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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워 서플라이선의 개선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억장치

요약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에 있어서, 기준전압 발생회로(10)에서 기준전압(Vref1과 Vref2)에 의한 서브 전원 
전압선(2,4)상의 전압 레벨을 설정하기 위한 전압 설정회로(5,6,Q3,Q4) 메인 전원 전압선(1,3)과 서브 전
원 전압선(2,4)사이에 설치된다.

대기 사이클시 전류 소모가 감소하면서, 억세스 지연의 증가가 방지된다.

전압 설정회로는 메인 및 서브 전원선 사이의 전류를 발생하는 차동 증폭기의 출력에 응답하는 트랜지스
터와 기준전압 및 서브 전원선상의 전압을 차동으로 증폭하는 차동증폭기를 포함하거나, 또는 교호로 그 
백게이트에서 기준전압을 수신하는 다이오드 접속된 절연 게이트형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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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파워 서플라이 선의 개선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억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전체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파형도.

제3도는 제1도에 나타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주변회로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

제4도는 제1도에 나타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주변회로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

제5도는 제3도와 제4도에 도시된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주변회로의 동작을 나타내는 신호파형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요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7a∼제7c도는 제6도에 도시된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동작을 도시한 신호파형도.

제8a, 8b도는 제6도에 도시된 차동증폭기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제9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에 사용되는 기준전위 발생회로의 구성을 도시
한 도면.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요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11도는 제10도에 나타낸 기준전위 발생회로의 구성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제12도는 제10도에 나타낸 절연게이트형 FET의 단면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13도는 제2와 제3실시예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4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요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5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제16도는 제15도에 도시한 레벨 변경회로 구성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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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도는 제16도에 나타낸 회로동작을 나타낸 신호파형도.

제18도는 제15도에 나타낸 레벨 변경회로 외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19도는 제18도에 나타낸 회로동작을 나타낸 신호파형도.

제20도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요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21도는 제20도에 나타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동작을 나타낸 신호파형도.

제22도는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요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23도는 제22도에 나타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동작을 나타낸 신호파형도.

제24도는 종래의 CMOS 인버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25도는 종래의 CMOS 인버터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26도는 종래의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요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27도는 제26도에 나타낸 종래의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동작을 나타낸 신호파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CMOS 트랜지스터(상보절연 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로 구성된 논리 게이트를 포함하는 반도체장치의 소비전류를 줄이기 위한 구성에 관한 것이다.  보다 특
정적으로는,DRAM(다이나믹·랜덤·엑세스·메모리)  등의 반도체 기억장치의 부문턱전류(subthreshold 전
류)를 줄이기 위한 구성에 관한 것이다.

소비전력이 매우 작은 반도체회로로서는, CMOS회로가 잘 알려져 있다.

제24도는 CMOS 인버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24도에서  CMOS  인버터는  한쪽  전원전압(Vcc)을  받는  전원  노드(900)와  출력  노드(901)  사이에 
설치되고, 그 게이트에 입력신호(IN)를 받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절연 게이트형 트랜지스터)(PT)와, 다
른 동작 전원전압(Vss)(통상, 접지전위)을 받는 다른쪽 전원노드(902)와 출력노드(901)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에 입력신호(IN)를 받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NT)를 포함한다.

출력노드(901)에 부하용량(C)이 존재한다.

입력신호(IN)가 로우레벨일 때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PT)가 온 상태가 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N
T)가 오프상태가 되며, 부하용량(C)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PT)를 통해서 충전되고, 출력신호(OUT)는 전
원전위(Vcc) 레벨이 된다.

이 부하용량(C)의 충전이 완료되면 p채널 MOS 트랜지스터(PT)는 그 소스와 드레인의 전위가 같아지고 오
프상태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 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소비전력은 무시할 수 있다.  입력신호(IN)가 하이레벨일 경
우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PT)는 오프상태가 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NT)는 온 상태가 되며, 부하
용량(C)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NT)를 통해서 다른 전원전위(Vss)레벨까지 방전된다.

이 방전이 완료되면 n채널 MOS 트랜지스터(NT)는 소스와 드레인의 전위가 같아지고 오프상태가 된다.  결
과적으로 이 상태에서도 소비전력은 무시할 수 있다.

MOS 트랜지스터를 흐르는 드레인 전류(IL)는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소스간의 전압의 함수로 표현된다.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숄드전압 절대치보다도 그 게이트-소스간 전압의 절대값이 커지면, 큰 드레인 전류
가 흐르게 된다.

게이트-소스간 전압의 절대값이 드레숄드전압의 절대값 이하가 되더라도 드레인 전류는 완전히 0이 되지 
않는다.  이 전압에서 흐르는 전류를 서브드레숄드전류라 부르고, 게이트-소스간 전압에 지수 함수적으로 
비례한다.

제25도에서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서브드레숄드전류의 특성이 도시되어 있다.  제25도에서 횡축은 게이
트-소스간의 전압(VGS)을 나타내고, 종축은 드레인전류(IL)의 대수치를 나타낸다.  제25도에서 직선 I와 
Ⅱ의 직선 영역은 서브드레숄드전류이다.

드레숄드전압은 이 서브드레숄드 전류 영역에서 소정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이트-소스간의 전압으로 정
의된다.

예를들어, 게이트폭(채널폭) 10㎛의 MOS 트랜지스터에서 10㎃의 드레인 전류가 흐를때의 게이트-소스간의 
전압은 드레숄드전압치로 정의된다.

제25도에서, 그 소정 전류(IO)와 대응하는 드레숄드전압(VTO 및 VT1)이 나타난다.

MOS 트랜지스터의 미세화에 의해 전원전위(Vcc)도 스케일링(Scaling)법칙에 따라 저하된다.

그러므로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숄드전압치의 절대치(Vth)는 동일한 모양으로 스케일링 법칙에 따라 저하
되어야만, 성능향상을 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4도에 도시된 CMOS 인버터에서, 전원전압(Vcc)이 5V
이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NT)의 드레숄드전압(Vth)이 1V라고 하면, 입력신호(IN)가 OV부터 1V이상이 
되었을 때에 큰 드레인전류가 생기고 부하용량(C)의 방전이 시작된다.

이때에 드레숄드전압(Vth)을 같은 값으로 유지시키고 전원전압(Vcc)을 예를들어 3V로 떨어뜨리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양으로, 입력신호(IN)가 1V이상이 되지않으면, n채널 MOS 트랜지스터(NT)를 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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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큰 전류로 부하용량(C)을 방전할 수 없다.  즉, 전원전압(Vcc)이 5V일 때, 입력신호(IN) 진폭의 
1/5인 시점에서 용량부하의 방전이 일어나고, 전원전압(Vcc)이 3V일 경우, 입력신호(IN) 진폭의 1/3인 시
점에서 용량부하(C)의 방전이 상승된다.  결과적으로, 입출력 응답특성이 악화하고, 고속동작을 보증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드레숄드전압의 절대치(Vth)는 전원전압과 비슷하게 스케일링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제25도에서 보듯이,  드레숄드전압(VT1)을  드레숄드전압(VT0)으로 낮춘 경우,  서브드레숄드전류 
특성은 직선(Ⅰ)부터 직선(Ⅱ)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게이트전압이 OV(Vss레벨)가 될 때의 서브드레숄
드전류가 IL1부터 IL0로 상승하고, 소비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드레숄드전압의 절대치(Vth)를 전원전압
과 마찬가지로 스케일링 다운(scale down)할 수 없고, 동작특성, 특히, 고속동작 특성을 실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고속동작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브드레숄드전류를 
억제하는 구성이 1993년 심포지움 온 VLSI, 회로 다이제스트 오브 테크니컬 페퍼즈의 제47페이지 내지 제
48페이지 및 제83페이지 내지 제84페이지 각각에서 호라우치 및 다까시마에 의해 씌워졌다.  

제26도는 상술한 문헌에서 호라우치등이 쓴 전원선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26도에서 
CMOS회로로서, n개의 종속접속된 CMOS 인버터(f1∼fn)를 한 예로서 나타낸다.

인버터(f1∼f4)의 각각의 제24도에 나타낸 구성과 동일구성을 구비한다.

한쪽의 동작 전원전압을 공급하는 경로에서는, 전원전압(Vcc)을 받는 제1전원노드(910)에 제1전원선(91
1)이 접속되고, 이 제1전원선(911)과 평행으로 제2전원선(912)이 배치된다.

제1전원선(911)과 제2전원선(912)은 고저항(Ra)에 따라 접속된다.  이 저항(Ra)과 병렬로 제1전원선(91
1)과 제2전원선(912)를 제어신호(ψc)에 응답해서 선택적으로 접속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Q1)가 설치
된다.

제1전원선(911)과 제2전원선(912)간에는, 또한 제2전원선(912)의 전위를 안정화하기 위해 비교적 큰 용량
을 갖는 캐피시터(Ca)가 설치된다.

또다른 전원전위(Vss) (접지전위: 0V)의 전달경로에서는, 이 다른 쪽 전원전압(이하, 간단히 접지전압이
라 함)(Vss)을 받는 제2의 전원노드(920)에 접속된 제3전원선(921)과, 이 제3전원선(921)과 평행하게 배
치된 제4전원선(922)을 포함한다.

제3전원선(921)과 제4전원선(922)간에는, 고저항(Rb)이 설치되고, 이 저항(Rb)과 병렬로, 제어신호(ψs)
에 응답해서 선택적으로 제3전원선(921)과 제4전원선(922)을 접속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Q2)가 설치된
다.  또한, 제3전원선(921)과 제4전원선(922)간에는, 이 제4전원선(922)의 전위를 안정화하기위한 큰 용
량을 갖는 캐패시터(Cb)가 설치된다.

홀수 단계에 있는 각 인버터(f1, f3,...)는, 그 한쪽 동작 전원노드(고전위를 받는 전원노드)가 제1전원
선(911)에 접속되고, 다른쪽 전원노드(저전위를 받는 전원노드)가 제4전원선(922)에 접속된다.  짝수 단
계에 있는 각 인버터(f2,...)는 그 한쪽 동작 전원노드가 제2전원선(912)에 접속되고, 다른 쪽 전원노드
가 제3전원선(921)에 접속된다.

다음으로,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DRAM에서는, 스탠바이시에 있어서는, 그 신호 상태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그 출력신호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측정이 가능하다.  

제26도에서 나타낸 구성으로는 입력신호(IN)가 스태바이시에 로우레벨이 되고, 액티브 싸이클시에 하이레
벨이 된다.  스탠바이 싸이클시에는, 제어신호(ψc)가 하이레벨, 제어신호(ψs)가 로우레벨이 되고, MOS 
트랜지스터(Q1 및 Q2)는 모두 온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는, 전원선(911) 및 (912)은 고저항(Ra)을 통해서 접속되고, 전원선(921) 및 (922)도 고저항
(Rb)을 통해서 접속된다.  전원선(912)의 전위(VCL)는 

가 되고, 전원선(922)의 전압(VSL)은, 

가 된다.  

여기서, Ia 및 Ib는 저항(Ra 및 Rb)을 각각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입력신호(IN)는 현재 접지전위(Vss)레벨이다. 

인버터(f1)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PT)가  온상태가  되고,  출력노드를  전원선(911)상의 전원전위
(Vcc)레벨에 충전되어 있다.  한편, n채널 MOS 트랜지스터(NT)는 그 소스전위(전원노드(902)의 전위)가 
중간전위(VSL)이고, 접지전위(Vss)보다도 높은 전위레벨로 설정된다.  따라서, 이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T)는, 그 게이트-소스간 전압이 부전압이 되고, 제25도에서 보듯이, 서브드레숄드전류는 게이트-소스간 
전압이 -VSL일때의 서브드레숄드전류(IL2)가 되고, 전원노드(902)의 전위가 접지전위(Vss)일때에 흐르는 
서브드레숄드전류(IL1)보다도 작게 된다.  여기서, MOS 트랜지스터의 동작특성에 대해서는 제25도에 나타
낸 직선(I)에 따라서 설명한다.  또한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온/오프상태는, 그 게이트-소스간 전압이 
드레숄드 전압보다도 높아졌을때를 온 상태로 해서 나타내고, 그 게이트-소스간 전압이 드레숄드 전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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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작아졌을때는 오프상태로서 나타낸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경우는 반대이다.  

인버터(f2)에서는, 그 입력신호/IN (인버터(f1)의 출력신호)이 전원전위(Vcc)레벨의 하이레벨이다.  따라
서, 인버터(f2)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오프상태, n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온상태가 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는, 그 소스가 전원선(912)에 접속되어 있고, 전압(VCL)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
버터 f2 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위는 그 소스전위보다도 높아지고, n채널 MOS 트랜지스
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브드레숄드전류도 억제된다.

후단의 인버터 f3∼fn에서도 같다.  따라서, 스탠바이시에서 인버터(f3∼fn)에서 서브드레숄드전류가 억
제되고, 스탠바이전류가 저감된다.

액티브 싸이클이 상승되면, 제어신호 ψc가 로우레벨, 제어신호(ψs)가 하이레벨이 되고, MOS 트랜지스터 
Q1 및 Q2는 모두 온상태가 된다.

MOS트랜지스터 Q1,Q2는 큰 채널폭 W을 가지고 있고, 인버터(f1∼fn)에 대하여 충분하게 충방전 전류를 공
급할 수 있다.  이 상태에 있어서는, 전원선(912,922) 전위는 각각 전원전위(Vcc) 및 접지전위 Vss 레벨
로 된다.

이것에 의해 액티브싸이클시에 있어서 입력신호(IN)에 의해서, 그 출력신호 OUT도 확정상태로 된다.

제27도에 제26도에 나타난 회로의 동작파형 및 전원선을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제27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는, 신호ψs 및 ψc에 응답하여 MOS트랜지스터 Q1 
및 Q2가 아울러 오프상태로 되고, 전원선(912)상의 전압(VCL) 및 전원선(922)상의 전압 VSL은 각각 전원
전압 Vcc 및 접지전위 Vss(OV)사이의 중간전위로 된다.

이 상태에 있어서 인버터 f1∼f4에 있어서 서브 드레숄드영역의 MOS트랜지스터(오프상태의 MOS 트랜지스
터)는 보다 강한 오프상태로 되고, 서브드레숄드전류는 저감된다.

액티브싸이클에 있어서는, 제어신호 ψs 및 ψc가 각각 하이 레벨 및 로우 레벨로 되고, MOS트랜지스터 
Q1 및 Q2는 온상태로되고, 전원선(912)상의 전압 VCL은 전원전위 Vcc에 동등하게 되고, 또한 전원선(92
2)상의 전압 VSL은 접지전위 Vss로 동등하게 된다.

액티브싸이클의 개시시에는 전원선(912)을 충전하기 위하여 전원전류 Icc가 흐르고 VCL충전전류, 다음에 
입력신호IN이 변화하면, 그것에 따라서 인버터 f1∼fn이 동작하고, 그 신호레벨을 변화하기 위하여 충전
전류가 발생하고, 비교적 큰 동작전류가 발생한다.

스탠바이 싸이클부터 액티브싸이클로의 이행시에 있어서, 트랜지스터 Q1 및 Q2는 온상태로 되고 전압 VCL 
및 VSL의 전원전위 Vcc 및 접지전위 Vss에 각각 동등하게 된다.

전원선(912) 및 (922)에는 배선용량이 존재하고 또한 거기에 접속되는 트랜지스터에 의한 기생용량(트랜
지스터의 접합용량)이 따르고 있고, 전원선 912 및 922의 전압 VCL 및 VSL이 각각 전원전위 Vcc 및 접지
전위 Vss에 복귀할 때까지 어느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스탠바이 전류를 적게하기 위하여, 전압 VCL과 전원전위 Vcc의 차이 및 전압 VSL과 접지전위 Vss와의 차
이가 크게 된 경우에는, 전원선912 및 922의 전압 VCL 및 VSL은 각각 소정전위 Vcc 및 Vss에 복귀할때까
지의 시간이 길게 된다.  이때 전원선912 및 922에 접속되는 회로 인버터 f1∼fn이 동작한 경우, 이들의 
메인 전원선의 전압레벨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들 회로의 동작속도가 늦게되고(일반적으로 MOS트랜지스터
의 동작속도는 게이트전압 및 전원전압의 함수로써 부여된다.)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동작특성이 얻어질수 없고, 신호 전파지연이 커진다.  따라서, 전원선 912 및 922의 
전압 VCL 및 VSL이 전원전위 Vcc 및 접지전위 Vss에 복귀한 후에 전원선 912 및 922에서 동작전원전압을 
받는 회로를 동작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원선912 및 922에 접속되는 회로의 동작개시 타
이밍이 늦게되고, DRAM의 경우, 그 엑세스시간이 길게 되도록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 때문에 이 발생
의 목적은, 저소비전류에서 고속동작하는 반도체 집적회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동작속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 없이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소비전류를 충분
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발명의 더욱 다른 목적은, 엑세스시간의 증대를 가져오는 일 없이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소비전류
를 충분하게 억제할 수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1항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는, 제1의 전원전압을 전달하는 제1의 메인전원선과, 제1의 서브전원선
과,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에 응답하여, 제1의 메인전원선과, 제1의 서브전원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
1의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제1의 서브전원선상의 전압과 기준전압을 차동적으로 증폭하는 제1의 차동증폭
수단과, 이 제1의 차동증폭수단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제1의 메인 전원선과, 제1의 서브전원선의 사이
에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형성하는 제2의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제1의 서브 전원선상의 전압을 동작전원
전압으로써 동작하고, 부여된 입력신호에 소정의 논리처리를 실시하여 출력하는 논리 게이트를 구비한다.

제2항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는, 제1의 전원전압을 전달하는 메인 전원선과, 서브전원선과, 동작 싸
이클 규정신호에 응답하고, 이 메인 전원선과, 서브 전원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그 한쪽 도통노드가 메인 전원선에 접속되고, 또한 그 다른쪽 도통노드가 서브 전원선에 접속되고 또한, 
그 제어전극이 고전위에서 저전위측으로 향하는 다이오드를 형성하도록 메인 전원선 및 서브 전원선의 한
쪽에 접속되는 절연 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와, 서브 전원선상의 전압을 한쪽 동작전원전압으로써 
동작하고, 부여된 입력신호에 소정의 논리처리를 실시하여 출력하는 논리게이트와, 절연게이트형 전계효
과 트랜지스터의 백게이트에 기준전압을 인가하는 기준전압 발생회로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기준전압 발생회로는, 그 기준전압의 레벨을 조절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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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람직하게는, 기준전압 발생회로는, 특정의 동작모드를 지정하는 특정동작 모드 지정신호에 응답하
여, 그 기준전압의 전압레벨을 변경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행 및 열의 매트릭스상에 배열되는 복수의 메모리셀을 갖는 메모리셀 어레이와, 이 
메모리셀 어레이의 불량 메모리셀의 행 또는 열 어드레스를 특정하는 불량 어드레스를 기억하는 가용성의 
링크소자를 포함하는 프로그램회로와, 그 프로그램 회로의 가용성의 링크소자와 동일재료로 구성되는 프
로그램을 포함하고, 기준전압의 전압레벨을 조정하는 레벨조정회로를 더욱 구비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행 및 열의 매트릭스상에 배열되는 복수의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셀 어레이와, 
전원전압선상의 전압을 한쪽 동작전원전압으로써 동작하고, 동작싸이클 규정신호,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지정신호 및 어드레스 신호를 포함하는 외부신호를 버퍼처리하고, 내부신호를 생성하는 입력버퍼를 더욱 
구비한다.

논리게이트는, 바람직하게는, 이 입력버퍼에서의 내부신호에 포함되는 행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드하여 메
모리셀 어레이의 행을 지정하는 행지정신호를 발생하는 행 디코드 회로를 포함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제2의 서브전원선과, 메인 전원선과 제2의 서브전원선을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에 응답
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3의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기준전압 발생수단에서의 제1의 기준전압과 상이
한 전압레벨의 제2의 기준전압과 제2의 서브 전원선상의 전압을 차동 증폭하는 제2의 차동 증폭 회로와, 
이 제2의 차동증폭회로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메인 전원선과 제2의 서브전원선과의 사이에 전류가 흐르
는 경로를 형성하는 제4의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구비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제2의 서브전원선과,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에 응답하여 이 제2의 서브전원선과 메인 
전원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2의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기준전압 발생수단에서의 앞의 기준전압과 다
른 전압 레벨의 제2의 기준 전압을 받는 백 게이트와, 그 한쪽 도통 노드가 메인 전원선에 접속되고, 그 
다른쪽 도통노드가 제2의 서브 전원선에 접속되고 또한 그 제어전극 노드가 고전위에서 저전위측으로 향
하는 다이오드를 형성하도록 메인 전원선 및 서브전원선의 한쪽에 접속되는 제2의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와, 제2의 서브전원선상의 전압을 한쪽 동작전원전압으로서 동작하고, 부여된 입력신호에 소정
의 논리처리를 실시하여 출력하는 제2의 논리 게이트를 더욱 구비한다.

제9항에 따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는 소정레벨의 전원 전압을 전달하는 메인 전원선과, 서브 전원선과,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에 응답하고, 상기 메인 전원선과 상기 서브 전원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스위칭 
소자와 상기 스위칭 소자의 비도통시, 상기 서브 전원선을 상기 전원 전압과 다른 전압레벨에 유지하기 
위한 전압 설정 수단과, 상기 메인 전원선상의 전원 전압을 백 게이트로 받고 또한 한쪽 도통노드가 상기 
서브 전원선상의 전압을 받도록 접속되는 절연 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부여된 신호에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여 출력하는 논리 게이트를 포함한다.

제1청구항의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에 있어서, 제2의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그 전원선상의 전압레벨을 기준
전압레벨에 유지하고, 그것에 의해 안정하게 요구된 전압 레벨에 서브 전원선을 유지한다.

제2청구항의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에 있어서, 절연 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백 게이트에 기준 전
압이 인가되고, 이 절연 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드레숄드 전압을 제조 파라미터의 변동에도 불
구하고 거의 일정치에 유지할 수 있고, 이 다이오드 접속된 절연 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에 의해 
안정하게 요구된 전압레벨에 서브 전원선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준전압 조정수단에 의해 기준전압을 조정함에 의해, 서브 전원선의 전압을 메인 전원선상의 전원
전압으로 복귀시간 및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소비전류를 최적화할 수 있다.

특정 모드지시신호에 따라 기준전압을 변경함에 의해, 예를들면, 데이터 유지모드와 같은 특수 모드시에 
있어서 스탠바이 전류를 더욱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작모드에 따른 소비 전류 및 서브 전원선상의 
전압을 실현할 수 있다.

기준 전압 레벨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소자는, 메모리셀 어레이의 불량 메모리셀 구제를 위한 용장회로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용의 링크 소자와 동일 재료로 하는 것에 의해, 이 용장 회로의 불량 어드레스 프로그
램과 동일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준 전압 레벨 설정을 위한 프로그램소자의 프로그램을 행할 수 있고, 기
준 전압 설정을 위한 프로그램 시간을 외관상 없앨수 있다.

외부신호를 입력하는 입력 버퍼를 메인 전원선의 전압으로 동작시킴에 의해 그 동작전원 전압의 소정전압 
레벨의 복귀 시간을 없애고 빠른 타이밍으로 동작가능상태로 하여, 행선택회로와 같은 동작개시 타이밍이 
늦은 회로는, 서브전원선의 전압을 전원전압으로써 동작시킴에 의해 서브전원선에서의 전압레벨의 메인전
원선상의 전압레벨로의 복귀시간을 외관상 없앨수 있고, 스탠바이 전류의 증대를 초래하는 일 없이 엑세
스시간의 증대를 방지할 수 있다.

서브전원선의 전압레벨을 결정하는 기준전압의 전압레벨을 달리함에 따라 그 입력신호의 확정 타이밍이 
빠른 신호에 대해서는, 메인 전원선의 전압에 대한 차를 적게하여 메인 전원선상의 전압으로의 복귀시간
을 단축하여, 스탠바이 전류의 증대를 초래하는 일 없이 또는 각 논리 게이트의 동작 개시 타이밍을 지연
시킬 필요없이, 고속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제9항에 따른 발명에 있어서는, 논리게이트에 포함되는 전계효과트랜지스터는, 백게이트가 전원전압을 받
고 있고, 동작싸이클규정신호의 비활성화시에는 한쪽 도통노드전압과 백게이트의 전압이 다르고, 백게이
트효과에 의해 그 드레숄드 전압이 서브숄드전류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실시예]

이 발명은, 동작 싸이클로써 스탠바이 싸이클과 엑티브 싸이클을 가지고, 또한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논리 게이트의 입출력신호의 논리 레벨이 미리 결정할수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일예로써, 다이나믹 랜던 액세스 메모리와 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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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믹형 반도체 기억장치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1도는, 이 발명의 일실시예인 반도체기억장치(DRAM)의 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이다.

제1도에 있어서, DRAM은, 메모리셀 MC가 행 및 열의 마트릭스상에 배열되는 메모리셀 어레이(100)와, 어
드레스 버퍼(102)에서의 내부 로우 어드레스신호(X어드레스) RA를 디코드하고, 메모리셀 어레이(100)에 
있어서 대응의 행(워드선)을 선택하는 행선택회로(104)와, 어드레스 버퍼(102)에서의 내부 칼럼어드레스 
신호(Y 어드레스) CA를 디코드하고, 메모리셀 어레이(100)에 있어서 열(비트선 BL 및/BL)을 선택하는 열 
선택회로(106)과, 행선택회로(104) 및 열 선택회로(106)에 의해 선택된 행 및 열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
치되는 메모리셀에 대하여 데이터의 기록 또는 판독을 행하기 위한 입출력회로(108)를 포함한다.

제1도에 있어서는, 1본의 워드선(WL)과 1본의 비트선 BL(또는/BL)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되는 메모리
셀(MC)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메모리셀 어레이(100)에 있어서는, 「반환비트선 구성」의 경우 열선은 
서로 상보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비트선쌍 BL 및/BL에 의해 구성되고, 1열로 배열된 메모리 셀은 대응 비
트선쌍의 한쪽의 비트선 BL(또는/BL)에 접속된다.

워드선 WL에는 1행에 배열된 메모리셀 MC가 접속된다.  메모리셀 MC는 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 캐패시터
(MQ)와, 대응 워드선 WL상의 신호 전위에 응답하여 메모리 캐피시터(MQ)를 대응의 비트선 BL 또는/BL에 
접속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NT)를 포함한다.

DRAM은 더욱, 외부에서 부여되는 제어신호, 즉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RAS,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 및 기록 인에이블 신호/WE에 의해서 각각 내부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어회로(110)와, 한쪽 전원
노드(20)에 부여된 전원전압 Vcc에서 하이 레벨 전원전압(VCL)을 생성하여 각 회로에 공급하는 전원 전압 
공급회로(120)과,  다른쪽 전원노드(접지노드)(30)에  부여되는 다른쪽 전원전압(접지 전압)Vss에서 로우 
레벨전원전압 VSL을 생성하여 각 회로로 공급하는 접지전압 공급회로(130)을 구비한다.

제1도에 있어서는, 전원전압 공급회로(120)은, 전원전위 Vcc와 하이레벨 전원전압 VCL을 함께 내부의 각 
회로로 전달하도록 표시된다.

이것은, 후에 설명하도록, 각 회로에 대하여 메인 전원선과 서브 전원선에 의해 전원전위 Vcc 및 하이레
벨 전원전압 VCL이 동시에 전달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접지 전압 공급회로(130)도 접지전위 Vss와 로우 레벨 전원전압 VSL을 내부 회로로 전달하도록 
나타낸다.

또한 제1도에 있어서는,  전원단자(20)에  부여되는 전원전위 Vcc  및  접지단자(30)에  부여되는 접지전위 
Vss에서 고전압 Vpp 및 부전압 Vbb를 발생시키는 Vpp발생회로 256 및 Vbb발생회로 250이 표시된다.

Vpp발생회로(256)에서의 고전압 Vpp는,  행선택회로(104)를 게재하여 메모리셀 어레이100에 있어서 선택 
워드선 WL2에 전달된다.

이것에 의해 메모리셀 MC에 포함되는 트랜지스터 MT의 드레숄드 전압 손실에 의한 메모리 캐패시터 MQ의 
기록 전압의 손실을 방지한다.

Vbb발생회로(250)에서의 부전압 Vbb는 적어도 메모리 어레이(100)의 기판 영역으로 인가된다.

부전압 Vbb를 메모리 어레이(100)의 기판 영역으로 인가함에 의해, 후에도 설명하지만 n채널 MOS 트랜지
스터의 드레숄드 전압의 안정화, 신호 배선 영역에 있어서 기생 MOS트랜지스터의 턴온의 방지 등을 실현
한다.

제어회로(110)의 구성은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하나, 행 선택 동작에 관련하는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회로
와, 열선택 동작에 관련하는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회로를 포함한다.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는, DRAM의 동작 싸이클, 즉, 외부 엑세스 대기 상태의 스탠바이 싸이클
과 외부 엑세스가 행해지는 엑티브 싸이클을 결정함과 동시에, DRAM내의 행선택에 관련하는 동작을 개시
시킨다.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에 의해 활성/비활성이 결정되는 회로를 로우계 회로로 이하 
칭한다.

칼럼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는, 신호/RAS의 활성화시(L레벨)에 있어서 DRAM의 열선택에 관련하는 동
작(데이타 입출력동작을 포함한다)을 개시시킨다.  기록 인에이블 신호/WE는 데이터 기록을 행할지 어떤
지를 나타내고, 로우 레벨시에 데이터 기록을 지정하고, 하이 레벨시에 데이터 판독을 지정한다.  데이터 
판독 타이밍은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CAS의 활성화에 의해 결정되고, 데이터 기록 타이밍은 신호
/WE 및 /CAS의 늦은 쪽의 활성화에 의해 결정된다.

신호/CAS에 의해 활성/비활성이 결정되는 회로를 칼럼계회로라고 이하 칭한다.

출력 인에이블 신호/OE가 새롭게 부여되는 구성이 이용되어도 된다.

전원전압공급회로(120) 및 접지전압공급회로(130)은, 그 구성은 후에 상세하게 설명하나, 로우계 회로 및 
칼럼계 회로에 대하여 각각 설치됨과 동시에 전압 VCL, VSL을 전달하는 전원선의 인피던스(저항)을 DRAM
의 동작상태(동작 싸이클 및 동작기간)에 응답하여 변경함에 의해, 서브드레숄드전류를 억제한다.

다음에, 이 제1도에 나타난 DRAM의 데이터 입출력동작에 관하여 간단하게 제2도에 나타난 동작 파형도를 
아울러 참조하여 설명한다.  외부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RAS가 하이 레벨의 비활성시에 있어서는, 
DRAM은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다.

이 상태에 있어서, 메모리셀 어레이(100)에 있어서는, 워드선 WL은 비선택상태의 로우 레벨에 있고, 비트
선 BL 및/BL 중간전위(Vcc/2)레벨로 프리 차지되어 있다.

센스앰프 활성화신호(SO)도 비활성상태의 로우 레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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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비트선쌍 BL,/BL 각각에 대하여 센스앰프가 설치되어 있어도 되고, 활성화
시에는 이 센스 앰프는 대응 비트선쌍의 각 비트선의 전위를 차동적으로 증폭한다.

입출력데이타 Din(및 Q)는 무효상태이다.

제2도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이 임피던스(전기적으로 프로팅상태) Hi-Z으로서 나타낸다.

신호/RAS가 로우레벨로 하강하면, 엑티브 싸이클이 시작되고, DRAM의 내부 엑세스가 행해진다.

먼저, 중간 전위에 유지되어 있었던 비트선 BL 및/BL이 그 프리차지 전위로 프로팅 상태로 된다.

어드레스버퍼(102)는 제어회로(110)의 제어에 따라 부여된 어드레스 신호를 취해서 내부 로우 어드레스 
신호 RA를 발생한다.

행선택회로(104)가 이 내부 로우 어드레스 신호 RA를 디코드하고, 어드레스 지정된 행에 대응하여 설치된 
워드선의 전위를 하이레벨로 상승시킨다.

선택된 워드선 WL에 접속되는 메모리셀을 유지하는 데이터(메모리 캐패시터 MQ의 한쪽 전극(스토레지 노
드)의 전위)가 대응의 비트선 BL 또는/BL로 전달된다.

(메모리 트랜지스터 MT를 게재하여) 이것에 의해 비트선 BL 또는/BL의 전위가 전달된 메모리셀을 유지 데
이터에 의해서 변화한다.

쌍을 이루는 다른쪽의 비트선 BL 또는/BL은 프리챠지전위(Vcc/2)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센스앰프 활성화신호 SO가 활성화되고, 도시되어 있지 않은 센스앰프가 동작하고, 비트선쌍 BL 
또는/BL의 전위를 차동적으로 증폭함에 따라, 메모리셀의 유지 데이터를 검지증폭한다.

제2도에 있어서는, 선택된 메모리셀이 하이 레벨데이타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표시된다.

비트선 BL 또는/BL의 전위가 하이레벨 (전원전압 Vcc레벨) 및 로우레벨 (접지전위 Vss레벨)에 확정하면 
칼럼 인터록 기간이 종료하고, 칼럼계 회로의 동작이 허가된다.

이 칼럼계 회로의 출력신호가 유효되는 기간에 있어서는, 외부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CAS가 유효되
고, 활성상태로되고, 로우 레벨로 된다.  이 로우 레벨의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CAS에 응답하고, 
어드레스 버퍼(102)는, 어드레스 신호를 취해서 내부 칼럼 어드레스 신호 CA를 발생한다.  열선택회로
(106)가 이 내부컬럼어드레스신호 CA를 디코더하고, 메모리셀 어레이(100)에 있어서, 대응의 
열(비트선쌍)을 선택한다.

입출력회로(108)은, 데이터 판독시에 있어서는, 이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의 하강에 응답하여 
유효 데이터 Q를 출력한다.

데이터 기록시에 있어서는, 기록 인에이블 신호/WE 및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가 아울러 로우 
레벨로 되면, 외부 기록 데이터 D에서 유효한 내부 기록 데이터가 생성되고, 선택된 메모리 셀(선택된 행 
및 열의 교차부에 배치된 메모리셀)로 기록되어진다.

필요한 메모리셀의 데이터의 기록/판독이 완료되면,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가 비활성상태의 하
이 레벨로 상승하고, 엑티브 싸이클이 완료한다.  이것에 의해, 칼럼계 동작 유효기간이 완료하고, 선택 
상태에 있었던 워드선 WL이 비선택상태로 되고, 또한 센스앰프 활성화신호 SO도 비활성상태로 되고, 비트
선 BL 및/BL이 동등하게 되고 또한 중간 전위로 프리 차아지 된다.  이후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CAS가 비활성상태로 되고, 기록 인에이블 신호/WE도 하이 레벨로 되면, 하나의 메모리 싸이클이 완료한
다.

제3도는, 제1도에 나타난 어드레스 버퍼 및 제어회로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3도에 있어서, 어드레스 버퍼(102)는, 외부에서 부여된 어드레스 신호 Ai-A0에서 X어드레스 내부 로우 
어드레스 신호 RA)를 발생하는 로우 어드레스 버퍼(101)과 어드레스 신호 Ai-A0에서 Y어드레스(내부 칼럼 
어드레스 신호 CA)를 발생하는 칼럼어드레스버퍼(103)을 포함한다.

로우 어드레스 신호와 칼럼 어드레스 신호가 멀티플렉스로하여 어드레스 신호 Ai-A0으로써 부여된다.

로우 어드레스 버퍼(101) 및 칼럼 어드레스 버퍼(103)이 각각 X어드레스 및 Y어드레스를 발생하는 타이밍
은 제어회로(110)에서의 내부제어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제어회로(110)은, 외부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RAS를 받고 내부RAS신호, 로우어드레스래치 신호 RAL 
및 로우 어드레스 인에이블 신호 RADE를 발생한다.

/RAS버퍼(200)과/RAS버퍼(200)에서의 신호 RAL 및 RADE에 응답하여 로우 어드레스 버퍼(101)를 활성화하
는 로우 어드레스 콘트롤러(202)와 /RAS버퍼200에서의 내부 RAS신호에 응답하여 워드선 구동신호 RX(후에 
설명한다.) 및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O를 발생하는 어레이 콘트롤러(206)과, 어레이 콘트롤러(206)에서
의 신호 (센스 앰프 활성화신호)에 응답하여 인터록 신호를 발생하는 인터록신호발생회로(208)을 포함한
다.

인터록신호발생회로(208)에서의 인터록신호는 제2도에 나타난 인터록기간 및 칼럼계 동작 유효 기간을 결
정하고, 열선택에 관련하는 동작을 인에이블 한다.  제어회로(110)은, 더욱 외부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CAS에 응답하여 내부 CAS신호, 칼럼 어드레스 래치 신호 CAL 및 칼럼 어드레스 인에이블 신호 CADE
를 발생하는 /CAS버퍼(210)과, 외부에서의 기록 인에이블 신호/WE에 응답하여 내부 WE신호를 발생하는 WE
버퍼(212)와 /CAS에서의 신호 CAL 및 CADE에 응답하여 칼럼 어드레스 버퍼(103)의 동작을 제어하는 칼럼 
어드레스  콘트롤러(214)와,  칼럼  어드레스  버퍼(103)에서의  Y어드레스의  변화시점을  검출하는 ATD회로
(126)과 /CAS버퍼(210)에서의 내부 CAS신호와 ATD회로 216에서의 어드레스 변화 검출신호 ATD에 응답하여 
제1도에 나타난 입출력 회로의 데이터 검출계를 활성화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판독 제어기(218)과 /CAS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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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210)에서의 내부 CAS신호와 /WE버퍼(212)에서의 내부 WE신호와, ATD회로(216)에서의 어드레스변화검출
신호 ATD에 의해서 제1도에 나타난 입출력회로의 데이터 기록계를 활성화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판독 제어
기(219)을 포함한다.

DRAM에 있어서는, 칼럼 어드레스 신호가 부여되어져 유효 데이터가 출력될 때까지의 어드레스 엑세스 타
임이 방법에 의해 규정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 칼럼 어드레스 신호의 변화를 검지하기 위한 ATD회로
(216)이 설치되어 있다.  이 ATD회로(216)에서의 어드레스 변화 검출신호 ATD에 의해 칼럼 디코더 및 프
리앰프 (후에 설명한다.) 등의 칼럼계 회로의 동작 타이밍이 결정된다.

판독 제어기(218)은, ATD회로(216)에서의 어드레스 변화검출신호 ATD에 의해 프리앰프 인에이블 신호 PAE
를 발생하고, 신호/CAS에 의해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M (후에 설명한다)을 출력한다.

판독 제어기(219)는 /WE버퍼(212)에서의 내부 WE버퍼 212에서의 내부 WE신호 및 어드레스 변화 검출신호 
ATD에 의해 나중에 설명하는 라이트 드라이버를 활성화하는 신호 WDE를 생성하고, 또한 /CAS버퍼(210)에
서의 내부 CAS신호와 ATD회로(216)에서의 어드레스 변화 검출신호 ATD에 의해 나중에 설명하는 입력 버퍼
에 대한 데이터 래치 신호 DIL를 출력한다.

로우 어드레스 콘트롤러(202)는, 로우 어드레스 래치 신호 RAL에 따라서 로우 어드레스 버퍼(101)에 대하
여 로우 어드레스를 래치시키고, 로우 어드레스 인에이블 신호 RADE에 응답하여 내부 로우 어드레스 신호 
(X어드레스)를 유효 상태로 한다.

칼럼 어드레스 콘트롤러(214)는 칼럼 어드레스 래치 신호 CAL이 활성상태로 되면, 칼럼 어드레스 버퍼
(103)에 어드레스 래치 동작을 실행시키고, 다음에 칼럼 어드레스 인에이블 신호 CADE가 활성상태로 되면 
내부 칼럼 어드레스 신호 CA(Y어드레스)를 유효 상태로 한다.

인터록신호발생회로(208)에서의 인터록신호는 /CAS버퍼(210) 및 /WE버퍼(212)로 부여된다.

이 인터록신호발생회로(208)의 출력이 비활성 상태에 있고, 칼럼인터록 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CAS
버퍼(210) 및 /WE버퍼(212)의 내부 신호 발생 동작이 대기 상태로 된다.

ATD회로(216)은,  동일하게 이  인터록신호발생회로(208)에서의 칼럼 인터록 기간 지정신호(비활성상태의 
인터록 신호)에 의해 어드레스 변화 검출신호 ATD의 발생이 대기 상태로 된다.

리프레쉬 콘트롤러(204)는 /RAS버퍼(200)에서의 내부 RAS  신호와 /CAS버퍼(210)에서의 내부 CAS  신호에 
의해서 리프레쉬 동작이 지정되었을 때(CBR모드), 내부에서 소정의 시간폭을 갖는 내부 RAS신호를 발생하
고, 리프레쉬에 필요한 동작을 실행한다.

리프레쉬 콘트롤러(202)는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가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의 상승
보다도 먼저 상승했었을 때에 리프레쉬 모드가 지정되었다고 판별한다.

리프레쉬 모드가 지정되었을 때, 통상, 열 선택동작은 금지된다 (내부CAS신호 및 내부 WE신호의 발생의 
금지)

이 제3도에 나타난 구성에 있어서, 신호/RAS에 관련하여 동작하는 회로 즉 로우계 회로는 /RAS버퍼(200), 
로우 어드레스 콘트롤러(202), 리프레쉬 숄드 콘트롤러(204), 어레이 콘트롤러(206), 인터록신호발생회로
(208) 및 로우 어드레스 버퍼 101이다.  열선택에 관련한 칼럼계 회로는 CAS버퍼(210), /WE버퍼(212), 칼
럼어드레스콘트롤러(214),  ATD회로(216),  판독  제어기(218),  기록  제어기(219),  및 칼럼어드레스버퍼
(103)이다.

제4도는, 제1도에 나타난 메모리 셀 어레이부 및 입출력회로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제4도에 있어서, 행선택회로(104)는, 제3도에 나타난 로우어드레스버퍼(101)에서 부여되는 X어드레스 (내
부 로우 어드레스 신호 RA)를 디코드하고, 메모리셀 어레이(104)에 있어서 대응의 워드선을 선택하고, 어
레이 콘트롤러(206)에서 부여되는 워드선 구동신호 RX를  선택된 워드선 WL상으로 전달하는 로우디코더
(230)에 의해 구성된다.

메모리셀 어레이(104)에 대해서는, 어레이 콘트롤러(206)(제3도 참조)에서 부여되는 센스 앰프 활성화 신
호 SO에 의해 활성화되고, 각열CL(비트선쌍 BL 및/BL)의 신호전위를 차동적으로 증폭하는 센스앰프(232)
가 설치된다.

제1도에 나타난 열 선택회로(106)은, 제3도에 나타난 판독 제어기(218) 또는 기록 제어기(219)에서 부여
되는 칼럼 어드레스 인에이블 신호 CDE에 응답하여 활성화되고, 활성화시에 제3도에 나타난 칼럼어드레스
버퍼(103)에서 부여되는 Y어드레스 (내부 칼럼 어드레스 신호 CA)를 디코드하고, 메모리셀 어레이(104)에 
있어서 대응의 열을 선택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칼럼디코더(234)를 포함한다.

제1도에 나타난 열 선택회로(106)은, 이 칼럼디코더(234)에서의 열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메모리셀 어레이
(104)에 있어서 대응의 열을 I/O선을 236에 접속하는 IO게이트를 더욱 포함한다.

제4도에 있어서는, 이 IO게이트는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제1도에 나타난 입출력회로(108)은 제3도에 나타난 기록제어기(218)에서 부여되는 프리앰프 인에이블 신
호 PAE에 응답하여 활성화되고, I/O선 236상의 내부 판독 데이터를 증폭하고 판독 데이터버스(245)상으로 
전달하는 프리앰프(240)과, 판독제어기(218)(제3도 참조)에서의 메인 앰프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M에 응
답하여 활성화되고, 판독데이타버스(245)상의 신호를 증폭하여 외부 판독 데이터 Q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출력 버퍼(242)와, 제3도에 나타난 기록 제어기(219)에서의 입력 데이터 래치 신호 DIL에 응답하여 외부 
기록 데이터 D를 래치하여 라이트 데이터 버스(249)상에 출력하는 입력버퍼(244)와, 제3도에 나타난 기록 
제어기(219)에서의 기록 드라이버 인에이블 신호 WDE에 응답하여 활성화되고, 기록 데이터 버스(249)상의 
내부 기록 데이터에 의해 I/O선(236)상의 내부 기록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록 드라이버(246)을 포함한다.

제4도는 있어서는, 더욱, DRAM의 기준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Vbb 발생기(250), Vpp발생기(256)에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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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Vcc/2발생기(255)를 나타낸다.  Vbb 발생기(250), 챠지 펌프 동작에 의해 부전압 Vbb를 발생하고, 기
판  (또는  웰)  영역으로  부여된다.   이  부전압  Vbb을  기판  영역으로  인가함에  의해,  이하의  효과를 
꾀한다.

(1) 부전압 Vbb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절연 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p형 기판영역
(웰 영역)에 인가된다.  외부 신호 입력단자에 부여되는 신호에 언더슈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입력단자에서 p형 기판영역에의 전자의 주입을 방지하고, 이 전자 주입에 의한 메모리 셀 데이터의 파
괴를 방지한다.

(2)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고불순물 농도 N+영역과 P 기판 기판영역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PN접합용량을 
저감하고, 내부동작의 고속화를 꾀한다.

(3)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숄드 전압에 대한 기판 효과를 저감하고, 회로 동작의 안정화를 꾀한다.

(4) 신호배선과 기판영역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기생 MOS트랜지스터의 발생을 억제한다.

Vcc/2발생기(255)는 전원전압 Vcc의 1/2전위를 발생한다.  이 Vcc/2발생기 255에서의 중간전위 Vcc/2는 
메모리셀의 캐패시터 MQ의 다른쪽 전극 (셀프 레이트)에 부여된 스탠바이시에 비트선을 중간 전위 Vcc/2 
에 프리 챠지할 때에 이용된다.

제4도에 나타난 구성에 있어서, 로우계 회로는 로우디코더(230) 및 센스앰프(232)이다.

칼럼계  회로는,  칼럼  디코더(234),  프리앰프(240),  출력버퍼(242),  입력버퍼(244),  및  기록 드라이버
(246)이다.

Vbb 발생기(250), Vpp발생기(256) 및  Vcc/2발생기(255)는 로우계 신호 및 칼럼계 신호에 관계없이 항상 
소정의 전압을 발생한다.

제5도는 제3도 및 제4도에 나타난 제어신호의 발생 시퀀스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제3도 내지 제5도를 참조하여 각 회로의 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스탠바이 사이클시에 있어서는, 외부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는 하이 레벨에 있다.

이 상태에 있어서는, 내부 RAS  신호, 로우 어드레스 래치 신호 RAL,  및 로우 어드레스 인에이블 신호 
RADE는 동시에 비활성상태의 로우 레벨이 있다.  열선택 동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칼럼 인에이블 신호 (인
터록신호)CLE도 비활성 상태의 로우 레벨에 있다.  또한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CAS 및 기록 인에
이블 신호/WE도 하이 레벨에 있다.

칼럼계의 제어신호 ATD, PAE, OEM, DIL 및 WDE 모두 비활성상태의 로우 레벨에 있다.

I/O선은, 소정전위(Vcc-Vth)레벨에 프리챠지 된다.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가 로우 레벨에 상승하면 액티브 싸이클이 상승된다.

이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의 상승함에 응답하여 내부 RAS신호가 활성상태의 하이 레벨로 상승
하고, 이 내부 RAS신호의 상승에 응답하여, 로우 어드레스 래치 신호(RAL)가 하이 레벨로 상승한다.

이 로우 어드레스 래치 신호 RAL 의 상승함에 응답하여, 제3도에 나타난 로우 어드레스 버퍼(101)이 부여
된 어드레스 신호 Ai-Ao을 래치한다.  다음에 로우 어드레스 인에이블 신호 RADE 하이 레벨의 활성상태로 
되고, 로우 어드레스 버퍼(101)에서 래치된 어드레스 신호에 대응하는 X어드레스 (내부 로우 어드레스 신
호 RA)가 발생된다.

이 X어드레스에 의한 메모리셀 어레이(104)에 있어서 워드선의 선택 및 선택 워드선 전위의 하이 레벨로
의 상승 및 센스앰프(232)에 의한 센스 동작이 완료할 때까지, 칼럼 인에이블 신호 CLE는 비활성 상태의 
로우 레벨에 있다.  로우계 회로의 동작이 전부 완료하고, 센스앰프(232)가 선택된 워드선에 접속되는 메
모리셀의 데이터를 검지하고 증폭하여 또한 래치한 후, 칼럼 인에이블 신호 CLE가 활성상태의 하이 레벨
에 상승한다.

이 칼럼 인에이블 신호 CLE의 하이 레벨로의 상승함에 의해 칼럼 인터록 기간이 종료하고, 칼럼계 유효기
간이 시작된다.

칼럼계 유효기간에 있어서,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CAS가 상승하고, 칼럼 어드레스 래치 신호 CAL 
및 칼럼 어드레스 인에이블신호 CADE가 순차적으로 하이 레벨로 되고, 칼럼 어드레스 버퍼(103)에서 Y어
드레스(내부 칼럼 어드레스 신호 CA가 발생된다.

이 칼럼 어드레스 버퍼(103)에서의 Y어드레스에 의해 ATD회로 216에서 어드레스 변화검출신호 ATD가 발생
되고, 이 어드레스 변화검출신호 ATD에 의해 판독제어기(218) 또는 기록 제어기(219)에서 칼럼 디코더 인
에이블신호 CDE가 발생된다.

제5도에 있어서는, 도면을 간략화하기 위한 칼럼 어드레스 래치 신호 CAL, 칼럼 어드레스 인에이블 신호 
CADE 및 칼럼 디코더 인에이블 신호 CDE는 나타내고 있지 않다.

칼럼 어드레스 래치 신호 CAL 및 칼럼 어드레스 인에이블 신호 CADE가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 /CAS
에 의해 발생된 내부 CAS신호에 응답하여 발생되고, 칼럼 디코더 인에이블 신호 CDE는, 어드레스 변화 검
출신호 ATD의 상승에 응답하여 발생된다.

칼럼 디코더 인에이블 신호 CDE에 응답하여, 칼럼 디코더(234)가 Y어드레스의 디코드 동작을 행하고, Y어
드레스에 대응하는 메모리셀 어레이(104)에 있어서 열을 선택한다.

이것에 의해, I/O선(236)에 선택된 열상에 전달된 메모리셀 데이터가 전달되고, I/O선(236)의 전위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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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

I/O선(236)은 칼럼 디코더 인에이블 신호 CDE에 응답하여 프리차지 상태에서 해방되어 전기적으로 프로팅 
상태로 설정된다.

다음에 이 어드레스 변화 검출신호 ATD 상승에 응답하여 프리앰프 인에이블 신호 PAE가 하이 레벨로 상승
되고, 프리앰프(240)이 활성화되고, I/O선(236)상에 나타난 신호를 증폭하여 리드 데이터 버스(245)상으
로 전달한다.

판독 제어기(218)에서의 메인 앰프 출력 인에이블 신호 OEM이 하이 레벨로 상승하고 출력버퍼(242)가 활
성화되고, 이 판독 데이터버스(245)상의 데이터를 증폭하여 외부 데이터Q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한편, 
데이터  기록시에  있어서는  신호/CAS  및  WE에  응답하여  입력  데이터  래치신호  DIL이  하이  레벨로 
상승되고, 입력버퍼(244)가 외부 기록 데이터 D를 래치하고, 기록 데이터 버스(249)상에 전달한다.

다음에 신호/WE 및 CAS에 응답하여 기록 드라이버 인에이블 신호(WDE)가 소정시간 하이 레벨에 상승하고, 
기록 드라이버(246)이 활성화되고, 기록 데이터 버스(249)상의 데이터에서 내부 기록 데이터를 생성하여 
I/O선 236상에 전달한다.  칼럼 어드레스 스트로브신호/CAS가 하이 레벨이 상승하면, 하나의 메모리셀에 
대한 데이터의 기록/판독 싸이클이 완료하고, 신호 OEM 및 DIL이 로우레벨로 하강하고, 또한 I/O선(236) 
및 프리차아지 전위로 복귀한다.

한편, 외부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가 하이레벨이 상승하면, 엑티브 싸이클이 완료되고, 이 외
부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의 상승에 응답하여 로우 어드레스 인에이블 신호 RADE 및 칼럼 인에
이블 신호 CADE가 동시에 비활성상태의 로우레벨로 된다.

다음에 내부 RAS신호 및 로우 어드레스 래치 신호 RAL이 로우레벨로 된다.

외부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RAS의 하이 레벨로 상승에서 내부 RAS 신호의 로우레벨로의 하강 까지
의 기간의 사이에 로우계의 제어신호가 전부 초기 상태에 복귀한다.

칼럼계 유효기간에 있어서는, 로우계 제어신호는 전체 일정의 상태를 유지한다.  칼럼계 제어신호는 칼럼 
인터록 기간은 초기 상태를 유지하고, 칼럼계 유효기간에 있어서 변화한다.  즉, DRAM에 있어서는, 로우
계 제어신호 및 칼럼계 제어신호는 동시에 어느 동작기간에 있어서 논리 레벨은 예측가능하며, 어느 시퀀
스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활성화된다.

[실시예 1]

제6도는 이 발명의 제1의 실시예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6도에 있어서는, 제3도 및 제4도에 나타난 주변회로에 포함되는 회로를 인버터 f1,f2 및 f3에 의해 대
표적으로 나타낸다.

인버퍼 f1∼f3의 각각은,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T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T를 포함하고, CMOS 인버터
의 구성을 구비한다.

인버퍼 f1∼f3에 동작전원전압을 인가하기 위하여, 전원노드(20)에 부여되는 전원전압 Vcc를 전달하는 제
1의 메인 전원전압 전달선(1)과, 이 제1의 메인 전원전압 전달선과 평행으로 배설되는 제1의 서브 전원 
전압전달선(2)와,  접지노드(30)에  부여되는 접지전위(30)을  전달하는 제2의  메인 전원전압전달선(3)과, 
제2의 메인 전원전압전달선(3)과 평행으로 배설되는 제2의 서브전원 전압선(4)가 설치된다.  이하의 설명
에 있어서는 제1의 메인 전원전압전달선(1)을, 단순히 메인 전원선(1)로 칭하고, 제1의 서브 전원 전압 
전달선(2)를, 서브 전원선(2)로 칭하고, 또한 제2의 메인 전원 전압 전달선(3)을 메인 접지선(3)으로 칭
하고, 제2의 서브 전원전압 전달선(4)를 서브 접지선(4)로 칭한다.

인버터f1은, 서브전원선(2)와 메인접지선(3)상의 전압 VCL 및 Vss를 양동작 전원전압으로써 동작하고, 인
버터 f2는, 메인 전원선(1)상의 전압 Vcc와 서브 접지선4상의 전압 VSL를 양동작 전원전압으로써 동작하
고, 인버터 f3은, 서브 전원선(2)상의 전압 VCL과 메인 접지선(3)상의 전압 Vss를 양동작 전원 전압으로
써 동작한다.

인버퍼 f1∼f3 각각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T의 백 게이트는 메인 전원선1상의 전압 Vcc가 인가되고, 
인버퍼  f1∼f3  각각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T의  백게이트로는  메인  접지선(3)상의  전압  Vss가 
인가된다.

서브 전원선(2) 및 서브 접지선(4)를 이들의 MOS 트랜지스터 PT 및 NT의 백 게이트에 결합시킨 경우의, 
기판 접합 용량의 증가에 의한 서브 전원선(2) 및 서브 접지선(4)의 기생 용량에 의한 전압 VCL 및 VSL의 
변화속도의 저하를 방지한다.

또한, 전압 VSL이 상승했을 때, n채널 MOS 트랜지스터 NT의 소스 전위가 백 게이트 전위보다 높게 되고, 
실효적으로 MOS트랜지스터 NT의 드레숄드 전압을 높게하여 서브 드레숄드 전류를 저감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T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스탠바이 싸이클시에는 소스 전위가 백 게이트 전위
보다도 낮게되고, 그 드레숄드값이 보다 낮게 되고, 서브드레숄드 전류를 저감한다.

트랜지스터 Q1∼Q3에 관해서는 소스와, 백 게이트를 동일 전위로써 백 게이트 효과를 없애서 드레숄드 전
압을 일정하게 해서 스위칭 특성의 변동을 방지한다.

메인전원선(1)과 서브전원선(2)의 사이에,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에 응답하여 도통하고, 메인 전원선
(1)과 서브전원선(2)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1이 설치되고, 서브 접지선(4)와 메
인 접지선(3)의  사이에,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 ψ2에 응답하여 도통하고,  메인접지선(3)과 서브접지선
(4)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2가 설치된다.

더욱, 메인 전원선(1)과 서브 전원선(2)에 대하여, 이 서브 전원선(2)상의 전압과 기준 전압 발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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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서의 기준 전압 Vref1을 차동적으로 종폭하는 차동 증폭기(5)와 이 차동 증폭기(5)의 출력신호에 
의해서 메인 전원선(1)에서 서브전원선(2)로 전류를 공급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Q3가 설치된다.

차동 증폭기(5)는  그 정입력에 서브전원선(2)상의 전압을 받고, 그 부입력에 기준 전압 발생회로(10)에
서의 기준 전압 Vref1를 받는다.

메인 접지선(3)과 서브접지선(4)에 대하여, 또한 서브 접지선(4)상의 전압 VSL과,  기준 전압 발생회로
(10)에서의 기준 전압 Vref2를 차동적으로 증폭하는 제2의 차동증폭기(6)과, 이 작동 증폭기(6)의 출력신
호에 응답하여 서브 접지선(4)에서 메인 접지선(3)으로 전류를 송출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Q4가 설치
된다.   차동  증폭기(6)은,  그  정입력에  서브  접지선(4)상의  전압  VSL를  받고,  그  부입력에  기준전압 
Vref2를 받는다.

다음에 이 제6도에 나타난 회로의 동작을 그 동작 파형인 제7a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기준전압 Vref1은, 전원전압 Vcc에 가까운 전압 레벨이며, 기준전압 Vref2는 접지전위 Vss에 가까운 전압
레벨이다.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가 전원전압 Vcc레벨의 H레벨, 동작싸이클 규정신
호ψ가 접지전압 Vss레벨의 L레벨에 있다.

이 상태에 있어서는 MOS트랜지스터 Q1 및 Q2는 아울러 도통상태(오프상태)에 있다(제7도(a)참조).

이 상태에 있어서, 서브 전원선(2)상의 전원 전압 Vcc가 기준전압 Vref1 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차동 증
폭기(5)의 출력신호는 전원 전위 Vcc 레벨의 H레벨이며, MOS 트랜지스터 Q3은 오프 상태로 된다(제7b).

또한 한편, 서브전원선(2)상의 전압 VCL이 기준전압 Vref1 보다도 적게 되면, 이 차동증폭기(5)의 출력신
호가 L레벨로 되고, MOS트랜지스터Q3이 온 상태로 되고, 메인전원선(1)에서 서브전원선(2)로 전류를 공급
한다.  이 메인 전원선(2)상의 전압이 다시 VCL에 도달하면, 이 MOS트랜지스터Q3은 차동증폭기(5)의 출력
신호에 의해 오프상태로 된다.

여기에서 제7도(b)에 있어서는, 서브 전원선2, 차동증폭기(5) 및 MOS트랜지스터 Q3의 피드백 경로에 의한 
응답의 지연이 적게 발생하고 있도록 표시된다.  따라서, 이 서브 전원선(2)상의 VCL은, 스탠바이 싸이클
시에 있어서, MOS트랜지스터 Q3 및 차동증폭기(5)에 의해 거의 전원전위 Vcc 레벨 보다도 낮은 기준전압 
Vref1의 전압레벨에 간직된다.

한편 제7도(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브 접지선상의 전압 VSL이 기준전압 Vref2 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차동증폭기(6)의 출력신호가 접지전위 Vss레벨의 L레벨로 되고, MOS트랜지스터 Q4는 오프 상태로 된다.

한편,  이 전압 VSL이  기준전압 Vref2보다도 높게되면,  차동증폭기(6)의  출력신호도 H레벨로 상승하고, 
MOS트랜지스터 Q4는 온상태로 되고, 이 서브 접지선(4)에서 메인 접지선(3)으로 전류가 빠지고, 이 서브 
접지선(4)상의 전압 VSL의 전압레벨을 저하시킨다.

한편 전압 VSL이 기준전압 Vref2 이하로 되면, MOS트랜지스터 Q4는 오프상태로 된다.

따라서, 이 서브 접지선(4)상의 전압VSL은 기준전압 Vref2의 전압 레벨에 유지된다.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입력신호 IN은 H레벨이다.

이 상태에 있어서, 인버터 f1의 p채널 MOS트랜지스터 PT는, 그 게이트 전압 Vcc레벨, 소스 전위가 전압 
VCL(=Vref1)이며,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T가 게이트 소스간 전압은 부전압으로 되고, 또한 백 게이트는 
전압 Vcc가 부여되어지고, 이것에 의해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T에 의해 보다 강한 오프상태로 되고, 제
25도에 나타내도록 그 서브 드레숄드 전류가 충분히 저감된다.

인버터f2에 대해서는, 인버터f1에서 그 n채널 MOS트랜지스터 NT에 의해 접지전위 Vss레벨의 L레벨의 신호
가 부여된다.

이때, 인버터f2에 있어서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T가 그 게이트 전압이 접지전위Vss레벨, 소스 전압이 
전압 VSL(Vref2)이며, 게이트 소스간 전압이 부전압으로 되고, 또한 백 게이트의 전위가 전압 Vss레벨이
며, 보다 강한 오프 상태로되고, 제25도에 나타난 도에서 명확하도록 그 서브 드레숄드 전류가 증폭하여 
저감된다.

인버터f3에 있어서도, 인버터f2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T에서 전원전위 Vcc레벨의 H레벨의 신호가 부여
되고, 인버터f3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T가 백게이트 전위의 효과와 맞추어 보다 강한 오프상태로되고, 
그 서브 드레숄드 전류가 저감된다.

n채널 MOS트랜지스터 NT는, 온 상태로 되고, 그 출력 노드 OUT를 접지전위 Vss레벨의 L레벨에 의해 방전
하면, 오프상태로 된다.

따라서, 인버터 열 f1∼f3에 있어서, 서브 드레숄드 전류역에서 동작하는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은 거의 부전압으로 되고 (nMOS트랜지스터에 관하여) 강한 오프상태로 되고, 이것에 의해 서브 드
레숄드 전류가 충분하게 억제된다.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는 MOS트랜지스터는, 그 출력하는 신호의 전압레벨이 소스 전압과 동등하게 되면, 
오프상태로 된다.

이 상태에 있어서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제6도에 나타난 구성에 의해 스탠바이 싸이클 시에 있어서 서브 드레숄드 전류를 충분히 억제
할 수 있다.

특히 차동증폭기(5) 및 (6)을 이용하여 서브 전원선(2)상의 전압 VCL 및 서브접지선(4)상의 전압 VS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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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전압 Vref1 및 Vref2에 유지하는 것에 의해, 종래의 26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저항 Ra 및 Rb를 이용
하는 구성과 다르고, 제조페라메터에 변동 영향을 받는일 없이 확실하게 소정의 기준전압 Vref1 및 Vref2
의 레벨에 전압 VCL 및 VSL를 설정할 수 있고, 안정하게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서브 전원선(2) 및 서브 접
지선(4)상의 전압 VCL 및 VSL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기준전압 Vref1 및 Vref2를 이용함에 의해 원하는 전압레벨에 전압 VSL 및 VCL를 설정할 수 있다.

액티브 싸이클에 있어서는,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가 L레벨로 되고,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 ψ가 H레벨
로 된다.

그것에 의해 MOS트랜지스터 Q1 및 Q2가 온 상태로 되고, 메인 전원선(1)과 서브 전원선(2)가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메인 접지선(3)이 서브 접지선(4)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때, 기준전압 Vref1과 전원 전압 Vcc와의 차는 적게되고, 또한 전압 VCL은 차동증폭기(5) 및 MOS트랜지
스터 Q3에 의해 안정되게 기준전압 Vref1의 전압레벨에 유지되어있기 때문에, 서브 전원선(2)는 고속으로 
소정시간내에 전원전위 Vcc레벨로 복귀한다.

마찬가지로 기준전압 Vref2와 접지전압 Vss의 차는 적고, 또한 전압VSL은 차동증폭기(6) 및 MOS트랜지스
터 Q4에 의해 기준전압 Vref2의 전압레벨에 안정하게 유지되고, 서브 접지선(4)의 전압 VSL도 고속으로 
접지전위 Vss의 전압 레벨에 복귀한다.

또한 전압 VCL 및 VSL은 각각 기준전압 Vref1 및 Vref2에서 전압 Vcc 및 Vss에 복귀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저항 소자를 이용하는 구성에 비교하여, 제조 페러메이터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일 없이 그 전압 레
벨이 안정되게 유지되어 있고 따라서 스탠바이 싸이클에서 액티브 싸이클로의 이행시에 있어서 전압 VCL 
및 VSL의 전압 Vcc 및 Vss에 복귀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할 수 있고, 각 회로의 동작 개시 타이밍에 마진
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입력신호IN을 빠른 타이밍으로 변화시킬수 있다.

[차동 증폭기의 구성]

제8도는, 제6도에 나타난 차동 증폭기의 구성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제8도(a)에 제6도에 나타난 차
동 증폭기(5)의 구성의 일예를 나타내고, 제8도(b)에 제6도에 나타낸 차동 증폭기(6)의 구성의 일예를 나
타낸다.

제8(a)도에 있어서, 차동 증폭기(5)는 전원단자(20)과, 내부 노드 ND1의 사이에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
지스터 PQ1과, 전원단자(20)과 내부 노드 ND2의 사이에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Q2와, 내부 노드 
ND1과 내부 노드 ND3의 사이에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1과, 내부 노드 ND2와 내부 노드 ND3의 
사이에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2를 포함한다.  MOS트랜지스터 PQ1과 PQ2의 게이트 전극(제어전
극노드)는 또한 내부 노드 ND2에 접속된다.  MOS트랜지스터 NQ1의 게이트 전극으로 기준전압 Vref1이 부
여되고, MOS트랜지스터 NQ2의 게이트 전극이 서브 전원(2)로 접속된다.

차동 증폭기(5)는, 더욱 내부 노드 ND3과 접지단자(30)의 사이에 접속되는 정전류원 C11을 포함한다.

전원단자(20) 및 접지단자(30)의 대신에 메인 전원선(1) 및 메인 접지선(3)에서 각각 전원전압 Vcc 및 접
지전압이 부여되어도 된다.

내부 노드 ND1이 p채널 MOS트랜지스터 Q3의 게이트 전극에 접속된다.  다음에 이 제8(a)도에 나타난 차동 
증폭기(5)의 동작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서브 전원선(2)상의 전압 VCL이 기준전압 Vref1  보다도 높을 때에는, MOS트랜지스터 NQ2의 콘덕턴스가 
MOS트랜지스터 NQ1의 콘덕턴스 보다도 높게 되고, MOS트랜지스터 NQ2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는, MOS트랜
지스터 NQ1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보다도 크게 된다.

MOS트랜지스터 NQ2 및 NQ1에는 각각 MOS트랜지스터 PQ2 및 PQ1에서 전류가 부여된다.

MOS트랜지스터 PQ2 및 PQ1은 커렌트 미러회로를 구성하고 있고, MOS트랜지스터 PQ1 및 PQ2 싸이즈가 동일
한 경우에는, MOS트랜지스터 PQ2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와 동일 크기의 전류가 MOS트랜지스터 PQ1를 게
재하여 흐른다.

따라서, MOS트랜지스터 NQ2의 콘덕턴스가 높게되고, 따라서 MOS트랜지스터 PQ2 및 NQ2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가 크게 되었을 때에는, MOS트랜지스터 NQ1가 방전하는 전류 보다도 큰 전류가 MOS트랜지스터 PQ1를 
게재하여 흐른다.  이것에 의해 내부 노드 ND1의 전위가 상승하고, MOS트랜지스터 Q3가 오프상태로 된다.

서브전원선(2)상의 전압 VCL이 기준전압 Vref1보다도 낮아지면, 역으로 MOS트랜지스터 NQ2의 콘덕턴스가 
MOS트랜지스터 NQ1의 콘덕턴스 보다도 적게되고, MOS트랜지스터 NQ2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가 MOS트랜지
스터 NQ1을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보다고 적어진다.

이때, MOS트랜지스터 PQ2 및 PQ1의 커런트 미러회로에 의해, MOS트랜지스터 NQ1로 부여되는 전류가 감소
하고, 내부 노드 ND1의 전위는 저하한다.  이것에 의해 MOS트랜지스터 Q3의 콘덕턴스는 크게되고, 전원단
자(20)(또는 메인 전원선(1)로부터 서브 전원선(2)로 트랜지스터 Q3을 게재하여 전류가 공급되고, 전압 
VCL의 레벨이 상승한다.

이들의 일련의 동작에 의해 서브 전원선(2)의 전압 VCL은, 기준전압 Vref1의 전압 레벨에 유지된다.

차동 증폭기(6)은 제8도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원단자(20) 또는 메인전원선(1)과 내부 노드 ND6의 사이
에 접속되는 정전류원 C12와, 내부 노드 ND6과 내부 노드 ND4의 사이에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Q3와, 내부 노드 ND6과 내부 노드 ND5의 사이에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Q4와, 내부 노드 ND4와 
접지단자(30) 또는 메인 접지선(3)의 사이에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3과, 내부 노드 ND5와, 접
지단자(30) 또는 메인 접지선(3)의 사이에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4)를 포함한다.

MOS트랜지스터 PQ3은 그 게이트 전극에 기준전압 Vref(2)를 받고, MOS트랜지스터 PQ(5)는 그 게이트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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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브 접지선(4)에 접속된다.  MOS트랜지스터 NQ(3) 및 NQ(4)의 게이트 전극은 내부 노드 ND(5)에 접속
된다.  MOS트랜지스터 NQ(3) 및 NQ(4)는 커런트미러회로를 구성하고, MOS트랜지스터 NQ(3) 및 NQ(4)의 사
이즈가 동등한 경우에는, MOS트랜지스터 NQ4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와 동일 크기의 전류가 MOS트랜지스
터 NQ3을 게재하여 흐른다. 다음에 동작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전압 VSL이 기준전압 Vref(2)보다도 높을 때에는, MOS트랜지스터 PQ4의 콘덕턴스는 MOS트랜지스터 PQ3의 
콘덕턴스보다도 적게되고, MOS트랜지스터 NQ4로 주어지는 전류가 저하한다.

한편, MOS트랜지스터 PQ3을 개재하여 흐르는 전류가 많아지만, MOS트랜지스터 PQ3은, 이 MOS트랜지스터 
PQ3에서 부여되는 전류를 전부 방전할 수 없고, 내부 노드 ND4의 전압레벨이 상승하고, MOS트랜지스터 Q4
의 콘덕턴스가 높게 되고, 서브 접지선(4)에서 메인접지선(3)을 게재하여 접지노드단자(30)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압 VSL의 전압 레벨이 저하한다.

전압VSL이 기준전압 Vref2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MOS트랜지스터 PQ4의 콘덕턴스가 MOS트랜지스터 PQ4의 
콘덕턴스가 MOS트랜지스터 PQ3의 콘덕턴스 보다도 크게되고, 큰 전류가 MOS트랜지스터 NQ4로 부여된다.  
이때에는, MOS트랜지스터 PQ3를 흐르는 전류는 적게되고, MOS트랜지스터 NQ3은 이 MOS트랜지스터 PQ3에서 
부여되는 전류를 전부 방전하고, 내부 노드 ND4의 전압 레벨이 저하하고, MOS트랜지스터 Q4가 오프상태로
된다.  이들의 일련의 동작에 의해 서브 접지선4상의 전압 VSL은 기준전압 Vref2의 전압레벨에 유지된다.

이상과 같이, 실시예1의 구성에 따르면,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서브 전원선(2)  및 서브 접지선
(4)의 전압 VCL 및 VSL를 기준전압 Vref1 및 Vref2에 설정할 수 있고, 제조 페라메이터의 변동의 영향을 
받는 일 없이, 서브 전원선(2) 및 서브 접지선(4)의 전압 VCL 및 VSL을 정전압 레벨에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스탠바이 싸이클에서 액티브 싸이클로의 이행시에 있어서 서브 전원선(2) 및 서브 전원선 4의 전원
전압 Vcc 및 접지전압 Vss로의 복귀시간을 소정의 시간에 설정할 수 있고, 회로의 동작개시 타이밍을 빠
르게 할 수 있다.

[실시예 2]

제9도는 제6도에 나타난 기준전압발생회로(10)의 구체적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9도에 있어서, 기준
전압발생회로(10)은, 기준전압 Vref1을 발생하는 제1의 기준전압발생회로(12)와 기준전압 Vref2을 발생하
는 제2의 기준전압발생회로(14)를 포함한다.

제9도에 있어서, 기준전압발생회로(12) 및 (14)는, 메인 전원선(1) 및 메인접지선(3)에서 전원전압 Vcc 
및 접지전압 Vss가 부여되도록 나타낸다.  이것은 전원단자(20) 및 접지단자(30)에서 별도의 배선을 게재
하여 각각 전원전압 Vcc 및 접지전압 Vss가 부여되는 구성이 이용되어도 된다.

먼저, 제1의 기준전압발생회로(12)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하고, 다음에 제2의 기준전압발생회로(14)의 구
성 및 동작을 설명한다.

제1의 기준전압발생회로(12)는, 메인 전원선(1)과 내부 노드 ND(6)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저항 Ra·
·Rb 및 Rc와, 저항 Ra∼Rb와 병렬로 접속되는 녹여 자를 수 있는 저저항의 링크 소자 FLa∼FLb 와, 메인 
전원선(1)과 내부 노드 ND7의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 전극이 내부 노드 ND(6)에 접속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PQ(5)와 내부 노드 ND(6) 및 ND(8)의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 전극이 내부 노드 ND7에 접
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Q(6)과, 내부 노드 ND(7)과 메인 접지선(3)의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 
전극이 내부 노드 ND(8)에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5와, 내부 노드 ND(8)과, 메인 접지선(3) 사
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 전극이 내부 노드 ND(8)에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6을 포함한다.

MOS트랜지스터 PQ5가 MOS트랜지스터 NQ5보다도 큰 전류 공급량 (큰 상호 콘덕턴스 β)를 가지고있다.

동일한 모양으로 MOS트랜지스터 PQ6와, MOS트랜지스터 NQ5 및 NQ6 보다도 큰 전류동력을 가지고 있다.

제1의 기준전압 발생회로 12는, 더욱 메인 전원선(1)과 내부 노드 ND(9)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b,NQc,…,NQd와, MOS트랜지스터 NQc∼NQd와 병렬로 접속되는 녹여자를 수 있는 링크 소
자 FLc∼FLd와, 내부 노드 ND9와 메인 접지선(3)의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가 내부 노드 ND8에 접속
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a를 포함한다.

MOS트랜지스터 Nab∼NQd의 게이트 전극은 메인전원선(1)에 접속되고, 이들 MOS트랜지스터 Nab∼NQd는 저
항 소자로써 기능한다.

다음으로 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MOS트랜지스터 PQ5는 MOS트랜지스터 NQ5 보다도 충분히 큰 전류구동력을 가지고 있고, 도통시에는 게이트 
소스 전압이 그 드레숄드 전압의 절대치에 설정된다.

즉 메인 전원선(1)과 노드 ND(6)의 사이의 전압은 Vthp로 된다.  여기에서, Vthp는 MOS트랜지스터 PQ5의 
드레숄드 전압의 절대치를 나타낸다. 내부 노드 ND6으로는 저항 Ra∼Rc과 링크 소자 SLa∼SLb에 의해 전
류가 공급된다.  지금, 이 저항 Ra∼Rc와 링크 소자 SLa∼SLb와의 합성 저항을 R로 하면, 내부 노드 ND6
으로 흐르는 전류I는,  

로 부여된다.

이 내부 노드 ND6을 흐르는 전류 I는, MOS트랜지스터 PQ6 및 NQ6을 개재하여 흐른다.

이 MOS트랜지스터 NQ6을 흐르는 전류의 미러 전류는 MOS트랜지스터 NQ5 및 NQa에 각각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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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트랜지스터 NQa를 흐르는 전류를 In으로 하고, MOS트랜지스터 Nab∼NQd와 링크 소자 FLc∼링에서 이루
어진 부분의 합성 저항을 Rn으로 하면, 기준전압 Vref1은 다음식으로 부여된다.

전류 In은, 전류I의 미러 전류이며, 일정의 전류이며, 따라서, 전원전압 Vcc와 기준전압 Vref1의 차이는 
In·Rn의 일정값으로 되고, 원하는 크기를 유지하는 기준전압 Vref1을 생성할 수 있다.

MOS트랜지스터 NQ6을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I와 MOS트랜지스터 NQa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In과의 비를 n
으로 하면, 기준전압 Vref1은, 또 다음식으로 부여된다.

저항치 R 및 Rn은, 링크 소자 FLa∼FLb 및 FLc∼FLd의 프로그래밍가용성에 의해 조절할 수 있다.  링크 
소자 FLa∼FLb를 적당한 수로 높여 자르면 저항이 크게 되고, 기준전압 Vref1이 높게된다.

한편 링크 소자 FLc∼FLd의 적당한 수를 녹여자르면, 저항치 Rn이 크게되고, 기준전압 Vref1을 저하한다.

기준전압 Vref1의 전압레벨을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리크 전류를 최소로 하고, 또한 스탠바이 싸이
클에서 액티브 싸이클로의 이행시에 있어서 전압 VCL의 복귀시간을 최소로 하도록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MOS트랜지스터 PQ5 및 PQ6, NQ5 및 NQ6에서 이루어진 회로부분에 의한 정전류 발생동작을 보다 상
세하게 설명하면 이하와 같이 된다.  정상상태에 있어서는 MOS트랜지스터 PQ6 및 NQ6을 흐르는 전류의 미
러전류가 MOS트랜지스터 PQ5 및 NQ5를 게재하여 흐르고, MOS트랜지스터 PQ5의 게이트 소스간 전압은 일정
치로 유지된다.

MOS트랜지스터 PQ6 및 NQ6을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가 증가했을 때, MOS트랜지스터 PQ5 및 NQ5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도 증가한다.

이때 내부 노드 ND6의 전압 레벨이 저하하기 위하여, MOS트랜지스터 PQ5는 MOS트랜지스터 NQ5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보다도 큰 전류를 공급하고, 노드 ND7의 전압레벨이 상승한다. 이것에 의해 MOS트랜지스터 
PQ6을 흐르는 전류가 저하하고, 노드 ND6의 전압레벨이 소정의 전압 레벨에 복귀한다.

역으로, MOS트랜지스터 PQ6 및 NQ6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가 저하할 때, 같은 모양으로 MOS트랜지스터 
PQ5 및 NQ5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도 저하한다.

이때 노드 ND6의 전압레벨은 소정의 전압레벨보다도 상승하기 위해 MOS트랜지스터 PQ5를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가 보다 작게되고, 노드 ND7은 MOS트랜지스터 NQ5를 게재하여 방전되고, 그 전압 레벨이 저하하고, 
MOS트랜지스터 PQ6인 콘덕턴스가 크게되고, 노드 ND6의 전압레벨이 소정의 전압레벨에 저하한다.  이것에 
의해, MOS트랜지스터 PQ5의 게이트 소스간 전압은 그 일정의 드레숄드 전압 Vthp레벨로 유지되고, MOS트
랜지스터 PQ5 및 NQ6을 게재하여 흐르는 전류를 일정치로 한다.

제2의 기준전압 발생회로(14)는 내부 노드 ND10과 메인 전원선1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저항 Rd,Re…
Rf와, 저항 Re∼Rf와 병렬로 접속되는 녹여 자를 수 있는 링크 소자 FLe∼FLf과 메인 전원선(1)과 노드 
ND11의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 전극이 노드 ND10에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Q7과, 노드ND10
과 내부 노드 ND12의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 전극이 내부 노드 ND11에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
터 (PQ8)과, 내부 노드 ND12와 메인 접지선(3)의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가 또한 노드 ND12에 접속되
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7와 내부 노드 ND11과, 메인 접지선(3)의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 전극이 
내부 노드 (ND12)에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7를 포함한다.  이들의 저항 Rd∼Rf 및 링크소자 
FLe∼FLf 및 MOS트랜지스터 PQ7,PQ8,NQ7 및 NQ8에서 이루어진 회로 부분의 구성은, 제일의 기준전압발생
회로(12)에 포함되는 정전류를 발생하는 회로 부분과 동일 구성을 구비하고, 동일한 상태로 동작한다.

제2의 기준전압발생회로(14)는, 더욱, 메인 전원선(1)과, 내부 노드 ND13의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 
전극이 내부 노드 (ND10)에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Qa와, 내부 노드 ND(13)과, 메인 접지선(3)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Qb,PQc,…PQd)와, 트랜지스터 PQb∼PQd과 병렬로 접속되
는 링크 소자 FLg∼FLh를 포함한다.

MOS트랜지스터 PQb∼PQd의 게이트 전극은, 메인 접지선(3)에 접속된다.  이들 MOS트랜지스터 PQc∼PQd는 
전부 저항 소자로써 동작한다.  다음에 동작에 관하여 설명한다.

노드 ND10의 전압레벨은, 제1의 기준전압 발생회로(1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Vcc-Vthp로 된다.

여기에서, Vthp는 MOS트랜지스터 PQ7의 드레숄드 전압의 절대치를 나타낸다.  이것에 의해서, MOS트랜지
스터 PQa도, 그 노드 ND10의 전압을 게이트 전극으로 받게되고, 일정의 전류를 메인 전원선 1에서 공급한
다.

이 MOS트랜지스터 PQa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MOS트랜지스터 PQb∼PQd 및 링크 소자 FLg∼FLh의 회로부분에 
부여되고, 노드 ND13에 일정의 전압이 발생한다.

이 노드(ND13)에 발생하는 기준전압 Vref2은, MOS트랜지스터 (PQa)가 공급하는 전류를 (Ia)로하고, MOS트
랜지스터 PQb∼PQd 및 링크 소자 FLg∼FLh의 회로부분이 갖는 저항을 (Rs)로 하면 다음식으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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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전위(Vss)는 0V이며, 기준전압 (Vref2)는 Ia·Rs로 된다.  링크소자 FLg∼FLh 중 가용성의 링크소자
의 수가  증가하면,  이  MOS트랜지스터 PQc∼PQd에  있어서  회로부분의 저항치 Rs가  증가하고,  기준전압 
Vref2이 상승한다.  한편 전류 Ia는, MOS트랜지스터 PQa의 게이트 전극이 노드 ND10에 접속되어 있고, 이 
MOS트랜지스터 PQ7과, 동일한 형태로 저항 Rd∼Rf 및 링크소자 FLd∼FLe에 의한 회로부분을 흐르는 전류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링크소자 FLe∼FLs 중 가용성의 링크 소자의 수가 증가되면, 이부분의 저항
치가 저하하고, 따라서 전류가 증가한다.

따라서 링크 소자 FLe∼FLf의 가용성의 링크 소자의 수가 증가하면, 기준전압 Vref2의 전압레벨이 저하한
다.

이것에 의해, 기준전압 Vref2을 적당한 전압 레벨에 설정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준전압 Vref1 및 Vref2의 전압레벨을 적당한 전압 레벨에 조정하는 기능을 설치함에 
의해, 원하는 전압 레벨의 기준전압을 서브 전원선 2 및 서브 접지선(4)로 인가할 수가 있고 (Vcc-Vref1) 
및 (Vref2-Vss)를 함께 일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품 테스트시에 있어서, 스탠바이 전류를 모니터하고, 기준전압 Vref1 및 Vref2의 
전압레벨을 설정함에 의해, 최소의 스탠바이 전류를 실현하며, 기준전압 Vref1 및 Vref2을 각각 전원전압
(Vcc) 및 접지전압 Vss에 가깝도록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스탠바이 싸이클에서 액티브 싸이클로의 복귀시에 있어서, 전압 VCL 및 VSL이 각각 전원전
압 Vcc 및 Vss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할수 있는 한 짧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3]

제10도는, 이 발명의 제3의 실시예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중요부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10도에 나타난 구성에 있어서는, 메인 전원선(1)과 서브 전원선(2)에 대하여 기준전압 Vrefa을 발생하
는 기준전압 발생회로(40)과, 이 기준전압 발생회로(40)에서의 기준전압 Vrefa을 백 게이트로 접수하고, 
그 한편 도통 단자 및 제어전극 노드가 메인 전원선(1)에 접속되고, 기타 다른쪽 도통 노드가 서브전원선
(2)에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Q5가 설치된다.

또한, 메인 접지(3)과 서브 접지선(4)에 대하여, 기준전압 Vrefb를 생성하는 기준전압 발생회로(50)과, 
이 기준전압 발생회로(50)에서의 기준전압 Vrefb을 생성하는 기준전압 발생회로(50)과, 이 기준전압 발생
회로(50)에서의 기준전압 Vrefb을 백게이트에 접수하고, 그 한쪽 도통 노드 및 제어전극노드가 메인 접지
선(3)에 접속되고, 그 다른 쪽 도통 노드가 서브 접지선(4)에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Q6이 설치된
다.

제10도에 있어서도, 인버터 F1∼F3의 p채널 MOS트랜지스터 PT의 백게이트로는 메인 전원선1상의 전압 Vcc
가 인가되고, 각 n채널 MOS트랜지스터 NT의 백게이트로는 메인 접지선(3)상의 전압 Vss가 인가된다.

제6도에 나타난 구성과 동일한 모양으로 효과의 실현을 꾀한다.

트랜지스터 Q1 및 Q2 및 백 게이트는 각각 메인 전원선(1)상의 전압 Vcc 및 메인 접지선(3)상의 전압 Vss
가 인가된다.

기준전압 발생회로(40)은, 접지전압 Vss를 공급하는 노드와 부전압 Vbb를 공급하는 노드의 각각간에 직렬
로 접속되는 가변 저항 R1 및 R2를 포함한다.  부전압 Vbb는 제1도에 나타난 부전압 발생회로(250)에서 
부여된다.  기준전압 발생회로(50)은, 고전압 Vpp를 공급하는 노드와, 전원전압 Vcc를 공급하는 노드와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가변 저항 R3 및 R4를 구비한다.

가변저항 R1과 R2, 및 가변저항 R3과 R4의 저항비를 각각 적당한 값으로 설정함에 의해 기준전압 Vrefa 
및 Vrefb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MOS트랜지스터 Q5 및 Q6은 다이오드로써 동작한다.  즉, MOS트랜지스터 Q1의 오프상태일 때(스탠바이 싸
이클시)에 있어서는, 서브 전원선2상의 전압VCL은, MOS트랜지스터 Q5에 의해 Vcc-Vthn의 전압 레벨에 유
지된다.  한편, 서브 접지선(4)상의 전압 VSL은, MOS트랜지스터 Q2의 오프상태일 때(스탠바이 싸이클시)
에 있어서는, MOS트랜지스터 Q6에 의해 Vthp의 전압 레벨에 유지된다.  여기에서 Vthn은 MOS트랜지스터 
Q5의 드레숄드 전압을 나타내고, Vthp는 MOS트랜지스터 Q6의 드레숄드 전압의 절대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MOS트랜지스터의 드레숄드 전압 Vt는 다음식으로 부여된다.

여기에서, A,B 및 C는 트랜지스터의 각종 페라메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정수이다.  또한 Vsub는, MOS트랜
지스터의 백게이트(기판영역)으로 인가되는 기판 바이어스 전압을 나타낸다.  즉,  기판 바이어스 전압 
Vsub의 절대치가 크게 되면, 드레숄드전압 Vt의 절대치가 크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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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압 Vrefa 및 Vrefb는 다음식에서 부여된다.

Vrefb = (R3·Vcc＋R4·Vtp)/(R3＋R4)

여기에서, 접지전압 Vss는 0V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중저항 R1∼R4의 저항치 R1∼R4를 적당하게 설정함에 의해, 기준전압 Vrefa 및 Vrefb의 값을 
적당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응하여, MOS트랜지스터 Q5 및 Q6의 드레숄드 전압 Vthn 및 Vthp를 적당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1도는 제10도에 나타난 기준전압 발생회로(40) 및 (50)의 일반적인 구성의 일예를 나타낸 도이다.

제11도에 있어서, 기준전압 발생회로(50)에 포함되는 가능 저항 R3은 고전압 Vpp인가 노드와 출력 노드 
NDb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Fal∼Fdn와, MOS트랜지스터 NM1a∼NMna로 병렬로 설
치되는 링크 소자 Fa1∼Fan을 포함한다.

가변저항 R4는, 전원전압 Vcc인가 노드와 출력노드 NDb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M1a∼PMna 와, MOS트랜지스터 PM1a∼PMna와 병렬로 접속되는 링크소자 Fb1∼Fbn을 포함한다.

MOS트랜지스터 NM1a∼NMma의 게이트 전극은 고전압 Vpp인가 노드에 접속되고, 이들 MOS트랜지스터 NM1a∼
NMma는 저항소자로써 작용한다.

MOS트랜지스터 PM1a∼PMna의 게이트 전극이, 접지전압 Vss공급 노드에 접속되어, 이들의 MOS트랜지스터 
PM1a∼PMma가 저항소자로써 작용한다.

링크소자 Fa1∼Fan 및 Fb1∼Fbn은, 도통시에는 대응 MOS트랜지스터를 단락하여 두고, 따라서 이들의 링크
소자 F1∼F35 및 Fb1∼Fbn을 적당하게 함에 의해, 가변저항 RE 및 R4의 저항치를 적당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고, 따라서 기준전압 Vrefb의 전압 레벨을 요구의 전압 레벨에 설정할 수 있다.

링크소자  Fa1∼Fan를  함에  의해,  기준전압  Vrefb의  전압레벨이  저하하고,  링크소자  Fb1∼Fbn을  함에 
의해, 기준전압 Vrefb의 전압레벨이 상승한다.

기준전압 발생회로(40)에 대하여, 가변저항(R1)은, 접지전원 Vss 공급노드와 출력노드 NDa의 사이에 직렬
로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M1b∼NMmb과, MOS트랜지스터 NM NM1b∼NM1b과 병렬로 접속되는 링크소
자 Fc1∼Fcn을 포함한다.

링크소자 Fcl∼Fcn은 도통시 대응의 MOS트랜지스터를 단락한다.

MOS트랜지스터 NM1b∼NMmb의 게이트전극은 전원전압 Vcc인가 노드에 접속되고, MOS트랜지스터 NM1b∼NMmb
은 저항으로써 작용한다.

가변저항(R2)는, 부전압 Vbb인가 노드와, 출력노드 NDa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M1b∼PMmb와, MOS트랜지스터 PM1b∼PMnb와 병렬로 접속되는 가능한 저저항의 링크소자 Fdl∼Fdn을 포함
한다.

MOS트랜지스터 PM1b∼PMmb의 게이트 전극은 부전위 Vbb를 받도록 접속된다.

링크 소자 Fcl∼Fcn을 함에 의해, 가반저항 R1의 저항치가 증가한다.  또한 링크 소자 Fdl∼Fdn을 함에 
의해, 가변저항 R2의 저항치가 증가한다.  링크 소자 Fcl∼Fcn을 선택적으로 함에 의해 기준전압 Vrefa의 
전압레벨을 저하시키고, 한편 링크소자 Fdl∼Fdn을 함에 의해, 기준전압 Vrefa의 전압레벨을 상승시킨다.

제11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링크소자 Fal∼Fan, Fbl∼Fbn, Fcl∼Fcn 및 Fdl∼Fdn에 의해 기준전압 Vrefb 
및 Vrefb의 전압 레벨을 조절함에 의해, 제조 페라메터의 변동에 의해 제10도에 나타난 MOS트랜지스터 Q5 
및 Q6의 드레숄드값 전압이 변동해도, 용이하게 그 드레숄드전압의 변동을 보상하고, 소정의 전압레벨에 
전압 VCL 및 VSL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텝테스트시의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소비전류를 모니터하고, 링크소자 Fal∼Fdn의 선택적을 
실행함에 의해, 스탠바이 전류를 저감하고 또한 전압 VCL 및 VSL를 할 수 있는 한 전원전압 Vcc 및 접지
전압 Vss에 가까운 값으로 설정할 수 있고, 스탠바이 싸이클에서 액티브 싸이클이행시에 있어서 전압 VCL 
및 VSL의 복귀시간을 짧게 할 수 있다.  제12도는 제10도에 나타난 MOS트랜지스터 Q5 및 Q6의 단면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이다.

제12도에 있어서, MOS트랜지스터 Q5는, P형 반도체기판 60의 표면에 형성되는 N채널 웰(80)의 표면에 형
성된 P형웰(81)내에 형성된다.  MOS트랜지스터 Q5는 이 P형 웰(81)의 표면에 사이를 두고서 형성되는 고
불순물 농도의 N(N＋)형 불순물영역(82) 및 (83)과, 불순물 영역(82) 및 (83)의 사이의 영역(채널 영역)
상에 게이트 절연막(도시 되지 않음)을 게재하여 형성되는 게이트 전극 85를 구비한다.

P형 웰(81)은 MOS트랜지스터 Q5의 백게이트로써 사용하고, 불순물농도의 P형 불순물영역(84)를 게재하여 
기준전압 Vrefb를 받는다.

게이트 전극층(85) 및 불순물 영역(83)이 메인 전원선(1)에 접속된다.

MOS트랜지스터 Q5의 불순물영역(82)는 서브 전원선(2)에 접속된다.  N형 웰 80에는, 불순물 농도의 N형 
불순물영역(86)을 게재하여 전원 전압 Vcc가 인가된다.  이것에 의해, p형 웰 81에서 기판(60)으로의 리
크 전류의 발생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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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 기판(60)으로의 부전압 Vbb가 인가되는 구성이 이용되어도 된다.

MOS트랜지스터 Q6은, P형 반도체 기판(60)의 표면에 형성된 N형 웰 70내에 형성된다.

MOS트랜지스터 Q6은, N형 웰(70)의 표면에 사이를 두고 형성되는 고불순물 농도의 P형 불순물 영역(71) 
및 72와, 불순물 영역(71) 및 (72) 사이의 영역(채널 영역)상에 게이트 절연막(도시되지 않음)을 게재하
여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층(74)를 포함한다.

N형 웰(70)은 MOS트랜지스터 Q6의 백게이트로써 작용하고, 고불순물 농도의 N형 불순물영역(73)을 게재하
여 기준전압 Vrefb을 받는다.

게이트 전극층(74) 및 불순물 영역(71)이 메인 접지선(3)에 접속된다.  불순물 영역(72)가 서브 접지선
(4)에 접속된다.

제12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트리플 웰 구조 (N형 웰 및 P형 웰 양자를 이용한다)로 함에 의해, MOS트랜
지스터 Q5 및 Q6에 대하여, 각각 상호 악영향을 미치는 일 없이 소정의 기준전압 Vrefb 및 Vrefb을 인가
할 수 있다.

이 MOS트랜지스터 Q5 및 Q6에는 각각 근접하여 스위칭 트랜지스터 Q1 및 Q2가 배치되나, 이들의 상호로 
도전형의 다른 스위칭 트랜지스터 Q1 및 Q2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일 없이 기판 바이어스 전압을 인
가할 수 있다.

제13도는 제1내지 제3의 실시예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도이다.

제1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압 VCL 및 VSL이 전압레벨 VCL1 및 VSL1일 때에는 비교적 단시간 (T1)으로 
전원전압 Vcc 및 접지전압 Vss 레벨로 복귀한다.

한편 전압 VCL 및 VSL이 전압 레벨 VCL2 및 VSL2일 때, 이 서브 전원선 및 서브 접지선은, 동일 속도로 
충방전되는 것으로, 소정의 전원 전압 Vcc 및 접지전원 Vss레벨에 복귀할 때까지로 시간 T2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탠바이 싸이클에서 액티브 싸이클의 이행시에 있어서, 전압 VCL과 VSL은 각각 VCL1과 VSL1으로 
설정하면, 엑티브 싸이클에 있어서 관련의 회로를 빠른 타이밍에서 동작상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전압 레벨 VCL2 및 VSL2의 경우보다도 서브 드레숄드전류가 조금 증가한다.

따라서 제1 내지 제3의 실시예와 같이 기준 전압 레벨을 조정함에 의해, 이 동작 속도 및 서브 슬레솔드 
전류의 최적화를 꾀할 수 있다.

[실시예 4]

제14도는, 이 발명의 실시예 4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중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이다.

제1도에 나타난 메모리 셀 어레이(100)또는 제4도에 나타난 메모리 셀 어레이(104)에 있어서 불량 메모리 
셀이 존재한 경우, 이 불량 메모리 셀을 용장 메모리 셀로 치환함에 의해 불량 메모리 셀을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행해진다.  이 불량 메모리 셀의 치환을 위해 용장회로가 설치된다.

제14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용장회로로써, 행을 치환하기 위해 용장회로의 구성을 나타낸다.

제14도에 있어서, 행용장회로는, 불량 메모리셀에 존재하는 어드레스(불량 어드레스)를 기억하고, 부여된 
어드레스 신호 Xl∼Xn이 불량행을 지정할 때 활성화 되어 대응 스페어 워드선 SWL을 활성상태로 하는 스
페어 디코더(91)을 포함한다.

스페어 워드선 SWL에는, 불량 메모리 셀이 존재하는 1행의 메모리셀과 치환되기 위한 1행의 용장 메모리 
셀이 접속된다.

또한 용장회로와는 별도로 어드레스 신호 Xl∼Xn을 디코드하고, 메모리 셀 어레이 내의 대응의 1행의 메
모리 셀을 선택하는 노멀 디코더(94)가 설치된다.  노멀 디코더(94)는, 이 스페어 디코더(91)의 활성화시
에 비활성 상태로 된다.  스페어 디코더(91)은, 불량행 어드레스를 기억하고 또한 부여된 어드레스 신호 
Xl∼Xn이 불량행 어드레스를 지정할 때에 활성상태의 신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회로(93)과, 이 프로그램
회로(93)에서의 활성신호에 응답하여 스페어 워드선 SWL을 활성상태로 구동하는 스페어 드라이버(92)를 
포함한다.  프로그램회로(93)은, 프리챠아지 신호 PR에 응답하여 내부 노드 Nx를 전원전압 Vcc 레벨에 프
리 차아지하는 프리차아지 트랜지스터(93a)와, 상호 병렬로 설치되고, 각각의 게이트 전극에 어드레스 신
호 Xl∼Xn을 받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93b,93c…93m, MOS트랜지스터 93b∼93m과 내부 노드 Nx의 사이에 
각각 설치되는 가용성의 링크 소자 L1∼Ln을 포함한다. 

프리 차아지 신호 PR은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L레벨로 되고, 프리 차아지 트랜지스터(93a)를 온상태로 한
다.

링크 소자 L1∼Ln의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이 하여 행해진다.  불량행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어
드레스 신호를 받는 MOS트랜지스터에 대하여 설치되는 링크 소자가 녹는다.

불량행 어드레스가 지정된 경우, 내부 노드 Nx에 접속한다 (링크 소자를 게재하고)MOS트랜지스터의 게이
트로 부여되는 신호는 전부 L레벨이다.  불량행 어드레스와 다른 행 어드레스가 지정되었을 때, 이 프로
그램회로93으로 부여되는 어드레스 신호중, 불가용성 링크 소자에 접속하는 MOS트랜지스터의 게이트로 부
여되는 신호의 하나는 H레벨로 된다.

따라서, 엑티브 싸이클에 있어서, 어드레스 신호 Xl∼Xn이 부여되고, 불량행 어드레스를 지정하고 있을 
때, 내부 노드 Nx에 접속되는 MOS트랜지스터가 전부 오프 상태로 되고, 이 내부 노드 Nx가 프리차아지된 
전압 레벨 Vcc레벨(또는 고전압 Vpp가 이용되어도 된다)의 전압 레벨에 유지된다.

한편 불량행 어드레스와 서로 다른 행어드레스가 지정된 경우, 내부 노드 Nx에 접속하는 MOS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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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적어도 하나가 온상태로되고, 내부 노드 Nx는 접지전압레벨로 방전된다.

이것에 의해, 불량행 어드레스가 지정되었는지 아닌지의 식별이 행해진다.

또한, 상술의 구성에 대신하여, 불량행 어드레스 신호와 서로 다른 어드레스 신호에 대응하여 설치된 MOS
트랜지스터에 관련한 링크 소자가 가용성이 되는 구성으로 이용되어도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 회로는, 메인 전원선(1)에서의 전원 전압 Vcc에서는 아니고, 고전압 Vpp를 받아도 된
다.

기준 전압 활성회로(10)은, 소정의 기준전압 Vref1 및 Vref2(또한 Vrefa 및 Vrefb)을 발생하는 기준 전압 
발생부(95)와 기준 전압 발생부(95)가 발생하는 기준전압의 전압 레벨을 조정하는 레벨 조정회로(96)을 
포함한다.

제14도에 있어서는, 이 레벨 조정회로(96)에 포함되는 링크 소자 LL1∼LLn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프로그램 회로(93)에 있어서 불량행 어드레스의 프로그램은,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에 있어서 불량 메모리 
셀의 존재의 유무를 조사하는 테스트가 행해진 후에 실행된다.

한편, 기준 전압 발생회로(10)에 있어서는 기준전압 Vref1 및 Vref2(또는 Vrefa, Vrefb)의 레벨을 조정하
기 위하여 레벨 조정부(96)에 포함되는 링크 소자 LL1∼LLn의 선택적으로 물에 녹는 것이 행해진다.

이 링크 소자 LL1∼LLn과 프로그램 회로(93)에 포함되는 링크 회로 L1∼Ln을 동일 재료(예를들면, 폴리 
실리콘  또는  실리사이드  등의  낮은  저항  또한  가용성  재료)로  더욱  바람직하게는  동일  형상으로 
구성한다.

이것에 의해 프로그램회로(93)에 포함되는 링크 소자 L1∼Ln의 프로그램과 레벨 조정부(93)에 포함되는 
링크 소자 LL1∼LLn의 가용성 (프로그램)을 동일 공정으로 행할 수 있고, 기준 전압 발생회로(10)에 발생
하는 기준전압 Vref1 및 Vref2(또는 Vrefa 및  Vrefb)의 레벨을 조정하기 위한 레벨조정시간을 실질적으
로 무시할 수 있고, 공정을 간략화할 수 있다.

이 때, 스탠바이 전류를 모니터하고, 레벨 조정부(96)의 링크 소자 LL1∼LLn의 선택적으로 녹는 것을 행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소비 전류(서브 드레숄드전류)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소비 전류와 전류와 녹여야하는 링크 소자를 테이블의 형식에 미리 준비해 두고, 그 
테이블에 의해 레벨조정부(96)의 링크 소자 LL1∼LLn의 선택적 가용성을 실행한다.

이것에 의해, 링크 소자 Ll∼Ln 및 LL1∼LLn에 대하여 예를들면 레저를 이용하여 동일의 조사 조건으로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제4의 실시예의 구성에 의하면, 기준 전압 레벨 조정에 요
하는 시간을 거의 무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의 제조 시간이 짧게 되고, 
제조 코스트가 저감된다.

[실시예 5]

제15도는, 이 발명의 제5의 실시예에 의한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중요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이다.

제15도에 있어서, 기준전압 발생회로(10)이 발생하는 기준전압 Vref1(Vrefa) 및 Vref2(Vrefb)의 전압 레
벨을 데이터 유지 모드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신호/RAS,/CAS,/WE 및 특정의 어드레스 신호 Ad에 의해 파
워 다운 모드를 검출하는 파워 다운 모드 검출회로(301)과, 파워 다운 모드 검출회로(301)에서의 검출신
호 PDM 및 /PDM에 의해서 기준 전압 발생회로(10)의 발생하는 기준 전압 Vref1(Vrefa) 및 Vref2(Vrefb)의 
전압 레벨을 변경하는 레벨변경회로(302)가 설치된다.

파워 다운 모드는, 데이터 유지 모드를 나타내고, 이 모드에서는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단순히 내부
에서 데이터의 유지를 행하는 (셀프 리프레쉬 모드에 의해 소정 시간 간격에서 리프레쉬가 행해진다)것 
뿐이다.

이 파워 다운 모드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소비 전류를 저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반적으로 파워 
다운 모드는, 전지 구동형의 퍼스널 컴퓨터 등의 기억장치의 동작 모드로써 이용되고, 전지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소비 전류를 저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파워 다운 모드시에 기준 전압 Vref1, 및 Vref2(또는 Vrefa, 및 Vrefb)의 전압 레벨을 각각 저하 및 
상승시키고,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서브 드레숄드 전류를 보다 작게한다.

파워 다운 모드에 있어서는, 내부에서 리프레쉬 동작이 행해질 뿐으로, 외부로 부터는 어떠한 엑세스도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 고속 엑세스는 요구되지 않는다.  어떠한 동작 특성에 악영향을 주는 일 없이 
소비 전류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제15도에 나타난 구성에 있어서는, 파워 다운 모드 검출회로(301)은 신호 /RAS,/CAS, 및 /WE와 특정
의  어드레스  신호  Ad에  의한  소위  WCBR조건과  특정의  어드레스키로  부터  파워  다운  모드를  검출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의 파워 다운 모드를 지정하는 신호가 전용으로 부여되는 구성이 이용되어도 된다.  
또한 용어 파워 다운 모드는, 단순히 데이터 유지를 행하는 동작이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행해지는 
동작 모드 또는 저소비 전류 모드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이용된다.

제16도는, 제15도에 나타난 레벨 변경회로(302)의 구체적 구성을 나타낸 도이다.

제16도 있어서는, 제9도에 나타난 기준 전압 발생회로(12) 및 (14)의 출력부의 구성이 일예로써 나타나게 
된다.

제9도에 나타난 구성과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의 참조번호를 붙인다.  기준 전압 발생회로(12)는, 제9도
에 나타난 구성으로 추가하여, 더욱 MOS트랜지스터 NQc와 MOS트랜지스터 NQb의 사이에 설치되는 MOS트랜
지스터  NQx를  포함한다.   이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x의  게이트  전극은  전원  전압  Vcc를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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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된다.

이 MOS트랜지스터 NQx와 병렬로 그 게이트 전극으로 파워 다운 모드 검출회로(301)에서의 파워 다운모드 
검출신호/PDM을 받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y)가 설치된다.

기준 전압 발생회로(14)에 있어서는, 제9도에 나타난 구성에 추가하여, p채널 MOS트랜지스터 PQb와 MOS트
랜지스터 PQc의 사이에 p채널 MOS트랜지스터 PQx가 점차 설치된다.

레벨변경회로(302)는, 이 MOS트랜지스터 PQx와 병렬로 설치되고, 그 게이트 전극에 파워 다운 모드 검출
신호PDM을 받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Qy를 포함한다.

다음에 제16도에 나타난 구성의 동작을 그 동작 파형도인 제17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노멀 모드시(파워 다운 모드와 서로 다른 모드이며,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외부 엑세스가 가능하게 되는 
동작  모드)에  있어서는,  파워  다운  모드  검출회로  301에서의  파워  다운  모드  검출신호PDM은  L레벨에 
있다.  이 상태에 있어서는, MOS트랜지스터 NQy가 온상태, MOS트랜지스터 PQy가 온상태로 된다.

이 상태에 있어서, 각각 소정의 전압 레벨의 기준전압 Vref1 및 Vref2가 발생되고, 제6도에 나타난 차동 
증폭기(5) 및 (6)으로 각각 부여된다.

파워 다운 모드가 지정되면, 파워 다운 모드 검출회로(301)에서의 파워 다운 모드 검출회로 PDM은 H레벨
로 되고, 한편 그 상보신호/PDM은 L레벨로 된다.  그것에 의해, MOS트랜지스터 NQx의 저항치는 MOS트랜지
스터열이 갖는 저항치에 덧붙여진다.

그것에 의해, 전원전압 Vcc공급노드(메인 전원선 또는 전원노드)와 출력노드 ND9 사이의 전압 강하가 크
게 되고, 기준전압 Vref1의 전압레벨은 노멀 모드시 보다도 낮게 된다.  한편, 기준 전압 발생회로(14)에 
있어서는, MOS트랜지스터 PQy는 오프 상태로 되고, 출력 노드 ND(13)과 접지 전압 Vss공급노드(접지노드 
또는 메인 접지선) 사이의 저항값이 MOS트랜지스터 PQx의 저항치에 의해 노멀 모드시보다도 크게 된다.

이것에 의해, 기준전압 Vref2의 전압 레벨이 노멀 모드시보다도 상승한다.

이 기준전압 Vref1 및 Vref2은,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서브 전원선상의 전압 VCL 및 서브 접지선상의 
전압 VSL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멀 모드시에 있어서 스탠바이 싸이클시 보다도 파워 다운 모드의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전압 VCL이 저하하고, 전압 VSL이 상승하고, 서브 드레숄드 영역에서 동작하
는 트랜지스터를 보다 강한 오프상태로하고 그것에 의해 서브 드레숄드 전류를 더욱 저감한다.

파워 다운 모드에 있어서 엑티브 싸이클(리프레쉬 동작)에 있어서는 제6도에 나타난 스위칭 트랜지스터 
Q1 및 Q2가 온상태로 되고, 메모리 셀 데이터의 리프레쉬가 실행된다.

[레벨변경회로의 구체적 구성 2]

제18도는, 제15도에 나타난 레벨 변경회로 제2의 구체적 구성을 나타낸 도이다.

제18도에 나타난 구성에 있어서는, 제10도에 나타난 기준전압 발생회로(40) 및 (50)에 대한 레벨 변경회
로의 구성을 나타낸다.

제18도에 있어서, 기준 전압 발생회로(40)은, 접지 전압 Vss공급노드와 기준전압 Vbb공급노드와의 간에 
직렬로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Ra∼NRh와, MOS트랜지스터NRa∼NRc 및 NRg∼NRh에 의해 병렬로 설
치되는 가용성의 링크 소자 FNa∼FNc 및 FNf∼FNh를 포함한다.

MOS트랜지스터 NRa∼NRh의 게이트 전극은 공통으로 전원 전압 Vcc공급노드에 접속되고, 이들 MOS트랜지스
터 NRa∼NRh는 전체 저항으로써 작용한다.  링크 소자 FNa∼FNc 및 FNf∼FNh는, 적당하게 가용성이 되고, 
기준전압 Vrefa의 전압 레벨을 조정한다.  MOS트랜지스터 NRd 및 NRe의 연속노드 NDa에서 기준전압 Vrefa
가 출력된다.  전압 변경회로는, MOS트랜지스터 NRf와 병렬로 접속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NQy를 포함
한다.  MOS트랜지스터 NRy는 그 게이트 전극에 파워 다운 모드 검출신호 PDM을 받는다.

기준전압 발생회로(50)은, 고전압 Vpp공급 노드와 전원 전압 Vcc공급드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PRa∼PRh와, MOS트랜지스터 PRa∼PRc 및 PRf∼PRh에 각각 병렬로 설치되는 녹일수 있는 링
크 소자 FPa∼FPc 및 FPg∼FPh를 포함한다. 

MOS트랜지스터 PRa∼PRh의 게이트 전극은 접지 전압 Vss공급 노드에 접속되고, 이들 MOS트랜지스터 PRa∼
PRh는 저항소자로써 작용한다.

MOS트랜지스터 PRe 및 PRf의 접속노드 NDb에서 기준전압 Vrefa가 출력된다.  레벨 변경회로는, MOS트랜지
스터 PRb와 병렬로 설치되고, 그 게이트 전극에 파워 다운 모드 검출신호/PDM을 받는 p채널 MOS트랜지스
터 PRy를 포함한다.

기준전압 Vrefa 및 Vrefb는 각각 제10도에 나타난 MOS트랜지스터 Q5 및 Q6의 백게이트로 인가된다.

다음에 이 제18도에 나타난 회로의 동작을 그 동작 파형도인 제19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노멀 모드시에 있어서는, 파워 다운 모드 검출신호 PDM 및 /PDM은 각각 L레벨 및 H레벨에 있다.

그 상태에 있어서는 MOS트랜지스터 NRy는 오프상태, MOS트랜지스터 PRy도 오프 상태에 있다.

미리 설정된 전압 레벨의 기준전압 Vrefa 및 Vrefb가 제10도에 나타난 MOS트랜지스터 Q5 및 Q6의 백게이
트로 인가되어 각각 소정 드레숄드 전압을 준다.  이 노멀 모드에 있어서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는 전
압 VCL 및 VSL은 각각 MOS트랜지스터 Q5 및 Q6의 드레숄드 전압에 의해 결정되는 전압 레벨로 유지된다.

파워 다운 모드가 지정되면, 파워 다운 검출신호 PDM 및 /PDM이 각각 H레벨 및 L레벨로 되고, MOS트랜지
스터 NRy 및 PRy가 함께 온상태로 된다.  기준 전압 발생회로(40)에 있어서는, MOS트랜지스터 NRf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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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단락되고, 노드 NDa와 부전압 Vbb공급 노드 간의 저항치가 저하한다.

이것에 의해 노드 NDa에서 출력되는 기준전압 Vrefa의 전압 레벨이 저하하고, 더욱 부전압 Vbb에 가까운 
전압 레벨로 된다.

그것에 의해 n채널 MOS트랜지스터 Q5의 드레숄드 전압이 상승하고, 따라서 전압 VCL의 전압 레벨이 노멀 
모드의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보다도 저하한다.

한편, 기준전압 발생회로(50)에 있어서는, MOS트랜지스터 PRd가 전기적으로 단락되고, 고전압 Vpp공급 노
드와 노드 NDb사이의 저항치가 저하하고, 기준전압 Vrefb의 전압 레벨이 상승한다.

그것에  의해,  p채널  MOS트랜지스터  Q6의  드레숄드  전압이  더욱  네가티브하게  되고  (그  절대치가 
크게된다)전압 VSL이, 노멀 모드의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높게 된다.

그것에 의해, 파워 다운 모드에 있어서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서브 드레숄드 영역에서 동작하는 MOS
트랜지스터를 보다 강하게 오프 상태로 할 수 있고, 서브 드레숄드 전류에 의한 소비 전류를 저감할 수 
있다.  파워 다운 모드에 있어서는 전술과 같이, 리프레쉬가 행해지는 것으로 있고, 외부 액세스가 행해
지지 않기 때문에, 전압 VCL 및 VSL이 각각 전원전압 Vcc 및 접지전압 Vss로 복귀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
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이 실시예 5의 구성에 따르면, 데이터 유지 모드에 있어서, 전압 VCL과 전원전압 Vcc와의 
차 및 전압 VSL과 접지 전위 Vss의 차를 노멀 모드시보다도 크게하였기 때문에,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
어서 소비 전류를 보다 작게할 수 있다.

[실시예 6]

제20도는, 이 발명의 제6의 실시예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중요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이다.

제20도에 있어서, 반도체 집적회로장치는, 외부신호 ext.I를 받고, 파워 처리하여 내부신호 OUTe를 생성
하는 입력파워(300)과, 입력신호 INa를 받고 소정의 논리 처리를 실시하여 출력신호 OUTa를 생성하는 내
부회로 301과, 입력신호INb에 소정의 논리처리를 실시하여 내부 출력신호OUTb를 생성하는 내부회로(302)
를 포함한다.

입력 버퍼(300)은 메인 전원선(1)상의 전원전압 Vcc와 메인 접지선(3)상의 접지전압 Vss를 양동작 전원전
압으로써 동작한다.

내부 회로(302)에 포함되는 트랜지스터의 백 게이트로는 전압 Vcc또는 Vss가 부여된다.  

내부 회로(301)에 대해서는 서브 전원선(2a) 및 서브 접지선 4a가 설치된다.  서브 전원선 2a와, 메인 전
원선(1)의 사이에는,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에 응답하여 도통하고, 메인 전원선(1)과 서브 전원선(2a)
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Qla와,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이 서브 전원선(2a)상
의 전압 VCL1의 전압 레벨을 설정하는 전압 설정부(310)이 설치된다.

서브 접지선4a에 대해서는,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에 응답하여 서브 접지선 4a를 메인 접지선(3)에 전기
적으로 접속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Q2a와,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이 서브 접지선 4a상의 전압 
VSL1의 전압 레벨을 설정하는 전압설정부(312)가 설치된다.

전압설정부(310) 및 (312)는, 기준 전압 발생회로와, 차동 증폭회로와, 이 차동 증폭회로의 출력에 응답
하여 도통하는 MOS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지, 또는 기준전압 발생회로와 기준 전압 발생회로의 기준전압을 
백 게이트로 받는 MOS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내부  회로(302)에  대해서는,  서브  전원선  2b  및  서브  접지선  4b가  구비된다.   서브  전원선  2b에 
대해서는,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에 응답하여 메인 전원선1과 서브 전원선(2b)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Qlb와,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이 서브 전원선2b상의 전압 VCL2의 전압 레벨을 
설정하는 전압 설정부(314)가 구비된다.  서브 접지선(4b)에 대해서는,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에 응답하
여 서브 접지선 4b를 메인 접지선(3)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Q2b와, 스탠바이 싸이
클시에 있어서 이 서브 접지선 4b상의 전압 VSL의 전압 레벨과 설정하는 전압 설정부(316)이 구비된다. 
이 전압 설정부(314) 및 (316)은, 각각 전압 설정부(310) 및 (312)과 동일 모양의 구성을 구비한다.

제20도에 나타난 구성에 있어서, 내부회로(301)는 서브 전원선 2b상의 전압 VCL1 및 서브 접지선 4b상의 
전압 VSL1을 양 동작 전원전압으로써 동작하도록 표시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입력신호INa 및 출력신호 OUTa의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전압 레벨에 따라 메
인 전원선(1) 및 메인 접지선(3)상의 전압을 이용한다.

제20도에 있어서는, 전압 VCL1 및 VSL1의 전압 레벨을 과제로하기 때문에, 편의상, 내부회로(301)이 서브 
전원선2a 및 서브 접지선 4a상의 전압을 동작 전원 전압으로써 동작하도록 표시된다.

또한, 내부회로(301)은,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출력 하이 인버턴스상태로 되는 경우에는, 이 서브 
전원선 2a상의 전압 VCL1 및 서브 접지선 4a상의 전압 VSL1을 양동작 전원전압으로써 이용하는 구성이 이
용되어도 된다.  또한, 접속구성은, 또한 내부 회로(302)에 관해서도 동일한 모양이다.

제20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내부회로(301) 및 (302)는, 각각 별도의 전원선 구성으로함에 의해, 서브 전
원선(2a) 및 (2b) 아울러 서브 접지선 4a 및 4b의 전압변동(노이즈)를 억제한다.

다음에 이 20도에 나타난 구성의 동작에 관하여 그 동작 파형도인 제21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는 H레벨이며, MOS트랜지스터 Q1a,Q2a,Q1b, 및 Q2b는 
전체가 오프상태다.

이 상태에 있어서, 전압 VCL1,VSL1,VCL2 및 VSL2는, 각각 전압 설정부(310),(312),(314) 및 (316)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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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전압 레벨에 설정된다.  현재, 전압 설정부(310),  및 (314)는 동일 전압 레벨에 전압 VCL1  및 
VCL2를 설정하고, 또한 전압 설정부(312) 및 (316)은 동일 전압레벨에 전압 VSL1 및 VSL2를 설정하면 된
다.

액티브 싸이클이 상승되면,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는 H레벨로 되고, MOS트랜지스터 Q1a,Q1b,Q2a, 및 Q2b
가 온상태로 되고, 전압 VCL1,VCL2가 전원전압 Vcc레벨로 복귀하고, 또한 전압 VSL1 및 VSL2가 접지전압 
Vss레벨로 복귀한다.

이때, 전원선 2a 및 2b에 종속하는 부하용량 또는 기생용량이 서로다르고, 동일 전압레벨에 스탠바이 싸
이클시에 유지되어 있어도, 전원선(2a) 및 (2b)가 전원전압 Vcc레벨에 까지 복귀하는 것에 시간차가 발생
한다.

제21도에 있어서, 전압 VCL2의 복귀시간이 빠르게 되도록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또한 VSL1 및 VSL2에 
관해서도 동일한 모양이다.

입력 버퍼(300)는, 메인 전원선(1) 및 메인 접지선(3)상의 전압 Vcc 및 Vss를 양동작 전원전압으로써 동
작하고 있다.

따라서, 액티브 싸이클이 상승하면, 바로 외부에서의 신호 ext.1을 받고 소정의 처리를 실시하여 내부신
호 OUTe를 생성할 수 있다.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내부 제어 신호 발생회로는, 그 입력신호 및 출력신호의 발생순서는 미리 정
해지고, 소정의 시간 순서를 갖는 활성상태로 된다.  내부회로(301)이, 서브 전원선(2a) 및 서브 접지선
(4a)상의 전압 VCL 및 VSL1이 각각 소정의 전압 Vcc 및 Vss레벨로 설정한 후에, 그 입력신호INa가 엑티브 
상태로 되고 동작을 실행한다.

내부회로(302)도 동일한 모양으로 전압(VCL2) 및 (VSL2)가 전원전압 Vcc 및 접지전압 Vss에 복귀한 후로, 
입력신호INb가 엑티브 상태로 되어 동작을 실행한다.

입력 버퍼(300)에서 내부회로(301) 및 (302)로의 신호 전파에는 소정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입력 버퍼(300)을 메인 전원선(1) 및 메인 접지선(3)상의 전압 Vcc 및 Vss를 양전원 전압으로써 
동작시키는 것에 의해, 엑티브 싸이클 개시후 즉시 외부신호 ext.1을 받아들여 개재시킬 수 있고, 엑세스 
시간을 대폭 저감할 수 있다.

즉, 전압 VCL 및 VSL이 전원전압 Vcc 및 Vss의 전압 레벨로 복귀하기 전에 동작하는 회로 부분(입력신호
가 확정상태로 되는 회로)에 관해서는, 메인 전원선(1) 및 메인 접지선(3)상의 전압 Vcc 및 Vss를 동작전
원으로써  동작시키고,  할수  있는  한  빠른  타이밍으로  동작을  실행시키고,  엑세스  지연의  증가를 
방지한다.

어떤 회로에 대하여, 메인 및 서브의 전원구조를 구비하는 계층전원선 구성으로써, 어떤 회로에 대하여 
메인 전원선(1) 및 메인 접지선(3)만을 전원선으로써 이용할지는, 엑티브 싸이클시에 있어서 각 서브 전
원선 및 서브 접지선의 전압의 복귀시간을 측정하고, 거기에서 부여되는 신호의 확정타이밍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제3도에 나타난 /RAS버퍼(200),/CAS버퍼(210),/WE버퍼 및; 로우 어드레스버퍼(101)은, 외부에서의 신호를 
될 수 있는한 빠른 타이밍으로 취하고, 내부 신호를 생성할 필요가 있고, 이 20도에 나타난 입력 버퍼
(300)과 동일 메인 전원선(1) 및 메인 접지선(3)만의 비계층 전원 구조로 한다.  계층 전원선 구성으로하
는 부분은, 비교적 늦은 타이밍으로 동작을 행하는 회로이면 되고, 예를들면 제4도에 나타난 로우 디코더
(230)이 메인 전원선 및 서브 전원선과 메인 접지선 및 서브 접지선의 계층 전원구성으로 된다.

칼럼계 회로에 대해서는, 액티브 싸이클이 상승되어서 소정시간 경과후(컬럼인터록 시간경과 후)활성상태
로 되기 때문에, 메인/서브 전원선 및 메인/서브 접지선의 계층 전원구조가 취해져도 된다.

이상과 같이 이 제6의 실시예의 구성에 따르면, 전압 VCL 및 VSL이 전원전압 Vcc 및 접지전압 Vss에 복귀
하는 것보다도 빠른 타이밍으로 동작할 필요가 있는 회로에 대해서는 메인 전원선 및 메인 접지선만을 설
치하는 것에 의해 이들의 회로를 빠른 타이밍으로 동작을 개새시킬 수 있고, 엑세스 지연의 증대를 방지
할 수 있다. 

[실시예 7]

제22도는, 이 발명의 제7의 실시예인 반도체 집적회로장치의 중요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이다.

제22도에 있어서는, 내부 회로(320) 및 (322)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제22도에 있어서는, 내부 회로(320) 및 (322)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내부회로(320)은, 입력신호IN0에 
소정의 논리 처리를 실시하여 내부 출력신호 OUT0을 생성한다.

내부회로(322)는, 입력신호IN1에 소정의 논리처리를 실시하여 내부 출력신호 OUT1을 생성한다.

내부회로(320)에 대해서는, 서브 전원선(2a) 및 서브 접지선(4a)가 설치되고, 내부회로(322)에 대해서는, 
서브 전원선(2b) 및 서브 접지선(4b)가 설치된다.

서브 전원선(2a)에 대해서는,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 /ψ에 응답하여 메인 전원선(1)과 서브 전원선(2a)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Q1a와, 기준전압 VRH1에 의해,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서
브 전원선(2a)의 전압 VCL1을 소정의 전압레벨에 설정하는 전압 설정부(324)가 설치된다.  이 전압 설정
부(324)는, 차동 증폭기와 이 차동증폭기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도통하는 MOS트랜지스터를 포함하거나, 
또는 기준전압 VRH1을 백게이트로 받는 MOS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서브접지선(4a)에 대해서는,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 ψ에 응답하여 서브 접지선(4a)와 메인 접지선(3)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Q2a와, 기준전압 (VER1)에 의해 이 서브 접지선(4a)상에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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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L1의 레벨을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설정하는 전압 설정부(326)이 설정된다.

전압 설정부(326)은 또한 차등 증폭기와 이 차등 증폭기의 출력을 게이트 전극으로 받는 MOS트랜지스터로 
구성되거나 또는 기준전압 VRL1을 백 게이트로 받는 MOS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내부회로(320)은, 메인 전원선(1), 서브 전원선(2a), 메인 전원선(3) 및 서브 접지선(4a)상의 전압을 전
부 받고 등작하도록 표시된다.

그러나 이것을 내부회로(320)의 내부 구성에 의해 적당한 전원선/접지선이 선택되어 있다.

내부회로(320) 및 (322)의 MOS트랜지스터의 백게이트로는 전압 Vcc 또는 Vss가 부여된다.

내부회로(322)에 대해서는 서브 전원선(2b) 및 서브 접지선(4b)가 설치되어 있다.

서브 전원선(2b)에 대해서는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에 응답하여 메인 전원선(1)과 서브 전원선(2b)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 Q1b와, 기준전압 VRH2에 의해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이 
서브 전원선 2b상의 전압 VCL2의 전압 레벨을 설정하는 전압 설정부(325)가 설치된다.

전압 설정부(325)도, 또한 차등 증폭기 및 MOS트랜지스터, 또는 기준 전압을 백게이트로 받는 MOS트랜지
스터의 구성을 구비한다.

서브 접지선(4b)에 대해서는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에 응답하여 서브 접지선(4b)를 메인접지선(3)에 전
기적으로 접속하는 n채널 MOS트랜지스터 Q2b와,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기준전압 VRL2에 의해 서브 접지선
(4b)상의 전압 VSL2의 전압 레벨을 설정하는 전압 설정부(327)이 설치된다.

이 전압 설정부(327)도 동일한 모양, 차등증폭기 및 MOS트랜지스터, 또는 MOS트랜지스터의 구성을 구비한
다.

기준전압은 이하의 관계를 만족한다.

Vcc〉VRH1〉VRH2

VRL2〉VRL1〉Vss

따라서, 이하의 관계가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충족된다.

Vcc〉VCL1〉VCL2

VSL2〉VSL1〉Vss

즉,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내부회로(320)에 있어서 서브 드레숄드 영역에서 동작하는 MOS트랜지스터
보다도, 내부회로(322)에 있어서, 서브 드레숄드 영역에서 동작하는 MOS트랜지스터가 더욱 강한 오프 상
태로 된다.

다음에 이 제22도에 나타난 구성의 동작을 그 동작 파형도인 제23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스탠바이 싸이클에 있어서,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는 H레벨이며, MOS트랜지스터 Q1a,Q1b,Q2a, 및 Q2b는 
각각 오프 상태이다.

이 상태에 있어서, 전압 VCL1,VCL2,VSL1, 및 VSL2는 각각 기준전압 VRH1, VRH2, VRL1, 및 VRL2에 의해서 
소정의 전압 레벨에 의해 설정된다.

액티브 싸이클이 상승되면,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ψ는 L레벨로되고, MOS트랜지스터 Q1a,Q1b,Q2a, 및 Q2b
는 각각 오프 상태로 된다.

이것에 의해, 서브 전원선(2a) 및 (2b)상의 전압 VCL1 및 VCL2는 전원전압 Vcc레벨로 복귀하고, 서브 접
지선(4a) 및 (4b)상의 전압 VSL1 및 VSL2는 접지전압 Vss레벨로 복귀한다.

이때, 전압 VCL1은, 전압 VCL2보다도 높기 때문에, 서브 전원선 2a상의 전압 VCL1은, 서브전원선(2b)상의 
전압 VCL2보다도 조속한 시각 t1에 있어서 전원 전압 Vcc레벨로 복귀하고, 동일한 모양으로, 전압 VSL1도 
VSL2보다도 빠른 시각 t1에 있어서 접지전압 Vss에 복귀한다.

따라서, 내부 회로(320)에 부여되는 입력신호IN0는 시각 t1이후의 빠른 타이밍으로 활성상태로 되고, 내
부회로(320)에서의 출력신호 OUT0를 빠른 타이밍으로 확정상태로 할 수 있다.

내부 회로(322)에 관해서는, 전압 VCL2 및 VSL2가 시각 t2에 있어서 전압 Vcc 및 Vss에 복귀하기 위하여 
이 시각 t2보다도 늦은 후의 타이밍으로 입력신호 IN1이 확정상태로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빠른 타이밍으로 동작해야 하는 내부회로에 대해서는, 서브 전원선상의 전압을 전원전
압 Vcc레벨로 가까운 전압 레벨로 설정하고, 또한 서브 접지선상의 전압 VSL을 접지전압 Vss레벨에 가까
운 전압 레벨로 설정한다.

이것에 의해,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서브 드레숄드 전류에 기인하는 소비 전류를 저감하면서, 동작
개시 타이밍의 지연을 저감할 수 있고, 고속동작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장치 또는 엑세스지연의 작은 반도
체 기억장치가 실현된다.

비교적 늦은 타이밍으로 동작해도 좋은 내부회로에 대해서는, 서브 전원선상의 전압 VCL을 비교적 낮은 
전압 레벨로 설정하고, 또한 서브 접지선상의 전압 VSL을 비교적 높은 전압 레벨로 설정함에 의해 서브 
드레숄드 전류를 충분히 억제하여, 소비 전류를 저감한다.

이것에 의해, 어떠한 동작속도/엑세스 시간에 악영향을 주는 일 없이 저소비 전류로 동작하는 반도체 집
적회로 장치가 실현된다.

또한, 기준전압 VRH1,VRL1,VRH2,VRL2는 각각 앞의 실시예에 있어서 제9도 및 제11도에 있어서 나타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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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회로에서 그 출력노드를 각각으로함에 의해 2종류의 기준전압이 
발생되는 구성이 이용되어도 되고, 또한 별도의 기준전압을 발생하는 구성이 이용되어도 된다.

이 내부회로(320)으로써는 제20도에 나타난 구성과 동일한 모양,  외부신호를 받는 입력버퍼, 즉/RAS버
퍼,/CAS버퍼/WE버퍼 및 로우 어드레스 버퍼 등이 적용되고, 내부회로322는, 로우 디코더 등의 회로를 포
함한다.

제10도에 나타난 MOS트랜지스터Q5 및 Q6은, 각각 p채널 MOS트랜지스터 및 n채널 mos트랜지스터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전압의 극성이 전환되어도 되고, 또한, 그 접속도 따라서 변경된다.

동작 모드에 따라 기준 전압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변경방향이 역으로 된다.

이것에 의해 제10도에 나타난 구성과 동일한 모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제11도에 나타난 기준전압 발생회로에 있어서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와, n채널 MOS트랜지스터가 이
용되고 있으나, 한쪽의 도전형식의 MOS트랜지스터만으로 구성되어도 된다.

이상과 같이 이 발명에 따르면, 저소비 전류로, 엑세스 지연이 충분하게 억제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를 실현할 수 있다.

즉, 제1청구항의 발명에 의하면, 메인 전원 전압선과 서브 전원 전압선의 사이에, 기준전압과 서브 전원 
전압선의 전압을 비교하는 차등 증폭기의 출력신호에 의해 메인 전원선과 서브 전원선과의 사이에 전류경
로를 형성하는 스위칭 소자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서브 전원전압선의 전압을 기준 전압레벨에 설정할 수 
있고, 안정하게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소정의 전압레벨에 서브 전원 전압선의 전압을 유지할 수 있
다.

제2청구항에 따른 발명에 의하면, 메인 전원 전압선과 서브 전원 전압선의 사이에 백 게이트에 기준 전압
을 받는 다이오드가 접속된 절연 게이트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기 위해, 이 서브 전원 전압선
상의 전압을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안정하게 일정의 전압레벨로 유지할 수 있다.

제3청구항의 발명에 의하면, 기준 전압을 조절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조 페라메이터의 변동에 영향
을 받는 일 없이 확실하게 요구된 전압 레벨의 기준 전압을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서브 전원 전압선상
의 전압을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요구된 전압 레벨로 유지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발명에  의하면,  특정  동작모드시에  있어서  기준  전압의  레벨을  변경하도록  동작했기 
때문에, 이 특정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 서브 전원 전압선의 전압레벨을 변경할 수 있고, 더욱 소비 전류
를 저감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발명에 의하면, 기준 전압 레벨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불량 메모리 셀을 구제하기 위
한 불량 어드레스 프로그램용의 가용성의 링크 소자와 동일 재료에서 구성되는 링크 소자를 이용했기 때
문에, 이 불량 어드레스의 프로그램과 동일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준전압의 레벨 조정을 행할 수 있고, 
기준 전압 레벨 조정의 시간을 거의 무시할 수 있고, 제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발명에 의하면, 외부 신호를 받는 입력 버퍼는 메인 전원전압의 전압만을 동작 전원 전압으
로써 동작하도록 구성하고, 적어도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는 메인/서브 전원 전압선의 계층 전원 구조로 
했기 때문에, 스탠바이 싸이클에서 엑티브 싸이클 이행시에 있어서 빠른 타이밍에서 외부신호를 받아들여 
내부신호를 발생할 수 있고, 엑세스 지연의 증대를 방지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른 발명에 의하면, 제1의 논리 게이트에 설치된 서브 전원 전압선의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
서 전압과 제2의 논리게이트에 설치된 제2의 서브 전원 전압선의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전압레벨을 
상이하게 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 제1 및 제2의 논리게이트의 동작 조건에 의해 스탠바이 싸이클시
의 서브 전원 전압선상의 전압 레벨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전류를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저감하며 동작 속도 또는 엑세스 시간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른 발명에 의하면, 제2의 논리 게이트의 서브 전원선에 대하여 기준 전압과 전압 레벨의 상이
한 제2의 기준 전압을 백 게이트로 받는 메인 전원 전압선과 서브 전원 전압선의 사이에 접속된 MOS트랜
지스터(절연 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제2의 논리 게이트를 스탠바이 싸이클
시에 있어서 서브 전원 전압선의 전압과 논리 게이트의 서브 전원 전압선상의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
서 전압 레벨을 상이하게 할 수 있고, 따라서 논리 게이트의 동작 조건에 의해 최적의 전압 레벨에 각 서
브 전원 전압선의 전압을 설정할 수 있고 스탠바이 싸이클시에 있어서 소비 전류를 저감하면서 스탠바이 
싸이클에서 엑티브 싸이클 이행시에 있어서 동작 개시 타이밍의 지연을 최소로 할수 있고, 고속 동작하는 
저소비 전류의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를 얻을 수 있다.

제9항에 의한 발명에 있어서는, 논리 게이트에 포함되는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의 백게이트에 메인 전원선
상의 전압을 부여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동작 싸이클 규정신호의 비활성화시에 있어서 서브 드레숄드 
전류를 그 백 게이트효과에 의해 저감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전원 전압을 전달하는 메인 전원선(1;3)과, 서브 전원선(2;4;2a-2b; 4a-4b)선과, 동작사이클 규정신호
에 응답해서 상기 메인전원선과 상기 서브전원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1스위칭 트랜지스터
(Q1;Q2;Q1a,Q1b;Q2a,Q2b)과, 상기 서브전원선상의 전압과 기준전압을 차동적으로 증폭하는 차동증폭수단
(5;6)과, 상기 차동증폭수단의 출력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메인선과 상기 서브전원선과에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형성하는 제2스위칭 트랜지스터(Q3;Q4)와, 상기 서브 전원선상의 전압을 한쪽의 동작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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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으로  해서  동작하고,  공급된  입력신호에  소정의  논리처리를  행해서  출력하는 논리게이트(f1-
f3;301;302)를 구비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  전압의 전압레벨을 조정하는 전압레벨 조정수단(FLa-FLb,FLd,FLc; FLf-
FLe,FLg-FLh;96)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특정동작모드지정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기준전압의 전압레벨을 변경하는 수단을 더 구
비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행과열의 메트릭스모양으로 배열된 복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셀 어레이(100)
와, 가용성의 링크소자(L1-Ln)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의 불량메모리 셀의 존재하는 행또는 
열을 특정하는 불량 어드레스로 프로그램 하기 위한 회로(91)과, 상기 링크소자와 동일재료로 형성된 프
로그램소자(LL1-LLm)를 포함하고, 상기 기준 전압의 전압레벨을 조정하는 레벨조정회로(96)를 더 포함하
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행과 열의 메트릭스모양으로 배열된 복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셀 어레이(10
0)와, 상기 제1전원전압과 논리 레벨이 다른 제2전원 전압을 전달하는 별도의 메인 전원선(3;1)과, 상기 
메인전원선양자상의 전원을 양동작 전원전압으로 동작하고, 동작 사이클 규정신호, 데이터 입출력모드 지
정신호 및 어드레스 신호를 포함하는 외부 신호를 버퍼처리해서 내부신호를 생성하는 입력버퍼(300)와, 
상기 서브전원선상(2;4; 2a-2b; 4a-4b)의 전압을 한쪽의 동작전원전압으로 해서 동작하고, 소정동작을 행
하는  상기  메모리  행  선택  동작을  초기화하는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에  따라  생성된  신호에 
응답하며,  상기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는  상기  입력  버퍼  회로에서  생성되는  행  연관 회로(200-
208)를 더 구비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2서브전원선(2a-2b; 4a-4b)과; 상기 동작 사이클 규정신호에 응답하는 상기 메인전원
선과 상기 제2서브전원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3스위칭 트랜지스터(Q1b;Q1a)와; 출력하기 위한 인가
된 입력신호상에 처리하는 소정의 로직을 행하는 한쪽의 동작전원전압으로 상기 제2서브 전원선상의 전압
을 사용해서 동작하는 제2로직게이트(302;301)와; 제2기준전압과 상기 제2서브전원선을 차동으로 증폭하
는 제2 차동 증폭수단(314;310;316;314;324-327)과; 상기 메인 전원선과 상기 제2서브 전원선을 전기적으
로 연결하는 상기 제2 차동 증폭수단의 출력신호에 응답하는 제4 스위칭 트랜지스터
(314;310;316;314;324-327)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전압은 휴즈 프로그램가능한 저항값을 가진 저항소자(Ra-Rc,NQb-NQd; Rf-
Rd,  PQb-PQd)와  상기 저항소자를 통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류원부
(PQ5,PQ6,NQ5,NQ6,NQa;PQ7,PQ8,NQ7,NQ8,PQa)를  포함하는  회로(12;14)에  의해  생성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원전압(Vcc; Vss)는 제1로직레벨의 전압이고, 상기 바꿈수단(302; PQy;NQy)은 
제2로직 레벨에서 전압(Vss; Vcc)방향으로 제1기준 전압을 바꾸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전압은 저항 소자(NQb-NQd,NQx;PQb-PQd,PQx)와 상기 저항 소자의 적어도 하
나의 저항소자에서 전기적으로 단락회로로하는 상기 특정의 동작모드지정신호에 응답하는 수단(302; PQy; 
NQy)을 포함하는 바꿈수단에 의해 생성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는 메모리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특정 동작 모드 지정신호
(PDM, /PDM)는 상기 메모리 장치에서 데이터를 홀딩하기 위한 데이터 홀딩모드를 지정하는 반도체 집적회
로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제2전원전압을 전송하기 위한 제2메인전원선(3;1)과, 제2서브전원선(4;2), 상기 동작 사
이클 규정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제2메인전원선과 상기 제2서브 전원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3 스위칭 
트랜지스터(Q2;Q1)와, 상기 제2 서브 전원선과 제2 기준 전압상의 전압을 차동으로 증폭하는 제2 차동 증
폭 수단(6;5)과, 상기 제2메인전원선과 상기 제2차동증폭 수단의 출력신호에 응답하는 상기 제2서브전원
선  사이에  전류  통로를  형성하는  제4  스위칭  트랜지스터  (Q2;Q1)를  더  구비하고,  상기  로직 게이트
(f1,f3)는 다른쪽 동작 전원전압으로 상기 제2메인전원선상의 전압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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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메인전원선(1;3)상의 전압을 이용하는 제2로직게이트(F2)와, 인가된 신호상에 
소정 로직 동작을 행하기 위한 상기 제2서브전원선(4;2)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13 

제1전원전압을 전송하기 위한 메인전원선(1;3)과, 제2서브전원선(2;4;2a,2b;4a,4b)과, 상기 동작 사이클 
규정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메인 전원선과 상기 서브 전원선을 전기적 접속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Q1;Q
2)와, 백 게이트를 가지고, 한쪽의 접속노드가 상기 메인 전원선에 접속되고, 다른 접속노드가 상기 서브
전원선에 접속되며, 고전위측에서 저전위측으로 다이오드를 형성하도록 상기 메인 전원선과 상기 서브 전
원선중 어느 하나에 접속되는 제어전극노드를 구비하는 절연게이트형 FET(Q5;Q6)와, 상기 절연 게이트 형 
FET의 상기 백 게이트에 제1기준전압을 인가하는 기준 전압 발생 회로(40;50)과, 출력하기 위해 인가된 
입력 신호를 소정의 로직처리를 행하기 위한 한쪽의 동작전원 전압으로 상기 서브 전원 선상의 전압을 사
용해서 동작하는 로직게이트(f1,f2,f3)를 구비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전압의 전압레벨을 조정하기 위한 전압 레벨 조정수단(R1,R2;R3,R4)을 더 
구비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제2서브전원선(2a;2b)과, 상기 동작 사이클규정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메인 전원선과 
상기 제2서브 전원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2스위칭트랜지스터(Q1a;Q1b;Q2a;Q2b)와,  상기 기준 전압 
생성수단과 제1 기준 전압에서의 전압레벨의 제2기준전압 차이를 수신하는 백 게이트를 가지며, 한쪽의 
도전전극이 상기 메인 전원선과 접속되고, 다른 도전노드가 상기 제2서브 전원선에 접속되며, 다이오드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제2서브전원선과 상기 전원선에 접속되는 제2 절연게이트 형 FET와, 출력하기 위한 
수신된 입력 신호상에 소정의 논리 처리를 행하는 한쪽의 전원전압을 상기 제2서브 전원선상의 전압을 사
용해서 동작하는 제2로직 게이트(320;321)를 더 구비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특정 동작 모드 지정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제1기준 전압의 전압 레벨을 바꾸는 수단
(302)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행과 열의 매트릭스로 배열된 복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100)와,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에서 그위에 있는 불량 메모리 셀을 가지는 행과 열로 특정하는 불량 어드레스를 
프로그램하는 가용성의 링크소자를 포함하는 회로(91)와, 상기 제1기준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 상기 링크 
소자와 공통 재료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 지는 프로그램 소자를 포함하는 레벨 조정 회로(96)를 더 구비하
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행과 열의 매트릭스로 배열된 복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100)와, 
로직레벨에서 상기 제1전원 전압과 다른 제2전원 전압을 전송하기 위한 별도의 메인 전원선(3;1)과, 동작 
사이클 규정 신호, 데이터 입력/출력 모드 지정신호와 어드레스신호생성 내부 신호를 포함하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신호상에 버퍼 처리를 행하는 양쪽의 동작 전원 전압으로 메인 전원 공급 선모두의 전압을 이용
해서 동작하는 입력 버퍼 회로(300)와, 소정의 동작을 행하는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를 행한 선택 동작을 
초기화하는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에 의해 생성된 응답하고 한쪽의 전원 전압으로 상기 서브 전원 선
상에 전압을 사용해서 동작하는 행 연관 회로(200-208)를 더 구비하고, 상기 행 어드레스 스트로브 신호
는 상기 입력 버퍼에서 생성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 전압은 휴즈 프로그램 가능한 저항값을 가지는 저항 소자(R1,R2;R3,R4)을 
포함하는 회로(40;50)와, 상기 저항 소자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발생하기 위한 상기 저항 소자에 결속
되는 (R2;R1;R4,R3)에 의해 생성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원전압(Vcc;Vss)은 제1로직 레벨의 전압이고, 상기 바꿈수단은 제2로직 레벨
에서 전압(Vss;Vcc)의 방향으로 제1기준 전압을 바꾸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2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 전압은 저항소자에 의해 생성되고, 상기 바꿈 수단(302)은 상기 저항 소자
중 적어도 하나의 저항소자를 전기적으로 단락시키는 회로로 하는 상기 특정 동작 모드 지정 신호에 응답
하는 수단(PQy; NQy)을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는 메모리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특정동작모드 지정신호
(PDM, /PDM)는 상기 메모리 장치에서 데이터를 홀딩하는 데이터 홀딩모드를 지정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
치.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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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전원전압에서  로직  레벨에서  다른  제2전원전압을  전송하는  제2메인 전원선
(3;1)과, 제2서브전원선(4;2)과, 상기 동작 사이클 규정신호에 응답하는 상기 제2메인 전원선과 상기 제2
서브전원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3 스위칭 트랜지스터 (Q2;Q1)와, 백 게이트를 가지고, 한쪽의 도전 
노드가 상기 제2 메인전원선에 접속되고, 다른 쪽의 도전 노드가 상기 제2 서브전원선에 접속되며, 제어 
전극 노드가 고전위측에서 저전위측으로 다이오드를 형성하기 위한 상기 메인전원선과 상기 서브전원선 
중 어느하나에 접속되는 제2 절연게이트 형 FET(Q6;Q5)와, 제2기준 전압이 상기 제2 절연게이트 형 FET의 
상기 백 게이트로 인가하는 제2기준 전압 생성회로(50;50)를 구비하고, 다른 쪽 동작 전원 전압으로 상기 
제2 메인전원선 상의 전압을 사용해서 동작하는 상기 로직 게이트(f1,f3;f2)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24 

제13항에 있어서, 인가된 신호상에 소정의 논리 동작을 행하는 상기 제1 메인전원선(1;3)과 상기 제2서브
전원선(4;2)상의 전압을 이용해서 동작하는 제2로직 게이트(f2;f1,f3)를 더 구비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
치. 

청구항 2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전압 생성 수단(40;50)은 상기 제1기준 전압을 생성하는 제1전원 전압보다 
절대값이 큰 소정의 전압(Vpp;Vbb)을 분압수단으로 하는 수단(R1,R2;R3,R4)을 더 구비하는 반도체 집적회
로 장치. 

청구항 26 

소정 레벨의 전원 전압을 전송하는 메인 전원(1;3)선과, 서브전원선(2;4)과, 동작 사이클 규정 신호에 응
답해서 상기 메인전원선과 상기 서브전원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스위칭 소자(Q1;Q2;Q1a;Q1b;Q2a;Q2b)
와, 상기 스위칭 소자의 비도전상태의 상기 전원 소스 전압과 다른 전압 레벨로 상기 서브 전원 선을 유
지하는 전압 설정 회로(310;312;314;316;324;325;326;327;5,Q3;6,Q4;40,Q5;50,Q6)와, 상기 메인 전원 선
상에 수신되는 백 게이트를 가지고 그 한쪽도전노드가 상기 서브 전원상의 전압을 받도록 접속된 절연 게
이트 형 FET(PT,NT)를 포함하고, 주어진 신호에 소정의 처리를 행해서 출력하는 논리 게이트(f1,f2,f3)를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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