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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발생 회로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전압(Vcc)이 고레벨이 될 수록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디스에이블 시간이 짧아져서 출력단이 하이-임피던스로 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됨으로 출
력 인에이블 신호가 인에이블될 때 출력 레벨과 고/저 전압 레벨과의 차가 커지면 출력 버퍼에 의해 발생
하는 전원 바운싱이 증가하여 칩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하이 전압을 검출하면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디스에이블 시간을 길게 하여 출력
단이 하이-임피던스로 세팅되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출력 인에이블 신호가 인에이블되었을 때 출력 레
벨과 고/저 출력 전압과의 차이를 줄여 하이 전압에서 발생하는 전압 바운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창안
한 것으로, 본 발명은 출력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 발생 회로는 하이 전압이 될 경우 더 긴 시간의 출력 
디스에이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하이 전압이 될 경우 하이-임피던스로 세팅되는 시간이 길어져 종래
의 기술보다 출력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가 인에이블될 때의 출력 레벨과 고/저 출력 레벨의 차를 줄임으
로써 출력이 전송될 경우 발생하는 파워의 바운싱을 줄여 하이 전압 동작 여유를 더 갖을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발생 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기술의 회로도.

제2도는 제1도에서의 타이밍도.

제3도는 본 발명의 회로도.

제4도는 제3도에서 바이어스 전압의 파형도.

제5도는 제3도에서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파형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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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버퍼 구동부               202 : 출력 버퍼

203 : 부하                      204, 205 : 신호 발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출력 버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디스에이블 시간을 지연하여 출력단이 
하이-임피던스로 세팅되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출력 레벨과 고/저 출력 전압과의 차이를 줄여 하이 전
압에서 발생하는 저압 바운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발생 회로에 관한 것이다.

제1도는 종래 기술의 회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천이 검출 신호(ATD)를 입력으로 하여 
출력 인에이블 신호(ODE)를 발생시키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발생부(104)와, 이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발생
부(104)의 출력(ODE)에 따라 입력 데이터(Dout)를 전송하는 버퍼 구동부(101)와, 이 버퍼 구동부(101)의 
출력에 따라 출력 데이터를 부하(103)로 전송하는 출력 버퍼(102)로 구성한다.

상기 버퍼 구동부(101)는 입력 데이터(Dout)를 반전하는 인버터(111)와, 출력 인에이블 신호(ODE)를 반전
하는 인버터(112)와, 상기 인버터(111)(112)의 출력 신호를 노아링하는 노아 게이트(113)와, 이 노아 게
이트(113)의 출력 신호를 반전하는 인버터(114)와, 출력 인에이블 신호(ODE)와 상기 인버터(112)의 출력 
신호를 노아링하는 노아 게이트(115)와, 이 노아 게이트(115)의 출력 신호를 반전하는 인버터(116)으로 
구성된다.

상기 출력 버퍼(102)는 전압(Vcc)과 접지(Vss)  사이에 피모스 트랜지스터(PM1)와 엔모스 트랜지스터(NM
1)을 직렬 접속하여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PM1)(NM1)의 각 게이트에 버퍼 구동부(101)의 출력 신호를 각
기 접속하고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PM1)(NM1)의 접속점에서 출력 신호가 전송되도록 구성된다.

도면의 미설명 부호 R1,R2는 저항이고, C1은 콘덴서이다.

이와같은 종래 기술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력 신호가 전송될 때 신호 발생부(104)의 출력 인에이블 신호(ODE)가 하이이고 버퍼 구동부(10
1)의 입력인 출력 신호(Dout)가 하이일 경우 상기 버퍼 구동부(101)는 인버터(111)(112)의 출력이 모두 
로우가 되어 상기 인버터(111)(112)의 로우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노아 게이트(113)의 출력이 하이가 되
어 이 노아 게이트(113)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115)의 출력인 제1출력(Q1)이 로우가 되고, 상기 인버
터(111)의 로우 출력과 상기 신호 발생부(104)의 하이 출력(ODE)을 입력으로 하는 낸드게이트(114)의 출
력이 하이가 되어 그 낸드 게이트(114)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116)의 출력인 제2출력(Q2)이 로우가 
된다.

이에 따라, 출력 버퍼(102)는 버퍼 구동부(101)의 로우 출력(Q1)(Q2)을 각기 입력으로 하는 피모스 트랜
지스터(PM1)가 턴온되고 엔모스 트랜지스터(NM1)가 턴오프되어 하이 데이터(OUT)가 부하(103)에 출력되어
진다.

그리고, 출력 신호(Dout)가 로우일 경우 버퍼 구동부(101)는 인버터(111)의 출력이 하이가 되어 노아 게
이트(113)의 출력이 로우가 되고 낸드 게이트(114)의 출력이 로우가 됨으로 제1,제2 출력(Q1)(Q2)이 모두 
하이로 출력된다.

이에 따라, 출력 버퍼(102)는 피모스 트랜지스터(PM1)는 턴오프되고 엔모스 트랜지스터(NM1)는 턴온되어 
로우 데이터가 부하(103)로 출력하게 된다.

상기에서 출력 데이터(OUT)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ODE)가 디스에이블 상태일 때 고/저 출력 레벨(VOH/VOL)

에서 부하(103)에 의해 결정되는 하이 임피던스 레벨로 이동하다가 출력 인에이블 신호(ODE)가 인에이블
되면 출력된다.

상기와 같은 동작은 제2도의 타이밍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종래에는 하이 전압(Vcc)이 될수록 어드레스 천이 검출 펄스에 의해 발생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
호의 디스에이블 시간이 짧아져서 출력단이 하이-임피던스로 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따라서, 종래에는 제2도에서와 같이 출력 인에이블 신호가 인에이블될 때 출력 레벨과 고/저 전압 레벨과
의 차가 커지면 출력 버퍼에 의해 발생하는 전원 바운싱이 증가하여 칩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점이 있다.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이 전압을 검출하면 출력 인에이블 신호의 디스에이블 시
간을 길게 하여 출력단이 하이-임피던스로 세팅되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출력 인에이블 신호가 인에이
블되었을 때 출력 레벨과 고/저 출력 전압과의 차이를 줄여 하이 전압에서 발생하는 전압 바운싱을 감소
시킬수 있도록 창안한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발생 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제3도는 본 발명의 회로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출력 인에이블 신호 에 따라 입력 데이
터(Dout)를 전송하는 버퍼 구동부(201)와, 이 버퍼 구동부(201)의 출력을 증폭하여 부하(203)로 전송하는 
출력 버퍼(202)와,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ATD)를 입력으로 하여 출력 인에이블 신호(ODE)를 발생시키
는 제1신호 발생부(204)와, 이 제1신호 발생부(204)의 출력(ODE)에 의해 일정 레벨의 하이 전압을 검출하

여 출력 인에이블 신호 를 상기 버퍼 구동부(201)에 입력시키는 제2신호 발생부(205)로 구성한
다.

상기  버퍼  구동부(201)는  입력  데이터(Dout)를  반전하는  인버터(211)와,  제2신호  발생부(205)의 출력

를 반전하는 인버터(212)와,  상기 인버터(211)(212)의  출력 신호를 노아링하는 노아 게이트
(213)와, 이 노아 게이트(213)의 출력을 반전하여 제1출력 신호(Q1)를 출력하는 인버터(215)와, 상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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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인에이블 신호 와 상기 인버터(211)의 출력 신호를 낸딩하는 낸드 게이트(214)와, 이 낸드 
게이트(214)의 출력을 반전하여 제2출력 신호(Q2)를 출력하는 인버터(216)로 구성한다.

상기 출력 버퍼(202)는 종래와 동일하게 피모스 트랜지스터(PM1)와 엔모스 트랜지스터(NM1)로 구성한다.

상기 제2신호 발생부(205)는 일정 레벨의 하이 전압을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ATD)에 의해 각기 출력하
는 제1,제2 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10)(320)와, 상기 제1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10)의 출력 전압을 일정
시간 지연하는 지연기(330)와, 이 지연기(330)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340)와, 상기 제2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20)의 출력 전압을 순차적으로 일정 시간 지연하는 지연기(350)(360)와, 이 지연기(360)의 출력
을 반전시키는 인버터(370)와,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ATD) 및 상기 인버터(340)(370)의 출력 신호를 

노아링하여 출력 인에이블 신호 를 상기 버퍼 구동부(201)에 입력시키는 노아 게이트(380)로 구
성한다.

상기 제1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10)는 전압(Vcc)에 게이트와 드레인이 접속된 2개의 엔모스 트랜지스터
(411)(412)를  순차적으로 직렬 접속하여 그 접속점을 게이트에 전압(Vcc)이  인가된 엔모스 트랜지스터
(413)를 통해 접지함과 아울러 인버터(414)(415)를 순차 통해 일측 입력 단자에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
(ATD)가 인가된 낸드 게이트(416)의 타측 입력 단자에 접속하여 그 낸드 게이트(416)의 출력 단자를 지연
기(330)의 입력단에 접속하도록 구성한다.

상기 제2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20)는 전압(Vcc)에 게이트와 드레인이 접속된 2개의 엔모스 트랜지스터
(421∼423)를  순차적으로 직렬 접속하여 그 접속점을 게이트에 전압(Vcc)이  인가된 엔모스 트랜지스터
(424)를 통해 접지함과 아울러 인버터(425)(426)를 순차 통해 일측 입력 단자에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
(ATD)가 인가된 낸드 게이트(427)의 타측 입력 단자에 접속하여 그 낸드 게이트(427)의 출력 단자를 지연
기(350)의 입력단에 접속하도록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한 본 발명의 동작 및 작용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ATD)에 의해 제1신호 발생부(204)가 하이인 출력 인에이블 신호(ODE)를 제2신호 
발생부(205)에 입력시킬 때 전압(Vcc)이 노말 상태이면 상기 제2신호 발생부(205)는 제1,제2 바이어스 전
압 발생부(310)의 출력이 하이가 되어 오아 게이트(380)를 통해 상기 출력 인에이블 신호(ODE)가 시간 지
연없이 오아 게이트(380)를 통해 버퍼 구동부(201)에 출력되어진다.

즉,  상기  제2신호  발생부(205)는  제1,제2  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10)(320)에서  엔모스 트랜지스터
(413)(424)의 턴온량이 전압(Vcc)에 순차적으로 직렬 접속된 엔모스 트랜지스터(411,412)(421∼423)의 턴
온량보다 커서 인버터(414)(425)에 로우 신호가 인가됨으로 낸드 게이트(416)(427)의 출력이 각기 하이가 
되고 각각의 하이 신호가 지연기(330)(350,360)를 순차 통해 인버터(340)(370)에서 각기 로우 신호로 출

력됨으로써 출력 인에이블 신호 의 폭에 변화가 없다.

만일, 전압(Vcc)이 고레벨이 되면 제2신호발생부(205)는 제1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10)의 출력이 하이가 
되어 지연기(330)를 통한 후 반전기(340)에서 하이 레벨로 반전됨으로 노아 게이트(380)는 상기 제1바이

어스 전압 발생부(310)의 출력만큼 출력 인에이블 신호 의 폭을 길게 출력하게 된다.

즉, 상기 제1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10)는 엔모스 트랜지스터(413)의 턴온량이 전압(Vcc)에 순차적으로 
직렬 접속된 엔모스 트랜지스터(411,412)의 턴온량보다 작아 인버터(414)에 하이 신호가 인가됨으로 상기 
인버터(414)의 출력(H1)이 로우가 되고 이 로우 신호가 인버터(415)를 통해 인가된 낸드 게이트(416)의 
출력이 로우가 되어 이 로우 신호가 지연기(330)를 통해 인버터(340)에서 하이 신호로 출력됨으로 지연 

시간만큼 출력 인에이블 신호 의 폭이 길어진다.

여기서, 제2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20)의 출력은 로우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전압(Vcc)이 더욱 고레벨이 되면 제2신호발생부(205)는 제2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20)의 출력이 
하이가  되어  지연기(350)(360)를  순차  통한  후  반전기(340)에서  하이  레벨로  반전됨으로 노아 게이트

(380)는 상기 제2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20)의 출력만큼 출력 인에이블 신호 의 폭을 길게 출력
하게 된다.

즉, 상기 제2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20)는 엔모스 트랜지스터(424)의 턴온량이 전압(Vcc)에 순차적으로 
직렬 접속된 엔모스 트랜지스터(421∼423)의 턴온량보다 작아 인버터(425)에 하이 신호가 인가됨으로 상
기 인버터(425)의 출력(H2)이 로우가 되고 이 로우 신호가 인버터(426)를 통해 인가된 낸드 게이트(427)
의 출력이 로우가 되어 이 로우 신호가 지연기(350,360)를 순차 통해 인버터(370)에서 하이 신호로 출력

됨으로 지연 시간 만큼 출력 인에이블 신호 의 폭이 길어진다.

상기 바이어스 전압(H1)(H2)는 제4도와 같은 레벨을 갖는다.

따라서, 신호 발생부(205)의 출력 인에이블 신호 가 하이이고 버퍼 구동부(201)의 입력인 출력 
신호(Dout)가 하이일 경우 상기 버퍼 구동부(201)는 인버터(211)(212)의 출력이 모두 로우가 되어 상기 
인버터(211)(212)의 로우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노아 게이트(213)의 출력이 하이가 되어 이 노아 게이트
(213)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215)의 출력인 제1출력(Q1)이 로우가 되고, 상기 인버터(211)의 로우 출

력과 상기 신호 발생부(205)의 하이 출력 을 입력으로 하는 낸드 게이트(214)의 출력이 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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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그 낸드 게이트(214)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216)의 출력인 제2출력(Q2)이 로우가 된다.

이에 따라, 출력 버퍼(202)는 버퍼 구동부(201)의 로우 출력(Q1)(Q2)을 각기 입력으로 하는 피모스 트랜
지스터(PM1)가 턴온되고 엔모스 트랜지스터(NM1)가 턴오프되어 하이 데이터(OUT)가 부하(203)에 출력되어
진다.

그리고, 출력 신호(Dout)가 로우일 경우 버퍼 구동부(201)는 인버터(211)의 출력이 하이가 되어 노아 게
이트(213)의 출력이 로우가 되고 낸드 게이트(214)의 출력이 로우가 됨으로 제1,제2출력(Q1)(Q2)이 모두 
하이로 출력된다.

이에 따라, 출력 버퍼(202)는 피모스 트랜지스터(PM1)는 턴오프되고 엔모스 트랜지스터(NM1)는 턴온되어 
로우 데이터가 부하(203)로 출력하게 된다.

상기에서 제2신호 발생부(205)에서 제1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10) 또는 제2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20)의 
출력이  로우가  되는  경우  제5도(b)(c)와  같이  버퍼  구동부(201)에  입력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의 폭이 길어져서 출력단(OUT)의 레벨이 하이-임피던스로 천이되는 시간을 지연시키게 된다.

상기의 동작은 제6도의 타이밍도와 동일하게 수행되어진다.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출력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 발생 회로는 하이 전압이 될 경
우 더 긴 시간의 출력 디스에이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하이 전압이 될 경우 하이-임피던스로 세팅되
는 시간이 길어져 종래의 기술보다 출력 데이터 인에이블 신호가 인에이블될 때의 출력 레벨과 고/저 출
력 레벨의 차를 줄임으로써 출력이 전송될 경우 발생하는 파워의 바운싱을 줄여 하이 전압 동작 여유를 
더 갖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출력 인에이블 신호 에 따라 입력 데이터(Dout)를 전송하는 버퍼 구동부(201)와, 이 버퍼 구동
부(201)의 출력을 증폭하여 부하(203)로 전송하는 출력 버퍼(202)와,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ATD)를 입
력으로 하여 출력 인에이블 신호(ODE)를 발생시키는 제1신호 발생부(204)와, 이 제1신호 발생부(104)의 

출력(ODE)에 의해 일정 레벨의 하이 전압을 검출하여 출력 인에이블 신호 를 상기 버퍼 구동부
(201)에 입력시키는 제2신호 발생부(205)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발생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제2신호 발생부(205)는 일정 레벨의 하이 전압을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ATD)에 의해 
각기 출력하는 제1,제2 바이어스 전압발생부(310)(320)와, 상기 제1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10)의 출력 전
압을 일정 시간 지연하는 지연기(330)와, 이 지연기(330)의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340)와, 상기 제2바
이어스 전압 발생부(320)의 출력 전압을 순차적으로 일정 시간 지연하는 지연기(350)(360)와, 이 지연기
(360)의 출력을 반전시키는 인버터(370)와,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ATD) 및 상기 인버터(340)(370)의 

출력 신호를 노아링하여 출력 인에이블 신호 를 상기 버퍼 구동부(201)에 입력시키는 노아 게이
트(380)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발생 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1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10)는 전압(Vcc)에 게이트와 드레인이 접속된 2개의 엔모스 
트랜지스터(411)(412)를 순차적으로 직렬 접속하여 그 접속점을 게이트에 전압(Vcc)이 인가된 엔모스 트
랜지스터(413)를 통해 접지함과 아울러 인버터(414)(415)를 순차 통해 일측 입력 단자에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ATD)가 인가된 낸드 게이트(416)의 타측 입력 단자에 접속하여 그 낸드 게이트(416)의 출력 단
자를 지연기(330)의 입력단에 접속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발생 회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제2바이어스 전압 발생부(320)는 전압(Vcc)에 게이트와 드레인이 접속된 2개의 엔모스 
트랜지스터(421∼423)를 순차적으로 직렬 접속하여 그 접속점을 게이트에 전압(Vcc)이 인가된 엔모스 트
랜지스터(424)를 통해 접지함과 아울러 인버터(425)(426)를 순차 통해 일측 입력 단자에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ATD)가 인가된 낸드 게이트(427)의 타측 입력 단자에 접속하여 그 낸드 게이트(427)의 출력 단
자를 지연기(330)의 입력단에 접속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인에이블 신호 발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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