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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논리 임계 전압에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제공되는 소진폭 신호에 기초하여 논리 신호가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입출력 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입출력 회로는 임계값 검출 회로와, 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을 갖는 전압을 출력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소진폭 신호를 소정의 진폭 레벨로 증폭시키고, 상기 소진폭 신호를 C

MOS 내부 회로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논리 신호(방형파)로 변환시키며 변환된 신호를 출력 단자를 통해 CMOS 내부

회로에 공급하는 증폭부와, 입력되는 소진폭 신호의 증폭율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정전류 회로 및 소진폭 신호

의 진폭 중심 전압을 임계값 검출 회로로부터 공급되는 전압과 비교하고 증폭부에 의해 증폭된 신호의 진폭 중심 전

압이 임계값 검출 회로에 의해 설정된 전압과 동일하게 되도록 정전류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는 피드백 증폭기를 포

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입출력 회로, 인터페이스 회로, 피드백 증폭기, 소진폭 신호, 정전류 회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입출력 회로의 전기적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2는 도 1의 입출력 회로를 구성하는 입력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회로도.

도 3은 도 2의 입력 회로의 각 부분을 통해 흐르는 신호 상태를 도시한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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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입력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출력 회로(소진폭 출력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회로도.

도 6은 도 5의 출력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도 7은 종래의 입출력 회로의 일 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8은 종래의 입력 회로의 구체적인 예를 도시한 개략도.

도 9는 도 8의 입력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a : 전송(제어) 집적 회로 2a : 수신(피제어) 집적 회로

3a, 3b : 출력 회로 4 : 전송 라인

5a, 5b : 입력 회로 16 : CMOS 내부 회로

10 : 정전압 회로 11 : 출력부

12 : 정전압 발생 회로 13 : 정전류 회로

14 : 증폭부 15 : 임계값 검출 회로

24 : 인버터 회로 N1∼N5 :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P1∼P5 :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A3∼A5 : 피드백 증폭기

R1, R2 : 저항기 RL : 외부 저항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전송 라인을 통해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입력 회로, 출력 회로 및 입출력 회로에 관

한 것으로서, 특히 신호 전송을 고속 및 저소비 전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력 회로, 출력 회로 및 입출력 회로(이하, 

인터페이스 회로)에 관한 것이다.

관련 기술의 설명

최근, GTL(Gunning Transceiver Logic), CTT(Center Tapped Termination), LVDS(Low Voltage Differential Si

gnaling), PECL(Pseudo Emitter Coupled Logic), PCML 등을 포함하는 소진폭 인터페이스 규격(specifications)이 

두 개 이상의 집적 회로로 구성된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버스 라인과 같은 전송 경로를 통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종래의 신호 전송에 있어서,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신호는 집적 회로에 인가되는 공급 전압의 진폭 근처의 진폭을 갖

는다. 그러나, 상기 상술된 인터페이스 규격에 있어서, 작은 레벨로 변환된 특정 진폭을 갖는 신호가 전송된다.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인터페이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종래의 방법에 의해 전송되는 신호

의 진폭은 일반적으로 약 5V 또는 3V이며, 이것은 집적 회로 등에 인가되는 전원 전압(supply power voltage)의 전

압과 유사하다.

그러나, 예를 들면, LVDS(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ing) 인터페이스 규격에 있어서, 전송될 신호의 진폭은 약

0.3V이다. PECL 인터페이스 규격에 있어서, 진폭은 약 0.6V이다.

전송 신호의 진폭을 작게 만드는 이유는 소진폭이 전송 속도의 증가와, 저소비 전력 및 노이즈의 감소에 분명하게 기

여하기 때문이다.

PECL 인터페이스 규격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하이 레벨의 소진폭 신호는, 출력 회로에서, 종단 저항기(terminating r

esistor)를 통해 종단 전압원으로 특정 전류를 흐르게 하여 특정 종단 저항기에서 기전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생성되고,

로우 레벨의 소진폭 신호는, 출력 회로에서, 종단 저항기를 통해 특정 전류를 종단 전압원으로부터 흐르게 하여 특정 

종단 저항기에서 기전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생성된다. 따라서, 생성되는 하이 레벨의 소진폭 신호는 종단 전압에 대해

서 약 0.3V만큼 낮아지고, 동시에 로우 레벨의 소진폭 신호도 약 0.3V만큼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약 0.6V의 진폭을 

갖는 신호가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진폭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두가지 방법이 이용 가능한데, 하나는 단일 위상(single-phase) 전

송 시스템이고 나머지 하나는 차동 위상 전송 시스템이다. 단일 위상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소진폭 신호

가 신호 전송을 위해 사용된다. 한편, 차동 위상 전송 시스템에서는, 단일 위상 전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작은 위상 신호에 부가적으로, 반전된 위상의 다른 소진폭 신호가 동시에 전송된다. 즉 두 개의 소진폭 신호가 동시에

전송된다.

단일 위상 전송 시스템에 의해 신호가 수신될 때, 수신 회로가 구비한 두 개의 입력 단자 중 하나의 입력 단자에 신호

의 진폭의 중심 전압 근처의 기준 전압이 제공되고 나머지 입력 단자에 전송 신호가 입력되며, 만약 기준 전압보다 높

은 전압을 갖는 전송 신호가 제공되면, 전송 신호는 하이 레벨 신호인 것으로 판정되고 만약 기준 전압보다 낮은 전압

을 갖는 전송 신호가 제공되면, 신호는 로우 레벨 신호인 것으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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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차동 위상 시스템에 의해 수신되면, 반전 위상이 아닌 신호와 반전 위상인 신호를 포함하는 두 개의 소진폭 신

호가 동시에 전송되고 이들 두 신호는 수신 회로의 두 입력 단자에 그대로 입력된다. 만약 반전 위상 입력 단자로 입

력되는 신호의 전압이 정위상(positive-phase) 입력 단자로 입력되는 신호의 전압보다 높다면, 상기 신호는 하이인 

것으로 판정되고, 만약 반전 위상 입력 단자로 입력되 는 신호의 전압이 정위상 입력 단자로 입력되는 신호의 전압보

다 낮다면, 상기 신호는 로우인 것으로 판정된다. 이하, 실시예에서는 차동 위상 입력 단자를 사용하여 설명된다.

도 7은 종래의 입출력 회로의 일 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출력 회로에서, 전송(제어) 집

적 회로(1)는 전송 라인(4)과 입력 단자(IN 및 INB)를 통해 수신(피제어) 집적 회로(2)에 접속된다. 집적 회로(1)는 예

를 들면 입력 회로(도시되지 않음)로부터 입력된 논리 신호 또는 집적 회로(2)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 신호 

등을 소진폭 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를 출력하기에 적합한 출력 회로(3)를 구비한다. 집적 회로(2)는 집적 회로(

1)로부터 입력되는 소진폭 신호를 소정의 진폭 레벨로 증폭하기에 적합한 입력 회로(5)와 상기 입력 회로(5)가 설치

된 것과 동일한 칩 상에 설치되고 상기 입력 회로(5)로부터 공급되는 신호에 따라 동작하는 CMOS 내부 회로(6)를 구

비한다. 전송 라인(4)의 각 라인은 종단 저항기(Rt)의 각각에 연결되고 이들 종단 저항기(Rt)를 통해서 종단 전압(Vtt)

에서 종단한다. 또한, 종단 저항기가 사용되지만 종단 전압(Vtt)이 인가되지 않는 몇 몇 인터페이스 규격이 있다.

도 8은 종래의 입력 회로의 특정 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다. 이러한 종래의 회로는 전송(제어) 집적 회로(1)로부터 전송

라인(4)을 통해 공급되는 소진폭 신호(즉, CMOS 내부 회로(6)를 제어하기 위한 논리 신호 등)를 소정의 진폭(VDD 

풀-스윙(full-swing) 진폭)을 갖는 신호로 변환하기에 적합하다.

도 8을 참조하면, 전송 라인(4)으로부터 공급되는 신호는 입력 회로의 증폭 회로(21)를 구성하는 p-채널 MOS 트랜

지스터(이하, 간략하게 pMOS로 칭함)의 게이트의 각각에 공급되고 증폭 회로(21)에 의해 증폭된 신호는 NodeA를 

통해 반전 회로(22)로 공급되고, 소진폭 신호로 아직 변환되지 않은 논리 신호는 전송(제어) 집적 회로(1)에 의해 반

전 회로(22)로부터 패치(fetch)된다. 또한, 증폭 회로(21)와 반전 회로(22)는 동일한 집적 회로(칩) 상에 형성된다.

증폭 회로(21)는 정전류 회로(constant current circuit; I1)와, pMOS 트랜지스터(P1 및 P2), 및 nMOS 트랜지스터(

N1 및 N2)로 구성된다. pMOS 트랜지스터(P1)의 드레인은 nMOS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nMOS 트랜지스터(N2)의 소

스는 수신(피제어) 집적 회로(2)의 소정의 기준 전위점(GND)에 연결된다. 유사하게, pMOS(P2)의 드레인은 nMOS 

트랜지스터(N1)의 드렌인에 연결되고 nMOS 트랜지스터(N1)의 소스는 기준 전위점(GND)에 연결된다. 또한, nMOS 

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pMOS 트랜지스터(P2)의 드레인)은 nMOS 트랜지스터(N1)와 nMOS 트랜지스터(N2)의 

게이트에 연결되고, pMOS 트랜지스터(P1)와 pMOS 트랜지스터(P2)의 드레인은 정전류원(I1)을 통해 수신(피제어) 

집적 회로(2)의 소정의 직류 전압 공급원(VDD)에 연결된다.

반전 회로(22)는 pMOS 트랜지스터(P3)와 nMOS 트랜지스터(N3)로 구성된다. pMOS 트랜지스터(P3)의 드레인은 n

MOS 트랜지스터(N3)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nMOS 트랜지스터(N3)의 소스는 기준 전위점(GND)에 연결되고 pMOS 

트랜지스터(P3)의 드레인은 직류 전압 공급원(VDD)에 연결된다. 또한, 증폭 회로(21)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

(P1)의 드레인(nMOS 트랜지스터(N3)의 드레인)은 NodeA를 통해 반전 회 로(22)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P3

)의 게이트와 nMOS 트랜지스터(N3)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다음으로, 도 9를 참조하여, 종래의 입력 회로(5)의 동작이 상술된다. 도 9는 도 8의 입력 회로의 각 부분을 흐르는 신

호의 상태를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9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9의 간격(①)동안, 소진폭 신호(논리 신호 등) 가 전송 라인(4)을 통해 전송(제어) 

집적 회로(1)로부터 도 8에 도시된 회로의 두 입력 단자(IN 및 INB)에 입력되는 경우, pMOS 트랜지스터(P1)와 nMO

S 트랜지스터(N3)는 오프되고 pMOS 트랜지스터(P2)와 nMOS 트랜지스터(N3)는 온된다. 도 9의 간격(②)동안, pM

OS 트랜지스터(P1)는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변하고, pMOS 트랜지스터(P2)는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점차적으

로 변한다. 도 9의 간격(③)동안, pMOS 트랜지스터(p1)와 nMOS 트랜지스터(N3)는 온되고 pMOS 트랜지스터(P2)와

pMOS 트랜지스터(P3)는 오프된다. 도 9의 간격(④)동안, pMOS 트랜지스터(P1)는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변하고 

pMOS 트랜지스터(P2)는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점차적으로 변한다. 도 9의 간격(⑤)동안, pMOS 트랜지스터(P1)

와 nMOS 트랜지스터(N3)는 오프되고 pMOS 트랜지스터(P2)와 pMOS 트랜지스터(P3)는 온된다.

전송 (제어) 집적 회로(1)에 의해 전송 라인(4)을 경유하여, 도 8에 도시된 두 입력 단자(IN 및 INB)를 통해 입력되는 

도 9의 (a)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소진폭 신호(논리 신호 등) 가 증폭 회로(21)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P1 

및 P2)의 게이트에 공급된 후, 증폭 회로(21)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도 9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NodeA를 

통해 pMOS 트랜지스터(P3)와 nMOS 트랜지스터(N3)로 전송된다. 그 다음, 도 9의 (c)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

전 회로(22)는 전송(제어) 집적 회로(1)에 의해 전송 라인(4)을 통해 제공되고 소정의 진폭(VDD 풀-스윙 진폭)을 구

비한 논리 신호로 각각 변환된 소진폭 신호(CMOS 내부 회로(6)를 제어하기 위한 논리 신호 등)를 CMOS 내부 회로(

6)에 공급한다.

집적 회로 내부에 형성된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회로 특성 변화 요소(예를 들면 전원 전압, 온도 및

제조 공정)로 인해 변화되며, 특히 그들의 논리 임계값이 CMOS 논리 회로에서 변화된다. 이것은 특히 반전 회로에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온/오프에 대한 타이밍에서 시프트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증폭 회로(21

)도 또한 트랜지스터 제조 공정에서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은 반전 회로(22)에 비해 적으며 따라서 반

전 회로(22)에 대한 영향만이 이하의 설명에서 고려된다.

도 9의 (a)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진폭 신호(즉, 논리 신호 등)가 입력 단자(IN 및 INB)에 입력된 후, 만약 입력 

단자(IN 및 INB)에 입력된 소진폭 신호의 진폭 레벨이 (Ⅰ) 내지 (Ⅲ) 지점 사이의 간격동안 반전된다면, 도 9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Ⅰ) 지점에서의 레벨에서 (Ⅲ) 지점에서의 레벨로 진폭 레벨이 변한 시호는 증폭 회로(21)

에 의해 NodeA를 통해 반전 회로(22)로 공급된다. 도 9의 (a) 부분에서, 'Voff'는 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을 나

타내며 'Vdm'은 소진폭 신호의 진폭 레벨을 나타낸다. 또한, 'Voff' 및 'Vdm'의 값은 상기 언급된 소진폭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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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예를 들면 GTL, CTT, LVDS, PECL, PCML 등)에 의해 규정되거나 정의되어 있다.

이 때, 만약 제조 공정에서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논리 임계 레벨에서의 변화가 반전 회로(22)를 구성하는 트랜지

스터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반전 회로(22)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은 도 9의 (b) 부분에 도시된 임계값(A)이 되고, 도 9

의 (c)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전 회로(22)의 출력은 도 9의 지점(Ⅱ)에서 NodeA를 통해 흐르는 신호의 진폭 레

벨(임계값(A))이 VDD 레벨에서 0(영) 볼트로 반전된다. 유사하게, 반전 회로(22)의 출력은 지점(Ⅱ)에서 NodeA를 

흐르는 신호의 진폭 레벨(동일한 임계값(A))에서이 0(영) 볼트에서 VDD 레벨로 반전된다. 결과적으로, (Ⅰ)와 (Ⅴ) 사

이의 지점동안, 진폭 레벨이 VDD 레벨에서 0(영) 볼트로 변화된 방형파는 단자(OUT)를 통해 CMOS 내부 회로(6)로 

제공된다.

한편, 제조 공정에서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논리 임계 레벨에서의 변화가 반전 회로(22)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

서 발생하는 경우라도, 도 9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전 회로(22)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이 하이이면, 반전 회로(

22)의 출력은 도 9의 (Ⅱ)와 (Ⅲ) 지점 사이의 간격동안 NodeA를 통해 흐르는 신호의 진폭 레벨(임계값(B)=적정 레

벨)이 VDD 레벨에서 0(영) 볼트로 반전된다. 유사하게, 반전 회로(22)의 출력은 도 9의 (Ⅳ)와 (Ⅴ) 사이의 간격동안 

NodeA를 통해 흐르는 신호의 진폭 레벨(동일 임계값(B))에서 0(영) 볼트에서 VDD 레벨로 반전된다.

결과적으로, 도 9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Ⅱ)와 (Ⅲ) 지점 사이의 간격동안 NodeA를 통해 흐르는 신호의 진

폭 레벨이 임계값(B)에 도달할 때의 지점으로부터 (Ⅳ)와 (Ⅴ) 지점 사이의 간격동안 NodeA를 흐르는 신호의 진폭 레

벨이 임계값(B)에 도달할 때의 지점까지의 간격동안 진폭 레벨이 VDD 레벨에서 0(영) 볼 트로 변화된 방형파, 즉 반

전 임계값이 도 9의 (c)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정값(A)보다 높은 지점(B)에 있을 때 도 9에 도시된 (d) 부분에서 

'skew B'로 표현된 지연 시간 변화 요소가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시점에 발생하는 방평파는 단자(OUT)를 통해 CMOS

내부 회로(6)에 공급된다.

유사하게, 예를 들면, 도 9의 (e)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조 공정에서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논리 임계 레벨에

서의 변화가 반전 회로(22)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도, 반전 회로(22)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임

계값)이 로우로 될 때, 반전 회로(22)의 출력은 (Ⅰ)와 (Ⅱ) 지점 사이의 간격동안 NodeA를 통해 흐르는 신호의 진폭 

레벨(임계값(C)=적정 레벨 보다 낮은 값)에서 VDD 레벨에서 0(영) 볼트로 반전된다. 유사하게, 반전 회로(22)의 출

력은 도 9의 (Ⅴ)와 (Ⅵ) 지점 사이의 간격동안 NodeA를 흐르는 신호의 진폭 레벨(임계값(C))에서 0(영) 볼트에서 V

DD 레벨로 반전된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도 9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Ⅰ)와 (Ⅱ) 지점 사이의 간격동안 NodeA를 흐르는 신

호의 진폭 레벨이 임계값(C)에 도달할 때의 지점으로부터 (Ⅴ)와 (Ⅵ) 사이의 간격동안 NodeA를 흐르는 신호의 진폭 

레벨이 임계값(C)에 도달할 때의 지점까지의 간격동안 진폭 레벨이 VDD 레벨에서 0(영) 볼트로 변화된 방형파, 즉 

반전 임계값이 적정값(A)보다 낮은 지점(C)에 있을 때 도 9에 도시된 (e) 부분에서 'skew C'로 표현된 지연 시간 변화

요소가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시점에 발생하는 방평파는 단자(OUT)를 통해 CMOS 내부 회로(6)에 공급된다.

그러나, 종래의 입출력 회로는 만약 제조 공정에서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논리 임계 레벨에서의 변화가 반전 회로

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의 발생하면, 논리 신호가 반전 회로에서 후단의 논리 회로 등으로 구성되는 내부 회로로

출력될 때, 'skew'(지연 시간 변화 요소)가 출력 논리 신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내부 회로로 출력되는 논리 신호가 온 또는 오프 상태로 남아있는 간격, 즉, 하이 또는 로우 레벨 신호가 인식될 수 있

는 최소 펄스 간격이 최소 간격보다 짧아지는 경우, 내부 회로가 제공되는 논리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불가

능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관점에서, 논리 임계 레벨에서의 변화가 제조 공정에서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반전 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

터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도 제공된 논리 신호가 논리 회로로 구성된 내부 회로나 후단에 설치된 논리 회로에 의해 정

확하게 항상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논리 신호 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입력 회로, 출력 회로 및 입출력 회로를 제공하

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본 발명의 제 1 양상에 따르면, 입력단과 출력단을 구비한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입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상기 입력 회로는,

출력단의 임계값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 검출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단에서 출력단으로 공급되는 신호의 진폭 레벨은 상기 임계값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된 임계값에 따라 결정

된다.

본 발명의 제 2 양상에 따르면, 입력단과 출력단을 구비한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입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상기 입력 회로는,

출력단의 임계값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 검출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임계값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된 출력단의 임계값과 입력단으로부터 상기 출력단으로 제공되는 신호의 진폭 중

심 레벨을 검출 비교하고, 상기 두 값이 동등하게 되도록 입력단에 제공되는 전류를 제어하며, 상기 임계값 검출 회로

에 의해 검출된 출력단의 임계값에서의 변화에 따라 입력단으로부터 공급되는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이 결정된다.

상기에 있어서, 출력단의 임계값 검출 회로가 출력단의 임계값과 동일한 임계값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출력단의 임계값 검출 회로가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생성되고 동일한 보드(board)에 설치된 동일한 집적 회

로 내에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CMOS 논리 회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CMOS 회로가 하나 이상의 nMOS 트랜지스터와 하나 이상의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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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3 양상에 따르면, 입력단과 출력단을 구비한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입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상기 입력 회로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은 출력단의 임계값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레벨로 

변환되고 변환된 레벨은 출력단으로 공급된다.

본 발명의 제 4 양상에 따르면,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입력단과 출력단을 구비한 입력

회로에서의 입력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는데, 상기 방법은 출력단의 임계값에서의 변화에 따라 입력단

에서 출력단으로 공급되는 출력 신호의 진폭 중심값을 변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에 있어서, 입력단에서 출력단으로 공급되는 출력 신호의 진폭이 입력단에 공급되는 입력 신호의 진폭 이상인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입력단에서 출력단으로 공급되는 출력 신호의 진폭이 입력단에 공급되는 입력 신호의 진폭 이하인 것이 바람직

하다.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 따르면,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출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출력 회로에 공

급되는 신호는 전송을 위한 소진폭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소정의 진폭 레벨과 진폭 중심 레벨을 갖는 신호로 변환된

다.

본 발명의 제 6 양상에 따르면, 전송 라인을 통해 연결된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상기 입출력 회로는,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서 정의된 출력 회로와;

본 발명의 제 3 또는 제 4 양상 중 어느 한 양상에서 정의된 입력 회로; 및

상기 출력 회로를 상기 입력 회로에 연결하기 위한 전송 라인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르면,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제공된 소진폭 신호를 전원 전압의 진폭 레벨

과 동일한 또는 근처의 풀-스윙 진폭 레벨로 증폭하며, 이것을 논리 신호로서 공급하기 위한 입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상기 입력 회로는,

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을 출력하고 증폭에 의해 소진폭 신호를 소정의 진폭 레벨을 갖는 논리 신호로 변환하

는 증폭부와;

상기 증폭부로부터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 검출 회

로와;

상기 증폭부에서의 증폭율 및 증폭된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정전류 회로; 및

상기 증폭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진폭 중심 전압을 상기 임계값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된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증폭부에 의해 증폭되는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이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

전 지점 전압과 동등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류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는 피드백 증폭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8 양상에 따르면,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제공된 소진폭 신호를 전원 전압의 진폭 레벨

과 동일한 또는 근처의 풀-스윙 진폭 레벨로 증폭하며 이것을 논리 신호로서 공급하기 위한 입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상기 입력 회로는,

상기 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진폭 중심 전압 검출 회로와;

증폭에 의해 상기 소진폭 신호를 소정의 진폭 레벨을 갖는 논리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증폭 회로와;

상기 증폭 회로에서의 증폭율과 증폭된 신호 진폭 중심 레벨을 제어하기 위 한 정전류 회로와;

상기 증폭 회로에 의해 증폭된 신호를 논리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CMOS 논리 회로와;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 검출 회로; 및

상기 진폭 중심 전압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된 진폭 중심 레벨을 상기 임계값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된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증폭 회로에 의해 증폭되는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이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동등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류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는 피드백 증폭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9 양상에 따르면,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제공된 소진폭 신호를 전원 전압의 진폭 레벨

과 동등한 또는 근처의 풀-스윙 진폭 레벨로 증폭하며, 이것을 논리 신호로서 공급하기 위한 입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상기 입력 회로는,

상기 소진폭 신호의 중심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레벨 변환 회로와;

상기 레벨 변환 회로로부터 공급된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진폭 중심 전압 검출 회로와;

상기 레벨 변환 회로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

값 검출 회로와;

상기 레벨 변환 회로에 의해 시프트되는 전압의 양을 제어하기 위한 정전류 회로; 및

상기 레벨 변환 회로에 의해 출력된 진폭 중심 전압을 상기 임계값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된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레벨 변환 회로로부터 출력된 진폭 중심 전압이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동등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류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기 위한 피드백 증폭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10 양상에 따르면,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공급된 소진폭 신호를 전원 전압의 진폭 레

벨과 동등한 또는 근처의 풀-스윙 진폭 레벨로 증폭하고, 이것을 논리 신호로서 공급하기 위한 입력 회로가 제공되는

데, 상기 입력 회로는,

상기 소진폭 신호의 중심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레벨 변환 회로와;

상기 레벨 변환 회로로부터 공급되는 신호 진폭 중심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진폭 중심 전압 검출 회로와;

상기 레벨 변환 회로에 의해 시프트된 레벨을 갖는 신호를 논리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CMOS 논리 회로와;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 검출 회로와;

상기 레벨 변환 회로에 의해 시프트되는 전압의 양을 제어하기 위한 정전류 회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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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진폭 중심 전압 검출 회로에 의해 출력된 진폭 중심 전압을 상기 임계 값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된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레벨 변환 회로로부터 출력된 진폭 중심 전압이 상기 CMOS 논리 회로

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동등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류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기 위한 피드백 증폭기를 포함한다.

상기에 있어서, 임계값 검출 회로는, 동일한 집적 회로 및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되고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각각 

생성된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CMOS 논리 회로와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계값 검출 회로는 CMOS 논리 회로의 임계값과 동등한 임계값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계값 검출 회로는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생성되고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된 동일한 집적 회로 내에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CMOS 논리 회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CMOS 회로는 하나 이상의 nMOS 트랜지스터와 하나 이상의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CMOS 회로는 CMOS 인버터 회로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 11 양상에 따르면,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소정의 소진폭 인터페이스 규격에 기초해서 

공급된 입력 신호를 소진폭 전송 신호로 변환하여 공급하기 위한 출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상기 출력 회로는,

상기 소진폭 전송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압을 생성하기 위한 정전압 발생 회로와;

출력 전송 신호로부터의 출력 중심 레벨을 검출하고 상기 출력 전송 신호의 진폭을 소정의 진폭으로 변환하기 위한 

출력부; 및

공급된 전송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을 시프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전압 회로와 상기 출력부에 의해 출력된 출력 중

심 레벨을 상기 정전압 발생 회로에 의해 생성된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출력부로부터 출력되는 소진폭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이 상기 정전압 발생 회로에 의해 설정된 전압값과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압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기

위한 피드백 증폭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12 양상에 따르면,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소정의 소진폭 인터페이스 규격에 기초하여 

공급된 입력 신호를 소진폭 전송 신호로 변환하여 공급하기 위한 출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상기 출력 회로는,

상기 소진폭 전송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와;

상기 출력 전송 신호로부터의 출력 중심 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출력 중심 전압 검출 회로와;

상기 출력 전송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을 시프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전압 회로와;

상기 출력 중심 전압 검출 회로에 의해 검출된 출력 중심 레벨을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에 의해 생성된 전압과 비

교하고 상기 출력 전송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이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에 의해 설정된 전압값과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압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기 위한 피드백 증폭기; 및

공급된 입력 신호의 진폭을 소정의 소진폭 레벨로 변환하기 위한 진폭 레벨 변환 회로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13 양상에 따르면, 전송 라인을 통해 연결된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회로가 제공되는데,

상기 입출력 회로는,

본 발명의 제 7 내지 10의 양상 중 어느 한 양상에서 정의된 입력 회로와;

본 발명의 제 11 또는 제 12 양상 중 어느 한 양상에서 정의된 출력 회로; 및

상기 출력 회로를 상기 입력 회로에 연결하기 위한 전송 라인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 이점 및 특징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하기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가장 양호한 실시 모드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여러 실시예를 통해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 1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입출력 회로의 전기적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회로도이다. 도 2는 도 1의 입출

력 회로를 구성하는 입출력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회로도이다. 도 3은 도 2의 입력 회로의 각 부분

을 통해 흐르는 신호의 상태를 도시한 타이밍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입출력 회로는 전송(제어)

집적 회로(1a)와 수신(피제어) 집적 회로(2a)로 구성되며, 이 둘은 전송 라인(4)과 입력 단자(IN 및 INB)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집적 회로(1a)는, 예를 들면 입력 단자(in 및 inb)로부터 입력되는 논리 신호 또는 집적 회로(2a)를 제

어하기 위한 신호를 소진폭 신호로 변환하고 파형 정형(wave-shaping) 후 이들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출력 회로

(3a)를 구비한다. 집적 회로(2a)는 집적 회로(1a)에 의해 공급되는 소진폭 신호를 소정의 진폭 레벨로 증폭하고 파형 

정형 후, 이들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입력 회로(5a)와, 상기 입력 회로(5a)가 설치된 칩과 동일한 칩에 설치되고 

상기 입력 회로(5a)로부터 공급되는 신호에 따라 동작하는 CMOS 내부 회로(16)를 구비한다.

출력 회로(3a)는 출력의 중심 레벨을 설정하는 정전압 발생 회로(12)와, 상기 입력 단자(in 및 inb)에 의해 입력되는 

신호를 상기 상술된 소진폭 인터페이스(GTL, CTT, LVDS, PECL, PCML 등)를 사용하여 소정의 진폭 레벨과 진폭 

중심 레벨로 변환하고 이들을 출력 단자(out 및 outb)로 출력하기 위한 출력부(11)와, 상기 소진폭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을 시프트하기 위한 정전압 회로(10) 및 상기 입력 단자(in 및 inb)로부터 입력되고 상기 출력부(11)에 의해 공급

되는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을 상기 정전압 발생 회로(12)에 의해 공급되는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출력부(11)에 의해 

상기 출력 단자(out 및 outb)로 출력되는 소진폭 신호의 중심 레벨이 상기 정전압 발생 회로(12)에 의해 설정된 전압

과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압 회로(10)에 전압을 피드백하기 위한 피드백 증폭기(A1)로 구성된다.

입력 회로(5a)는 제조 공정 등에 의해 유발되는 변화 요소로 인해 변화되는 CMOS 논리 회로(인버터 회로 등을 포함)

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즉, 임계값)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 검출 회로(15)와, 상기 입력 단

자(IN 및 INB)로부터 입력되는 소진폭 신호를 소정의 진폭 레벨(즉, CMOS 내부 회로(16)가 동작될 수 있는 레벨)로 

증폭하고, 이것을 CMOS 내부 회로(16)가 처리할 수 있는 (방형파를 구비한) 논리 신호로 변환하고, 이것을 출력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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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를 통해 CMOS 내부 회로(16)에 공급하기 위한 증폭부(14)와, 상기 입력 단자(IN 및 INB)로부터 입력되는 소진

폭 신호의 증폭율과 진폭 중심 레벨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전류 회로(13), 및 상기 입력 단자(IN 및 INB)로부터 입력되

는 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을 상기 임계값 검출 회로(15)에 의해 공급되는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증폭부(14)에 

의해 증폭된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이 상기 임계값 검출 회로(15)에 의해 설정된 전압과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류

회로(13)에 전압을 피드백하기 위한 피드백 증폭기(A2)로 이루어진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입력 회로(5a)는 전송 라인(4)을 통해 전송(제어) 집적 회로(1a)로부터 공급되

는 소진폭 신호(즉, CMOS 내부 회로(16)를 제어하기 위한 논리 신호 등)를 소정의 진폭 레벨(VDD 풀-스윙 진폭)로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회로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전송 라인(4)으로부터 입력 단자(IN 및 INB)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는 입력 회로(5a)의 증폭 회로(2

3)(입력단)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P1 및 P2)의 게이트에 각각 공급된다. 증폭 회로(23)에 의해 증폭된 신호

는 NodeA를 통해 CMOS 논리 회로의 일 예로서 사용된 인버터 회로(24)(출력단)에 공급되고 진폭 중심 레벨은 저항

기(R1 및 R2)에 의해 검출되고 진폭 중심 검출 신호(즉, 진폭 중심 전압을 가짐)로서 피드백 증폭기(A3)의 비반전 입

력 단자에 공급된다.

한편, 인버터 임계값(임계 전압)은 신호 반전 지점 전압(즉, 임계값)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계값 검출 회로(15)

에 의해 피드백 증폭기(A3)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 공급되고, 피드백 신호는 진폭 중심 검출 신호(진폭 중심 레벨)와 

인버터 임계값(임계 전압)에 기초해서 진폭 중심 전압이 인버터 임계값과 동일하게 되도록 증폭 회로(A3)에 의해 증

폭 회로(23)로 공급된다. 따라서, 아직 소진폭 신호로 변환되지 않은 논리 신호는 전송(제어) 집적 회로(1a)에 의해 인

버터 회로(24)로부터 패치된다.

또한, 이 때, 완전하게 동일한 신호가 재구성될 필요는 없다. 즉, 복원된 신호는 하이에서 로우로 또는 로우에서 하이

로의 전환에 필요한 원래 신호의 신호 진폭 및 시간과 동일한 신호 진폭 및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 복원된 신호가 

원래 신호와 논리적으로 동일하고 하이 레벨에서 신호를 유지하는 간격과 로우 레벨에서 신호를 유지하는 간격의 비

율, 즉 소위 듀티 싸이클(duty cycle) 비가 복원된 신호와 원래 신호 사이에서 동일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증폭 회

로(23), 인버터 회로(24) 및 CMOS 내부 회로(16)는 동일한 집적 회로 상에(즉, 동일한 칩 상에) 설치된다. 전송 라인

으로부터 신호가 입력되는 증폭 회로는 이하 입력단이라 칭해지고, 증폭 회로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입력되는 인버터 

회로는 이하 출력단이라 칭해진다.

증폭 회로(23)는 pMOS 트랜지스터(P1, P2 및 P3)와, nMOS 트랜지스터(N1 및 N2), 및 저항기(R1 및 R2)로 구성된

다. pMOS 트랜지스터(P3)의 소스는 수신(피제어) 집적 회로(2a)의 직류 전압 공급원(VDD)에 연결되고, pMOS 트랜

지스터(P3)의 드레인은 pMOS 트랜지스터(P1 및 P2)의 각각의 소스에 연결되며, pMOS 트랜지스터(P3)의 게이트는 

피드백 증폭기(A3)의 출력 단자에 연결된다. 또한, pMOS 트랜지스터(P1)의 드레인은 nMOS 트랜지스터(N2)의 드레

인에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N2)의 소스는 수신(피제어) 집적 회로(2a)의 소정의 기준 전위(GND)에 연결된다. 

유사하게, pMOS 트랜지스터(P2)의 드레인은 nMOS 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nMOS 트랜지스터(N1)의

소스는 기준 전위(GND)에 연결된다. 또한, nMOS 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또한, pMOS 트랜지스터(P2)의 드레인)

은 nMOS 트랜지스터(N1)의 게이트에 연결되고, 저항기(R1 및 R2)로 구성된 직렬 회로를 통해 nMOS 트랜지스터(N

2)의 드레인(또한, pMOS 트랜지스터(P1)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또한 nMOS 트랜지스터(N2)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저항기(R1 및 R2)로 이루어진 직렬 회로의 접점(즉, 진폭 중심 전압 검출 회로)은 피드백 증폭기(A3)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 연결된다. 저항기(R1 및 R2)로 이루어진 직렬 회로는 상기 저항기(R1 및 R2)의 접점으로부터 얻어진 전압에 

기초하여 증폭 회로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진폭 중심 전압)을 검출하는 회로이다.

한편, 인버터 회로(24)는 pMOS 트랜지스터(P5)와 nMOS 트랜지스터(N4)로 구성된다. pMOS 트랜지스터(P5)의 드

레인은 nMOS 트랜지스터(N4)의 드레인에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N4)의 소스는 기준 전위점(GND)에 연결되

고 pMOS 트랜지스터(P5)의 소스는 직류 전압 공급원(VDD)에 연결된다. 증폭부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P1)

의 드레인(또한, nMOS 트랜지스터(N2)의 드레인)은 NodeA를 통 해 pMOS 트랜지스터(P5)와 nMOS 트랜지스터(N

4)의 게이트에 각각 연결된다.

임계값 검출 회로(15)는 pMOS 트랜지스터(P4)와 nMOS 트랜지스터(N3)로 구성된다. pMOS 트랜지스터(P4)의 드레

인은 nMOS 트랜지스터(N3)의 드레인에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N3)의 소스는 기준 전위점(GND)에 연결되고 

pMOS 트랜지스터(P4)의 소스는 직류 전압 공급원에 연결된다. pMOS 트랜지스터(P4)의 드레인(또한, nMOS 트랜지

스터(N3)의 드레인)은 pMOS 트랜지스터(P4)와 nMOS 트랜지스터(N3)의 각각의 게이트에 연결되고 피드백 증폭기(

A3)의 반전 입력 단자에 연결된다.

하기의 수학식 1과 수학식 2에 표현된 바와 같이, pMOS 트랜지스터(P4)의 β값(βP4)은 인버터 회로(24)를 구성하

는 pMOS 트랜지스터(P5)의 β값(βP5)과 동일하고, nMOS 트랜지스터(N3)의 β값(βN3)은 인버터 회로(24)를 구

성하는 nMOS 트랜지스터(N4)의 β값(βN4)과 동일하다.

수학식 1

βP4=βP5

수학식 2

βN3=β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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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1과 수학식 2에 표현된 β값은 하기의 수학식 3에 의해 주어진다:

수학식 3

β=μCox (W/L)

여기서 μ는 표면 이동도(surface mobility)이고, Cox는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서의 단위 면적당 용량이고, W는 실효

채널폭(effective channel width)이며, L은 실효 채널 길이이다.

인버터(24)와 임계값 검출 회로(15)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각각이 동일한 칩 상에서 동일한 프로세스에 의해 제조

되는 점은 상기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하다.

다음으로, 입력 회로(5a)의 동작이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3의 (a)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3의 간격(①) 동안, 소진폭 신호(예를 들면 논리 신호 등)가 전송(제어) 집적 

회로(1a)로부터 전송 라인을 통해 도 2에 도시된 회로의 두 입력 단자(IN 및 INB)로 입력될 때, pMOS 트랜지스터(P1

)와 nMOS 트랜지스터(N4)는 오프되고 pMOS 트랜지스터(P2)와 pMOS 트랜지스터(P5)는 온된다. 도 3의 간격(②)동

안, 도 2의 pMOS 트랜지스터(P1)는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변화되고 pMOS 트랜지스터(P2)는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도 3의 간격(③)동안, 도 2의 pMOS 트랜지스터(P1)와 nMOS 트랜지스터(N4)는 온되고

pMOS 트랜지스터(P2)와 pMOS 트랜지스터(P5)는 오프된다. 도 3의 간격(④)동안, 도 2의 pMOS 트랜지스터(P1)는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변화되고 pMOS 트랜지스터(P2)는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도 3의 

간격(⑤)동안, 도 2의 pMOS 트랜지스터(P1)와 nMOS 트랜지스터(N4)는 오프되고 pMOS 트랜지스터(P2)와 pMOS 

트랜지스터(P5)는 온된다.

도 2에 도시된 두 입력 단자(IN 및 INB)를 통해 입력되는 소진폭 신호(예를 들면 논리 신호 등)가, 도 3의 (a)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제어) 집적 회로(1a)에 의해 전송 라인(4)을 경유하여 증폭 회로(23)를 구성하는 pMOS 트랜

지스터(P1 및 P2)의 게이트에 공급된 후, 증폭 회로(23)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도 3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NodeA를 통해 pMOS 트랜지스터(P5)와 nMOS 트랜지스터(N4)의 게이트에 전송된다. 그 다음, 도 3의 (c) 부분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인버터 회로(24)는 전송(제어) 집적 회로(1a)에 의해 전송 라인(4)을 통해 공급되고 소정의 진폭(VD

D 풀-스윙 진폭)을 갖는 논리 신호(CMOS 내부 회로를 제어하기 위한 논리 신호 등)로 변환된 소진폭 신호를 출력 단

자(out)를 통해 CMOS 내부 회로(16)로 공급한다.

집적 회로 내부에 형성된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회로 특성 변화 요소(예를 들면 전원 전압, 온도 및

제조 공정)로 인해 변화되며, 특히 그들의 논리 임계값이 CMOS 논리 회로에서 변화된다. 이것은 특히 반전 회로에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온/오프에 대한 타이밍에서 시프트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본 발명에 있

어서, 이러한 문제점은 증폭 회로(23)에서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즉, 진폭 중심 전압)이 임계값 검출 회로(15)에 

의해 공급되는 인버터 임계값(즉, 임계 전압)과 동일하게 되도록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해결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하기에 주어질 것이다.

도 2에서, 증폭 회로(23)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즉, 진폭 중심 전압)은 증폭 회로의 직렬 회로를 구성하는 저항

기(R1 및 R2) 사이의 접점으로부터 얻어지고, 이러한 전압을 갖는 신호는 진폭 중심 검출 신호로서 피드백 증폭기(A

3)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 공급된다. 한편, 상기 상술한 바와 같이, 인버터 임계값(즉, 임계 전압)은 인버터 회로(24)와 

물리적으로 (그리고 전기적으로) 동등하게 되도록 구성된 임계값 검출 회로(15)로부터 얻어지고, 이것은 피드백 증폭

기(A3)의 반전 입력 단자에 제공된다.

피드백 증폭기(A3)는, 증폭 회로(23)에 의해 증폭된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즉, 저항기(R1 및 R2) 사이의 접점으로부

터 얻어지는 증폭 회로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인 진폭 중심 전압)이 인버터 임계값(즉, 임계 전압)과 동일하게 되

도록, 비반전 입력 단자에 공급되는 진폭 중심 검출 신호(진폭 중심 레벨을 가짐)와 반전 입력 단자에 공급되는 인버

터 임계값(즉, 임계 전압)에 기초하여 증폭 회로(23)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P3)의 게이트에 피드백 신호를 출

력한다.

상기 상술된 바와 같이, 피드백 신호가 공급되는 pMOS 트랜지스터(P3)는 진폭 중심 전압이 인버터 임계값(즉, 임계 

전압)과 동일하게 되도록 공급되는 전류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증폭 회로(23)는 회로 특성 변화 요소(예를 들면, 전원 전압, 온도 및 제조 공정)에 의해 유발되는 논리 임계 

레벨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출력 신호, 즉 보정된 출력 신호를 NodeA를 통해 인버터 회로(24)를 구

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P5)와 nMOS 트랜지스터(N4)의 게이트에 공급한다. 이것은 전송(제어) 집적 회로(1a)가 

인버터 회로(24)로부터 아직 소진폭 신호로 변환되지 않은 논리 신호와 논리적으로 동일한 논리 신호를 패치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도 3을 참조하여, 본 실시예의 입력 회로(5a)의 동작이 설명된다.

도 3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진폭 신호(즉, 논리 신호 등)가 입력 단자(IN 및 INB)에 입력된 후, 만약 입력 단자(

IN 및 INB)에 입력된 소진폭 신호의 진폭 레벨이 (Ⅰ) 내지 (Ⅲ) 지점 사이의 간격동안 반전된다면, 진폭 레벨이 (Ⅰ) 

지점에서의 레벨로부터 (Ⅲ) 지점에서의 레벨로 변환된 신호는, 도 3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증폭 회로(23)에

의해 NodeA를 경유하여 인버터 회로(24)에 공급된다. 도 3의 (a) 부분에서, 'Voff'는 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을

나타내고 'Vdm'은 소진폭 신호의 진폭 레벨을 나타낸다. 또한, 'Voff' 및 'Vdm'의 값은 종래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로 상기 언급된 소진폭 인터페이스 규격(예를 들면, GTL, CTT, LVDS, PECL, PCML 등)에 의해 미리 정해지거나 정

의된다.

이 때, 제조 공정에서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논리 임계 레벨에서의 변화가 인버터 회로(24)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에서 발생할지라도, 인버터 회로(24)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은 임계값(A), 즉 (Ⅱ) 지점에서의 전압과 동일하고,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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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버터 회로(24)의 출력은 도 3의 (Ⅱ) 지점에서 NodeA를 통해 흐르는 신호의 진폭 

레벨이 VDD 레벨에서 0(영) 볼트로 반전된다. 유사하게, 인버터 회로(24)의 출력은 (V)지점에서 NodeA를 통해 흐르

는 신호의 진폭 레벨(동일한 임계값(A))이 0(영) 볼트에서 VDD 레벨로 반전된다. 결과적으로, (Ⅰ) 내지 (Ⅴ) 지점 사

이의 간격동안, 진폭 레벨이 VDD 레벨에서 0(영) 볼트로 변화된 방형파는 단자(out)를 통해 CMOS 내부 회로(16)에 

제공된다.

제 2 실시예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입력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입력 회로(5b)에 있어서, 입

력 회로(5b)의 증폭 회로(25)(증폭단)를 구성하는 nMOS 트랜지스터(N1) 및 nMOS 트랜지스터(N2)의 게이트에 신호

가 공급된다. 증폭 회로(25)에 의해 증폭된 신호는 인버터 회로(24)(출력단)에 공급되는데 여기서 신호의 중심 진폭 

전압이 검출되고 진폭 중심 검출 신호로서 피드백 증폭기(A4)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 제공된다. 한편, 인버터 회로(24)

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임계값)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계값 검출 회로(15)로부터 인버터 임계값(즉, 임계 전압

)이 피드백 증폭기(A4)의 반전 입력 단자에 공급된다. 피드백 증폭기(A3)는 비반전 입력 단자에 의해 제공되는 진폭 

중심 검출 신호(진폭 중심 레벨을 나타냄)와 반전 입력 단자에 의해 제공되는 인버터 임계값(즉, 임계 전압)에 기초하

여 증폭 회로(25)에 의해 증폭된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이 인버터 임계 전압과 동일하게 되도록 피드백 신호를 증폭 

회로(25)에 출력한다. 이것은 전송(제어) 집적 회로가 인버터 회로(24)로부터 소진폭 신호로 아직 변환되지 않은 논리

신호를 패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때, 완전하게 동일한 신호가 재구성될 필요는 없다. 즉, 복원된 신호는 하이에서 로우로 또는 로우에서 하이

로의 전환에 필요한 원래 신호의 신호 진폭 및 시간과 동일한 신호 진폭 및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 복원된 신호가 

원래 신호와 논리적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하이 레벨에서 신호를 유지하는 간격과 로우 레벨에서 신호를 유지하는 간

격의 비율, 즉 소위 듀티 싸이클(duty cycle) 비가 복원된 신호와 원래 신호 사이에서 동일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본 실시예의 증폭 회로(25)와 인버터 회로(24)는 동일한 집적 회로 상에(즉, 동일한 칩 상에) 설치된다.

증폭 회로(25)는 nMOS 트랜지스터(N1, N2 및 N3) 및 저항기(R1, R2, Ra 및 Rb)로 구성된다. 저항기(Ra 및 Rb) 각

각의 한 단부는 수신(피제어) 집적 회로(2a)의 소정의 직류 전압 공급원(VDD)에 연결되고, 저항기(Ra)의 나머지 단부

는 nMOS 트랜지스터(N2)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저항기(Rb)의 나머지 단부는 nMOS 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에 연

결된다. 또한, nMOS 트랜지스터(N1 및 N2)의 드레인은 nMOS 트랜지스터(N3)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nMOS 트랜지

스터(N3)의 소스는 수신(피제어) 집적 회로(2a)의 소정의 기준 전위점(GND)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는 피드백 증폭기(

A4)의 출력 단자에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은 저항기(R1 및 R2)로 구성된 직렬 회로를 통해 nMO

S 트랜지스터(N2)의 드레인에 연결된다. 직렬 회로(즉, 진폭 중심 전압 검출 회로)를 구성하는 저항기(R1 및 R2) 사

이의 접점은 피드백 증폭기(A4)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 연결된다. 저항기(R1 및 R2)로 구성된 직렬 회로는 저항기(R1

및 R2) 사이의 접점으로부터 얻어지는 전압에 기초하여 증폭 회로로부터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즉, 진폭 중심 

전압)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인버터 회로(24)는 pMOS 트랜지스터(P2)와 nMOS 트랜지스터(N5)로 구성된다. pMOS 트랜지스터(P2)의 드

레인은 nMOS 트랜지스터(N5)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nMOS 트랜지스터(N5)의 소스는 기준 전위점(GND)에 연결되

며 pMOS 트랜지스터(P2)의 드레인은 직류 전압 공급원(VDD)에 연결된다.

증폭 회로를 구성하는 nMOS 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은 NodeA를 통해 pMOS 트랜지스터(P2)와 nMOS 트랜지스

터(N5)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임계값 검출 회로(15)는 pMOS 트랜지스터(P1)와 nMOS 트랜지스터(N4)로 구성된다. pMOS 트랜지스터(P1)의 드레

인은 nMOS 트랜지스터(N4)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nMOS 트랜지스터(N4)의 소스는 기준 전위점(GND)에 연결되며 

pMOS 트랜지스터(P1)의 드레인은 직류 전압 공급원(VDD)에 연결된다.

또한, pMOS 트랜지스터(P1)의 드레인(nMOS 트랜지스터(N4)의 드레인)은 pMOS 트랜지스터(P1)와 nMOS 트랜지

스터(N4)의 게이트와 피드백 증폭기(A4)의 반전 입력 단자에 연결된다. pMOS 트랜지스터(P1)의 β값(βP1)은 인버

터 회로(24)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P2)의 β값(βP2)과 동일하고, nMOS 트랜지스터(N4)의 β값(βN4)은 

인버터 회로(24)를 구성하는 nMOS 트랜지스터(N5)의 β값(βN5)과 동일하며, 각 트랜지스터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 동일한 칩 상에 제조된다.

도 4를 참조하여, 본 실시예의 입력 회로(5b)의 동작이 하기에 설명된다.

도 4에서, 증폭 회로(25)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즉, 진폭 중심 전압)은 증폭 회로(25)의 직렬 회로를 구성하는 저

항기(R1 및 R2) 사이의 접점으로부터 얻어지며, 이 전압을 갖는 신호는 진폭 중심 검출 신호로서 피드백 증폭기(A4)

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 공급된다. 한편, 상기 상술된 바와 같이, 인버터 임계값(즉, 임계 전압)은 인버터 회로(24)와 물

리적으로(전기적으로) 동등하게 구성된 임계값 검출 회로(15)로부터 얻어지고, 이것은 피드백 증폭기(A4)의 반전 입

력 단자로 공급된다.

피드백 증폭기(A4)는 비반전 입력 단자에 공급되는 진폭 중심 검출 신호(진폭 중심 전압을 가짐)와 반전 입력 단자에 

공급되는 인버터 임계값(즉, 임계 전압)에 기초하여 증폭 회로(25)에 의해 증폭된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즉, 저항기(

R1 및 R2) 사이의 접점으로부터 얻어지는 증폭 회로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인 진 폭 중심 전압)이 인버터 임계값

(즉, 임계 전압)과 동일하게 되도록 증폭 회로(25)를 구성하는 nMOS 트랜지스터(N3)의 게이트에 피드백 신호를 출

력한다.

피드백 신호가 공급되는 pMOS 트랜지스터(N3)는, 상기 상술된 바와 같이, 진폭 중심 전압이 인버터 임계값(즉, 임계

전압)과 동일하게 되도록 공급되는 전류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증폭 회로(25)는 회로 특성 변화 요소(예를 들면, 전원 전압, 온도 및 제조 공정)에 의해 유발되는 논리 임계 

레벨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출력 신호, 즉 보정된 출력 신호를 nMOS 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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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NodeA를 통해 인버터 회로(24)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P2)와 nMOS 트랜지스터(N5)의 게이트에 공급

한다. 이것은 전송(제어) 집적 회로(1a)가 인버터 회로(24)로부터 아직 소진폭 신호로 변환되지 않은 논리 신호와 논

리적으로 동일한 논리 신호를 패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증폭 회로(23)는 회로 특성 변화 요소(예를 들면,

전원 전압, 온도 및 제조 공정)에 의해 유발되는 논리 임계 레벨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출력 신호, 즉

보정된 출력 신호를 NodeA를 통해 인버터 회로(24)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P5)와 nMOS 트랜지스터(N4)의 

게이트에 공급한다. 이것은 전송(제어) 집적 회로(1a)가 인버터 회로(24)로부터 아직 소진폭 신호로 변환되지 않은 논

리 신호와 논리적으로 동일한 논리 신호를 패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제 3 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출력 회로(3b)(소진폭 출력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회로도

이다. 출력 회로(3b)는 nMOS 트랜지스터(N1, N2, N3, N4 및 N5)와, 저항기(R1 및 R2) 및 정전류 회로(I1)로 구성된

다. nMOS 트랜지스터(N1)의 드레인은 전송 집적 회로의 소정의 직류 전압 공급원(VDD)에 연결되고, 그 소스는 nM

OS 트랜지스터(N2 및 N3)의 각각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그 게이트는 피드백 증폭기(A5)의 출력 단자에 연결된다. n

MOS 트랜지스터(N2)의 소스는 nMOS 트랜지스터(N4)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nMOS 트랜지스터(N3)의 소스는 nMO

S 트랜지스터(N5)의 드레인에 연결되며 nMOS 트랜지스터(N4 및 N5)의 각각의 소스는 정전류 회로(I1)를 통해 전송

집적 회로의 소정의 기준 전위점(GND)에 연결된다.

또한, nMOS 트랜지스터(N4)의 드레인(nMOS 트랜지스터(N2)의 소스)은 저항기(R1 및 R2)로 이루어진 직렬 회로를

통해 nMOS 트랜지스터(N5)의 드레인에 연결된다. 직렬 회로를 구성하는 저항기(R1 및 R2) 사이의 접점은 피드백 증

폭기(A5)의 반전 입력 단자에 연결된다. 저항기(R1 및 R2)로 구성된 직렬 회로는 저항기(R1 및 R2) 사이의 접점으로

부터 얻어진 전압에 기초하여 출력 회로(3b)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즉, 진폭 중심 전압)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

다.

또한, 보드 외부의 저항기(RL)(칩 외부에 설치되고 진폭 변환 회로로서 작용함)가 저항기(R1 및 R2)로 구성된 직렬 

회로와 병렬로 제공되고 각 단부는 출력 단자(out 및 outb)에 각각 연결된다. 사용되는 소진폭 인터페이스 규격에 따

라 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Voff)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정의 기준 전압이 피드백 증폭기(A5)의 비반

전 입력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출력 회로(3b)에서, 입력 단자(in 및 inb)를 통해 공급되는 신호 각각은 출력 회로(3b)를 구성하는 nMOS

트랜지스터(N2 및 N5)와 nMOS 트랜지스터(N3 및 N4)의 게이트에 각각 공급된다. 입력되는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

Voff)과 진폭 중심 레벨(Vdm)은 사용되는 소진폭 인터페이스 규격(GTL, CTT, LVDS, PECL, PCML 등)에 따라 결

정되고, 입력된 신호는 상기 규격에 적합한 소진폭 신호로 변환되고 출력 단자(out 및 outb)로부터 전송 라인(4)을 통

해 출력된다.

도 6은 출력 회로(3b)의 입력 단자(in 및 inb)에 입력되는 입력 신호의 일 예와 출력 단자(out 및 outb)에 출력되는 출

력 신호의 일 예를 도시한 타이밍도이다. 도 5와 도 6을 참조하여, 이들 예에 대한 동작이 하기에 설명된다.

도 6의 (a)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신호가, 도 6의 간격(①)동안, 출력 회로(3b)의 두 입력 단자(in 및 inb)에 입력될 

때, nMOS 트랜지스터(N3 및 N4)는 오프되고 nMOS 트랜지스터(N2 및 N5)는 온되며, 상기 회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

(i)는 nMOS 트랜지스터(N1), nMOS 트랜지스터(N2), 저항기(RL), nMOS 트랜지스터(N5) 및 정전류 회로(I1)의 경로

를 통해 차례로 통과하여, 도 6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력 단자(out)로부터 하이 신호가 출력되게 하고 출력

단자(outb)로부터 로우 신호가 출력되게 한다.

도 6의 간격(②)동안, nMOS 트랜지스터(N3 및 N4)는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변하고 nMOS 트랜지스터(N2 및 N5

)는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변하여, 도 6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출력 신호가 출력되게 한다. 도 6의 간격(③

)동안, nMOS 트랜지스터(N3 및 N4)는 온되고 nMOS 트랜지스터(N2 및 N5)는 오프되며, 이 회로를 통해 흐르는 전

류(i)는 nMOS 트랜지스터(N1), nMOS 트랜지스터(N3), 저항기(RL), nMOS 트랜지스터(N4) 및 정전류 회로(I1)의 경

로를 통해 차례로 통과하여, 도 6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력 단자(out)로부터 로우 신호가 출력되게 하고 출

력 단자(outb)로부터 하이 신호가 출력되게 한다.

도 6의 간격(④)동안, nMOS 트랜지스터(N3 및 N4)는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변하고 nMOS 트랜지스터(N2 및 N5

)는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변하여, 도 6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출력 신호가 출력되게 한다. 도 6의 간격(⑤

)동안, nMOS 트랜지스터(N3 및 N4)는 오프되고 nMOS 트랜지스터(N2 및 N5)는 온되며, 이 회로를 통해 흐르는 전

류(i)는 nMOS 트랜지스터(N1), nMOS 트랜지스터(N2), 저항기(RL), nMOS 트랜지스터(N5) 및 정전류 회로(I1)의 경

로를 통해 차례로 통과하여, 도 6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력 단자(out)로부터 하이 신호가 출력되게 하고 출

력 단자(outb)로부터 로우 신호가 출력되게 한다.

다음으로, 도 5의 출력 회로(3b)의 입력 단자(in 및 inb)에 입력되는 입력 신호에 응답하여 출력 단자(out 및 outb)로

부터 출력되는 도 6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출력 신호(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Voff) 및 진폭 레벨(Vdm)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하기에 설명한다.

먼저, 상기 상술한 바와 같이, 출력 회로(3b)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진폭 중심 전압)은 직렬 회로를 구성하는 저

항기(R1 및 R2) 사이의 접점으로부터 얻어지고, 이것은 피드백 증폭기(A5)의 반전 입력 단자에 제공되고, 한편, 피드

백 증폭기(A5)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는 소진폭 인터페이스 규격에 의해 정의된 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Voff)

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 전압이 인가된다.

피드백 증폭기(A5)는, 출력 회로(3b)에 의해 출력되는 진폭 중심 전압(즉, 저항기(R1 및 R2) 사이의 접점으로부터 얻

어지는 출력 회로(3b)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인 진폭 중심 전압)이 반전 입력 단자에 제공되는 출력 회로(3b)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즉, 진폭 중심 전압)과 비반전 입력 단자에 제공되는 소진폭 인터페이스에 의해 정의된 소진

폭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Voff)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전압에 기초해서, 출력 회로(3b)에 의해 출력되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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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중심 전압(즉, 저항기(R1 및 R2) 사이의 접점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 회로(3b)의 출력 신호의 오프셋 전압인 진폭 

중심 전압)이 소정의 기준 전압에 의해 결정되는 진폭 중심 전압(Voff)과 동일하게 되도록 nMOS 트랜지스터(N1)의 

게이트에 피드백 신호를 출력한다. 결과적으로, 상기 피드백 신호가 공급되는 nMOS 트랜지스터(N1)는 출력 회로(3b

)에 의해 출력되는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이 진폭 중심 전압(Voff)과 동일하게 되도록 시프트되는 전압을 변화시켜서,

도 6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은 진폭 중심 레벨이 Voff로 설정된 신호가 출력되도록 한다.

진폭 레벨(Vdm)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전류 회로(I1)를 통해 흐르는 전류값은 변경된다. 진폭 레벨은 하기의 수학식 

4에 의해 주어진다:

수학식 4

Vdm=RL×i

따라서, 소진폭 인터페이스에 의해 정의된 소진폭 신호의 진폭 레벨(Vdm)이 얻어지도록 정전류 회로(I1)를 통해 흐

르는 전류의 값을 설정함으로써, 도 6의 (b) 부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진폭 레벨이 Vdm으로 설정된 신호는 출력 회로

(3b)에 의해 출력된다. 상기 수학식 4에서, RL은 보드 외부의(즉, 칩 외부에 설치된) 저항기의 저항값을 나타내며, i는

정전류 회로(I1)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상기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입출력 회로에 따르면, 신호 처리 회로에서 회로 특성 변화 요소(예를 들면, 전원 

전압, 온도 및 제조 공정에서의 변화)에 의해 논리 임계값이 적절한 값으로부터 변화되는 경우라도, 제공되는 소진폭 

신호로부터 변환된 논리 신호로부터의 지연 시간 변화 요소(skew)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레벨에서 소진폭 

신호를 유지하는 구간에 대한 로우 레벨에서 소진폭 신호를 유지하는 구간의 비율, 즉 듀티 싸이클 비가 적절하게 유

지되고 고품질을 갖는 신호를 CMOS 내부 회로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에 의해, 상기 CMOS 내부 회로에서

는,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 신호로 인식할 수 있는 최저한의 논리 유지 구간, 즉 최소 펄스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계속적으로 신호의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수신 회로를 구성하는 논리 장치 등에서의 논리적 임계값과 공급되는 진폭 중심 전압은 미리

검출되고, 공급된 신호가 증폭 회로에 의해 임의의 값으로 증폭된 경우, 피드백 신호는 피드백 증폭기를 사용함으로써

증폭 회로의 이득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류 발생 회로에 공급되어 논리 장치 등에서의 논리 임계 전압이 증폭

되는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과 동일하게 되도록 하여, 회로 특성 변화 요소로 인해 논리적 장치에서의 논리 임계값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지연 시간 변화 요소(skew)를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출력 회로에 따르면, 회로 특성 변화 요소(예를 들면, 전원 전압, 온도 및 제조 공정)에 의해 전혀 영

향을 받지 않는 소진폭 신호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규격 내에서 양질의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 내에서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예를 

들면, 도 1에서, 각각의 종단 저항기(Rt)는 각각의 전송 라인에 연결되고, 실시예에서, 이들 종단 저항기(Rt)를 통해 

종단 전압(Vtt)에서 종단하지 않는 동작이 예시되었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종단 절차가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또는 인

터페이스에 필요하지 않는 두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LVDS 인터페이스 규격에서는 종단 절차(termi

nating procedures)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PECL 인터페이스 규격에서는 그 동작이 종단 저항(Vtt)에서 종료한다.

또한, 상기 제 2 실시예에서, NMOS 트랜지스터(N1, N2 및 N3)가 사용되었지만, pMOS 트랜지스터가 사용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은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 활용된 1998년 12월 7일자 일본 특허원 제10-347654호를 우선권으로

주장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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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디바이스간의 신호 전송에 이용되는 입력 회로로서,

입력단으로서 구비되며, 상기 신호를 소정의 진폭 레벨의 논리 신호로 증폭 변환하여 증폭 신호로서 출력함과 함께 

해당 증폭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을 출력하는 차동 증폭 회로와,

출력단으로서 구비되며, 상기 차동 증폭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증폭 신호를 수신하는 CMOS 논리 회로와,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포인트 전압을 검출하는 임계값 검출 수단과,

상기 차동 증폭 회로로부터 출력된 신호 진폭 중심 레벨과,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에서 검출된 상기 CMOS 논리 회로

의 신호 반전 포인트 전압이 비교되고, 상기 신호 진폭 중심 레벨이 상기 신호 반전 포인트 전압과 동등하게 되도록 

상기 입력단의 상기 차동 증폭 회로에 공급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귀환 증폭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단의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이 상기 출력단의 임계값과 동일한 임계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단의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제조되고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된 동일한 집적 회

로 내에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CMOS 논리 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CMOS 회로는 하나 이상의 nMOS 트랜지스터와 하나 이상의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단으로부터 상기 출력단으로 공급되는 출력 신호의 진폭은 상기 입력단에 공급되는 상기 입력 신호의 진폭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단으로부터 상기 출력단으로 공급되는 출력 신호의 진폭은 상기 입력단에 공급되는 상기 입력 신호의 진폭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며, 공급된 소진폭 신호를 전원 전압의 진폭 레벨과 동일 또는 근처의 풀-스윙 

진폭 레벨로 증폭하며, 이를 논리 신호로서 공급하기 위한 입력 회로에 있어서,

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을 출력하고 증폭에 의해 소진폭 신호를 소정의 진폭 레벨을 갖는 논리 신호로 변환하

는 증폭부와;

상기 증폭부로부터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 검출 수

단과;

상기 증폭부에서의 증폭율 및 증폭된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정전류 회로; 및

상기 증폭부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진폭 중심 전압을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증폭부에 의해 증폭되는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이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

전 지점 전압과 동등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류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는 피드백 증폭기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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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상기 CMOS 논리 회로와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가지며, 상기 CMOS 논리 회로는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며, 그 각각은 동일한 집적 회로 및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되며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임계값과 동일한 임계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형성되고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된 동일한 집적 회로 내에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CMOS 논리 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2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CMOS 논리 회로는 하나 이상의 nMOS 트랜지스터와 하나 이상의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26.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CMOS 회로는 CMOS 인버터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27.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며, 공급된 소진폭 신호를 전원 전압의 진폭 레벨과 동일 또는 근처의 풀-스윙 

진폭 레벨로 증폭하며 이를 논리 신호로서 공급하기 위한 입력 회로에 있어서,

상기 소진폭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진폭 중심 전압 검출 수단과;

증폭에 의해 상기 소진폭 신호를 소정의 진폭 레벨을 갖는 논리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증폭 회로와;

상기 증폭 회로에서의 증폭율과 증폭된 신호 진폭 중심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정전류 회로와;

상기 증폭 회로에 의해 증폭된 신호를 논리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CMOS 논리 회로와;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 검출 수단; 및

상기 진폭 중심 전압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진폭 중심 레벨을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증폭 회로에 의해 증폭되는 신호의 진폭 중심 전압이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동등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류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는 피드백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상기 CMOS 논리 회로와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가지며, 상기 CMOS 논리 회로는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며, 그 각각은 동일한 집적 회로 및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되며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형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임계값과 동일한 임계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형성되고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된 동일한 집적 회로 내에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CMOS 논리 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CMOS 논리 회로는 하나 이상의 nMOS 트랜지스터와 하나 이상의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32.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CMOS 회로는 CMOS 인버터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33.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며, 공급된 소진폭 신호를 전원 전압의 진폭 레벨과 동등 또는 근처의 풀-스윙 

진폭 레벨로 증폭하며, 이를 논리 신호로서 공급하기 위한 입력 회로에 있어서,

상기 소진폭 신호의 중심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레벨 변환 회로와;

상기 레벨 변환 회로로부터 공급된 신호의 진폭 중심 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진폭 중심 전압 검출 수단과;

상기 레벨 변환 회로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

값 검출 수단과;

상기 레벨 변환 회로에 의해 시프트되는 전압의 양을 제어하기 위한 정전류 회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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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레벨 변환 회로에 의해 출력된 진폭 중심 전압을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레벨 변환 회로로부터 출력된 진폭 중심 전압이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동등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류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기 위한 피드백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상기 CMOS 논리 회로와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가지며, 상기 CMOS 논리 회로는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며, 그 각각은 동일한 집적 회로 및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되며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형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임계값과 동일한 임계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36.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형성되고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된 동일한 집적 회로 내에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CMOS 논리 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37.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CMOS 논리 회로는 하나 이상의 nMOS 트랜지스터와 하나 이상의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38.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CMOS 회로는 CMOS 인버터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39.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며, 공급된 소진폭 신호를 전원 전압의 진폭 레벨과 동등 또는 근처의 풀-스윙 

진폭 레벨로 증폭하고, 이를 논리 신호로서 공급하기 위한 입력 회로에 있어서,

상기 소진폭 신호의 중심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레벨 변환 회로와;

상기 레벨 변환 회로로부터 공급되는 신호 진폭 중심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진폭 중심 전압 검출 수단과;

상기 레벨 변환 회로에 의해 시프트된 레벨을 갖는 신호를 논리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CMOS 논리 회로와;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임계값 검출 수단과;

상기 레벨 변환 회로에 의해 시프트되는 전압의 양을 제어하기 위한 정전류 회로; 및

상기 진폭 중심 전압 검출 회로에 의해 출력된 진폭 중심 전압을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CMOS 논리 

회로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레벨 변환 회로로부터 출력된 진폭 중심 전압이 상기 CMOS 논리 회로

의 신호 반전 지점 전압과 동등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류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기 위한 피드백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상기 CMOS 논리 회로와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가지며, 상기 CMOS 논리 회로는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며, 그 각각은 동일한 집적 회로 및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되며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형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41.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상기 CMOS 논리 회로의 임계값과 동일한 임계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42.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 검출 수단은 동일한 제조 공정에 의해 형성되고 동일한 보드 상에 설치된 동일한 집적 회로 내에 두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CMOS 논리 회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43.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CMOS 논리 회로는 하나 이상의 nMOS 트랜지스터와 하나 이상의 p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44.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CMOS 회로는 CMOS 인버터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45.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며, 소정의 소진폭 인터페이스 규격에 따라 공급된 입력 신호를 소진폭 전송 신

호로 변환하여 공급하기 위한 출력 회로에 있어서,

상기 소진폭 전송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압을 생성하기 위한 정전압 발생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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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전송 신호로부터의 출력 중심 레벨을 검출하고 상기 출력 전송 신호의 진폭을 소정의 진폭으로 변환하기 위한 

출력부; 및

공급된 전송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을 시프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전압 회로와 상기 출력부에 의해 출력된 출력 중

심 레벨을 상기 정전압 발생 수단에 의해 생성된 전압과 비교하고 상기 출력부로부터 출력되는 소진폭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이 상기 정전압 발생 수단에 의해 설정된 전압값과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압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기

위한 피드백 증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회로.

청구항 46.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전송하며, 소정의 소진폭 인터페이스 규격에 기초하여 공급된 입력 신호를 소진폭 전송

신호로 변환하여 공급하기 위한 출력 회로에 있어서,

상기 소진폭 전송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전압 발생 수단과;

상기 출력 전송 신호로부터의 출력 중심 레벨을 검출하기 위한 출력 중심 전압 검출 수단과;

상기 출력 전송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을 시프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전압 회로와;

상기 출력 중심 전압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출력 중심 레벨을 상기 기준 전압 발생 수단에 의해 생성된 전압과 비

교하고 상기 출력 전송 신호의 출력 중심 레벨이 상기 기준 전압 발생 회로에 의해 설정된 전압값과 동일하게 되도록 

상기 정전압 회로에 전압을 피드백하기 위한 피드백 증폭기; 및

공급된 입력 신호의 진폭을 소정의 소진폭 레벨로 변환하기 위한 진폭 레벨 변환 수단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회로.

청구항 47.
전송 라인을 통해 연결된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회로에 있어서,

제 21 항에 정의된 입력 회로와;

제 45 항 또는 제 46 항중 어느 한 항에서 정의된 출력 회로; 및

상기 출력 회로를 상기 입력 회로에 연결하기 위한 전송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출력 회로.

청구항 48.
전송 라인을 통해 연결된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회로에 있어서,

제 27 항에 정의된 입력 회로와;

제 45 항 또는 제 46 항중 어느 한 항에 정의된 출력 회로; 및

상기 출력 회로를 상기 입력 회로에 연결하기 위한 전송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출력 회로.

청구항 49.
전송 라인을 통해 연결된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회로에 있어서,

제 33 항에 정의된 입력 회로와;

제 45 항 또는 제 46 항중 어느 한 항에 정의된 출력 회로; 및

상기 출력 회로를 상기 입력 회로에 연결하기 위한 전송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출력 회로.

청구항 50.
전송 라인을 통해 연결된 반도체 장치 사이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회로에 있어서,

제 39 항에 정의된 입력 회로와;

제 45 항 또는 제 46 항중 어느 한 항에 정의된 출력 회로; 및

상기 출력 회로를 상기 입력 회로에 연결하기 위한 전송 라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출력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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