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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배치가능한 반도체 집적회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배치가능한 반도체 집적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NAND 게이트의 기본 논리회로 배치 설계를 도시한 도면.

제2도는 추가 직접 게이트 연결을 갖는 여러 게이트 배치를 도시한 도면.

제3도는 제1도에 주소 전도 경로 배치를 추가한 도면.

제4도는 제1도에 프로그램 버스 시스템 배치를 추가한 도면.

제5도는 제1도에 직접 연결 버스 시스템 배치를 추가한 도면.

제6도는 게이트 연결의 서브세트를 위해 분할된 상이한 연결 버스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제6a도는 제6도의 변경을 도시한 도면.

제7도는  제2도  회로  배치의  12개  논리회로에  제3,  4  그리고  제5도의  모든  회로가  제공됨을  도시한 
도면.

제8도는 회로배치를 위해 용단 링크를 사용한 NAND  게이트 위치의 회로도.

제9도는 정적인 MOS형의 재배치 가능 연결을 사용한 두 입력 NAND 게이트 위치의 회로도.

제10도는 제9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측에서 세입력을 갖는 NAND 게이트 회로도.

제11도는 동적 MOS형의 재배치 가능의 연결을 사용하는 NAND 게이트 위치에 관련한 회로도.

제12도는 제13도 실시예의 대표적인 블럭회로도.

제13도는 재배치 가능 배열 코너(corner)에서의 제12도 게이트 위치의 블럭회로도.

제14도는 재배치 가능 게이트 배열(300)과 주변 입력/출력셀(310A,B,C,D)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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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도는 주변셀의 대표적 블럭회로도.

제16도는 주변셀의 전형적 서브셀을 도시한 개략적 회로도.

제17a 및 b도는 다양한 선택논리를 도시한 도면.

제18도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쌍극형 및 재배치 가능기술을 이용한 NAND 게이트 위치의 회로도.

제19도는 칩에서 통상 존재하게될 회로배치를 도시한 도면.

제20도에서 22도까지는 칩의 시스템 적용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블럭회로도.

제23도는 다수의 칩 시스템이 프린트된 회로기판에서 어떻게 실시되는가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NAND 게이트                                    14 : 게이트 연결경로

20R,20C : 이동 레지스터

24 : 전도링크(도선연결 또는 회로소자 또는 용단(fusible) 연결링크)

32 : 회로소자(회로 또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50 : 직접 연결 버스시스템                          62 : 공급 레지스터

124X,124Y : 전도/비전도 능동회로 소자      132,232 : 전하 트랩 트랜지스터

162,262 : 휴지 레지스터                            

224A-E : 전도/비전도 MOS 트랜지스터       300 : 논리 게이트 배열

310A,B,C,D : 가장자리(주변)셀                   320A,B,C,D : 전도버스

326 : 입출력 핀                                         326A-D : 패드

330 : 서브셀                                             332 : 삼상 변환기

334,336 : 변환 트랜지스터                          412 : 게이트 출력

413 : 버퍼                                                 424 : 직접 연결버스

530 : 래치(latch)                                       540 : 클럭

550 : 주소 계수기                                       600 : 칩

602 : RAM                                                604 : 주소버스

612,614 : 멀티플렉서                                  620 : 사용수단

640 : 해독기                                              

820,920 : 데이타 소스(source)장치              810,910 : 사용장치

820 : 신호 공급수단                                    930 : 기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배치가능한  논리회로  배열의  형태를  갖는  반도체  집적회로와  이들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현재  두가지  형태의  이같은  회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유휴(uncommitted)  논리배열(ULA)로서  칩이 
처음에는  연결되지  않은  논리게이트로  만들어지며  따라서  칩내에  각각  자신이  위치에서  분리되어 있
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한  상호연결은  이후에  적용되는  특정  배치된  금속화층에  의해  성취된다. 대
개  게이트의  위치는  칩의  사용가능한  부분  또는  적어도  그같은  부분의  중앙부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보통 ULAs에는 500  내지  5000개  게이트가 사용되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심할 바  없이 이들 숫자
가  증가하게  된다.  특정  목적을  위한  한  ULA를  구성하기  위해  상호연결한  후  사용가능한  게이트중 
약  60-80%가  사용될  수  있으며,  상호연결된  게이트의  다양한  부분적  구성은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
며  전체회로/시스템  요구조건을  위해  더욱더  연결되고  얼마간의  게이트들은  이용되지  않은채로  두는 
것은  전자회로/시스템  디자인의  특징에  따른다.  이같은  주문식  금속화층을  위한  마스크를  설계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며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설계  실수로  하여  원형의  오기능이  발생할때는 
언제나 재 마스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이 발생하였을 때는 매우 치명적이다.

다른  한  형태로는  소위  프로그램  가능  게이트배열(PGA)이라는  것으로,  칩이  논리게이트로  형성되며 
모든  또는  대부분의  논리게이트  각각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다른  논리  게이트들과 연결
된다.  이같은  PGA는  상호연결중  필요치  않은  것은  녹이므로써  배치된다.  대개  게이트는  칩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가장자리  또는  PGA게이트를  위치시킬  목적을  갖는  부분에  형성되며  그같은  곳의 중앙
부는  교차점  또는  연결소자에서  녹여  없앨  수  있는  상호연결  그리드에  의해  점유된다.  게이트의 수
용능력이  ULA에서의  게이트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의  논리기능에서는 
약  50개  또는  그이하의  게이트가  포함된다.  따라서  복잡한  전자회로/시스템을  집적회로  형태로  함에 
있어서는 PGA 능력이 ULA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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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GA는  실수가  발생하거나  재설계를  요하는  오기능이  발생된  때마다  단지  또다른  칩을  택하여 
다시 시작할 것을 필요로 할 뿐이므로 회로 설계자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이같은  PGA보다  게이트  수용능력이  큰(ULAs의  게이트  수용  능력보다  크거나  이에  근접하는) 게이트
를  갖으며  ULAs와  비교하여  PGAs의  특성으로  설계자의  사용을  용이하게  유지하며  마스킹  비용을 저
렴하게  유지하는  배치가능의  집적회로를  갖는  것이  매우  유용하며  실용적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그
와 같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여러면들은  이같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설명에  관계하여  나타나며,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되
는  그리고  종래의  배치에  따른  모든  게이트의  상호연결  가능성에  대한  PGAs와  관련하여  여태까지 허
용된 관행에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같은  측면에  따라  배치가능한  반도체  집적회로(칩)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다
수의  논리회로가  형성되며,  상기  논리회로의  입출력  사이의  제한된  신호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 
시스템이  상기  논리회로  각각과  상기  몇몇  다른  논리회로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경로를  허용케  하고 
이같은  연결경로는  이들의  전도상태에  따라  선택가능하다.  상기  논리회로의  간접적  연결  역시  상기 
몇몇 다른 논리회로를 통하여 가능하다.

상기  적절한  선택가능한  연결경로는  각  논리회로를  위해  그  출력으로부터  제1세트의  상기  다른 논리
회로의  입력으로  연장되며,  그리고  제2세트의  상기  다른  논리회로의  출력으로부터  그  입력으로 연장
되고,  모든  세트  각각이(모든  논리회로에  대하여)  서로  동일하지  않다.  특별한  논리회로에  관계한 
제1  및  제2세트는  적어도  하나의  공동  논리회로를  가지며  대개는  공동을  이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각  세트는  전  논리회로의  5%  이하인  작은  부분이  보통이며,  여러  실시예에서  한  세트내  논리회로의 
숫자는 10개  또는  그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한  세트내의 논리회로 숫자는 5개인  것으로 하나 배
열 가장자리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세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본문중  사용되는  "제조된  대로의(as-made)"라는  어구의  의미는  배치에  영향을  주는  어떤  동작이전에 
제조된  상태의  칩을  의미하며  연결경로에  관계하여  사용된  "선택적인(selectable)"라는  어구는 전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전도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선택신호  또는  신호조건에  따라  제조된 대로
의  칩조건과  비교해서  경로의  조건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리회로(logic circuit)"
는  NAND와  같이  실시된  예에서와  같은  단순기능  논리  게이트로  제한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호
연결에 관계한 사용에 있어서도 적합한 바의 어떤 논리회로일 수도 있다.

직접적인  연결경로는  이웃하는  논리회로  사이에  있으며,  이같은  직접  연결경로는  논리회로의  국한된 
배치에서,  즉,  적절한  수의  떨어져  있는  위치와  직접  연결  경로에  의해  점유되는  배치에서  필요한 
특수회로  기능의  칩  일부에서만,  바람직한  특정회로  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전체회로/시스템 
요구를  위한  이같은  부분적인  배치간의  상호연결이  전술한  직접  연결경로에  의해  또는  논리회로중 
선택된  것들을  통한  간접연결에  의해  가능해진다.  몇몇  실제  배치된  간접연결에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논리회로  전이시간의  포함은  적어도  간단한  논리게이트  회로에  있어서는  최신기술에서  약 3
나노세컨드(㎱)를 초과하지 않는다.

본인은  논리회로  위치로의  입력에서  직접  연결경로를  위한  즉  이같은  위치로  들어가는  제2세트의 경
로에  관계하여  전도  선택을  제공함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들은  다른곳  예를  들어  논리회로  출력, 특
히  논리회로로부터의  브랜치에서도(즉  이같은  논리회로  위치를  떠나는  상기  제1세트의  경로에 관계
하여), 또는 논리회로 위치의 입출력 결합에서도 똑같이 제공되고 있다.

상기  직접  연결경로  및  칩에서의  논리회로  위치의  적절한  물리적  배치와  관련하여  논리회로  기호를 
갖는  반도체  재의  칩표면에서  알수  있듯이  각  논리회로  위치를  상호연결시키는  논리도에  의해 문제
를  다루는  것이  편리하다.  기호/위치는  상기  직접  연결경로를  가지는  이들  논리회로  기호/위치 사이
의 공간과 구별될 수 있는 규칙성 혹은 패턴으로 통상 배열된다. 행이나 열 사이에 혹은 그 안에 오
프셀  혹은  스테거(stagger)가  있을지라도  규칙성  혹은  패턴의  실례는  행렬식  배열이다.  이같은 논리
회로는  장소가  입력출력으로의  접근에  의해  반대로  형성되는  때  칩의  영역에서  반영되어  상이한 방
향으로  향하게  된다(이들의  출력이  화살표를  따른  방향을  참조).  논리회로의  여러  가능한  배열과 이
들의  위치는  도면을  참조하여  표시되었으며,  다른  부분들도  적어도  특수한  주위환경에  따라  잘  알 
수  있다.  매트릭스와  같은  기본적인  행과  열의  적합한  배열에서  각  행에  있는  논리회로  각각은  한 
방향을 향하며 선택가능 연결경로에 의해 그 행의 출력으로부터 뒤따른 논리회로 입력까지 
연결된다.  또한  연속적  행의  이같은  방향은  교대적이어서  지그재그  혹은  뱀같은  간접경로를  전체에 
걸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논리회로 출력은 같은 열내의 다음 인접 논리회로의 입력 즉, 다
음  인접행의  입력으로  연결된다.  이같이  하여  열을  따라  계속되는  경로의  사용이  가능해지며  이같은 
배치는  논리회로  위치가  전반적으로  밀집된  배열에서  이웃하는  논리회로간의  선택적인  직접  연결에 
융통성을  제공한다.  이같은  상호연결의  융통성은  각  논리회로의  출력으로부터  다음  논리회로의  직접 
연결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동일한  행내의  하나는  띈(다음)  다음  논리회로의  입력까지  또다른 선택
가능의 직접 연결경로에 의해 특히 유용하게 연장 가능하다.

"행(row)"과  "열(column)"이라는  어구는  칩에서  논리회로  위치의  실제  배열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할  것이나  여기서는  주로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논리회로  위치  배치의 정확
도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는  적어도  칩의  관련된  일부분에  균일하게 
배치될  수  있는  논리회로  위치  배열에  대해서  배치목적을  위한  연결경로의  선택을  허용하기  위한 것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논리회로  위치의  형성을  위해  가장  적합하게  칩영역을  가로지르는  선택적 
연결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조된  대로의  배치가능한  반도체  집적회로(칩)에서  형성된  다수의  논리회로는  적어도  칩의 사용가
능  일부영역에  균등하게  분포되며,  직접  신호  트랜스레이션의  제공은  상기  다수의  논리회로의 입출
력을  위한  선택가능한  연결경로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전도경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서브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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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로는  대개가  상기  논리회로의  불연속  위치안에  그리고  불연속  위치 
사이의  공간을  따라  있으며  선택가능한  브랜치  경로도  따로  떨어져  있는  위치안에  있다.  이같은 설
비는  직접  연결버스  시스템으로  불리워지며  그  경로가  최초  설명된  직접  연결경로에  의해  도달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논리게이트로 가로지른다.

물론  단독적용이  가능하나  인접하지  않는  논리회로  위치간의  선택가능한  다른  직접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한된 신호 트랜스레이션 시스템의 직접 연결경로와 결합하여 사용되는때 특히 
유용하다.  이같은  설비는  상기  간접연결의  논리회로  전이시간을  피하도록  하며  상기  지역중  상이한 
위치에  있는  한무리의  위치간의  직접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다른  전용경로는  논리회로 매트
릭스  배열의  행과  열을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각  논리회로  위치에서  두개의  전용입력으로의 브랜치
가  선택가능하며  각  논리회로  출력으로부터  적합한  브랜치가  선택될  수  있다.  이같은  직접 연결버스
의  연결경로에  의한  연결은  열  또는  행을  필요에  따라  하나씩  선택하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남기
므로써  달성된다.  이같은  직접  연결버스  시스템의  전도경로는  적어도  일부가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
과  같은  증가된  전도도를  갖는  주반도체를  통한  경로이기  때문에  모두가  금속화될  것을  필요로 하지
는 않는다.  열과 행  전도경로의 어느 방향도 논리회로 위치의 전  배열로 연속하여 연장될 필요는 없
다.  이들  경로는  논리게이트  배열의  서브세트로  제한될  수  있으며  여러  서브세트  각각에  국소화 되
기도 한다. 버스세트에 관계한 필요한 상호연결은 논리회로 또는 회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같은  경로를  가지며  각기  다른  서브세트에  상응하는  세그먼트  섹션이  적어도  하나의  논리회로 위
치에 의해 서로 겹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세그먼트화 설비는 전도도가 증가된 경로 혹은 경로
의  일부에  유용한데  이는  전도도가  증가된  경로는  금속화  경로에  비해서  증가된  임피던스  때문에 최
대  6개의  논리회로  위치까지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행과  행  사이의  경로는  금속화될 
수  있으며,  논리회로를  통한  가능한  상호연결로  가로  막히기도  하며,  열과  열  사이의  경로가  사이에 
끼워지고  겹쳐져  훨씬  짧은  길이의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논리회로에  의해  상호연결될 
수 있다.

특별한  논리회로로의  모든  입력  연결경로의  선택설비와  논리회로로부터의  출력  연결경로의  어떤 선
택설비는  그같은  특별한  논리회로에  인접하는  것이  편리하며  따라서  논리회로  위치내에 포함되어지
는 것이 고려된다.

논리회로  위치의  선택적  주소(addressing)를  제공하기  위해(이들의  입력으로  또는  이들의 출력으로
부터  선택적  연결을  구성시킴에  관계하여)  이들  사이의  공간이  전도경로(주소경로)를  연장시킨 특정
한  열과  행에  의해  횡단될  수  있다.  전도경로는  상응하는  열과  행  주소경로  각각으로부터  브랜치를 
통하여  각  논리회로로  들어가며,  필요한  선택가능한  연결경로의  선택에  기여하는  예를  들어  실제 구
성신호에  필요한  반응을  보장하는  전압수준을  만들어주는  회로상태를  가능케하는  그  이상의 조합회
로를 가진다.

선택가능하며  필요한  연결경로에  관계하여  주소된(어드레스된)  논리회로를  배치시키기  위해 배치가
능(프로그램)  버스  시스템이  제공되어  논리회로  위치  어느곳에서도  최대  숫자의  선택가능 연결경로
에  상응하는  다수의  전도경로를  갖는다.  프로그램  전도경로는  모든  논리회로  위치를  횡단하며 배치
를 위해 필요한 회로상태를 완성하도록 하며 배치 가능한 전기신호를 전달하도록 동작한다.

주소경로는  경로가  각  위치에서  차례로  선택되는  때  논리  회로에서  선택가능한  모든  경로를 제어하
며,  프로그램  경로는  적절한  선택가능  연결경로의  전도상태를  바꾸므로써  필요한  배치에  영향을 주
도록  한다.  선택가능의  목적을  위해  회로요소가  선택가능  연결경로당  하나씩  제공되며  이들 회로요
소에 따라 제조된 전도상태가 배치에 관계한 전기신호 또는 회로조건에 의해 바뀌어진다.

보다  많은  주소경로가  각  논리회로  위치로  연결되고  이같은  위치에서의  선택가능  연결경로에  관련된 
코드화된  연결을  가지므로써  적어도  상이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전부는  아닌)  선택가능  연결경로의 
조건설정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행과  열  주소경로를  각각에  대해  둘  또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  경로수를  제공하며  필요한 프로
그램  경로수를  감소시킨다.  감소된  수의  프로그램  경로  각각은  각  논리회로  위치에서  하나  이상의 
선택가능  연결경로로  작용하며,  이들중  하나만이  주소경로에  의해  어느  한  시간에  조절된다.  각 위
치에  있는  각  선택가능  연결경로를  확인할  충분한  주소  경로가  있을때  프로그램  경로는  단일 신호배
치  신호  경로에  의해  대체될  수  있으며,  주소경로  에너지  주입가능이  배치를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회로조건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상기의 에너지 주입이 선택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적어도  선택가능  연결경로의  회로요소가  제조된  대로의  칩내에서  정상적으로  전도되고  역으로 비전
도되기 위해서 회로소자는 용융할 수 있는 전도체이든 다른 쓸모없는 형태이든 전도링크를 
포함한다.  관련된  회로는  상기  배치신호로서  불능전류를  통과시키도록  조절된  능동회로장치를  보통 
포함한다.  블로킹  신호가  전류조정장치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능 전
류의  흐름이  전류  안내장치가  없는  주소된(어드레스된)  논리회로  위치의  회로  소자  각각에  적용되게 
된다.

녹거나  쓸모없게된  전도링크에  대한  대안은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회로  소자인  전도/비-전도 회로
요소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후  주소  및  프로그램  경로에서  혹은  코드(code)화된 주소경로에
서의  신호가  이들  회로요소의  가역적인  전도상태를  세트시키기  위해  적당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사용
될  수  있다.  조합된  회로로  이루어진  능동  회로소자(예를  들어  트랜지스터)가  선택적인 전도/비-전
도회로  소자와  함께  적절한  회로  배치내에  있으므로써  전도를  위해  전도/비-전도  회로소자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몇  실시예는  재배치될  때까지  동작상태로  있는  전도상태를  배치하였고 
다른 실시예는 이들 배치된 전도상태의 회생(refresh)을 필요로 하였다.

CMOS  집적회로  기술에  있어서,  예를  들어  플로오팅(floating)  게이트  트랜지스터  또는 산화물-질화
물  샌드위치  구조  트랜지스터와  같은  전하  트랩  트랜지스터는  EPROMs에  관계하여  사용된  것과  다소 
유사한  방법으로  관계한  선택가능  연결경로에  대해  정적인  선택된  전도상태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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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와같은  전하트랩  트랜지스터는  정상의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회로요소를  제어하도록 사용
되며  특히  이같은  MOS  트랜지스터가  선택적으로  배치되는  때  전도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사용된다. 
상기의  대안으로서는  동적인  판독/기록  메모리(DRAMS)에  관계하여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물
론  동적으로  회생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MOS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의  결합에  의해  이같은 제어상태
를 만드는 것이다.

선택할  여지가  있는  연결-제어회로로  소자로써  단일  신호-통과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사용에  관한 
괄목할만한 발전은 본인의 특허출원에서 소개된다.

전계효과  반도체칩에서  단일  신호-통과  트랜지스터가  비트신호  입력과  비트신호  출력  사이에 연결되
며  그리고  규정된  간격으로만  동작중인  스위칭회로에  의해  일시적인  에너지  주입(energisation)을 
하기  위해  그  제어전극이  연결되도록  하며,  단일  신호-통과  트랜지스터는  제어  전극의  에너지  주입 
사이의  신호를  통과시키도록  동작된다.  이같은  에너지  주입은  단일  신호통과  트랜지스터가 전도되도
록  즉  전도가  가능해지도록  하며,  이같은  전도가  약간의  쇠약이  있다하더라도  상기  규정된  간격으로 
주기적인  회생을  지속하도록  한다.  단일  신호통과  트랜지스터의  고유  정전용량은  그  제어전극에 적
용된  상기  에너지  주입  각각의  기간중  피할  수  없는  전하  축적을  일으킨다.  스위치  회로는  전술한 
규정된  간격에서의  에너지  주입  사이에서  방전전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술한  에너지 주
입에  의한  회생  사이에서  제어전극이  "플로오팅(floating)"  상태로  있도록  동작한다.  물론  이와 같
은  단일  신호통과  트랜지스터는  이들  제어전극의  단지  간헐적인  에너지  주입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신호통과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본  발명은  쌍극형  반도체칩을  위한  선택적  단일신호  통과  트랜지스터를  제안하며,  이같은 반도체칩
은  정상의  논리전압  수준  및  속도로  동작하며  또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같은  제안은  적어도 
리세트되거나 전력공급을 잃게 되는때까지 단일 신호통과 트랜지스터가 전도되도록 할 트리거
(trigger)를  위한  조건으로  선택하기  위해  또다른  트랜지스터와  관계된  실리콘  제어정류기(SCR)를 
닮는  회로형성을  포함한다.  단일  통과  트랜지스터는  적어도  NAND  게이트에  대해서  효과적인 입력단
계일 수  있다.  비가역적으로 용융되거나 쓸수 없도록 된  링크 또는 그  부분품에 대해 고려된 대안은 
모든 가능한 가역적 전도장치가 재배치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집적회로로 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특수한  시스템/기능을  개발하는  설계자에  의해  또는  이같은  발명의  제작자에 의
해  동일한  칩을  재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하트랩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칩
은  모델이나  마스터  칩으로부터  작동하든  아니면  디자인  단말기나  사용가능  배치의 라이브러리
(library)로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된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는  어떤  저장장치  내용으로부터 작동
하든 관계없이 예를 들어 EPROM  기록기와 같은 적절한 장치에 의해 재배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
용된  배치는  정적이며,  즉,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나  보통  매우  느리며  배치된  논리시스템으로의 후
차적  동작에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신호수준을  요구한다.  이는  비록  EPROM  칩  개발이  이같은 
배열을 가능하도록 하기는 하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재배치에 불리하다.

그러나  DRAM형  MOS  트랜지스터/커패시터  조합을  사용한  앞서  언급된  칩에  적용되는  정상의  논리신호 
수준  및  속도로  재배치가  가능하며,  본인의  단일  신호통과  트랜지스터에  의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전계효과형의  이같은  칩의  대체로  어떤  고유한  배치의  희생을  요구하는  동적특성을 
가지나, 쌍극형 칩은 본인의 SCR에 관련된 제안을 사용하는 정적인 특성을 갖는다.

재배치  가능성은  재배치  칩의  본  발명  실시예에서와  같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어떤  다른  디자인 
및 실시형태를 갖던지간에 관계없이 본 발명의 다른면들과 관계하고 있다.

본  발명의  이같은  점들에  따라  재비치  가능칩을  사용한  전자시스템은  전기적  입력신호가  필요한 배
치를  규정하여  배치가  필요한  때는  언제나  칩에  기여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한다.  그와  같은 전자시
스템은  일반적으로  디지탈로써  칩으로부터  신호를  사용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하며,  칩으로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 또는 다른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영
구적이거나,  반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저장시스템  내용에  따라  규정신호가  제공될  수  있다. 규정신
호의 소스(source)로는 어느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재배치  가능칩을  사용하므로써  적어도  전전자시스템의  일부가  하나  또는  둘 이
상의  특수기능을  위한  선택적  후원  구조로서  또는  동시  동작의  필요가  없는  선택적  기능으로  또는 
이들의  모두의  조합으로써  재배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선택적  기능으로  제시된  장치는  적절한 
저장시스템  어드레싱(주소)장치와  관계있는  시퀀서(sequencer)를  포함한다.  칩의  일부는  특히  RAM가 
같은 특정 조합된 저장장치부터 연속적 재배치로 작용할 주소장치로서 잘 배치될 수 있다.

정상  논리회로  수준  및  속도를  갖는  칩의  재배치는  전자  시스템의  칩수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왜냐
하면  칩의  적어도  몇개가  두개의  기능을  떠맡도록  재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스
템은  기능이  동시적인  필요없는  분리칩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필요한  숫자의  재배치  가능칩은  필요한 
직렬식  처리를  위하여  혹은  병렬  처리를  수행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병렬  처리는  동일한  알고리즘 
또는  기능일부를  갖는  것으로써  이같은  알고리즘  또는  기능에  의한  조사를  위해  데이타  시스템의 상
이한  출발점을  가지며  따라서  각  시간  유닛당  수행되는  동작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이같
은  시스템은  주소/데이타  버스  시스템을  갖는  동일  프린트회로  보드에  재배치  가능칩을  가지며, 관
련된  RAM이라는  저장장치를  갖는다.  이같은  시스템의  데이타  처리능력은  낮은  제조단가에  비해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배치되어진  어느  한  칩이  같은  목적으로  교대  배치  즉,  전류배치가 잘
못된  경우의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외적으로  적용되어  제어되거나  관련칩  혹은  관련된 저장
장치에 삽입될 수 있는 테스트 절차/기능의 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재배치  가능칩에  대해  덧붙여  말하자면  입출력에  관계하는  칩에  특수한  설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여러 특성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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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가장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논리회로  자리에  입/출력신호를  위해  가장자리  핀  혹은  패드 
사이에  다중접근과  각  가장자리  논리회로  위치의  한  입력으로  그리고  각  가장자리  논리회로  위치의 
출력으로부터의  더  많은  수의  입/출력선을  허용하는  주변셀로서  입/출력회로를  제공하며,  출력선 각
각이  논리회로  위치중  다음으로  배열된  논리회로  위치의  입력에  더욱  연결되므로써  이중목적으로 작
용하기에 적합하다.

나)  이와 같은 주변셀의 적어도 몇몇 개별 서브셀이 입력 혹은 출력목적을 위해 배치 그리고 재배치 
가능하며  가장  가장자리는  논리회로  위치로부터의  출력과  다음의  가장  가장자리  논리회로  위치로의 
입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논리회로  위치로부터  그리고  다시  논리회로  위치로 신호
를 전송하도록 작용할 수 있는 라인에 함께 연결되도록 한다.

다) 논리회로 위치의 입출력과 서브셀을 효과적으로 질서있게 다중 연결시킨다.

라)  논리회로  위치의  직각  배열인  적어도  2면  적합하게는  4면  모두  각각에  서브셀의  주변셀을 제공
한다.

마)  주변셀  밖으로  측방연장의  전도경로를  제공하여  이같은  경로가  가장자리  핀  또는  패드로부터 인
접한 측면에 있는 주변셀로의 선택적 연결을 가능케한다.

본  발명의  특정실시예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하기에  설명된다.  첨부도면에서는  논리게이트로  NAND 
게이트를 도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않된다.

제1도에서  제조된  대로의  반도체  칩은  분리된  장소에  NAND  게이트(10)의  매트릭스  배열을  갖는다. 
설명의  명료함을  위해,  도시된  매트릭스  배열은  실제  설계와  비교해  작게  도시되었다.  제조된 대로
의  칩은  직접적인  게이트  연결경로(14)를  갖는다.  가장자리를  제외한  행과  열의  각  게이트에서 출력
(12)는  (14A)에서  행을  따라  다음  게이트로  직접  연결되며,  출력(12)는  (14B,14C)에서  반대방향의 
게이트  입력으로  연결된다.  직접  연결경로  각각(14A,  B,  C)는  전도  선택  가능종류이다.  행과  열 끝
단에서의  게이트는  이제까지  설명된  바와  같이  직접  연결경로를  가지며,  사용되지  않는  경로는 게이
트 배열을 위한 데이타 입출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2도는  선택기능  연결경로(14F)로  도시된  바와  같이  한  행에서  게이트의  출력이  다음  게이트의 입
력으로 연결되는 기본적인 동일한 게이트 배열설계를 도시한 것이다.

각  게이트가  다른  게이트들에  의해  그리고  두번째  세트의  다른  게이트들의  입력과  출력들  사이의 경
로에  의해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볼때,  다른  세트들  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공동  게이트를  갖게되며 
적어도  하나의  다른  게이트가  공동을  이루지  않는다.  사실  제1도와,  제2도에서,  배열  가장자리의 것
들을  제외한  모든  게이트가  세트  각각마다  적어도  세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두개가  두 
세트에  공동이고  각  세트의  하나(제1도)  또는  두개(제2도)가  공동이  아니다.  공동게이트들은  실제로 
관련된  게이트와  같은  열을  공유하며  다른  게이트들은  같은  행을  공유한다.  제1도  및  제2도에는 제
1(FS) 및 제2(SS)세트가 하나의 게이트(10R)에 대하여 도시되어 있다.

제1도의  배치는  특히  조밀하며  하나의  금속화층에  의해  용이하게  실시된다.  제2도의  개선된  발명은 
부분적인  방법으로  게이트의  논리-기능-수행  상호연결에  도달하는데  직접적인  연결선택의  적응성을 
상당히  확장시키는  하나  "클로스오버(crossovers)"를  필요로  한다.  "클로스오버"는  하나  이상이 금
속화에  의해  또는  실리콘칩을  위한  폴리실리콘과  같은  금속화  및  전도도  향상  반도체재의  적절한 조
화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제1도  직접  연결경로의  선택적인  개선사항은  각  게이트  출력으로부터  다음  열에  있는  게이트 입력으
로  그러나  행에  있어서는  다음  행으로의  직접  연결을  포함한다.  이는  제2도보다  클로스오버  하나가 
적음을  포함하나  제2도  회로배치의  희망효과가  특별히  효과적인  행에서  분명히  그  효능이  떨어진다. 
동일한  행내  다음  게이트  입력으로의  게이트  출력  직접  연결은  특히  효능이  있으나  항상  필수한 것
은  아니다.  칩에서의  개선된  대각선  상호연결을  성취하기  위해  인접한  행의  다음열  게이트로  가는 
다른 직접 연결 경로가 또한 가능하다.

게이트의  또다른  선택적  배치는  인접한  행들이  한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인접한  열들을  반대방향을 
향하도록  할  수  있다.  하나의  직접  연결  경로가  다시  같은  행내의  게이트  출력이  다음  게이트의 입
력으로  연결되게  하며,  같은  열내에서  다다음  게이트로  두개의  다른  직접적인  연결이  있게  된다. 이
와  같이  하여  덜  집중된  게이트의  논리기능  상호연결이  만들어지며,  전체  게이트  설계가  제1도의  두 
대각선  오프셋  또는  삽입의  설계를  닮기  때문에  이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이에  끼이게될  수 있
다.  게이트  출력이  동일한  열내  다음  게이트  입력으로  연결되어  상호연결이  상이한  방향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여 동일한 게이트 설계가 선택될 수 있다. 

논리기능  설계중  어떤것은  게이트  설계의  모든  게이트가  각  행내에서  꼭같은  방향이  되도록  할 필요
는 없으며 직접 연결의 방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앞선  설명으로부터  국부의  직접  연결  경로(14A,  B,  C,  F)는  게이트(10)의  선택적  교차를  기초로하여 
단순히  인버터로  동작케한  즉,  이들의  다른  연결은  전도되지  않는  게이트(10)  배열  상이한  부분들 
사이의  간접연결을  허용케한다.  간접연결내에서  게이트를  이와  같이  사용함은  이들이  게이트 수용능
력의  60-80%  만을  사용하며,  사용되지  않는  게이트가  필수적으로  특별한  구성기능  또는  보조기능을 
수행하도록  각각  배치된  배열부분에  인접하여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ULAs와  비교하여 게
이트의 이용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5도에서는,  배열  전체에서  게이트(10)으로  직접  연결되는  직접  연결되는  연결  버스를 경유
하여  또다른  신호  트랜스레이션  시스템을  더욱더  포함한다.  이는  다른  연결  경로의  그리드를 사용하
여  행하여지며,  이에  관계하여  상응하는  행  또는  열내의  각  게이트  위치로  가는  행과  열도선(연결 
경로)(50R,50C)을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은  도선(50R,50C)의  브랜치(branch,  곧  연결 경로)(52R,52
C)로부터  게이트  위치(10S)(또는  제8도의  게이트(10)의  입력(14D,14E)로  도시된  다른  선택가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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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사용한다(제7도).  또한  각  게이트(10)의  출력(12)는  (52G,52H)에서  다시  도선(50R,50C)로 브
랜치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선택가능 연결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직접  연결  버스시스템(50)은  게이트(10)에  의해  점유되는  칩전체와  함께  연속하여  연장되어야할 필
요는  없다.  실제로,  행과  열경로(도선)(50R,50C)의  어느  부분은  금속층이  아닌  전도도가  향상된 반
도체 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마이크론  MOS형  실리콘  칩에  대해  6개의  행  또는  열게이트를  가로지르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폴리
실리콘 연장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6도는  1/4  서브세트(50A-D)로  분할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5도와  같은  직접  연결버스  시스템을 도시
한  것이다.  구성  전도경로(51A-D)는  가용성  전도링크  또는  트랜지스터(설명된  바의  MOS 트랜지스터
를  참조)와  같은  선택적  동작가능/동작불가  전도장치인  선택  가능  회로소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상호
연결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브세트를  갖는  구성  전도경로는  다른  서브세트로  연장되거나 필요
에  따라  연장되지  않은  때도  있으며,  도시된  바와는  달리  4개  내외의  서브세트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6a도에서  도시된  변경을  통하여  특히  편리한  세그먼트  배열이  가능하며,  제6a도에서는 
연결수단(51A-D)이  도시되지  않으며  각  서브세트의  적어도  몇몇  경로(53A,53B)가  사이에  끼이는 겹
쳐진 부분을 제공하도록 이들 특정의 서브세트(10A,10B)를 지나 적어도 게이트(10Z)상에서 
연장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각  경로를  연장하기  위한  필요한  상호연결은  논리게이트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전도  주소경로(도선)(22R,22C)를  따라  행과  열의  세트를  위한  이동레지스터(20R,20C)가  제3도에 도
시되며,  상기  전도  주소경로  각각은  상응하는  행  또는  열에  있는  모든  게이트에  영향을  미친다. 교
차점에서  각  행도선(22R)  및  각  열도선(22C)는  동일한  게이트로  들어가는  브랜치를  가지며(제7도  및 
제3도의  10X를  참조),  따라서  이들은  우연발생  신호에  기초하여  주소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주소는  각  주소된  게이트  위치에서  모든  선택가능  연결중  필요한  것을  배치시키기  위해 요구
되는  전기적회로  조건을  전기신호  배치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므로써  각  주소된  게이트  위치에 제공
한다. 

이동  레지스터(20R,20C)의  목적은  물론  두  레지스터  모두를  위해  필요한  주소내용  모두가 클럭되도
록  단일  입력핀(30)을  사용하여  게이트  배열의  효과적인  연속적  에너지  주입을  제공하여 각각으로부
터  단일의  상이한  이진값이  어떤  특별한  게이트(10)을  선택하기에  충분하도록  함이다.  하나의  이동 
레지스터가  어떤  선택가능  경로가  어떤  선택된  게이트  장소에서  요구되는지  또는  데이타  래치가 사
용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신호를  저장하도록  더욱더  사용가능해지거나  연장될  수 있
다.

제4도에서  프로그램  버스시스템(40)은  끝단링크(40A,40B)에서와  같이  지그재그  또는  뱀모양으로 모
든  게이트  배열을  횡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프로그램  버스는  모든  게이트  장소로  브랜치되어 
있으며(제7도의  43을  참조),  한  배치도에서  프로그램  버스의  한  라인(제8도의  42  참조)이  게이트 위
치의 상이한 선택가능 연결 각각으로 이어진다.

제7도는  NAND  게이트  또는  다른  논리게이트이거나  어떤  유용한  논리회로  또는  이들  결합을  포함할 
수  있는  제2도에서  5도까지의  논리회로(10S)를  주로  일원으로  한  회로를  도시한  것이다. 논리회로
(10S)  각각은  선택가능  직접  연결  경로(14)  및  직접연결  버스경로(50R,50C)로부터의  브랜치를  위한 
모든 선택가능 회로를 포함한다.

각  게이트(10)에서의  선택가능  연결  경로의  선택을  위한  한  실례가  가용성  도선연결(24)  즉, 가역불
가의  정적인  배치가능  배열에  의해  제8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8도는  횡단의  주소경로(22R,C), 프로
그램경로(42)  그리고  전력  공급경로(61)과  함께  완전한  게이트를  도시한다.  용단  전류로써  배치 전
기신호의  적용은  전도되도록  칩에  형성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32)(n-채널  MOS)  하나를  필요로 
한다.  각  트랜지스터(32)는  행  선택라인(주소경로)(22R)로  연결된  그  게이트  전극과  행의 선택라인
(주소경로)(22C)으로  연결된  입력전극을  가지며  따라서  이들  두  라인이  에너지  공급을  받는때에만 
전도되도록  된다.  트랜지스터가  전도되는  때  트랜지스터(32)로부터  라인의  전압조건(33)을 변경시킨
다.  가용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한  전류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버스라인(42)가 브랜치
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라인(43)이  프로그램  버스라인으로부터  연장되고  스티어링(steering) 
다이오드(34)를  포함함을  알  수  있다.  라인(33  및  43)은  게이트(10)으로의  입력라인(14)에서 링크
(24)의  각  측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택라인(주소경로)(22R,22C)에  의해  선택된  게이트  위치에서 
모든  트랜지스터(32)가  동작가능하게  되나  배치되는  회로  조건은  프로그램  라인의  에너지  주입에 의
존한다.  용단  전류는  가용성  링크(24)를  통하여만이  흐르며,  이같은  가용성  링크를  위해 라인(43)으
로의 프로그램 브랜치가 적절히 에너지 주입된다.

제8도에  도시된  한  다른  특성은  트랜지스터(32)  각각을  병렬로  하며  동작불가의  게이트  입력을 적당
한  논리수준으로  유지시키도록  NAND  게이트(10)에  작용하는  전력공급라인(61)으로부터의  공급 레지
스터(62)에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전압수준과  상응하는  유지회로  제공은  NOR  게이트  배열 적합하
다.

게이트입력(14),  가용성  연결링크(24),  트랜지스터(32),  라인(33),  다이오드(34),  프로그램라인(42) 
그리고  브랜치(43)은  방향  연결  경로(A,  B,  C)  및  직접  연결버스  브랜치(입력으로  D,  E  및  출력 브
랜치에서 G,  H)에 각각 관련한 동작을 나타내도록 A,  B,  C,  D,  E,  F,  G,  H로 각각 표기되었다. 52G, 
52H로의  출력  브랜치는  단일  트랜지스터(32G)로부터  조절가능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
라서는 분리의 출력 브랜치가 제공될 수도 있다.

제8도는  게이트  입력선택  즉,  제1도의  제2세트(SS)에  관계하여  도시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 입력
(14A,  B,  C)로의  경로를  위한  도선연결  선택은  다른  게이트의  다른  위치로부터의  출력에서  제공되며 
상기  입력으로의  경로들이  다른  게이트  출력들과의  연결을  가능케한다.  따라서  출력(12)는  각 게이
트 위치에서 제1도의 제1세트(FS)에 관련된 가용성 연결에 의해 실시되는 브랜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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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전도링크(도선연결)(24)는  역으로는  작동  불가하게될  다이오드와  같은  다른  선택가능 도선연
결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만약  다이오드가  가용성  링크(24)  대신에  사용된다면  평행한  한쌍의 반
대극성  다이오드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들중  하나가  끊어진다.  제9-11도를  참조한  다른  배열에서 연
결  경로의  선택가능성은  경로내에  포함되며  그  전도상태가  선택가능  연결  경로의  조건을  결정하는 
트랜지스터인 능동회로 소자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완전한  프로그램버스(40)을  제공하는데는  2가지  선택적  방법이  있다.  포함된  링크수보다  적은 다수
의  경로  또는  라인에  다중  에너지  주입을  위한  코드화(coding)가  사용되어  주소된  게이트  위치에서 
한번에 하나씩 개별적인 링크를 나타내도록 할 수 있다. 이는 2개 이상의 행렬라인(주소경
로)(22R,22C)를  가지며  이들중  특정한  한쌍이  트랜지스터(33)-라인(24)-다이오드(34)  결합중  어느 
한  결합의  반대편측에  연결되도록  하므로써  게이트에서  논리에  대한  더이상의  요구사항없이 가능하
게 된다.

제17a도  및  b도에는  일례가  도시되어  있으며,  제17a도에서  게이트의  각  행렬에  대하여  두개의  행 주
소경로(X1,X2)  및  두개의  열  주소경로(Y1,Y2)가  있다.  또한  모든  게이트  장소로  가는  두개의 프로그
램  버스경로(P1,P2)가  있다.  여덟개까지의  선택가능  연결  경로가  각  게이트  위치에서  사용될  수 있
으며,  행과 열 주소경로 각 쌍은(Y1,X1  ;  Y1,X2  ;  Y2,X1  ;  Y2,X2)는  이들이 일치하는 게이트 위치에
서  두개의  선택가능  연결  경로를  나타낼  것이며,  프로그램경로(P1  및  P2)는  배치되는  전기신호를 선
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제17b도에는  세개의  행  주소경로(X1,X2,X3)와  세개의  열 주소경로
(Y1,Y2,Y3)가  게이트  위치  각  행과  열을  따라  존재하며,  이들  게이트  위치에서  9개까지의  선택가능 
연결 경로(Y1,X1  ;  Y1,X2  ;  Y1,X3  ;  Y2,X1  ;  Y2,X2  ;  Y2,X3  ;  Y3,X1  ;  Y3,X2  ;  Y3,X3)를 전류가 일
치함을  기초로  하여  식별함을  가능하게한다.  배치되는  전기신호가  요구되는  때,  이같은  목적을  위한 
단일경로가  상기  언급된  다수의  프로그램  경로를  대체할  것이다.  만약  선택가능  연결  경로가  적용된 
주소신호에만  직접  반응할  수  있다면(제18도에서  설명),  단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능신호(E
S)만이  행과  열의  소스중  한  소스에  대하여  요구된다.  제17a,  17b도에서는  이같은  소스가  이동 레지
스터(20B,20C)인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분명히  단일의  행/열  주소경로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길것
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열주소  레지스터(20C)는  모든  열경로에  에너지를  주입시키도록  하는  이진값 
"1"을  갖는다.  행주소  레지스터(20R)는  상응하는  열주소  경로의  에너지  주입  각각에  대해  한번씩  각 
행주소경로에  주기적으로  에너지를  주입시키기  위한  연속적  방법을  가지며(10,100),  따라서  열주소 
레지스터보다 빠르게(두배 내지 세배) 클럭될 것이다. 

제9도는  가역가능한  회로소자(124)를  사용하여  논리게이트에  대한  선택적으로  제어가능한 입력회로
를  도시한  것이다.  게이트(10)  자체는  두개의  동작입력(110A,110B)와  한개의  출력(112)를  갖는다. 
동작입력(110A,110B)는  이웃하는  게이트로부터  선택가능한  직접  연결  경로(114A,114B,114C)를 수용
할  수  있다.  선택가능한  연결  경로(114A)는  신호통과  목적을  위한  선택적  전도/비전도 회로소자
(124X  및  124Y)에  의해  동작  게이트입력(110A  및  110B)  어느  하나  또는  둘모두로  이어질  수  있다. 
연결  경로(114B  및  114C)는  선택적  전도/비전도  회로소자(124B,124C)를  통하여  110A  및  110B로만 각
각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선택적  전도/비전도  회로소자(124D  및  124E)는  연결버스  행과  열의 라인
(152R  및  152C)로부터  각각  110A  및  110B로의  접근을  제어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9도
는  두  입력게이트가  이웃하는  게이트(114A,  B,  C)로부터  또는  직접  연결  버스라인(브랜치  152R, C)
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한  방법을  도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로소자(124X,  B,  D)중 기껏
해도 하나와 회로소자(124Y, C, D)중 단지 하나만이 선택됨을 알 수 있다.

제9도에  있어서  전도/비전도  선택의  제공은  선택가능  신호통과  회로소자(124)로서  전계효과 트랜지
스터(MOS)  형태인  능동회로  소자(124)의  전도상태를  세트시킴을  포함하며,  이는  게이트  위치 주소화
를  위한  주소경로  브랜치  (122R  및  122C)를  통하여  게이트가  기판(VSS)로  연결된 트랜지스터(160)으
로  행과  열주소화  신호를  결합시킴에  달려있다.  트랜지스터(160)은  라인(133)에  에너지를  가하도록 
동작하며  이에  의해  프로그램  버스로부터  브랜치(143X,  Y,  B-E)의  에너지  상태에  따른  동작을  위해 
한세트의  플로오팅  게이트  트랜지스터(132X,  Y,  B-E)를  동작가능하도록  한다.  플로오팅  게이트 트랜
지스터(132)는  라인  (133)을  통해  가능해진  때  상응하는  전하상태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  버스를 통
해  적용된  신호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진수  "0"  또는  "1"을  저장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이들
은  선택가능  MOS  트랜지스터(124)의  포화(ON)  또는  불포화(OFF)  상태를  결정하며  유지된다. 트랜지
스터(124)를  가로질러  라인(161)로부터  연결된  휴지  트랜지스터(pull-up  register)는 트랜지스터

(162)중 선택되지 않은 것을 불포화(OFF) 상태로 유지시킨다.

제9도는  선택가능하도록  직접  연결  버스라인으로  되돌아가는  출력  브랜치를  도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다.  제8도에서  제9도의  게이트  위치가  게이트  회로  출력으로부터 브랜치
내에  만들어진  국부의  직접  연결  경로에  대한  선택  제공으로  개조될  수  있으며,  이같은  개조는 제
10,  11  및  18도에서  마찬가지이다.  트랜지스터(124)  이전  라인(153R)  및  (152C)사이의  선택가능 연
결  경로와  그와  같은  연결  즉,  단일-통과  트랜지스터(124),  전하트랩  트랜지스터(132),  그리고 프로
그램 라인(143)의 결합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제공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도 있다.

적어도 ULA에 관계하여 두 입력 게이트는 현대 집적회로 기술에 있어 일반적인 것이다.

제10도는  동작입력(210A,210B,210C)와  출력(212)를  갖는  MOS형의  세입력  NAND  게이트(210)을 도시하
고  있다.  이들  입력중  210B는  경로  214A를  위한  선택가능  입력을  가지며,  210A  및  210C는 경로
(252R,214B)  및  (214C,252C)  즉,  직접  연결버스  및  열-인접의  게이트  입력으로  제각기  선택적 연결
을  갖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각  경우  선택적으로  전도/비전도  MOS  트랜지스터(224A-E)를 
통하는  것이다.  제9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224A-E)는  플로오팅  게이트 트랜지스터(232A-
E),  프로그램  브랜치라인(242A-E)  및  주소  트랜지스터(260)으로부터의  주소라인(233)과  연결된 것으
로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10도는  게이트  출력(212)로부터  직접  연결버스  라인(252R,252C)로의 브
랜치에  또다른  선택가능의  신호통과  트랜지스터(224G,  H)  그리고  프로그램  버스  브랜치(243G,  H)로 
연결된  상응의  플로오팅  게이트  트랜지스터(232G,  H)를  포함한다.  다시  휴지  레지스터(262)는 단일
쌍  트랜지스터(225A-E)를  가로지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트랜지스터(224G,  H)에  대해서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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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제공된다.(이들 제어전극으로부터의 화살표방향 참조)

제9도에서의 게이트 위치에는 제10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택가능 출력 브랜치가 제공된다.

제9도는  및  제10도의  회로는  이들의  신호통과  트랜지스터(124,224)의  전도/비전도  상태를 선택적으
로  만들수  있도록  하며,  전하트랩  트랜지스터(132,232)가  트랜지스터(124,224)의  요구되는 전도상태
를 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프로그램가능/삭제가능의 저장수단으로 동작하도록 한다.

또한  제9도(또는  10도)에서,  이같은  선택가능  연결은  4개까지의  여러개  트랜지스터(132)  용량과 같
은  트랜지스터(160)  또는  (260)의  전류  운반용량을  필요로  한다.  주로  실리콘인  반도체재에서  회로 
실현에  관계하여  상이한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형성시켜야  함을  피하여야  한다.  특히  실리콘에서 밀
집한  트랜지스터  형성은  각  트랜지스터(132  또는  232)가  열  선택라인(122C  또는  222C)로부터  직접 
공동으로  동작  가능해지도록  하고,  각각이  개별  트랜지스터에  연결되도록  하며,  이들  트랜지스터가 
행 선택라인(122R 또는 222R)로부터 더욱더 공동으로 동작가능해지게 된다.

프로그램  라인(143,243)을  데이타  버스로,  그리고  충전  트랩  트랜지스터(132,232)  또는  선택가능 트
랜지스터(124,224)조차  (제11도  참조)  대신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동적  RAM형의  메모리장치로 간
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변경된  제9/10도  형태를  갖는  게이트  위치를  사용한  전체회로의  실제 
배치가  영구적으로(ROM),  반영구적으로  또는  동적희생(dynamic  refreshing)의  RAM이나  재배치 가능
의 EPROM형  또는 다른 형태로 외부 기억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회생 시간내에 각 게
이트  위치를  회생시키는  주기로  동작하도록  하는  연속의  어드레싱(주소법)/게이팅  능력이  필요한 모
두이다.  따라서  제9도  및  제10도와  비교하여  이와  같은  칩회로는  플로오팅  게이트  또는  산화물, 질
화물  샌드위치형의  전하트랩  트랜지스터  또는  통상의  MOS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뿐아니라  휴지 레지
스터(162,262)의  제거에  의해서도  단순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칩은  물론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언
제든지  재배치  가능하며,  적어도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때  이같은  칩이  동일한  기능을  위해 
그리고  칩의  어떤부분이  잘못되는  것을  조사하고  이것을  확인하며  적합한  양자택일  선택  배치구조를 
갖도록  테스트  패턴  또는  루틴이  주기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양자택일의  선택구조를  가짐이 실시가능
하다. 이같은 칩의 개발이 제11도에 설명되어 있다. 

제11도는  게이트  위치  회로로써  기본  논리회로(110)이  제9도에서와  같이  입력(110A   및   110B)을 갖
는  두  입력  NAND이다.  참고부호  160B,  C,  D,  E,  F,  X,  Y가  열주소  경로의  동작가능  트랜지스터들에 
대해  사용되며,  동작가능의  이들  트랜지스터들이  두  트랜지스터(132'와  124')(제9도에서와는  반대 
채널형이다)  사이에서  직렬로  사이에  끼이며,  프로그램  브랜치(143)이  트랜지스터들이  드레인으로 
적용된다.

제9도와  비교하여  제11도에는  추가의  선택가능  입력  연결  경로(114F)가  관계된  연결셋팅(setting) 
및  선택  트랜지스터(124'F,132'F  및  160F)와  함께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입력  연결  경로는  제2도의 
입력(14F)에서와  같이  같은  행의  다음  다음  게이트  출력으로부터  연결된다.  또한  선택적  전도 트랜
지스터(124')가  도시되었으며,  (170)에서  논리게이트  입력(110B)의  트랜지스터(124'J)의  출력  및 게
이트  출력  단계로의  연결이  도시되어  있다.  이같은  연결(170)은  입력(110A,110B)중  어느  하나만이 
신호를  갖는  때  이들  입력에  대한  게이트  응답을  안정시키는  제어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제9
도에서는  도시되었으나  언급되지  않은  두  휴지  레지스터의  필요를  제거한다.  또한  경로(170)  및 관
계한  트랜지스터(124'J)는  경로(114A,114B,114F  및  152R)중  선택된  하나의  경로(114A,114C  및 152
C)중   선택된  하나가  상호연결될  것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하므로써  신호가  논리회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직접  그같은  연결을  통하여  전송되도록  한다.  또한  트랜지스터(124')를  세트시키는  선택가능 
연결상태를  위한  어떤  휴지  레지스터(162)도  없으므로  이는  가령  관계한  ROM  또는  RAM으로부터 희생
할 수 있도록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제11도 회로의 동작에 반영된다.

제11도  실시예의  재배치  가능성은  앞서  언급한  바의  본인의  선특허출원의  단일  신호통과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전송게이트의  실시를  사용한  덕택이며,  그중  하나가  점선의  블록내에(SPTT)  도시되어 있
다.  여기서  MOS  트랜지스터(124'C)는  라인(114C)에  관련된  통과  트랜지스터이며  160C  및  132C가 희
생목적을  위한  스위칭  트랜지스터이다.  상태-저장(state-storage)   및  신호-통과(signal-pass)를 제
공하기  위해  고유  게이트  정전용량에  의해  동작되며,  전도를  위해  신호-통과  트랜지스터를  선택하는 
스위칭  목적으로  사용되는  (132,160)과   같은  다른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신호-통과  트랜지스터의 정
전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P-채널  트랜지스터는  +5볼트에서  -5볼트까지로  동작되어 한계
효과(VT)  때문에  논리  "저(low)"에서  감쇄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따라서  VDDI  및  VDD2는 +5볼트
이고,  VSS는  논리게이트가  0볼트이며,  신호통과  트랜지스터가  -5볼트이게  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n-채널  트랜지스터에서,  VDDI  과  VDD2에서  각각  3볼트(게이트에서  논리"고"(high))와  5볼트이고, 

VSS에서는 0볼트인 전압크기를 사용하여 허용가능 속도에서의 동작이 일어난다.

제11도의 회로는 제12도에서 두 입력 NAND 게이트(110)과 입력(114B,114F,152R)그리고 
(114A,114C,152C)  각각을  위한  두  멀티플렉서(180A  및  180B)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입력(114A)는 
제9도  및  11도에서와  같이  멀티플렉스(180A)에  이용가능한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다음  다음의 게이
트  위치로부터  4번째  게이트  위치  상호연결(114F)와  관계에  있어,  입력(114A  및  114F)가  각행의 게
이트  위치를  따라  선택적으로  상호연결되어짐이  유익한  것(불필요한  크로스-오버를  피하기 위해)으
로  밝혀졌다(제13도  및  제2도  참조).  제12도는  또한  (170)에서  입력이  한  멀티플렉서로부터 논리게
이트를  횡단함이  없이  다른한  멀티플렉서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설명한다.  단지  한세트의  입력만이 
선택목적으로  멀티플렉서(180A,180B)로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제13도에서  블록(200)으로 
(GMUX는  멀티플렉서된  게이트의  약자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게이트  위치는  각각 논리게이트
(110)과 멀티플렉서부분(180A,180B)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3도는 배치가능 게이트 배열의 코너에 있으며 입출력 제공에 관계한 다음의 설명에서 유용하다.

이제  입출력  제공에  관계하여,  제14도는  재배치  가능의  논리게이트배열(300)에  의해  점유되는 중앙
의  장방향  부분과  그  주변  각  가장자리의  셀(310A,  B,  C,  D)을  도시하고  있다.  게이트  배열의 논리
회로  위치는  제11도에서와  마찬가지이며,  제13도에서의  배열코너와  마찬가지이다.  주변셀(310)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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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으로는  칩의  코너  주변둘레의  전도버스(320A,  B,  C,  D)가  있으며  가장자리  입출력  핀  또는 패드
(326A-D)와  주변셀(310A-D)  사이의  전도경로로부터  브랜치되어  있다.  주변셀(310A-D)는  이들 패드
(326)과  각  가장  자리  배열  입출력  라인  사이의  연결로  작용하며,  버스(320A-D)가  칩의  어느  한측면 
패드(326A-D)가  그와  같은  칩의  인접한  다음면의  주변셀을  위해  입출력되도록  허용시킴에  있어 융통
성을 제공한다.

패드(326)에서  보다는  대체로  10대  1  이상의  비율로  많은  논리  배열  입출력  라인이  있다. 50×40개
의  논리게이트를  갖는  하나의  칩은  520개의  배열라인과  40개의  패드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
는  목적은  단순히  필요한  배열라인을  집적회로를  위한  적당한  숫자의  패드(또는  핀)으로  적절히 연
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배열라인  그룹  각각으로의  패드  연결방식은  논리게이트  배열(300) 가장자
리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4도에서  주변셀(310A)는  게이트배열(300)의  한측면(왼쪽에  도시)으로부터  행  입출력에  이용되며, 
주변셀(310D)는  게이트배열(300)  다른  한측면(아래에  도시)으로부터의  열  입출력으로  이용된다. 주
변셀(310C  및  310B)는  마찬가지로  다른  배열측면으로  각각  연결된다.  패드(326)에서  주변셀(310A)는 
인접한  칩에  있는  모든  배열에  연결되며,  인접한  칩/배열  측면  각각에서의  절반이  다른 주변셀
(310D,310B)에 의해 직접 연결된다. 다른 주변셀들도 마찬가지로 조직된다.

제13도에서  열  배열라인(D)중  홀수번째의  라인  각각은  배열(300)(제14도)의  가장  가장자리  행 게이
트로의  입력으로만  연결되며,  짝수번째의  라인은  동일  게이트의  출력으로  연결되어지나  동일  배열의 
다음  행  입력으로도  연결된다.  행  배열라인(L)의  경우,  이같은  방식은  인접한  행들의  게이트  방향이 
교대하여지게  한다.  매  세번째  행  배열라인(L1,L4)는  교대하는  행들의  끝단  게이트  입력으로만 연결
되며,  다음  라인(L2,L5)는  상기  동일한  행들의  끝에서  두번째  게이트  입력으로만  연결되고,  다음 라
인(L3)는  다른  행들의  끝단  게이트로부터의  출력과  측면에  접한  행들의  끝단  게이트의  교대되는 입
력  모두에게로  연결된다.  배열의  가장  가장자리  게이트와  이들에  인접한  게이트  모두에  직접 도달하
도록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  직접  연결  버스  시스템에  의하여서든지  또는  게이트 위치
의  멀티플렉서로부터  그리고  멀티플렉서로의  연결에  의하여서든지  게이트의  횡단에  의해서든지 가능
한 깊숙한 접근이 적합하다.

제15도에는  주변셀(310)이  도시되어  있으며,  논리게이트의  입출력을  나타내는  배열라인(DA,  QA)와 
패드라인(PA)가  도시되어  있다.  각  주변셀은  각  패드(PA)당  하나씩인  한  세트의  서브셀이며,  각 서
브셀은 제16도에 (330)으로 도시되어 있고, 제16도로부터 제15도 다른 라인의 목적이 설명될 
것이다.

제16도에서  서브셀(330)은  패드라인(PA)가  제공하여  특별히  효과가  있으며  유익한  방법에  의해  입력 
또는  출력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서브셀(330)은  상변환기(332)와  두개의  변환 트랜지스터(334,336)
을  가지며,  (332  및  334)는  논리게이트와 상응하는 패드 PA  와  관련된 입출력을 위해 논리게이트 배
열(300)이  게이트라인(QA,  DA)에  연결된다.  (336)은  서브셀의  입출력  서비스  상태를  결정하며, 회로
(338)과  변환기(332)를  위한  제어사이에  연결된다.  회로(338)은  두개의  직렬  연결  MOS  트랜지스터를 
가지며,  이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들은  일치하는  신호가능을  위해  연결되고  기판이  기부는  논리전압 
"고"에  연결되어  서브셀의  연결상태를  결정시키기  위해  한  비트신호를  통과시키도록  한다(입출력 배
치  데이타  버스  또는  상기  프로그램  버스의  라인(DBO)로부터  알  수  있음).  서브셀  사용상태(입력 또
는  출력)은  제11도에서  자기(self)  정전용량이  신호통과  트랜지스터(124)에서  사용되는  바와  거의 
마찬가지로 변환기(332)의 입력 정전용량에 관계하여 동적으로 세트되고 유지되어진다.

세브셀(330)은  동작시에  패드(PA)(출력)을  통하여  칩으로부터의  전송을  제어하는  또는 변환기(332)
가  "플로오트"하는  때  그리고  변환기(334)(입력)을  통하여  패드로부터  칩으로의  전송이  있는  때에 
이와  같은  전송을  막기  위한  삼상변환기(332)를  갖는다.  더우기  필요에  따라서는  논리게이트  배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배열라인(DA, QA) 사이에는 전송이 있을 수 있다.

변환기(332)  대신  NAND  게이트를  대체시키므로써  패드(PA)를  통하여  배열  배치구조  조건이  입력 또
는  출력  아니면  이들중  어느것도  아닌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삼상상태를  기초로  외부  컴퓨터  또는 다
른  시스템으로  출력을  보내기  위해  논리배열로부터  적어도  제어  또는  데이타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프로그램에  의해  또는  ROM으로부터  각  주변셀의  서브셀  입출력  상태를  제어함이  가능하며, 이
는 특히 칩의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하여 바람직하다.  즉,  어느 패드가 입력 또는 출력이 될 수 있는
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즉시 접근 가능의 논리배열 게이트를 갖는지와 관련하여 특히 유용하다.

제14도의  패드  상호연결(320)을  무시한다면  한  패드(PA)로의  한쌍의  배열인  입력  및  출력라인(DA, 
QA)의  직접 연결이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또다른 특징은 배열라인(QA,  DA)이  실제 
배열라인(L,  D)이  아니며  비록  모든  입력(QA)가  배열  가장  자리의  모든  이용가능  입력으로 연결되더
라도  선택의  손실이  피할  수  없음을  볼때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  선택된  세트로의  출력연결(DA)를 
나타낸다.  물론  연결설계는  칩설계자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나  평균적으로  게이트  배열의  코너 가까
이에서  보다  적은  입출력의  융통성이  요구됨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  어떤  라인들은  코너  가장 가
까이에서  교대로  빠뜨리도록  하여  아니면  매  4번째의  것을  빠뜨려서(열에  대하여서이나  행에  대하여 
그럴  필요는  없다)  주변  셀로는  아무런  연결도  갖지  않을  것이며,  사이에  끼이는  세개의 배열라인들
을  적절히  조화시키어  상기  패드(PA)  두반쪽을  교대로하여  접근  속도와  이들의  상호연결(320) 속도
를 높이도록 한다.

제9도에서  11도까지는  전계효과  칩,  특히  CMOS를  포함하는  것이며,  제18도는  쌍극형  칩을  위한 게이
트 위치회로를 도시한 것이다.

제18도에서,  쌍극형  NAND  게이트는  선택가능  입력으로도  사용되는  트랜지스터(424)와  결합하는 트랜
지스터(410)을  포함한다.  게이트  출력(412)는  통상의  방법으로  버퍼(413)된다.  트랜지스터(424)의 
전도상태  조절은  각각의  트랜지스터(422)에  의해  조절되는  SCR형  소자  혹은  그와  동등한  것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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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에서  가능해진다.  프라임  부호로  표시된  유사한  회로는  게이트의  출력(412)으로부터의  그러나 
각  트랜지스터(430)와  관련된  브랜치들이  직접  연결버스(425)로  필요한  분리된  출력을  제공하도록 
사용된다.

보조  트랜지스터(420A,420B)는  각각의  베이스가  다른  트랜지스터  콜렉터에  연결되어  베이스-콜렉터 
연결중  한  연결에서  펄스신호에  의해  트리거될  수  있도록  하며(적절히  적용된  전압조건하에서) 예정
된  전압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전압수준은  트리거  이후  적용된  전압조건이  바뀌어질 때
까지 지속될 것이다.

트랜지스터(422)는  제17b도에서와  같이  논리게이트  배열의  코드화된  주소버스인  행으로  이어지는 라
인(X1-X3)중  한  라인과  열로  이어지는  라인(Y1-Y3)중  한  라인  한쌍으로  발생되는  신호에  의해 일시
적으로 전도되어지므로써 주소되는 순서로 상기 트리거를 적용시킨다.

트랜지스터(422)와 트리거 기능배열(420)은 분리된 주소(가능)신호와 배치신호(configuring 
signals)  없이  동작함을  알  수  있으며,  더구나  트랜지스터(424)는  선택가능한  신호를  통과하도록 하
여 동작하여 이들은 실제 NAND 게이트 자체의 일부를 형성한다.

제18도  NAND  게이트는  직접  연결입력(414A,B,C,F)과  직접  버스연결(452R,452C)  모두를  위해  6개의 
입력게이트로  동작함이  또한  분명하다(이같은  가능성은  제8도  실시예에서도  간접적으로  시사된  바 
있으며,  전도를  선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므로써  제9도  또는  제11도 배
열을 두 입력게이트와 관련하여 보다 실용적이도록 하였다).

더우기  출력  브랜치  트랜지스터(430)은  변환된  출력(게이트출력(412)와  관련하여)을  제공하며, 다수
의 라인을 구동시킬 수 있는 실제적으로 OR형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 콜렉터 배치를 갖는다.

재배치  가능  논리회로  칩을  사용하는데  발생되는  시스템  특징을  고려하기  이전에  본  발명  실시예에 
특징적인  몇가지  특징을  지적하기로  한다.  적절한  신호의  적용에  의해  불능이도록  할  수  있으며 따
라서  전도상태에서  비-전도상태로  단일의  비가역  변경을  일으키게  하는  각  선택가능  연결에서 용단
링크  또는  다이오드  또는  그와  유사한  소자를  제공하므로써  선택가능성이  달성될  수  있다.  다른 경
우에는  전도  또는  비전도상태가  가역적으로  연결경로의  상태를  결정하도록  연결경로내에 트랜지스터
와  같은  능동회로소자를  사용하므로써  선택성이  달성되며,  선택된  신호는  필요에  따라 능동회로소자
로  적용되어  동  능동회로소자의  상태를  제어하도록  한다.  트랜지스터  또는  유사한  소자의  제어는 상
태의  변화가  특수한  작업을  요구하도록  정적이거나,  요구되는  상태가  정상시스템  동작중  희생될 것
을  요구하며  마찬가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동적일  수도  있으며,  변화가  정상시스템  동작의  일부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정적상태로 실시될 수도 있다.

비록  덜  복잡한  입출력  배열이  칩에  사용되거나  훨씬  더  복잡한  논리회로가  실시된다  할지라도  어떤 
논리회로도  실제하는  논리회로  총수의  5%  이상  직접  연결((14)에서와  같이)되지  않을  것이며  대체로 
1%  미만이거나  간단한  논리게이트  회로의  경우  0.01%  이하가  될  것이다.  연결된  논리게이트  숫자는 
10개  또는  대개  5개  이하가  될  것이다.  또한  칩은  500개나  1000개  이상의  논리회로  위치를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  논리회로  위치는  이같은  위치로  사용될  부분중  0.2%  이하를  점유할  것이다.  각 
논리회로  위치의  25%  이하가  그  실제  논리회로에  의해  점유됨이  가장  적합하며,  이같은  실시예가 실
제  게이트회로에서  그리고  관련된  연결경로  선택회로에서  상대적인  트랜지스터  숫자에  의해 제

8,9,10,11 및 18도에서 설명된다.

제19도는  전형적인  칩  전체  배치를  도시한  것이며,  제14도에  열과  행주소이동  레지스터(520R  및 
520C),  데이타  래치(530),  클럭(540),  주소  레지스터(550)  그리고  타이밍제어(560)을  추가시킨 것이
다.

주소  레지스터(550)과  데이타  래치(530)은  입출력핀  또는  패드(326)와는  따로  떨어진  핀  또는 패드
가 있는 칩  가장자리로 각각 연결된 버스(552  및  532)와  함께 도시되어 있다.  이들은 주소 레지스터
가 칩의 배치를 저장하는 ROM  또는 RAM의  일부를 통해 카운터 순환하는때,  그리고 데이타 래치가 어
느  선택가능한  연결이  주소된  논리회로  위치에서  요구되는지를  연속적으로  규정하는  ROM  또는 RAM으
로부터  이진값을  연속하여  저장하는  때,  회생을  실시하기  위해  동적칩을  위해  사용된다.  타이밍 신
호라인은  계수기(550),  래치(530),  그리고  열과  행  선택  레지스터(520R,C)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배치는  배치가능  칩  자체  제어하에서  배치를  적재하는데  사용된다.  주소  계수기(550)으로는  두개의 
제어신호가  있을  수  있으며,  하나는  칩에  의해  제어되는  적재(loading)  또는  희생에서  계수하기 위
함이며,  다른  하나는  판독/기록제어가  주소  계수기로  하여금  버스(552)를  통해  적재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배치가능  칩,  특히  정상의  논리신호수준  및  속도에서  재배치가  가능한  칩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본 발명의 전자적 시스템 특징에 대해 앞서 언급된 바 있었다.

제20도는  주소버스(604)와  이로(two-way)  데이타  버스(606)에  의해  칩(600)에  연결되는  RAM(602)를 
갖는  재배치가능  칩(600)에  관계한  도면이다.  선택수단이  (608)로  표시되며,  RAM(602)가  칩(600)을 
위한  배치자료로  적재되도록  한다.  사용수단이  (620)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칩(600)에  의한  처리를 
위해  입력신호를  공급할뿐  아니라  이같은  처리결과를  나타내는  신호를  수신한다.  이같은  신호는 버
스(622)를 통해 칩의 입출력 핀(326)으로 연결될 것이다.

재배치(reconfiguration)는  상이한  목적  또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회생이  요구되기도 
한다. 상이한 목적을 위한 재배치는 선택수단(608)의 일부로써 시퀀서에 의해 제어된다. 이는 
RAM(602)내에  적재되는  여러  배치에  관계하거나  RAM(602)내로의  후속적  적재를  요구하는  배치에 관
계할  수  있다.  이같은  선택수단은  주장치(610)의  일부로  도시되는데,  상기  주  장치는  대개 버스
(604)의  연장선(606A  및  604A)를  통해  RAM(602)를  위한  적어도  배치  데이타  설비(610B)와 어드레싱
(주소법)  설비(610A)를  더욱더  포함한다.  물론  칩(600)은  대개  버스(604)를  통하여  RAM(602)을 주소
시키기 위한 준비 자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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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602)는  적어도  몇몇  선택적  배치를  포함하므로써  동일한  목적으로  재배치하는데  적용함이  또한 
가능하다. 검사패턴은 RAM(602)내에 저장되거나 장치(610)으로부터 공급될 수도 있다.

제21도는  재배치가능  칩(600)과  주소  및  데이타  버스(604,606)에  의해  연결된  RAM(602)의  유사한 배
치를  도시한  것이다.  그러나  멀티플렉서는  (612,614)로  도시되어  있으며,  칩(600)이 버스(604,606)
를  통하여  RAM(602)에  접근하는가  아니면  배치버스(616,618)가  RAM(602)에  접근하는가를  제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배치가  칩(600)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고  RAM(602)의  재기록을  허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칩(600)이  배치가능  입출력  부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표시된  또다른  주소라인(630)을 
통하여  RAM(602)의  상이한  부분(칩을  위한  상이한  배치에  해당하는)을  주소시키는  특별한 회로배치
가  도시되었다.  이와  같은  특별한  회로배치는  입출력  시스템(622)에  연결된  수단에  의해서뿐  아니라 
칩(600)에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조건에  따라  배치선택의  효과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더
우기  주소버스(604)는  라인(630)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라인을  가지며,  이와  같은  라인은 
주소  레지스터(제19도의  550)의  적절한  래치  섹션으로부터  나오며,  상기  주소  레지스터는  현재  칩 
배치의 어떤 희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계수 순환에 응답하지 않는다.

제21도는  전자시스템을  만드는  다수칩중  하나로써  동작하기  위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며,  식별 해
독기(640)이  배치버스(616)의  선택된  라인(642)(가장  중요하다)를  수신하도록  연결된다.  만약 해독
기(640)이  해독기에  연결된  칩/RAM  결합(600/602)가  관계있음을  인식한다면,  이같은  해독기는 멀티
플렉서(612,614)가  RAM(602)를  버스(604,606)로부터  배치버스(616,618)로  스위치시키도록  그 출력라
인(644  및  646)을  적절히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해독기  출력라인(648)은  RAM을 기록모드(mode)
로  할  것이다.  만약  동적칩(600)을  희생시킴과  충돌이  있게  되거나  새로운  배치를  위한 칩(600)으로
부터의  다른  호출과의  충돌이  있게되면  해독기  출력(650)은  칩(600)을  불능이도록  한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충돌은  현재  배치가  라인(630)  또는  기록가능의  주소  레지스터  배치를  다시  세트하도록 사
용된  RAM(602)와  라인(650)의  제1배치  섹션으로  재기록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타이밍에  의해 피
해질 수 있다.

제22도에는  다수칩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으며,  각  블록(800)은  재배치  가능의  칩을  포함하고, 각각
은  연결된  한  RAM을  갖는다.  칩은  앞서  언급한  입출력을  통하여  (805)에서  상호  연결되며, 버스
(825)을  통하여  소스(820)으로부터의  입력데이타와  버스(815)를  통한  사용장치(810)으로의 출력데이
타가  제공된다.  이와  같은  칩시스템은  칩이  상이하게  배열돼  있는  순차  또는  직렬처리와  칩이 유사
하게  배열돼  있는  병행  또는  병렬  처리를  그리고  순차  및  병행의  결합된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몇
몇  호스트(host)장치  또는  시스템이  제공되고  호스트장치  자체가  분리하여  표시된  소스수단(820)  및 
사용장치(810)을  포함하기도  하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칩은  전체가  혹은  부분적으로  제어목적으로 
사용된다.

다수칩  시스템은  제22도의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가능한  소수의  프린트회로기판에  제공되는 것
이  좋다.  이같은  기판은  제22도에  도시된  것보다  훨씬  많은  배치가능  칩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호스
트시스템 또는 시스템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칩을 더욱더 내포할 수도 있다.

제23도는  바람직한  프린트회로기판(930)을  도시한  것이며,  배치가능  칩의  입출력  제공사이의 연결
(905)에  관한한  대체로  제22도의  것과  유사하고,  이들  배치가능  칩중  일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단순히  입출력  제공사이에서  신호를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23도는  추가로 제
21도에서와  같이(즉,  각  블럭(900)이  제21도에  해당한다),  각  배치가능  칩에  연결된  RAMs을 적재하
기  위해  배치주소(914)  및  데이타  버스(918)  시스템을  갖는다.  따라서  배치버스  시스템(914,918)은 
필요하다면  어떤  다른  블럭(900)도  칩을  브랜치하여  불능이  되도록  할  필요없이  블럭을 식별하며(제
21도에서  640으로  도시된  해독기를  통하여)그  RAM을  재적재시킬  수  있다.  또한  타이밍이  연결된 RAM
으로의  칩의  접근  요구와  접근  요구와  충돌이  없음을  보장하는  한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배치가 칩
의  주소  레지스터  동반  재기록으로  상기  RAM에  겹쳐  기록되거나  앞서  기록되지  않는한,  자신의  칩, 
적어도 제21도의 라인(630)으로의 공급을 멈추지 않고 블럭(900)의 RAM을 재적재시킴도 가능하다.

배치  버스  시스템(914,918)은  칩배치의  소스  또는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며  적어도  디스크  저장장치를 
갖는  탁상  컴퓨터를  포함하는  기판  밖(off-board)  장치(960)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
다.  이같은  장치(960)은  논리블럭(900)의  칩에  의해  처리하기  위해  데이타의 소스(920)로부터(입력
버스(925)를  통하여)분리될  수  있으며  버스(915)를  통하여  처리결과를  수신하는 사용장치(910)으로
부터  분리될  수  있고,  (910)과  (920)의  어느  하나  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전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전형적인  소스장치(920)은  출력  RAM을  갖는  디스크  저장장치,  데이타  회로 
단말기,  컴퓨터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사용장치(910)은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프린터 또
는 영상표시장치등을 포함한다.

제14도로부터  배치가능  칩  하나는  각  측면에  10개의  입출력  패드  또는  핀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3도의  논리블럭(900)내에  이같은  칩을  사용하면  통상  8비트  폭의  데이타  흐름이 논리블럭
(900)들  사이(905)에서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다.  다른  라인도  또한  블럭간  제어  목적을  위하여 상
호  연결될  수  있으며,  적어도  이들중  일부는  전체  제어  및  논리블럭  주소목적을  위해  논리블럭(900) 
모두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버스내로 모아진다(제23도 970을 참조).

제23도가  어떤  기판(930)의  특별한  크기와  논리블럭(900)의  개체수를  나타내도록  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도면에는  여러개의  브레이크  라인이  있다.  또한  배치버스(914,918)와  전체  버스(970)의 경로
는  다른  설계를  가질  수  있으며,  배치주소(914)와  데이타  버스(918)은  겹쳐지지  않고  분리될  수도 
있다.  물론  제23도의  기판은  예를  들어  모터(motor-daughter)  기판  배열을  사용한  더욱  큰 시스템내
로 함께 연결될 수 있다.

데이타  처리장치로서  다수의  배치가능  칩을  사용한  시스템(제23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은  칩에 제
9-19도까지에서와 같은 것이던지간에 큰 잠재력을 갖는다.

시스템의  데이타  처리능력은  통상  프로그램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하여  설명가능하다.  본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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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  지시를  처리한다.  물론  목적이  정해진 전자
장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트된  실제장치와  비교하여  매우  느리다.  전자컴퓨터와  목적이 
정해진  다른  전자장치  모두는  전자  논리칩을  사용하며,  속도에  있어서의  비교는  이같은  칩이 동작하
고  이들  칩  사이에서  전기신호를  옮길  수  있는  속도와  시뮬레이션을  위해  처리될  필요가  있는 프로
그램  지시의  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켬퓨터의  사이클  시간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적당한 환경에
서  데이타  처리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한  방법은  컴퓨터  부시스템이  중복되거나  병행되도록 동작시
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시스템  각각은  프로그램된  컴퓨터와  같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즉  이들  각각은  프로그램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나  배치가능  칩을  사용하므로써, 
개별적인  그리고  집합적인  배치가  특수목적  논리시스템을  구성하며,  필요한  기능이  각각  만들어질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특수한  목적의  논리시스템은  컴퓨터  사이클  시간에  관련된  속도가  아니라 
전자적  스위칭/전송속도로  동작할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지시  대부분의  수행은  효과적으로 겹쳐
질  수  있으며  사이클  시간이  감소될  수  있고(초당  수백만의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대용량  컴퓨터 
시스템에서와  같이),  이같은  수행이  순차적으로  행해지며  즉,  모든  프로그램  지시가  결코  동시에 수
행되지 않는다. 물론 사실상 동시 수행이 시스템내에 배치된 칩에 적용된다.

3  마이크론  CMOS  제조기술을  사용한  제11도  형태의  단일  배치가능  칩은  적어도  2,000개 논리게이트
를  가질  수  있으며,  1  마이크론  CMOS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8,000개  이상의  게이트로  증가시킴이 가
능하다.  특별히  유용한  배치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칩에  있는  게이트중  60%  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
다.  관련된  칩배치를  시뮬레이트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실제  수행된 프로그
램  지시수를  기초로  하여  숫자(N)을  계산함이  가능하고,  여기서  칩배치는  관련된  컴퓨터  사이클 시
간  및  배치된  칩(예를  들어  5㎒-15㎒)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배치된  칩이  동작하는데  걸리는  여러 
시간에 의해 어떤 특별한 컴퓨터를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수행시간을 나타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23도형의  다수칩  시스템의  모든  배치가능  칩의  수(N1,N2  등등)를  계산함이  가능하다. 
개별  및  집합배치에  따라  입력  데이타를  처리함에  있어서  M개의  배치가능  칩  전체가  연속적으로 동
작하기  위해  프로그램된  컴퓨터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  N1+N2+…+NM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또한  제23도  시스템은  M번째  이후에  매  사이클마다  출력을  만들어낸다.  M개의  칩이  병행하여 동작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23도  시스템의  단지  한  사이클만이  요구된다(적어도  칩  출력  사이의 "충돌
(clashes)"을  피하기  위해  어떤  요구도  무시하는데  이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징에  대한  한  데이타 스
펙트럼의 상이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개선도가 M(N1+N2…+NM)에 
접근하며,  사용장치에  이르기  위해  분리  사이클을  요구하는  칩출력의  연속적  "충돌"이  있다 하더라
도 M 이상은 줄지않을 것이다.

각  재배치가능  칩에  하나씩  연결된  RAMs으로부터의  재배치는  단지  RAM  판독시간  만큼이  걸리며(적재 
또는  희생사이클  시간과  동일하다),  RAMs을  재적재시키기  위하여서도  RAM  판독이  뒤따르는  RAM 기록
만이  요구되고,  이는  각  RAM이  여러배치(각  배치는  칩  게이트마다  하나의  이진단어를  필요로 한다)
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칩  동작을  방해하지  않고  RAMs을  재기록하므로써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N  수는 어느 특별한 컴퓨터 비교를 위해 관계한 컴퓨터에 의해 지시가 수행되는 속도와 동등한 수로 
변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제23도에서와  같은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고  값이  비싼  컴퓨터와  동일한 
기능의  저렴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특히  제23도  시스템은  모든  전체  배치를  위한  전자회로  논리이며 
프로그램상 동일한 것에 의해 재배치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  떨어져  있는  위치(10S)에  다수의  논리회로(게이트)(10)이  형성된  논리게이트  배열(300)을 포함
하며,  각  논리회로는  간단한  논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며,  적어도  하나의  논리회로  입력과 적
어도  하나의  논리회로  출력을  포함하고  상기  논리회로  입력과  출력  사이에  단일의  게이트 연결경로
(14)가 있으며, 상기 단일의 게이트 연결경로가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다수의 직접 연결경로
(14A,B,C,F)를  제공하고,  각  연결경로가  그  전도상태로  전기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반도체 집적회로
에  있어서,  상기  제조된대로의(as  made)  단일의  게이트  연결경로(14)가  상기  직접  연결경로들에 의
한  제한된  신호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  시스템으로서,  이같은  직접  연결경로가  상기  논리회로 
각각에  대하여  논리회로의  적어도  한  출력으로부터  각각  제1세트(FS)인  몇개의  다른  논리회로 입력
으로  연장되며,  상기  논리회로의  적어도  한  입력으로부터  각각  제2세이트(SS)인  몇개의  다른 논리회
로  출력으로  연장되고,  상기  논리회로에  대한  제1세트(FS)  각각이  다른  논리회로에  대한 제1세트와
는  다른  것이며,  상기  논리회로에  대한  제2세트(SS)  각각이  다른  논리회로에  대한  제2세트와는  다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배치가능한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 각각이 단일의 논리기능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  각각이  두개의  입력을  갖는  NAND  논리게이트임을  특징으로  하는 집
적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몇몇  논리회로의  입력  및  출력이  다수의  논리회로에  이용되기  위해 입출력장치
(310)로  연장되는  선택가능의  연결경로(L1-L5,D1-D6)를  가지며,  적어도  논리회로(10R)(제1도,2도)에 
대해서는  세트(FS,SS)  각각이  적어도  세개의  다른  논리회로(14A,B,C를  경유하여)를  포함함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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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10R)  각각에  있어서,  제1세트(FS)  및  제2세트(SS)가  두개의 논리회
로(FS+SS)(제1도,2도)를 공동으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6 

제4항  또는  5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몇몇  나머지  논리회로(10R)  각각에  있어서,  제1세트(FS)  및 
제2세트(SS)  각각이  서로  공동이  되지  않는  두개의  논리회로(FS  또는  SS)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10)이  행과  열로  배열될때,  논리회로(10R)의  제1세트와  제2세트중 
어느 한 세트에는 있고 다른 한 세트에는 없는 논리회로(FS  또는 SS)  각각이 상기 다른 한 논리회로
와  같은  행내에  있으며,  상기  논리회로(10R)과  같은  행내에  있으며,  상기  논리회로(10R)과  행으로 
인접하여  있는  두개의  논리회로가  있고,  이들  두  논리회로가  제1세트와  제2세트의  다른  논리회로에 
속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같은  행내에  있으며,  상기  제1세트와  제2세트중  한  세트에만  속하는  상기  다른 논
리회로(FS  또는  SS)들이  같은  행내(14F에  의해)  상기  논리회로  다음의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
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10)이  행과  열로  배열될때(제1,2도),  상기  다른  한  논리회로(10R)의 
제1세트와  제2세트  모두에  속하는  상기의  논리회로(FS+SS)  각각이  다른  상기  다른  한 논리회로(10
R)과 인접하여 같은 열내에 속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10 

제7항,  8항  또는  9항에  있어서,  열내에서  인접한  논리회로들이  이들의  입출력  위치가  역전되므로 마
주 향하여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논리회로가  각  열내에서는  교대로  반대방향으로  형성되나,  가  행내에서는  같은 방
향으로 형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제1,2도, 제7도의 화살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직접  연결경로(14A,B,C,F)  어느  세트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논리회로  위치를  가로지르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직접  연결경로(50R,C)를  갖는  또다른  신호 트
랜스레이션  시스템(50)을  더욱더  포함하며,  논리회로의  또다른  입력  연결경로(14D,E)와 논리회로
(10)의  또다른  출력  연결경로(52G,H)가  각각  상기  직접  연결경로(14A,B,C,F)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택가능하고,  상기  또  다른  연결경로들이  상기  다른  직접  연결경로(50R,C)로부터의  브랜치(가지)를 
구성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브랜치(52)를  구성하는  상기의  또다른  입력  연결경로(14D,E)와  또다른  출력 
연결경로(52G,H)가  논리회로당  2개이며,  상기의  다른  신호  트랜스레이션(50)이  상기  다수의  다른 직
접  연결경로를  가지며,  이들중  몇몇  경로(50R)는  상기  논리회로  위치(10S)들의  매트릭스  배열중 행
들  사이에  연장되고  나머지(50C)가  상기  위치들의  열들  사이에  연장되며,  상기  각  위치에서의 또다
른  입력  연결경로(52R,C-14D,E)와  또다른  출력  연결경로(52G,H)가  상기의  행들  사이에  연장된  직접 
연결경로  각각과  상기의  열들  사이에  연장된  다른  직접  연결경로  각각의  유일하게  상응하는  한 조합
으로 브랜치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14 

제12  또는  13항에  있어서,  상기의  다른  직접  연결경로  적어도  몇몇개가  별개로  떨어져  있는 세그먼
트(53)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의  행들  사이에서  연장된  직접  연결경로(50R)과  상기의  열들  사이에서  연결된 
다른  직접  연결경로(50C)가  상기  유일하게  상응하는  한  조합이  적용되는  상기의  한  논리회로(10)을 
통해 서로 연결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16 

제1항  또는  12항에  있어서,  모든  선택가능  연결경로(14,52)  각각이  그  경로에  기여되는 회로소자
(24)를  포함하며  제조된대로의  (as-made)  전도상태가  배치의  전기신호  또는  신호조건의  적용에  의해 
변경될수  있고,  상기  각  회로소자(24)가  관련된  또다른  회로소자(32)를  가지며,  이같은  회로에 의하
여  상기  배치  전기신호의  적용에서  회로상태가  정해지며,  전도  주소경로(22R,C)가  논리게이트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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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을  횡단하여  배치될  회로소자를  갖는  또다른  회로소자(32)의  상태를  정하기  위해  에너지를 주
입시키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각  논리회로의  모든  입력(14)와  선택가능한  출력(52G,H)를  위한  상기 회로소자
(24)와  이에  연결된  또다른  소자(32)가  상응하는  논리회로(10)에  인접하여  배치되며  상응하는 위치
(10S)내에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의  한  논리회로  위치에서  선택가능한  연결경로(14,52)의  수와  상응하는  수의 
프로그램  전도경로를  더욱더  포함하며,  상기  선택된  연결경로에  대하여  배치되는  전기신호의  적용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상기  프로그램  전도경로(42)가  논리회로를  통과하며,  상기  각  위치(10S)내로 브
랜치됨(분로됨)(43)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  주소경로(42)들의  동시발생-신호-동작이  다수  그룹(X1…,Y1…)내에 존
재하며  각  논리회로  위치에서의  선택가능  연결경로  각각이  배치신호상태  조건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
같은 연결경로로의 연결을 코드화(coding)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소자  각각이  적용된  배치  전기신호에  의해  비가역적으로  비-전도상태로 
만들어지게 될 한 전도링크(도선연결)(24)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의  또다른  회로  각각이  관계한  전도링크(24)와  직렬로  연결된 능동회로소자
(32)를  포함하며,  상기  능동회로소자(32)가  상기  배치  전기신호를  통과시키기  위해  상기 주소경로
(50R,50C)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전도되도록 만들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소자가  한  전도제어  연결을  가지며  상기  배치  전기신호를  적용한  후에 
전도상태가 가역될 수 있게 되는 능동회로소자(124)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능동회로소자(124)가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며,  이같은  능동회로소자  각각이 
관계한  능동회로소자(124)의  전도  제어를  위해  연결되는  한  능동회로소자(132)를  포함하고,  상기 능
동회로소자(132)가  상기  주소경로(122R,C)로부터의  신호를  사용하여  전도될  수  있도록  되어서 능동
회로소자(132)가  전도되어지는때  배치되는  한  전기신호  조건을  제공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24 

제22  또는  23항에  있어서,  능동회로소자(132)가  한  펄스신호에  의해  전도되어진  이후에  전도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능동회로소자(132)가  충전  트랩형의  전계효과  트래지스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
회로.

청구항 26 

제22  또는  23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회로소자(124')가  배치된  전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기  배치 
전기신호의 반복된 적용을 요구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능동회로소자(124')가  상기  전기신호의  주기적인  적용  사이에서  적절히 전도상태
를  유지하기  위해  그  자신의  정전용량에  의존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124')이며,  이같은 회로소자
가 전계효과 스위칭 트랜지스터형임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8 

제22  또는  23항에  있어서,  능동회로소자가  쌍극형  트랜지스터(424)이며  또다른  회로(420)이 트리거
할수 있는 전도상태 셋팅(setting)형임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또다른 회로(420)이 두개의 베이스-콜렉터 연결의 상보적 트랜지스터
(420A,B)를  갖는  쌍극형  회로이며,  상기  또다른  회로가  상기  베이스-콜렉터  연결에  적용된  전압을 
제어하고  또다른  회로(422)의  스위칭에  요구되는  전압조건을  고정하며  능동회로소자를  전도상태로 
세트하도록 하는 쌍극형 트랜지스터(422)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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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각  논리회로(110)이  단일의  역전  논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단일  출력 논리게이트
임을 특징으로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논리회로(110)  각각이  입력목적을  위해  상기  선택가능  연결경로(114)가  있는때 보
다  적은수의  동작입력(110A,B)를  가지며,  이들  선택가능  연결경로가  상응하는  동작입력에  관련한 그
룹중 상기의 한 경로 선택을 위해 각각 상이한 동작입력(110A,B)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그룹
(114A,B,152R,C,114A,C,152C)내에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입력목적을  위한  선택가능  연결경로(114A)의  적어도  한  경로가  상기  한  그룹 이상
에서 존재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능동회로소자를  구성하는  쌍극형  트랜지스터(424)가  NAND  논리게이트 트랜지스터
(410)을  위한  입력  단계이며,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  제어전극이  쌍극형  트랜지스터(424)의 에미터-
콜렉터 회로내에서 연결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4 

제1항에  있어서,  논리게이트  배열로부터  연장된  논리회로  입출력(L1-L5,D1-D6)에  연결되어  형성된 
입출력회로(310)을  더욱더  포함하며,  상기  입출력회로(310)이  각각  상기  논리회로  매트릭스  배열의 
상이한 면에 사용되는 셀(310A-D)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셀(310A-D)  각각이  신호가  논리회로  입력(L,D  홀수)으로  갈  수  있거나 논리
회로  입력(D  짝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각각  제1상태와  제2상태  사이에서  배치가능한 서브셀(33
0)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논리셀  배열중  가장  가장자리  셀의  출력으로  연결된  서브셀(330)이  논리회로의 다
음셀 입력으로 연결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7 

제35  또는  36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셀(330)  각각이  논리회로  입력과  출력(DA,QA)을  갖는  한 고유그
룹으로  연결되며  사용된  논리회로  입력과  출력(DA,QA)  보다  적은수의  서브셀이  있음을  특징으로 하
는 집적회로.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회로  배열의  두  인접한  면에서  선택된  서브셀의  칩연결을  상호  연결시키는 전도경
로(320A-D)를 더욱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39 

제1항  또는  12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의  직접  연결이  실재하는  논리회로  위치  총수의  1%  미만을 
점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청구항 40 

제1항  또는  12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게이트  배열(300)이  적어도  1000개의  상기  논리회로  위치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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