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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속 아날로그 인벨롭 디텍터

(57) 요약

여기에 개시된 고속 아날로그 인벨롭 디텍터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차동 입력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차동 입력 신호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을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의 전압 레벨을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를 근거로 하여 상기 차동 입력 신호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한다. 상기 아날

로그 인벨롭 디텍터는, 유효성 판단시 별도의 기준 전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로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커먼 모드

전압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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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외부로부터 입력된 차동 입력 신호(INP, INN)에 응답하여, 상기 차동 입력 신호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P1, P2, N1, N2)을 발생하는 레벨 쉬프터; 그리고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의 전압 레벨을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를 근거로 하여 상기 차동 입력 신호에 대

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비교부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및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1, P2)는, 양의 값을 가지는 상기 차동 입력 신호(INP)에 응답해서 발생되고, 상기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는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 3 및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1, N2)는, 음의 값을 가지는 상기 차동 입력 신호(INN)에 응답해서 발생되고,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는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 쉬프터는 기준 전압의 공급 없이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P1, P2, N1, N2)을 발생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고,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경우, 상기 차동 입력 신호가

무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경우,

상기 차동 입력 신호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경우,

상기 차동 입력 신호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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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레벨 쉬프터는, 상기 차동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는 제 1 및 제 2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 쉬프터는, 상기 제 1 및 제 2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 전압에 의해 출력 레벨이 결정되는 소오스 팔로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 쉬프터는,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의 전압 레벨을 조절하는 제 1 내지 제 4 저항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에는 상기 제 1 및 제 2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되고,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에는 상기 제 3 및 제 4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 쉬프터는, 상기 제 1 내지 제 4 저항으로 일정 레벨의 기준 전류를 제공하는 기준전류 공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전압은, 상기 기준전류에 의한 상기 제 1 내지 제 4 저항들의 전압 강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와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의 크기를 비교하는 제 1 비교기;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의 크기를 비교하는 제 2 비교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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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및 제 2 비교기로부터 발생된 비교 결과에 대한 논리합을 수행하는 신호연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텍터.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판단 결과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제거하여 출력하는 신호 출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벨롭 디

텍터.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아날로그 인벨롭 디텍터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속으로 동작하는 아날로그 인벨롭 디텍터에 관한

것이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의 동작 주파수가 수 GHz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고속 인터페이스 수단들이 등장하게 되

었다. 병렬 인터페이스 방식으로는,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 시스템과, IEEE1284 등이 있다. 이

들은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의 너비(data width)가 너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제어 신호

까지 더해지면 너무 많은 수의 신호 라인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휴대폰과 같은 소형 장치에서 신호 라인들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자파장애(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EMI)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력효율도 떨어지게 된

다. 게다가 늘어나는 신호 라인들의 개수만큼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어, 소형화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내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병렬 방식에서 직렬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MDDI(Mobile Display Digital Interface)는, 휴대폰 모뎀과 LCD(liquid crystal display)간에 직렬 통신을 지원하는 인터

페이스 방식이다. MDDI는, 병렬 인터페이스 방식에 비해 신호라인들의 개수를 약 1/10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저전압으

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어, 높은 전력 효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직렬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IEEE1394와, USB

(Universal Serial Bus) 등이 있다. IEEE1394는 400Mbps의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며, 캠코더 등과 같은 AV(audio-

visual) 제품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USB는, 초창기에는 최대 12Mbps의 대역폭을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USB2.0의

등장과 함께 최대 480Mbps의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게 해주었다. USB는,

시스템의 구현 자체가 IEEE1394에 비해 간단하다. 그리고, USB는 주변 기기의 동작 속도에 따라 대역폭의 선택이 가능하

기 때문에, 가격 및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도 1은 USB2.0의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analog front end)의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USB2.0의 아날로그 프론트 엔

드의 구성은, 2000년 4월 27일, USB-Implementers Forum Inc.에서 발간된 "Universal Serial Bus Specification-

Revision 2.0"에 제시되어 있다.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는, D+/D- 신호 라인을 통해 물리적인 연결을 수행하는 저 레벨의

아날로그 회로이다. USB2.0은, USB1.1의 구성에 고속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회로들, 예컨대 전송 인벨롭 디텍터

(transmission envelope detector)(10), HS 차동 데이터 수신기(high speed differential data receiver)(20), 및 고속 전

류 드라이버(high speed current driver)(30)를 더 포함한다.

고속 데이터의 전송은 두 개의 전송선 중 어느 하나에 전류를 흘림으로써, 수행된다. 예를 들어, 논리 하이(high)의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D+ 라인으로 전류를 흘려주고, 논리 로우(low)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D- 라인으로 전류를

흘려준다. 이를 위해 고속 전류 드라이버(30)는, 17.78mA의 전류를 D+ 라인 또는 D- 라인으로 스위칭한다. HS 차동 데

이터 수신기(20)는 고속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사용된다. 인벨롭 디텍터(10)는, HS 차동 데이터 수신기(20)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의 크기(magnitude)를 소정의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수신된 신호가 노이즈인지 또는 유효 데이터인지 여부를 판별

한다. 예를 들면, 인벨롭 디텍터(10)는 수신된 데이터가 기준 전압 보다 작으면, 수신된 데이터가 노이즈인 것으로 판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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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변 회로들을 디스에이블 시킨다. 그리고, 인벨롭 디텍터(10)는 수신된 데이터가 기준 전압 보다 크면, 수신된 데이터

가 유효 데이터인 것으로 판별하고, 주변 회로들을 인에이블 시킨다. 주변 회로들은, 전송 인벨롭 디텍터(10)의 유효성 검

출 결과에 응답해서, 전원 상태를 저전력 상태(또는 파워 오프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동작 모드로 전환한다.

인벨롭 디텍터(10)의 비교 동작에 사용되는 기준 전압의 크기는 스펙(specification)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면, USB2.0

의 경우 상기 기준전압의 레벨은 0.125V의 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준 전압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것을 사용한다. 하지

만, 외부로부터 기준 전압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기준 전압 자체가 고정되기 때문에 커먼 모드(common mode ; CM) 전

압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D+ 라인으로부터 입력된 신호와 기준 전압을 입력으로 받아들

여 이를 증폭하는 차동증폭 회로와, D- 라인으로부터 입력된 신호와 기준 전압을 입력으로 받아들여 이를 증폭하는 차동

증폭 회로를 각각 별도로 구성해야 하므로, 회로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만일, 기준 전압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지 않

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회로(예를 들면, 커먼모드 검출회로)를 통해 커먼모드 값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커먼모드

전압(common mode voltage)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회로의 구성 또한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 커먼모드 전압은, 입력과 접지 사이에 동시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입력 전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최대 입력

전압은 공급 전압과 같다.

인벨롭 디텍터(10)에서 수행되는 수신 신호의 유효성 판단 동작은, 타 회로들의 동작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MDDI 및 USB2.0 등과 같은 고속 인터페이스 환경의 경우, 인벨롭 디텍터(10)는 수십 나노 초 또는 수 비트의 수신 데이터

범위 내에서 수신 신호의 유효성을 고속으로 판단하여야만 한다. 특히, MDDI 및 USB2.0의 인터페이스가 휴대폰 등과 같

은 휴대용 장치에 적용되는 고속 인터페이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벨롭 디텍터(10)의 회

로 사이즈는 보다 작아져야 한다. 그리고, 인벨롭 디텍터(10)는 휴대용 장치들의 전원전압 레벨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

여, 저전압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커먼 모드 전압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별도의 기준전압을 사용하지 않고 수신된 신호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고속

아날로그 인벨롭 디텍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입력 전압의 범위 및 커먼 모드 전압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속 아

날로그 인벨롭 디텍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인벨롭 디텍터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차동 입력 신호(INP, INN)에 응답해서,

상기 차동 입력 신호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P1, P2, N1, N2)을 발생하는 레벨

쉬프터; 그리고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의 전압 레벨을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를 근거로 하여 상기 차동

입력 신호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비교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1, P2)는, 양의 값을 가지는 상기 차동 입력 신호(INP)에

응답해서 발생되고, 상기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는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며, 상

기 제 3 및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1, N2)는, 음의 값을 가지는 상기 차동 입력 신호(INN)에 응답해서 발생되고,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는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고,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경

우, 상기 차동 입력 신호가 무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경우, 상기 차동 입력 신호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경우, 상기 차동 입력 신호가 유효한 것으로 판

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레벨 쉬프터는, 상기 차동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는 제 1 및 제 2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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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레벨 쉬프터는, 상기 제 1 및 제 2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 전압에 의해 출력 레벨이 결정

되는 소오스 팔로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레벨 쉬프터는,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의 전압 레벨을 조절하는 제 1 내

지 제 4 저항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에는 상기 제 1 및 제 2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되고,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에는 상기 제 3 및 제 4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레벨 쉬프터는, 상기 제 1 내지 제 4 저항으로 일정 레벨의 기준 전류를 제공하는 기준전

류 공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전압은, 상기 기준전류에 의한 상기 제 1 내지 제 4 저항들의

전압 강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와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의 크기를

비교하는 제 1 비교기;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의 크기를 비교하는 제 2 비교

기;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비교기로부터 발생된 비교 결과에 대한 논리합을 수행하는 신호연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고속 아날로그 인벨롭 디텍터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차동 입력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차동 입력 신호 보

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을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

트 신호들의 전압 레벨을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를 근거로 하여 상기 차동 입력 신호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한다. 본 발

명에서는, 유효성 판단시 별도의 기준 전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로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커먼 모드 전압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인벨롭 디텍터(100)의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벨롭 디텍터(100)는, 레벨 쉬프터(110), 비교부(130), 및 신호 출력부(170)를 포함한

다. 레벨 쉬프터(110)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차동 입력 신호(INP, INN)에 응답해서, 상기 차동 입력 신호(INP, INN)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P1, P2, N1, N2)을 발생한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제 1 및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1, P2)는, 양의 값을 가지는 차동 입력 신호(INP)에 응답

해서 발생된다. 그리고, 제 3 및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1, N2)는, 음의 값을 가지는 차동 입력 신호(INN)에 응답해서 발

생된다.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는,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갖는다.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

(N1)는,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갖는다.

비교부(130)는,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P1, P2, N1, N2)의 전압 레벨을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를 근거로

하여 차동 입력 신호(INP, INN)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비교부(130)는, 제 1 및 제 2 비교기(140,

150), 및 OR 게이트(160)로 구성된다.

제 1 비교기(140)는, 반전 입력단자로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를 받아들이고, 비반전 입력 단자로 제 4 레벨 쉬프트 신

호(N2)를 받아들인다. 제 1 비교기(140)는,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의 크기를 비교하고,

제 1 비교 신호(COMP1)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클 경우에

는 음의 값(즉, 논리 로우 레벨)을 갖는 제 1 비교 신호(COMP1)를 발생한다. 그리고,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제 4 레

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작을 경우에는 양의 값(즉, 논리 하이 레벨)을 갖는 제 1 비교 신호(COMP1)를 발생한다.

제 2 비교기(150)는, 반전 입력단자로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를 받아들이고, 비반전 입력 단자로 제 2 레벨 쉬프트 신

호(P2)를 받아들인다. 제 2 비교기(150)는,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와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의 크기를 비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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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비교 신호(COMP2)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클 경우에

는 음의 값(즉, 논리 로우 레벨)을 갖는 제 2 비교 신호(COMP2)를 발생한다. 그리고,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작을 경우에는 양의 값(즉, 논리 하이 레벨)을 갖는 제 2 비교 신호(COMP2)를 발생한다.

제 1 및 제 2 비교기(140, 150)로부터 발생된 제 1 및 제 2 비교 신호(COMP1, COMP2)는 OR 게이트(160)로 입력된다.

OR 게이트(160)는, 제 1 및 제 2 비교 신호(COMP1, COMP2)에 대한 논리합(즉, 논리 OR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신

호 출력부(170)로 출력한다.

OR 게이트(160)는, 제 1 및 제 2 비교 신호(COMP1, COMP2)가 모두 음의 값(즉, 논리 로우 레벨)을 갖는 경우, 논리 로우

레벨의 논리 OR 연산 결과를 발생한다. 그리고, 제 1 및 제 2 비교 신호(COMP1, COMP2) 중 어느 하나라도 양의 값(즉,

논리 하이 레벨)을 갖는 경우에는, 논리 하이 레벨의 논리 OR 연산 결과를 발생한다. 여기서, 논리 로우 레벨의 논리 OR 연

산 결과는, 수신된 신호가 USB2.0과 같은 스펙에서 필요로 하는 소정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호(즉, 노이즈)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논리 하이 레벨의 논리 OR 연산 결과는, 수신된 신호가 USB2.0과 같은 스펙을 만족시키는 유효

신호임을 의미한다.

즉, 상기 비교부(130)는,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고, 상

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경우, 상기 차동 입력 신

호가 무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상기 비교부(130)는, 상기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

호(N2)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거나, 또는/그리고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경우, 상기 차동 입력 신호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호 출력부(170)는, 비교부(130)의 출력 신호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리고, 신호 출력부(170)는 노이즈가 제

거된 신호(Receiver_EN)를 인벨롭 디텍터(100)의 출력 신호로서 출력한다. 이를 위해 신호 출력부(170)는, 필터(180)와

버퍼(190)로 구성된다. 필터(180)는, 커패시터, 또는 저항-커패시터를 포함하는 로우패스 필터(LPF)로 구성된다. 버퍼

(190)는 필터(180)에 의해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Receiver_EN)를 저장한 후, 인벨롭 디텍터(100)의 출력 신호로서 출력

한다.

인벨롭 디텍터(100)와 연결된 수신기측 회로들은, 상기 출력 신호(Receiver_EN)에 응답해서 인에이블 되거나 디스에이

블 된다. 예를 들면, 수신된 신호에 대한 인벨롭 디텍터(100)의 유효성 판단 결과, 상기 신호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면(즉,

인벨롭 디텍터(100)로부터 하이 레벨로 활성화된 출력 신호(Receiver_EN)가 입력되면), 동작 모드로 전환된다. 그리고,

상기 유효성 판단 결과, 상기 신호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즉, 인벨롭 디텍터(100)로부터 로우 레벨로 비활성화

된 출력 신호(Receiver_EN)가 입력되면), 전원 상태가 저전력 상태(또는 파워 오프 상태)로 진입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벨롭 디텍터(100)는 외부로부터 차동 입력 신호(INP, INN)만을 받아들이

고, 이에 응답해서 내부적으로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전압들을 발생한다. 그리고,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전압들을 비교하여 수신된 신호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유효성 판단에 기준 전압이 필요치 않게 되어, 회로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입력 전압의 범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입력 전압의 범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커먼 모드 전압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인벨롭 디텍터(100)에 대한 상세 구성 및 동작

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레벨 쉬프터(110)의 상세 회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레벨 쉬프터(110)는, 기준전

류 공급부(111), 제 1 내지 제 4 로드 저항들(113, 114, 117, 118), 그리고 제 1 및 제 2 PMOS 트랜지스터들(115, 119)을

포함한다.

제 1 및 제 2 PMOS 트랜지스터들(115, 119)은, 게이트 단자를 통해 차동 입력 신호들(INP, INN)을 각각 받아들인다. 제

1 PMOS 트랜지스터(115)의 소오스 단자에는 제 1 및 제 2 저항들(113, 114)이 직렬로 연결된다. 제 2 PMOS 트랜지스터

(117)의 소오스 단자에는 제 3 및 제 4 저항들(117, 118)이 직렬로 연결된다. 그리고, 제 1 및 제 2 PMOS 트랜지스터들

(115, 119)의 드레인 단자들은 접지(GND)와 공통으로 연결된다.

기준전류 공급부(111)는, 제 1 및 제 2 PMOS 트랜지스터들(115, 119)의 소오스 단자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제 1 내지

제 4 저항들(113, 114, 117, 118)에게 일정 레벨의 기준 전류(I)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준전류 공급부(111)는 전류원

(12)과, 제 1 내지 제 3 PMOS 트랜지스터들(11, 13, 17)을 포함한다. 전류원(12)은, 일정 레벨의 기준 전류(I)를 흘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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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한다. 제 1 PMOS 트랜지스터(11)는, 제 2 및 제 3 PMOS 트랜지스터들(13, 17)과 커런트 미러(current

mirror)를 구성하여, 전류원(12)에 의해 제공되는 기준 전류(I)를 제 1 및 제 2 저항들(113, 114)과, 제 3 및 제 4 저항들

(117, 118)로 각각 제공한다.

도 3에 도시된 레벨 쉬프터(110)는, 제 1 및 제 2 PMOS 트랜지스터들(115, 119)의 소오스 전압에 의해 출력 레벨이 결정

되는 소오스 팔로어(source follower)의 구성을 갖는다. 소오스 팔로어 회로 구성을 갖는 레벨 쉬프터(110)는, 제 1 및 제

2 PMOS 트랜지스터들(115, 119)의 소오스로 전압이 인가됨과 동시에,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P1, P2, N1,

N2)을 출력한다. 따라서, 입력 신호를 소정 레벨 증폭하여 출력하는 커먼모드 차동 증폭회로(common mode differential

amplifier)에 비해 동작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MDDI 및 USB2.0 등과 같은 고속 인터페이스에 적용하기에 적합하

다.

레벨 쉬프터(110)로부터 발생되는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P1, P2, N1, N2)은, 제 1 내지 제 4 저항들(113,

114, 117, 118)의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 결정된다. 저항들(113, 114, 117, 118)의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의 저항(113, 114, 117, 118) 값과 기준 전류(I)의 곱과 같다. 따라서,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P1, P2, N1, N2)

의 전압 레벨은, 제 1 내지 제 4 저항들(113, 114, 117, 118)과 기준 전류(I)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바람직하게는, 제 1 내지 제 4 저항들(113, 114, 117, 118)의 크기는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설계된다.

도 4a 및 4b는 유효하지 않은 신호가 수신되었을 경우의 도 2의 레벨 쉬프터(110)의 입출력 파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그

리고, 도 5a 및 5b는 유효한 신호가 수신되었을 경우의 도 2의 레벨 쉬프터(110)의 입출력 파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a 내지 도 5b에는 도 3에 도시된 제 1 내지 제 4 저항들(113, 114, 117, 118)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레

벨 쉬프터(110)의 입출력 파형이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는, 송신측에서 신호를 송신하지 않더라도, 수신측에서는 신호가 잡힐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측에서 신호를 송신하지 않더라도 USB2.0의 수신측에서는 0V에서 0.1V의 크기를 갖는 신호(즉,

노이즈)가 검출될 수 있다. 그리고, 송신측에서 정상적인 신호를 송신한 경우, 수신측에서는 소정 레벨 이상의 신호가 잡히

게 된다. 예를 들면,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측에서 유효한 신호를 송신한 경우, USB2.0의 수신측의 차동 입력

(INP, INN)으로는, 0V에서 0.15V의 크기를 갖는 신호가 검출된다.

전자통신기기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자 에너지의 일부를 주위의 공간이나 전원선 등을 통하여 방사하기도 하고, 또한 방

출된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시스템이 오동작하거나 소정의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인벨롭 디텍터(100)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차동 입력 신호(INP, INN)에 응답해서, 상기 차동 입력 신

호(INP, INN)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P1, P2, N1, N2)을 발생한다. 그리고 나

서, 상기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의 전압 레벨을 비교(P1, P2, N1, N2)한다. 그리고, 상기 비교 결과(COMP1,

COMP2)를 근거로 하여 상기 차동 입력 신호(INP, INN)가 노이즈인지 또는 유효한 신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인벨롭 디텍터(100)에서 수신된 신호의 유효성 판단에 사용되는 신호들의 상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 4b 및 도 5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레벨 쉬프트 전압(P1, P2)은 양의 값을 가지는 차동 입력 신호

(INP)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제 1 및 제 2 레벨 쉬프트 전압들(P1, P2)은 모두 상기 차동 입력 신호

(INP)보다는 높은 레벨을 가지며, 제 1 레벨 쉬프트 전압(P1)은 제 2 레벨 쉬프트 전압(P2) 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그리

고, 제 3 및 제 4 레벨 쉬프트 전압(N1, N2)은 음의 값을 가지는 차동 입력 신호(INN)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도록 구성된

다. 그리고, 제 3 및 제 4 레벨 쉬프트 전압들(N1, N2)은 모두 상기 차동 입력 신호(INN)보다는 높은 레벨을 가지며, 제 3

레벨 쉬프트 전압(N1)은 제 4 레벨 쉬프트 전압(N2) 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들(P1, P2, N1, N2)은 비교부(130)를 통해 비교된다.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는 제 1 비교기(140)에 의해 비교되고,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와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는 제 2 비교기(150)에 의해 비교된다. 제 1 비교기(140)는,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클 경우, 음의 값(즉, 논리 로우 레벨)을 갖는 제 1 비교 신호(COMP1)를 발생한다. 그리고, 제 1 비

교기(140)는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작을 경우, 양의 값(즉, 논리 하이 레벨)을 갖

는 제 1 비교 신호(COMP1)를 발생한다. 제 2 비교기(150)는,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

다 클 경우, 음의 값(즉, 논리 로우 레벨)을 갖는 제 2 비교 신호(COMP2)를 발생한다. 그리고, 제 2 비교기(150)는 제 3 레

벨 쉬프트 신호(N1)가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작을 경우, 양의 값(즉, 논리 하이 레벨)을 갖는 제 2 비교 신호

(COMP2)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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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도 5a에는 제 1 및 제 2 비교기(140, 150)에서 출력되는 제 1 및 제 2 비교 신호들(COMP1, COMP2)이 도시되

어 있다. 예를 들면,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고,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상기 제 2 레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면,

제 1 및 제 2 비교 신호들(COMP1, COMP2)은 모두 논리 로우 레벨을 나타내게 된다. 이 경우, 수신된 차동 입력 신호는

무효한 신호(즉, 노이즈)인 것으로 판별된다. 그리고,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1 레벨 쉬프트 신호(P1)가 상기

제 4 레벨 쉬프트 신호(N2)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거나, 또는/그리고 상기 제 3 레벨 쉬프트 신호(N1)가 상기 제 2 레

벨 쉬프트 신호(P2)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면, 제 1 및 제 2 비교 신호들(COMP1, COMP2) 중 적어도 하나는 논리 하

이 레벨을 나타내게 된다. 이 경우, 수신된 차동 입력 신호는 유효한 신호인 것으로 판별된다.

도 4a 내지 도 5b에서, A-B 및 A'-B'로 표시된 부분은, 신호들의 위상이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교차되는 지점에서는 노이

즈가 발생될 수 있다. 상기 교차 지점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는 필터(180)에 의해 제거된다. 교차 지점에서 발생되는 노이즈

는 높은 주파수를 가지기 때문에, 상기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에는 로우패스 필터가 사용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벨롭 디텍터(100)는, 수신된 신호(INP, INN)에 대한 유효성 판단시, 별도의 기

준 전압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입력된 차동 입력 신호(INP, INN)에 응답해서 발생된 제 1 내지 제 4 레벨 쉬프트 신

호들(P1, P2, N1, N2)의 전압 레벨을 비교하여, 상기 차동 입력 신호(INP, INN)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한다. 그 결과, 회로

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입력 전압의 범위가 자유롭게 조절된다. 따라서, 커먼 모드 전압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

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아날로그 인벨롭 디텍터에 의하면, 별도의 기준전압을 사용하지 않고 수신된 신호의 유효성을

고속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간단한 하드웨어 구성을 가지고 입력 전압의 범위 및 커먼 모드 전압 변화에 유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USB2.0의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인벨롭 디텍터의 블록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레벨 쉬프터의 상세 회로도;

도 4a 및 4b는 유효한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의 도 2의 레벨 쉬프터의 입출력 파형을 보여주는 도면; 그리고

도 5a 및 5b는 유효한 신호가 수신되었을 경우의 도 2의 레벨 쉬프터의 입출력 파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인벨롭 디텍터 110 : 레벨 쉬프터

130 : 비교부 140, 150 : 비교기

160 : OR 게이트 170 : 신호 출력부

180 : 필터 190 :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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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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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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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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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등록특허 10-0672987

- 13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a
	도면4b
	도면5a
	도면5b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발명의 목적 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5
  발명의 구성 5
  발명의 효과 9
 도면의 간단한 설명 9
  실시예 9
도면 9
 도면1 10
 도면2 11
 도면3 12
 도면4a 12
 도면4b 12
 도면5a 12
 도면5b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