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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내부 전원전압 발생 회로도.

제2도는 제1도의 출력 특성.

제3도는 제1도의 기준전압 발생 회로의 다른 실시예.

제4도는 본 발명에 의한 내부 전원전압 발생 회로의 구성도.

제5도는 제4도의 출력 특성.

제6도는 제4도의 일실시예.

제7도는 온도 변화에 따른 모오스 트랜지스터의 전류 구동력 감소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고집적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온도가 올라
갈  수록  출력  전압이  상승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에  관한  것이다.  근래,  대기억  용량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는  미크론  단위  이하급의  모오스  트랜지스터는  높은  전계에  약해  컴퓨터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5V의  외부  전원전압보다  낮은  소정의  전압을  인가시켜  줄  필요가  있게 되
고,  이  때문에  소정의  낮은  전원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가  메모리부와 

더불어  칩(chip)  내에  형성된다.  예를들어,  16메가(mega  : 10
6
)  다이나믹  램(dynamic  RAM)  이상급의 

반도체  메모리  제품에는  메모리  소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를 필수적
으로 굽지하고 있다.

종래의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  및  특성에  대하여  제1도,  제2도  및  제3도에  도시하였다.  상기 제1도
는  기준전압  발생회로(50)와  비교기(60)와  출력단(70)으로  이루어진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100)의 
전체  회로도이고,  상기  제2도는  상기  제1도의  출력  특성을  외부  전원전압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
리고  상기  제3도는  상기  제1도의  기준전압  발생회로(50)의  다른  실시예이다.  상기  제1도는  기준전압 
발생회로(50)와  가변저항으로서  적용디는  피모오스  트랜지스터(10)로  이루어진  출력단(70)과  상기 
기준전압  발생회로(50)의  출력전압  및  상기  출력단의  출력  전압을  비교하여  상기  피모오스 트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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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8)의  게이트  전압을  제어해주는  차동  증폭회로인  비교기(60)로  구성된다.  상기  기준전압 발생회
로(50)는  제1  및  제2저항소자(R1)(R2)가  외부  전원전압단과  접지전압단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어 출
력노드(3)를  통해  기준전압(Vref)을  발생한다.  상기  비교기(60)는  차동쌍을  구성하는  제1  및 제2엔
모오스  트랜지스터(6)(7)와  정전류원으로  작용하는  제3엔모오스  트랜지스터(8)와  전류 미러부하
(current  mirror  load)를  구성하는  제1  및  제2피모오스  트랜지스터(14)(15)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피모오스  트랜지스터(10)의  소오스  외부  전원전압에  접속되고  드레인은  내부  전원전압단(int. Vcc)
를  발생시키는  출력노드(11)에  접속된다.  상기와  같은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100)에서 기준전압
(Vref)이  상기  비교기(60)의  제1엔모오스  트랜지스터(6)의  제2엔모오스  트랜지스터(7)의  게이트에 

공급된다.

상기  출력단(70)의  출력노드(11)로부터  메인메모리회로(도시되지  않음)로  부하전류가  흐르게  되면 
상기  출력단(70)의  피모오스  트랜지스터(10)에서  전압강하가  발생되어  내부  전원전압(int.  Vcc)이 
외부  전원전압(ext.  Vcc)보다  낮은  레벨로  설정되고  상기  비교기(60)에서는  상기  내부 전원전압
(int.  Vcc)과  상기  기준전압(Vref)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상기  출력단(70)  피모오스 트랜지스터(1
0)의  게이트를  제어하게  된다.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는  반도체  소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가되는  외부  전원전압(ext.  Vcc)에  무관하게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상기  제1도의  회로는 
상기  제2도에  도시된  것처럼  ΔV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상기  기준전압  발생회로(50)의 기준
전압(Vref)이  “Vref={R2/(R1+R2)}ext.Vcc”로  되어  외부  전원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기 기준전
압(Vref)도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내부  전원전압(int.  Vcc)도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
체 소자들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

상기  제3도는  기준전압  발생회로(50)를  피모오스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회로로서,  직렬로  연결되는 
제1,  제2  및  제3피모오스  트랜지스터(12)(13)(14)와  직렬로  연결되는  제4  및  제4피모오스 트랜지스
터(15)(16)가  외부  전원전압단과  접지전압단  사이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제1,  제2  및 제3피
모오스  트랜지스터(12)(13)(14)는  각각  게이트와  드레인이  다이오드  접속되고,  상기  제4피모오스 트
랜지스터(15)는  게이트가  상기  제3피모오스  트랜지스터(13)의  소오스에  접속되고  상기  제5피모오스 
트랜지스터(16)는  게이트와  드레인이  다이오드  접속된다.  상기  제3피모오스  트랜지스터(14)의 소오
스  전압은  ext.  Vcc/3로  상기  제4피모오스  트랜지스터(15)의  게이트를  제어하며  상기  제5피모오스 
트랜지스터(16)의  소오스가  출력단으로서  출력노드(17)를  통해  기준전압(Vref)을  공급하게  된다. 상
기  제3도와  같은  기준전압  발생회로(50)의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할  수록  각  모오스  트랜지스터의 드
레쉬홀드전압(Vth)이  낮아지게  되어  기준전압(Vref)도  낮아지게  된다.  기준전압이  낮아지면 결과적
으로  내부  전원전압(int.  Vcc)도  함께  낮아져서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
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출력전압이  일정하게  높아져서  메모리 소자
가 균일한 속도를 유지하게 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는  온도가  올라갈 
수록  출력  전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저항치가  달라지는  부하용  제1가변저항소자  및 제2가변저항소
자를  출력단과  접지전압단  사이에  직렬로  연결하고  그  공통단자를  출력노드로  하는  분압회로를 구비
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의한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의  블록도로서  분압회로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고  제5도는  제4도의  출력  특성  그래프이다. 
그리고  제4도의  제1실시예를  제5도에  도시하였다.  상기  제4도는  외부  전원전압이  인가되는  기준전압 
발생회로(50)와,  상기  기준전압  발생회로(50)의  출력에  연결된  제1입력  및  소정의  제2입력을  가지는 
비교기(60)와,  상기  비교기(60)의  출력이  입력되어  내부  전원전압을  발생시키는  출력단(70)과,  상기 
출력단(70)의  연결되고  출력이  상기  비교기(60)의  제2입력으로  연결되어  상기  출력단(70)의  전압을 
온도에  따라서  상승시켜주는  분압회로(80)로  구성된다.  상기  분압회로(80)는  온도가  상승할  수록 저
항치가  상승하는  부하용  제1  및  제2가변저항소자(R1′)(R2′)를  가지며,  상기  부하용 제1가변저항소
자(R1′)의  저항치가  상기  제2가변저항소자(R2′)의  저항치보다  더  크면서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 
증가율도 제1가변저항소자(R1′)가 제2가변저항소자(R2′)보다 더 큼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4도에서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100)의  출력전압(int.  Vcc)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int.  Vcc=(1+R1′/R2′)Vref”  여기에서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의  변화비는  R1′＞R′이다. 따라
서,  온도가  상승할  수록  상기  부하용  제1가변저항소자  R1′에  대한  저항  증가비가  상기 제2가변저항
소자  R2′에  대한  저항  증가비  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부  전원전압(int.  Vcc)은  상승하게  된다. 상
기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온도가  상승할  수록  내부  전원전압(int.  Vcc)이  상승하여  일정하게 유
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준전압  발생회로의  출력  전압인 기준전압
(Vref)이  낮아져서  내부  전원전압이  낮아지는  종래의  문제점이  외부  전원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
준전압이  상승하여  내부  전원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종래의  또  다른  문제점을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다.

상기  제4도의  일실시예인  제6도의  구성을  설명한다.  기준전압  발생회로(50)는,  외부  전원전압단에 
입력단자가  접속된  정전류원(31)과  상기  정전류원(31)의  출력단자에  접속된  출력노드(38)와  상기 출
력  및  접지전압단  사이에  접속되어  상기  출력노드(38)의  전압을  강하시키기  위한  소정의  수단으로 
구성된다.  상기  수단은,  이루어  상기  출력노드(38)에  한쪽  단자가  접속된  제1저항(35)과,  상기 제1
저항(35)의  다른  한쪽  단자에  콜렉터와  베이스가  공통  접속되고  접지전압단에  에미터가  접속된 제1
바이폴라  트랜지스터(32)와,  상기  출력노드(38)에  한쪽  단자가  접속된  제2저항(36)과,  상기 제2저항
(36)의  다른  한쪽  단자에  콜레터가  접속되고  상기  제1바이폴라  트랜지스터(33)와,  상기  제2바이폴라 
트랜지스터(33)의  에미터에  한쪽  단자가  접속되고  접지전압단에  다른  한쪽  단자가  접속된 제3저항
(37)과,  상기  출력노드(38)에  콜렉터가  접속되고  상기  제2바이폴라  트랜지스터(33)의  콜렉터에 베이
스가 접속되고 접지전압단에 에미터가 접속된 제3바이폴라 트랜지스터(34)로 구성된다.

상기  비교기(60)는,  외부  전원전압에  접속된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터(39)와,  외부  전원전압단에 소
오스가  접속되고  게이트와  드레인이  상기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터(39)의  게이트에  공통  접속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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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모오스  트랜지스터(40)와,  게이트가  상기  제1입력라인에  접속되고  드레인이  상기  제1피모오스 트
랜지스터(39)의  드레인에  접속된  제1엔모오스  트랜지스터(41)와,  게이트가  상기  제1입력라인에 접속
되고  드레인이  상기  제2피모오스  트랜지스터(39)의  드레인에  접속된  제2엔모오스  트랜지스터(43)와 
게이트가  상기  제1입력라인에  접속되고  소오스가  접지전압단에  접속된  제3엔모오스 트랜지스터(42)
와,  피모오스  트랜지스터(39)  및  상기  제1엔모오스  트랜지스터(41)의  공통단자인  출력노드(44)로 이
루어진다.  상기  출력단(70)은,  외부  전원전압에  소오스가  접속되고  상기  비교기(60)의 출력노드(4
4)에  게이트가  접속된  피모오스  트랜지스터(45)와,  상기  피모오스  트랜지스터(45)의  드레인에 접속
되어  내부  전원전압을  발생하는  출력노드(49)로  이루어진다.  상기  분압회로(80)는,  상기 출력단(7
0)의  출력노드(49)에  소오스가  접속되고  게이트  및  드레인이  다이오드  접속된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
터(46)와,  상기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터(46)의  드레인에  소오스에  연결되고  게이트  및  드레인이 접
지전압단에  다이오드  접속된  제2피모오스  트랜지스터(47)와,  상기  제1  및  제2피모오스 트랜지스터
(46)(47)의  공통단자  및  상기  비교기(60)의  제2입력라인에  공통  접속된  출력노드(48)로  이루어 

진다.

상기  기준전압  발생회로(50)는  온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준전압(Vref)을  출력시키고자 바이
폴라  트랜지스터로  구성하였다.  참고로  본  발명에  의한  상기  기준전압  발생회로(50)의  출력전압은 
“Vref=VBE+Rb/RcㆍVtㆍIn(I1/I2ㆍIs2/Is1 )”과  같이  된다.  여기에서  상기 VBE3 는  상기  제3바이폴라 트

랜지스터(34)의  에미터-베이스 전압이며,  상기 Vt는  열전압,  상기 Rb  및  Rc는  각각 상기 제2  및 제3
저항(36)(37)이고,  상기 Is 1  및 Is2 는  각각  상기  제1  및  제2바이폴라  트랜지스터(32)(33)의  콜렉터 

포화  전류이다.  상기  기준전압  발생회로(50)는  음온도계수를  갖는  에미터-베이스전압 VBE(-2.2mV/

℃)와  양  온도계수인  열  전압  Vt(0.085mV/℃)를  결합시켜서  제로(zero)  온도계수를  갖도록  만들면 
온도계수가  -3mV/℃인  종래의  피모오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기준전압  발생회로에  비해  온도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일정한  기준전압(Vref)을  출력하게  된다.  또한  상기  분압회로(80)는 기준전압(Vre
f)을  승압시켜  내부  전원전압(int.  Vcc)을  상승시키는데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터(46)의  채널 콘덕턴
스(conductance) g1=(∂IDS/∂VDS )이  제2피모오스  트랜지스터(47)의  채널  콘덕턴스  g2보다  작게 설계

되어  상기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터(46)의  채널  저항이  더  크게  된다.  여기에서  상기  콘덕턴스는 저
항의  역수이다.  채널저항이  더  크면  전류  구동력은  그만큼  감소되는데,  통상적으로  채널길이가  긴 
모오스  트랜지스터가  채널길이가  짧은  모오스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온도  영향을  크게  받아서  온도 
변화에  따른  모오스  트랜지스터의  채널  저항의  변화는  더  크게  된다.  온도가  실온(25℃)인  경우 제6
도의 동작을 본다.

상기  제1기준전압  발생회로(50)의  출력전압인  기준전압(Vref)이  상기  비교기(60)의  제1  및 제3엔모
오스  트랜지스터(41)(42)의  게이트에  인가되고  이것이  상기  비교기(60)의  제2엔모오스 트랜지스터
(43)의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보다  크게  되면  상기  출력단(70)의  출력노드(49)에는  전압이 축적된
다.  그러다가  상기  기준전압(Vref)과  상기  분압회로(80)의  출력전압이  같은  레벨로  되면  상기  내부 
전원전압(int.  Vcc)은  상기  분압회로(80)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다가  고온(83℃  이상)이 
되는  경우,  상기  분압회로(80)의  부하용  제1피모오스  트래지스터(46)의  채널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
되어  상기  비교기(60)의  제2엔모오스  트랜지스터(43)의  게이트에는  실온  상태보다  더  적은  전압이 
인가된다.  그러면  상기  비교기(60)의  출력노드(44)에는  실온  상태보다  전압이  적게  축적되어  상기 
출력단(70)의  출력노드(49)의  전압은  상승하게  되고  내부  전원전압(int.  Vcc)도  상승하게  된다. 그
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기  분압회로(80)의  부하용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터(46)의 채널
에  흐르는  전류는  그만큼  감소되어  상기  출력단(70)의  출력노드(49)의  전압이  상승하여  내부 전원전
압도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고온이  되는  경우  메모리  소자에  공급되는  전원전압을  상승시켜 트랜지
스터의  성능  저하를  개선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메모리  소자의  동작을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분압회로(80)의  이해를  돕고자,  예를들어  게이트  산화막  160Å  두께인  모오스 트랜
지스터의  온도변화에  따른  전류  구동력  감소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표를  제7도에  도시하였다.  상기 
제7도에서  전류  구동력  크기는  엔모오스(피모오스)  트랜지스터의  경우는  게이트와  드레인  전압이 모
두  +4.0V(-4.0V)일때  측정  결과로서  이때  기판과  소오스  사이의  전압은  -2.0V(0V)이고,  전류 감소비
는  25℃의  전류  구동력을  기준으로  85℃의  전류  구동력을  비교한  것이다.  전류의  감소비가  크다는 
것은  저항  증가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오스  트랜지스터의  채널  콘덕턴스  g가  작을  수록 채
널 저항이 크고, 온도상승에 따른 저항 증가비도 크게 된다.

상술한  바에  의하면,  본  발명에  의한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는  온도  상승에  의한  모오스 트랜지스
터의  전류  구동력  감소로  나타나는  속도  저하를  온도  상승에  따른  내부  전원전압의  상향  조정으로 
보상할  수  있으므로  실온과  고온에서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는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여  반도체 메모
리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  전원전압의  출력  전압을  소정의  강하된  전압으로  출력단을  통해  메모리  소자에  인가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에  있어서,  온도가  올라갈  수록  출력전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저항치가  달라지는 
부하용  제1가변저항소자  및  제2가변저항소자를  상기  출력단과  접지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하고  그 
공통단자를 출력노드로 하는 분압 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온도가  상승할수록  상기  부하용  제1가변  저항에  대한  저항증가  비가  상기  제2가변 
저항에 대한 저항증가비 보다 더 큼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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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용  제1가변저항소자  및  제2가변저항소자가,  한쪽  단자가  출력단에 접속되
고,  게이트  및  다른  한쪽  단자가  다이오드  접속된  제1모오스  트랜지스터와  한쪽  단자가  상기 출력노
드에  접속되고  게이트  및  다른  한쪽  단자가  접지전압단에  다이오드  접속된  제2모오스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면서  상기  제1모오스  트랜지스터의  채널  길이가  상기  제2모오스  트랜지스터의  채널 길이보
다 더 큼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

청구항 4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외부  전원전압을  소정의  레벨로  강하시켜  내부  전원전압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집적회로에  있어서,  외부  전원전압이  인가되어  기준전압을  발생시키는  기준전압  발생회로(50)와, 상
기  기준전압  발생회로(50)의  출력에  연결된  제1입력  라인  및  소정의  제2입력라인을  가지는 비교기
(60)와,  상기  비교기(60)의  출력을  입력하고  출력노드를  통해  내부  전원전압을  발생시키는 출력단
(70)과,  상기  출력단(70)의  출력노드  전압을  입력으로  하고  출력이  상기  비교기(60)의  제2입력 라인
으로  연결되어  상기  출력단(70)의  출력  전압을  온도가  올라갈  수록  상승시키는  분압회로(80)로 구성
됨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이,  상기  출력노드(38)에  한쪽  단자가  접속된  제1저항(35)과,  상기 제1저
항(35)의  다른  한쪽  단자에  콜렉터와  베이스가  공통  접속되고  접지전압에  에미터가  접속된 제1바이
폴라  트랜지스터(32)와,  상기  출력노드(38)에  한쪽  단자가  접속된  제2저항(36)과,  상기 제2저항(3
6)의  다른  한쪽  단자에  콜렉터가  접속되고  상기  제1바이폴라  트랜지스터(32)의  콜렉터와  베이스가 
접속된  제2바이폴라  트랜지스터(33)와,  상기  제2바이폴라  트랜지스터(33)의  에미터에  한쪽  단자가 
접속되고  접지전압단에  다른  한쪽  단자가  접속된  제3저항(37)과,  상기  출력노드(38)에  콜렉터가 접
속되고  상기  제2바이폴라  트랜지스터(33)의  콜렉터에  베이스가  접속되고  접지전압단에  에미터가 접
속된 제3바이폴라 트랜지스터(34)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60)가,  외부  전원전압단에  접속된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터(39)와, 외
부  전원전압에  소오스가  접속되고  게이트와  드레인  상기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터(39)의  게이트에 공
통  접속된  제2피모오스  트랜지스터(40)와,  게이트가  상기  제1입력라인에  접속되고  드레인이  상기 제
1피모오스  트랜지스터(39)의  드레인에  접속된  제1엔모오스  트랜지스터(41)와,  게이트가  상기 제2입
력라인에  접속되고  드레인이  상기  제2피모오스  트랜지스터(39)의  드레인에  접속된  제2엔모오스 트랜
지스터(43)와  게이트가  상기  제1입력라인에  접속되고  소오스  접지전압단에  접속된  제3엔모오스 트랜
지스터(42)와,  피모오스  트랜지스터(39)  및  상기  제1엔모오스  트랜지스터(41)의  공통단자인 출력노
드(44)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단(70)이,  외부  전원전압단에  소오스가  접속되고  상기  비교기(60)의 출력
노드(44)에  게이트가  접속된  피모오스  트랜지스터(45)의  드레인에  접속되어  내부  전원전압을 발생하
는 출력노드(49)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분압회로(80)가  상기  출력단(70)의  출력노드(49)에  소오스가  접속되고  게이트 
및  드레인이  다이오드  접속된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터(46)와,  상기  제1피모오스  트랜지스터(46)의 
드레인에  소오스에  연결되고  게이트  및  드레인이  접지전압단에  다이오드  접속된  제2피모오스 트랜지
스터(47)와,  상기  제1  및  제2피모오스  트랜지스터(46),  (47)의  공통단자  및  상기  비교기(60)의 제2
입력라인에 공통 접속된 출력노드(48)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 전원전압 발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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