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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주 회로(202) 그리고 주 회로(202)에 연결되는 제어 회로(204)를 제공한다. 제어 회로
(204)는, 주 회로(202)가 슬립 모드인 경우에는 주 회로(202)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킨다. 제어 회로(204)는, 주 회
로(202)가 드로우지 모드인 경우에는 주 회로(202)의 논리 상태를 유지시킨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주회로, 제어회로, 슬립모드, 드로우지모드, 워드라인, 비트라인, 누설전류, 전원레일, 누설결함, 인버터, 스택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 회로에서 전력 보존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감소된 누설 전류를 갖는 회로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극서브미크론(deep sub-micron) 상보형 금속 산화물 반도체(CMOS) 공정의 도래에 따라, 턴 오프 트랜지스터
(turned-off transistor)에 나타나는 부임계 전류(sub-threshold current) 누설 전류(Ioff)가 종래 CMOS 공정의 부

임계 전류 누설 전류에서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브미크론 특징, 즉 더 좁은 선폭 및 공정 특징이 미세해질수록,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의 드레인의 누설 전류(Ioff)도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높은

Ioff는 매우 높은 누적 전류를 야기하여, 유휴(Idle) 또는 비활성(inactive) 상태의 VLSI 회로에서 Ioff(chip)이 발생되

게 한다. 유휴 상태는 스위칭 동작과 직류 바이어스 전류(DC bias current)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된다.

누설 전류(Ioff(chip))는 차세대 집적회로 제품군이 종래 공정에서 달성 가능한 Ioff(chip) 전류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종래 공정에서, 예를 들면 약 2백만개의 트랜지스터를 갖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경우 수 십
내지 수 백 ㎂의 Ioff(chip) 전류를 가질 수 있었다. 저급(low feature) 서브미크론 공정으로 제조되는 고성능 마이크

로프로세서의 경우, Ioff(chip)은보다 우수한 기하학적 특징을 갖는 집적회로에 비해 대략 10 내지 100mA의 범위 내

일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누설 전류는 종래 서브미크론 소자의 100 내지 1,000배이며, 초저 대기 전원(ultra-low
standby power)을 필요로 하는 응용, 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집적회로 분야에서는 커다란 문제를 야
기한다.

도 1은 MOSFET에 대하여 드레인 소스간 전류(Ids)를 게이트 소스간 전압의(gate-to-source voltage)(Vgs) 함수

로 나타낸다. 이상적으로는 MOSFET의 Vgs가 임계 전압(threshold voltage)(Vt) 이하인 경우, 즉 Vgs - Vt ＜ 0 인

경우, Ids는 0(zero)이다. 실제로는 Vgs의 함수로 LogIds를 나타내는 그래프(102)로부터 알 수 있듯이, Vt 이하인 게

이트 전압에 대해 Ids는 0이 아니다. Vgs가 0볼트인 경우, 누설 전류(Ioff1)는 트랜지스터를 통해 흐른다.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는 모바일 장치(mobile device)의 경우에서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공정 특징(process
feature)은 규모가 축소되고 전력 공급 레벨은 점점 더 낮아지면서 배터리는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공정 규모가
축소되고 인가 전압이 감소되어 전압이 낮아짐에 따라, 드레인 소스간 전압(Vds)도 낮아진다. 이 경우, 낮은 인가 전

압(Vdd)에 대하여 Vt도 공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낮아진다. 또한, 서브미크론 CMOS 기하학적 공정과 같은 고급

공정에서, Vdd는 전계 또는 전자계가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을 펀치 스루우(punch through)하지 못하도록 감소한

다. 만약 Vt가 낮아지지 않을 경우, MOSFET을 턴 온시키기 위해 그 게이트에 상대적으로 큰 전압을 인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차선책의 MOSFET 특성에 있어서 전자 회로 성능의 열화를 가져올 수 있다. Vt가 낮아짐에 따라 누설

전류는 그래프(104)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off2까지 증가한다. 그래프(104)로 나타낸 Vt가 낮아진 상태의 누

설 전류(Ioff2)는, 그래프(102)로 나타낸 상태의 누설 전류(Ioff1) 보다 높다. Ioff가 상승함에 따라, MOSFET을 포함하

는 전자 회로가 소비하는 전력도 상승한다. 서브미크론 CMOS 공정과 같은 미세 특징(fine feature) CMOS 공정에
있어서 전력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주 회로(core circuit)와 이 주회로에 연결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한다. 제어 회로는 주 회
로에서 드로우지(Drowsy) 모드에 있는 경우 주 회로의 논리 상태를 유지한다.

본 발명의 특징, 양상 및 장점들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된 청구 범위 그리고 첨부 도면으로부터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등록특허 10-0479150

- 2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MOSFET)
에서 게이트 소스 전압(Vds)의 함수로서 드레인 소스 전류(Ids)의 그래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누설 전류 제어 회로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누설 전류 제어 회로의 일 실시예를 사용한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회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SRAM 회로용 워드라인 구동기(wordline driver)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도 4의 워드라인 구동기의 게이트 레벨 구현을 도시한 도면이다.

실시예

다음의 설명에서,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수많은 특정 실례를 기재한다. 하지만,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이
러한 특정 실례없이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지된 회로, 구조 및 기술들
은 본 발명을 모호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누설 전류를 제어하는 제어 회로를 구비한 집적 회로(IC)이다. 주 CMOS(core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회로가 유휴 상태, 즉 이 회로가 동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며 직류 바
이어스 전류를 갖지 않을 경우, 주 CMOS 회로가 소비하는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극CMOS 서브 미크론 공정
(sub-micron process)과 같은 CMOS 공정의 미세 특징과 함께 제어 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전력을
보존하고 주 회로의 논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회로의 일 실시예는 2개의 상태(모드), 즉 능동
슬립 모드(active Sleep mode)와 상태 유지(state retentive)(Drowsy) 모드로 각각 설정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
른 실시예는 제어 회로에 연결되는 주 회로를 포함한다. 제어 회로는 주 회로가 슬립 모드에 있는 경우 주 회로의 누
설 전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 또한, 제어 회로는 주 회로가 드로우지 모드에 있는 경우 주 회로의 논리 상태를
유지시킨다.

슬립 모드 동안, 제어 회로는 주 회로의 누설 전류가 가능한 최저가 되도록 동작한다. 이 모드에서, "온(ON)"으로 바
이어스된(biased) 트랜지스터가 나타내는 전류와 반대되는 누설 전류에 의해 전류 경로가 지배되므로, RAM, 래치
(latch)와 플립플롭(flip-flop)을 포함하는 IC 상의 기억 소자의 논리 상태는 거의 소실된다. 슬립 모드 동안, 회로는
Vdd 전력 공급을 외부적으로 접지 전위(ground potential)로 유도하는 것과 반대로 능동적으로 Vdd에서 바이어스

된다. 드로우지 모드 동안, 제어 회로는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여 주 회로의 기억 소자가 기억된 논리 상태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지만, 기억 소자가 유휴 또는 능동 동작하는 경우에 전력을 소비하는 것과 달리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
다. 예를 들면, 드로우지 모드 동안에 주 회로의 소자들을 흐르는 전류는 동작의 유휴 모드에서 소자를 흐르는 전류
보다 약 20 내지 100배 정도 적다. 슬립 모드에 비하여 드로우지 모드의 이점은 드로우지 모드로부터 완전 능동 동
작에 이르기까지 기계 "상태"(machine "state")의 손실이 없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로우지 모드를 구현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에서는 외부 기억 장치 내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계 상태를 백업(back up)시
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것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적절한 동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집적 누설 제어 회로(integrated leakage control circuit)(204)를 포함하는 회로(200)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회로(204)는 고급 CMOS 공정을 구현하는 전자 회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주 회로
(202)는 회로가 의도한 기능을 구현하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전자 소자를 포함한다. 제어 회로(204)는 주 회로(202)
가 슬립 모드와 드로우지 모드 중 하나에 있을 때, 주 회로(202)를 통과하는 누설 전류를 제어한다.

주 회로(202)는 다른 종류의 회로를 포함할 수 있지만, 본 발명에 따른 회로의 일 실시예에서는 인버터(inverter)를
포함한다. 인버터 또는 단일 스택(stack) 구조는 집적 회로에서 높은 누설 전류 경로의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면, 인
버터 구조는 최신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대부분의 누설 전류를 발생시킨다. 통상적으로, 논리 CMOS 인버터와 같
은 인버터는 한 개의 P-MOSFET와 한 개의 N-MOSFET를 포함한다. 동작 시, MOSFET 중 하나는 턴 온되는 반면
다른 하나는 턴 오프된다. 누설 전류는 턴 오프되는 소자(P-MOSFET 또는 N-MOSFET)의 Ioff로 결정된다.

인버터 또는 단일 스택 구조 양단의 전체 전압 강하가 최대 전위(full potential)(Vdd) 또는 (Vdd - Vss)인 상태에 있

을 때, Vss가 영(0)이 아니며 소스와 벌크(bulk) 사이 전압(Vsb)이 영인 경우에, 인버터는 대량의 누설 전력을 소비

한다(dissipate). 전체 전압 강하는 상위 공급 레일(higher supply rail)(Vdd)에 연결되는 MOSFET의 드레인과 하

위 공급 레일(Vss)에 연결되는 MOSFET의 소스 사이의 전압이다. 대량의 누설 전력 소비 효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회로(200)의 실시예는, 주 회로(202)가 액티브(active)하지 않을 경우에 소스 벌크간 전압(Vsb)이

주 회로(202)의 오프 모스펫(OFF MOSFET)의 임계 전압(Vt)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전압값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실시예에서는 벌크 소스간 접합을 역 바이어싱하여 이를 행한다. Vsb를 증가시키면 Vt
도 증가하는데 이는 Vt가 (2φs + Vsb)의 제곱근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φs는 페르미 레벨이다. 도 1과 관

련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Vt의 증가는 누설 전류(Ioff)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제어 회로(204)는 주 회로

(202)가 슬립 모드인 경우, 오프 주 회로(OFF core circuit)의 Vsb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상기한 Ioff의 감소를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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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회로(204)는 주 회로의 Ioff가 감소하는 추가적인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이는 주 회로(200)의 오프 주 트랜지스

터(들)의 Vds 전압의 감소를 가져온다. 오프 트랜지스터 양단의 Vds의 감소는 Ioff의 상당한 감소를 가져온다. 전력

을 누설하는 주 회로의 트랜지스터(이하에서는 "오프 주 트랜지스터"라 한다)에서의 Vds의 감소는 Ioff가 Vds에 지수

적으로 의존하므로, 상기 트랜지스터들의 Ioff의 감소를 가져온다. 오프 주 트랜지스터의 Vds의 감소는,

PMOSFET(218)과 NMOSFET(217)과 같은 주 회로의 스택형 소자 양단의 전체 전압 강하가 감소할 때 주로 발생
한다.

주 회로(202) 양단의 전체 전압 강하의 감소는 다음의 방식으로 제공된다. 회로(200)는 주 회로(202)에 전력을 공
급하는 한 쌍의 내부 전원 레일[(214)(Vddi), (216)(Vssi)]을 포함한다. 슬립 모드에서, 제어 회로(204)는 외부 레일

의 전압(Vdd, Vss) 보다 절대값 이하인 전압(Vddi, Vssi)에서는 내부 전원 레일의 "붕괴(collapse)"를 야기한다. 그 결

과, 오프 주 트랜지스터의 Vds는 내부 전원 레일(214, 216)의 붕괴에 따라 점점 작아진다. 일 실시예에서, 내부 전원

레일 전압의 붕괴 및 Ioff의 제어는 전류 제어 트랜지스터[(207, 209), (213, 217)] 쌍에 의해 제공된다. 전류 제어

트랜지스터(270, 209, 215)는 Vssi와 Vss 사이에서 동작하는 반면, 전류 제어 트랜지스터(213, 217, 208)는 Vddi와

Vdd 사이에서 동작한다.

회로(200)가 슬립 모드인 경우, 트랜지스터(207, 209, 213, 217)는 게이트 소스간 전압(Vgs)을 부임계 전압값으로

설정함으로써 턴 오프된다. 슬립 모드에서, 누설은 트랜지스터(207, 213)로 제어된다. 트랜지스터(207, 213)는 트
랜지스터(208, 209, 217, 215)에 보다 훨씬 동작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트랜지스터(207, 213)는 전체 누설 전류의
거의 대부분을 오프 주 트랜지스터를 통해 흐르게 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217, 209)를 통해 흐르는 누설 전류는
트랜지스터(207, 213)를 통해 흐르는 누설 전류에 비해 무시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207, 213)를 통해 흐르는 누설 전류(Ioff)는 트랜지스터(207, 213)의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을 수

백 밀리볼트 정도 강하시킨다. 슬립 모드동안 트랜지스터(207, 213) 양단에 나타나는 Vds로 인해, 내부 전원 레일

(214, 216)의 전압은 트랜지스터(207, 213) 모두가 턴 온 되는 경우의 전압에 비하여 붕괴된다. 내부 전원 레일의
붕괴는 주 트랜지스터(27, 218)의 Vds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주 트랜지스터(27, 218)의 Vds의 감소는 Ioff가

Vds와 지수 관계를 가짐에 따라 상기 트랜지스터의 Ioff를 낮추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 Vdd와 Vss의 차는 약 1.3볼

트인 반면, 내부 전원 레일의 붕괴는 약 1 내지 200mV의 범위의 전압차를 가져온다. 또한, 회로(200)의 일 실시예
에서는 오직 한 개의 내부 전원 레일(214 또는 216)이 있다. 이 경우, 내부 전원 레일이 붕괴되면서 주 회로의 트랜
지스터 양단의 전체 전압이 또한 강하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실시예는 한 쌍 이상의 내부 레일, 즉 주 회로의
상이한 구조에 사용될 수 있는 복수 내부 전원 레일이 있는 곳에 구현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트랜지스터(207, 213) 양단의 전압 강하(Vds)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 회로(200)의 N-MOSFET과 P-

MOSFET(217, 218)에 설정된 "패시브(passive)" Vsb를 야기한다. 주 회로의 N-MOSFET(217)과 P-

MOSFET(218) 모두의 벌크와 소스는 서로 다른 인가 전압에 연결된다. N-MOSFET(217)의 소스는 Vssi'에 연결되

는 반면, 벌크는 Vss에 연결된다. P-MOSFET(218)의 소스는 Vddi'에 연결되는 반면, 벌크는 Vdd 에 연결된다. 주

회로의 트랜지스터(217, 218)에 설정된 패시브 전압(Vsb)은 트랜지스터의 임계 전압(Vt)을 보다 큰 값으로 이동시

킨다. Ioff가 Vt에 반비례하므로, Vt의 증가에 따라 Ioff는 감소한다.

내부 전원 레일(214, 216)은 슬립 모드 동안에 Ioff 전류가 확실히 낮아지도록 주 트랜지스터(217, 218)를 적절하게

바이어스시킨다. 이는 주 회로(202)의 누설 전류가 많아지면 슬립 모드 제어 트랜지스터(207, 213)의 Vds 전압 강

하가 더 커지는 내재적인 음의 되먹임 메카니즘(negative feedback mechanism) 때문이다. Vdd와 Vss 사이의 전압

차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트랜지스터(207, 213)의 Vds 강하가 커질수록 내부 전원 레일(214, 216) 사이의 전압은

낮아진다. 따라서, 낮은 Vds가 주 트랜지스터(217, 218)에 대해 "유지된다". 트랜지스터의 낮은 Vds는 여기를 통과

하는 Ioff전류도 적게 한다.

주 트랜지스터(217, 218)와 슬립 제어 트랜지스터(207, 213)의 유효폭의 비율은 Ioff를 결정하는 제어 변수이다. 전

류는 트랜지스터(207, 213)의 Ioff에 의해 지배되므로, 이 유효폭의 비율이 낮아지면 Ioff전류의 추가적인 감소를 가

져오는 트랜지스터(207, 213) 양단의 Vds가 더욱 강하된다. 이러한 Ioff전류는 2개의 트랜지스터(207, 213)의 폭에

1차 종속한다. 트랜지스터(207, 213)는 액티브 모드로 동작 동안에는 주 전류(core current)를 공급하기 때문에,
슬립 모드와 액티브 모드 동작 사양에 모두를 고려하여 유효폭의 비율은 반드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 실시예
에서, 슬립 제어 트랜지스터(207, 213)와 주 트랜지스터(217, 218) 각각의 폭의 비율을 10%로 하면 슬립 모드 동안
의 Ioff 전류를 바람직한 범위가 되게 할 수 있다. 액티브 모드에서, Vddi와 Vssi사이의 적절한 다이상의 감결합 정전

용량(on-die decoupling capacitance)(C1)의 도움으로 소자(207, 213) 양단의 전체 전압 강하를 50 밀리볼트 이
하로 낮출 수 있다.

회로(200)가 드로우지 모드인 경우, 주 회로(202) 양단의 Vddi 내지 Vssi 전위는, 온 주 트랜지스터(ON core

transistor)의 Vds와 Vgs가 낮아서 자신의 콘덕턴스(conductance)가 오프 주 트랜지스터의 콘덕턴스 이하가 되는

지점까지는 붕괴되지 않도록 슬립 모드 이상의 추가적인 Ioff전류를 공급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전류는 온 트랜지스

터들이 충분한 Vgs를 가지며 그들의 콘덕턴스가 오프 트랜지스터들의 콘덕턴스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도록 Vddi 내

등록특허 10-0479150

- 4 -



지 Vssi 전위가 충분히 나타나게 한다. 드로우지 모드의 제어 회로(204)가 공급하는 추가 전류량은, 주 회로의 모든

논리 게이트에서의 Ioff 전류로 인해 내부 노드(internal node)가 논리 상태에서 "플립화(flipped)"되지 않도록 한다.

어느 기억 소자도 "전류 궁핍(current stravation)"으로 인해 그 상태를 잃지 않으므로, 드로우지 모드는 최소 Ioff전

류를 소비하면서 상태를 유지하는 속성을 갖는다.

드로우지 모드에서 주 소자에 추가 Ioff 전류를 공급하는 메카니즘은 트랜지스터(209, 215, 208, 217)와 관련이 있

다. 트랜지스터(209, 217)는, 포화 상태에서 동작되는 다이오드 접속 트랜지스터(208, 215)가 드로우지 모드에서
제어되는 추가 전류를 공급하면서, 드로우지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로서 동작한다. 포화 전류 레벨은 전압차
[(Vdd - Vddi)와 (Vss - Vssi)]로 결정되는 드레인 소스간 전위(Vds)와 트랜지스터(208, 215)의 폭(width)에 의해

제어된다. 일 실시예에서, 트랜지스터(208, 215)의 폭은 주 트랜지스터(217, 218)의 유효폭의 0.1%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Vddi 내지 Vssi전위를 나타나게 하면서, 초미세 서브미크론 CMOS 공정용 수백 마이크로암

페어의 드로우지 전류 레벨을 보증한다. 주 회로가 요구하는 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트랜지스터(208, 215)의 Vds
는 Ids(Ioff )에 제곱근에 의존하여 상승하므로, 사실상 이러한 배열이 자연스럽다. 이는 주 회로(202)를 확실하게 바

이어스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전류를 공급하는 또 다른 음의 되먹임 메카니즘(negative feedback mechanism)이
다. 이 메카니즘은 또한, 회로(200)의 일부 트랜지스터에서 "누설 결함(leakage defect)"이 나타나는 경우에 추가
전류를 공급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누설 전류 감소용 회로의 일 실시예를 이용하는 회로(300)를 도시한다. 회로(300)는 복수의
SRAM 셀(cell)을 포함한다. 점선 내에 그러한 SRAM 셀(302) 하나를 도시한다. SRAM 셀(302)은 MOSFET 쌍들
[(303, 304), (305, 306)]로 구성된 2개의 교차 연결된 인버터를 포함한다. SRAM 셀(302)은 또한 자신의 출력 노
드(320, 322)에 각각 연결된 패스 트랜지스터(pass transistor)(308, 310)를 포함한다. 패스 트랜지스터(308, 310)
는 또한 비트라인(bit line)(326, 328)에 각각 연결된다. 회로(300)는 또한, SRAM 셀(302)이 슬립 모드에 있을 때
상기 셀에 교차 연결된 인버터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고, 드로우지 모드에 있을 때 추가 전류를 공급하는 전술한
도 2d의 누설 제어 회로(204)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회로(300)는 SRAM 셀(302) 이외에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는 워드라인(wordline)(WL) 구동 회로(312)를 포함한
다. 워드라인 구동 회로는 SRAM 워드라인(WL)(330)을 구동시킨다. 워드라인 구동 회로(312)는 도 2의 실시예와
함께 설명한 내부 전원 레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내부 전원 레일[(Vddi, 314), (Vssi, 316)]을 포함한다. 또

한, 회로(312)는 2개의 인버터를 포함한다. 제1 인버터는 트랜지스터(313, 315)를 포함하고, 제2 인버터는 트랜지
스터(318, 320)를 포함한다.

회로(312)는 패스 트랜지스터(308, 310)가 오프일 때 이들을 통과하는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도록 설계된다. 더욱
이, 회로(312)는 상기 소자의 일부가 턴 오프될 경우 제한된 전력량을 소비한다. SRAM 셀(302)이 노드(320)는 논
리 1, 노드(322)는 논리 0으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패스 트랜지스터(308)는 자신의 드레인에서 논리 1
을 갖는다. 또한, 패스 트랜지스터(308)는 비트라인(206)에 연결된 자신의 소스에서 논리 1을 갖는데, 이는 비트라
인이 상위 내부 전원 레일이 설정되는 전압과 동일한 전압(Vddi)으로 초기에 미리 충전되기 때문이다. 비트라인

(326, 328)은 전원 차단 모드, 슬립 모드, 유휴 모드 그리고 드로우지 모드를 포함하는 소정의 비동작 구간에서 미리
충전된 전압(Vddi)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308)는 자신의 드레인과 소스에 연결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전

압을 갖는다.

워드라인(WL)(330)이 논리 0으로 설정되는 경우, 트랜지스터(308)는 컷 오프(cut off)된다. 하지만, 트랜지스터
(308)의 드레인과 소스는 거기에 연결된 전압과 동일한 전압을 가지므로, 즉 트랜지스터(308) 양단의 Vddi, Vds는

거의 0볼트이다. 따라서, 트랜지스터(308)를 통해 흐르는 누설 전류(Ioff)는 없다.

패스 트랜지스터(310)는 Vddi로 미리 충전된 비트라인(328)에 연결되는 드레인을 갖는다. 트랜지스터(310)의 소스

는 노드를 하위 내부 레일(Vssi)로 인입하는(pull)하는 트랜지스터(306)에 의해 논리 0으로 설정된다. 이 곳은 상보

형 전압, 즉 논리 0이 SRAM 셀의 다른 쪽에 저장되는 장소이다. 패스 트랜지스터(310)를 흐르는 누설 전류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회로(312)는 하위 내부 레일(V) 대신에 하위 외부 레일(Vss)에 트랜지스터(310)의 게이트를 바이어

스시키는 방식을 구비한다. 따라서, 노드(322)에서의 소스 전압은 V와 거의 동일하고 게이트에서의 전압은 Vss와

거의 동일하므로, 트랜지스터(310)의 게이트 소스간 전압(Vgs)은 부임계값을 갖는다. 부임계 게이트 소스간 전압

(Vgs)은 이하의 공식으로 나타내는 누설 전류(Ioff)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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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S.M.Sze의 Physics of Semiconductor Devices(Wiley Publication, 1969)를
참고하기 바란다.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누설 전류는 Vgs에 지수적으로 의존한다. 트랜지스터(310)의

누설 전류는 SRAM 셀을 흐르는 누설 전류의 약 40% 정도 기여하므로, 트랜지스터의 동작 전압과 폭의 비에 따라
SRAM 회로[어레이(array)]에 대해 실제로 약 40% 정도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소스 벌크간 전압(Vsb)이 SRAM 셀의 트랜지스터에 나타나도록 내부 전원 레일을 붕괴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트랜지

스터(306)를 통과하는 누설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력 절감은 도 2와 함께 전술한 것과 유사하다.
SRAM 셀 내에 저장된 상태가 전술한 것과 반대일 때, 즉 노드(320)는 논리 0으로, 노드(322)는 논리 1로 설정될
때, SRAM 셀의 대칭성은 동일한 누설 전류의 감소를 가져온다.

워드라인(330)을 Vssi 대신에 Vss로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방식의 2개의 인버터가 사용된다. 트랜지스터(313,

315)를 포함하는 제1 인버터는 Vssi 대신에 Vss로 설정되는 트랜지스터(313)의 소스를 갖는다. 논리 1 전압이 트랜

지스터(313, 315)의 게이트에 인가되는 경우, 트랜지스터(313)는 워드라인(330)에 연결되는 자신의 드레인 전압을
Vssi대신에 Vss로 인입한다(pull). 이것은 워드라인(330)을 Vss로 설정하여 패스 트랜지스터(310)의 누설을 무시

할 만한 수준까지 낮춘다.

제2 인버터는 트랜지스터(318, 320)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320)는 Vddi 대신에 Vdd에 연결되는 소스를 갖는다.

라인(340)을 통해 구동되는 워드라인 선택 신호(WLSEL)가 Vssi로 설정되는 경우, 트랜지스터(320)는 Vdd와 실질

적으로 동일한 전압값으로 제2 인버터의 출력 노드(332)를 인입하는데, 이는 트랜지스터(320)의 소스가 Vdd에 연

결되기 때문이다. 노드(332)는 트랜지스터(313, 315)의 게이트에 연결되고 Vdd는 Vddi 이상이므로, 트랜지스터

(315)의 게이트 소스간 전압은 부임계 전압값을 갖는다. 이로써 트랜지스터(315)의 누설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데,
이는 상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간 전압(Vgs)이 양(positive)이기 때문이다. PMOS 소자는 음의 Vgs로 턴 온되

고 양의 Vgs로 턴 오프되므로, 양의 Vgs는 누설 전류를 지수적으로 감소시킨다. Ioff의 Vgs에 대한 의존을 나타내는

앞서 설명한 식은 PMOS 소자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당업자에게는 공지된 바와 같이 극성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소자(315)를 통과하는 누설 전류가, Vssi보다 오히려 Vss에 연결되는 트

랜지스터(315)의 드레인을 가짐으로써 발생되는 더 높은 Vds에 의해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량의 누설 전류는 부착된 SRAM 셀(302)에 대하여 워드라인(330)을 갖는 게이트를 Vss에서 무기력하게 만

들 수 있다. SRAM은 워드라인(330)에 부착되는 그러한 수많은 SRAM 셀을 갖기 쉽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
실시예에서, SRAM 셀의 수는 140개이다.

소자(318)를 통해 트랜지스터(320)의 소스를 연결시켜 발생되는 누설의 증가는 트랜지스터(320, 318)의 크기를 작
게 하여 완화시킬 수 있다. 상기 트랜지스터는 노드(332), 즉 소자(315, 313)의 게이트에 나타나는 용량성 부하
(capacitive load)를 구동시킬 만큼 충분히 크다. 또한, 전원 차단 상태에서, 소자(318, 329, 334)를 포함하는 직렬
스택(series stack)은 모두 컷 오프 상태에 있으므로 매우 적게 누설된다.

회로(300)는 트랜지스터(329, 333, 334, 392)로 이루어지는 NAND 회로를 포함한다. 제2 인버터가 종속되는 큰
Vdd 내지 Vssi 전압은, 전원 차단 상태에서 컷 오프 동작 영역에 있는 트랜지스터(318, 329, 334)로 구성되는 3중

스택(triple stack)을 통해 강하된다. 각 트랜지스터의 Vds는 전압차(Vdd - Vssi)를 나눔으로써 발생되어 대략 (Vdd
- Vssi)/3을 나타내면서, 직렬 연결은 상부 소자(upper device)(318, 329) 모두에 소스 바디간 전압(source-to-

body voltage)을 발생시킨다.

트랜지스터(333)는 오프일 경우에 초저 전류를 갖는 2중 스택에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으로, 워드라인 구동 회로의
전체 누설은 종래 워드라인 구동 회로에 약 30%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워드라인 구동 회로를 사용함으로써, 누
설은 어레이 소자 전체는 물론, 워드라인 구동 회로 자체에서도 상당히 감소된다.

워드라인 선택 신호(WLSEL)가 발생될 경우에 노드(332)는 반드시 3상태(tri-stated)이지만, 가상 접지(virtual
ground)(VGND)(338)는 논리 1, 즉 Vddi에 있음을 당업자는 인식할 것이다. 노드(332)는, PMOS 트랜지스터(335)

와 라인(338) 통과 신호(VGND)와 반대 상태로 항상 구동되는 라인(336) 통과 신호(VGND#)에 의해 하이(high) 상
태로 유지된다. 이러한 PMOS "유지(keeper)" 소자(335)의 소스는 Vdd에 있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 도 4에 도시한 것과 같은 훨씬 종래의 워드라인 구동 회로는 도 3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
한 방식으로 누설을 감소시키도록 변형될 수 있다. NAND 게이트(402)와 인버터(403)로 구성되는 워드라인 구동
회로는 선택 입력(WLSEL)(404)과 동기 클럭 입력(synchronizing clock input)(CLK)(405)에 기초하여 워드라인
(WL)(430)을 구동시킨다. 전술한 실시예와 같이, SRAM 셀의 패스 트랜지스터의 Ioff는 워드라인 전압을 Vssi가 아

니라 Vss로 감소시켜 감소된다. 이것은 도 5에 도시한 회로 구성에 의해 달성된다.

도 5에서, 인버터(403)는 주 트랜지스터(415, 413)로 구성된다. 트랜지스터(413)는, 상기한 바와 같이 워드라인 노
드를 Vssi 가 아니라 0V(Vss)로 구동시키기 위하여 소스와 벌크 모두가 Vss(노드 414)에 연결되도록 구성된다. 상

기한 것처럼, 과도 누설 전류가 NAND 게이트(402)에 의해 발생되는 PMOS 소자(415) 상의 양의 Vgs'로 완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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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트랜지스터(415) 상의 높은 Vds는 자신을 통과하는 누설 전류를 심각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

압은 트랜지스터(420, 421)의 소스를 Vdd에 연결시키는 라인(431)을 통해, Vddi보다 Vdd에서 신호(WLN)를 발생

시켜 생성된다. 이전 실시예에서와 같이, 이것은 워드라인 구동 트랜지스터(415)를 흐르는 Ioff를 제한한다.

트랜지스터(422, 423)로 이루어진 직렬 스택에 나타나는 상승 전압은, 이 트랜지스터들이 상기한 대로 누설 전류를
제한하는 데 효과적인 스택 구조로 구성되므로, 이 트랜지스터들을 통과하는 대량의 누설 전류를 발생시키지 않는
다. 도 3과 관련하여 설명한 실시예는 SRAM 어레이의 Ioff에 기인한 전력 소비를 제한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

는 반면, 도 4와 5에 도시한 실시예는 그 단순함 때문에 바람직하다.

앞서 상세한 설명에서 본 발명을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
명의 사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변형과 변경이 가능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명세서와 도면은 제한적인 의
미가 아니라 예시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 회로(core circuit), 그리고

상기 주 회로에 연결되며, 상기 주 회로가 슬립 모드(sleep mode)인 경우 상기 주 회로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고,
상기 주 회로가 드로우지 모드(drowsy mode)인 경우 상기 주 회로의 논리 상태를 유지시키는 제어 회로

를 포함하는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 회로는 적어도 하나의 능동 소자(active device)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능동 소
자의 소스 벌크간 전압(source-to-bulk voltage)을 조절하는 소자를 포함하는

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는 한 쌍의 외부 전원 레일(external supply rail)에 연결되며,

상기 제어 회로가 외부 전원 레일의 전원 전압의 절대값 보다 작은 전원 전압으로 상기 주 회로를 바이어스(bias)시
키는 한 쌍의 내부 전원 레일을 포함하는 한 쌍의 외부 전원 레일에 연결되는

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능동 소자의 소스 벌크간 전압이 상기 외부 전원 레일의 공급 전압과 상기 내부 전원 레일의 공
급 전압의 전압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가, 조절 가능한 콘덕턴스(conductance)를 가지며 내부 전원 레일과 대응하는 외부 전원 레일 사이
에 연결되어 벌크 소스간 전압을 발생시키는 소자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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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 회로는 적어도 하나의 능동 소자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주 회로가 슬립 모드인 경우 상기 적어
도 하나의 능동 소자의 드레인 소스간 전압을 감소시키는 회로를 포함하는

회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드레인 소스간 전압을 감소시키는 회로는, 상기 주 회로를 바이어스시키는 한 쌍의 내부 전원 레일을 포함하
며, 주 회로가 슬립 모드인 경우 외부 전원 레일이 상기 주 회로를 바이어스시킬 때 외부 전원 레일 사이에 발생되는
전압 강하보다 낮은 전압 강하를 상기 내부 전원 레일 사이에 발생시키는

회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주 회로가 드로우지 모드인 경우 상기 주 회로의 논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류를 발생
시키는 소자를 포함하는

회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주 회로가 드로우지 모드인 경우에는 턴 온되고(turned on), 상기 주 회로가 슬립 모드인 경
우에는 턴 오프되는 스위치 소자(switch device)를 포함하는

회로.

청구항 10.

적어도 하나의 워드라인(wordline)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워드라인에 연결되는 SRAM 셀(Static Random Access
Memory cell)을 포함하는 SRAM 회로, 그리고

상기 SRAM 회로에 연결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워드라인을 구동시키고 상기 SRAM 회로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
을 감소시키는 워드라인 구동기(driver)

를 포함하는 회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라인 구동기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SRAM 셀에 연결되는 패스(pass) MOSFET에 연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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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한 쌍의 상위 및 하위(higher and lower) 외부 전원 레일에 연결되며, 한 쌍의 상위 및 하위 내부 전원 레일을 추가
로 포함하고, 상기 외부 전원 레일 사이의 전압 강하가 상기 내부 전원 레일 사이의 전압 강하보다 큰

회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SRAM 셀이 상기 상위 및 하위 내부 전원 레일로 바이어스되는

회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라인 구동기는, 워드라인 선택 신호를 수신하는 입력 노드와 제1 인버터의 입력에 연결되는 출력 노드를
갖는 제2 인버터를 추가로 포함하는

회로.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SRAM 회로에 연결되며, 상기 SRAM 회로가 슬립 모드인 경우 상기 SRAM 회로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고,
상기 SRAM 회로가 드로우지 모드인 경우 상기 SRAM 회로의 논리 상태를 유지시키는 제어 회로를 추가로 포함하
는

회로.

청구항 16.

주 회로, 그리고

상기 주 회로에 연결되며, 상기 주 회로가 드로우지 모드인 경우 상기 주 회로의 논리 상태를 유지시키는 제어회로

를 포함하는 회로.

청구항 17.

주 회로, 그리고

상기 주 회로에 연결되며, 상기 주 회로가 전원이 차단되는 제1 모드인 경우에는 상기 주 회로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
키고, 상기 주 회로가 제2 모드인 경우에는 상기 주 회로의 논리 상태를 유지시키는 누설 전류 제어 회로

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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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모드에서 상기 주 회로가 소비하는 전력이 상기 주 회로가 액티브 모드(active mode)인 제3 모드에서 소
비하는 전력보다 적은

회로.

청구항 18.

회로의 전력 소비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회로가 슬립 모드인 경우, 상기 회로를 바이어스시키는 공급 전압을 감소시켜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는 단계,
그리고

상기 회로가 드로우지 모드인 경우, 상기 회로의 논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누설 전류에 더하여 전류를 발
생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는 단계가, 상기 회로가 액티브 모드인 경우에 상기 회로를 바이어스시키는 외부 전원 레
일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강하보다 적은 전압 강하를 나타내는 한 쌍의 내부 전원 레일로 상기 회로를 바이어스시키
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MOSFET 소자의 벌크를 하위 전압 내부 전원 레일에 연결시키고, 상기 MOSFET 소자의 소스를 하위 전압 외
부 전원 레일에 연결시키는 소스 벌크간 전압을 발생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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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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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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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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