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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에 관해 게시한다. 본 발명은 외부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반도체 장치의 패드와, 상기 패드에 연결되어 상기 패드의 전압이 기준 전압 이상일 때만 도통하여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스위칭 수단, 및 상기 스위칭 수단의 출력을 입력으로하여 상기 스위칭 수단의 출력이 
논리 로우 레벨일 때만 출력 신호를 인에이블시키는 논리 게이트를 구비함으로써 패드에 인가되는 Vref 
전압을 검출할 수가 있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b는 종래의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도.

도 2는 상기 도 1a와 도 1b에 도시된 인버터 게이트들의 구체 회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패드에  입력되는  기준 전압
(reference voltage)을 검출하기 위한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의 데이터 처
리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Central Processing Unit)의 동
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앙 처리 장치의 동작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중앙 처리 장치에 연결
되는 주변 기기, 예컨대 반도체 메모리 장치나 아식(ASIC) 등의 동작 속도도 고속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는 최근에 급속히 개발되고있는 디램(DRAM) 외에 동기식 디램 또는 램버스 
디램(Rambus DRAM) 등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출현하여 중앙 처리 장치가 요구하는 동작 주파수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장치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의 고속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자와 
소자 사이를 연결하는 데이터 버스(bus)이다. 데이터 버스가 긴 경우에는 데이터 버스를 통과하는 신호들
의  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논리(Transistor 
Transistor Logic;TTL) 레벨 대신 직렬 종단 논리(Series Stub Termination Logic;이하, SSTL이라 약함) 
레벨이  개발되었다.  SSTL은  기준  전압(Reference  voltage;이하,  Vref라  약함)을  이용하여  논리 하이
(high) 레벨과 논리 로우(low) 레벨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SSTL 레벨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 Vref를 검출할 수 있는 회로가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
존에는 전원 전압인 Vcc나 접지 전압인 Vss만을 이용하여 논리 하이 레벨과 논리 로우 레벨을 정의하여왔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반도체 장치의 패드에 인가되는 Vref를 검출하는 회로를 패드 신호 검출 회로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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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내지 도 1b는 종래의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도이다. 그 중에서 도 1a는 Vss를 검출하
는 회로이고 도 1b는 Vcc를 검출하는 회로이다. 

도 1a에 도시된 회로의 구조를 보면, 반도체 장치(1)에 하나의 패드(11)와, 하나의 PMOS트랜지스터(13) 
및 직렬로 연결된 세 개의 인버터 게이트들(15,17,19)이 배열되어있다. 상기 PMOS트랜지스터(13)의 드레
인은 상기 패드(11)에 연결되고 게이트는 접지되며, 소오스는 전원인 Vdd에 연결된다. 상기 PMOS트랜지스
터(13)의 드레인에 제1 인버터 게이트(15)의 입력단이 연결되고, 제3 인버터 게이트(19)의 출력단에 출력 
신호인 PDET가 연결된다. 

도 1a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패드(11)에 논리 하이 레벨의 전압 예컨대, Vdd가 
입력되면 이 신호는 세 개의 인버터 게이트들(15,17,19)을 통과하면서 세 번 반전된다. 따라서 PDET는 논
리 로우 레벨이 되어 디세이블(disable)된다. 반대로 논리 로우 레벨의 전압 예컨대, Vss가 상기 패드
(11)에 입력되면 PDET는 논리 하이 레벨이 되므로 인에이블(enable)된다. 여기서, 상기 PMOS트랜지스터
(13)는 상기 패드(11)가 외부 장치와 연결되지 않을 때 제1 인버터 게이트(15)가 동작하여 PDET가 인에이
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 인버터 게이트(15)에 항상 논리 하이 레벨의 전압을 제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1a는 상기 패드(11)에 Vss가 입력되면 인에이블되므로 패드(11)에 Vss가 입력되는 
것을 검출하기 위한 회로이다. 

도 1b에 도시된 회로의 구조를 보면, 반도체 장치(1)에 하나의 패드(11)와, 하나의 NMOS트랜지스터(21) 
및 직렬로 연결된 세 개의 인버터 게이트들(15,17,19)이 배열되어있다. 상기 NMOS트랜지스터(21)의 드레
인은 상기 패드(11)에 연결되고 게이트는 Vdd에 연결되며, 소오스는 접지된다. 상기 NMOS트랜지스터(21)
의 드레인에 제1 인버터 게이트(15)의 입력단이 연결되고, 제3 인버터 게이트(19)의 출력단에 출력 신호
인 PDETB가 연결된다. 

도 1b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패드(11)에 Vdd가 입력되면 이 신호는 세 개의 인
버터  게이트들(15,17,19)을  통과하면서  세  번  반전되므로  PDETB는  논리  로우  레벨이  되어 인에이블
(enable)된다.  반대로  Vss가  상기  패드(11)에  입력되면  PDET는  논리  하이  레벨이  되므로 디세이블
(disable)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1b는 패드(11)에 Vdd가 입력되면 인에이블되므로 패드(11)에 Vdd가 
입력되는 것을 검출하는 회로이다.

그런데 상기 도 1a 또는 도 1b의 패드에 Vref 예컨대, 1.0볼트가 입력될 경우, 인버터들(15,17,19)은 오
동작을 하게 된다. 도 2는 이와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인버터 게이트의 구체적인 회로도이
다. 도 2에서 입력단자(23)에 1.0볼트가 입력되면 PMOS트랜지스터(25)와 NMOS트랜지스터(27)가 동시에 도
통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전원으로부터 전류가 PMOS트랜지스터(25)와 NMOS트랜지스터(27)를 통하여 접지
단으로 흐르게 되어 전력 소모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PMOS트랜지스터(25)와 NMOS트랜지스터(27) 중 어
느 하나만 도통하여야 인버터 게이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도 2에서 PMOS트랜지스터(25)와 NMOS트
랜지스터(27)가 모두 도통함으로 인해 출력 단자(29)에 나타나는 전압은 논리 로우 레벨도 논리 하이 레
벨도 아닌 중간 전압이 되므로 인버터 게이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르면, 패드에 Vcc 전압 또는 Vss 전압이 입력되면 이들을 검출할 수가 
있지만, Vref 전압이 패드에 입력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출할 수가 없다. 때문에 SSTL과 같이 Vref 전압을 
이용하는 인터페이스들은 반도체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Vref 전압을 검출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
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은, 외부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반도체 장치의 패드와, 상기 패드에 
연결되어 상기 패드의 전압이 기준 전압 이상일 때만 도통하여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스위칭 수단, 및 상
기 스위칭 수단의 출력을 입력으로하여 상기 스위칭 수단의 출력이 논리 로우 레벨일 때만 출력 신호를 
인에이블시키는 논리 게이트를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를 제공한다.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은 또한, 외부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반도체 장치의 패드와, 상기 패
드에  드레인이 연결되고 전원에 게이트가 연결되며 소오스는 접지된 제1  NMOS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 
NMOS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게이트가 연결되고 소오스는 접지된 제2 NMOS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NMOS트
랜지스터의 드레인에 드레인이 연결되고 전원에 소오스가 연결되며 게이트는 접지된 PMOS트랜지스터와, 
상기 PMOS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입력단이 연결된 제1 인버터 게이트; 및 상기 제1 인버터 게이트의 출력
단에 입력단이 연결되고 출력단으로 패드 신호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인버터 게이트를 구비하는 반도
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기는, 상기 제1 NMOS트랜지스터는 상기 제2 NMOS트랜지스터보다 그 폭이 더 크다. 

상기 본 발명에 의하여 패드에 인가되는 Vref 전압을 검출할 수가 있어서 Vref 전압을 이용하는 인터페이
스들을 반도체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도이다. 도 3에서 도 1b와 동일한 번호는 도 
1b와 동일한 소자를 나타낸다. 도 3에 도시된 회로의 구조를 보면, 반도체 장치(1)에 하나의 패드(11), 
하나의 PMOS트랜지스터(31), 제1 NMOS트랜지스터(21)와 제2 NMOS트랜지스터(33), 직렬로 연결된 제1 인버
터(35)와 제2 인버터(37)가 배열되어있다. 상기 제1 NMOS트랜지스터(21)의 드레인은 상기 패드에 연결되
고 게이트는 Vdd에 연결되며 소오스는 접지되어있다. 상기 제2 NMOS트랜지스터(33)의 게이트는 상기 제1 
NMOS트랜지스터(21)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소오스는 접지되어있다.  상기 PMOS트랜지스터(31)의  드레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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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NMOS트랜지스터(33)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게이트는 접지되며, 소오스는 Vdd에 연결되어있다. 
제1  인버터 게이트(35)의  입력단은 상기 PMOS트랜지스터(31)의  드레인에 연결되며,  제2  인버터 게이트
(37)의 입력단은 제1 인버터 게이트(35)의 출력단에 연결되고 출력단은  패드(11)의 신호를 검출하는 신
호인 PDETB에 연결되어있다. 

도 3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패드(11)에 논리 하이 레벨의 전압 예컨대, Vdd가 
입력되면, 제2 NMOS트랜지스터(33)가 도통하여 제1 인버터 게이트(35)의 입력단을 논리 로우 레벨이 되게 
한다. 따라서 제2 인버터 게이트(37)의 출력은 논리 로우 레벨이 되어 PDETB는 인에이블된다. 반대로 논
리 로우 레벨의 전압 예컨대, Vss가 상기 패드(11)에 입력되면 제2 NMOS트랜지스터(33)는 도통하지않게 
되므로 Vdd가 PMOS트랜지스터(31)를 통하여 제1 인버터 게이트(35)에 인가되므로 제2 인버터 게이트(37)
의 출력은 논리 하이 레벨이 되어 PDETB는 디세이블된다. 

만일 Vref 예컨대, 제2 NMOS트랜지스터(33)의 문턱 전압보다 큰 전압이 상기 패드(11)에 입력되면, 제2 
NMOS트랜지스터(33)가 도통한다. 그러면 제1 인버터 게이트(35)의 입력단은 논리 로우 레벨이 되므로 제2 
인버터 게이트(37)의 출력은 논리 로우 레벨이 되어 PDETB는 인에이블된다.

여기서, 상기 제1 NMOS트랜지스터(21)는 상기 패드(11)가 외부 장치와 연결되어있지 않을 때 제2 NMOS트
랜지스터(33)가 도통하여 PDETB가 인에이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패드(11)가 외부 장
치와 연결되어있지 않을 때는 제1 NMOS트랜지스터(21)는 제2 NMOS트랜지스터(33)의 게이트에 항상 논리 
로우 레벨의 전압을 제공하여 제2 NMOS트랜지스터(33)가 도통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같이 도 3에 따르면, 
패드(11)에  Vdd나  Vref가  입력되면 패드  신호  검출  신호인  PDETB가  인에이블되므로 패드(11)에  Vdd나 
Vref가 입력되는 것을 검출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많은 변형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가능함은 명백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Vref 전압을 검출할 수가 있다. 따라서 SSTL과 같이 Vref 전압을 이
용하는 인터페이스들을 반도체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반도체 장치의 패드;

상기 패드에 연결되어 상기 패드의 전압이 기준 전압 이상일 때만 도통하여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스위칭 
수단; 및

상기 스위칭 수단의 출력을 입력으로하여 상기 스위칭 수단의 출력이 논리 로우 레벨일 때만 출력 신호를 
인에이블시키는 논리 게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

청구항 2 

외부 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반도체 장치의 패드;

상기 패드에 드레인이 연결되고 전원에 게이트가 연결되며 소오스는 접지된 제1 NMOS트랜지스터;

상기 제1 NMOS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게이트가 연결되고 소오스는 접지된 제2 NMOS트랜지스터;

상기 제2 NMOS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드레인이 연결되고 전원에 소오스가 연결되며 게이트는 접지된 PMOS
트랜지스터; 

상기 PMOS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입력단이 연결된 제1 인버터 게이트; 및 

상기 제1 인버터 게이트의 출력단에 입력단이 연결되고 출력단으로 패드 신호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인버터 게이트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NMOS트랜지스터는 상기 제2 NMOS트랜지스터보다 그 폭이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패드 신호 검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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