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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집적회로, 메모리모듈, 기억매체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구제방법에 관한 것으로, 각각 데이터버스(16)를

공유하는 중앙처리장치(10), 전기적으로 변경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11) 및 휘발성 메모리(12, 13)를 가져, 휘발성 메모

리의 결함구제에 비휘발성 메모리의 기억정보를 이용하며, 휘발성 메모리는, 부가적 메모리셀에 의해 불량인 정규 메모리

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를 래치하는휘발성 기억회로(12AR, 13AR)를 가지고, 비휘발성 메모리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초기화하는 지시에 응답하여 구제정보를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판독하고, 휘발성 기억회로는, 초기화의 지시에 응답하여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의 구제정보를 래치함으로써, 결함구제에 휴즈프로그램회로가 필요없게 되고, 번인 후에 발생한 결

함도 새롭게 구제할 수 있어 회로기판에 실장시킨 후에도 새로운 결함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집적회로의 결

함에 대해 구제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제시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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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집적회로의 한 예에 관한 제 1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의 블럭도이다.

도 2는 도 1의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구제정보의 상세한 한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3은 리셋기간에 있어서의 구제정보의 이니셜로드처리의 한 예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4는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에 대하여 결함구제가 가능한 시기를 제조공정에서부터 시계열(時系列)적으로 나타낸 순서

도이다.

도 5는 동(銅)배선계 프로세스에 대하여 휴즈를 레이저로 자른 개구부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디바이스단면도이다.

도 6은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의 한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7은 DRAM의 메모리셀 어레이의 한 예를 나타내는 개략설명도이다.

도 8은 CMOS스태틱형 메모리셀의 한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9는 SRAM의 메모리셀 어레이의 한 예를 나타내는 개략설명도이다.

도 10은 플래쉬메모리셀의 한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11은 플래쉬메모리의 메모리셀 어레이의 한 예를 나타내는 개략설명도이다.

도 12는 플래쉬메모리에 있어서의 기록상태 및 삭제상태의 한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3은 플래쉬메모리의 기록동작 및 삭제동작 각각에 있어서의 전압인가상태의 한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관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다른 예인 제 2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의 블럭도이다.

도 15는 제 2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에 있어서의 구제정보의 한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16은 제 2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에 있어서의 구제정보의 이니셜로드처리의 한 예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17은 본 발명에 관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또다른 예인 제 3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의 블럭도이다.

도 18은 제 3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에 있어서 리셋기간에 구제정보를 이니셜로드하는 처리의 한 예를 나타내는 타이밍차

트이다.

도 19는 메모리매트 혹은 메모리블럭의 치환에 의해 결함구제를 실시하는 구성을 도입한 메모리의 한 예를 개략적으로 나

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0은 강압전원회로를 가지는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의 한 예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1은 강압전원회로의 한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22는 DRAM12의 데이터보지모드에 있어서 메모리셀의 리프레시간격을 제어하는 리프레시타이머의 한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23은 도 23에 예시되는 리프레시타이머의 동작의 한 예를 나타내는 타이밍차트이다.

도 24는 SRAM13의 타이밍 콘트롤러에 있어서의 센스앰프 활성화신호의 타이밍조정회로의 한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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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도 14의 결함구제, 도 21의 전압트리밍, 도 22의 리프레시간격의 최적화, 도 24의 타이밍 콘트롤러의 타이밍조정

각각에서 설명한 기술을 도 20에 예시되는 하나의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에 통합적으로 적용시켰을 때 플래쉬메모리에

격납되는 초기화 데이터의 포맷의 한 예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26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집적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시스템의 한 예를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A, 30 :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 10 : CPU(중앙처리장치)

11 : 플래쉬메모리 12 : DRAM

13 : SRAM 14 : 입출력회로

15 : 어드레스버스 16 : N비트의 데이터버스

17 : 콘트롤버스 18A : 외부 어드레스버스

18D : 외부 데이터버스 18C : 외부 콘트롤버스

19 : 클록펄스 제너레이터 20 : 제어회로

31 : 강압전원회로 100 : 컴퓨터(PC 또는 전자계산기)

101 : 키보드 102 : 기록매체

103∼106 : 데이터 AB : 어드레스버퍼

AC : 어드레스 비교회로 AMP : 연산증폭기(OP 앰프)

AND : AND게이트 AR :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

BL : 비트선 CD :공통 데이터선

CG : 콘트롤게이트 DMC : 다이나믹형 메모리셀

DR : 드레인 FG : 플로팅게이트

FMA : 플래쉬메모리셀 IB : 입력버퍼

MA : 메모리셀 어레이 MAT : 메모리매트

MB : 모드비트 MR : 모드레지스터

OB : 출력버퍼 RW : 리드라이트회로

SA : 센스앰프 SC : 소스

SEL : 셀렉터 SQ : 시퀀스 콘트롤러

TC : 타이밍 콘트롤러 TG : 트랜스퍼 게이트

TM : 타이밍 조정정보 VDD : 외부전원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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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L : 내부전원전압 VR : 참조전압

WB : 기록버퍼 WL : 워드선

XD : X디코우더 YD : Y디코우더

YS : Y셀렉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중앙처리장치와 같은 제어처리장치와 함께 DRAM(다이나믹·랜덤·액세스·메모리)이나 SRAM(스태틱·랜덤·액세

스·메모리) 등의 휘발성메모리와 플래쉬메모리 등의 전기적으로 변경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반도체기판에 탑재시킨 반

도체집적회로에 관하여, 예를들어 DRAM혼재LSI(대규모반도체집적회로), 나아가 시스템LSI 등으로 불리는 시스템온칩

(system on-chip)형의 대규모집적회로에 적용시켜 유효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반도체집적회로의 대규모화는 DRAM혼재LSI나 시스템LSI라 불리는 시스템온칩화에 이르고 있는 추세이다.

반도체집적회로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내부에 발생되는 결함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DRAM,

SRAM, 플래쉬메모리 등의 메모리는, 비교적 소면적에서 큰 기억용량을 가질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극히 미세한 가

공과 그에 따른 신호의 미소화 등에 의해 결함이 발생되기 쉽다. 따라서, 다소의 결함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시

스템동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가적인 회로기술의 적용이 중요하게 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대규모화에 있어서는, 원하는 회로특성을 얻기 위한 트리밍기술의 적용이 빈번하게 요구되어진다. 트리

밍기술에 의해 내부전압, 전류와 같은 아날로그양과 타이밍신호의 타이밍과 같은 준아날로그로 간주할 수 있는 양이 반도

체집적회로의 불균일한 제조분포 등에 관계없이 원하는 값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대규모반도체집적회로를 위한 부가적인 회로기술과 트리밍기술에는 기존의 것을 참조할 수 있다. 하나는 본 출원인에 의

해 출원된 바 있는 플래쉬메모리와 같은 전기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의 메모리셀을 결함구제정보의 프로그

램에 이용하는 발명(일본특허공개 평7-334999호 공보, 대응 미국특허 제 5561627호 공보기재)이다. 이 발명에 있어서

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결함메모리셀을 특정하는 구제정보를 당해 비휘발성 메모리의 메모리셀에 격납하고, 초기화 동작

등에 맞추어 그 구제정보를 내부의 래치회로에 래치시켜 래치된 구제정보와 액세스어드레스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에

는 그 액세스를 부가적인 메모리셀의 액세스로 절환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또한, 다른 하나는, 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바 있는 플래쉬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 일부의 기억영역에 트리밍정

보를 격납하여 이용하는 발명(일본특허공개 평10-214496호 공보, 대응 미국특허출원 제 09/016300호)이다. 즉, 이 발명

에서는 플래쉬메모리의 동작전원을 제공하는 전압클램프수단의 출력클램프전압을 미조정하기 위한 트리밍회로가 설치되

며, 이 트리밍회로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트리밍정보가 플래쉬메모리의 메모리셀에 프로그램된다. 프로그램된 트리밍정

보는 리셋동작에 있어서 플래쉬메모리로부터 판독되어 레지스터로 내부전송된다. 전송된 트리밍정보를 이용하여 트리밍

회로의 상태가 결정된다. 이로써, 전압클램프수단에서 출력되는 클램프전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불균일한 제조분포에 관

계없이 플래쉬메모리의 동작을 위한 적절한 값으로 트리밍된다.

시스템LSI에 대하여 기재된 문선의 예로는 「전자재료(1998년 1월에 주식회사 공업조사회가 발행」제 34∼제 38쪽이 있

으며, CPU(중앙처리장치)와 함께 플래쉬메모리와 DRAM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 등을 혼재시킨 예가 그 도 4에 나타나 있

다. 비휘발성 메모리와 DRAM을 동일한 프로세스로 형성하는 기술은 미국특허 제 505744호 공보 등에서 이미 제공되어

있다. 또한, CPU와 함께 플래쉬메모리 및 DRAM을 하나의 반도체기판에 탑재시킨 반도체집적회로를 개시하는 공지예로

서, 일본특허공개 소64-52293호 공보 및 일본특허공개 평10-124381호 공보도 있다.

본 출원인에 의한 상기 선출원은, 하나의 플래쉬메모리 속의 닫힌 범위내에 있어서 결함구제나 트리밍에 당해 플래쉬메모

리의 기억소자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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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자는 시스템온칩 등으로 대표되는 집적도의 대규모화에 감안하여, 대규모집적회로에 탑재된 하나의 회로모듈인 비

휘발성 메모리를 다른 회로모듈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검토과정에 있어서 본 발명

자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기억정보를 당해 비휘발성 메모리와는 다른 휘발성 메모리의 결함구제 등에 이용하는 것을 생각

하였다. 본 발명자는 휘발성 메모리의 그와 같은 이용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인식하였다.

즉, 비휘발성 메모리에 구제정보를 부여하는 데에는 그 구제정보를 휘발성 메모리에 반영시키는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

와 같은 정보의 반영은, 휘발성 메모리의 구성에 따른 결함의 증대와 기억용량의 대용량화에 따른 결함의 증대에 대응하는

구제정보량의 증대가 발생되었다고 해도 고속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은 검토 후에 이루어진 조사에 있어서, 캐시메모리의 결함구제에 프로그래머블ROM을 이용하는 공지기술(일본특

허공개 평6-131897호 공보)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상기 공지기술의 프로그래머블ROM은 캐시메모리 내의 부가적인 메

모리제어회로에 부속된 전용 회로요소로서, 캐시메모리 내의 닫힌 범위내에서의 구제책에 지나지 않으며, 결과론적으로

비교하더라도 본 발명자에 의한 상기 검토과제에 대하여 아무런 시사해 주는 바가 없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제어처리장치에 의해 액세스가 가능하게 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가 탑재된 대규모 논리

구성을 가지는 회로에 있어서, 결함구제와 같은 결합변경의 변경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제공하는 것

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대규모 논리를 가지는 까닭에 비용절감에 대한 요청이 극심해지고 있는 반도체집적회로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DRAM과 SRAM 등의 휘발성 메모리를 메모리모듈로서 포함하는 반도체집적회로에 있어서, 상

기 메모리모듈의 결함구제에 관한 방법을 통일화함으로써 메모리모듈의 사용상 편리함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설계할 때에 이용되는 설계데이터가 기억된 데이터기억매

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 밖의 목적과 신규한 특징은 본 명세서의 기술 및 첨부도면에 의해 명확해질 것이다.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하기와 같다.

본 발명에 의한 제 1 반도체집적회로(1A, 1C)는, 하나의 반도체기판에, 중앙처리장치와 같은 제어처리장치(10)에 의해 액

세스가 가능하게 되는 전기적으로 변경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11)와,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의해 액세스가 가능한 휘발성

메모리(12, 13)를 가지며, 휘발성 메모리의 결함구제에 대응하는 접속변경을 하기 위하여 비휘발성 메모리의 기억정보를

이용한다. 즉,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정규 휘발성 메모리셀과 같은 제 1 휘발성 메모리셀과 부가용 휘발성 메모리셀과 같

은 제 2 휘발성 메모리셀을 복수개 가지며, 상기 제 2 휘발성 메모리셀에 의해 상기 제 1 휘발성 메모리셀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한 결합제어정보를 보지하는 휘발성 기억회로(12AR, 13AR)를 가진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복수개의 비휘발

성 메모리셀을 가지며, 그 일부는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기억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셀로 되고,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에 대한

초기화동작 지시와 같은 결합제어정보의 판독설정동작에 의해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비휘발성 메모리셀로부터 판독하여

출력한다.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는 상기 판독설정동작에 의해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의 결합제어정보를 입력보존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제 2 반도체집적회로(1B)는, 상기에 덧붙여 비휘발성 메모리의 결함구제에도 비휘발성 메모리의 기억정보

를 이용한다. 즉,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복수의 정규 휘발성 메모리셀과 부가용 휘발성메모리셀과 상기 부가용 휘발성 메

모리셀에 의해, 불량인 정규휘발성 메모리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를 보지하는 휘발성 기억회로(12AR, 13AR)를 가

진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복수의 정규 비휘발성 메모리셀과 부가용 비휘발성 메모리셀과 상기 부가용 비휘발성 메모

리셀에 의해 불량인 정규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를 보지하는 휘발성 기억회로(11AR)를 가진다. 상

기 비휘발성 메모리셀의 일부는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구제정보 및 비휘발성 메모리의 구제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셀로

된다. 비휘발성 메모리셀의 일부에 기억되어 있는 구제정보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에 대한 초기화 동작과 같은 판독설정

동작의 실행에 의해 비휘발성 메모리셀로부터 판독되며, 상기 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의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 및 상기 비

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의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각각 공급되어 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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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집적회로에 의하면, 결함구제와 같은 결합제어를 위한 정보는, 휴즈소자와 같은 소자 대신에 비휘

발성 메모리에 기록되게 되어, 휴즈소자를 사용할 때에 필요하게 되는 휴즈프로그램회로가 필요없게 된다. 그에 따라, 휴

즈절단을 위한 레이저 절단장치와 같은 비교적 비싼 제조장치의 사용과 공정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제조비용의 삭감을 실

현한 수 있게 된다. 휴즈소자를 설치할 때에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선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알루미늄 배선층이나, 신호전

파 지연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는 동배선과 같은 레이저절단이 어려운 층에 관계없이 휴즈소자를 절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휴즈소자를 반도체기판상의 비교적 상층부분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구조상 이유에서, 또한, 반도체기판

표면을 덮는 절연막과 표면보호막에 대한 레이저빛에 의한 열적 충격부여를 피하기 위하여, 휴즈소자 상의 절연막과 표면

보호막에 레이저 조사용 개구를 설치해 두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조프로세스가 복잡해진다는 이유에서, 반도체집적회

로 그 자체도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또한, 휴즈소자를 설치할 때에는, 레이저빛 조사의 경우 등 때문에소자 그 자체 크기

의 축소화가 제한되어 반도체기판의 크기가 비교적 커져버리게 된다. 휴즈프로그램회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제조프로세스

도 간소화된다. 결합제어정보를 기억하기 위하여 비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변경을 임의의 시기에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차례에 걸쳐 가능하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를들어 번인공정과 같은 반도체집적회로

의 제조에 있어서 비교적 후공정에서 발생한 결함에 대한 결합변경이나, 시스템 혹은 회로기판에 실장시킨 후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결합변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휘발성 메모리와 함께 휘발성 메모리가 탑재된 대

규모 논리구성을 가지는 회로를, 제조한 후에 변경할 수 있음으로써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논리를

가지는 반도체집적회로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및 휘발성 메모리의 각각의 데이터입출력단자가 공통접속되는 데이터버스(16)에 상기 각각의 휘발

성 기억회로(11AR, 12AR, 13AR)의 데이터입력단자를 결합시키고, 중앙처리장치와 같은 제어처리장치에 의한 초기화 동

작과 같은 결합제어정보의 판독설정동작에 의해,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출력되는 결합제어정보를 상기 데이터버스를 매

개로 대응하는 휘발성 기억회로로 전달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어처리장치에 의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의 액세스라는

점에서 당해 비휘발성 메모리의 범용적 이용성을 보증할 수 있다.

휘발성 메모리에 있어서의 휘발성 기억회로를 상기 데이터버스에 접속시키는 구성을 도입하면,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수

가 늘어나도 구제정보와 같은 결합제어정보의 전달을 위한 특별한 배선의 추가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결합구제정보 전체의 비트수가 데이터버스의 비트수 이하이면, 데이터버스의 신호선을 개개의 휘발성 기억회로의 데이터

입력단자에 따로따로 접속시킴으로써, 모든 휘발성 기억회로에 결합제어정보를 병렬적으로 로드하면 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함과 같은 결합변경의 빈도도 높아지며, 결합제어정보가 증대할 가능

성이 커지게 된다. 증대된 결합제어정보에 대하여 데이터버스의 폭, 즉 데이터버스의 비트수가 작은 경우에는, 각 휘발성

기억회로에 대한 결합제어정보의 로드를 직렬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반도체집적회로에 대한 초기화의 지시와 같은 설정동작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비휘발

성 메모리셀로부터 복수의 사이클로 나누어 순서대로 판독데이터버스로 출력시킬 때에, 상기 데이터버스를 매개로 판독사

이클마다 공급되는 결합제어정보를 상기 판독사이클마다 순서대로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입력시켜 보지시키면 된다.

특히, 시스템온칩 등으로 대표되는 집적도의 대규모화를 감안하면 다음의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이

대규모집적회로에 탑재된 하나의 회로모듈 또는 메모리모듈인 비휘발성 메모리를 다른 회로모듈 또는 메모리모듈과의 관

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휘발성 메모리의 기억정보를 당해 비휘발성 메모리와는 다른 휘발성메모리의 결

함구제 등의 결합제어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의 상기 데이터버스를 매개로 결합제어정보의 전송, 그리고 결합제

어정보의 복수 사이클로 나눈 직렬적인 내부전송에 의한 수단은, 휘발성 메모리의 대용량에 따라 결함과 같은 결합제어대

상이 되는 정보가 늘어날 때, 그 정보량의 증대에 대하여 그 정보를 개개의 휘발성 메모리에 반영시키는 처리를 고속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대한 결합제어정보의 로드를 간단한 구성으로 실시하려면,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는 반도체집적회

로에 초기화를 지시하는 리셋신호 (RESET)의 리셋기간지시를 의미하는 제 1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

터 출력되는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보지하고, 상기 리셋신호의 제 1 상태로부터 리셋해제 내지는 종료를 의미하는 제 2 상

태로의 변화에 응답하여 제어처리장치가 리셋예외처리를 개시하도록 하면 된다. 이 경우, 리셋신호는 결합제어정보의 로

드에 필요한 기간만큼 제 1 상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리셋신호에 의한 리셋해제타이밍이 너무 빠르면 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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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신호의 리셋해제타이밍의 실질적인 제약없이 결합제어정보의 로드동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도체집적회

로에 초기화를 지시하는 리셋신호(RESET)의 제 1 상태(리셋기간)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는 클록제어회로(19, 20)를 설치

할 수가 있다. 이 클록제어회로는, 상기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서 제 2 상태로의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의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입력시켜 보지시키고, 그 후, 중앙처리장치에 리셋예외처리를 개시시

킨다.

비휘발성 메모리가 변경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미리 입력되어 있던 결합제어정보가 잘못해서 변경되어 버릴 우려

가 생기게 된다. 그와 같은 불상사를 극력하게 배제하려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는 구제정보격납용 비휘발성 메모리셀

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와 억지하는 동작모드를 모드비트(MB2)에 의해 설정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또한, 반도체집적회로의 외부에 접속되는 기록장치에 의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와,

중앙처리장치에 의한 명령실행에 따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를 모드비트(MB1)에 의

해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면, 결합제어정보의 기록을 실장보드상에서(즉, 온보드(on-board)에서),

또는 어떠한 기록장치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실장 후에 생기는 결함에 대응하는 결합변경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으려면, 온보드기록모드를 서포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보드기록에 의한 결함구제요구와 같은 결합제어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진단프로그램을 격납시

킬 수도 있다. 상기 진단프로그램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및 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불량검출을 실시하고, 새로운 불량

메모리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를 비휘발성 메모리의 구제정보격납용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기록하는 처리를 상기 중

앙처리장치에 실행시킨다.

본 발명에 의한 제 3 반도체집적회로(30)는, 비휘발성 메모리(11)에 격납시켜 이용하는 정보를 결함에 대한 구제정보 이외

로도 확장시킨 것이다. 즉, 한개의 반도체기판에, 각각 데이터버스(16)를 공유하는 중앙처리장치(10)와 같은 제어처리장

치와, 전기적으로 변경가능하고,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11)와,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휘발성 메모리(12, 13)를 가진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및 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데이터버스에 데이

터입력단자가 접속하는 레지스터수단(11AR, 12AR, 13AR, AR, 31DR, 12DR, 13DE)을 각각 가지며, 각각 대응하는 상기

레지스터수단에 설정된 기능제어정보에 따라 각각의 기능의 일부가 결정되도록 된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복수개의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가지며, 그 일부는 상기 기능제어정보를 포함하는 초기화 데이터를 기억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셀로

된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또한 초기화 데이터기억용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와 억지하

는 동작모드를 가지며,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에 대한 초기화의 지시에 응답하여 비휘발성 메모리셀로부터 상기 초기화 데

이터를 판독하여 출력하도록 된다. 상기 레지스터수단은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에 대한 초기화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비

휘발성 메모리로부터의 초기화 데이터를 입력, 보지한다.

이 제 3 반도체집적회로에 있어서, 리셋의 지시에 응답하여 데이터량이 많은 초기화 데이터를 각 레지스터수단에 확실하

게 로드하려면, 반도체집적회로에 초기화를 지시하는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는 클록제어회로를 설치

하면 된다. 이 클록제어회로는, 예를들어 상기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서 제 2 상태로의 변화와 같은 상태변화에 응답하여

상호 활성타이밍이 어긋나 있는 복수상의 제 1 타이밍 신호를 출력하고, 그 후에,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리셋예외처리를 개

시시키기 위한 제 2 타이밍 신호를 출력하도록 된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복수상의 제 1 타이밍 신호의 활성타이

밍에 응답하여 상기 초기화 데이터를 비휘발성 메모리셀로부터 복수 사이클로 나누어 순서대로 판독하여 데이터버스로 출

력한다. 상기 레지스터수단은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의 상기 초기화 데이터의 판독사이클마다, 순서대로 데이터버스의 데

이터를 입력보지하는 입력설정동작을 실시한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이에 대응되는 상기 레지스터수단이 보지한 정보를 부가용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의해 불량인 정

규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다.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이에 대응되는 상기 레지스터수단이 보지한 정보를 부가용 휘발성 메모리셀에 의해 불량인 정규 휘

발성 메모리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제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다.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셀로서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을 가지며, 그 휘발성 메모리에 대응되는 상기 레지스터

수단이 보지한 정보를 상기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의 리프레시간격을 규정하기 위한 제어정보로서 이용하는 구성으로 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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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또한 이에 대응되는 상기 레지스터수단이 보지한 정보를 내부제어신호의 타이밍을 규정하기 위한

제어정보로서 이용하는 구성으로 될 수도 있다.

이 제 3 반도체집적회로에 있어서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비휘발성 메모리와 함께 휘발성 메모리가 탑재된 대규모 논리구

성을 가지는 회로의 결합변경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논리를 가지는 반도체집적회로의 생산성 향상

에 의해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예를들어 플래쉬메모리이며, 일부 비휘발성 메모리셀에는 상기 제어처리장치가 실행하는 프로그

램을 격납시킬 수 있다.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예를들어 DRAM이며, 상기 중앙처리장치의 워크메모리로서 이용할 수 있

다. 상기 휘발성 메모리를 예를들어 SRAM으로 이루어진 고속 액세스메모리로 할 수 있다.

DRAM이나 SRAM 등의 휘발성 메모리(12, 13)를 메모리모듈로서 포함하는 반도체집적회로(1A, 1B, 1C)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모듈은 그 메모리어레이에 관한 구제정보를 휘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휘발성 기억회로(12AR, 13AR)를 포함한다.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12AR, 13AR)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에 형성될 데이터버스에 결합가능한 복수의 입력단자 내지는

입력노드와,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초기화 동작과 같은 구제정보의 판독설정동작을 위한 제어신호(reset)를 받기 위한

제어신호입력단자를 가진다. 상기 메모리모듈은, 정규 휘발성 메모리셀과 같은 제 1 휘발성 메모리셀의 복수와, 부가용 휘

발성 메모리셀과 같은 제 2 휘발성 메모리셀의 복수를 가지며,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12AR, 13AR)는 상기 제 2 휘발성 메

모리셀에 의해 상기 제 1 휘발성 메모리셀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제정보를 보지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12AR, 13AR)에 설정되는 상기 구제정보를 상기 메모리모듈의 외부로부터 상기 메모리

모듈 내부의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 (12AR, 13AR)로 공급하는 구성으로 하고, 반도체집적회로에 내장되는 메모리모듈의

결함구제에 관계하는 회로 내지 기능방법을 표준화 내지 통일화한다. 이로 인해, 상기 메모리모듈을 메모리모듈부품, 이른

바 IP(지적재산)부픔으로서 판매하는 경우, 상기 메모리모듈의 사용상 편리함을 항상시킬 수 있다.

상기 메모리모듈을 포함하는 반도체집적회로는, 컴퓨터(전자계산기)로 이루어진 설계장치에 의해 설계되기 때문에,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12AR, 13AR)의 구성을 정하기 위한 레이아웃 데이터, 회로기능데이터 내지 결선데이터 등의 설계데이

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컴퓨터언어에 의해 기술된 데이터로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자기테이프, MO

(마그네트·옵티컬·디스크), CD-ROM 내지 플로피디스크 등의 기억매체로서 제공된다. 또한,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12AR,

13AR)의 설계데이터는, DRAM이나 SRAM 등의 휘발성 메모리의 메모리모듈의 회로기능의 설계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기

억매체에 격납되어 제공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12AR, 13AR)의 설계데이터는, DRAM이나 SRAM 등의 휘발성 메모리의 메모리모듈의 설계

데이터 내부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기억매체에 격납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메모리모듈의 설계 내지 그것을 포함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컴

퓨터언어에 의해 기술된 설계데이터로서 기억매체에 기억시켜 제공함으로써, 메모리모듈의 설계 내지 그것을 포함하는 반

도체집적회로의 설계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제 1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

도 1에는 본 발명의 반도체집적회로의 한 예에 관한 제 1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를 나타내었다. 도 1에 나타낸 싱글칩 마

이크로컴퓨터(1A)는, 단결정 실리콘 등으로 이루어진 1개의 반도체기판으로 형성되며, 시스템온칩된 시스템LSI로서 위치

하고 있다.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1A)는, 각각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CPU(중앙처리장치)(10), 비휘발성 메모리의 한 예인 플래쉬

메모리(11), 휘발성 메모리의 한 예인 DRAM(12), 휘발성 메모리의 다른 예인 SRAM(13), 및 입출력회로(14) 등을 가진

다. 각 메모리(11, 12, 13)는 각각 메모리모듈로 간주할 수 있다. 상기 CPU(10), 플래쉬메모리(11), DRAM(12), SRAM

(13) 및 입출력회로(14)는 어드레스버스(15), N비트의 데이터버스(16) 및 컨트롤버스(17)를 공유하고 있다.

등록특허 10-0581448

- 8 -



상기 입출력회로(14)는, 특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부 어드레스버스 (18A), 외부 데이터버스(18D) 및 외부 콘트롤

버스(18C) 등에 접속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상기 버스(18A, 18D, 18C)에 접속되어 도시하지 않은 입출력포트, 상기 외부

버스(18A, 18D, 18C)에 대한 버스사이클의 기동 등을 제어하는 버스콘트롤러, 그리고 직렬 인터페이스회로로 대표되는

입출력 주변회로 등을 가지고 있다.

상기 CPU(10)는, 특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산논리유니트(ALU), 프로그램카운터(PC), 스택포인터(SP), 스테이터

스 레지스터(SR)와 같은 전용 레지스터 및 워크에어리어로서 이용되는 범용 레지스터군으로 이루어진 실행유니트와, 상기

플래쉬메모리(11)에 격납된 프로그램데이터 내지 오퍼레이션·시스템·프로그램에서 공급되는 프로그램명령이 순서대로 입

력되는 명령레지스터와, 상기 명령레지스터에 격납된 명령을 디코우더하고, 상기 실행유니트에 대한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명령디코우더를 포함하는 제어유니트에 의해 구성된다. 상기 실행유니트는, 상기 어드레스버스(15), 데이터버스(16) 및

제어버스(17)에 결합되어, 상기 어드레스버스(15)로의 선택적인 어드레스신호의 출력, 상기 제어버스로의 선택적인 제어

신호의 출력, 및 데이터버스를 매개로 하는 데이터의 입출력을 제어한다. 따라서, 상기 CPU(10)은, 상기 플래쉬메모리

(11)에 격납된 프로그램데이터 내지 오퍼레이션 시스템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동작을 전체적으로 제어

한다.

상기 DRAM(12)은 CPU(10)의 워크메모리 또는 메인메모리로서 이용되는 비교적 대용량의 리드라이트메모리이다. 상기

DRAM(12)은 시스템의 대규모화에 따라 예를들어 수 기가비트와 같은 대용량을 가진다. DRAM(12)의 메모리셀 어레이

(12MA)는 정규의 워드선(WL)d_0∼(WL)d_Nd 외에 부가워드선(WL)dR을 가진다. 정규의 워드선(WL)d_0∼(WL)d_Nd

에는 정규의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의 선택단자가 결합되고, 부가워드선(WL)dR에는 부가용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의 선택단

자가 결합되어 있다. 메모리셀의 구성은 정규용과 부가용으로 상이한 점은 설정되지 않아도 된다.

정규의 워드선(WL)d_0∼(WL)d_Nd 내의 어느 워드선을 부가워드선(WL)dR의 선택으로 치환할 것인지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에 설정되는 구제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구제정보에 포함되는 구제 로우 어드레스정보는 어드레스 비교회

로 (12AC)에 의해 어드레스 버퍼(12A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 신호와 비교된다. 어드레스 비교회로(12AC)는 비교결과

가 일치할 때, 논리값 "1"의 검출신호 12Φ를 X디코우더(12XD)에 부여한다. 검출신호 12Φ가 논리값 "1"일 때, X디코우더

(12XD)는 어드레스버퍼(12A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에 의한 워드선 선택동작을 억지하고, 이에 대신하여 부가 워드선

(WL)dR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불량인 워드선에 관한 메모리 액세스는 부가 워드선(WL)dR에 관한 부가용 메모리셀의

선택동작에 대신할 수 있다. DRAM(12)의 그 밖의 구성은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SRAM(13)은, 예를들어 레지스터 파일이나 데이터 버퍼메모리 등의 고속 액세스메모리로서 이용된다. SRAM(13)의

메모리셀 어레이(13MA)는 정규 워드선 (WL)s_0∼(WL)s_Ns 외에 부가 워드선(WL)sR을 가진다. 정규 워드선 (WL)s_

0∼(WL)s_Ns에는 정규 스태틱형 메모리셀의 선택단자가 결합되고, 부가 워드선(WL)sR에는 부가용 스태틱형 메모리셀

의 선택단자가 결합되어 있다. 정규 워드선(WL)s_0∼(WL)s_Ns 내의 어느 워드선을 부가 워드선(WL)sR의 선택으로 치

환할 것인가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3AR)에 설정되는 구제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구제정보에 포함되는 구제 로우 어

드레스정보는 어드레스 비교회로(13AC)에 의해 어드레스버퍼(13A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신호와 비교된다. 어드레스

비교회로 (13AC)는 비교결과가 일치할 때, 논리값 "1"의 검출신호 13Φ를 X디코우더(13XD)에 부여한다. 검출신호 13Φ가

논리값 "1"일 때, X디코우더(13XD)는 어드레스버퍼 (13A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에 의한 워드선 선택동작을 억지하고,

이를 대신해서 부가 워드선(WL)sR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불량인 워드선에 관한 메모리 액세스는 부가 워드선(WL)sR에

관한 부가용 메모리셀의 선택동작을 대신할 수 있다. SRAM(13)의 그 밖의 구성은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플래쉬메모리(11)는, 콘트롤게이트와 플로팅게이트를 가지는 전기적으로 변경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매트릭스

배치한 메모리셀 어레이(11MA)를 가진다. 메모리셀 어레이(11MA)는 상기 CPU(10)의 동작프로그램과, 상기 DRAM(12)

및 SRAM(13)의 상기 구제정보를 격납하는 영역으로서 이용된다.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 (11MA)에는 비휘발성 메모리셀

의 콘트롤게이트에 결합된 워드선(WL)f_0∼(WL)f∼Nf와 비휘발성 메모리셀의 드레인에 결합된 비트선(BL)f_0∼(BL)f_

Mf가 설치되어 있다. 이 워드선(WL)f_0∼(WL)f_Nf와 비트선(BL)f_0∼(BL)f_Mf의 구성은 도 1의 지면의 앞뒤방향으로

N쌍 설치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예에서는, 워드선(WL)f_0과 비트선(BL)f_0이 교차하는 위치에 배치된 N비트분

의 비휘발성 메모리셀이 상기 구제정보의 격납영역으로 된다. 플래쉬메모리(11)의 삭제, 기록, 베리파이(verify) 및 판독

동작 등의 타이밍제어 등은 시퀀스콘트롤러(11SQ)가 수행한다. 그 동작의 지시는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CPU

(10) 등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주어진다.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플래쉬메모리(11)는 워드선 단위로 삭제될 수

있게 되어 있다.

CPU(10)는 플래쉬메모리(11) 등에 격납되어 있는 명령을 펫치(fetch)하여 해독하고, 그 해독결과에 따라 명령실행에 필

요한 오퍼랜드를 DRAM(12) 이나 SRAM(13) 등으로부터 취득하고, 취득한 오퍼랜드에 연산을 실시하여 그 연산결과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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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DRAM(12)이나 SRAM(13)에 격납하는 식의 연산처리를 실행하여, 프로그램에 기술된 일련의 데이터처리를 실시한다.

CPU(10)는, 리셋신호(RESET)가 고레벨로 되면, 실행도중인 처리가 있어도 그 처리를 모두 중단하고 내부회로의 소요노

드를 소정의 논리값 상태로 이니셜라이즈한다. 이 리셋기간(리셋신호(RESET)의 고레벨 기간)에는 CPU(10)내부의 초기

화 뿐만 아니라, 도시를 생략한 주변회로의 내부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초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상기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 13AR)의 초기화도 이루어진다. 상기 리셋신호(RESET)는 동작전원투입에 의한 파워-온

리셋 혹은 시스템 리셋 등 모든 지시에 응답하여 고레벨로 변화된다. 리셋신호(RESET)가 저레벨로 네게이트(negate)되

면, CPU(10)는 리셋 예외처리를 개시한다. 리셋기간중에 있어서의 CPU(10)내부의 초기화는, 프로그램 카운터, 스택포인

터 및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등의 제어용 레지스터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한, 파워-온 리셋의 경우에는 전원이 투입된

후에 리셋이 해제될때 까지의 사이에, 클록발생회로의 동작이 안정화되어, 리셋해제 후에는 안정된 클록신호가 CPU(10)

등에 공급될 수 있다. 또한, 도 1에 있어서 클록 펄스 제너레이터는 도시를 생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동자와 분주회로

등을 가지며, 동작기준 클록신호를 CPU(10)를 비롯한 각종 내부회로에 클록신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 플래쉬메모리(11)는, 리셋신호(RESET)의 리셋기간에 응답하여 구제정보의 리드동작을 수행한다. 즉, 시퀀스콘트롤

러(11SQ)는 리셋기간을 검출하면, 리드동작이 가능하도록 센스앰프(11SA) 및 출력버퍼(11OB)를 활성화한다. 또한, X디

코우더(11XD) 및 Y디코우더(11YD)는 상기 리셋신호(RESET)에 의해 지시되는 리셋기간에 응답하고, 워드선(WL)f_0 및

비트선(BL)f_0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상기 구제정보를 격납한 N비트의 메모리셀의 기억정보는 N비트의 데이터버스(16)

로 출력된다.

상기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 13AR)는 구제정보를 격납하기 위하여 예를들어 N/2비트분의 스태틱 래치를 가진다.

특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를 구성하는 스태틱 래치의 데이터입력단자는, 리셋신호

(RESET)의 고레벨(논리값 "1")의 기간에 N비트의 데이터버스(16)의 하위 N/2비트에 도통되며, 그 동안에 입력한 데이터

를 리셋신호(RESET)의 저레벨로의 반전동작에 의해 래치할 수 있다.

다른 쪽의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3AR)를 구성하는 스태틱 래치의 데이터입력단자는, 리셋신호(RESET)의 고레벨(논

리값 "1")의 기간에 N비트의 데이터버스(16)의 상위 N/2비트에 도통되며, 그 동안에 입력한 데이터를 리셋신호(RESET)

의 저레벨로의 반전동작에 의해 래치할 수 있다. 따라서, 리셋기간이 종료되면, 플래쉬메모리(10)로부터 데이터버스(16)

로 판독된 하위측의 구제정보가 DRAM(12)의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에 래치되며, 상위측의 구제정보가 SRAM

(13)의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3AR)에 래치된다. 그 이후, DRAM(12), SRAM(13)에서는 구제정보로 특정될 수 있는 로

우어드레스의 액세스가 있으면 부가 워드선에 의한 구제가 이루어진다.

도 2에는 구제정보의 상세한 한 예를 나타내었다. 이 예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제정보가 전부 최대 N비트이다. SRAM

(13)의 구제정보에 있어서 AS3∼AS0는 구제대상 로우어드레스정보이며, RE_S는 그 구제대상 로우어드레스정보의 유효

성을 나타내는 SRAM 구제 이네이블비트이다. 이 비트 RE_S는 논리값 "1"에 의해 로우어드레스정보 AS3∼AS0의 유효성

을 나타낸다.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3AR)에 로드된 SRAM 구제 이네이블비트 RE_S는, 논리값 "1"의 경우에는 어드레

스 비교회로(13AC)를 활성화하고, 논리값 "0"의 경우에는 어드레스 비교회로(13AC)를 비활성상태로 유지시켜 검출신호

13Φ를 불일치레벨 "0"로 고정한다. 마찬가지로, DRAM(12)의 구제정보에 있어서 AD3∼AD0는 구제대상 로우어드레스정

보이며, RE_D는 그 구제대상 로우어드레스정보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DRAM 구제 이네이블비트이다. 이 비트 RE_D는 논

리값 "1"에 의해서 로우어드레스정보 AD3∼AD0의 유효성을 나타낸다.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에 로드된 DRAM

구제 이네이블비트 RE_D는, 논리값 "1"의 경우에는 어드레스 비교회로(12AC)를 활성화하고, 논리값 "0"의 경우에는 어드

레스 비교회로(12AC)를 비활성 상태로 유지하여 검출신호 12Φ를 불일치레벨 "0"으로 고정한다.

도 3에는 리셋기간에 있어서 구제정보에 대한 이니셜로드처리의 타이밍을 나타내었다. 전원투입에 의한 파워-온 리셋, 혹

은 시스템 리셋 등에 의해 리셋신호(RESET)가 고레벨로 되어 있는 기간이 리셋기간이다. 투입된 전원이 안정되면, 워드선

(WL)f_0과 Y셀렉터(YS)f_0이 선택되며, 데이터버스(16)에는 DRAM(12)과 SRAM(13)의 구제정보가 병렬적으로 판독된

다. 판독된 DRAM(12)의 구제정보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에 로드되고, SRAM(13)의 구제정보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3AR)에 로드되며, 로드데이터는 리셋해제에 의해 래치된다.

도 1에 있어서, 플래쉬메모리(11)의 상기 시퀀스 콘트롤러(11SQ)는, 모드레지스터(11MR)를 가지며, 모드레지스터

(11MR)의 설정내용에 따라 플래쉬메모리(11)의 동작을 결정한다.

모드레지스터(11MR)는 공지의 플래쉬메모리와 마찬가지로, 기록동작을 지시하는 기록 이네이블비트, 삭제동작을 지시하

는 삭제 이네이블비트 등을 가진다. 도시를 생략한 상기 기록 이네이블비트, 삭제 이네이블비트에 의해 기록동작와 삭제동

작이 지시되었을 때, 메모리셀 어레이(11MA)에 있어서의 액세스가능한 범위는 모드비트(MB2)의 설정상태에 의해 결정

된다. 또한, 그 때의 액세스 주체는 모드비트 (MB1)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즉, 모드레지스터(11MR)는 데이터버스(1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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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액세스가능하지만, 그 안의 특정 모드비트(MB1)에는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이하, 간단하게 마이크로컴퓨터라고

도 부른다)(1A)의 외부단자(P1)의 값을 직접 반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모드비트(MB1)는 마이크로컴퓨터의 외부에 접

속되는 EPROM 라이터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플래쉬메모리(11)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 (EPROM 라이터모드)

를 지정하는 비트로 된다. 모드비트(MB1)가 논리값 "1"로 되면, 마이크로컴퓨터(1A)는 외관상 플래쉬메모리 단체(單體)

의 반도체집적회로(버스 슬레이브)와 등가인 외부 인터페이스기능을 가지도록 외부입출력회로(14)의 기능이 변경되고, 또

한, CPU(10)의 동작도 정지된다. 즉, 상기 모드비트(MB1)의 논리값 "1"에 응답하여, CPU(10)의 어드레스버스(15), 데이

터버스(16) 및 콘트롤 버스(17)에 결합되는 버퍼회로는 고인피던스상태로 되고, CPU(10)가 각 버스(15, 16, 17)로부터 전

기적으로 분리된다. 이 EPROM 라이터모드에 있어서, 외부입출력회로(14)는 외부로부터 어드레스신호를 입력하여 어드

레스버스(15)에 공급하고, 외부로부터의 리드신호에 의한 리드동작의 지시에 응답하여 데이터버스(16)의 데이터를 외부

에 출력하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라이트신호에 의한 라이트동작의 지시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버스(16)에

공급한다. 한편, 상기 모드비트(MB1)가 논리값 "0"일 때 플래쉬메모리(11)는 CPU(10)의 제어에 의해 액세스가능하게 된

다. 즉, CPU(10)의 각 버스(15, 16, 17)에 공급되는 버퍼회로는, 모드비트(MB1)의 논리값 "0"에 응답하고, CPU(10)를 각

버스(15, 16, 17)와 전기적으로 접속시킨다.

상기 모드레지스터(11MR)의 모드비트(MB2)는, 상기 워드선(WL)f_0과 Y셀렉터(YS)f_0에 의해 선택가능한 구제정보 격

납용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어비트이며, 논리값 "0"에 의해 구제정보의 변경

을 가능하게 하고, 논리값 "1"에 의해 구제정보의 변경을 저지한다. 시퀀스 콘트롤러(11SQ)는 모드비트(MB2)가 논리값

"1"일 때, 삭제동작 및 기록동작에 있어서 로우 어드레스신호에 관계없이 워드선(WL)f_0의 레벨을 삭제 및 기록 모두 함

께 저지하는 전압, 예를들어 0V로 한다. 이로 인해, 워드선 단위로 이루어지는 삭제, N비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록동작은

워드선(WL)f_0에 접속하는 메모리셀에 대하여 일체 저지된다. 모드비트(MB2)가 논리값 "0"일 때는 워드선(WL)f_0의 메

모리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삭제 및 기록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동작모드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마이크로컴퓨터(1A)에 있어서, DRAM(12) 및 SRAM(13)에 대한 결함구제는 도 4

의 (A)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우선 마이크로컴퓨터(1A)의 메이커에 의한 웨이퍼프로세스에서 형성된 칩에 대한 최초의

프로브검사(S1)의 결과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S2). 이 때의 구제에서는 모드비트(MB1)에 의해 마이크로컴퓨터(1A)를

EPROM 라이터모드로 하고, 테스터 혹은 EPROM 라이터와 같은 전용기록장치를 이용하여 플래쉬메모리(11)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드비트(MB2)를 논리값 "0"으로 하여 플래쉬메모리(11)의 소정영역에 구제정보를 기록한다. 그 후, 다

시 프로브검사를 실시하고(S3), 팩키징(S4), 전원전압(Vdd)을 통상동작시보다 높게 하여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번인데스

트(S5)를 거쳐 선별(S6)이 이루어진다. 번인테스트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불량이 발견된 불량품에는 결함구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S7). 예를들어, 단계 S2에서 결함이 없었던 마이크로컴퓨터(1A)에 번인테스트 등에 의해 결함이 현재(顯

在)화된 경우,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여 결함을 구제할 수 있다(S7). 결함구제품에 대하여 다시 선별(S8)이 이루어진

후 제품이 출하된다(S9). 그 제품을 구입한 사용자는 당해 마이크로컴퓨터를 필요한 회로기판에 실장하고, 실장된 회로는

적절히 동작하게 된다(S10). 이 동작 중에는 상기 모드비트(MB2)를 논리값 "1"로 하여, 구제정보가 잘못해서 변경되지 않

도록 해 둔다. 이 온보드상태에서 동작되는 마이크로컴퓨터 (1A)에, 필요에 따라 결함진단용 테스트 프로그램(진단 프로

그램)을 실행시키고, 결함의 유무를 판단하여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온보드상태에서 마이크로컴퓨터 (1A)에 내장된

CPU(10)를 매개로 결함구제를 실시할 수 있다(S11).

예를들어, 제조공정에 있어서 전혀 결함이 없었던 마이크로컴퓨터(1A)가 회로소자 혹은 회로요소의 특성이 열화되어 결

함을 발생시킨 경우나, 동작온도, 동작전압 등의 동작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결함이 생긴 경우에도, 그에 대처할 수 있

다. 휴즈를 이용한 결함구제기술인 도 4의 (B)와 비교한 경우, 구제가능한 시기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기 온보드 기록에 의한 결함구제를 위한 진단 프로그램 및 온보드 기록시에 실행되는 기록 프로그램은 플래쉬메모리

(11)의 워드선(WL)f_0 이외의 영역에 격납해 둘 수가 있다. 진단 프로그램의 실행은 인터럽션 등에 의해 CPU(10)에 임의

로 지시하고, 혹은 타이머 등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진단 프로그램의 내용은 여기서는 상

세하게 도시하지 않았지만, SRAM(12) 및 DRAM(13)에 소정의 테스트패턴을 기록한 후에 판독하고, 판독한 데이터와 기

대치 데이터를 비교하여 결함의 유무를 판정하고, 결함이 있으면 구제가능한 부가적인 구성이 남아 있는지를 조사하는 처

리를 실행한다. 구제가능한 부가적 구성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를 플래쉬메모리(10)의

구제정보 격납용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기록하기 위해, 상기 CPU(10)에 상기 기록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구제정보를 플래

쉬메모리(11)의 소정 메모리셀로 기록시키는 처리를 수행한다. 구제가능한 부가적 구성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CPU

(10)는 에러 스테이터스 비트를 세트하고, 그에 따른 인터럽션처리(예를들어 서비스맨 콜의 표시)를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다.

상기 시스템LSI로서의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1A)는, 결함구제를 위한 휴즈 프로그램회로가 필요없게 되고, 휴즈절단을

위한 장치나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테스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배선계 프로세스와 같은 휴즈의 레이저 절단개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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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프로세스가 복잡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휴즈 프로그램회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프로세스가 간소하게 된

다. 예를들어, 도 5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그 표면에 도시하지 않은 MOSFET와 같은 회로소자가 형성되는 단결정 실리콘

으로 이루어진 실리콘기판(Si기판)(100) 상의 최하층 폴리실리콘 배선층(102)의 위에 각각 질화티탄(TiN)층(105, 111,

117) 등을 매개로 형성되는 동배선층이 제 1층(106)에서 제 5층(112, 118, 124, 130)까지 있다고 한다면, 레이저 절단가

능한 폴리실리콘 휴즈를 파이널 패시베이션막(132)을 통해 노출시키기 위한 개구(133)를 형성할 때, 배선층 평탄화를 위

한 배선매립홈을 형성할 때의 에칭용 스토퍼인 몇개의 질화실리콘(SiN)층(131, 127, 125, 121, 119, 115, 113, 109,

107, 103)을 한번에 에칭하여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층간 절연막(산화실리콘)(128, 126, 122) 등의 에칭을 위한

에칭기체와 SiN층의 에칭기체를 교대로 몇번씩이나 절환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제조공정수가 현저하게 늘어나 버린다. 결

함구제에 휴즈 프로그램회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동배선을 이용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즉,

본 발명의 반도체집적회로(1A) 내지 후술하는 반도체집적회로 (1B, 1C)는 도 5의 디바이스 단면도에서 휴즈(102C)를 생

략한 디바이스구조로 된다. 그에 따라 배선저항이 작고, 또한 고주파동작이 가능한 반도체집적회로(1A, 1B, 1C)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플래쉬메모리(11)에 대한 구제정보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인 후에 발생한 결함도 새롭게 구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스템 혹은 회로기판에 실장한 후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도 구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CPU(10)와 함께, 플래쉬메모리(11)와 함께 DRAM(12)이나 SRAM(13) 등의 휘발성 메모리가 탑재된 대규모

논리구성을 가지는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1A) 등의 회로결함에 대하여 구제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논

리를 가지는 반도체집적회로(1A)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DRAM(12), SRAM(13) 및 플래쉬메모리(11)에 대하여 이상에서 설명을 생략한 구성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

기로 한다.

《DRAM》

상기 DRAM(12)에 있어서, 메모리셀 어레이(12MA)는 도 6에 예시되는 바와 같은 어드레스 선택용 MOSFET(QS)와 정보

보지용 캐퍼시터(CS)로 이루어지고, 선택용 단자로서의 MOSFET(QS)의 게이트가 대응하는 워드선(WL)에 접속되며, 데

이터 입출력단자로서의 MOSFET(QS)의 드레인, 혹은 소스가 대응하는 비트선(BL)에 접속된 공지의 다이나믹형 메모리

셀(DMC)을 다수 구비한다. 캐퍼시터(CS)의 하나의 전극은, 공통전극(PL)으로 되고, 전원전압의 절반에 가까운 소정의 전

원이 부여된다. 메모리셀 어레이(12MA)는 도 7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스태틱 래치형태의 센스앰프(SAd)에 대하여 공지

의 폴디드(folded)비트선 구조를 가지며, 비트선 (BL)d_0∼(BL)d_Md를 갖추고 있다. 비트선(BL)d_0∼(BL)d_Md와 교

차하는 방향에는 워드선(WL)d_0∼(WL)d_Nd가 배치되고, 또한 결함구제를 위한 부가적 워드선(WL)dR이 설치되어 있

다. 특히,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부가적 비트선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트선(BL)d_0∼(BL)d_Md는 Y셀렉터(YS)d_

0∼(YS)d_Md를 매개로 공통데이터선(12CD)에 공통접속된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워드선 (WL)d_0∼(WL)d_

Nd와 부가적 워드선(WL)dR은 X디코우더(12XD)에 의해 하나가 선택된다. Y셀렉터(YS)d_0∼(YS)d_Md는 Y디코우더

(12YD)의 디코우더출력에 의해 하나가 온상태로 된다. 도 1에 있어서, 메모리셀 어레이(12MA) 및 Y셀렉터 (YS)d_0∼

(YS)d_Md는 지면의 앞뒤방향으로 N쌍 설치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X디코우더(12XD) 및 Y디코우더(12YD)

에 의한 선택동작이 이루어지면, 공통데이터선(12CD)에는 N비트단위로 데이터의 입출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록데이터

는 데이터버스(16)로부터 입력버퍼(12IB)에 공급되고, 입력데이터에 따라 기록버퍼 (12WB)가 공통데이터선(12CD)을 매

개로 비트선을 드라이브한다. 데이터판독동작에서는 비트선으로부터 공통데이터선(12CD)에 전달된 판독데이터를 메인

앰프(12MA)로 증폭시키고, 이것을 출력버퍼(12OB)로부터 데이터버스(16)에 출력한다.

상기 부가적 워드선(WL)dR에 의해 구제할 정규 워드선의 로우 어드레스를 특정하는 구제정보는 상기 구제 어드레스 레지

스터(12AR)에 설정되어 있다. 이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는 복수비트의 스태틱 래치로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입력

단자는 리셋신호(RESET)의 고레벨에 응답하여 데이터버스(16)에 도통되며, 데이터버스(16)로부터 구제정보가 로드된다.

로드된 구제정보가 유효한 경우, 그 구제정 보는 어드레스 비교회로(12AC)에 의해 상기 어드레스버퍼(12AB)로부터의 로

우 어드레스신호와 비교된다. 비교결과가 일치할 때, 검출신호 12Φ가 논리값 "1"로 되고,그 이외는 논리값 "0"으로 된다.

상기 X디코우더(12XD) 및 Y디코우더(12YD)는, 어드레스버스(15)의 어드레스신호가 어드레스버퍼(12AB)를 매개로 공급

되며, 공급된 어드레스신호를 디코우더한다. 특히, X디코우더(12XD)는, 어드레스 비교회로(12AC)로부터 공급되는 검출

신호 12Φ가 불일치를 의미하는 논리값 "0"일 때는 어드레스버퍼(12A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신호를 디코우더하거나,

검출신호 12Φ가 일치를 의미하는 논리값 "1"일 때에는 어드레스버퍼(12A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신호의 디코우더가 금

지되며, 대신에 부가적 워드선(WL)dR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불량 워드선에 관한 메모리액세스는 부가적 워드선(WL)dR

에 관한 부가용 메모리셀의 선택동작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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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12)의 내부 타이밍제어는 타이밍 콘트롤러(12TC)가 수행한다. 타이밍 콘트롤러(12TC)에는 콘트롤 버스(17)를 매

개로 CPU(10)로부터 리드신호 및 라이트신호 등의 스트로브신호가 공급됨과 동시에, 어드레스버스(15)로부터 메모리선

택신호로 간주되는 복수 비트의 어드레스신호가 공급된다. 타이밍 콘트롤러(12CT)에 의해 DRAM(12)에 동작선택이 검출

되면, X디코우더(12XD) 등의 회로가 활성화되며, 리드신호에 의해 판독동작이 지시되어 있는 경우는, 메모리셀 어레이

(12MA)에서 선택된 메모리셀의 기억정보가 메인앰프(12MA)나 출력버퍼(12OB)를 매개로 데이터버스 (16)에 출력되고,

라이트신호에 의해 기록동작이 지시되어 있는 경우는, 메모리셀 어레이(12MA)에서 선택된 메모리셀에는 입력버퍼(12IB)

및 기록버퍼 (12WB)를 매개로 입력된 데이터가 기록된다.

《SRAM》

상기 SRAM(13)은 메모리셀 어레이(13MA)에 도 8에 예시되어 있는 공지의 CMOS스태틱형 메모리셀(SMC)을 다수 구비

한다. 즉, CMOS스태틱형 메모리셀(SMC)은 도 8과 같이 P채널형 MOSFET(QP1, QP2)와 N채널형 MOSFET(QN1 내지

QN4)로 이루어진다. QP1과 QN1의 상호, QP2와 QN2의 상호는 각각 CMOS 인버터를 구성한다고 간주되며, 그 입력단자

와 출력단자가 교차접속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CMOS래치회로를 구성한다.QN3와 QN4는 선택스위치를 구성한다.

QN3와 QN4의 게이트는 메모리셀의 선택단자를 구성하고, 대응하는 워드선(WL)에 접속된다. 대응하는 쌍의 비트선(BL,

BBL)에 접속된 QN3, QN4의 드레인 혹은 소스는 메모리셀의 데이터입출력단자로 된다. 메모리셀은 저항부하형의 스태틱

래치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메모리셀 어레이(13MA)는 도 9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상보비트선(BL)s_0, (BLB)s_0∼

(BL)s_Ms, (BLB)s_Ms를 구비하고 있다. 상보비트선(BL)s_0, (BLB)s_0∼(BL)s_Ms, (BLB)s_Ms와 교차하는 방향에는

워드선(WL)s_0∼(WL)s_Ns가 배치되고, 또한 결함규제를 위한 부가적 워드선(WL)sR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도시하지

않았지만 부가적 비트선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보비트선(BL)s_0, (BLB)s_0∼(BL)s_Ms, (BLB)s_Ms는 Y셀렉터

(YS)s_0, (YSB)s_0∼(YS)s_Ms, (YSB)s_Ms를 매개로 공통데이터선(13CD)에 공통접속된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워드선 (WL)s_0∼(WL)s_Ns와 부가적 워드선(WL)sR은 X디코우더(13XD)에 의해 하나가 선택된다. Y셀렉터(YS)

s_0, (YSB)s_0∼(YS)s_Ms, (YSB)s_Ms는 Y디코우더(13YD)의 디코우더출력에 의해 한쌍이 온상태로 된다. 도 1에 있어

서, 메모리셀 어레이(13MA) 및 Y셀렉터(YS)s_0, (YSB)s_0∼(YS)s_Ms, (YSB)s_Ms는 지면의 앞뒤방향으로 N쌍 설치되

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X디코우더(13XD) 및 Y디코우더(13YD)에 의한 선택동작이 이루어지면, 공통데이터선

(13CD)에는 N비트단위로 데이터의 입출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록데이터는 데이터버스(16)로부터 입력버퍼(13IB)에 공

급되고, 입력데이터에 따라 기록버퍼(13WB)가 공통데이터선(13CD)을 매개로 비트선을 드라이브한다. 데이터판독동작에

서는 비트선으로부터 공통데이터선(13CD)에 전달된 판독데이터를 센스앰프(13SA)로 증폭시키고, 이것을 출력버퍼

(13OB)로부터 데이터버스(16)로 출력한다.

상기 부가적 워드선(WL)sR에 의해 구제할 정규 워드선의 로우 어드레스를 특정하는 구제정보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

(13AR)에 설정되어 있다. 이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3AR)는 복수비트의 스태틱 래치로 이루어지며, 그 데이터입력단자

는 리셋신호(RESET)의 고레벨에 응답하여 데이터버스(16)에 도통되며, 데이터버스 (16)로부터 구제정보가 로드된다. 로

드된 구제정보가 유효할 때, 그 구제정보는 어드레스 비교회로(13AC)에 의해 상기 어드레스 버퍼(13AB)로부터의 로우 어

드레스 신호와 비교된다. 비교결과가 일치할 때, 검출신호 13Φ가 논리값 "1"로 되고, 그 이외에는 논리값 "0"으로 된다. 상

기 X디코우더(13XD) 및 Y디코우더(13YD)는 어드레스버스(15)의 어드레스신호가 어드레스 버퍼(13AB)를 매개로 공급되

며, 공급된 어드레스신호를 디코우더한다. 특히 X디코우더(13XD)는 어드레스 비교회로(13AC)로부터 공급되는 검출신호

13Φ가 불일치를 의미하는 논리값 "0"일 때는 어드레스 버퍼(13A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신호를 디코우더하지만, 검출

신호 13Φ가 일치를 의미하는 논리값 "1"일 때에는 어드레스 버퍼(12A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신호의 디코우더가 금지

되고, 대신에 부가적 워드선(WL)sR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불량인 워드선에 관한 메모리액세스는 부가적 워드선(WL)sR

에 관한 부가용 메모리셀의 선택동작을 대신한다.

SRAM(13)의 내부타이밍제어는 타이밍 콘트롤러(13TC)가 수행한다. 타이밍 콘트롤러(13TC)에는 콘트롤 버스(17)를 매

개로 CPU(10)로부터 리드신호 및 라이트신호 등의 스트로브신호가 공급됨과 동시에, 어드레스버스(15)로부터 메모리 선

택신호로 간주되는 복수비트의 어드레스신호가 공급된다. 타이밍 콘트롤러(13TC)에 의해 SRAM(13)의 동작선택이 검출

되면, X디코우더(13XD) 등의 회로가 활성화되고, 리드신호에 의해 판독동작이 지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메모리셀 어레이

(13MA)에서 선택된 메모리셀의 기억정보가 센스앰프(13SA)나 출력버퍼(13OB)를 매개로 데이터버스(16)에 출력되고,

라이트신호에 의해 기록동작이 지시되어 있는 경우는 메모리셀 어레이(13MA)로 선택된 메모리셀에는 입력버퍼(13IB) 및

기록버퍼(13WB)를 매개로 입력된 데이터가 기록된다.

《플래쉬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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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플래쉬메모리(11)는 메모리셀 어레이(11MA)에 도 10에 예시된 비휘발성 메모리셀(플래쉬메모리셀)(FMC)을 다수

구비한다. 메모리셀(FMC)은 콘트롤게이트 (CG), 프로팅게이트(FG), 소스(SC) 및 드레인(DR)을 갖는 하나의 메모리셀 트

랜지스터에 의해 구성된다. 메모리셀 어레이(11MA)는 도 11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플래쉬메모리셀(FMC)의 드레인이 공

급된 비트선(BL)f_0∼(BL)f_Mf, 플래쉬메모리셀 (FMC)의 콘트롤 게이트가 공급된 워드선(WL)f_0∼(WL)f_Nf, 및 플래

쉬메모리셀 (FMC)의 소스가 공급된 소스선(SL)f를 갖는다. 특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예에서는 소스선(SL)f는 각

메모리셀(FMC)에 공통화되어 있다. 비트선 (BL)f_0∼(BL)f_Mf는 Y셀렉터(YS)f_0∼(YS)f_Mf를 매개로 공통데이터선

(11CD)에 공통접속된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워드선(WL)f_0∼(WL)f_Nf에 대한 선택동작은 X디코우더

(11XD)에 의해 수행된다. 선택워드선과 비선택워드선에 대한 공급전압은 삭제, 기록, 판독의 각 동작에 따라 상기 시퀀스

콘트롤러(11SQ)가 제어한다. Y셀렉터(YS)f_0∼(YS)f_Mf는 Y디코우더(11YD)의 디코우더출력에 의해 하나가 온상태로

된다. 도 1에 있어서, 메모리셀 어레이(11MA) 및 Y셀렉터 (YS)f_0∼(YS)f_Mf는 지면의 앞뒤방향으로 N쌍 설치되어 있다

고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X디코우더(11XD) 및 Y디코우더(11YD)에 의한 선택동작이 이루어지면, 메모리셀과 공통데이

터선(11CD) 사이에서는 N비트단위로 데이터의 입출력이 가능해진다. 기록데이터는 데이터버스(16)로부터 입력버퍼

(11IB)에 공급되며, 입력데이터에 따라 기록버퍼(11WB)가 공통데이터선(11CD)을 매개로 비트선을 드라이브한다. 데이

터판독동작에서는 비트선에서 공통데이터선(11CD)으로 전달된 판독데이터를 센스앰프(11SA)로 증폭시키고, 이것을 출

력버퍼(11OB)로부터 데이터버스(16)에 출력한다. 이 예에서는, 삭제동작은 워드선 단위로 이루어진다. 또한, 도 1에 도시

를 생략한 소스선에는 삭제, 기록, 판독의 각 동작모드에 따른 소스선 전압이 상기 시퀀스 콘트롤러(11SQ)로부터 부여된

다.

플래쉬메모리(11)의 시퀀스제어 및 전압제어는 상기 시퀀스 콘트롤러(11SQ)가 수행한다. 여기서는, 시퀀스 콘트롤러

(11SQ)에 의한 전압제어양태를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메모리셀(FMC)(N채널형 MOS형식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은, 프로

팅 게이트내의 전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보를 보지할 수가 있다. 예를들어, 플로팅 게이트내에 전하가 주입되면 메모리

셀의 임계전압은 상승한다. 콘트롤 게이트에 인가하는 전압치 이상으로 임계전압을 올림으로써 메모리전류는 흐르지 않게

된다. 또한, 플로팅 게이트로부터 전하를 방출함으로써 그 임계전압은 저하된다. 콘트롤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치보다도

임계전압이 낮게 됨으로써 메모리전류가 흐르게 된다. 예를들어, 도 12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낮은 임계전압의 상태를 "0"

정보보지상태(예를들어 기록상태), 높은 임계전암의 상태를 "1"정보보지상태(예를들어 삭제상태)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정의상 이렇게 한 것으로, 반대로 정의를 내려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메모리동작은 리드(read), 기록(program) 및 삭제

(erase)로 대별된다. 기록 베리파이 및 삭제 베리파이는 리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판독동작에서는, 콘트롤 게이트(CG)에 판독전위(예를들어 Vcc=5V)가 인가된다. 이 때의 선택 메모리셀의 기억정보는,

그 메모리셀에 전류가 흐르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0"인지 "1"인지가 판정된다. 삭제에 있어서는, 도 13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콘트롤 게이트(CG)에 양전압(예를들어 10V)을 인가하고, 메모리셀의 소스에 음전압(예를들어 -10V)을 인가한다.

드레인(DR)은 플로팅이라도 좋으며, 혹은 웰과 동일한 음전압(예를들어 -10V)이라도 좋다. 이로 인해 플로팅 게이트내로

터널효과에 의해 전하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메모리셀(FMC)의 임계전압이 상승한다. 삭제 베리파이는,

베리파이를 위한 워드선 전압이 서로 다를 뿐, 상기 판독동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기록에 있어서는, 도 13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콘트롤 게이트(CG)에 음전위(예를들어 -10V)를 인가하고, 드레인(DR)에는 양전압(예를들어 7V)을 부여하여

소스(SC)를 플로팅으로 한다. 이로 인해, 드레인에 양전압이 인가된 메모리셀만 전하의 방출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메모

리셀(FMC)의 임계전압은 감소한다. 그 후의 기록 베리파이동작도 상기 판독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제 2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

도 14에는 본 발명에 관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다른 예인 제 2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가 제시된다. 도 14에 제시되는 싱글

칩 마이크로컴퓨터(1B)는, 결함구제용 부가적 구성을 가지는 점이 도 1의 것과 상이하다. 즉, 메모리셀 어레이(11MA)는

정규 워드선(WL)f_0∼(WL)f_Nf 외에 부가적 워드선(WL)fR을 가진다. 부가적 워드선(WL)fR에도 상기 메모리셀(FMC)

의 콘트롤 게이트가 공급되며, 그들의 드레인은 대응하는 비트선에 결합되어 있고, 소스는 상기 소스선에 결합되어 있다.

정규 워드선(WL)f_0∼(WL)f_Nf 내의 어느 워드선을 부가적 워드선(WL)fR의 선택으로 치환할 지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

스터(11AR)에 설정되는 구제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구제정보에 포함되는 구제 로우 어드레스정보는 어드레스 비교회로

(11AC)에 의해 어드레스 버퍼(11A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신호와 비교된다. 어드레스 비교회로 (11AC)는 비교결과가

일치할 때, 논리값 "1"의 검출신호 11Φ를 X디코우더(11XD)에 부여한다. 검출신호 11Φ가 논리값 "1"일 때, X디코우더

(11XD)는 어드레스 버퍼(11AB)로부터의 로우 어드레스에 의한 워드선 선택동작을 억지하고, 이를 대신해서 부가적 워드

선(WL)fR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불량인 워드선에 관한 메모리액세스는 부가적 워드선(WL)fR에 관한 부가용 메모리셀의

선택동작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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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에 있어서, 리셋기간 중 구제정보의 데이터버스(16)로의 판독은 도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번에 이루어지는 구

성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도 14의 경우에는, 전부 최대 N비트인 구제정보를 한번에 3개의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

(11AR, 12AR, 13AR)로 나누어야만 한다. 이것을 만족하도록 3개의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1AR, 12AR, 13AR)의 데이

터입력단자는, N비트의 데이터버스의 각 비트의 신호선과 중복하는 일 없이 따로따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도 15에는 플래쉬메모리(11)의 구제정보 격납영역에 격납된 구제정보의 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2에 비해, 플래쉬메모

리(11)의 구제 로우 어드레스 (AF3∼AF0)와 플래쉬메모리의 구제 이네이블비트(RE_F)가 늘어나 있다. 데이터버스 (16)

에 판독되는 구제정보가 전부 N비트라면 데이터버스(16)의 신호선은 도 15의 배열을 유지하며 대응하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1AR, 12AR, 13AR)의 데이터입력단자에 결합되어 있다. 상기 비트(RE_F)는 논리값 "1"에 의해 로우 어드레스

정보 (AF3∼AF0)의 유효성을 나타낸다.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1AR)에 로드된 구제 이네이블 비트(RE_F)는, 논리값

"1"인 경우에는 어드레스 비교회로(11AC)를 활성화하고, 논리값 "0"인 경우에는 어드레스 비교회로(11AC)를 비활성상태

로 유지하여 검출신호 11Φ를 불일치레벨 "0"으로 고정한다.

도 16에는 리셋기간에 있어서 구제정보에 대한 이니셜로드처리의 타이밍이 제시된다. 전원투입에 의한 파워-온 리셋, 혹

은 시스템리셋 등에 의해 리셋신호(RESET)가 고레벨로 되어 있는 기간이 리셋기간이다. 투입된 전원이 안정되면, 워드선

(WL)f_0과 Y셀렉터(YS)f_0이 선택되고, 데이터버스(16)에는 플래쉬메모리(11), DRAM(12) 및 SRAM(13)의 구제정보가

병렬적으로 판독된다. 판독된 플래쉬메모리(11)의 구제정보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1AR)로, DRAM(12)의 구제정보

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로, SRAM(13)의 구제정보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3AR)로 로드되고, 로드데이터

는 리셋해제에 의해 래치된다.

이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1B)에 의하면 플래쉬메모리(11)에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다. 그 외의 점은

도 1의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1A)와 동일하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 3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

도 17에는 본 발명에 관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또다른 예인 제 3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가 제시된다. 도 17에 제시되는 싱

글칩 마이크로컴퓨터(1C)는, 플래쉬메모리로부터 구제정보를 판독하는 동작을 복수 사이클로 하고, 복수개의 구제 어드레

스 레지스터에는 구제정보의 판독사이클마다 순서대로 데이터를 래치시키도록 한 점이 도 1의 것과 상이하다. 즉,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1C)에는 리셋신호(RESET)에 의한 리셋지시(리셋기간)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는 클록제어회로로서 클록

펄스 제너레이터(CPG)(19)와 제어회로(20)를 설치한다.

상기 클록펄스 제너레이터(19)는 예를들어 발진자를 이용한 발진회로와 분주회로 혹은 PLL회로 등을 가지며, 동작전원이

투입되어 리셋신호(RESET)가 인가되고 내부동작이 안정되어 클록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 후, 리셋신호(RESET)가

네게이트되는 것에 응답하여 클록신호(CLKR)를 발생시킨다. 도 18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클록신호(CLKR)는 특히 제한

되어 있지는 않지만, 3회 발생되며, 이것이 상기 제어회로(20)에 주어진다. CPU(10)는 클록펄스 제너레이터(19)로부터

발생되는 리셋신호(RST)에 의해 초기화된다. CPU(10)의 리셋기간은, 도 18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3번째 클록신호

(CLKR)가 발생되기 까지이다. 리셋신호(RST)에 의한 리셋기간이 종료되면, CPU(10)는 클록펄스 제너레이터(19)로부터

발생되는 클록신호(CLK)에 동기되어 리셋 예외처리를 개시한다.

CPU(10)에 대한 리셋신호(RST)에 의한 리셋기간에 있어서, 제어회로(20)는 구제정보의 이니셜로드제어를 수행한다. 즉,

도 18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제어회로(20)는 클록신호(CLKR)의 제 1 사이클 및 제 2 사이클의 기간에 제어신호 ΦW0를

인가하여, 그 제 1 사이클에 응답하여 제어신호 ΦB0를 인가하고, 제 2 사이클에 응답하여 제어신호 ΦB1을 인가한다. 상

기 시퀀스 콘트롤러(11SQ)는 제어신호 ΦW0의 인가기간에 응답하여 센스앰프(11SA) 및 출력버퍼(11OB)를 활성화하고,

판독동작이 가능하도록 플래쉬메모리의 전압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X디코우더(11XD)는 제어신호 ΦW0의 인가기간에 응

답하여 워드선(WL)f_0에 판독선택레벨을 부여한다. Y디코우더(11YD)는 제어신호 ΦB0의 인가기간에 Y셀렉터(YS)f_0에

의해 비트선 (BL)f_0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제어신호 ΦB0의 인가기간(클록신호(CLKR)의 제 1 사이클)에 데이터버스

(16)에는 워드선(WL)f_0와 비트선(BL)f_0의 교차위치에 있는 N비트의 메모리셀로부터 규제정보가 판독된다. 이 때, 상

기 제어신호 ΦB0는 DRAM(12)의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에 공급되며, 상기 제어신호 ΦB0의 고레벨기간에서 데

이터버스(16)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레벨에 의해 그 입력데이터를 래치하기 때문에, 그 구제정보가 구제 어드레스 레지

스터(12AR)에 래치된다. 또한, Y디코우더(11YD)는 다음의 제어신호 ΦB1의 인가기간에서는 Y셀렉터(YS)f_1에 의해 비

트선(BL)f_1을 선택한다. 이로 인해, 제어신호 ΦB1의 인가기간(클록신호(CLKR)의 제 2 사이클)에 데이터버스(16)에는

워드선(WL)f_0와 비트선(BL)f_1의 교차위치에 있는 N비트의 메모리셀로부터 구제정보가 판독된다. 이 때, 상기 제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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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ΦB1은 SRAM(13)의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3AR)에 공급되며, 당해 레지스터(13AR)는 상기 제어신호 ΦB1의 고레

벨기간에서 데이터버스(16)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레벨에 의해 그 입력데이터를 래치하기 때문에 그 구제정보가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3AR)에 래치된다.

따라서, 워드선(WL)f_0과 비트선(BL)f_0의 교차위치에 있는 메모리셀에 DRAM(12)의 구제정보를 격납시키고, 워드선

(WL)f_0과 비트선(BL)f_1의 교차위치에 있는 메모리셀에 SRAM(13)의 구제정보를 격납해 두면,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

(1C)의 리셋지시에 응답하여 구제정보를 N비트단위로 차례대로 DRAM(12) 및 SRAM(13)에 내부전송할 수 있다. 하나의

회로에 대한 구제정보의 내부전송회수는 1회에 한정되지 않고, 당해 회로의 논리규모에 비례는 부가적 논리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Y디코우더에 공급하는 제어신호의 수를 늘리고, 제어신호마다 따로따로 Y셀렉터를

선택시켜 구제정보를 입력하는 회로의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수도 필요에 따라 늘리면 된다. 도 1에서 설명한 구성의

경우에는, 구제정보의 초기로드동작의 기간은 리셋신호(RESET)의 리셋기간에 의존한다. 초기로드될 구제정보의 양이 많

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컴퓨터의 외부에서 리셋신호(RESET)에 의한 리셋기간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 17의 경우에

는, 리셋신호(RESET)에 의해 클록펄스 제너레이터(19)의 동작이 안정화된 후에는 마이크로컴퓨터(1C) 내부의 제어회로

(20)가 구제정보의 이니셜로드처리를 자율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초기로드될 구제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마이크로컴퓨터 외부에서 특별한 조작을 요하는 일 없이, 구제정보의 이니셜로드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 밖의 점

은 도 1의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1A)와 동일하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시스템 온 칩화 등에 대표되는 집적도의 대규모화를 감안하면, 대규모집적회로에 탑재된 하나의 회로모듈인 플래쉬

메모리(11)를 다른 회로모듈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플래쉬메모리(11)의 기억정보를 당해 플래쉬메

모리(11)와는 다른 SRAM(13)이나 DRAM(12)의 결함구제 등에 이용하였다. 이 때, 상기 데이터버스(16)를 매개로 구제정

보의 내부전송, 그리고 구제정보의 복수사이클로 나눈 직렬적인 내부전송에 의한 구성은, SRAM(13)이나 DRAM(12) 등의

대용량에 따라 결함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구제정보가 늘어날 때, 구제정보량의 증대에 대하여 그 정보를 따로따로

SRAM(13)이나 DRAM(12)에 반영시키는 처리를 고속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블럭치환》

지금까지 설명한 부가적인 것에 대한 치환은 어드레스비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었지만, 도 19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메

모리매트 혹은 메모리블럭의 치환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메모리매트(MAT0∼MAT7)는 정규 메모리셀이 매

트릭스배치된 메모리블럭이다. 이 예에서는, 각 메모리블럭마다 1비트의 데이터입출력단자(D0∼D7)가 할당되며, 그 사이

에는 Y셀렉터회로(YSW0∼YSW7), 리드·라이트회로(센스앰프 및 라이트앰프)(RW0∼RW7) 등이 배치되어 있다. 결함구

제용 메모리셀이 매트릭스배치된 부가적 메모리매트(MATR)가 설치되며, 이 부가적 메모리매트(MATR)에는 부가용 Y셀

렉터회로(YSWR) 및 리드라이트회로(RWR)가 접속되어 있다. 메모리매트(MAT0∼MAT7) 및 부가적 메모리매트

(MATR)는 상호 동일한 회로구성을 가지고 있다. Y셀렉터회로(YSW0∼YSW7, YSWR)는 대응하는 메모리매트에서 하나

의 비트선 혹은 한쌍의 상보비트선을 선택한다.

메모리매트(MAT0∼MAT7) 내의 하나를 부가적 메모리매트(MATR)로 치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셀렉터(SEL0∼SEL7)

가 설치되어 있다. 셀렉터(SEL0∼SEL7)는 리드라이트회로(RWR)의 입출력단자와 리드라이트회로(RW0∼RW7)의 입출

력단자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데이터입출력단자(D0∼D7)에 접속된다. 셀렉터(SEL0∼SEL7)에 대한 선택제어신호는

디코우더(DL)가 생성되며, 디코우더(DL)에는 구제정보 레지스터(AR)로부터 구제정보가 주어진다. 구제정보의 이니셜로

드의 방법은 상기와 동일하다.

도 19의 예에 따르면, 구제정보는 구제 이네이블비트(RE)와 3비트의 선택비트(A2∼A0)로 이루어진다. 디코우더(DL)는

선택비트(A2∼A0)의 상보신호에 대해 디코우더논리를 구성하는 AND게이트(AND0∼AND7)에 의해 구성되며, AND게

이트 (AND0∼AND7)의 출력이 대응하는 셀렉터(SEL0∼SEL7)의 선택단자에 공급된다. 각 AND게이트(AND0∼AND7)

에는 구제 이네이블비트(RE)가 공급되며, 이것이 논리값 "1"인 구제 이네이블상태로 되었을 때 디코우더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말해, 구제 이네이블비트(RE)가 논리값 "0"인 상태에서는 각 AND게이트(AND0∼AND7)의 출력선택신호는 모

두 비선택레벨로 강제된다.

메모리매트 혹은 메모리블럭의 치환에 의해 구제를 수행하면, 어드레스 비교동작이 불필요하게 되어 액세스타임의 고속화

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구제가능한 규모에 대해서 구제정보의 비트수가 적어도 된다. 따라서, 대용량 DRAM 등의 경

우에는 매우 적합하다. 단, 부가적인 것에 의해 점유되는 칩면적은 어드레스비교를 수행하는 구성에 비해 커지게 된다. 도

19의 구성은, 상기 SRAM(13), DRAM(12), 플래쉬메모리(11)의 어느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트리밍회로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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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설명에서는 부가적인 것을 위한 구제정보를 플래쉬메모리(11)에 격납시켜 이용하는 예를 설명하였는데, 구제정보

대신에, 또는 구제정보와 함께 트리밍정보를 격납시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하, 트리밍정보를 이용하여 회로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회로의 예를 몇가지 설명하기로 한다.

도 20에는 강압전원회로를 가지는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의 한 예를 나타내었다. 강압전원회로(31)는 싱글칩 마이크로컴

퓨터(30)의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5V나 3.3V와 같은 전원전압(VDD)을 강압시켜 내부전원전압(VDL)을 생성한다. 강압된

내부전원전압(VDL)은 CPU(10), 플래쉬메모리(11), DRAM(12), SRAM(13) 등의 동작전원으로서 이용된다. 이와 같은 강

압전압(VDL)을 이용하는 것은 집적도 및 동작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로소자가 미세화되어 있을 때, 회로동작의 신

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저소비전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와 인터페이스되는 입출력회로(14)는, 외

부전원전압(VDD)을 동작전원으로 한다. VSS는 회로의 접지전압이다. 이 강압전원회로(31)는 내부전원전압(VDL)의 레

벨을 규정하기 위한 참조전압을 결정하는 제어정보(전압트리밍정보)를 래치하는 전압트리밍 레지스터(31DR)를 가진다.

이 레지스터(31DR)에 대한 전압트리밍정보의 이니셜로드는, 상술한 구제정보의 이니셜로드와 마찬가지로, 리셋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플래쉬메모리(11)로부터 데이터버스(16)에 전압트리밍정보가 판독되며, 판독된 전압트리밍정보가 레지스

터(31DR)에 래치된다.

도 21에는 상기 강압전원회로(31)의 한 예가 제시되어 있다. 강압전원은 n채널형 MOS트랜지스터(M5)와 저항소자(R5)로

이루어지는 소스폴로어회로(source follower circuit)로부터 출력된다. 트랜지스터(M5)의 컨덕턴스는 연산증폭기

(AMP2)에 의해 음귀환제어된다. 전압(VDL)은 논리적으로 제어전압(VDL1)과 동일하게 된다. 제어전압(VDL1)은 n채널

형 MOS트랜지스터(M4)와 저항소자(R0∼R4)로 이루어지는 소스폴로어회로로부터 출력된다. 트랜지스터(M4)의 컨덕턴

스는 연산증폭기 (AMP1)에 의해 음귀환제어된다. 그 귀환계는 저항(R0∼R4)에 의한 저항분압비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

치 MOS 트랜지스터(M0∼M3)가 설치되어 트리밍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스위치 MOS 트랜지스터(MO∼M3)의 선택은, 2

비트의 전압트리밍정보(TR1, TR0)를 디코우더하는 디코우더(DEC1)가 수행한다. 그와 같이 해서 형성되는 귀환전압은

기준전압 발생회로(VGE1)에서 발생되는 기준전압과 연산증폭기(AMP1)에서 비교된다. 이 연산증폭기(AMP1)는 제어전

압(VDL1)이 참조전압(Vref)과 동등하게 되도록 음귀환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강압전원회로(31)의 소자특성이 제조프로세스의 영향에 의해 비교적 크게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내부전원전압

(VDL1)이 설계치적인 원하는 범위내에 들어가도록 디코우더(DEC1)로 선택하는 저항분압비를 변경한다. 그것을 위한 정

보는 디바이스테스트에 의해 파악되는 회로특성으로부터 미리 얻을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EPROM 라이터모드 등

에 의해 플래쉬메모리(11)의 소정 영역(상기 구제정보의 격납영역에 상당하는 소정 어드레스영역)에 미리 기록해 두면 된

다. 마이크로컴퓨터(30)가 리셋될 때, 그 전압트리밍정보(TR0, TR1)는 플래쉬메모리(11)에서 전압트리밍 레지스터

(31DR)로 이니셜로드된다.

도 22는 DRAM(12)의 데이터보지모드에 있어서, 메모리셀의 리프레시간격을 제어하는 리프레시타이머의 한 예를 나타내

었다. CM은 모니터용 스토리지캐퍼시터이며,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의 스토리지캐퍼시터보다 약간 데이터보지시간이 짧아

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n채널형 MOS트랜지스터 (M15)는 모니터용 스토리지캐퍼시터 (CM)에 대한 충전용 트랜지스터이

다. 이 트랜지스터(M15)는 도 23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리프레시동작기간에 온동작되어, 데이터보지기간에 오프상

태로 된다. 데이터보지기간에 있어서 노드(VN)의 전압은 모니터용 스토리지캐퍼시터(CM)의 누설에 의해 레벨저하된다.

레벨저하의 정도는 비교회로(AMP3)에 의해 검출한다. 비교회로(AMP3)는 노드(VN)의 레벨이 참조전압 (VR1)보다 낮아

지면 고레벨을 출력한다. 이 상태는 세트·리셋형 플립플롯(FF)을 세트상태로 한다. 이로 인해 카운터(CNT)가 계수동작을

개시하고, 리프레시클록Φ (REF)를 생성한다. 이 리프레시클록Φ(REF)에 동기하여 리프레시동작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도시를 생략한 리프레시 어드레스카운터를 순서대로 증분하면서 리프레시클록Φ(REF)의 클록사이클에 동기하여 워드선

단위의 리프레시동작을 수행한다. 카운터(CNT)의 오버플로에 의한 자리올림에 의해 플립플롯(FF)이 리셋되며, 일련의 리

프레시동작을 종료한다. 리프레시동작 중, 트랜지스터(M15)는 온상태로 되고, 모니터용 스토리지캐퍼시터(CM)는 다음의

리프레시타이밍을 검출하기 위하여 충전되어 있다. 리프레시동작이 종료되면, 트랜지스터(M15)는 컷·오프상태로 되어 다

시 누설에 의한 리프레시타이밍의 검출동작이 이루어진다.

상기 모니터용 스토리지캐퍼시터(CM)의 전하보지특성은, 프로세스의 영향을 받아 변동할 것이 예상되며, 예를들어

DRAM의 정규 메모리셀의 스토리지캐퍼시티의 평균적인 전하보지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 보다도 전하보지특

성이 많은 메모리셀에서 데이터에러 혹은 데이터파괴가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모니터용 스토리지캐퍼시터(CM)의 전하보지성능에 따라 참조전압 (VR1)을 조정할 수 있는 참조전압발생회로

(12RF)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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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조전압발생회로(12RF)는 도 22에 예시되는 바와 같이, n채널형 MOS트랜지스터(M14)와 저항소자(R10∼R14)로 이

루어지는 소스플로어회로로부터 출력된다. 트랜지스터(M14)의 컨덕턴스는 연산증폭기(AMP4)에 의해 음귀환제어된다.

그 귀환계는, 저항(R10∼R14)에 의한 저항분압비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 MOS 트랜지스터 (M10∼M13)가 설치되어 트

리밍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스위치 MOS 트랜지스터 (M10∼M13)의 선택은 2비트의 전압트리밍정보(RF1, RF0)를 디코

우더하는 디코우더 (DEC2)가 수행한다. 그와 같이 해서 형성되는 귀환전압은 기준전압발생회로(VGE2)에서 발생되는 기

준전압(VR)과 연산증폭기(AMP4)에서 비교된다. 이 연산증폭기 (AMP4)는 참조전압(VR1)이 기준전압(VR)에 동일해지

도록 음귀환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모니터용 스토리지캐퍼시터(CM)의 전하보지성능이 제조프로세스의 영향에 의해 허용범위를 넘어 변동된 경우, 디코

우더(DEC2)로 선택하는 저항분압비를 적당하게 변경한다. 그것을 위한 정보는 디바이스테스트에 의해 파악되는 캐퍼시

터(CM)의 전하보지성능에서 미리 얻을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EPROM 라이터모드 등에 의해 플래쉬메모리(11)의

소정 영역(상기 구제정보의 격납영역에 상당하는 소정 어드레스영역)에 미리 기록해 두면 된다. 마이크로컴퓨터(30)가 리

셋될 때, 그 전압트리밍정보(TR0, TR1)는 플래쉬메모리(11)에서 리프레시 최적화 레지스터(12DR)로 이니셜로드된다.

도 24에는 SRAM(13)의 타이밍 콘트롤러(13TC)에 있어서의 타이밍 조정용 지연회로의 한 예로서, 센스앰프 활성화신호

Φ(SA)의 지연회로가 제시된다. 타이밍 콘트롤러(13TC)는 직렬 4단의 지연회로(DL0∼DL3)와, 각 지연회로(DL0∼DL3)

의 출력을 선택하는 CMOS 트랜스퍼 게이트(TG0∼TG3)를 가진다. CMOS 트랜스퍼 게이트(TG0∼TG3)의 출력은 와이

어드 OR되어 그 결함노드의 신호가 센스앰프 활성화신호Φ(SA)로서 센스앰프(13SA)에 공급된다. 어느 CMOS 트랜스퍼

게이트(TG0∼TG3)를 온동작시킬지는 2비트의 타이밍 조정정보(TM0, TM1)를 디코우더하는 디코우더(DEC3)가 수행한

다.

SRAM(13)의 액세스속도가 제조프로세스의 영향에 의해 변동된 경우, 고속 액세스나 혹은 데이터판독동작의 안정화라는

관점에서, 그에 따라 센스앰프의 활성화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CMOS 트랜스퍼 게이

트(TG0∼TG3)의 선택상태를 결정하면 된다. 그것을 위한 정보는 디바이스테스트에 의해 파악되는 액세스 속도성능 등에

서 미리 얻을 수 있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EPROM 라이터모드 등에 의해 플래쉬메모리(11)의 소정 영역(상기 구제정보

의 격납영역에 상당하는 소정 어드레스영역)에 미리 기록해 두면 된다. 마이크로컴퓨터(30)가 리셋될 때, 그 타이밍 조정

정보(TM0, TM1)는 구제정보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플래쉬메모리(11)로부터 데이터버스(16)를 매개로 타이밍 조정 레지

스터 (13DR)에 이니셜로드된다.

도 14의 결함구제, 도 21의 전압트리밍, 도 22의 리프레시 간격의 최적화, 도 24의 타이밍 콘트롤러의 타이밍조정 각각에

서 설명한 기술은, 도 20에 예시되는 하나의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30)와 같은 반도체집적회로에 총합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그 때, 플래쉬메모리(11)에 격납되는 정보는 회로의 일부 기능을 결정하는 초기화 데이터로서 위치매김할 수 있

고, 예를들어 도 25와 같은 포맷으로 플래쉬메모리(11)의 메모리셀 어레이(11MA)에 격납된다.

도 26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시스템의 한 예가 나타나 있다.

도 26에 있어서, 100은 PC와 같은 컴퓨터(전자계산기라고도 한다)를 나타내고 있으며, 101은 데이터를 상기 전자계산기

에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이다. 또한, 102는 예를들어 플로피디스크와 같은 기록매체이다.

이 기록매체에는, 미리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들어, 도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록매체(102)에는 플래쉬메모리(11)의 구성을 정하는 데이터(103), DRAM(12)

의 구성을 정하는 데이터(104),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의 구성을 정하는 데이터(105), 데이터버스(16)의 구성을

정하는 데이터(106)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설계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전자계산기로 판독함으로써, 전자계산기상에서 반도체

집적회로의 설계를 실시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는 전자계산기가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컴퓨터언어로 쓰여진 프로그램이나(예를들어 RTL(Register

Transfer Level)모델이나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모델), 혹은 실제로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할 때에 사

용되는 마스크에 관한 데이터(좌표데이터, 접속배선 데이터)라도 좋다. 물론 이 둘을 조합시킨 것을 상기 데이터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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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에서는,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구성을 정하는 데이터가 데이터(105)라고 하였지만, 물론 전기적 특성을 변

경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터(예를들어 도 20에 나타나 있는 전압트리밍 레지스터, 도 22에 나타나 있는 리프레시 최적

화 레지스터, 도 24에 나타나 있는 타이밍 조정 레지스터, 혹은 도 25에 나타나 있는 상기의 복합 레지스터)의 구성이 이

데이터(105)에 의해 정해지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도 1에서는 DRAM(12) 내에 구제 어드레스 레지스터(12AR) 및 어드레스 비교회로(12AC)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

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들을 DRAM(메모리어레이(12MA), 디코우더(12XD), 12YD, Y셀렉터, 기록버퍼, 입력버퍼, 메인앰

프, 출력버퍼)의 구성을 정하는 데이터(104)와는 다른 데이터(105)로 할 수도 있다. 물론, 도 1에 나타나 있는 DRAM(12)

을 하나의 데이터군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을 실시예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그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예를들어, 본 발명에 관한 반도체집적회로는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싱글칩 마이크로컴퓨터의

내장회로모듈의 종류도 상기의 예에 한정되지 않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전기적으로 변경가능한 비휘발성 메모

리에는 플래쉬메모리에 한정되지 않고, 선택 MOS 트랜지스터와 MNOS(메탈·나이트라이드·옥사이드·세미콘덕터)형식의

기억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메모리셀을 도입할 수도 있다. 또한, 플래쉬메모리의 기록, 삭제의 전압인가상태는 상기에

한정되지 않고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는 3값 이상의 복수값의 정보를 기억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휘발성 메모리는 SRAM, DRAM에 한정되지 않고 강유전체 메모리 등으로 할 수도 있다.

DRAM, SRAM, 플래쉬메모리와 같은 메모리에 있어서, 부가적 워드선은 어드레스 비교회로에 의한 어드레스 비교결과에

의해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그 선택 타이밍이 정규 워드선의 그것에 비해 늦어지기 쉬워진다. 그와 같은 타이밍의 지연은

특히 반도체집적회로가 현저하게 빠른 동작사이클을 가지고 동작해야 할 때는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와 같은 경우를 위

해서 약간의 면적 증가가 허용된다면 부가용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정보기억용 용량을 정규용 메모리셀에 있어

서의 그것 보다도 그 크기를 증대시키거나, 부가용 스태틱형 메모리셀이나 플래쉬형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트랜지스터의

컨덕턴스를 증대시키는 것과 같이 그 크기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선택한 부가적 메모리셀에서 비트선에

주어지는 판독신호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판독센스동작타이밍을 빠르게 해도 정상적인 데이터 판독이 가능

해진다. 이로 인해, 부가적 워드선의 선택타이밍의 지연에 의한 영향은 메모리셀 선택 후의 센스동작의 고속화에 의해 실

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도 22에 관해 설명한 바와 같이 DRAM의 리프레시기간의 조정기술은 변경가능하다. 몇개의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의 데이

터 보지시간특성이 도 22의 용량(CM)의 충전전압 보지특성에 대하여 비교적 크게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의 정상적인 동작기간 내에 리프레시동작이 반복되어 지도록 도 22의 기준전압(VR1)을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

다. DRAM의 리프레시동작보증을 위한 트리밍은, 도 22 대신에 반도체집적회로의 시스템클록신호와 같은 클록신호를 카

운트하고, 리프레시 타이밍신호를 형성하는 카운터 내지는 타이머의 카운트수를 변경하는 구성을 도입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시스템온칩된 시스템LSI에 있어서 그 효과는 크지만, 시스템LSI 이외의 논리LSI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다. 또한, 도 1, 도 14 또는 도 15에 있어서, 각 메모리모듈(11, 12, 13)은 하나의 부가적 워드선을 포함하도록 설명되었

는데, 그 개수는 복수개로 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서, 구제효율이 향상될 뿐 아니라 도 14(A)에 따른 결함구제단계(S2, S7

및 S10)의 각 단계에 있어서 그 단계에서 검출된 결함을 구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에 의해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결함구제와 같은 결합변경을 위한 휴즈 프로그램회로가 필요없게 되고, 휴즈절단을 위한 장치나 공정을 줄일 수 있으

며, 테스팅비용을 삭감할 수가 있고, 또한, 동배선계 프로세스와 같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휴즈의 레이저 절단개구부를

형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조프로세스가 간소화된다.

비휘발성 메모리에 대한 결합제어정보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인공정과 같은 제조공정 후에 발생하는 결함이나 시

스템 혹은 회로기판에 실장한 후에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결합변경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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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중앙처리장치와 같은 제어처리장치와 함께, 비휘발성 메모리와 함께 휘발성 메모리가 탑재된 대규모 논리구성

을 가지는 회로의 결합변경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논리를 가지는 반도체집적회로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온칩 등의 대규모화를 감안하면, 대규모 집적회로에 탑재된 비휘발성 메모리를 다른 회로모듈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휘발성 메모리의 기억정보를 당해 비휘발성 메모리와는 다른 휘발성 메모리의 결합변경

등에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데이터버스를 매개로 결합제어정보의 전송, 그리고 결합제어정보의 복수사이클로 나눈 직렬적

인 전송에 의한 수단은, 휘발성 메모리의 대용량에 따라 결합변경의 기회가 늘어날 때, 그 제어정보량의 증대에 대해서 그

정보를 따로따로 휘발성 메모리에 반영시키는 처리를 고속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개의 반도체기판에, 중앙처리장치와,

전기적으로 변경가능하며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는 반도체집적회로로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정규 휘발성 메모리셀과 부가용 휘발성 메모리셀을 복수개 가짐과 동시에, 상기 부가용 휘발성 메모리셀에 의해 불량인 정

규 휘발성 메모리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를 래치하는 휘발성 기억회로를 가지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정규 비휘발성 메모리셀과 부가용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복수개 가짐과 동시에, 상기 부가용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의해 불

량인 정규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를 래치하는 휘발성 기억회로를 가지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셀의 일부는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구제정보와 함꼐 비휘발성 메모리의 구제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로 되고,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에 대한 초기화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구제정보를 비휘발성 메모리셀로부터 판독하여

출력하고,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는,

상기 초기화의 지시에 응답하여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의 구제정보를 래치하는 것임으로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중앙처리장치, 비휘발성 메모리, 및 휘발성 메모리 각각의 데이터입출력단자가 공통접속되는 데이터버스에 상기 각

각의 휘발성 기억회로의 데이터입력단자가 결합되고,

상기 초기화의 지시에 응답하여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출력되는 구제정보는 상기 데이터버스를 매개로 대응하는 휘발성

기억회로에 전달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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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를 복수개 가지며,

각각의 휘발성 메모리의 휘발성 기억회로가 상기 데이터버스에 접속되어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

로.

청구항 4.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반도체집적회로에 대한 초기화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구제정보를 비휘발성 메모리셀로부터 복수사이클로 나누어 순서

대로 판독하여 출력하고,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는,

상기 데이터버스의 신호선에 각각 공통접속되며, 구제정보의 상기 판독사이클마다 순서대로 데이터버스에 대하여 래치동

작을 수행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는 반도체집적회로에 초기화를 지시하는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

부터 출력되는 상기 구제정보를 래치하고,

상기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서 제 2 상태로의 변화에 응답하여 중앙처리장치가 리셋예외처리를 개시하는 것임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반도체집적회로에 초기화를 지시하는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는 클록제어회로를 가지며,

클록제어회로는,

상기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서 제 2 상태로의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의

상기 구제정보를 래치시키고, 그 후, 중앙처리장치에 리셋예외처리를 개시시키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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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정보격납용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와,

그 변경을 억지하는 동작모드를 가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반도체집적회로의 외부에 접속되는 기록장치에 의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와,

중앙처리장치에 의한 명령실행에 따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를 가지는 것임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9.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진단프로그램을 격납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가지고,

상기 진단프로그램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및 휘발성 메모리에 대하여 불량검출을 수행하여, 새로운 불량 메모리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

를 비휘발성 메모리의 구제정보격납용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기록하는 처리를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실행시키는 것임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0.

1개의 반도체기판에, 각각 데이터버스를 공유하는 중앙처리장치와,

전기적으로 변경가능하며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는 반도체집적회로로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및 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데이터버스에 데이터입력단자가 접속하는 레지스터수단을 각각 가지며, 상기 레지스터수단에 설정된 정보에 따라 그

기능의 일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복수개의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가지며, 그 일부는 초기화데이터를 기억하는비휘발성 메모리셀로 되고, 초기화 데이터 기

억용인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와 억지하는 동작모드를 가지며,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에 대한 초기화의 지시에 응답하여 비휘발성 메모리셀로부터 상기 초기화데이터를 판독하여 출력하

고,

상기 레지스터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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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집적회로에 대한 초기화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의 초기화데이터를 래치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반도체집적회로에 초기화를 지시하는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는 클록제어회로를 가지며,

클록제어회로는,

상기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서 제 2 상태로의 변화에 응답하여 상호 활성타이밍이 어긋나진 복수상의 제 1 타이밍신호를

출력하고,

그 후에,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리셋예외처리를 개시시키기 위한 제 2 타이밍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복수상의 제 1 타이밍신호의 활성타이밍에 응답하여 상기 초기화데이터를 비휘발성 메모리셀로부터 복수사이클로

나누어 순서대로 판독하여 출력하고,

상기 레지스터수단은,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의 상기 초기화데이터의 판독사이클마다 순서대로 데이터버스에 대하여 래치동작을 수행하는 것임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2.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이에 대응되는 상기 레지스터수단이 래치한 정보를 부가용 휘발성 메모리셀에 의해 불량인 정규 휘발성 메모리셀을 구제

하기 위한 구제정보로서 이용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3.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이에 대응되는 상기 레지스터수단이 래치한 정보를 부가용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의해 불량인 정규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로서 이용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4.

청구항 10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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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셀로서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을 가지며,

그 휘발성 메모리에 대응되는 상기 레지스터수단이 래치한 정보를 상기 다이나믹형 메모리셀의 리프리시 간격을 규정하기

위한 제어정보로서 이용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5.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이에 대응되는 상기 레지스터수단이 래치한 정보를 내부제어신호의 타이밍을 규정하기 위한 제어정보로서 이용하는 것임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6.

청구항 10에 있어서,

외부전원전압을 입력하여 내부전원전압을 생성하는 내부전압 발생회로를 더 가지며,

이 내부전압 발생회로는,

내부전원전압의 레벨을 규정하기 위한 참조전압을 결정하는 제어정보를 래치하는 래치수단을 가지며,

이 래치수단은,

상기 비휘발성 기억장치로부터 판독되는 초기화데이터의 일부를 제어정보로서 래치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

적회로.

청구항 17.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플래쉬메모리이며,

일부 비휘발성 메모리셀은 상기 중앙처리장치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격납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8.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DRAM이며, 상기 중앙처리장치의 워크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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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SRAM으로 이루어진 고속 액세스용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0.

복수의 휘발성 메모리셀을 가지는 메모리어레이와,

상기 메모리어레이에 관한 구제정보를 휘발적으로 기억하는 휘발성 기억회로를 포함하는 메모리모듈로서,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는,

반도체집적회로에 형성될 데이터버스에 결합할 수 있게 되는 입력단자와,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로의 구제정보의 입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받기 위한 제어신호 입력단자를 가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모듈.

청구항 21.

청구항 20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모듈은,

제 1 휘발성 메모리셀의 복수와,

제 2 휘발성 메모리셀의 복수를 가지며,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보지되는 구제정보는,

상기 제 2 휘발성 메모리셀에 의해 상기 제 1 휘발성 메모리셀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모듈.

청구항 22.

청구항 20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모듈은,

다이나믹형 메모리 또는 스태틱형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모듈.

청구항 23.

청구항 21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모듈은, 또한,

어드레스버스로부터 어드레스신호가 공급될 어드레스버퍼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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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드레스버퍼회로에 공급된 어드레스신호와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격납된 구제정보를 비교하는 어드레스 비교회

로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 비교회로가 상기 어드레스버퍼회로에 공급된 어드레스신호와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격납된 구제정보의

일치를 검출한 것에 응답하고,

상기 어드레스신호에 따른 상기 제 1 휘발성 메모리셀 대신에, 상기 제 2 휘발성 메모리셀을 선택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

는 메모리모듈.

청구항 24.

주기적으로 메모리셀에 기억된 데이터의 리프레시가 필요한 다이나믹형 메모리와,

전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삭제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며,

상기 다이나믹형 메모리는,

그 메모리어레이의 구제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제 1 휘발성 기억회로를 가지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그 메모리어레이에 상기 제 1 휘발성 기억회로에 공급될 제 1 구제정보와 상기 제 1 구제정보 이외의 프로그램데이터를 기

억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5.

청구항 24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집적회로는, 또한,

상기 제 1 휘발성 기억회로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가 결합된 데이터버스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구제정보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리셋기간에 상기 데이터버스를 매개로 상기 제 1 휘발성 기억회로로 격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6.

청구항 24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제 2 휘발성 기억회로를 가지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그 자신의 메모리어레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 2 구제정보를 그 메모리어레이에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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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구제정보는,

상기 리셋기간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휘발성 기억회로에 격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7.

래치형태로 된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스태틱형 메모리와,

전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삭제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를 가지며,

상기 스태틱형 메모리는,

그 메모리어레이의 구제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제 1 휘발성 기억회로를 가지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그 메모리어레이에 상기 제 1 휘발성 기억회로에 공급될 제 1 구제정보와 상기 제 1 구제정보 이외의 프로그램데이터를 기

억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8.

청구항 27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집적회로는, 또한,

상기 제 1 휘발성 기억회로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가 결합된 데이터버스를 포함하고,

상기 구제정보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리셋기간에 상기 데이터버스를 매개로 상기 제 1 휘발성 기억회로로 격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29.

청구항 27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제 2 휘발성 기억회로를 가지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그 자신의 메모리어레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 2 구제정보를 그 메모리어레이에 기억하고,

상기 제 2 구제정보는,

상기 리셋기간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휘발성 기억회로에 격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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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구제정보를 휘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휘발성 기억회로를 가지는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구제정보를 격납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반도체기판에 형성하여 반도체집적회로

를 제조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집적회로를 검사하여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결함정보를 얻는 제 1 검사공정과,

상기 제 1 검사공정의 검사결과에 따라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로 공급될 제 1 구제정보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셀의 일부

에 기록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전원전압을 통상 사용시보다 높게 하여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시험을 실행하는 번인테스트공정

과,

상기 번인테스트공정 후, 상기 반도체집적회로를 검사하여 상기 번인테스트공정에 기인하는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결함정

보를 얻는 제 2 검사공정과,

상기 제 2 검사공정의 검사결과에 따라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로 공급될 제 2 구제정보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셀의 다른

일부에 기록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구제방법.

청구항 31.

중앙처리장치와,

구제정보를 휘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휘발성 기억회로를 가지는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구제정보를 격납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가지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반도체기판에 형성하여 반도체집적회로

를 준비하는 공정과,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테스트공정과,

상기 테스트공정에 의해 얻어진 결함정보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기억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구제방법.

청구항 32.

복수의 휘발성 메모리셀을 가지는 메모리어레이와,

상기 메모리어레이에 관한 구제정보를 휘발적으로 기억하는 휘발성 기억회로와,

어드레스버스로부터 어드레스신호가 공급될 어드레스버퍼회로와,

상기 어드레스버퍼회로에 공급된 어드레스신호와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격납된 구제정보를 비교하는 어드레스 비교회

로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 비교회로가 상기 어드레스버퍼회로에 공급된 어드레스신호와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격납된 구제정보의

일치를 검출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신호에 따른 상기 제 1 휘발성 메모리셀 대신에 상기 제 2 휘발성 메모리셀을

선택하는 메모리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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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청구항 32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모듈은,

제 1 휘발성 메모리셀의 복수와,

제 2 휘발성 메모리셀의 복수를 가지며,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보지되는 구제정보는,

상기 제 2 휘발성 메모리셀에 의해 상기 제 1 휘발성 메모리셀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모듈.

청구항 34.

청구항 33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모듈은,

다이나믹형 메모리 또는 스태틱형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모듈.

청구항 35.

청구항 33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에 형성될 데이터버스에 결합가능하게 되는 입력단자와,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로의 구제정보의 입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받기 위한 제어신호 입력단자를 가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모듈.

청구항 36.

복수의 메모리모듈을 가지며,

각 메모리모듈은,

복수의 휘발성 메모리셀을 가지는 메모리어레이와,

상기 메모리어레이에 관한 구제정보를 휘발적으로 기억하는 휘발성 기억회로와,

어드레스버스로부터 어드레스신호가 공급될 어드레스버퍼회로와,

상기 어드레스버퍼회로에 공급된 어드레스신호와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격납된 구제정보를 비교하는 어드레스 비교회

로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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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드레스 비교회로가 상기 어드레스버퍼회로에 공급된 어드레스신호와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격납된 구제정보의

일치를 검출한 것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신호에 따른 상기 제 1 휘발성 메모리셀 대신에, 상기 제 2 휘발성 메모리셀을 선택하고,

각 메모리모듈은 동배선을 이용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장치.

청구항 37.

제어처리장치와,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의해 엑세스 가능한 전기적으로 소거 및 기록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의해 엑세스 가능하고, 또, 제 1 휘발성 메모리 셀과 제 2 휘발성 메모리 셀을 복수개 가지는 휘발성

메모리와,

상기 제 2 휘발성 메모리 셀에 의해 상기 제 1 휘발성 메모리 셀을 치환하기 위한 결합제어정보를 보지하는 휘발성 기억회

로를 갖고,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복수개의 비휘발성 메모리 셀을 갖고, 그 일부는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기억하는 제 1 비휘발성 메

모리 셀을 포함하고,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결합제어정보의 판독 설정동작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상기 제 1 비휘발성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하여 출력하고,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는 상기 판독 설정 동작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결합 제어정보를 격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집적회로.

청구항 38.

청구항 37에 있어서,

상기 결합제어정보의 판독 설정 동작의 지시는 상기 반도체 집적회로의 초기화 동작의 지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39.

청구항 38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집적회로의 초기화 동작의 지시는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 응답하여 지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

적회로.

청구항 40.

청구항 39에 있어서,

상기 제어처리회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및 상기 휘발성 메모리의 각각의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공통으로 결합되고, 또,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의 데이터 입력단자가 결합되는 데이터 버스를 또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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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비휘발성 메모리 셀로부터 출력된 상기 결합제어정보는 상기 데이터 버스를 개재하여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41.

청구항 39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는 상기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구제정보를

래치하고,

상기 리셋신호의 제 1 상태로부터 제 2 상태로의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처리장치가 리셋 예외처리를 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42.

청구항 39에 있어서,

상기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 응답하여 초기화되는 클럭제어회로를 갖고,

상기 클럭제어회로는 상기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서 제 2 상태로의 변화에 응답하여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에 상기 비휘

발성 메모리로부터의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래치시키고, 그 후, 중앙처리장치에 리셋 예외처리를 개시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43.

청구항 37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메모리가 복수개 설치되고,

각각의 상기 휘발성메모리에 대응하여 상기 휘발성 기억회로가 복수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44.

청구항 43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결합제어정보의 판독 설정 동작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상기 제 1 비휘발

성 메모리 셀로부터 복수 사이클로 나누어 차례로 판독하여 출력하고,

상기 휘발성메모리에 대응하여 설치된 각각의 휘발성 기억회로는 대응하는 결합제어정보를 차례로 격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45.

청구항 37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메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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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비휘발성메모리 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와,

상기 제 1 비휘발성메모리 셀에 대한 변경을 저지하는 동작모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46.

청구항 45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집적회로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외부에 접속되어야 하는 기록장치에 의해 상기 비휘발성메모리 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

드와,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의한 명령실행에 따라서 상기 비휘발성메모리 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47.

청구항 37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메모리는 또, 진단프로그램을 격납하는 제 2 비휘발성메모리 셀을 갖고,

상기 진단프로그램은 상기 비휘발성메모리 및 상기 휘발성메모리에 대해서 불량검출을 행하고 불량 메모리 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를 상기 제 1 비휘발성 메모리 셀에 기록하는 처리를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48.

제어처리장치와,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의해 엑세스 가능하고, 제 1 비휘발성메모리 셀과 제 2 비휘발성메모리 셀을 가지는 전기적으로 소

거 및 기록이 가능한 비휘발성메모리와,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의해 엑세스 가능하고, 제 1 휘발성메모리 셀과 제 2 휘발성메모리 셀을 복수개 가지는 휘발성메모

리와,

상기 제 2 휘발성메모리 셀에 의해 상기 제 1 휘발성메모리 셀을 치환하기 위한 제 1 결합제어정보를 보지하는 제 1 휘발

성기억회로를 갖고,

상기 비휘발성메모리는 상기 제 2 비휘발성메모리 셀에 의해 상기 제 1 비휘발성메모리 셀을 치환하기 위한 제 2 결합제어

정보를 보지하는 제 2 휘발성기억회로를 갖고,

상기 비휘발성메모리는 상기 제 1 및 상기 제 2 결합제어정보를 기억하는 제 3 비휘발성메모리 셀을 또 포함하고,

상기 비휘발성메모리는 상기 결합제어정보의 판독 설정 동작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상기 제 2 비휘발성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하여 출력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휘발성 기억회로는 상기 판독 설정 동작의 지시에 응답하여 상기 결합제어정보를 격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등록특허 10-0581448

- 32 -



청구항 49.

청구항 48에 있어서,

상기 결합제어정보의 판독 설정 동작의 지시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초기화동작의 지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50.

청구항 49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초기화동작의 지시는 리셋신호의 제 1 상태에서 제 2 상태로의 변화에 응답하여 지시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51.

청구항 50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 상기 비휘발성메모리 및 상기 휘발성메모리의 각각의 데이터 입출력단자가 공통으로 결합되고, 또, 상기

제 1 휘발성기억회로의 데이터 입력단자가 결합되는 데이터 버스를 또 포함하고,

상기 제 3 비휘발성메모리 셀로부터 출력된 상기 결합제어정보는 상기 데이터버스를 개재하여 상기 제 1 휘발성기억회로

에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청구항 52.

청구항 50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메모리는,

상기 제 1 또는 상기 제 2 비휘발성메모리 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와,

상기 제 1 또는 상기 제 2 비휘발성메모리 셀에 대한 변경을 저지하는 동작모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청구항 53.

청구항 52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집적회로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외부에 접속되어야 하는 기록장치에 의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

모드와,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의한 명령실행에 따라서 상기 비휘발성메모리 셀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동작모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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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4.

청구항 53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메모리는 또, 진단프로그램을 격납하는 제 4 비휘발성메모리 셀을 갖고,

상기 진단프로그램은 상기 비휘발성메모리 및 상기 휘발성메모리에 대해서 불량검출을 행하고 불량 메모리 셀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정보를 상기 제 3 비휘발성 메모리 셀에 기록하는 처리를 상기 제어처리장치에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55.

청구항 37 또는 48에 있어서,

상기 휘발성 메모리는 다이내믹형 메모리(dynamic type memory) 또는 스태틱형 메모리(static type memory)이고,

상기 비휘발성메모리는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56.

청구항 37 또는 48에 있어서,

상기 제어처리장치는 중앙처리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57.

1개의 반도체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집적회로로서,

제 1 및 제 2 외부전압을 받고 내부전압을 발생하는 하강압회로와,

상기 하강압회로에 결합되고, 상기 내부전압의 전압레벨을 조정하기 위한 정보를 격납하는 휘발성격납회로와,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전위를 받고,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입력 또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외부

로의 데이터 출력을 실행하는 입출력회로와,

상기 내부전압과 상기 제 2 외부전압을 받고, 상기 내부전압과 상기 제 2 외부전압의 사이에서 동작되는 중앙처리장치와,

상기 정보를 그 한계치에 따라 기억하는 전기적으로 기록 가능한 비휘발성 기억소자를 갖고,

상기 전기적으로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기억소자에 격납된 상기 정보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초기화에 응답하여 판독되

고,

상기 휘발성 격납회로는 상기 전기적으로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기억소자로부터 판독된 상기 정보를 상기 반도체집적회로

의 초기화에 응답하여 격납함으로써, 상기 정보에 의해 조정된 내부전압이 상기 하강압회로에서 상기 중앙처리장치로 공

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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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7에 있어서,

상기 입출력회로와 상기 중앙처리장치의 사이에 결합된 데이터버스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59.

청구항 57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으로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기억소자는 전자가 충전되어야 하는 영역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

회로.

청구항 60.

청구항 57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으로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기억소자는 제어게이트와 부유게이트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

로.

청구항 61.

청구항 58에 있어서,

싱기 데이터버스에 결합되고, 상기 내부전압을 받는 휘발성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62.

청구항 57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으로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기억소자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

회로.

청구항 63.

청구항 57에 있어서,

상기 하강압회로는,

기준전위를 발생하는 기준전위 발생회로와,

상기 기준전위를 받도록 결합된 제 1 입력단자와, 제 2 입력단자와 출력단자를 가지는 증폭회로와,

상기 증폭회로의 출력에 결합된 게이트와, 상기제 1 외부전압을 받도록 결합된 소스와, 드레인을 가지는 MOSFET와,

상기 MOSFET의 상기 소스와 상기 제 2 외부전압의 사이에 결합된 복수의 저항소자와,

상기 증폭회로의 상기 제 2 입력과 상기 복수의 저항소자가 대응하는 공통접속점의 사이에 결합된 소스·드레인경로를 각

각 가지는 복수의 스위칭 MOS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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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스위칭 MOS의 1개가 상기 휘발성 격납회로에 기억된 상기 정보에 따라서 도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집적회로.

청구항 64.

1개의 반도체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집적회로장치로서,

메모리어레이와,

상기 메모리어레이의 출력신호를 받도록 결합되고 활성화신호를 받는 제어입력단자를 가지는 센스앰프(sense amplifier)

와,

상기 센스앰프의 상기 제어입력단자에 결합되고 상기 활성화신호를 발생하는 출력단자를 가지는 타이밍제어회로와,

정보를 그 한계치에 의해 기억하는 전기적으로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기억소자를 갖고,

상기 타이밍 제어회로는,

상기 정보가 격납되어야 하는 휘발성 격납회로와,

복수의 지연소자를 포함하는 지연회로와,

상기 휘발성 격납회로에 결합되고, 상기 휘발성 격납회로에 격납된 상기 정보를 따라서 상기 지연회로내의 1개 또는 복수

의 지연소자를 선택하는 선택회로를 갖고,

상기 타이밍 제어회로는 상기 선택회로에 의해 선택된 1개 또는 복수의 지연소자에 응하여 상기 활성화신호의 출력 타이

밍이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65.

청구항 64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으로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기억소자에 격납된 상기 정보는 상기 반도체집적회로의 초기화 동작에 응답하여 판

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청구항 66.

청구항 64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으로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기억소자는 전자가 충전되어야 하는 부분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

회로.

청구항 67.

청구항 66에 있어서,

상기 전자가 충전되어야 하는 부분은 부유게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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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8.

청구항 64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으로 기록가능한 비휘발성 기억소자는 제어게이트와 부유게이트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

로.

청구항 69.

청구항 64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어레이는 복수의 스태틱형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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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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