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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의 상세 회로도.

제2a도 및 제2b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 내부의 주요 전압 및 전류의 파형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의 상세 회로도.

제4a도 및 제4b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 내부의 주요 전압 및 전류의 파형
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NOR게이트                 2,20 : 노이즈 감쇠 제어부

3,30 : 노이즈 감쇠부             4,40 : 인버터

50 : 신호 지연부                    Vcc : 구동전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출력 버퍼(buffer)로서, 특히, 데이터 출력시 효과적으로 노이즈(noise)를 감소
시키는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TTL(Transistor-Trasistor Logic) 및 CMOS(Comple-mentary Metal-Oxide-Silicon)를 인터페이
스(interface)를 갖는 반도체 소자는 출력 데이터의 노이즈를 감쇠시키기 위하여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
를  주로  사용한다.  이때,  출력  버퍼에서  노이즈는  주로  풀다운(pull-down)NMOS  트랜지스터(N-channel 
Metal-Oxide-Silicon transistor)가 오프(OFF) 상태에서 온(ON)될 때 발생하며, 이를 줄이기 위하여 노이
즈 감쇠 출력 버퍼는 상기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를 온시키는 신호가 인가되는 시점에 그 게이트(gate)
단과 접지단 사이에 전류 패스(current path)를 형성함으로써 순간 발생되는 노이즈를 흡수하게 되는 것
이다.

종래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를 첨부된 도면 제1도 및 제2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도는 종래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를 상세하게 도시한 회로도로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
이즈 감쇠 출력 버퍼는 인에이블(inable)신호와 입력 데이터를 입력받는 NOR 게이트(1); 상기 입력 데이
터의 바(bar)값을  풀업(pull-up)  PMOS  트랜지스터(P-channel  Metal-Oxide-Silicon  trnsistor)의  게이트 
신호로, 상기 NOR 게이트(1)의 출력값을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신호로 각각 입력받아 최종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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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출력하는 인버터(inverter, 4); 상기 입력 데이터가 논리 '0'(이하 L이라 칭함)이고, 노이즈가 심
화되는 정상 전압 이상의 구동전압이 인가되면 노이즈 감쇠 신호를 출력하며, 반면, 상기 입력 데이터가 
논리 '1'(이하 H라 칭함)이면 상기 노이즈 감쇠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단과 상기 NOR 게이트(1)의 출력단
을 쇼트(short)시키는 노이즈 감쇠 제어부(2); 상기 노이즈 감쇠 제어부(2)로부터 출력되는 노이즈 감쇠 
신호 및 상기 인버터(4)의 출력값을 각각 스위칭(switching) 신호로 하여 노이즈 감쇠 신호가 인가되고, 
동시에 인버터(4)의 출력값이 H인 경우에만 상기 NOR  게이트(1)의 출력단과 접지단 사이에 전류 패스를 
형성하여 상기 인버터(4)내의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가 온될 때 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흡수하는 노이
즈 감쇠부(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노이즈 감쇠 제어부(2)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데이터를 게이트 신호로 하여 상기 
NOR 게이트(1)의 출력단을 한 입·출력단에 연결시켜, 타 입·출력단의 신호를 노이즈 감쇠 신호를 포함
하는 최종 출력 신호를 하는 하나의 NMOS 트랜지스터; 구동전압(Vcc)을 소스단으로 인가받고,  상기 입력 
데이타를 게이트 신호로 하는 하나의 PMOS 트랜지스터; 상기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drain)단과 상기 
NMOS 트랜지스터의 타 입·출력단 사이를 연결하되, 각각의 게이트단과 드레인단이 쇼트되어 정상 구동전
압(5V) 이상의 높은 전압이 각 소스(source)단에 인가되면 온되는 3개의 직렬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한다. 따라서, 상기 직렬 연결된 3개의 PMOS 트랜지스터는 노이즈가 심화될 때, 즉, 입력 데이타가 H
에서 L로 변하고, 높은 레벨의 구동전압(Vcc)이 인가될 때 온되어 노이즈 감쇠 신호(H)를 출력하게 된다.

또한, 상기 노이즈 감쇠부(3)는 상기 노이즈 감쇠 제어부(2)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신호를 게이트 신호로 
하고, 상기 NOR 게이트(1)의 출력을 한 입·출력단으로 인가받은 NMOS 트랜지스터; 상기 인버터(4)의 출
력을 게이트 신호로 하여, 상기 NMOS 트랜지스터의 타 입·출력단과 접지단을 쇼트나 오픈시키는 다른 하
나의 N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한다. 따라서, 상기 노이즈 감쇠 신호에 의해서 상기 NOR 게이트와 접지단 
사이에 형성되어 노이즈를 흡수하는 전류 패스는 인버터(4)를 통하여 출력되는 최종 출력값이 H, 즉, 노
이즈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면 그 전류 패스를 제거하여 완전히 최종 출력값을 얻게 된다.

한편, 제2a도는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종래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각 부분 출
력값의 전압을 나타낸 전압 파형도이며, 제2b도는 제2a도와 동일한 시간에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에 흐
르는 전류의 파형도로서, 제2a도에 도시된 실선은 입력 데이터의 전압 파형, 점 쇄선은 상기 노이즈 감쇠 
제어부(2)의 출력 전압 파형, 2점 쇄선은 상기 NOR 게이트(1)의 출력 전압 파형, 점선은 상기 인버터(4)
의 출력 전압 파형을 각각 나타낸다. 이때,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데이터가 H에서 L로 변하면 상
기 노이즈 감쇠 제어부(2)의 출력값이 L에서 H로 승하여 노이즈 감쇠부(3)를 완전히 온시키지 못하게 된
다. 즉, 노이즈의 주원인이 되는 풀다운 NMOS 트렌지스터에 흐르는 전류의 증가율(dI/dt)이 상기 NOR 게

이트(1)가 빨리 천이함으로 인해 그 값이 12.5×10
6
으로,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노이즈 감쇠부(3)의 온 타이밍(timing) 이 상기와 같이 효과적이지 못함으로 인하
여 NOR 게이트(1)의 출력 전압 및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이 늘어지게 되어 실제 
출력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상기 종래의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는 노이즈 감쇠부의 온 타이밍이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노이즈 감쇠가 어려우며, 또한, 출력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은 노이즈 감쇠부의 온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제어
하여, 노이즈 감쇠 효과가 우수하며, 그 출력 속도가 빠른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를 소정 시간 동
안 지연시키는 신호 지연 수단(50); 상기 신호 지연 수단(50)의 출력 및 외부로부터의 인에이블 신호를 
입력받는 NOR 연산 수단(10); 상기 입력 데이터에 따라 풀업 동작하고, 상기 NOR 연산 수단(10)의 출력에 
따라 풀다운 동작하여 최종 출력단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풀업/풀다운 수단(40); 정상 전압 이상의 구동전
압(Vcc)이 인가되며 상기 입력 데이터 및 상기 NOR 연산수단(10)의 출력에 따라 노이즈 감쇠 신호를 출력
하는 노이즈 감쇠 제어수단(20); 및 상기 노이즈 감쇠 신호 및 상기 풀업/풀다운 수단(40)의 출력에 따라 
상기 NOR 연산수단(10)의 출력단과 접지단 사이에 전류 패스를 형성하여 노이즈 발생을 억제하는 노이즈 
감쇠 수단(30)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 제3도 및 제4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의 동작을 이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입력 데이터를 상기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단에 전류 패스가 완전
히 형성될 때까지 임의적으로 소성의 시간 동안 지연시킴으로써 상기 전류 패스가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된다. 또한, 고속의 노이즈 감쇠 제어부를 사용하여 상기 노이즈 감쇠용 전류 패스의 형성 속도
를 향상시키며, 노이즈를 흡수한 후 전류 패스를 턴오프(turn-off)시키는 속도가 빠른 노이즈 감쇠부를 
사용하여 전체 출력 버퍼의 속도를 향상시킨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의 상세회로도로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는 입력 데이터를 소정 시간 동안 지연시키는 신호 지연부(50); 상기 신호 지연
(50)의 출력과 인에이블 신호를 입력받는 하나의 NOR 게이트(10); 상기 입력 데이터의 바 값을 풀업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신호로, 상기 NOR 게이트(10)의 출력값을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신호로 
각각 입력받아 최종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버터(40); 상기 입력 데이터가 L이고, 노이즈가 심화되는 정상 
전압 이상의 구동전압이 인가되면 노이즈 감쇠 신호를 출력하며, 반면, 상기 입력 데이터가 H이면 상기 
노이즈 감쇠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단과 상기 NOR 게이트(10)의 출력단을 쇼트시키는 노이즈 감쇠; 상기 
노이즈 감쇠 제어부(20)로부터 출력되는 노이즈 감쇠 신호 및 상기 인버터(40)의 출력값을 각각 스위칭 
신호로 하여 노이즈 감쇠 신호가 인가되고, 동시에 인버터(40)의 출력값이 H인 경우에만 상기 NOR 게이트
(10)의 출력단과 접지단 사이에 전류 패스를 형성하여 상기 인버터(40)내의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가 온
될 때 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흡수하는 노이즈 감쇠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신호 지연부(50)는 직렬 연결된 인버터(inverter) 2개를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지연시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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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NOR 게이트(10)의 출력이 천이하기 전에 노이즈 감쇠부(30)를 완전히 온시키게 된다.

또한, 상기 노이즈 감쇠 제어부(20)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데이터를 게이트 신호로 하는 제
1PMOS  트랜지스터; 입력 데이터를 각각의  게이트 신호로 하여 상기 NOR 게이트(10)의 출력단과 상기 제
1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단 사이에 직렬 연결된 3개의 NMOS 트랜지스터; 구동전압(Vcc)인가단과 상기 
제1PMOS 트랜지스터의 소스단 사이에 직렬 연결되고, 각각의 게이트단과 드레인단이 쇼트되어 정상 전압
(5V) 이상의 높은 구동전압이 인가되면 온되는 3개의 P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한다. 따라서 상기 직렬 연
결된 3개의 PMOS 트랜지스터는 높은 레벨의 구동전압이 인가되면 즉시 온되어 있다가 상기 제1PMOS 트랜
지스터가 온되면, 즉, 입력 데이터가 H에서 L가 되면 그 즉시 노이즈 감쇠 신호(H)를 출력하게 된다.

또한, 상기 직렬 연결된 3개의 NMOS 트랜지스터는 입력 데이터가 H에서 L가 되면 백 바이어스 효과(back-
bias  effect)에  의하여  빠르게  턴오프됨으로써  상기  제1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단이  빠르게 차지업
(charge-up)되어 노이즈 감쇠 신호(H)가 빠른 속도로 출력된다.

또한, 상기 노이즈 감쇠부(30)는 상기 노이즈 감쇠 제어부(20)로부터 출력되는 노이즈 감쇠 신호를 포함
한 제어 신호를 게이트 신호로 하고, 상기 NOR 게이트(10)의 출력을 한 입·출력단으로 인가받는 NMOS트
랜지스터; 상기 인버터(40)의 출력을 각각의 게이트 신호로 하여, 상기 NMOS 트랜지스터의 타 입·출력단
과 접지단을 쇼트나 오픈시키도록 직렬 연결된 3개의 N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한다. 따라서, 상기 노이즈 
감쇠 신호에 의해서 상기 NOR 게이트와 접지단 사이에 전류 패스를 형성하여 노이즈를 흡수하며, 반면, 
상기 인버터(40)를 통하여 출력되는 최종출력값이 H, 즉, 노이즈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면 그 전류 패스
를 제거하여 완전한 최종 출력값을 얻게 된다. 이때, 상기 전류 패스를 제거시키는 상기 3개의 직렬 연결
된 NMOS 트랜지스터는 백 바이어스 효과에 의해 문턱 전압(threshold voltage)이 증가하게 되어 턴오프 
속도 매우 빨라져 전체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의 속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한편,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각 부분 주요 
전압 파형을 나타낸(실선은 입력 데이터의 전압 파형, 1점 쇄선은 상기 노이즈 감쇠 제어부(20)의 출력 
전압 파형, 2점 쇄선은 상기 NOR 게이트(10)의 출력 전압 파형, 점선은 상기 인버터(40)의 출력 전압 파
형을 각각 나타냄) 전압 파형도인 제4a도와, 제4a도와 동일한 시간에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도인 제4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NOR 게이트(10)의 출력(2점 쇄선)이 천이하기 전에 노
이즈 감쇠 신호(1점 쇄선)가 먼저 출력되어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감쇠시키게 된다. 즉, 노이즈 발생의 주

원인이 풀다운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류 증가량(dI/dt)이 11.3×10
6
이 되어, 상기 종래

의 전류 증가량보다 약 9.6% 감소했으며, 또한, 상기 노이즈 감쇠부(30)의 턴오프 속도가 빨라 전체 노이
즈 감쇠 출력 버퍼의 속도가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에 비하여 약 25%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노이즈 감쇠부의 온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노이즈 감쇠 효과
가 우수하며, 그 출력 속도가 빠른 특유의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를 소정 시간 동안 지연시키는 신호 지연 수단(50); 상기 
신호 지연 수단(50)의 출력 및 외부로부터의 인에이블 신호를 입력받는 NOR 연산 수단(10); 상기 입력 데
이터에 따라 풀업 동작하고, 상기 NOR 연산 수단(10)의 출력에 따라 풀다운 동작하여 최종 출력단에 데이
터를 출력하는 풀업/풀다운 수단(40); 정상 전압 이상의 구동전압(Vcc)이 인가되며 상기 입력 데이터 및 
상기 NOR 연산수단(10)의 출력에 따라 노이즈 감쇠 신호를 출력하는 노이즈 감쇠 제어 수단(20); 및 상기 
노이즈 감쇠 신호 및 상기 풀업/풀다운 수단(40)의 출력에 따라 상기 NOR 연산 수단(10)의 출력단과 접지
된 사이에 전류 패스를 형성하여 노이즈 발생을 억제하는 노이즈 감쇠 수단(30)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지연 수단(50)은 직렬 연결된 다수의 인버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노이
즈 감쇠 출력 버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노이즈 감쇠 제어 수단(20)은 상기 입력 데이터를 게이트 신호로 하는 
제1PMOS 트랜지스터; 구동전압(Vcc)인가단과 제1PMOS 트랜지스터의 소스단 사이에 직렬 연결되고, 각각의 
게이트단과 드레인단이 쇼트된 다수의 제2PMOS 트랜지스터; 및 상기 입력 데이터를 각각의 게이트 신호로 
하여, 상기 NOR 연산 수단(10)의 출력단과 상기 제1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단 사이를 절체하는 직렬 연
결된 다수의 제1N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하여, 상기 제1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단에 인가되는 신호를 상
기 노이즈 감쇠 신호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노이즈 감쇠 수단(30)은 상기 노이즈 감쇠 신호를 게이트 신호로 하고, 상기 NOR 
연산 수단(10)이 출력을 한 입·출력단으로 인가받는 제2NMOS 트랜지스터; 상기 풀업/풀다운 수단(40)의 
출력을 각각의 게이트 신호로 하여, 상기 제2NMOS 트래지스터의 타 입·출력단과 접지단을 절체하는 직렬 
연결된 다수의 제3N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풀업/풀다운 수단(40)은 상기 입력 데이터의 반전값을 게이트 신호로 하는 풀업 트
랜지스터; 상기 NOR 연산 수단(10)의 출력을 게이트 신호로 하는 풀다운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노이즈 감쇠 출력 버퍼.

6-3

1019940020940



도면

    도면1

    도면2a

6-4

1019940020940



    도면2b

    도면3

6-5

1019940020940



    도면4a

    도면4b

6-6

101994002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