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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자동 파워-다운 기능을 갖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에 관한 것으로, 종래에는 외부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
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후 외부 컨트롤러로 부터 슬립(sleep)신호를 받을 때까지 파워를 소모하는 문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어드레스 및 데이터 신호를 이용하여 아날로그/디지탈 변환 동작을 제어하고, 그 변환 동
작이 끝나면 슬립(sleep)신호를 출력하여 파워-다운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는 외부 컨트롤러(10)와, 외부로 부터 입력
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디지탈 데이터 값으로 변환시켜 데이터 레지스터(40)에 저장시키고, 변환 동작 
완료시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발생시킴과 아울러 그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자신
의 슬립신호(sleep)로 하여 자신에게 자동으로 인가하여 파워-다운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는 아날로그 변환부(30)와,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를 스타트시키는 컨트롤 레지스터(20)와,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에서 발생되는 변환 완
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외부 컨트롤러(10)로 전달하여 변환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스테이터스 레지
스터(50)로 구성하여, 파워 소모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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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도.

도 2는 도 1에서, 각 부에 입,출력되는 신호 파형도.

도 3은 본 발명의 자동 파워-다운 기능을 갖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도.

도 4는 도 3에서, 각 부에 입,출력되는 신호 파형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외부 컨트롤러20 : 제어 레지스터

30 : 아날로그 변환부40 : 데이터 레지스터

50 : 스테이터스 레지스터60 :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에 파워-다운 기능을 부가하여 파워를 절약하도록 한 자동 파워-다운 기능을 갖
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아날로그 신호의 변환이 끝나면 발생하는 변환 완료신호를 파워-다
운 신호로 하여 아날로그 신호의 변환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를 파워-다운으로 전환시켜 
파워를 절약하도록 한 자동 파워-다운 기능을 갖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같이 어드레스 및 데이터 신호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 동작을 제어하고, 그 변환 동작이 끝나면 슬립(sleep)신호를 출력하여 파워-다운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
는 외부 컨트롤러(10)와, 상기 외부 컨트롤러(10)의 제어에 따라 외부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데이
터로 변환시키고, 그 변환이 끝나면 인터럽트(interrupt)를 발생시켜 상기 외부 컨트롤러(10)에 변환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60)로 구성된다.
    

    
상기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60)는 외부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디지탈 데이터 값으로 변환
시키고, 변환 동작 완료시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발생시키는 아날로그 변환부(30)와, 상기 아날로
그 변환부(30)의 변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레지스터(20)와,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를 통해 변환된 데이터를 저
장하는 데이터 레지스터(40)와,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에서 발생되는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가 입
력되는 외부 컨트롤러(10)로 인터럽트(interrupt)를 발생시키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50)로 구성된다.
    

이와같이 구성된 종래기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부 컨트롤러(10)는 도 2의 (c)에서와 같은 클럭(clock)을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60)로 발생시켜 동작상태로 만
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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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음 상기 외부 컨트롤러(10)는 도 2의 (a)에서와 같이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60)의 제어 레지스터(20)에 도 
2의 (b)에서와 같은 " 1" 의 데이터를 라이트(write)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 레지스터(20)는 아날로그 변환부(30)를 스타트(start)시켜 변환 동작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따라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는 외부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analog signal)를 샘플링하여 디지탈 데
이터로의 변환을 시작한다.

상기에서와 같은 디지탈 데이터로의 변환을 수행하다가 완료되면,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는 도 2의 (d)에서와 같
은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발생시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50)로 전달하고, 아날로그 신호가 변환된 
디지탈 데이터는 데이터 레지스터(40)로 전달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상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50)는 아날로그 변환부(30)로 부터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가 전달되고, 이 
신호에 의해 인터럽트 신호(interrupt)를 외부 컨트롤러(10)로 발생한다.

인터럽트 신호(interrupt)를 전달받은 외부 컨트롤러(10)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이 끝났음을 인식하고, 도 2의 (a)
에서와 같은 데이터 레지스터(40)로 부터 도 2의 (b)에서와 같이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되어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
온다.

그런다음 상기 외부 컨트롤러(10)는 도 2의 (e)에서와 같은 슬립신호(sleep)를 아날로그 변환부(30)에 인가하여 파
워-다운 모드로 바꾸어준다.

따라서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는 동작을 멈추게 되어 파워를 절약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에서와 같은 종래기술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한 후 외부 컨트롤러로 부터 슬립신호를 
받을 때 까지 파워를 소모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에서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한 후 
발생하는 변환 완료신호를 바로 슬립신호로 하여 사용함으로써 변환 완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파워-다운 모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한 자동 파워-다운 기능을 갖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 후 자동적으로 파워-다운 모드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파워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한 자동 파워-다운 기능을 갖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외부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시켜 데이터 레지스
터에 저장시키고, 변환 동작 완료시 변환 완료신호를 발생시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로 발생함과 아울러 상기 변환 완료
신호를 자신의 슬립신호로 하여 인가하는 아날로그 변환부와,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에서 발생되는 변환 완료신호를 외
부 컨트롤러로 전달하여 신호 변환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와,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의 동작을 스
타트 시키는 제어 레지스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 자동 파워-다운 기능을 갖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이 어드레스 및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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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신호를 이용하여 아날로그/디지탈 변환 동작을 제어하고, 그 변환 동작이 끝나면 슬립(sleep)신호를 출력하여 파워
-다운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는 외부 컨트롤러(10)와, 외부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디지탈 데
이터 값으로 변환시켜 데이터 레지스터(40)에 저장시키고, 변환 동작 완료시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발생시킴과 아울러 그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자신의 슬립신호(sleep)로 하여 자신에게 자동으로 인
가하여 파워-다운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는 아날로그 변환부(30)와,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를 스타트시키는 제어 
레지스터(20)와,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에서 발생되는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외부 컨트롤러(1
0)로 전달하여 변환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50)로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동작 및 작용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 컨트롤러(10)는 도 4의 (c)에서와 같은 클럭(clock)을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60)로 발생시켜 동작 가능상태
로 만들어준다.

그런다음 상기 외부 컨트롤러(10)는 도 4의 (a)에서와 같이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60)의 제어 레지스터(20)에 도 
4의 (b)에서와 같은 " 1" 의 데이터를 라이트(write)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 레지스터(20)는 아날로그 변환부(30)를 스타트(start)시켜 변환 동작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따라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는 외부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analog signal)를 샘플링하여 디지탈 데
이터로의 변환을 시작한다.

상기에서와 같은 디지탈 데이터로의 변환을 수행하다가 완료되면,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30)는 도 4의 (d)에서와 같
은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발생시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50)로 전달한다.

이와동시에 아날로그 변환부(30)는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자신을 파워-다운 모드로 만드는 슬립
신호(sleep)로 하여 자신에게 인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슬립신호(sleep)에 의해 아날로그 변환부(30)는 파워-다운 모드로 전환되어 동작을 멈추게 되어 파워 소모
를 줄인다.

이때 상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50)는 아날로그 변환부(30)로 부터 발생된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외부 컨트롤러(10)로 전달하여 준다.

그러면 상기 외부 컨트롤러(10)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이 끝났음을 인식하고, 도 4의 (a)에서와 같은 데이터 레지스
터(40)로 부터 도 4의 (b)에서와 같이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되어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온다.

이에따라 불필요한 파워 소모를 줄여 파워를 절약하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외부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데이터로 변환을 완료한 아날로그 변환부(30)는 변
환 완료신호(conversion complete)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50)로 발생함과 동시에 그 변환 완료신호(conversion c
omplete)를 슬립신호(sleep)로 하여 자신에게 인가하여 파워-다운 모드로 전환시킴으로써, 변환 완료와 동시에 파워
-다운 모드로 전환하여 파워를 절약하도록 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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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디지탈 데이터 값으로 변환시켜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시키고, 
변환 동작 완료시 변환 완료신호를 발생시키는 아날로그 변환부와,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를 스타트시키는 제어 레지스
터와,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에서 발생하는 변환 완료신호를 외부로 전달하여 주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로 이루어진 아
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에 있어서, 상기 아날로그 변환부는 아날로그 신호의 변환 완료 후 발생하는 변환 완료신호를 
파워-다운 모드로 만드는 슬립신호로 하여 자신에게 자동으로 인가하게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파워-다운 
기능을 갖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회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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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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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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