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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임피던스 보정 회로와 이퀄라이저 회로를 가진 1.2V 5Gb/s SLVS 차동 송신단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송신단은 4-위상 출력 클록을 갖는 위상 고정 루프, 4-to-1 직렬변환기, 레귤레이터, 출력 드라이버, 그리고 

신호보존성을 향상하기 위한 이퀄라이저 회로를 포함한다. 또한, built-in self-test를 위해 pseudo random bit 
sequence 발생기를 함께 구현한다. 제안하는 SLVS 송신단은 80mV에서 500mV의 차동 출력 전압범위를 지원한다. 
SLVS 송신단은 1.2V의 공급전압을 가지는 65nm CMOS공정을 이용하여 구현한다. 측정된 5Gb/s SLVS 송신단의 

peak-to-peak 시간 지터는 46.67ps이며, 전력소모는 1.88mW/Gb/s이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1.2-V 5-Gb/s scalable low voltage signaling(SLVS) differential transmitter(TX) with a digital 
impedance calibration and equalizer. The proposed transmitter consists of a phase-locked loop(PLL) with 4-phase 
output clock, a 4-to-1 serializer, a regulator, an output driver, and an equalizer driver for improvement of the signal 
integrity. A pseudo random bit sequence generator is implemented for a built-in self-test. The proposed SLVS 
transmitter provides the output differential swing level from 80mV to 500mV. The proposed SLVS transmitter is 
implemented by using a 65-nm CMOS with a 1.2-V supply. The measured peak-to-peak time jitter of the implemented 
SLVS TX is about 46.67 ps at the data rate of 5Gb/s. Its power consumption is 1.88 mW/Gb/s.

키워드 : 송신단, 임피던스, 보정회로, 이퀄라이저, 신호 보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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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위한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 방

식은 채널의 수를 줄여 생산비용, 신뢰성, 그리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Modem IC로의 연결을 위한 추

가적인 구성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1, 2]. 또한 작은 크

기의 차동신호를 전송함으로써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노이즈가 줄어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UHD(ultra high definition)와 UHD+급의 모바

일 디스플레이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용할 경우 lane당 5Gbps 이상의 고속의 

인터페이스 속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

기 위해 lane당 1Gbps의 한계를 가지는 MIPI(mobile 
industry processor interface) D-PHY보다 높은 성능인 

lane당 최고 3~6Gbps 이상의 고속 인터페이스 MIPI 
M-PHY를 지원하는 5Gb/s SLVS (scalable low voltage 
signaling) 송신단을 개발한다[3]. 

전압 모드로 동작하는 송신단의 임피던스는 신호보

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력 드라이버의 턴-온 저항을 

채널 임피던스에 정합시킨다. 또한, 고속의 데이터를 

송신할 경우 채널의 대역폭 제한으로 발생하는 ISI 
(inter-symbol interference)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이퀄

라이저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SLVS 송신단의 출력 

임피던스 정합을 위하여 pre-driver의 공급 전압을 제어

하는 방법[4, 5]과 출력 드라이버를 병렬로 구성하는 방

법[6-8]이 연구되었다. 기존의 Pre-driver의 공급 전압 

제어를 통해 임피던스를 정합하는 기법은 공급전압 노

이즈에 민감하며 전력소모를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

는 전압모드의 송신단에 적합한 이퀄라이저 기법과 디

지털 방식의 출력저항 보정기법 적용한 송신기를 제안

한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제안하는 5Gb/s SLVS 송
신단의 구조 및 회로를 소개한다. 3 장에서는 제작된 

SLVS 송신단의 측정결과를 논의하며, 4 장에서 본 논

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5Gb/s SLVS 송신단

그림 1은 제안된 5-Gb/s SLVS 송신단의 블록도이다. 
제안하는 SLVS 송신단은 4-위상 출력 클록을 갖는 위

상 고정 루프(PLL)와 4-to-1 직렬변환기(Serializer), 레

귤레이터(Regulator), 이퀄라이저를 포함한 전압모드 

방식의 출력 드라이버(HS&EQ Driver), 저전력 모드 

출력 드라이버(LP Driver), PRBS(pseudo random bit 
sequence) 발생기로 구성된다. 4-위상 PLL이 1.25GHz
의 주파수를 가진 입력 클록(PLL_CLK)으로부터 위상

차가 200ps인 4개의 클록(CLK[3:0])을 출력한다. PRBS 
발생기는 테스트 블록으로 4-위상 PLL에서 생성된 

CLK[3] 신호로부터 4비트의 1.25Gb/s의 데이터를 생성

한다. 이 신호는 4-to-1 직렬변환기와 이퀄라이저를 포

함한 전압모드 방식의 출력 드라이버를 통해 최종 

5Gb/s 전송속도의 데이터로 출력된다. 이진 5비트에 의

해 출력전압이 제어되는 레귤레이터는 전압모드 방식

의 출력 드라이버를 위한 공급전압을 생성한다.
그림 2는 이퀄라이저 드라이버를 포함한 전압모드 

방식의 출력 드라이버의 블록도이며, pull-up path와 

pull-down path는 각각 63개의  unit과 31개의  unit으로 

구성된다. 또한, pull up path를 위한 unit과 pull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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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of proposed 5Gb/s SLVS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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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를 위한 unit은  2개의 N-type MOSFET과 2개의 

pre-driver로 각각 구성된다.  이퀄라이저 드라이버를 포

함한 전압모드 방식의 출력 드라이버의 출력 임피던스

는 활성화되는 pull up path unit과 pull down path unit
의 수에 따라 디지털 방식에 의해 제어된다[9]. 이퀄라

이저 드라이버는 각각 15개의 unit으로 pull-up path와 

pull-down path로 구성되며 de-emphasis 방법을 이용하

기 위해 1-tap 지연된 반전 신호를 출력한다.  
그림 3은 pre-driver의 회로도이다. 기본적인 인버터 

회로에 EN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P-type MOSFET과 

N-type MOSFET이 추가되었다. EN 신호가 “high” 상
태인 경우 pre-driver가 활성화됨으로 pull-up path unit 
혹은 pull-down path unit이 활성화된다. 

일반적으로 전압 모드로 동작하는 송신단의 출력 드

라이버 임피던스는 출력 드라이버의 턴-온 저항으로 모

델링을 하여 신호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력 드라

이버의 턴-온 저항을 채널 임피던스의 값으로 매칭시킨

다. 그림 4는 SLVS 송신단의 출력 드라이버의 회로와 

출력 드라이버의 임피던스 분석을 위한 등가회로이다. 

IN
OUT

VDD

EN

EN

Fig. 3 Circuit diagram of pre-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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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

O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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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3

RT

RT

INP

INM    

(a)          (b) 

Fig. 4 Output driver of SLVS transmitter (a) circuit diagram 
of output driver (b) impedance equivalent circuit of output 
driver

출력 드라이버에 공급되는 공급 전압(Vs)은 레귤레

이터를 통해 공급되며, 5-비트 DAC에 입력되는 신호

(EN[4:0])를 제어하여 출력 드라이버의 출력전압 범위

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림 4(a)는 설계된 SLVS 송신단의 

전압 모드로 동작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도이다. 출력 

드라이버의 임피던스는 4개의 N-type MOSFET(M0∼
M4)의 턴-온 저항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이 턴-온 

저항을 이용하여 채널 임피던스에 매칭시킨다. 또한 작

은 출력전압 범위를 가지기 위해 출력 드라이버에 공급

되는 Vs 전압은 낮은 전압이 공급되며 pull-up path를 

P-type MOSFET로 구성하여 설계할 경우 소스와 게이

트 사이의 전압이 작아 동작하지 않으므로 N-type 
MOSFET로 구성된다. 그림 4(b)는 출력 드라이버의 

pull-up path(M0)와 pull-down path(M3)의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하여 단일 구조로 모델링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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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quivalent circuit of output driver and equa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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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RT 저항은 수신단 측에서의 터미네이션 저

항으로 채널 임피던스와 같은 값이다.
그림 5는 출력 드라이버와 이퀄라이저의 등가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a)는 DOUT[N] ≠ DOUT[N+1] 일 

때의 등가회로이며, 이는 이퀄라이저가 없는 일반적인 

전압 모드 출력 드라이버와 같이 동작한다. 여기에서 

RT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신단 측에서의 터미네이

션 저항으로 채널 임피던스와 같은 값이다. 따라서 출

력전압의 레벨을 나타내는 VH1, VL1과 차동 출력전압 

범위 VS,max의 값은 전압 분배에 의해 출력된다. 
DOUT[N] ≠ DOUT[N+1] 일 때 차동 출력전압의 범위는 

출력 드라이버에 입력되는 전압(Vs)만큼 출력된다. 또
한 ROUTP와 ROUTM이 바라보는 출력 임피던스는 동일하

며 gmain과 geq의 합으로 채널 임피던스의 값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림 5(b)는 DOUT[N] = DOUT[N+1] 일 때

의 등가회로이다. gmain과 geq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하

며, 출력 드라이버의 출력전압 범위는 DOUT[N] ≠ 

DOUT[N+1] 일 때보다 더 작은 출력전압 범위를 가진다. 
그림 6은 출력 드라이버의 공급전압(Vs)의 범위를 

제어하는 레귤레이터의 회로도이다. 레귤레이터는 일

정한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constant gm 회로와 Vs 전
압의 가변을 위한 5-비트 DAC, 단위 이득 버퍼로 구성

된 Vs 레귤레이터로 구성된다. 레귤레이터의 constant 
gm 회로에서 생성된 전류가 5-비트 DAC로 전류 미러

링되어 저항 R0의 양단에 형성되는 전압이 기준 전압

(Ref)이 된다. Vs 전압의 범위는 5-비트 DAC의 EN[4:0]
의 디지털 코드에 의해 제어되어 80 mV에서 500 mV의 

출력전압 범위를 가진다. Vs 레귤레이터는 차동증폭

기와 P-type MOSFET로 이루어져있으며 R1저항과 

P-type MOSFET은 위상여유를 위해 고려된다. P-type 
MOSFET은 고속 동작 모드의 출력 드라이버가 동작할 

때 공급해 주는 전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송신단이  

저전력 모드에서 고속 동작 모드로 전환될 때 출력전압

(Vs)의 값이 VDD부터 출력하고자 하는 전압에 가까워

진다. 이때 안정된 출력전압(Vs)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

을 고려하여 Vs 레귤레이터의 N-type MOSFET에 입력

되는 REG_LOAD_EN으로 출력전압(Vs)의 공급을 제

어한다.
그림 7은 ODT(on-die termination) 자율 교정기의 블

록도이다. 출력 드라이버의 임피던스를 외부의 디지털 

컨트롤 핀을 사용하지 않고 칩 내부에서 자동으로 채널 

임피던스에 매칭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ODT 자율 

교정기는 비교기, Counter & CLK_ctrl, FSM(finite state 
machine), 레플리카 드라이버(Replica driver)로 구성되

어 있으며 외부 저항(REXT)을 달아, 출력 드라이버의 임

피던스 값을 정한다. 

Fig. 7 Block diagram of impedance calibration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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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iming diagram of impedance calibration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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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XT의 값에 따라  ZQ에 걸리는 전압이 3*Vs/4만큼

의 전압이 걸리도록 레플리카 드라이버와 Pull-up 드라

이버의 임피던스가 조정 되도록 한다. 
먼저 Pull-up 드라이버의 임피던스를 ODT 자율 교정

기를 이용하여 채널 임피던스에 매칭할 경우, 6-비트 

FSM의 초기값이 설정되고 Pull-up 드라이버의 임피던

스의 값과 ODT 자율 교정기에 공급되는 공급전압(Vs), 
외부 저항(REXT)의 값으로 ZQ에 걸리는 전압이 결정되

며 그 값이 비교기의 양(+) 입력 단자에 입력된다. 비교

기의 음(-) 입력 단자에는 3*Vs/4 전압의 값이 입력된

다. 비교기는 Counter & CLK_ctrl 을 통해 입력 받는 

pull-up path 클록이 차단될 때까지 비교를 하게 되고 

Pull-up 드라이버의 임피던스에 대한 매칭 후에 

Pull-down 드라이버의 임피던스를 Pull-up 드라이버의 

임피던스 매칭 방식과 동일하게 채널 임피던스에 매칭

시킨다. 
그림 8은 Pull-up & Pull-down 드라이버의 Counter 

& CLK_ctrl 의 블록도이다. ODT 자율 교정기를 이용

하여 Pull-up 드라이버와 Pull-down 드라이버의 임피던

스 매칭을 위해 입력 받는 클록을 차단하지 않으면 전

력소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Pull-up 드라이버와 

Pull-down 드라이버의 임피던스가 매칭되면 동작할 필

요가 없으므로 매칭이 끝난 후에는 CLK_ctrl에 입력되

는 클록을 차단한다. 그림 9는 Pull-up & Pull-down 드
라이버의 Counter & CLK_ctrl의 타이밍도이다. ODT 
자율 교정기의 입력 클록은 tx_clk를 이용하여 동작한

다. 먼저 ODT 자율 교정기는 XOR 게이트를 이용하여 

비교기의 이전 출력과 현재 출력을 비교한다. 2개의 출

력이 바뀌는 시점이 비교기의 음(-) 입력 단자에 입력되

는 3*Vs/4의 값과 근접한 값이 되므로 Pull-up 드라이버

의 임피던스가 매칭된다. 그러나 비교기의 오프셋과 해

상도에 의해 비교기의 이전 출력과 현재 출력이 바뀌는 

시점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6-비트 카운

터를 이용하여 64번의 클록으로 비교기가 동작함으로

써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둔다. 
6-비트 카운터의 동작이 완료될 때 발생하는 valid_ 

up_count와 XOR 게이트를 통해 나오는 valid_up, 
valid_up_hold를 이용하여 Pull-up 드라이버의 임피던

스 매칭을 위한 클록은 차단된다. Pull-down 드라이버

의 임피던스는 Pull-up 드라이버의 CLK_ctrl을 통해 출

력되는 clk_dn을 입력 받아 Pull-up 드라이버와 동일한 

과정으로 Pull-down 드라이버의 임피던스를 매칭하고, 
완료되면 ODTCAL_EN에 의해 ODT 자율 교정기의 입

력 클록을 차단한다.

Ⅲ. 측정 결과

제안된 5Gb/s SLVS 송신단은 1.2V 공급전압을 가

진 65-nm CMOS 공정으로 구현되었다. 그림 10은 구

현된 5Gb/s SLVS 송신단의 칩 사진이다. SLVS 송신단

의 면적은 470㎛×280㎛ 이며, 4-위상 PLL의 면적은 

450㎛×450㎛이다. 5Gb/s SLVS 송신단의 전력소모는 

1.88mW/Gb/s이다. 그림 11은 제작된 5Gb/s SLVS 송
신단 칩을 측정을 위한 테스트 보드이다. 테스트 보드

는 자체테스트를 위해 클록 신호를 입력 받는다. 입력

받은 클록 신호를 통해 생성되는 8개의 215-1개의 

PRBS 신호가 직렬화된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하게 된

다. 출력된 신호는 10cm 길이의 채널을 통하여 측정이 

수행되었다. 

Output Driver

PRBS

4 phase
PLL

470μm

280μm 4-to-1 
Serializer

450μm

450μm

Fig. 10 Chip photograph of transmitter and PLL

Fig. 11 Test board for test of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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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1.25GHz Clock output waveform of PLL

Fig. 13 Data output waveform of transmitter

그림 12는 5Gb/s SLVS 송신단의 4-위상 PLL 
1.25GHz 클록 파형이며, 1.25GHz 클록 파형의 peak- 
to-peak 시간 지터는 35.56ps이다. 그림 13은 5Gb/s 
SLVS 송신단의 차동 데이터 출력파형에 대한 아이 다

이어그램이다. 출력 데이터 신호는 터미네이션을 위해 

테스트 보드의 임피던스 값이 50Ω으로 매칭된 10cm 
채널을 통과하여 측정되었다. 측정된 5Gb/s SLVS 송
신단의 데이터 아이 다이어그램의 peak-to-peak 시간 

지터는 46.67ps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호의 왜곡에 대한 ISI를 보상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 회로와 송신단의 출력 임피던스를 디

지털 코드로 보정하는 기능을 가진 5Gb/s SLVS 송신단

을 제안하였다. 측정을 통한 PLL의 1.25GHz의 클록 출

력 파형은 35.56ps의 peak-to-peak 시간 지터를 가지며, 
5Gb/s SLVS의 출력 파형은 46.67ps의 peak-to-peak 시
간 지터를 갖는다. 제작된 SLVS 송신단의 전력 소모는 

1.88mW/Gb/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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