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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압변환및과전압으로부터의보호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전압 변환 및 과전압으로부터의 보호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른 모듈이 다른 전압 레벨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한 전압 레벨
을 다른 전압 레벨로 변환하는 것 및, 낮은 전압 레벨을 받아들이는 모듈을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대의 많은 시스템들은 다른 전압 레벨들을 받아들이는 모듈, 예컨대, 다른 전원 전압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 모듈을 조합하고 있다. 예들들면, 배터리로 전력이 공급되는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
터 및 휴대용 컴퓨터에 있어서, 몇가지 모듈들은 3.3V의 전압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음에 반하여, 다른 모
듈은 5.0V 전압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가령 3.3V와 같은 낮은 전원 전압을 사용하면 전력 소비를 감
소시킨다. 그러나, 디스크 드라이브같은 모듈은, 보다 높은 전압에 의해 전력이 공급될 때 보다 양호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5.0V에 의해 전력이 공급된다.

3.3V 모듈에 의해 발생된 신호를 5.0V 모듈이 받아들일수 있는 레벨로 변환하기 위하여, 5.0V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는 CMOS 인버터를 이용할수 있다. 그러나, 5.0V CMOS 인버터는 입력이 3.3V인 경우 많
은 전력을 소모한다. 그러므로, 전력에 효과적인 전압 변환기가 필요하다.

또한, 3.3V 모듈의 출력 드라이버가 디스에이블되고 5.0V 모듈이 5.0V를 이용하여 공통 버스를 
구동하는 경우, 버스와 3.3V 전원 사이에 전하 누설 통로가 형성될수 있다. 예컨대, 3.3V 모듈의 출력 드
라이버가 3.3V 전압과 버스 사이에 연결된 PMOS 풀-업(pull-up)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고 가정하자. 그 
버스가 5.0V 모듈에 의해 구동되는 경우, 3.3V 모듈은 PMOS 트랜지스터 게이트를 3.3V로 구동하여 트랜지
스터를 오프시킴으로써 드라이버를 디스에이블시킨다. 그러나, 버스 전압이 5.0V로 상승하면, PMOS 트랜
지스터가 온(on)으로 전환하여 버스와 3.3V 전원 사이에 도통 채널을 제공한다. 더욱이, PMOS 트랜지스터 
백게이트(backgate)가 대개 3.3V로 유지되기 때문에, 드레인/백게이트 다이오드는 온(on)으로 전환하여 
버스와 3.3V 전원 사이에 다른한 도통 경로를 제공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버스를 로딩하고 (loading), "버스 회선 쟁탈(bus contention)"을 야기
하며, 버스 신호들을 열화시키고 버스상에 오신호를 초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택된 모듈의 전력이 차단되는 한편 다른 모듈의 전력이 가해지는 경우, 시스템에 다른 모듈의 
전력이 가해지는 경우, 시스템에 다른 전원 전압이 사용되는지에 관계없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력을 아끼기위하여, 혹은 모듈을 교체하기위하여 모듈의 전력이 순차적으로 차단되면, 버스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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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의 내부 전원 사이에 누설 경로가 형성될수 있다.

그러므로, 버스와 모듈의 내부 전원 사이에 누설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력 드라이버를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몇몇 실시예에서 전력 소비가 적은 전압 변환기를 제공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상기 
변환기는 3.3V 신호를 받는 변화니 노드(N1)와 5.0V 신호를 제공하는 노드(N2)를 상호 접속하는 NMOS 트랜

지스터를 포함한다. NMOS 트랜지스터 게이트는 3.3V에 연결되고 노드 (N2)는 5.0V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는 

CMOSS 인버터의 입력에 연결된다. 인버터는 5.0V 전압과 노드(N2)사이에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를 구동한다. 노드 (N1) 상의 전압이 3.3V인 경우, NMOS 트랜지스터는 노드 (N2)를 인버터 한계 전압보다 

높은 전압으로 충천시킨다. 결과적으로, PMOS 트랜지스터가 온으로 전환하여 노드 (N2)를 5.0V로 충전시킨

다. 노드(N2)가 5.0V일 때, 인버터의 전력 소비는 적다. NMOS 트랜지스터가 오프되어 노드 (N1) 및 노드 

(N1)에 연결된 회로를 노드 (N2) 상의 5.0V로부터 격리시킨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3.3V에서 5.0V로 또는 5.0V에서 3.0 볼트로 변환하고, 또한 3.3V 모듈로
부터 3.3V 신호를, 그리고 5.0V 모듈로부터 5.0V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의 동일한 변환기가 적절하
다. 예를들면,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는, 모듈이 2개의 전력 핀을 구비한다. 하나의 전력 핀은 구비한다. 
하나의 전력 핀은 모듈의 내부 공급 전압(VDDI)을 수신하고, 다른 전력 핀은 신호를 출력하는 변환기 출
력 신호의 전력을 공급하는 공급 전압(EXTVDO)을 수신한다. 그러므로, 모듈이 3.3V로 전력을 공급받고 변
환기가 3.3V 신호를 5.0V 신호로 변환하면, VDDI = 3.3V 이고 EXTVDD = 5.0V 이다. 선택적으로, 전력 핀
들은, VDDI = 5.0V 이고 EXTVDD = 3.3V 이거나, VDDI = EXTVDD = 3.3V, 또는 VDDI = EXTVDD = 5.0V가 되
도록 연결될수 있다. 아무튼, 변환기는 VDDI 레벨 신호를 EXTVDD 레벨 신호로 변환시킨다. 그러한 변환기
는 같은 모듈이 전원 전압들의 다른 조합들과 함께 이용될수 있기 때문에 큰 융통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버스상의 전압이 크기에 있어서 그 버스에 연결된 모듈의 전원 전압을 초과흔 
경우 전하 누설 경로를 봉쇄함으로써 과전압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한다. 몇몇 ??시예에 있어서, PMOS 풀
-업  트랜지스터는  공급  전압과  버스  사이에서  연결된다.  비교기가  버스상의  전압을  공급  전압과 
비교한다.

버스 전압이 크기에 있어서 적어도 PMOS 한계 전압의 절대치 ｜VTP｜만큼 공급 전압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기 및 관련 회로가 PMOS 풀-업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백게이트를 버스에 연결하며, 따라서 그 
게이트와 백게이트는 버스 전압에 있게된다. 그러므로, PMOS 트랜지스터의 전계 효과 도통 및 트랜지스터 
드레인/백게이트 다이오드를 통한 도통이 억제되어 전하누설을 방지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을 후술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 범위에 의해 정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 내지 제 4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입력/출력 버퍼의 회로도이다.

제 5 도는 제 4 도의 버퍼에 있어서의 소정 전압의 그래프이다.

  [실시예]

제 1 도는 전압 (VDDI ; 내부 VDD) 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는 모듈의 일부분(110)의 회로도인바, 
그 부분 (110) 은 모듈을 다른 전압 (EXTVDD ; 외부 VDD) 에 의해 구동되는 버스와 인터페이스시키는 입
력/출력 버퍼이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VDDI = 3.3V 이고 EXTVDD = 5.0V 이다.

입력/출력 버퍼 (110) 는 출력 드리이버 (114) 와 입력 버퍼 (118)를 포함한다. 드라이버 (114)
는 인에이블 단자 (EN) 및 데이터 입력단자 (A) 상의 신호를 받는다. 인에이블 단자 (EN) 가 높은 내부 
전압(VDDI)에 있을 때, 드라이버(114)는 데이터 입력 단자(A) 상의 신호와 논리적으로 등가인 신로를 이
용하여 버스에 연결된 입력/출력 단자(YIO)를 구동한다. 특히, 단자(A)가 VDDI에 있는 경우, 드라이버
(114)는 전압(EXTVDD)을 이용하여 단자(YIO)를 구동한다. 단자(A)가 접지되어 있는 경우, 드라이버(114)
는 접지 전압으로 단자(YIO)를 구동한다.

인에이블 단자(EN)가 저레벨인 경우, 즉 OV인 경우, 드라이버 (114) 는 입력/출력 단자 (YIO)를 
3상태화 한다. 입력 버퍼 (118) 는 단자 (YIO) 상의 0-또는-EXTVDD 레벨 입력 신호들을 단자(Y) 상의 0-
또는 VDDI 레벨 신호로 변환한다.

드라이버(114)는 단자(EN)를 인에이블하도록 연결된 하나의 입력부와 데이터 입력단자(A)에 연결
된 다른 입력부를 구비한 NAND 게이트(126)를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게이트(126)를 포함하는 모든 
논리 게이트와 모든 인버터들은 CMOS 기술로서 구현된다. 몇몇 실시예의 논리 게이트 및 인버터의 트랜지
스터 사이즈는 도면에서 게이트나 인버터 기호 다음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게이트(126)의 각각의 PMOS 트랜지스터 20㎛의 채널폭("wp=20")을 갖는다. 게이트(126)의 각각의 NMOS 트
랜지스터는 30㎛의 채널 폭(wn=30")를 갖는다. 그 채널길이는 달리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는한 1㎛이다.

NAND 게이트(126)는 내부 전압(VDDI)으로 전력을 공급받는다.

게이트(126)의 출력은 NMOS 트랜지스터(130)의 소오스/드레인 단자(130.1)에 연결된다. 몇몇 실
시예의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는 트랜지스터 기호 다음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트랜지스터(130)는 30㎛/1㎛의 채널 폭/길이 치수를 갖는다.

트랜지스터(130)의 다른 소오스/드레인 단자(130.2)는 PMOS  풀-업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130)의 게이트는 내부 공급 전압(VDDI)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134)의 소오스와 
백게이트는 외부 공급 전압(EXTVDD)에 연결된다. 트레인은 입력/출력 단자(YIO)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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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D 게이트(126)의 출력이 고내부 전압레벨(VDDI)에 있는 경우 부트스트랩 회로(138)는 트랜지
스터(134)의 게이트를 EXTVDD  로 되게한다. 특히,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는 PMOS  트랜지스터(142)와 
NMOS  트랜지스터(146)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142)의  소소스와  백게이트는  외부 공급전압
(EXTVDD)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146) 소오스는 접지부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142, 146)의 드레인들은 
PMOS 트랜지스터(150)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150)의 소오스와 백게이트는 외부 공급 전압(EXTVDD)에 연결된다. 드레인은 트랜지스
터(134)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NAND 게이트(126)가 그것의 출력부에서 전압 VDDI를 구동하여 트랜지스터(134)를 오프시키는 경
우, 트랜지스터(130)는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 전압 VDDI-VTN으로 충전시키는바, 여기에서 VTN은 트랜
지스터(130)의  한계  전압이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NMOS  트랜지스터 한계  전압(VTN)은  0.7V  이고, 
PMOS 한계 전압 VTP는 -0.9V이다. 그러므로,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VDDI=3.3V 이면, 트랜지스터(130)가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를 3.3-0.7=2.6V로 충전시킨다. 이 전압은 트랜지스터(142,146)에 의해 형성된 
인버터의 한계 전압 이상인데, 인버터의 한계 전압은 약 2.15V이다. 결과적으로, 인버터는 트랜지스터
(150)의 게이트를 OV로 구동한다. 트랜지스터(150)는 턴온되어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를 EXTVDD로 풀-
업한다. 트랜지스터(134)가 완전히 턴온되어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 소모를 감소시킨다. 트랜지스터
(142)의 게이트는 또한  EXTVDD에 있으므로 트랜지스터를 완전히 오프시키고, 따라서, 전력 소모를 더욱 
감소시킨다.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134)가  VDDI-VTN  이상으로  끌어올려지는  즉시, 트랜지스터(130) 가 
턴오프되어 트랜지스(134)의 게이트를 NAND 게이트(126)로부터 격리시킨다. 그러므로, 트랜지스터(130)는 
NAND 게이트(126)를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상의 고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로
부터 NAND게이트(126)를 통하여 내부 전원(VDDI)으로의 전하 누설을 방지한다.

NAND 게이트(126)가 접지 전압으로 그것의 출력부를 구동하는 경우, 트랜지스터(130)는 온되어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상에 접지 전압을 제공한다. 트랜지스터(142, 146)에 의해 형성된 인버터가 트
랜지스터(150)의 게이트를 EXTVDD로 구동하여 그 트랜지스터를 오프시킨다.

데이터 입력 단자(A)는 NOR 게이트(156)의 하나의 입력부에 연결되며, 인에이블 단자(EN)는 인버
터(160)를 통해서 NOR 게이트(156)의 다른 입력부에 연결된다. NOR 게이트(156)와 인버터(160)는 내부 전
압 (VDDI)으로 전력을 공급받는다. NOR 게이트(156)의 출력은 NMOS 풀-다운 트랜지스터(164)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164)의 소오스는 접지부에 연결되고, 드레인은 입력/출력 단자(YIO)에 연결된다.

버퍼(110)의 모든 NMOS 트랜지스터 백게이트들은 접지부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142, 150, 13
4)를 제외한 모든 PMOS 트랜지스터의 백게이트는 VDDI에 연결된다.

인에이블 단자(EN)가 고레벨(high)이면, 논리 게이트(126, 156)는 각기 데이터 입력 단자(A) 상
의 신호를 반전한다. 단자(A)가 고레벨이면, 트랜지스터(134)는 온이고 트랜지스터(164)는 오프이다. 트
랜지스터(134)는 단자(YIO)상의 전압(EXTVDD)을 구동한다.

단자(A)가 저레벨(low)이면, 트랜지스터(164)는 온이고 트랜지스터(134)는 오프이다. 트랜지스터
(164)는 단자(YIO)를 접지로 되게한다.

인에이블 단자(EN)가 저레벨이면, 트랜지스터(134, 164)는 오프이다. 그러므로, 출력 드라이버
(114)는 디스에이블된다. 입력 버퍼(118)는 단자(YIO)  상의 0-또는-EXTVDD  전압을 단자(Y)상의 0-또는-
VDDI 전압으로 변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입력 버퍼(118)는 전압(VDDI)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는 인버터(170,174)를 포함
한다. 인버터(170)는 단자(YIO)상의 0-또는-EXTVDD 전압을 단자(Y)상의 0-또는-VDDI 전압으로 변환한다. 
인버터(174)는 그것의 입력부상의 신호를 반전하여 단자(Y)상에 0-또는-VDDI 전압을 제공한다.

제 2 도의 입력/출력 버퍼(210)는 버퍼(110)와 유사하다. 버퍼(210)는 추가로 부트스트랩 회로
(214)를 포함하여, NOR 게이트(156)가 내부의 고레벨 VDDI를 제공할 때 트랜지스터(164)의 게이트상의 전
압을 외부 공급 전압(EXTVDD)으로 풀-업한다. 트랜지스터(164)의 게이트를 고전압 EXTVDD로 풀-업하면 드
라이버 풀-다운 전류 및 전력이 상승하게 된다. 트랜지스터(164)의 게이트가 풀업되면, NMOS 트랜지스터
(218)가 트랜지스터(164)의 게이트를 트랜지스터(130)와 유사하게 NOR 게이트(158)로부터 격리시킨다.

제 3 도의 입력/출력 버퍼(310)는 내부 공급 전압(VDDI)이 외부 공급 전압(EXTVDD)보다 높을수 
있는 시스템에 적합하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버퍼(310)의 경우, 내부 공급 전압(VDDI)이 외부 공급 
전압(EXTVDD)보다 높거나, 낮거나 혹은 같을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버퍼(310)를 내장하는 모듈(도시안됨)은 2 개의 전력 핀을 갖는 직접회로
내에 형성된다. 하나의 전력핀은 전압(VDDI)을 받고, 다른 전력 핀은(EXTVDD)을 받는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그 모듈은 VDDI = 3.3V 및 EXTVDD = 5.0V에서, VDDI = 5.0V 및 EXTVDD = 3.3V에서,VDDI = EXTVDD 
= 3.3에서, 그리고 VDDI = EXTVDD = 5.0V에서 작동할수 있다.

NAND 게이트(126), NOR 게이트(156), 인버터(160), 풀-업 트랜지스터(134) 및 풀-다운 트랜지스
터(164)는 버퍼(110)에 유사하게 연결된다. 부트스트랩 회로(138) 및 트랜지스터(130)는 또한 버퍼(110)
의 그것과 유사하다. 트랜지스터(130)의 게이트는 VDDI, EXTVDD 중 가장 작은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전압
(VG)을  제공하는  회로에  의해  구동된다.  회로(326)는  소오스가  트랜지스터(130)의  게이트에  연결되는 
NMOS  트랜지스터(330,  334)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330)의 게이트와 트랜지스터(334)의 드레인은 전압
(EXTVDD)  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30)의 드레인과 트랜지스터(334)의 게이트 전압(VDDI)에 연결된다. 
ADDI = 5.0V 이고 EXTVDD = 3.3V이면, 트랜지스터(334)는 트랜지스터(130)의 게이트를 같은 전압 (VG = 
3.3V)으로 충전시킨다. VDDI = EXTVDD 이면, 트랜지스터(330, 334)가 트랜지스터(130)의 게이트를 VG = 
VDDI - VTN으로 충전시킨다.

10-3

1019950705544



NAND 게이트(126)가 내부의 고레벨 전압(VDDI)으로 그것의 출력부를 구동하면, 트랜지스터(130)
가 풀-업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를 전압(VG-VTN)으로 충전시킨다. 이 전압은 트랜지스터(142, 146)에 
의해  형성된  인버터의  한계전압  이상이다.  그러므로,  트랜지스터(150)는  온으로되어  트랜지스터(134, 
142)의  게이트를  EXTVDDDD로  충전시킨다.  EXTVDD는  VG보다  크거나  그것과  같으며,  따라서 트랜지스터
(130)는 오프된다.

인에이블 단자(EN)가 저레벨이면, 트랜지스터(134, 164)는 오프된다. 드라이버 회보(114)는 입력
/출력 단자(YIO)를 3상태화 한다. 입력버퍼(118)는 단자(YIO)상의 0-또는-EXTVDD 신호를 단자 (Y)상의 0-
또는-VDDI 신호로 변환한다.

특히, 트랜지스터(350, 354)에 의해 형성된 인버터는 단자(YIO) 상의 신호를 증폭하여 NMOS 트랜
지스터(358)의 소오스/드레인 단자(358.1)상에 0-또는-EXTVDD 전압을 제공한다. 트랜지스터(350)의 NMOS 
소오스오라 백게이트는 외부 공급 및 단자(YIO)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54)의 소오스는 접지부에 연결
된다. 트랜지스터(350, 354)의 드레인들은 트랜지스터(358)의 소오스/드레인 단자(358.1)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58)의 게이트는 회로(326)와 유사한 회로(362)의 출력부에 연결된다. 회로(362)는 
NMOS 트랜지스터(366, 370)에 의해 형성된다. 회로(362)는 전압(VG)으로 트랜지스터(358)의 게이트를 구
동한다. 그러므로, 소오스/드레인 단자(358.1) 상의 전압이 OV에서 EXTVDD 사이로 변화함에 따라 트랜지
스터(358)의 다른 소오스/드레인 단자(358.2)상의 전압은 OV 내지 VG-VTN 사이로 변화한다.

부트스트랩 회로(374)는 단자(358.2) 상의 전압을 VDDI 로 끌어올린다. 회로(374)는 내부 전압
(VDDI)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는 인버터(378)를 포함한다. 인버터(378)의 입력은 단자(358.2)에 연결되고, 
출력은 PMOS 트랜지스터(382)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82)의 소오스와 백게이트는 전압(VDDI)
에 연결된다. 드레인은 단자(358.2)에 연결된다. 단자(358.2)상의 전압이 VG-VTN인 경우, 인버터(378)의 
출력은  VG-VTN이  인버터  한계전압  이상이기  때문에  OV이다.  트랜지스터(382)는  단자(358.2)를 단자
(358.1)로부터 격리시킨다. CMOS 인버터(378)d에서의 전력 소비는 0으로까지 떨어진다.

단자(358.2)는 PMOS 트랜지스터(386)와 NMOS 트랜지스터(390)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
(386)의 소오스와 백게이트는 전압(VDDI)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90)의 소오스는 접지부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86, 390)의 드레인은 단자(Y)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86, 390)에 의해 형성된 인버터는 단
자(358.2) 상의 신호를 반전한다. 단자(358.2)가 VDDI에 있는 경우, 인버터는 단자(Y)상에 OV 신호를 제
공한다.

단자(YIO)상의 전압이 EXTVDD인 경우, 단자(358.1)상의 전압은 OV이다. 트랜지스터(358)가 온상
태로되어 단자(358.2)를 OV로 풀다운시킨다. 인버터(378)는 트랜지스터(382)의 게이트에 전압(VDDI)을 공
급하여 그 트랜지스터를 오프시킨다. 트랜지스터(386, 390)에 의해 형성된 인버터는 전압(VDDI)으로 단자
(Y)를 구동한다.

제 4 도의 입력/출력 버퍼(410)는 단자(YIO)상의 전압이 EXTVDD를 초과할때 단자(YIO)로부터 외
부 전압 공급원(EXTVDD)으로 전하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전압 보호회로에 버퍼(310)를 합체한 회로
를 포함한다. 단자(YIO)상의 전압은, 예를들면 드라이버(114)가 인에이블되고 다른 한 모듈(도시안됨)이 
EXTVDD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버스를  구동하는  경우,  EXTVDD를  초과할수  있다.  단자(YIO)상의  전압은 
또한, 전력을 절감하거나 혹은 모듈을 교체하기 위하여 버퍼(410)를 내장하는 모듈의 전력이 차단되는 반
면 그 시스템의 다른 모듈들은 작동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EXTVDD를 초과할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
서는, 모듈의 전력이 차단되면 EXTVDD는 OV에 세트된다.

버퍼(410)에 있어서, NAND 게이트(126), NOR 게이트(156), 임버터(160), 회로(326, 138), 풀-다
운 트랜지스터(164) 및 입력 버퍼(118)는 버퍼(310)의 그것과 유사하다. 버퍼(310)의 소오스/드레인 단자
(130.2)에  연결된다.  단자(130.2)는  NMOS  트랜지스터(418)를  통해서,  그리고 병렬로,  PMOS 트랜지스터
(422)를 통해서 풀-업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418)의 게이트는 외부 공급전압
(EXTVDD)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422)의 게이트는 노드(GYIO)에 연결되며, 노드(GYIO)는 PMOS 트랜지스
터(426)를  통해서,  그리고  병렬로  NMOS  트랜지스터(430)를  통해서  단자(YIO)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
(426, 430)의 게이트는 EXTVDD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426)의 백게이트는 단자(YIO)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는 PMOS 트랜지스터(434)의 소오스/드레인 단자(434.1)에 연결되고, 트
랜지스터(434)의 게이트는 EXTVDD에 연결된다. 백게이트는 PMOS 트랜지스터(438, 442)에 의해 형성된 비
교기의 출력부의 노드(CMP)에 연결되는 트랜지스터 소오스/드레인 단자(434.2)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
(438)의 소오스는 EXTVDD에 연결되고 게이트는 노드(GYIO)에 연결된다. 백게이트와 드레인은 노드(CMP)에 
연결되며, 트랜지스터(442)의 소오스는 단자(YIO)에 연결된다. 게이트는 EXTVDD에 연결되고, 백게이트와 
드레인은 노드(CMP)에 연결된다.

드라이버(114)가 디스에이블되고, 단자(YIO) 상의 전압(VYIO)이 EXTVDD *｜VTP｜를 초과하면, 트
랜지스터(442, 434)는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와 백게이트상의 전압을 VYIO에 유지하며, 따라서, 트랜
지스터(134)를 통해서 외부 전압공급원(EXTVDD)으로 전하가 누설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 5 도를 참고로 
트랜지스터들(438, 442, 434)의 동작을 설명한다. 제 5 도는 전압 VYIO 대 각각의 노드(GYIO, CMP)상의 
전압(VGYIO, VCMP)을 예시한다. 전압(VGYIO)은 파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VYIO가 EXTVDD-VTN 미만이면, 트
랜지스터(430)가 노드(GYIO)를 전압(VYIO)으로 충전시킨다. VTIO가 EXTVDD-VTN을 초과하는 경우, 트랜지
스터(430)는 노드(GYIO)를 EXTVDD-VTN 으로 충전시킨다. VYIO가 EXTVDD + ｜VTP｜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 트랜지스터(426)가 온으로되어 노드(GYIO)를 VYIO로 충전시킨다.

전압(VYIO)이 EXTVDD + ｜VTP｜미만인 경우, 전압(VGYIO)도 또한 EXTVDD - ｜VTP｜미만이다. 그
러므로, 트랜지스터(438)가 온으로되어 노드(CMP)를 EXTVDD로 충전시킨다. 전압(VYIO)이 EXTVDD - ｜VTP
｜와 EXTVDD + ｜VTP｜사이이면 트랜지스터(438)의 게이트-소오스 전압은 -VTN으로서 한계전압(VTP) 이상
이다. 그러나, -VTN 이 VTP에 근접하으모, 트랜지스터(438)를 통한 한계치 미만(suvthreshold)의 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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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캐패시턴스의 노드(CMP)를 EXTVDD로 충전시키기에 충분하다.

트랜지스터(438, 134)의 소오스/백게이트 다이오드는 노드(CMP)를 전압 (EXTVDD - VD)(여기에서, 
VD는 순방향 다이오드 강하 전압(몇몇 실시예에서는 0.65V)이다)으로 충전시키는데 조력한다. 트랜지스터
(442)의 소오스/백게이트 다이오드는 노드(CMP)를 전압(VYIO-VD)으로 충전시키는데 조력한다.

전압(VYIO)이 EXTVDD + ｜VTP｜에 접근함에 따라, 트랜지스터(426)를 통과하는 한계치 미만의 전
류가 노드(GYIO)를 풀업시켜 트랜지스터(438)플 통과하는 전류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트랜지스
터(442)를 통과하는 한계치 미만의 전류는 상승된다. 전압(VYIO)이 EXTEND + ｜VTP｜에 도달하거나 그것
을 초과하는 경우, 트랜지스터(442)가 온으로 되어 노드(CMP)를 전압(VYIO)으로 충전시킨다.

인에이블 단자(EN)가 저레벨로 구동되어 드라이버클 디스에이블시키면, 회로(138)는 노드(130.
2)를 EXTVDD로 충전시킨다. 트랜지스터(418)는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를 EXTVDD - VTN으로 
충전시킨다. 전압(VYIO)이 EXTVDD - ｜VTP｜미만이면, 전압(VGYIO)도 EXTVDD - ｜VTP｜미만이며, 트랜지
스터(422)가 온으로되어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를 EXTVDD 로 충전시킨다. 전압(VYIO)이 EXTVDD - ｜
VTP｜와 EXTVDD + ｜VTP｜사이이면 트랜지스터(422)는, VGYIO = EXTVDD - VTN 이고 VTN 이   ｜VTP｜보다 
작기때문에, 한계치 미만의 영역에 있다. 단자(422.1)와 트랜지스터(422)를 통한 한계치 미만의 전류가 
트랜지스터(134)의 낮은 캐패시턴스의 게이트를 EXTVDD로 충전시킨다.

트랜지스터(418)는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를 전압(EXTVDD - VTN)으로 충전시키는데 조력한다. 
단자(422.1)  및  트랜지스터(422)의  백게이트에  의해  형성된  다이오드는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를 
EXTVDD - VD로 충전시키는데 조력한다.

전압(VYIO)이 EXTVDD + ｜VTP｜ 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초과하면, 풀-업 트랜지스터(134)를 통한 
도통은 다음과 같이 억제된다. 노드(CMP)상의 전압은 VYIO와 같게된다. 결국, 트랜지스터(434)가 온으로
되어 트랜지스터(134)를 통한 전계효과 도통이 억제된다. 트랜지스터(134)의 백게이트는 또한 전압(VYI
O)에 있다. 따라서, 드레인/백게이트 다이오드 도통도 억제된다.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 전압은 EXTVDD 보다 더 크기때문에, 트랜지스터(418)는 오프된다. 트
랜지스터(422)의 게이트 전압(VGYIO)은 단자(422.2)상의 전압(VYIO)과 같으며, 따라서, 트랜지스터(422)
도 또한 오프된다. 그러므로, 트랜지스터(418, 422)는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를 단자(130.2)로부터 격
리시킨다.

버퍼(410)을 내장하는 모듈의 전력이 차단되어 EXTVDD 가 OV인 경우, 희로 동작은 단자(YIO)에서 
EXTVDD로의 누설을 방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인에이블 단자(EN)가 고레벨인 경우, 버퍼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데이타 입력 단자(A)가 고레
벨이면, 단자(130.2)는 OV이다. 트랜지스터(418)가 온되어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를 OV로 풀다운시킨
다. 트랜지스터(134)가 온되어 단자(YIO)를 EXTVDD로 충전시킨다.

데이타 입력단자(A)가 저레벨로 되면, 단자(130.2)는 EXTVDD로 충전된다. 트랜지스터(418)가 트
랜지스터(134)의 게이트를 EXTVDD - VTN 으로 충전시킨다. 단자(YIO)가 트랜지스터(164)d 의해 풀다운되
기전에, 트랜지스터(430)는 노드(GYIO)를 전압(EXTVDD  -  VTN)으로 유지한다. 트랜지스터 게이트-소오스 
전압이 VTP에 근접하단?? 사실에 기인하며, 또한, 단자(422.1) 및 트랜지스터(422) 의 백게이트에 의해 
형성된  다이오드에  기인한  트랜지스터(422)를  통한  전하누설은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상의  전압을 
EXTVDD 로 풀업시키는데 조력한다. 더우기,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상의 전압을 풀업시킴에 따라, 단자
(GYIO)상의 전압이 강하하여 트랜지스터(422)를 완전히 온시킨다. 트랜지스터(134)의 게이트는 EXTVDD로 
충전되어 트랜지스터(1340를 턴오프시킨다. 

몇몇 실시예에서, 회로(326)의 각각의 N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폭/길이 치수는 10㎛/1㎛이다. 제 
4 도의 버퍼(118)에 있어서, 회로(362)(제4도에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제 3도에는 도시됨0의 각각의 NMOS 
트랜지스터의 채널 폭/길이 치수도 또한 10㎛/1㎛이다. 트랜지스터(358)(제 3 도에서 도시됨)의 채널 폭/
길이 치수는 40㎛/1㎛이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버퍼(40)는  또한  제  2도에서처럼  부트스트랩  회로(214)와 트랜지스터
(218)를 포함한다. 회로(214)는 전압(VDDI, EXTVDD) 중 최대의 것과 같은 전압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어 
버퍼(410) 내의 풀-다운 전류 및 전력을 상승시킨다.

트랜지스터(438, 442, 434, 418, 422, 426, 430)를 포함하는 과전압 보호회로는 VDDI = EXTVDD에
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따라서, 전압 변환회로를 구비하지않는 드라이버에 적합하다. 특히, 몇몇 실시
예에 있어서, 트랜지스터(130), 회로(326) 및 부트스트랩 회로(138)이 제거된다. NAND게이트(126)의 출력
은 각각의 트랜지스터(418, 422)의 하나의 소오스/드레인 단자에 직접 연결된다. 드라이버(114)가 디스에
이블되고 다른 모듈(도시안됨)이 EXTVDD를 초과흔 전압으로 버스를 구동하면, 과전압 보호회로는 전술된 
바와같이 단자(YIO)로부터 전압 공급원(EXTVDD)으로의 전하누설을 방지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을 전술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했으나,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른 실시에 
및 변형예가 가능하다. 특히, 본 발명은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나 한게 전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출력용으로 적합한바, 즉, 몇몇 실시예에서는 입력 버퍼(118)가 제거되어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출력 드라이버(114)가 제거되어 있는 버퍼에도 적합하다. 본 발명은 특정 전압 값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VDDI는 음(-)이다. 몇몇 실시예에서는 무접지 기준전압이 사용된다. 본 발명
은 특정의 제조 기술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몇몇 실시에에서는, 본 발명이 N 엘 CMOS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바, 그 기술에서 회로는 P - 도프된 기판상에 형성되고, PMOS 트랜지스터는 하나 이상
의 N 웰에 형성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P 웰 기술 혹은 이중 터브(twin tub)기술이 사용된다. 몇몇 실
시예에서는, 전체 입력/출력 버퍼가 집적되는 반면, 다른 실시예에서 개별 구성요소들이 사용된다.

몇몇 실시예에서는 버스가 하나이상의 모듈과 함께 집적되나, 다른 실시에에서는 버스가 집적되
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 및 변형예는 후술하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규정되는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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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압 레벨(V1) 혹은 기준 전압 레벨(VREF)을 선택적으로 갖는 신호(S1)를 전압 레벨(V2) 또는 상
기 전압 레벨(VREF)을 선택적으로 갖는 신호(S2)로 변환하는 회로에 있어서,

상기 신호 (S1)를 수신하는 단자 (T1);

상기 신호 (S2)를 수신하는 단자 (T2);

상기 단자들(T1, T2) 사이에 연결된 트랜지스터(TR1)로서, 상기 단자(T1) 상의 전압이 VREF 일 
때 상기 트랜지스터(TR1)가 상기 단자(T2)를 상기 전압(VREF)으로 충전시키고, 상기 단자(T1) 상의 전압
이 V1 일때 상기 트랜지스터(TR1)가 상기 단자(T2)를 VREF 와 V2 사이의 전압(V1)으로 충전시키도록 연결
된 트랜지스터(TR1);

전압 (V2)와 단자 (T2) 사이에 연결되는 회로 (C1);

상기 단자 (T2)상의 전압이 VI 이거나 VI 보다 V2에 더 근접한 경우 상기 회로 (C1)가 상기 단자
(T20와 상기 전압(V2) 사이에 도전경로를 제공하고, 상기 단자(T2) 상의 전압이 VREF 일때는 상기 회로
(C1)가 상기 단자(T2)와 상기 전압 (V2) 사이의 도전경로를 차단하도록, 상기 단자(T2) 상의 전압에 응답
하여 상기 회로(C1)를 제어하는 수단; 및

상기 트랜지스터(TR1)의 게이트를, 크기에 있어서 상기 전압(V1) 및 상기 전압(V2)을 초과하지 
않는 전압에 접속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접속하는 수단은,

트랜지스터(TR1)의 게이트를 상기 전압(V1)에 접속하는 제 1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TR2)의 게이트를 상기 전압(V2)에 접속하는 제 2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상기 전압 (V2)에 접속하는 수단; 및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상기 전압 (V1)에 접속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변환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V2가 크기에 있어서 V1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환회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회로가, 상기 전압(V1)을 수신하는 핀과 상기 전압(V2)을 수신하는 
핀을 더 포함하는 집적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환회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회로가, 출력 드라이버이며, 

출력단자;

상기 출력 단자를 상기 전압(V2)에 접속하는 트랜지스터(TR3); 및

상기 트랜지스터(TR3)의 게이트를 상기 단자(T2)에 접속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환회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회로가, 입력 버퍼이며, 

입력신호를 수신하는 단자;

상기 입력 신호에 따라 전압(VREF 또는 V1)으로 상기 단자(T1)를 구동하는 제 1 드라이버;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신호를 제공하는 단자(T3); 및

단자(T2) 상의 전압에 따라 전압(VREF 또는 V2)으로 상기 단자(T3)를 구동하는 제 2 드라이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환회로.

청구항 6 

선택적으로 전압 레벨(V1) 또는 기준전압 레벨(VREF)을 갖는 신호(S1)를, 선택적으로 전압 레벨
(V2) 또는 상기 전압 레벨(VREF)을 갖는 신호(S2)로 변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자(T1) 상에서, 상기 신호 (S1)의 전압 레벨을 지시하는 전압을 수신하는단계;

상기 단자 (T1) 상의 전압이 VREF 이면, 상기 단자 (T2) 상의 전압을 신호 (S2)로서 제공하는 단
계;

상기 단자 (T1) 상의 전압이 상기 신호 (S1)의 전압이 V1 이라는 것을 지시하면, 상기 단자(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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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전압을 반전시키고 전압 레벨(VREF 또는 V2)을 갖는 반전된 신호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반전된 신호를, 전압(V2)과 단자(T2) 사이에 연결된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공급하는 
단계로서, 상기 반전된 신호 전압이 VREF 이면 상기 제 1 트랜지스터가 턴온되고, 반전된 신호 전압이 
VREF 이면 상기 제 1 트랜지스터가 턴오프되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단자 (T2) 상의 전압을 상기 신호 (S2)로서 제공하고, 상기 단자 (T2) 상의 전압이 V2 일 
때, 크기에 있어서 전압(V1) 및 전압(V2)를 초과하지 않는 전압 (VG)를 상기 단자(T1) 및 단자(T2) 사이
에 접속된 제 2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인가함에 의하여, 상기 단자 (T2)를 상기 신호 (S1)로부터 격리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전압(VG)는, 상기 전압(V1)에 사기 제 2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접속시키는 제 3 트랜지스
터의 게이트 상기 전압(V2)를 인가함에 의하여, 그리고, 상기 전압(V2)에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를 접속시키는 제 4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상기 전압(V1)을 인가함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V1가 크기에 있어서 V2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환회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V1가 크기에 있어서 V2 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
환회로.

청구항 9 

입력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단자에 연결되고, 노드 신호를 공급하기 위한 노드에 연결된 전압 
레벨 시프트 회로로서, 상기 입력신호는 제 1 전압원 및 기준 전압원으로부터 선택적으로 공급되고, 상기 
노드 신호는 제 2 전압원 및 기준 전??압원으로부터, 입력 신호의 함수로서 선택적으로 공급되는 전압 레
벨 신프트 회로에 있어서,

상기 입력 단자 및 상기 노드 사이에 연결된 제 1 트랜지스터로서, 상기 입력 단자상의 전압이 
상기 기준 전압원으로부터 공급되는 때에는, 상기 제 1 트랜지스터가 상기 노드를 상기 기준 전압원 전압
으로 충전시키고, 상기 노드 상의 전압이 제 1 전압원으로부터 공급되는 때에는, 상기 제 1 트랜지스터가 
상기 기준 전압원 전압 및 상기 제 2 전압원 전압 사이의 가변 전압으로 상기 노드를 충전시키도록 연결
된 제 1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전압원 및 상기 노드 사이에 연결된 전압 선택 회로;

상기 전압 선택 회로에 연결되고, 상기 노드 상의 전압에 반응하는 제어 회로로서, 상기 노드 상
의 전압이 가변 전압, 또는 상기 가변 전압보다는 제 2 전압원 전압에 더 근접할 때에는, 상기 전압 선택 
회로가 상기 노드를 상기 제 2 전압원에 연결시키고, 상기 노드 상의 전압이 기준 전압원 전압일 때에는, 
t아기 전압 선택 회로가 상기 노드를 상기 제 2 전압원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제어 회로; 및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상기 제 1 전압원 전압 및 제 2 전압원 전압의 크리글 초과하
지 않는 전압에 연결시키는 전압 격리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전압 격리 회로는;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제 1 전압원에 선택적으로 연결시키며, 상기 제 2 전압원에 연
결된 게이트를 구비한 제 2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제 2 전압원에 선택적으로 연결시키며, 상기 제 1 전압원에 연
결된 게이트를 구비한 제 3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레벨 시프트 회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압원 전압의 크기가 상기 제 1 전압원 전압의 크기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레벨 시프트 회로.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압원 전압의 크기가 상기 제 1 전압원 전압의 크기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레벨 시프트 회로.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압원 전압의 크기가 상기 제 1 전압원 전압의 크기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레벨 시프트 회로.

청구항 13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는, 상기 제 1 전압원에 접속가능한 제 1 핀 및 상기 제 2 전압원에 
접속가능한 제 2 핀을 더 포함하는 집적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레벨 시프트 회로.

청구항 14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는, 출력 드라이버이며;출력단자;

출력 단자;

10-7

1019950705544



상기 출력 단자를 제 2 전압원에 선택적으로 연결시키며, 상기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를 구비한 
제 4 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레벨 시프트 회로.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는, 입력 버퍼이며, 

입력신호를 수신하는 단자;

상기 입력 신호에 따라서, 전압(VREF 또는 V1)으로 상기 단자(T1)를 구동하는 제 1 드라이버;

상기 입력 버퍼로부터 신호를 제공하는 단자(T3); 및

단자(T2) 상의 전압에 따라 전압(VREF 또는 V2)으로 상기 단자(T3)를 구동하는 제 2 드라이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환회로.

요약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예컨대, 3.3V 전압을 5.0V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압 변환기가 제공된
다. 3.3V 전압은 NMOS 트랜지스터(130)의 소오스/드레인 단자(N1) 상에 수신된다. 상기 트랜지스터의 게
이트는 3.3V이다. 트랜지스터(130)의 다른 소오스/드레인 단자(N2)는 5.0V로 전력을 공급하는 CMOS 인버
터(138)의 입력부에 연결된다. 인버터의 출력부튼 5.0V와 단자(N2) 사이에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의 게
이트에 연결된다. PMOS 트랜지스터는 단자(N1)가 3.3V에 있을때 단자(N2)를 5.0V로 끌어올린다. 같은 변
환기는, 인버터가 3.3V로 전력을 공급받고 PMOS 트랜지스터가 3.3V와 단자 (N2) 사이에 연결되면, 단자 
(N1)상의 5.5V 전압을 단자 (N2) 상의 3.3V로 변환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출력 단자에 연결된 버스상의 전압이 전원 전압을 초과할때 전압 보호회로가 드라이버 출
력 단자로부터 드라이버의 전원으로의 전하 누설을 방지하는 출력 드라이버가 제공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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