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1L 21/82

(45) 공고일자   1998년12월01일

(11) 등록번호   특0154667

(24) 등록일자   1998년07월10일
(21) 출원번호 특1995-035245 (65) 공개번호 특1997-024022
(22) 출원일자 1995년10월13일 (43) 공개일자 1997년05월30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김광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번지
(72) 발명자 목도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 4가 92 현대아파트 2차 701호

마사히로 도키타

일본국 치바켄 모바라시 하야노 3681 히다찌 디바이스 엔지니어링 가부시끼
가이샤 시스템세키이부

(74) 대리인 임창현

심사관 :    김종찬

(54) 퓨징회로

요약

본 발명은 IC의 전기적 특성을 무조정하여 세트 메이커에서는 조정이 필요없는 무조정화기술에 적용가능
한 퓨징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퓨징회로는 가변링크와, 가변링크의 퓨징상태에 따른 제1 및 제2비교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비
교전압 출력수단과, 입력신호에 따라 가변 링크를 퓨징시켜 주기 위한 퓨징 인에이블수단과, 비교전압 출
력수단으로부터 인가되는 제1 및 제2비교신호를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따라 가변 링크의 퓨징상태를 나
타내는 신호를 출력하는 비교수단을 포함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퓨징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퓨징회로의 블럭도.

제2도는 제1도의 반도체 퓨징회로의 상세회로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장치의 퓨징회로의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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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제3도의 반도체 장치의 퓨징회로의 상세회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210 : 가변링크                 120, 220 : 비교전압 출력부

130, 230 : 퓨징 인에이블부       140, 240 : 비교부

250 : 퓨징상태 검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퓨징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IC의 전기적 특성을 무조정하는 무조정화 기술
에 적용 가능한, 신뢰성이 우수한 퓨징회로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IC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기능을 갖는 IC를 제조하더라도 제조된 IC의 전기적 특성은 동
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얻어진다. 이것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IC 제조공정을 언제나 동일한 조건에서 수
행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된 IC의 최종 전기적 특성은 설계 목표 중심치를 기준으로 분포되어진다. 하지만 IC가 적용
될 제품에서는 아주 작은 특성분포를 갖도록 전기적 특성이 관리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전기적 특
성중 하나가 바로 주파수변조(FM)의 캐리어(carrier)와 편차(deviation)이다.

일반적으로 VHS 방식 VCR의 NTSC 영상신호처리 IC에 있어서, 휘도신호를 기준으로 0.5Vpp의 영상신호가 
FM회로로 입력될 때, FM회로에서는 입력된 영상신호의 동기신호의 팁(Tip) 레벨은 3.4MHz±0.1MHz, 화이
트 피이크는 4.4MHz±0.1MHz 즉, 편차는 1.0MHz±0.1MHz의 주파수가 출력되도록 VCR의 VHS규격에 명시되
어 있다.

하지만, 정확한 IC 설계목표값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IC를 설계하고 IC를 제조하더라도, IC 목표사양을 
정확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에는 제조된 IC의 목표사양을 정확하게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조된 IC 외부에서 가변저항을 설
치하였다. 제조된 IC의 외부에 설치된 가변저항을 사용하여 FM의 캐리어와 편차를 조정하여 규정된 FM 신
호가 출력되도록 하였었다.

상기의 가변저항을 이용하는 방법은 조정 담당자(operator)가 VCR의 제조라인에서 일일이 FM의 캐리어와 
편차조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VCR의 제조시간이 길어지고 제조원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하여 VCR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상기한 바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종래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중 패드(pad)양단의 
퓨저블링크를 절단하여 캐리어와 편차가 조정된 FM 신호를 얻는 방법을 이용하였었다.

그러나, 상기의 방법은 반도체 IC의 제조공정중 FM의 캐리어와 편차를 조정하기 때문에, FM의 캐리어와 
편차를 조정한 후의 후속공정의 진행에 따라 다시 FM의 캐리어와 편차가 변하게 되어 이 방법 또한 정확
한 규정된 FM 값을 얻을 수 없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 IC의 제조후 정확하게 설계 목표치를 조정하여 줄 수 있는 퓨징회로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반도체 IC의 설계 목표치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무조정화 기술에 적용가능한 
퓨징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정확하게 퓨징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퓨징회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IC의 전기적 특성을 무조정하여 세트 메이커(set maker)에서는 조정이 필요없
는 무조정화기술에 적용가능한 퓨징회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가변링크(110)와, 가변링크(110)의 퓨징상태에 따른 제1 및 제2비
교신호(COM1, COM2)를 출력하기 위한 비교전압출력수단(120)과, 입력신호(CADJ)에 따라 가변링크(110)를 
퓨징시켜 주기 위한 퓨징 인에이블수단(130)과, 비교전압출력수단(120)으로 부터 인가되는 제1 및 제2 비
교신호(COM1, COM2)를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따라 가변 링크(110)의 퓨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를 출력
하는 비교수단(140)을 포함하는 퓨징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가변링크(210)와, 전원전압(VDD)을 분압하여 제1 및 제2분압신호로서 출력하는 비교전압출력수
단(220)과, 입력신호(CADJ)에 따라 가변 링크(210)를 퓨징시켜 주기 위한 퓨징 인에이블수단(230)과, 비
교전압출력수단(220)의 제1분압신호의 출력단과 가변링크(210)사이에 연결되어, 가변링크(210)의 저항값
이 일정치이상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퓨징상태로서 검출하는 퓨징상태 검출수단(250)과, 퓨징상태 검출수
단(250)의  출력을  제1비교신호(COM1)로  입력하고  비교전압출력수단(220)의  제2분압신호를 제2비교신호
(COM2)로 입력하며, 두 비교신호(COM1,COM2)를 비교하여 가변링크(210)의 퓨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를 출
력하는 비교수단(240)을 포함하는 퓨징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각각 세트단자가 연결되어 세트단자에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해당 가변링크가 선택되어
지는 다수개의 가변링크와, 각 가변링크에 1:1 대응하여 배열되고, 입력신호에 따라 상기 선택된 가변링
크를 퓨징시켜 주는 다수개의 퓨징회로를 구비하여서, 상기 가변링크의 퓨징상태에 따라 출력되는 신호에 
대응하여, 특성조정이 가능한 반도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퓨징회로의 블럭도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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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퓨징회로는 가변링크(fusible  link,  110)와, 가변링크
(110)의 퓨징상태에 따른 제1 및 제2비교신호(COM1, COM2)를 출력하기 위한 비교전압 출력부(120)와, 입
력신호(CADJ)에  따라  가변링크(110)를  퓨징시켜  주기  위한  퓨징  인에이블부(130)와,  비교전압 출력부
(120)로부터 인가되는 제1 및 제2비교신호(COM1, COM2)를 비교하여 비교된 결과에 따라 가변 링크(110)의 
퓨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를 출력하는 비교부(140)로 이루어졌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퓨징회로에 따르면, 입력신호(CADJ)가 인가되는 퓨징 인에이블부(130)에 의
해 가변링크(110)가 퓨징되면 비교전압 출력부(120)로부터 출력되는 제1비교신호(COM1)가 상대적으로 제2
비교신호(COM2)보다  커지고,  비교기(140)는  비교전압  출력부(120)로부터  인가되는  제1비교신호(COM1)와 
제2비교신호(COMP2)를 비교하여 가변링크(110)가 퓨징되었음을 나타내는 로우레벨의 신호(FADJ)를 출력하
게 된다.

이와 반대로,  퓨징 인에이블부(130)에  의해 가변링크(110)가  퓨징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전압 출력부
(120)로부터 인가되는 제1비교신호(COM1)가 상대적으로 제2비교신호(COM2)보다 작아지고, 이에 따라 비교
기(140)는 가변링크(110)가 퓨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하이상태의 신호(FADJ)를 출력하게 된다.

제2도는 제1도의 본 발명의 퓨징회로의 상세도를 도시한 것이다.

제2도를 참조하면, 비교전압 출력부(120)는 소정의 바이어스(Vbias1)가 베이스에 인가되고 전원전압(VD
D)이 콜렉터에 인가되는 npn 트랜지스터(Q11)와, 상기 트랜지스터(Q11)의 에미터와 접지전원(GND)사이에 
연결되고 가변링크(110)의 퓨징상태에 따라 상기 비교기(140)에 제1 및 제2비교신호(COM1, COM2)로 출력
하기 위한 저항(R11, R12)으로 이루어졌다.

즉, 비교전압 출력부(120)는 직렬접속된 저항(R11, R12)을 사용한 분압회로로 구성되어, 저항(R11)의 전
원전압측에서 출력되는 제1비교신호(COM1)의 전압레벨이 가변링크(110)의 상태에 따라서 조정되어진다.

퓨징인에이블부(130)는  드레인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게이트에 인가되는 입력신호(CADJ)에  의해 
구동되는 N형 모스 트랜지스터(MN11)와, 콜렉터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베이스가 상기 N형 모스트
랜지스터(M11)의 소오스에 연결되어, 상기 N형 모스 트랜지스터(MN11)의 동작상태에 따라 구동되는 npn 
트랜지스터(Q12)와, 콜렉터가 가변링크(110)에 연결되고 베이스가 상기 트랜지스터(Q12)의 에미터에 연결
되어, 상기 트랜지스터(Q12)의 동작상태에 따라 구동되는 npn트랜지스터(Q13)를 포함한다.

또한, 퓨징 인에이블부(130)는 상기 N 형 모스 트랜지스터(MN11)의 소오스단자에 연결되어 상기 npn 트랜
지스터(Q12)의 베이스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저항(R13)과 npn 트랜지스터(Q12)의 에미터에 연
결되어 npn 트랜지스터(Q13)의 베이스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저항(R14)을 더 포함한다.

비교기(140)는 상기 비교전압 출력부(120)로부터 출력되는 제1 및 제2 비교신호(COM1, COM2)를 입력하고, 
두 비교신호(COM1, COM2)를 비교하여 제1비교신호(COM1)가 제2비교신호(COM2)보다 클 경우 제1출력신호를 
출력하고, 제1비교신호(COM1)가 제2비교신호(COM2)보다 작을 경우 제2출력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1수단
과, 제1수단의 제1 및 제2출력신호에 따라 가변링크의 퓨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FADJ)를 출력하기 위한 
제2수단으로 구성되었다.

비교부(140)의 제1수단은 소오스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바이어스 전압(Vbias2)에 게이트에 인가되
는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11)와, 상기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11)의 드레인에 소오스가 연결되고 게이트
에 인가되는 상기 비교전압 출력부(120)의 제1비교신호(COM1)에 의해 구동되어 제1출력신호를 출력하는 P
형 모스 트랜지스터(MP13)와, 상기 P형 모스트랜지스터(MP13)와 병렬로 연결되고, 게이트에 인가되는 비
교전압 출력부(120)의 제2비교신호(COM2)에 의해 구동되어 제2출력신호를 출력하는 P형 모스 트랜지스터
(MP14)로 이루어졌다.

비교부(140)의 제2수단은 전원전압(VDD)이 소오스에 인가되고 바이어스 전압(Vbias2)이 게이트에 인가되
는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12)와, 상기 제1수단의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13)로부터 인가되는 제1출력신
호가 베이스에 인가되며, 에미터가 접지된 npn 트랜지스터(Q14, Q15)와, 콜렉터가 상기 P형 모스 트랜지
스터(MP12)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제1수단의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14)로부터 인가되는 제2출력신
호가 베이스에 인가되며, 에미터가 접지된 npn 트랜지스터(Q16)로 이루어졌다.

가변 링크(110)는 반도체 IC 제조공정중에 사용되는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데, 통상 금속 또는 폴리실리콘
막이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가변링크(110) 대신에 제너 잽 다이오드(zener zap diode)를 사용할 수 도 
있다.

상기한 바와같은 구조를 갖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퓨징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퓨징회로는 크게 2가지 모드(mode)로 동작하는 데, 그중 하나의 모드는 가변 링크(110)를 퓨징시키는 퓨
징모드(fusing mode)이고, 다른 하나는 가변링크(110)를 퓨징시키지 않는 정상모드(normal mode)이다.

먼저, 정상모드시의 동작을 설명한다.

정상모드에서는 세트단자(SET)는 외부로 부터 로우상태 즉 접지레벨의 신호가 인가되므로, 가변링크(11
0)가 퓨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변링크(110)가 쇼트상태가 된다. 이때, 가변링크(110)의 퓨징되지 않은 
쇼트(short)에서의 저항값은 수 Ω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교전압 출력부(120)에서는 트랜지스터(Q11)의 베이스에 바이어스(Vbias1)가 인가되어 온되고, 
이에 따라 노드(C)의 레벨은 저항(R11)에 의해 노드(A)의 레벨보다 높아 제1 및 제2비교신호(COM1, COM
2)가 각각 로우 및 하이레벨로 되어 비교부(140)에 인가된다.

비교부(140)에서는 바이어스(Vbias2)가 게이트에 인가되는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11,MP12)가 온되고, 제
1비교신호(COM1)에 의해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13)가 온된다. 이에 따라, npn트랜지스터(Q14, Q15)가 온
되고 트랜지스터(Q16)가 오프되어 출력단자노드(FADJ)로 가변링크(110)가 퓨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하
이레벨의 신호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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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퓨징모드의 동작을 설명한다.

퓨징모드에서는 입력단자(CADJ)를 통해 인가되는 신호의 레벨상태에 따라 가변링크(110)의 퓨징상태가 결
정된다. 퓨징 인에이블부(130)에 입력단자(CADJ)를 통해 로우레벨의 신호가 인가되는 경우에는, N형 모스 
트랜지스터(MN11)가 오프되고, 이에 따라 트랜지스터(Q12, Q13)가 오프되어 가변링크(110)에는 전혀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가변링크(110)를 퓨징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입력단자(CADJ)를 통해 하이레벨
의 신호가 인가된다.

하이상태의 입력신호(CADJ)에 의해 N형 모스 트랜지스터(MN11)가 온되고, npn 트랜지스터(Q12)가 온되어 
npn 트랜지스터(Q13)가 포화상태로 된다. 따라서, 세트단자(SET)에 전원전압(VDD)레벨의 하이상태의 신호
가 인가되면, 가변링크(110)를 통해 순간적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순간적으로 흐르는 많은 전류에 의해 가변링크(110)는 퓨징되고, 가변링크(110)가 퓨징되었을 경우에는 
오픈상태로서 무한대의 저항값(∞Ω)을 갖는다.

따라서, 가변링크(110)가 퓨징된 경우에는 노드(B)와 노드(C)의 전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
다.

VB = VVbias - Vbeq1

VC = VB - (R1 × Icql)    .............   (1)

그러므로, VBVC가 성립되고, 가변링크(110)가 오픈상태일 경우에는 VB ≒ VA가 성립한다.

여기서,  VVbias는  Vbias1단자의  전압이고,  Vbeq1는  npn  트랜지스터(Q11)의  베이스와  에미터간의 
전압이며, Icq1는 npn 트랜지스터(Q11)의 콜렉터 전류를 각각 나타낸다.

가변링크(110)가  퓨징되어 오픈된 상태에서는 상기의 식(1)에서 보는 바와같이 노드(A)의  레벨은 노드
(C)가 높으므로, 비교기(140)의 제1 및 제2비교신호(COM1, COM2)은 각각 하이 및 로우레벨로 된다.

비교기(140)에서는  로우레벨의  제2비교신호(COM2)에  의해  npn  모스트랜지스터(Q16)가  온되어 출력단자
(FADJ)를 통해 가변링크(110)가 퓨징되었음을 나타내는 로우레벨의 신호가 출력된다.

상기의 퓨징모드에서, 가변링크(110)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시간은 입력단자(CADJ)를 통해 인가되는 
신호가 하이레벨을 유지하는 기간, 또는 입력단자(CADJ)를 통해 하이레벨의 신호가 인가된 후 가변링크
(110)가 퓨징되기 까지의 기간이 된다.

따라서, 퓨징 인에이블부(130)의 전기적 제어에 의해 가변링크(110)를 완벽하게 퓨징시켜 오픈상태로 만
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퓨징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IC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생산시간을 
줄이는 것이 IC의 원가절감 및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가변링크(110)가 완벽하게 퓨징되도록 가변링크를 통해서 충분히 긴시간동안 전류를 흘려주는 것은 비효
율적이므로, 가능한 적당한 퓨징기간동안에만 전류를 흘려주어야 한다.

또한, 가변링크(110)가 완벽하게 퓨징되지는 않았으나, 높은 전류레벨에 의해 가변링크(130)의 결정구조
가 파괴되어 높은 저항값을 나타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시말하면, 적당한 퓨징시간에 의해 가변링크가 완벽하게 퓨징되는 경우도 있고, 완벽하게 퓨징되지는 
않았으나 임의의 높은 저항값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적당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가변링크(110)의 저항값이 일정치이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가변링크(110)의 퓨징상태로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능을 부가하였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퓨징회로의 블럭도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퓨징회로는 가변링크(210)와, 전원전압을 분압하여 제1 및 제2분압신호로서 
출력하는 비교전압 출력부(220)와, 입력신호(CADJ)에 따라 가변 링크(210)를 퓨징시켜 주기 위한 퓨징 인
에이블부(230)와, 비교전압 출력부(220)의 제1분압신호의 출력단과 가변링크(210)사이에 연결되어, 퓨징
후 가변링크(210)의 저항값이 일정치 이상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퓨징상태로서 검출하는 퓨징상태 검출부
(250)와, 퓨징상태 검출부(250)의 출력을 제1비교신호(COM1)로 입력하고 비교전압 출력부(220)의 제2분압
신호를 제2비교신호(COM2)로 입력하여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따라 가변링크(210)의 퓨징상태를 나타내
는 신호를 출력하는 비교부(240)로 이루어졌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퓨징회로에 따르면, 입력신호(CADJ)가 인가되는 퓨징 인에이블부(230)에 의
해 가변링크(210)가 퓨징되거나 퓨징도중 가변링크(210)의 저항값이 일정치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퓨징
상태 검출부(250)가 이를 검출하여 비교부(240)의 제1비교신호(COM1)로서 출력한다. 이때, 비교부(240)에 
인가되는 제1비교신호(COM2)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제2비교신호(COM2)의 레벨보다 높아진다. 비교부(240)
는 제1 및 제2비교신호(COM1), (COM2)를 비교하여 가변링크(210)가 퓨징되었음을 나타내는 로우레벨의 신
호(FADJ)를 출력하게 된다.

제4도는 제3도의 본 발명의 퓨징회로의 상세도를 도시한 것이다.

제4도를 참조하면, 비교전압 출력부(220)는 소정의 바이어스(Vbias1)가 베이스에 인가되고 전원전압(VD
D)이 콜렉터에 인가되는 npn 트랜지스터(Q21)와, 상기 트랜지스터(Q21)의 에미터와 접지전원(GND)사이에 
연결되는 가변링크(210)의 퓨징상태에 따라 전원전압(VDD)를 분압하여 제1 및 제2분압신호를 출력하는 저
항(R21, R22)으로 이루어졌다.

퓨징상태 검출부(250)는 상기 비교전압 출력부(220)와, 가변링크(210)사이에 연결된, 퓨징상태 검출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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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R25)으로 이루어졌다.

퓨징인에이블부(230)는  드레인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게이트에 인가되는 입력신호(CADJ)에  의해 
구동되는 N형 모스 트랜지스터(MN21)와, 콜렉터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베이스가 상기 N형 모스 트
랜지스터(MN21)의 소오스에 연결되어, 상기 N형 모스 트랜지스터(MN21)의 동작상태에 따라 구동되는 npn 
트랜지스터(Q22)와, 콜렉터가 가변링크(210)에 연결되고 베이스가 상기 트랜지스터(Q22)의 에미터에 연결
되어, 상기 트랜지스터(Q22)의 동작상태에 따라 구동되는 npn 트랜지스터(Q23)를 포함한다.

또한, 퓨징 인에이블부(230)는 상기 N형 모스 트랜지스터(MN21)의 소오스단자에 연결되어 상기 npn 트랜
지스터(Q22)의 베이스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저항(R23)과 npn 트랜지스터(Q22)의 에미터에 연
결되어 npn 트랜지스터(Q23)의 베이스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저항(R24)을 더 포함한다.

비교기(240)는 상기 퓨징상태 검출부(250)로부터 인가되는 제1비교신호(COM1)와 비교전압 출력부(220)로
부터 인가되는 제2비교신호(COM2)를 입력하고, 두 비교신호(COM1, COM2)를 비교하여 제1비교신호(COM1)가 
제2비교신호(COM2)보다  클  경우 제1출력신호를 출력하고 ,  제1비교신호(COM1)가  제2비교신호(COM2)보다 
작을 경우 제2출력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1수단과, 제1수단의 제1 및 제2출력신호에 따라 가변링크의 퓨
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FADJ)를 출력하기 위한 제2수단으로 구성되었다.

비교부(240)의 제1수단은 소오스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바이어스 전압(Vbias2)이 게이트에 인가되
는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21)와, 상기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21)의 드레인에 소오스가 연결되고 퓨징상
태검출부(250)로부터 제1비교신호(COM1)가 게이트에 인가되는 제1출력신호를 출력하는 P형 모스 트랜지스
터(MP23)와, 상기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23)와 병렬로 연결되고 비교전압 출력부(220)로부터 인가되는 
제2비교신호(COM2)가 게이트에 인가되어 제2출력신호를 출력하는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24)로 이루어졌
다.

비교부(240)의 제2수단은 전원전압(VDD)이 소오스에 인가되고 바이어스 전압(Vbias2)이 게이트에 인가되
는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22)와, 상기 제1수단의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23)로부터 인가되는 제1출력신
호가 베이스에 인가되며, 에미터가 접지된 npn 트랜지스터(Q24, Q25)와, 콜렉터가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
(MP22)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기 제1수단의 P형 모스 트랜지스터(MP24)로부터 인가되는 제2출력신호가 
베이스에 인가되며, 에미터가 접지된 npn 트랜지스터(Q26)로 이루어졌다.

이때, 비교전압 출력부(220)의 저항(R21, R22)은 동일한 값을 갖으며, 퓨징상태 검출부(250)의 저항(R2
5)은 가변링크(210)가 퓨징되었다고 판단하고자 하는 저항값과 동일한 저항값을 갖는다.

상기한 바와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퓨징회로의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정상모드시에는 제1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부(240)의 출력단자(FADJ)를 통해 하이레벨의 신
호가 출력된다.

퓨징모드에서는  하이레벨의  신호가  입력단자(CADJ)를  통해  인가되어  N형  모스  트랜지스터(MN21)가 
온되고, npn 트랜지스터(Q22)가 온되어 npn 트랜지스터(Q23)가 포화상태로 된다. 따라서, 가변링크(210)
를 통해 순간적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순간적으로 흐르는 많은 전류에 의해 가변링크(210)는 퓨징되거나 또는 가변링크(210)의 구조가 파괴되어 
일정치 이상의 저항값을 갖는다.

이때, 저항(R21)과 (R22)이 같은 저항값을 갖고, 노드(A)와 (B)사이에 삽입된 저항(R25)이 가변링크(21
0)의 퓨징후 가변링크의 저항값이 일정이상으로 변화가 되었을 경우 퓨징되었다고 판단되는 저항값과 동
일한 값을 가지므로, 노드(A)와 노드(C)의 전압은 다음과 같은 식(2)으로 표현된다.

상기에서 예를 들어, 가변링크(210)의 저항값이 100KΩ 이상 변하면 퓨징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저항(R2
5)의 값을 100KΩ으로 설정하면 된다.

VA = VB  × {RFL / (R25+RFL)}

VC  = VB  × {R22/(R21+R22)}

R21=R22 이므로 VC = VB/2   ............   (2)

단, 여기서, RFL은 가변링크(210)의 등가저항값을 의미한다.

상기의 식(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FL≥R25이기 때문에 VA≥VC가 성립되어 비교부(240)의 제1비교
신호(COM1)는 상대적으로 제2비교신호(COM2)보다 하이레벨이므로 비교부(240)가 완벽하게 퓨징되었을 경
우와 동일하게 동작하여 출력단자(FADJ)를 통해 로우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 비교전압 출력부(220)의 저항(R21)과 가변링크(210)간에 퓨징상태 검출용 저항
(R25)을 삽입하는 이유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정시간에 명확하게 가변링크(210)의 퓨징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정상상태에서 세트단자(SET)는 접지되고, 이에 따라 가변링크(210)가 퓨징되지 않아 쇼트상태일 
경우, Vbias1  단자가 트랜지스터(Q21)의 에미터-베이스간을 지나 노드(A)를 통해 직접 접지전원(GND)에 
연결되므로 회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본 발명의 제1 및 제2실시예에서는 하나의 가변링크에 대하여 하나의 퓨징회로만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
나, 반도체 장치에는 다수개의 가변링크가 배열되어 있고, 가변링크에 1:1 대응되어 제1실시예 또는 제2
실시예에 따른 퓨징회로가 배열된다.

이와같이 n개의 퓨징회로가 배열되면 이것을 조합하여 2
n
의 종류를 갖는 퓨징신호(FADJ)의 조합이 얻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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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양한 퓨징신호(FADJ)를 전자회로의 전류제어 등에 적용할 경우 전자회로의 목표특성치에 따라 
가변링크의 상태를 결정하면 전자회로의 설계치에 부합되는 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다수 개의 가변링크와 퓨징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특정의 가변링크를 
퓨징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를들면 세트신호(SET)에 선택적으로 전원전압을 공급하여 다수 개의 가변
링크중 특정의가변링크를 선택하고, 선택된 가변링크에 대응하는 퓨징회로의 입력단자(CADJ)에 하이상태
의 신호를 인가하여 상기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하는 가변링크를 퓨징시켜 줌으로써, 반도체 장치의 
제조후 정확한 목표 설계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상기한 바와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공정후 퓨징회로를 이용하여 가변링크를 퓨징시켜 줌으로
써 정확한 목표 설계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C의 전기적 특성을 무조정하여 세트 메이커에서는 
조정이 필요없는 무조정화기술에 적용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변링크(110)와, 가변링크(110)의 퓨징상태에 따른 제1 및 제2비교신호(COM1, COM2)를 출력하기 위한 비
교전압출력수단(120)과, 입력신호(CADJ)에 따라 가변링크(110)를 퓨징시켜 주기 위한 퓨징 인에이블수단
(130)과, 비교전압출력수단(120)으로 부터 인가되는 제1 및 제2 비교신호(COM1, COM2)를 비교하고 비교된 
결과에  따라  가변  링크(110)의  퓨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를  출력하는  비교수단(140)을  포함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전압출력수단(120)은 콜렉터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소정의 제1바이어스
가 베이스에 인가되어 동작하는 트랜지스터(Q11)와, 트랜지스터(Q11)의 에미터와 접지전압사이에 직렬연
결되어, 상기 비교수단(140)에 가변링크(110)의 퓨징상태에 따른 제1비교신호(COM1)를 출력하는 제1저항
(R11)및 제2비교신호(COM2)를 출력하기 위한 제2저항(R12)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퓨징인에이블수단(130)은  드레인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입력신호(CADJ)가 
게이트에 인가되어 동작하는 모스트랜지스터(MN11)와,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M11)의 소오스에 베이스가 
연결되고 콜렉터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어, 상기 모드 트랜지스터(MN11)의 동작상태에 따라 구동되는 
제1트랜지스터(Q12)와, 콜렉터에 가변링크(110)가 연렬되고 상기 제1트랜지스터(Q12)의 에미터에 베이스
가 연결되어, 상기 제1트랜지스터(Q12)의 동작상태에 따라 구동되어 가변링크(110)를 퓨징시켜 주기 위한 
제2트랜지스터(Q1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퓨징 인에이블수단(130)은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MN11)에 연결되어, 상기 제1트랜
지스터(Q12)의 베이스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제1저항(R13)과, 제1트랜지스터(Q12)의 에미터에 
연결되어, 제2트랜지스터(Q13)의 베이스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제2저항(R14)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수단(140)은 상기 비교전압출력수단(120)으로부터 출력되는 제1 및 제2비교신
호(COM1,  COM2)를  입력하고,  두  비교신호(COM1,  COM2)를  비교하여  제1비교신호(COM1)가 제2비교신호
(COM2)보다 클 경우 제1출력신호를 출력하고 제1비교신호(COM1)가 제2비교신호(COM2)보다 작을 경우 제2
출력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1수단과, 상기 제1수단의 제1 및 제2출력신호에 따라 가변링크의 퓨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FADJ)를 출력하기 위한 제2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수단(140)의 제1수단은 소오스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소정의 제2바이어
스 전압(Vbias2)이 게이트에 인가되어 동작하는 제1모스 트랜지스터(MP11)와, 소오스가 상기 제1모스 트
랜지스터(MP11)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게이트에 인가되는 비교전압출력수단(120)의 제1비교신호(COM1)에 
의해 구동되어 제1출력신호를 출력하는 제2모스 트랜지스터(MP13)와,  상기 제2모스 트랜지스터(MP13)와 
병렬로 연결되고, 베이스에 인가되는 비교전압출력수단(120)의 제2비교신호(COM2)에 의해 구동되어 제2출
력신호를 출력하는 제3모스 트랜지스터(MP14)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140)의 제2수단은 전원전압(VDD)이 소오스에 연결되고, 소정의 제2바이어스 
전압(Vbias2)이 게이트에 인가되어 동작하는 제4모스 트랜지스터(MP12)와, 상기 제1수단의 제1출력신호가 
콜렉터 및 베이스에 인가되어 구동되는 제1트랜지스터(Q14)와, 제2출력신호가 콜렉터에 인가되고, 상기 
제1수단의 제1출력신호가 베이스에 인가되어 구동되는 제2트랜지스터(Q15)와,  상기 제4모스 트랜지스터
(MP12)의 드레인 콜렉터가 연결되고 베이스에 인가되는 상기 제1수단의 제2출력신호에 의해 구동되어, 가
변링크(110)의 퓨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FADJ)를 출력하는 제3트랜지스터(Q16)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가변링크(110)는 폴리실리콘막 또는 금속막중 하나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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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가변링크(110)로 제너 잽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10 

가변링크(210)와, 전원전압(VDD)을 분압하여 제1 및 제2분압신호로서 출력하는 비교전압출력수단(220)과, 
입력신호(CADJ)에 따라 가변링크(210)를 퓨징시켜 주기 위한 퓨징인에이블수단(230)과, 비교전압출력수단
(220)의 제1분압신호의 출력단과 가변링크(210)사이에 연결되어, 가변링크(210)의 저항값이 일정치 이상
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퓨징상태로서 검출하는 퓨징상태 검출수단(250)과, 퓨징상태 검출수단(250)의 출력
을  제1비교신호(COM1)로  입력하고  비교전압출력수단(220)의  제2분압신호를  제2비교신호(COM2)로 

입력하며, 두 비교신호(COM1, COM2)를 비교하여 가변 링크(210)의 퓨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를 출력하는 
비교수단(24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전압출력수단(220)은 전원전압(VDD)가 콜렉터에 인가되고, 소정의 제1바이어
스(Vbias1)가 베이스에 인가되어 구동되는 트랜지스터(Q21)와, 상기 트랜지스터(Q21)의 에미터와 접지전
원(GND)사이에 연결되고, 전원전압(VDD)을 분압하여 각각 제1 및 제2분압신호를 출력하는 제1 및 제2저항
(R21, R22)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전압출력수단의 제1저항(R21)은 제2저항(R22)과 동일한 저항 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퓨징상태 검출수단(250)은 상기 비교전압출력수단(220)과 가변링크(210)사이에 연
결된, 퓨징상태 검출용 저항(R25)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퓨징상태 검출수단(250)의 저항(R25)은 가변링크(210)가 퓨징되었다고 판단하는 
저항값과 동일한 저항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퓨징인에이블수단(230)은  드레인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는 입력신호(CADJ)에 
의해 구동되는 모스 트랜지스터(MN21)와, 베이스가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MN21)의 소오스에 연결되고, 콜
렉터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어,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MN21)의 동작상태에 따라 구동되는 제1트랜지스
터(Q22)와,  콜렉터가 가변링크(210)에 연결되고 베이스가 상기 제1트랜지스터(Q22)  에미터에 연결되며, 
상기 제1트랜지스터(Q22)의 동작상태에 따라 구동되어 가변링크(210)를 퓨징시켜주기 위한 제2트랜지스터
(Q2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퓨징인에이블수단(230)은 상기 모스 트랜지스터(MN11)에 연결되어, 상기 제1트랜지
스터(Q22)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제1저항(R23)과, 상기 제1트랜지스터(Q22)의 에미터에 연결
되어 제2트랜지스터(Q23)에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제2저항(R24)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수단(240)은 상기 퓨징상태 검출부(250)로부터 인가되는 제1비교신호(COM1)와 
비교전압출력수단(220)으로부터 인가되는 제2비교신호(COM2)를 입력하고, 두 비교신호(COM1, COM2)를 비
교하여  제1비교신호(COM1)가  제2비교신호(COM2)보다  클  경우에는  제1출력신호를  출력하고 제1비교신호
(COM1)가 제2비교신호(COM2)보다 작을 경우에는 제2출력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제1수단과, 제1수단의 제1 
및 제2출력신호에 따라 가변링크의 퓨징상태를 나타내는 신호(FADJ)를 출력하기 위한 제2수단으로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수단(240)의 제1수단은 소오스에 전원전압(VDD)이 인가되고 게이트에 인가되
는 소정의 제2바이어스 전압(Vbias2)에 따라 구동되는 제1모스 트랜지스터(MP21)와, 상기 제1모스 트랜지
스터(MP21) 드레인에 소오스가 연결되고, 퓨징상태검출수단(250)으로부터 게이트에 인가되는 제1비교신호
(COM1)에 의해 구동되어 제1출력신호를 출력하는 제2모스트랜지스터(MP23)와,  상기 제2모스 트랜지스터
(MP23)와 병렬로 연결되고, 베이스에 인가되는 비교전압출력수단(220)의 제2비교신호(COM2)에 의해 구동
되어 제2출력신호를 출력하는 제3모스 트랜지스터(MP24)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수단(240)의 제2수단은 소오스에 전원전압이 인가되고, 베이스에 인가되는 소
정의 제2바이어스 전압(Vbias2)에 의해 구동되는 제4 모스트랜지스터(MP22)와, 상기 비교수단(240)의 제1
수단의 제1출력신호가 베이스 및 콜렉터에 인가되어 구동되는 제1트랜지스터(Q24)와, 제1수단의 제2출력
신호가 콜렉터에 인가되고, 상기 비교수단(240)의 제1수단의 제1출력신호가 베이스에 인가되어 구동되는 
제2트랜지스터(Q25)와, 콜렉터가 상기 제4 모스 트랜지스터(MP22)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베이스에 인가되
는 상기 비교수단(240)의 제1수단의 제2출력신호에 의해 구동되어, 가변링크(210)의 퓨징상태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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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FADJ)를 출력하는 제3트랜지스터(Q26)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20 

제10항에  있어서,  가변링크(210)는  폴리실리콘막  또는   금속막중  하나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21 

제10항에 있어서, 가변링크(210)로 제너 잽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퓨징회로.

청구항 22 

각각 세트단자가 연결되어 세트단자에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해당가변링크가 선택되어지는 다수개의 가변
링크와, 각 가변링크에 1:1 대응하여 배열되고, 입력신호에 따라 상기 선택된 가변링크를 퓨징시켜주는 
다수개의 퓨징회로를 구비하여서, 상기 가변링크의 퓨징상태에 따라 출력되는 신호에 대응하여, 특성조정
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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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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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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