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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의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은, ㎓대 이상의 고속인 LSI칩과 신호의 교환을 하는 칩 외선로에 디지털 고속 신호를 통

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은, 수신 정보를 피드백하여, 송신측에서 유전적 알고리즘

에 기초하여 파형 조정하는 회로의 삽입, 트랜지스터 캐리어의 펌프 업, 펌프 다운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디바이스 구조, 트

랜지스터로부터 나오는 배선의 전송 선로화, 회로의 코먼 전원을 배제한 구성을 채용한다.

대표도

도 3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신호의 클럭 주파수가 ㎓대 이상의 고속인 LSI 칩의 LSI의 신호 처리를 매끄럽게 하는 요구에 대응하여,

이 고속인 LSI 칩과 접속되고, 상기 LSI 칩과 신호의 교환을 하는 칩 외선로에서, LSI의 클럭과 정합한 입출력 회로(이하,

I/O라고 한다)의 밴드폭을 확보하는 것, 즉 밴드폭을 정합시켜서 칩 클럭과 I/O 버스의 전송 클럭을 동일하게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LSI 칩을 동작시키기 위한 클럭 주파수는 ㎓대에 도달하지만, 이 신호의 교환을 하는 칩 외선로의 주파수는 최고라도

533㎒(Rambus 프로토콜)를 초과하지 않고, 신호를 LSI에 취입하는 밴드폭이 LSI의 요구에 대해서 부족한 상태이다. LSI

의 신호 처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논리 칩에서도 메모리 칩에서도 캐쉬 메모리를 매설하여 밴드폭 부족에 대응하고

있지만, 큰 캐쉬 메모리 면적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어드레스 계산이 여분이 되어 구조도 복잡하게 된다.

만일 LSI 클럭과 정합한 I/O 밴드폭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캐쉬 메모리가 불필요하고 구조가 단순한 시스템이 된다. 칩 I/O

는 본질적으로 칩 내의 처리 비트수와 동일한 것이 디지털 시스템의 기본이고, 밴드폭을 정합시키기 위해서는 칩 클럭과 I/

O 버스의 전송 클럭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후 ㎓대로 돌입하는 시대에서 버스 클럭의 개선은 급선무이다. 버스의

기본 구성인 전송 선로가 그 특성을 갖고 있어도 ㎓대 클럭은 통과하지 않는다. 즉, 드라이버·리시버와 이것을 포함하는 패

키지 구조의 모두가 고속 신호를 통과시키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 전송이 가능해진다.

한편, 칩 내의 미래를 예측하면, Intel은 2001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2001. 6 Kyoto)에서 게이트 길이 20㎚

의 MOS 구조를 발표하여, 20㎓ 디지털 신호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2007년에 실현할 수 있다고 예측). 그러나,

20GHz∼50㎓의 디지털 신호를 10㎜각(角)의 칩 내 배선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RC 충방전 회로에 의한 사고 방식을

탈각한 새로운 발상에 의한 구성이 필요하다. 즉,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단일화된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

각을 새롭게 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과제는, 될 수 있는 한 종래의 시스템 구성과 부품 구성을 긍정하면서, 클럭 주파수가 ㎓대 이상의 고속인 LSI 칩

과 접속되어, 상기 LSI 칩과 신호의 교환을 하는 칩 외선로에 수십 ㎓의 대역의 디지털 고속 신호를 통과시키는(전송하는)

전송 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이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트랜지스터 캐리어의 펌프 업, 펌프 다운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디바이스 구조,

수신 정보를 피드백하여, 송신측에서 파형 조정하는 유전적 알고리즘 등의 확률적 탐색 방법에 의해 조정되는 회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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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알고리즘 회로 등이라고 한다)의 삽입, 트랜지스터로부터 나오는 배선의 전송 선로화, 회로의 코먼 전원을 배제한

구성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즉, ㎓대 펄스 시그널 전송에서는, 회로나 선로에 펄스적 에너지가 움직이는 과정(전하(Q)

가 변화하는 과정)을 될 수 있는 한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반사를 야기시키는 불연속점을 없애는 것이 요구된다.

즉, 본 발명의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은, 클럭 주파수가 ㎓대의 고속인 LSI 칩과 접속되고, 송단, 종단 등의 전자 회로 전체

에 걸친 트랜지스터의 논리, 메모리 회로 등을 차동 입력, 차동 출력으로 구성하고, 또한 분기 배선이 없는, 상기 LSI 칩과

신호의 교환을 하는 칩 외선로를 갖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칩 외선로의 송단 또는 종단측의 한쪽에서 기

준 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원 또는 그라운드로의 접속을 갖지만, 이 기준 전위를 확인한 송단(送端) 또는 종단(終端)측

의 반대측의 종단 또는 송단에서는 전원 또는 그라운드로의 접속을 갖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시스템의 전

력 공급선은 전원·그라운드 페어 선로로 되어 있는 구조로, 각각의 최소 논리 요소, 메모리 요소 회로의 1요소 회로당, 1전

용 페어 선로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은, 클럭 주파수가 ㎓대의 고속인 LSI 칩과 접속되고, 송단, 종단 등의 전자 회로 전체

에 걸친 트랜지스터의 논리, 메모리 회로 등을 차동 입력, 차동 출력으로 구성하고, 또한 분기 배선이 없는, 상기 LSI 칩과

신호의 교환을 하는 칩 외선로를 갖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종단에 MOS 차동 센스 앰프가 접속되는 동시

에, 경로의 신호 전송에 대한 문제를 파형 분석 회로에 의해 분석 검출하여 송신 파형을 정형함으로써 수신 파형이 센스 앰

프에 정확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조정 회로가 출력 회로에 부가되어 있고, 이 조정 회로가 확률적 탐색 방법에 의해 조정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센스 앰프가, 10fF 이하의 게이트 용량을 갖는 MOS·FET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확률적 탐색 방법이, 유전적 알고리즘, 힐 클라이밍(hill climbing)법, 어닐링법, 매거법, 진화 전략, 터브 서치법

중 어느 하나, 혹은 이들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확률적 탐색 방법에 의해 조정되는 회로를 경유하여 차동 출력된 전송 선로는 모든 송단으로부터 종단까지 특

성 임피던스로 정합시키고, 상기 센스 앰프은 송신 파형과 전체 반사 파형의 합성을 수신하여, 전체 반사 파형이 다시 송신

단으로부터 재반사하여 발신되지 않도록 송신단측에 종단 저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접속 선로(신호 전송 선로, 전원·그라운드 페어 선로)는 TEM 모드가 유지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선로는, 공기 중에 전자파가 누출되는 구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실효 유전율이 내부 유전체 유전율에 정합하

도록 고유전율 재료가 코팅되는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전송 선로는, 페어 코플레이너, 스택트 페어, 가드

스택트 페어, 가드 코플레이너 구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회로가 다수 비트로 구성될 때에는 전체 선로에 걸쳐서, 물리 구조가 상대적으로 동일하고, 배선 길이를 같게 하

는 구성으로 하고, 길이가 같은 병행한 배선을 기본으로 하여, 팬아웃(fanout) 배선의 길이를 같게 하기 위한 원호 형상의

배선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드라이버 회로 및 리시버 회로의 능동 소자는 Si 또는 SiGe의 MOS·FET(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또는 GaAs의 n채

널 MES·FET이고, 그라운드 접속이 없는 차동 출력과 차동 입력 회로, 쇼트키 고속 바이폴라 차동 회로, 또는 버스 스위치

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모든 트랜지스터에 상보적으로 동일 MOS·FET, MES·FET,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구조

의 버랙터를 배치한 구성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의 경우의 공통 웰을 전기적으로 부유되게 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LSI 설계의 일반적인 배선 길이의 분포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드라이버와 리시버를 접속하는 구조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35㎓의 펄스 실효 주파수 상당의 시뮬레이션 모델 회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도 3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도 2에서의 nMOS 구조의 드라이버의 단면 구조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캐리어 재이용 회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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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리시버단의 회로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드라이버의 평면 구조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는, 드라이버 트랜지스터부의 단면 구조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전송 시스템에 적합한 전송 선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1은, 불균질 절연층에서의 도체 주변의 절연층의 실효 비유전율 정합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2는, 칼럼, 비아홀 등 임피던스 부정합 길이의 모델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3은, 50Ω을 기준으로 한 미스매치 임피던스와 다차 반사 에너지의 통과율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4는, 버스 스위치 타입 드라이버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5는, 칩간 전송 선로 접속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6은, 칩 패드 배열의 제약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7은, 패키지를 이용하였을 때의 팬아웃 배선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8은, 길이가 같은 팬아웃 배선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9는, 원호 AB를 일정하게 하여 현(AB)을 변수로 하기 위한 모델도이다.

도 20은, 페어 선로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하여 선폭을 변화시키는 선로 구조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1은, 메모리측으로부터의 송신 회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2는, 신호 수정 회로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3은,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파형의 처리 단계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드라이버와 리시버를 접속하는 구조(유전적 알고리즘 회로를 포함하지 않음)의 다른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5는, 선로간의 기생 결합 소자를 도시하는 개념도이다.

도 26은, 유전적 알고리즘의 회로 모델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7은, pMOS 트랜지스터의 구조와 용량 성분의 설명도이다.

도 28은, 게이트 전압과 pMOS 버랙터 용량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9는, nMOS 트랜지스터와 버랙터를 갖는 기본 회로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0은, CMOS 버랙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1은, pMOS와 게이트 전압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2는, nMOS와 게이트 전압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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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은, 등화에 의한 고속 데이터 전송의 조정 방법의 설명도이다.

도 34는, 도 33에서, 파형을 주파수축 상에서 조정하는 회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5는, 도 33에서 파형을 시간축 상에서 조정하는 회로의 원리 설명도이다.

도 36은, 도 33에서 파형을 시간축 상에서 조정하는 경우의 각 스위치의 전류 파형과 출력 전류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이

다.

도 37은, 도 35에서, 파형을 시간축 상에서 조정하는 회로의 실장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8은, 송단 종단만 그라운드에 떨어뜨린 FET 1개의 기본 스위치 회로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9는, 도 38의 회로의 파형도이다.

도 40은, 실측 기판의 트랜션트 해석 회로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1은, 도 40의 회로의 파형도이다.

도 42는, 파형 정형을 행하지 않는 경우의 송신 파형과 수신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3은, 도 33의 파형 정형을 행한 경우의 송신 파형과 수신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드라이버 2 : 리시버

3 : 송신단 4 : 리시버단

5, 6 : 수신단 정합 저항 7, 8, 9 : 트랜지스터ㆍ온 저항

10 : 전송 선로 21, 22 : 트랜지스터

51 : 종단 저항 52 : 유전적 알고리즘 회로

53 : 드라이버 55 : 리시버칩

91 : 파형 평가 회로 92 : 외부 장치

93 : 전환 회로 94 : 지연 회로

95 : 가변 정전류원 96 : 고속 스위치

실시예

본원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첨부의 도면에 따라서 이것을 설명한다.

·LSI 칩의 I/O 드라이버·리시버 회로 구성

먼저 본 발명의 신호의 교환을 하는 회로를 나타내면, 도 2와 같이 된다. 여기에서는 차동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드라이버

(1)와 리시버(2)의 구성이 기술되어 있다. 송단측은 그라운드 접속(3)이 있지만, 리시버단(4)에는 그라운드 접속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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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종래와 크게 다르다. 또한, 도 2에서, 신호 전송 선로는, 모식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동축 선로로 표시되어 있

지만, 실제로는 도 10에 도시되는 바와 같은 페어 선로(평행 2선)이다. 이하, 도 5, 도 6, 도 14, 도 21, 도 24, 도 25, 도 26

에서도 동일하다.

먼저, 고속으로 동작할 때의 현상의 예비 지식으로서, 전자기학적 개념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신호로서의 펄스란 다수의 정현파의 고조파를 포함한 합성파이다. 펄스의 클럭 주파수를 기본파(에너지율 약

82%)로 하면, 약 9%의 에너지를 갖는 3배 고조파, 약 3%의 에너지를 갖는 5배 고조파, 2%의 에너지를 갖는 7배 고조파,

1%의 에너지를 갖는 9배 고조파, 또한 홀수배로 작은 에너지를 갖는 고조파의 합성이다. 에너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조

파를 안전 사이드에서 보면, 펄스의 클럭 주파수에 대해서 1자리수 높은 주파수까지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즉, 예를 들

면, 2㎓의 펄스에 대해서 20㎓의 전송 대역이 없으면 펄스에 파형 왜곡이 생긴다. 또, 동일 펄스 주파수라도 상승 시간(tr)

(하강 시간(tf))이 급준할수록, 고차 고주파의 에너지가 높고, 상승 시간으로부터 전송에 필요한 대역의 주파수(f)를 상정하

면, f=0.35/tr, 또는 f=0.35/tf가 된다. 이것을 펄스 실효 주파수라고 명명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전송 대역에는 펄스 실

효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파 속도로 전해지는 정현파 에너지가 파의 전환점이 되는 전송 거리에 대해서 공진을 일으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최소 전환점은 1/4파장(λ/4)이다. 전술한 고차 고조파의 공진이 일어나면, 그 정현파의 전달 컨덕턴스가 ∞(무한대), 즉 저

항이 0이 되고, 다른 정현파의 유한한 컨덕턴스가 크게 달라져서 전달된다. 즉, 증폭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수%의 에너

지를 갖는 고조파가 기본파와 동일 에너지를 갖고 전달되고, 펄스 파형이 크게 흐트러지는 동시에, 전자 방사의 원인이 된

다.

전술한 Intel의 CPU의 경우에는, 클럭 주파수 20㎓의 9배 고조파까지를 문제로 한다. 이것은, 180㎓라는 정현파이다. 비

유전율 εr=4의 장(場)을 전송하는 선로의 전자파 속도는 1.5×108m/s가 되기 때문에, 180㎓의 1/4파장 λ/4=210㎛가 된

다. 따라서, 상기 공진을 피하기 위해서, LSI 칩 중의 배선 길이는 210㎛ 이상으로 길어질 수 없다.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리피터 회로를 삽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적으로도, RC 충방전에 의한 지연으로 문제가 되는 배선 길이는 이 이하이고,

이 고조파 성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LSI 칩 중의 글로벌 배선은 모두 고주파에 견딜 수 있는 전송 선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LSI 설계의 일반론으로서 배선 길이의 분포는, 도 1과 같이 되어 있다. 긴 배선은 LSI의 기능 블록 간의 소위 글로벌 배선

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동경 공업 대학의 益一哉는 도 1과 같이 전송 선로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집중 정수 회로 부분)과

전송 선로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분포 정수 회로)을 분리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발명도, 이 제안의 범위에 존재시

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긴 배선을 필요로 하는 회로 구성은 LSI 중의 10%라고 상정하고, 본 발명의 고주파에서의 문제 발

생의 대응책을 설명해 간다.

드라이버의 펄스 형상의 출력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스위치와 전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은 상태로부

터 순식간에 대량의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면, 그 전류 천이 구배(di/dt)는 급준하게 되고, v=Ls(di/dt)인 전압(Ls : 기생

인덕턴스)이 발생하여, 전원(Vdd)이 순식간에 이 전압(v)분 만큼 저하한다(Vdd-v). 클럭 주파수가 1자리수 향상한다는

것은, 동일 배선 구조에서는, v가 1자리수 커지는 것에 상당한다. 회로 중의 기생 인덕턴스(Ls)를 추산하면 배선 길이 10㎛

에서 10pH가 된다. 종래, 10pH가 바람직한 회로라 하면, 주파수를 1자리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pH, 즉 배선 길이는 1

㎛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혹은, 10㎛ 배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s=0.1pH로 하거나, 또는 전류를 일정하게 하지 않

으면 안되지만, 이들은 집중 정수 회로적 설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포 정수 회로에서는 가능

한 것이 된다. 현재, 구체적인 회로에서 생각해 본다.

㎓대의 신호 상승(tr=10ps) 이하로 하였을 때, 펄스 실효 주파수가 3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종래 회로에서는 전혀 동작하

지 않는다. 이미 역사가 있는 ECL 회로를 사용한 커런트 스위치형 드라이버는 이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것도 전혀 쓸모가 없다. 이것을 실현하는 도 2의 회로는 ECL 대신에 n-MOS 1단으로 만든 차동 회로이다. 또, CMOS로 구

성한 동일한 다른 실시예가 도 24에 도시된다. 도 24에서도, 리시버단의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리시버의 게이트와 분리되

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떨어지지 않는다.

통상, 드라이버의 전단은 래치가 존재하고, 플립플롭 회로이다. 이 회로는 차동 출력단을 필연적으로 갖기 때문에, 드라이

버로의 입력 신호는 상보적으로 배치된 n-MOS로 차동 스위치를 비교적 간단히 만들 수 있다. 트랜지스터를 많이 배치한

회로는 pn 접합 용량이 트랜지스터의 수만큼 많아져서, 중첩한 순간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신호 전환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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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전시킬 필요가 있어서, 스위칭 동작의 지연을 유발한다. 이것을 방지하는 드라이버 회로는 도 2와 같이 최소의 트랜

지스터수로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트랜지스터에 직렬로 연결된 저항(RE)(3)은, pn 접합 용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

는 확산 저항은 사용하지 않고, 텅스텐 또는 몰리브덴이나 그 실리사이드 등으로 이루어지는 금속막 저항이 바람직하다.

도 2의 리시버는 논리 회로도로서 표현되어 있지만, 드라이버 회로와 동일 회로여도 되고, 수신 차동 신호는 차동 리시버

의 게이트에서 받고, 이 부분에서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이 회로의 유용성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도 3이 tr=tf=10ps(35㎓의 펄스 실효 주파수)에서의 본 발명의 드라

이버 회로에서, 전원 전압 Vdd=2V, 전송 선로 전압 0.05V(수신단은 전체 반사를 위해서, 0.1V)로 설정하였다. 그 시뮬레

이션 결과를 도 4에 도시한다. R8, R9(5, 6)는 수신단 정합 저항 55Ω, R1, R2, R3(7, 8, 9)은 트랜지스터 온 저항 500Ω이

다. U1, U3과 U2, U4는 차동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동작을 표현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회로의 온 저항 0.001Ω, 오프 저항

1MΩ이다. 트랜지스터 기생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C4, C5, C6, C7의 10fF를 병설하였다. 전송 선로(10)는 LSI 내에서

제어 가능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50Ω의 특성 임피던스로 하고, 비유전율(εr=4)의 절연물로 둘러싸인 선로에서 3㎜ 선로

길이에 상당하는 지연 20ps를 설정하였다. 차동 게이트에 입력되는 것으로 하여, 각각 5fF의 게이트 용량을 부가하였다.

전원·그라운드 페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신호선 치수보다 굵게 하여, 15Ω로 설정하고, 7.5㎜의 먼 쪽에서 공급한다고

생각하였다. 칩 내에 산재하여 설치된 바이패스 콘덴서를 20pF로 하였다. 여기에서 L1은 바이패스 콘덴서의 기생 인덕턴

스로서, 용량이 작기 때문에, 대항 전류 패스를 짧게 하여, 1pH로 하였다. 차동 신호는 도 2와 같이 시그널 엔드적으로 취

급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 이와 같은 도구가 없기 때문에, 2쌍의 쌍전원, 쌍그라운드와의 전송 선로로 표현하였다.

수신단의 신호 전압 진폭이 0.1V(11)로 대단히 낮지만, 차동 입출력에서는 충분히 검출 가능한 전위차인 것으로 하였다.

전송 선로의 차지, 디스차지 간에 정전류가 흐르게 되지만, 그 전류를 작게 하여, 저전력을 의식한 설정이 된다. 이 설정에

서는 200㎂(13)이 되고, 1드라이버당, 1천이당 2V×200㎂=400㎼의 소비가 된다. 상대적으로 큰 소비 전력이고, LSI당

10% 정도로 한정되는 설계의 글로벌 배선으로 하는 것이 가이드 라인으로서 필연적으로 나온다.

이와 같은 고주파수라도 시뮬레이션에서는 거의 정전류가 유지되어, 대부분 문제가 없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용량 10fF

에서 전류 인덴트(스파이크 형상 변화)가 나타나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상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후술

하는 도 4의 설명이다. 2개의 직렬 nMOS의 드레인, 소스의 전압 의존에 의한 스위칭 시정수(τ)의 변화는 거의 전압차가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전송 선로에서의 차지, 디스차지의 기간(2tpd) 동안에 다음 출력 신호의 천이가 찾아오면, 파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3㎜

의 배선 길이에서는 2tpd=40ps가 되고, 이 이하의 주기를 갖는 주파수는 문제가 된다. 즉, 40ps는 주파수로 환산하면 25

㎓이기 때문에, 펄스 주파수 25㎓에서 동작 가능한 회로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덧붙여서 말하면 배선을 1.5㎜로 억제하

면 50㎓가 된다.

드라이버 주변의 본 발명의 제안은,

(1) 차동 드라이버는 1단의 트랜지스터, 혹은 1단의 트랜지스터의 병렬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

(2) 차동 드라이버의 병렬 회로 혹은 차동 드라이버에 접속되는 조정 회로가, 유전적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되는 구성인 것

(후술).

(3) 전원·그라운드는 페어 전송 선로인 것.

(4) 전원에 대한 그라운드의 상보 전류(일반적으로 리턴 전류라고 부르고 있지만, 오해를 초래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보

전류라고 부른다)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단에 바이패스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는 것.

(5) 차동 신호는 시그널 엔드적 전송 선로 구조(도 2)로 취급하고, 일반적인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한 차동이 아닌 구성.

(6) 정합 종단을 시그널 엔드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와 동일 값으로 하고, 그 중점을 기준 그라운드로 하여 전류 패스

로 하는 구성.

(7) 파형 분석용 회로를 수신측에 배치하고, 파형 조정 회로는 종단 저항과 드라이버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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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동 드라이버를 동일 웰 구조 중에 설치하고, 각각의 채널((MOS·FET의 경우), 베이스(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경우 :

이 경우에는 공통 컬렉터 구조)로 하여, 내부 축적 전하의 반전 신호에 의한 상보적 이용을 생각한 구성.

을 특징으로 한다.

(8)은 도 3의 C4, C5, C6, C7의 축적 전하를 반전시에 재이용한다는 의미이고, 도 4의 시뮬레이션 결과의 인덴트 피크를

얻을 수 있다. 동일 웰 구조 내에서는, 동일 치수의 트랜지스터의 특성은 언밸런스가 되기 어렵고, 모든 동일 양의 차지의

펌프 업, 펌프 다운이 가능하다.

(8)의 작용을 실현하는 트랜지스터 단면 구조의 일례를 기재하면, 도 5와 같이 된다.

차동 드라이버 트랜지스터는 동일 웰 구조 내에 있다. 각각의 게이트 전위에 흡수된 채널 전하(nMOS에서는 전자는 소수

의 유기 전도 캐리어이지만, 홀은 웰 내의 다수 캐리어로 채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높은 홀 밀도를 채널이라고 임시로

부른다)가 상보 입력 신호로 개방되었을 때, 인접 트랜지스터의 흡인이 일어날 때이고, 고속인 캐리어 교환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하의 재이용에 의한 전력의 절약에도 크게 기여한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는 도 6과 같은 단면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베이스의 축적 소수 캐리어의 컬렉터측으로의 인출

이 공통 컬렉터 전극에서 강조되는 동시에, 공핍층 전하의 상보적 증감을 공통 컬렉터가 보상한다. 에미터의 인출은 종래

와 변하지 않기 때문에, MOS에서의 효과로부터, 적지만, 큰 고속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전하 재이용으로 전력도

저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캐리어 펌프 업·펌프 다운에 의한 고속 동작과 트랜지스터의 구조 원리의 상세한 설명을 한다.

트랜지스터가 고속으로 동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트랜지스터 천이 직전에 존재하고 있는 축적 전하를 방출하여, 새

로운 상태로 함으로써 축적 전하 분포에 수납하기 위한 전하 공급을 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있다. 전원 그라운드

는 칩 내에 바이패스 콘덴서가 서포트되어 있어도,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것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하는 트랜지스터의 전하

공급, 방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며, 트랜지스터 축적 전하(용량 성분)에 의한 순간 전류 증대로, 전원 전압 저하,

그라운드 레벨의 상승이 일어나서, 순간 전류가 제한된다. 또 일반적으로 바이패스 콘덴서는 트랜지스터에 인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전하 공급책이 되기 어렵다. 이 문제를 도 27의 pMOS 트랜지스터 구조로써 설명한다.

pMOS 트랜지스터의 전극의 전압이 베이스(B)=드레인(D)=소스(S)일 때를 기준 전위로 하여, 기준 소스 전위에 대해서 게

이트(G)에 마이너스 전위가 걸리면 게이트 절연물 직하의 n-채널(채널층 영역)은 반전하여 홀이 유기되어 도 27과 같은

구성이 된다. 게이트 전위와 반전층 전위의 사이에 전하가 대치되어 Cox가 형성된다(이 경우의 반전층의 전하는 홀이다).

반전층의 아래에는 공핍층이 발생하고, 여기에서도 전하가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Ci가 존재한다. 반전층에 의한 웰 구조

의 전위 분포에서 공핍층의 아래에 Cb도 발생한다. 이들의 전체 용량을 Cmos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다. 전압의 상승과 함께

이 상태는 약해지고, 전하가 점점 이산되어 간다. 이 모양을 가로축을 게이트 전압, 세로축을 Cmos로 하면 도 28과 같은 관

계를 그릴 수 있다. 반전층이 없어져서, 공핍층만이 되었을 때가 전하량이 가장 적어진다. 즉, 이 경우의 트랜지스터는 전

압에 의존하는 2단자형의 가변 용량 소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게이트 전위를 펄스측으로 상승시키면 채널층 영역에 축적 전하(이 경우 게이트 바로 아래의 층은 전자)가 저장된다.

당연히, 홀이 저장되어 있었을 때와 동일 축적 전하량이 되어, 용량은 증가하고 Cox로 되돌아간다. 이 Cox의 값은

Cox=εoxS/tox

가 된다. 여기에서 εox는 게이트 절연물의 유전율, S는 채널면의 면적, tox는 절연층 두께이다. 도 28의 Cmos의 최저값을

Cmin으로 하면, 게이트 전압의 반전(Vswing)에서, Qtran=2Vswing(Cox-Cmin)의 전하량을 전원으로부터 주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하의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2배라는 계수가 붙여져 있다. 이것은 트랜지스터 출력 전하와는 관계가 없는, 트랜지

스터 자신을 동작시키기 위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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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호 전압 0.5V, Cmos=5fF, Cmin=2.5fF로 하고, 게이트에 입력되는 신호의 천이 시간(상승 또는 하강 시간)을 25ps

로 하면, 천이에 따른 전하량이 Qtran=1.25fC가 되고, 천이 전류 itran=50㎂가 25ps 동안 흘러서, 이것이 트랜지스터 구동

를 위해서 여분으로 필요해진다. 신호 천이시마다 이 에너지는 순식간에 흡수 방출되지 않으면 안되고, 많은 트랜지스터가

집합되어 있는 회로 내에서는 조금이라도 전원 그라운드의 상태가 나쁘면 트랜지스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전원 그라운드의 전압은 정적인 것으로, 50㎂의 전류를 순식간에 흐르게 하면 그 선의 기생 인덕턴스로 전원 전압의 강하

나 그라운드 레벨의 상승이 되는 것은 이미 서술하였다. 트랜지스터의 동작에 필요한 전하를 강제적으로 펌프 업, 펌프 다

운하는 회로가 트랜지스터의 고속 스위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CMOS 논리 회로에서도 메모리 회로에서도 차

동 출력 단자를 구비하는 것이 많다. 여기에서 입력 신호는 모두 차동으로 받을 수 있는 회로로 한다. 기본 회로에 도 29와

같은 nMOS 트랜지스터와 버랙터의 구성으로 설명한다. 2개의 nMOS 트랜지스터와 버랙터는 완전히 동일한 치수 구조의

것으로, 상보적으로 구동되는 것이다.

도 27의 PMOS 트랜지스터를 베이스로 하여 CMOS 트랜지스터와 동일 치수의 버랙터(FET의 소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을

접속한 2단자의 회로 소자)를 설계하면 도 30과 같은 CMOS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구조로 상보적인 특성을 갖는 버랙터를

얻을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판명되는 바와 같이 상보적인 차동 신호로 MOS 트랜지스터가 전하를 필요로 할 때, 게이트의

주어진 전압 변화로 도 31, 32와 같이 버랙터의 용량이 감소하여 용량 감소분에 상당하는 전하가, 즉, MOS 트랜지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자나 홀을 방출한다. 이것이 소스 또는 드레인 전극으로부터 유입되게 되어, 순식간에 MOS 트랜지스터의

천이시에 필요한 축적 전하분을 충족하게 된다. MOS 트랜지스터가 전하를 방출하지 않으면 안될 때, 동일 버랙터가 전하

를 필요로 할 때이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흡수하게 되어, 축적 전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전력 소비를 억제하는 좋은 회로가

완성된다.

버랙터, 트랜지스터, 또는 CMOS·FET의 스위치 타입 드라이버에서는, 상보 동작하는 소자의 공통 웰 내에서, +, - 전하의

고속 교환이 행해지기 때문에, 공통 웰을 전기적으로 부유되게 하는(GND나 전원에 접속하지 않는다)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잡음의 저감 등을 위해서 동작 속도를 희생하여 공통 웰을 GND나 전원에 접속하는 경우도 존재한

다.

도 7에 리시버단 회로의 예를 도시한다. 차동 리시버 트랜지스터의 n1, n2(21, 22)는 반전 신호의 입력을 위해서, 도 5나

도 6과 동일하게, 공통 웰 구조나 공통 컬렉터 구조(바이폴라를 채용한 경우)를 취하면 고속 동작이 가능하다. n3, n4, p3

은 스태틱(static)인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종래 회로로 충분하다. n1, n2의 반전 동작을 이용하여 버랙터를 도 5와 동일

하게 하여, 도 6과 같이 세트로 하면 되고, 이것으로 고속 동작과 전력 절약 동작이 가능해진다. p1과 좌측의 버랙터, p2와

우측의 버랙터가 동일 웰 구조 내에 있으면 된다.

계속해서 배선 구조를 도 8에 도시한다. 입력 신호가 페어 전송 선로, 출력 선로도 전송 선로, 전원 그라운드 페어 또한 전

송 선로(상층)(모두 페어 코플레이너 선로)인 것이 중요한 설계 포인트이고, 차동 입력으로 페어가 된 트랜지스터가 동일

웰 구조 내에 있는 것도 다른 중요 포인트이다.

전원 그라운드층은 2점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3층째에 각각의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따라서 페어 코플레이너 선로로

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알기 쉽도록 단면 구조로 나타낸 것이 도 9이다.

먼저, 상부 전원 그라운드의 코플레이너 선로(30)의 단면을 주목한다. 전원·그라운드의 커플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

스펙트비 t/w≥1.5가 바람직하다. 대항면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원 그라운드와의 커플링이 강해지고, 전자계의 외부로의 누

출을 작게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상부 전원 그라운드 페어층 내에서의 커플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대항면 전자계의 프

린지가 될 수 있는 한 층에 걸쳐서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즉, 크로스토크를 피하기 위해서, d<h의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이것도 프린지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s/d≥1.5로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것이 모든 페어 코플레이너 선

로(신호선, 클럭선)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드라이버나 리시버 구조는 물론, 수 ㎓ 이상의 클럭 주파수로 동작하는 LSI의 논

리나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결선은 모두 이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배선룰은 바람직하게는 칩의 글로벌 배

선 전부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도 2에 일례를 도시하는 바와 같이, 드라이버의 출력이 주 선로 버스를 통해서 전송 선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페어 선로

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코먼 그라운드에 접속하지 않고, 그라운드와는 저항을 통한 독립한 선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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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페어 신호선 사이가 상보적으로 스윙하여, 차동 앰프 리시버에 유효한 최대 진폭이 얻어지는 것에 있다. 또다른 효

과는 전송 선로의 전자계의 혼란이 최소가 되어, 파형이 흐트러지지 않는 동시에 기생 인덕턴스와 기생 캐패시턴스를 최소

로 하는 회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신호선용의 그라운드는 신호선과 한쌍의 것으로, 그라운드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코먼에 연

결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신호와 레벨을 합치기 위해서(바이어스차가 없도록), 1개소에서 그라운드에 떨어뜨리지만, 이것

도 엄밀한 의미로는 불필요하다. 1개소로 한정한 것은 그라운드에 존재하는 상보 전류가 다른 그라운드 루프를 통해서 브

랜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루프 전류라든가 와전류라고 부른다면, 이 전류가 EMI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본 발명은 이 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의 경우,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는 코먼 그라운드에 대해서 스트립 선로가 유전체를 통해

서 배선되는 구조이고, 스트립 선로와 코먼 그라운드 사이의 전자계 분포가 코먼 그라운드를 통해서 다른 스트립 선로와도

결합하여, 다른 스트립 선로에 간섭을 주게 되어 버린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신호선용의 그라운드는 신호선과 한쌍의 것으

로, 코먼 그라운드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기한 바와 같은 코먼 그라운드를 통해서 다른 신호로에 간섭을

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코먼 그라운드와 분리된 신호선용의 그라운드를 설치한 것의 효과이다. 본 발명에서, 전계 자계의

확산의 중심이 페어 전송 선로(신호선과 신호선용 그라운드 라인)의 단면 중심이 된다.

도 38에 도시되는, 송단 종단만을 그라운드에 떨어뜨린 FET 1개의 기본 스위치 회로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 39

에 도시한다. 도 39에서, 도 38의 송신단(101)의 파형(103)이 도 38의 수신단(102)에서는, 그 파형(104)이 종단 저항과

FET 온 저항의 분압으로 출력 진폭은 하강하고 있으며 FET의 용량으로 스파이크는 나오고 있지만, 1㎓ 펄스는 통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전송 선로(T2)의 그라운드를 어떻게 할지가 검토 과제로서 남는다.

다음에, 230㎜ 선로 길이(라인/스페이스=1/1, 특성 임피던스 약 50Ω)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MSL)와 스택트 페어 선로

(SPL)의 S 파라미터 실측을 행하여, 1㎓에서 양 회로 모두 입력 사이드에서 그라운드에 떨어뜨린 것 만으로, 출력 사이드

는 10MegΩ의 저항을 넣어서 부유시킨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를 도 40, 도 41에 도시한다. 도 40에서, 2Port라는 회로 부

품(105)에 실측 S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있고, 재료는 FR-4, BT 레진, 테프론(등록 상표)이다.

도 41에서, 송신 파형(106)이 수신 파형(107, 108, 109)이 되는 것이 도시된다. 이것으로부터, 전송 선로(T2)가 예를 들면

부유되어 있어도, 상기 선로의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마이크로 스트립 선로(MSL)와 스택트 페어 선로(SPL) 중 어느 경우에

도 1㎓의 파형은 통과하는 것이 나타나고, 입출력 중 어느 1개소에서 그라운드를 떨어뜨리면 된다는 것이 판명된다.

상기 회로에 이용되는 전송 선로의 구조를 나타내면 도 10과 같이 된다. 2쌍씩 기술되어 있지만, 인접 페어 선로와의 거리

는 페어 선로 자신의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하여, 2배 이상의 스페이스(2S)를 갖는 것이 페어 코플레이너와, 스택트 페어의

룰이다. 가드 코플레이너 선로와 가드 스택트 페어 선로는 페어 선로 자신의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하여 1배 이상의 스페이

스(S)로 인접 배선 스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 가드가 부착된 선로의 이점은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낮추어, 적절한

설계 범위로 할 수 있다.

TEM파 전송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전송 선로는 균질한 절연 재료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 범위는 페어 코

플레이너와 스택트 페어에서는 도체 외주로부터 실효적 전자계의 확산과 동등한 2s의 확산(도 10)이고, 가드 코플레이너

와 가드 스택트 페어에서는 실효적 전자계가 가드 내에 저장되기 때문에, s의 확산이다.

만일, 이 절연층의 확산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대응책을 도 11에서 제안한다. 스택트 페어 선로의 일례를 나타낸다. 이 이

미지는 프린트 배선판이며, 최상층의 솔더 레지스트의 부분이다. 솔더 레지스트가 얇기 때문에, 상부에 넓은 전기력선이

공기층(비유전율 1)의 부분에 미치게 되므로, 솔더 레지스트의 실효 비유전율은 작아진다. 하부의 절연물의 비유전율을 a

(a>1)로 하면, 솔더 레지스트의 실효 비유전율을 동일 a로 하도록 유전율이 큰 솔더 레지스트를 이용하는 구성은 본 발명

의 특징이다. 이것에 의해, 전송 선로는 실질적으로 TEM파 모드를 유지할 수 있다. 페어 코플레이너, 스택트 페어 선로에

있어서는 2s의 범위에 이종의 절연층이나 공기층이 있을 때, 실질적인 비유전율이 그 확산의 범위이고, 동일 비유전율이

되도록 조정을 한 층 구조가, 또 본 발명의 특징이다. 가드 코플레이너, 가드 스택트 페어 선로에서도 확산(s)의 범위에서

동일한 규정이 지켜지도록 구성한다. 구체적인 치수를 프린트 배선판에서 스택트 페어 선로를 모델로 제시한다. 2s에서 실

효적 전자계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1/2)s의 솔더 레지스트 두께를 규정하면, (3/2)s(즉, 2S-1/2S)가 공기에 누출되는 전

자계가 된다. 공기의 비유전율이 1이기 때문에, 솔더 레지스트의 비유전율을 b로 하면, 1×(3/2)+b×(1/2)=a라는 단순 계

산식이 되지만, 전자계의 확산이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2승으로 비례하여 약해져서, 실측에서는 b=2a 정도가 된다.

다음에 도 12(a)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칼럼, 비아홀 등의 임피던스 부정합의 길이에 대한 고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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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내 절연층의 비유전율을 3으로 하면, 전자파 전송 속도는 1.73×108[m/s]가 되고, 100㎛ 선로 길이의 전송 지연은

0.578ps가 된다. 이것은 주 선로의 펄스 상승 시간을 10ps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미스매치 부분에 에너지가 흘러도 그 복귀가 0.578×2=1.156ps이고, 10ps 동안에 8.5회 왕복 가능한 시간

이다. 이 왕복 조정으로 상승 시간 중에 거의 안정 영역에 도달한다(도 12(b)). 따라서, 상승 중인 파형의 혼란은 있지만, 상

승한 후에는 안정적인 파형이 미스매치 부분을 통과 후, 배선을 진행하게 된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에너지적으로

보면, 3회의 왕복에 요하는 시간을 경과한 에너지는 50Ω/200Ω의 미스매치(부정합)에서도 90%는 통과한다. 결론적으로

이 길이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상기의 부정합 부분의 지연 시간(tpd)이 7tpd<tr이면 부정합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

기 때문에 tr>7tpd의 구성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버스 스위치 타입 드라이버의 구성으로서, 버랙터 소자 삽입 회로를 제안한다. 이것의 일례를 나타내면 도 14와

같이 된다. 여기에서 버랙터는 MOS 트랜지스터, MES 트랜지스터, 혹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동일 구성으로 이루어진

다. 이것은, 동일한 LSI 제작 프로세스로 동시에 제작하기 때문이다.

드라이버의 전단의 버퍼는 참조 전원을 이용한 차동 출력 회로(도 2와 동일)를 이용하면 되는 것을 부가해 둔다.

·시스템 구조

이상에서 드라이버 리시버 전송 시스템의 디바이스와 회로적인 부분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이 목적에 따른 시스템을 구성

하는 구조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이상적 형태를 나타내면 길이가 같은 병행 배선과 그 피치로 접속하는 구조가

된다. 이것을 도 15에 도시한다. 송단에서 전체 반사의 복귀 신호를 흡수하는 종단 저항(51)으로, 복귀 전압 파형을 검지하

는 회로가 부속되고, 그 파형을 분석하여, 유전적 알고리즘 회로(52)에 피드백하여 발신 파형을 수정한다는 구성이 된다.

칩 내에서 바람직한 전송 선로 구조는 코플레이너 선로였지만, 애스펙트비가 큰 세로 길이의 단면 구조는 패키지나 프린트

배선판에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택트 페어 선로가 바람직한 선로 구조이다. 도 15(a)의 평면도는 칩을 투시

로 본 도면이다. 드라이버(53)로부터 코플레이너 선로를 통해서 칩 패드(54)에 도달하고, 여기에서 플립 칩 접속에 의해 배

선판에 접속된다. 패드층보다 아래에 들어가는 신호선과 그라운드선은 플립 칩의 패드한 비아홀에서 각각의 하층에 접속

되고, 될 수 있는 한 짧은 거리로 겹쳐지며, 단면 구조(도 15(b))와 같이 된다. 그라운드층은 스택트 상하의 어긋남이나, 전

자계의 하층으로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폭(w)으로부터 1.2∼1.5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의 관계를 나타

내면, w≤s, (d+t)≤s/2, d≤h1, d≤2h2가 아니면 안된다. 드라이버로부터 같은 위치에 리시버 패드(55)가 설치되어, 리시

버에 연결되어 있다. 이 짧은 배선도 패키지 내이면 스택트 페어 선로, 칩 내이면 코플레이너 선로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15(a)에서는 2개째 3개째의 리시버가 겹쳐지기 때문에 점선으로 기입되어 있다. 당연히, 몇 개의 분기 패드와 리시버가 있

지만 생략되어 있다. 선로의 종단에는 선로 특성 임피던스에 정합하는 종단 저항(57)은 접속되어 있다. 단면 구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원 그라운드 등의 직행하는 선로가 스택트 페어 선로의 아래에 설정되어 있다.

분기부에서 리시버 칩(56)은, 도 15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버스 배선 상에 걸쳐저 있다. 이것으로 전송 선로

길이를 될 수 있는 한 짧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드라이버 칩과 리시버 칩의 패드 배열로부터 다음의 도 16에 도

시하는 바와 같은 요건이 나온다.

(1) 패드 피치의 2배의 피치로 스택트 페어 배선을 늘리고, 패드는 버스 선로 방향과 직행하는 직선 형상으로 정렬할 필요

가 있다.

(2) 칩의 1열 패드로부터 신호선을 취출하는 구조가 되어, 다른 변에 결합할 때의 제약 조건이 커진다.

이 2개의 제약은 설계자에게 있어서 큰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칩 면적이 개량에 의해 축소되었을 때, 패드 피치도 축소시

키지 않으면 안된다. 프린트 배선판의 기술적 개선으로 배선 피치가 축소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칩 패드 피치를 축소시키

지 않으면 안된다. 드라이버 칩과 메모리 칩의 개량 타이밍은 상이하고, 정합 조건을 찾아 내기 어렵게 된다. 패드 피치의

축소는 가장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접합 기술의 개량을 요구하게 하여, 곤란함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인터포저로서의 LSI 패키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단 해결을 도모할 수 있지만, 도 17과 같은 분기 배선 길이의 연

장이나 팬아웃형 배선 구조(60)가 요구된다. 배선 연장은 제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구조적 고안은 가능해도, 팬아웃 구조

는 길이가 같은 배선이라는 원칙이 무너져서, 동기 착신에 문제가 발생한다. 팬아웃 배선의 배선폭이 넓어지도록 설계하면

특성 임피던스가 변화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본 발명은 이들 문제 해결 구조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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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에서는 편의상 스택트 페어 선로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패키지 내 팬아웃 구조도 프린트 배선판 상의 배선도 스택트

페어 선로인 것으로 한다. 프린트 배선판의 선로 치수는 팬아웃 선로보다 굵게 할 수 있고, 또한 팬아웃의 확대각을 조절함

으로써, 그 치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즉, 칩 패드 피치와 독립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기술의 주류가 되어 있었다. 고속 신호계에서는 모든 선로에 걸쳐서 특성 임피던스가 동일한 것, 길이가 같은 배선인

것이 요구된다.

특성 임피던스 28Ω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한다. 현재, w=200㎛, εr=4.5로 하면, 스택트 페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근사식

(Harold A. Wheeler)(도 15의 기호 참조)

로부터, d=39㎛이 구해진다. 여기에서는 분기 패드가 존재하지만, 버스 구조는 종단까지 동일하고, 특성 임피던스의 부정

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길이가 같은 평행 배선을 전제로 하면, 패드 피치는 w/2=100㎛이 되고, 현재 상태의 기술로 설

계 가능하다. h2의 두께를 프린트 배선판 프리프레그의 표준인 60㎛로 하면 이상적인 층 구조가 된다.

한편, 패키지 배선은 칩 패드 피치에 따라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칩 패드 피치를 50㎛로 하면, 패키지 상 스택트

페어 배선의 w는 100㎛이 된다. 상기 식으로부터 d=19.5㎛이 된다. 이것으로 칩 패드로부터 종단 저항까지 28Ω 전송 선

로 설계가 되지만, 팬아웃부의 배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도 18과 같은 고안을 한다.

팬아웃 배선에 대한 길이가 같은 배선의 공지예로서 지그재그 사행 구조의 미앤더 배선이 자주 채용되고 있지만, 인접 효

과로 전자계적으로 복잡한 전송 특성이 되기 때문에, 도 18과 같이 원호의 길이가 같도록 레이아웃한다. 미앤더와 같은 절

곡 반사가 없기 때문에, 매끄러운 전송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인접 배선간 거리도 비교적 넓게 취해지기 때문에 크로스토

크에 대해서도 유리한 배치가 된다.

기하학적인 원호로 설계하는 계산식을 구축하면, 도 19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여기에서, A, B를 패드로 한다. 현

(弦)(AB=11)은 최외단 패드 사이의 직선 거리로 한다. 이것을 변수로 하여 인접 패드 사이에서 원호(AB)를 일정하게 하는

반경(OP=r1)을 찾아내는 관계식을 도출한다. ∠ACO는 직각, ∠AOB=θ1로 한다. 현재, 선분 PC=r1-h1, CO=h1으로 하면,

(11/2)2=r 1
2-h1

2가 얻어지고, θ1/2=tan-1(11/2h1), 원호 AB=r1θ1[라디안]이다. 이들의 식으로부터 h1을 적당히 결정

하면 r1이 구해진다. 원호 AB=r1θ1은 일정하게 하여 다음 이후의 패드간 거리(1x )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hx와 rx을 구할

수 있다. Ix와 각 패드 간의 반경(rx )은,

물론, 원호(AB)는 타원이나 임의의 고차 곡선이어도 되고, 급격한 굴곡이 없는 것이 본 발명의 특징이 된다.

그런데, 패키지를 사용한 구조안을 제시하였지만, 최근 패키지를 생략하고 프린트 배선판 상에 칩을 직접 접속하여, 팬아

웃 배선을 거친 후 병행 버스 배선으로 하는 설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지만, 선폭(w)에 따라서 페어선 간의 거리(d)를

변경하는 것은 동일 기판 상에서 만들기 어렵다. 예를 들면 만들었다고 해도 비용이 높아져서, 그 단차 부분의 접속 신뢰도

가 저하한다. 다음의 제안은 페어 선로 간(d)을 일정하게 하여 w를 변화시키는 구조에 관한 것이다. 도 20에 이것을 도시

한다. 팬아웃 구조의 부분은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나 스트립 선로로 하고, 병행 버스 선로는 스택트 페어 선로로 하여 구분

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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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스트립 선로나 스트립 선로는 그라운드면에 대해서 전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의 캐패시턴스(Co)가 증

대한다. 그 결과,

는 동일 선폭(w)이면 작아진다. 반대로 Zo를 일정하게 하면 w를 작게 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스트립 선로의 근사식

(Harold A. Wheeler)(도 15의 기호 참조)은,

이 된다. Z0=28Ω로 하면, d=39㎛에서 w=170㎛이 산출된다. 도체 두께(t= 25㎛)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

로 도체 두께(t)(25㎛)를 마이너스하면 되고, 보정된 선폭 w=145㎛이 얻어진다. 스택트 페어 선로 w=200㎛에 대해서 동

일 페어선 간의 스페이스 d=39㎛에서,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로 하면 선폭 w=145㎛까지 미세화가 가능해진다.

칩 패드의 간격이 50㎛ 피치, 팬아웃 배선의 선폭이 w=100㎛인 설계에 대해서 선폭 w=145㎛은 부족하지만, 패드의 극

근방에서 축소됨으로써 대응이 가능해진다. 축소된 배선 길이는 분기 배선 길이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고, 칼럼, 비아홀

등의 임피던스 부정합의 길이에 대한 대응과 동일하게 (6×축소 길이의 총합 지연 시간)<(상승 시간)으로 하면 된다.

메모리 칩이 신호를 발신할 때에는 도 21에 도시하는 방법을 취한다. 메모리의 드라이버로부터 발신된 신호는 버스 선로의

양 사이드(72, 73)에 신호를 흐르게 한다. 동일 특성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부터, 신호 전압은 1/2

이 된다. 우측 방향으로 흐르는 신호는 낭비 신호이고, 종단에 배치한 리시버가 감응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 여기에서 전체 반사하여 좌측의 컨트롤러 칩으로 되돌아가면, 불필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감응한다. 이것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메모리가 스트로브되어 신호가 발신할 때, 우단의 리시버는 그 신호를 받아서 액티브하지 않게 되는 동시

에, 종단 저항(70)이 액티브하게 되어 낭비 신호는 여기에서 소멸한다.

한편, 컨트롤러 칩(74)에 도달한, 1/2 정규 신호는 컨트롤러의 리시버 회로(유전적 알고리즘 회로를 포함한다)를 구동하

여,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종단 저항(75)으로 흡수되어 소멸된다. 그러나, 이미 기억한 전체 반사 신호 변형으로부터, 1/2

만큼 수정된 파형으로 센스 앰프에 취입되기 때문에, 올바른 파형으로, 정확한 타이밍으로 인식한다.

드라이버, 리시버 모두 외측에서 보았을 때 항상 하이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1비트의 버스로 송수신 회로를 병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유전적 알고리즘 회로

유전적 알고리즘 회로에 의해 조정되는 회로의 1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상에 나타낸 회로는 전송로의 특성을 규정하는 L0, C0 이외의 독립한 L과 C를 존재시키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여, 주파수

특성을 없앤 것이다. 즉, 식으로 표시하면 특성 임피던스(Z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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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이미지너리 파트(허수 부분)와 각 주파수를 소거한 형태, 바꿔 말하면 임피던스가 순저항 성분인 전송 선로를 구

성한 것에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전하게 설계해도 제조 조건의 편차 등으로 기생하는 독립한 미소한 상호 인덕턴스(M)와 용량(C)이 존재

하게 된다. 이것을 표현하면 도 25와 같이 된다. 도 10에 보이는 전송 선로는 전자계가 거의 닫혀진 전송 선로이고, 상기의

식에 따라서, 동축 케이블에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도 24에서는 전송 선로적 표현을 취하고 있다. 이 전송 선로

간에 약한 MC 결합이 존재한다는 개념이 된다. 선로간 이외에도 하우징체나 비아홀, 커넥터 등에서의 MC 결합을 생각할

수 있고, 이들의 약한 MC 결합에 의한 문제는 저주파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 이상의 펄스에 회로 전

체의 약간의 기생적 M과 C가 크게 영향을 준다. 그것을 어드미턴스(Y)로 나타내면,

Y=j(ωC-1/ωM)

가 되고, ω의 증대로 크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ωC-1/ωM=0의 조건으로 공진한다.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실용적 문제를

배제하는 회로의 삽입이 불가결하게 된다. 본 발명은, 유전적 알고리즘으로 이 기생(M과 C)을 상쇄하는 LC 네트를 자동적

으로 만들어, 드라이버 신호에 중첩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그 구성은,

(1) 고속 신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형 정형은 순수한 LCR 네트로 하고, 그 어느 부분을 동작시킬지는, 전하 펌프 업, 펌

프 다운형 트랜지스터로 행하는 구성으로 한다.

(2) 테스트 신호를 발신하여, 전체 반사 신호를 종단 저항에서 취입하지만, 그 전압을 감지하여, 파형 해석을 행한다. 그 해

석 단계는 파형 정형의 상보적 역변환인 LCR 네트로 한다.

(3) 테스트 신호 보정을 행한 유전적 알고리즘 회로는 시스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이 알고리즘을 도시하면 도 22와 같이 된다.

LCR 네트워크 내의 회로 접속을 제어 트랜지스터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구성으로 하고, 수신단에서 원래의 디지털 신호

파형을 수신할 수 있도록 수신 파형을 검출하여 그것과 상보적으로 되는 파형으로 송신 파형을 조정한다. 이 조정은, 유전

적 알고리즘에 의해 실행된다. 그 파형의 일례를 도 23에 도시한다. 유전적 알고리즘은, 확률적 탐색 방법의 하나로, (1) 광

역 탐색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2) 평가 함수값 이외에는 미분값 등의 파생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3) 또한 용이

한 실장성을 갖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조정 파라미터의 탐색에 유전적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적합이다.

이 조정 방법은 다른 확률적 탐색 방법이어도 되고, 유전적 알고리즘에 한정되지 않으며, 힐 클라이밍법, 어닐링법, 매거

법, 진화 전략, 터브 서치법 중 어느 하나, 혹은 이들의 조합이어도 된다.

또한, 유전적 알고리즘의 기본 회로 및 조정 방법은, 일본국 특원평 제11-240034호「전자 회로 및 그 조정 방법」(일본국

특개 제2000-156627호)을 준용한다. 회로가 고정적인 한, 수정은 한번으로 한정되고, 시스템 출하 단계에서 유전적 알고

리즘을 실행하는 컴퓨터는 외부에 부착되어도 되며, 시스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유전적 알고리즘의 LC 회로를 일례로 나타내면 도 26과 같이 된다. 도 26의 유전적 알고리즘 출력 LC 네트(81)는 모식적

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 회로를 도 34 내지 도 38에 도시한다.

도 33을 이용하여 유전적 알고리즘에 의한 파형의 조정 방법을 서술하면, 이하와 같다.

·공통 개념

수신측에서 깨끗한 파형이 되도록 송신측의 파형을 조정(파형 정형)하여, 신호 전송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소위 등화의 일

종이다.

파형 평가 회로(91)는 파형의 선악을 평가하여 전압을 출력하는 회로이다. 이 결과의 값을 유전적 알고리즘의 평가 함수값

으로서 이용하고, 유전적 알고리즘(GA)에 의해 파형 정형의 상태를 최적으로 제어한다. 구체적으로는, 도 33에서, 드라이

버는, 송신 데이터를 차동쌍의 전송 선로에 출력하는 것으로, 파형 조정 기능을 갖는 갖는다. 리시버는 전송 선로로부터의

신호 입력으로부터 수신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파형 평가 회로(91)는, 리시버에서 수신하는 신호 파형의 왜곡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 회로이고, 수신 파형의 평가 결과에 대응하는 전압값을 출력한다. 외부 장치(92)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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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 탐색 방법인 유전적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파형의 조정값을 드라이버에 출력한다. 드라이버 출력의 송신 파형은 외부

장치(92)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의해 조정된다. 여기에서, 파형 평가 회로(91)가 출력하는 전압값은, 유전적 알고리즘에서

의 평가 함수값이고, 이 전압값이 외부 장치(92)에 입력되어, 수신 신호 파형의 평가값이 최량(最良)이 되도록 유전적 알고

리즘에 의해 파형의 조정값이 탐색된다. 그 결과, 파형의 최적화가 행해진다.

파형 정형의 방법으로서, 다음의 주파수축에 의한 조정과 시간축에 의한 조정의 2개가 있다.

·주파수축에 의한 조정(도 34)

주파수축에 의한 조정의 일례로서, 도 34에 도시하는 등화 필터를 이용하는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34의 등화 필터의

회로는, 도 33의 드라이버에 실장된다. 이 등화 필터 회로는, 전송 선로에서 발생하는 신호 파형의 왜곡에 대해서, 주파수

축 상에서의 진폭의 보상과, 주파수축 상에서의 위상의 보상을 행하여 수신 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한다. 진폭의 조정을 주

로 행하는 회로 도 34(a)와 위상의 조정을 주로 행하는 회로 도 34(b)의 적어도 2종류의 회로를 세로로 접속한 등화 필터

회로에서 파형 정형을 행한다.

이 회로에서, 도면 중의 저항(R)의 저항값과 콘덴서(C)의 용량값을, 유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수신 파형의 왜곡이 최소가

되도록 조정한다. 저항(R)과 콘덴서(C)만의 조정에서는, 등화 필터의 정(定)저항 조건(반사 신호가 없는 최적 조건)을 만족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이 조건에서는 특성의 해석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이지만, 수신 파형이 최량(최소 왜곡)이

되는 송신 파형을 GA가 검색해 준다.

(이하 본문 중에서, 「￣」(오버라인)을 붙이는 경우, 표기의 제한의 형편 상, 「_」(언더라인)으로 치환하여 표기한다.)

·시간축에 의한 조정(도 35∼도 37)

시간축에 의한 조정의 일례를, 도 35 내지 도 37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회로는 도 33의 드라이버에 실

장된다. 먼저, 도 35는 송신 파형을 시간축 상에서 조정하는 회로의 동작 원리를 나타낸다. 이 회로는, 전환 회로(93)(스위

치 어레이가 S1∼Sn, 그것에 따른 출력 신호가 P1∼Pn 및 P1∼Pn, 여기에서 Pn과 Pn은 상보 신호), 차동 입력 데이터를

소정의 타이밍만큼 지연시키는 지연 회로(94), 아날로그의 직류 가변 정전류원(95)(각 전류값을 C1∼Cn으로 한다), 고속

스위치(96)(전환 회로(93)로부터의 데이터 출력 신호 P1∼Pn, P1∼Pn을 받아서 상보적으로 스위치가 ON, OFF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송신 데이터인 1조의 데이터 입력(이 상보 신호는 데이터 입력)의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최초로 전환 회로(93)의 스위치

(S1)를 경유하여 P1, P1의 신호가 변화하여, P1, P1에 대응하는 고속 스위치(96)를 동작시킨다. 이것에 의해 C1에 대응하

는 가변 정전류원(95)의 출력 전류(전류의 설정값이 C1)를 전환하여, 출력 전류(Iout, Iout)의 1요소를 얻는다.

동일하게 1조의 데이터 입력의 디지털 신호는, 각 지연 회로(94)를 경유하여 소정의 다수의 지연의 타이밍이 설정되고, 일

련의 신호(P2∼Pn, P2∼Pn)가 생성된다. 이들은 차례차례로 고속 스위치(96)를 동작시키는 상보 신호(P2∼Pn, P2∼Pn)

이고, 각 가변 정전류원(95)의 각 전류(C2∼Cn)를 통전한다.

각 고속 스위치는 출력측이 비반전 신호, 반전 신호의 각각에 대해서 모두 병렬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된 상보 전류

(Iout, Iout)를 얻는다. 고속 스위치(96)의 각 부에서는, 입력 데이터로부터 소정의 다수의 타이밍을 갖는 전류 파형이 중첩

되어, 파형 정형이 행해진다.

상기에서 합성된 전류(Iout, Iout)는, 도면 중, 데이터 출력 및 데이터 출력으로서 출력된다. 이 출력 신호는 도 33에서의 드

라이버의 출력 신호이다. 전송 선로에서의 파형 왜곡을 보상하는 파형이 출력되면 리시버에서의 입력 파형은 왜곡이 최소

가 된다.

또한, 발명자가 시험을 행한 결과, 예를 들면 LAN에 사용되는 동축 대선이나 보다 대선이 긴 케이블을 전송로로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송신 파형을 시간축 상에서 조정하는 회로의 구성이 2단이어도 유효한 효과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즉, 전환 회로(93), 스위치 어레이(S1, S2), 직류 가변 정전류원(95)이 각각 2조, 고속 스위치(96)가 2쌍에 의해서 구성되

는 회로에 의해 송신 파형이 시간축 상에서 조정된다.

이 경우에 한해서는, 수신 파형에 기초하는 송신 파형의 조정 파라미터의 탐색에서 확률적 탐색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조

정이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회로 구성이 간단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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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에서의 파형 평가 회로(91)의 출력 전압값을 이용하여 외부 장치(92)에서 실행하는 유전적 알고리즘에 의해, 가변 정

전류원(95)의 전류값(C1∼Cn) 및 전환 회로(93)의 스위치(S1∼Sn)의 설정이 최적화된다. 그 결과, 리시버에서의 수신 신

호의 왜곡이 최소가 되는 송신 파형으로 자동 조정된다.

고속 스위치(96)를 5조(P1, P1, P2, P2, P3, P3, P4, P4, P5, P5)로 구성하였을 때의, 각 스위치를 흐르는 전류의 파형(파

고값은 C1∼C5에 상당)을 도 36에 도시한다. 각각의 고속 스위치(96)(P1, P1∼P5, P5에 대응)를 흐르는 전류가 합성된

것이 Iout 및 Iout이다. 각 고속 스위치(96)를 흐르는 전류는 차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합성인 Iout, Iout도 차동 전류

가 된다. 도 35에 도시한 원리 구성을 실장예로서 나타낸 것이 도 37이다. 각 동작 요소 블록은 동일 번호 93, 94, 95, 96으

로서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스위치 요소가 되는 트랜지스터는 FET로 표현하였지만,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파형 정형을 행하지 않은 경우와 상기한 바와 같이 시간축 상에서 파형 정형을 행한 경우의 비교예를 도 42, 도

43에 도시한다. 파형 정형을 행하지 않은 도 42의 경우, 도 42(a)의 이상적인 구형파(110)를 송신 파형(드라이버의 출력

전압)으로서 송신한 경우의 전송 선로를 통과한 후의 수신 파형을 계산기 상에서 시뮬레이션하면, 도 42(b)의 111과 같은

수신 파형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높은 주파수 성분이 전송 선로에서 감쇠하였기 때문으로, 디지털 신호의「1」과「0」

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

한편, 유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간축 상에서 파형 정형을 행한 경우의 송신 파형(112), 수신 파형(113)은 도 43(a), (b)

에 도시된다. 이 경우, 전송 선로를 통과한 수신 파형(113)의 디지털 신호의「1」과「0」을 이상에 가까운 파형으로 하기

위해서 송신 파형(112)이 조정되기 때문에, 수신 파형(113)이 디지털 신호의「1」과「0」에 대응하는 전압지(電壓地)가

되어, 전압 변형이 적은, 이상 상태에 가까운 파형이 얻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실시예로서는, 선로의 구성이 새로운 구성 방법으로서 스택트 페어 선로(도 10)에서 상하의 선로폭을 변화시킴

으로써 선로의 위치 어긋남에 대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의 변화를 작게 할 수 있다. 또, 이 때, 페어 선로의 상하의 절연층

의 두께를 변화시킴으로써 코먼 모드 임피던스를 동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계를 본 발명에 추가해도 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설계에 기초한 본 발명의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에 의하면, 2㎓ 이상의 고속 클럭 주파

수의 LSI 칩에 대응하여, 칩 클럭과 동일 전송 클럭의 I/O 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 533㎒밖에 실현할 수 없었던 I/O 버스를 비약적으로 고속으로 할 수 있다는 현저한 효과를 이룬다.

그 기본은, 20㎓에 도달하는 고속 펄스의 전송대역에 교묘하게 정합시키는 설계에 있고, 또 부유 용량이나 기생 인덕턴스

를 교묘하게 흡수시키거나, 혹은 캔슬시키는 설계에 있다.

이들 설계는「신규성」이 있고, 또한, 유전적 알고리즘의 활용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를 이룬다.

이렇게 하여, LSI 클럭과 정합한 I/O 밴드폭을 확보할 수 있고, LSI 칩의 고속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와의 데이터 전송을 포

함시킨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체의 고속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선로의 신호 전송에 대한 문제를 파형 분석 회로에 의해 분석 검출하여 송신 파형을 정형하는 조정 회로가 출력단에 부가

되어 있고, 수신단의 파형이 양호하게 되도록 상기 조정 회로가 확률적 탐색 방법에 의해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속 신호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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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률적 탐색 방법이, 유전적 알고리즘, 힐 클라이밍법, 어닐링법, 매거법, 진화 전략(進化 戰略), 터

브 서치법 중 어느 하나, 혹은 이들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로는 송단(送端)으로부터 종단(終端)까지 특성 임피던스로 정합시키고, 수신단의 센스 앰프는 송

신 파형과 전체 반사 파형의 합성을 수신하여, 전체 반사 파형이 다시 송신단에서 재반사하여 발신되지 않도록 송신단측에

종단 저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선로의 송단 또는 종단측의 한쪽에서 기준 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원 또는 그라운드로의 접속을 갖지만, 상기 기준 전

위를 확인한 송단 또는 종단측과 반대측의 종단 또는 송단에서는 전원 또는 그라운드로의 접속을 갖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의 전력 공급선은 전원·그라운드 페어 선로로 되어 있고, 각각의 최소 논리 요소, 메모리 요소

회로의 1요소 회로당, 1전용 페어 선로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종단의 센스 앰프가, 10fF 이하의 게이트 용량을 갖는 MOS·FET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선로는 TEM 모드가 유지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선로는, 공기 중에 전자파가 누출되는 구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실효 유전율이 내부 유전체 유전

율에 정합하도록 고유전율 재료가 코팅되는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선로는, 페어 코플레이너, 스택트 페어, 가드 스택트 페어, 가드 코플레이너 구조 중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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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선로가 다수의 비트로 구성될 때에는 전체 선로에 걸쳐서, 물리 구조가 상대적으로 동일하고, 배선

길이를 같게 하는 구성으로 하며, 길이가 같은 병행한 배선을 기본으로 하여, 팬아웃(fanout) 배선의 길이를 같게 하기 위

한 원호 형상의 배선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12.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선로의 드라이버 회로 및 리시버 회로는 Si 또는 SiGe의 MOS·FET, 또는 GaAs의 n채널 MES·FET

에서 그라운드 접속이 없는 차동 출력과 차동 입력 회로, 쇼트키 고속 바이폴라 차동 회로 또는 버스 스위치 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모든 트랜지스터에 상보적으로 동일 MOS·FET, MES·FET 혹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의

구조의 버랙터를 배치한 구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신호 전송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상보 동작하는 소자의 공통 웰을 전기적으로 부유되게 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속 신호 전송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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