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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➀ 전압 궤환 바이어스 회로의 기본적인 동작을 이해합니다.
➁ 트랜지스터의 출력 특성 곡선에서 직류 부하선을 설정하고 동작점을
결정합니다.
➂ 전압 궤환 바이어스 회로의 IB, IC, VCE, RB, RC 값을 결정합니다.

2. 이론 배경
➀ BJT 바이어스 회로의 종류
(1) 고정 바이어스 회로
고정 바이어스 회로에서는 입력 전류 IB와 출력전류 IC는 R1과 R2를 사용해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터 안정화 바이어스 회로
고정 바이어스 회로에서 이미터측에 저항을 하나 추가하여 동작점의 안정성을 더한 것입니다.
대게 이미터 측의 저항은 전체 전압 크기의 약 1/4에서 1/10 정도로 정하고 나면 나머지 저항의 크기는
입력측 루프와 출력측 루프별로 해석을 하면 정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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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는 가장 안정된 회의로서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는 회로입니다.
입력측과 접지 사이에 저항을 1개 더 추가하여 최대한 트랜지스터의 특성인 β값에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회로 역시 이미터 측의 저항은 전체 전압 크기의 약 1/4에서 1/10 정도로 정하고 입력 측 저항은
테브난의 정리를 사용하면 저항의 크기를 계산에 의해 정의 할 수 있습니다.

(4) 전압 피드백형 직류 바이어스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보다는 안정성이 낮으나, 이 역시 β값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이 회로 역시 이미터 측의 저항은 전체 전압 크기의 약 1/4에서 1/10 정도로 정하고 나머지 저항의
값은 입력 측 루프와 출력 측 루프 별로 해석을 하면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컬렉터 궤환 바이어스 설게시

RC = VCC-VCEQ/ICQ
RB = VRB/IB=VCEQ-VE/(ICQ/β)
= β[ VCEQ-VEB/ICQ]
바이어스 변동의 원인인 β와 온도는 아래 그림처럼 바이어스 저항기를 컬렉터로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 감소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미터 전류가 증가하면 Rc 에서의 전압강하는 증가, Vc 는 감소하고, 베이스로의 궤환 Ib는 감소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미터 전류는 감소하고, 처음의 증가를 바로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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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터 바이어스 회로 설계시

RE = VE/ICQ
VC = VCEQ+VE
RC = VRC/ICQ=VCC-VC/ICQ
RB = VRB/IB=VCC-VBE-VE/(ICQ/β)
= β[ VCC-VBE-VE/ICQ]
이미터 안정화 직류 바이어스 회로는 고정 바이어스보다 안정도가 높습니다.
안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미터 저항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전압 분배기 바이어스

RC = (VCC–VCEQ–VE)/ICQ
RE = VE/ICQ
( βRE ▶ 10R2로 가정하면 )
VB = R2VCC/(R1+R2)=VBE+VE
◆ 설계기준
- 콜렉터 궤환 : RB/βRC가 증가하면 안정성이 감소합니다.
- 이미터 바이어스 : RB/βRE가 증가하면 안정성이 감소합니다.
- 전압분배기 바이어스 : R1∥R2/βRE가 증가하면 안정성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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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트랜 지스터 바이 어스의 목적
트랜지스터가 증폭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바이어스 되어야 합니다.
바이어스는 트랜지스터의 전압과 전류를 적절한 레벨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의 목적은 우선 트랜지스 회로가 사용 목적에 맞게 동작점을
갖도록 하는 즉, 동작점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동작점이 결정
되면 바이어스 회로는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동작점의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셋째로 바이어스 회로는 가능하면 단일 전원을 사용하여 트랜지스터에 전원 공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 동작점의 결정
작은 전기적 신호를 큰 전기적 신호로 키워주는 증폭기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려면
트랜지스터가 항상 활성 영역에 있어야 하는데 활성 영역에 있다고 해서 항상 증폭기로서
정상적인, 즉 왜곡이 없는 최대 출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콜렉터 회로의 저항과 전원 전압(Vcc)에 의하여 포화점과 차단점이 결정되고, 이 포화점과
차단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직류 부하선이 결정됩니다.
트랜지스터의 콜렉터 전류(Ic), 콜렉터-에미터 전압(V CE )로 표현되는 동작점은 베이스 회로
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입력 신호가 없을 때, 즉 무신호 시 바이어스 전압에 의해 베이스와 콜렉터에 직류 바이어스
전류 만이 흐르는 상태를 정지 상태라고 하고, 이때의 베이스 전류를 베이스 정지전류(I BQ )
라 하며, 이때의 콜렉터 전류를 콜렉터 정지전류(ICQ), 이때의 콜렉터-에미터 간 전압을 콜렉터-에미터 정지 전압
(VCEQ)라 합니다.
ICQ와 VCEQ가 교차되어 만드는 점이 정지점(Q Point)인데 실제로 트랜지스터 회로에서는 이 정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동작하므로 이를 동작점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왜곡이 없는 최대 출력을 갖도록 증폭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입력 신호가 없을 때 출력전류(콜렉터 전류)를 가능하면 회로에서 흐를 수 있는 최대치
I C(sat)의 절반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직류 부하선의 중심 혹은 중심 부근에
동작점이 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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