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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집적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클록신호에 동기동작되는 논리회로블록(8)과 논리회로블록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 스위치(12,  14)와 전원공급스위치를 제어하는 스위치제어회로(2)를 포함하고 
스위치제어회로는, 상기클록신호에 동기하여 당해 클록신호의 주기보다도 단기간을 온동작기간으로 하도
록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스위치 제어한다.  논리회로블록의 최고동작속도를 규정하는 클록신호 주파수
보다도 낮은 주파수의 클록신호에 동기시켜서 논리회로블록을 동작시키는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 논리상 
논리회로 블록은 클록신호의 1사이클마다 적어도 상기 최고동작속도의 클록신호주파수로 규정되는 시간만 
동작가능하게 되면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는다.  클록신호주파수에 응하여 회로동작상 필요한 기간이외 논
리회로 블록의 동작전원의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프상태의 트랜지스터에 흐르도록 하는 누
전저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제시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집적회로에 있어서 특히 스탠바이시에 논리회로부를 상기 동작전원에서 전기적으로 차단
하고 스탠바이시의 누전전류의 저감을 도모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고 예를들면 밧데리구동되는 휴대전화 
또는 PAD(Personal Digital Assistant : 개인위주 휴대정보통신기)등으로 적용하는 유효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근년 반도체집적회로의 기술이 진보하고 상기 응용분야가 광범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반도체집적회로(반
도체 칩)의 소비전력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져 온다.  즉, PAD등의 전지구동의 용도에 있어서는 동작시간
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집적회로의 저소비전력화는 중요한 기술이 되어 오고 있다.  저소비전력화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전원전압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부작용으로서 트랜지스터의 전류공
급능력의저하 상기 결과로서 트랜지스터의 동작속도의 저하를 들수 있다.  상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 트랜지스터의 Vth(한계치전압)을 낮추는 방법이 있지만 단순하게 한계치전압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트
래지스터가 오프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의 누전전류를 증가시켜버린다.  그리하면, 반도체집적회로를 스탠
바이 상태로 했을 경우도 불필요한 전류소비가 증가하고 만다.  스탠바이 상태는 예를들면 동기동작용의 
클록신호의 공급을 정지시켜서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위 저소비전력모드의 하나이다.  상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술로서 MT-CMOS(Multi-ThresholdCMOS)가 있다.  상기 기술은 예를들면 일간공
업신문사발행의 "전자기술" 1994년 9월호의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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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MOS기술에서는 예를들면 동작전원이 1V정도의 경우 한계치전압이 0.5 ~ 0.7V정도의 큰 한계치전압을 
갖는 트랜지스터(고 한계치전압트랜지스터)와 한계치전압이 0.2 ~ 0.3V 정도의 작은 한계치전압을 갖는 
트랜지스터(저한계치 트랜지스터)을 이용한다.  논리회로군을 구성하는 논리게이트에는 저 한계치 전압트
랜지스터가 이용되고 각 놀리게이트의 동작전원은 전원단자에서 상기 고한계치 전압트랜지터로 이루는 전
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를 사이에 두고 공급된다.  전원공급용MOS트랜지스터가 온상태로 되어 논리게이트
에 동작전원이 공급되면 논리게이트를 구성하는 저한계치 전압MOS트랜지스터는 상기의 저한계치전압고에 
고속동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탠바이시에 전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가 오프상태가 되면 전원공급용MOS
트랜지스터의 고한계치전압고에 논리게이트의 오프상태의 트랜지스터를 개입하여 흐르도록 하는 누전전류
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MT-CMOS기술에서는 스탠바이시의 누전전류를 저감이 가능하지만 동작시의 누전전류는 동작클록주파수에 
관계없이 저감이 불가능한 것이 본 발명자에 의해 밝혀졌다.

즉, 휴대정보단말장치의 경우 클록신호주파수가 높은 고속동작모드와 클록신호를 정지하는 스탠바이모드
와의 중간동작모드 즉, 저속의 클록신호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저속동작모드를 갖는 것도 많다.  예를들면, 
휴대전화에 있어서 대기동작시에는 호출의 검출과 현재위치통지를 위한 발신동작을 소정의 격차로 실시하
면 좋고 통화중의 신호처리등에 비하여 처리량이 적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대기처리는 저속의 클록신호
로 동기동작시키면 충분하다.

클록신호에 동기동작하는 회로는 클록신호 사이클마다 논리동작을 실시하여 상기 결과를 래치하는 동작을 
신호전달계 중에서 실시해간다.  클록신호가 저속이 되면 클록사이클 안의 일부에서 논리동작이 확정되고 
잔여기간 회로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상기의 경우 오프상태의 트랜지스터는 한계치전압이 적
으면 누전전류를 계속 흐르게 한다.  상기 MT-CMOS기술에서는 스탠바이상태 이외는 전원공급용의 고 한계
치전압 MOS트랜지스터를 온 상태로 하기 때문에 논리게이트의 동작클록신호주파수가 낮은 경우에 상대적
으로 많아지는 누전전류를 저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트랜지스터의 오프상태에 있어서 누전전류를 저감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동작클록신호의 주파수가 낮은경우에 바꿔 말하면 논리회로블록이 저속동작 되는 
경우에 오프상태의 트랜지스터에 생기는 누전전류를 작게하는 것이 가능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데이터처
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논리회로블록 내의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한계치전압이 높아진 스위치트랜지스
터를 개입하여 논리회로블록 내에 동작전원이 공급되는 반도체집적회로에 있어서 논리회로블록 내의 오프
상태의 트랜시스터에 흐르는 누전전류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한 반도체집적회로 또한 데이터처리장치를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및 상기의 다른 목적과 신규특징은 본 명세서의 이하의 기술과 첨부도면에서 명확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클록신호에 동기동작되는 논리회로블록과 상기 논리회로블록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스위
치와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제어하는 스위칭제어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스위칭제어회로는 상기 클록신호
에 동기하여 당해클록신호의 주기보다도 단기간을 온동작 기간으로 하도록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스위치
제어한다.  상기에 있어서, 논리회로블록의 최고동작속도를 규정하는 제 2동작 클록신호의 주파수보다도 
낮은 주파수의 제 1동작 클록신호에 동기시켜서 논리회로블록을 동작시키는 경우를 가정한다.  상기의 경
우 논리상 논리회로블록은 상기 제 1동작 클록신호의 1사이클마다 적어도 상기 제 2동작 클록신호의 주파
수에서 규정되는 소정시간만 예를들면 1사이클의 기간만 동작이 가능하게 되면 논리동작자체에 대해서는 
오동작이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기 논리블록은 상기 제 2동작 클럭신호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로동작상 필요한 기간 이외에 논리회로블록으로의 동작전원의 공급을 차단하
기 때문에 그 사이에 논리회로블록내의 오프상태의 트랜지스터에 흐르도록 하는 누전전류를 현저하게 감
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의 경우 MT-CMOS기술과 같은 상태로 동작전원의 저전압화에 대한 논리회로블록의 고속동작과 스탠바
이시의 누전전류의 저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논리회로블록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한계치전압을 비교
적 작게하여 저전압동작시에 고속동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류공급스위치의 한계치전압을 비교적 크게하
여 스탠바이시에 있어서 누전전류를 저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상기수단을 MT-CMOS기술과 비교한 경우에 본발명은 MT-CMOS기술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저주파
클록신호에 동기하는 저속 동작시에 있어서 논리회로블록의 트랜지스터가 오프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의 
누전전류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본 발명에 있어서 논리회로블록은 CMOS회로에 한정되지않고 
또한, 동적전원은 1V와 같은 저전압인 것에 한정되지않고 또한, 전원공급스위치와 논리회로블록을 구성하
는 트랜지스터와의 한계치전압은 상기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발명에 상기와 같은 한정을 부여하
면 고속동작을 기도한 저전압 동작이 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저소비전력이라는 관점에서 최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수단을 VT-CMOS(Variable Threshold-CMOS)기술과 비교한다.  VT-CMOS기술은 기판바
이어스전압을 바꾸는 것에 의해 MOS트랜지스터의 한계치전압을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고 예를들면 스탠바
이동작시에 논리회로블록의 기판바이어스전압을 제어하여 한계치전압을 높게한다.  상기에 의해 스탠바이
시에 온상태가 되는 MOS트랜지스터의 누전전류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VT-CMOS기술에서는 다수
의 MOS트랜지스터에 공통의 기판 혹은 웰기생하는 비교적 큰 용량성분을 충전 또는 방전하지 않으면 안되
고 한계치전압을 변화시키는데 비교적 장시간을 필요로한다.  즉, 고속으로 기판 혹은 웰의 전위를 변화
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논리회로블록이 저주파클록신호에 동기동작되는 경우에 있어도 클록신호사이클
마다 기판바이어스전위를 절환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고속으로 기판 혹은 웰전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
능하도록 기판 혹은 웰 전위의 변경을 실시하는 전압발생회로의 출력트랜지스터의 구동능력을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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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압발생회로를 복수로하는 것도 고려되지만 레이아웃적으로 점유면적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현실적으
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의 온동작기간을 프로그램머블에 설정하는 설정수단을 설치하고 상기 설정수단에서 
전해지는 설정치에 기초하여 상기 온동작기간을 결정하도록 상기 스위칭제어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
다.  상기에 의해 클록신호주파수에 응하여 상기 누전전류의저감을 최대한으로하는 조정이 가능해진다.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에 대한 온동작기간의 제어는 제1 동작모드와 같은 특정의 동작모드가 설정되었을 경
우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2동작모드와 같은 다른 동작모드에 있어서 전원공급 스위치를 
상시 온상태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반도체집적회로는 제 2동작모드와 같은 다른 동작모드를 두지
않아도 좋다.

상기 제1 제2동작모드는 클록신호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동작모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제 1
클록신호와  당해  제  1  클록신호보다도  주파수가  높은  제  2  클록신호가  공급되는  클록제어회로를 
설치한다.  상기 클록제어회로는 상기 제 1 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제 1 클록신호를 상기 논리회로
블록에 공급하고 상기 제 2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상기 제 2 클록신호를 상기 논리회로블록에 공급
한다.  상기에 의해 논리회로블록이 저속 동작되는 제 1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논
리회로블록내에서 트랜지스터의 누전전류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논리회로블록은 적어도 1개의 조합회로와 클록신호에 동기동작되는 적어도 1개의 순서회로를 포함하
여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기 논리규모의 대소는 문제없다.  순서회로는 플립 플롭 또는 랫치회로등으
로 된다.

예를들면 상기순서회로가 상기 순서회로의 클록단자에 공급되는 클록신호의 제 1 에이지에 동기하여 상기 
순서회로의 데이터 입력단자에 공급되는 데이터를 취입하여 지지하도록 동작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스위
칭제어회로는 상기 제 1 클록신호의 제 1 에이지를 검출하는 검출수단과 상기 제 2 클록신호를 계수하는 
동시에 상기 제 1 에이지의 검출신호에 의해 리세트되는 카운터와 상기 카운터의 계수치와 상기 설정치와
의 일치를 검출하는 비교기와 상기 제 1 클록신호의 제 1 에이지와 상기 비교기에 의한 일치검출에 기초
하여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의 온동작기간을 걸정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신호생성회로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저소비전력모드로서의 스탠바이모드를 서포트하는 것을 고려한 경우 상기 클록제
어회로는 제 3 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논리회로 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을 정지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제  3  모드에  응답하여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상시  오프상태로  하여도  좋다.   
혹은, 제 3 모드의지정에 응답하여 스위칭제어회로는 전원공급스위치를 일정기간마다 온동작시켜서 논리
회로블록의 내부노드를 리플래시하여도 좋다.  상기 리플래시 동작이 없으면 전원공급 스위치를 개입하는 
전하의 공급이 일절차단 된 상태에 잇어서 상기 노드의 전하는 기판등으로 누전하여 점차감소된다.  상기
의 감소분을 보완하는 것이 상기 리플래시동작이다.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는 고 전위측 전원단자에 접속되는 제 1 스위치 혹은 저 전위측 전원단자에 접속되는 
제 2 스위치 중 어느 한쪽 혹은 쌍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쌍방을 제어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원
차단 상태에서 공급상태로 복귀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관점에 의한 본 발명의 데이터처리장치는 공급된 클록신호에 동기동작하는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과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을 제어하는 클록제어회로와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
록으로 전원의 공급을 제어하는 전원공급스위치와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스위칭제어
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클로제어회로는 저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제 1 클록신호를 상기 복수개의 논
리회로블록에 공급하고 고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클록신호보다도 주파수가 높은 제 2 클록
신호를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에 공급하고 스탠바이이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개의 논리블
록내의 소정의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을 정지한다.  또한, 상기 스위칭제어회로는 상기 저속
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클록신호에 동기하여 당해 제 1 클록신호의 주기보다도 단기간을 온동
작기간으로 하도록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스위치제어하고 상기 고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전원공
급스위치를 상시 온 상태로하고 상기 스탠바이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소정의 논리블록의 전원공급
스위치를 상시 오프상태로 한다.

또 다른 관점에 의한 본 발명의 데이터처리장치는 공급된 클록신호에 동기동작하는 복수개의 논리회로블
록과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을 제어하는 클록제어회로와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
로블록으로 전원의 공급을 제어하는 전원공급스위치와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의 온오프를 제어하는 스위칭
제어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클로제어회로는 저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제 1 클록신호를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에 공급하고 고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클록신호보다도 주파수가 높은 제 2 클
록신호를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에 공급하고 스탠바이이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개의 논리
블록내의 소정의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을 정지한다.  상기 스위칭제어회로는 상기 저속모드
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클록신호에 동기하여 당해 제 1 클록신호의 주기보다도 단기간을 온동작기
간으로 하도록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스위치제어하고 상기 고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전원공급스
위치를 상시 온 상태로하고 상기 스탠바이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일정기간마다 
온동작시켜서 논리회로블록의내부노드를 리플래시시킨다.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은 상기고속 저속 및 스탠바이모드에 응답하는 클록제어 및 전원제어를 받는 
CPU와 상기 고속 및 저속모드에 응답하는 클록제어 및 전원제어를 받는 인터럽트제어회로등으로 하는 것
이 가능하다.  상기 논리회로블록을 포함하는 데이터처리장치는 멀티 칩 또는 싱글 칩의 프로세서를 구성
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전원제어회로는 스탠바이모드의 해제신호에 응답하여 논리회로블록으로 전원의 공급을 재개시키고 
상기 클록제어회로는 스탠바이모드의 해제신호에 응답하여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을 재개시키
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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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세서의 제어를 받는 표시수단 입력수단 및 통신수단을 또한 설치하여 PDA등의 데이터처리시스템
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데이터처리시스템에 있어서 예를들면 통신수단에 의한 통신상태에서는 
프로세서는 신호처리와 프로토콜처리를 고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신수단의 대기상태에서는 
착신의 판정등을 저속으로 실시하면 좋다.  상기 저속동작시에 있어서 누전전류가 저감되어 전지구동에 
의한 가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있어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 는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의 상세한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 은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의 상태 천이도(遷移圖)이다.

도 4 는 기능블록의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 는 제 2도의 구성에 있어서 저속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의 동작타이밍 챠트이다.

도 6 은 기능블록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7 은 본 발명에 있어서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8 은 본 발명에 있어서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 3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9 는 본 발명에 있어서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 4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0 은 제 4 실시예에 있어서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의 상세한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1 은 제 4 실시예에 있어서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의 상태 천이도이다.

도 12 는 도 10의 구성에 있어서 저속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의 동작타이밍 챠트이다.

도 13 은 리플래시동작을 스탠바이모드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타이밍 챠트이다.

도 14 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로서의 휴대정보단말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15 는 프로세서 주회로가 구비되는 내부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6 은 제 5 실시예에 있어서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의 상세한 일례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7 은 모드설정 레지스터에 있어서 정보기억 에리어의 할당의 일례를 나타내는 포맷도이다.

도 18 은 프로세서 칩의 동작모드마다의 전력소비상태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9 는 도 1에 나타나는 기능블록(8)의 반도체 칩상에서의 레이아웃 배치를 나타내는 레이아웃도이다.

실시예

제 1도에 본 발명에 있어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 1 실시예가 도시된다.  제 1도에 도시되는 구성은 도시
를 생략하는 그외의 필요한 구성과 동시에 단결정 실리콘과 같은 1개의 반도체기판으로 예를들면 CMOS 집
적회로제조기술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제 1 실시예에서는 임의의 논리회로에서 구성된 논리회로블록으로서 1개의 기능블록(8)이 대표적으로 도
시되어있다.  기능블록(8)의 동작전원은 예를들면 1V와 같은 제 1전원전압이 되는 고 전위측 전원(Vdd)와 
회로의 접지전압(0V)와 같은 제 2 전원전압이 되는 저 전위측 전원(Vss)이 된다.  고 전위측 전원(Vdd)는 
전원배선(V1)에서 전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12)를  개입하여 기능블록(8)의  제  1  전원공급노드(nVdd)로 
공급되고 저 전위측전원(Vss)는 그랜드배선(G1)에서 전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14)를 개입하여 기능블록
(8)의 제 2 전원공급 노드(nVss)로 공급된다.  또한, 기능블록(8)은 동작클록이 공급되는 클록입력노드
(nCLK) 데이터가 입력되는 데이터입력노드(IN) 및 데이터가 출력되는 데이터출력노드(out)을 가진다.  또
한, 도시되지 않지만 도에 기재되는 각 회로에는 배선 V1 및 G1을 개입하여 각 전원(Vdd) 및 (Vss)가 각
각 공급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제 1도에 있어서 2에서 도시되어지는 것은 전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12, 24)의 구동신호(24, 28)을 발생
하기 위하여 전원공급제어용 스위칭제어회로; 4에서 도시되는 것에는 고속동작용 클록신호(제 2클록신호) 
16에서 저속동작용 클록신호( 제 1 클록신호) 30을 분주하여 출력하는 분주회로; 6에서 도시되는 것은 기
능블록(8)에 공급하는 클록신호를 모드신호(18)(fa-mode) 20(sl-mode) 22(st-mode)에 의해 제어하는 클록
제어회로이다.  모드신호(18, 20, 22)내의 하나의 신호가 택일적으로 저레벨(또는 불활성레벨)에서 고레
벨(또는 호라성레벨)이 되는 것에 의해 하나의 모드가 선택되어 지정되는 것이 된다.  즉, 모드신호(18)
의 하이레벨은 고속동작모드(제 2동작모드)를 지시하고 모드신호(20)의 하이레벨은 저속동작모드(제 1 동
작모드)를 지시하고 모드신호(22)의 하이레벨은 스탠바이모드(제 3 동작모드)를 지시한다.

상기 클록 제어회로(6)은 신호(18)에 의해 고속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고속동작용 클록신호(16)을 모드
신호(20)에 의해 저속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저속동작이  클록신호(30)을 모드신호(22)에 의해 스탠바이
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논리치 "0" ("L") 즉 저레벨에 고정된 신호를 클록(34)로서 기능블록(8)에 출력
한다.

54에서 도시되는 것을 리세트신호(reset)이고 상기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2) 및 기능블록(8)에 공급
된다.

제 2도에는 상기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2)의 상세한 일례가 도시된다.  스위칭제어회로(2)는 카운터
(40) 상승검출기941) 비교기(42)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44) 및 셀렉터(46)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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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승검출기(41)은 주파수의 낮은 클록신호(30)의 상승 에이지를 검출한다.  예를들면 제 5도에 있어
서 시각 t1에 클록신호(30)이 상승하면 상기 변화에 응답하여 상승검출기(41)의 출력신호(43)은 펄스변화
된다.  상기 카운터(40)은 상승 검출기(41)에 의한 에이지검출신호(43)의 하이레벨에 의해 상기 계수치가 
초기치(0)으로 리세트되고 상기 후 고속동작용 클록신호(16)의 하이레벨로의 변화를 계수한다.  예를들면 
제 5도에 있어서 에이지검출신호(43)의 펄스변화에 응답하여 카운터(40)은 초기치에서 계수를 시작한다.

비교기(42)는 카운터(40)의 계수치(68)과 설정치(32)를 비교하고 일치를 검출한다.  설정치(32)는 예를들
면 클록신호(16)에 대한 클록신호(30)의 분주비보다도 작은 값 바꾸어 말하면 클록신호(30)의 1주기마다 
카운터(40)이 계수하는 값보다도 작은 값이다.  따라서 클록신호(30)의 사이클마다 당해 클록신호(30)이 
상승하기 전에 신호(56)이 변화된다.  예를들면 제 5도에 있어서 설정치가 "5"의 경우 시각 t2에 신호
(56)이 펄스변화된다.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44)는 상기와 같은 신호(56)의 변화와 클록신호(30)의 변화에 기초하여 신호(58)
을 생성한다.  상기의 신호(58)은 저속동작용 클록신호(30)의 사이클마다의 당해 클록신호(30)의 주기보
다도 단기간을 온 동작기간으로 하도록 상기 MOS트랜지스터(12,  14)를 스위치제어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신호(58)은 상기 전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12, 14)의 스위치제어신호(24)로서 셀렉터(46)에서 출력
된다.  예를들면 스테이트머신(44)는 제 5도에 있어서 시각(t2)에 있어서 비교기(42)의 일치검출신호(5
6)의 펄스변화에 응답하여 신호(58)(24)를 고레벨로 인정하고 저속동작용 클록신호(30)이 다음으로 고레
벨이 되었을 경우 클록신호(16)의 1 사이클 후에 신호(58)(24)를 저레벨로 부정한다.

상기  셀렉터(46)은  스테이트머신(44)의  출력신호(58)  논리값  "1"("H")의  고  레벨신호  또는  논리값 
"0"("L")의 저 레벨신호를 모드신호 18, 20, 22의 상태로 응하여 선택하고 구동신호(24)로서 출력한다.  
즉, 고속모드(fa-mode)에서는 신호(24)가 "L"로 되고 상기에 의해 트랜지스터(12, 14)가 상시 온 상태가 
된다.  스탠바이모드(st-mode)에서는 신호(24)가 "H"가 되고 트랜지스터(12, 14)가 상시 오프상태가 되어 
기능블록으로 동작전원의 공급이 차단된다.  저속모드(sl-mode)에서는 구동신호(24)로서 상기 신호(58)이 
선택된다.

제 3도에는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44)의 상태 천이도가 도시된다.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44)의 출력은 
H 스테이트(전원공급스테이트)(82)의 경우는 고레벨("H"); L 스테이트(전원차단 스테이트)(84)의 경우에
는 저레벨("L")이 된다.  전원투입시는 파워 온 스테이트(80)에서 시작하고 전원 온 시에는 시스템에 의
해 생성되는 고레벨의 리세트 신호에 의해 H 스테이트(82)에 천이한다.  그리고 저속 클록신호(30)에 상
승 에이지변화("H"  레벨로 변화)를 일으키면 L 스테이트(84)에 천이한다.  상기 후 비교기(42)의 출력
(56)이 고레벨이 되면("H" 레벨로 변화) H스테이트에 돌아간다.  또한, 저속 클록신호(30)이 "H"레벨이 
되면 다시 L 스테이트(84)에 천이한다.  상기와 같이 H 스테이트를 L 스테이트를 필요에 응하여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4도에는 기능블록의 일례가 도시된다.  여기에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회로로서 1단의 
CMOS 인버터를 가지고 순서회로로서 1개의 플립 플롭 블록(94)를 갖는다.  CMOS 인버터는 p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90)과 n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92)로 구성된다.  기능블록(8)을 구성하는 MOS트랜지스터의 
한계치 전압은 비교적 작고 상기에 대해서 상기 MOS트랜지스터(12, 14)의 한계치 전압은 크게 되어 있다.  
큰 한계치전압을 고Vth, 적은 한계치전압을 저Vth로 명기한다.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전원전압(Vss)가 
0V 전원전압(Vdd)의 동작보증전압이 예를들면 1V의 경우 고 한계치전압 트랜지스터의 한계치전압은 예를
들면 0.5 ~ 0.7V정도이고 저 한계치전압 트랜지스터의 한계치전압은 예를들면 0.2 ~ 0.3V정도가 된다.

제 19도에는 기능블록(8)의 레이아웃적인 관점에 의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레이아웃 
설계는 자동배치배선으로 실시되는 것이 통례이다.   상기의 경우 논리회로블록으로서의 기능블록(8)은 
ALU ; 레지스터등의 기능단위의 회로블록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19도의 예에서는 기능블록
(8)은 논리화게이트(OR); 논리적 게이트(AND); 플립플롭(FF)등의 단위 셀의 집합이 2행 2열로 배치 된 4
그룹 8A ~ 8D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단위셀은 특히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높이일정의 영역에 레이아
웃되어 있다.  전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12, 14)는 각 그룹마다 필요한 전류공급능력을 얻기위하여 게이
트 폭이 넓어진 MOS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된다.

제 5도에는 제 2도의 구성에 있어서 저속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의 동작타이밍 챠트가 도시된다.

예를들면, 저속동작모드가 지정되어 고속동작용 클록신호(클록신호를 단순히 CLK로 명기함)(16)에 동기하
여 기능블록(8)이 동작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  우선 시각(t1)에 있어서 저속동작용 클록신호(30)이 
상승변화되면 제 3도의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44)의 상태가 H 스테이트(82)의 상태에서 L 스테이트(84)
로 이동한다.  상기에 의해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44)의 출력(58)에서는 "L" 레벨이 출력된다.  상기의 
경우 저속동작모드이며 모드신호(sl-mode)(20)은 "H"이기 때문에 셀렉터(46)에서는 신호(58)이 선택되고 
구동신호(24)는 저레벨이 된다.  상기에 의해 MOS트랜지스터(12,14)가 오프상태가 되고 기능블록(8)로 동
작전원(Vdd, Vss)의 공급이 차단된다.  기능브럭(8)내의 회로상태는 정지(플로팅)된다.

한편, 제 2도에 있어서 상승검출기(41)은 저속동작용클록신호(30)의 상승을 검출하여 펄스(43)을 출력하
고 카운터(40)을 리세트한다.  상기 후 카운터(40)은 클록신호(16)의 상승회수를 초기치 "0"에서 계수한
다.  계수치(68)은 비교기(42)에서 설정치(32)와 비교된다.  제 5도의 예에서는 설정치는 "5"로 되어 있
다.  카운터(40)의 출력(68)이 "5"가 되면 일치검출신호(56)이 "H" 레벨이 된다(제5 도 t2).  상기의 신
호는 구동스테이트머신(44)에 입력되고 상기에 의해 상태가 L 스테이트(84)에서 H 스테이트(82)에 천이한
다.  즉,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44)의 출력신호(58)은 "H" 레벨로 변화된다.  상기에 의해 MOS트랜지스
터(12, 14)가 온 상태가 되고 기능블록(8)에 동작전원(Vdd, Vss)가 공급되고 상기에 의해 기능블록(8)은 
동작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상기 후 기능블록(8)의 동작상태가 계속되고 저속동작시의 클록신호(30)이 상승변화하면 고속동작시 클록
신호(16)의 1클록 사이클 후에 트랜지스터(12, 14)가 오프상태로 되고 다시 기능블록(8)은 동작정지상태
가 된다.  상기의 동작정지상태에 있어서 기능블록(8)의 내부노드는 플로팅의 상태가 되고 상기 상태의 
전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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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기능블록(8)은 고속동작용 클록신호(16)에 동기하여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클록신호(16)에 허용되는 최고동작주파수에 있어서 동작지연을 고려했을 경우 조합회로의 동작은 
순서회로의 랫치동작에 추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로 인하여 기능블록(8)의 회로상태가 동작상태로 
되고 나서 저속동작용의 클록이 상승할 때까지의 시간이 고속동작용 클록신호(16)의 1주기 이상의 시간이
면 기능블록(8)은 논리상 동작가능해 진다.  저속동작시에는 신호(24)는 저속클록신호(30)의 1주기의 이
내로 상기 정상동작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시간만 전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12, 14)를 온 상태로 하고 기
능블록(8)에 동작전원을 공급한다.  따라서, 조합회로의 출력이 확정 한 후의 상태에 있어서 오프상태의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누전전류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5도에 있어서 "정지(플로팅)"의 상태에서
는 상기에 이를때까지의 "동작"의 상태로 기능블록의 회로동작은 확정되고 기능블록(8)내의 트랜지스터의 
온상태 오프상태는 확정하고 있다.  상기 상태의 다음으로 기능블록(8)의 전원공급이 차단되면 회로의 내
부노드는 플로팅되고 상기의 전하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바꾸어 말하면 상기의 경우 오프상태의 트랜
지스터에는 접지단자를 향하여 누전전류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제 5도에 있어서 "정지(플로팅)"의 기
간에 대응되는 누전전류량의 파형은 상기의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로의 내부노드에서는 반도체기판
을 향한 전하의 누전도 어느정도 있고 회로의 내부노드의 전위는 서서히 저하하도록 한다.  제 5도의 'A
점의 전위"는 고레벨 노드의 상기와 같은 전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전위변화가 기능블록
(8)을 구성하는 논리회로의 논리한계치 전압(V1th)를 가로지르는 정도이지 않으면 문제없다.

제 5도의 예에서는 오프상태의 트랜지스터를 개입하는 누전전류를 1/3정도롤 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누전전류 저감률은 고속동작용 클록신호주파수와 저속동작용 클록신호주파수와의 차가 큰만큼 크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를들면 고속클록신호가 50MHz 저속클록신호가 100KHz의 경우 누전전류를 1/250정도까
지 저감가능하다.

제 6도에는 기능블록의 다른 예가 도시된다.  동도에 도시되는 예에서는 순서회로(FF)(112)의 제 1 및 제 
2 전원노드(nVdd2, nVss2)에는 상시전원(Vdd, Vss)가 각각 공급되고 조합회로(110)의 제 1 및 제 2 전원
노드(nVdd1, nVss1)에는 MOS트랜지스터(12, 14)를 개입하여 전원(Vdd, Vss)를 각각 공급하도록 하였다.  
상기에 의하면 조합회로(110)의 동작전원차단시에 당해조합회로의 출력노드(A)의 전위가 제 5도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서서히 저하하여도 플립 플롭(FF)(112)에는 전원이 공급되고 기억정보가 파손되는 염려는 
전혀 없다.  제 6도의 구성은 상기의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갖지만 누전전류의 저감효과는 제 4도의 경우
에 비하여 떨어진다.  또한, 플립 플롭(112)에는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것이 되고 전원차단시의 전하의 
누전에 의해 데이터가 파손하는 염려는 없고 회로의 동작클록신호를 제한없이 늦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7도에는 본 발명에 있어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 2 실시예가 도시된다.  제 8도에는 본 발명에 잇어서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 3 실시예가 도시된다.  제 2 실시예는 전원전압(Vdd)측만으로 전원공급용 MOS트랜
지스터를 설치한 점이 제 1 실시예와 상이된다.  제 3 실시예는 접지전압(Vss)측만으로 전원공급용 MOS트
랜지스터를 설치한 점이 제 1 실시예와 상이된다.  상기의 구성은 제 1 실시예와 같다.  제 2 실시예는 
회로가 정지상태에서 동작상태로 되는 경우  전원전압(Vdd)측에서만 전원전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
래의 전위로 복귀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나, 전원공급용의 MOS트랜지스터의 수는 절반으로 완
료하기 때문에 회로규모 또는 칩 점유면적을 작게 할 수 있고 스피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에서는 유
용하다.  또한, 제 3 실시예도 위와 같다.  제 2 및 제 3 실시예에 비하면 제 1 실시예는 전원차단상태에
서 공급상태로의 복귀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9도에는 본 발명에 있어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 4 실시예가 도시된다.  제 4실시예에의 구성은 저속동
작모드시에 기능블록(8)의 내부노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리플래시동작을 실시하고 데이터유지성능를 강
화한 것이다.  도 9에는 상기의 전체구성이 도시되어 있고 제 1 실시예와 상이한 점은 전원공급용 스위칭
제어회로(132)의 구성이며 상기 리플래시의 타이밍을 생성학 위한 기준이 되는 제 2 설정치(124)를 입력
한다.

제 10도에는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132)의 상세한 일례가 도시된다.  제 2도의 구성에 대해서 카운
터(120) 및 비교기(122)를 추가하고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131)의 논리가 상이된다.  카운터(120)은 제 
1 실시예와 같이 상승검출기(41)의출력에 의해 계수치가 초기치 0으로 리세트된다.  비교기(122)는 카운
터(120)의  출력(128)과  제  2의  설정치(124)를  비교한다.   일치검출신호(130)은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
(131)에 공급된다.

제 11도에는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131)의 상태 천이가 도시된다.  상기의 스테이트머신(131)은 고속동
작용 클록신호(16)에 동기동작한다.  또한,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131)의 출력은 H 스테이트(고속동작 
스테이트)(142)의 경우에는 "H" 레벨;  L 스테이트(저속동작 스테이트)(144)의 경우에는 "L" 레벨; R 스
테이트(리플래시 스테이트)(146)의 경우는 "H" 레벨이 된다.  전원투입시는 파워 온 스테이트(140)에서 
시작하고 전원 온시에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H" 레벨의 리세트신호에 의해 H 스테이트(142)에 천이한
다. 그리고 저속동작용 클록신호(30)이 "H" 레벨이 되면 L 스테이트(144)에 천이한다.  상기 후 리플래시
를 실시하는 타이밍을 검지하고 있는 비교기(122)의 출력이 "H"로 되면 R스테이트(146)에 천이한다.  상
기의 스테이트에서는 클록신호(16)의 1 사이클 후에 자동적으로 L 스테이트(144)에 천이한다.  즉, 클록
신호(16)의 1 사이클 동안 전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12, 14)의 구동신호가 "H"가 되고 기능블록(8)에 전
원전압(Vdd, Vss)가 일시적으로 공급되고 회로의 내부노드가 리플래시된다.  상기의 다음으로 제 1 실시
예와 같이 비교기(42)의 출력이 "H"가 되면 "H"스테이트로 천이한다.

제 12도에는 제 10도의 구성에 있어서 저속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의 동작타이밍 챠트가 도시된다.  
비교기(56) 카운터(40) 및 상승검출기(43)의 타이밍은 제 1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제 4 실시예에
서는 상기와 함께 카운터(120) 및 비교기(122)가 동작한다.  상승검출기(41)의 펄스(43)을 받고 카운터
(120)이 리세트되고 고속동작용 클록신호(16)의 사이클수를 세기 시작한다.  카운터(120)의 계수치(128)
은 비교기(122)에서 제 2 의 설정치(124)와 비교된다.  상기의 예에서는 설정치는 "1"이 된다.  카운터
(120)의 계수치가 1이되면 상기의 타이밍에서 비교기(122)로부터 "H" 레벨의 일치신호(130)이 출력된다.  
상기의 일치신호(130)이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131)에 입력된다.  구동제어 스테이트머신(131)은 상기의 
신호(130)을 받고 L 스테이트(144)에서 R 스테이트(146)에 천이한다.  상기에 의해 전원공급용 MOS 트렌
지스터(12, 14)가 온 상태가 되고 기능블록(8)에 전원전압(Vdd, Vss)가 공급되고 회로중의 각 노드(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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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제 4도의 A점)이 동작시의 전위로 회복된다(시각 t1b).  이와 같이 하여 기능블록(8)의 내부노드가 
플로팅 상태가 되는 기간에 일정간격으로 당해 노드의 리플래시가 실시되어지는 것에 의해 플로팅의 시간
이 긴 경우의 데이터의 파괴를 방지가능하다.

제 4 실시예의 리플래시동작은 저속동작모드시에 실시되어지지만 상기와 같이 리플래시 동작을 스탠바이
모드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스탠바이신호(st-mode)(22)에 의해 제 10도의 셀렉터(46)에 스탠
바이모드가 지시되었을 경우 셀렉터(46)은 신호(58)을 선택하면 좋다.  상기의 예에 있어서 신호(58)을 
생성하는 논리는 스탠바이상태에 있어서도 동작하고 있다.  제 13도에는 상기 경우의 타이밍 챠트의 개략
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에 의해 스탠바이 기간중의 데이터의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태바이
모드에 있어서 저속동작용 클록신호(30)은 상기의 변화가 정지되어도 좋다.  즉, 분주회로(4)는 분주동작
을 정지해도 좋다.

제 14도에는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로서 휴대정보단말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제 14도에 있어서 참조부호
(152)에서 특정되는 회로부분은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기능블록(8)에 대응되는 부분이다.  상기의 회로
부분(152)는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의 집합으로서 위치가 부여되고 상기 전원공급용 MOS 트랜지스터에 의
한 전원제어와 클록제어를 받는다.

155에서 도시되는 것은 반도체지적회로화 된 데이터처리장치로서 프로세서 칩이다.  상기의 프로세서 칩
(155)의  외부에는  클록발진기(150);  고주파신호처리기(154);  키보드(178);  스피커(174); 디스플레이
(172); 마이크(170)등이 접속되고 전체로서 데이터처리시스템인 휴대정보단말장치가 구성되어 있다.  상
기 휴대정보단말장치를 구성하는 회로는 도시를 생략하는 실장포트에 탑재되어 있다.  또한, EXT는 전원
전위 Vdd 및 Vss가 공급되는 단자를 나타낸다.

클록발진기(150)은 프로세서 칩(155)에서 고속모드로 사용하는 클록신호(16)을 공급한다.  또한, 고주파 
신호처리기(154)는 안테나에 접속되어 프로세서 칩(155)가 출력하는 베이스 밴드의 신호를 변조하는 기능 
또는 안테나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복조하여 베이스 밴드의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프
로세서 칩(155)에는 상기의 실장포트상에서 생성되는 하드웨어 스탠바이신호(HARD - STB)(157)과 하드웨
어스탠바이를 해제하는 스탠바이리세트신호(STB - RESET)(186)이 입력된다.  

회로블록(152)에는 프로세서 주회로(160); 프로세서버스(161); 프로세서버스(161)에 각각 접속 된 아날로
그 디지털(A/D) 변환회로(158); 디지털 아날로그(D/A) 변환회로(156); 4개의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인터페
이스(SCI)162, 164, 166, 168, ROM(167) 및 RAM(169)등을 내장한다.  A/D(158)은 고주파 신호처리기(15
4)에서 출력되는 복조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고 프로세서 주회로(160)에 공급한다.  또
한, D/A(156)은 프로세서 주회로(160)이 출력하는 송신데이터를 수취하여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하고 고주
파  신호처리기(154)에  공급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그리고,  4개의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SCI)162, 164, 166, 168은 각각이 접속되어 있는 외부디바이스의 신호를 프로세서 버스(161)에 공급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또한, 프로세서버스(161)에는 모드설정 레지스터(182)와 설정레지스터(184)가 설치되
고 상기 레지스터(182, 184)는 프로세서 주회로(160)에 의해 기입 ·판독하여 엑세스 가능하게 된다.  상
기 설정레지스터(184)는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설정치(32)가 격납된다.  모드설정 레지스터(182)에는 모
드신호(18, 20, 22)에 관한 모드 설정정보가 격납된다.  또한, 제 9도에 도시되는 설정치(124)도 상기 설
정레지스터(184)와  같이 다른 설정레지스터를 회로블록(152)의 내부에 설치하는 것에 의해 스위치 제어
회로(163)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15도에는 프로세서 주회로(160)의 상세한 일례가 도시된다.  프로세서 주회로(160)은 중앙처리장치가 
되는 CPU  핵(190);  캐쉬메모리(192);  다이렉트 메모리 엑세스 컨트롤러(DMAC)(194);  인터럽트 컨트롤러
(INTC)(196); 부동소수점 연산유니트(FPU)(198); 버스스테이트 컨트롤러(BSC)(200)등을 갖고 상기는 버스
(206)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버스 스테이트컨트롤러(BSC)(200)은 상기 프로세서버스(161)과 접속되고 
버스엑세스를 기동제어한다.

인터럽트 컨트롤러(INTC)(196)은 마스크불가능한 인터럽트신호(NMI 신호)(54)와 마스크가능한 복수의 인
터럽트신호(IRQ0 신호)(186)등이 입력되고 인터럽트 요구의 우선제어와 마스크제어를 실시하여 1개의 인
터럽트신호(191)을 CPU(190)에 전한다.

프로세서  주회로(160)은  시스템전체를  제어하는  동시에  통신  프로토콜처리와  각종  여과처리등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회로블록(152)에 대한 상기 전원공급용 MOS 트랜지스터에 의한 전원제어와 클록제어는 대부분의 
회로에서 거의 같지는 않다.  프로세서 칩(156)에 스탠바이상태가 지시되었을 경우 적어도 인터럽트제어
회로(196)에 대해서는 동작전원 및 클록신호의 공급은 유지되고 동작이 가능해진다.  상기의 예에서는 상
기 외의 회로는 스탠바이상태에 있어서 동작전원 및 클록신호의 공급은 정지된다.  상기와 같은 제어는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163) 및 클록제어회로(6)에 있어서 전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의 스위치제어신
호(24)와 클록신호(34)와의 전달경로를 인터럽트제어회로(196)과 상기 외의 회로에서 나누어서 하고 전자
에 대해서는 상기 고속 및 저속모드에 응답하여 상기 클록제어 및 전원제어를 실시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상기 고속 저속 및 스탠바이모드에 응답하는 클록제어 및 전원제어를 실시해도 좋다.

제 16도에는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163)의 상세한 일레가 도시된다.  동도에 나타나는 구성은 제 1 
실시예에서 나타난 회로(2)와 비교하여 하드웨어 스탠바이를 해제하는 신호(STB - RESET)(186)이 입력된
다.  상기의 신호(186)과 모드설정 레지스터(182)의 0비트째에서 나타나는 고속모드신호(fa - mode)(18)
과는 OR게이트(210)에 입력되고 상기의 논리화신호(212)가 셀렉터(46)에 입력된다.  상기 외의 구성은 제 
1 실시예와 같다.

제 17도에는 모드설정레지스터(182)에 있어서 정보기억 에리어의 할당이 도시된다.  0비트째는 fa - mode 
비트로 칭하고 프로세서 칩(155)를 고속 모드로 동작시키고 싶은 경우에 "1"이 세트되고 다른 모드의 경
우는 "0"으로 리세트된다.  또한, 1비트째는 sl - mode 비트로 칭하고 프로세서 칩(155)를 저속모드에서 
동작시키고 싶은 경우에 "1"이 세트되고 다른 모드의 경우는 "0"에 리세트된다.  또한, 2비트째는 st - 
mode비트로 칭하고 프로세서 칩(155)를 스탠바이 모드로 하고 싶은 경우에 "1"에 세트되고 다른 모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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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0"으로 리세트된다.  상기 이외의 비트는 예약비트이다.

제 18도에는 프로세서 칩(155)의 동작모드가 도시된다. fa - mode 비트를 세트하는 고속동작모드에서는 
클록주파수는 고속  전원공급용 MOS 트랜지스터는 상시 온이 된다.  즉, MOS 트랜지스터를 온 오프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동적(Dynamic) 전류는 크고 주요한 성분을 누전전류로 구성되는 정적전류도 커진다.  
상기의 동작모드는 커다란 처리능력을 얻기 때문에 예를들면 PDA등에 의한 응용프로그램의 실행과 휴대전
화등의 통화처리에 이용한다.

sl - mode 비트를 세트하는 저속동작모드에서는 클록주파수는 저속 전원공급용 MOS 트랜지스터는 본 발명
을 적용하여 간헐적으로 온 상태가 된다.  즉, MOS 트랜지스터의 동적(Dynamic)전류는 작고 주요한 성분
을 누전전류로 구성되는 정적(Static)전류도 작게 된다.  상기의 동작모드에서는 처리능력은 작기 때문에 
예를들면 휴대전화의 대기처리에 이용된다.

st - mode 비트를 세트하는 스탠바이모드는 클록은 정지; 전원공급용 MOS트랜지스터는 상시 오프로 한다.  
즉, MOS 트랜지스터의 동적(Dynamic)전류는 없어지고 정적(Static)전류는 작아진다.  상기의 모드는 퍼스
날 컴퓨터와 PDA등의 서스펜드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다음으로 제 14도의 휴대정보단말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시스템의 전원이 온이되면 실장포트상에서 생
성된 리세트신호(54)가 프로세서 칩(155)에 입력되고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163)과 기능블록(152)가 
초기화된다.  상기의 경우 모드설정 레지스터(182)는 fa - mode비트가 세트상태로 초기화된다.  따라서,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163)은  고속동작모드에서  동작을  개시한다.   프로세서  주회로(160)에서는 
CPU(190)이 ROM(167)로부터 판독한 명령을 해독하여 실행개시한다.  이렇게 하여 휴대정보단말 장치는 고
속동작 모드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CPU(190)이 ROM(167)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작중에 저속동작모드로 이행하는 경우 프로세서 주
회로(160)은 설정레지스터(184)에 예를들면 설정치 "5"를 로드하고 다음으로 모드설정 레지스터(182)의 
sl - mode 비트를 세트상태로 한다.  상기에 의해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163)은 제 1 실시예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저속동작용 클록신호(30)의 상승 전에 전원공급용 MOS 트랜지스터(12, 14)를 온 상태로하
고 같은 클록신호(12, 14)가 상승한 후에 전원공급용 MOS 트랜지스터(12, 14)를 오프상태로 반전하고 기
능블록(152)의 회로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동작전원을 공급한다.

또한, CPU(190)이 상기의 동작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스탠바이모드에 이행하는 경우 프로세서 주회로(16
0)은 모드설정 레지스터(182)의 st - mode비트를 세트한다.  상기에 의해 도 16도에 있어서 OR 게이트
(210)의  출력신호선(212)가  "H"가  되고 셀렉터(46)에서는 "L"이  선택되고 출력신호(24)는  "L"이  된다.   
이와 같이하여 기능블록(152)는 전원전압(Vdd)와 접지전압(Vss)에서 절환되고 또한, 동작클록신호의 공급
이 차단되어 스탠바이상태로 된다.  스탠바이상태에 있어서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특별히 도시하지 않지
만 인터럽트 컨트롤러(196)에 대해서는 동작전원과 클록신호는 당연히 공급된다.

또한, 프로세서 칩(155)의 외부에서 스탠바이 상태의 지시가 전해진 경우는 실장포트상에서 하드웨어 스
탠바이신호(HARD - STB)(157)이 생성된다.  상기의 신호(157)은 프로세서 주회로(160)에 인터럽트 신호
(IRQ0)로서 입력된다.  당해 인터럽트를 받는 CPU(190)은 인터럽트 루틴(Interrupt Routine)에 의해 모드
설정 레지스터(182)의 st - mode 비트를 세트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스탠바이모드로 천이한다.  이와 같
이 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시에도 대응가능하다.  

스탠바이 상태로부터의 복귀는 외부로부터의 NMI 인터럽트로 실시한다.  예를들면 유우져가 휴대정보단말
장치상에 설치되어 있는 스탠바이해제의 스위치를 누른경우로 한다.  상기에 의해 실장포트상에서 스탠바
이 해제신호(STB  -  RESET)(186)이 전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163)  클록제어회로(6)  및 프로세서 칩(15
5)에 입력된다.  스탠바이해제신호(STB - RESET)(186)이 활성상태가 되면 신호(186)가 활성상태일 때 전
원공급용 스위칭제어회로(163)은 전원공급차단상태를 해제하고 또한 클록제어회로(6)은 클록신호공급정지 
상태를 해제한다.  상기에 의해 CPU(190)등은 동작하며 얻는 상태로 복귀된다.  프로세서 주회로(160)에
서 상기 스탠바이 해제신호(STB - RESET)(186)은 NMI신호가 된다.  상기의 인터럽트신호에 의한 인터럽트
에 대해서 CPU(190)은 소정의 인터럽트 처리를 개시하고 모드설정 레지스터(182)에 fs - mode비트를 설정
하여 스탠바이 상태를 해제한다.  상기에 의해 프로세서 칩(155)는 고속동작 모드로 동작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하여 상기 휴대정보단말장치에 있어서는 통신상태에서는 프로세서 칩(155)에 fs - mode 비트에
서 고속동작모드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신호처리와 프로토콜 처리를 고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신 대기상태에서는 프로세서 칩(155)에 sl - mode 비트에서 저속동작 모드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 착신
의 판정등을 저속으로 실시하면 좋다.  상기의 저속동작시에는 상기 기술과 같이 누전전류가 저감되어 전
지구동에 의한 가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스탠바이시에 있어서 소비전력을 삭감하는 것
이 가능하다.  따라서, 밧데리 구동시간을 길게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휴대정보단말장치에 MT - CMOS 기술을 또한 적용하면 저전압 전원을 이용한 경우의 고속동
작을 보증가능하다.  상기 상에서 스탠바이 경우 및 저속동작시의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질적으로는 기능블록(8) 152는 CMOS회로이며 동작전원은 1V와 같은 저전압이고 또한 전원공급용 MOS트
랜지스터(12, 14)는 고 한계치 트랜지스터이고 기능블록(8) 152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는 저 한계치 트랜
지스터이기 때문에 종래의 MT - CMOS의 효과를 대부분 발휘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휴대정보단말장치를 단순히 MT- CMOS기술과 비교한 경우 본 실시예는 MT - CMOS 기
술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저주파 클록신호로 동기하는 저속동작시에 있어서 논리회로 블록의 트랜지스터
가 오프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의 누전전류를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VT - CMOS 기술과 비교한 경우에도 상기 실시예는 전류공급용 MOS 트랜지스터(12, 14)를 스위치제어 할 
뿐이고 비교적 큰 기판 혹은 웰용량을 빈번하게 충방전하는 것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클록 사이클에 추
종하여 전원을 간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을 실시예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본 발명은 상기에 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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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상기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각종의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논리회로블록은 CMOS회로에 한정되지 않고 또한 동작전원은 1V와 같은 저전압인 것으로 한정되
지 않고 3, 3V와 같은 전압이어도 좋고 또한, 전원공급스위치와 논리회로 블록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와
의 한계치전압의 상기 관계는 전자가 큰 한계치전압 후자가 작은 한계치전압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저속동작만으로 동작되는 회로 즉, 클록사이클마다 간헐적으로 동작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로서 본 발
명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스탠바이모드를 가지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또한, 
기능블록(8) 152의 구성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적정한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본 발명의 
데이터처리장치는 싱글 칩 또는 멀티 칩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싱글 칩으로 
구성하는 경우 주변회로를 내장하지 않도록 하여도 좋다.  예를들면 프로세서 상기 주회로(160)의회로구
성만으로 논리회로블록으로 구성하여도 좋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발명은 휴대전화 PDA등의 휴대정보기에 한정되지 않고 퍼스날컴퓨터등의 컴퓨터장치 디지털비디오카메
라 와 디지털스틸카메라등 전지구동되며 혹은 저소비전력화되어 유효한 데이터처리장치 그리고 데이터처
리시스템에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급된 클록신호에 동기동작되는 논리회로 블록과,

상기 논리회로 블록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 스위치와,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제어하는 스위치제어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스위치제어회로는 상기 클록신호에 동기하여 당해 클록신호의 주기보다도 단기간을 온동작기간으로 
하도록 상기 전원공급 스위치를 스위치제어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의 한계치전압은 상기 논리회로블록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한계치전압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블록은 CMOS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4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의 온동작기간을 프로그램머블에 설정하는 설정수단을 또한 가지며,

상기 스위치제어회로는 상기 설정수단에서 주어지는 설정치에 기초하여 상기 온동작기간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제어회로는 제 1동작 모드가 지정되면 상기 전원스위치에 대한 상기 스위치제어를 실시하고 
제 2동작모드가 지정되면 전원공급스위치를 상시 온상태로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제어에 있어서 전원공급스위치의 온동작기간을 프로그램머블에 설정하는 설정수단을 또한 가
지며,

상기 스위치제어회로는 상기 제 1동작모드에 있어서,

상기 설정수단에서 주어지는 설정치에 기초하여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의 온동작기간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제 1 클록신호와 당해 제 1클록신호보다도 주파수가 높은 제 2 클록신호가 공급되고,

상기 제 1 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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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클록신호를 상기 논리회로블록에 공급하고,

상기 제 2 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상기 제 2 클록신호를 상기 논리회로 블록에 공급하는 클록제어회로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블록은 적어도 1개의 조합회로와 클록신호에 동기동작되는 적어도 1개의 순서회로를 포함하
여 이루고,

상기  순서회로는  클록신호의  제  1  에이지에  동기하여  동작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9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제어회로는 상기 제 1 클록신호의 제 1 에이지를 검출하는 검출수단과,

상기 제 2 클록신호를 계수하는 동시에 상기 제 1 에이지의 검출신호에 의해 리세트되는 카운터와,

상기 카운터의 계수치와 상기 설정치와의 일치를 검출하는 콤퍼레이터와,

상기 제 1 클록신호의 제 1 에이지와 상기 콤퍼레이터에 의한 일치검출에 기초하여,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의 온동작기간을 결정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신호생성회로를 포함하여 이루고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0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제 1 클록신호와 상기 제 1클록신호보다도 주파수가 높은 제 2 클록신호가 공급되고,

제 1 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상기 제 1 클록신호를 상기 논리회로블록에 공급하고,

제 2 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상기 제 2 클록신호를 상기 논리회로 블록에 공급하고,

제 3 동작모드가 지정되었을 경우,

상기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을 정지하는 클록제어회로를 또한 가지며,

상기 스위치제어회로는,

상기 제 1 동작모드가 지정되면,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에 대한 상기 스위치제어를 실시하고,

상기 제 2 동작모드가 지정되면,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상시 온상태로하고,

상기 제 3 동작모드가 지정되면,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일정기간마다 온동작시켜서 상기 논리회로블록의 내부노드를 리플래시시키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1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는 고 전위측전원단자에 접속되는 제 1 스위치와,

저 전위측전원단자에 접속되는 제 2 스위치의 안에서 선택된 한쪽 또는 쌍방의 스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2 

공급된 클록신호에 동기동작되는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과,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을 제어하는 클록제어회로와,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으로 전원의 공급을 제어하는 전원공급스위치와,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의 온 오프를 제어하는 스위치제어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클록제어회로는,

저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제 1 클록신호를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으로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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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클록신호보다도 주파수가 높은 제 2 클록신호를 상기 복수개의 논
리회로블록으로 공급하고,

스탠바이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개의 논리블록내의 소정의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
을 정지하고,

상기 스위치제어회로는,

상기 저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클록신호에 동기하고,

당해 제 1 클록신호의 주기보다도 단기간을 온동작기간으로 하도록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스위치제어하
고,

상기 고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상시 온상태로 제어하고,

상기 스탠바이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소정의 논리블록의 전원공급스위치를 상기 오프상태로 제어하
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처리시스템.

청구항 13 

공급된 클록신호에 동기동작되는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과,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을 제어하는 클록제어회로와,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으로 전원의 공급을 제어하는 전원공급스위치와,

상기 전원공급스위치의 온 오프를 제어하는 스위치제어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클록제어회로는,

저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제 1 클록신호를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으로 공급하고,

고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클록신호보다도 주파수가 높은 제 2 클록신호를 상기 복수개의 논
리회로블록으로 공급하고,

스탠바이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개의 논리블록내의 소정의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
을 정지하고,

상기 스위치제어회로는,

상기 저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클록신호에 동기하고,

당해 제 1 클록신호의 주기보다도 단기간을 온동작기간으로 하도록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스위치제어하
고,

상기 고속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상시 온상태로 제어하고,

상기 스탠바이모드의 지정에 응답하여 상기 전원공급스위치를 일정기간마다 온동작시켜서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의 내부노드의 전위를 리플래시시키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처리시스템.

청구항 14 

청구항 12 또는 13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은 프로세서를 구성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고속 저속 및 스탠바이모드에 응답하는 클록제어 및 전원제어를 받는 CPU와,

상기 고속 및 저속모드에 응답하는 클록제어 및 전원제어를 받는 인터럽트제어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데이터처리시스템.

청구항 15 

청구항 14에 있어서,

상기 전원제어회로는 스탠바이모드의 해제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으로 전원의 공급
을 재개시키는 것이고,

상기 클록제어회로는 스탠바이모드의 해제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개의 논리회로블록으로 클록신호의 
공급을 재개시키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처리시스템.

청구항 16 

청구항 15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의 제어를 받는 표시수단 입력수단 및 통신수단을 또한 포함하여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처리시스템.

청구항 17 

제 1 동작전위가 공급되는 제 1 단자와,

상기 제 1 동작전위와 다른 제 2 동작전위가 공급되는 제 2 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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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입력노드와 데이터출력노드와,

제 1 및 제 2 전원공급노드와,

클록입력노드를 가지는 논리회로블록과,

상기 제 1 단자와 상기 제 1 전원공급노드간에 결합된 제 1 스위칭소자와,

상기 제 2 단자와 상기 제 2 전원공급노드간에 결합된 제 2 스위칭소자와,

상기 클록입력노드로 제 1 동작클록의 공급을 지정하는 제 1 동작모드 및,

상기 클록입력노드로 상기 제 1 동작클록의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제 2 동작 클록의 공급을 
지정하는 제 2 동작모드의 안에서 지정된 하나의 동작모드를 규정하기 위한 모드정보를 격납하는 모드설
정회로와,

상기 모드설정회로의 출력신호에 응답하고,

상기 클록입력노드로 상기 제 1 및 제 2 동작클록의 공급을 제어하는 클록제어회로와,

상기 제 1 동작모드의 설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스위칭소자를 선택적으로 동작상태로 제어하고,

또한, 상기 제 2 동작모드의 설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스위칭소자를 동작상태로 제어하는 스위칭제어회로를 포함하여 이루고 있는 것을 특
징으로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18 

청구항 17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블록은,

상기 데이터입력노드에 결합된 조합회로와,

상기 클록입력노드의 공급된 클록신호의 제 1 레벨에서 제 2 레벨의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조합회로의 출력신호를 랫치하는 플립 플롭회로를 포함하여 이루고 있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9 

청구항 18에 있어서,

상기 모드설정회로는,

또한 상기 클록입력노드의 상기 제 1 및 제 2 클록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지정하는 제 3 동작모드를 설
정이 가능하고,

상기 스위칭제어회로는,

상기 모드설정회로에 상기 제 3 동작모드가 설정된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스위칭소자를 비동작상태로 제어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0 

청구항 17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블록은,

복수개의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스위칭소자는,

각각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1 

청구항 20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블록의 상기 PMOS 트랜지스터 및 상기 NMOS 트랜지스터의 한계치전압은,

상기 제 1 및 제 2 스위칭소자의 상기 PMOS트랜지스터 및 상기 NMOS 트랜지스터의 한계치전압보다 낮게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2 

청구항 17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제어회로는,

상기 제 1 동작모드의 설정에 응답하고,

상기 제 1 동작클록의 1주기마다 상기 제 1 및 제 2 스위칭소자를 상기 제 2 동작 클록의 1주기에 대응하
는 동안 선택적으로 동작상태로 제어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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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1 동작전위가 공급되는 제 1 단자와,

상기 제 1 동작전위와 다른 제 2 동작전위가 공급되는 제 2 단자와,

데이터입력노드와 데이터출력노드와,

제 1 및 제 2 전원공급노드와,

클록입력노드를 가지는 논리회로블록과,

상기 제 1 단자와 상기 제 1 전원공급노드간, 

또는 상기 제 2 단자와 상기 제 2 전원공급노드간에 결합된 스위칭소자와,

상기 클록입력노드로 제 1 동작클록의 공급을 지정하는 제 1 동작모드 및,

상기 클록입력노드로 상기 제 1 동작클록의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제 2 동작 클록의 공급을 
지정하는 제 2 동작모드의 안에서 지정된 하나의 동작모드를 규정하기 위한 모드정보를 격납하는 모드설
정회로와,

상기 모드설정회로의 출력신호에 응답하고,

상기 클록입력노드로 상기 제 1 및 제 2 동작클록의 공급을 제어하는 클록제어회로와,

상기 제 1 동작모드의 설정에 응답하여,

상기 스위칭소자를 선택적으로 동작상태로 제어하고,

또한, 상기 제 2 동작모드의 설정에 응답하여,

상기 스위칭소자를 동작상태로 제어하는 스위치제어회로를 포함하여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4 

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블록은,

상기 데이터입력노드에 결합된 조합회로와,

상기 클록입력노드의 공급된 클록신호의 제 1 레벨에서 제 2레벨의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조합회로의 출력신호를 랫치하는 플립플롭회로를 포함하여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25 

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모드설정회로는,

또한 상기 클록입력노드의 상기 제 1 및 제 2 클록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지정하는 제 3 동작모드를 설
정이 가능하고,

상기 스위칭제어회로는,

상기 모드설정회로에 상기 제 3 동작모드가 설정된 것에 응답하여,

상기 스위칭소자를 비동작상태로 제어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6 

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논리회로블록은,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상기 스위칭소자는,

상기 논리회로블록의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한계치전압보다 낮은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여 이루고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7 

청구항 23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제어회로는,

상기 제 1 동작모드의 설정에 응답하고,

상기 제 1 동작클록의 1주기마다 상기 스위칭소자를 상기 제 2 동작클록의 1주기에 대응하는 동안 선택적
으로 동작상태로 제어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30-13

1020007014290



도면

    도면1

30-14

1020007014290



    도면2

30-15

1020007014290



    도면3

    도면4

30-16

1020007014290



    도면5

30-17

1020007014290



    도면6

30-18

1020007014290



    도면7

30-19

1020007014290



    도면8

30-20

1020007014290



    도면9

30-21

1020007014290



    도면10

30-22

1020007014290



    도면11

30-23

1020007014290



    도면12

30-24

1020007014290



    도면13

30-25

1020007014290



    도면14

30-26

1020007014290



    도면15

30-27

1020007014290



    도면16

    도면17

30-28

1020007014290



    도면18

30-29

1020007014290



    도면19

30-30

1020007014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