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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입출력 포트가 통신 신호를 전송하는지 혹은 수신하는지에 따라 포트 자신의 임피던스

를 적절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집적 회로 구성의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adaptable input-output port)에 사용된다. 

이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각각의 신호 레벨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상이한 특정 임피던스들을 제공하거나, 

혹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할 때 종단 임피던스(terminating impedance)를 제공한다. 이 임피던스 배열은 입력-출력 

포트 및 대응하는 집적 회로가 종래의 집적 회로에 비해 소형의 치수(compact dimensions)를 갖도록 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각각 단방향 및 양방향 통신하는 종래의 집적 회로 칩 배열의 개략적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양방향 통신하는 예시적인 집적 회로 칩 배열의 개략적 블록도,

도 4는 도 3의 집적 회로 칩 구성의 예시적인 대안적 실시예의 개략적 블록도,

도 5는 도 3 및 도 4에 사용된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의 예시적인 대안적 실시예의 개략적 블록도,

도 6a 및 도 6b는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의 동작 동안 도 5의 배열의 등가 회로 표현의 개략적인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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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집적 회로 칩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칩의 입력-출력부(input-output secti

ons)에 관한 것이다.

적은 전력 소비와 빠른 속도로 칩 간 통신(interchip communication)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집적 회로 칩들은 칩 

및 시스템 제조자에게 있어 당면한 목표이다. 현재, 집적 회로 칩 내의 트랜지스터들은 집적 회로 칩들 사이에 데이터

를 전송하는 통상의 배선 상호접속부의 성능을 초월하는 고속 데이터 전송의 스위칭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1 ㎛ 이하의 게이트 폭을 갖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 트랜지스터들의 스위칭 성능은 듀얼 인 라인 패키지(dual-in-line 

packages)와 스티치 결합 배선(stitch-bond wires) 및 인쇄 회로 기판(PCB)에 형성된 종래의 금속 배선 등의 종래의

상호 접속 배선의 성능을 능가하는 1 Gbit/s 정도의 속도로 전송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 접속 배선을 통해 실현가능한 데이터 전송 속도에 있어서의 몇몇 제한은 접지 변동(ground bounce)과 신호 반

사(singal reflections)이다.

접지 변동은 통상적으로 칩의 다수의 출력 구동기가 동시에 스위칭할 때 발생된다. 이러한 동시 스위칭에 의해, 칩의 

접지선과 전력 분배 시스템에 과도 전류(transient current)가 흐르고, 이는 칩 장치의 스위칭 오류(false switching)

와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에러 혹은 데이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유도성 노이즈(inductive noise)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 티. 제이. 가바라(T. J. Gabara)에 의한 'Ground Bounce Control in CMOS I

ntegrated Circuits', Digest of Technical Papers - IEEE 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 pp. 88

-89(1988)에 개시되어 있다.

종래의 시스템에서, 접지 변동은 통상적으로 전송된 신호 상승 속도와 하강 속도를 최대 1 ns/V 내지 2 ns/V로 제한

함으로써 무시할 수 있는 레벨로 유지된다. 그 결과, 데이터 신호의 논리 상태 천이를 나타내는 5 V의 비교적 큰 전압

스윙(swings)은 종종 바람직하지 않게 5 ns 내지 10 ns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천이 시간은 대응하는 데이

터 전송 속도를 최대 대략 25 Mbits/s 내지 50 Mbits/s로 제한한다. 이러한 비교적 큰 전압 스윙은 바람직하지 않게 

수백 밀리와트 정도의 고전력을 통상적으로 소비한다. 고속 트랜시버 논리 회로(high-speed-transceiver-logic; HS

TL) 혹은 거닝 트랜시버 논리 회로(Gunning-transceiver-logic; GTL)의 통신 표준을 따르는 몇몇 현존의 시스템은 

1 V 미만의 전압 스윙을 사용함으로써 전력 소비와 스위칭 시간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실현가능한 데이터 전송 속

도는 5보다 큰 대응 인자(factor)만큼 증가된다.

더욱이, 100 Mbits/s 정도의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상호 접속 배선의 불연속성(discontinuities)에 의해, 전송된

데이터 신호의 일부분이 전송 집적 회로(transmitting integrated circuit)로 되반사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신호 반사는 종종 전송된 신호와 상쇄적으로 결합하여 목적지(destination) 집적 회로에 의해 수신되는 신호를 저하

시킨다. 전송 선로 구조들은 이와 같은 불연속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스템의 상호 접속 배선에 사용되어 왔다. 이러

한 시스템에 있어서, 이산 종단 저항(a discrete terminating resistor)은 종종 수신 집 적 회로의 입력 버퍼에 인접한

전송 선로에 결합된다. 종단 저항은 불연속성 및 입력 버퍼와 전송 선로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의해 초래된 대응 신호 

반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와 정합되는 임피던스를 갖는다. 상호 접속 배선에 전

송 선로 구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 에이치. 비. 바콩루(H. B. Bakoglu)에 의한 '

Circuits, Interconnections, and Packaging for VLSI ', Ch. 6, pp. 226-273(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9

0)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개개의 전송 선로들을 통해 양방향(bi-directional) 통신을 제공하는 종래의 집적 회로 및 시스템 구성은 바

람직하지 않게 단방향(uni-directional) 전송 선로 구성보다 두 배의 전력을 소비한다. 증가된 전력 소비는 집적 회로

의 각 입력-출력 포트에 의한 전송 선로의 양 단에 종단 저항을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포트들이 데이터 신

호를 수신할 때 종단 저항들이 신호 반사를 감소시킬지라도, 이들 저항은 입력-출력 포트가 데이터 신호를 전송할 때 

바람직하지 않게 부가적인 DC 전류를 유기하여 전력 소비의 증가를 초래한다. 단방향 상호접속 구성은 양방향 상호

접속 구성에 비해 적은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들 또한 바람직하지 않게 양방향 상호접속 구성에 비해 통신용 칩들 

사이에 두 배의 상호접속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통신 포트 수의 2배, 즉 개개의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를 필요로 한다

. 더욱이, 단방향 구조와 양방향 구성에 모두 사용된 이산 종단 저항들은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PCB 크기 및 복잡

성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PCB 상에서의 이산 저항들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소형(compact) 의 치수를 갖는 양방향 집적 회로 통신 

배열을 필요로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집적 회로 입력-출력 포트 내에 온 칩의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을 배치함으로써, 소형의 치수와, 비교적

적은 전력 소비 혹은 전원의 수의 감소 등의 다른 바람직한 특징들을 달성할 수 있는 발견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제어

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에 의해 포트가 통신 신호를 전송하고 있는지 수신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임피던스를 바람직하

게 적응시킬 수 있다.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각각의 신호 레벨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상이한 특정 임피던

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할 때 종단 임피던스를 제공한다. 칩의 입력-출력 포트 내에 이러한 제어가

능한 임피던스 배열을 사용하면, 외부의 이산 종단 저항들을 사용할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또한 전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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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그러한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소형의 치수를 달성하고, 대응 PCB의 복잡성 감소가 용이해진다.

특히, 예를 들어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로 구성될 수 있는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입력 출력 포트 내에 통

신 선로, 입력 버퍼, 적어도 2 개의 전원과 결합된 각각의 임피던스값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

입력 버퍼'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집적 회로에 대한 입력 신호를 검출하는 장치, 회로 혹은 구성이 또 다른 프로세싱

또는 동작을 위한 입력 신호의 신호 레벨을 유지하던지 혹은 유지하지 않던지간에, 이러한 집적 회로에 대한 입력 신

호를 검출하는 장치, 회로 혹은 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포트가 입력 포트로서 동작할 때,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

은 통신 선로에 종단 임피던스를 제공한다. 이와는 반대로, 상기 포트가 데이터 신호를 전송할 때, 제어가능한 임피던

스 배열은 통신 선로 상에 원하는 신호 레벨을 발생하도록 통신 선로와 전원 사이의 상이한 임피던스를 접속하거나 

혹은 전원으로부터 통신 선로를 접속 해제시킨다.

또한, 본 발명은 예를 들어 상보형 금속 산화물 반도체(CMOS), 에미터 결합형 논리 회로(ECL), 트랜지스터 트랜지스

터 논리 회로(TTL), 거닝 트랜시버 논리 회로(GTL), 저전압 차동 스윙 회로(low-voltage-differential-swing; LVD

S), 의사 에미터 결합형 논리 회로(PECL), 고속 트랜시버 논리 회로(HSTL)와 같은 기존의 통신 표준을 포함하는 고

속 통신 표준을 따르는 칩간(interchip) 통신에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특징과 이점은 이하 상세한 설명과 첨부된 도면에 의해 보다 쉽게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집적 회로의 포트가 통신 신호를 전송하는지 혹은 수신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임피던스를 적절하게 적응하

도록 집적 회로 입력-출력 포트 내의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을 사용하는 것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온 칩의 제어

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각각의 신호 레벨에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상이한 특정 임피던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데이

터 신호를 수신할 때 종단 임피던스를 제공한다.

집적 회로의 입력-출력 포트에서,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입력 버퍼, 통신 선로 및 집적 회로의 적어도 2 개의 

전원에 결합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데이터 신호를 수신할 때 입력-출력 포트에서 통

신 선로로 결합시의 데이터 신호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력 버퍼에 대한 종단 임피던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명세

서에서 사용되는, '입력 버퍼'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집적 회로에 대한 입력 신호를 검출하는 장치, 회로 혹은 구성

이 또 다른 프로세싱 또는 동작을 위해 입력 신호의 신호 레벨을 유지하던지 혹은 유지하지 않던지간에, 이러한 집적 

회로에 대한 입력 신호를 검출하는 장치, 회로 혹은 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또한 통신 선로 상에 특정한 신호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신호를 발생하여 전송하도록 

통신 선로와 2 개의 전원 사이에 각각의 전력 분배기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또

한, 예를 들어 감소된 전력 소비 혹은 감소된 전원의 수와 같은 다른 유용한 특징을 제공하도록 구현될 수 있으며, 비

교적 소형의 치수를 이용하고, 복잡성이 감소된 인쇄 회로 기판(PCB) 혹은 다중 칩 모듈(MCM)과 같은 시스템 기판

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를 제공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다수의 집적 회로 칩 구성은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 입력-출력 포트에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상이한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을 사용한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 구성의 실시예가

도 3, 도 4 및 도 5에 도시된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된 회로 구성들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저전력 소비를 이 해하기 위해, 고속 트랜시버 논리 회로(H

STL) 표준을 따르는 종래의 단방향 입력-출력 포트와 양방향 입력-출력 포트의 전력 소비가 각각 도 1 및 도 2에 관

해서 기술된다. HSTL 표준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 'High Speed Transceiver Logic(HSTL) - A 1.5 V O

utput Buffer Supply Voltage Based Interface Standard for Digital Intergrated Circuits',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 EIA/JEDEC Standard 8-6(August 199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도 1은 종래의 단방향 통신 구조를

도시한다. 도 1에서, 제 1 집적 회로(1)는 제 1 상호접속부(2)를 통해 통신 신호를 제 2 집적 회로(10)로 전송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제 2 집적 회로(10)는 제 2 상호접속부(12)를 통해 통신 신호를 제 1 집적 회로(1)로 전송할 수 있다.

상호접속부(2)는 제 1 집적 회로(1)의 출력 구동기(4)를 제 2 집적 회로(10)의 입력 버퍼(15)로 접속하고, 상호접속부

(12)는 제 2 집적 회로(10)의 출력 구동기(14)를 제 1 집적 회로(1)의 입력 버퍼(5)에 접속한다. 더욱이, 상호접속부(

2, 12)는 각각 특성 임피던스 Z 0 를 갖는 통상적인 전송 선로 구조를 갖는다. 각각의 입력 버퍼(5, 15) 및 출력 구동

기(4, 14)는 두 개의 상호접속부(2, 12)를 통해 집적 회로들(1, 10) 사이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대응하는 전송 선로(2, 12)의 특성 임피던스 Z 0 와 정합되는 임피던스를 갖는 종단 저항(6, 16)은 0.75 V 전압원 및 

입력 버퍼(5, 15)에 인접한 전송 선로(2, 12) 사이에 접속된다. 종단 저항(6, 16)은 입력 버퍼(5, 15) 및 전송 선로(2, 

12) 사이의 접속에서 불연속성에 의해 발생된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 반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 각 집적 회로의 

출력 구동기(4, 14)는 각각의 스위치(17, 18) 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전송 선로(2, 12)에 접속된 두 개의 저항(7, 8)을

포함한다. 더욱이, 스위치(17, 18)는 각각 1.5 V 전압원 및 접지에 접속된다. 또한, 저항(7, 8)은 각각 전송 선로(1)의 

특성 임피던스와 정합되는 임피던스 Z 0 를 갖는다.

도 1에 도시된 집적 회로의 동작에서, 스위치(17, 18)는 하이 혹은 로우 신호 또는 논리 레벨을 나타내는 대략 1.125 

V 또는 0.375 V의 전송 선로(2, 12)상의 신호를 발생하도록 제어 신호 DATA와 이 제어 신호의 반전 신호인 

에 따라 교번적으로 폐쇄된다. 전송 선로(2, 12)의 특성 임피던스 Z 0 가 50 Ω일 때, 이들 각각의 하이 신호 레벨 혹

은 로우 신호 레벨을 전송하는데 소비되는 전력은 P = V 2 /R = (0.75 V) 2 /(2Z 0 )W, 즉 전송 선로당 5.6 mW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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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2에 도시된 집적 회로(1, 10)의 제 1 입력/출력 포트와 제 2 입력/출력 포트 사이의 종래의 HSTL 양방향 상

호접속 방안은 도 1에 도시된 두 개의 전송 선로(2, 12) 대신에 이보다 더 소형인 단일 전송 선로(2')를 사용하지만, 5

0 Ω의 특성 임피던스 Z 0 를 갖는 전송 선로(2')에서는, 도 1에 도시된 상호접속 구성의 전력의 2 배, 즉 11.2 mW를 

소비한다. 예를 들어, 집적 회로(1, 10), 저항(7, 8), 스위치(17, 18)와 같이, 도 1 및 도 2에서의 유사한 소자들은 설명

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참조 번호를 갖는다. 도 2에서, 제 1 집적 회로(1)와 제 2 집적 회로(10)의 입력/출력 포트(20, 

22)는 전송 선로(2')에 접속된다.

입력/출력 포트(20, 22)는 도 1에 도시된 공통의 전송 선로에 접속되는 입력 버퍼(5, 15) 및 출력 구동기(4, 14)의 조

합에 대응한다. 그러나, 저항(7, 8)은 Z 0 /2, 즉 도 1의 단방향 구조에서 대응하는 저항의 임피던스값의 1/2에 대응하

는 임피던스를 갖는다. 또한, 전송 선로(2')의 특성 임피던스에 정합되는 임피던스 Z 0 를 갖는 종단 저항(6, 16)은 신

호를 수신할 때 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0.75 V 전압원과 포트(20, 22)에 인접한 전송 선로(2') 사이에 접속된다.

이 회로의 동작에서, 스위치(17, 18)는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도록 교번적으로 폐쇄되고, 데이터 신호를 수신할 때 둘

다 개방된다. 집적 회로 칩(1, 10) 내의 각각의 스위치(17, 18)의 동작은 제어 신호 A, B, C, D에 의해 제어된다. 도 1

의 단방향 구조에서와 같이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동일한 1.125 V의 하이 신호 레벨과 0.375 V의 로우 신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력-출력 포트(20, 22) 내의 저항(7, 8)의 임피던스값은 포트(20) 혹은 포트(22)가 데이터를 전송

할 때 종단 저항(6, 16)의 부가적인 DC 전류의 발생으로 인해 단방향 구조에서의 임피던스값의 1/2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방향 구조에 대응하여 소비되는 전력은 전송 선로(2')의 특성 임피던스 Z 0 가 50 Ω일 때 P = V 2 /R = 

(0.75V) 2 /Z 0 W, 즉 11.2 mW로 된다. 이와 같은 전력 소비는 도 1의 단방향 구조에서 소비된 전력의 2 배이다.

이와는 반대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집적 회로 칩 구조의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양방향 구조에 비해 감소된 전력 소비를 갖는 단일 상호접속을 통해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와 같은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가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단방향 구조의 전력 소비 정도로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 가능

하다. 도 3에는, 그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 1 집적 회로(101) 및 제 2 집적 회로(151)의 예시적인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100, 150)가 도시된다.

단일 통신 선로(115)를 통해 통신하는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100, 150)의 사용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며, 본 발명

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 칩은 통상적으로 다수의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를 가질 수 있음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가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입력-출력 포트와 같은 

다른 양방향 포트와 통신 신호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집적 회로(101, 151)는, 예를 들어 통신 선로(1

15)의 구조를 유지하는 인쇄 회로 기판 혹은 다중칩 모듈과 같은 기판 상에 배치되는 것이 가능하다.

각각의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100, 150)는 입력 버퍼(105)와, 통신 선로(115)에 접속된 인터페이스(103)와 결합된 

점선(110) 내의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103)는 통상적

으로 임피던스 배열(110)과 통신 선로(115)를 결합하는 전기 도전 소자로 지칭된다. 인터페이스(103)는 금속선일 수 

있으며, 결합된 임피던스 배열(110)과 전송 선로(115) 사이에 전기적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신 선로

(115)는 특성 임피던스 Z 0 를 갖는 전송 선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전송 선로는 실

질적으로 신호 속도와 신호 주파수의 비율에 관계없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임의의 배

선으로 지칭된다. 입력 버퍼(105)의 예시적인 구성은 통상적으로 종래의 집적 회로에 사용된 구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입력 버퍼들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 비. 거닝(B. Gunning) 등에 의한 'A CMOS Low-Voltage-Swin

g Transmission-Line Transceiver', Digest of Technical Papers - IEEE 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s Con
ference , pp. 58-59(199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각각의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110)은 각각 전원 V R , V P , V SS 에 접속된 3 개의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

자(120, 125, 130)를 포함한다. 각각의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는 각 전원과 인터페이스(103) 

사이에 각각의 임피던스값을 제공하도록 스위칭가능해야 한다. 각각의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는 또한 각 전

원과 인터페이스(103) 사이에 개방 회로를 제공하도록 스위칭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는 도식적으로 스위치(145)에 접속된 임피던스 소자(1

40)에 의해 표시된다. 도 3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임피던스 소자들은 포트(150)에 대한 제어 신호 A4, A5, 

A6 뿐만 아니라, 포트(100)에 대한 제어 신호 A1, A2, A3에 따라 각각의 소자들 사이에 임피던스 Z 0 를 제공하도록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임피던스 소자(140) 대신에 저항, 저항 인덕터 조합 및/또는 저항 캐퍼시터 조합

과 같은 온 칩의 임피던스 소자와, 스위치(145)대신에 종래의 집적 회로 트랜지스터 스위치와 같은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스위칭 기능과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 미국 특허 제 5,194,765 호, 제 5,243,229 호, 제 5,298,800 호에 기

술된 능동 저항성 소자와 같은 원하는 임피던스값의 제공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동 임피던스 소자 뿐만 아니라, 다

른 수동 소자 구성을 포함하는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 대신에 다른 집적 회로 구성이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능동 임피던스 소자들은 원하는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값을 제공하도록 개별적으로, 혹은 병렬로, 

종속적으로 또는 직렬 구조로 사용될 수 있다. 도 3의 배열에 따른 HSTL 통신을 위해, 각각의 임피던스 소자(140)는 

통신 선로(115)의 특성 임피던스 Z 0 에 대응하는 임피던스 Z 0 를 가져야 한다.

전원 V P 와 V SS 에 의해 공급된 전력은 통신 선로(115) 상의 원하는 제 1 신호 레벨 및 제 2 신호 레벨과, 칩(101, 

151)의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에 사용된 임피던스값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제 2 전원 V SS 는 각각의 칩(

101, 151)의 칩 접지로 될 수 있다. 또한, 전원 V R 에 의해 공급된 전력은 종단 임피던스의 원하는 바이어스(biasing

)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제 1 신 호 레벨 및 제 2 신호 레벨에 대해 입력 버퍼(105)의 노이즈의

하한값과 상한값(a noise floor and ceiling)을 방지하기 위해, (V R -V SS )가 실질적으로 (V P -V SS )/2와 동일하

도록, 전원 V R 에 의해 공급된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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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선로(115)의 특성 임피던스 Z 0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임피던스를 갖는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와 실질

적으로 (V P -V SS )/2와 동일한 전력 (V R -V SS )을 갖는 도 3에 도시된 예시적인 배열에 있어서, 통신 신호가 0.

75(V P -V SS ) 혹은 0.25(V P -V SS )의 신호 크기로 포트(100) 또는 포트(150)에 의해 통신 선로(115) 상에서 생

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포트(100, 150)가 HSTL 표준을 따른다면, V P -V SS = 1.5 V인 전원 전압을, 도 1 및 도 2

에 도시된 종래의 HSTL 구성에 사용된 신호 레벨에 대응하는 각각 1.125 V의 제 1 신호 레벨과 0.375 V의 제 2 신

호 레벨을 발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동작에 있어서, 각각의 포트(100 혹은 150)는 임피던스 소자(125, 130)가 비활성화되는 동안 임피던스 소자(120)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다른 포트로부터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입력 구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더욱이, 포트(100 혹은 15

0)는 임피던스 소자(120, 130)가 비활성화되는 동안 임피던스 소자(125)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 1 신호 레벨로 통

신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포트(100 혹은 150)는 임피던스 소자(120, 125)가 비활성화되는 

동안 임피던스 소자(130)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 2 신호 레벨로 통신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포트(100)가 통신 신호를 포트(150)로 전송하기 위해, 포트(150)는 통신 신호 입력 구성으로 구성되고, 포

트(100)는 대응하는 통신 신호를 전송하도록 전송-제 1 신호 레벨 구성 혹은 전송-제 2 신호 레벨 구성으로 구성된

다. 마찬가지로, 포트(100)는 통신 신호 입력 구성으로 구성될 수 있고, 포트(150)는 대응하는 통신 신호를 포트(100)

로 전송하도록 전송-제 1 신호 레벨 구성 혹은 전송-제 2 신호 레벨 구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입력-

출력 포트 구성은 P = V 2 /R = (V R -V SS ) 2 /2Z 0 의 전력 소비를 한다. 그러므로, V R -V SS =0.75 V 전력을 

제공하는 전원과 50 Ω의 통신 선로 특성 임피던스 Z 0 를 갖는 HSTL 시스템에서, 전력 소비는 5.6 mW 이다. 이와 

같은 전력 소비는 도 2의 종래의 양방향 구성에서의 전력 소비의 1/2이며, 실질적으로 도 1의 단방향 구성에서의 전

력 소비와 동일하다.

칩(101, 151)은 다른 칩이 입력 구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 신호를 전송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른 칩에게 알려주

도록 서로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안적으로, 칩(101, 151)과 분리된 제어기, 프로세서, 혹은 선로 조정자(line arb

itrator)는 칩이 통신 선로(115)를 통해 통신 신호를 전송 혹은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포트(1

00, 150)는 특정 임피던스값과, V P -V SS 의 전압차와 같은 전원 크기에 대해 기술되었지만, 여러 가지 상이한 임

피던스 소자들과 전력값이 본 발명에 따른 원하는 전송 신호 레벨 혹은 종단 임피던스값을 발생하도록 사용될 수 있

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입력-출력 포트 실시예는 도 3에 도시된 구성과 같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전

원의 수를 줄인 실시예가 도 4에 도시된다. 특히, 도 4에 도시된 실시예는 도 3의 실시예에 사용된 3 개의 전원 V P , 

V R , V SS 대신에 2 개의 전원 V P 와 V SS 에 따라 동작할 수 있다. 도 3과 도 4에서 유사한 소자, 예를 들어 입력 

버퍼(105), 인터페이스(103), 통신 선로(115)는 명료성을 위해 동일 참조 번호를 사용한다. 도 4에서, 각각의 집적 회

로 칩(201, 251)의 입력-출력 포트 구성(200, 250)은 인터페이스(103)에 의해 특성 임피던스 Z 0 를 갖는 통신 선로

(115)에 결합된다. 제어가능한 배열(210)은 인터페이스(103) 및 각각의 포트(200, 250) 내의 입력 버퍼(105)와 결합

한다.

각각의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210)은 두 그룹의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120, 125) 및 (130, 135))를 포함

한다. 소자(120, 125)는 인터페이스(103)와 집적 회로 칩(201)의 제 1 전원 V P 사이에 병렬로 접속된다. 이와 유사

한 방법으로, 소자(130, 135)는 인터페이스(103)와 집적 회로 칩(201)의 제 2 전원 V SS 사이에 접속된다. 전원 V P

에 의해 공급된 전력은 칩(201)에 의해 전송된 신호에 대한 제 1의 원하는 신호 레벨에 대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원 V SS 에 의해 공급된 전력은 칩(201)에 의해 전송된 데이터 신호에 대한 제 2의 원하는 신호 레벨에 대응해야 

한다. 제 2 전원 V SS 는 집적 회로 칩(201)의 상대적 인 칩 접지로 될 수 있다.

각각의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 135)는 도식적으로 임피던스 소자(140)와 스위치(145)로 표시

되며, 이는 각각의 전원 V P 와 V SS 및 인터페이스(103) 사이에 임피던스 혹은 실질적인 개방 회로를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 3에 도시된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와 동일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동작한다.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 135)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소자들은 도 3의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

에 관해 이전에 기술된 임피던스 소자를 포함한다. 도 4의 배열에 따른 HSTL 통신을 위해, 임피던스 소자(140)는 각

각 임피던스 2Z 0 , 즉 통신 선로(115)의 특성 임피던스 Z 0 의 두 배의 임피던스를 가져야 한다.

제어 신호 B1, B2, B3, B4는 집적 회로(201)의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 135)의 활성화를 제어

한다. 마찬가지로, 제어 신호 B5, B6, B7, B8은 집적 회로(251)의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120, 125, 130, 135)

의 인에이블(enabling)을 제어한다.

도 4에 도시된 집적 회로의 동작에서,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기에 용이하도록, 포트(200 혹은 250)는 통신 신호 입력 

구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통신 신호 입력 구성으로 구성된 포트는 임피던스 소자(125, 135)를 비활성화시키는 동

안 자신의 임피던스 소자(120, 130)를 활성화시킨다. 대안적으로, 통신 신호 입력 구성은 임피던스 소자(125, 135)를

활성화시키고, 임피던스 소자(120, 130)를 비활성 화시킴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또한, 포트(200 혹은 250)는 임피던

스 소자(130, 135)를 비활성화시키는 동안 임피던스 소자(120, 125)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송-제 1 신호 레벨 구성

으로 구성되어 제 1 신호 레벨로 통신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포트(200 혹은 250)는 임피던스 소자(120,

125)를 비활성화시키는 동안 임피던스 소자(130, 135)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송-제 2 신호 레벨 구성으로 구성되어

통신 신호를 제 2 신호 레벨로 전송할 수 있다. 제 1 신호 레벨 및 제 2 신호 레벨은 도 4의 포트(200, 250)의 예시적

인 구성에 따라 각각 하이 신호와 로우 신호 혹은 논리 레벨에 대응한다.

특히, 제 1 신호 레벨을 갖는 통신 신호를 포트(200)로부터 포트(250)로 전송할 때, 포트(250)는 통신 신호 입력 구성

으로 구성되고, 포트(200)는 전송-제 1 신호 레벨 구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통신 선로(115) 상의 통신 신호는 포트

(250)에서 0.75 V P 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포트(200)가 전송-제 2 신호 레벨 구성을 사용한다면 통신 신호는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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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에서 0.25 V P 이다. 마찬가지로, 통신 신호가 포트(250)에 의해 포트(200)로 전송될 때, 포트(200)는 통신 신호

입력 구성으로 구성되고, 포트(250)는 전송 구성 중 하나로 구성된다. 따라서, 통신 선로(115) 상의 포트(200)에서 통

신 신호는 전송-제 1 신호 레벨 또는 통신 신호-제 2 신호 레벨 구성으로 구성된 포트(250)에 대해 0.75 V P 또는 0.

25 V P 의 크기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포트(200, 250)가 HSTL 통신 표준을 따른다면, 전원 전압 V P - V SS =1.5 V는 각각 1.125 V와 0.375 

V의 제 1 신호 레벨과 제 2 신호 레벨을 발생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전원 전압은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

예 뿐만 아니라, 도 1과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HSTL 구성에 사용된 전원 전압에 대응한다. 더욱이, 도 4의 실시예는 

도 3의 실시예에 사용된 3 개의 전원 대신에 2 개의 전원에 기초하여 바람직하게 도 3의 실시예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 개의 전원만을 사용하는 것은 도 3의 3 개의 전원이 소비하는 전력보다 더욱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특히, 전송 선로(115)의 특성 임피던스 Z 0 가 50 Ω이면, 도 4의 집적 회로 구성(201 혹은 251) 중 하나의

구성에서 종단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전압 분배기에 대하여 소비된 전력은 P = V 2 /R = (V P - V SS ) 2 /2Z 0 + (

V P - V SS ) 2 /Z 0 W = 5.6 + 11.2 mW = 16.8 mW 이다.

도 4의 실시예는 2 개의 전원을 사용하지만 도 3의 실시예보다 많은 전력을 소비하므로, 이것은 제 3 전원을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요구되는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의 수가 비교적 적은, 예를 들면 10 개 미만인 집적 회로 칩

구성에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다수의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를 필요로 하는 집적 회로 칩에서는 도 3의 실시예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에는, 본 발명에 따른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의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300)가 도시된다. 배열(300)은 HSTL-

클래스 III 혹은 GTL 표준을 따르는 포맷으로, 감소된 전력 소비로, 통신 신호를 수신 및 전송할 수 있다. 이들 표준 은

상기에 인용된 EIA/JEDEC 표준 8-6과 본 명세서에서 참조로서 인용된 'Gunning Transcever Logic(GTL)-Low-L

evel, High-Speed Interface Standard for Digital Integrated Circuits',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 EIA/J

EDEC 표준 8-3(1993년 11월)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도 5에서, 배열(300)의 인터페이스(301)에 결합하는 입력 

버퍼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집적 회로 구성은 통상적으로 그러한 입력 소자

를 포함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인터페이스(301)는 도 3과 도 4의 인터페이스(103)에 대응한다. 또한, 인터페이

스(301)는 간략화를 위해 도시되지 않은 도 3과 도 4의 통신 선로(115)와 같은 통신 선로에 결합된다.

배열(300)은 3 개의 제어 신호인 I/O, DATA, TYPE에 의해 제어된다. 제어 신호 I/O는 배열(300)이 입력 구성 혹은 

출력 구성으로 동작하도록 한다. 배열(300)이 출력 구성으로 동작할 때, 제어 신호 DATA는 배열(300)이 통신 신호를

각각 제 1 신호 레벨 혹은 제 2 신호 레벨로 전송할지를 제어한다. 또한, 배열(300)이 출력 구성으로 동작할 때, 제어 

신호 TYPE은 전송된 통신 신호가 HSTL-클래스 III 포맷 혹은 GTL 포맷인지를 제어한다. 다음의 표는 제어 신호의 

특정 신호 레벨에 따라 수행된 특정 동작을 나타낸다.

[표 1]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300)에서, 제어 신호 I/O는 제 1 전송 게이트(310)와 제 2 전송 게이트(315)의 제 1 제어 

입력 뿐만 아니라, 인버터(305)에 제공되며, 전송 게이트들의 동작은 이하 상세히 설명된다. 인버터(305)는 또한 전송

게이트(310, 315)의 제 2 제어 입력에 접속된다. 제어 신호 DATA와 TYPE은 전송 게이트(310, 315)의 신호 입력에 

각각 제공된다. 전송 게이트(310, 315)의 신호 출력은 NAND 게이트(320)의 입력 및 트랜지스터(325, 330)에 각각 

접속된다. 트랜지스터(325, 330)는 또한 인버터(305)와 전원 V DD 에 접속된다. 전원 V DD 는 3.0 V 내지 5.0 V 정

도의 전압을 제공하는 전압원일 수 있다.

NAND 게이트(320)의 출력은 인버터(335)에 접속되고, 인버터(335)는 또한 트랜지스터(340)의 게이트에 접속된다. 

인버터(305)는 또한 다른 인버터(345)에 접속되며, 이 인버터(345)는 또한 NOR 게이트(350)의 한 입력에 접속된다.

제어 신호 DATA는 또한 인버터 쌍(355)에 제공되며, 이 인버터 쌍(355)은 NOR 게이트(350)의 제 2 입력으로 제어 

신호의 전송을 지연시킨다. NOR 게이트(350)의 출력은 트랜지스터(360)의 게이트에 접속된다. 트랜지스터(340)의 

소스와 드 레인의 접속은 도 5의 구성에서 대략 1.5 V의 전압을 제공하는 전원 V DDQ 와 인터페이스(301)에 각각 결

합된다. 트랜지스터(360)의 소스와 드레인 접속은 인터페이스(301)와 V SS 사이에 결합되며, 이 전압 전원 V SS 는 

대응되는 칩의 접지로 될 수 있다.

전송 게이트(310, 315)는 DC 신호를 게이트 신호 입력으로부터 게이트 신호 출력으로 전송하거나, 혹은 제어 입력에

서의 신호에 따라 게이트의 신호 입력과 신호 출력 사이에 개방 회로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시적인 전송 게

이트는 N-MOS 트랜지스터와 P-MOS 트랜지스터의 각각의 소스와 드레인을 서로 결합하되 그들의 게이트가 제어 

신호의 입력으로서 작용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이때, 결합된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은 신호 입력과 출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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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트랜지스터(340)는, 인에블될 때, 자신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임피던스 Z 0 와 같은 원하는 제 1 임피던스

를 갖도록, 채널 폭과 길이를 갖고서 형성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트랜지스터(360)는, 인에이블될 때, 자신의 소

스와 드레인 사이에 임피던스 Z 0 /3과 같은 원하는 제 2 임피던스를 갖도록, 채널 폭과 길이를 갖고서 형성된다. 임

피던스 Z 0 는 도 3과 도 4의 선로(115)와 같은 연관된 통신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응한다.

도 5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에 있어서, 제어 신호 I/O가,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300)을 통신 신호 입력 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이 신호 레벨일 때, 인버터(305)의 출력은 전송 게이트(310, 315)를 비활성화시키는 로우 신호 레벨로 

되어, 이 전송 게이트들이 제어 신호 DATA와 TYPE을 NAND 게이트(320)로부터 차단한다. 인버터(305) 출력의 로

우 신호 레벨은 인버터(345)의 출력이 NOR 게이트(350)로 하여금 트랜지스터(360)를 비활성화시키도록 하는 하이 

신호 레벨이 되도록 한다. 트랜지스터(360)의 비활성화는 전압원 V SS 와 인터페이스(301) 사이에 실질적인 개방 회

로를 생성한다. 인버터(305) 출력의 로우 신호 레벨은 또한 NAND 게이트(320)가 인버터(335)로 하여금 트랜지스터

(340)를 활성화시키는 하이 신호 레벨을 발생하도록 자신의 출력에서 로우 신호 레벨을 생성한다. 활성화된 트랜지스

터(340)는 전압원 V DDQ 와 인터페이스(301) 사이에 임피던스 Z 0 를 제공한다. 따라서, 통신 신호 입력 구성으로 된

배열(300)의 등가 회로는 인터페이스(301)와 전압원 V DDQ 사이의 종단 임피던스 Z 0 로서 표시될 수 있다.

도 5에 도시된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제어 신호 I/O가, 배열(300)을 통신 신호 전송 구조

로 동작하도록 로우 신호 레벨일 때, 인버터(305)의 출력은 전송 게이트(310, 315)를 활성화시키는 하이 신호 레벨로

된다. 인버터(305) 출력의 하이 신호 레벨은 또한 NOR 게이트(350)로 하여금 제어 신호 DATA의 각각의 로우 신호 

레벨 또는 하이 신호 레벨에 따라 트랜지스터(360)를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시키도록 한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신호 TYPE이 GTL 구동기(400)를 나타내는 등가 회로를 발생하는 로우 신호 레벨이면, 전송 게이트(310, 315)

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340)는 비활성화된다. 또한, 제 어 신호 TYPE이 배열(300)로 하여금 HSTL-클래

스 III 구동기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하이 신호 레벨이면, 이때 트랜지스터(340)는 각각 하이 신호 레벨 혹은 로우 신호

레벨인 데이터 신호 DATA에 따라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될 수 있다.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300)의 등가 회로 표

현(500)이 HSTL-클래스 III 구동기로서 구성되는 경우가 도 6b에 도시된다.

도 6a에서, GTL 구동기의 등가 회로(400)는 제어 신호 DATA가 로우 신호 레벨일 때 V SS 와 통신 선로 사이에 임

피던스 Z 0 /3을 제공하고, 제어 신호 DATA가 하이 신호 레벨일 때 V SS 와 통신 선로 사이에 개방 회로를 제공한다

. GTL 구동기 구성은 제어 신호 I/O와 TYPE이 모두 로우 신호 레벨일 때 도 5의 배열(300)에 의해 생성된다.

도 5에서, 제어 신호 I/O와 TYPE이 각각 로우 신호 레벨과 하이 신호 레벨일 때, 배열(300)은 도 6b에 도시된 HSTL

-클래스 III 구동기로서 동작한다. 도 6b에서, 등가 회로 표현(500)은 도 5의 전압원 V DDQ 와 인터페이스(301) 사이

에 직렬로 접속된 임피던스 Z 0 와 제 1 스위치(510)를 포함한다. 등가 회로 표현(500)은 인터페이스(301)와 전압원 

Vss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임피던스 소자 Z 0 /3과 제 2 스위치(520)를 더 포함한다. 제어 신호 DATA는 제 1 스위

치(510)로 하여금, 그것이 하이 신호 레벨 혹은 로우 신호 레벨일 때 폐쇄 또는 개방되도록 한다. 이와는 반대로, 제어

신호 DATA는 제 2 스위치(520)로 하여금, 그것이 로우 신호 레벨 혹 은 하이 신호 레벨일 때 폐쇄 또는 개방되도록 

한다.

따라서, 등가 회로 표현(500)은 스위치(500)를 폐쇄하여 통신 선로를 임피던스 Z 0 /3과 전압원 V SS 에 접속하는 

동안, 스위치(520)를 개방하여 임피던스 Z 0 를 디스에이블함으로써 인터페이스(301)와 대응하는 통신 선로 상에 로

우 신호 레벨의 신호를 전송한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등가 회로 표현(500)은 스위치(520)를 개방하여 임피던스 Z 

0 /3을 디스에이블하는 동안, 전압원 V DDQ 와 통신 선로 사이의 스위치(510)를 폐쇄하여 임피던스 Z 0 를 접속함으

로써 통신 선로 상에 하이 신호 레벨인 신호를 전송한다. 도 6a와 도 6b에서 등가 회로(400, 500)로 표시된 바와 같은

도 5의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300)의 대략적인 전력 소비는, 이 장치가 GTL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던지 혹은

HSTL-클래스 III 신호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던지간에, 통신 신호 내의 50% 듀티 사이클(duty cycle)에 대해 17 mW 

정도이다. 이와 같은 전력 소비는 상기와 같은 포맷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종래의 양방향 입력-출력 포트에 의해 소비

된 전력의 대략 1/2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가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변형들은 후속하는 청구항 내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예를 들면, 상기에 기술된 실

시예들은 HSTL과 GTL 표준에 따라서 통신 신호를 전송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입력-출력 포트는 다른 표준들, 예를

들면 상보형 금속 산화물 반도체(CMOS), 에미터 결합형 논리 회로(ECL),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논리 회로(TTL), 

저전압 차동 스윙 회로(LVDS), 의사 이미터 결합형 논리 회로(PECL)에 따라 신호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입력-출력 포트들은 종래의 표준들 혹은 다른 표준들을 따르지 않는 방법

으로 신호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히 50 Mbits/s 이상의 데이터 속도로 통신하는 칩

간의 통신에 유용하며, 또한 이보다 낮은 데이터 속도로 통신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적응적 입력-출력 포트(adaptive input-output port)를 가진 집적 회로 칩(integrated circuit chip)에

있어서,

상기 포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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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버퍼와,

상기 입력 버퍼와 적어도 두 개의 전원에 접속된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 —상기 임피던스 배열은 통신 선로와 접

속되어 상기 통신 선로를 통해 데이터 신호를 전송 및 수신하며, 상기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특정 논리 상태에

서 상기 통신 선로를 통해 데이터 신호를 송신할 때, 상기 전원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통신 선로 사이에, 대응하는 특

정의 제 1 임피던스를 제공하며, 상기 통신 선로를 통해 데이터 신호를 수신할 때, 종단 임피던스(terminating imped

ance)에 대응하는 특정의 제 2 임피던스를 상기 전원 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통신 선로 사이에 제공하며, 상기 특정의

제 1 임피던스는 상기 통신 선로를 통해 송신 전류가 흐르게 하며, 상기 특정의 제 2 임피던스는 상기 통신 선로를 통

해 수신 전류가 흐르게 함 -

를 포함하는

집적 회로 칩.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상기 통신 선로와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각각의 전원과 상기 인터페이스 사

이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를 포함하는 집적 회로 칩.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제 3 전원을 더 포함하되,

각각의 전원 사이의 상기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는 통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종단 임피던스 뿐만 아니라, 통

신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인터페이스 상에 각각의 하이 신호 레벨 및 로우 신호 레벨을 제공하도록 교번적으로 

스위칭가능한 집적 회로 칩.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적어도 2 개의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들은 적어도 하나의 전원과 상기 인터페이스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임피

던스 소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종단 저항을 제공하기 위해 스위칭가능하며, 또한 상기 인터페이스 상에 특정 레벨의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임피던스 소자의 스위칭과 관련하여 스위칭가능한 집적 회로 칩.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적어도 2 개의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들은 적어도 하나의 전원과 상기 인터페이스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임피

던스 소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종단 저항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임피던스 소자의 스위칭과 관련하여 스위칭가능하며,

또한 상기 인터페이스 상에 특정 레벨의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스위칭가능한 집적 회로 칩.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는 인에이블될 때 특정 전원과 상기 인터페이스 사이에 특정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트랜지스터인 집적 회로 칩.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가능한 임피던스 소자는 스위치에 접속된 임피던스 소자인 집적 회로 칩.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칩은 거닝 트랜시버 논리 회로(Gunning-transceiver-logic) 혹은 고속 트랜시버 논리 회로(high-speed-trans

ceiver-logic) 표준들 중 적어도 하나의 표준에 따라 통신 신호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는 집적 회로 칩.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통신 선로에 접속하기 위한 상기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열은 전송 선로 구성을 갖고, 상기 제어가능한 임피던스 배

열의 상기 특정 임피던스는 상기 통신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기초하는 집적 회로 칩.

청구항 10.
전기 시스템(electrical system)에 있어서,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배치된, 청구항 1에 따른 적어도 하나의 집적 회로 칩과,

상기 기판 상에 배치되어, 상기 칩의 상기 입력-출력 포트 중 적어도 하나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상호접속부를 포

함하는

전기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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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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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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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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