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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속  정보 통신망의 발달로, 재 데이터 통신시스템은 가입자 상호간에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교환 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Logic  가장 기 가 되는 LVTTL( Low 

Voltage Transistor Transistor Logic )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특성 분석을 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데이터 송속도

의 변화따른 LVTTL의 특성을 측정 분석하 다. 재 시스템에 필요한 송 라인의 길이가 30cm이기 때문에, 우리

는 재 시스템에 필요한 송 라인의 길이에 따라 LVTTL 데이터 송 특성을 분석했다. LVTTL의 신호 벨은 

10Mbps일 경우 3V, 50Mbps일 경우 2.2V, 100Mbps일 경우 2V, 125Mbps일 경우 1.5V, 150Mbps일 경우 1.4V이다. 

송선로의 길이가 30cm, 데이터 송속도 100Mbps까지 안정하게 보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By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the current data communication system can be exchanged data quickly and precisely 

between subscribers. In this paper, LVTTL(Low Voltage Transistor Transistor Logic), Using the fundamental one logic  at several kinds of 

used in communication systems , the LVTTL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by according to the change data transfer rate and the 

transmission line length. Because the transmission line length required  on the current system is 30cm, We analysed  LVTTL data transfe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ransmission line length required  on the current system . The amplitude level of LVTTL at 10Mbps is 3V and 

50Mbps is  2.2V and 100Mbps is 2V and 125Mbps is 1.5V and 150Mbps is 1.4V. The length of transmission line 30cm was stable state up to 

100Mbps data transf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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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우리는 고속 정보화 시 에 살아가고 있다. 

정보화 기술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는 반도체 소자에 

한 나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용량화 되었으며 

이 디바이스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를 고속

으로 송 가능  되었다[1]. 그러나 어떤 디바이스를, 

어떤 로직을 통신 시스템에 용해야 하는가에 한 

평가방법은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통신 시스

템에 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직  가장 기본이 되

는 LVTTL 로직을 선택하 으며 재 통신 시스템 구

성에서 기본 송선로의 길이가 30cm이므로 이를 기

으로 데이터 송속도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측정

하 다. 재 송선로의 길이는 30cm이지만 길이의 

변화와 송속도 변화에 한 데이터 송특성을 분

석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디바이스의 여러 가지 로직 에서 시스

템의 기  로직인 LVTTL을 구 하기 해 범용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Xilinx FPGA를 기반으로 한 LVTTL을 

통신 시스템으로 구성하 고 최  안정하게 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송속도   데이터의 달특성을 확인

하 다. 

구 된 모델 시스템은 FR-4기반의 Micro Strip 송선

을 이용하여 PCB를 설계 하 고 LVTTL의 데이터 송

에 있어서 최  안정한 주 수의 범 를 측정하고 통신 

시스템 최  조건의 모델을 제시 한다.  

Ⅱ. FPGA 구조  LVTTL 압특성

1. 시스템에 구 된 FPGA의 구조

본 논문에서 LVTTL에 한 송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FPGA를 이용하 다. 통신시스템의 송 특성분석

에 사용된 FPGA는 Xilinx사의 Virtex II로, 내부에 구성

할 수 있는 기본로직은 최소 40,000 ～ 1,000,000 게이트

를 구성할 수 있다. 동작 가능한 최  클럭 스피드는 

420MHz까지 지원 가능하며 FPGA 내부에서 사용되는 

기본 클럭에 한 상의 반   Shift조 이 가능한 12

개의 DCM(Digital Clock Manager)을 지니고 있고, FPGA

내부에 데이터 송에 있어서 클럭의 지연방지를 한 

16개의 Global Clock Multiplexer Buffer가 있다.  Virtex II 

FPGA는 8개의 Bank로 나 어졌으며 사용자의 선언에 

따라 여러 가지 로직구성이 가능하다[2]. FPGA에 구성 

가능로직은 표 1과 같다. 

표 1. FPGA의 기본로직
Table. 1 Basic Logic of FPGA

통신 방식 로직종류

Single-End
LVTTL, LVCMOS33, HSTL, 

SSTL, GTL

Differential LVDS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송 특성 실험에 구 된 

FPGA의 인터페이스 설계에 한 내용이다. LVTTL은 

Point to Point 연결 방식으로 설계하며 FPGA의 출력 버

퍼에서 나온 신호를 FPGA내부의 버퍼로 연결한다. 정

확한 송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PCB에 있어서 설

계 시 고려사항은 출력단자와 입력단자 그리고 송선

로간의 류의 감소와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3].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 송의 속도를 높여

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송속도가 높아지면 

입력된 신호에 출력의 신호가 반사되는 경우가 발생

한다[4]. 결국 이 반사되는 신호는 노이즈로 바 게 되

고 데이터 송시 신호 벨이 감소되는 요인이 된다

[5][6]. 

그림 1. LVTTL의 입출력단 연결
Fig. 1 Input output port connection of LV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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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 TTL

아래 표 2에서는 LVTTL의 압특성을 보여 주고 있

다. 데이터 통신을 하기 한 입력과 출력간의 인터페이

스에 있어서 설계된 로직에서 LVTTL 출력 단의 신호

압 벨은 Low 신호는 최  0.4V이하, High 신호는 최소 

2.6V이상의 신호를 내보낸다. 즉, 이것은 LVTTL의 출력

단의 출력 기  신호 벨을 의미한다. 

LVTTL의 기본 로직 출력 단의 신호 벨은 0.4V에

서 2.6V사이로 신호가 나오고 이 범 에서 측정되는 신

호가 LVTTL 로직의 정상신호 범 인 것이다. LVTTL

의 입력 단의 신호 벨은 최소 0.8V에서 2V이상이 되

어야 하며 3.6V를 넘으면 안된다. 이는 LVTTL로 구  

된 로직은 이 범 내로 데이터 신호 벨을 주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소한 LVTTL로 통신하기 한 기본 

신호 벨 값이며 데이터 송 특성을 단하는 요한 

지표이다. 

표 2. LVTTL의 압특성
Table. 2 Voltage characteristics of LVTTL

Parameter Min Typ. Max

VCCO 3.0 3.3 3.6

VIH 2.0 - 3.6

VIL - - 0.8

VOH 2.6 - -

VOL - - 0.4
 

Ⅲ. 데이터 송특성 측정 

하드웨어 구

1. 체 시스템 블록도

그림 2는 데이터 통신특성을 측정하기 한 본 논문

에서 구 된 체 인 시스템 블록도이다. IO/IP Test 

PCB 보드는 데이터 송특성을 측정하기 해 FR-4 재

질의 PCB 패턴 10층 기 을 설계 했으며 그 에 Xilinx 

Virtex II FPGA를 실장 시켰다. Trace Test PCB는 송선

로 길이 변화에 따른 송특성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PCB 상에 30cm, 60cm, 90cm, 120cm의 Trace를 설계 하

다. 

데이터 송특성 실험은 클럭과 데이터의 동기로 측

정하 다. Pattern Generator에서 체 시스템에 사용되

는 Clock을 발생시켰으며 이 Clock은 Data Generator에 

연결하 다. 여기서 출력된 Clock은 IO/IP Test PCB와 

Agilent 오실로 스코 에 연결하 다. 

데이터 제 이터에서는 64비트의 데이터를 생성

하여 IO/IP Test PCB와 연결하여 데이터 송특성을 측

정 하 다.

그림 2. LVTTL 데이터 송특성 측정을 한 
시스템 블록도

Fig. 2 system block diagram for Measurement of 
data transmission of LVTTL

Ⅳ. 데이터 달특성 결과  형

LVTTL의 데이터 송특성을 측정하기 해 데이터 

송속도는 10Mbps에서부터 150Mbps까지 변화 시켰

다. 송특성을 분석하기 해 설계된 Trace Test PCB는 

30cm, 60cm, 90cm, 120cm까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본 논

문에서 측정한 길이는 통신 시스템의 랙 구조에서 기본 

송선로 길이가 30cm 이므로 우선 30cm를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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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TTL의 송특성을 분석하 다. 

아래 그림 3에서부터 4는 본 논문에서 측정된 데이터 

송특성 결과 형들이다. 측정 결과에 한 평가는 

Eye_pattern을 기 으로 하 으며 신호의 진폭 벨을 

기 으로 평가 하 다.

그림 3. 10Mbps에서의 데이터 송특성
Fig. 3 10 Mbps data transfer characteristics

그림 3은 데이터 송속도 10Mbps에서의 LVTTL에 

한 데이터 송특성이다. 측정된 결과는 신호 진폭 

벨이 3.02V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LVTTL에 한 압

특성 범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50Mbps에서의 데이터 송특성
Fig. 4 50 Mbps data transfer characteristics

 

그림 4는 데이터 송속도 50Mbps에서의 LVTTL에 

한 데이터 송특성으로 측정된 결과는 신호 진폭 

벨이 2.28V 이다. 이 값은 LVTTL에 한 압특성 범  

안에 있다.

그림 5. 100Mbps에서의 데이터 송특성
Fig. 5 100 Mbps data transfer characteristics

그림 5는 데이터 송속도 100Mbps에서의 LVTTL에 

한 데이터 송특성으로 측정된 결과는 신호 진폭 

벨이 2.32V를 나타냈다. 이 값도 LVTTL에 한 압특

성 범  안에 있으며 그림 4의 50Mbps와 별 차이는 없었

다. 그러나 측정 형에서 진폭 벨보다는 시간 축상에 

더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125Mbps에서의 데이터 송특성
Fig. 6 125 Mbps data transfer characteristics

그림 6은 데이터 송속도 125Mbps에서의 LVTTL

에 한 데이터 송특성으로 측정된 신호 진폭 벨은 

1.5V를 나타냈다. 이 값은 LVTTL에 한 압특성 범

 안에서 벗어났다. 이 의미는 LVTTL에 한 로직으

로서 사용이 벗어난 범 라는 것이다. 이 벨 신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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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LVTTL 로직을 이용한 통신설계 구 이 불가능 

하다.

그림 7. 150Mbps에서의 데이터 송특성
Fig. 7 150 Mbps data transfer characteristics

그림 7은 데이터 송속도 150Mbps에서의 LVTTL에 

한 데이터 송특성으로 측정된 신호 진폭 벨은 

1.8V를 나타냈다. 이 값도 그림 6의 125Mbps에서 얻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LVTTL에 한 압특성 범  안에

서 벗어났다. 진폭의 벨이 약간 상승하 지만 시간 축

상의 사용가능한 데이터 송범 가 어들었음 보

다. 이 벨 신호 값으로는 125Mbps와 같이 LVTTL 로직

을 이용한 통신설계 구 이 불가능 하다.

데이터 송 속도의 증가에 따른 데이터 송특성

을 측정하기 해서 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송

선로길이 30㎝일 경우를 기 으로 고려했으며, 클럭 

주 수를 10㎒, 50㎒, 100㎒, 125㎒, 150㎒로 변화 시켰

을 경우 LVTTL의 데이터 송특성을 측정보았다. 데

이터 달특성은 10Mbps일 경우 3.02V, 50Mbps일 경

우 2.28V, 100Mbps일 경우 2.32V, 125Mbps일 경우 

1.5V, 150Mbps일 경우 1.8V의 데이터 진폭 벨이 나타

났다. 

Ⅴ. 결론

FPGA의 여러 로직  LVTTL을 이용하여 일정 송

선로의 길이에 입력된 데이터 송속도 변화에 따른 데

이터 송특성을 측정하 다. 

데이터 송 속도의 증가에 따른 데이터 송특성을 

측정하기 해서 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송선로

길이 30㎝일 경우를 기 으로 고려했으며, 클럭 주

수를 10㎒, 50㎒, 100㎒, 125㎒, 150㎒로 변화 시켰을 경

우 LVTTL의 데이터 송특성을 측정하 다. 데이터 

달특성은 데이터 송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진

폭 벨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약 100mV ~ 300mV의 증

가가 보 지만 상 으로 시간축상의 여유가 더욱 좁

아졌다. 

송선로의 길이 30㎝에서 최  안정된 데이터 송

특성은 최  100Mbps까지 으며 이는 LVTTL의 압 

측성의 범 인 압 벨 2V를 기 으로 하 다. 

125Mbps, 150Mbps에서는 데이터의 진폭 벨이 2V아

래로 되었으며, Noise가 많이 발생하 다. 결과 으로 

125Mbps, 150Mbps의 출력된 진폭 벨은 LVTTL의 

압특성에서 최소 2V의 범 를 벗어났기 때문에 

LVTTL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시스템 설계로서 의미가 

없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송선로의 길이를 고려할 때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가 매우 요하다. 그러나 실제

으로 요구하는 125Mbps에서 데이터의 진폭 벨이 

LVTTL의 기  압 벨보다 낮게 측정되었다는 것이

다. FPGA를 이용하여 LVTTL을 구성할 경우 최  데이

터 달속도는 100Mbps가 가장 안정 이므로 시스템 

설계시 이 범 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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