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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게이 과 압 벨조 을 이용하여

설 류를 인 SRAM

( A Low Leakage SRAM Using Power-Gating and Voltage-Level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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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워게이 과 압 벨조 을 이용하여 설 류를 인 SRAM을 제안하 다. 제안된 워게이  기법은 

데이터를 장하지 않은 메모리 셀 블록의 력공 을 차단함으로써 설 류를 크게 감소시키고, 제안된 압 벨조  기법

은 데이터가 장된 메모리 셀 블록의 지 압을 올림으로써 설 류를 여 다. 4K×8비트 SRAM 칩은 0.13㎛ CMOS 공

정으로 제작되었고 VDD=1.2V로 동작하 다. 메모리 사용률이 0∼100%에 하여, 동작 모드에서의 설 류는 1.23∼9.87μW

이고 기 모드에서 설 류는 1.23∼3.01μW 다. 기 모드 동안에, 제안된 SRAM의 설 류는 기존의 SRAM의 12.5∼

30.5%로 감소하 다.  

Abstract

This letter proposes a low-leakage SRAM using power-gating and voltage-level control. The power-gating scheme 

significantly reduces leakage power by shutting off the power supply to blank memory cell blocks. The voltage-level 

control scheme saves leakage power by raising the ground line voltage of SRAM cells and word line decoders in 

data-stored memory cell blocks. A 4K×8bit SRAM chip was fabricated using a 1.2V 0.13μm CMOS process. The leakage 

powers are 1.23∼9.87μW and 1.23∼3.01μW for 0∼100% memory usage in active and sleep modes, respectively. During the 

sleep mode, the proposed SRAM consumes 12.5∼30.5% leakage power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RAM.

      Keywords : Low-leakage SRAM, Power-gating, SRAM, Voltage-level control

Ⅰ. 서  론

최근 고성능 휴 용 장치들에서는 용량 내장형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이 많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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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휴 용 장치에서 사용되는 SRAM의 경우, 동

작  기 력 소모량이 낮아야 한다. 특히, SRAM 

셀의 설 류에 의한 기 력은 공정 기술이 발 함

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이기 한 많은 연

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 류를 이는 방법으로 

가상 지(virtual ground) 방식은 매우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가상 지 방식은 기 모드 시, 그림1

과 같이 SRAM 셀에 있는 가상 지(virtual ground: 

VGND) 노드의 압을 높여 설 류를 감소시키는 방

법이다. 가상 지 방식의 경우, 모든 메모리 셀이 같은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즉, 메모리 셀들  일부분이 사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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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메모리 셀들이 동시에 동

작 모드(active mode) 는 기 모드(sleep mode)로 

동작하게 된다. 그러나 데이터를 장하고 있지 않는 

빈 메모리 셀들(blank memory cells)에서는 데이터 

장을 한 원이 필요하지 않다. 원을 차단한 컷-오

(cut-off) 상태에서의 SRAM 셀의 설 류는 동작 

모드와 기 모드에서의 설 류보다 훨씬 작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SRAM에서는 빈 메모리 셀 블록에

는 원 공 을 차단하고 데이터가 장된 메모리 셀 

블록에는 지 압의 압 벨을 조 하는 가상 지 방

식을 용하여 설 류를 크게 다.

Ⅱ. 제안된 SRAM 구조와 동작

그림 1은 제안된 SRAM 셀 회로에서의 설 류  

가상 지 (virtual ground: VGND) 압을 나타내고 있

다. 제안된 메모리 셀은 동작 모드 (active mode), 기 

모드 (sleep mode), 원 차단 모드 (cut-off mod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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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SRAM cell.

(a) circuit and leakage current (b) simulated 

VGND voltage (c) simulated leakage current.

동작을 한다. 기존의 가상 지 방식들과는 달리, 데이터

를 장하고 있지 않는 빈 메모리 셀들(blank memory 

cells)에서는 불필요한 설 류를 이기 해 메모리 

셀의 원을 공 하지 않는 원 차단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동작 모드(active mode)에서는 VGND 압을 0V로 

만들어 주어, 기존의 SRAM 셀과 동일한 읽기  쓰기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SRAM 셀과 같은 원 

압 벨을 사용하므로 제안된 SRAM 셀의 읽기  쓰

기 속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한, SRAM 셀의 읽기  

쓰기 정  노이즈 마진 (static noise margin: SNM)도 

기존의 SRAM과 동일하게 된다. 

기 모드(sleep mode)에서는 VGND 압을 그림 

1(b)와 같이 높이게 된다. 이 때, 원 압(VDD)과 

VGND 압은 SRAM 셀의 데이터가 유지되기 한 최

소 압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회로 시뮬

이션은 VDD=1.2V, 0.13μ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기 모드에서의 VGND 압은 0.57V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기 모드에서는 VGND 압이 상승함으로써, 메모

리 셀의 설 류들이 모두 감소하게 된다. 이 설

류는 서 쓰 스홀드 설 류(subthreshold leakage 

current)와 게이트 설 류(gate leakage current)로 구

성된다. 두 설 류 모두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

의 압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크게 일 수 있다. 

VGND 압이 상승하면 그림 1(a)와 같이 게이트-소스 

압차가 VDD에서 VDD-VGND로 어들어 설 류

가 감소하게 된다. 워드라인(word line: WL)의 압도 

0V 신 VGND를 사용하여 비트라인(bit line: BL)과 

연결되어 있는 억세스 트랜지스터들의 설 류도 어

들었다. 

원 차단 모드(cut-off mode)에서는 VGND에 공

되는 원을 차단한다. 데이터를 장하지 않은 셀들에

는 원이 공 되지 않아도 되므로, 차단 모드로 동작

이 가능하다. 공 되는 원이 차단되면 VGND 압은 

SRAM 셀의 설 류에 의하여 VDD 압 가까이 상

승하게 된다. 시뮬 이션에서는 VDD=1.2V에서 VGND 

압이 1.11V까지 상승하 다. VGND 압이 VDD에 

근 하도록 증가하므로 SRAM 셀에서의 설 류는 

크게 어들게 된다.  

회로 시뮬 이션에서 동작 모드, 기 모드, 차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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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posed SRAM architecture.

드의 메모리 셀의 설 류는 각각 370pA, 64pA, 15pA

로 측정되었다. 기 모드와 차단 모드의 설 류는 

각각 동작 모드 설 류의 17%와 4%로 었다. 

그림 2는 제작된 4K×8비트 SRAM의 구조이다. 

SRAM은 32개의 메모리 셀 블록으로 구성되고, 각 블

록은 128×8비트 메모리 셀들을 가지고 있다. 메모리 셀 

블록들  일부는 데이터를 장하고 있고 나머지 블록

들은 데이터가 장되지 않은 빈 블록으로 남아있게 된

다. 데이터를 장하고 있는 블록들은 동작 모드와 

기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동작 모드에서는 VGND 압이 0V가 되고 기 모

드에서는 VGND 압이 V_sleep 압이 된다. 설계된 

회로에서는 V_sleep이 2×VT가 되도록 설계하 다. 

V_sleep 압은 2×VT=(=0.57V)로써  입력 압 1.2V로 

동작하는 SRAM 6T 셀의 sleep 동작 모드에서 정  노

이즈 마진 (static noise margin: SNM)을 얻기에 충분

한 압이다.  빈 블록들의 VGND는 원에 연결되지 

않는 로 (floating) 노드가 된다. 기 모드에서는 

VGND 압을 V_sleep(=2×VT)로 증가시켜 설 류를 

이고, 차단 모드에서는 VGND 노드를 로  시켜 

VGND 압이 VDD에 가깝게 상승하도록 놔두어 설

류를 크게 인다. 

그림 3은 VGND 조  회로이다. 이 회로는 각 메모

리 블록마다 데이터의 장 여부를 알려주고, 모드에 

따라 VGND 압을 조 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에, 

모든 블록들은 reset 신호에 의해 빈 블록으로 있게 된

다. 만약 어떤 데이터가 블록 안의 메모리 셀에 장된

VGNDSR-FF
erase

block select

reset

write

sleep

R

S

active_EN

V_sleep=2×VT=0.57V

EN

그림 3. VGND 조  회로

Fig. 3. VGND control circuit.

다면, 그 블록은 데이터 장 블록(data stored block)이 

되고, VGND 조  회로 내의 셋-리셋 립 롭

(SR-FF)은 write 신호 의해 EN이 1로 된다. 

동작 모드에서 sleep 신호는 0이 되고 block select 

신호에 의하여 해당 블록이 선택된다면, 선택된 블록의 

VGND는 active_ EN 신호에 의해 지(0V)로 연결된

다. 선택되지 않는 경우엔 VGND는 지로부터 연결이 

끊어진다. 이후, VGND 압은 SRAM 셀로부터의 

설 류에 의해 천천히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VGND 

압은 V_sleep 압 이하에서 유지 된다. V_sleep 

압은 SRAM 셀의 정  노이즈 마진(Static noise 

margin: SNM)을 고려하여 선택된다. 제안된 SRAM 회

로의 V_sleep 압은 2×VT(=0.57V)로 설계 되었다. 여

기서 VT는 NMOS 트랜지스터의 문턱 압이다. 

어떤 데이터도 장되지 않은 블록은 빈 블록으로 남

아 있게 된다. 한 SR-FF이 reset 는 erase 신호에 

의해 EN이 0으로 된다면, 데이터 장 블록은 다시 빈 

블록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 VGND 압은 로  

노드가 되고, 메모리 셀들의 설 류에 의해 VGND 

압은 VDD 압에 가까워 질 때까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차단 모드에서의 설 류는 동작 모드와 기 

모드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기존의 SRAM들

에서는 가상 지 기법을 SRAM 셀들에만 용하 다
[1～3]
. 그러나 제안된 SRAM에서는 SRAM 셀 뿐만 아

니라 워드라인 드라이버(word line driver)에도  VGND 

압을 사용함으로써, 워드라인 드라이버의 설 류까

지도 다. 기존 SRAM의 워드라인은 지 압이지

만, 제안된 SRAM의 워드라인은 기  차단 모드에

서 VGND 압이 된다. 이것은 워드라인에 연결된 

NMOS 트랜지스터의 설 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4는 4K×8비트 SRAM의 설 력 비교를 보여

주고 있다. 메모리 사용량 비율(memory usage ratio)이 

100%일 때, 모든 메모리 블록들에는 데이터가 장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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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eakage power comparison of 4K×8bit SRAM.

어 차단 모드로 동작하는 메모리 블록은 존재하지 않는

다. 모든 메모리 블록은 동작 모드와 기 모드로만 동

작하게 된다. 기 모드 설 력은 동작 모드 설

력의  30.5%로 다. 제안된 SRAM의 력 감소량은 

그림 4와 같이 메모리 사용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메모리 사용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차단 모드가 되는 

메모리 블록이 증가하게 되어 설 력이 더욱 감소하

게 된다. 메모리 사용 비율에 따라 동작 모드와 기 모

드에서 각각  0∼87.5%와 0∼59%의 설 력을 일 

수 있다. 

가상 지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SRAM의 설

력은 동작  기 모드에서 9.87μW이었다. 가상 지 

기법만을 사용하는 경우, SRAM의 설 력은 기 

모드에서 3.01μW로 어들었다. 제안된 SRAM에서는 

차단 모드를 사용하여, 설 력은 기 모드에서 1.23

∼3.01μW로 감소하 다. 기존의 SRAM과 비교하 을 

때, 기 모드에서 설 력은 12.5∼30.55%로 크게 

었다.

제안된 SRAM의 안정 인 동작을 해서는, 그림 5

의 VGND 트랜지스터 (VGND transistor)의 크기를 

히 조 해 주어야 한다. 메모리 읽기 동작에서 워드

라인이 VDD 압이 되었을 때 (WL=VDD), 그림 1(a)

의 SRAM 셀의 M1 는 M2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류가 VGND 노드로 흘러들어간다. 이 류에 의하여 

VGND 압이 그림 6(a)와 같이 상승하게 된다. VGND 

트랜지스터의 크기(W/L)에 따라 트랜지스터의 소스-드

인 항이 변하므로, VGND 트랜지스터의 크기에 따

라 읽기 동작에서 상승하는 VGND 압도 그림 6(a)와 

VGND

active_EN

EN

V_sleep
(=2×VT=0.57V)

VGND 
Transistor

SRAM
cell

SRAM
cell

그림 5. VGND 조  회로의 VGND 트랜지스터 

Fig. 5. VGND transistor in VGND control circuit.

트랜지스터 종류 W/L [μm/μm]

SRAM 셀

 [그림 1(a)]

M1/M2 NMOS 0.72/0.13 (×2)

M3/M4 PMOS 0.36/0.13 (×1)

M5/M6 NMOS 0.36/0.13 (×1)

VGND 트랜지스터 [그림 5] NMOS 5.76/0.13 (×16)

표 1. 트랜지스터 크기 

Table 1. Sizes of Transistors.

260mV

WL=0

Time[ns]

VG
N

D
 [m

V]

50
0 2 4 6

100

350

150

200

250

300

1 3 5

120mV

WL=VDD WL=0

VGND TR. size

x 1
x 2
x 4
x 8
x 16

(a)

VIN [V]
0 0.4 0.8 1.20.2 0.6 1.0

V O
U

T [
V]

0

0.4

0.8

1.2

0.2

0.6

1.0
x 16 : SNM = 0.22V

x 1 : SNM = 0.07V

Conventional 
SRAM cell

(b)

그림 6. VGND 트랜지스터의 크기에 따른 (a) VGND 

압 변화 (b) 노이즈 마진

Fig. 6. (a) Voltage variation of VGND (b) noise margin 

according to the size of transistor.

같이 변하게 된다. 

그림 5의 시뮬 이션에 사용된  SRAM 셀 내부의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표 1과 같다. 트랜지스터 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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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µs]

Vo
lta

ge
 [V

]

0
0 80 160

0.2

1.2

0.4

0.6

0.8

1.0

40 120 200

VGND 1.11V 
after 160µs

VDD = 1.2V

그림 7. 차단 모드에서 설 류에 의한 VGND 압 

변화

Fig. 7. Voltage variation of VGND according to the 

leakage current in cut-off mode.

그림 1(a)의 트랜지스터 번호와 같고, 트랜지스터 크기

( W/L)는 트랜지스터 최소 크기 W/L=0.36μm/0.13μm

를 기  크기의 1배(×1)로 사용하여 그림 6에서 표시

하 다. 

그림 6(b)는 VGND 트랜지스터의 크기에 따른 정  

노이즈 마진 (static noise margin: SNM)의 시뮬 이션 

결과를 보여 다. VGND 트랜지스터가 최소 크기의 16

배 (×16)가 되면, VGND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의  

SRAM과 같은 정  노이즈 마진을 가지게 된다. 따라

서, 제작된 SRAM 칩 설계에서는 16배 크기를 사용하

다. 

차단 모드가 되면 그림 5의 EN과 active_EN 신호 모

두 0이 되어, VGND 노드는 로  상태가 된다. 이때, 

SRAM 셀들에서 들어오는 설 류들에 의하여 시간

이 흐름에 따라 VGND 압은 그림 7과 같이 서서히 

증가하여 약 1.11V까지 상승한다. VGND 압이 

VDD(=1.2V) 압 가까이 상승하므로 SRAM 셀의 데

이터는 보존할 수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차단 모드에 

있는 SRAM 셀들의 설 류는 크게 어든다.

Ⅲ. 실  험 

4K×8비트 SRAM은 VDD=1.2V와 함께 0.13μm 

CMOS 공정으로 제조 되었다. 표 2는 제작된 SRAM 

칩의 특징들을 나타낸다. 메모리 설 력은 메모리 

셀 사용률 0∼100%에 하여 동작 모드와 기 모드에

서 각각 1.23∼9.87μW와 1.23∼3.01μW이다. 읽기 동작

에서의 노이즈 마진은 VGND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기

존 SRAM의 89%인 0.22V이다. 칩 코어 면 은 

공정 0.13μm CMOS

원 압 1.2V

구성 4K×8비트

최고 클럭 주 수 300MHz

쓰기 력소모 617μW @ 300MHz

읽기 력소모 652μW @ 300MHz

설 류

동작 모드

9.87μW @ 100% 셀 사용

5.55μW @  50% 셀 사용

1.23μW @   0% 셀 사용

기 모드

3.01μW @ 100% 셀 사용

2.12μW @  50% 셀 사용

1.23μW @   0% 셀 사용

노이즈 마진 

(SNM)

동작 모드
0.22V @ 읽기 상태

0.42V @ 유지 상태

기 모드 0.31V @ 유지 상태

칩 코어 면 0.26mm
2(0.79mm×0.33mm)

표 2. SRAM 칩의 특징

Table 2. Features of the SRAM chip.

Decoder (Pre-DEC, Sub-DEC)

B
lo

ck
 c

on
tr

ol
 c

irc
ui

t

Write Driver, Sense Amp., CNT.

그림 8. 제작된 SRAM 칩 사진. 

Fig. 8. Microphotograph of the SRAM chip.

CLK

WE

DIN

DOUT

1 0 1 1 0 0 1 0

1 0 1 1 0 0 1 0

그림 9. 제작된 SRAM 칩의 측정된 출력 형

Fig. 9. Measured waveform of the SRAM chip.

0.26mm
2
이다. VGND 조 회로 면  (0.06mm

2
) 때문에 

기존 면 에 비해 2.3% 증가 하 다. 그림 8은 제작된 

칩 사진이고, 그림 9는 제작된 칩의 측정된 동작 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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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제안된 SRAM에서는 워게이 과 압 벨조 을 

이용하여 설 류를 다. 워게이  기법으로 데

이터를 장하지 않은 메모리 셀 블록의 력공 을 차

단함으로써 설 류를 감소시켰고, 압 벨조  기법

으로 데이터가 장된 메모리 셀 블록의 지 압을 올

림으로써 설 류를 다. 4K×8비트 SRAM 칩은 

0.13㎛ CMOS 공정으로 제작하 고 VDD=1.2V에서 최

 300MHz로 동작하 다. 메모리 사용률이 0∼100%에 

하여, 동작 모드와 기 모드에서 각각 설 류는 

1.23∼9.87μW와 1.23∼3.01μW 다. 기 모드에서 설

류는 기존 SRAM의 12.5∼30.5%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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