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3-0038392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G11C 11/4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3-0038392

2003년05월16일

(21) 출원번호 10-2002-0066739

(22) 출원일자 2002년10월31일

(30) 우선권주장 JP-P-2001-00336208 2001년11월01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키가이샤 히타치세이사쿠쇼

일본 도쿄토 치요다쿠 간다스루가다이 4쪼메 6반치

(72) 발명자 오노고이치

일본국사이타마켄사이타마시타지마3-25-1

미야자키마사유키

일본국도쿄도분쿄쿠오오츠카1-3-1-202

이시바시코이치로

일본국사이타마켄와라비시미나미마치3-7-6

(74) 대리인 이종일

심사청구 : 없음

(54)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회로동작 속도뿐 아니라 리크전류의 편차도 보상하는 기구를 갖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CMOS로 구성되는 주회로와, 동일하게 CMOS로 구성되는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를 모의하고, 그 패스의 지연을 모

니터하는 지연모니터 회로(11)와, PMOS트랜지스터와 NMOS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차분을 검출하는 PN밸런스 

보상회로(13)와, 지연모니터회로(11)와 PN밸런스 보상회로(15)의 출력을 받아 지연모니터회로(11)의 동작속도를 원

하는 속도로 보상하고, PMOS트랜지스터와 NMOS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차를 감소시키는 웰 바이어스를 지연모

니터회로(11)와 주회로에 부여하는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를 구비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기본적인 형태를 도시하는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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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는 도 1에서 설명한 제어회로(11)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3 은 도 2의 PN밸런스 보상회로(23)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4 는 도 3의 논리 임계치 검출회로(31)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5 는 도 3의 기준전압 발생회로(32)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6 은 도 3의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의 구체예를 주체로 하여 PN밸런스 보상회로(23), 시프트 레지스터(24),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 및 가산회로(26)의 상호 관계의 구체적인 일례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7 은 도 2의 PN밸런스 보상회로(23)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8 은 도 7에 있어서 비교기(72)의 일례를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9 는 제 1 실시예에 의한 제어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10 은 제 1 실시예에 의한 제어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11 은 제 1 실시예에 의한 제어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도 12 는 도 1에서 설명한 제어회로(11)의 제 2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13 은 도 12에 있어서 PN밸런스 보상회로(123)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14 는 도 13에 있어서 논리임계치 검출회로(131)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15 는 도 1에서 설명한 제어회로(11)의 제 3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16 은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채용할 수 있는 패턴 테이블의 예를 도시하는 도이다.

도 17 은 도 1에서 설명한 제어회로(11)의 제 4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18 은 도 17에 있어서 지연 모니터회로(1721)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19 는 (a), (b)는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가 다른 패스와 교체되는 모습을 두개의 패스에 관해 도시하는 도이다.

도 20 은 도 1에서 설명한 제어회로(11)의 제 5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본 발명의 반도체 집적회로의 주회로가 구성되어야 할 영역

11 : 본 발명의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어회로가 구성되어야 할 영역

21, 1721, 2021 : 지연 모니터회로

22, 33, 72 : 비교기

23, 123 : PN밸런스 보상회로

24 : 시프트 레지스터

25, 1525 :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

26 : 가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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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31 : 논리 임계치 검출회로

32 : 기준전압 발생회로

34 : 차분 검출회로

35, 135 : PN밸런스용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

41 : PMOS 트랜지스터

42 : NMOS 트랜지스터

81, 82 : CMOS 인버터

251, 252 : 디코더

181, 182, 183 : 회로패스

184 : AND게이트

2001 : 전원전압 발생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차를 보상하는 PN 밸런스 보상회로를 구비하고, 

전원전압의 저전압화에 대해서도 최적의 동작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작가능한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휴대정보단말의 보급에 의해 CMOS LSI에서는 한층 더 저전력화가 요구되고 있고, 저전력화에 가장 효과가 있

는 전원전압의 저전압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저전원 전압에서는 프로세스와 온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한 회로의

성능편차가 커진다. 이러한 회로의 성능편차를 보상하는 기술로, 본원의 발명자에 의해, 일본 특허공개 2001-15626

1호 공보에 개시된 것과 같이, 주회로의 동작속도를 검출하고, 그 동작속도를 원하는 전위로 유지하도록 기판 바이어

스를 제어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동작속도 보상은, 주회로의 동작속도를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를 모의한 지연

모니터회로로 검출하고, 그 지연 모니터회로의 동작속도를 입력클록에 대해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지연 모니터

회로의 기판 바이어스를 제어하고, 그 기판 바이어스를 주회로에도 부여하므로써 실현하고 있다. 일본 특허공개 200

1-156261호 공보에서는 기판 바이어스를 제어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체상은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N웰 및 P웰의 각각의 바이어스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서는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N웰 및 P웰의 각각의 바이어스를 제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제조프로세스에 의해 트랜지스터의 성능에 편차가 발생하고,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

에 차가 발생하면, 회로속도가 동일 수치여도 회로의 리크전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은 리크전류는 회로 동

작속도가 아니라,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 기술에서는 동작속도에 대해 기판 바이

어스르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회로속도의 보상은 가능해도 임계치 전압에 차가 발생한 경우, 리크전류의 보상은 불가

능하다. 이후 저전압화가 더욱 진행되고,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이 저하되면, 임계치 전압의 편차가 현재화하게 된

다. 그 결과, 리크전류가 증대하고, 이에 의한 소비전력이 회로의 소비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대하기 때문에, 리

크전류의 보상은 중요한 기술이다.

본 발명은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차를 해소하는 웰 바이어스 제어회로로, CMOS로 

구성되는 주회로의 영역 일부에 주회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CMOS로 구성되는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를 모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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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패스의 지연을 모니터하는 지연 모니터회로를 포함하는 제어회로를 형성한다. 제어회로에는 또한 상기 지연 모니

터회로의 출력을 상기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차로 보상하기 위한 PN 밸런스 보상회

로를 구비하는 것으로 하고, 패스의 지연 모니터에 의한 회로속도의 보상을 행함과 동시에 PN 밸런스 보상회로에 의

해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차를 해소할 수 있게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를 참조하면서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의 반도체 집적회로의 기본적인 형태를 도 1을 참

조하여 설명한다.

도 1에 있어서, 10은 본 발명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주회로가 구성되어야 할 영역이고, 도에서 주회로의 요소회로의 

예로, 모식적으로 CMOS구성의 인버터를 하 나 도시한다. 여기에서 Vdd는 전원전압, Vss는 접지전위이다. 11은 본 

발명의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어회로가 구성되어야 할 영역이고, 주회로가 구성되어야 할 영역(10)의 일부를 점유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도에서는 제어회로(11)가 주회로(10)의 대부분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도의 

작성상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체는 1%정도 이상이다. 여기에서는 제어회로(11)는 주회로(10)의 CMOS구성의 인

버터와 동일 구성의 인버터를 다단으로 종속접속한 지연회로와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를 대표예로 모식적으로 도시한

다. 다단으로 종속접속한 인버터의 단수는 주회로 중 가장 큰 지연을 갖는 회로(크리티컬 패스라 한다.)의 지연시간에

대응하는 지연시간을 모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서도 Vdd는 전원전압, Vss는 접지전위이다.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는 뒤에서 서술하는 것과 같이 지연회로 및 PN 밸런스 보상회로의 출력에 따라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차를 해소하는 데에 적절한 N웰 및 P웰의 각각의 바이어스 전압(vbap, vbap)을 발생하고, 

이들이 각각 제어회로(11) 및 주회로(10)의 N웰 및 P웰에 공급된다.

(실시예 1)

도 2는 도 1에서 설명한 제어회로(11)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는 지연 모니터회로(21), 비

교기(22), PN 밸런스 보상회로(23), 시프트 레지스터(24),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 및 가산회로(26)로 구성된다.

지연 모니터회로(21)는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주회로(10)의 크리티컬 패스를 모의하는 것으로, 클록신호가 입력된

다. 이 클록신호는 주회로(10)의 클록신 호이다. 지연 모니터회로(21)에서는 따라서, 지연신호로 주회로(10)의 크리

티컬 패스의 지연시간에 대응한 지연을 갖는 클록신호가 얻어진다. 비교기(22)에는 지연모니터 회로(21)의 지연신호

와 클록신호가 입력된다. 비교기(22)에서는 이 양 신호의 위상차를 비교하고, 설계치보다 지연시간이 빠를 때에는 up

신호, 느릴 때에는 down신호를 출력한다. 시프트 레지스터(24)는 up신호 및 down신호를 받아, up신호가 1회 입력될

때마다 PMOS 웰 바이어스용 제어신호인 adrp신호 및 NMOS 웰 바이어스용 제어신호인 adrn신호를 1단계 상승시키

고, 반대로 down신호가 1회 입력될 때마다 adrp신호 및 adrn신호를 1단계 하강시킨다. PN 밸런스 보상회로(23)는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 차분신호인 diff신호를 출

력한다. 이 차분신호인 diff신호는 시프트 레지스터(24)의 adrp신호와 adrn신호가 diff신호에 대응하는 크기의 차를 

갖도록 작용하고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의 차분을 반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26은 

가산회로이고, 이 차분을 반영시키기 위한 회로이며, 시프트 레지스터(24)의 adrn신호에 PN 밸런스 보상회로(23)의 

차분신호(diff)를 도의 극성으로 가산하고, adrn신호를 adrn'신호로 변경한다. 차분신호(diff)가 플러스이면, adrp신호

와 adrn'신호의 차는 커지고, 차분신호(diff)가 마이너스이면, adrp신호와 adrn'신호의 차는 작아진다. 따라서, 비교기

(22)에서 얻어지는 지연시간의 설계치로부터의 차이에 대응한 up신호 및 down신호에 대응한 시프트 레지스터(24)의

adrp신호와 가산회로(26)의 adrn'신호는, 시프트 레지스터(24)의 adrp신호와 adrn신호와 비교하여 차분신호(diff)에

대응한 크기만큼 수식된 것이 된다.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는 adrp신호를 받아 PMOS 웰 바이어스신호인 vbap를

결정하고, 또 adrn'신호를 받아 PMOS 웰 바이어스 신호인 vban을 결정한다. 이 웰 바이어스 신호는 주회로(10) 및 

지연 모니터회로(21)의 웰단자에 vbap신호, vban신호를 공급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웰 바이어스 신호는 지연 모니

터회로 출력에 의한 지연시간 편차뿐 아니라, PMOS 및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전압 편차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

상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adrp신호, adrn신호가 1단계 상승하면 웰 바이어스 vbap신호전압, vban신호전압을 소정전압 단위

분만큼 깊게 한다. 또, adrp신호, adrn신호가 1단계 하강하면 웰 바이어스 vbap신호전압, vban신호전압을 소정전압 

단위분만큼 얕게 한다. 여기에서 본 명세서에 있어서는 웰 바이어스를 MOSFET의 역바이어스 방향으로 크게 하는 

것을 「웰 바이어스를 깊게 하면」, 또 순바이어스 방향으로 크게 하는 것을 「웰 바이어스를 얕게 하는」 것으로 표

현한다. 이로부터 CMOS회로는 웰에 역바이어스를 인가하면 동작속도를 느리게 하고, 순바이어스를 인가하면 동작속

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3은 도 2의 PN밸런스 보상회로(23)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PN 밸런스 보상회로(23)는 논리임계치 검출

회로(31), 기준전압 발생회로(32), 비교기(33), 차분 검출회로(34), PN 밸런스용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35)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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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리임계치 검출회로(31)는 CMOS회로의 논리 임계치 전압을 검출하고 그 전압을 vlog신호로 출력한다. 기준전압 

발생회로(32)는 2종류의 기준전압(refa신호)과 (refb신호)를 출력한다. 비교기(33)는 vlog신호전압과 refa신호전압, 

refb신호 전압을 비교하고 vlog신호전압이 refa신호전압 및 refb신호전압보다 높으면 up신호를 출력하고 역으로 낮

으면 down신호를 출력한다. 또 vlog신호전압이 refa신호전압과 refb신호전압 간에 있는 경우는 up신호 및 down신

호 모두 출력하지 않는다. 차분 검출회로(34)는 up신호가 1회 입력될 때마다 adrs신호를 1단계 상승시키고, 역으로 d

own신호가 1회 입력될 때마다 adrs신호를 1단계 하강시킨다. 또 표준치로부터의 adrs신호의 차, 즉 up신호 및 down

신호의 차를 diff신호로 출력한다. PN 밸런스용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35)는 adrs신호를 받아 PMOS 웰 바이어스인 

vbp신호, NMOS 웰 바이어스인 vbn신호를 출력한다. adrs신호가 1단계 상승하면 vbp신호전압, vbn신호전압을 소정

전압 단위분 깊게하고, adrs신호가 1단계 하강하면 vbp신호전압, vbn신호전압을 소정전압 단위분만큼 얕게 한다. vb

p신호전압 및 vbn신호전압의 초기치로는 설계치가 채용된다. 또 도 3에서는 vbp신호, vbn신호 모두 제어하고 있지만

, 어느 쪽이든 한 쪽을 제어해도 좋다.

도 4는 도 3의 논리 임계치 검출회로(31)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PMOS 트랜지스터(41)와 NMOS 트랜지스터(42)

로 구성되는 CMOS인버터의 출력단자와 입력단자를 단락하고, 그 노드를 vlog신호로 한다. vlog신호는 CMOS인버터

의 논리 임계치 전압의 출력이 된다. 논리 임계치전압의 일례를 들면 PMOS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폭을 NMOS 트

랜지스터(42)의 2배로 하면 논리 임계치전압은 거의 전원전압의 반이 되지만, 특히 이 조건에는 구애되지 않는다. P

MOS 트랜지스터(41)의 웰전압은 전원전압(Vdd)에 접속하고 NMOS 트랜지스터(42)의 웰전압(vbn신호)을 제어하므

로써 CMOS인버터의 논리 임계치전압을 제어한다. 이 예는 도 3의 vbn신호만으로 제어하 는 예이다.

논리임계치 검출회로(31)는 도 4의 회로예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가지 회로형태로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MOS 

트랜지스터(41)와 NMOS 트랜지스터(42)의 관계를 역으로 하고 PMOS 트랜지스터(41)의 웰 전압(vbp)신호를 제어

에 의해 CMOS 인버터의 논리 임계치전압을 제어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또 PMOS트랜지스터(41)의 웰전압(vbp신호

)과 NMOS트랜지스터(42)의 웰전압(vbn신호)을 함께 제어하므로써, CMOS인버터의 논리 임계치전압을 제어해도 좋

다. 또한, PMOS 트랜지스터(41)의 웰 전압(vbp신호)와 NMOS 트랜지스터(42)의 웰 전압(vbn신호)를 같이 제어하므

로써, CMOS인버터의 논리 임계치전압을 제어하는 것도 괜찮다. 또한, PMOS 트랜지스터(41)와 NMOS 트랜지스터(

42)로 구성되고, PMOS 트랜지스터(41)와 NMOS 트랜지스터(42)의 드레인을 vlog신호로 하고, PMOS 트랜지스터(

41)의 게이트전압(vgp신호)과 NMOS 트랜지스터(42)의 게이트신호(vgn신호)를 부여한다. PMOS 트랜지스터(41)의

웰 전압은 전원전압(Vdd)에 접속되고, NMOS 트랜지스터(42)의 웰전압(vbn신호)을 제어하므로써 vlog신호전압을 

제어하는 것도 괜찮다. 이 경우의 논리 임계치전압의 일례를 들면, PMOS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폭을 NMOS 트랜

지스터(42)의 게이트폭 2배로 하고, vgp신호를 전원전위, vgn신호를 접지전위로 하면 vlog신호전압은 전원전압의 

거의 반이 되지만, 특히 이 조건에는 구애되지 않는다. 또 대기시에는 vgp신호를 접지전위, vgn신호를 전원전위로 고

정하므로써 관통전류를 없애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동일한 구성하에서 PMOS 트랜지스터(41)와 NMOS 트랜지스터(

42)의 관계를 역으로 하고, PMOS 트랜지스터(41)의 웰 전압(vbp신 호)을 제어하므로써, CMOS인버터의 논리 임계

치전압을 제어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 또한, 동일한 구성하에서, PMOS 트랜지스터(41)의 웰 전압(vbp신호)와 NM

OS트랜지스터(42)의 웰 전압(vbn신호)을, 함께 제어하므로써 CMOS인버터의 논리 임계치전압을 제어해도 좋다.

도 5는 도 3의 기준전압 발생회로(32)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적어도 3개 이상의 저항으로 구성되고, 전원전압(Vd

d)의 분압에 의해 기준전압(refa신호, refb신호)을 출력하는 예이다.

도 6은 도 2의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의 구체예를 주체로 하고 PN 밸런스 보상회로(23), 시프트 레지스터(24),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 및 가산회로(26)의 상호관계의 구체적인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도에서는 웰 바이어스 발생회

로(25)가 10단계의 웰 바이어스를 발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응하여 시프트 레지스터(24)는 up신호 및 down신호

를 받아, 4bit의 adrp신호를 발생하게 했다. 또 이 예에서는 adrn신호는 adrp신호와 동일하게 했다. adrn신호에는 가

산회로(26)에 의해 PN 밸런스 보상회로(23)의 차분신호(diff)가 가산되고 adrn'신호로 변환된다. 차분신호(diff)는 ad

rp신호의 LSD측에서 3bit로 했다.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에는 디코더(251) 및 (252)가 구비되고, adrp신호 및 ad

rn'신호에 따라 0에서 9까지의 어느 출력단자에 신호가 출력된다. 또한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에는 예시한 것과 

같이 0.1V단위로 1.1V에서 2.0V까지의 전압원에 접속된 배선이 구비된다. 이 전압은 스위치로 모식적으로 도시한 

것과 같이 디코더(251) 및 (252)의 출력단자의 0에서 9까지의 어느 하나에 신호가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하나가

선택되고 각 각 N 웰바이어스(vbap) 및 P 웰 바이어스(vban)로 각 웰 단자에 공급된다. 예를 들면, 디코더(251)의 출

력단자의 8에 신호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N 웰 바이어스(vbap)는 1.9V가 되고, 디코더(252)의 출력단자의 7에 신

호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p 웰 바이어스(vban)는 1.8V가 된다.

도 7은 도 2의 PN 밸런스 보상회로(23)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고, 논리임계치 검출회로(31), 비교기(72), 차

분 검출회로(34), PN 밸런스용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35)로 구성된다. 도 3과 대비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이 예

에서는 기준전압 발생회로(32)에 대응하는 회로가 생략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비교기(72)를 기준전압

에 대응하는 논리 임계치전압이 다른 2종류의 CMOS 인버터로 구성하므로써 실현되어 있다. 도 7의 구성에 의한 PN 

밸런스 보상회로(23)의 동작은 비교기(72)의 동작이 도 2의 비교기(33)와 다를 뿐, 전체적인 동작은 도 2의 그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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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도 8은 도 7에 있어서 비교기(72)의 일례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비교기(72)는 논리 임계치전압이 다른 2종류의 C

MOS인버터(81)과 (82)로 구성되고, CMOS인버터(81)의 논리 임계치전압은 CMOS인버터(82)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vlog신호전압이 CMOS인버터(81)의 논리 임계치전압보다 높으면, up신호를 출력하고 역으로 CMOS인버터(82

)의 논리임계치전압보다 낮으면 down신호를 출력한다. vlog신호전압이 CMOS인버터(81)와 CMOS인버터(82)의 논

리 임계치전압간에 있으면, up신호도 down신호도 출력하지 않는다. 즉, 이들 임계치를 이용하므로써 도 3의 기준전

압 발생회로(32)에 대응하는 회로를 생략한 것이다.

또한, 제 1 실시예에서는 adrp신호 및 adrn신호 내에서, adrn신호를 PN 밸런스 보상회로의 출력으로 수식하게 했지

만, 이것은 adrp신호를 수식하는 것이어도 좋다. 어느 쪽을 수식하는 지에 따라 수식방법을 고려하면 좋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의 실시예에서도 동일하다.

이렇게 지연 모니터회로(91)에 의해 CMOS LSI의 동작속도의 보상신호를 얻음과 동시에 이것을 PN 밸런스 보상회

로의 신호로 수식하므로써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차를 해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본 실시예에 의한 제어효과를 도 9에서 도 11을 이용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도 9는 제조편차에 기인하는 디바이스의 임계치 전압편차에 대한 어떤 회로의 지연시간 그래프이다. 91은 PMOS, N

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이 설계치대로인 회로의 지연시간을 나타낸다. pmos표준 nmos표준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거의 3.8ns이다. 이에 대해 pmos저 nmos고 혹은 pmos고 nmos저에서는 92 혹은 93으로 표시되는 것과 

같이 지연시간이 거의 단축 혹은 늘어난다. 한 편, pmos저 nmos저 혹은 pmos고 nmos고에서는 94 혹은 95에 나타

내는 것과 같이 지연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 혹은 늘어난다. 여기에서 「표준」,「저」 혹은 「고」란, 「트랜지스터

의 임계치 전압이 거의 설계치대로」,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전압이 설계치보다 어느정도 이상 낮은」 혹은 「트랜

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이 설계치보다 어느정도 이상 높은」것을 의미한다.

도 10은 제조편차에 기인하는 디바이스의 임계치 전압편차에 대한 어떤 회로 의 리크전류에 관해 동일하게 보았을 때

의 그래프이다. 101은 PMOS,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이 설계치대로인 회로의 리크전류를 도시한다. pmos

표준 nmos표준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거의 100nA이다. 이에 대해 pmos저 nmos고 혹은 pmos고 nmos저에서는 1

02 혹은 103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리크전류가 크게 증대하고, 한 편 pmos저 nmos저 혹은 pmos고 nmos고에서는 

104 혹은 105로 표시되는 것과 같이 리크전류가 큰폭으로 증대하고 혹은 감소한다.

앞의 일본 특허공개 2001-156261과 같이 동작속도(지연시간)에 대응하여 웰 바이어스 제어를 하면, 지연시간은 도 

9에 흰색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과 같이 pmos표준 nmos표준으로 나타낸 지연시간(91)으로 보상됨과 동시에 그 결과,

104, 105에서 도시한 리크전류도, 도 10에 실선 화살표로 표시한 것과 같이, pmos표준 nmos표준으로 나타낸 리크

전류(101)로 보상된다. 그러나, pmos저 nmos고 혹은 pmos고 nmos저와 같이 지연시간이 92 혹은 93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약간 단축 혹은 늘어나는 정도에서는 pmos표준 nmos표준의 지연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지연시간

에 대응한 웰 바이어스 제어효과는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결과 pmos저 nmos고 혹은 pmos고 nmos저에 

의한 리크전류(102) 혹은 (103)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도 10에 도시한 대로가 된다.

이에 대해 본 발명과 같이 PMOS 트랜지스터,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전압에 차가 발생했을 때는, 이 임계치 전

압차를 해소하는 것과 같이 웰 전압을 제어하면, 리크전류의 편차는 보상할 수 있다. 도 11은 이렇게 하여 모든 리크

전류(111)에서 (115)가 pmos표준 nmos표준으로 표시한 리크전류(101)로 보상된 상태를 나타 낸다.

(실시예 2)

도 12는 도 1에서 설명한 제어회로(111)의 제 2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는 지연 모니터회로(21), 

비교기(22), PN 밸런스 보상회로(123), 시프트 레지스터(24),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 및 가산회로(26)로 구성된

다.

도 12와 도 2를 대비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제 2 실시예는 PN 밸런스 보상회로(123)에 N 웰 전압(vbap)이 

도입되어 있는 점을 빼면, 동일한 구성이다. 또, 기본적인 동작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도 13은 도 12에 있어서의 

PN 밸런스 보상회로(123)의 일례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PN 밸런스 보상회로(123)는 논리 임계치 검출회로(131), 

기준전압 발생회로(32), 비교기(33), 차분 검출회로(34), PN 밸런스용 웰 바이어스용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35)로 구

성된다. 도 13이 도 3을 대비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PN 밸런스용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35)의 출력 중 하나

의 vbp가 생략되고, 논리 임계치 검출회로(131)가 PN 밸런스용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35)에서 부여되고 있던 전압(v

bp)을 대신하여 N 웰 전압(vbap)이 도입되어 있는 점을 빼면, 동일한 구성이다. 또, 기본적인 동작은 제 1 실시예의 P

N 밸런스 보상회로(23)과 동일하다. 도 14는 도 13에 있어서 논리 임계치 검출회로(131)의 일례이다. 도 14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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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한 논리 임계치 검출회로(31)와 동일하게, PMOS 트랜지스터(41)와 NMOS 트랜지스터(42)로 구성되는 C

MOS인버터의 출력단자와 입력단자를 단락하고 그 노드를 vlog신호로 한다. vlog신호는 CMOS인버터의 논리 임계치

전압의 출력이 된다. 도 4에서는 PMOS 트랜지스터(41)의 웰 전압은 전원전압(Vdd)에 접속하고 있었지만, 도 14에

서는 PMOS 트랜지스터(41)의 웰 전압은 N 웰전압(vbap)으로 제어하고, NMOS 트랜지스터(42)의 웰 전압은 PN 밸

런스용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35)에서 부여되는 vbn신호전압으로 제어하므로써 CMOS인버터의 논리 임계치 전압을

제어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1과 동일하게 CMOS LSI의 지연시간 보상 및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

계치 전압차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vbap신호를 PN 밸런스 보상회로(23)에 피드백하므로써 지연시간을 보상하

기 위해 vbap신호, vban신호가 변화할 때에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차가 다시 발생해

도 그 차를 보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vbap신호를 PN밸런스 보상회로(123)에 부여하고 있지만, vban신호를 PN 밸런스 보상회로(1

23)에 부여해도 좋다. 이 경우, 이것에 대응하여 도 14의 웰 전압을 각각 제어하면 된다.

(실시예 3)

도 15는 도 1에서 설명한 제어회로(11)의 제 3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는 지연모니터회로(21), 비

교기(22), PN 밸런스 보상회로(23), 시프트레지스터(24), 및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1525)로 구성된다.

도 15와 도 2 및 도 12를 대비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본 실시예는 시프트 레지스터(24) 및 PN 밸런스 보상

회로(23)의 출력이 직접,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1525)에 도입된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빼면, 실시예 1 혹은 실시예 2

와 동일한 구성이다. 또, 기본적인 동작은 제 1, 제 2 실시예와 동일하다. 본 실시예 는 시프트 레지스터(24)의 출력에

따른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의 출력관계를 PN 밸런스 보상회로(23)의 출력으로 가산회로(26)에 의해 수식하는 

대신에 테이블 룩 업방식으로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1525)의 출력을 얻는 것으로 한다.

도 16은 본 실시예에 있어서 채용할 수 있는 패턴 테이블의 예이다. 도 16에 있어서 diff는 PN 밸런스 보상회로(23)

의 출력신호, adrp 및 adrn은 시프트 레지스터(24)의 출력신호이다. 여기에서 adrp 및 adrn에 도시하는 0에서 9의 숫

자는 도 6에서 설명한 디코더(251) 및 (252)의 출력단자의 번호에 상당한다. 그리고 이 번호에 대응하여 도 6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웰 바이어스 전압이 출력된다. 또, adrp 및 adrn은 논리 임계치가 설계치에 있을 때에 웰 바이어스로

서 부여해야 할 전압에 대응한 번호의 조합이 된다. 즉, 도 16의 예에서는 PN 밸런스 보상회로(23)의 출력신호(diff)

가 0일 때, adrp 및 adrn은 번호에서 1만큼 차를 갖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도 6의 예에서 말하면, PMOS와 NMO

S의 논리 임계치에 0.1V의 차가 설계상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diff가 0이고, adrp 및 adrn이 5 및 4인 상태에서, 시프트 레지스터(24)에서 up신호가 부여되면, adrp 및 adrn

은 1단계 상승되어서 6 및 5를 출력하게 된다. 반대로 down신호가 부여되면, adrp 및 adrn은 1단계 하강되어 4 및 3

을 출력하게 된다. 이 결과, 웰 전위는 차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up신호 및 down신호에 따라 1단계씩 깊게 혹은 얕게 

된다.

다음으로 diff가 0이고, adrp 및 adrn이 5 및 4인 상태에서, PN 밸런스 보상회로(23)의 출력신호(diff)가 1로 변했다

고 하면, adrp 및 adrn이 5 및 3인 상태로 바뀐다. 즉 diff신호의 1만큼의 변화가 adrn신호를 1만큼, 차가 커지는 방향

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반대로 diff가 -1로 변했다고 하면, adrp 및 adrn이 5 및 5인 상태로 바뀐다. 즉 diff신호의 1

만큼의 변화가 adrn신호를 1만큼, 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 결과, 웰 전위는 diff신호에 따라 차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도록 작용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테이블 초기치로 출력하는 수치는 PMOS와 NMOS의 논리 임계

치에 대응한 것이다.

(실시예 4)

도 17은, 도 1에서 설명한 제어회로(11)의 제 4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는 지연 모니터회로(1721),

비교기(22), PN 밸런스 보상회로(23), 시프트 레지스터(24),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 및 가산회로(26)로 구성된다.

도 17과 도 2를 대비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제 4 실시예는 블럭구성상 차이가 없고, 또 기본적인 동작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단, 본 실시예의 지연 모니터 회로(172)는 복수의 지연회로를 내장하고 있고 주회로의 크리티

컬 패스가 전원전압의 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 다른 패스로 교체된 경우라도 그 크리티컬 패스의 변화에 대응한 웰바

이어스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

도 18은 도 17에 있어서 지연 모니터회로(1721)의 일례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이 예에서는 도 1에서 설명한 지연회

로에 대응하는 패스가 패스A(181), 패스B(182), …, 패스N(18N)으로 구비되고, 각각 클록신호를 입력시킨다. 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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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패스는 주회로(10) 중에서 대표할만한 크리티컬 패스를 갖는 회로에 대응한 구성으로 되어있다. 각 패스(181), 

…, (18N)의 출력은 AND게이트(180)에 추가된다. 따라서, AND게이트(180)는 모든 패스(181, …, 18N)가 출력을 발

생시켰을 때, 즉 가장 지연이 큰 패스가 출력을 발생시켰을 때에 비로소 출력을 발생시킨다.

본 발명이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에서는, 전원전압, 온도 등의 회로동작환경이 변화하면, 설계상의 주

회로의 크리티컬 패스가 다른 패스와 교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연 모니터회로(1721)

는 도 18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회로동작환경에 의해서는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가 될 수 있는 패스를 모의한 패스

를 적어도 두개 이상 갖고, 그 패스 중에서 그 때의 회로동작환경에 있어서, 가장 지연량이 큰 패스를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므로써 이 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지연을 갖는 패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도 18에서는 가장

지연량이 큰 패스를 선택하는 회로로 AND게이트(180)를 나타내고 있지만, 동등한 기능을 실현하는 회로라면 특히 

이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도 19(a), (b)에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가 다른 패스와 교체되는 모습을 두개의 패스에 관해 나타낸다. 도 19(a)에 

있어서 191, 192는 전원전압에 대한 주회로 중의 패스(A), 패스(B)의 지연시간 특성이다. 전원전압이 C점보다 낮은 

영역을 영역(D), C점보다 높은 영역을 영역(E)으로 하면, 영역(D)에서는 191(패스 A) 쪽이 지연시간이 크므로, 패스 

(A)가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이고, 영역(E)에서는 192(패스 B)쪽이 지연시간이 크므로, 패스(B)가 크리티컬 패스가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주회로에 대해 하나의 패스 예를 들면 패스(A)만으로 지연 모니터회로를 구성하고 웰 바이

어스를 제어한 것으로는 영역(D)에서는 적절한 제어가 되어 있어도 영역(E)에서는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를 바르게 

모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웰 바이어 스의 적절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19(b)에 도시하는 것과 같이 회로동작시의 전원전압에 대응하여 자동적으로 지연시간이 큰 패스

를 선택하고 그 지연시간을 MONOUT신호로 검출하므로,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가 다른 패스와 교체되어도 항상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에 대한 지연을 모니터할 수 있고, 회로동작 속도를 설계치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는 최대의 지연을 선택하는 점을 빼면, 동작은 실시예 1과 동일하므로, 주회로의 크리티컬 패스가 전원전압

의 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 다른 패스와 교체된 경우라도 그 크리터컬 패스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 PN 밸런스 보상이 

이루어진 보다 적절한 웰 전압을 부여할 수 있다.

(실시예 5)

도 20은 도 1에서 설명한 제어회로(11)의 제 5 실시예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는 지연 모니터 회로(2021),

비교기(22), PN 밸런스 보상회로(23), 시프트 레지스터(24),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 가산회로(26) 및 전원전압 

발생회로(2001)로 구성된다.

도 20과 도 2를 대비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본 실시예는 전원전압 발생회로(2001)가 부가되어 시프트 레지

스터(24)의 출력(adrp) 또는 (adrn)을 대표하는 adr에 따라 LSI의 전원전압(vdd)을 제어하게 되어 있는 점, 및 지연 

모니터회로(2021)가 웰 바이어스 발생회로(25)가 출력하는 웰 전압(vbap) 및 (vban)을 피드백되는 것뿐 아니라, 전

원전압 발생회로(2001)의 출력전압(vdd)도 피드백되는 점을 빼면, 실시예 1과 동일한 구성이다. 또, 기본적인 동작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시프트 레지스터(24)의 출력(adrp, adrn) 및 (adr)은 초기치로서는 주회로의 LSI설계치에 대응한 것

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한 웰 전압(vbap, vban) 및 전원전압(vdd)도 설계치에 대응한 것이다. 크리티컬 패스를 모의

한 지연 모니터회로(1721)에 대해 본 실시예에서는 전원전압 발생회로(2001)의 출력전압(vdd)도 피드백되므로, 전

원전압의 변화에 대해 아무런 조작도 요구하는 일 없이, 이 변화에 대응한 지연시간을 갖는 지연신호를 얻을 수 있으

므로, 전원전압, 온도 등의 회로동작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최적의 웰 바이어스 전압을 갖는 LSI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실시예 4 혹은 실시예 5에 있어서도 가산회로를 대신하여 테이블 룩 업방식으로서도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

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동작속도를 원하는 속도로 보상함과 동시에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전압차

를 해소하도록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에 각각 웰 바이어스가 공급되는 CMOS LSI를 실현할 수 있다

.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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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CMOS를 주체로 하여 구성되는 주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영

역의 일부에, 상기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의 웰 바이어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회로를 상기 주회로

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로,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주회로 중에 구성되어 있는 최장의 지

연시간을 갖는 크리티컬 패스의 지연시간 설계치로부터의 차이를 검출하고, 또한 이 차이에 따라 상기 웰 바이어스를

결정하는 수단을 구비함과 동시에 상기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 차분을 검출하는 수

단을 구비하고, 상기 차분 출력에 따라 상기 웰 바이어스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

로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의 차분을 검출하는 수단은, PMOS 트랜지스터와 NMO

S 트랜지스터가 직렬접속되어 있는 CMOS 인버터회로의 출력전압을 CMOS 인버터회로의 논리 임계치로 출력하는 

수단, 상기 논리 임계치가 소정의 기준전압을 넘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데에 대응하여 상기 차분으로 출력하는 수단 

및 상기 차분 출력에 대응하여 상기 CMOS 인버터의 트랜지스터의 웰 전압을 변경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CMOS 인버터의 트랜지스터의 웰 전압이 상기 주회로의 상기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의 웰 전

압에 따라서도 변경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차분 출력에 따라 상기 웰 바이어스를 수정하는 기능이, 상기 최장 지연시간을 갖는 크리티컬 패스의 지연시간

의 설계치와의 차이의 검출치에 상기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의 차분을 가산하는 수

단에 의해 실행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차분 출력에 따라 상기 웰 바이어스를 수정하는 기능이 상기 최장 지연시간을 갖는 크리티컬 패스의 지연시간의

설계치와의 차이의 검출치와, 상기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 차분을 파라미터로 하는 

테이블 룩 업기능에 의해 실행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주회로 중에 구성되어 있는 최장의 지연시간을 갖는 크리티컬 패스의 지연시간 설계치와의 차이는, 상기 제어회

로에 구성된 다단으로 종속접속된 CMOS 인버터에 의해 검출되는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7.
상기 다단으로 종속접속된 CMOS 인버터의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각각의 웰 전위가, 상기 PMO

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차분 출력에 의해 수정된 웰 바이어스인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주회로 중에 구성되어 있는 최장의 지연시간을 갖는 크리티컬 패스의 지연시간의 설계치와의 차이를 검출하고, 

이 차이에 따라 상기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의 구동전원전압을 제어하는 수단이 부가됨과 동시에 

상기 제어된 구동전원전압이 상기 다단으로 종속접속된 CMOS인버터의 PMOS 트랜지스터와 NMOS 트랜지스터의 

각각의 구동전원전압으로 피드백된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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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내지 8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주회로 중에 구성되어 있는 최장의 지연시간을 갖는 크리티컬 패스가 될 수 있는 복수 패스의 지연시간의 설계

치와의 차이 중, 최장인 것을 선택하여 채용하는 수단이 부가된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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