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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present Low Drop-Out (LDO) regulator that improved load transient characteristics due to the push-pull

detection structure. The response characteristic of the voltage delta value is improved due to the proposed push-pull

sensing circuit structure between the input terminal of the LDO regulator pass transistor and the output terminal of the

internal error amplifier. Voltage value has improved load transient characteristics than conventional LDO regulator.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LDO regulator, it has an improved response speed of approximately 244 ns at rising time

and approximately 90 ns at falling time. The proposed circuit was simulated by the samsung 0.13um process using

Cadence’s Specter and Virtuoso simulator.

요 약

본 논문에서는 push-pull 감지 회로 구조로 인해 load transient 특성을 개선시킨 LDO를 제안하였다. LDO 레귤레이터 패

스 트랜지스터의 입력단과 내부 오차증폭기의 출력단 사이에 제안된 push-pull 감지 회로 구조로 인한 전압 델타 값의 응답

특성을 개선시켜 종래의 LDO 레귤레이터보다 load transient 특성에서 우수한 효과를 가진다. 기존의 LDO 레귤레이터보다

rising time에서는 약 244 ns, falling time에서는 약 90 ns 만큼의 향상된 응답속도를 가진다. 제안된 회로는 Cadence사의

Spectre, Virtuoso 시뮬레이션 tool을 사용하여 samsung 0.13um 공정으로 특성 및 결과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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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 편리성을 강조한 고성능의

시스템이 급속하게 보급됨에 따라서 전력 관리 회

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기 및 전자 시스

템에서 레귤레이터와 전원 공급 장치는 필수 기능

입니다. 모바일 폰 및 태블릿과 같은 장치는 일정

한 전원 공급 없이는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

레귤레이터는 부하, 노이즈에 따른 전압이 관계없

이 잡음에 있어 안정적이고 정확한 공급 전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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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of the LDO regulator.

그림 1. LDO 레귤레이터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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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LDO Regulator.

그림 2. LDO 레귤레이터의 스케메틱

공 할 수 있다. 또한 Power Management IC는 입

력 전원에 따른 적절한 출력 전원으로 변환되어 필

요한 전원을 각 시스템에 공급하는 장치이다[1]. 또

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를 포함해서 전력소모가

큰 부품들이 추가되어 많은 기능들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전력관리가 중요하다. 레귤

레이터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조건에서도 전원을

일정하게 제공하는 회로이다. Noise가 많이 발생하

는 공급전압으로부터 일정하게 정확한 출력전압을

부하와 개별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회로이다[2].

전력 관리 IC(PMIC)는 전력 변환 프로세스, 안정

적인 전원 공급 및 높은 변환 효율에서 중요한 요

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전

압을 장치에 따라 공간의 절약과 비용 절감으로 인

한 battery기반 휴대 정보의 필요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LDO 레귤레이터는 출력 전압을 발생

시키기 위한 오류 증폭기, 패스 트랜지스터, 외부

출력 커패시터로 구성된다. SoC(System on Chip)

에 따라 LDO 레귤레이터는 외부 커패시터의 사이

즈를 절약하고 시스템 성능 및 사이즈에 이점을 두

기위하여 칩에 내장되는 추세이다. LDO의 커패시

터를 칩 내부에 내장하면 기존 LDO의 커패시터를

외부에 구성하는 것보다 사이즈에 대한 장점이 존

재하지만, 부하에 따른 전압 피크치와 안정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차

증폭기의 출력단과 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 사

이에 Push-Pull 감지회로를 추가하여 본래의 LDO

레귤레이터의 Load Transient 특성을 보다 향상된

값을 가져오는 선형 레귤레이터를 제안한다[3].

Ⅱ. 본론

1. Low Drop-Out 레귤레이터

그림 1, 2은 컨벤셔널 LDO 레귤레이터의 스케메

틱이다. LDO 레귤레이터는 출력전압을 리니어하

게 유지하기 위한 패스 트랜지스터, 피드백 저항,

오차 증폭기 그리고 외부 출력 커패시터로 구성된

다. 밴드갭 레퍼런스는 온도에 따른 입력전압을 변

화에 둔감하게 만들어 이상적인 전류,전압을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3]. 오차 증폭기는 레퍼런스 전압

과 피드백 저항을 거친 출력 전압을 비교하여 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으로 인가되며, 그로 인한

전압 강하를 발생시켜 출력이 일정한 전압을 가져

온다. 출력 커패시터는 LDO 레귤레이터의 stability

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 마이크로패럿, 수 피코

단위의 커패시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레귤레

이터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하여 레귤레이터의 부

하가 없을때보다 부하가 걸렸을 때 phase margin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기존의 LDO는

2-Stage를 형성하며 안정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된다[4]. 또한 load transient는 순간적으로 부하전

류를 변화시켰을 때, 출력전압의 피크치 변화를 확

인하는 레귤레이터의 성능 지표이다. 따라서 load

transient는 전류에 대한 전압 변화를 보여주며, 부

하에 따른 전압 델타량과 빠른 응답속도를 가진다

면 LDO는 보다 개선된 전기적인 효과를 가진다

[5]. 그림 2는 LDO 레귤레이터의 스케메틱이다. 기

본적인 레귤레이터는 출력단에 커패시터 크기에

따른 System On Chip의 유무를 판단한다. 물론 칩

내장을 위한 커패시터의 유무가 중요하지만 레귤

레이터의 stability를 확보함에 있어 조건적으로 커

패시터의 사이즈가 정해진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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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load transient simulation result for rising time of

the conventioanl LDO.

그림 6. 기본 LDO rising time의 load transient 시뮬레이션

결과

2. 제안된 Push-Pull Detection LDO 레귤레이터

그림 3은 push-pull 감지 회로 구조로 오차증폭

기의 출력과 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단 사이에

push-pull 감지 회로가 추가된 LDO 레귤레이터이

다. 피드백을 거친 변화된 전압에 따라 오차증폭기의

출력전압이 변동하게 되며, 그로 인한 push-pull

감지 회로가 변화되면서 전류를 push-pull로 동작

하게 하여 변화시켜주는 구조이다. 그림 4를 참고

하면 부하전류로 인한 출력전압이 증가한다면, 오

차증폭기의 전압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증가된 전

압으로 인하여 인버터의 출력이 low로 발생되며,

그로 인한 전류를 발생시켜 패스 트랜지스터의 게

이트 전압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따

라서 오차증폭기의 출력이 증가된 점을 보다 빠르

게 push-pull 전류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전류패스

를 생성하기 때문에 패스 트랜지스터의 전류는 감

소시키며, 출력대비 증가한 전압을 하강시켜준다.

또한 그림 5를 참고하면, 부하전류로 인한 출력전

압이 감소한다면, 오차증폭기의 전압이 하강하게

될 것이며, 하강된 전압으로 인하여 인버터의 출력

이 high로 발생되며, 그로 인한 추가전인 전류를

발생시켜 추가적인 전류패스를 발생시켜준다. 그로

인하여 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을 하강시

켜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오차증폭기의

출력이 하강된 점을 보다 빠르게 push-pull 전류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전류패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패스 트랜지스터의 전류는 증가시키며, 출력대비

하강된 전압을 증가시켜준다[7]. 또한 패스 트랜지

스터의 게이트 전압과 레귤레이터의 출력전압 사

이의 커패시터가 존재한다. stability를 위한 5pF의

보상 커패시터를 추가하였다.

Fig. 3. the proposed LDO regulator.

그림 3. 제안된 LDO 레귤레이터

Fig. 4. the proposed LDO falling time push-pull detect circuit.

그림 4. 제안된 LDO의 falling time push-pull 감지 회로

Fig. 5. the proposed LDO rising time push-pull detect circuit.

그림 5. 제안된 LDO의 rising time push-pull 감지 회로

3.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 7은 컨벤셔널 LDO 레귤레이터의 load

transient 값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부하 전류에

따라서 ∆ 359 mV, 287 mV 값을 가진다. 그림 8,

9는 제안된 LDO 레귤레이터의 load transient 값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부하 전류에 따라서 ∆ 314

mV, 239 mV 값을 가진다. 컨벤셔널 LDO 레귤레

이터 보다 rising time에서는 약 45 mV, falling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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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load transient simulation result for falling time

of the conventioanl LDO.

그림 7. 기본 LDO falling time의 load transient 시뮬레이션

결과

Fig. 8. the load transient simulation result for rising time of

the proposed LDO.

그림 8. 제안된 LDO rising time의 load transient 시뮬레이션

결과

Fig. 9. the load transient simulation result for falling time

of the proposed LDO.

그림 9. 제안된 LDO falling time의 load transient 시뮬레이션

결과

Fig. 10. phase margin simulation result for the proposed

LDO.

그림 10. 제안된 LDO의 페이즈 마진 시뮬레이션 결과

Fig. 11. load regulation simulation result for the proposed

LDO.

그림 11. 제안된 LDO의 load regulation 시뮬레이션 결과

conventional circuit with LDO regulator

input voltage 3.3V

output voltage 3V

reference voltage 1.2V

dropout voltage 300mV

rising, falling load transient
(setting time)

309 ns, 892 ns
(∆ 359 mV, 287 mV)

load regulation
∆ 72mV

(Load Current=100 uA～100 mA)

phase margin 45 deg

Table 1. The conventional LDO circuit data.

표 1. 기본 LDO 회로 데이터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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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에서는 약 48 mV의 향상된 피크치 전압을 가진

다. 또한 push-pull 감지 회로에서는 transient에서

빠른 응답시간을 가진다. 부하전류에 따른 피드백을

거치는 시간을 push-pull 구조로 추가적인 전류패스

로 인하여 보다 빠른 응답시간을 가진 구조이다. 그

림 10은 제안된 LDO 레귤레이터의 stability이다.

페이즈 마진은 55도를 확보하였으며, Gain은 88 db

를 확보하였다[8].

Table 2. The proposed LDO circuit data.

표 2. 제안된 회로 데이터

Proposed Circuit With LDO Regulator

input voltage 3.3V

output voltage 3V

reference voltage 1.2V

dropout voltage 300mV

rising, falling load transient
(setting time)

65 ns, 809 ns
(∆ 314 mV, 239 mV)

load regulation
∆ 7mV

(Load Current= 100 uA ～ 100 mA)

phase margin 63 deg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LDO 레귤레이터에서 패

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과 오차 증폭기 출력 단

사이에 push-pull 감지 회로를 추가하여 transient

특성이 개선된 LDO 레귤레이터를 제안 하였다. 순

간적인 부하 전류에 변화에 따라서 빠른 응답속도

의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부하에 따른

출력전압의 setting time이 기존의 LDO 레귤레이

터 보다 rising time에서는 약 244 ns, falling time

에서는 약 90 ns의 향상된 응답속도를 가진다. 그

에 따른 결과로 부하 전류의 변화에도 델타 값과

빠른 setting time의 동작이 확보된 LDO를 개발하

였다. 본 논문은 samsung 0.13um 공정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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