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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워-온 리셋 회로

요약

출력 노드를 통해 파워-온 리셋 신호를 출력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가 개시된다. 상기 파워-온 리셋 회로는 전원 전압이
제 1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접지 전압으로부터 상승하는 제 1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신호 발생기와, 상기 전원 전압이
제 2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상기 전원 전압 레벨로부터 강하하는 제 2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신호 발생기 그리고 상기
제 1 신호와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고, 상기 제 1 신호의 레벨이 상기 제 2 신호의 레벨보다 높을 때 상기 파워-온 리
셋 신호를 활성화하는 비교기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파워-온 리셋, 비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파워-온 리셋 회로의 일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파워-온 리셋 회로에서 발생되는 신호들의 타이밍도;

도 3은 본 발명의 파워-온 리셋 회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파워-온 리셋 회로의 동작 특성을 보여주는 타이밍도;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제 1 신호 발생기와 제 2 신호 발생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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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5에 도시된 파워-온 리셋 회로의 전류 소모를 줄이기 위한 회로를 더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
는 도면; 그리고

도 7에서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신호들은 주변 온도가 낮을 때 파워-온 리셋 회로에서 발생된 신호들이고,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신호들은 주변 온도가 높을 때 파온-온 리셋 회로에서 발생된 신호들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00, 2000 : 파워-온 리셋 회로 100 : 제 1 신호 발생기

200 : 제 2 신호 발생기 300 : 비교기

400 : 제어 회로 VS1 : 제 1 전압 신호

VS2 : 제 2 전압 신호 POR : 파워-온 리셋 신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집적 회로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파워-온 리셋 신호(power-on reset circuit)를 발생하는 회로에 관한 것
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원 전압이 미리 설정된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집적 회로 시스템의 파워 온 리셋을 보류시키는
파워-온 리셋 회로에 관한 것이다.

파워-온 리셋 회로는, 전원 전압이 미리 설정된 최소 전위에 도달할 때, 반도체 기반 시스템의 동작을 인에이블하기 위한
신호를 상기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파워-온 리셋 회로는 손상 또는 예상치 못한 동작 오류를 유발하는 현저한 초기
전위 변화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시스템 또는 서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다. 그러므로, 파워-온 리셋 회로
는 전원 전압의 전위가 특정 서브 시스템의 활성화에 충분할 때까지 서브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인에이블을 보류하도록
설계된다.

파워-온 리셋 회로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다. 종래의 파워-온 리셋 회로의 일 예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파워 온 리셋 회로는, M(M은 양의 정수) 개의 PMOS 트랜지스터들(MP1-MPM), 저항들(R1, R2), N(N은 양의 정
수) 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MN1-MNN) 그리고 인버터(IV1)를 포함한다. PMOS 트랜지스터들(MP1-MPM)은 전원
전압(VCC)과 저항(R1)의 일단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즉, PMOS 트랜지스터(MP1)의 소스는 전원 전압(VCC)과 연결되
고, 드레인은 PMOS 트랜지스터(MP2)의 소스와 연결된다. PMOS 트랜지스터(MPM)의 드레인은 저항(R1)의 일단과 연결
된다. PMOS 트랜지스터들(MP1-MPM)의 게이트들은 PMOS 트랜지스터(MPM)의 드레인 및 저항(R1)의 일단과 연결된
다. 저항(R1)의 타단은 접지 전압과 연결된다. 저항(R2)의 일단은 전원 전압(VCC)과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들
(MN1-MNN)은 저항(R2)의 타단과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즉, NMOS 트랜지스터(MN1)의 드레인은 저항
(R2)의 타단과 인버터(IV1)의 입력단에 연결되고, 소스는 NMOS 트랜지스터(MN1)의 드레인과 연결된다. NMOS 트랜지
스터(MNN)의 소스는 접지 전압과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들(MN1-MNN)의 게이트들은 PMOS 트랜지스터(MPM)
의 드레인과 PMOS 트랜지스터들(MP1-MPM)의 게이트들 및 저항(R1)의 일단과 연결된다. PMOS 트랜지스터(MPM)의
드레인과 PMOS 트랜지스터들(MP1-MPM)의 게이트들 및 저항(R1)의 일단이 공통으로 연결된 노드를 연결 노드(N1)라
칭한다. 인버터(IV1)는 저항(R2)의 타단 및 NMOS 트랜지스터(MN1)의 드레인과 연결된 입력단 및 파워-온 리셋 신호
(POR)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단을 갖는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종래의 파워-온 리셋 회로의 동작을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파워
-온 리셋 회로에서 사용되는 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2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신호들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신
호들보다 주변 온도가 높아졌을 때 파워-온 리셋 회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저온 특성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파워-오프 상태에서 PMOS 트랜지스터(MPM)의 드레인과
PMOS 트랜지스터들(MP1-MPM)의 게이트들 및 저항(R1)의 일단은 접지 전압으로 디스챠지되므로 신호(POUTL)는 로

우 레벨이다. 전원 전압(VCC)이 높아짐에 따라서 연결 노드(N1)의 전압 신호(POUT)는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
압(VTPL)만큼 낮게 전원 전압의 상승에 비례해서 증가된다. 전원 전압(VCC)과 신호(POUT)의 전압 차는 PMOS 트랜지

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TPL)과 같다. 한편, 연결 노드(N1)의 전압(POUT)이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TNL)

보다 높아지면 각 NMOS 트랜지스터들(MN1-MNN)은 턴 온된다. 각 NMOS 트랜지스터들(MN1-MNN)이 턴 온됨에 따
라서 인버터(IV1)는 논리 하이(logic high)로 활성화된 파워-온 리셋 신호(PORL)를 출력한다. 즉, 연결 노드(N1)의 전압

(POUTL)과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TNL)이 만나는 시점에서 파워-온 리셋 신호(PORL)가 논리 하이로 천

이된다.

주변 온도가 상승하면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TPH)이 낮아지므로 주변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연결 노드

(N1)의 전압(POUT) 상승률이 더 크다. 한편, 주변 온도의 상승에 따라서 각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T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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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진다. 즉, 각 NMOS 트랜지스터들(MN1-MNN)은 주변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더 빨리 턴 온된다. 그러므로, 고온
에서 인버터(IV1)로부터 출력되는 파워-온 리셋 신호(PORH)가 논리 하이로 활성화되는 시점은 저온에서 파워-온 리셋

신호(PORH)가 논리 하이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비해 T1만큼 빠르다.

상술한 종래의 파워-온 리셋 회로가 온도 의존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대기 전류(standby current)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항들(R1, R2)의 저항값은 매우 크다. 따라서, 파워-온 리셋 신호(POR)가 천이하는 시점은 PMOS 트
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TP)과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TN)에 의존된다. 전원 전압(VCC)이 상승할 때
연결 노드(N1)의 전압(POUT)은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TP)만큼 낮게 전원 전압(VCC)에 비례해서 상승한
다. 그리고 노드(N1)의 전압(POUT)이 NMOS 트랜지스터들(MN1-MNN)을 턴 온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가되어야 비로
소 파워-온 리셋 신호(POR)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작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 PMOS 트랜지스터
의 드레솔드 전압(VTP)과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TN)이 약간만 변화해도 천이 시점의 차는 커지게 된다.

비록 고온에서 파워-온 리셋 신호(PORH)가 논리 하이로 활성화되는 시점이 저온에서 파워-온 리셋 신호(PORH)가 논리

하이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비해 T1만큼 빠르더라도, 파워-온 리셋 신호(PORH)가 논리 하이로 활성화된 시점에서, 전원

전압(VCC)이 집적 회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충분하도록 상승했다면 집적 회로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전
혀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변 온도가 허용 한계(tolerance)를 벗어나서 높게 상승해서 전원 전압(VCC)이 집적 회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충분하도록 상승하기 이전에 파워-온 리셋 신호(PORH)가 활성화되는 것은 집적 회로 시

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변 온도의 변화 폭이 크더라도 파워-온 리셋 신호(PORH)가 활성화

되는 시점의 변화 폭이 작은 파워-온 리셋 회로가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온도 의존성이 낮은 파워-온 리셋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출력 노드를 통해 파워-온 리셋 신호를 출력하는 파
워-온 리셋 회로는: 전원 전압이 제 1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접지 전압으로부터 상승하는 제 1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신호 발생기와, 상기 전원 전압이 제 2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상기 전원 전압 레벨로부터 강하하는 제 2 신호를 발생
하는 제 2 신호 발생기 그리고 상기 제 1 신호와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고, 상기 제 1 신호의 레벨이 상기 제 2 신호의
레벨보다 높을 때 상기 파워-온 리셋 신호를 활성화하는 비교기를 포함한다.

특히, 상기 제 1 신호의 변화율은 상기 전원 전압의 변화율보다 크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는, 상기 제 1 신호를 받아들이는 양극 입력 단자,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는 음
극 입력 단자 그리고 상기 출력 노드와 연결된 출력 단자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출력 노드를 통해 파워-온 리셋 신호를 출력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는: 양극 입력 단자와
음극 입력 단자 및 상기 출력 노드와 연결된 출력 단자를 갖는 비교기와, 전원 전압과 상기 비교기의 상기 양극 입력 단자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전원 전압이 제 1 드레솔드 전압보다 높을 때 상기 양극 입력 단자의 전압을 상승시키는 제 1 드레
솔드 장치와, 상기 비교기의 상기 양극 입력 단자에 연결되고, 상기 양극 입력 단자의 전압이 제 2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상기 양극 입력 단자의 전압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제 2 드레솔드 장치와,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비교기의 상기 음극 입
력 단자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전원 전압의 상승에 따라서 상기 음극 입력 단자의 전압을 증가시키는 전압 증가 장치 그리
고 상기 비교기의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연결되고 상기 음극 입력 단자의 전압이 제 3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상기 음
극 입력 단자의 전압 상승률을 반전시키는 제 3 드레솔드 장치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드레솔드 장치는, 상기 외부 전원 전압과 상기 제 1 노드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고, 각
각의 게이트가 상기 제 1 노드와 연결된 복수의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한다. 상기 제 1 드레솔드 전압은 상기 PMOS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솔드 전압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제 2 드레솔드 장치는, 상기 제 1 노드와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제 1 저항기들 및 상
기 전원 전압과 연결된 드레인, 상기 제 1 저항기들의 연결 노드 사이에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제 1 노드와 연결된 게이
트를 갖는 N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상기 제 2 드레솔드 전압은, 상기 제 2 드레솔드 장치 내의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압 증가 장치는,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제 2 노드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제 2 저항기들
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3 드레솔드 장치는, 상기 제 2 노드와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NMOS 트랜지
스터들 및 상기 제 2 저항기들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 소스, 접지 전압과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상기 제 2 노드와 연결된 게
이트를 갖는 P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상기 제 3 드레솔드 전압은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이다.

상기 비교기는, 상기 제 1 신호를 받아들이는 양극 입력 단자,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는 음극 입력 단자 그리고 상기 출
력 노드와 연결된 출력 단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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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의하면, 출력 노드를 통해 파워-온 리셋 신호를 출력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는: 전원 전압이 제 1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접지 전압으로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제 1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신호 발생기와, 상기 전원 전압
이 제 2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상기 전원 전압 레벨로부터 급격히 강하하는 제 2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신호 발생기
와, 상기 제 1 신호와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고, 상기 제 1 신호의 레벨이 상기 제 2 신호의 레벨보다 높을 때 비교 신
호를 활성화하며,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접지 전압에 의해서 전원을 공급받는 비교기 그리고 상기 비교기로부터의 상기
비교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파워-온 리셋 신호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발생기들과 상기 비교기를
디세이블하는 디세이블 회로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의 변화율은 상기 전원 전압의 변화율보다 크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디세이블 회로는, 상기 비교기로부터의 상기 비교 신호를 래치하고, 디세이블 신호를 출력하는
래치와, 상기 디세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비교기와 상기 래치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스위치 그리고 상기 래치로부터
의 상기 디세이블 신호를 받아들이고 상기 파워-온 리셋 신호를 출력하는 인버터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는, 상기 제 1 신호를 받아들이는 양극 입력 단자,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는 음
극 입력 단자 그리고 상기 출력 노드와 연결된 출력 단자를 포함한다.

상기 파워-온 리셋 회로는, 상기 디세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비교기로 상기 전원 전압을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제 1 스
위치 및 상기 디세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비교기로 상기 접지 전압을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제 2 스위치를 더 포함한
다.

상기 제 1 신호 발생기는, 상기 전원 전압과 연결된 소스, 드레인 및 상기 파워-온 리셋 신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제 1
디세이블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디세이블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상기 비교기의 상기 양극 입력 단자 사이에 직렬로 연
결되고 각각의 게이트가 상기 양극 입력 단자에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들과, 상기 양극 입력 단자와 상기 접지 전압 사
이에 연결된 저항기들, 그리고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저항기들의 연결 노드 사이에 연결되고 게이트가 상기 양극 입력 단
자와 연결된 N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상기 제 2 신호 발생기는,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비교기의 상기 음극 입력 단자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저항기들과, 드레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파워-온 리셋 신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제 2 디세이블 트랜지스터와,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상기 제 2 디세이블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고 각각의 게이트가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연
결된 NMOS 트랜지스터들 그리고 상기 저항기들 사이의 연결 노드와 상기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되고 게이트가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P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상기 비교기로부터의 상기 비교 신호가 활성화될 때 디세이블 신호는 활성화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파워-온 리셋 회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파워-온 리셋 회로(1000)
는 제 1 신호 발생기(100), 제 2 신호 발생기(200) 그리고 비교기(300)를 포함한다. 제 1 신호 발생기(100)는 전원 전압
(VCC)이 제 1 드레솔드 전압(VTH1)에 도달할 때 접지 전압으로부터 전원 전압(VCC)의 상승율보다 높은 상승율을 가지
고 증가하는 제 1 전압 신호(VS1)를 발생한다. 제 2 신호 발생기(100)는 전원 전압(VCC)이 제 3 드레솔드 전압(VTH3)에
도달할 때 전원 전압(VCC) 레벨로부터 강하하는 제 2 전압 신호(VS2)를 발생한다. 비교기(300)는 제 1 신호 발생기(100)
로부터의 제 1 전압 신호(VS1)를 받아들이는 비반전 입력단, 제 2 신호 발생기(200)로부터의 제 2 전압 신호(VS2)를 받
아들이는 반전 입력단 그리고 파워-온 리셋 신호(POR)를 출력하는 출력단을 갖는다. 비교기(300)는 제 1 전압 신호(VS1)
가 제 2 전압 신호(VS2)보다 높을 때 파워-온 리셋 신호(POR)를 논리 하이로 활성화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파워-온 리셋 회로(1000)의 동작 특성을 보여주는 타이밍도이다. 도 3 및 4를 참조하면,
제 1 전압 신호(VS1)는, 전원 전압(VCC)이 제 1 드레솔드 전압(VTH1)에 도달할 때 접지 전압으로부터 전원 전압(VCC)
의 상승율보다 높은 상승율을 가지고 상승한다. 제 2 전압 신호(VS2)는, 전원 전압(VCC)이 제 3 드레솔드 전압(VTH3)에
도달할 때까지 전원 전압(VCC)에 비례하게 상승하고, 전원 전압(VCC)이 제 3 드레솔드 전압(VTH3)보다 높게 상승하면
강하한다. 제 1 전압 신호(VS1)가 제 2 전압 신호(VS2)보다 높을 때 파워-온 리셋 신호(POR)는 논리 하이로 활성화된다.
제 1 드레솔드 전압(VTH)과 제 3 드레솔드 전압(VTH3)은 파워-온 리셋 신호(POR)의 활성화 시점을 선택하기 위해
PMOS 및 NMOS 트랜지스터들의 개수를 달리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주변 온도의 변화가 크더라도 파워-온 리셋 신호(POR)의 활성화 시점의 변화폭은 작다. 구체
적인 이유는 이하 상세히 설명된다.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제 1 신호 발생기(100)와 제 2 신호 발생기(200)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제 1 신호 발생기(100)는 복수 개의 PMOS 트랜지스터들(101-103), 저항들(104, 105) 그리
고 NMOS 트랜지스터(106)를 포함한다. PMOS 트랜지스터(101)의 소스는 전원 전압(VCC)과 연결되고 드레인은 PMOS
트랜지스터(102)의 소스와 연결되며, 게이트는 접지 전압과 연결된다. PMOS 트랜지스터(103)의 드레인은 저항(104)의
일단과 NMOS 트랜지스터(106)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각 PMOS 트랜지스터들(102-103)의 게이트들은 PMOS 트랜지스
터(103)의 드레인, 저항(104)의 일단 및 NMOS 트랜지스터(106)의 게이트와 연결된다. 저항들(104, 105)은 PMOS 트랜
지스터(103)의 드레인과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106)의 드레인은 전원 전압(VCC)과 연결
되고, 소스는 저항들(104, 105) 사이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다. PMOS 트랜지스터들(102-103)의 게이트, PMOS 트랜지스
터(103)의 드레인, 저항(104)의 일단 그리고 NMOS 트랜지스터(106)의 게이트가 공통으로 연결된 노드의 전압은 제 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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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신호(VS1)로서 비교기(300)의 비반전 입력단으로 제공된다. 앞서 언급한 제 1 드레솔드 전압(VTH1)은 각 PMOS 트랜
지스터들(101-103)의 드레솔드 전압과 바디이펙트(body effect)의 합이다. 제 2 드레솔드 전압(VTH2)은 NMOS 트랜지
스터(106)의 드레솔드 전압이다.

제 2 신호 발생기(100)는 저항들(201, 202), 복수 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203-205) 그리고 PMOS 트랜지스터(206)
를 포함한다. 저항들(201, 202)은 전원 전압(VCC)과 NMOS 트랜지스터(203)의 드레인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204)의 소스는 NMOS 트랜지스터(205)의 드레인과 연결된다. 각 NMOS 트랜지스터들(203-204)의 게이트들
은 저항(202)의 일단 및 NMOS 트랜지스터(203)의 드레인과 연결된다. NMOS 트랜지스터(205)의 소스는 접지 전압과 연
결되고 게이트는 전원 전압(VCC)과 연결된다. PMOS 트랜지스터(206)의 소스는 저항들(201, 202) 사이의 연결 노드와
연결되고, 드레인은 접지 전압과 연결된다. 저항(202)의 일단, NMOS 트랜지스터(203)의 드레인, NMOS 트랜지스터들
(203-304)의 게이트들 그리고 PMOS 트랜지스터(206)의 게이트가 공통으로 연결된 노드의 전압은 제 2 전압 신호(VS2)
로서 비교기(300)의 반전 입력단으로 제공된다. 앞서 언급한 제 3 드레솔드 전압(VTH3)은 NMOS 트랜지스터들(203-
204)을 턴 온시키는데 요구되는 전압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파워-온 리셋 회로(1000)의 동작이 이하 설명된다. 파워-오프 상태에서 제 1 및
제 2 전압 신호들(VS1, VS2)은 모두 접지 전압 레벨이다. 파워-온되면 전원 전압(VCC)은 상승한다. 제 1 전압 신호
(VS1)는 전원 전압(VCC)의 상승에 따라 상승하되, 제 1 드레솔드 전압(VTH1)만큼 낮게 상승한다. 다시 말하면, 제 1 전
압 신호(VS1)는, 전원 전압(VCC)이 제 1 드레솔드 전압(VTH1)에 도달할 때까지 접지 전압을 유지하고, 전원 전압(VCC)
이 제 1 드레솔드 전압(VTH1)보다 높게 상승하면 전원 전압(VCC)보다 제 1 드레솔드 전압(VTH1)만큼 낮게 상승한다.
제 1 전압 신호(VS1)가 NMOS 트랜지스터(106)의 드레솔드 전압보다 높으면 NMOS 트랜지스터(106)는 턴 온된다.
NMOS 트랜지스터(106)가 턴 온됨에 따라서 저항들(104, 105) 사이의 연결 노드의 전압이 상승하고 그 결과 제 1 전압 신
호(VS1)가 상승한다. 접지 전압 근처에 머물던 제 1 전압 신호(VS1)는 NMOS 트랜지스터(106)의 턴 온에 의해서 전원 전
압(VCC)의 상승율보다 빠르게 상승한다.

한편, 저항들(201, 202)을 통해 전원 전압(VCC)과 연결된 제 2 전압 신호(VS2)는 전원 전압(VCC)의 상승에 비례해서 상
승한다. 제 2 전압 신호(VS2)가 NMOS 트랜지스터들(203-204)을 턴 온시키는데 요구되는 제 3 드레솔드 전압(VTH3)보
다 높을 때 NMOS 트랜지스터들(203-204)은 턴 온된다. NMOS 트랜지스터들(203-204)이 턴 온됨에 따라서 제 2 전압
신호(VS2)는 접지 전압으로 떨어진다. 제 2 전압 신호(VS2)가 PMOS 트랜지스터(206)를 턴 온시키는데 충분할 정도로
낮아지면 PMOS 트랜지스터(206)가 턴 온된다. PMOS 트랜지스터(206)가 턴 온되고 나서는 전원 전압(VCC)이 증가하더
라도 제 2 전압(VS2)은 감소한다.

비교기(300)는 제 1 신호 발생기(100)에서 발생된 제 1 전압 신호(VS1)와 제 2 신호 발생기(200)에서 발생된 제 2 전압
신호(VS2)를 받아들이고, 제 1 전압 신호(VS1)가 제 2 전압 신호(VS2)보다 높을 때 파워-온 리셋 신호(POR)를 논리 하
이로 활성화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파워-온 리셋 장치에서, 주변 온도가 변화하면 앞서 언급한 제 1 내지 제 3 드레솔드 전
압들(VTH1-VTH3)이 변화된다. 예컨대,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제 1 내지 제 3 드레솔드 전압들(VTH1-VTH3)은 낮아지
고 그 결과 파워-온 리셋 신호(POR)의 활성화 시점이 앞당겨진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하면, 주변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제 1 드레솔드 전압(VTH1) 내지 제 3 드레솔드 전압(VTH3)이 변화되더라도 제 1 전압 신호(VS1)와 제 2 전압 신호
(VS2)가 만나는 시점의 변화는 종래 기술에 비해 작다. 그 이유는 도 7에 도시된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다.

도 7에서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신호들은 주변 온도가 낮을 때 파워-온 리셋 회로(1000)에서 발생된 신호들이고, 굵은 실
선으로 표시된 신호들은 주변 온도가 높을 때 파온-온 리셋 회로에서 발생된 신호들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변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제 1 내지 제 3 드레솔드 전압들(VTH1-VTH3)이 변화되더라도 파워-온 리셋 신호(PORL)의 활성

화 시점과 파워-온 리셋 신호(PORH)의 활성화 시점의 차는 종래에 비해 크지 않다. 이것은 접지 전압으로부터 빠른 기울

기를 갖고 상승하는 제 1 전압 신호(VS1)와 전원 전압(VCC)으로부터 빠른 기울기를 갖고 강하하는 제 2 전압 신호(VS2)
가 만나는 지점에서 파워-온 리셋 신호(POR)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본원 발명의 파워-온 리셋 회로
(1000)는 온도 의존성이 낮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파워-온 리셋 회로(1000)의 전류 소모를 줄이고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회로를 더
포함하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에서 도 5에 도시된 회로 구성과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도 5와
동일한 인출 번호를 병기하고,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파워-온 리셋 회로(2000)는 제 1 신호 발생기(100), 제 2 신호 발생기
(200), 비교기(300), 제어 회로(400) 그리고 스위치들(SW1, SW2)을 포함한다. 제어 회로(400)는 스위치(SW3), 인버터들
(401, 402)로 구성된 래치(410) 그리고 인버터(403)를 포함한다. 스위치(SW3)는 래치(410)의 출력단으로부터 출력되는
반전된 파워-온 리셋 신호(/POR)에 응답해서 비교기(300)의 출력을 래치(410)의 입력단으로 전달한다. 인버터(403)는
래치(410)의 출력단으로부터 출력되는 반전된 파워-온 리셋 신호(/POR)를 받아들이고, 파워-온 리셋 신호(POR)를 출력
한다.

제 1 신호 발생기(100)의 PMOS 트랜지스터(101)의 게이트는 제어 회로(400) 내의 인버터(404)로부터 출력되는 파워-온
리셋 신호(POR)와 연결된다. 제 2 신호 발생기(200)의 NMOS 트랜지스터(205)의 게이트는 제어 회로(400) 내의 래치
(410)로부터 출력되는 반전된 파워-온 리셋 신호(/POR)와 연결된다. 스위치들(SW1, SW2)은 상기 반전된 파워-온 리셋
신호(/POR)가 논리 하이일 때 비교기(300)로 전원 전압(VCC)과 접지 전압을 각각 공급하고, 상기 반전된 파워-온 리셋
신호(/POR)가 논리 로우일 때 비교기(300)로 전원 전압(VCC)과 접지 전압을 각각 공급하지 않는다.

초기에, 래치(410)로부터 출력되는 반전된 파워-온 리셋 신호(/POR)는 논리 하이이다. 그러므로, 비교기(300)는 스위치
들(SW1, SW2)을 통해 전원 전압(VCC)과 접지 전압을 각각 공급받아 동작한다. 전원 전압(VCC)이 증가해서 제 1 전압 신
호(VS1)가 제 2 전압 신호(VS2)보다 높아지면 비교기(30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OUT)는 논리 하이이다. 비교기(300)로
부터 출력되는 논리 하이의 신호(OUT)는 스위치(SW3)를 통해 래치(410)에서 반전된다. 래치(410)로부터 출력되는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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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즉, 논리 로우의 파워-온 리셋 신호(/POR)는 제 2 신호 발생기(200) 내의 NMOS 트랜지스터(205)를 턴 오프시키고, 스
위치들(SW1, SW2)을 오프시킨다. 인버터(403)는 래치(410)로부터 출력되는 논리 로우의 파워-온 리셋 신호(/POR)를 받
아들여서 논리 하이의 파워-온 리셋 신호(POR)를 출력한다. 논리 하이의 파워-온 리셋 신호(POR)에 응답해서 제 1 신호
발생기(100) 내의 PMOS 트랜지스터(101)를 턴 오프시킨다. 한편, 비교기(300)로부터 출력된 신호(OUT)는 래치(410)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리하여, 파워-온 리셋 신호(POR)가 논리 하이로 활성화된 후 제 1 신호 발생기(100), 제 2 신호 발생
기(200) 그리고 비교기(300)에서의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비교기(300)의 출력이 래치(410)에 래치된
후 제 1 신호 발생기(100), 제 2 신호 발생기(200) 그리고 비교기(300)가 디세이블됨으로써 노이즈에 의해 제 1 및 제 2
전압 신호들(VS1, VS2)이 변경되더라도 파워-온 리셋 신호(POR)는 노이즈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워-
온 리셋 회로(2000)의 안정된 동작이 보장된다.

한편, 비교기(300)로부터의 출력 신호(OUT)가 래치(410)에 안정적으로 래치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버터(403)의
출력단과 PMOS 트랜지스터(101)의 게이트 사이 그리고 래치(410)의 출력단과 NMOS 트랜지스터(205)의 게이트 사이에
지연기를 각각 더 연결할 수 있다.

예시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개시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이해될 것이다. 오히려, 본 발명의 범위에는 다양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범위는 그러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파워 온-리셋 회로의 주변 회로의 온도 변화에 의한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전원 전압
(VCC)이 반도체 집적 회로의 안정적인 전압 레벨로 충분히 상승했을 때 파워-온 리셋 신호(POR)를 발생한 후 파워-온 리
셋 회로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안정된 파워-온 리셋 신호가 출력된 후에는
노이즈에 의해 파워-온 리셋 회로의 내부 신호들이 흔들리더라도 파워-온 리셋 신호는 노이즈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출력 노드를 통해 파워-온 리셋 신호를 출력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에 있어서:

전원 전압이 제 1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접지 전압으로부터 상승하는 제 1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신호 발생기와;

상기 전원 전압이 제 2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상기 전원 전압 레벨로부터 강하하는 제 2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신호
발생기; 그리고

상기 제 1 신호와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고, 상기 제 1 신호의 레벨이 상기 제 2 신호의 레벨보다 높을 때 상기 파워-
온 리셋 신호를 활성화하는 비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의 변화율은 상기 전원 전압의 변화율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는,

상기 제 1 신호를 받아들이는 양극 입력 단자,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는 음극 입력 단자 그리고 상기 출력 노드와 연결
된 출력 단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4.

출력 노드를 통해 파워-온 리셋 신호를 출력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에 있어서:

양극 입력 단자와 음극 입력 단자 및 상기 출력 노드와 연결된 출력 단자를 갖는 비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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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전압과 상기 비교기의 상기 양극 입력 단자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전원 전압이 제 1 드레솔드 전압보다 높을 때 상기
양극 입력 단자의 전압을 상승시키는 제 1 드레솔드 장치와;

상기 비교기의 상기 양극 입력 단자에 연결되고, 상기 양극 입력 단자의 전압이 제 2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상기 양극
입력 단자의 전압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제 2 드레솔드 장치와;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비교기의 상기 음극 입력 단자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전원 전압의 상승에 따라서 상기 음극 입력
단자의 전압을 증가시키는 전압 증가 장치; 그리고

상기 비교기의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연결되고 상기 음극 입력 단자의 전압이 제 3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상기 음극
입력 단자의 전압 상승률을 반전시키는 제 3 드레솔드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드레솔드 장치는,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양극 입력 단자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고, 각각의 게이트가 상기 양극 입력 단자와 연결된 복수의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드레솔드 전압은 상기 제 1 드레솔드 장치 내의 상기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드레솔드 장치는,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제 1 저항기들; 및

상기 전원 전압과 연결된 드레인, 상기 제 1 저항기들의 연결 노드 사이에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연결
된 게이트를 갖는 N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드레솔드 전압은,

상기 제 2 드레솔드 장치 내의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증가 장치는,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음극 입력 단자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제 2 저항기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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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드레솔드 장치는,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접지 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NMOS 트랜지스터들; 및

상기 제 2 저항기들의 연결 노드와 연결된 소스, 접지 전압과 연결된 드레인 그리고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연결된 게이트
를 갖는 P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드레솔드 전압은 상기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12.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는,

상기 제 1 신호를 받아들이는 양극 입력 단자,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는 음극 입력 단자 그리고 상기 출력 노드와 연결
된 출력 단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13.

출력 노드를 통해 파워-온 리셋 신호를 출력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에 있어서:

전원 전압이 제 1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접지 전압으로부터 상승하는 제 1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신호 발생기와;

상기 전원 전압이 제 2 드레솔드 전압에 도달할 때 상기 전원 전압 레벨로부터 강하하는 제 2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신호
발생기와;

상기 제 1 신호와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고, 상기 제 1 신호의 레벨이 상기 제 2 신호의 레벨보다 높을 때 비교 신호를
활성화하며,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접지 전압에 의해서 전원을 공급받는 비교기; 그리고

상기 비교기로부터의 상기 비교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파워-온 리셋 신호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발생기들과 상기 비교기를 디세이블하는 디세이블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의 변화율은 상기 전원 전압의 변화율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디세이블 회로는,

상기 비교기로부터의 상기 비교 신호를 래치하고, 디세이블 신호를 출력하는 래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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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세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비교기와 상기 래치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스위치; 그리고

상기 래치로부터의 상기 디세이블 신호를 받아들이고 상기 파워-온 리셋 신호를 출력하는 인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는,

상기 제 1 신호를 받아들이는 양극 입력 단자, 상기 제 2 신호를 받아들이는 음극 입력 단자 그리고 상기 출력 노드와 연결
된 출력 단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디세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비교기로 상기 전원 전압을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제 1 스위치; 및

상기 디세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비교기로 상기 접지 전압을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제 2 스위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신호 발생기는,

상기 전원 전압과 연결된 소스, 드레인 및 상기 파워-온 리셋 신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제 1 디세이블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디세이블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상기 비교기의 상기 양극 입력 단자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고 각각의 게이트가
상기 양극 입력 단자에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들과;

상기 양극 입력 단자와 상기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된 저항기들;

그리고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저항기들의 연결 노드 사이에 연결되고 게이트가 상기 양극 입력 단자와 연결된 NMOS 트
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신호 발생기는,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비교기의 상기 음극 입력 단자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저항기들과;

드레인, 접지 전압과 연결된 소스 그리고 상기 파워-온 리셋 신호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는 제 2 디세이블 트랜지스터와;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상기 제 2 디세이블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고 각각의 게이트가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연결된 NMOS 트랜지스터들; 그리고

상기 저항기들 사이의 연결 노드와 상기 접지 전압 사이에 연결되고 게이트가 상기 음극 입력 단자와 연결된 게이트를 갖
는 P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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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로부터의 상기 비교 신호가 활성화될 때 디세이블 신호는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워-온 리셋 회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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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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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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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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