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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도체 장치는 병렬로 연결된 트랜지스터들을 갖는 출력 버퍼, 외부 저항과 연결된 연결 단자 그리고 상기 연결 단자 및 출
력 버퍼와 연결되고, 상기 외부 저항에 따라서 상기 출력 버퍼의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을 포함한
다.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은, 상기 연결 단자와 연결된 제 1 트랜지스터, 상기 연결 단자로 정전류를 공급하는 제 1 정전
류원,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연결되고, 상기 연결 단자를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로 설정하기 위해서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레벨을 제어하는 제 1 레벨 컨트롤러,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연결된 소스를 갖는 제 2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연결되고, 상기 출력 버퍼 트랜지스
터들에 대응하는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으로 정전류를 공급하는 제 2 정전류원,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과 연결되고,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의 레벨이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과 동일하도록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을 제어하는 제 1 컨트롤
러 그리고 상기 제 1 컨트롤러에 의해서 수행되는 상기 제어에 따라 상기 출력 버퍼의 트랜지스터들을 제어하는 제 2 컨트
롤러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출력 임피던스, 출력 버퍼, 정전류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출력 임피던스 컨트롤러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의 일 예로서 메모리 칩을 보여주는 블록도;

등록특허 10-0487526

- 1 -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출력 버퍼를 보여주는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가변 임피던스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도 3에 도시된 가변 임피던스의 상세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6a는 도 3에 도시된 디더링 검출기의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6b 및 도 6c는 도 6a에 도시된 디더링 검출기가 검출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도면들;

도 7은 도 3에 도시된 클럭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클럭 신호들과 검출 신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도 3에 도시된 병렬-직렬 변환기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이고, 도 9는 도 8에 도시된 병렬-직렬 변환기에서 사
용되는 신호들의 타이밍도;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을 보여주는 도면;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전류 제어기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12는 도 10에 도시된 정전류원 회로의 일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

도 13은 도 10에 도시된 디스챠지 회로의 일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

도 14는 도 10에 도시된 전류 제어기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15는 도 10에 도시된 정전류원 회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 그리고

도 16은 정전류원 회로와 PMOS 트랜지스터의 크기 관계에 따라 ZQ 단자의 전압이 기준 전압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 : 반도체 메모리 장치 11 : 메모리 셀 어레이

12 : 행 디코더 13 : 열 디코더

14 : 감지 증폭기 15 : 기입 버퍼

21 : 컨트롤러 22 : 버퍼

23 : 어드레스 버퍼 24 : 입력 버퍼

25 : 출력 버퍼 26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

30 : 어드레스 단자 31 : 출력 단자

RQ : 저항 P1-P3 : PMOS 트랜지스터

N1-N2 : NMOS 트랜지스터 101, 102, 121, 122 : 연산 증폭기

103, 123 : 업/다운 카운터 106 : 클럭 발생기

105, 126 : 가변 임피던스 103, 124 : 디더링 검출기

107, 125 : 레지스터 110 : 병렬-직렬 변환기

108, 127 : 이진-써모메터 변환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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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출력 버퍼의 임피던스를 제어할 수 있는 출력 임피던스 컨트롤
러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마이크로컴퓨터, 메모리 및 게이트 어레이와 같은 다양한 반도체 장치들은 퍼스널 컴퓨터 및 워크스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전기적 제품들(electrical products)에 탑재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반도체 장치들은 외부와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입/출력
핀들과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제공하는 출력 회로를 포함한다. 출력 회로는 예컨대, 출력 버퍼 및 구동 회로를 포함한다.
반도체 장치가 전기적 제품 내에 구성될 때 입/출력 핀들은 기판 상의 와이어와 같은 전송 라인과 연결된다. 따라서, 반도
체 장치의 내부 데이터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상기 전송 라인을 통해 다른 반도체 소자로 제공된다. 이 경우, 반도체 장치의
출력 데이터가 전송 라인을 통해 최적으로 전송되기 위해서는 입/출력 핀의 출력 임피던스와 전송 라인의 임피던스간에 매
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적 제품의 동작속도가 고속화됨에 따라 반도체 장치들 간에 인터페이스되는 신호의 스윙폭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신호 전달에 걸리는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신호의 스윙폭이 줄어들수록 반도체 장치가 외
부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고, 인터페이스단에서 임피던스 미스 매칭(miss matching, 부정합)에 따른 출력 신호의
반사에 민감(critical)해진다. 임피던스 미스 매칭은 외부 노이즈나 전원 전압의 변동, 동작 온도의 변화, 제조 공정의 변화
등에 기인하여 발생된다. 임피던스 미스 매칭이 발생되면 데이터의 고속 전송이 어렵게 되고 반도체 장치의 데이터 출력단
으로부터 출력되는 출력신호로서의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수신측의 반도체 장치가 왜곡된 출력 신호를 입력단
으로 수신할 경우 셋업/홀드 페일 또는 입력 레벨의 판단 미스등의 문제들이 빈번히 야기될 수 있다.

반도체 장치로서, 일부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의 반도체 소자와의 임피던스 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임피던스 보정 기
술을 채용하고 있다. 예컨대, HSTL(High Speed Transceiver Logic) 인터페이스의 경우는 1 개의 여분 핀(extra pin)을
이용하여 약 수십오옴(Ω) 내에서 원하는 출력 임피던스 값을 갖도록 콘트롤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진다. 그러한 방식이
채용된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전원전압의 변동, 동작 온도의 변화, 제조 공정의 변화 등에 기인하여 원하는 출력 임피던
스 값을 설계된 대로 정확히 얻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는 반도체 장치
의 제조시에 메탈 옵션, 본딩 옵션 또는 퓨즈 옵션을 가지는 조절부를 만들고 이 조절부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기준 레벨이나 저항값의 범위를 미세 조절하여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보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술은 '프로그램가능한 임
피던스 제어 기능(prgrammable impedance control fuction)'이라 불리운다. 그러한 통상적인 기술에서는 테스트 시간이
상당히 요구되는 문제와 임피던스의 미세 조절을 위한 공정이 별도로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문제들은 제조 원가를
다운시키는데 지장을 주는 제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전원 전압의 변동, 동작 온도의 변화 또는 제조 공정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에 무관하게 원하는 출력 임피던스를
얻어 임피던스 매칭을 행할 수 있는 보정 기술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외부의 임피던스에 대한 임피던스 매칭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외부의 임피던스에 대한 임피던스 매칭을 자동으로 수행하되 크기가 감소된 반도체 장치를 제공하
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반도체 장치는: 다수의 트랜지스터들이 병렬로 연결
된 출력 버퍼, 외부 저항과 연결된 연결 단자, 상기 연결 단자 및 상기 출력 버퍼와 연결되고, 상기 외부 저항에 따라서 상기
출력 버퍼의 임피던스를 조절하기 위한 출력 임피던스 제어기를 포함한다. 상기 출력 임피던스 제어기는, 상기 연결 단자
와 연결된 제 1 트랜지스터, 상기 연결 단자로 정전류를 공급하는 제 1 정전류원,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연결되
고, 상기 연결 단자를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로 설정하기 위해서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레벨을 제어하는 제 1
레벨 컨트롤러,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연결된 소스를 갖는 제
2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연결되고, 상기 출력 버퍼 트랜지스터들에 대응하는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상
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으로 정전류를 공급하는 제 2 정전류원,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과 연결되고,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의 레벨이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과 동일하도록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을 제어하는 제 1 컨트롤러, 상기 제 1 컨트롤러에 의해서 수행되는 상
기 제어에 따라 상기 출력 버퍼의 트랜지스터들을 제어하는 제 2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연결된 소스를 갖는 제 3 트랜지
스터,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직렬로 연결된 제 4 트랜지스터,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
노드로 정전류를 공급하는 제 3 정전류원,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이 미리
설정된 레벨과 같아지도록 상기 제 4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레벨을 제어하는 제 2 레벨 컨트롤러, 상기 상기 제 3 트랜지
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을 디스챠지하는 제 1 디스챠지 회로, 상기 제 4 트랜지스터의 게이
트와 연결된 게이트 및 상기 제 4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연결된 소스를 갖는 제 5 트랜지스터, 상기 제 5 트랜지스터와 연결
되고, 상기 출력 버퍼 트랜지스터들과 대응하는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상기 제 5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2 더미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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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터 그룹과 연결되고, 상기 제 5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의 레벨이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과 동일하도록 상기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을 제어하는 제 3 컨트롤러, 상기 제 3 컨트롤러에 의해서 수행되
는 상기 제어에 따라 상기 출력 버퍼의 트랜지스터들을 제어하는 제 4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출력 임피던스 컨트롤러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의 일 예로서 메모리 칩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메
모리 칩(10)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어드레스 패드(30)를 포함한다. 어드레스는 메모리 셀 어레이(11)의 독출 또는 기입
셀을 선택하기 위해 어드레스 버퍼(23)를 통해 행 디코더(12)와 열 디코더(13)로 전달된다.

메모리 셀 어레이(11) 내의 선택된 셀로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해서, 기입 데이터는 입/출력 패드(31)와 입력 버퍼(24)를 통
해 기입 버퍼(15)로 전달된다. 선택된 셀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해, 선택된 셀에 저장된 데이터는 독출되어서 감지
증폭기(14)와 출력 버퍼(25)를 통해 입/출력 패드(31)로 전달된다. 타이밍 컨트롤러(21)는 버퍼(22)로 타이밍 제어 신호를
제공하고, 버퍼(22)는 기입 및 독출 동작의 타이밍을 제어하기 위해 행 디코더(12), 열 디코더(13), 감지 증폭기(14) 그리
고 기입 버퍼(15)로 상기 제어 신호를 전달한다.

메모리 칩(10)은 출력 버퍼(25)의 임피던스를 제어하기 위한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26)을 구비한다. 출력 버퍼(25)와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26)은 상술한 프로그램가능한 임피던스 제어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가능한 임피던스 출
력 버퍼 형태이다.

목표 임피던스 값을 나타내는 외부 저항(RQ)은 ZQ 단자와 연결된다. 출력 버퍼(25) 내의 트랜지스터들의 구동 능력은 출
력 버퍼의 임피던스를 상기 저항(RQ)에 의해 정의된 값에 일치시키는 것에 의해 조절된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26)은 가변 임피던스들을 포함하며, 이 가변 임피던스들은 출력 버퍼의 트랜지스터들의 임피던스들과
대응한다.

도 2는 출력 버퍼를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출력 버퍼(25)는 PMOS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된 풀-업 트랜지
스터 그룹(25a)과 NMOS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된 풀-다운 트랜지스터 그룹(25b)을 포함한다. 출력 버퍼(25)의 임피던스
는 출력 버퍼 트랜지스터 그룹들(25a 및 25b)에 각각 대응하는 제어 시스템에 의해 제어된다.

출력 버퍼(25)의 임피던스를 조절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이 이하 설명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26)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제어
유닛(26)은 PMOS 트랜지스터들(P1-P3)을 포함한다. 트랜지스터들(P1-P3)은 ZQ 단자, 풀-업 제어 전류 패스 그리고 풀
-다운 전류 패스에 각각 연결된다. 트랜지스터(P2)의 게이트와 소스는 트랜지스터(P1)의 게이트와 소스에 각각 연결된다.

기준 전압 발생기(미 도시됨)는 전원 전압(VDDQ)를 이용하여 기준 전압(VREF)을 발생한다. 이 실시예에서 기준 전압
(VREF)은 VDDQ/2)이다. 기준 전압(VREF)은 연산 증폭기(101)의 반전 입력 단자로 인가된다. 연산 증폭기(101)의 출력
은 PMOS 트랜지스터(P1)를 제어한다. PMOS 트랜지스터(P1)의 드레인의 전압 즉, ZQ 단자의 전압(VZQ)은 연산 증폭기
(101)의 비반전 입력 단자로 피드백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ZQ 단자의 전압(VZQ)이 기준 전압(VREF)보다 높으면 연
산 증폭기(101)의 출력 레벨이 높아지고 그 결과, 트랜지스터(P1)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이 감소한다. 따라서, ZQ 단자
의 전압(VZQ)은 낮아진다. 반대로, ZQ 단자의 전압(VZQ)이 기준 전압(VREF)보다 낮으면 연산 증폭기(101)의 출력 레벨
이 낮아지고 그 결과, 트랜지스터(P1)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이 증가한다. 따라서, ZQ 단자의 전압(VZQ)은 높아진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ZQ 단자의 전압(VZQ)은 기준 전압(VDDQ/2)과 동일해진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26)은 전원 전압(VDDQ)과 ZQ 단자 사이에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
(CS1)를 더 포함한다. PMOS 트랜지스터(CS1)의 게이트는 접지 전압과 연결되어서 정전류원으로서 동작한다. 즉, 정전류
원 트랜지스터(CS1)를 통해 일정한 전류가 ZQ 단자로 공급된다. 그러므로, 정전류원 트랜지스터(CS1)가 없을 때에 비해
서 PMOS 트랜지스터(P1)의 크기가 작아도 된다. 왜냐하면, PMOS 트랜지스터(P1)를 통해 ZQ 단자로 공급될 전류의 일
부가 정전류원 트랜지스터(CS1)를 통해 ZQ 단자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ZQ 단자의 전압(VZQ)은 ZQ 단자와 연결된 외부 저항(RQ)를 통해 흐른다. 전류(IZQ)는 저항(RQ)의 저항값을 표시하는 기
준 전류이다. PMOS 트랜지스터들(P1, P2)은 전류 미러(current mirror) 형태이고, 기준 전류(IZQ)에 따라서 전원 전압
(VDDQ)으로부터 가변 임피던스(105)로 전류가 공급된다.

제 1 컨트롤러는 연산 증폭기(102)와 업/다운 카운터(103)로 구성된다. 연산 증폭기(102)는 기준 전압(VZQ)과 연결된 비
반전 입력 단자 그리고 PMOS 트랜지스터(P2)와 가변 임피던스(105)의 연결 노드(REFD) 사이에 연결된 반전 입력 단자
를 갖는다.

정전류원으로서 제공되는 PMOS 트랜지스터(CS2)는 전원 전압(VDDQ)과 상기 PMOS 트랜지스터(P2)와 가변 임피던스
(105) 사이의 연결 노드(REFD)와 연결된다. 정전류원 트랜지스터(CS2)의 게이트는 접지 전압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정
전류원 트랜지스터(CS2)가 없을 때에 비해 PMOS 트랜지스터(P2)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다.

카운터(103)는 연산 증폭기(102)의 출력(DN)에 응답해서, 가변 임피던스(105) 내의 m 개의 더미 트랜지스터들을 선택적
으로 온/오프시켜서 트랜지스터(P2)와 가변 임피던스(105)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을 VDDQ/2에 일치시키기 위해 데이
터 비트들(D0-Dn-1)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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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컨트롤러는 디더링 검출기(104), 클럭 발생기(106), 레지스터(107) 그리고 병렬-직렬 변환기(110)를 포함한다. 디더
링(dithering) 검출기(104)는 연산 증폭기(102)의 출력(DN)을 받아들인다. 디더링 검출기(104)는 신호(DN)가 일정 크기
이내의 진폭으로 스윙하는 것을 검출해서 검출 신호(DDET)를 활성화한다.

클럭 발생기(106)는 카운터들(103, 123)과 디더링 검출기(104, 124)에서 사용되는 클럭을 발생한다.

카운터(103)로부터의 데이터 비트들(D0-Dn-1)은 레지스터(107)를 통해 병렬-직렬 변환기(110)로 제공된다. 여기서, 병
렬-직렬 변환기(110)는 클럭 발생기(106)로부터의 클럭 신호들(UPDATE_CK, CODE_CK)에 응답해서 상기 레지스터
(107)로부터의 데이터 비트들(D0-Dn-1)을 제공받는다. 연산 증폭기(102)와 카운터(103)에 의한 제어의 결과인 데이터
비트들(D0-Dn-1)에 따라서 출력 버퍼(25)의 풀-다운 트랜지스터 그룹(25b) 내의 트랜지스터들은 선택적으로 턴 온 및
오프된다.

연산 증폭기(121)는 트랜지스터들(P3, N1)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이 기준 전압(VDDQ/2)이 되도록 트랜지스터(N1)의
게이트의 레벨을 제어한다.

PMOS 트랜지스터들(P1, P3)로 구성된 전류 미러 회로의 출력과 연결되며 NMOS 트랜지스터들(N1, N2)로 구성된 전류
미러는 가변 임피던스(126)로부터의 전류를 접지 전압(VSS)으로 끌어내린다.

NMOS 트랜지스터(DS1)는 트랜지스터들(P3, N1) 사이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 드레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리고 전
원 전압과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DS1)는 트랜지스터들(P3, N1)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을 접지 전
압으로 디스챠지한다.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N1)의 크기는 디스챠지 트랜지스터(DS1)가 없을 때에 비해 작아도 된
다.

NMOS 트랜지스터(DS2)는 트랜지스터(N2)의 드레인과 가변 임피던스(126) 사이의 연결 노드(REFU)와 연결된 드레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리고 전원 전압과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다. NMOS 트랜지스터(DS2)는 트랜지스터(N2)의 드
레인과 가변 임피던스(126) 사이의 연결 노드(REFU)의 전압을 접지 전압으로 디스챠지한다.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
(N2)의 크기는 디스챠지 트랜지스터(DS2)가 없을 때에 비해 작아도 된다.

제 3 컨트롤러는 연산 증폭기(122)와 업/다운 카운터(123)를 포함한다. 연산 증폭기(122)는 트랜지스터(N2)와 가변 임피
던스(126) 사이의 연결 노드(REFU)에 연결된 비반전 입력 단자와 기준 전압(VZQ)과 연결된 반전 입력 단자를 갖는다. 카
운터(123)는 연산 증폭기(122)의 출력(DN)에 응답해서 가변 임피던스(126) 내의 n 개의 더미 트랜지스터들을 선택적으
로 턴 온 및 오프해서 트랜지스터(N2)와 가변 임피던스(126) 사이의 연결 노드(REFU)의 전압이 VDDQ/2(즉, VZQ)가 되
도록 데이터 비트들(U0-Um-1)을 제공한다.

제 4 컨트롤러는 디더링 검출기(124), 레지스터(125) 그리고 병렬-직렬 변환기(110)를 포함한다. 디더링 검출기(124)는
연산 증폭기(122)의 출력(UP)을 받아들인다. 디더링 검출기(124)는 신호(UP)가 일정 크기 이내의 진폭으로 스윙하는 것
을 검출해서 검출 신호(UDET)를 활성화한다.

카운터(123)로부터의 데이터 비트들(U0-Um-1)은 레지스터(125)와 병렬-직렬 변환기(110)를 통하여 출력 버퍼(25)로
전달된다. 여기서, 레지스터(125)에 저장된 데이터 비트들(U0-Um-1)은 클럭 발생기(106)로부터의 클럭 신호
(UPDATE_CK, CODE_CK)에 응답해서 병렬-직렬 변환기(110)로 제공된다. 연산 증폭기(122)와 카운터(123)에 의한 제
어의 결과 데이터인 데이터 비트들(D0-Dn-1)에 따라서 출력 버퍼(25)의 풀-업 트랜지스터들(25a)은 선택적으로 턴 온
및 오프된다.

이와 같이, 목표 임피던스 값으로 정의된 외부 저항(RQ)은 ZQ 단자와 연결되고,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26)은 출력 버퍼
(25)의 트랜지스터들의 구동 능력을 제어한다. 따라서, 출력 버퍼(25)의 임피던스는 저항(RQ)의 저항값과 동일하게 된다.

풀-다운 제어 전류 패스에서, 트랜지스터(P2)의 드레인 레벨은 VDDQ/2로 제어된다. 풀-업 제어 전류 패스에서, 트랜지스
터(P3)의 드레인 레벨은 VDDQ/2로 제어된다. 즉, 트랜지스터들(P1-P3)의 드레인 레벨들은 VDDQ/2로 제어되고, 트랜지
스터들(P1-P3)이 동일한 구동 능력을 갖는 경우 그들은 동일한 전류를 통과시킨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가변 임피던스(105)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가변 임피
던스(105)는, 업/다운 카운터(103)로부터 출력되는 이진 신호들(D0-Dn-1)을 분리된 써모메터 코드(seperated
thermometer code)로 변환하는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108), 상위(upper) 트랜지스터들(U1-UT3) 그리고 하위
(lower) 트랜지스터들(LT1-LT3)을 포함한다.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108)는 업/다운 카운터(103)로부터 n 비트 데이터(D0-Dn-1)를 상위 k 비트와 하위 (n-k) 비
트로 나누고, 나뉘어진 각 비트들을 (2k-1) 비트의 상위 써모메터 코드 비트들(UD1-UD2k-1)과 (2(n-k)-1) 비트의 하위
써모메터 비트들(LD1-LD2(n-k)-1)로 변환하는 분리된 써모메터 코드 변환을 수행한다. 상위 트랜지스터들(U1-U3)은
상위 써모메터 코드 비트들(UD1-UD2k-1)에 각각 대응하고, 하위 트랜지스터들(L1-L3)은 하위 써모메터 코드 비트들
(LD1-LD2(n-k)-1)에 각각 대응한다. 상위 트랜지스터들(U1-U3)은 노드(REFD)와 접지 전압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이
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108)로부터의 대응하는 상위 신호(UD1-UD2k-1)에 의해 제어된다. 하위 트랜지스터들(L1-
L3)은 노드(REFD)와 접지 전압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108)로부터의 대응하는 하위 신호
(LD1-LD2(n-k)-1)에 의해 각각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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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업/다운 카운터(103)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가 5 비트이다.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108)는 업/다운 카운터
(103)로부터의 5 비트 데이터(D0-D4)를 상위 3 비트와 하위 2 비트로 나누고, 각각을 써모메터 코드로 변환한다. 이 때,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108)로부터 출력되는 상위 써모메터 코드는 (2k-1) 비트 즉, 7 비트이고,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108)로부터 출력되는 코드는 (2(n-k)-1) 비트 즉, 3 비트이다.

상위 트랜지스터들(U1-U3)과 하위 트랜지스터들(L1-L3)은 각각 동일한 크기를 가지며 상위 트랜지스터들(U1-U3)과
하위 트랜지스터들(L1-L3)의 크기 비는 2(n-k):1 즉 4:1이다.

한편,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108)는 신호들(UD1-UD2k-1 및 LD1-LD2(n-k)-1)의 출력단들에 인버터(미 도시됨)
를 각각 구비한다. 따라서, 카운터(103)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D0-Dn-1)이 1만큼 증가하면 트랜지스터들(U1-U3
및 L1-L3) 중 턴 온되는 트랜지스터가 하나 감소하고, 카운터(103)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D0-Dn-1)이 1만큼 감소
하면 트랜지스터들(U1-U3 및 L1-L3) 중 턴 온되는 트랜지스터가 하나 증가한다.

만일 가변 임피던스(105)가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108)를 구비하지 않고, 업/다운 카운터(103)로부터 출력되는 n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는 n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면 업/다운 카운터(103)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비트들의 변화에 따라
가변 임피던스(105) 내의 많은 트랜지스터들이 순간적으로 턴 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업/다운 카운터(103)로부
터 출력되는 데이터가 '10000'에서 '01111'으로 변화될 때와 같이, 많은 트랜지스터들이 순간적으로 턴 온될 때 임피던스
글리치(impedence glitch)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본 발명의 가변 임피던스(105)는 써모메터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임피던
스 글리치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업/다운 카운터(103)로부터 출력되는 n비트 데이터를 써모메터 코드로 변환하는 경우
변환된 코드의 비트 수가 2n 비트로서 많아진다. 본 발명의 가변 임피던스(105)는 분리된 써모메터 코드 변환을 수행하므
로, 변환된 코드의 비트 수는 (2k-1)+(2(n-k)-1)비트로서 2n 보다 작다. 앞의 예에서, 업/다운 카운터(103)로부터 5 비트
데이터가 출력될 때 이를 써모메터 코드로 변환하면 변환된 써모메터 코드는 25 즉, 32 비트이다. 따라서, 가변 임피던스
(105)는 32 개의 트랜지스터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하면, 가변 임피던스(105)는 단지 10 개의 트랜지스터
들만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가변 임피던스(105)는 적은 수의 트랜지스터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임피던스 글리치 현상을 발생
하지 않는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가변 임피던스(126)의 상세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가변 임피던스(126)는 도 4
에 도시된 가변 임피던스(105)와 동일한 구성을 갖고 동일하게 동작한다. 다만, 도 4에 도시된 가변 임피던스(105)와 달
리, 도 5에 도시된 가변 임피던스(126)는 전원 전압(VDDQ)과 노드(REFU) 사이에 연결된 상위 트랜지스터들(U4-U6)과
전원 전압과 노드(REFU) 사이에 연결된 하위 트랜지스터들(L4-L6)을 포함한다. 상위 트랜지스터들(U4-U6)과 하위 트
랜지스터들(L4-L6)은 각각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상위 트랜지스터들(U4-U6)은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
(127)로부터의 대응하는 상위 써모메터 코드들(UU1-UU2K-1)에 의해 각각 제어되고, 하위 트랜지스터들(L4-L6)은 이
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127)로부터의 대응하는 하위 써모메터 코드들(LU1-LU2K-1)에 의해 각각 제어된다.

도 6a는 도 3에 도시된 디더링 검출기(104)의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a를 참조하면, 디더링 검출기(104)는
D-플립플롭들(201-205)이 직렬로 연결된 플립플롭 어레이(200)와 검출 신호 발생기(210)를 포함한다.

D-플립플롭들(201-205)은 도 3에 도시된 클럭 발생기(106)로부터의 클럭 신호(CK1)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D-플립플롭
(201)은 클럭 신호(CK1)에 동기되어서 연산 증폭기(102)의 출력 신호(DN)를 받아들인다. D-플립플롭들(202-205)은 클
럭 신호(CK1)에 동기되어서 이전 단의 D-플립플롭들(201-204)의 출력을 각각 받아들인다.

검출 신호 발생기(210)는 낸드(NAND) 게이트들(211, 212, 214, 215), 노아(NOR) 게이트들(213, 216, 217) 그리고 인버
터(218)를 포함한다. 낸드 게이트(211)는 D-플립플롭(201)의 비반전 출력 신호(Q1), D-플립플롭(202)의 반전 출력 신호

( ), 그리고 D-플립플롭(203)의 비반전 출력 신호(Q3)를 받아들인다. 낸드 게이트(212)는 D-플립플롭(204)의 반전 출

력 신호( )와 D-플립플롭(205)의 비반전 출력 신호(Q5)를 받아들인다. 노아 게이트(213)는 낸드 게이트들(211, 212)
의 출력들을 받아들인다.

낸드 게이트(214)는 D-플립플롭(201)의 비반전 출력 신호(Q1), D-플립플롭(202)의 반전 출력 신호( ), 그리고 D-플립

플롭(203)의 반전 출력 신호( )를 받아들인다. 낸드 게이트(215)는 D-플립플롭(204)의 비반전 출력 신호(Q4)와 D-플
립플롭(205)의 비반전 출력 신호(Q5)를 받아들인다. 노아 게이트(216)는 낸드 게이트들(214, 215)의 출력들을 받아들인
다.

노아 게이트(217)는 노아 게이트들(213, 216)의 출력을 받아들인다. 인버터(218)는 노아 게이트(217)의 출력을 받아들여
서 검출 신호(DDET)를 발생한다.

도 3에 도시된 PMOS 트랜지스터(P2)와 가변 임피던스(105) 사이의 연결 노드(REFD)의 전압은 기준 전압(VDDQ/2)으로
고정되지 않고 기준 전압(VDDQ/2)을 중심으로 일정한 진폭을 가지고 스윙한다. 즉, 노드(REFD)의 전압은 기준 전압
(VDDQ/2)을 기준으로 양자화 오차(quantization error)에 해당하는 진폭을 갖고 흔들리게 된다. 왜냐하면, 가변 임피던스
(105)는 업/다운 카운터(103)의 출력 데이터(D0-Dn-1)에 응답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형태의 연속적인 값을 갖
지 못하고, 디지털 임피던스 코드에 따른 이산 레벨(discrete level)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드(REFD)의
전압이 기준 전압(VDDQ/2)보다 높으면 연산 증폭기(10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DN)는 로우 레벨(즉, 논리 '0')로 된다. 업
/다운 카운터(103)는 연산 증폭기(102)로부터의 로우 레벨의 신호(DN)에 응답해서 카운트 값을 1만큼 감소시킨다. 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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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103)의 카운트 값이 1만큼 감소됨에 따라 가변 임피던스(105)에 구비된 트랜지스터들(U1-U3, L1-L3) 중 1 개의 트
랜지스터가 더 턴 온된다. 가변 임피던스(105) 내의 턴 온된 트랜지스터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노드(REFD)의 전압은 이전
보다 낮아진다. 반면, 노드(REFD)의 전압이 기준 전압(VDDQ/2)보다 낮으면 연산 증폭기(10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DN)
는 하이 레벨(즉, 논리 '1')로 된다. 업/다운 카운터(103)는 연산 증폭기(102)로부터의 하이 레벨의 신호(DN)에 응답해서
카운트 값을 1만큼 증가시킨다. 카운터(103)의 카운트 값이 1만큼 증가됨에 따라 가변 임피던스(105)에 구비된 트랜지스
터들(U1-U3, L1-L3) 중 1 개의 트랜지스터가 더 턴 오프된다. 가변 임피던스(105) 내의 턴 오프된 트랜지스터의 수가 증
가됨에 따라 노드(REFD)의 전압은 이전보다 높아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가 디더링 검출기(104)가, 연산 증폭기(102)의 출력(DN)이 소정의 값에 수렴되는 것을 검출하
면, 검출 신호(DDET)를 활성화시킨다. 검출 신호(DDET)가 활성화될 때 업/다운 카운터(103)의 출력 데이터(D0-Dn-1)
는 레지스터(107)에 저장되고, 클럭 발생기(106)는 클럭 신호들(UPDATE_CK, CODE_CK)을 병렬-직렬 변환기(110)로
제공한다. 레지스터(107)에 저장된 데이터(D0-Dn-1)는 후술되는 과정에 의해서 출력 버퍼(25)로 전달된다.

도 6b 및 도 6c는 도 6a에 도시된 디더링 검출기(104)가 검출 신호(DDET)를 활성화시키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도면들이다. 먼저, 도 6b를 참조하면, 디더링 검출기(104)는 연산 증폭기(102)의 출력(DN)을 받아들여서 노드(REFD)의
전압이 기준 전압(VDDQ/2)에 수렴하는 지를 판별한다. 디더링 검출기(104)는 노드(FEFD)의 전압이 기준 전압(VDDQ/2)
에 수렴하는 것으로 판별되면 검출 신호(DDET)를 활성화시킨다. 예컨대,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산 증폭기(102)의
출력 신호(DN)가 1, 0, 1, 0 및 1 순으로 변할 때 디더링 검출기(104) 내의 낸드 게이트들(211, 212)과 노아 게이트(217)
그리고 인버터(218)에 의해서 검출 신호(DDET)가 활성화된다.

도 6c는 연산 증폭기(102)의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등에 의해서 노드(REFD)의 전압이 3 레벨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노드(REFD)의 전압이 기준 전압(VDDQ/2)을 중심으로 3 레벨들 사이에서
변화할 때 디더링 검출기(104) 내의 낸드 게이트들(214, 215), 노아 게이트들(216, 217) 그리고 인버터(218)에 의해서 검
출 신호(DDET)가 활성화된다.

풀-업 제어 전류 패스의 디더링 검출기(124)는 풀-다운 제어 전류 패스의 디더링 검출기(104)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동
일하게 동작하므로, 디더링 검출기(124)에 대한 상세한 도면 및 설명은 생략한다. 디더링 검출기(124)는 연산 증폭기
(122)의 출력(UP)을 받아들여서 노드(FEFU)의 전압이 기준 전압(VDDQ/2)에 수렴하는 지를 판별한다. 디더링 검출기
(124)는 노드(FEFU)의 전압이 기준 전압(VDDQ/2)에 수렴하는 것으로 판별되면 검출 신호(UDET)를 활성화시킨다. 검출
신호(UDET)가 활성화될 때 업/다운 카운터(123)의 출력(U0-Um-1)은 레지스터(125)에 저장된다.

한편, 반도체 장치가 탑재된 시스템의 임피던스(RQ)는 고정된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상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반도
체 장치가 탑재된 시스템의 임피던스(RQ)에 대응하는 데이터(D0-Dn-1)가 레지스터(107)에 저장되면 즉, 디더링 검출기
(104)로부터의 검출 신호(DDET)가 활성화되면, 클럭 발생기(106)는 카운터(103)와 디더링 검출기(104)로 공급되는 클
럭 신호(DN_CK)의 주파수를 낮춘다. 따라서, 반도체 장치가 탑재된 시스템의 임피던스(RQ)가 검출된 후 전력 소모를 줄
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디더링 검출기(124)로부터의 검출 신호(UDET)가 활성화되면, 클럭 발생기(106)는 카운터(123)
와 디더링 검출기(124)로 공급되는 클럭 신호(UP_CK)의 주파수를 낮춘다. 따라서, 반도체 장치가 탑재된 시스템의 임피
던스(RQ)가 검출된 후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도 7은 도 3에 도시된 클럭 발생기(106)에서 발생되는 클럭 신호들(DN_CK, UP_CK)과 검출 신호들(DDET, UDET)의 관
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예컨대, 클럭 발생기(106)는 시스템 클럭 신호를 64 분주한 클럭 신호들(DN_CK, UP_CK)을 발
생한다. 클럭 신호(DN_CK)는 업/다운 카운터(103)와 디더링 검출기(104)로 제공된다. 디더링 검출기(104)로부터의 검출
신호(DDET)가 활성화되면 클럭 발생기(106)는 시스템 클럭 신호를 128 분주해서 클럭 신호(DN_CK)를 발생한다. 즉, 검
출 신호(DDET)가 활성화된 후의 클럭 신호(DN_CK)의 주기(2T)는 검출 신호(DDET)가 활성화되기 전의 클럭 신호
(DN_CK)의 주기(T)의 2 배이다.

클럭 발생기(106)에 의해 발생된 클럭 신호(UP_CK)는 업/다운 카운터(123)와 디더링 검출기(124)로 제공된다. 디더링
검출기(124)로부터의 검출 신호(UDET)가 활성화되면 클럭 발생기(106)는 시스템 클럭 신호를 128 분주해서 클럭 신호
(UN_CK)를 발생한다. 즉, 검출 신호(UDET)가 활성화된 후의 클럭 신호(UP_CK)의 주기(2T)는 검출 신호(UDET)가 활
성화되기 전의 클럭 신호(DN_CK)의 주기(T)의 2 배이다.

도 8은 도 3에 도시된 병렬-직렬 변환기(110)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럭도이고, 도 9는 도 8에 도시된 병렬-직렬 변환기
(110)에서 사용되는 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병렬-직렬 변환기(110)는 병렬-직렬 레지스터들(111,
112)과 멀티플렉서(113)를 포함한다.

병렬-직렬 레지스터(111)는 클럭 신호(UPDATE_CK)가 하이 레벨인 동안 레지스터(125)로부터의 병렬 데이터(U0-
Um-1)를 받아들여서 저장하고, 클럭 신호(UPDATE_CK)가 로우 레벨인 동안 클럭 신호(CODE_CK)에 응답해서 자신에
저장된 데이터를 1비트씩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병렬-직렬 레지스터(112)는 클럭 신호(UPDATE_CK)가 로우 레벨인 동안 레지스터(107)로부터의 병렬 데이터(D0-Dn-
1)를 받아들여서 저장하고, 클럭 신호(UPDATE_CK)가 하이 레벨인 동안 클럭 신호(CODE_CK)에 응답해서 자신에 저장
된 데이터를 1비트씩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멀티플렉서(113)는 클럭 신호(UPDATE_CK)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즉, 클럭 신호(UPDATE_CK)가 하이 레벨일 때 레지
스터(112)로부터 출력되는 직렬 데이터(IMP)가 멀티플렉서(113)를 통해 출력 버퍼(25)로 제공되고, 클럭 신호
(UPDATE_CK)가 로우 레벨일 때 레지스터(111)로부터 출력되는 직렬 데이터(IMP)가 멀티플렉서(113)를 통해 출력 버
퍼(25)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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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병렬-직렬 변환기(110)가 출력 버퍼(25) 내의 풀-업 트랜지스터들(25a)과 풀-다운 트랜지스터들(25b)을 제어
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직렬로 출력함으로써 출력 임피던스 컨트롤러(26)와 출력 버퍼(25) 사이의 신호 라인의 수가 오직 1
개만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26)은, 전원 전압(VDDQ)과 ZQ 단자 사이, 전원 전압(VDDQ)
과 트랜지스터들(P3, N1) 사이 그리고 트랜지스터(P2)와 가변 임피던스(105) 사이에 각각 연결된 정전류원 트랜지스터들
(CS1-CS3)을 구비한다. 그러므로,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26)은, 정전류원 트랜지스터들(CS1-CS3)이 없을 때에 비해
작은 크기의 PMOS 트랜지스터들(P1-P3)을 구비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트랜지스터의 채널 폭
및 게이트 길이를 변경하는 것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26)에 의하면, 저항(RQ)의 저항값이 PMOS 트랜지스터(P1)를 통해 전
달될 수 있는 전류의 양에 따라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300)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에 도시된 출력 임피던
스 제어 유닛(300)에서 도 3에 도시된 출력 임피던스 유닛(26)과 동일한 회로 구성은 동일한 인출번호를 병기하고,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에 도시된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26)은 정전류원으로서 PMOS 트랜지스터들(CS1-CS3)을 구비하고, 디스챠지 회
로로서 NMOS 트랜지스터들(DS1, DS2)을 구비하였다. 도 10에 도시된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300)은, ZQ 단자, 트랜
지스터들(P3, N1) 사이의 연결 노드 그리고 트랜지스터(P2)와 가변 임피던스(105) 사이의 연결 노드에 각각 정전류원 회
로(301-303)를 구비한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들(P3, N1) 사이의 연결 노드에는 디스챠지 회로(311)가 연결되고, 트랜지
스터(N2)와 가변 임피던스(126)의 연결 노드(REFU)에는 디스챠지 회로(312)가 연결된다.

정전류원 회로들(301-303)은 전류 제어기(320)로부터의 제어 신호(PCNT)에 응답해서 ZQ 단자, 트랜지스터들(P3, N1)
사이의 연결 노드 그리고 트랜지스터(P2)와 가변 임피던스(105) 사이의 연결 노드로 흐르는 전류의 양을 결정한다. 디스
챠지 회로들(311, 312)은 전류 제어기(320)로부터의 제어 신호(NCNT)에 응답해서 트랜지스터들(P3, N1) 사이의 연결
노드 및 트랜지스터(N2)와 가변 임피던스(126)의 연결 노드(REFU)로 흐르는 전류의 양을 결정한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전류 제어기(320)의 일 실시예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전류 제어기
(320)는 연산 증폭기들(312, 322)과 업/다운 카운터들(323, 324)을 포함한다. 연산 증폭기(321)는 ZQ 단자의 전압(VZQ)
과 기준 전압(VREF)을 받아들이고, 두 전압의 차를 출력한다. 카운터(323)는 클럭 신호(CLK)에 응답하여 동작하며, 연산
증폭기(321)의 출력이 로우 레벨일 때, 즉, ZQ 단자의 전압(VZQ)이 기준 전압보다 높지 않을 때 카운트 업을 수행한다. 카
운터(323)는 연산 증폭기(321)의 출력이 하이 레벨일 때, 즉, ZQ 단자의 전압(VZQ)이 기준 전압보다 높거나 같을 때 카운
트 다운을 수행한다. 카운터(323)의 카운트 값(PCNT[0:i-1])은 정전류원 회로들(301-303)로 제공된다. 상기 클럭 신호
(CLK)는 클럭 발생기(106)로부터 발생된다.

연산 증폭기(322)는 트랜지스터들(P3, N1)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VDN)과 기준 전압(VREF)을 받아들이고, 두 전압의
차를 출력한다. 카운터(324)는 연산 증폭기(321)의 출력이 로우 레벨일 때, 즉, 전압(VDN)이 기준 전압보다 높지 않을 때
카운트 업을 수행한다. 카운터(324)는 연산 증폭기(322)의 출력이 하이 레벨일 때, 즉, 전압(VDN)이 기준 전압보다 높거
나 같을 때 카운트 다운을 수행한다. 카운터(324)의 카운트 값(NCNT[0:i-1])은 디스챠지 회로들(311-312)로 제공된다.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전류 제어기(320)의 출력(PCNT[0:i-1])에 의해 제어되는, 도 10에 도시된 정전류원 회로(301)
의 일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정전류원 회로(301)는 전원 전압(VDDQ)과 ZQ
단자 사이에 병렬로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들(P10-P12)을 포함한다. PMOS 트랜지스터들(P10-P12)은 업/다운 카운
터(323)의 출력(PCNT[0:i-1])에 의해 각각 제어된다. 카운터(323)의 카운트 값(PCNT[0:i-1])에 대응하게 ZQ 단자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PMOS 트랜지스터들(P10-P12)의 크기는 대응하는 카운트 값(PCNT[0:i-1])의 2진
가중치(weight)에 따라 서로 다르다. 예컨대, PMOS 트랜지스터(P11)의 크기는 PMOS 트랜지스터(P10)의 크기의 2 배이
다.

나머지 정전류원 회로들(302, 303)은 정전류원 회로(301)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동작하므로, 구체적인 설명
은 생략한다.

도 13은 도 11에 도시된 전류 제어기(320)의 출력(NCNT[0:i-1])에 의해 제어되는, 도 10에 도시된 디스챠지 회로(312)
의 일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디스챠지 회로(312)는 노드(REFU)와 접지 전
압 사이에 병렬로 연결된 NMOS 트랜지스터들(N10-N12)을 포함한다. NMOS 트랜지스터들(N10-N12)은 업/다운 카운
터(324)의 출력(NCNT[0:i-1])에 의해 각각 제어된다. 카운터(324)의 카운트 값(NCNT[0:i-1])에 대응하게 노드
(REFU)의 전류를 접지 전압으로 디스챠지하기 위해서 NMOS 트랜지스터들(N10-N12)의 크기는 대응하는 카운트 값
(NCNT[0:i-1])의 2진 가중치(weight)에 따라 서로 다르다. 예컨대, NMOS 트랜지스터(N12)의 크기는 NMOS 트랜지스
터(N10)의 크기의 2 배이다.

도 10에 도시된 디스챠지 회로(311)는 디스챠지 회로(312)와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갖고 동일하게 동작하므로, 구체적인 설
명은 생략한다.

도 14는 도 10에 도시된 전류 제어기(320)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전류 제어
기(320)는 연산 증폭기들(312, 322), 업/다운 카운터들(323, 324) 그리고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들(325, 326)을 포
함한다. 연산 증폭기(321)는 ZQ 단자의 전압(VZQ)과 기준 전압(VREF)을 받아들이고, 두 전압의 차를 출력한다. 카운터
(323)는 연산 증폭기(321)의 출력이 로우 레벨일 때, 즉, ZQ 단자의 전압(VZQ)이 기준 전압보다 높지 않을 때, 카운트 업
을 수행한다. 카운터(323)는 연산 증폭기(321)의 출력이 하이 레벨일 때, 즉, ZQ 단자의 전압(VZQ)이 기준 전압보다 높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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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을 때, 카운트 다운을 수행한다. 카운터(323)의 카운트 값(PCNT_B[0:i-1])은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325)로
제공된다.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325)는 이진수 카운트 값(PCNT_B[0:i-1])을 써모메터 코드(PCNT[0:2i-1])로
변환한다.

연산 증폭기(322)는 ZQ 단자의 전압(VZQ)과 트랜지스터들(P3, N1)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VDN)을 받아들이고, 두 전
압의 차를 출력한다. 카운터(324)는 연산 증폭기(321)의 출력이 로우 레벨일 때, 즉, ZQ 단자의 전압(VZQ)이 기준 전압보
다 높지 않을 때 카운트 업을 수행한다. 카운터(324)는 연산 증폭기(322)의 출력이 하이 레벨일 때, 즉, ZQ 단자의 전압
(VZQ)이 기준 전압보다 높거나 같을 때 카운트 다운을 수행한다. 카운터(324)의 카운트 값(NCNT_B[0:i-1])은 이진-써
모메터 코드 변환기(326)로 제공된다.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326)는 이진수 카운트 값(NCNT_B[0:i-1])을 써모메
터 코드(NCNT[0:2i-1])로 변환한다.

도 15는, 도 14에 도시된 전류 제어기(320)의 출력(PCNT[0:2i-1])에 의해 제어되는, 도 10에 도시된 정전류원 회로
(301)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정전류원 회로(301)는 전원 전압(VDDQ)과 ZQ 단자 사이에 병렬로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들(P20-
P22)을 포함한다. PMOS 트랜지스터들(P20-P22)은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환기(325)의 출력(PCNT[0:2i-1])에 의해 각
각 제어된다. 이 실시예에서, PMOS 트랜지스터들(P20-P22)의 크기는 서로 동일하다. 왜냐하면, 이진-써모메터 코드 변
환기(325)의 출력(PCNT[0:2i-1])은 써모메터 코드이고, 써모메터 코드(PCNT[0:2i-1])에 따라서 PMOS 트랜지스터들
(P20-P22)의 턴 온되는 개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도 10 내지 도 12를 참조하면, PMOS 트랜지스터들(P1-P3) 각각의 전류 구동 능력은 대응하는 정전류원 회로(301-
303)의 전류 구동 능력보다 커야 한다. 왜냐하면, ZQ 단자의 전압(VZQ)이 기준 전압(VDDQ/2)에 도달해서 전류 제어기
(320) 내의 연산 증폭기들(321, 322)의 출력이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을 반복적으로 출력하면 정전류원 회로들(301-303)
에 의해 공급되는 전류가 떨리게 되기 때문이다(즉, 디더링 현상이 발생된다). 다시 말하면, PMOS 트랜지스터들(P1-P3)
각각의 전류 구동 능력이 대응하는 정전류원 회로(301-303)의 구동 능력보다 크면 PMOS 트랜지스터들(P1-P3)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크기 때문에 연산 증폭기(101)가 정전류원 회로들(301-303)의 전류 변화에 의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도 16은 정전류원 회로(301)와 PMOS 트랜지스터(P1)의 크기 관계에 따라 ZQ 단자의 전압(VZQ)이 기준 전압(VDDQ/2)
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6의 (A)를 참조하면, PMOS 트랜지스터(P1)의 구동 능력이 정전류원 회로
(301)의 구동 능력보다 충분히 클 때 ZQ 단자의 전압(VZQ)은 기준 전압(VDDQ/2)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B)와 같이,
PMOS 트랜지스터(P1)의 구동 능력이 정전류원 회로(301)의 구동 능력보다 작으면 ZQ 단자의 전압(VZQ)은 기준 전압
(VDDQ/2)을 중심으로 디더링된다. 그러므로, PMOS 트랜지스터(P1)의 구동 능력이 정전류원 회로(301)의 구동 능력보
다 충분히 크도록 PMOS 트랜지스터(P1)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실시예에 따른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300)은, ZQ 단자의 전압(VZQ)과 기준 전압(VREF) 사이의 전
압차에 따라서 정전류원 회로들(301-303)과 디스챠지 회로들(311-312)의 구동 능력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정전류원 회
로들(301-303)과 디스챠지 회로들(311-312)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PMOS 트랜지스터들(P1-P3) 및 NMOS 트랜
지스터들(N1, N2)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항(RQ)의 저항값이 제한되지 않는다.

예시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개시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 다
는 것이 잘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범위는 그러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한 폭
넓게 해성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출력 임피던스 제어 유닛은 외부의 임피던스(RQ)에 대한 출력 버퍼(25)의 임피던스 매칭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더욱이, 정전류원 회로들(301-303)과 디스챠지 회로들(311-312)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PMOS 트랜지
스터들(P1-P3) 및 NMOS 트랜지스터들(311-312)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항(RQ)의 저항값이 제한되지 않
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다수의 트랜지스터들이 병렬로 연결된 출력 버퍼와;

외부 저항과 연결된 연결 단자(ZQ); 및

상기 연결 단자 및 상기 출력 버퍼와 연결되고, 상기 외부 저항에 따라서 상기 출력 버퍼의 임피던스를 조절하기 위한 출력
임피던스 제어기를 포함하되;

상기 출력 임피던스 제어기는,

ZQ 단자의 전압과 기준 전압을 받아들이고, 두 전압의 차에 대응하는 제 1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전류 제어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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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결 단자와 연결된 제 1 트랜지스터(P1)와;

상기 제 1 제어 신호에 대응하는 정전류를 상기 연결 단자로 공급하는 제 1 정전류원(301)과;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연결되고, 상기 연결 단자를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로 설정하기 위해서 상기 제 1 트랜지
스터의 게이트의 레벨을 제어하는 제 1 레벨 컨트롤러(101)와;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연결된 소스를 갖는 제 2 트랜지스터
(P2)와;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연결되고, 상기 출력 버퍼 트랜지스터들에 대응하는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105)과;

상기 제 1 제어 신호에 대응하는 정전류를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으로 공급하는 제 2 정전류원(302)과;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과 연결되고,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의 레벨이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과 동일하도록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을 제어하는 제 1 컨
트롤러(102, 103); 그리고

상기 제 1 컨트롤러에 의해서 수행되는 상기 제어에 따라 상기 출력 버퍼의 트랜지스터들을 제어하는 제 2 컨트롤러(104,
106, 107, 11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제어기는, 상기 제 3 및 제 4 트랜지스터들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과 기준 전압을 받아들이고, 두 전압의 차에
대응하는 제 2 제어 신호를 더 출력하며;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연결된 소스를 갖는 제 3 트랜지스터
(P3)와;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직렬로 연결된 제 4 트랜지스터(N1)와;상기 제 1 제어 신호에 대응하는 정전류를 상기 제 3 트랜
지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 노드로 공급하는 제 3 정전류원(303)과;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이 미리 설정된 레벨과 같아지도록 상기 제 4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의 레벨을 제어하는 제 2 레벨 컨트롤러(121)와;

상기 제 2 제어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을 디스챠지하는
제 1 디스챠지 회로(311)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연결된 게이트 및 상기 제 4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연결된 소스를 갖는 제 5 트랜지스터
(N2)와;

상기 제 5 트랜지스터와 연결되고, 상기 출력 버퍼 트랜지스터들과 대응하는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126)과;

상기 제 5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과 연결되고, 상기 제 5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의 레벨이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과 동일하도록 상기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을 제어하는 제 3 컨
트롤러(122,123); 그리고

상기 제 3 컨트롤러에 의해서 수행되는 상기 제어에 따라 상기 출력 버퍼의 트랜지스터들을 제어하는 제 4 컨트롤러(124,
125, 11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공통으로 연결된 상기 제 1 및 제 2 트랜지스터들의 소스들은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소스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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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은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의 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정전류원은,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과 연결된 소스,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의 연결 노드 사이에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접지 전압과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P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디스챠지 회로는,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의 연결 노드 사이에 연결된 드레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과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N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디스챠지 회로는,

상기 제 5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 드레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
리고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과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N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장치.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단자의 전압과 상기 미리 설정된 전압을 비교하는 제 1 비교기와;

상기 제 1 비교기의 비교 결과에 따라 카운트 업 또는 카운트 다운을 수행하는 제 1 카운터와;

상기 연결 단자의 전압과 상기 제 3 트랜지스터 및 상기 4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을 비교하는 제 2 비교기;
그리고

상기 제 2 비교기의 비교 결과에 따라 카운트 업 또는 카운트 다운을 수행하는 제 2 카운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전류원은,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과
연결된 소스, 상기 연결 단자와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의 대응하는 비트와 연
결된 게이트를 갖는 복수의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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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전류원은,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과
연결된 소스,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의 대응하는 비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복수의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정전류원은,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과
연결된 소스,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상기 상기 제 1 카
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의 대응하는 비트에 연결된 복수의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디스챠지 회로는,

상기 제 2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
스터의 연결 노드 사이에 연결된 드레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제 2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의
대응하는 비트에 각각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복수의 N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디스챠지 회로는,

상기 제 2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제 5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 드레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제 2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카운트 값의 대응하는 비트에 각각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복수의 N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장치.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이진 카운트 값을 써모메터 코드로 변환하는 제 1 변환기; 및

상기 제 2 카운터로부터 출력되는 이진 카운트 값을 써모메터 코드로 변환하는 제 2 변환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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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정전류원은,

상기 제 1 변환기로부터 출력되는 써모메터 코드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
과 연결된 소스, 상기 연결 단자와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상기 제 1 변환기로부터 출력되는 써모메터 코드의 대응하는 비
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복수의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전류원은,

상기 제 1 변환기로부터 출력되는 써모메터 코드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
과 연결된 소스,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상기
제 1 변환기로부터 출력되는 써모메터 코드의 대응하는 비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복수의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정전류원은,

상기 제 1 변환기로부터 출력되는 써모메터 코드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
과 연결된 소스,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트랜지스터 사이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상기 제 1 변환
기로부터 출력되는 써모메터 코드의 대응하는 비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복수의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디스챠지 회로는,

상기 제 2 변환기로부터 출력되는 써모메터 코드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제 3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4 트
랜지스터의 연결 노드 사이에 연결된 드레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제 2 변환기로부터 출력되는 써모메터
코드의 대응하는 비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복수의 N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디스챠지 회로는,

상기 제 2 변환기로부터 출력되는 써모메터 코드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제 5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2 더
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 드레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제 2 변환기로부터 출력되
는 써모메터 코드의 대응하는 비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복수의 N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0.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컨트롤러는,

상기 연결 단자의 전압과 상기 제 5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을 받아들여서
비교하는 제 2 비교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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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비교기의 비교 결과에 따라서 카운트 업/다운을 수행하는 제 2 카운터를 포함하되;

상기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은 상기 제 2 카운터의 카운트 값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은,

상기 제 2 카운터의 이진 카운트 값을 분리된 써모메터 코드로 변환하는 제 2 변환기; 및

상기 제 2 변환기로부터의 분리된 써모메터 코드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
과 연결된 드레인, 상기 제 5 트랜지스터와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변환기로부터의 분리된 써모메터 코드의 대응하는
비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N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컨트롤러는,

상기 제 2 비교기의 비교 결과를 받아들여서, 상기 연결 노드의 전압이 상기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로 설정되었는 지를 검
출하고, 검출 신호를 활성화하는 제 2 검출기와;

상기 제 2 검출기의 검출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제 1 카운터로부터의 카운트 값을 저장하는 제 2 레지스터; 그리고

클럭 신호들에 응답해서, 상기 제 2 레지스터에 저장된 병렬의 상기 카운트 값을 받아들이고, 상기 카운트 값을 직렬로 출
력하는 병렬-직렬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전류원은,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과 연결된 소스, 상기 연결 단자에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접지 전압과 연결된 게이트
를 갖는 P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전류원은,

상기 출력 버퍼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과 연결된 소스,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
결 노드와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접지 전압과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P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장치.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컨트롤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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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결 단자의 전압과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을 받아들여서
비교하는 제 1 비교기; 그리고

상기 제 1 비교기의 비교 결과에 따라서 카운트 업/다운을 수행하는 제 1 카운터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은 상기 제 1 카운터의 카운트 값에 의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더미 트랜지스터 그룹은,

상기 제 1 카운터의 이진 카운트 값을 분리된 써모메터 코드로 변환하는 제 1 변환기; 및

상기 제 1 변환기로부터의 분리된 써모메터 코드의 비트들에 각각 대응하고, 각각이 상기 제 2 트랜지스터와 연결된 드레
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변환기로부터의 분리된 써모메터 코드의 대응하는 비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
는 N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컨트롤러는,

상기 제 1 비교기의 비교 결과를 받아들여서, 상기 연결 노드의 전압이 상기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로 설정되었는 지를 검
출하고, 검출 신호를 활성화하는 제 1 검출기와;

상기 검출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카운터로부터의 카운트 값을 저장하는 제 1 레지스터; 그리고

클럭 신호들에 응답해서,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저장된 병렬의 상기 카운트 값을 받아들이고, 상기 카운트 값을 직렬로 출
력하는 병렬-직렬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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