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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ltra mobile PC (UMPC) 및 휴대용 기기 시스템 같이 고속으로 동작하며 고해상도, 저전력 및 소면적을 동

시에 요구하는 16M-color low temperature poly silicon (LTPS)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TFT-LCD) 응용을

위한 1:12 MUX 기반의 1,280-RGB x 800-dot 70.78mW 0.13um CMOS LCD driver IC (LDI) 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LDI는

저항 열 구조를 사용하여 고해상도에서 전력 소모 및 면적을 최적화하였으며 column driver는 LDI 전체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column driver가 12개의 채널을 구동하는 1:12 MUX 구조로 설계하였다. 또한, 신호전압이 rail-to-rail로 동작하는

조건에서 높은 전압 이득과 낮은 소비전력을 얻기 위해 class-AB 증폭기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오프

셋과 출력편차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최소한의 MOS 트랜지스터 소자로 구현된 온도 및 전원전압에 독립적인 기준 전

류 발생기를 제안하였으며, 저전력 설계를 위하여 차세대 시제품 칩의 source driver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구조의 slew

enhancement기법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제품 LDI는 0.13um CMOS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측정된 source

driver 출력 정착 시간은 high에서 low 및 low에서 high 각각 1.016us, 1.072us의 수준을 보이며, source driver 출력 전압 편차

는 최대 11mV를 보인다. 시제품 LDI의 칩 면적은 12,203um x 1,500um이며 전력 소모는 1.5V/5.5V 전원 전압에서 70.78mW

이다.

Abstract

This work proposes a 1,280-RGB x 800-dot 70.78mW 0.13um CMOS LCD driver IC (LDI) for high-performance

16M-color low temperature poly silicon (LTPS)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TFT-LCD) systems such as

ultra mobile PC (UMPC) and mobile applications simultaneously requiring high resolution, low power, and small size at

high speed. The proposed LDI optimizes power consumption and chip area at high resolution based on a resistor-string

based architecture. The single column driver employing a 1:12 MUX architecture drives 12 channels simultaneously to

minimize chip area. The implemented class-AB amplifier achieves a rail-to-rail operation with high gain and low power

while minimizing the effect of offset and output deviations for high definition. The supply- and temperature-insensitive

current reference is implemented on chip with a small number of MOS transistors. A slew enhancement technique

applicable to next-generation source drivers, not implemented on this prototype chip, is proposed to reduce power

consumption further. The prototype LDI implemented in a 0.13um CMOS technology demonstrates a measured settling time

of source driver amplifiers within 1.016us and 1.072us during high-to-low and low-to-high transitions, respectively. The

output voltage of source drivers shows a maximum deviation of 11mV. The LDI with an active die area of 12,203um x

1,500um consumes 70.78mW at 1.5V/5.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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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휴대용 정보기기의 활발한 보급으로 인해 초박

형, 고휘도, 고신뢰성, 저소비전력 등의 성능을 가지는

LCD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TFT-LCD를 중심으로 한 평판 디스플레이의 시장 규

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TFT-LCD

산업분야에서는 비정질 실리콘 TFT를 이용하고 있으

나 앞으로는 고정밀도와 일체형을 필요로 하는 휴대용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폭발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다결정

실리콘 TFT-LCD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다결정 실리콘의 장점은 전계효과 이동

도가 빠르기 때문에 CPU, memory 등을 패널 위에 일

체형으로 제작하는 system on panel (SOP)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결정 실리콘의 경우 이동도가

100cm
2
/V․s 이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digital to

analog converter (DAC)를 포함하는 data driver 회로

뿐 아니라, TFT-LCD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회로

인 DC/AC 회로, timing generator회로 등 다양한 회로

를 내장할 수 있다[1∼2]. 특히, 다결정 실리콘 기술을 기

반으로 한 LTPS TFT-LCD 기술은 차세대 system on

glass (SOG) 제품에 필요한 기술이며, 차세대 평판 디

스플레이 제품은 모든 회로가 유리 기판 또는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에 집적이 가능한 electronic on panel

(EOP)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LTPS TFT-LCD 기술

을 기반으로 한 저전력, 소면적, 고해상도 LDI 회로 설

계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UMPC(4.5 인치～8.9 인치)

와 같은 고화질 휴대용 기기의 응용 분야에는 시스템

사양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wide extended

graphics array (WXGA)급 이상의 고해상도를 가지면

서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LDI를 필요로 한다
[3∼4]
.

기존의 다양한 LDI의 column driver DAC 구조 중에

서 8비트 이상의 고해상도에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

는 저항 열과 디코더의 면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근

에는 저항 열을 이용한 DAC 구조 대신에 저항 열과 커

패시터를 이용한 DAC 구조나 저항 열과 변형된 증폭

기 입력 단을 이용한 구조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5

∼7]. 그러나 커패시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스위치의 개

수는 감소하나 저항 열 DAC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별도의 DAC 교정이 필요하며 저항 열과 변형된 증폭

기 입력 단을 사용할 경우 선형성이 입력 단 소자간의

부정합 또는 증폭기간의 부정합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DI는 저항 열 DAC를 이용하여

DAC의 선형성 문제를 최소화 하였으며 전체 면적을

줄이기 위해 요구사양 이내에서 column driver를 가능

한 많이 공유함으로써 필요한 column driver의 개수를

줄였다.

본 논문에서는 WXGA급 해상도를 갖는 16M-color

LTPS용 LDI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회

로설계 기법을 적용하였다. LDI 전체 면적을 최적화하

기 위해 하나의 source driver가 12개의 채널을 구동하

는 1:12 MUX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신호전압이

rail-to-rail로 동작하는 환경에서 높은 전압 이득과 낮

은 소비전력을 얻기 위해 class-AB 증폭기 구조를 사

용하였고,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오프셋과 출력편차

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회로기법을 이용하여 설계하였

다. 또한, 고해상도 동작을 위해 적은 숫자의 트랜지스

터를 사용하는 기준 전류 발생기를 온-칩으로 집적하여

중요한 아날로그 블록에 기준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제품 칩에는 구현되지 않았으나

차세대 저전력 LDI의 source driver에 적용 가능한 새

로운 slew enhancement기법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Ⅱ 장에서는 제안하는 LDI의 전체 구조를 설명

하며, Ⅲ 장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회로 설계 기법을

간략히 요약한다. Ⅳ 장에서는 제안하는 LDI 시제품의

측정 결과를 정리한 후, V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LDI 전체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12채널 LDI는 하나의 column

driver가 하나 혹은 소수의 채널을 구동하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하나의 column driver가 12개의 채널을

구동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LDI의 전체 블록도를 나

타낸 것으로 전체 구조는 timing controller (T/CON),

shift register, data latch, MUX, source driver,

grayscale voltage generator, power regulator등으로 구

성된다. 전체 LDI 시스템은 타이밍 컨트롤 블록에서 나

오는 신호를 통해 동작한다. 그림 2는 전체 타이밍도를

나타낸 것이다. 24비트 RGB 인터페이스 블록에서는 동

기신호인 VSYNC, HSYNC, 시스템 클록인 DOTCLK,

라인 입력데이터를 제어하는 신호인 ENABLE, 8비트

RGB 입력데이터 D<23:0>을 타이밍 컨트롤 블록으로

전달하며 타이밍 컨트롤 블록은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

는 STV(Start Vertical), row driver 동작을 위한 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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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LCD Driver IC의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LCD Driver IC.

그림 2. 제안하는 LCD Driver IC의 타이밍도

Fig. 2. Timing diagram of the proposed LCD Driver IC.

인 CKV(Clock Vertical), 그리고 라인간의 신호 간섭을

없애기 위해 유효 라인 시간을 조절하는 ENB (Enable)

신호등을 생성하며, source driver 출력인 Sn을 통해 패

널의 column 라인을 구동한다.

일반적으로 패널의 도선 저항은 신호 지연을 발생시

키는데, 이는 라인간의 신호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효 라인 시간이 줄게 되는 단점

은 있지만 라인 간에 공백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WXGA급 화면의 경우

라인 유효 시간은 20.8us로 ENB 신호를 고려한다면 실

제 유효 라인 시간은 17.0us 정도가 되며, 이 유효 라인

시간 안에 12개의 채널을 구동해야 하므로 약 1.2us 안

에 source driver가 주어진 사양 이내에 동작해야 한다.

Ⅲ. 제안하는 LDI 주요 회로설계

1. 1:12 MUX 구조를 적용한 Column Driver

제안하는 LDI의 전체 면적은 DAC 구조에 따라 거의

그림 3. 1:12 MUX 구조 기반의 제안하는 column driver

Fig. 3. Proposed column driver with 1:12 MUX.

결정이 되며, DAC의 디코더 스위치와 라우팅 면적이

칩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DAC

의 구조를 변경하여 전체 칩 면적을 최소화하려는 시도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체 구조

를 변경함으로써 칩 면적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지만,

컨트롤 회로와 타이밍 회로 등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회로가 복잡해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도 있다
[8]
. 제

안하는 LDI의 DAC는 가장 구조가 간단하며, 성능이

좋은 저항 열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면적을 최소

화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하나의 column driver가 12

개의 채널을 구동하도록 하여 3,840개 채널을 구동하는

데 320개의 column driver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제안하는 LDI의 1:12 MUX 구조의 동작을 위해

column driver의 data latch는 한 번의 라인 타임 당 12

개의 8비트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며, source driver는

하나의 column driver가 하나의 채널을 구동할 때보다

12배 이상 빠르게 동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WXGA급

해상도에서 60Hz/frame의 속도를 고려하여 source

driver의 정착시간을 최소한 1.2us 이내에 들어오도록

설계하였다.

2. Class-AB 증폭기를 사용하는 Source Driver

LDI의 source driver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전체 시스

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회로로 고화질 구현을 위해 증폭

기의 오프셋과 채널간의 출력 편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

하다. 증폭기의 오프셋과 출력편차에 의한 영향으로 출



2009년 1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6 권 SD 편 제 1 호 101

(101)

그림 4. Monte Carlo 모의실험을 적용한 class-AB 증폭

기

Fig. 4. Class-AB amplifier based on Monte Carlo

simulation.

력 분포가 ±1/2 LSB를 넘을 경우 화면에 세로 줄무늬

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lass-AB 증폭기에 Monte Carlo 모의실험 기법을 이용

하여 증폭기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오프셋과 출력편차를

최소화 하였다. 사용된 증폭기는 floating current

source를 이용한 class-AB 구조로 입출력 신호전압이

rail-to-rail로 동작하는 조건에서 높은 전압이득과 낮은

전력소비를 얻을 수 있으며 그림 4와 같이 구성된다
[9]
.

Source driver의 특성상 증폭기 간의 출력 편차를 최

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하므로 Monte Carlo 모의실험 기

법을 이용하여 3-시그마() 값이 ±1/2 LSB (10mV)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모의실험을 위한 입력 값의

분포 범위()를 구하기 위해 식(1)을 사용하였다[10]-[11].

   
× (1)

여기서 L은 채널 길이, W는 채널 폭을 나타내며, 공

정에서 제공해준 변수인 AW와 AVth는 소자 크기에

대한 채널 폭의 변화율과 문턱전압의 변화율을 각각 나

타낸다. 이 두 변수와 소자 크기를 식(1)에 넣어주면 각

각의 소자 크기에 대한 채널 폭과 문턱전압의 변화 범

위를 알 수 있다.

설계된 source driver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의 실

험한 결과 3-시그마 값이 9.2mV로 설계 요구 사항인

10mV보다 작게 설계되었다. 이상과 같이 설계된

source driver는 5.5V 전원 전압, 25℃의 환경 하에서

모의실험 하였고 source driver의 AC 및 transient 분석

결과로서, f-3dB는 약 4.9MHz, 위상 여유는 62.0°이고, 실

시간의 transient 신호를 인가하여 출력 신호를 확인한

결과 약 1.21us 이내의 정착시간을 보여주었다.

3. 온도 및 전원전압에 독립적인 저전력, 

     소면적 CMOS 기준 전류 발생기

아날로그 및 디지털 등 혼성신호가 집적된 시스템에

서는 많은 경우 회로 동작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

원전압 변화 및 온도 변화에 독립적인 기준 전류 발생

기를 필요로 한다. 특히,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 저전력,

소면적 기준 전류 발생기는 DAC 구조의 LDI 전체 시

스템 동작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

성회로 중의 하나이다. 최근까지 제안된 기준 전류 발

생기로는 CMOS 공정에 구현 가능한 기생 바이폴라 트

랜지스터 (lateral bipolar transistor)로 밴드갭

(bandgap) 전압을 생성하는 밴드갭 회로와 공핍형

(depletion)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방

법을 사용한 회로들이 있다
[12]
. 밴드갭 회로의 경우 우

수한 온도 특성을 보이나 면적이 크고 기생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소자의 특성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며 공핍

형(depletion)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의 경우

는 마스크가 추가되거나 공정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소수의 소자만을 사용하는

회로만으로 고속 동작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저전

력 소면적 온-칩 기준 전류 회로를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기준 전류 발생기는 그림 5와 같이 온도의 변화에

대해 음의 계수를 갖는 전류를 생성하는 부분만을 이용

하여 I1,NEG, I2,NEG를 생성하고, T6 노드에서 두 전류의

차를 통해 전원 전압 변화와 온도의 변화에 독립적인

전류 (ISUB)를 생성하게 된다
[13]
.

그림 5. 제안하는 기준전류 발생기 회로

Fig. 5. Proposed current reference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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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기준 전류 발생기 회로에서 MP1, MP2, 및

MP3에 흐르는 전류가 적은 양이 되도록 하면 VDD와

T2, VDD와 T4 노드 사이의 전압은 각각 2․Vthp와 (1

+ RD2/RD1)․Vthp로 근사화 할 수 있다. 따라서

I1,NEG와 I2,NEG는 온도에 대해서 수 mV/℃의 음의 온도

계수를 가진 PMOS의 문턱 전압과 T
-1.5
에 비례하는

전자 이동도의 함수가 되어 온도가 증가에 따라 감소

하는 특성을 보이며, 두 전류의 차를 통해 식(2)와 같

이 전원전압과 온도변화에 독립적인 출력전류 ISUB를

얻을 수 있다.

 

























 (2)

이렇게 생성된 ISUB는 MP7의 전류 반복기(current

mirror)를 통해 MN11에 흐르게 된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전류 보정 회로는 4비트의 디지털 제어

신호 (SAP0-3)를 이용하여 MP8 - MP11의 PMOS 트

랜지스터로 구성된 전류원들과 MN7-MN10의 NMOS

트랜지스터 스위치들로 구성되며 공정상의 오차로 인한

소자 특성의 변화가 야기하는 기준 전류 오차를 보정한

다. 보정 전류의 범위는 기준 전류의 375% 이내이며 보

정회로는 입력 디지털 코드의 값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

다 출력 전류량이 0.25uA씩 증가하고, 이를 통한 최대

보정 범위는 0.25uA～3.75uA이다. 최대 보정 범위는 실

제 공정변수의 변화량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최종

출력 전류는 4비트 제어신호에 의해 결정되며, 이 전류

는 MN12, MP12의 전류 반복기를 통해 반복됨으로써

생성된다. 온도와 공급 전원 변화에 따른 출력 전류

IOUT을 모의 실험한 결과 온도가 -45℃에서 80℃까지

변할 경우 출력 전류의 온도에 따른 변화율은 382ppm

/℃ 이고, 공급 전원이 4.5V에서 5.5V까지 변할 경우 출

력 전류의 공급 전원에 대한 변화율은 3.4%/V이다.

4. 제안하는 Source Driver용 Slew Enhancement 

     증폭기

본 논문에서 추가로 제안하는 증폭기 회로는 정착시간

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slew enhancement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그림 4의 기존 회로에서 증폭기

자체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증폭기 바이어스 회로와

출력 단만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14]. 그림 6은 추가로

제안하는 source driver 회로로 기존 회로에서 수정된

증폭기 출력 단 부분과 바이어스 회로 부분을 점선으로

그림 6. 제안하는 source driver 증폭기 회로도

Fig. 6. Proposed source driver amplifier.

표시하였다. 바이어스 회로의 수정된 부분은 증폭기의

초기 동작시간 (slewing) 동안에만 입력 단 트랜스컨덕

턴스 gm1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출력단의 수정된

부분은 slewing 하는 동안 추가적인 큰 전력소모 없이

부하 구동능력을 키우기 위한 회로이다.

먼저 증폭기의 gm1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면,

트랜스컨덕턴스는 드레인 전류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

그림 6의 입력 단 tail current source인 M3, M4에 흐르

는 전류를 slewing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증가시키기 위

해 바이어스 VB1, VB6의 전압을 변화 시킨다. 이 두

개의 바이어스 전압 VB1, VB6의 적절한 제어를 위해

그림 6의 M26 및 M31 드레인-소스 노드 사이에 병렬

로 M27-M28, M33-M34를 추가로 연결하였다. VB1 바

이어스 전압의 증가분은 M26과 병렬로 연결된 M27,

M28에 의해서 증가한 M25의 드레인 전류에 따른 M25

의 소스-드레인 전압강하 증가로 얻을 수 있으며, VB6

바이어스 전압의 증가분은 M31에 병렬로 연결된 M33,

M34에 의해서 증가한 M32의 드레인 전류에 따른 M32

의 드레인-소스 전압강하 증가로 얻을 수 있다. 스위치

로 사용된 M27은 VDD에 가까운 전압을 잘 전달할 수

있으므로 온-저항 감소 및 스위치 M27을 통과할 때 발

생하는 소스-드레인 전압 강하를 줄이기 위해 P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고, VB6의 제어를 위해 사용된

스위치 M34는 VSS에 가까운 전압을 통과시키기 위해

N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다. 한편 증폭기 출력단

의 부하 구동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회로에 있던 푸시-풀 출력단 M19, M20

에 M21-M24로 구성된 추가적인 푸시-풀 구조의 출력

단을 연결하였다. 출력 단에 연결된 스위치 M22, M23

과 상응하는 바이어스 회로의 스위치 M27, M34는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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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PCK, NCK에 의해 각각 동작하며, 그림 7에 제어

신호의 타이밍도를 나타내었다. 첫 번째 래치의 데이터

출력을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TG 신호와 두 번째 래치

의 출력을 제어하는 신호 S_LATCH 신호가 있으며,

slew enhancement 동작을 위해 추가된 제어신호 PCK,

NCK는 S_LATCH 신호와 동기 되어 동작하며 0.4T의

시간동안 동작한다.

제안된 회로 설계 시 최소 정착시간을 얻기 위해 고

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바이어스 전압 VB1, VB6을 적

절히 제어하기 위한 트랜지스터들에 추가적으로 연결되

는 바이어스 회로 내의 트랜지스터 M28, M33의 크기와

출력 단에 추가된 트랜지스터 M21, M24의 크기이며,

둘째로 이들 트랜지스터들을 턴-온 시키는 시간이다.

제안된 증폭기의 설계에서 정착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gm1의 증가율은 약 20% 수준이며 현재 개발에 사용된

그림 7. 제안하는 source driver 증폭기를 위한 타이밍도

Fig. 7. Timing diagram for the proposed source driver

amplifier of Fig. 6.

Conventional

Class-AB

Class-AB with

Slew Enhancement

Technique

Settling Time 1.0us 1.0us 0.6us

Power

Consumption
13.2uA 10.0uA 13.2uA

Area

(# of Devices)

MOS : 32

CAP : 2

MOS : 36

CAP : 2

Load 15kohm, 20pF (same)

표 1. Source driver 증폭기의 모의 실험된 slew

enhancement 기법

Table 1. Simulated slew enhancement technique of the

source driver amplifier.

공정에서는 턴-온 시간이 전체 정착시간의 40%일 때

최적의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은 전체 시스템 동

작에 민감하지 않다.

제안하는 slew enhancement 기법의 모의실험 결과

를 표 1에 정리하였다. 증폭기는 15㏀과 20pF의 부하를

구동하기 위해 13.2uA의 전류를 소비하며 정착시간은

1.0us이며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제안된 회로를 추가하

였을 때 동일한 13.2uA의 소비 전류에서는 정착시간이

0.6us로 40% 감소하였다. 또한 같은 정착시간 1.0us를

얻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였을 경우 소비전류는 10.0uA

로 24%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증폭기의

출력단 트랜지스터 M21-M24를 추가해주었을 때 증가

하는 면적은 5% 이하이다.

Ⅳ. 시제품 LDI 제작 및 성능 측정

제안하는 12채널 LDI는 0.13um CMOS 공정에 의한

design rule로 레이아웃 (Layout) 하였으며, LDI 전체

시스템 레이아웃 및 시제품 칩 사진은 그림 8과 같으며,

전체 칩 면적은 12,203um x 1,500um 이다.

제안하는 LDI 시제품의 source driver 출력 파형은

그림 9와 같다. 정 조건은 1.5V/5.5V의 전원전압에서

5Vp-p 입력을 사용하였으며, 매 라인타임마다 극성이

바뀌는 alternate dot inversion mode를 사용하였다.

측정된 source driver 출력 정착 시간은 high에서

low 및 low에서 high로 신호가 변할 때 각각 1.016us,

1.072us 수준의 정착시간을 보이며 1:12 MUX 동작을

위한 정착시간 1.2us 사양을 만족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8. 시제품 LDI 레이아웃 및 칩 사진 (12,203um x

1,500um)

Fig. 8. Layout and die photograph of the prototype LDI

(12,203um x 1,500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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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 Source driver 출력의 측정된 파형 :

(a) high to low 및 (b) low to high.

Fig. 9. Measured waveform of the source driver output

: (a) high to low and (b) low to high.

그림 10. 제안하는 source driver의 출력 전압 편차

Fig. 10. Output voltage deviations of the proposed

source driver.

그림 10은 source driver 출력 전압의 편차를 도시한 것

으로 입력 디지털 코드에 따른 출력 전압의 편차를 나

타내었다. 출력 전압 편차는 최대 11mV이며 5Vp-p 입

력에서 8비트 해상도의 1/2LSB인 10mV와 비슷한 수준

을 보인다.

제작된 1:12 MUX 구조의 LDI 시제품의 측정된 성능

결과를 표 2에 요약 및 정리하였다. 시제품 LDI의 면적

Power Supply 1.5V, 5.5V

Process 0.13um CMOS

Settling

Time

Low->High 1.072us

High->Low 1.016us

Slew Rate
Low->High 0.19us/5V

High->Low 0.13us/5V

dVo
High/Low 11.0mV(Max)

Middle 4.8mV(Max)

Area 12,203 x 1,500um2

Power

Consumption

Analog 56.65mW

Total 70.78mW

표 2. 시제품 LDI 성능 요약

Table 2. Performance summary of the prototype LDI.

은 12,203 x 1,500um
2
으로 유사한 사양을 갖는 WXGA

급 1:6 MUX 기반 LDI의 면적인 20,100 x 1,600um
2
에

비하여 43%까지 줄어든다[15].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CD 모니터, 휴대폰, PDA, 캠코더와

같은 고성능 디스플레이 시스템 관련 분야에 즉각적인

응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

서 면적 및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의 WXGA급 LDI

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설계 기법들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LDI는 요구되는 1280-RGB x 800-dot 해상도

및 16M-color에서 면적과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

해 하나의 source driver가 다수의 채널을 구동할 수 있

도록 1:12 MUX 구조로 설계하였다. 출력 단 버퍼인

source driver는 5.5V 전원 전압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

과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하면서도 요구되는 1.2us 이하

의 settling time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작은 면적에 전

력 효율이 높은 class-AB 증폭기를 사용하였으며, 적은

숫자의 소자들을 사용하면서도 온도의 변화에 대해 음

의 계수를 갖는 전류를 생성하는 회로를 이용하여 전원

전압 변화와 온도의 변화에 독립적인 기준 전류를 생성

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후 더 효율적인 시제품 개발을

위해 면적과 전력소모를 동시에 최소화하기위한 새로운

형태의 slew enhancement 증폭기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구현한 시제품 L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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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칩 면적은 12,203um x 1,500um를 차지하며, 측정된

source driver 출력 정착 시간은 신호가 high에서 low

및 low에서 high로 변할 때 각각 1.016us, 1.072us의 수

준을 보이며 source driver 출력 전압 편차는 최대

11mV이고 소모 전력은 1.5/5.5V 전원 전압에서

70.78m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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