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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D/A 콘버터

요약

각 정전류 회로에서 발생하는 특성의 변동을 가장 적합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전류 출력형 D/A 콘버터를 제
공한다.

다수의 정전류 회로의 출력전류 각각을 디지털 입력 데이터에 따라 출력측 또는 비출력측으로 스위칭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상기 출력측으로부터 상기 디지털 입력 데이터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출력전류를 얻는 D/A 
콘버터에 있어서, 모든 정전류 회로의 출력전류가 비출력측으로 스위칭되는 기간에는, 상기 비출력측의 
아날로그 출력전류에 기초하여 상기 정전류 회로의 출력전류를 피드백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 
콘버터이다.

대표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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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D/A 콘버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에 제공되는 D/A 콘버터(11)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도는  동기  신호와  출력단(41)  및  비출력단(42)의  각  출력  전류와의  관계를  타이밍  챠트로  나타낸 
도면.

제3도는 퍼스널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중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관련장소를 추출하여 모식적으로 도시
한 도면.

제4도는 제3도의 D/A 콘버터(10) 주변의 구성을 더 상세하게 도해한 도면.

제5(a)도는 형광면상의 주사선과 귀선기간, 블랭킹 기간과의 관계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5(b)도는 수평동기신호(17), 수직동기신호(18), 블랭킹신호(19)의 타이밍 챠트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D/A 콘버터(11)의 구성을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제7도는 보상회로(32)를 실현한 D/A 콘버터(11)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CPU                                         2 : I/O 버스

3 : 비디오 콘트롤러                           4 : VRAM

5 : LCD                                         6 : CRT 디스플레이

7 : LCDC                                       10 : D/A 콘버터

11,12,13 : D/A 콘버터                      14,15,16 : 버스 신호선

17 : 수평동기신호(hsync)                   18 : 수직동기신호(vsync)

19 : 블랭킹 신호(blnk)                       20 : 영상 신호(R)

21 : 영상 신호(G)                             22 : 영상 신호(B)

31 : 디코더                                      32 : 게이트 전압 발생회로

33 : 보상 회로                                  34 : 차동 증폭기

35 : 캐패시터                                   36 : 제어 회로

41 : 출력단                                      42 : 비출력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D/A 콘버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입력한 디지털 신호
치에 비례하는 크기를 갖는 아날로그 전류로 변환시키는 전류 출력형의 D/A 콘버터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비디오 콘트롤러가 출력하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CRT 표시장
치로 보내기 위한 D/A 콘버터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

최근, 퍼스널 컴퓨터나 그래픽 단말장치, 워드프로세서 등, 디지털 신호를 취급하는 정보처리장치가 보급
되고 있다.  이들  정보처리장치를 위한  표시  수단으로서는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 
LCD) 또는 CRT(Cathod Ray Tube : 브라운관이라고도 한다) 디스플레이가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도에는 퍼스널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중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관련 장소를 추출하여 모식적으로 도
시하고 있다. 퍼스널 컴퓨터에는 다른 주지의 하드웨어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본 명세서에는 설명
의 편의상 생략하고 있는 점을 당업자라면 이해할 것이다.

제3도에  있어서,  CPU(1)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S)의  제어하에서  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CPU(1)는 I/O 버스(2)라고 불리는 공통 신호 전송로에 의해 다른 입출력 장치와 연락하고 있다. 비
디오 콘트롤러(3)는 I/O 버스(2)와 연락하고 있는 입출력 장치중 하나이고, CPU(1)로부터 받아들인 화상 
묘사(drawing) 커맨드를 실제로 화상 묘사 처리하거나 디스플레이 장치의 해상도 등을 결정하기도 하는 
주변 콘트롤러이다. 처리중의 화상 묘사 정보는 VRAM(4)으로 불리는 화면 버퍼에 일시 기억된다. 그리고, 
LCD(5)나  CRT(6)  등의 각 디스플레이 장치에는 VRAM(4)의  내용에 따른 화면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LCD(5)는 디지털 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디바이스이고, 액정 구동회로(LCDC)(7)가 화상 묘사 정보에 따른 
디지털 구동 신호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 CRT 디스플레이 장치(6)는 아날로그 신호에 의
해 구동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비디오 콘트롤러(3)로부터 받아들인 디지털 신호를 D/A(Digital  to 
Analog) 콘버터(10)에 의해 일단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나서 CRT 디스플레이 장치(6)에 넘기도록 되
어 있다.

제4도에는 제3도의 D/A 콘버터(10)의 주변 구성을 더욱 상세하게 도시하고 있다. 컬러 CRT 디스플레이 장
치(6)는 RGB(red, green, blue) 3색의 형광체를 1세트로 하여 구성되고, 또한 3개의 전자빔을 이용하여 
각 형광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도시생략). 그리고, D/A 콘버터(10)는, 실제로는 1칩내에 RGB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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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3채널의 D/A 콘버터(11,12,13)를 포함하는 회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각 D/A 콘버터(11,12,13)
는 각각 버스 신호선(14,15,16)을 거쳐서, 비디오 콘트롤러(3)로부터 각색의 농담계조에 따른 디지털 신
호를  시시각각  받아들이고  있다.  각  버스  신호선(14,15,16)의  버스폭은  지원하는  계조수에  대응하고 

있고, 예를 들면 256( 2
8
) 계조이면 각 버스(14,15,16)의 폭은 8비트 필요하다. 그리고, 각 D/A 콘버터

(11,12,13)는 받아들인 디지털 신호에 대응하는 전류 강도를 갖는 아날로그 신호(즉 영상신호)를 생성하
여 각 출력 신호선(20,21,22)을 거쳐서 CRT 디스플레이 장치(6)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디오 콘트롤러(3)는  상기 버스 신호선(14,15,16)외에,  수평동기신호(hsync)(17), 수직동기신호
(vsync)(18)나,  블랭킹 신호(blnk)(19)도 D/A  콘버터(10)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수평동기신호(17)와 
수직동기신호(18)는 분해된 영상 신호를 재차 조립하여 주사하기 위한 동기신호이다. 각 동기신호(17,1
8)는 전자빔의 형광면 주사를 위한 주사기간과, 한 방향의 주사가 종료하고 다음의 주사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귀선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블랭킹 신호(19)는 형광면상의 주사영역에 마진을 제공하여 그 가
장자리를 정렬하기 위한 신호이다. 블랭킹 신호에 의해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블랭킹 기간이라
고 한다. 귀선기간과 블랭킹기간은 형광면상에 전자빔이 조사되지 않음에 따라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비표시 기간'이다. 또한, 상기 비표시 기간동안, 각 D/A 콘버터(11,12,13)에서는 비디오 데이터에 상당
하는 신호의 출력이 없다는 것을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5(a)도에는 형광면상의 주사선과 귀선기간, 블랭킹 기간과의 관계를 모식적으로 도시하고 있다. 또한, 
제5(b)도에는 수평동기신호(17), 수직동기신호(18), 블랭킹 신호(19)의 타이밍챠트를 도시하고 있다. 제5
도에 도시한 내용자체는 이미 주지된 것이다.

제6도에는 D/A 콘버터(11)의 구성을 더욱 상세하게 도해하고 있다. 또한, 다른 2개의 채널의 D/A 콘버터
(12,13)에 관해서는 특별히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제6도와 대략 동일한 구성인 것으로 이해하기 바
란다.

제6도에 있어서 D/A 콘버터(11)는 255개의 정전류 회로 L1, L2 . . . , L255와 1개의 디코더(31)를 포함하

고 있다.

각 정전류 회로 L1, L2 . . .는 각각 한쪽의 단부가 안정화 전원 Vcc에 병렬로 접속하고 있는 동시에, MOS 

FET 스위치 S3을 직렬 접속하고 있다. 그리고, 게이트 전압에 따라 소스 드레인간을 통과 가능한 포화 전

류가 결정된다는 각 FET 스위치 S3의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각 정전류 회로 L1, L2 . . .에는 항상 일정 

전류 Io가 흐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정전류 회로 L1, L2 . . .의 다른쪽 단부에는 출력 전류 Io를 출

력측 또는 비출력측 중 하나에 스위칭하기 위한 차동 회로가 접속되어 있다. 각 차동회로는 병렬 접속된 
2개의 MOS FET 스위치 S1, S2로 구성되어 있고, S1 및 S2의 각 드레인이 각각 정전류 회로의 출력측과 비출

력측으로 되어 있다. 스위치 S1 및 S2의 각 게이트는 디코더(31)(후술)로부터의 대응 출력신호를 각각 비

반전 및 반전하여 입력해두고, 스위치 S1, S2중 한쪽만이 선택적으로 전류를 통과시키도록 되어, 출력측 

또는 비출력측의 어느 한쪽에 출력 전류 Io를 흘리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정전류 회로 L1, L2 . . .

의 출력측과 비출력측은 각각 D/A 콘버터(31) 전체의 출력단(41) 및 비출력단(42)에 집중되어 있다. 출력
단(41)의  전류  강도는  아날로그의  영상  신호(R)이며,  신호선(20)을  거쳐서  CRT  디스플레이(6)에 
주어진다.  또한,  비출력단(42)은  CRT  디스플레이(6)의  구동에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GND로  종단되어 
있다.

한편, 디코더(31)는 비디오 콘트롤러(3)로부터 농담계조를 나타내는 8비트의 디지털 신호(14)를 입력하는 
동시에, 255개의 출력신호 D1, D2 . . .D255를 각각 대응하는 정전류 회로 L1, L2 . . .L255의 차동 회로에 

제공한다. 디코더(31)는 255개의 출력 신호 D1, D2 . . .D255중, 디지털 신호(14)에 표시된 계조수에 따른 

갯수만을 인에이블화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신호(14)의 레벨이 K(단 0 K 255)인 경우, 

K개의 출력신호가 인에이블된다. 상기의 결과, 255개의 정전류 회로 L1 . . .중 K개에 있어서 차동 회로가 

출력측으로 스위칭되어, 출력단(41)에는 강도 K x Io의  전류가 집중된다. 또한, 그외(255-K)개의 정전류 
회로에서는 차동 회로가 비출력으로 스위칭되어지기 때문에, 비출력단(42)에는 강도(255-K) x Io의 전류
가 집중된다. 요컨대, D/A 콘버터(11)는, 각 정전류 회로에 항상 일정 전류가 통과되면서 시시각각 필요
한 만큼(즉, 디지털 입력 데이터분)만 출력측으로 스위칭되어 가산되므로써, 원하는 강도의 아날로그 출

력 전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빈번히 나타나는 255( 2
8
-1)가 되는 수치는, 해당 비디오 시

스템이 지원하는 계조수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2
n
의 계조수를 지원하는 경우, 디코더(31)의 입력 버스

(14)의 비트폭은 n, 디코더(31)의 출력 신호의 갯수 및 정전류 회로의 갯수는 2
n
-1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정전류 회로 L1, L2 . . .는 FET 스위치 S3의 포화 전류를 이용함으로써 일정 전류 

Io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FET 스위치 S3에 같은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여

도, 그 통과 가능한 포화 전류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조과정에 의해 칩간 또는 칩내에서 
특성에 불균일이 생기거나, 주위 온도나 전원 전압의 변동에 따라 스위칭 특성이 변화한다고 하는 반도체 
소자의 일반적인 성질을 감안하면 자명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디오용 D/A 콘버터에서는 어떤 1개의 채널
내에서의 출력 전류 Io의 오차가 다른 채널의 D/A 콘버터와의 사이에서도 오차가 되어, CRT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상에도 나타난다. 또한, 비디오용 D/A 콘버터에서는 출력 전류의 최대 진폭의 절대치가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FET 스위치 S3의 특성을 보상하여, 각 정전류 회로가 항상 일정 전류를 출력하도록 제

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6도에서는 각 FET 스위치 S3의 스위칭 특성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 회로(33)를 증설하

는 동시에, 보상 회로(33)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게이트 전압 발생회로(32)가 각 스위치 S3에 적절한 레벨

의 게이트 전압을 부여하고, 출력 전류 Io를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FET 스위치 S3를 가장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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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상 회로(32)가 복잡한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고, 설계 제작도 용이하지 
않다.

제7도에는 전류량의 보상을 실현한 D/A 콘버터(11)의 일예를 도시하고 있다(단, 도면의 간소화를 위해 디
코더(31)를 생략하고 있다). 상기 도면에 의하면, D/A 콘버터(11)는 영상 신호(20)를 생성하기 위한 통상
의 정전류 회로 L1, L2 . . . , L255외에, 모니터용 정전류 회로 LM를 구비하고 있다. 정전류 회로 LM은 다

른 정전류 회로상의 FET 스위치 S3와 대략 동일한 스위치 SM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고, 상기 FET 스위치 SM

의 소오스측에 정전압 전원 Vcc를 입력하는 동시에, 드레인측은 저항체 R(R Vcc/Io)을 거쳐서 GND에 종
단되어 있다. 저항체 R은 정전류 회로 LM을 흐르는 모니터 전류 IM을 모니터 전압 VM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부과하고 있다. 차동 증폭기(34)는 점 P에서 전압 VM을 꺼내어 비반전측 입력 단자에 입력하는 동시에, 반

전측 입력 단자에는 외부에서 생성된 기준 전압 Vref를 입력하고, VM과 Vref와의 전위차에 따른 게이트 전압

을 각 정전류 회로 L1, L2. . . ,L255 각각의 FET 스위치 S3로 공급함으로써, 출력 전류 Io의 피드백 제어를 

실현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제7도에 의한 방법은 본래 출력에 이용되는 정전류 회로와는 다른 모니
터 전용의 정전류 회로 LM에  의해 간접적으로 피드백 제어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D/A 콘버터에 있어서

의 상기와 같은 전류의 피드백 제어 기술은 예를 들면, A.V.Vogt씨 등의 저서 'A 10-BIT HIGH SPEED CMOS 
DAC MAC Rn CELL'(IEEE 1989 CUSTOM INTEGRATED CIRCUITS CONFERENCE, 6. 7. 1항 내지 6. 7. 4항) 등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7도에 도시한 피드백 제어에서는 모니터용 FET 스위치 SM가 각 정전류 회로 S3와 모두 같은 특

성을 갖고, 모니터용 정전류 회로 LM을 흐르는 전류 IM은 다른 정전류 회로 L1 . . .을 흐르는 출력 전류 

Io와 같은 양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칩내에서의 각 반도체 스위치의 불균일의 문제를 커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SM과 S3와의 사이에서 스위칭 특성의 불균일 때문에, 출력 전류에 △I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경우, 출력단(41)에서는 오차 △I가 그대로, 혹은 누적되어 화면상에서 휘도 변동으
로 나타나며, 화질을 열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오차 △I 및, 모니터용 정전류 회로 LM으로 소비

되는 전류는 종래의 영상 신호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다소지만 소비 전력을 증대시키게 된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신호치에 비례하는 크기를 갖는 아날로그 전류로 변환시키는 우수한 전류 출력
형 D/A 콘버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비디오 콘트롤러가 출력하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CRT 표시
장치로 전송하기 위한 D/A 콘버터에 있어서, 입력한 디지털 신호의 레벨에 따라 정확한 강도의 아날로그 
전류를 출력할 수 있는 D/A 콘버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다수의 정전류 회로의 출력 전류를 각각 디지털 입력 데이터에 따라 출력측 또
는 비출력측중 하나로 스위칭하여 전류를 통과시키므로써 디지털 입력 데이터의 레벨에 따른 아날로그 출
력 전류를 얻는 D/A 콘버터에 있어서, 각 정전류 회로에서 생기는 특성의 변동을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
는 D/A 콘버터를 제공하는 데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참작하여 구성된 것으로, 그 제1특징은 다수의 정전류 회로의 출력전류 각각을 디
지털 입력 데이터에 따라 출력측 또는 비출력으로 스위칭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상기 출력측에서 상기 디지
털 입력 데이터에 따른 아날로그 출력 전류를 얻도록 한 D/A 콘버터에 있어서, 모든 정전류 회로의 출력
전류가 비출력측으로 스위칭되는 기간에는, 상기 비출력측의 아날로그 출력전류에 기초하여 상기 정전류 
회로의 출력 전류치를 피드백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 콘버터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2특징은 다수의 정전류 회로의 출력전류 각각을 디지털 입력 데이터에 따라 출력측 또
는 비출력측으로 스위칭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상기 출력측으로부터 상기 디지털 입력 데이터에 따른 아날
로그 출력전류를 얻도록 한 D/A 콘버터에 있어서, 디지털 입력 데이터가 제로 레벨인 기간에 있어서는 비
출력측의 아날로그 출력전류에 기초하여 상기 정전류 회로의 출력 전류치를 피드백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D/A 콘버터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3특징은 비디오 콘트롤러로부터 디지털 입력 데이터와,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와, 블랭
킹 신호를 받아들여 다수의 정전류 회로의 출력전류 각각을 상기 디지털 입력 데이터에 따라 출력측 또는 
비출력으로 스위칭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상기 출력측으로부터 상기 디지털 입력 데이터에 따른 아날로그 
출력전류를 얻어, 표시장치에 출력하기 위한 D/A 콘버터에 있어서, 비표시기간에 있어서는 비출력측의 아
날로그 출력전류에 기초하여 상기 정전류 회로의 출력 전류치를 피드백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 
콘버터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4특징은 입력한 디지털-데이터에 따른 아날로그 출력전류를 얻기 위한 D/A 콘버터에 
있어서, (a) 입력한 디지털 데이터에 따른 갯수의 출력신호를 인에이블하는 디코더와, (b) 각각, 인가된 
게이트 전압에 따라 통과 전류가 조정되는 스위치 및 상기 디코더로부터 받아들인 출력신호에 따라 출력
측  또는  비출력측중  한쪽에만  상기  통과  전류를  흘리는  차동  회로를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정전류 
회로와, (c) 각 정전류 회로의 출력측을 집결시키는 출력단과, (d) 각 정전류 회로의 비출력측을 집결시
키는 비출력단과, (e) 상기 비출력단에 있어서의 전류량을 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전류-전압 
변환수단과, (f) 상기 전류-전압 변환수단의 출력전압을 비반전측 입력단자에 입력하는 동시에, 소정의 
기준전압을 반전측 입력단자에 부과하여 양자의 차분에 따른 전압을 상기 다수의 정전류 회로의 각 스위
치에 게이트 전압으로써 공급하는 차동 증폭기와, (g) 상기 차동 증폭기의 출력전압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캐패시터와, (h) 상기 차동 증폭기와 캐패시터간을 접속/차단하기 위한 제1스위치와, (i) 상기 
전류-전압 변환수단의 출력과 상기 차동 증폭기의 비반전측 입력단자간을 접속/차단하기 위한 제2스위치
와, (j) 상기 소정의 기준전압과 상기 차동 증폭기의 비반전측 입력단자간을 접속/차단하기 위한 제3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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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k) 상기 제1, 제2, 제3스위치의 개폐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A 콘버터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전류 출력형 D/A 콘버터에 있어서, 비출력측에 출력전류가 집중되는 기간에 전류량을 
피드백 제어하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의 최대 이점은 본래 출력으로서 이용되는 정전류 회로의 전류를 
직접 모니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D/A 콘버터의 출력전류를 높은 정밀도로 피드백 제
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래의 정전류 회로를 직접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전압의 변동, 주
위 온도의 변동, IC의 제조공정에서 불가피한 칩내 및 칩간의 불균일 등이 생겨도, 각종 오차요인을 직접
적으로 또는 적합하게 보상할 수 있다.

또한, 비출력측으로부터의 출력은 대체로 GND에 종단되어 있으므로 낭비되는 전력이지만, 본 발명에서는 
상기 낭비 전력을 유효하게 활용하게도 된다. 또한, 전류치 제어만을 위한 모니터용 FET에 의한 전력소비
가 없기 때문에, 적지만 절전도 된다.

본 발명을 예를 들면 퍼스널 컴퓨터 등의 디지털적인 비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변환하기 위한 D/A 콘버터
에 적용하는 경우, 수평 및 수직 주사의 귀선기간이나 블랭킹 기간 등의 소위 '비표시 기간'을 이용하여, 
정전류 회로의 출력 전류량을 피드백 제어하면 양호하다. 이와 같은 비표시 기간에서는 각 정전류 회로의 
출력전류는 모두 비출력측으로 스위칭되어 있기 때문에, D/A 콘버터의 풀 스케일의 출력 전류치를 직접 
이용하여 피드백 제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 특징이나 이점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나 첨부하는 도면에 의거한 보다 상
세한 설명에 의해 명확해질 것이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에는 본 발명의 실시에 제공되는 D/A 콘버터(11)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단, 도면의 간소화를 위
해 디코더(31)를 생략하고 있다). 제7도와 동일 구성요소에 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이고 있다. 본 
실시예가 제7도에 도시된 종래예와 구성상으로 서로 다른 주된 점은 다음과 같다.

(a) 전류치 보상을 위한 모니터용 정전류 회로를 갖지 않는 점, (b) 비출력단(42)의 출력전류를 저항체 
R'에서 전압으로 변환하여 차동 증폭기(34)의 비반전 입력단자에 입력하고 있는 점, (c) 차동 증폭기(3
4)의 출력을 접속/분리하기 위한 스위치 A를 구비하는 점, (d) 차동 증폭기 A의 출력전압 레벨을 일시적
으로 유지하기 위한 캐패시터(35)를 구비한 점, (e) 차동 증폭기(34)의 비반전측 입력단자를 D/A 콘버터
(11)의 비출력단(42) 또는 반전측 입력단자로 전환하기 위한 스위치 B 및 C를 구비하고 있는 점, (f) 각 
스위치 A,B,C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회로(36)를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귀선기간이나 블랭킹 기간 등의 비표시 기간에는 정전류회로 L1 . . .의 각 차동회로는 

그  출력이  비출력측으로  스위칭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출력전류( 255  x  Io)는  비출력단(42)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 출력전류는 저항체 R'에서 전압으로 변환되도록 되어 있다.

제어회로(36)는 스위치 A,B,C의 개폐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어회로(36)는 수
평동기신호(17), 수직동기신호(18), 블랭킹 신호(19)중 적어도 1개를 입력하여 표시 기간인지 비표시 기
간인지의 판별을 행하고, 비표시 기간이면 스위치 A,B를 닫는 동시에, 스위치 C를 열고, 역으로 표시기간
이면, 스위치 A,B를 여는 동시에 스위치 C를 닫도록 되어 있다.

스위치 A,B가 닫히고, 스위치 C가 열려진 경우, 비출력단(42)의 출력전류가 저항체 R'에서 전압으로 변환
되어 차동 증폭기(34)의 비반전측 입력단자에 입력된다. 그리고, 차동 증폭기(34)는 기준 전압 Vref과의 

차에 따른 게이트 전압을 각 스위치 S3에 부여한다. 이것에 의해 각 정전류 회로 L1 . . .의 출력전류 Io

가 조정된다. 또한, 이 사이에, 캐패시터(35)에는 차동 증폭기(34)의 출력단과 등가인 전위가 축적된다.

역으로, 스위치, A,B가 열리고, 스위치 C가 닫힌 경우, 차동 증폭기(34)는 반전측 및 비반전측의 각 입력
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오차 출력은 제로로 된다. 그리고, 캐패시터(35)에는 스위치 A,B를 열기 직전의 
차동 증폭기(34)의 출력과 같은 전위가 축적되어 있어, 이것이 각 스위치 S3 . . .에 게이트 전위로서 주

어진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캐패시터(35)가 축적된 전위에 기초하여 각 정전류 회로 L1 . . .의 출력

전류 Io가 결정된다.

또한, 각 스위치 A,B,C는 MOS FET 스위치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등의 스위칭 소자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음에, 제1도에서 도시한 D/A 콘버터(11)의 동작에 관해 비표시 기간과 표시기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
다. 제2도에는 동기신호와 출력단(41) 및 비출력단(42)의 각 출력전류와의 관계를 타이밍 챠트로 나타내
고 있다.

[비표시 기간]

비표시 기간에서는 제어회로(36)가 스위치 A,B를 닫는 동시에, 스위치 C를 연다. 또한, 비표시 기간에서
는 각 정전류 회로 L1, L2 . . . , L255의 차동회로가 비출력측으로 스위칭되어 있고(제2도 참조), 모든 출

력전류( 255 x Io)는 비출력단(42)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비출력단(42)의 출력전류는 저항체 R'에 
의해 전압으로 변환되어, 스위치 B를 자나서, 차동 증폭기(34)의 비반전측 입력단자에 부여된다. 차동 증
폭기(34)는 기준 전압 Vref과의 차에 따라 게이트 전압을 각 스위치 S3에 부여한다. 따라서, 각 정전류 회

로 L1 . . .의 출력전류 Io는 직접 모니터되어 피드백 제어된다.

[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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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시기간에서는 제어회로(36)가 스위치 A,B를 여는 동시에, 스위치 C를 닫는다. 이 결과, 차동 증폭
기(34)는 반전측 및 비반전측의 각 입력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오차 출력은 제로로 된다. 그리고, 캐패
시터(35)에는 스위치 A,B를 열기 직전(즉, 비표시 기간)에 있어서의 차동 증폭기(34)의 출력과 같은 전위
가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각 스위치 S3의 게이트 전위로 된다. 따라서, 표시기간에서는 비표시 기간의 최

후의 출력전류에 기초하여 각 정전류 회로 L1 . . .의 출력전류 Io가 제어된다.

요컨대, 수평/수직 귀선기간이나 블랭킹 기간 등의 비표시 기간에는 D/A 콘버터(11)는 피드백 제어형태로 
되고, 각 정전류 회로 L1 . . .의 FET 스위치 S3의 게이트 전압은 피드백 제어에 의해 가장 적합한 수치로 

수정된다. 또한, 이것 이외의 표시기간에는 홀드(hold) 형태로 되어, 스위치 S3의 게이트 전압이 일정수치

로 유지된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1개의 채널(Red)의 D/A 콘버터(11)로 한정하여 설명하였지만, 다른 2개의 채널
(Green, Blue)의 D/A 콘버터(12,13)에 관해서도 각각 마찬가지로 본 발명을 적용가능하며, 본 발명을 적
용함으로써 채널간의 오차를 가장 적절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라면 이해할 것이다.

이상, 특정의 실시예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업자가 상기 실시예의 수정이나 대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즉, 예시의 형태로 본 
발명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본 발명의 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
허청구범위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전원 전압의 변동, 주위 온도의 변동, IC의 제조공정에서 불
가피한 칩내 및 칩간의 불균일 등의 각종 오차요인도 직접적으로 가장 적절히 보상할 수 있고, 높은 정밀
도의 D/A 콘버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와 같은 효과는 본래 출력으로써 이용되는 정전류 회로
의 출력전류를 직접 모니터함으로써 도출된다.

또한, 비출력측의 출력은 당초 GND에 종단된 낭비 전력이었지만, 본 발명에서는 상기 낭비 전력을 유효하
게 활용하게 된다. 또한, 전류치 제어만을 위한 전력소비가 없기 때문에, 약간이지만 절약도 된다.

본 발명을 예를 들면, 퍼스널 컴퓨터 등의 디지털적인 비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변환하기 위한 D/A 콘버터
에 적용하는 경우, 수평 및 수직 주사의 귀선기간이나 블랭킹 기간 등의 소위 '비표시 기간'을 이용하여, 
정전류 회로의 출력 전류량을 피드백 제어하면 양호하다. 이와 같은 비표시 기간에서는 각 정전류 회로의 
출력전류는 모두 비출력측으로 스위칭되어 있기 때문에, D/A 콘버터의 풀 스케일의 출력 전류치를 직접 
이용하여 피드백 제어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디지털 데이터에 응답하여 다수의 정전류 회로들의 출력 전류들 각각을 출력측(output side) 또는 
비출력측(non-output side)으로 연결함으로써, 상기 입력 디지털 데이터의 레벨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출
력전류를 발생하고, 상기 아날로그 출력전류를 상기 출력측으로부터 출력하는 D/A 콘버터에 있어서, 상기 
모든 정전류 회로들의 상기 출력전류들이 비출력측들로 연결되는 기간동안, 상기 D/A 콘버터는 상기 비출
력측의 아날로그 출력전류에 기초하여 상기 정전류 회로들의 상기 출력 전류치들에 대한 피드백 제어를 
수행하는 D/A 콘버터.

청구항 2 

입력 디지털 데이터에 응답하여 다수의 정전류 회로들의 출력 전류들 각각을 출력측 또는 비출력측으로 
연결함으로써, 상기 입력 디지털 데이터의 레벨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출력전류를 발생하고, 상기 아날로
그 출력전류를 상기 출력측으로부터 출력하는 D/A 콘버터에 있어서, 상기 입력 디지털 데이터의 상기 레
벨이 제로인 기간동안, 상기 D/A 콘버터는 상기 비출력측의 아날로그 출력전류에 기초하여 상기 정전류 
회로들의 상기 출력 전류치들에 대한 피드백 제어를 수행하는, D/A 콘버터.

청구항 3 

비디오 콘트롤러로부터 디지털 입력 데이터와, 수평동기신호(horizontal  sync  signal)와, 수직동기신호
(vertical sync signal)와, 블랭킹 신호(blanking signal)를 수신하고, 상기 디지털 입력 데이터에 응답
하여 다수의 정전류 회로들의 출력전류들 각각을 출력측 또는 비출력측으로 연결하므로써, 상기 디지털 
입력 데이터에 일치하는 아날로그 출력전류가 상기 출력측에서 얻어지고 디스플레이 장치에 출력되며, 비
표시 기간동안 상기 비출력측의 아날로그 출력 전류에 기초하여 상기 정전류 회로들의 출력 전류치들에 
대한 피드백 제어를 수행하는 D/A 콘버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비표시 기간은 상기 수평 및 수직동기신호들에 의해 표시되는 귀선기간인, D/A 콘
버터.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비표시 기간은 상기 블랭킹 신호에 의해 표시되는 블랭킹 기간인, D/A 콘버터.

청구항 6 

입력 디지털 데이터에 대응하는 아날로그 출력전류를 얻는 D/A 콘버터에 있어서, ① 상기 입력 디지털 데
이터에 대응하는 개수의 출력신호들을 인에이블시키는 디코더와, ② 다수의 정전류 회로들과-상기 정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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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들 각각은 인가된 게이트 전압에 대응하여 통과 전류를 조정하는 스위치와, 상기 디코더로부터 수신
된 상기 출력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통과 전류를 출력측 또는 비출력측중 어느 한쪽으로 흘려주는 차동회
로를 포함한다. ③ 상기 정전류 회로들의 상기 출력측들이 집결하는 출력단과, ④ 상기 정전류 회로들의 
상기 비출력측들이 집결하는 비출력단과, ⑤ 상기 비출력단에서의 전류량을 전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전
류-전압 변환수단(current-voltage conversion means)과, ⑥ 비반전(non-inverted) 전압측에 있는 입력단
자에서 상기 전류-전압 변환수단으로부터 출력전압을 수신하고, 반전(inverted) 전압측에 있는 입력단자
에서 소정의 기준 전압을 수신하고, 상기 출력전압과 상기 기준전압의 차분(difference) 전압을 게이트 
전압으로써 상기 정전류 회로들의 각각의 상기 스위치에 인가하는 차동 증폭기와, ⑦ 상기 차동 증폭기의 
상기 출력전압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캐패시터와, ⑧ 상기 차동 증폭기와 상기 캐패시터 사이를 접속/차
단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1스위치와, ⑨ 상기 전류-전압 변환수단으로부터의 출력전압을 상기 차동증폭기
의 상기 비반전 전압측에 있는 상기 입력단자로 입력/차단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2스위치와, ⑩ 상기 차동 
증폭기의 상기 반전 전압측에 있는 상기 입력단자로 상기 소정의 기준전압을 입력/차단하기 위해 이용되
는 제3스위치와, ⑪ 상기 제1, 제2, 제3 스위치들을 개폐하기 위한 콘트롤러를 포함하는 D/A 콘버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정전류 회로들의 상기 출력전류들이 상기 비출력단에 집결되는 기간에서는, 
상기 콘트롤러가 상기 제1, 제2스위치를 닫고 상기 제3스위치를 열며, 상기 기간 이외의 다른 
기간에서는, 상기 콘트롤러가 상기 제1, 제2스위치들을 열고 상기 제3스위치를 닫는, D/A 콘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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