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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낮은 공급 전압 차동 신호 구동기

(57) 요약

본 발명은 종래의 LVDS 구동기보다 더 낮은 공급 전압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저전압 차동 신호 구동기(LVDS)를 제공한다.

구동기 회로의 공통 모드 전압은, 구동기 전류, 풀 업 저항, 또는 이들 양쪽을 조정함으로써 소정의 레벨로 설정되거나 혹

은 소정의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일 구현예에서, 차동 구동기 회로의 공통 모드 전압은 피드백 신호를 통해 조정된다.

대표도

도 1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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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differential signaling driver)로서,

전압원과,

한 단이 접지에 결합된 전류원과,

신호를 구동하는 복수 개의 차동 전류 조정 트랜지스터 레그(legs) - 각각의 레그는 직렬로 결합된 적어도 두 개의 트랜지

스터를 포함하고, 각 레그의 한 단은 상기 전압원에 결합되고 각 레그의 그 밖의 단은 상기 전류원에 결합되고, 각 레그의

출력은 적어도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교차하는 곳에서 측정되며, 각 레그의 제1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압원에 결합되어 전

압 제어 저항(voltage-controlled resistor)으로서 동작함 - 과,

상기 복수 개의 차동 전류 조정 트랜지스터 레그의 출력에서의 공통 모드 전압을 타겟 공통 모드 전압과 비교하는 전압 증

폭기 - 상기 전압 증폭기는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 레벨에 맞추기 위해 출력 신호를 제공함 -

를 포함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원은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약 1.25V로 유지시키면서 2.5V 보다 작은 전압을 제공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원은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약 1.25V로 유지시키면서 1.8V 보다 작거나 이와 동등한 전압을

제공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증폭기의 출력 신호는 상기 전류원을 조정하여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

압 레벨에 유지시키도록 기능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원은,

고정 전류를 제공하는 제1 전류원과,

가변 전류를 제공하는 제2 전류원 - 상기 가변 전류는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의 레벨에 맞추기

위해 상기 전압 증폭기로부터의 상기 피드백 출력 전압 신호에 따라서 가변됨 -

을 포함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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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류원은 복수 개의 도전 레그(current conducting legs)를 포함하고, 각각의 도전 레그는 소망

전류를 제공하도록 개별적으로 구성가능한(configurable)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차동 전류 조정 트랜지스터 레그는,

직렬로 결합된 제1 및 제2 트랜지스터들 -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한 단은 상기 전압원에 결합되고 상기 제2 트랜지스터

는 상기 전류원에 결합됨 -과,

직렬로 결합된 제3 및 제4 트랜지스터들 - 상기 제3 트랜지스터의 한 단은 상기 전압원에 결합되고 상기 제4 트랜지스터

는 상기 전류원에 결합됨 -

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및 제4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제2 및 제3 트랜지스터들이 비도통일 때 도통이고, 상기 제2 및 제3 트랜지스터들

은 상기 제1 및 제4 트랜지스터들이 비도통일 때 도통이 되도록, 상기 트랜지스터들이 바이어스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

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들은 데이터 신호 전압에 의해 바이어스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증폭기의 출력 신호는 상기 전압원을 조정하여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

압 레벨에 유지시키도록 기능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증폭기의 출력 신호는 상기 구동기 저항을 조정하여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

드 전압 레벨에 유지시키도록 기능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증폭기의 출력 신호는 상기 구동기 저항 및 구동기 전류를 조정하여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

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 레벨에 유지시키도록 기능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동등한 값을 갖는 적어도 두 개의 저항을 더 포함하고, 각 저항의 제1 단은 상기 복수 개의 차동 전류 조정 트랜지스터 레그

중 하나의 출력에 결합되고, 상기 저항들의 제2 단들은 서로 결합되고, 상기 구동기에 대한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은 상기 저

항들의 제2 단들이 서로 결합되는 곳에서 측정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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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증폭기의 출력 전압은,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 레벨에 맞추기 위해 상

기 전압원과 각 레그의 출력 사이의 실효 저항을 조정하는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청구항 14.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차동 신호 구동기(differential signal driver)로서,

전압원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과,

전류원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과,

신호를 구동하는 복수 개의 차동 전류 조정 트랜지스터 레그 - 각각의 레그는 직렬로 결합된 적어도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각 레그의 한 단은 상기 전압원 수단에 결합되고 각 레그의 그 밖의 단은 상기 전류원 수단에 결합되고, 각 레그

의 출력은 상기 적어도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교차하는 곳에서 측정되며, 각 트랜지스터 레그의 제1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

압원에 결합되어 전압 제어 저항(voltage-controlled resistor)으로서 동작함 - 과,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타겟 공통 모드 전압 레벨에 맞추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차동 신호 구동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조정하는 수단은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 레벨

에 유지하기 위해 상기 전류원 수단을 조절하는 차동 신호 구동기.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조정하는 수단은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 레벨

에 유지하기 위해 상기 전압원 수단을 조절하는 차동 신호 구동기.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조정하는 수단은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 레벨

에 유지하기 위해 구동기 저항을 조절하는 차동 신호 구동기.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조정하는 수단은 상기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 레벨

에 유지하기 위해 구동기 저항 및 구동기 전류를 조절하는 차동 신호 구동기.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원 수단은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약 1.25V에 유지시키면서 2.5V 보다 작은 전압을

제공하는 차동 신호 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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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원 수단은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약 1.25V에 유지시키면서 1.8V 보다 작거나 이와

동등한 전압을 제공하는 차동 신호 구동기.

청구항 21.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에서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의 공통 모드 전압을 측정하는 단계 - 상기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는 복수 개의 전류 조정

트랜지스터 레그를 포함하고, 각각의 트랜지스터 레그는 전압원에 결합된 제1 트랜지스터를 포함함 - 와,

복수 개의 전류 조정 트랜지스터 레그의 각각의 제1 트랜지스터를 전압 제어 저항(voltage-controlled resistor)으로서 동

작시키는 단계와,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타겟 공통 모드 전압 레벨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과 동일한 레벨로 가져가기 위해 구동기의 전체 직류 전류(DC)

를 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의 전체 직류 전류는 상기 구동기의 유효 저항을 고정값에 유지시키면서 조정되는, 공통 모

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의 전체 직류 전류는 증분적으로(incrementally) 조정되는,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

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과 동일한 레벨로 가져가기 위해 상기 구동기의 전체 풀 업

(pull-up) 저항을 조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의 공급 전압은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약 1.25V에 유지시키

면서 2.5V 보다 작은,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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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의 공급 전압은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약 1.25V에 유지시키

면서 1.8V를 초과하지 않는,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7.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에서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의 공통 모드 전압을 측정하는 단계 - 상기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는 복수 개의 전류 조정

트랜지스터 레그를 포함하고, 각각의 트랜지스터 레그는 전압원에 결합된 제1 트랜지스터를 포함함 - 와,

복수 개의 전류 조정 트랜지스터 레그의 각각의 제1 트랜지스터를 전압 제어 저항(voltage-controlled resistor)으로서 동

작시키는 단계와,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타겟 공통 모드 전압과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구동기의 전체 직류 전류를 고정값에 유지시키면서,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상기 타겟 공통 모드 전압과 실

질적으로 동일한 레벨로 가져가기 위해 상기 구동기 회로의 저항을 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 회로의 저항을 조정하는 단계는 상기 구동기 회로와 전압원 사이의 풀 업 저항을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의 공급 전압은 상기 구동기 회로의 공통 모드 전압을 약 1.25V에 유지

시키면서 2.5V 보다 작은,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의 공급 전압은 상기 구동기 회로의 공통 모드 전압을 약 1.25V에 유지

시키면서 1.8V 이하인,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 회로의 저항을 조정하는 단계는,

고정 전류를 제공하는 제1 전류원을 제공하는 단계와,

가변 전류를 제공하는 제2 전류원을 제공하는 단계 - 상기 가변 전류는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조정하도록 제어

되며, 상기 제2 전류원은 복수 개의 도전 레그를 포함하고, 각각의 도전 레그는 소망 전류를 제공하도록 개별적으로 구성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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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기 회로의 저항을 조정하는 단계는,

고정 전류를 제공하는 제1 전류원을 제공하는 단계와,

가변 전류를 제공하는 제2 전류원을 제공하는 단계 - 상기 가변 전류는 상기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을 조정하도록 제어

되며, 상기 제2 전류원은 복수 개의 도전 레그를 포함하고, 각각의 도전 레그는 소망 전류를 제공하도록 개별적으로 구성

가능함 -

를 포함하는, 공통 모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차동 신호 구동기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트랜지스터 기반 저전

압 차동 시그널링 구동기 회로에 관련된다.

배경기술

하나의 디바이스 내에서, 혹은 두 개 이상의 디바이스들 간에 여러 유형의 데이터 전송 방식들(schemes)이 개발되어 왔

다.

데이터 전송 유형중 하나는, 두 신호 라인들간의 전압 레벨의 차이가 전송 신호를 형성하는 차동 데이터 전송이다. 예를 들

면, 차동 데이터 전송은 긴 거리 동안 100Mbps보다 큰 데이터 전송 속도를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된다.

구동기 회로는 전송 라인 또는 매체 상에 신호를 배치하고 이 신호를 구동하기 위해 이용된다. 저전압 차동 시그널링(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ing; LVDS) 구동기는 송신기로부터 수신기로 신호를 구동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많은 응용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전형적인 LVDS 구동기는 고속 전송을 허용하고 저전력을 이용하며, 낮은 전자기 간섭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을 가질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다.

도 1에 종래의 LVDS 구동기 회로(100)의 일례를 도시한다. 출력 신호들 OUT+ 및 OUT- 간의 전압 차는 한 쌍의 차동 신

호를 형성한다. 한 쌍의 차동 신호란, 전류 파형들이 서로 180°위상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신호를 의미한다.

LVDS 구동기 회로(100)는, 전원 VDD에 결합된 제1 직류(DC) 정전류원 I1, 두 개의 P-채널 금속 산화물 반도체(PMOS)

P1 및 P2, 두 개의 N-채널 금속 산화물 반도체(NMOS) N1 및 N2(차동 쌍), 및 공통 노드 COM과 접지 사이에 결합된 제2

DC 정전류원 I2를 포함한다. 4 개의 차동 쌍 트랜지스터들 P1, P2, N1 및 N2는, 입력 전압 신호들 D+ 및 D- 와, 화살표

A 및 B로 가리키는 바와 같이 부하 저항 RLOAD을 통과하는 직류 전류에 의해 제어된다. 입력 전압 신호들 D+ 및 D-는 전

형적으로 레일-투-레일(rail-to-rail) 전압 스윙이다.

LVDS 구동기 회로(100)의 동작에 대해 이하에 설명한다. 4개의 트랜지스터들 P1, P2, N1 및 N2중 두 개는 동시에 턴 온

되어 부하 저항 RLOAD에 걸리는 전압을 발생시키도록 전류원 I1 및 I2로부터의 전류를 조정한다. 화살표 A가 가리키는 방

향으로 부하 저항 RLOAD를 통과하도록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 D+가 하이(high)로 되어 트랜지스터 N1을

턴 온하고 트랜지스터 P1을 턴 오프하며, 이와 동시에 입력 신호 D-는 로우로 되어 트랜지스터 P2를 턴 온하고 트랜지스

터 N2를 턴 오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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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화살표 B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부하 저항 RLOAD를 통과하도록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 D-는

하이로 되어 트랜지스터 N2를 턴 온하고 트랜지스터 P2를 턴 오프하며, 입력 신호 D+는 로우로 되어 트랜지스터 P1을 턴

온하고 트랜지스터 N1을 턴 오프한다. 이에 따라, 완전한(full) 차동 출력 전압 스윙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차동 LVDS 구동기 회로(100)는, 출력 전압 스윙이 허용가능한 공통 모드 전압 범위(통상적으로 수 볼트) 내에 있는 한 잘

작동한다.

이 구동기 회로(100)는 양질의 전원 공급 리젝션(rejection)을 제공하는 이점을 갖는다. 공통 모드 전압 VCM은 저항 R1을

통해 외부 바이어스 전압에 의해 설정된다. 이상적인 것은, 공통 모드 전압이 소정의 레벨 또는 소정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

는 것이다. 많은 구동기 적용에 있어서, 1.25V의 공통 모드 전압이 이용된다.

이 구동기 회로(100)의 단점중 하나는, 트랜지스터들을 적절하게 바이어스시킨 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전원 공

급 레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류원 I1 및 I2를 형성하는 트랜지스터들은 포화 상태에 있도록 충분한 전압이 걸려 있어야

한다. 차동 쌍들 P1, P2 및 N1, N2는 출력 전류 및 채널 저항과 관련된 최소 전압 강하를 갖는다. 결국, 이 모두는 출력 신

호 스윙 범위 전반에 걸쳐서 적절하게 바이어스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동기가 모든 프로세스, 전압 및 온도(PVT) 변

동에 대하여 작동하도록 얼마간의 마진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바이어싱 요구사항은 도시된 CMOS 회로 또는 바이폴러 접

합 트랜지스터들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LVDS 푸시-풀 구동기는, 약 1.25V의 규격 공통 모드 레벨로 바이어스

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2.5V의 전압 공급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종래의 LVDS 구동기 회로에 의해 요구되는 공급 전압 레벨은, 2.5V보다 낮은 전원이 공급되는 저전력 응용 장

치 및 디바이스들의 개발을 제한하게 된다.

실시예

본 발명의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수의 특정한 상세 설명이 제시된다. 그

러나, 본 발명은 이들 특정한 상세 설명없이 실시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 공지된 방법들, 절차들, 및/또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양태들을 불필요하게 불명확하게 하지 않도록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낮은 공급 전압을 갖는 저전압 푸시-풀(push-pull) 차동 쌍 신호 구동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양태는

LVDS 구동기가 종래의 2.5V보다 낮은 공급 전압으로 동작하게 한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서, 이 구동기는 1.5V 내지

1.8V의 공급 전압으로 동작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른 낮은 공급 전압 LVDS 구동기의 실시예가 예시되어 있다. 도 1에 예시된 종래

의 구동기에서와 같이, 트랜지스터들 P1, N1 및 P2, N2는 입력 신호들 D+ 및 D-의 상태에 기초하여 부하 저항 RLOAD를

통해 전류를 구동하는 전류 조정 스위치들로서 행동한다. 그러나, 두 개의 전류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은 단

일 정전류원 I2를 채용한다. 추가적으로, 구동기의 공통 모드 전압 레벨을 설정하기 위한 어떤 외부 전압 바이어스도 필요

치 않다.

공급 전압이 조용(quiet)(저 잡음)하다면 단지 단일 전류원 I2만이 요구되고 공통 모드 전압은 다른 수단들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도 2의 구동기 회로에서 (도 1의) 전류원 I1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낮은 공급 전압의 사용이 허용된다.

낮은 공급 전압이 도 2의 구동기 회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하나 이상의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된) 전류원 I1은 포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에 걸리는 최소량의 전압을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전

류원으로서 행동한다. 이 전압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므로, 보다 낮은 공급 전압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도 1에서의) 외부 공통 모드 전압 VCM 바이어스의 제거는 회로에 대한 공통 모드 전압을 설정하는 다른 수단을

필요로 한다.

구동기 회로(200)에 대한 공통 모드 전압 VCM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풀 업 스위치들(P1 및 P2)이 RPU의 등가 임피던스

를 가지고, IT가 총 구동기 전류이고, RLOAD가 수신기에서의 션트 저항(shunt resistance)이라면, 이 구동기 회로에 대한

공통 모드 전압 VC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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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공통 모드 전압 VCM은 풀 업 임피던스 RPU, 구동기 전류 IT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제어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도 3은 풀 업 임피던스 RPU 및 구동기 전류 IT의 곱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떻게 공통 모드 전압을 VCM B에서 VCM A로 낮

추는지를 예시한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구동기 전류 IT는 공통 모드 전압 VCM을 특정 레벨에 또는 특정 범위 내로 유지하도록 제어된

다.

도 4는 공통 모드 전압이 도 2의 LVDS 구동기(200)의 출력 신호로부터 측정될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한다. 두 저항들(R1)

은 제1 단부에서의 차동 쌍 P1, N1 및 P2, N2에 연결된다. 저항기들 R1의 제2 단부는 노드 A에 연결된다. 커패시터 C1은

노드 A에서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저역 필터를 형성한다. 공통 모드 전압 VCM은 노드 A에서 측정된다. R1-C1 필터 시상

수는 시그널링 에지의 상승 시간 및 하강 시간의 수 배가 되도록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R1의 값은 필터를 통한 구동기 전

류 흐름을 최소화하기 위한 RLOAD보다 상당히(예를 들면, 적어도 10배만큼) 높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류 제어 LVDS 구동기를 예시한다. 도 4의 것과 유사한 LVDS 구동기 회로가 전압

증폭기에 연결된다. 실제 공통 모드 전압 VCM 및 타겟 공통 모드 전압(타겟 VCM)이 증폭기에 대한 입력의 역할을 한다. 실

제 공통 모드 전압 VCM은 타겟 공통 모드 전압(타겟 VCM)과 비교되고 증폭기에 의해 아날로그 출력 전압이 제공된다. 증

폭기의 출력 전압에 따라, (특정 IV에서의) 테일(tail) 전류는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고, 동작 한계 내에서 조정되어, 실제 공

통 모드 전압 VCM을 타겟 공통 모드 전압(타겟 VCM)과 동일한 레벨로 가져간다.

일 구현예에 따르면, 도 4의 전류원(I2)은 구동기 회로(500) 내의 정전류원 IC 및 가변 전류원 IV으로 교체된다. 정전류원

IC는 최소 희망 전류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반면, 가변 전류원 IV는 제로에서 소정의 최대 전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 총 최대 전류는 정전류원 IC 및 가변 전류원 IV의 최대치의 합이다. 가변 전류원 IV로부터의 전류는 증폭기의 출력(아날

로그 피드백 신호)에 의해 조정(증가 또는 감소)되어 실제 공통 모드 전압 VCM을 타겟 레벨(타겟 VCM)로 가져간다.

구동기 전류 및 전압 스윙 한계의 범위는 구현예의 요구에 따라 설정된다. 예를 들어, LVDS 신호 구동기는 100-Ohm 임

피던스(RLOAD)에 대한 0.25V 내지 0.45V의 전압 스윙 및 0.3mA의 안전 마진을 포함하는, 2.8 및 4.2 mA 사이의 전류 스

윙을 허용할 수 있다. 실제 공통 모드 전압 VCM이 타겟 레벨(타겟 VCM) 아래로 떨어진다면, 총 구동기 전류는 허용된 최소

값(예를 들면, 이 예에서는 2.8mA)에 달할 때까지 감소된다. 반대로, 공통 모드 전압 VCM이 타겟 레벨 보다 크다면, 총 구

동기 전류는 허용된 최대값(예를 들면, 이 예에서는 4.2mA)에 달할 때까지 증가된다.

도 6 및 도 7은 풀 업 디바이스 트랜지스터들 P1 및 P2에 대해 허용된 유효 저항들 RPU의 범위에 대해서 두 공급 전압들

(1.5V 또는 1.8V)에 대한 공통 모드 전압 VCM 대 공급 전압(예를 들어, 도 2, 4, 및 5의 구동기 회로들에서의 VDD)의 예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풀 업 저항 RPU는 풀 업 스위치들(P1 또는 P2)에 걸쳐서 측정되며 스위치의 드레인에서 소스까지에

걸리는 전압차 및 PVT 조건들의 함수이다.

등록특허 10-0681367

- 9 -



이들 실례들에 있어서, 구현예는 최대 및 최소 허용 공통 모드 전압, VCM(최대) 및 VCM(최소)를 각각 지정한다. 예를 들어,

VCM(최대)는 1.375V일 수 있고 VCM(최소)는 1.125V일 수 있다.

도 6은 공통 모드 전압 VCM이 풀 업 저항 RPU의 범위(예를 들어, 5, 23, 및 49-Ohms)에 대해서 1.4 내지 1.6V의 범위 내

의 공급 전압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시한다. 고정 저항(예를 들어 5-Ohms)에 대해서는, 공급 저항 VDD가 증

가함에 따라 공통 모드 전압 VCM도 증가한다. 구동기 전류, 구동기 풀 업 저항, 공급 전압, 및/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조정함으로써, 본 발명은 규정된 범위(예를 들면, 1.125V 내지 1.375V) 내에서 공통 모드 전압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5

Ohms의 고정된 유효 풀 업 저항 RPU에 있어서, 본 발명은 1.4V에서 대략 1.475V(포인트 A)까지의 공급 전압 VDD에 대

해서 대략 1.25V로 공통 모드 전압 VCM을 유지한다. 포인트 A에서, 최대 구동기 전류가 도달되고 공통 모드 전압 VCM은

공급 전압 VDD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유사하게, 23 Ohms의 고정 유효 풀 업 저항 RPU에 있어서, 본 발명은 1.45V(포인트 B)에서 대략 1.55V(포인트 C)까지의

공급 전압 VDD에 대해서 대략 1.25V로 공통 모드 전압 VCM을 유지한다. 1.4V와 1.45V(포인트 B) 사이에서, (주어진 공

급 전압에 대해서) 최소 구동기 전류가 도달되고 공통 모드 전압 VCM은 공급 전압 VDD가 감소됨에 따라 감소된다. 1.55V

(포인트 C)에서 1.6V까지 최대 구동기 전류가 도달되고 공통 모드 전압 VCM은 공급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유사하게, 49 Ohms의 고정 유효 풀 업 저항 RPU에 있어서, 본 발명은 1.525V(포인트 D)에서 대략 1.6V까지의 공급 전압

VDD에 대해서 대략 1.25V로 공통 모드 전압 VCM을 유지한다. 1.4V와 1.525V(포인트 D) 사이에서, 구동기 전류는 (1.4V

의 공급 전압에 대한) 그 최소값에서부터 증가하여 대략 1.525V의 공급 전압에 대해 유지할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한다.

도 7은 1.8V의 공급 전압을 가지며 78.5, 110, 및 157 Ohms의 유효 풀 업 저항들 RPU에 대한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구동기 회로의 성능의 또다른 예들을 제공한다. 도 6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공통 모드 전압은 주어진 공급 전압 VDD

에 대해서 일정 범위(예를 들어, 1.125 내지 1.375V) 내에서 유지된다.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예시적인 그래프들은 단지 본 발명에 따른 그리고 주어진 요건 세트에 대한 구동기 회로의 일 실시

예의 성능에 대한 실례일 뿐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구동기 회로의 다른 구현들에 대한 공통 모드

전압 대 공급 전압 성능은 풀 업 저항, 최대/최소 전류 규격(specification), 및 다른 요소들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구현예들

에서 필요에 따라 변화하게 할 수 있다.

도 8 및 도 9는 본 발명의 두 실시예들에 따른 전류 제어 LVDS 구동기들에 대한 구동기 전류를 조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예시한다.

도 8을 참조하면, 도 5의 구동기 회로(500)는 구동기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디지털 제어 보상 상태 머신(ICOMP)과 함께

예시되어 있다. 고정 전류원 IC는, 최소 정전류를 제공하도록 바이어스된 직렬 연결된 두 개의 트랜지스터들 N3, N4를 사

용하여 구현된다. 일 구현예에서, 최소 정전류 IC는 2.8.mA이다. 총 구동기 전류는 정전류원 IC 및 가변 전류원 IV로부터의

전류의 합이다.

가변 전류원 IV는 N-비트 온도계 코드(예를 들어, 00...001, 00...011, 00...111, 등)에 의해 차례로 인에이블되는 N개 레

그(legs)의 스위치 전류원들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상태 머신(ICOMP)은 실제 공통 모드 전압 VCM이 타겟 공통 모드 전압

(타겟 VCM)보다 큰지 또는 작은지를 나타내는 비교기의 출력에 연결된다. 일 구현예에서, 비교기는 실제 공통 모드 전압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High 또는 Low 신호(전압 또는 전류 레벨들 또는 범위들로 정의됨)를 제공한

다. 실제 공통 모드 전압 VCM이 실질적으로 희망 공통 모드 전압(타겟 VCM)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일

정하지 않은 중간 레벨 신호(High 및 Low 사이)가 사용될 수 있다. 상태 머신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전류원

쌍들(Leg1, Leg2,... LegN-1, LegN)을 조정하여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변 전류원 IV로부터 전류 기여를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킴으로써, 실제 공통 모드 전압 VCM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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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코드 레그들(Leg1, Leg2, ... LegN-1, LegN)의 다양한 구현들에 따르면, 레그들 사이에 대수 및/또는 선형 관계가

있도록 이들 구현들이 설계될 수 있다. 이 관계는 임의의 특정 레그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일 구

현에서, Leg2는 Leg1 등과 동일한 전류를 가질 수 있다. 제2 구현에서, Leg2는 Leg1의 전류보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전

류를 가질 수 있다. 후속 레그들의 전류는 유사한 값 및/또는 퍼센트로 증가될 수 있다.

일 구현예에서, 상태 머신은 희망하는 전류 IV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레그에 대한 바이어스를 각각 제어한다. 예를 들어, 상

태 머신은 희망하는 전류 IV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몇 레그들(예를 들어, Leg1 및 Leg2)을 턴 온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다른

레그들(예를 들어, LegN-1, LegN)은 턴 오프로 유지된다.

사용되는 레그들의 수는 구현 및 희망하는 단계 크기(step size)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단계 크기는 각 레그에 의해 기여

된 전류의 양이다.

일 구현예에 따르면, 가변 전류원 IV의 하나 이상의 레그들은 제로(0)에서 1.4mA까지의 결합된 총 전류를 제공하도록 구

성된다.

전류 제어 전압(CCV) 입력은 IC 및 각 IV 전류원에서 기본 전류 레벨을 설정한다. 이것은 또한 전류원들 IC 및 IV를 희망하

는 바와 같이 턴 온 및/또는 턴 오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도 9를 참조하면, 구동기 전류를 제어하는 아날로그 수단을 예시하는 회로도가 도시되어 있다. P3 및 P4로 구성된 차동 증

폭기는 전류 미러 N3을 향하여 혹은 그로부터 떠나도록 테일 전류 IT를 조정한다. N3에서의 전류는 N4로 미러링되고 정

전류 Ic에 더해진다. 전류 제어 루프의 이득 대역폭이 안정되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N3 및 N4로 형성된 전류 미러는 N4에 의해 형성된 가변 전류원 Iv를 통해 구동기 전류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공통 모드 전압 VCM이 타겟 공통 모드 전압(타겟 VCM)보다 높을 때, P4보다 P3을 통해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조정된다

(P3과 P4가 PMOS 디바이스라고 가정하면, P1 게이트 전압의 증가는 P1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킴). 이것은 가변

전류원 N4로부터 전류 Iv의 증가를 유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체 구동기 전류 (Ic+Iv)의 증가는 공통 모드 전압 VCM

을 낮춘다. 이것은 실제 공통 모드 전압 VCM이 타겟 공통 모드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마찬가지로, 공통 모드 전압 VCM이 타겟 공통 모드 전압(타겟 VCM)보다 낮을 때, P4보다 P3을 통해 더 적은 전류가 흐르

게 조정된다(P3과 P4가 PMOS 디바이스라고 가정하면, P1 게이트 전압의 감소는 P3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킴). 이

것은 가변 전류원 N4로부터 전류 Iv의 감소를 유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체 구동기 전류 (Ic+Iv)의 감소는 공통 모드

전압 VCM을 증가시킨다. 앞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실제 공통 모드 전압 VCM이 타겟 공통 모드 전압(타겟 VCM)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공통 모드 전압 VCM은 전체 구동기 전류를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풀 업 저항

RPU을 조정함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양태를 예시하는 또 하나의 구동기 회로(1000)이다. 풀 업 저항 RPU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

른 소망의 공통 모드 전압 VCM을 제공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 트랜지스터 P1과 P2가 일정한 혹은 고정된 풀 업 저항

Rc로서 기능하는 데 반해, 트랜지스터 P3과 P4는 가변 풀 업 저항 Rv로서 기능한다. 전체 풀 업 저항 RPU는 Rv+Rc로 주

어진다.

증폭기는 실제(출력) 공통 모드 전압 VCM과 타겟 공통 모드 전압(타겟 VCM)을 입력으로서 수신하고, P3과 P4의 게이트들

을 바이어스하는 기능을 하는 출력 전압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유효 임피던스 Rv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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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모드 전압 VCM이 타겟 공통 모드 전압보다 높으면, 증폭기는 그의 출력 전압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P1 및 P2의 게이

트 바이어스 전압을 증가시킴으로써 유효 풀 업 저항 Rv를 증가시킨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체 풀 업 저항 RPU의 증가는

공통 모드 전압 VCM을 감소시킨다.

그와 반대로, 공통 모드 전압 VCM이 타겟 공통 모드 전압보다 낮으면, 증폭기는 그의 출력 전압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P3

및 P4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을 감소시킴으로써 유효 풀 업 저항 Rv를 감소시킨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체 풀 업 저항

RPU의 감소는 공통 모드 전압 VCM을 증가시킨다.

아날로그 전압을 스위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2 스위칭 트랜지스터 P1 및 P2가 각각의 출력에 직렬로 부가되어 전

류 조정을 수행한다.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구동기 회로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도 10의 P3과 P4의 드레인들이 단락되어

하나의 트랜지스터 P5로 구성된다. 공통 모드 전압 VCM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커패시터 C2가 이 포인트에 부가

될 수 있다. 임의의 아날로그 폐쇄 루프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득 대역폭이 제어되어야 한다.

도 12는 특정 공통 모드 전압 VCM에 머무르는 데 필요한, 도 10에 도시된 회로의 풀 업 저항 대 공급 전압의 성능을 예시한

그래프이다. 라인 A는 VCM을 정격 1.25volts로 유지하기 위해 임의의 VDD 전원에 필요한 RPU 저항을 나타낸다. 라인 B는

VCM을 최소 1.125volts 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RPU 저항의 한계를 나타낸다. 도 10의 증폭기는 증폭기의 출력

전압이 그의 최저 출력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라인 A 상의 RPU 값을 유지할 것이다. 대략 1.6volts 미만의 전원 값들에 대

해서는, 매우 낮은 풀 업 저항 RPU이 필요하다. 그러나, 면적과 비용에 기초한 트랜지스터들에 대한 실용적인 최소 저항이

있다. 풀 업 저항(예를 들어 도 10의 트랜지스터들 P3과 P4)의 PVT에 대한 최소 저항에 일단 도달하면, VCM이 감소할 것

이다. 따라서, 도 12에 도시된 예에서, 라인 C는 트랜지스터 P5가 약 1.6volts에서 포화되기 시작하여 약 30ohms의 최소

값에 도달할 때의 저항 RPU를 나타낸다. 이것은 VCM이 그의 최소값 1.125volts에 도달하기 전에 전원 전압 VDD가

1.4volts만큼 낮아지게 해준다.

도 13에는, 도 11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구동기 회로(1300)가 예시된다. 풀 업 저항 RPU는 여전히 증폭기의 출력 전압에

의해 제어된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구동기를 통한 전류는 구동기의 동작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서도 조정된다. 도

11의 구동기 회로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 P1'과 P2'은 스위치들, 고정된 풀 업 저항들 Rc로서 기능하는 데 반해,

트랜지스터 P5'는 가변 풀 업 저항 Rv로서 기능한다. 전체 풀 업 저항 RPU는 Rv+Rc로 주어진다. 증폭기는 실제(출력) 공

통 모드 전압 VCM과 타겟 공통 모드 전압(타겟 VCM)을 입력으로서 수신하고, P5'의 게이트를 바이어스하는 기능을 하는

출력 전압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유효 임피던스 Rv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전류 IT는 도 5 및 도 9에서와 같이, Ic와

Iv로 분할된다. Iv 레그에서의 전류를 설정하는 트랜지스터 N4에는 트랜지스터 N3이 직렬로 연결된다. 증폭기 출력 전압

은 트랜지스터 N3을 구동한다.

증폭기의 출력 전압이 접지 부근의 그의 최저 출력 전압에 가까워질 때, P1'의 저항 Rv는 그의 최소값(최대 게이트 대 소스

전압)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와 동시에, 트랜지스터 N3의 게이트 전압이 더 낮아지고 그의 소스 전압이 더 낮아진다. 트랜

지스터 N4를 가로지른 전압이 N4의 VDS(포화)보다 낮게 떨어지면, 트랜지스터 N4는 포화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고 N4를

통한 전류 Iv는 감소한다. 전류 Iv가 감소함에 따라, VCM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증폭기의 출력 전압의 강하와

함께 저항 RPU가 강하함에 따라 VCM을 높게 유지한다. 증폭기 출력 전압이 트랜지스터 N3의 임계값보다 아래로 강하할

때 전류 Iv는 제로로 되어, 최소 구동기 전류 Ic를 남길 것이다.

도 14는 도 13에 도시된 회로에 대하여, 풀 업 저항 RPU와 구동기 전류 IT 대 전원 전압 성능의 효과들을 예시한 그래프이

다. 라인 A는 공통 모드 전압 VCM을 정격 1.25volts로 유지하기 위해 임의의 VDD 전원에 필요한 RPU 저항을 나타내고, 도

12에서와 동일하다. 라인 B는 최소 구동기 전류 Ic로써 공통 모드 전압 VCM을 최소 1.125volts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RPU 저항의 한계를 나타낸다. 도 10의 증폭기는 증폭기의 출력 전압이 그의 최저 출력 전압에 가까이 도달할 때까

지 라인 A 상의 RPU 값을 유지할 것이다. 이 포인트에서, 구동기 전류는 RPU와 함께 감소하기 시작하여 VCM이 그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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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아래로 강하하지 않도록 돕는다. 최소 RPU 저항은 본 예에서 약 50ohms이다. 구동기 전류와 풀 업 저항을 제어하는 이

중 방법에 기인하여, 도 13의 트랜지스터들 P1', P2', 및 P5'은 각각 도 11에 도시된 트랜지스터들 P1, P2, 및 P5 보다 크기

가 더 작아질 수 있어서, 면적 및 비용을 절감한다.

상술한 예의 구동기 회로들은 다양한 PMOS 및 NMOS 트랜지스터들을 채용하였지만, 다른 타입의 트랜지스터들 혹은 트

랜지스터들의 상이한 조합을 이용한 다른 등가 구성이 본 발명을 벗어나지 않고서 채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특정 실시예들이 설명되고 첨부 도면들에 도시되었지만, 그러한 실시예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다른 변형들을 당업자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상술되고 도시된 특정 구성 및

배열들로만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 혹은 그의 일부 특징들을 하드웨어, 프로그램 가능한 디

바이스들, 펌웨어, 소프트웨어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저전압 차동 시그널링(LVDS) 구동기의 일 구현예를 나타낸 회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종래의 LVDS 구동기보다 낮은 공급 전압 요건을 갖는 LVDS 구동기를 나타낸 회로

도.

도 3은 풀 업 저항과 구동기 전류의 곱의 증가가 공통 모드 전압을 어떻게 강하시키는지를 나타낸 신호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종래의 LVDS 구동기보다 낮은 공급 전압 요건을 갖는 LVDS 구동기를 나타낸 회로

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구동기 전류를 디지털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피드백 신호를 갖는 LVDS 구동기를 나타

낸 회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구동기 회로에 대한 여러 풀 업 저항 값들에 대한 공통 모드 전압 대 공급 전압(1.5V)

을 나타낸 그래프.

도 7은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구동기 회로에 대한 여러 풀 업 저항 값들에 대한 공통 모드 전압 대 공급 전압 (1.8V)

을 나타낸 그래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따른, 구동기 전류를 조정하기 위한 피드백 신호를 갖는 LVDS 구동기를 나타낸 회로도.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따른, 구동기 전류를 조정하기 위한 아날로그 신호를 갖는 LVDS 구동기를 나타낸 회로

도.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따른, 구동기 저항을 조정하기 위한 피드백 신호를 갖는 LVDS 구동기를 나타낸 회로도.

도 11은 본 발명의 또다른 구현예에 따른, 구동기 저항을 조정하기 위한 피드백 신호를 갖는 LVDS 구동기를 나타낸 회로

도.

도 12는 도 10 및 11에 도시된 회로의 풀 업 저항 대 공급 전압의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따른, 구동기 저항 및 총 구동기 전류를 조정하기 위한 피드백 신호를 갖는 LVDS 구동기

를 나타낸 회로도.

도 14는 도 13에 도시된 회로의 풀 업 저항 및 전류 대 공급 전압의 성능을 나타낸 나타낸 그래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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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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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등록특허 10-0681367

- 16 -



도면9

도면10

도면11

등록특허 10-0681367

- 17 -



도면12

도면13

도면14

등록특허 10-0681367

- 18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7
 도면의 간단한 설명 13
도면 13
 도면1 14
 도면2 14
 도면3 14
 도면4 15
 도면5 15
 도면6 15
 도면7 16
 도면8 16
 도면9 17
 도면10 17
 도면11 17
 도면12 18
 도면13 18
 도면1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