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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level shifter 

circuit for reducing power consumption. The concept 

of the proposed level shifter is to use capacitive 

coupling effect to reduce short circuit current. The 

power consumption of the proposed level shifter is 

reduced up to 50%,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level shifter. Especially the proposed level shifter 

circuit works well with low temperature poly-Si 

(LTPS) TFTs. It can operate on low input voltage 

even with low-mobility , high and widely-varying 

threshold voltage of LTPS TFT. 

I. 서론 

  온 Poly-Si(LTPS)기술은 평  디스 이 시스템

에 포함되는 단  회로들을 화소부와 함께 한 유리 기

 에 집 하여 추가 인 연결선(inter-connection 

lines)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 생산 공정을 단순화 시

킬 수 있어 각 을 받고 있다[1,2].

  문턱 압이 높은 poly-Si 패  내부 회로에 입력신

호를 달하기 해 낮은 입력 압을 높은 압으로 

변환시켜주는 벨 쉬 터 회로가 필요하게 된다. 특

히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동작속도는 빨라져야하며 

벨 쉬 터의 수가 격히 늘어나게 되어서 소비 력

이 요구된다[3]. 따라서 이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

는데[4-6], poly-Si을 이용하여 벨 쉬 터를 제작할 

경우 poly-Si의 열악한 기  특성으로 인해 출력신

호가 바뀔 때 큰 단락 류가 발생해 력소모가 크다

는 단 이 있다. 한 입력 압이 작을 경우 

N-channel TFT의 문턱 압의 변화에 회로 동작이 안

정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낮은 

소비 력과 빠른 동작 속도를 갖는 새로운 구조의 

벨 쉬 터를 제안하고, HSPICE를 사용하여 제안한 

벨 쉬 터의 성능을 검증하 다.

 

II. 제안한 벨 쉬 터 

  그림1에 나타낸 것이 가장 리 사용되는 cross- 

coupled latch type  벨 쉬 터이다. cross-coupled 

latch type  벨 쉬 터는 입력신호가 낮은 벨에서 

높은 벨로 변화하는 천이(transition)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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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annel TFT와 N-channel TFT가 동시에 ON이 

되어 단락회로 류(short circuit current)가 발생하고 

따라서 소비 력이 매우 큰 편이다. 한 cross- 

coupled latch type  벨 쉬 터는 구조 으로 

N-channel TFT의 류 구동능력이 P-channel TFT

의 류구동 능력보다 더 커야 안정 으로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공 원 Vddh가 높아질수록, 입력 압 

Vin이 낮아질수록(즉, P-channel TFT 게이트 압의 

스윙(swing)폭은 커지고 N-channel TFT 게이트 압

의 스윙 폭은 작아질수록) N-channel TFT의 width가 

증가하게 된다. N-channel TFT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기생 커패시턴스가 커져 입력신호가 바라보는 커

패시턴스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입력신호의 

상승과 하강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천이구간에

서 입력신호의 상승과 하강 기울기가 낮아질수록 단락

회로 류가 증가하게 되므로 소비 력을 해서는 

N-channel TFT의 크기를 이는 것이 요하다. 

한 온 Poly-Si TFT를 이용하여 벨 쉬 터를 구

할 경우, 일반 으로 단결정 실리콘 MOSFET에 비하

여 문턱 압이 높기 때문에 낮은 입력 압에 하여 

정상 으로 동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림 1. 기존의 cross-coupled latch type 벨 쉬 터

(a) 제안한 벨 쉬 터의 동작 원리 

  그림 2에 보인 제안된 벨 쉬 터의 동작원리는 다

음과 같다. 제일 처음 Node X와 Node Y가 로우

(floating)상태이므로 reset 신호에 의해 0V로 방 시켜

다. 즉, reset 신호가 HIGH가 되면 Node X와 Node 

Y가 0V로 기화 된다. 이후 다이오드 결합된 N3와 

N4에 의해 Node X에는 Vddl-Vthn3의 압이, Node 

Y에는 Vddl-Vthn4의 압이 충 된다. 이 때 입력

압 Vin이 LOW(=0V)가 되면 C1에는 Vddl-Vthn3의 

압이 충 되어 있게 된다. 한편 C2에는 다음 동작에

서 Vddl-Vthn4의 압이 충 된다. 이 때 입력 압 

Vin이 LOW에서 HIGH가 되면 커패시터 커 링 효과

에 의해 Node X의 압이 Vddl-Vthn3+Vin 이 되고 

N1의 소오스 단자가 LOW가 되어 N1이 완 히 ON 

된다. 따라서 P2가 ON되어 출력 압 Vout은 Vddh가 

된다. Vin이 HIGH에서 LOW가 되면  다시 커패시

터 커 링 효과에 의해 Node X의 압이 Vddl-Vthn3

로 낮아지게 되고 N1의 소오스 단자가 HIGH가 되어 

N1은 OFF 된다. 이 때 Node Y는 Vddl-Vthn4+Vin이 

되고 N2의 소오스 단자가 LOW가 되어 N2가 ON 된

다. N2가 ON 되면 출력노드의 압이 낮아져 P1이 

ON 되고 이어서 cross-coupled된 P2가 OFF된다. 따

라서 출력 압 Vout은 LOW 벨인 0V가 된다.

 

    

   그림 2. 제안한 벨 쉬 터

  여기에서 C1과 C2는 계속 충 과 방 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reset 이후 한 번만 충 되면 된다. 다이

오드 결합된 N-channel TFT가 Node X와 Node Y를 

Vddl-Vthn으로 충 한 뒤 OFF되고 커패시터 커 링 

효과에 의해 올라간 압을 유지시켜주므로 커패시터

를 충․방  하는데 드는 력소비가 없게 되어 소비

력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커패시터 커

링에 의해 Node X 혹은 Node Y의 압이 높아졌을 

때엔 N-channel TFT의 소오스에 0V를 인가하여 

N-channel TFT 게이트와 소오스간의 압 스윙폭을 

증 시켜주었고 Node X 혹은 Node Y의 압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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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때엔  N-channel TFT의 소오스에 높은 압을 

인가하여 N-channel TFT를 확실히 OFF시켜주었다. 

따라서 N-channel TFT의 크기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N-channel TFT의 류구동 능력을 증 시킬 수 있

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기생 커패시턴스 용량의 증

로 입력신호의 상승/하강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을 막

아 단락회로 류를 일 수 있고 따라서 소비 력

을 가능하게 한다. 한 늘어난 N-channel TFT 게이

트와 소오스간의 압 스윙폭은 낮은 입력 압에 해 

N-channel TFT의 문턱 압이 높을 경우에도 회로 동

작을 안정하게 하여 회로의 신뢰성을 증 시킨다. 

(b) HSPICE를 사용한 Simulation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벨 쉬 터 회로를 HSPICE로 

시뮬 이션 하 다. 입력 압은 0V에서 3.3V이고 

7MHz의 주 수를 가지며 Vddh는 7V, 입력신호의 상

승 / 하강시간은 각각 10nsec, 로드 조건은 50fF으로 

하 다. 표 1은 이러한 HSPICE 시뮬 이션의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시뮬 이션 조건 하에서 기존 

latch type 벨 쉬 터와 제안한 벨 쉬 터의 출력

형을 통해 동작의 안정성  상승 / 하강 속도를 비

교하고 류 형을 통해 단락 회로 류  소비 력

을 비교하 다.

 표 1. 시뮬 이션 조건

Input voltage 3.3 V

Input frequency 7MHz

Vddh 7V

simulation model LTPS TFT Model

Input rising/falling time 10nsec/10nsec

Load condition 50fF

  그림 3과 4는 각각 일반 인 latch type 벨 쉬 터

와 제안한 벨 쉬 터 사이의 출력 압과 류 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된 구

조가 일반 인 latch type 구조보다 상승, 하강 속도가 

빠르고 동작 형이 안정되며, 그림 4에서는 제안된 

벨 쉬 터의 단락회로 류가 일반 인 latch type 

벨 쉬 터보다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한 

구조에서는 커패시터 커 링 효과를 통해 N-channel 

TFT 게이트와 소오스간의 압 스윙폭을 크게 늘려주

어  N-channel TFT의 크기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류구동 능력이 충분하여 입력신호가 바라보는 기생 커

패시턴스의 용량이 작아진다. 따라서 입력신호의 상승 

/ 하강 기울기가 기존 latch type 벨 쉬 터에 비해 

크기 때문에 P-channel TFT와 N-channel TFT가 동

시에 ON 되어 있는 구간이 짧아져 단락회로 류가 

작게 된다. 따라서 기존 latch type 벨 쉬 터에 비

해 제안된 구조의 소비 력은 50%까지 어들게 된다. 

그림 3. 제안한 벨 쉬 터와 기존 latch type 벨 

쉬 터의 출력 형 비교

그림 4. 제안한 벨 쉬 터와 기존 latch type 벨 

쉬 터의 류 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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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온 poly-Si TFT를 이용한 새로운 

구조의 벨 쉬 터를 제안하 다. 제안한 벨 쉬

터는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latch type 벨 쉬

터에 비해 면 은 비슷하게 유지하 으나 정귀환

(positive feedback)특성을 갖는 latch type의 장 은 

살리면서 커패시터 커 링 효과로 단락회로 류를 

여주었다. 따라서 회로의 신뢰성은 높여 주면서 소

비 력을 구 하 다. 특히 온 poly-Si의 경우 문턱

압이 넓은 범 의 편차를 갖고 변하게 되는데, 입력

압이 낮고 N-channel TFT의 문턱 압이 클 경우 

일반 인 latch type 벨 쉬 터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새로 제안한 벨 쉬 터는 안정하게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한 벨 쉬 터의 경우 다양한 문턱

압의 변화에도 안정성을 갖게 되어 온 poly-Si에 

유리한 장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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