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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진 가중치  전류 기법을 이용한 고속 디지털 LDO(Low Dropout) 레귤레이터를 제안했다. 기존의 

디지털 LDO는 일정량의 전류를 한 단계씩 제어하기 때문에 응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링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중 가중치 전류 기법은 링잉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출력전압이 빠르게 안정화되도록 한다. 출력전압이 목표

전압에 안정적으로 도달하면, 디지털 LDO의 동작을 멈추는 프리즈 모드를 추가했다. 제안된 고속 응답 디지털 LDO
는 출력 전원 전압이 급격히 바뀌는 시스템에서 응답속도가 느린 DC-DC 변환기와 함께 사용되어 출력전압을 빠르

게 변하도록 한다. 제안된 디지털 LDO는 기존의 양뱡향 시프트 레지스터보다  면적이 56%  감소했고, 리플전압이  

87% 감소했다. 제안된 디지털 컨트롤러는 0.18μm CMOS 공정으로 제작되었다. 1μF 의 출력 캐패시터에서 정착시

간이 3.1μs 이고, 리플전압은 6.2mV 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fast-transient digital LDO(Low dropout) regulator with binary-weighted current control 
technique. Conventional digital LDO takes a long time to stabilize the output voltage, because it controls the amount of 
current step by step, thus ringing problem is generated. Binary-weighted current control technique rapidly stabilizes 
output voltage by removing the ringing problem. When output voltage reliably reaches the target voltage, It added the 
FRZ mode(Freeze) to stop the operation of digital LDO. The proposed fast response digital LDO is used with a slow 
response DC-DC converter in the system which rapidly changes output voltage. The proposed digital controller circuit 
area was reduced by 56% compared to conventional bidirectional shift register, and the ripple voltage was reduced by 
87%. A chip was implemented with a 0.18μm CMOS process. The settling time is 3.1μs and the voltage ripple is 
6.2mV when 1μF output capacitor is used.

키워드 : 이진 가중치 전류, 디지털 LDO, 레귤레이터, 리플전압

Key word : Multiple current, digital LDO, regulator, ripple 

Received 26 April 2016, Revised 27 April 2016, Accepted 08 May 2016
* Corresponding Author Byung-Do Yang(E-mail:bdyang@chungbuk.ac.kr, Tel:+82-43-261-3583)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6.20.6.1154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이진 가중치 전류 제어 기법을 이용한 고속 응답 디지털 LDO 레귤레이터

1155

Ⅰ. 서  론

공정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코어 프로세서에 다양한 

회로가 집적화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코어 프로세서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 전압은 구동 회로의 종류에 따

라서 필요한 전압 및 주파수가 달라진다. 코어 프로세

서에서 구동 동작에 따라 필요한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전원전압이 고속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요

한 전원전압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1, 2]. 

고성능의 코어 프로세서용 전력 모듈 설계를 위해서 

그림 2(a) 와 같이 디지털 LDO(Low Dropout) 및 스위

칭 레귤레이터를 혼합하는 전원전압 관리 회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6]. 그림 2(b)와 같이 

요구되는 전압이 바뀔 경우, 디지털 LDO를 동작시켜 

출력전압이 순간적으로 기준전압을 쫓아가게 한다. 그 

후에 출력전압이 기준전압에 도달하면, 스위칭 레귤레

이터[7, 8]를 동작시켜 안정적인 전압을 높은 효율로 공

급한다. 디지털 LDO는 출력전압이 고속으로 생성되지

만 전력 효율이 낮고 리플전압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

이 있다. 한편,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전력 효율을 높게 

유지하지만 인덕터의 사용 때문에 출력전압이 빠르게 

목표전압(VREF)을 쫓아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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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디지털 LDO는 전력 스위치 어레이를 하나씩 

제어해서 출력전압이 목표전압(VREF)에 도달하는데 오

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출력전압이 목표 전압에 도달 

이후에도 링잉(Ringing)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

다. 기존의 디지털 LDO는 링잉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

력전압이 안정화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출력전

압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저효율의 디

지털 LDO를 동작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속의 전

원전압변화가 어려우며, 디지털 LDO를 필요이상의 시

간을 사용하여 전력효율을 감소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가중치 전류를 이용하여 스위치 

어레이의 수를 효율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출력전압이 

목표전압에 안정화 되는 시간을 줄이고, 링잉 문제를 

해결한 디지털 LDO를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LDO 의 

동작 유무 시점을 자체적으로 정확히 알아내는 프리즈 

모드를 적용하여, 외부 커패시터의 변화에도 정착 시점

을 자체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프

리즈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LDO가 동작하는 시

간을 최소화하여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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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제안된 디지털 LDO의 설계 

및 동작을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검증하였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Ⅱ. 본  론

그림 3은 기본적인 디지털 LDO 회로이다 [2]. 디지

털 LDO는 비교기, 디지털 제어기, 스위치 어레이, 클럭 

생성기로 구성된다. 비교기는 기준전압(VREF)과 디지털 

LDO의 출력전압(VOUT)을 비교한다. 디지털 제어기는 

비교기 결과 값을 토대로 스위치 어레이의 동작 개수를 

조절한다. 스위치 어레이에서 조절된 전류(ISUPPLY)가 

출력단 커패시터(CO)로 공급된다. 클럭 생성기는 동작 

신호가 발생하면 클럭을 생성한다.

그림 4는 기존의 양뱡향 쉬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한 

디지털 LDO 회로와 동작을 보여준다[2]. 그림 4(a)는 

양뱡향 쉬프트 레지스터의 제어기를 보여준다. 제어기

는 플립플롭과 멀티플렉서로 구성되며 스위칭 어레이

의 동작 개수를 조절한다. 그림 4(b)는 스위치 어레이 

제어 동작을 보여준다. 비교기의 결과값이 ‘0’일 경우 

스위치 제어 전압(‘1’)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PMOS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켜주게 된다. PMOS 스위치는 공

급전류를 증가시키고, 공급된 전류는 부하 커패시터에 

저장되며 출력전압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비교기의 결

과값이 ‘1’일 경우 스위치 제어 전압이 왼쪽으로 이동하

면서 PMOS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꺼주게 된다. 공급전

류는 감소되면서 출력전압을 감소시킨다. 기존의 양방

향 쉬프트 레지스터 방식을 이용한 디지털 LDO의 제어

기는 스위치 어레이 1개를 제어하기 위해서 1개의 플립

플롭과 멀티플렉서가 필요해서 면적이 큰 단점을 가진

다. 그림 4(c)는 기존의 양방향 쉬프트 레지스터 방식을 

이용한 디지털 LDO 동작 다이어그램이다. 기준전압이 

V1 에서 V2로 변할 때, 클럭 동작 신호가 발생하여 디지

털 LDO를 동작시킨다. 비교기의 출력에 따라 스위치 

어레이의 PMOS 비교기의 출력에 따라 스위치 어레이

의 PMOS 및 NMOS  동작 개수를 조절하여 출력전압이 

목표전압을 쫓아간다. 하지만 스위치 개수를 한 개씩 

조절하기 때문에 출력전압이 목표전압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기준전압이 출력전압에 

도달 후에도 비교기의 출력값이 ‘0’과 ‘1’을 반복하고, 

스위치 어레이의 수를 하나씩 조절하기 때문에 출력전

압에 링잉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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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제안된 스위치 어레이를 보여준다. 제안된 

스위치 어레이는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이진

배열(binary-weighted)로 되어있으며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각 블록마다 생성되는 전류는 이중가

중치 만큼 달라진다. 디지털 제어기를 통해서 SW1 

~SW5의 동작 유무를 결정한다. 목표전압(VREF)이 출력

전압보다 높게 변했을 경우, 비교기의 결과(Comparator 

output)가 ‘1’이 된다. 모든 PMOS 스위치가 동작하여 

출력전압(VOUT)이 빠르게 목표전압(VREF)을 쫓아간다. 

출력전압이 목표전압에 도착하고 나면, 비교기의 출력

값에 따라 PMOS 또는 NMOS를 순차적으로 정지시켜 

안정화시간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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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제안된 디지털 제어기를 보여준다. 제안된 

디지털 제어기는 쉬프트 레지스터, 두 개의 레벨 펄스 

생성기, 비교기, 클럭 발생기, 두 개의 플립플롭으로 이

루어져 있다. 클럭 동작 신호(EN)가 생성되면 플립플롭

과 레벨 펄스 발생기에서 인식해서 SW_ON 신호가 ‘1’

이 된다. SW1~SW5는 쉬프트 레지스터 결과값(Q1~Q5)

에 결정된다. 결과값이 ‘1’일 경우 스위치 셀을 동작 시

키고, ‘0’일 경우 스위치 셀 동작을 멈춘다. 

디지털 LDO의 동작 유무를 제어하는 프리즈(FRZ: 

freeze) 신호는 비교기, 레벨-펄스 생성기, 5비트 쉬프트 

레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다. 비교기의 출력값이 ‘0’에서 

‘1’로 또는 ‘1’에서 ‘0’으로 교차할 경우만 레벨 펄스 생

성기에서 비교기 출력값 변화 감지 신호(Comparator 

cross output)를 발생시킨다. 이 신호가 시프트 레지스

터의 클럭으로 동작하면서 SW1에서 SW5 까지 순차적

으로 끄게 된다. 5번 교차하게 되면 FRZ 신호가 ‘1’이 

되면서 클럭 생성기와, SR-플립플롭의 동작을 멈춘다. 

그 결과 디지털 LDO의 동작이 멈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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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oposed digital LDO operation diagram

그림 7은 배수 전류를 이용한 고속 디지털 LDO 동작 

다이어그램이다. 기준전압이 V1에서 V2로 변하면 출력

전압이 기준전압으로 빠르게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PMOS 스위치 어레이를 켠다. 출력전압이 기준전압에 

도달하면 비교기의 출력값이 ‘1’로 바뀌게 되면서 비교

기 출력값 변화 감지 신호(comparator cross output)를 

생성한다. 교차 신호가 발생함에 따라 스위치 셀이 하

나씩 꺼지기 때문에 출력전압의 기울기가 이진으로 줄

어들게 되면서 적은 리플 전압을 보여준다. 5번의 교차 

후에는 출력전압이 기준전압에 안정적으로 도달하며 

FRZ 신호를 생성하게 된다. 기존의 디지털 LDO에서 

발생하는 링잉 문제점이 제거된다. 

제안된 디지털 LDO는 요구되는 전압이 변화 할 때, 

모든 스위치 어레이를 동시에 켬으로써 기존의 하나씩 

스위치 어레이를 켜는 방법에 비해서 동작속도를 감소

시켰다. 또한, 회로 자체적으로 디지털 LDO 와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동작 시점을 구별하는 프리즈 모드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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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외부 커패시터 변화에도 두 회로간의 동작 여부

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의 디지털 LDO 회

로는 자체적으로 동작 여부를 지시하는 신호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출력전압이 기준전압에 도달한 후에도 

일정 시간을 소모하게 됨으로 디지털 LDO 의 파워 소

비를 증가시킨다.

CMP_OUT
[V]

VOUT

[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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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2

time [μs]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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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T

23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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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ing time = 
2.21µs

Ringing Problem

fCLK = 100MHz
COUT = 1μF 

(a)

Settling time = 
2.12µs

SW_ON
[V]

VOUT

[V]

0

1.8

0.6

1.2

time [μs]
0 1 2 3 4 5

FRZ
[V]

0

1.8

VREF

VOUT 1.8mV

2mV

90ns

Digital-LDO turn on
Switching Regulator 

turn on

fCLK = 100MHz
COUT = 1μF 

(b)

Fig. 8 Proposed digital LDO versus conventional digital 
LDO ripple voltage comparison diagram (a) conventional 
digital LDO (b) proposed digital LDO

그림 8은 기존의 양방향 쉬프트 레지스터 방식을 이

용한 디지털 LDO와 제안된 디지털 LDO의 출력 스윙

비교 동작 다이어그램이다. 기존의 디지털 LDO는 기준

전압이 600mV에서 1.2V로 변화할 때, 안정화 시간은 

2.21μs이다. 출력전압이 기준전압에 도달하고 나면 비

교기의 출력값이 ‘0’ 과 ‘1’ 사이를 교차하게 되므로 출

력전압에 링잉이 발생하게 된다. 링잉 문제로 인하여 

출력전압에 리플이 50mV 발생한다. 제안된 디지털 

LDO는 기준전압이 600mV에서 1.2V로 변화할 때, 추

안정화 시간이 2.12μs이다. 출력전압이 기준전압에 도

달하게 되면 이진배열의 스위치 어레이의 의해서 공급

전류가 2배씩 감소된다. 공급전류가 조절되면서 출력전

압에서 발생되는 리플은 최대 3.8mV이다. 비교기의 출

력값이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5번 교차하게 

되면 디지털 LDO 동작을 멈추는 FRZ 신호가 발생하면

서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동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디지털 LDO는 기존의 디지털 LDO에 비해서 

90ns 정착시간이 감소되었으며, 클럭 주파수가 낮아짐

에 따라 정착시간의 차이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출

력전압의 리플이 87%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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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oposed digital LDO versus conventional digital 
LDO ripple voltage comparison diagram according to 
output capacitor (a) ripple voltage (b) settling time

그림 9는 외부 커패시터에 따른 리플 및 정착시간을 

보여준다. 그림 9(a)는 외부 커패시터에 따른 기존의 디

지털 LDO 와 제안된 디지털 LDO의 출력전압 리플 비

교이다. 외부커패시터가 100nF~3μF 변할 때, 기존의 디

지털 LDO는 최대 리플이 448mV, 최소 리플 8mV의 성

능을 보여준다. 제안된 디지털 LDO는 최대 리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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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V, 최소 리플 0.7mV 보인다. 기존의 디지털 LDO

에 비해서 최대 93% 리플이 감소됐다. 그림 9(b)는 외부 

커패시터에 따른 정착시간을 보여준다. 기존의 디지털 

LDO는 외부 커패시터에 따른 정착시작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없으므로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여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안

한 디지털 LDO는 출력전압이 기준전압 부근에서 자체

적으로 FRZ신호를 생성함으로써 커패시터에 변화에 

관계없이 동작 시점이 일정하게 설정되어 불필요한 시

간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닌다. 제안된 디지털 

LDO의 프리즈 모드로 인해 100nF~3μF에서 최대 6.7μs

의 정착시간을 줄일 수 있다.

Ⅲ. 실  험

제안된 디지털 LDO는 0.18μm CMOS 공정으로 제

작되었다. 그림 10과 11은 레이아웃과  측정된 파형이

다.  그림 11에서 기준전압이 600mV에서 1.2V 변할 때 

출력전압의 측정파형을 보여준다. 기준전압(VREF)이 

600mV 일 때의 출력전압(VOUT)은 609mV 이고, 1.21V 

일 때의 출력전압은 1.14V이다. 출력전압이 기준전압

에 비해서 오차가 발생하는데 출력단의 기생 저항으로 

인하여 전압 강하가 발생이 예측된다. 상승주기에서 출

력전압의 리플은 5.8mV이고, 하강주기에서 출력전압

의 리플은 6.2mV이다. 실제 칩 결과의 리플이 시뮬레이

션의 리플에 비해서 오차가 발생하는데 출력단의 기생 

인덕터에 의해서 발생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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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icrophotograph of digital LDO chip

그림 12는 제안된 디지털 LDO의 칩 사진이다. 표 1

은 디지털 LDO의 비교 결과이다. [9]번은 과도기간 동

안 파워 MOSFET의 구동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전하 밸

런스를 조절하여 응답시간을 감소시키고, [10]번은 멀

티 비트 순환 TDC(Time to digital converter)를 이용하

여 응답시간을 감소시켰다. 제안된 디지털 LDO는 빠른 

정착시간 및 적은 리플전압을 보여주고 있으며, 칩 면

적 또한 가장 작다. 기존의 디지털 LDO는 50mV의 리

플전압을 보이지만, 제안된 디지털 LDO는 3.8mV의 리

플전압을 보여준다. 약, 92.4%의 리플 우수 성능을 보

여준다. 

실제 테스트 결과 12mV 정도의 리플전압을 보여준

다. 그림 12는 제안된 디지털 LDO의 실제 칩 사진이며 

0.01mm2 으로 기존의 디지털 LDO보다 약 56%의 면적

이 감소하였다. 

또한, 제안된 디지털 LDO는 자체적인 회로의 동

작 유무 신호에 의해서 외부 커패시터의 변화에도 정

착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표 1에서 제안된 디

지털 LDO 결과는 한 개의 표본 칩으로 테스트한 결

과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LDO 에서의 링잉문제

를 해결하고, 다른 고효율의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혼합

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속 응답 디지털 LDO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디지털 LDO는 스위치 어레이의 수를 이진 

배열로 제어하여 고속으로 출력전압이 생성되도록 하

였다. 또한, 프리즈 모드를 제공하여 회로 자체적으로 

디지털 LDO의 동작 유무를 판단한다. 

레이아웃 및 시뮬레이션 확인 결과 기존의 디지털 

LDO에 비해서 약 56%의 면적이 감소하였고, 링잉 문

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리플 6.2mV로 안

정한 출력전압 특성을 보였다. 제안된 디지털 LDO 칩

은 0.18μ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전원 전압은 1.8V, 클럭 주파수는 100MHz, 외

부 커패시터는 1μF이다. 

 

[9] [10] Conventional This Work

test test simulation Simulation test

Process 0.18 μm CMOS 0.11 μm CMOS 0.18 μm CMOS 0.18 μm CMOS

Supply voltage (V) 0.9~1.8 0.6-1.2 1.8 1.8

Clock frequency (MHz) - - 100 100 

Output capacitor (μF) 1 0.001 1 1

settling time (μs) 4 38
2.21 

(before ringing)
2.12 3.1

output voltage ripple (mV) 70 53 50 3.8 12 

overshoot (mV) - - 23 2 5.8 

undershoot (mV) - - 27 1.8 6.2 

Area(mm2) 0.81 0.04 0.0156 0.01

Digital control LDO N/A N/A N/A FRZ signal

Table. 1 Digital LDO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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