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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데이타 바이트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변환 제어된 DC 밸런스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각 데이
타 바이트의 비트는 각 바이트의 로직 변환의 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상보되어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을 생성
한다. 다음에 미리 문자로 인코드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 각각 내에 포함된 다른 형태의 로직 값들 사이
의 누적 디스패리티 (disparity)가 결정된다. 부가하여,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중 인코드되고 있는 현재 블럭
에 관련된 후보 문자의 현재 디스패리티가 또한 결정된다. 후보 문자는 현재 디스패리티가 누적 디스패리티의 제1 극성
과 반대의 극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중 현재의 것에 할당된다. 다르게는, 후보 문자의 보
수는 현재의 디스패리티가 제1 극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중 현재의 블럭에 할당된다. 고
속 동작 모드에서는, 최소 개수 이하의 로직 변환을 포함하는 데이타 블럭 내의 비트가 선택적으로 상보되어 이러한 선
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 각각은 최소 개수를 초과하는 로직 변환을 포함한다. 저속 동작 모드에서는, 소정 개수 이
상의 로직 변환을 갖는 데이타 블럭 내의 비트가 선택적으로 상보되어 이러한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 각각은 
최대 개수 이하의 로직 변환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DC-밸런스 인코더, 누적 디스패리티, 시리얼라이저, 직렬 데이타 링크, 디시리얼라이저, 디코더, 디코더 동기 모듈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고속 디지탈 전송 시스템 내에서 실행되는 본 발명의 DC-밸런스 인코딩 시스템을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도 2는 데이타 플로우 챠트의 형태로 본 발명의 DC-밸런스 인코더의 전체 기능 구성도이다.

도 3은 도 1의 전송 시스템 내에 포함되는 디코더의 블럭 개략도이다.

도 4는 도 3의 디코더의 교호 바이트 반전 디코더 모듈의 랜덤 로직 실행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3의 디코더에 따라 동작하는 디코더 동기화 모듈에 의해 실행되는 동기화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 챠트도이
다.

도 6은 고속 변환 모드 동작 동안 디코더 동기화 모듈에 의해 실행되는 동기화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 챠트도이다.

도 7a, 도 7b 및 도 7c는 인코더의 실행예의 개략 대표도이다.

도 8a 및 도 8b는 디코더 동기화 모듈의 바람직한 실행의 개략 대표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디지탈 전송 시스템

18: DC-밸런스 인코더

26: 시리얼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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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직렬 데이타 링크

34: 디시리얼라이저

44: 디코더

114: 디코더 동기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전송 시스템의 코딩 스킴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속 바이트 동기화로 신속한 디코딩의 초기화를 가능
하게 하는 DC-밸런스된 변환 제어 코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전자 및 컴퓨터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접하여 위치되거나 멀리 떨어져 위치되어 있는 여러 장치 간의 정보 통신이 점
점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로 보드 상의 여러 칩 간, 시스템의 여러 회로 보드 간, 및 여러 시스템들 서로 간에 
고속 통신을 제공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더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고속 통신은 그래픽 정보 또는 비디오 
정보, 복수의 입출력 채널, 근거리 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데이타 소모성 시스템에서의 데이타 통신에 대량의 데이타가 
필요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점점 더 요망되고 있다.
    

    
특히 병렬 데이타 버스를 이용하여 통상 내부에서 데이타가 전달되게 되는 개별적인 퍼스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또
는 그 외 연산 장치가 비교적 단순한 전송 라인을 통해 서로 통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전송 라인은, 현재 
통상 상용되고 있는 연산 시스템 내에 64비트 이상의 넓은 데이타 경로를 포함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
의 도체만을 포함한다. 디지탈 카메라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으로의 고속 비디오 입력의 경우에서나, 컴퓨터 디스플레이
에의 비디오 데이타 전송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상호 간섭 인터페이스가 통상 이러한 병렬 데이타 경로를 이용하고 있
다. 이러한 상호 간섭 시스템의 필수 대역폭은 디스플레이 해상도의 증가 결과로서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전송 라인 노이즈 뿐만 아니라 전자기 간섭 (EM)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안전도나 신뢰도에 대한 관심을 증
가시키게 된다. 부가하여, 개발된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에 필요한 신호와 데이타 라인수가 증가할수록 상호 간섭의 위
험은 더욱 커진다.
    

병렬 데이타의 직렬 형태로의 고속 전환 및 직렬 링크를 통한 전송을 제공하는 다수의 제품들이 상용되고 있다. 휴렛팩
커드사의 G 링크 칩 세트가 이러한 제품 중 하나이다. 이 칩 세트는 전송기 세트를 포함하며 21비트 폭의 병렬 데이타
를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속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칩 세트는 바이폴라 처리를 사용하여 제조되며, 수신기
와 전송기는 별개의 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해결책은 고전력이 소모되며 값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해결책으로는 프랑스의 불 (Bull)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불 기술은 병렬에서 직렬 데이타로의 전환을 위해 주파
수 체배기를 이용한다. 이 소자는 통상 실리콘 기판에 노이즈를 유입하여 칩상의 다른 체배기와 간섭하게 된다. 또한, 
불 기술은 병렬에서 직렬로의 전환을 위해 배타적 OR를 사용한다. 이 배타적 OR의 이용은 공지되어 있으며, 또한 이 
소자의 모든 경로를 통해 지연을 이퀄라이즈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가하여, 불 기술은 전 로직 스윙을 갖는 출력 
신호를 사용한다. 이 결과는 성능의 저속을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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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링크를 통한 전송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기술이 있다. 예를 들어, 전송 코드는 전송된 직렬 데이타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변경하는 데에 이용되어 클럭 복원를 용이하게 하며 AC 커플링을 가능하게 한다. 각 전송 코드는 통상 데이
타 알파벳 내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 문자를 사용하여 연산 동기화, 프레임 디리미팅(delimiting)에 사용되며 진단의 목
적을 위해서도 가능하게 사용된다. 전송 매체를 통한 전파 동안에 발생하는 신호 왜곡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
송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코딩을 이용할 수 있다. 와이어 링크의 경우, 구동기 및 수신기 회로를 전송 라인으로부터 DC 
분리하기 위해서는 DC가 없고 저 주파수 내용이 거의 없는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디코딩 중에 클럭 
정보의 추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인코드된 데이타로 클럭 정보를 인코드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코딩 시스템이 배치
되어야 한다. 이것은 디코딩 중에 복원된 클럭 정보가 대신 수신기 회로에 의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클럭 라인
을 통해 별개의 클럭 신호를 제공할 필요를 없애 준다.
    

    
단거리 통신망(LAN) 내에서는, 여러 길이의 문자를 더 긴 길이의 문자로 변환하기 위한 전송 코딩 스킴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3 비트의 워드가 4비트의 문자로 변환(3B/4B)될 수 있으며, 4비트의 워드는 5비트의 문자로 변환(4B/5B)
될 수 있는 등이다. 통상, 코딩 및 디코딩은 각 문자가 대응하는 문자로 매핑(mapping)되는 '키'를 이용하여 성취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매핑 스킴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랜덤 로직의 이용을 배재하게 되며, 룩업 테이블 등을 포
함하는 실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ROM을 사용하여 실현되는 룩업 테이블이 유효 칩 영역을 소모하며 회
로 동작이 저속화되는 경향이 있어 단점이 많다.
    

특정 8B/10B 코딩 스킴이 미국 특허 번호 4,486,739에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진 DC 밸런스 코드와 이와 관련되는 
인코더 회로는 전송을 위해 8비트의 바이트 정보를 10개의 이진 디지트로 전환하도록 동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B/10B 코더는 5B/6B와 3B/4B 코더로 구획된다. 이 시스템은 표면상 DC 밸런스 인코딩을 용이하게는 하지만, 비교적 
길이가 긴 인코딩 및 디코딩 간격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직렬 데이타 전송을 촉진하도록 하는 코딩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매우 고속인 직렬 데이타 전송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코딩 스킴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코딩 스킴은 AC 커플링 및 클럭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또한 DC 밸런스되어야 한다. 부가하여, 디코딩 중에 신속한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여 실시간 데이타 전달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는 코딩 스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명의 요약

    
일 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데이타 바이트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변환 제어된 DC 밸런스 문자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련된 것이다. 각 데이타 바이트의 비트는 각 데이타 바이트의 로직 변환의 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상
보되어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을 생성한다. 다음에 미리 문자로 인코드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 
각각 내에 포함된 다른 형태의 로직 값들 사이의 누적 디스패리티 (disparity)가 결정된다. 부가하여, 선택적으로 상보
된 데이타 블럭중 인코드되고 있는 현재 블럭에 연관된 후보 문자의 현재 디스패리티가 또한 결정된다. 후보 문자는 현
재 디스패리티가 누적 디스패리티의 제1 극성과 반대의 극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중 현
재의 것에 할당된다. 다르게는, 후보 문자의 보수는 현재의 디스패리티가 제1 극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상
보된 데이타 블럭중 현재의 블럭에 할당된다.
    

    
고속 변환 동작 모드에서, 최소 개수 이하의 로직 변환을 포함하는 데이타 블럭 내의 비트가 선택적으로 상보되어 이들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 각각이 최소 개수를 초과하는 로직 변환을 포함하도록 한다. 저속 변환 동작 모드에서
는, 미리 정해진 개수 이상의 로직 변환을 갖는 데이타 블럭 내의 비트가 선택적으로 상보되어 이들 선택적으로 상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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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블럭 각각이 최대 개수 이하의 로직 변환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들 각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을 인코드
된 문자로 인코딩하는 고속 변환 모드와 저속 변환 모드 중에, 소정의 비트가 설정되어 선택적인 상보가 실행되었음을 
나타내도록 한다.
    

다른 형태에서, 본 발명은 고속 디지탈 신호 전송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디지탈 입력 데이타를 데이타 문자로 
인코딩하고 제어 데이타를 제어 문자로 인코딩하는 인코더를 포함한다. 각 데이타 문자는 제1 범위 내에서의 제1 복수
의 로직 변환을 포함하고, 제어 문자 각각은 제1 범위와는 다른 제2 범위 내에서의 제2 복수의 로직 변환을 갖는다. 데
이타 및 제어 문자는 직렬 데이타 스트림으로 변환되어 통신 링크를 통해 전송된다.

고속 디지탈 신호 전송 시스템은 또한 직렬 데이타 스트림을 통신 링크로부터 수신하며 이들로부터 수신된 데이타와 제
어 문자를 회수하기 위한 디시리얼라이저를 더 포함한다. 이 수신된 제어 문자는 내부에서 검출된 로직 변환의 수에 기
초하여 수신된 데이타 문자와 구별된다. 디시리얼라이저에 결합된 디코더는 수신된 데이타와 수신된 제어 문자를 디코
드하도록 작용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Ⅰ.시스템 개요

    
도 1은 고속 디지탈 전송 시스템(10) 내에서 실행되는 본 발명의 변환 제어된 DC 밸런스 인코딩 시스템을 설명하는 블
럭도이다. 도 1의 시스템(10)에서는, 병렬 데이타(14)의 8비트 바이트가 본 발명에 따라서 변환 제어된 DC 밸런스 8
B/10B 코딩을 실행하도록 동작하는 DC-밸런스 인코더(18)에 제공된다. 최종 10B 인코드된 문자(22)는 10 비트 문
자를 직렬 데이타 스트림으로 변환하도록 배치된 시리얼라이저(26)에 제공되어 직렬 데이타 링크(30) (예를 들어, 광 
섬유 케이블, 또는 꼬임 구리 쌍선)을 통해 전송되게 한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코더(18)에 의해 실
행되는 인코딩 알고리즘에 있어서 비교적 직송식인 수학적 특징은 랜덤 로직의 경제적인 고속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직렬 데이타 스트림은 디시리얼라이저(34)에 의해 직렬 데이타 링크(30)으로부터 수신되어 10비트 문자 데이타(38)
로 변환된다. 10비트 문자 데이타(38)는 다음에 디코더(44)에 의해 8비트 데이타 바이트(42)로 디코드된다. 이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인코더(18)와 디코더(44) 둘다는 실시간 데이타 처리가 가능한 단순한 디지탈 로직 회로를 사용
하여 경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Ⅱ.DC 밸런스 변환 제어된 인코딩 및 디코딩 시스템

    
인코더(18) 내에서 실행되는 8B/10B 변환 제어 코딩 스킴을 이하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변환 제어 
코드는 '대역내' 코드 문자의 고속 변환 또는 저속 변환 세트중 하나의 이용을 의도하는 것이다. 각 고속 변환 대역내 코
드 문자는 네개 이상의 로직 변환이 8비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입력 데이타 바이트로부터 유도되게 된다. 유사하게, 
각 저속 변환 대역내 코드 문자는 네 개 이하의 로직 변환이 8비트 간에 존재하고 있는 입력 데이타 바이트로부터 유도
되게 된다. 이 스킴은 258개의 8비트 SACII 코드중 128개가 네 개 이상의 로직 변환을 포함하고, 나머지 128개의 A
SCII 코드가 네 개 이하의 로직 변환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네개 이하의 로직 변환을 포함하는 128개의 8비트 코드 각각은 네 개 이상의 로직 변환을 갖는 대응하는 8비트 코드로 
매핑되거나 그 반대로 매핑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매핑은 매핑되는 각 8비트 코
드중 미리 정해진 비트를 상보하여 성취될 수 있다. 고속 변환 모드 인코딩 동안, 네개 이하의 로직 변환을 갖는 입력 
바이트 내의 비트들은 선택적으로 상보됨으로써 네 개 이상의 로직 변환을 갖는 바이트로 매핑된다. 다르게는, 저속 변
환 모드 인코딩 중에는, 네개 이상의 로직 변환을 갖는 입력 바이트 내의 비트들이 또한 선택적으로 상보됨으로써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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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로직 변환을 갖는 바이트로 매핑된다. 이 두 인코딩 모드 중에는, 미리 정해진 값의 비트가 선택적으로 상보된 
바이트에 첨부되어 대응하는 10비트의 인코드된 문자의 형성 이전에 중간 9비트 인코드된 기호를 생성하게 된다. 입력 
바이트가 현재의 인코딩 모드 (즉, 고속 변환 모드 또는 저속 변환 모드)에 의해 위임된 로직 변환 개수를 포함할 때, 
이 첨부된 비트는 미리 정해진 값의 보수로 설정되어 9비트의 중간 기호중 어느 것이 선택적으로 상보된 바이트를 포함
하는지를 식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체 256개인 비트 코드 세트가 저속 변환 모드와 고속 변환 모드 동작 중에 10비
트의 문자로 인코딩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속 변환 모드 동작 중에 10비트 인코드된 문자로 변환된 각 8비트 코드는 네 개 이상의 로직 변환을 포함하
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유사하게, 저속 변환 모드 동작 중에 10비트 인코드된 문자로 변환된 8비트 코드 각각은 네 개 
이하의 로직 변환을 포함한다. 고속 변환 및 저속 변환 모드의 동작 중에 생성될 수 있는 10비트 인코드된 문자 세트들
은 각각 '대역내' 인코드된 문자의 고속 변환 세트와, 대역내 인코드된 문자의 저속 변환 세트로 특성화될 수 있다. 고속 
변환 세트 내의 256개의 대역내 문자와 저속 변환 세트의 256개의 대역내 문자 이외에, 256개의 대역외 고속 변환 1
0비트 문자 세트와 저속 변환 10비트 문자 세트가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각종 동기화 및 그 외 특수 문
자는 고속 변환 및 저속 변환 대역외 문자 세트를 사용하여 정의된다. 고속 변환 세트와 관련되는 이들 '대역외' 문자중 
하나에 대응하는 각 문자는 네 개 이하의 로직 변환을 포함하고, 저속 변환의 코드 문자 세트와 관련되는 대역외 문자 
각각은 네 개 이상의 로직 변환을 포함한다. 대역내와 대역외 문자 간의 변환 개수의 차이로 선택된 대역외 문자가 제어 
문자로서 작용할 수 있게 하며, 전송된 데이타 스트림 내의 대역내 문자와 용이하게 구별될 수 있게 한다.
    

고속 변환 세트의 대역내 문자 각각 내에 비교적 다수의 변환이 있는 경우, 고속 변환 세트의 문자가 타이밍 복원을 용
이하게 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저속 변환의 코드 문자 세트 내의 적은 수의 변환은 이 세트의 문자가 전력 소
모 및/또는 전자기 간섭(EMI)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망될 때에 사용하면 이상적이다.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르면, 저속 변환 및 고속 변환 세트의 코드 문자와 관련되는 동기 문자가 데이타 복원 동안 고속 
동기화를 용이하게 하도록 선택된다. 저속 변환 세트의 코드 문자가 이용되고 있을 때, 특수 그룹의 대역외 문자가 동기
화 동안에 사용된다. 각 특수 동기화 문자는 이진 문자 값 사이에서 네개 이상의 미리 정해진 개수 (예를 들어, 7)의 로
직 변환과, 문자 값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개수 (예를 들어, 2)의 로직 변환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특수 동기화 문자는 랜덤 로직이 각 특수 동기화 문자를 저속 변환 세트의 대역내 문자와 구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
록 선택된다. 이하는 저속 변환의 코드 문자 세트로 사용되는 대역외 동기화 문자 세트를 예시하여 구성한 것이다.
    

1100101010

1101001010

1101010010

1101010100

본 발명의 일 특징은 상기 대역외 동기화 문자가 어느 프리앰블 주기 내에서도 세 번 이상의 연속 시간 전송되는 경우, 
동기화 문자는 관련된 데이타 복원 처리 동안 검출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앰블' 시퀀스가 
인코드된 문자의 각 전송 이전의 프리앰블 주기 동안 보내진다. 프리앰블 시퀀스의 전송은 시스템 초기화의 일부로서만
이 아니라, 그 외 시간에도 발생하여 인코딩과 디코딩 처리 사이에 동기화가 유지되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본 발명의 코딩 스킴은 256개의 다른 8비트 이진 코드 값의 특성에 근거하여 정의된 것이다. 표 1에 따르면, 256개의 
다른 8비트 이진 코드가 8개 그룹의 G0-G7로 나누어지고, 각 그룹 G0-G7 내의 이진 코드는 동일한 개수의 변환을 

 - 6 -



등록특허 10-0337467

 
포함한다. 그룹 G0 내의 각 이진 코드는 그룹 G0 코드 내의 교호 비트를 반전시켜 그룹 G7 내의 대응 이진 코드로 변
환될 수 있음이 관찰된다. 동일하게, 각 그룹 G1, G2 및 G3 내의 이진 코드는 각각 교호 비트의 반전에 의해서, 그룹 
G6, G5, 및 G4 내의 이진 코드중 하나로 변환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속 변환의 10비트 문자 
세트는 그룹 G0-G3에서 8비트의 이진 코드를 인코딩하여 성취되고, 저속 변환 세트는 그룹 G4-G7을 인코딩하여 성
취된다.
    

[표 1]
그룹 변환 회수 그룹내의 바이트 수 그룹내의 바이트예
G0 0 2 00000000, 11111111
G1 1 14 00000001, 11111110
G2 2 42 00000010, 11111101
G3 3 70 00000101, 11111101
G4 4 70 00001010, 11110101
G5 5 42 00010101, 11101010
G6 6 14 00101010, 11010101
G7 7 2 01010101, 10101010

    
고속 변환 인코딩 모드에서의 인코더(18)의 동작 중에, 인코더에 제공된 바이트 그룹 G0-G3 내의 각 8비트의 이진 
코드는 교호 비트의 반환에 의해 바이트 그룹 G4-G7 내의 대응 이진 코드로 전환된다. 반대로, 저속 변환 인코딩 모드
시의 동작 중에, 인코더에 제공된 그룹 G4-G7내의 각 8비트의 이진 코드는 그룹 G0-G3 내의 대응 이진 코드로 매핑
된다. 예시되는 실시예에서, 교호 비트의 반전은 8비트의 이진 코드의 짝수 비트의 반전으로 실행된다. 임의의 8비트 
코드의 교호 비트가 이렇게 반전되면, 임의의 8비트 코드로부터 유도된 최종 10비트의 인코드된 문자 내의 미리 정해진 
비트는 바이트 그룹들 간에 매핑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도록 설정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변환 제어된 DC 밸런스 인코더(18)의 전 기능적 구성을 데이타 플로우 챠트의 형태로 나
타낸다. 도 2에서, 인코드되는 8비트 병렬 데이타는 예를 들어, 8비트의 D형 플립 플롭으로 이루어지는 입력 래치(70) 
내에서 래치된다. 변환 카운터(74)는 래치(70) 내의 병렬 데이타(14)의 각 바이트의 인접 비트 간의 로직 값의 변환 
개수(T)를 카운트하도록 동작한다. D7, D6, ... D0 (즉, D[7:0])은 입력 래치(70) 내에서 래치되는 8비트의 데이타
를 포함하는 경우, 변환 카운터(74)는 다음과 같이 T를 결정한다:
    

T:=(D7 xor D6 )+(D6 xor D5 )+(D5 xor D4 )+(D4 xor D3 )

+(D3 xor D2 )+(D2 xor D1 )+(D1 xor D0 )

카운트 라인(78)은 네 개 이상의 로직 변환이 래치된 바이트의 비트 사이에서 카운트되는 경우 (T3) 카운터(74)에 의
해 미리 정해진 로직 값으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T≤3) 미리 정해진 로직 값의 보수로 설정된다. 네개 이상의 
로직 변환이 카운터(78)에 의해 카운트되면 (T3) COUNT=0이고, 그렇지 않으면 (T≤3) COUNT=1인 것으로 가정
된다.

    
도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변환 제어기(82)는 카운트 라인(78)과 모드 선택 라인(86)에 응답한다. 모드 선택 라인
(86)은 인코딩이 코드 문자의 고속 변환 세트 또는 저속 변환 세트를 사용하여 실행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모드 선
택 라인(86)에 의해 고속 변환 인코딩이 실행 중임을 나타내고, 카운트 라인(78)에 의해 네 개 이하의 로직 변환이 래
치(70) 내에 저장된 바이트 내에 존재한다고 등록하게 되면, 변환 제어기(82)는 조건부 교호 비트 반전 (CABI)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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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에 지령하여 래치(70) 내에 저장된 바이트중 짝수 비트를 반전시키도록 한다. 네 개 이상의 로직 변환을 갖게 되
는 최종 조건부 반전 바이트는 중간 래치(94) 내에 저장된다. 역으로, 고속 변환 인코딩이 실행중이고 네 개 이상의 로
직 변환이 입력 래치(70)에 저장된 바이트 내에서 카운트되는 경우, 변환 제어기(82)는 CABI 로직(90)이 바이트를 
래치(70)로부터 (비트 반전 없이) 중간 래치(90)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고속 변환 인코딩 모드중에는,
    

T< 4이면,

E[8:0]='1'                             

T≥4이면,

E[8:0]='0'D7 D6 D5 D4 D3 D2 D1 D0

여기에서 E[7:0]은 중간 래치(94) 내에 저장된 8비트를 포함하고, E[8]은 카운트 래치(95) 내에 저장된 카운트의 값
을 포함한다.

    
모드 선택 라인(86)에 의해 저속 변환 인코딩이 선택된 것을 나타내고, 카운트 라인(78)에 의해 네 개 이상의 로직 변
환이 래치(70) 내에 저장된 바이트 내에 존재한다고 등록하면, 변환 제어기(82)는 조건부 교호 비트 반전 (CABI) 로
직(90)에 지령하여 래치(70) 내에 저장된 바이트중 짝수 비트를 반전시키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되고 있는 저
속 변환 인코딩과 네 개 이상의 로직 변환이 입력 래치(70) 내에 저장된 바이트 내에서 카운트되는 경우, 저장된 바이
트가 중간 래치(70) 로의 비트 반전 없이 간단히 전달된다. 따라서, 저속 변환 인코딩 모드 중에는,
    

T3이면, E[8:0]='1'                             

그 외에는, E[8:0]='0'D7 D6 D5 D4 D3 D2 D1 D0

CABI 로직(90)이 적당한 범위 내의 로직 변환의 수를 갖는 바이트를 래치(94)에 제공한 후에, 10비트의 인코드된 문
자 스트림 내의 보수 로직 값 사이의 누적 디스패리티가 인코더(18)에 의해 생성되게 되는 DC 밸런스 처리가 실행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누적 디스패리티'(Dcum )는 후술하는 방법으로 디코더(44)로 성취되고 있는 동기화
에 뒤이어 인코더(18)에 의해 생성된 제로 비트에 대한 일 비트의 초과를 나타낸다. 용어 '현재 디스패리티'(Dcur )는 
래치(94) 내에 현재 저장된 바이트 내에서 제로 비트에 대한 일 비트의 초과를 말하며, 디스패리티 검사기(96)에 의해 
결정된다. DC 밸런스 모듈(98)은 래치(99) 내에 저장된 누적 디스패리티를 현재의 디스패리티와 비교하는 작용을 한
다. 이 비교 결과는 다음에 출력 레지스터(104)로의 전달 경로 중에 조건부 바이트 반전 (CTBI) 로직(100)에 의해 반
전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와 같이 하여 CTBI 로직(100)은 인코더(18)에 의해 생성된 직렬 스트
림과 관련되는 누적 디스패리티를 최소화하는 작용을 한다. 이하에서는 인코더에 의해 생성된 DC 밸런스 문자 스트림
의 10비트 문자 T[9:0] 각각이 중간 래치(94) 내에 저장된 바이트 E[7:0]와 카운트 래치(95) 내의 비트 E[8]로부터 
유도된다.

현재의 디스패리티(Dcur )는 다음과 같이 디스패리티 검사기(96)에 의해 연산된다:

Dcur :={(E7 and E6 )+(E6 and E4 )+(E3 and E2 )+(E1 and E0 )}

-{(E7 nor E6 )+(E5 nor E4 )+(E3 nor E2 )+(E1 nor 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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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변환 모드의 동작 중에, -2≤D cum ≤2d인 한편, 저속 변환 모드에서의 동작 중에는 -4≤DP≤4인 것에 주의해야 
한다. DC 밸런스 모듈(98) 내에서, D cur =0 또는cum =0라고 결정되면,

E8 ='0'이면,

T[9:0]='1'                                이고,

D'cum =Dcum -Dcur

그 외, E8 이 제로가 아니면,

T[9:0]='0' E SUB { 8 } E SUB { 7 } E SUB { 6 } E SUB { 5 } E SUB { 4 } E SUB { 3 } E SUB { 2 } E S
UB { 1 } E SUB { 0 } 이고,

D'cum =Dcum +Dcur

여기에서, D'cum 은 디스패리티 갱신기(108)에 의해 연산된 갱신된 누적 디스패리티로서 래치(99) 내에 저장된다. 다
른 방법으로, DC 밸런스 모듈이 Dcur 의 최대 유효 비트 (MSB)와 D cum 의 MSB는 동일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T[9:0]='0' E SUB { 8 } E SUB { 7 } E SUB { 6 } E SUB { 5 } E SUB { 4 } E SUB { 3 } E SUB { 2 } E S
UB { 1 } E SUB { 0 } 이고,

D'cum =Dcum +Dcur -E8

마지막으로, 그 외 다른 경우 Dcur 의 MSB와 Dcum 의 MSB가 동일하면,

T[9:0]='1'                                이고,

D'cum =Dcum -Dcur +E8

이 경우 출력 래치(104)를 T[7:0]로서 채우는 도중에 CBI 로직(100)에 의해 바이트 E[7:0]를 선택적으로 반전하여, 
누적 디스패리티가 감소되고, DC 밸런스가 성취된다. T[8]의 로직 값이 입력 래치(70)에서 수신된 바이트 D[7:0]중 
짝수 비트가 바이트 E[8:0]의 발생 동안 상보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유사하게, T[9]의 로직 값은 바이트 E[7:
0]가 래치(104)에의 전달 동안 반전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Ⅲ.디코딩

도 1을 참조하면, 디시리얼라이저(34)는 인코더에 의해 생성된 10비트 문자 T[9:0]의 시퀀스를 수신하여 비트 라인 
RX9 , RX8 , ..., RX 0 (즉, RX[9:0])에 대해 10비트 병렬 수신 데이타를 발생한다. 이 10비트 병렬 수신 데이타는 비트 
라인 RX[9:0]을 통해 디코더(44)에, 그리고 디코더 동기 모듈(114)에 제공된다. 섹션 Ⅳ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동
기 모듈(114)은 전송 데이타의 프레임 경계에 대응하는 10비트 병렬 수신 데이타 (즉, T[9:0])내의 경계를 확정하도
록 동작한다. 특히, 동기화 모듈(114)은 비트 라인 RX[9:0] 중에서 어느 것에 대해 디시리얼라이저(34)가 각 전송된 
바이트 T[9:0]의 제1 비트 T[0]에 대응하는 수신 비트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중에, 동기화 모듈(11
4)은 디코더(44)에 프레임 경계 포인터(118)를 제공하여 각 전송된 10비트 문자 T[9:0]의 비트 라인 RX[9:0]중 제
1 비트 T[0]에 대응하는 것을 식별한다. 이 동기화 정보의 수신시, 디코더(44)는 다음과 같이 수신된 데이타 RX[9:0
]를 디코드하도록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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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디코더(44)의 블럭 개략도이다. 디시리얼라이저에 의해 생성된 10비트 병렬 데이타는 디코더 스위치(150)에 
의해 비트 라인 RX[9:0]를 통해 수신되는 것으로 보인다. 디코더 스위치(150)는 RX[9:0]를 통해 수신된 10비트 데
이타를 동기화 모듈(114)에 의해 제공된 프레임 경계 포인터 값(118)에 따라 스위치된 비트 라인 S[9:0]으로 스위치
하도록 작용한다. 특히, 수신된 비트 RX[9:0]중 제1 전송 비트 T[0]에 대응하는 것이 비트 라인 S[0]으로 스위치되고, 
수신된 비트 RX[9:0] 중 제2 전송 비트 T[1]에 대응하는 것은 비트 라인 S[1]으로 스위치되는 방식으로 스위치된다. 
전송된 데이타 바이트 T[7:0]에 대응하는 비트 라인 S[7:0]에 대해 가해진 스위치된 데이타가 8비트 래치(154) 내에 
저장된다. 유사하게, 전송된 비트 T[8]에 대응하는 스위치된 데이타 비트 S[8]는 1비트 래치(158)에 제공된다. 비트 
라인 S[8]의 로직 값은 T[8]의 로직 값을 트랙하기 때문에, 비트 라인 S[8]은 입력 데이타 D[7:0]중 짝수 비트가 인
코딩 공정 동안 CABI 로직(90)에 의해 상보되었는지의 여부를 교호 비트 반전 (ABI) 디코더(160)에 알린다. 유사하
게, 비트 라인 S[9] (T[9]의 로직 값을 트랙하는)은 CTBI 로직(100)이 인코딩 처리중 DC 밸런스 처리 부분 중에 래
치(104)에 저장된 바이트를 상보하였는지에 대하여 ABI 디코더(104)에 알린다. 이와 같이 디코더(160)는 인코딩 공
정 중에 8비트 래치(154) 내에 저장된 바이트 S[7:0]에 대해 실행된 로직 연산을 통지받고, 이로 인해 랜덤 로직를 이
용한 직송식 디코딩이 용이하게 된다.
    

도 4를 참조하면, ABI 디코더(160)의 랜덤 로직 실행을 나타내고 있다. ABI 디코더는 8비트 디코드된 바이트 DE[7:
0]를 생성하기 위해서 10비트 프레임 정렬 데이타 S[9:0]를 디코딩하기 위한 9개의 배타적 or(XOR) 게이트 세트 N
1-N9를 포함한다. 도 4의 실행 중에, XOR 게이트 N1-N9는 다음과 같이 디코드된 바이트 DE[7:0]를 생성한다.

DE[7]:=S[7] xor S[9]

DE[6]:=S[6] xor β

DE[5]:=S[5] xor S[9]

DE[4]:=S[4] xor β

DE[3]:=S[3] xor S[9]

DE[2]:=S[2] xor β

DE[1]:=S[1] xor S[9]

DE[0]:=S[0] xor β

여기에서, β=S[9] xor S[8]

Ⅳ.동기화

    
상술한 바와 같이, 디코더 동기화 모듈(114)은 각 전송된 10비트 문자 T[9:0]의 프레임 경계의 표시를 디코더(44)에
게 제공한다. 디코더 스위치(150) (도 3)와 함께 디코더 모듈(114)는 병렬 데이타 RX[9:0]를 디시리얼라이저로부터 
프레임 정렬 데이타 S[9:0]로 섞어 놓도록 하는 배럴 시프터 (barrel shifter)로서 작용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프리
앰블 시퀀스는 다양한 시간 (예를 들어, 시스템 파워업)에 인코더(18)에 의해 생성되어 동기화 모듈(114)에 의해 프
레임 경계 검출을 용이하게 한다. 이 예시된 실시예에서는 이 프리앰블 시퀀스가 대역내 문자와 용이하게 구별 가능한 
선택된 대역외 문자의 수회 반복을 포함한다. 다시, 고속 변환 모드 동작 중에 각 대역외 문자는 네 개 이하의 로직 변
환을 포함하고, 저속 변환 모드 동작 중에 각 대역외 문자는 네 개 이상의 로직 변환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
와 같이, 각 모드의 동작 중에 특별히 선택된 대역외 문자의 수회 반복이 디코더 동기화 모듈(114) 내에서 신속한 프레
임 경계 식별을 확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리앰블링 주기 동안에 인코더(18)에 의해 생성된다. 프리앰블링 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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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에, 모듈(114)은 비트 라인 RX[9:0]중 어느 라인이 10비트 전송 문자의 제1 비트 T[0]에 대응하는지를 알아, 
이것을 프레임 경계 포인터(118)를 통해 디코더에 알리게 된다.
    

프리앰블링 주기 동안에 전송을 위한 적당한 서브세트의 대역외 문자를 선택함으로써, 동기화의 성취에 필요한 최악의 
경우의 시간이 종래의 동기화 스킴에 필요한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특히, 저속 변환 모드 동작 중에 다
음의 대역외 문자가 '동기화 문자'로 사용된다.

1100101010

1101001010

1101010010

1101010100

고속 변환 모드 동안에, 다음의 대역외 문자가 동기화 문자로 사용된다.

1000001111

1000011111

1000111111

1001111111

1011111111

각 프리앰블링 주기 동안에, 동일한 동기화 문자의 세번 반복이 인코더(18)에 의해 생성된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인코더(14)에 의해 가장 최근에 생성된 12비트를 처리함으로써, 동기화 모듈(114)은 임의의 프리앰블 주기 동
안 전송되는 동기화 문자의 세번 반복중 적어도 한번의 반복을 검출할 수 있다. 이것은 동기화가 비교적 짧은 프리앰블 
주기 내에 성취될 수 있게 한다.

    
도 5의 플로우 챠트는 저속 변환 모드 동작 동안 디코더 동기화 모듈(114)에 의해 실행되는 동기화 처리를 설명한다. 
모듈(114)의 각 클럭 사이클 동안, 10 비트의 블럭은 디시리얼라이저(34)로부터 제1의 10비트의 래치(150)로 로드
된다. 또한 각 클럭 사이클 동안에, 10비트의 블럭은 제1의 10비트 래치(150)로부터 제2의 10비트 래치(154)로 전달
된다. 유사하게, 제2의 10비트 래치(154) 내에 현재 저장된 10비트 블럭은 각 클럭 사이클 동안에 제3의 10비트 래치
(158)로 전달된다.
    

    
도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선택적 NOR(XNOR) 연산(단계 162)은 래치(150, 154, 158)에 의해 고정된 데이타의 
21비트 '윈도우' 내에 포함된 인접 비트 사이에서 실행된다. 특히, 이 21 비트 윈도우는 제3 래치(158)로부터의 10비
트 블럭 L3[9:0], 제2 래치(154)로부터의 10비트 블럭 L2[9:0], 및 제1 래치(150)로부터의 비트 LI[9]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 L1[9]는 제2 래치(154)에 전달될 때 비트 L2[9]가 되는 비트이다. 저속 변환 모드 동안의 동작예
로서는, 다음의 병렬 비트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21비트 윈도우 (즉, L3[9:0], L2[9:0], L1[9])를 생각할 수 있다.
    

10110100101011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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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OR 연산이 각 인접 비트 쌍 사이에서 실행되면, 다음의 결과가 성취된다:

00100010000010001000

도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 20비트 XNOR 연산 결과(단계 160)는 네 개의 5개 그룹 (즉, 그룹 A, 그룹 B, 그룹 C 
및 그룹 D)으로 분할된다. 이 예에서, 이들 네 개의 5비트 그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00100010000010001000 {XNOR 연산 결과}

00100 {그룹A}

01000 {그룹B}

00100 {그룹C}

01000 {그룹D}

상기와 같이 열거된 고속 변환 모드와 저속 변환 모드의 동기화 문자가 선택되어 프리앰블 주기 동안에 그룹 A, B, C 
및 D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게 된다. 즉, 동일한 동기화 문자의 세 번 연속적인 발생-프리앰블 동안 인코더(18)
에 의해 생성됨- 이 디시리얼라이저(34)에 의해 수신되어 10비트 병렬 데이타로서 동기화 모듈(114)에 제공한다.

예시되는 실행중에는, 다음의 두 관계(조건 Ⅰ과 조건 Ⅱ)가 프리앰블 주기 동안에 그룹 A, B, C, 및 D 사이에서 성립
된다.

조건 I. 그룹 A, B, C 및 D에 집합적으로 존재하는 로직 '1's'의 개수는 정확히 네 개이고, 다음의 세 경우중 하나에 대
응한다.

로직 1's의 개수

경우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D

#1 1 1 1 1

#2 2 0 2 0

#3 0 2 0 2

    
도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그룹 A, B, C 및 D 각각의 '1's'의 개수는 '1' 카운터 모듈(172, 174, 176 및 178)에 
의해 각각 결정된다. 각 그룹 A, B, C 및 D 내의 '1's'의 개수가 21비트 윈도우의 인접 비트 간의 XNOR 연산 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단계 160), 각 그룹 내의 '1's'의 개수는 그룹 A, B, C 및 D와 관련되는 21비트 윈도우의 네개
의 세그먼트 각각의 인접 비트 사이의 로직 값의 '비변환'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 예에서는 각 그룹 A, B, C 및 D가 하
나의 '1'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예는 경우 #1에 대응하는 것이다.
    

조건 Ⅱ. 그룹 A를 포함하는 비트의 시퀀스는 그룹 C의 비트 시퀀스와 동일하고, 그룹 B를 포함하는 비트의 시퀀스는 
그룹 D의 비트 시퀀스와 동일하다. 즉, 그룹 A=그룹 C이고, 그룹 B=그룹 D이다.

 - 12 -



등록특허 10-0337467

 
본 발명에 따르면, 조건 Ⅰ AND 조건 Ⅱ는 동일한 동기화 문자가 제1, 제2, 및 제3 10비트 래치(150, 154, 158) 내
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와 이 경우에만 만족된다. 즉, 동일한 동기화 문자의 세번 반복이 인코더(18)에 의해 생성될 때
에 두 조건 Ⅰ과 조건 Ⅱ은 프리앰블 주기 동안에만 만족된다. 본 발명의 이 형태는 저속 변환 모드 동작과 관련하여 바
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래치(150, 154 및 158)에 의해 제공된 21비트 윈도우 내의 인접 비트는 단계 160 동안 XNOR된다
(도 5). 인코더(18)에 의해 생성된 각 대역내 또는 대역외 문자는 정확히 길이가 10비트이기 때문에, 21비트의 윈도우
는 제1, 제2 및 제3의 10비트 문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게 된다. 21비트의 윈도우가 이들 제1, 제2, 제3의 10비
트 문자로부터의 비트를 포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후술한다:

비트의 #

제1의 문자제2의 문자제3의 문자

1 10 10

2 10 9

3 10 8

4 10 7

5 10 6

6 10 5

7 10 4

8 10 3

9 10 2

10 10 1

각 문자는 대역내 (예를 들어, DATA)의 문자 또는 대역외 명령 또는 동기화 (즉, SYNC) 문자이기 때문에, 21비트 윈
도우의 제1, 제2 및 제3의 10비트 문자 중에서 DATA 및 SYNC 문자의 조합 가능성은 이하와 같다.

로직 1's의 개수

조합제1 문자제2 문자제3 문자

A SYNC SYNC SYNC

B SYNC SYNC DATA

C SYNC DATA DATA

D DATA DATA DATA

E DATA DATA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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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ATA SYNC SYNC

예를 들어, 21비트 윈도우는 2비트의 제1 SYNC 문자, 10비트의 제2 DATA 문자, 및 9비트의 제3 DATA 문자(즉, 조
합 C)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속 변환 모드 동작 중에, 모든 대역내(예를 들어, DATA) 문자는 최대 세 개의 로직 변환을 포함할 수 있거나, 동일
하게 대역 내 문자의 10개의 인접 비트 사이의 로직 값의 네 개 이상의 '비변환'을 포함한다. 따라서, 제2 문자가 DAT
A 문자인 경우의 저속 변환 모드 동작 중에는, 네 개 이상의 로직 비변환을 포함하게 된다. 조건 Ⅰ은 세개의 동일한 S
YNC 문자가 내부에 존재할 때에 전체 21 비트 윈도우 내의 로직 비변환 개수가 정확히 네 개가 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
문에, 네 개 이상의 로직 비변환을 포함하므로 제2 문자가 DATA 문자일 때 조건 Ⅰ은 만족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
건 Ⅰ가 만족하게 되면 21비트의 윈도우는 조합 C, D 및 E에 의해 할당된 문자 세트로 이루어질 수 없다(즉, 제2 문자
는 DATA 문자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프리앰블 주기 동안 전송된 제1 및 제3 문자가 동일하면 상기 리스트의 동기화 문자는 조건 Ⅱ가 만
족되도록 선택된다. 따라서, 조합 B와 F는 조건 Ⅱ를 만족하지 않는다. 조합 A (즉, 세 번 연속되는 SYNC 문자) 만이 
두 조건 Ⅰ와 Ⅱ를 만족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두 조건 Ⅰ과 조건 Ⅱ 가 만족되면(단계 190) 그룹 A 와 B 내의 선택된 인접 비트는 상술한 바와 같
이 AND되어 21비트의 윈도우 내에서 검출된 SYNC 문자의 프레임 경계를 식별할 수 있게 한다. 21비트의 윈도우 내
의 각 SYNC 문자가 디시리얼라이저(34)에 의해 래치(150) 내에 로드되기 때문에, 각 SYNC 문자의 프레임 경계는 이
러한 각 SYNC 문자의 제1 비트가 부여되게 되는 디시리얼라이저(34)로부터의 비트 라인 R[9:0] 각각에 대해서 식별
될 수 있다. 이러한 식별이 일단 성취되면 디코더에는 프레임 경계 포인터(118)를 경유하여 이 비트 라인 R[9:0]의 아
이덴터티가 통지된다.
    

    
단계 196의 AND 연산은 제3 래치(158)의 모든 인접 비트들 (즉, L3[9:0]) 사이와, L3[0]와 L2[9] 사이에서 실행
된다. 단계 190의 결과는 두 조건 Ⅰ과 조건 Ⅱ이 만족된 것을 나타낼 때, 단계 196의 AND 연산의 결과는 프레임 경계 
포인터(118)의 값을 나타내는 하나의 로직 값만을 생성하게 된다. 이 예에서, L3[9:0]:={1011010010} 및 L2[9]:
=[1]이고, 따라서 단계 196의 AND 결과는 {0010000000}이다. 즉, 21비트 윈도우의 제3 위치는 동기화 문자의 제
1 비트에 대응한다. 따라서, 이 예에서 프레임 경계 포인터(118)는 10 비트 라인 RX[9:0]의 제3 비트(RX[7])를 디
시리얼라이저(34)에 의해 생성된 각 10비트의 문자의 제1 비트를 갖는 것으로 식별하도록 설정된다.
    

이 예에서 프리앰블 시퀀스(즉, 동일한 대역외 SYNC 문자의 세번 반복)가 시스템 파워업 때와 직렬 링크(30)를 통한 
데이타 전송 경과 동안에 보내진다. 이것은 타이밍 동기화가 연장된 주기 동안 데이타 전송 부재시에도 인코더(18)와 
디코더(44) 사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도 6은 고속 변환 모드 동작 동안 디코더 동기화 모듈(114)에 의해 실행되는 동기화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속 변환 모드 동기화 처리는 저속 변환 모드 연산 동안 실행된 것과 거의 유사하다(도 5). 
특히, 고속 변환 모드 동기화 처리는 다음의 점에서 저속 변환 모드 동기화 처리와 다르다:

(ⅰ) 단계 160'에서, 배타적 NOR(XNOR) 연산 보다는 배타적 OR(XOR)이 래치(150, 154, 158) 내의 인접 비트에
서 실행된다.

(ⅱ) 단계 196'에서, AND 연산은 각 비트와 이 비트의 바로 우측 비트의 보수 사이에서 실행된다(즉, L3[9]와          , 
L3[8]와         , L3[7]와         등). 이와 같이 로직 '1'을 생성하는 AND 게이트는 '10' 또는 프레임 경계에 대응하
는 '하강 에지' 시퀀스를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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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인코더와 디코더 동기화 모듈의 하드웨어 실행

이 섹션에서는 인코더(18)의 특정 하드웨어 실행과 저속 변환 모드 동작 동안 사용하는 데에 적합한 디코더 동기화 모
듈(114)의 실행에 대해 설명한다. 디코더(44)의 하드웨어를 랜덤 로직으로 실현한 예시적 설명은 섹션 Ⅲ에서 설명했
다.

    
도 7a, 7b 및 7c는 인코더(18)의 예시적 실행을 나타낸다. 인코드되는 래치(7)로부터의 8비트 병렬 데이타 D[7:0]는 
변환 카운터(74)의 7개의 배타적 OR 게이트(240)에 제공된다. 배타적 OR 게이트(240)의 출력은 전가산기(242, 2
44, 246 및 248)의 세트에 제공된다. 전가산기(248)의 캐리 출력 (C)는 COUNT 라인(78)에 대응하며, 네 개 이하의 
로직 변환이 데이타 D[7:0]의 비트들 사이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대역외 명령이 래치(70)로부터 수신되고 
있을 때, NOR 게이트(260)에 제공된 명령 라인(TX_CMD)은 COUNT 라인(78)이 CABI 로직(90) 내의 D[7:0]중 
짝수 비트의 반전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다. 그렇지 않으면, 래치로부터의 데이타 D[7:0]가 본 발명에 따
라 인코드되고 있을 때, NOR 게이트(260)의 출력(78')은 COUNT 라인(78)의 로직 값을 트랙한다.
    

도 7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실시예에서 CABI 로직(90)은 복수의 NOR 게이트(270)로 이루어진다. 각 NOR 게이
트(270)은 COUNT 라인(78')에 결합된 하나의 입력과, D[7:0]의 짝수 비트중 하나에 접속된 다른 입력을 포함한다. 
CABI 로직(90)의 출력은 디스패리티 검사기(96)에 결합된 중간 래치(94)에 제공된다(도 7b).

    
도 7b에서, 디스패리티 검사기(96)는 조건부 비트 반전 바이트 E[7:0] 내에서 '11'의 발생을 판정하기 위한 네 개의 
AND 게이트(290-293)를 포함한다. 유사하게, 네 개의 NOR 게이트(296-299)는 E[7:0] 내에서 '0'의 발생을 검출
하기 위해 제공된다. E[7:0] 내의 '1'과 '1' 의 패턴은 동일한 개수의 1과 제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미 'DC 밸런스'

되어 있기 때문에, 도 7b의 회로로 실행되는 DC 밸런스 처리 동안 이런 패턴을 검출할 필요는 없다. 제1 전가산기(30
2)와 제1 반가산기(306)는 AND 게이트(290-293)에 의해 검출된 '11'의 발생수를 카운트하도록 배치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제2 전가산기(308)과 제2 반가산기(312)는 NOR 게이트(296-299)에 의해 검출된 '0' 의 발생수를 카운트
하기 위해 제공되다. 제1 쌍의 전가산기(316 및 318)는 카운트된 '11'과 '0'의 발생수의 차이를 결정한다.
    

DC 밸런스 모듈(98)은 세입력 NOR 게이트(330), 제1 배타적 OR 게이트(332), 래치(336) 및 제2 배타적 OR 게이
트(338)를 포함한다. '11'과 '0'의 발생수가 전가산기(316 및 318)에 의해 동일한 것으로 결정되면, E[8]의 보수는 
T[9]의 값을 결정하고, 이로써 바이트 E[7:0]가 CTBI 로직(100)에 의해 반전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카운트된 '
0'과 '11'의 발생수가 동일하지 않으면, T[9]의 값은 XOR 게이트(332)의 출력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XOR 게이
트(332)에의 제1 입력(342)은 현재의 디스패리티 Dcur (즉, E[7:0]의 '1's'과 '0's'의 차이)의 MSB와 동일한, 한 쌍
의 전가산기(316 및 318)에 의해 생성된 최대 유효 비트(MSB)를 포함한다. XOR 게이트(332)에의 제2 입력(344)
은 누적 디스패리티 Dcum 의 MSB에 대응한다. 도 7c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누적 디스패리티를 저정하기 위한 래치(
99)는 세 개의 레지스터(350-352)로 이루어진다. 누적 디스패리티는 전가산기(356 및 358)의 역방향 체인, 세 개의 
배타적 OR 게이트(360-362) 세트, 및 대응하는 세개의 전가산기 세트(365-367)로 이루어지는 디스패리티 갱신기
(108)에 의해 갱신된다. 마지막으로, CTBI 로직(100)은 8개의 배타적 OR 게이트(374) 세트를 포함한다.

    
도 8a 및 도 8b는 바람직한 디코더 동기화 모듈(114)의 실행의 개략도이다. 도 8a에서, L3[9:0], L2[9:0] 및 L1[9
:0]을 각각 저장하기 위한 10비트 래치(150, 154 및 158)가 10개의 D형 플립 플롭의 어레이를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복수의 XNOR 게이트(402)는 L3[9:0], L2[9:0] 및 L2[9]에 대응하는 21비트 윈도우 내에 포함되는 인접 비
트들을 XNOR하기 위해 제공된다. XNOR 게이트(402)의 그룹 A, 그룹 B, 그룹 C 및 그룹 D출력은 각각 '1' 카운터(1
72, 174, 176 및 178)에 제공된다. 도 8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조건 Ⅰ의 존재는 네 개의 NAND 게이트(410-413)
으로 이루어지는 랜덤 로직(190a)으로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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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b를 참조하면, 조건 Ⅱ의 존재는 참조 번호 190b로 식별되는 랜덤 로직의 구성으로 식별된다. 랜덤 로직(190b)은 
10개의 XOR 게이트(422) 세트를 포함하고, 이들의 출력은 NAND 게이트(426 및 42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공된다. 
NAND 게이트(426 및 428)의 출력은 NOR 게이트(430)의 입력에 결합되고, 이 게이트의 출력은 조건 Ⅱ가 만족될 
때 로직 '1'로 구동된다. 마지막으로, AND 게이트(440)의 출력(Sync_Sig)의 로직 상태는 조건 Ⅰ과 조건 Ⅱ가 만족
되었는지의 여부 (즉, 동기화가 성취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L3[9:0]과 L2[9] 내의 인접 비트가 10
개의 AND 게이트(450) 세트에 의해 AND된다 (도 5의 단계 196). 출력 PTR[9:0]은 프레임 경계 포인터(118)를 포
함하고, 이 포인터는 디코더(44)에게 비트 라인 RX[9:0] 중 어느 것이 각 전송된 10비트 문자 T[9:0]의 제1 비트 T
[0]에 대응하는지를 알린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AC 커플링 및 클럭 복원이 용이하고 또한 DC 밸런스된 코딩 스킴을 제공하여 직렬 데이타 전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상술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은 당업자들이 본 발명을 이용하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실시예에 
대한 각종 변형이 이들 당업자들에게는 명백할 것이며, 본 명세서에서 정의된 일반 원리는 본 발명을 이용하지 않고 다
른 실시예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서 나타낸 실시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된 원리 
및 특성과 일치하는 폭넓은 범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 각각의 로직 변환 개수에 따라서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비트들을 선택적으로 상보하
여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을 생성하는 단계;

이전에 상기 문자들 각각으로 인코드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 각각 내에 포함된 다른 형의 로직 값들
의 개수의 누적 디스패리티 (disparity)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중 인코드되고 있는 현재의 블럭과 관련되는 후보 문자의 현재 디스패리티를 판
정하는 단계; 및

상기 현재 디스패리티가 상기 누적 디스패리티의 제1 극성과 반대의 극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중 상기 현재의 블럭에 상기 후보 문자를 할당하고, 상기 현재의 디스패리티가 상기 제1 극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중 상기 현재의 블럭에 상기 후보 문자의 보수를 할당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하는 단계는 소정 개수 이하의 상기 로직 변환을 갖는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
의 상기 비트들중 소정의 비트들을 선택적으로 상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3.

 - 16 -



등록특허 10-033746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하는 단계는 소정 개수 이상의 상기 로직 변환을 갖는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
의 상기 비트들중 소정의 비트들을 선택적으로 상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문자의 소정의 비트를, 이와 관련되는 현재의 8비트 데이타 블럭이 소정 개수 이하의 변환
을 가질 때, 제1 로직값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상기 소정의 비트를 상기 제1 로직값의 보수로 설정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문자의 소정의 비트를, 이와 관련되는 현재의 8비트 데이타 블럭이 소정 개수 이상의 변환
을 가질 때, 제1 로직값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상기 소정의 비트를 상기 제1 로직값의 보수로 설정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 각각에 지정된 각 문자의 소정 비트의 로직값은, 후보 문자 또
는 그 보수가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에 할당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
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문자의 현재 디스패리티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후보 문자의 비트들에 대한 로직 분석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
스를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소정 수 이하의 로직 변환을 갖는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중 특정의 블럭들을 특수 문자들을 나타내
도록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특수 문자들은 상기 각 특수 문자에 대응하지 않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과는 
다르게 인코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
성하는 방법.

청구항 9.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이진 데이타 인코딩 장치에 
있어서,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 각각의 로직 변환 수에 따라서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비트들을 선택적으로 상보하기 
위한 수단;

이전에 상기 문자들 각각으로 인코드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 각각 내에 포함되는 다른 형의 로직 값
들의 개수의 누적 디스패리티를 판정하기 위한 수단;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중 인코드되고 있는 현재의 블럭과 관련되는 후보 문자의 현재 디스패리티를 판
정하기 위한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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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재 디스패리티가 상기 누적 디스패리티의 제1 극성과 반대의 극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중 현재의 블럭에 상기 후보 문자를 할당하고, 상기 현재 디스패리티가 상기 제1 극성으로 되어 있는 경
우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중 상기 현재의 블럭에 상기 후보 문자의 보수를 할당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이진 데이타 인코딩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하기 위한 수단은 소정 개수 이하의 상기 로직 변환을 갖는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상기 비트들중 소정의 비트들을 선택적으로 상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
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이진 데이타 인코딩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하기 위한 수단은 소정 개수 이상의 상기 로직 변환을 갖는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상기 비트들중 소정의 비트들을 선택적으로 상보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
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이진 데이타 인코딩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8비트의 데이타 블럭이 소정 개수 이하의 변환을 가질 때 상기 후보 문자의 소정 비트를 제
1 로직 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수단과, 그렇지 않을 때 상기 소정의 비트를 상기 제1 로직 값의 보수로 설정하기 위한 수
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
하기 위한 이진 데이타 인코딩 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8비트의 데이타 블럭이 소정 개수 이상의 변환을 가질 때 상기 후보 문자의 소정 비트를 제
1 로직 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수단과, 그렇지 않을 때 상기 소정의 비트를 상기 제1 로직 값의 보수로 설정하기 위한 수
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
하기 위한 이진 데이타 인코딩 장치.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 각각에 할당된 각 문자의 소정 비트의 로직 값은, 후보 문자 또
는 그 보수가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에 할당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
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이진 데이타 인코딩 장치.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후보 문자의 현재 디스패리티를 판정하기 위한 수단은 상기 후보 문자의 비트들에 대한 로직 분
석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
들의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이진 데이타 인코딩 장치.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소정 개수 이하의 로직 변환을 갖는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중 특정 블럭들을 특수 문자들을 나타내
도록 할당하며, 상기 특수 문자들을 상기 각 특수 문자에 대응하지 않는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과는 다르게 인코딩
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로부터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이진 데이타 인코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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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디지탈 데이타의 고속 전송 방법에 있어서:

    
8비트 데이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를 DC 밸런스된 문자들의 시퀀스로 인코딩하는 단계 - 이 단계는 (ⅰ) 8비트 데이
타 블럭들의 입력 시퀀스의 비트들을 상기 8비트 데이타 블럭들 각각의 로직 변환 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상보하여 선
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들을 생성하고, (ⅱ) 상기 문자 각각으로 미리 인코드된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 각각과 관련된 로직 값의 누적 디스패리티를 판정하고, (ⅲ)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중 인코드되고 
있는 현재의 블럭과 관련되는 후보 문자의 현재 디스패리티를 판정하고, (ⅳ) 상기 현재 디스패리티가 상기 누적 디스
패리티의 제1 극성과 반대인 극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중 상기 현재의 블럭에 상기 
후보 문자를 할당하고, 상기 현재의 디스패리티가 상기 제1 극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기 선택적으로 상보된 데이타 
블럭중 상기 현재의 블럭에 상기 후보 문자의 보수를 할당함으로써 실행됨 -;
    

각 문자를 직렬 데이타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상기 직렬 데이타 스트링 각각을 직렬 통신 링크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데이타의 고속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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