인

하 다. 

그림 11은 단일 NMOS와 N-SC의 VSB에 한 gmb와 

gm 비율 (gmb/gm=)을 모의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6에

서 N-SC의 gmb가 단일 NMOS보다 크지만, gmb와 동시

에 N-SC의 gm도 향상되기 때문에, 가 단일 NMOS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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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CD AMP에서의 

압 이득과 -3dB 주 수에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

았다.

 

3.4 2단 연산 증폭기 성능 비교

그림 12는  기본 인 2단 연산 증폭기 (OP-AMP) 회

로이다. 이 회로에서 첫 번째 단의 차동 입력단과 류원

에 단일 NMOS만 용한 OP-AMP와 N-SC를 용한 

OP-AMP를 설계하여 성능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VDD는 1.8 V, 첫 번째단 IBIAS는 10 ㎂를 인가하고, CL은 

15 ㎊, 주 수 보상 항 (RZ)  커패시터 (CC)는 각각 

35 ㏀, 1.3 ㎊이다.

Fig. 12. Circuit diagram of two-stage operational amplifier.

Fig. 13. Frequency response of operational amplifier.

Table 1.  Comparison of basic analog circuit performance.

Item NMOS N-SC

Improvement
Supply 

Voltage
1.8 V 1.8 V

CM rout 1.77 ㏁ 17.6 ㏁ 894%

CS AMP Av 

(Freq.=10 ㎐)
46.4 ㏈ 54.8 ㏈ 163%

CD AMP Av

(Freq.=10 ㎐)
-1.6 ㏈ -1.5 ㏈ 1%

OP-AMP Av

(Freq.=10 ㎐)
85 ㏈ 99 ㏈ 400%

그림 13은 OP-AMP의 주 수에 따른 압 이득 모의 

실험 결과이다. N-SC로 구성된 OP-AMP는 단일 

NMOS로만 구성된 OP-AMP보다 압 이득이 15 dB 증

가되었고, -3dB 주 수는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N-SC에 의해서 첫 번째 단의 gm 향상과 두 번째 

단의 rout 향상에 따른 결과임을 식 (7), (8)과 앞서 언

한 제안하는 SC구조의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


                        (8) 

          

표 1은 지 까지 논의되었던 단일 NMOS와 N-SC를 

이용한 기본 인 아날로그 회로의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제안하는 N-SC의 향상된 gm과 rout으로 인하여 아날로그 

회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압 아날로그 회로의 높은 출력 항을 해 주로 

사용되는 셀 -캐스코드 구조에서, 설계와 제조 공정에

서 유리한 Native-Vth MOSFET 소자를 이용하여 구성

한 셀 -캐스코드 구조를 제안하 다. 단일 MOSFET과 

제안하는 구조의 주요 아날로그 라미터인 출력 항과 

트랜스컨덕턴스를 비교했을 때, 제안하는 구조의 특성이 

향상됨을 측정 결과로 확인하 다. 그러나 바디 트랜스컨

덕턴스는 증가하 다. 제안하는 셀 -캐스코드 구조로 

류 거울  공통-소스, 공통-드 인 증폭기와 2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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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증폭기와 같은 기본 인 아날로그 회로를 구성하여 

모의 실험으로 비교 분석하 다. 제안하는 셀 -캐스코

드 구조의 향상된 출력 항으로 인하여 류 거울은 출

력 항이 향상되었고, 공통-소스 증폭기와 연산증폭기

는 압 이득이 향상되었다. 증가된 바디 트랜스컨덕턴스

는 공통-드 인 증폭기의 압 이득을 제한할 것으로 

상했으나 향상된 트랜스컨덕턴스로 인하여 압 이득의 

감소는 없었다. 제안하는 셀 -캐스코드 구조는 표   

CMOS공정을 이용하는 아날로그 회로의 성능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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