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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타 출력버터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데이터 출력버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데이터 출력버퍼를 도시한 회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데이터 출력버퍼의 제1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

제3도는 본 발명의 데이터 출력버퍼의 제1실시예를 도시한 회로도.

제4도는 본 발명의 데이터 출력버퍼의 제2실시예를 도시한 블록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데이터 출력버퍼의 제2실시예를 도시한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풀-업 시그날 전송회로             102 : 풀-다운 시그날 전송회로

103 : 풀-업/풀-다운 드라이버           104,106 : 풀-다운 드라이버 제어회로

105,107 : 풀-다운 드라이버 접속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데이터 출력버퍼(data output buffer)에 관한 것으로, 특히 출력단에 로우 데이
터를 출력하는 경우에 출력 구동단의 풀-다운 트랜지스터(pull-down transistor)에 걸리는 전압을 셀에서 
전송된 데이터 신호(Dob)의 상태에 따라 조절함으로써, 출력단이 디스차지(discharge)할 때 생기는 커런
트 스파이크(current spike)를 감소시킨 데이터 출력버퍼에 관한 것이다.

풀-다운 트랜지스터에 걸리는 전압을 다단계로 제어하는 본 발명의 데이터 출력버퍼는 모든 고집적 회로
에 사용될 수 있다.

제1도에서는 간략화된 종래의 데이터 출력버퍼의 한 예를 도시한 것으로, 데이터 출력단(Dout)에 로우 데
이터를 출력하면 풀-다운 트랜지스터(Q2)를 턴-온(turn-on)시킴으로써, 노드 N2의 전압과 접지전압(Vss)
사이의 전압차가 커져서 출력단(Dout)에서 디스차지(discharge)할 때 접지(Vss)에 순시치 커런트 변화가 
심하여 커런트 스파이크가 발생한다.

그리고, 제어신호(OE)가 로직하이이고, 데이터 신호(Dob)가 로직로우인 경우 출력단(Dout)의 전압레벨은 
전원전압에 비례하여 높게 되며, 데이터 신호(Dob)가 로직하이로 변할 경우 출력단(Dout)의 전압이 높은 
만큼 풀-다운 드라이버(Q2)의 디스차지 커런트 양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즉, 전원 전압의 변동에 적절
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단위 시간당 풀-다운 드라이버를 통해 흐르는 전류량(di/dt)를 조절하도록 출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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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t)전위를 순차적으로 디스차지시킴으로써, 전원전압의 변동에 따라 출력단에 생기는 커런트 스파이크
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출력버퍼의 풀-다운 드라이버단에 직렬 접속된 풀-다운 드라이버 
접속회로를 구현함으로써, 풀-다운 트랜지스터(Q2)에 걸리는 전압을 다단계로 조절하여 출력단 전위를 순
차적으로 디스차지시킬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제2도는 본 발명의 데이터 출력버퍼의 제1실시예를 블록도로 나타낸 것으로서, 제어신호(OE) 및 데이터 
신호(Dob)의 상태에 따라 결정나는 노드 N1과 N2가 입력되어 풀-다운 드라이버 접속회로(105)의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풀-다운 드라이버 제어회로(104)와, 상기 풀-다운 드라이버 제어회로의 출력신
호와 데이터 출력버퍼의 풀-다운 트랜지스터(Q2)의 소오스에 연결되어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 풀-다운 드
라이버 접속회로(105)가 종래의 풀-다운 드라이버에 추가로 포함된 구조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을 이용한 제1실시예로써, 데이터 출력버퍼의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데이터 출력버퍼의 동작을 살펴보면, 풀-업 시그날 전송회로(101)에서 제어신호(OE)가 하이이고 셀
(cell)에서 전송된 데이터(Dob)가 로우일 때, 출력신호(N1)는 로우상태가 되어 풀-업 트랜지스터 Q1를 턴
-온(turn-on)시켜 출력단(Dout)에 '하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풀-다운 시그날 전송회로(102)에서는 제어
신호(OE)가 하이이고 셀에서 전송된 데이터(Dob)가 하이일 때, 출력신호(N2)는 하이상태가 되어 풀-다운 
트랜지스터 Q2를 턴-온시켜 출력단(Dout)에 '로우' 데이터를 전송한다.

풀-다운 드라이버 제어회로(104)는 NOR 게이트(G6)의 출력단에 인버터 회로 G7과  G8이 직렬로 연결된 구
조로 풀-업 노드 N1 및 풀-다운 노드 N2를 입력으로 하여 노드 N4의 신호를 생성하여 풀-다운 드라이버
(Q2)에 연결된 풀-다운 접속회로(105)의 모스(Q4 내지 Q5)의 게이트를 제어한다.

대기시의 동작구성은 제어신호(OE)가 로우 상태이기 때문에 노드 N1은 하이, 노드 N2는 로우가 되어 게이
트(G6 내지 G8)를 경유한 신호(N4)는 로우 상태이다.

액티브 모드 tcac(Access Time From CAS)'하이' 억세스의 경우에는 노드 N4 신호는 로우에서 하이로 전이
되고, 액티브모드 tCAC  '로우'억세스의 경우에는 노드  N4신호는 '로우' 상태를 유지하며, 액티브모드 
tAA(Access Time From Column Address)'하이' 억세스의 경우에는 노드 N4신호는 로우에서 하이로 전이를 
일으키며, 액티브 모드 tAA '로우' 억세스의 경우에는 노드 N4 신호는 하이에서 로우로 전이를 일으킨다.

풀다운 드라이버 접속회로(105)는 모스(Q3 내지 Q5)로 구성되며, 풀다운 드라이버(Q2)와 직렬 연결된 모
스(Q3)의 게이트에 노드 N6이 연결되어 전원전압(Vcc) 또는 접지전압(Vss+Vtn)를 노드 N5에 신호를 전달
해 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tAA '로우' 억세스의 경우를 설명하면, 노드(N4)의 신호는 이전(previous)데이
터 신호(Dob)에 의해 '하이' 상태를 유지하며, 모스(Q4)는 'ON' 상태이고, 모스(Q5)는 'OFF' 상태여서 모
스(Q3)는 다이오드(Diode)구조를 이루어 모스 Q4  양단에 일정전압(Vss+Vth)이 걸리며, 유효한 어드레스
(Valid Address)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신호(Dob)가 연속적으로 전송되어서 노드(N2)는 '하이'로 변하여 
풀다운 드라이버(Q2) 및 다이오드 구조 풀다운 드라이버(Q3)가 'ON' 되어 Dout(N3)전위를 디스차지시키기 
시작하며, 순차적으로, 게이트(G6 내지 G8)를 경유한 신호(N4)가 '로우'로 전이하여 모스(Q4)는 'OFF', 
모스(Q5)는 'ON'시켜 모스(Q3)의 게이트 전압을 전원전압(Vcc)까지 끌어올려 모스(Q3)를 강하게 'ON'시킴
으로써 Dout(N3)전위의 디스차지를 완료한다. 상기 제1실시예의 동작 설명에서처럼 Dout 전위를 순차적으
로 디스차지시킴으로써 커런트 스파이크를 감쇄시키는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였다. 

제4도는 본 발명을 이용한 제2실시예로써 데이터 출력버퍼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으로 전압감지기 신호는 
그 구성과 동작설명이 제2도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다. 

제5도의 동작을 살펴보면, 전원전압이 낮은 경우 제1실시예처럼 구현되는 순차적인 동작으로 Dout(N3)의 
전위를 디스차지시키면 스피드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det' 신호는 '로우' 상태(전압 감지기 구
조는 생략)를 유지하여 게이트(G9 내지 G12)를 경유한 신호는 '로우'로 고정되어 풀다운 드라이버 접속회
로(107)이 모스(Q7)는 'OFF', 모스(Q8)는 'ON'되어 직렬 접속 모스(Q6)의 게이트는 전원전압(Vcc)에 고정
되어 스피드 지연을 방지하였으며, 높은 전원전압의 경우는 제1실시예의 동작 구성과 동일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풀-다운 트랜지스터에 걸리는 전압을 제어하는 회로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데이터 출력버퍼를 사용하여 로우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순차적인 회로 동작으로 출력단(Dout) 전압을 
디스차지시킴으로써, 출력단(Dout)에 유발되는 커런트 스파이크를 감쇄시키고 전원전압 변동에 따른 스피
드 지연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출력버퍼를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전원전압원 및 출력 라인의 사이에서 접속되어 제1논리에 의해 데이처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풀-업 드
라이버와, 제2전원전압원 및 출력라인의 사이에서 접속되어 제2논리에 의해 데이터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풀-다운 드라이버와, 상기 풀-다운 드라이버 및 상기 제2전원전압의 사이에 접속되어 상기 풀-다운 드라
이버의 임피던스를 가변시키기 위하여 구현된 풀-다운 드라이버 접속회로와, 상기 입력 라인에 제2논리의 
데이터 신호가 입력되는가 검출하고, 검출결과에 따라 상기 풀-다운 드라이버 접속회로의 동작을 제어하
는 신호를 출력하는 풀-다운 드라이버 제어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버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논리는 데이터 출력신호가 로우일 때 출력이 로우가 되어 풀-업 트랜지스터를 
턴-온시키도록 구현된 논리와, 상기 제2논리는 데이터 출력신호가 하이일 때 출력이 하이가 되어 풀-다운 
트랜지스터를 턴-온시키도록 구현된 논리를 가지는 데이처 출력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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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원전압원은 포지티브(positive)전압을 가지고, 상기 제2전원전압은 네가티브
(negative)전압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버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풀-다운 드라이버 접속회로는, 전원전압과 노드 N6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가 입력 
노드(N4)에 연결된 PMOS형 트랜지스터(Q5)와, 출력 노드(N5)와 노드 N6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가 입력 노
드(N4)에 연결된 NMOS형 트랜지스터(N4)와, 출력 노드(N5)와 접지전위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가 노드 N6
에 연결된 NMOS형 트랜지스터(Q3)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입력 노드는 데이터 출력버퍼의 입력 데이터
(Dob)와 출력버퍼 제어신호(OE)에 의해 출력된 신호이고 상기 출력 노드는 출력버퍼의 풀-다운 트랜지스
터의 소오스에 연결되는 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버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출력버퍼 드라이버 제어회로는, 노드 N1과 노드 N2를 입력으로 하여 출력하
는 NOR 게이트와, 상기 NOR 게이트의 출력단에 접속된 제1인버터 회로(G7)와, 상기 제1인버터 회로의 출
력단에 접속되고 출력노드(N4)에 연결된 제2인버터 회로(G8)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노드 N1, N2신호는 
데이터 출력버퍼의 입력 데이터(Dob)와 출력버퍼 제어신호(OE)에 의해 출력된 신호이고, 상기 출력노드
(N4)는 풀-다운 드라이버 접속회로의 입력신호로 연결되는 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버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풀-다운 드라이버 및 접지전압(Vss)의 사이에 접속된 풀-다운 접속회로는 상기 전
원전압(Vcc) 및 풀-업 드라이버의 사이에 접속하여도 상기와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터 출력버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풀-다운 드라이버 제어회로의 출력 대신에 퓨즈(Fuse) 또는 본드패드(Bond PAD)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버퍼.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풀-업 드라이버 제어회로에서, 데이터 신호가 입력되는가를 검출하기 위해서 노아
(NOR)게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버퍼.

청구항 9 

데이터 출력버퍼의 동작시에 출력단 전위를 디스차지시킬 때 생기는 회로의 스피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
여, 풀-업 드라이버 제어회로의 입력단에 전압감지기 출력신호를 입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
력버퍼.

청구항 10 

제9항에 상기 풀-업 드라이버 제어회로에서, 데이터 신호와 전압 감지기의 출력신호가 입력되는가를 검출
하기 위해서 노아(NOR)게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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