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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SRAM pixel circuit with RESET Transistor of a LCOS display module was designed for a pico-projector

application. A dual-block PWM method was also proposed to realize the field sequential color system having only one

LCOS panel. 0.29 inch LCOS panel in SVGA resolution was fabricated and the proposed dual-block PWM method was

tested with it. Discontinuity of brightness curve was caused due to multi-pulses and it was improved by the adoption of

proper mapping table. With the proposed SRAM with RESET pixel circuit and dual-block PWM method, the test images

were successfully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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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소형 프로젝터는 고휘도 LED 광원, 작은 화면을

크게 확대하는 광학부품, 입력 영상을 표시하는 작은

디스플레이로 구성된다.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는 0.5인

치 이하의 작은 영역에서 VGA급(640x480) 이상의 고

해상도를 가지는 것으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Micro-

display) 라고 한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그 구동 기

판의 구조와 빛을 변조하는 방법 등에서 구분되며DLP

(Digital Light Process), HTPS LCD, LCOS (Liquid

Crystal on Silicon) 방식이 상용화 되고 있다. LCOS

는 DLP와 HTPS LCD의 장단점을 결합한 것으로써

밝은 화면뿐만 아니라 스크린 도어 효과가 적어 뛰어

난 화질을 표현할 수 있으며 높은 해상도와 집적도를

가지고 있어서 소형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지목 받고

있다.

3-panel LCOS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날로그 방식은

부드러운 영상과 풍부한 색감 구현에는 유리하지만 고

전압 스위치와 캐패시터 때문에 작은 면적으로 구현이

어렵고 순차 저장은 FSC (Field Sequential Color) 를

적용할 때 효율을 떨어뜨린다. FSC 방법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표현된 색상 별 영상들

이 눈에서 합성되어서 컬러영상으로 보이도록 눈의 착

시현상을 이용하는 컬러표현 기법이다. FSC를 원활하

게 하고자 2단 아날로그 화소회로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화소의 면적이 너무 커져서 소형

프로젝터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1].

하나의 패널을 이용하는 단 패널 광학시스템에서는

광원의 경로가 동일하고 영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패널

이 한 개뿐이므로 하나의 패널에 R, G, B 영상을 순차

적으로 표시하는 FSC방법을 이용한다. RGB별로 컬러

필터 또는 형광체를 이용하는 방법과는 구별되는 것으

로, 개구율이 좋은 장점이 있고 표시 면적이 3배가 되

지만 각 컬러 별 광이 투사되는 시간이 1/3로 작아지게

되어 밝기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조건이 된다. 전송

데이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시스템에 부담이 되지

만 소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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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LCOS 모듈의 화소회로와

계조표현방법

2.1. 디지털 LCOS 화소 회로

디지털 방식은 병렬 처리와 빠른 전송이 가능하여

FSC를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고, 필요한 주기마다

VCOM의 전압을 변동시키고 이와 동시에 데이터 신호

(전압)의 극성을 바꿔 줌으로써 액정에 인가되는 전계

의 방향이 전환되도록 하는 VCOM 변조방식을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작은 크기의 저전압 트랜지스터를 사

용하여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 

제안된 디지털 화소 회로는 Fig. 2(a)처럼 RESET 트

랜지스터의 드레인 단이 데이터 전극에 연결되는 기존

방식[3-4]과 달리 공통 VCOM 전극에 연결되며 게이

트는 라인 선택신호가 아닌 RESET 신호에 의해 스위

칭 하는 구조를 지닌다. 화소에 저장되는 영상 데이터

는 데이터구동회로에 의해 한 라인의 데이터 값이 라

인 버퍼에 저장된 후 모든 데이터 라인에 동시에 인가

된다. 열(Row)선택신호에 의해SRAM에 저장된 데이

터는 연결된 반사전극을 통해 액정에 하단에 인가되어

액정의 상판에 있는 투명전극을 통해 인가된 VCOM

과의 상대 전압을 형성한다. 

RESET 신호가 HIGH 일 때, SRAM에 저장되는 값을

VCOM과 동일하게 만든다(액정전압 = 0 V). RESET

을 사용하는 것은 전 화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간

보다 짧은 ON 시간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 신

호에 의한 OFF가 아니라 모든 화소를 라인 별로 OFF

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열 선택신호가 1 라인부터 600

라인을 순차적으로 스캔하는 디스플레이에서, 60 라인

을 선택할 때부터 RESET 신호를 1라인부터 600라인

에 순차로 인가하면, 각 라인이 가지게 되는 유효 표현

구간은 600라인의 1/10 인 60 라인 시간이 된다. 최소

가중치 구간을 전체 스캔시간의 1/10로 구현할 수 있

게 된다.

RESET 트랜지스터는 화소가 유효한 값을 지니는

시간을 임의로 조절하여 화면 저장시간보다 훨씬 작은

가중치를 지닌 구간을 만드는 기능을 하여 계조 표현

력을 극대화시킨다. RESET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단은

VCOM 변조에 의해 VCOM이 변환하더라도 RESET

신호가 ON될 때에는 저장된 값이 항상 VCOM과 같

은 값이 되도록 한다. 

2.2. 디지털 계조 표현방법

화소에 ON/OFF영상만을 저장하는 디지털 방식은

각 화소가 임의의 시간 동안 표시할 수 있는 밝기의 레

벨이 White와 Black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디스플레이를 하여 그 밝기를 단계별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Fig. 3과 같이 각기 다른 시간적인

가중치를 갖는 서브필드를 만들고 각 서브필드마다 그

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되며 계조를 표현하

는 방식인 PWM (Pulse Width Modulation) 방법이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관한 Timing Chart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화소 회로의 RESET 트랜지스터를

이용함으로써 최소 표현 구간을 원하는 만큼 작게 만

들고, 저장한 후에 서브필드의 휴면시간을 활용하는

Fig. 1. Field Sequential Color Method.

Fig. 2. Digital Pixel Circuit: (a) Conventional Digital Pixel

Circuit and (b) Proposed RESET-SRAM Pixel Circuit. Fig. 3. Pulse Width Modulation (16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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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Block-PWM 구동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로 많은 계조를 표현하거나 동일

계조에 대해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얻을 수 있게 한다.

Dual-Block-PWM에서는 화면을 두 개의 블록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블록(1/2 화면) 에서 32-weight를 갖

는 데이터를 화소 어레이에 저장한 후 31-weight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는데, 이 동안 두 번째 블록에 32-

weight 데이터를 입력한다. 이 때에는 각 block 간에

저장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데이터 배열을 달리한다.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블럭은 32-16-8-2-

4-1 가중치 순으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고, 두 번째

블럭은 32-2-4-8-16-1의 순으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한다. 각 블록 화면을 저장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고 1/2

화면만을 저장하므로 저장 효율이 2배 증가한다. 

Fig. 4 같이 기존 PWM 방식으로 SVGA를 90 Hz/

FSC/6 bit 계조표현을 할 경우 250 MHz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필요하지만 RESET과 Dual-Block법을 활

용하면 40 MHz 이하로 전송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

점이 있게 된다. 기존 계조표현 방법에 비해 시간적 이

득이 있기 때문에 8 bit의 계조표현도 가능하며, 120

Hz의 고속 프레임 레이트도 얻을 수 있다.

3. 제작된 LCOS 모듈과 계조실험 결과

LCOS 구동기판은 Fig. 6과 같이 RESET-SRAM 방

식이 적용된 화소 어레이, Column Data Register &

Latch Array, Column Data Level-Shifter & Buffer,

Row & Reset Decoder, Row Latch & Buffer 등으로

구성되었다. 7.3 um × 7.3 um 의 소형 화소를 SVGA 해

상도로 배열한 화면 사이즈는 0.29인치이였으며 LC 구

동 전압은 5 V까지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제작된 패널의

셀갭은 1.8 µm, 무기 배향에 TVA모드가 적용되었다.

실험용으로 구현된 보드를 이용하여 RESET-SRAM

구조의 LCOS 패널을 구동하고 현미경으로 기본 동작

과 Dual-Block PWM 계조 표현 결과를 측정, 평가하

였다. 

Fig. 4. Timing Chart of PWM (SVGA / 90 Hz / 6 bits).

Fig. 5. Timing Chart of RESET and Dual-Block-PWM

(SVGA / 90 Hz / 6 bits).

Fig. 6. Block Diagram of SVGA LCOS Backplane.

Fig. 7. Measured Brightness Curves (32-steps).

Fig. 8. Applied Mappin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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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 bit) 계조를 구현하여 그 밝기 곡선을 측정하였

을 때, Multi-pulse로 인한 Fig. 7의 점선과 같은 불연

속 계조가 일부 나타났으나 Fig. 8의 보정용 Mapping

Curve을 적용하여 Fig. 7의 실선과 같은 유용한 응답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Fig. 9는 LCOS 모듈에서 보여

지는 실제영상이다.

4. 결 론

초소형 프로젝터 구현을 위한 단 패널 LCOS 패널에

있어서 RESET신호를 가진 SRAM 화소회로를 설계하

였으며 고해상도의 계조 표현을 위한 Dual-Block-

PWM 방식을 제안하였다.

Dual 블록 적용 시 Multi-pulse로 인한 계조 특성 곡

선의 불연속은 Mapping Curve를 적용함으로써 해소되

었으며 제안된 SRAM 기반의 화소 회로는 높은 집적

으로 고해상도의 소형 패널 구현이 가능하고RESET

기능을 활용하는 Dual-Block PWM을 적용하여 기존

구조에서 얻지 못한 많은 계조 표현수를 낮은 구동 주

파수로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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