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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게이트 어레이 장치, 입력 회로, 출력 회로 및 전압 강하 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의 칩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 2 도는 제 1 도에 도시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칩내 블럭도.

제 3 도는 회로판 상에서의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으로,

(a)는 종래의 3.3V 사양의 칩/5V 사양의 칩 혼재형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b)는  제1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를  이용한  3.3V  사양/5V  사양  칩  혼재형  시스템을 나타
내는 도면의 회로판 상에서의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 4 도는 제 2 도 중의 전압 강하 회로의 구체예를 도시한 회로도로,

(a)는 기본 회로를 도시한 도면.

(b)는 전압 강하 전위의 조절 방법의 한 예를 설명하는 회로도.

제 5 도는 제 4 도에 도시한 전압 강하 회로의 변형예를 도시한 도면.

제 6 도는 제 2 도중 입력 회로의 구체예를 도시한 회로도.

제 7 도는 제 2 도중 출력 회로의 제1예를 도시한 도면.

제 8 도는 제 2 도중 출력 회로의 제2예를 도시한 도면.

제 9 도는 제 1 도 및 제 2 도 중의 베이직 셀 영역으로서의 강하 전위의 공급 방법의 제1예를 도시
한 도면.

제 10  도는 제 1  도 및 제 2  도 중의 베이직 셀 영역으로의 강하 전위의 공급 방법의 제2예를 도시
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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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도는 제 l  도 및 제 2  도 중의 베이직 셀 영역으로의 강하 전위의 공급 방법의 제3예를 도시
한 도면.

제 12  도는 제 11  도에 도시한 제3공급 방법을 이용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칩내의 전위 분포를 도
시한 도면.

제  13  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를  이용한  3.3V  사양  칩에  의한 회로판
상의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제 14 도는 제2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칩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

제 15 도는 제 14 도 중의 출력 회로의 구체적인 회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205 ; 칩                        12, 212 ; 베이직 셀 영역

14 ; I/O 회로 영역                16 ; 컬럼

20, 24 ; 전원선(5V)             22, 26 ; 전원선(3.3V)

50 ; 입력 패드전압                52 ; 강하부

54, 72 ; 버퍼부                     56 ; 출력단

58 ; 보상부                          70 ; 입력단

76, 220 ; 레벨 시프트부         78 ; 풀 업부

80, 228 ; 풀 다운부               82 ; 출력 패드 전극

84 ; H레벨 전압 보상부        102 ; 입력 회로

104 ; 출력 회로                     106 ; 셀내 강하 회로 

108 ; 논리 회로                     208 ; 입력 회로부

2l0 ; 입력 버퍼                      214 ; 논리 회로부

216 ; 출력 회로부                  218, 218A, 218B ; 출력 버퍼

222 ; 강하부                         A ; 강하 셀 

B ; 베이직 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게이트 어레이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저 전압회에 관한 
것이다.

종래  소자의  미세화,  또는  칩의  저  소비  전력화  등에  따라  집적  회로(IC)의  저  전압화의  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  저  전압화는  IC  외부에서는  공급  전압을  미리  떨어뜨리는  방법(5V에서  3.3V)이 일반적
이다.

또  IC칩  내부에서  고려한  경우,  통상  회로의  동작  주파수가  균일한  것은  드물고,  고속  동작을 행하
는 부분과 저속 동작을 행하는 부분이 혼재하고 있다.  회로의 스피드 및  파워는 전원 전압에 비례하
기  때문에,  회로에는  그  동작  속도에  따른  전압을  공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울이  좋고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전원  계통이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로  실용성이  없다.  실제로는  단일 전원
에  의해  모든  회로를  균일한  전압으로  동작시키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특히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되는 게이트 어레이 등의 ASIC에 있어서는 단일 전원으로 동작시키는 것이 통례이다.

종래의  단일  전원에  따른  방식에서는  하나의  보드(시스템)  상에서  5V로  동작하는  IC와  3.3V로 동작
하는  IC가  혼재하는  경우,  2종류  이상의  전원이  필요해져서  전원의  공급  계통이  복잡해진다.  또  IC 
사이에서는  3.3V에서  5V,  또는  5V에서  3.3V로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지고,  특히  3.3V로  동작하는 칩
에서 입력, 출력의 설계가 어렵다.

또  칩의  저  소비  전력화를  고려한  경우,  회로  중에서  저속으로  동작하는  부분만  전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IC  칩  내에서의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저소비  전력화가  가능해서  좋지만,  종래와 
같이  단일의  강하된  전원  전압을  이용하여  강하  전압을  균일하게  칩에  공급하는  방법에서는  모든 회
로의 동작 속도가 전원 전압의 저하에 비례하여 저하하므로 그 성능이 떨어져 버린다.

이러한  문제의  대응책으로서  커스텀  제품에서는  강하  회로를  내장하고,  일부  회로  만을  강하된 전위
에  의해  동작시키는  방식이  보고되고  있으나,  확산  공정이  고정이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회로가 
결정되는  게이트  어레이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효한  방법/방식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 커스
텀 제품에 있어서도 회로의 동작 속도에 따라 전압을 변경하는 방법은 아직 확실치 않고,  특별히 유
효한 방법/방식 등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된  것으로,  그  목적은 단일 전원 전위가 공급되고,  그  칩 내
부에서 상기 전원 전위와 상기 전원 전위를 강하한 전위와의 각각에 의해 회로가 동작하여,  칩의 성
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칩의 저 전력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게이트 어레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제1형태는,  단일  전원  전위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으로서,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칩  내에는 상기 전원 전위를 강하하는 전압 강하 수단이 설치되고,  상기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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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에  의해  동작하는  제1회로와,  상기  전압  강하  수단에  의해  생성되는  강하  전위에  의해  동작하는 
제2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제1형태의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칩내는  베이직  셀  영역과  I/O  회로  영역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
고,  상기  전압 강하 수단은 이들 2개의  영역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베이직 셀  영역을 상기 강하 전
위에 의해 동작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베이직  셀  영역은  컬럼  단위로  분할되어  있고,  상기  전압  강하  수단은  상기  컬럼마다 설치
되어, 상기 강하 전위를 상기 컬럼마다 공급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컬럼마다  설치된  전압  강하  수단에는  제1강하  전위를  생성하는  것과  제1강하  전위와는  다른 
제2강하  전위를  생성하는  것의  적어도  2종류가  있고,  상기  베이직  셀  영역이  상기  적어도  2종류의 
제1 및 제2강하 전위에 의해 동작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제2형태는 적어도 2종류의 각각 상이한 제1  및 제2전원 전
위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게이트 어레이 장치로서,  이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칩  내부는 베이직 셀 영
역과 I/O회로 영역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고,  상기 베이직 셀  영역은 상기 제1전원 전위에 의해 신호 
처리를  행하고,  상기  I/O  회로  영역에  설치된  출력  회로는  상기  제1  및  제2전원  전위에  의해  신호 
처리를  행하며,  또  외부로의  신호  출력은  상기  제1전원  전위에  의해  행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입력  회로는  제1전위를  가진  입력  신호가  공급되는  입력  단자와,  입격  단자에 일단
(一端)을  접속한  상기  제1전위를  강하시키는  전압  강하부와,  이  전압  강하부의  타단(他端)에  일단을 
접속한  버퍼부와,  이  버퍼부의  타단  접속된  출력  단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상기  전압  강하부와  상기 
버퍼부와의  사이에  상기  전압  강하부에  의해  강하되는  전위를  보상하는  보상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보상  수단은  입력부를  가지고,  이  입력부가  상기  버퍼부의  타단과  상기  출력  단자와의  사이에 
접속되며,  전류  통로의  일단은  상기  전압  강하부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그  타단은  상기  전압 강하부
를 동작시키는 전원과 동일한 전원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출력  회로는,  전원  전위에서  회로내  저  전위간에  직렬로  접속된  풀업부  및  풀  다운부와, 
상기  풀  업부  및  풀  다운부의  상호  접속점에  접속된  출력단과,  이들  풀  업부  및  풀  다운부가  각각 
입력부를  가지며  이들의  입력부가  각각  접속되고,  이  접속점에  버퍼부를  통해  접속된  입력단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상기  입력부거리의  접속점과  상기  풀  업부의  입력부와의  사이에  신호  레벨을 시
프트하는 레벨 시프트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출력  회로에  있어서,  상기  풀  업부  및  풀  다운부의  상호  접속점과  상기  출력단과의  사이에 
출력 전압을 보상하기 위한 출력 전압 보상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출력  전압  보상  수단은  입력부를  가지고,  이  입력부는  상기  버퍼부에  접속되며,  출력  전압 
보상수단의  전류  통로의  일단은  상기  전원  전위에  접속되고,  그  타단은  상기  풀  업부  및  풀 다운부
의 상호 접속점과 상기 출력단과의 사이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압  강하  회로는  전원  전위에  애노드를  접속한  다이오드와,  상기  제1전원에 콜렉터
를  접속하고,  베이스를  상기  다이오드의  캐소드에  접속한  제1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이 바
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에미터간  전압에  의해  강하  전위를  얻는  것으로,   상기  제1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에  콜렉터가  접속되며,  베이스가  상기  제1바이풀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공통
으로  접속된  제2바이플라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강하  전위가  상기  공통  접속  베이스와 제2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에미터간 전압에 의해 얻어지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압  강하  회로에서  상기  다이오드의  캐소드와  상기  공통  베이스와의  사이에,  상기  제1전원에 
콜렉터를  접속한  적어도  하나의  제4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차례로  다링톤(darlinton)  접속하여  상기 
강하 전압을 조절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압  강하  회로에서  상기  다이오드는  콜렉터와  베이스를  공통으로  접속한  제3바이폴라 트랜지
스터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제3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스위치로,   이  스위치의  온/오프에  따라  상기  강하  전압의 발생
이 제어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스위치를 절연 게이트형 FET로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형태의  게이트  어레이  장치에  있어서는  단일  전원  전위가  외부에서  공급되면서  그  칩  내부에  이 
전원전위를  강하하는  전압  강하  수단을  설치해서  칩  내부에서  전원  전위를  강하한  강하  전위가 얻어
진다.  따라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원  전위는  많이  보존되고  있는  반도체  장치와  완전히  동일한 것
(예를 들면,  5V)으로 할 수 있다.  또 칩의 내부는 강하 전위(예를 들면,  3.3V)에  의해 제2회로가 구
동되므로,  이  회로에서는  능동  소자의  미세화를  추진할  수  있다.  또  칩의  내부에는  외부에서 공급되
는  전원  전위에  의해  구동되는  제1회로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회로를  이용해서  칩  외부로의  신호 
출력  등을  행하면  그  밖의  외부  전원전위에  의해  동작하고  있는  반도체  장치와  신호  레벨을 변환하
지  않고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제1형태의  게이트  어레이  장치는  신호를  변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내장하지  않아도  상기한  그  밖의  반도체  장치와  동일한  회로판  상에서  시스템화할  수 
있다.

제2형태의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출력  회로에  있어서는  제1전원  전위(예를  들면,  3.3V)와 제2전원전
위(예를 들면,  5V)에  의해 신호 처리를 행하고,  외부로의 신호 출력은 상기 제1전원 전위에 의해 신
호  처리를  행한다.  따라서  제1전원  전위에  의해  동작하고  있는  그밖의  반도체  장치와,  제1형태와 마
찬가지로  신호레벨  변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내장하지  않고  동일  회로판  상에서  시스템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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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제2형태의  게이트  어레이  장치가  갖는  출력  회로는  제2전원  전위(예를  들면,  5V)에 의해
서도 신호 처리가 행해지므로, 칩내에서 신호 처리의 고속화가 도모된다.

상기  입력  회로에  있어서는  그  강하부와  상기  버퍼부와의  사이에  상기  강하부에  의해  강하되는 전위
를  보상하는  보상  수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강하되는  전위가  보상되어  강하  전위를  변동하기  어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강하부에 접속되는 상기 버퍼부의 동작을 안정시킬 수 있다.

상기  출력  회로에  있이서는  입력부거리의  접속점과  상기  풀  업부의  입력부와의  사이로,  신호  레벨을 
시프트하는  레벨  시프트  수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풀  업부의  입력부로의  신호  레벨보다  높은  레벨의 
신호를  출력단에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  회로에서는  칩  내부에서의  신호  레벨보다  높은 레벨
의 신호를 칩 외부로 출력할 수 있다.

상기  전압  강하  회로에  있어서는,  그  강하  전위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단을  베이스에  공통으로 접속
하고,  콜렉터와  에미터의  전류  통로를  직렬로  접속한  2개의  바이풀라  트랜지스터로  구성함으로써, 
출력단  이후에  접속된  전원선  전위가  떨어져도  고  전위측에  접속된  트랜지스터가  출력단측에  접속된 
트랜지스터에  대해  전류(콜렉터  전류)를  흘리므로,  떨어진  전위를  신속히  본래의  전위로  회복시킬 
수 있다. 즉 전원선에 접속된 부하의 저항값 변동에 대해 그 전위 회복의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하 전위를 안정화할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을 실시예에 따라 설명한다.

제 1 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칩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  1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칩(10)은  베이직 셀(B)가  어레이 형태로 배설(配設)된  베이직 셀 영역
(12)와,  영역(12)의  주위에  설치된  입출력  회로(이하,  I/O  회로라  한다)(C)가  배치된  I/O  회로 영역
(14)로  구성되어  있다.  베이직  셀  영역(12)는  복수의  컬럼(16)으로  분할되어  있고,  논리  회로는 이
들  컬럼(12)  중에서  소자를  결선해서  형성된다.  컬럼(12)의  각각에는  전압을  강하하기  위한 강하용
셀(A)가  설치되어  있고,강하된  전위는  베이직  셀  영역(12)에서  컬럼  16단위마다  공급되도록  되어 있
다.

제 2 도는 제 1 도에 도시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칩내 블럭도이다.

제  2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I/O  회로  영역(14)에는  외부에서외  전원  전위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포트로서  전원  입력  회로(100)이  설치되어  있다.  전원  입력  회로(100)에는  외부  전원  전위(예를 들
면,  5V)가  칩의  외부에서  공급되고,  외부  전원  전위는  전원선(20)을  통해  I/O  회로  영역(14)로 공급
된다.  또  전원  입력회로(100)의  내부에는  전압  강하  회로가  구비되어  있고,  이  회로에  의해  강하된 
강하전위(예를  들면,  3.3V)는  전원선(22)를  통해  I/O  회로  영역(14)로  공급된다.  I/O  회로 영역(1
4)에 설치된 입력 회로(102)에는 외부로부터, 예를 들면 약 5V의 진폭을 갖는 입력 신호가 
공급된다.  입력  회로(102)에는  5V의  진폭을  갖는  입력  신호에서  회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회
로가 설치된다.  이  보호 회로는 외부 전원 전위(5V)에  캐소드가 접속된 입력 보호 다이오드 등이 이
용된다.  회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출력  회로(104)에서는  외부에  대해  약  5V의  진폭을 
갖는 출력 신호가 출력된다. 출력 회로(104)에는 외부 전원 전위(5V)와 강하 전위(3.3V)가 
공급된다.

강하  전위(3.3V)는  베이직  셀  영역(12)에서  얻어지는  칩  내부  신호(약  3.3V의  진폭을  갖는다)의 처
리회로부를  구동하는데  이용된다.  외부  전원  전위(5V)는  칩  외부로  출력하는  출력  신호의  처리 회로
부를  구동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입력  회로와  마찬가지로  후술한다.  전원 입력회로
(100)에서는  베이직  셀  영역(12)의  주위를  둘러싼  전원선(24)가  도출되어  있고,  이  전원선(24)는 베
이직  셀  영역(12)의  컬럼(16)의  각각에  설치한  셀  전압  강하  회로(106)에  접속되어  있다. 전원선
(24)에는  칩에  공급되는  외부  전원  전위(5V)가  그대로  공급된다.  전원선(24)에  공급된  외부  전원 전
위(5V)는  셀  전압  강하  회로(106)에  의해  강하되어  셀내  강하  전위(3.3V)로  변환된다.  강하 전위
(3.3V)는  컬럼(16)마다에  설치된  셀내  전원선(26)으로  공급되고,  베이직  셀  영역(12)에  형성되는 논
리 회로(108)은 강하 전위(3.3V)에 의해 구동된다.  또 제 2 도에서는 저 전위, 예를 들면 
GND(접지)에  접속된  전원선은  도면이  번잡해지기  때문에  생략하였지만,  GND선은,  예를  들면  I/O 회
로 영역(14)내에 있어서는 컬럼(16)마다로 셀내 전원선(26)에 병행해서 설치된다.

상기 구성의 게이트 어레이 장치는 단일 외부 전원 전위(5V)로 동작한다.

그러나  그  칩  내부에  있어서는  입력  회로(102)의  입력  보호  회로에  외부  전원  전위(5V)가  이용됨과 
동시에  강하  전위(3.3V)로  동작한다.  출력  회로(104)는  외부  전원  전위(5V)  및  강하  전위(3.3V)의 
전위로  동작한다.  또  베이직  셀  영역(12)에는  외부  전원  전위(5V)가  강하된  강하  전위(3.3V)가 공급
되어  강하  전위(3.3V)에  의해  논리  회로(108)이  구동된다.  따라서  먼저  베이직  셀  영역(12)에는 셀
에  인가되는  전압이  떨어져서  셀을  구성하기  위한  능동  소자를  미세화시킬  수  있고,  게이트 어레이
의  집적도,  즉  집적  게이트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직 영역(12)
가 저 전압화되므로, 칩의 소비 전력도 작아진다.

또  저  전압화에  따른  칩의  시스템  성능  저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I/O  회로  영역(14)에  외부  전원 전
위(5V)를  그대로  공급하여  외부  전원  전위(5V)에  의해,  예를  들면  출력  회로(104)를  동작시킴으로써 
개선된다.  즉,  출력  회로(104)의  일부가  외부  전원  전위(5V)에  의해  스위칭되므로,  그  스위칭 속도
는  3.3V의  전압으로  균일하게  동작하는  칩보다도  빨라져서  5V  사양의  칩과  비교해도  거의  손색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저  전압 사양의 칩에 있어서도,  처리 속도 저하가 보상되어 저  전압화해도 칩의 시스템 성능
은 거의 떨어지지 않게 된다.  또 출력 회로(104)가  5V로  동작되기 때문에 약 5V의  진폭을 갖는 출력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입력  회로(102)는  입력  보호  회로를  외부  전원  전위(5V)에 접속
하므로,  약 5V의  진폭을 갖는 입력 신호를 입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 어레이 
장치는 그  밖의 5V사양의 반도체 장치와 신호 레벨을 변환시키지 않고 서로 접속시킬 수  있고,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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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상에 이들을 혼재하여 시스템화할 수 있다. 또 그 전원은 그 밖의 5V  사양의 반도체 장치와 서로 
공용할 수 있다.

제  3  도는  회로판  상에서의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  3  도중  (a)는  종래의  3.3V  사양의 
칩/5V  사양의  칩  혼재형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고,  (b)는  제1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를 이
용한 3.3V사양/5V 사양 칩 혼재형 시스템을 도시하는 것이다.

제  3  도(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혼재형 시스템에서는 회로판(30)  상에 5V  사양의 칩을 탑재
한  반도체  장치(32)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선 V DD  5V,  및  3.3V  사양의  칩을  탑재한  반도체 장치(3

4)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선 V DD  3.3V를  배설해야  한다.  특히  장치(32)와  장치(34)와의  상호의  정보 

신호의 교환을 인터페이스(36)을 통해 정보 신호의 레벨 등을 서로 변환시킬 필요도 있다.

제  3  도(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38)을  이용해서 혼재형 시스템
을  만들면,  회로판(30)상에  배설된  전원선은  전원선 VDD 만으로  된다.  또  5V  사양의  장치(32)와 게이

트  어레이  장치(38)을  서로  접속할  때에도  정보  신호의  레벨  등을  서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는 필요
없어진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게이트 어레이 장치에 따르면 시스템의 설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과 동시에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보드(30)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다음에 상기 게이트 어레이의 내부 구성에 대해 제 4 도-제 12 도를 참조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  4  도는  강하  회로(106)의  구체예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  4  도중  (a)는  기본  회로를  도시한 도
면이고, (b)는 전압 강하 회로의 조절 방법의 한 예를 설명하는 회로도이다.

제 4  도(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외부 전원 전위(5V)는  전원선(24A)에  의해 전압 강하 셀
(A)내로  인도된다.  전원선(24A)에는  npn형  트랜지스터(Tr1  및  Tr2)의  콜렉터가  각각  접속되어  있다. 
npn형  트랜지스터(Tr1)은  콜렉터와  베이스가  서로  접속되어  다이오드화  되어  있다.  다이오드화된 트
랜지스터(Tr1)의  에미터(캐소드)는  트랜지스터(Tr2)의  베이스  및  트랜지스터(Tr2)에  직렬로  접속된 
npn형 트랜지스터(Tr3)의 베이스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상기  전압  강하  회로는  트랜지스터(Tr2  및  Tr3)의  베이스가  서로  공통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
상상태에서  이들  접속점의  노드(42)  및  출력  노드(40)의  전위는  거의  대등하다.  전위는  베이스의 공
통  접속점노드(44)보다  pn  접합의  순방향  강하  전압 VF 분(약  0.7V)만큼  낮다.  또  노드(44)의  전위는 

전원선(24A)의  전위보다  약  0.7V만큼  낮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하  회로는  5V를  3.6V로  강하할  수 
있는 회로이다.

상기  강하  회로에서는  특히  출력  노드(40)에  접속되는  트랜지스터에  베이스를  공통으로  접속하고, 
또  출력  노드(40)과  전원선(24A)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트랜지스터를  이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과도 상태에 있어서,  출력 노드(40)의  앞에 접속된 도시하지 않은 부하에 많은 전류가 흐
르고,  출력  노드(40)의  전위가  3.6V보다  낮아졌다고  가정한다.  이때  노드(44)에서 트랜지스터(Tr3)
의  베이스로  전류가  흐르도록  되고,  노드(42)에서  콜렉터  전류가  출력  노드(40)으로  향해  흐른다. 
그러나  노드(42)의  전위  강하에  수반하여  트랜지스터(Tr2)로도  베이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트랜
지스터(Tr2)의  콜렉터  전류는트랜지스터(Tr3)의  콜렉터  전류를  보급하는  형태로  흐른다.  이와  같은 
회로  동작에  의해  출력  노드(40)의  전위가  낮아져도,  출력  노드(40)의  전위를  신속히  정상  상태인 
3.6V까지 승압시킬 수 있다.

또  트랜지스터(Tr3)의  베이스  전류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력  노드(40)의  전위가 3.6V
로  회복해도  트랜지스터(Tr3)의  콜렉터와  에미터간에는  전류가  흐른다.  그러나  트렌지스터(Tr2  및 
Tr3)은  각각  베이스가  공통으로  접속되고,  출력  노드(40)의  전위와  노드(42)의  전위는  서로  같다. 
즉  출력  노드(40)의  전위와  노드(42)의  전위는  모드  3.6V이고,  출력  노드(40)의  전위가  3.6V로 회복
하면  트랜지스터(Tr3)의  콜렉터와  에미터간에는  전위차가  없어진다.  따라서  트랜지스터(Tr3)에 콜렉
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또  상기와  같은  회로에서는  노드(42)의  전위가  회복할때,  트랜지스터(Tr2)에  콜렉터  전류가 과잉으
로  흘러서  노드(42)의  전위가  출력  노드(40)의  전위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바이폴라 트
랜지스터에  콜렉터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콜렉터와  에미터간에  약  0.2V  이상의  전압이 필요
하므로,  상기 회로의 트랜지스터(Tr3)에 콜렉터 전류가 흐르는 일은 일단 없다.

다음에 제  4  도를  참조하여,   상기  구성의 전압 강하 회로에 있어서 강하 전위의 조절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4  도(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강하 전위를 조절하는데는 트랜지스터(Tr2  및  Tr3)의  공통 베이스
와  트랜지스터(Tr1)의  에미터와의  사이에,  전원선(24A)에  콜렉터를  접속한  트랜지스터(Tr4)를 다링
톤  접속하면  된다.  이와  같이  트랜지스터(Tr4)를  다링톤  접속하면,   제  4  도(a)에서  설명한  효과를 
손상시키지  않고,   강하  전위를  조절할  수  있다.  제  4  도(b)에  도시한  회로에서는  약  2.9V의  강하 
전위가 얻어진다.  또  다링톤접속의 접속단 수를 더욱 늘리면,   강하 전위를 2.9V  이하의,  예를 들면 
2.2V,1.5V···로 차례로 설정할 수도 있다.

제 5 도는 상기 전압 강하 회로의 변형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  4  도(a)  및  (b)에  도시한  강하  회로는  모두  다이오드  접속된  트랜지스터(Tr1)에  의해  외부  전원 
전위(5V)가  온하면  동시에  기동한다.  이러한  변형예는  강하  회로의  동작을,  예를  들면  p채널형 
MOSFET(Q1)에 의해 제어하도록 한 것이다.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MOSFET(Q1)의  게이트에는  제어  신호(S1)이  공급되고,  제어  신호(S1)에 
따라  MOSFET(Q1)은  개폐된다.  MOSFET(Q1)의  소소는  전원선(24A)에  접속되고,  드레인은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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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5)의  베이스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지스터(Tr5)의  콜렉터는  전원선(24A)에  접속되고,  에미터는 
출력노드(40)과  전원선(24A)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트랜지스터(Tr6  및  Tr7)의  각각의  베이스에 공통
으로  접속된다.  이와  같은  전압  강하  회로는  제어  신호(S1)의  신호  레벨에  따라  MOSFET(1)이 개폐되
고,  트랜지스터(Tr5)로의  베이스  전류의  공급이  제어된다.  따라서  강하  회로는  외부  전원  전위의 온
/오프에  관계없이  스위칭할  수  있다.  상기  회로에서,  MOSFET(Q1)의  손실이  없다고  가정할때의  강하 
전압은  외부  전원  전위(5V)에서  트랜지스터(Tr5)에서의  pn  접합  순방향  강하  전압(약  0.7V)를  빼고, 
또  트랜지스터(Tr7)에서의  pn  접합  순방향  강하  전압(약  0.7V)를  뺀  값으로  된다.  따라서  강하 전위
는 약 3.6V이다.

이상과 같이 상기 구성의 전압 강하 회로에 따르면,  작은 회로 규모 및 면적에서,  부하로 흐르는 전
류 변화에의 응답 속도가 우수하고,  항상 안정한 강하 전위를 전원선에 공급할 수  있는 강하 전압이 
얻어진다.

또  상기  강하  회로는  제1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양한  반도체 장
치에서 강하 회로로서 이용할 수 있다.

제 6 도는 입력 회로(102)의 구체예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  6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  패드  전극(50)에는  칩  외부에서의  입력  신호(IN1)이  공급된다. 
입력신호(IN1)은,  예를  들면  5V의  진폭을  갖는다.  입력  패드  전극(50)에는  저항(R1)의  일단이 접속
되어  있다.  입력  패드  전극(50)과  저항(R1)을  서로  접속시키는  배선과  외부  전원  전위(5V)와의  사이 
및  이  배선과  접지와의  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다이오드(D1  및  D2)는  각각  입력  보호용이다. 저항
(R1)의  타단에는  입력  신호(IN1)의  전위를  강하하는  전압  강하부(52)의  일단이  접속되어  있다.  전압 
강하부(52)는  입력  패드  전극(50)측에  드레인을  접속하고,  게이트를  강하  전위(3.3V)에  접속한 n채
널형  MOSFET(Q2)로  구성되어  있다.  5V의  진폭을  가진  입력  신호(lN1)은  MOSFET(Q2)의  백게이트 바이
어스  효과와  게이트의  인가  전압에  따라  약  2.6V의  진폭으로  변환/강하된다.  전압  강하부(52)의 타
단에는 버퍼부(54)의 일단이 접속되고,버퍼부(54)는 예를 들면 p채널형 MOSFET(Q3)과 N채널형 
MOSFET(Q4)로  이루어지는  CMOS형  인버터로  구성된다.   이  인버터는  강하  전위(3.3V)로  구동된다. 버
퍼부(54)의  타단은  입력  회로(102)의  출력단(56)에  접속되고,  이  출력단(56)에서는,  예를  들면  진폭 
3.3V  정도,  입력  신호(IN1)과는  역상의  신호(IN1A)가  출력된다.  도시하지  않은  베이직  셀  영역의 논
리  회로에는  신호(IN1A)가  공급된다.  출력단(56)과  버퍼부(54)와의  상호  접속점  노드(60)에는 변환/
강하된  신호(IN1T)의  레벨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부(58)의  입력단이  접속되고,   이  보상부(58)의 일
단은  버퍼부(54)와  강하부(52)와의  상호  접속점  노드(62)에  접속되고,  타단은  강하  전위(3.3V)에 접
속되어 있다.

상기  입력  회로에서는  특히  변환/강하된  신호(lN1T)의  레벨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부(58)을 설치함으
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보상부(58)이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전압  강하부(52)에서  얻어지는  신호(lN1T)의  전압 
레벨은 약  2.6V  정도이지만,  이  정도의 전압 레벨이면 게이트와 소스간 전압(VGS )가  -0.7V로  되어, p

채널  MOSFET(Q3)의  임계치  전압  약  -0.8V에  대해  거의  마진이  없는  오프,  게이트  전압으로  된다.   
이  결과  능동  소자의  특성의  불균일을  고려하면  인버터의  MOSFET(Q3)이  완전히  오프한다고는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제조  프로세스의  변동으로  MOSFET(Q2)의 VGS 가  -0.8V  이상의  특성을  지니도록 

형성된  경우,  신호(IN1A)가  L레벨일때  MOSFET(Q3)은  오프하지  않고,  리크  전류가  흐른다.  리크 전류
는  신호(IN1A)의  H레벨로부터  L레벨로의  천이를  방해하도록  작용하므로  입력  회로의  동작  속도 저하
를 초래한다. 또 이러한 리크 전류는 스탠 바이 전류로서 흐르므로 소비 전류가 증대한다.

그점,  상기  입력  회로에  따르면  변환/강하된  신호(IN1T)의  레벨을  보상하기  위해  보상부(58)이 설치
되므로,  신호(IN1T)의  전압  레벨을  MOSFET(Q3  및  Q4)  모두  완전히  온,  오프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상부(58)은  게이트가  노드(62)에  접속되고,  드레인이  노드(62)에  접속되며,  소스가 
강하  전위  3.3V에  접속된  p채널형  MOSFET(Q5)에  의해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의  보상부(58)에 따
르면,  신호(IN1A)가  L레벨로  되면  이것을  검지하도록  p채널형  MOSFET(Q5)가  온해서  노드(62)에  대해 
전류를  흘리고,  신호(IN1T)의  전압  레벨을  MOSFET(Q3)이  완전히  오프할  수  있는  레벨로  보상한다. 
따라서  버퍼부(54)의  동작은  항상  안정되고,  MOSFET(Q3)을  통한  리크  전류는  없어전다.  또  리크 전
류가  없어지므로  스탠  바이  전류도  없어져서  소비  전력을  저감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입력  회로의 동
작  속도  저하도  없어진다.  또  신호(IN1A)가  H레벨일  때에는  보상부(58)을  구성하는  MOSFET(Q5)는 오
프하므로, 회로 동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7 도는 출력 회로(104)의 제1구체예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 7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단(70)에는 도시하지 않은 베이직 셀 영역의 논리 회로에서의 신
호(OUT1A)가  입력된다.  이  신호(OUT1A)는,  예를  들면  3.3V의  진폭을  갖는다.  입력단(70)은 버퍼부
(72)에  접속되어  있다.  버퍼부(72)는,  예를  들면  p채널형  MOSFET(Q10)과  n채널형  MOSFET(Q1l)로 이
루어지는  CMOS형  인버터에  의해  구성된다.  출력  노드(74)는  레벨  시프트부(76)을  통해  풀 업부(78)
에  접속됨과  동시에  풀  다운부(80)에  각각  접속된다.  레벨  시프트부(76)은  일단을  외부  전원 전위
(5V)에  접속된  저항(R2)와  에미터를  접지하고,  콜렉터를  저항(R2)의  타단에  접속된  npn형 트랜지스
터(Tr10)으로  구성되어  있다.  버퍼부(72)의  출력단(74)는  트랜지스터(Tr10)의  베이스에  접속되어 있
다.  레벨  시프트부(76)의  출력은  저항(R2)와  트랜지스터(Tr10)과의  상호  접속점  노드(77)에서 얻어
져서  노드(77)은  풀  업부(78)을  구성하는  npn형  트랜지스터(Tr11)의  베이스에  접속된다.  풀 다운부
(80)은  npn형  트랜지스터(Tr12)에  의해  구성되고,  이것의  베이스에는  버퍼부(72)의  출력  노드(74)가 
접속되어 있다. 이들의 상호 접속점 노드(81)은 출력 패드 전극(82)에 접속되어 있다.

다음에 상기 회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신호(OUT1A)가  H레벨인  경우,  버퍼부(72)의  출력  노드(74)로부터는  L레벨의  신호가  출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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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호를  받아서  트랜지스터(Trl0  및  Tr12)가  모두  오프한다.  트랜지스터(Tr10)이  오프하면 저항
(R2)를  통해  트랜지스터(Tr11)의  베이스로  전류가  흘러서  트랜지스터(Tr11)이  온한다.  따라서  출력 
회로(104)로부터는  H레벨의  출력  신호(OUT1)이  출력된다.  출력  신호(OUT1)은  외부  전원 전위(5V)에
서  pn 순방향 강하 전압(VF)를 뺀값, 예를 들면 4.3V 정도의 레벨을 갖는다.

한펀,  신호(OUT1A)가  L레벨인  경우에는  버퍼부(72)의  노드(74)에서는  H레벨의  신호가  출력되도록 되
어  트랜지스터(Tr10  및  Tr12)는  모두  온한다.  트랜지스터(Tr10)이  온하면  트랜지스터(Tr11)의 베이
스로의  전류  공급은  중지되므로  트랜지스터(Tr11)이  오프한다.  따라서  출력  회로(104)에서는 L레벨
(약 0.7V)의 출력 신호(OUT1)이 출력된다.

상기  구성의  출력  회로는  약  3.3V의  진폭을  갖는  칩  내부의  신호(OUT1A)를  최대  전압치(약  4.3V)를 
갖는  칩  외부로의  출력  신호(OUT1)로  변환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변환시,  특히 MOSFET(Q10
및  Q11)에  있어서  그의  게이트와  기판과의  사이에  3.3V  이상의  전압이  걸리는  일이  없고,  이들 
MOSFET(Q10 및 Q11)을, 예를 들면 게이트 절연막이 얇은 미세 구조의 MOSFET로서 만들 수 있다.

제  8  도는  출력  회로(104)의  제2구체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  8  도에서,  제  7   도와  동일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참조 부호를 붙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제  8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구체예는  노드(81)과  출력  패드  전극(82)와의  상호  접속점(83)에 
출력신호(OUT1)의  H레벨  전압을  보상하는  H레벨  전압  보상부(84)가  접속된  것이다.  보상부(84)는 분
압부(86)과  분압부의  분압점(87)에  게이트를  접속하며,  소스를  외부  전원  전위(5V)에  접속한  p채널 
MOSFET(Q12),  MOSFET(Q12)와  직렬로  접속되고,  드레인을  노드(83)에  접속하여,  게이트에  강하 전위
(3.3V)가  항시  공급되고  있는  p채널  MOSFET(Q12)에  의해  구성된다.  분압부(86)은  저항(R3)과 저항
(R4)를  직렬로  접속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저항(R3)은  외부  전원  전위(5V)에  접속되고,  저항(R4)는 
버퍼부(72)의 저항(R5)와 MOSFET(Q10)과의 상호 접속적 노드(88)에 접속된다.

상기 회로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호(OUT1A)가  H레벨인  경우에는  MOSFET(Q11)이  온하므로,  전원  전압(5V)로 분압부(85)-노드
(88)-저항(R5)-MOSFET(Q11)의  경로로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출력  노드(74)에서는  L레벨의  신호가 
얻어지게  되고,  트랜지스터(Tr10  및  Tr12)가  모두  오프하게  된다.  트랜지스터(Tr10)이  오프하면, 트
랜지스터(Tr11)이  온하므로  노드(81)의  전위는  ''H레벨로  된다.  또  분압점(87)의  전위는  외부  전원 
전위(5V)보다  저항(R3)의  전압  강하분만큼  낮다.  때문에  분압점(87)에  게이트가  접속되고,  소스가 
외부  전원  전위(5V)에  접속된  MOSFET(Q12)의  게이트와  소스간 전압(VGS )는  음으로  되어, MOSFET(Q1

2)가  온한다.  또  소스가  MOSFET(Q12)의  드레인에  접속된  MOSFET(Q12)의  게이트와  소스간 전압(VGS )도 

음으로되어  이것도  온하고,  노드(83)으로  향해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출력  패드  전극(82)에는  외부 
전원  전위(5V)에서  트랜지스터(Tr11)을  봉하는  경로와  MOSFET(Q12  및  Q13)을  통하는  경로와의 병렬
부를  통해  전류가  흐른다.  결과적으로,  트랜지스터(Tr11)을  통하는  경로에서의  약  0.7V의  전압 강하
는  이  경로와  병렬로  접속된  MOSFET(Q12  및  Q13)을  통하는  경로에  의해  보충되게  되고,  출력 신호
(OUT1)에는 그 전압레벨로 약 5V를 갖는 H레벨의 신호가 얻어지게 된다.

한편,  신호(OUT1A)가  L레벨인  경우에는  MOSFET(Q11)이  오프하므로  출력  노드(74)는  H레벨로  되고,   
트랜지스터(Tr10 및 Tr12)가 모두 온한다.  따라서 노드(81)은 L레벨로 된다.  또 이때에도 
MOSFET(Q12  및  Q13)은  모두  온하고  있으나,  전류는  노드(83)에서  노드(81)-트랜지스터(Tr12)를  통해 
접지로 흐르므로, 출력 패드 전극(82)로 출력되는 출력 신호(OUT1)은 L레벨이다.

상기  구성의  출력  회로에서는  노드(81)과  출력  패드  전극(82)와의  상호  접속점(83)에  H레벨  전압 보
상부(84)를  접속함으로써  약  3.3V의  진폭을  갖는  칩  내부의  신호(OUT1A)를  최대  전압치로  약  5V를 
갖는  출력  신호(OUT1)을  변환할  수  있다.  이  회로에  있어서도  MOSFET(Q10  및  Q11)의  게이트와 기판
간에는  3.3  이상의  전압이  걸리는  일은  없다.  또  보상부(84)의  MOSFET(Q12  및  Q13)에  있어서도, 이
들의  노드에는  항상  5V  이하(예를  들면,  3.3V)의  전압이  인가되므로  게이트와  기판간에,  예를  들면 
5V와 같은 높은 전압은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보상부(84)를 구성하는 MOSFET(Q12 및 Q13)도 
MOSFET(Q10 및 Q11)과 마찬가지로 미세화가 가능하다.

다음에  베이직  셀  영역(12)로의  강하  전위의  공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9  도-제  11  도는  각각 
강하 전위의 공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 9  도-제 11  도에 있어서 제 1  도,제 2  도 및 
제 4 도와 동일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참조 부호를 붙인다.

제 9 도는 베이직 셀 영역(12)로의 강하 전위 공급 방법의 제1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 9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공급 방법은 컬럼(16)의 양단에 각각 전압 셀(A)를 배설하고,  베
잊기셀(B)의  컬럼(16)의  양단에  강하  전위를  공급하는  것이다.  베이직  셀  영역(12)의  주위에 둘러싸
인  전원선(26)[이  전원선(26)에는  외부  전원  전위(5V)가  인가되고  있다]은  강하  회로(106)에 접속되
어  있다.  전원선(26)의  전위는  강하  회로(106)을  통과함으로써  강하되고(예를  들면,  3.3V)  강하된 
전위는  컬럼(16)마다  설치된  셀내  전원선(26)에  공급된다.  셀내  전원선(26)의  양단은  각각  강하 회
로(106)의  출력  노드(40)에  접속되어  있다.  베이직  셀(B)로  구성된  소정의  논리  회로(108)은  셀내 
전원선(26)과, 전원선(26)에 병행하여 설치된 셀내 접지선(26; GND)와의 전위차에 의해 구동된다.

상기  구성과  같이  셀내  전원선(28)의  양단에  강하  회로(106)을  접속하고,  전원선(26)의  양단에  강하 
전위를  공급함으로써,  전원선(26)의  말단에서의  전위  강하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전원선(26)의  전위 
상승을 급속히 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  제  9  도에  도시한  강하  회로(106)은  출력  노드(40)에  대해  전원(3.6V)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이 
3.6V라는  전위는  강하  회로(106)과  접지와의  사이에  접속되는  부하의  저항치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
한  경우이다.  실제로는  제  9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하[즉,  논리  회로(108)]에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저항치는  작아지게  된다.  부하의  저항치가  작아지게  되면  트랜지스터(Tr1,Tr2  및 Tr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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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많은  전류가  흘러서,  이들  트랜지스터  각각의  순방향  강하 전압(VF )는  0.7  이상으로 시프트

한다.결과적으로,  강하  회로의  출력노드(40)의  전위는  3.6  이하로  된다.  또  칩내의  온도  등,  그밖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도  순방향  강하 전압(VF )는  높은  쪽으로  시프트하기  때문에  실제의  집적  회로 

중에서는 출력 노드(40)의 전위, 즉 셀 전원선(26)의 전위는 대략 34.3V 정도에서 안정하다.

제 10  도는 베이직 셀 영역(12)로의 강하 전위 공급 방법의 제2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 10 도에서
는 제 9 도와 동일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제2예는  저  전위측의  전위를  접지가  안된,  접지  전위보다도  승압된  전위로  설정하고,  이  전위와 외
부 전원 전위를 강하한 강하 전위와의 전위차에 의해 논리 회로(108)을 구동시키는 것이다.

제  10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컬럼(16)의  일단에는 베이직 셀  영역(12)로  강하 전위를 공급하기 위
한  강하  셀(A)가  설치되고,  타단에는  베이직  셀  영역(12)의  저  전위로서  사용하기  위한  전위를 접지
보다  승압하는  승압  셀(D)가  설치되어  있다.  강하  셀(A)중의  강하  회로(106A)는  전원선(24)에 콜렉
터를  접속한  npn형  트랜지스터(Tr21)과,  이것의  에미터에  콜렉터를  접속한  npn헝 트랜지스터(Tr22)
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들  트랜지스터(Tr21  및  Tr22)의  베이스는  서로  공통으로  접속됨과  동시에 
트랜지스터(Tr21)의  콜렉터에  접속되어  있다.  강하  전위는  트랜지스터(Tr22)의  에미터에  접속된 셀
내  전원선(26H)에,  전원선(24)의  전위(5V)보다  순방향  강하 전압(VF )만큼  떨어진  약  4.3V  이하의 전

위를  공급할  수  있다.  또  승압  셀(D)중의  승압  회로(206)은  접지선(GND)에  에미터를  접속한  npn형 
트랜지스터(Tr24)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들  트랜지스터(Tr23  및  Tr24)와의  베이스는  서로 공통으
로  접속됨과  동시에  트랜지스터(Tr24)의  콜렉터에  접속되어  있다.  승압  전위는  트랜지스터(24)의 콜
렉터에  접속된  셀내  저  전위  전원선(26L)로  공급된다.  상기  구성의  승압  회로(206)에서는  저  전위 
전원선(26L)로  접지  전위보다도  순방향  강하 전압(VF )만큼  높은  약  0.7V  이상의  전위를  공급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한  강하  전위의  공급  방법은  베이직  셀(B)에  의해  구성된  논리  회로(108)이  다음의 
전위차(V)에 의해 구동된다.

V=[셀내 전원선(26H)의 전위]-[셀내 저 전위 전원선(26L)의 전위]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논리  회로(108)을  구동시킬  수도  있다.  이  방법에  의해서도,  베이직  셀 영
역(12)의  셀로  인가되는  전압은  전원선(24)의  전위(5V)(외부  전원  전위)보다도  낮아지는  것은 물론
이다.

제 11  도는 베이직 셀 영역(12)로의 강하 전위의 공급 방법의 제3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 11 도에
서는 제 9 도와 동일 부분에 동일한 참조 부호를 붙이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제3의  예는  컬럼(16)마다에  적절한  강하  전위의  전위를  각각  설정하도록  하고,  베이직   셀영역(12)
에서 복수 종류의 강하 전위가 공급되도록 한 것이다.

제1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컬럼(16A,16B  및  l6C)에는  각각  컬럼  양단에  각각  강하  셀(A)가 설치되
어  있다.  컬럼(16A  및  16B)의  강하  셀(A)는  제  4  도(a)에  도시한  강하  회로(106)에  의해  구성되고, 
컬럼(l6C)의  강하  셀(A)는  제  4  도(a)에  도시한  강하  회로(106B)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전압  강하 
회로(106B)에  의한  강하  전위는  강하  회로(106)의  그것보다도  더욱  낮다.  따라서  컬럼(l6A  및 16B)
내에  설치된  셀내  전원선(26A)에는  제  9  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  3.3V  정도의  강하  전위가 각
각  공급되게  되고,  또  컬럼(16C)내에  설치된  셀내  전원선(26B)에  있어서는  약  2.6V  정도의  강하 전
위가 공급되도록 된다.

상기  구성에  의한  공급  방법에서는  베이직  셀  영역(12)에서  그  컬럼(16)마다에  강한  전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컬럼(16)마다에 적절한 강하 전위가 설정되도록 해도 좋다.

제 12  도는 제3공급 방법을 이용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칩내 전위 분포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 12 
도에서는 제 1  도  및  제  11  도와 동일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참조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략한
다.

제  13  도는  제2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를  이용한  3.3V  사양  칩에  의한  회로판  상의 시스
템을도시한 도면이다.

제  1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회로판(200)  상에는  제2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202)와, 
그밖의 반도체 장치(204)가 각각 탑재되어, 시스템이 구성된다.또 보드(200) 상에는 전원선 
VDD (3.3V)와  GND가  각각 배설되어 있다.  이들 장치(202  및  204)는  모두 그 동작 전압이 3.3V이다. 게

이트 어레이 장치(202)에는 동작을 위한 전원 외에 VDD(5V)가 공급되는 단자를 구비한다.

제 14 도는 제2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칩의 내부 구성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제  l4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칩(205)  내부에는  첨  외부에서  입력  패드  전극(206)을  통해  입력 신
호(IN)이  공급되는  입력  회로(208)이  설치되어  있다.  입력  신호(IN)은,  예를  들면  3.3V의  정도의 진
폭을  갖는다.  입력  회로부(210)  내에는  입력  버퍼(210)이  설치되어  있고,  입력  버퍼(210)에  의해 외
부 입력 신호(IN)이  칩  내부 신호로 변환된다.  내부 신호는 신호 처리를 행하는 논리 회로가 형성되
는  베이직  셀  영역(2l2)로  보내진다.  베이직  셀  영역(212)에서는  원하는  신호  처리를  행하는  논리 
회로부(214)가  형성되어  있다.  논리  회로부(214)는  상기  내부  신호에  따라  연산  등의  처리를  해서, 
그  처리  결과인  내부  신호를  출력회로부(216)에  공급한다.  출력  회로부(216)에는  칩  내부  신호를 외
부  출력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출력  버퍼(218)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입력  버퍼(210),  베이직  셀 
영역(212)에  형성된  논리  회로(214),  출력  버퍼(218)은  모두  전위  3.3V에  의해  구동된다.  출력 회로
부(216)에는,  다시  출력  버퍼(218)에서의  출력  신호의  레벨을  시프트하는  레벨  시프트부(220)이 설
치되어  있다.  레벨  시프트부(220)은  전위(5V)로  구동되고,  출력  버퍼(218)에서의  출력  신호  레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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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3.3V에서  대략  5V까지  시프트된다.  시프트된  신호는  다시  강하부(222)에  의해  강하되고, 
거의  5V까지  시프트된  신호의  전위는  3.3V  정도의  전위까지  낮춰진다.  전압  강하부(222)에서  강하된 
신호는 칩 외부로의 출력 신호(OUT)로서 출력 패드 전극(224)를 통해 칩 외부로 보내진다.

상기  구성의  게이트  어레이  장치는  특히  그  칩  내부  신호가  동작  전압(3.3V)보다  높은  전압(5V)로 
스위칭되기 때문에 내부 신호의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은 동작 전압이 높으면 신호로 되는 
전류가  보다  많이  흐르게  되어,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가  동작하기까지의  상승  시간을  단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저전압화된  반도체  장치에서는  그  내부에  형성되는  회로의  동작이  완만해져서  칩의 성
능이  떨어진다.  그러나  제2실시예와  같이  일부의  회로만이라도  보다  높은  전압으로  동작하도록  하면 
회로의  동작을  고속화할  수  있고,  성능  저하를  보충할  수  있다.  전압을  높여야  할  일부  회로는, 예
를 들면 상기 실시예와 같은 출력 회로 등 보다 고속 처리를 요하는 회로인 것이 좋다.

또  게이트  어레이  장치에서는  그  집적  게이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베이직  셀  영역에는  미세한 소
자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제2실시예와  같이  집적도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I/O  회로에서 보
다 높은 전압으로 회로를 동작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 15 도는 제2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의 출력 회로(216)의 구체적인 회로도이다.

제  15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단(226)에는  도시하지  않은  베이직  영역의  논리  회로에서  칩 내
부  신호(OUTa)가  입력된다.  신호(OUTa)는,  예를  들면  진폭  3.3V  정도를  갖는다.  입력단(226)은  제1 
및  제2버퍼부(218A  및  218B)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제1버퍼부(218A)는  p채널형  MOSFET(Q40  및 Q4
1)로  이루어지는  CMOS형  인버터로  구성된다.  제2버퍼부(218B)는  도면중에서는  인버터  기호로 표시되
나,  예를  들면  제1버퍼부와  마찬가지로  CMOS형  인버터로  구성된다.  제1버퍼부(218A)의  출력은  레벨 
시프트부(220)에  접속되어  있다.  레벨  시프트부(220)은  고  전위  전원  5V에  저항(R40)을  접속하고, 
저항(R40)에  콜렉터를  접속하며,  접지를  에미터에  접속한  npn형  트랜지스터(Tr41)로  구성된다. 제1
버퍼부(218A)의  출력은  트랜지스터(Tr41)의  베이스에  접속된다.  한편,   제2버퍼부(218B)의  출력은 
풀  다운부(228)을  구성하는  n채널형  MOSFET(Q42)의  게이트에  접속되어  있다.  레벨  시프트부(220)의 
출력은  저항(R40)과  트랜지스터(Tr40)과의  상호  접속점  노드(230)에서  얻어지고,  노드(230)은 강하
부(222)에  접속되어  있다.  강하부(222)는  제  4  도를  참조하여  설명한  강하  회로에  준하고,  콜렉터를 
고  전위  전원  5V에  접속한  npn헝  트랜지스터(Tr41)과,  베이스를  공통으로  하여  고  전위와  저  전위 
사이에  콜렉터와  에미터를  직렬로  접속한  npn형  트랜지스터(Tr42  및  Tr43)으로  구성된다. 트랜지스
터(Tr41)의  에미터는  트랜지스터(Tr42  및  Tr43)의  공통  베이스에  접속됨과  동시에  npn형 트랜지스터
(Tr44)의  콜렉터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지스터(Tr44)의  에미터는  접지되고,   그  베이스는 제1버퍼부
(218A)의  출력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지스터(Tr44)는  트랜지스터(Tr41)에서  공급되는 트랜지스터
(Tr42  및  Tr43)으로  베이스  전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트랜지스터(Tr43)의  에미터는 
MOSFET(Q42)의  드레인에  접속되고,   이들의  상호  접속점  노드(232)로부터는  출력  회로(216)에서의 
출력 신호(OUT)가 얻어지고, 노드(232)는 출력 패드 전극(224)에 접속되어 있다.

다음에 상기 출력 회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칩  내부  신호(OUTa)가  H레벨인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제1  및  제2버퍼부(218A  및 218B)는H레벨
의 신호를 받아서 L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이  L레벨의 신호를 받은 트랜지스터(Tr40  및  Tr44)  및 
MOSFET(Q42)는  오프한다.  트랜지스터(Tr40  및  Tr44)가  오프하면  트랜지스터(Tr41)의  베이스에는  고 
전위  전원(5V)에서  저항(R40)을  통해  전류가  공급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Tr41)이  온한다. 트랜지
스터(Tr41)이  온하면,  트랜지스터(Tr42  및  Tr43)의  공통  베이스에  전류가  공급되어  이들이  온한다. 
또  MOSFET(Q42)는  오프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232)에서는  고  전위  전원인  트랜지스터(Tr41)과, 베이
스가  공통으로  접속된  트랜지스터(Tr42  및  Tr43)을  통해  H레벨의  신호가  얻어진다.  H레벨의  전위는 
약 3.6V이다.

다음에  칩  내부  신호(OUTa)가  L레벨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L레벨의  내부  신호(OUTa)를  받아서 
제1  및  제2버퍼부(218A  및  218B)는  모두  H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Tr40  및 
Tr44)  및  MOSFET(Q42)는  모두  온한다.  트랜지스터(Tr40  및  Tr44)가  온하면  고  전위  전원(5V)로  이들 
트랜지스터(Tr40  및  Tr44)를  통해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트랜지스터(Tr41,Tr42  및  Tr43)은  전부 오
프한다. 또 MOSFET(Q42)는 온하고 있으므로, 노드(232)로부터는 H레벨의 신호가 얻어진다.

상기  구성의  출력  회로(216)에  따르면  내부  신호(OUTa)의  의부  출력  신호(OUT)로의  변환을  예를 들
면 5V라는 고  전위로 스위칭하는 회로를 통해 행하므로 출력 회로의 처리 속도가 고속화된다.  이 결
과, 이와같은 출력 회로를 칩에 내장하면 특히 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  2개의  실시예로  본  발명을  설명했으나,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요지
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변경가능하다.  예를  들면,  외부  전원  전압은  5V가  아니라도 좋
고,  또  강하전압도 3.3V가  아니라도 좋다.  또  제  6  도를 참조해서 설명한 입력 회로,  또는 제 7  도 
또는  제  8  도를  참조해서  설명한  출력  회로도  제1실시예에  관한  게이트  어레이  장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장치에 내장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다양하게 변경가능함은 물론이다.

또한,  본원  청구  범위의  각  구성  요건에  병기한  도면  참조  번호는  본원  설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도면에 도시한 실시예에 한정할 의도로 병기한 것은 아니
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단일의  전원  전위가  공급되어  칩  내부에서  상기  전원 전
위와 상기 전원 전위를 강하한 전위 각각에 의해 회로가 동작되어 칩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칩의 
저전압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게이트 어레이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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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게이트  어레이  집적  회로  장치에  있어서,  반도체  칩;  제1전위를  제2전위로  강하하며,  상기  칩  내에 
설치된  전압  강하  수단;  상기  제2전위보다  낮은  제3전위와  상기  제2전위간  전위차에  의해  동작되며, 
상기  칩  내에  설치된  게이트  어레이  회로  그룹;  상기  칩  내에  설치된  제1주변  회로;  상기  칩  내에 
설치된  제2주변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제  1주변  회로는  상기  게이트  어레이  회로  그룹으로부터 출
력된  제1진폭을  갖는  제1어레이  신호를  상기  제1진폭보다  큰  제  2  진폭을  갖는  제1칩  외부  신호로 
변환하는  외부  신호  출력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제2주변  회로는  실제적으로  상기  제2진폭을  가지며 
상기  칩의  외부로부터  출력되는  제2칩  외부  신호를  실제적으로  상기  제1진폭을  갖는  제2어레이 신호
로  변환하는  외부  신호입력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  신호  출력  회로는  상기  제1어레이  신호를 
상기  제2전위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차의  범위내에  있는  진폭의  제1내부  신호로  변환하여  이 제1내
부  신호를  출력하는  제1버퍼를  포함하며,  이  제1버퍼는  상기  제2전위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차에 의
해서 동작되며;  상기 외부 신호 출력 회로는 상기 제1내부 신호를 상기 제1칩  외부 신호로 변환하여 
이  칩  외부  신호를  상기  칩의  외부로  출력하는  제2버퍼를  포함하며,  이  제2버퍼는  상기  제1전위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차에 의해서 동작되며;  상기 외부 신호 입력 회로는 상기 제2칩  외부 신호를 상
기  제2전위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차의  범위내에  있는  진폭의  제2내부  신호로  변환하여  이  제2내부 
신호를  출력하는  변환기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  신호  입력  회로는  상기  제2내부  신호를  상기 제2어
레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2어레이  신호를  상기  게이트  어레이  회로  그룹에  출력하는  제3버퍼를 
포함하며,  이  제3버퍼는  상기  제2전위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차에  의해서  동작되며;  상기  제3전위는 
2진 신호 논리 레벨 중 한 레벨이며, 상기 게이트 어레이그룹, 상기 주변 회로 및 상기 제 2주변 회
로는 상기 한  신호 논리 레벨을 공통으로 가지며;  상기 제  1버퍼는 상기 제1어레이 신호가 공급되는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2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제1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제1내부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단자로서  사용되는  전류  경로를  가진  제1스위치,  및  상기  제1어레이  신호가 공
급된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1스위치의 상기 전류 경로의 상기 타단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제3
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제2전원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가진  제2스위치를  포함하며,  상기  제2스위치는 
상기  제1스위치가  각각  온  또는  오프  상태로  설정될  때  오프  또는  온  상태로  설정되며;  상기 제2버
퍼는  상기  제1스위치와  상기  제2스위치간  접속  노드에  접속된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1전위를 공
급하기  위한  제3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제1내부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단자로서 사용되
는 전류 경로를 가진 풀업 수단,  및  상기 제1스위치와 상기 제2스위치간 접속 노드에 접속된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2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풀업 수단의 상기 전류 경로의 상기 타단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가진  풀다운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풀다운  수단은  상기  풀업  수단이  각각  온  또는 오
프  상태로  설정될  때  오프  또는  온  상태로  설정되며;  상기  변환기는  전류  경로  및  상기  제1전원에 
접속된  입력부를  포함하며,  상기  전류  경로의  일단은  상기  제2칩  외부  신호가  공급되는  신호  수신 
단자로서  사용되며,상기  전류  경로의  타단은  상기  제2내부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단자로서 사
용되며;  상기  제3버퍼는  상기  제2내부  신호가  공급되는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1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제2어레이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단자로서  사용되는  전류  경로를  가진  제4스위치, 
및  상기  제2내부  신호가  공급되는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4스위치의  상기  전류  경로의  상기 타단
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제2전원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가진  제5스위치를  포함하며,  상기 제5스위
치는  상기  제4스위치가  각각  온  또는  오프상태로  설정될  때  오프  또는  온  상태로  설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게이트 어레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5스위치는  절연  게이트  FET들로  구성되며,   상기  풀업  수단 
및  상기  풀다운  수단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  어레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3 

전위  전위에  애노드를  접속한  다이오드(Tr1  및  Tr5)와,  상기  제1전원에  콜렉터를  접속하고, 베이스
를  상기  다이오드의   캐소드에   접속한  제1바이폴라  트랜지스터(Tr2)를  구비하고,   바이폴라 트랜지
스터의  베이스와  에미터간  전압에  의해  강하  전위를  얻는  전압  강하  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1바이폴
라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에  콜렉터를  접속하고,  베이스를  상기  제1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공통으로  접속한  제  2바이폴라  트랜지스터(Tr3)을  구비하며,   상기  강하  전위를  상기  공통  접속 베
이스와  제2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사이의  전압에  의해  얻어지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압 강하 회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오드는  콜렉터와  베이스를  공통으로  접속한  제3바이폴라 트랜지스터
(Tr1 및 Tr5)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강하 회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바이폴라  트랜지스터(Tr5)의  콜렉터와  베이스를  스위치(Q1)를  통해 접속
하고,  스위치의  온/오프에  의해  상기  강하  전압의  발생을  제어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강하 회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를  절연  게이트형  FET(Q1)에  의해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강하 회로.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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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오드의  캐소드와  상기  공통  베이스와의  사이에,  상기  제1전원에 콜렉터
를  접속한  적어도  하나의  제4바이폴라  트랜지스터(Tr4)를  차례로  다링톤  접속하여  상기  강하  전압을 
조절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강하 회로.

청구항 8 

게이트 어레이 집적 회로 장치에 있어서,  반도체 칩;   제1전위를 제2전위로 강하하며,  상기 칩  내에 
설치된  전압  강하  수단;  상기  제2전위보다  낮은  제3전위와  상기  제2전위간  전위차에  의해  동작되며, 
상기  칩  내에  설치된  게이트  어레이  회로  그룹;  상기  칩  내에  설치된  제1주변  회로;  상기  칩  내에 
설치된  제2주변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제  1주변  회로는  상기  게이트  어레이  회로  그룹으로부터 출
력된  제1진폭을  갖는  제  1어레이  신호를  상기  제1진폭보다  콘  제  2  진폭을  갖는  제1칩  외부  신호로 
변환하는  외부  신호  출력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제2주변  회로는  실제적으로  상기  제2진폭을  가지며 
상기  칩의  외부로부터  출력되는  제2칩  외부  신호를  실제적으로  상기  제1진폭을  갖는  제2어레이 신호
로  변환하는  외부  신호입력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  신호  출력  회로는  상기  제1어레이  신호를 
상기  제2전위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차의  범위  내에  있는  진폭의  제1내부  신호로  변환하여  이 제1내
부  신호를  출력하는  제1버퍼를  포함하며,  이  제1버퍼는  상기  제2전위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차에 의
해서 동작되며;  상기 외부 신호 출력 회로는 상기 제1내부 신호를 상기 제1칩  외부 신호로 변환하여 
이  칩  외부  신호를  상기  칩의  외부로  출력하는  제2버퍼를  포함하며,  이  제2버퍼는  상기  제1전위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차에 의해서 동작되며;  상기 외부 신호 입력 회로는 상기 제2칩  외부 신호를 상
기  제2전위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차의  범위  내에  있는  진폭의  제2내부  신호로  변환하여  이  제2내부 
신호를  출력하는  변환기를  포함하며;  상기  외부  신호  입력  회로는  상기  제2내부  신호를  상기 제2어
레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2어레이  신호를  상기  게이트  어레이  회로  그룹에  출력하는  제3버퍼를 
포함하며,  이  제3버퍼는  상기  제2전위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차에  의해서  동작되며;  상기  제3전위는 
2진  신호  논리 레벨 중  한  레벨이며,  상기  게이트 어레이그룹,  상기  주변 회로 및  상기  제2주변 회
로는 상기 한  신호  논리 레벨을 공통으로 가지며;  상기  제1  및  제2주변  회로는 I/O  회로  영역 내에 
형성되며  상기  게이트  어레이  회로  그룹은  기본  셀  영역  내에  형성되며;  상기  전압  강하  수단은 상
기 제3전위를 상기 I/O  회로  영역에 공급하기 위한 I/O  회로  영역 전압 강하 수단 및  상기 제3전위
를 상기 기본 셀 영역에 공급하기 위한 기본 셀 영역 전압 강하 수단을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 어레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각각에 복수의 게이트가 로우로 배치되는 복수의 컬럼은 상기 기본 셀 영역 내에 
배열되며  상기  기본  셀  영역  전압  강하  수단은  상기  컬럼들의  각각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 어레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셀 영역 내에 배열된 적어도 하나의 제1컬럼;  상기 제 1컬럼 내에 배
치된 제1기본 셀  영역 전압 강하수단;  상기 제1컬럼 내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제3전위와 상기 제2전
위간 전위차에 의해 구동되는 제1로직 회로; 상기 기본 셀 영역 내에 배열된 적어도 하나의 
제2컬럼;  상기  제2컬럼  내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제3전위보다  낮은  제4전위로  상기  제1전위를 강하
시키는 제2기본 셀 영역 전압 강하 수단 및 상기 제2컬럼 내에 배치되어 있고,  상기 제4전위와 상기 
제2전위간  전위차에  의해서  구동되는  제2로직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 어레
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1 

입력  회로에  있어서,  제1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제1전원;  상기  제1전위보다  낮은  제2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제2전원;  상기  제1전위와  상기  제2전위간  전위  레벨을  갖는  제3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제3전원; 
상기  제1전위와  상기  제2전위간  전위차의  범위  내에  있는  제l진폭을  갖는  입력  신호가  공급되는 입
력 단자;  일단이 상기 입력 단자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가지며,  상기 입력 신호를 상기 제1진폭보다 
작은  제2진폭을  갖는  내부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기;  출력부  및  상기  변환기의  상기  전류 경로
의  타단에  접속된  입력부를  가지며,  상기  내부  신호를  상기  제2진폭과  거의  동일한  진폭을  갖는 출
력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버퍼;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변환기와 상기 버퍼간 접속 노드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제4전위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가지며,  상기  내부  신호의  상기  진폭을 보상
하기  위한  보상  수단;  및  상기  버퍼의  상기  출력부에  접속된  출력  단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12 

제  1l  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  수단은  상기  버퍼의  상기  입력부와  상기  출력  단자간에  접속된 입력
부를 가지며; 상기 변환기는 상기 제2전원에 접속된 입력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 수단 및 상기 변환기는 절연된 게이트 FET들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일단이  상기  입력  단자와  상기  변환기  전류  경로의  일단간의  접속  노드에 접속
되고  타단은  상기  제1전원에  접속된  제1다이오드  전류  경로를  갖는  제1보호  다이오드;  및  일단이 상
기 제2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입력 단자와 상기 변환기 전류 경로의 상기 일단간의 접속 노드
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갖는 제2보호 다이오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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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는 상기 변환기의 상기 전류 경로의 상기 타단에 접속된 입력부 및 일
단이 상기 제3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출력 단자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갖는 제1스위치;  및 상
기 변환기의 상기 전류 경로외 상기 타단에 접속된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2전원에 접속되고 타단
은  상기  출력  단자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갖는  제2스위치를  포함하며;  상기  제2스위치는  상기 제1스
위치가 각각 온  또는  오프 상태로 설정된 때  오프  또는 온  상태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
력 회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스위치는  제1도전형의  절연  게이트  FET로  형성되며,  상기  제2스위치는 
제2도전형의 절연 게이트 FET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입력 회로.

청구항 17 

출력  회로에  있어서,  제1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제1전원;  상기  제1전위보다  낮은  제2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제2전원;  상기  제1전위와  상기  제2전위간  전의  레벨을  갖는  제3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제3전원; 
상기  제3전위와  상기  제2전위간  전의차의  범위  내에  있는  제1진폭을  갖는  입력  신호가  공급되는 입
력  단자;  출력부  및  상기  입력  단자에  접속된  입력부를  가지며,  상기  입력  신호를  상기  제1진폭과 
거의동일한  제2진폭의  내부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버퍼;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1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출력 단자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가지며,  상기 출력 단자의 전위를 풀업시키기 위한 풀업 수
단;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2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출력  단자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가지
며,  상기 출력 단자의 전위를 물다운시키기 위한 풀다운 수단;  상기 버퍼의 상기 출력부 및 상기 풀
다운  수단의  상기  입력부를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배선;  상기  버퍼의  상기  출력부에 접
속된  입력부,  상기  풀업  수단의  상기  입력부에  접속된  출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1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제2전원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가지며,  상기  내부  신호의  피크  전위값을  상기 제1전위
와  상기  제3전위간  전위  피크값으로  시프트시키기  위한  레벨  시프팅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레벨 시
프팅  수단은  일단이  상기  제1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레벨  시프팅  수단의  상기  출력부에 접속
된  전류  경로를  갖는  제1저항기를  포함하며;  상기  레벨  시프팅  수단은  상기  레벨  시프팅  수단의 상
기 입력부에 접속된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2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레벨 시프팅 수단의 상
기  출력부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갖는  제1스위치를  포함하며;  일단이  상기  출력  단자에  접속되고 타
단이  상기  제1전원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가지며,  출력  전압을  보상하기  위한  출력  전압  보상 수단
을 더 포함하며;  상기 버퍼는 이 버퍼의 상기 입력부에 접속된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3전원에 접
속된  전류  경로를  갖는  제2스위치를  포함하며;  상기  버퍼는  일단이  상기  제2스위치의  상기  전류 경
로의  상기  타단에  접속되며  타단은  상기  버퍼의  상기  출력부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갖는 제2저항기
를  포함하며,  상기  버퍼는  상기  버퍼의  상기  입력부에  접속된  입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2전원에 접
속되고  타단은  상기  버퍼의  상기  출력부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갖는  제3스위치를  포함하며;  상기 제
2스위치는 상기 제3스위치가 각각 온 및 오프 상태 중 한 상태로 설정된 때 오프 및 온 상태 중 한 
상태로  설정되며;  상기  출력  전압  보상  수단은  상기  제2스위치와  상기  제2저항기간  접속  노드에 접
속된  입력부를  가지며;  상기  출력  전압  보상  수단은  상기  출력  전압  보상  수단의  상기  입력부의 전
위와  상기  제1전원의  전위간  전위차를  분할하기  위한  전압  분할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출력  전압 
보상  수단은  상기  전압  분할  수단에  의해  상기  전위차를  분할함으로써  도출된  전위가  공급되는 입력
부 및  일단이 상기 제1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출력 단자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회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저항기는  수동  소자로  형성되며,  상기  제1스위치는  바이폴라 트랜지스
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회로.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풀업 수단 및  상기 풀다운 수단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들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회로.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스위치는  제1도전형의  절연  게이트  FET로  형성되며,  상기  제3스위치는 
제2도전형의 절연 게이트 FET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회로.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분할 수단은 일단이 상기 제1전원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제4스위치
의 상기 입력부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갖는 제3저항기;  및 일단이 상기 출력 전압 보상 수단의 상기 
입력부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제4스위치의  상기  입력부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갖는  제4저항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회로.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부하가  상기  제4스위치의  상기  타단과  상기  출력  단자간에  설치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출력 회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는 제5스위치를 포함하며,   이  제5스위치는 상기 제3전원에 접속된 입
력부 및  일단이 상기 제4스위치의 상기 전류 경로의 상기 타단에 접속되고 타단은 상기 출력 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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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단에 접속된 전류 경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회로.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5스위치는 절연 게이트 FET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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