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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캐스케이디드 프리-앰패시스 기능을 가지는 출력 드라이버회로

요약

캐스케이디드 프리-앰패시스 기능을 가지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는 제1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회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출력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드라이버; 및 제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제어하는 프리-앰패시스(pre-

emphasis)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는 출력 드라이버의 입출력 신호들의

레벨들을 제어함으로써, 소모 전류와 프리-앰패시스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출력 드라이버 회로의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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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된 출력 드라이버 회로의 내부 데이터 신호들과 출력 데이터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의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출력 드라이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내부 데이터 신호들과 제어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의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의 블록도이다.

도 7a는 종래의 출력 드라이버 회로의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도이다.

도 7b는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의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의 프리-앰패시스 동작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도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출력 드라이버 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Gbps급의 속도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고속 입출력 회로에서는 ISI(Inter Symbol Interference) 지터(jitter)

성분을 줄이기 위해 프리-앰패시스(pre-emphasis)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프리-앰패시스는 데이터의 패턴에 따른 데이

터 천이(transition) 시간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송 데이터의 타이밍 마진(timing margin)이 감소되는 현상을 개선

하기 위한 기술이다.

도 1은 종래의 출력 드라이버 회로(10)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고하면, 상기 출력 드라이버 회로(10)는 출력 제어 회로

(11), 출력 드라이버(12), 및 프리-앰패시스 회로(13)를 포함한다. 상기 출력 제어 회로(11)는 내부 데이터 신호(DQI(N))

에 응답하여 제어 신호(CTL)를 출력하고, 상기 출력 드라이버(12)는 상기 제어 신호(CTL)에 응답하여 출력 데이터 신호

(DQO)를 출력한다. Gbps급의 전송 속도를 요구하는 전송 시스템에서, 전송 채널에 포함되는 기생 캐패시턴스와 기생 저

항 성분들에 의해 RC 시간 상수(Resistance-Condenser time constant)가 결정된다. 또, 상기 RC 시간 상수에 의해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QO)가 원하는 하이 전압 레벨(VOH) 또는 로우 전압 레벨(VOL)에 도달하는데 소정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QO)가 상기 하이 전압 레벨(VOH) 또는 로우 전압 레벨(VOL)에 도달하기 전에, 상기 출

력 드라이버 회로(10)에 차기의 내부 데이터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QO)의 스윙 폭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상기 출력 드라이버 회로(11)에 입력되는 상기 내부 데이터 신호(DQI(N))의 패턴이 연속적으로 토글링

(toggling) 될 때 더욱 심각하게 발생된다. 즉, 도 2를 참고하면 상기 내부 데이터 신호(DQI(N))가 '1111'로서 연속적으로

동일한 로직 레벨일 경우,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QO)는 상기 하이 전압 레벨(VOH)까지 풀 스윙(full swing)한다. 한편

'1010'로서 상기 내부 데이터 신호(DQI(N))의 로직 레벨이 연속적으로 변경될 때,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QO)의 스윙폭

은 상기 하이 전압 레벨(VOH)과 상기 로우 전압 레벨(VOL)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13)가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QO)의 레벨을 제어하여, 상기 내부 데이터 신호(DQI(N))의 패턴에 무관하게 상기 출

력 데이터 신호(DQO)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스윙 폭을 갖도록 한다. 여기에서, 상기 출력 드라이버(12)는 전송 채널을 구

동하기 위해 큰 전류 구동 능력을 갖는다. 결국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QO)의 레벨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기 프리-앰패

시스 회로(13) 역시 큰 전류 구동 능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출력 드라이버 회로(10)는 소모 전류가 크고, 프리-

앰패시스 비율(pre-emphasis ratio)도 증가되어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출력 드라이버의 입출력 신호들의 레벨들을 제어함으로써, 소모 전류와 프리-앰

패시스 비율이 감소된 출력 드라이버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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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는 제1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회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출력 데이

터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드라이버; 및 제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이전의 내부 데이

터 신호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제어하는 프리-앰패시스(pre-emphasis)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바람직하게,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제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복수의 비트들을 수신하고, 복

수의 비트들을 1비트씩 선택하여 직렬로 출력하는 멀티플렉서; 및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제어 회로의 출력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설정된 전압만큼 더 증

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프리-드라이버를 포함한다.

택일적으로,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제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복수의 비트들을 수신하고, 복

수의 비트들을 1비트씩 선택하여 직렬로 출력하는 멀티플렉서;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제어 회로의 출력 노

드에서 그라운드로 흐르는 제1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제1 설정 전압만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제1 프리-드라이버;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서브-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2 프리-드라이

버; 및 서브-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출력 드라이버의 출력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흐르는 제2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

소시킴으로써, 출력 데이터 신호의 전압 레벨을 제2 설정 전압만큼 더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서브-출력 드라이버

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서브-앰패시스 회로를 더 포함하고, 서브-앰패시스 회로는, 제3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기준 데이터 신호의 복수의 비트들을 수신하고, 기준 데이터 신호의 복수의 비트들을 1비트씩 선택하여 직렬로 출력하는

추가의 멀티플렉서; 및 추가의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제2 프리-드라이버의 출력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흐르

는 제3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서브-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3 설정 전압만큼 더 증가시키거

나 또는 감소시키는 제3 프리-드라이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100)의 블록도이다. 도 3을 참고하면, 상기 출력 드라이버 회로

(100)는 제어 회로(110), 프리-앰패시스 회로(120), 및 출력 드라이버(130)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 회로(110)는 제1 멀티

플렉서(111)와 제1 프리-드라이버(pre-driver)(112)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멀티플렉서(111)는 제1 클럭 신호(CLK1)에

응답하여,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의 복수의 비트들(미도시)을 수신하고,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의

복수의 비트들을 1비트씩 선택하여 직렬로 출력 신호(OUT1)로서 출력한다. 상기 제1 프리-드라이버(112)는 상기 출력

신호(OUT1)에 응답하여 제어 신호(OCTL)를 출력 노드(N)에 출력한다. 좀 더 상세하게는, 상기 출력 신호(OUT1)가 로직

'1'일 때, 상기 제어 신호(OCTL)를 하이 레벨로 출력하고, 상기 출력 신호(OUT1)가 로직 '0'일 때 상기 제어 신호(OCTL)

를 로우 레벨로 출력한다. 상기 출력 드라이버(130)는 상기 제어 신호(OCTL)에 응답하여, 로직 하이 또는 로우 레벨의 출

력 데이터 신호(Do)를 출력한다.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120)는 제2 멀티플렉서(121)와 제2 프리-드라이버(122)를 포함한다. 상기 제2 멀티플렉서

(121)는 제2 클럭 신호(CLK2)에 응답하여,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1))의 복수의 비트들(미도시)을 수신하고, 상기

내부 데이터 신호(Di(t-1))의 복수의 비트들을 1비트씩 선택하여 직렬로 출력 신호(OUT2)로서 출력한다. 상기 제2 프리-

드라이버(122)는 상기 출력 신호(OUT2)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신호(OCTL)의 전압 레벨을 제어한다. 좀 더 상세하게는,

상기 출력 신호(OUT2)가 로직 '1'일 때, 상기 제2 프리-드라이버(122)는 상기 출력 노드(N)에서 그라운드로 흐르는 전류

(Ic)를 증가시킴으로써, 상기 제어 신호(OCTL)의 전압 레벨을 설정된 전압(△V, 도 4참고)만큼 더 증가시킨다. 또, 상기

출력 신호(OUT2)가 로직 '0'일 때, 상기 제2 프리-드라이버(122)는 상기 전류(Ic)를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제어 신호

(OCTL)의 전압 레벨을 상기 설정된 전압(△V)만큼 더 감소시킨다. 택일적으로, 상기 제1 및 제2 프리-드라이버들(112,

122)은 각각 차동 증폭기들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차동 증폭기의 구성 및 동작은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이 경우, 상기 제1 프리-드라이버(112)는 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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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들(OCTL', OCTLB')(미도시)을 제1 및 제2 출력 노드들(미도시)에 각각 출력한다. 또, 상기 제2 프리-드라이버(122)

는 차동 신호들(OCTL'', OCTLB'')을 상기 제2 및 제1 출력 노드들에 각각 출력한다. 결국 상기 제1 출력 노드에서 발생되

는 제어 신호(OCTL)의 전압 레벨은 상기 차동 신호(OCTL')와 상기 차동 신호(OCTLB'')의 전압 레벨들의 합에 의해 결정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제2 출력 노드에서 발생되는 제어 신호(OCTLB)의 전압 레벨은 상기 차동 신호(OCTLB')와

상기 차동 신호(OCTL'')의 전압 레벨들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와 상기 이전

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1))의 로직 레벨들이 서로 다를 때, 상기 제어 신호(OCTL)의 전압 레벨이 상기 설정된 전압

(△V)만큼 더 증가되거나 또는 더 감소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출력 드라이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내부 데이터 신호들과 제어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4를 참

고하면,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와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1))가 모두 로직 1'일 때, 제어 신호

(OCTL)의 전압 레벨은 VH로 되고,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와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1))가 모

두 로직 '0'일 때, 상기 제어 신호(OCTL)의 전압 레벨은 VL로 된다. 또,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1))가 로직 '0'

이고,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가 로직 '1'일 때, 상기 제어 신호(OCTL)의 전압 레벨은 VH+△V로 된다. 한편,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1))가 로직 '1'이고,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가 로직 '0'일 때, 상기 제어 신

호(OCTL)의 전압 레벨은 VH-△V로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200)의 블록도이다. 상기 출력 드라이버 회로(200)는 제어 회로

(210), 프리-앰패시스 회로(220), 및 출력 드라이버(230)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 회로(210)는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Di

(t))에 응답하여 제어 신호(OCTL1)를 출력 노드(N1)에 출력한다. 상기 제어 회로(210)의 구성 및 구체적인 동작은 상술한

제어 회로(110)와 유사하고, 상기 출력 드라이버(230)의 구성 및 구체적인 동작 역시 상술한 출력 드라이버(130)와 유사

하므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220)는 제2 멀티플렉서(221), 제2 프리-드라이

버(222), 제3 프리-드라이버(223), 및 서브-출력 드라이버(224)를 포함한다. 상기 제2 멀티플렉서(221)와 상기 제2 프리

-드라이버(222)의 동작은 상술한 제2 멀티플렉서(121)와 제2 프리-드라이버(122)와 동일하다.

상기 제3 프리-드라이버(223)는 상기 제2 멀티플렉서(221)로부터 수신되는 출력 신호(OUT2)에 응답하여 서브-제어 신

호(OCTL2)를 출력한다. 좀 더 상세하게는, 상기 출력 신호(OUT2)가 로직 '1'일 때, 상기 서브-제어 신호(OCTL2)를 하이

레벨로 출력하고, 상기 출력 신호(OUT2)가 로직 '0'일 때 상기 서브-제어 신호(OCTL2)를 로우 레벨로 출력한다. 상기 서

브-출력 드라이버(224)는 상기 서브-제어 신호(OCTL2)에 응답하여 출력 데이터 신호(Do)의 전압 레벨을 제어한다. 좀

더 상세하게는, 상기 서브-제어 신호(OCTL2)가 로직 '1'일 때, 상기 서브-출력 드라이버(224)는 출력 노드(N2)에서 그라

운드로 흐르는 전류(Ic2)를 증가시킴으로써,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o)의 전압 레벨을 설정된 전압만큼 더 증가시킨다.

또, 상기 서브-제어 신호(OCTL2)가 로직 '0'일 때, 상기 서브-출력 드라이버(224)는 상기 전류(Ic2)를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o)의 전압 레벨을 상기 설정된 전압만큼 더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Di

(t))와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1))의 로직 레벨들에 따라,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220)에 의해 상기 출력 드라이

버(230)에 입력되는 상기 제어 신호(OCTL1)와 상기 출력 드라이버(230)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o)의

전압 레벨들이 제어된다. 상기 제2 프리-드라이버(222)가 상기 제어 신호(OCTL1)의 전압 레벨을 제어하므로, 상기 서브

-출력 드라이버(224)가 제어하는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o)의 전압 레벨의 폭이 감소될 수 있고,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

로(220)의 소모 전류와 프리-앰패시스 비율도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내지 제3 프리-드라이버들(210, 222, 223)

, 상기 출력 드라이버(230), 및 상기 서브-출력 드라이버(224)는 차동 증폭기들로 각각 구현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300)의 블록도이다. 상기 출력 드라이버 회로(300)는 제어

회로(310), 프리-앰패시스 회로(320), 및 출력 드라이버(330)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 회로(310)는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

호(Di(t))에 응답하여 제어 신호(OCTL1)를 출력 노드(N1)에 출력한다. 상기 제어 회로(310)의 구성 및 구체적인 동작은

상술한 제어 회로(110)와 유사하고, 상기 출력 드라이버(330)의 구성 및 구체적인 동작 역시 상술한 출력 드라이버(130)

와 유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320)는 제2 멀티플렉서(321), 제2 프리-

드라이버(322), 제3 프리-드라이버(323), 서브-출력 드라이버(324), 및 서브-앰패시스 회로(325)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320)의 구성 및 구체적인 동작은 상기 서브-앰패시스 회로(325)를 제외하고, 상술한 프리-앰패

시스 회로(220)와 동일하다.

상기 서브-앰패시스 회로(325)는 제3 멀티플렉서(326)와 제4 프리-드라이버(327)를 포함한다. 상기 제3 멀티플렉서

(326)는 제3 클럭 신호(CLK3)에 응답하여, 내부 데이터 신호(Di(t-2))의 복수의 비트들(미도시)을 수신하고, 상기 내부

데이터 신호(Di(t-2))의 복수의 비트들을 1비트씩 선택하여 직렬로 출력 신호(OUT3)로서 출력한다. 여기에서, 상기 내부

데이터 신호(Di(t-2))는 상기 제2 멀티플렉서(321)가 수신하는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Di(t-1)) 보다 이전에 수신되는

데이터 신호이다. 상기 제4 프리-드라이버(327)는 상기 출력 신호(OUT3)에 응답하여 상기 제3 프리-드라이버(323)가

출력 노드(N3)에 출력하는 서브-제어 신호(OCT2)의 전압 레벨을 제어한다. 좀 더 상세하게는, 상기 출력 신호(OUT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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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 '1'일 때, 상기 제4 프리-드라이버(327)는 상기 출력 노드(N3)에서 그라운드로 흐르는 전류(Ic3)를 증가시킴으로써,

상기 서브-제어 신호(OCTL2)의 전압 레벨을 설정된 전압만큼 더 증가시킨다. 또, 상기 출력 신호(OUT3)가 로직 '0'일 때,

상기 제4 프리-드라이버(327)는 상기 전류(Ic3)를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서브-제어 신호(OCTL2)의 전압 레벨을 상기 설

정된 전압만큼 더 감소시킨다. 여기에서, 상기 제1 내지 제4 프리-드라이버들(312, 322, 323, 327), 상기 출력 드라이버

(330), 및 상기 서브-출력 드라이버(324)는 차동증폭기들로 각각 구성될 수 있다. 상술한 것과 같이, 상기 제4 프리-드라

이버(327)가 상기 서브-제어 신호(OCTL2)의 전압 레벨을 제어하므로, 상기 서브-출력 드라이버(324)가 제어하는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Do)의 전압 레벨의 폭이 더욱 감소될 수 있고,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320)의 소모 전류와 프리-앰패

시스 비율도 감소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7a와 도 7b를 참고하여, 종래의 출력 드라이버 회로와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의 출력 데이터 신

호들의 파형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7a에서 DQO1는 프리-앰패시스 회로(13, 도 1참고)가 동작하지 않을

때의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을 나타내고, DQO2는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13)가 동작할 때의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

형을 나타낸다. DQO1의 파형에서, 빈번하게 토글링되는 부분(W1)의 전압 레벨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전압 레벨로 유지되

는 부분(W2)의 전압 레벨 보다 현저하게 낮다. 반면에, 프리-앰패시스된 DQO2의 파형에서는 상기 두 부분들(W1, W2)의

전압 레벨이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도 7b에서 Do1는 프리-앰패시스 회로(120 또는 220 또는 320)가 동작하지 않을 때의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을 나타내

고, Do2는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120 또는 220 또는 320)가 동작할 때의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을 나타낸다. Do1의

파형에서, 빈번하게 토글링되는 부분(W3)의 전압 레벨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전압 레벨로 유지되는 부분(W4)의 전압 레벨

보다 현저하게 낮다. 반면에, 프리-앰패시스된 Do2의 파형에서는 상기 두 부분들(W3, W4)의 전압 레벨이 거의 동일한 것

을 알 수 있다. 상술한 것과 같이, 종래의 프리-앰패시스 회로(13)와 본 발명에 따른 프리-앰패시스 회로(120 또는 220 또

는 320) 모두 출력 데이터 신호의 빈번하게 토글링되는 부분의 전압 레벨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전압 레벨로 유지되는 부분

의 전압 레벨과 동일하게 되도록 제어한다. 종래의 프리-앰패시스 회로(13)는 출력 드라이버(12, 도 1 참고)로부터 출력되

는 출력 데이터 신호(DQO)의 전압 레벨만을 제어하므로, 소모 전류가 크고 프리-앰패시스 비율이 증가된다. 하지만 본 발

명에 따른 프리-앰패시스 회로들(120, 220, 320)은 출력 드라이버들(130, 230, 330)의 입출력 신호들 모두의 전압 레벨

들을 제어하므로,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13)에 대비하여 소모 전류가 더 작고 프리-앰패시스 비율이 더 감소될 수 있

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의 프리-앰패시스 동작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도이

다. 도 8을 참고하면, Doa는 프리-앰패시스 동작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의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이고, Dob는 출력 드라

이버로의 출력 신호에 대한 프리-앰패시스 동작이 수행될 때의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이다. 또, Doc는 상기 출력 드라이

버의 입출력 신호들 모두에 대한 프리-앰패시스 동작이 수행될 때의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이다. 여기에서, 상기 Dob와

상기 Doc는 동일한 프리-앰패시스 비율로 프리-앰패시스 동작이 수행된 경우의 파형들이다. 도 8에서 참조되는 것과 같

이, Doc의 파형의 아이 오픈(eye open) 영역이 Doa와 Dob의 파형들의 아이 오픈 영역들 보다 더 크다. 결과적으로, 상기

출력 드라이버의 입출력 신호들 모두에 대한 프리-앰패시스 동작이 수행될 때, 출력 데이터 신호의 파형이 가장 바람직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것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출력 드라이버 회로는 출력 드라이버의 입출력 신호들의 레벨들을 제어함으로써, 소모

전류와 프리-앰패시스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출력 드라이버 회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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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에 따라 제1 전

압 또는 상기 제1 전압 보다 작은 제2 전압의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회로;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출력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 드라이버; 및

제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에 따라 상기

제어 신호의 상기 제1 전압 또는 상기 제2 전압 레벨을 설정된 전압만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프리-앰패시스

(pre-emphasis)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와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들이 서로 다를 때, 상기 제어 회로가 상기 제1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가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설정된 전압만큼 더

증가시키고, 상기 제어 회로가 상기 제2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설정된 전압만큼 더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와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들이 서로 동일할 때, 상기 제어 회로가 상기

제1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가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설정된 전압만큼

더 감소시키고, 상기 제어 회로가 상기 제2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제어 신호

의 전압 레벨을 상기 설정된 전압만큼 더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제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복수의 비트들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비트들을 1비트

씩 선택하여 직렬로 출력하는 멀티플렉서; 및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회로의 출력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설정된 전압만큼 더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프리-드라이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드라이버는 차동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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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의 전압 레벨을 더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에 따라 제1 전압 또는 상기 제1 전압 보다 작은 제2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출력 드라이버는 상기 제1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제3 전압의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

2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3 전압 보다 작은 제4 전압의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에 따라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제1 설정 전

압만큼 더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고,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의 전압 레벨을 제2 설정 전압만큼 더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와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들이 서로 다를 때, 상기 제어 회로가 상기 제1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가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1 설정 전압만큼, 상

기 출력 데이터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2 설정 전압만큼 각각 더 증가시키고, 상기 제어 회로가 상기 제2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1 설정 전압만큼, 상기 출력 데이

터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2 설정 전압만큼 각각 더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의 내부 데이터 신호와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들이 서로 동일할 때, 상기 제어 회로가 상기

제1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가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1 설정 전압만

큼,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2 설정 전압만큼 각각 더 감소시키고, 상기 제어 회로가 상기 제2 전압의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1 설정 전압만큼,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2 설정 전압만큼 각각 더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제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의 복수의 비트들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비트들을 1비트

씩 선택하여 직렬로 출력하는 멀티플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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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회로의 출력 노드에서 그라운드로 흐르는 제1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1 설정 전압만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제1 프리-드

라이버;

상기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서브-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2 프리-드라이버; 및

상기 서브-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 드라이버의 출력 노드에서 상기 그라운드로 흐르는 제2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출력 데이터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2 설정 전압만큼 더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서

브-출력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앰패시스 회로는 제3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기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기준 데이터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서브-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제어하는 서브-앰패시스 회로를 더 구비하고,

상기 기준 데이터 신호는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 보다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

버 회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프리-드라이버는 상기 출력 신호의 로직 레벨에 따라 제1 전압 또는 상기 제1 전압 보다 작은 제2 전압의 상기

서브-제어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서브-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기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에 따라 상기 서브-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제3 설정 전압

만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와 상기 기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들이 서로 다를 때, 상기 제2 프리-드라이버가 상기 제

1 전압의 상기 서브-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서브-앰패시스 회로가 상기 서브-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3 설

정 전압만큼 더 증가시키고, 상기 제2 프리-드라이버가 상기 제2 전압의 상기 서브-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서브-앰

패시스 회로는 상기 서브-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3 설정 전압만큼 더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

이버 회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이전의 내부 데이터 신호와 상기 기준 데이터 신호의 로직 레벨들이 서로 동일할 때, 상기 제2 프리-드라이버가 상기

제1 전압의 상기 서브-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서브-앰패시스 회로가 상기 서브-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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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전압만큼 더 감소시키고, 상기 제2 프리-드라이버가 상기 제2 전압의 상기 서브-제어 신호를 출력하면, 상기 서브-

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서브-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3 설정 전압만큼 더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

라이버 회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앰패시스 회로는,

상기 제3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기준 데이터 신호의 복수의 비트들을 수신하고, 상기 기준 데이터 신호의 복수의 비

트들을 1비트씩 선택하여 직렬로 출력하는 추가의 멀티플렉서; 및

상기 추가의 멀티플렉서의 출력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2 프리-드라이버의 출력 노드에서 상기 그라운드로 흐르는 제3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서브-제어 신호의 전압 레벨을 상기 제3 설정 전압만큼 더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제3 프리-드라이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3 프리-드라이버들과 상기 서브-출력 드라이버는 각각 차동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드라이버 회로.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40593

- 9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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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0640593

- 11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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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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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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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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