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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IoT 와 mobile 환경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이 증가함에 따라 

SoC 의 내부의 전원관리 회로의 설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최신 SoC 는 

전원 효율을 높이기 위해 SoC 내부의 각 block 마다 각각의 전원 

관리용 회로를 추가하여 block 의 load 에 맞게 적절한 공급 전압을 

제공한다. Low Dropout Voltage Regulator (LDO)는 빠른 응답시간과 

적은 die area 로 SoC 내부에 적용하기 적합하여 SoC 내부의 전원 관리 

회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소형화를 위해 Printed 

Circuit Board (PCB) 면적을 줄일 필요성이 있어 기존의 큰 외부 출력 

capacitor 를 없애는 output capacitor-less LDO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mobile 환경에서 배터리 수명을 위해 문턱 전압 

근처에서 동작을 하는 시스템이 많아져 문턱 전압 근처에서 가능한 

Digital LDO (DLDO)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턱 전압 근처에서 작동하며 외부 capacitor 와 

pad 를 없앨 수 있는 output capacitor-less 동작을 지원하는 dynamic 

구조의 LDO 를 제안한다. 문턱 전압 근처에서 작동이 가능한 

DLDO 와는 다르게 제안된 LDO 는 analog LDO 와 같이 하나의 power 

transistor 를 사용하며, op-amp 대신 Voltage Difference to Time 

Converter(VDTC)를 제안해 문턱 전압 근처에서의 동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안된 VDTC 를 통해 DLDO 에서는 힘든 출력 전압의 ripple-

less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작은 capacitor 로 높은 주파수에서의 

출력 임피던스 감소 루프를 적용해 load transient 가 발생하였을 때 

출력 capacitor 없이 적은 출력 전압 변화를 얻었다. 

설계된 회로는 65nm LP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0.0834mm2 이다. 제안된 논문은 넓은 동작 범위를 가지며 0.6V 입력 

전압에서 최대 30mA 의 출력 전류를 제공한다. 대기 전류는 1MHz 의 

클럭에서 0.1μA을 사용하며 이전 최신 논문보다 14배 향상된 FOM을 

얻었다. 

 

주요어 : 선형 레귤레이터 (Linear regulator), 전압-시간 

변환기(VTC), 혼성신호 회로(Mixed signal circuit) 

학   번 : 2016-2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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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Low dropout voltage regulator (LDO)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원 

관리 회로이다. Linear regulator 로 전력 효율은 낮으나 적은 ripple 과 

좋은 regulation 특성을 보이며 적은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특히 

inductor 와 큰 capacitor 가 필요한 switching regulator 와는 다르게 

적은 die area 에 설계가 가능하기에 System-on-Chip (SoC) 내부에서 

전원 관리용 회로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조의 LDO 는 

stability 와 load transient 에서 적은 출력 변화를 위해 큰 외부 

capacitor 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외부 capacitor 가 필요한 LDO 는 

각 블록마다 별도의 전원 관리 회로가 필요한 최신 SoC 에 여분의 

capacitor 를 위한 pad 의 숫자를 늘리게 되어 적절하지 않다. 여분의 

pad 들은 die area 적인 측면에서도 손해가 되며 Printed Circuit Board 

(PCB) 설계의 복잡도를 늘리며, 외부 capacitor 가 추가로 필요하기에 

비용이 크게 발생하며, 제품의 소형화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진다. 

그에 따라 이러한 여분의 pad 숫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output 

capacitor-less LDO 의 연구가 진행되었다[1]-[5]. 이러한 LDO 는 

op-amp 내부에 dominant pole 을 위치시켜 stability issue 를 

해결하였고, 빠른 load transient 가 발생하였을 때, slew rate 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출력 전압의 변동을 줄였다[1],[2],[3]. 이러한 

analog LDO (ALDO)는 좋은 성능을 보이나 복잡한 보상기법이 

필요하고 대기전류가 크며 process scaling 이 안되어 최신 CMOS 

공정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문턱전압 근처에서의 op-

amp 의 작동을 보장 못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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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하나의 power transistor 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power transistor 키고 끄는 방식인 Digital LDO 

(DLDO)가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6]. 하지만 이러한 DLDO 는 

문턱전압 근처에서 동작이 가능하나 제한된 power transistor 개수에 

의해 출력에 큰 ripple 이 발생하며 높은 loop bandwidth 를 얻기 위해 

빠른 클럭 주파수가 필요하게 되어 큰 대기전류를 소모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ADC-based, VCO-based, event-

driven 등의 다양한 방식의 DLDO 가 제안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의 

DLDO 는 설계의 복잡도가 매우 크다[7]-[11]. 

이러한 ALDO 와 DLDO 의 장점을 결합한 Class-D LDO 가 최신에 

발표되었다[12]. Class-D LDO 는 출력 전압의 ripple-less 인 특성과 

좋은 regulation 특성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높은 대기전류가 소모하며 

큰 외부 capacitor 가 필요하다. 또한 op-amp 를 사용하기에 문턱전압 

근처에서의 동작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출력이 ripple-less 을 갖고 문턱 전압 근처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적은 대기전류를 소모하는 output capacitor-less 

dynamic LDO 를 제안한다. 대기전류를 줄이고 문턱 전압 근처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control block 이 제안된다. 이러한 

dynamic 구조로 인해 dominant pole 이 control block 내부에 생성되어 

별도의 복잡한 보상 없이 output capacitor-less 작동이 가능하며 빠른 

load transient를 대비해 간단한 출력 임피던스 감소 루프가 제안되었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기존 ALDO 와 DLDO 의 기본 동작 원리 

LDO 의 중요한 performance 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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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의 LDO 의 기본 동작 원리와 

s-domain 분석, 출력 임피던스 감소 루프 그리고 circuit 

implementation 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제안된 LDO 의 measurement setup 과 실제 측정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중요 성능지표를 요악한다. 또한 최신 발표된 논문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LDO 의 성능을 비교한다.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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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Basics of LDO 

이번 장에서는 제안된 LDO의 이해를 돕기 위해 ALDO와 DLDO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LDO 의 성능에 대한 지표에 

대해 설명한다. 

2.1 Analog LDO 

그림 2.1 에 power transistor 로 PMOS 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구조의 analog LDO 가 나와 있다. ALDO 는 op-amp 와 power 

transistor 로 구성된다. VOUT 에 출렁임이 발생하면 op-amp 가 이를 

감지하여 power transistor 의 gate 전압을 조정함으로 VOUT 가 

VREF같아지게 된다. 

Power supply rejection 과 die area 출력 임피던스 관점에서 

NMOS 를 power transistor 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신 공정의 낮은 

공급 전압 때문에 NMOS 를 구동하기 위한 충분한 headroom 이 안 

VIN

VOUT

COUTRLOAD

VREF

 
그림 2.1 Conventional analog LDO using PMOS for power tran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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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 때문에 최신 LDO 에서는 PMOS 가 power transistor 로 주로 

사용된다. 

그림 2.1 과 같은 구조의 LDO 는 power transistor 의 gate node 와 

출력 node 에 각각 pole 이 형성되는 2-pole system 을 이루게 된다. 

Op-amp 의 bandwidth 가 매우 크다면 그림 2.1 의 LDO 의 loop gain 

은 

 𝐴𝐿𝐺 =
𝐴𝑎𝑚𝑝 ∙ 𝐴𝑀𝑂𝑈𝑇

(1 +
𝑠
𝑝1
)(1 +

𝑠
𝑝2
)
 (1) 

와 같으며 다른 변수들은 

 𝐴𝑀𝑂𝑈𝑇
= 𝑔𝑀𝑂𝑈𝑇

∙ 𝑅𝐿𝑂𝐴𝐷 (2) 

 𝑝1 = 𝑅𝐿𝑂𝐴𝐷 ∙ 𝐶𝑂𝑈𝑇 , 𝑝2 = 𝑅𝑎𝑚𝑝 ∙ 𝐶𝑀𝑂𝑈𝑇
 (3) 

로 정의된다.  𝐴𝑎𝑚𝑝은 op-amp 의 gain, 𝑔𝑀𝑂𝑈𝑇
은 power transistor 의 

transconductance,  𝑅𝑎𝑚𝑝은 op-amp 의 출력 저항 그리고 𝐶𝑀𝑂𝑈𝑇
은 

power transistor 의 input capacitance 이다. 주파수 보상이 없다면 

VOUT 이 안정되지 않고 발진할 수 있음으로 일반적인 구조의 

VIN

VOUT

COUT RLOAD

VREF

A1 A2

 
그림 2.2 Output capacitor-less LDO using simple mille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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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O 에서는 COUT 을 키워 출력 node 의 pole, p1 을 dominant pole 로 

만들어 stability 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의 LDO 는 매우 

큰 외부 capacitor 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최신 SoC 의 전원 관리 

회로로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2.2 와 같은 출력 capacitor 가 

필요 없는 output capacitor-less LDO 가 연구되었다. 이러한 output 

capacitor-less LDO 는 주파수 보상을 통해 루프 내부에 dominant 

pole 을 만들어 load condition 에 상관없이 항상 stability 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output capacitor-less 구조는 op-amp 내부에 

dominant pole 이 생기기 때문에 slew rate 에 의해 large signal 

response 에 제한이 생겨 load transient response 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bias current 를 

늘리거나 출력 전압의 spike 를 감지하는 multi loop LDO 또한 많이 

보고되었다[1]-[5]. 

2.2 Digital LDO 

앞서 설명한 ALDO 는 좋은 성능을 보이나 문턱 전압 근처에서 

작동이 힘들고, CMOS process scaling 이 안되는 단점이 있어 최근에 

하나의 power transistor를 여러 개의 power transistor를 키고 끔으로 

동작하는 Digital LDO 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6]. 그림 2.3 은 가장 

기본적인 DLDO을 보여준다. Comparator를 사용하여 power transistor 

unit 과 연결된 shift register 의 bit 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regulation 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의 DLDO 는 한번의 클럭 

주기동안 하나의 power transistor 만 작동시켜 굉장히 느린 transient 

response 를 보여주며 제한된 개수의 power transistor 때문에 큰 출력 

ripple 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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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transistor 를 사용하게 되면 그에 비례하여 shift register 의 

bit 수가 커져 큰 die area 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빠른 transient 

response 를 얻기 위해 빠른 클럭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매우 많은 

대기 전류를 소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comparator 를 두어 VOUT 의 범위에 따라 coarse-fine control 을 해 

빠른 transient response 를 달성하거나 dead-zone 을 만들어 출력 

ripple 을 줄이는 방식이 연구되었다[7]-[11]. 최근에는 ADC-based 

LDO 가 많이 보고되었다. ADC-based LDO 는 느린 클럭 주파수에서도 

빠른 transient response 를 얻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빠른 transient 

response 에 비해 적은 대기전류를 소모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LDO 는 여전히 낮은 regulation 성능을 보이며, 설계의 복잡도가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  

2.3 Performance Metrics 

이번 절에서는 LDO 의 성능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를 소개한다.  

2.3.1 Quiescent Current 

대기전류(quiescent current)는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의 차이로 

정의되며 높은 current efficiency 를 얻기 위해 적은 대기 전류가 

필요하다. 그림 2.3 은 LDO 에서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의 흐름을 

보여준다. IQ는 대기 전류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𝐼𝑄 = 𝐼𝐼𝑁 − 𝐼𝑂𝑈𝑇 (4) 

와 같이 정의된다. 

ALDO 의 대기전류는 op-amp 의 bias current 에 의해 결정된다. 

ALDO 의 경우 op-amp 의 bias current 는 op amp 의 bandwidth 와 

연관되어 있어 높은 bandwidth 와 빠른 transient response 특성을 

위해서 bias current 가 커져야 하는 trade-off 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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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OD 의 경우 control block 의 dynamic power 와 leakage 

current 에 의해 대기전류가 결정된다. 적은 대기전류를 얻기 위해 느린 

주파수를 사용해 dynamic power 를 줄일 수 있으나 ALDO 와 

마찬가지로 loop bandwidth 와 transient response 의 특성이 안 좋게 

된다. 

2.3.2 Current Efficiency 

Current Efficiency 는 그림 2.3 에 나와있는 IIN 과 IOUT 의 비율로 

결정된다. 

 Current efficiency =  
𝐼𝑂𝑈𝑇
𝐼𝐼𝑁

=
𝐼𝐼𝑁 − 𝐼𝑄

𝐼𝐼𝑁
 (5)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높은 current efficiency 를 얻기 위해 적은 

대기전류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2.3.3 Transient Response 

 Transient response 는 출력 전류가 step function 으로 바뀔 때 

출력 전압의 변화 값을 의미하는 dynamic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빠른 

COUT

VIN

LDO

IN OUT

GND

RLOAD

VOUT

IIN IOUT

IQ

 
그림 2.3 Current flow of 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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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 response 를 얻기 위해 높은 loop bandwidth 와 출력 전압의 

출렁임을 일시적으로 막아줄 큰 출력 capacitor 가 필요하게 된다.  

2.3.4 Load Regulation 

Load regulation 은 다양한 load condition 에 대해 LDO 의 출력, 

VOUT 이 VREF 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steady state 특성이다. 

Load regulation 은 

 Load regulation =  
∆𝑉𝑂𝑈𝑇

∆𝐼𝑂𝑈𝑇
= 𝑅𝑂𝑈𝑇 =

𝑅𝑃𝑀𝑂𝑆 ∥ 𝑅𝐿𝑂𝐴𝐷

1 + 𝐴𝐿𝐺
≈

1

𝐴𝑎𝑚𝑝 ⋅ 𝑔𝑀𝑂𝑈𝑇

 (6) 

과 같이 정의된다. 𝑅𝑂𝑈𝑇은 LDO 의 closed loop output impedance 이며 

𝑅𝑃𝑀𝑂𝑆는 power transistor 의 저항 값, 𝐴𝐿𝐺은 loop gain, 𝐴𝑎𝑚𝑝은 op-amp 의 

DC gain, 𝑔𝑀𝑂𝑈𝑇
은 power transistor 의 transconductance 를 의미한다. 

Loop gain 이 클수록 좋은 regulation 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3.5 Line Regulation 

Line regulation 은 다양한 입력 전압에 대해 LDO 의 출력, VOUT이 

VREF 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steady state 특성이다. Line 

regulation 은 

 Line regulation =  
∆𝑉𝑂𝑈𝑇

∆𝑉𝐼𝑁
 (7) 

 

과 같이 정의된다. Load regulation 과 마찬가지로 loop gain 이 커질수록 

line regulation 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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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Design of proposed LDO 

 

3.1 Design Consideration 

본 논문에서는 문턱전압 근처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fully-

integration 을 위해 출력 capacitor 없이 작동이 가능한 LDO 를 

설계하였다. 높은 전류효율을 위해 다이나믹 구조의 LDO 가 

제안되었으며, 다이나믹 작동을 위해 문턱전압 근처에서 동작하는 

Voltage-Difference-to-Time-Converter (VDTC)가 새롭게 

제안되었다. VDTC 는 두 입력전압의 차이를 받아 그에 비례한 pulse 

width 를 가진 디지털 출력을 만들어내는 회로이다. VDTC 를 통해 

선형제어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안된 LDO 는 DLDO 와 다르게 다른 

블록의 도움없이 ripple-less 인 평형상태 제어를 보여주며, 또한 line 

regulation 과 load regulation 에서도 적은 오차를 보인다. 

또한 LDO 가 느린 클럭 주파수를 사용해 전체 루프 대역폭이 

낮더라도, 적은 출력 전압 변동을 갖게 하기 위해, 간단한 출력 

임피던스 감소 루프가 제안되었다. 위 루프를 통해 메인 제어 루프가 

작동하지 못하는 빠른 출력 변동에도 적은 출력 전압 변동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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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Overall Architectur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VDTC, Charge Pump(CP) 및 단일 

power transistor 로 구성된 LDO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3.1 과 같다. 

보상 capacitor CC 는 출력 임피던스 감소를 위해 삽입되며, 이는 

3.4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전체 루프 동작은 기존의 1-order charge 

pump analog PLL 과 거의 동일하다. VDTC 는 매 클럭 주기마다 기준 

전압과 출력 전압, 즉 VREF 및 VOUT 간의 전압의 차이를 감지한다. 

VDTC 는 |VREF-VOUT|에 비례하는 시간 펄스를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으로 내보낸다. VDTC 의 두개의 출력은 |VREF-VOUT|의 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 출력 pulse 는 power transistor 의 게이트 전압과 

전류원 사이의 스위치를 키고 끔으로써 power transistor 의 전압을 

조정하게 된다. Class-D LDO 와는 다르게 저역 통과 필터와 문턱전압 

근처에서 동작을 보장할 수 없는 analog OP-Amp 대신 VDTC 와 

 
그림 3.1. Architecture of the proposed 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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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역할을 하는 전류-전압 변환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다이나믹 구조의 VDTC 는 동일한 동작을 하는 analog OP-Amp 와는 

다르게 낮은 대기전류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그림 3.2 는 제안된 LDO 의 load transient 가 발생하였을 때의 

transient response 를 보여준다. ILOAD 가 빠르게 증가하였을 때 

VOUT 는 감소하게 되며 CC 로 연결된 VG 또한 같이 감소하게 된다. 

감소된 VG 는 Power transistor 의 driving strength 를 증가시켜 메인 

루프가 작동하기 전에 VOUT 의 drop 을 막아주게 된다. 그 후 매 

클럭마다 VDTC 가 VOUT 과 VREF 를 감지하여 그에 비례한 pulse 

width 를 갖는 digital pulse 를 내보내게 된다. VOUT 이 VG 보다 작다면 

VDTC 는 DN 에 pulse 를 내보내게 되고, DN 은 CP 의 전류원과 power 

transistor 의 gate 사이의 switch 를 열어 주게 된다. Switch 가 열려 

있는 동안 VG 의 전압은 CP 의 전류원을 통해 방전되어 VG 가 낮아지고 

power transistor 의 driving strength 가 커져 VG 가 증가하게 된다. 

VOUT이 VREF와 같아지게 되면, VDTC 는 더 이상 pulse를 내보내지 

 
그림 3.2. Transient response of the proposed LDO during loa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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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고, 메인 루프는 작동은 멈추게 된다. 그럼으로 Class-D LDO 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LDO 는 이상적으로는 ripple-less 한 

출력 특성을 가지고 있다. 

IG

UP

CLK

VOUT

TS=1/fS

 V

KVDTC  V ICP fS

ICP

KVDTC  V

KVDTC  V

 
그림 3.3 Averaging model of VDTC and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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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mall Signal and Loop stability Analysis 

제안된 다이나믹 구조의 LDO 는 small signal response 를 분석하기 

위해 선형모델로 근사 되어야 한다. Charge pump PLL 과 같이, 피드백 

루프를 끊고 step wave 를 VDTC 에 입력으로 주었을 때, VDTC 는 매 

클럭, FS 마다 KVDTC∙∆V 의 pulse width 를 가지고 있는 pulse train 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된다. KVDTC는 VDTC의 gain이며, ∆V는 두 입력전압 

VREF 와 VOUT 의 차이이다. VDTC 와 결합하여 CP 는 VDTC 의 출력 

pulse width 와 같은 width 를 가지고 있는 current pulse 를 power 

transistor 의 gate 로 보낸다. 매 클럭마다 총 KVDTC∙∆V∙ICP 만큼의 

charge를 power transistor의 gate로 보내게 되며 ICP는 CP의 전류의 

크기이다. 

그림 3.3 와 같이 클럭 주기, TS 에 대해 전류를 평균내면 VDTC 와 

CP 의 출력은 step function 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 결과 그림 3.4 와 

같이 VDTC 와 CP 는 전류이득이 KVDTC∙ICP/TS 인 하나의 voltage 

dependent current source 로 모델링 될 수 있다. 그림 3.4 의 모델에서 

KCL 을 사용하면 주어진 loop transfer function 은 

VDTC + CP MPT

VREF

VOUT

VE

C1

-gmpgm1

CC

gm1 = KVDTC ICP fS

ROUT COUT

VG VOUT

 
그림 3.4 small signal block diagram of proposed 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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𝑉𝑂𝑈𝑇
𝑉𝐼𝑁

= A𝑂𝐿
(1 + 𝑎1𝑠)

𝑠(1 + 𝑏1𝑠)
 (8) 

이며, 다른 변수들은 

 A𝑂𝐿 =
𝑔𝑚1𝑔𝑚𝑝𝑅𝑂𝑈𝑇

𝐶1 + 𝐶𝐶(1 + 𝑔𝑚𝑝𝑅𝑂𝑈𝑇)
 (9) 

 𝑎1 = −
𝐶𝐶
𝑔𝑚𝑝

 (10) 

 𝑏1 =
(𝐶1𝐶𝐿𝑂𝐴𝐷 + 𝐶𝐶𝐶𝐿𝑂𝐴𝐷 + 𝐶𝐶𝐶1)𝑅𝑂𝑈𝑇

𝐶1 + 𝐶𝐶(𝑔𝑚𝑝𝑅𝑂𝑈𝑇 + 1)
 (11) 

 𝑔𝑚𝑝 = 𝐾𝑉𝐷𝑇𝐶𝐼𝐶𝑃𝑓𝑠 (12) 

 C1 = 𝐶𝐺 + 𝐶𝐺𝑆, 𝑅𝑂𝑈𝑇 = 𝑅𝑂𝑁 ∥ 𝑅𝐿𝑂𝐴𝐷 (13) 

과 같다. 

위 small signal 분석으로부터 전체 시스템에 두개의 pole 과 하나의 

zero 가 생김을 알 수 있다. C𝐿𝑂𝐴𝐷 ≫ C𝐶 ≫ C1 , g𝑚𝑝𝑅𝑂𝑈𝑇 ≫ 1  라고 

가정한다면 본 설계에서 pole 과 zero 는 다음과 같이  

 𝑝1 =  0 (14) 

 𝑝2 = −
𝑔𝑚𝑝

𝐶𝐿𝑂𝐴𝐷
 (15) 

 𝑧1 =
𝑔𝑚𝑝

𝐶𝐶
 (16) 

UGF

G
a
in

[d
B

]

Frequency P2

Z1

Varying second-pole and zero 

depending load condition

P1

 
그림 3.5 Bode plot of small signal model of the proposed 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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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화 시킬 수 있다. Second pole 과 RHP 위에 있는 zero 는 출력 

상태에 대해 좌우되지만, 작은 CC 의 capacitance 로 인해 RHP 위의 

zero 는 unit gain bandwidth 보다 큰 값을 가져 전체 루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력 capacitor 없이 동작할 때, 전체 루프 게인이 너무 

크지 않다면, p2 또한 전체 루프의 stability 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높은 

주파수에 위치해 있다. 그에 따라 출력 capacitor 없는 동작이 본 

설계에서는 보장된다. 낮은 AOL 로 인해 CC 로 인해 원점으로 당겨진 

RHP 위의 zero 와 second pole 은 루프의 stability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전체 루프의 대역폭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출력 임피던스 

관점에서는 CC 로 인해 출력 임피던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LDO 가 빠른 

출력 변화에 대해 출력 전압의 변화를 줄여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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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Output Impedance Reduction Loop 

LDO 가 출력 capacitor 가 없이 클럭 주기 보다 빠른 load 

transient 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산동작을 하는 메인 루프의 동작이 

출력 전압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큰 출렁임이 출력 

전압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LDO 의 load transient 의 

worst case 출력 capacitor 가 없이 클럭 주기 보다 빠르게 load 

transient 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작은 값의 

capacitor 를 power transistor 의 gate 와 drain 사이에 놓음으로 출력 

임피던스를 감소시켜 출력 전압의 출렁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capacitor 를 통해 출력전압에 변화가 발생하면 같은 방향으로 

power transistor 의 gate 전압 또한 커플링된 capacitor 를 통해 

낮아지게 되며 power transistor 의 저항 값이 빠르게 조정된다. 이러한 

 
그림 3.6. CS feedback loop for reduction of output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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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통해 작은 커플링 capacitor 만으로 출력 전압의 변화가 

적어지게 된다. 

Power transistor 의 gate 와 drain 사이에 capacitor 를 놓는 것은 

analog LDO 에서는 드문 보상 방식이다. Analog LDO 에선 dominant 

pole 이 op-amp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capacitor 는 

stability issue 를 발생시키는 second pole 과 RHP zero 를 만들게 되며, 

slew rate 를 감소시키게 된다. 감소된 slew rate 는 large signal 

response 에서 전체 루프의 속도를 제한하며 settling time 을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Slew rate 를 보상하기 위해, OP-Amp 의 출력 

전류를 증가시켜야 하며 이러한 출력 전류의 증가는 대기전류를 

증가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기법은 본 연구에서는 stability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 설계에선 dominant pole 은 이미 power transistor 의 gate 

node 에 서 원점에 위치하며, RHP 위의 zero 는 여전히 높은 주파수에 

위치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CC 는 slew rate 를 감소시키지만 

analog LDO 와는 다르게 CP 의 전류를 높이더라도 이산동작 특성으로 

인해 평형상태에서의 전체 대기전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위 출력 임피던스 감소 루프가 [12]-[13]에서 제안된 unit power 

transistor 의 전류를 순간적으로 높이는 analog-assisted technique 과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Analog-assisted loop 는 

켜져 있는 PMOS array 의 gate 전압을 순간적으로 ground 보다 낮추어 

순간적인 전류를 공급하여 최종적으로 켜야 하는 PMOS array의 숫자는 

변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기법은 메인 루프가 동작 시켜야 할 PMOS 

array 의 숫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settling time 이 변화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제안된 방법은 커플링된 전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된 power transistor 의 전압은 메인 루프가 동작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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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단계를 줄여주게 되어 다른 추가적인 회로 없이 settling time 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 VDTC 와 CP 없이 시스템을 본다면 

그림 3.6 과 같이 power transistor 는 common source amplifier 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common 

source 구조는 CGD를 통한 본래의 feedback loop 를 가지고 있다. CC를 

키움으로써 이러한 feedback loop 의 feedback factor 를 1 에 가깝게 

키워 loop gain을 늘리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2 stage이상을 가지고 

있어 feedback 이 slew rate 에 제한되는 analog LDO 와는 달리 본 

설계에서는 power transistor 의 gate 가 출력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slew rate 에 의해 feedback loop 가 제한되지 않아 빠른 응답이 

가능하다. 이러한 feedback loop 는 loop gain 이 작기 때문에 큰 출력 

 
그림 3.7. Simulation result of ∆VOUT changing CC when sharp load 

transient occurs from 10mA to 28.7mA without output capa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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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감소를 가져 오진 않지만, 클럭 주기 보다 빠른 load 

transient 가 발생하였을 때 작은 capacitor 로 출력 전압의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감소된 출력 임피던스는 

 
𝑉𝑂𝑈𝑇
𝐼𝐿𝑂𝐴𝐷

=
𝑅𝑂𝑈𝑇

1 +
𝐶𝐶

𝐶1 + 𝐶𝐶
𝑔𝑚𝑅𝑂𝑈𝑇

 (17) 

과 같게 된다. 

위 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CC 를 변화시키며 transient 

simulation 이 수행되었다. ILOAD 가 10mA 에서 28.7mA 로 1ns 동안 

변화할 때, CC 가 없을 때 105mV 의 ∆V 가 측정되었다. 본 

simulation 에서 CG 는 3.4pF 이며, CGD 는 1.4pF 이였다. 그림 3.7 은 

CC 를 0 에서 30pF 까지 바꾸며 측정된 ∆V 를 보여준다. 예상한 바와 

같이 CC 가 증가함에 따라 ∆V 가 급격히 적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전에 분석하였듯이, CC 를 키우는 건 second pole 과 zero 를 

원점으로 끌어당기게 되며 loop gain 이 감소하게 된다. Loop gain 은 

CP 의 전류를 증가시킴으로써 대기전류의 증가 없이 간단히 보상이 

되지만, power transistor 의 gate 에 큰 capacitor 는 loop 가 동작할 때 

큰 전류소모를 불러오게 된다. 또한 식 (17)의 특성에 따라 CC 의 

효과는 그림 3.7 에 나와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큰 CC는 

stability, 대역폭, power 그리고 면적의 관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feedback factor 를 약 0.75 정도로 만드는 

10pF 를 갖도록 CC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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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ircuit Implementation 

3.5.1 Voltage Difference to Time Converter 

그림 3.8 는 제안된 VDTC 의 schematic 을 보여준다. VDTC 는 

dynamic amplifier 와 threshold detecting skewed inverter 그리고 

pulse generator 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된 VDTC 는 그림 3.9 와 같이 

reset phase, evaluation phase 의 2 단계로 작동된다. Reset phase 동안 

클럭은 reset PMOS 를 작동시키기 위해 low state 를 유지하며, 두개의 

출력 노드 VTP 와 VTN 은 VDD 로 충전되어 있다. 클럭이 high state 인 

evaluation phase에는 VDD로 충전된 VTP와 VTN이 VDTC의 두 입력의 

차이에 비례한 전류차이를 가지고 방전된다. VTP 와 VTN 이 VDD-

VSW 보다 작게 되면, skewed inverter 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출력을 

VINVIP

CLK

CLK

VB

VTP VTN

DN

UP

VTP

VTN

Skewed inverter

10W/L

(LVT)

W/L

(HVT)

 
그림 3.8. Schematic of the proposed VDTC, Dynamic amplifier(left), 

Skewed inverter (top right), Pulse generator (bottom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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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로 만들게 된다. Pulse generator 는 각 skewed inverter 의 

출력을 감지하여 ∆V 를 시간영역으로 변경시키며 UP 이나 DN 단을 

통해 pulse 를 내보게 된다. 문턱전압 근처의 동작영역에서는 낮은 

VSW 는 제한된 전압 때문에 동작의 비이상성이 증가하게 된다. 문턱전압 

근처에서의 동작을 위해, PMOS 의 W/L 비율이 NMOS 의 W/L 비율보다 

10 배 더 큰 skewed inverter 가 설계되었다. 이러한 높은 VSW 를 

가지고 있는 skewed inverter 는 VDTC 의 gain 을 낮추지만, 문턱전압 

근처의 공급 전원에서의 비이상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process 

variation 을 줄여, VDTC 의 offset 이 감소시켜 준다.  

그림 3.10 는 VDD 가 0.6V, FCLK 가 50MHz 일 때 시뮬레이션한 

VDTC 의 transient response 를 보여준다. ∆V 가 10mV 일 때는 작은 

pulse width 를 가지고 있으며, ∆V 가 30mV 일 때는 상대적으로 큰 

CLK = HIGH

VINVIP

VB

VTP VTN

CLK = LOW

   +∆    −∆ 

    

 
그림 3.9 Operation of the proposed dynamic amplifier at reset 

phase(left) and evaluation pha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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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 width 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안된 VDTC 의 

V-T 관계식은   

 T =
2C𝐼𝑁𝑉(𝑉𝐷𝐷 − 𝑉𝑆𝑊)∆𝐼

(𝐼𝑆𝑆
2 − ∆𝐼2)

 (18) 

고 같이 표현되며,  

 ∆I =
𝑔𝑉𝑇∆𝑉

2
 (19) 

이다. gVT 는 dynamic amplifier 의 transconductance 이며, ISS 는 tail 

current source 의 전류의 절반이다. 식 (19)는 ∆V 에 대하여 비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I 가 0 근처인 좁은 

범위에서는 talyor series 를 통해 V-T 관계식이  

 T =
−2C𝐼𝑁𝑉(𝑉𝐷𝐷 − 𝑉𝑆𝑊)𝑔𝑉𝑇

𝐼𝑆𝑆
2 ∆𝑉 (20) 

VTN

VTP

VTN_INV

VTP_INV

DOWN

10ns 20ns
 V=30m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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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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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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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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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N_INV

VTP_I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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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ns 20ns
 V=10m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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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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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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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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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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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Simulated timing diagrams at ∆V=10mV (left) and 

∆V=30mV (right). 



 

 24 

과 같이 선형적으로 근사됨을 알 수 있다. 위 식 (20)을 검증하기 위해 

VDD 가 0.6V FCLK 가 50MHz 일 때, 다양한 ∆V 에서 시뮬레이션을 

행하였다. 그림 3.11 에서 보이듯이, 제안된 VDTC 는 -50mV 에서 

50mV 의 좁은 ∆V 의 영역에서 좋은 선형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VDTC 는 클럭의 duty cycle 을 조절함으로 성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적은 reset phase 를 취함으로 VDTC 의 입력 범위와 출력의 

최대 값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large signal response 가 더 

개선될 수 있다. 또한 VB 를 조정함으로써 증가된 evaluation time 을 

최대로 활용하여 VDTC 의 gain 또한 조정될 수 있다. 

Measurement 에서 본 설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정이 행해졌다. 

3.5.2 Charge Pump and Power Transistor 

그림 3.12 와 같이 통상적인 구조의 CP 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CP 는 다양한 클럭 주파수에 맞춰 loop gain 을 조절하도록, 외부 bias 

전류원, IB 에 비례해 최소 3μA 에서 최대 15μA 의 전류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CP 의 출력 노드가 VDD 나 VSS 근처에 있을 때, C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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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Simulation result of V-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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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저하되어 전체 loop 의 gain 과 bandwidth 가 저하되지만 전체 

loop 의 stability 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Power transistor 는 VDD 가 0.6V, VDROP 이 100mV 일 때, 모든 

corner 에서 35mA 이상을 공급해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UP

DN

VSS

VDDVDD

IB

 
그림 3.12. Schematic of conventional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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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Load Test Circuit 

Load transient response 의 최악의 경우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3.13 과 같은 load test circuit 이 설계되었다. VTEST를 조정함으로 

ILOAD 를 변경할 수 있다. VTEST 에 따라 Test circuit 의 rising/falling 

time 이 바뀌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worst case 는 load transient 가 

클럭 주기보다 빠르게 발생하는 것임으로, 클럭 주기보다 빠른 응답에 

있어 ∆V 의 변화는 항상 같다. SS corner 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VTEST 가 0.65V 이상에서 MNT 를 구동하는 buffer 의 rising/falling 

time이 모두 LDO의 최대 동작 클럭 주기보다 짧은 10ns 이하 인 것을 

확인 하였다. 

 

 

 

 

 

VOUT

CLKLOAD

MNT

RL1

RL2

MPT

VTEST

Off-Chip

 
그림 3.13. Schematic of load transient test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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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Measurement 
 

4.1 Measurement Setup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ynamic LDO 는 적은 대기전류를 갖기 위해 

leakage current 가 적은 65nm LP CMOS 공정으로 제조되었다. 제안된 

LDO 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VDTC 의 bias voltage 와 CP 의 

bias current 외부에서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load 

transient 의 측정을 위해 load test circuit 의 VTEST 를 PAD 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제작된 IC 는 176 pin LQFP 의 package 처리 

되었고, 측정을 위해 전용 PCB 를 제작하였다. 

외부 bias voltage 와 VDD, VREF 등을 인가하기 위해 agilent 사의 

E3631A DC Power Supply 가, bias current 를 인가하기 위해 

Keithley사의 2425 SourceMeter가 사용되었다. 또한 클럭과 load test 

circuit 에 들어갈 pulse signal 을 인가하기 위해 Keysight 의 

33600Series waveform Generator 가 사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그림 4.1. Measure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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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T 을 측정하기 위해 Keysight 사의 MSOX3024T Mixed Signal 

oscilloscope 가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그림 4.1 과 같은 

measurement setup 이 완성되었다. 

4.2 Die Photomicrograph 

그림 4.2 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dynamic LDO 의 확대된 사진이다. 

큰 전류가 인가했을 때 VDD 에 IR drop 을 막기 위해 LDO power 

input 에 약 40pF 의 input decoupling capacitor 가 삽입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 하는 것은 큰 전류를 보내주기 위한 

power transistor 이다. 전체면적은 430μm*200μm 이며, power 

200μm

430μm

190μm

5

4

3

2

1

54

3

2

1

Coupling Capapcitor  
Charge Pump

VDTC
Power Transistor
Input Decap  

그림 4.2. Die Photomicr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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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stor 와 capacitor 를 제외한 active area 의 면적은 2026 

μm2이다. 

4.3 Load Transient Measurement 

Load transient response는 load의 current가 바뀌었을 때, VOUT의 

VREF 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최대한 전력소모를 줄여 

FoM 을 줄이기 위해 제작된 chip 은 1MHz 의 느린 클럭 주파수로 

구동되었으며, 느린 FCLK을 보상하기 위해 VDTC 와 CP 를 조정해 높은 

게인을 얻었고 VIN 이 0.6V, VRER 는 0.5V, 즉 VDROP 이 0.1V 로 

설정되었다. 본 논문에선 타 논문과의 load transient response 를 

비교하기 위해 ILOAD가 2mA 에서 20mA 로 1ns 만에 변할 때의 VOUT을 

측정하였다.  

그림 4.3 은 측정된 load transient response 를 보여준다. ILOAD 가 

1mA에서 20mA로 1ns동안 바뀔 경우, ∆V는 127mV의 undershoot을 

ILOAD=20mA

2mA

VOUT

  VOUT=93mV

50mV

1.7μs

  VOUT=127mV

50mV

VREF=500mV

6.4μs 4.3μs

100mV

TEDGE=1ns

1.7μs

25μs

 
그림 4.3. Measured load transient response at VIN=0.6V, VREF=0.5V and 

FCLK=1MHz when ILOAD changes between 2mA and 20mA in 1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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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1MHz 의 클럭을 사용한 것에 비해 빠른 6.4μs 의 settling 

time 을 보여준다. 반대로 ILOAD가 20mA 에서 1mA 로 1ns 동안 바뀌는 

경우, ∆V는 93mV의 overshoot을 나타나며, 4.3μs의 settling time을 

보여준다. FCLK 가 1MHz 일 때 전체 control block 에서 사용되는 

전류는 0.1μA 로 LDO 의 주된 performance 인 FOM 은  

 FoM =
𝐶𝑇𝑂𝑇𝐴𝐿 ∙ ∆𝑉𝑂𝑈𝑇

∆𝐼𝐿𝑂𝐴𝐷
∙

𝐼𝑄

∆𝐼𝐿𝑂𝐴𝐷
 (21) 

과 같이 제안되었으며 낮을수록 좋은 FOM 이다[15]. IQ 는 대기 

전류이며 CTOTAL은 LDO 에 사용된 전체 capacitor 값이다. 본 논문에선 

느린 클럭 주파수와 다이나믹 구조로 낮은 대기전류를 달성하였고 출력 

임피던스 감소 루프로 적은 capacitor 로 작은 ∆V 를 달성하여 

0.364fs 의 FOM 을 달성하였고 이전 최신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14 배 

향상되었다. 

 Measurement setup 의 문제로 긴 TEDGE 를 가진 load 

transient 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spice simulation 으로 대신하였다. 

VOUT

  VOUT=28mV

VREF=500mV1.2μs

18mA

TEDGE=1μs

200nsILOAD=2mA

20mA

 
그림 4.4. Simulation result of load transient response at VIN=0.6V, 

VREF=0.5V and FCLK=50MHz when ILOAD changes between 2mA and 

20mA in 1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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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0.6V, VREF=0.5V, FCLK=50MHz 일 경우, ILOAD 를 2mA 에서 

20mA 로 1μs 의 TEDGE를 가지고 변화시켰을 경우의 spice simulation 

결과는 그림 4.4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약 28mV의 VOUT undershoot 

과 1.2μs 의 settling time 을 보여주었다. 

4.4 VREF Transient Measurement 

VREF 를 바꿀 때 얼마나 LDO 의 출력이 잘 따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VREF 를 바꾸어 VOUT 을 측정하였다. 그림 4.4 가 나타내듯이 

VREF 가 2.9ns 안에 450mV 에서 500mV 로 바뀔 때, 10MHz 의 클럭 

주파수로 약 400ns 안에 VREF 를 VOUT 이 따라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대로 그림 4.5 에 나와 있듯이 500mV 에서 450mV 로 VREF가 

바뀔 경우, 마찬가지로 400ns 이내로 VREF 를 VOUT 이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50mV

500mV

VREF

VOUT 450mV

500mV

VOUT=0.6V20mV
200ns

 
그림 4.4 The response of VOUT at VREF transient from 450mV to 500mV 

500mV

450mV

VREF

VOUT 500mV

450mV

VOUT=0.6V20mV
200ns

 
그림 4.5 The response of VOUT at VREF transient from 500mV to 450mV 



 

 32 

4.5 Load and Line Regulation Measurement 

Load regulation 는 load current 에 따라 얼마나 VOUT 이 잘 

regulation 되는 지에 대한 steady state 지표로 LDO 에서 가장 중요한 

performance 중 하나이다.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LDO 는 다른 ripple 이 크고 제한된 분해능의 PMOS array 를 사용해 

regulation 이 떨어지는 DLDO 에 비해 VDTC 의 선형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ripple-less 이며 좋은 regulation 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Oscilloscope 를 사용해 측정 시 발생하는 noise 와 외부 

noise 를 줄이기 위하여 Oscilloscope 의 averaging 기능을 사용하여 

관측되는 noise 를 줄여 load regulation 이 측정되었다. VDROP이 0.1V 일 

때 VIN 을 0.6V 에서 1.2V 까지 바꾸며 다양한 ILOAD 에서 측정된 결과는 

그림 4.6 에 나와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power transistor 의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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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Measured loa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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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의 한계가 오기 전까지의 ILOAD에 대해서는 2mV이하의 굉장히 

작은 오차 값을 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Line regulation 은 supply voltage 가 바뀔 때 얼마나 VOUT 이 

VREF 를 잘 따라가는지에 대한 steady state 지표로 load regulation 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LDO performance 중 하나이다. Load transient 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LDO는 VDTC의 선형적인 특성에 의해 

좋은 line regulation 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Load regulation 과 

마찬가지로 측정 시 발생하는 noise 를 줄이기 위해 Oscilloscope 의 

averaging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2mA 의 ILOAD 가 걸렸을 때, 

다양한 VIN 에서 측정된 결과는 그림 4.7 에 나타나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모든 범위내에서 좋은 regulation 을 보여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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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Measured lin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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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위에서 적은 오차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VDROP 에서 error voltage, 즉 VOUT-VREF 가 측정되었다. 그림 4.8 과 

같이 다양한 VDROP 에서 error voltage 가 굉장히 적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VDD 가 달라짐에 따라 VDTC 의 operating point 가 

달라져 offset 이 바뀌는 것을 제외한다면 모든 범위에서 굉장히 잘 

regulation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6 Current Efficiency 

Current efficiency 는 steady state 일 때 외부 전원에서 사용되는 

전체 전류에서 control block 에 사용되는 전류를 뺀 값에서 전체 전류를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제안된 LDO 는 VDD 와 FCLK 에 따라 control 

block 에서 사용되는 대기 전류가 결정된다. 가장 대기 전류가 적은 

상태는 적은 VDD 와 느린 FCLK 를 사용할 때이며, VDD 가 0.6V, FCLK 가 

1MHz 에서 약 100nA 의 대기 전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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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Measured error voltage(VIN-VREF) vs V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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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D가 1.2V, FCLK가50MHz일 때 6uA를 사용하는 것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99.99%이상의 최대 전류 효율을 본 설계에서는 달성할 수 있었다. 

4.7 Performance Summary 

본 논문에서 제안된 LDO 는 0.0834m2 의 die 면적을 차지하며, 

capacitor 와 input 용 decoupling capacitor 를 제외한 active area 는 

2026μm2 이다. FCLK 가 1MHz, VDD 가 0.6V 에서 0.1uA 의 대기 

전류를 소비한다. 표 4.1 은 최신 LDO 논문들과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제안된 LDO 는 가장 적은 대기 전류와 가장 적은 capacitor 를 가지고 

출력 임피던스 감소 루프를 통해 빠른 load transient 에서 적은 ∆V 을 

가져 최신 LDO 보다 14 배 더 좋은 0.364fs 의 FOM 을 달성하였다. 

또한 이전 analog-assisted DLDO[14]와는 다르게 넓은 operating 

range 를 가지며, 99.99% 이상의 전류 효율을 달성하였다. 보다 높은 

FOM 을 얻기 위해 느린 클럭 속도로 인하여 4.3 에서 측정된 load 

transient response 에서 느린 settling time 을 보이나 제안된 LDO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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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Measured curren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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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럭 주파수를 높여 보다 빠른 settling time 과 더 좋은 regulation 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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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Performance comparisons with prior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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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문턱전압 근처에서 동작하는 넓은 동작 범위를 

가지며 적은 대기 전류 그리고 fully integration 을 위한 output 

capacitor-less 동작을 지원하는 dynamic LDO 를 제안하였다. 빠른 

load transient 에서 보다 적은 ∆V 변화를 적게 하기 위해 CS stage 

출력 임피던스 감소 루프를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 매우 작은 

capacitor 를 통해 효과적으로 ∆V 의 변화를 줄일 수 있었다. 측정 결과 

VDD 가 0.6V 에서 1.2V 까지 모두 30mA 이상의 ILOAD 를 지원하는 

넓은 동작 범위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ynamic VDTC 를 통한 

선형 제어로 인해 평형상태에서 리플이 없는 동작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전 LDO 논문들보다 14 배 좋은 FOM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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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ynamic Low Dropout Voltage 

Regulator with Voltage Difference to Time 

Converter 

Kwanghyun Shin 

Intelligent System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design of the on-chip power management circuit of 

the System-on-Chip (SoC) becomes important as the system which 

operates in IoT and mobile environment emerges. To maximize 

power efficiency, modern SoCs need power management block in 

each block of the SoC to provide the proper supply voltage. Low 

Dropout Voltage Regulator (LDO) is widely used as power 

management circuits in SoCs because it suitable to be integrated in 

SoC with fast response time and low die area. However,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printed circuit board (PCB) area in order to 

miniaturize the product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in growing 

interest in output capacitor-less LDOs that eliminate the large 

external output capacitors. Recent SoCs operate in near threshold 

voltage region for battery life in mobile environment, as a result 

digital LDOs (DLDO) which have feasibility in near threshold voltage 

has been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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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opose a dynamic LDO that operates in near 

threshold voltage region and supports an output capacitor-less 

operation that can eliminate external capacitors and pads. Unlike 

DLDO, which operate in near threshold voltage region, the proposed 

LDO uses a single power transistor like an analog LDO. Voltage 

Difference to Time Converter (VDTC) is proposed substituting op-

amp to enable operation in near threshold voltage region. Through 

the proposed VDTC, the proposed LDO have a ripple-less output. In 

addition, output impedance reduction loop is proposed to mitigate 

output voltage droop when sharp load transient occurs.  

The proposed LDO was fabricated with 65nm LP CMOS process 

and its total area is 0.0834mm2. The proposed paper has a wide 

operating range and provides up to 30mA of output current at 0.6V 

input voltage. The proposed LDO consumes quiescent current of 

0.1μA at 1MHz clock and achieves 0.364fs FOM, improving prior art 

by 14x. 

 

Keywords : Low dropout voltage regulator (LDO), Voltage to 

Time converter (VTC), mixed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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