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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DEVICE)

요약

논리 회로와 DRW이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 칩에서,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이 개선되고, 또한 고속 동작이 
가능한 시스템 칩을 제공한다.

시스텝 칩(1000)에서는 전원 공급선 및 접지 선은 입출력 버퍼 회로, 논리 회로, 메모리 셀 어레이 둥의 
각각에 대해 독립해서 제공되어 있다. 또한, 워드선은 비선택 상태에서는 부전위로 유지된다, 또한, 센스 
앰프는 그 동작 초기에서는 외부 전원 전위(Vcc)가 직접 공급되어 동작하고, 소정 기간 경과 후 내부 강
압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내부 전원 전위(Vcc)에 의해 동작한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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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시스템 칩(1000)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2도는 강압 회로(412)의 구성을 도시하는 볼럭도로서, 제2a도는 그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이
고, 제2b도는 그 구성을 상세웍 도시하는 회로도.

제3도는 제1도에 도시된 메모리 셀 어레이(406) 및 워드선 드라이버(408)의 부분 확대도.

제4도는 전위 설정 회로(200)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제5도는 전위 설정 회로(200)의 변형예를 도시하는 회로도.

제6도는 부전위 발생 회로(420)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7도는 제1도에 도시된 강압 회로(412), 스위치 회로(SW) 및 메모리 셀 어레이부의 부분 확대도.

제8도는 스위치 회로(SW)에 대한 제어 신호 발생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9도는 비트선 등화 전위 발생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10도는 (판2) Vdd 발생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제11도는 실시예 1 의 시스템 칩(1000)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

제12도는 실시예 2 의 시스템 칩(1200)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13도는 실시예 2 에 있어서의 전위 설정 회로(220)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제14도는 전위 설정 회로(220)의 변형예를 도시하는 회로도.

제15도는 전위 설정 회로(220)의 다른 변형예롤 도시하는 회로도.

제16도는 실시예 3 의 시스템 칩(1400)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17도는 BSG 방식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제18도는 실시예 3 의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주변 회로부의 단면 구조를 도시하는 단면도.

제19도는 종래예와 BSG 방식의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20도는 가상 접지 레벨 발생 회로(418)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21도는 제16도에 도시한 가상 접지 레벨 발생 회로(418),  스위칭 회로(SW2)  및 메모리 셀 어레이부
(406)의 부분 확대도.

제22도는 비트선 등화 전위(VBL) 발생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23도는 실시예 3 의 시스템 칩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제24도는 실시예 4 의 시스템 칩(1600)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25도는 실시예 5 의 워드선 드라이버 회로, Vpp 발생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부분 확대도.

제26도는 제25도에 도시한 개념도를 보다 상세히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27도는 Vpp 발생 회로(416)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28도는 기준 전위 발생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29도는 종래의 시스템 칩(2000)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

제30도는 종래의 출력 버퍼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제31도는 종래의 출력 버퍼 회로의 동작을 도시하는 파형도.

제32도는 종래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전원 공급선의 배치를 도시하는 도면.

제33도는 제32도에 도시하는 구성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34도는 종래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변형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35도는 제34도에 도시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36도에 종래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37도는 종래의 전위 설정 회로(100)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40 : 전원 패드                    142 : 전원 공급선

144 : 접지 패드                    146 : 접지 전위 공급선

400 : 입출력 버퍼 회로         402 : 논리 회로

404 : DRM 제어 회로           406 : 메모리 셀 어레이

408 : 워드선 드라이버 회로   410 : 센스 앰프

412 : 강압 회로                    414 : 열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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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Vpp 발생 회로             418 : 가상 접지 레벨 발생 회로

1000, 1200, 1400, 1600 : 시스템 칩

2000 : 종래의 시스템 칩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1칩상에 다이내믹형 반도체 기억 장치(이하, DRAM 
이라 한다)와 논리 회로가 혼재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현재, 패널 컴퓨터 및 워크 스테이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전기 제품에 마이크로 컴퓨터, 메모리 및 게
이트 어레이 등의 각종 반도체 장치가 탑재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멀티미디어용의 휴대응 퍼스널 컴퓨
터 기구의 보급과 함께, 시스템 칩상에 대응량의 메모리를 탑재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장치는 장치 외부와 신호 또는 데이터의 수수를 수행하도록 패드를 갖고 있다. 이 패드
는 반도체 장치가 패키지에 봉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 핀 단자에 접속되고, 또 반도체 장치가 다른 반
도체 장치와 동일한 칩 또는 웨이퍼상에 형성 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 배선에 결합된다.

신호 또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패드에 대해서는 외부 장치의 입력 용량 및 배선 용량 등에 따라 큰 부하가 
존재하고, 또한 그 출력 패드에 대해서는 장치 내부에서 형성된 신호 또는 기억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
에, 큰 전류 구동력을 갖는 드라이버 회로(출력 버퍼 회로)가 제공된다.

특히, 반도체 장치가 패키지에 봉지되고, 전기 제품 등에 탑재되는 경우, 이 반도체 장치의 핀 단자가 실
장 기판상의 프린트 배선 등에 접속된다. 또, 이 핀 단자에 접속되는 다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입력 
용량 및 프린트 배선의 부유 용량이 크므로, 이러한 비교적 용량값이 큰 부하 용량(기생 용량)을 일정 시
간내에 충방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출력 버퍼 회로(드라이버 회로)의 전류 구동력은 내부 회로의 전
류 구동역에 비해서 충분히 클 필요가 있다.

제29도는 상술한 바와 같은 DRAM 을 갖는 시스템 칩(2000)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제29도에 도시한 시스템 칩(2000)은 논리 처리를 수행하는 로직 LSI 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LSI 
가 동일한 칩상에 형성된 것이다.

제29도에서, 시스템 칩(2000)은 논리 처리부와 메모리부를 포함한다. 이 로직 처리부 및 메모리부에 공통
으로 장치 외부와 데이터 및 신호의 입출력을 수행하는 입출력 버퍼 회로(400)가 제공되어 있다.

로직 처리부는 입출력 버퍼 회로(400) 및 나중에 설명하는 메모리부로부터 데이터 및/또는 신호를 받아, 
소정의 처리를 수행하는 논리 회로(402)를 포함한다.

메모리부는 행렬 형상으로 배열되는 다이내믹형 메모리 셀을 갖는 메모리 셀 어레이(406)와, 이 메모리 
셀 어레이(406)으로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DRAM 제어 회로(404)와, DRAM 제어 회로(404)의 제어에 따라 메
모리 셀 어레이(406)의 행(워드선)을 선택 상태의 위치로 구동하는 워드선 드라이버(408)와, 메모리 셀 
어레이(406)에서 선택된 행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검출하고, 증폭하여 래치하는 센스 앰프
(410)와, DRAM 제어 회로(404)의 제어에 따라 메모리 셀 어레이(406)의 열을 선택하는 열 디코더(414)를 
포함한다.

또, 메모리부는 외부 전원 전압 Vcc 을 받아, DRAM 제어 회로(404), 센스 앰프(410) 등으로 공급하는 내
부 전원 전압을 공급하는 강압 회로(412)와, 외부 전원전압(Vcc)을 받아 워드선 드라이버 회로(408)에 공
급하는 승압 전위를 발생하는 Vpp 발생 회로(416)를 포함한다.

입출력 버퍼 회로(400), 논리 회로(402), Vpp 발생 회로(416) 및 강압 회로(412)에 대해서 공통으로 전원 
라인(142)이 제공되고, 이 전원 라인(142)에는 전원패드(104)로부터 외부 전원 전압 Vcc 이 공급되고 있
다.

한편, 입출력 버퍼 회로(400), 논리 회로(402), DRAM 제어 회로(404), 워드선 드라이버 회로(408), 센스 
앰프(410), 메모리 셀 어레이(406) 및 열 디코더(414)에 대해서, 공통으로 접지 전원 라인(146)이 제공되
고, 이 접지 전원 라인(146)에는 전원패드(144)를 통해 접지 전위 GND 가 공급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29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의 시스템 칩(2000)에 있어서의 입출력 버퍼 회로(400)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제30도는 예를 들면, 일본국 특허 공개 공보 소화 61-294929 호 공보에 개시된 종래의 반도체 기억 장치
에 있어서의 출력 버퍼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제30도에서도 출력 버퍼 회로는 전원 전압 Vcc 을 받는 전원 노드(1a)와 출력 노드(2)와의 사이에 접속되
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와, 출력 노드(2)와 접지전압 GND 을 받는 접지 노드(1b)와의 사애에 접속되
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4)와, 내부 판독 데이타(d1)와 인버터(7)를 통해 인가되는 데이터 출력 인에이
블 신호 ZOE를 받는 NAND 회로(5)와, 내부 판독 데이터 d1 와 데이터 출력 인에이블 신호(ZOE)를 받는 
NAND 회로(6)를 포함한다.

NAND 회로(5)의 출력 신호는 MOS 트랜지스터(3)의 게이트로 인가되고, NOR 회로(6)의 출력 신호는 MOS 트
랜지스터(4)의 게이트로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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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노드(2) 에는 비교적 큰 기생 용량 CL 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 제30도에 도시하는 출력 버퍼 회로의 동작을 제31도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를 참조해서 설명
한다.

내부 판독 데이터 d1 가 대기 상태의 중간 전위로부터 1 레벨로 변화한다.

데이터 출력 인에이블 신호(ZOE)가 H 레벨인 경우, 인버터(7)의 출력 신호는 L 레벨이고, NAND 회로의 출
력 신호는 H 레벨이며, NOR 회로(6)의 출력 신호는 L 레벨이다.

따라서, MOS 트랜지스터(3 및 4)은 모두 오프 상태이고, 출력 퍼버 회로는 출력 하이 임피던스의 상태
(Hi-Z)로 된다.

시각 T0 에서, 데이터 출력 인에이불 신호 ZOE 가 L 레벨의 활성 상태가 되면, 인버터(7)의 출력 신호가 
H 레벨이 되고, NAND 회로(5) 및 NOR 회로(6)는 모두 인버터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NAND 회로(5) 및 NOR 
회로(6)의 출력 신호는 모두 H 레벨이 되고, 이에 따라 MOS 트랜지스터(3)가 오프 상태로, MOS 트랜지스
터(4)가 온 상태로 된다.

따라서, 출력 노드(2)가 이 온 상태의 MOS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지 노드 1b와 결합하여 방전되므로, 외부 
판독 데이터 D1 가 하이 임피던스 상태(Hi-Z)로부터 접지 전위 레벨로 내려간다.

시각 T1 에서, 데이터 출력 인에비블 신호 ZOE 가 H 레벨로 되면, 이 내부 출력 데이터 d1 의 논리 레벨
에 관계없이, NAND 회로(5) 및 NOR 회로(6)의 출력 신호가 각각 H 레벨 및  L 레벨로 되며, 출력 버퍼 회
로는 다시 출력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된다.

다음으로, 다른 메모리 셀이 선택되어, H 레벨의 데이터가 판독되고, 내부 판독 데이터 d1 가 H 레벨로 
되면, 시각 T2 에서 다시 데이터 출력 인에이블 신호 ZOE 가 L 레벨로 된다.

이 상태에서, 다시 NAND 회로(5) 및 NOR 회로(6)가 인버터로서 작용하여, 이러한 회로(5 및 6)의 출력 신
호가 L 레벨로 된다. 따라서, MOS 트랜지스터(3)가 온 상태로 되고, MOS 트랜지스터(4)가 오프 상태로 된
다. 이에 따라, 출력 노드(2)는 온 상태의 MOS 프랜지스터(3)를 통해서 진원 전압(Vcc) 레벨까지 충전되
어, 외부 판독 데이터(D1)가 H 레벨로 된다.

시각 T3 에서, 다시 출력 인에이블 신호(ZOE)가 H 레벨로 되면, 이 출력 버퍼 회로는 다시 출력 하이 임
피던스 상태로 된다.

제32도는 시스템 칩(2000)의 전원선 및 접지선의 배치 상태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제32도에서는 메모리부와 논리부를 총칭하여 내부 회로(11)라 한다.

제32도에서 소정의 처리 동작을 수행하여, 내부 판독 데이터(d1)를 생성하는 내부 회로(11)와 출력 버퍼 
회로(12)에 대해서, 공통으로 전원선(10a) 및 접지선(10b)이 제공되어 있다.

이 전원선(10a)의에 전원 전위 Vcc 가 전달되고, 접지선(10b)위에 접지 전위 GND 가 전달된다. 출력 버퍼 
회로(12)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신호 D1 가 L 레벨로부터 H 레벨로 되는 경우에는, 제3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원 노드(1a)로부터 출력노드(2)로 MOS 트랜지스터(3)를 통해서 전류가 공급된다. 출력 버퍼 회로
(12)는 그 출력 노드(2)에 존재하는 큰 기생 용량 CL 을 고속으로 충전하도록, MOS 트랜지스터(3 및 4)는 
큰 전류 구동력을 갓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경우, 제3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출력 버퍼 회로(12)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신
호 D1 가 L 레벨로부터 H 레벨로 상승하는 경우, 이 전원선(10a)상의 전류가 급격히 소비되고, 전원선
(10a)상의 전원 전압 Vcc 은 예를 들면,0.5 V 정도 저하한다.

또한, 출력 버퍼 회로(12)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신호 D1 가 H 레벨로부터L 레벨로 저하하는 경우에는 제
30도에 도시하는 MOS 트랜지스터(4)가 도통하고, 출력 노드(2)로부터 접지 노드(1b)로 큰 전류가 급속히 
방전한다. 이 경우, 접지선(10b)은 이 출력 버퍼 회로(12)로부터 급격히 방전되는 대전류이므로, 접지선
의 전위레벨이, 예를 들면 0.5 V 상승한다.

이 전원선(10a) 및 접지선(10b)의의 전원 노이즈(전원 전압 및 접지 전압 각각에서의 노이즈)는 내부 회
로(11)로 전달된다. 전원 전압 Vcc 이, 예를 들면 5V정도의 경우, 이 전원 노이즈는 전원 전압 Vcc 의 약 
판10 정도의 크기로서,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내부 회로(11)에서 이 전원 노이즈에 따른 오동작이 문제가 
되는 일은 적다.

그러나, 근래의 반도체 장치의 고집적화에 따라, 저소비 전력화 및 고속 동작을 위해, 전원 전압 Vcc 의 
전위 레벨이 3.3 V 또는 그 이하로 낮게하는 것이 일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경우, 이 0.5V 의 전원 노
이즈는 전원 전압 Vcc 에 대해서, 약 판6 정도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이 전원 노이즈에 의해 내부 회로
(11)가 오동작하여, H 레벨의 신호가 L 레벨로 판정되든지, 또는 L 레벨의 신호가 H레벨로 판정되어, 오
동작해버리고 마는 문제가 생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전원 노이즈를 흡수하도록, 제3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내부 회로(11) 및 출력 버퍼 
회로(12)의 각각의 근방에 안정화를 위한 디커플링(decoupling) 용량(C1 및 C2)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러한 디커플링 용량(C1 및 C2)은 각각 전원선(10a)과 접지선(10b)과의 사이에 접속된다. 출력 버퍼 회
로(12)가 동작하여, 전원선(10a)위의 전류를 소비하고, 전원 전압 Vcc 이 저하하는 경우에는 이 디커플링 
용량(C2)이 축적하는 정전하가 전원선(10a)으로 공급되어, 전원 전압 Vcc 의 저하가 억제된다.

한편, 출력 버퍼 회로(12)가 동작하여, 접지선(10b)로 전류를 방전하는 경우에는 이 방전 전류를 디커플
링 용량(C2)에서 흡수하는 것에 의해, 접지 전압 GND 의 상승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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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부 회로(11) 근방에 제공된 디커플링 용량(C1)에 의해, 그 내부 회로(11)에 대한 전압 Vcc 및 GND 
의 전원 노이즈를 억제하고, 또 출력 버퍼(12)의 동작에 따른 전원 노이즈가 내부 회로(11)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디커플링  용량은  그  축적  전하(정전하  및  부전하)에  의해,  전원  노이즈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원 전압 Vcc 의 저하 및 접지 전압 GND 의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450 pF 정도
의 수백 피코파라드의 용량값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디커플링 용량(C1 및 C2)에 의해, 전원선(10a) 및 접지선(10b)은 용량 결합된다. 전원선(10a)상의 전
원 전압 Vcc 의 저하 속도는 급격하게 되고, 교류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제3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디커플링 용량(C2)에 의해, 전원선(10a) 및 접지선(10b)가 교류적으로 결합되어, 이 전원 전압 Vcc 의 
전위 저하가 접지선(10b)으로 전달되어, 접지 전압 GND 이 저하한다.

디커플링 용량(C1 및 C2)은 접지 진압 GND 의 상승을 그의 축적 부하에 의해 흡수한다. 따라서, 접지 전
압 GND 이 저하한 경우, 이 디커플링 용량(C1 및 C2)으로는 전위 저하를 흡수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예를 들면 내부 회로(11)가 메모리 셀 어레이를 구동하는 회로인 경우, 이하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제36도에 메모리 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제36도에서, 메모리 셀 MC 은 비트선 BL 에 접속되는 
한쪽의 도통 노드와, 저장 노드 SN 에 접속되는 다른쪽 도통 노드와, 워드선 WL 에 겁속되는 게이트를 갖
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에  의해  구성되는  액세스  트랜지스터  QM  와,  저장  노드  SN  접속되는  한쪽 
전극과, 셀 플레이트 전위 Vcp 를 받는 다른쪽 전극을 갖는 메모리 셀 캐패시터 CM 를 포함한다. 통상적
으로, 셀 플레이트 전위 Vcp 는 (Vcc+GND)/2의 중간 전위 레벨에 유지된다. 저장 노드 SN 에 기억 정보가 
전하 형태에 의해 저장되어 있다.

일예로서, 워드선 WT 이 비선택 상태에 있고 그 전위가 0V 의 경우를 고려한다. 출력 버퍼 회로(12)의 동
작시에서는, 비트선 BL 은 선택된 워드선(도시한 워드선 WL 과는 다른 워드선 WL')에 접속되고, 이 비트
선 BL 에 접속되는 메모리셀의 배치 데이타에 따라, H 레벨 또는 L 레벨로 된다.

이하에서는, 비트선 BL  의 전위가 L  레벨,  즉 0V  인 경우를 고려한다. 이 때,  제3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출력 버퍼 회로(12)가 동작하는 것에 의해, 전원 전압 Vcc 이 저하한 경우, 그에 대응해서 접지 전
압  GND  도  저하한다.  이  접지  전압  GND  의  저하는  제3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내부  회로(11)로 
전달되고, 출력 버퍼 회로(12)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비트선 BL 의 전위 0V 가 부전위쪽으로 시프
트한다. 한편, 워드선 WL 의 전위는 0V 이므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QM의 게이트-소스 간의 전위차가 
0V보다도 큰 값으로 된다.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QM 가 약한 도통 상태로 되고, 저장 노드 SN 에 
축적된 전하(정전하)가 비트선 BL 로 방전된다. 즉, 비선택 상태의 메모리 셀의 축적 전하가 감소하고, 
메모리 셀의 데이타 유지 특성이 열화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비선택 메모리셀의 기억 데이타가 
파괴되게 된다.

또한, 선택 메모리 셀이 H 레벨의 기억 데이타를 유지하고, 비트선(BL)의 전위가 전원 전압 Vcc 레벨로 
유지된 때에, 전원 노이즈에 의해 이 비트선 BL의 전위 Vcc 가 저하하면, 선택 메모리 셀의 H 레벨의 기
입 데이타의 전위 레벨이 저하하여, 저장 노드 SN 에 필요하게 되는 전하를 축적시킬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H 레벨의 데이타의 기록시 또는 복구시에 있어서, 저장 노드 SN 의 전하량이 저감되어, 이 메모리 
셀의 전하 유지 특성이 열화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출력 버퍼 회로 동작증의 메모리 셀의 전하 유지 특성을 다이내믹 리프레쉬
(refresh) 특성이라 부른다. 이것에 대해서 출력 버퍼 회로 등이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메모리 셀의 
전하 유지 특성을 스태틱 리프레쉬 특성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상술한 바와 같은 전원 노이즈의 영향
에 의해,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리크 전류가 증가하므로,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은 스태틱 리프레쉬 특
성에 비해 열화하고 있다. 특히 출력 버퍼 회로로부터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메모리 셀의 경우나 또는, 
기판 바이어스(부전위)의 졀대값이 작은 경우에, 그 열화의 정도가 현저하게 된다.

또한, 출력 버퍼 회로(12)에서, 접지선(12b)상의 접지 전위 GND 가 저하한 경우, L 레벨로 구동하기 위해 
MOS 트랜지스터(4)의 게이트-소스간 전위차가 크게 되어, MOS 트랜지스터가 약한 온 상태로 되고, 이 출
력 노드(2)로부터 접지 노드(1b)로 전류가 흐른다. 이에 의해, 전원 전압 Vcc 의 전위 레벨이 더 저하하
고, 또 접지 전위 GND 도 이에 따라 저하하여, 전원 노이즈가 크게 된다. 또한, 판독 데이타 신호 D1 의 
전위 레벨로 저하하여, 정확한 데이타의 판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이 때에는 MOS 트랜지스터(3 및 4)를 통해 전원 노드(1a)로부터 접지노드(1b)로 전류가 흐르고, 출
력 버퍼 회로에서 소비 전류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는, 입출력 데이타의 비트 수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출력 버퍼 회로의 수도 증가하
여, 이 출력 버퍼 회로의 전원 노이즈가 보다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논리 회로 등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도, 그 고집적화에 따라 출력 신호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출력 버퍼 회로의 수도 증
가하며, 마찬가지로 전원 노이즈의 문제가 현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전원 노이즈의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출력 노드(2)의 충방전 속도를 작게 
하면 좋으나, 이 경우 데이타 출력 속도의 저하가 초래되므로, 고속으로 데이타의 출력 신호를 출력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은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의 열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대기 상태에 있는 워드선의 전위 레벨
을 부전위로 하는 방법이 있다. 즉, 접지 전위로 되어 있는 비트선 BL보다도, 워드선 WL 족이 전위 레벨
이 낮은 경우, 전원 노이즈에 의해 비트선의 전위 레벨이 저하해도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QM 가 약한 도
통 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한 수 있기 때문이다.

제37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 WL 에 부전위를 인가할 수 있는 전위 설정 회로(1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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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럭도로서,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B0,  No.11  NOVEMBER 
1995 pp. 1183∼1188 에 개시된 것이다.

전원 설정 회로(100)는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서 행선택 신호(RS)를 활성 상태(L 레벨)로 하는 디코더 회
로(114)와, 내부 승압 전위 Vpp 를 모두 소스에서 받고, 서로의 게이트 및 드레인이 상호적으로 접속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쌍(102 및 104)과, 부전위 Vn 를 모두 소스에서 받으며, 서로의 게이트 및 드레인이 
상호적으로 접속하고, 그 드레인이 각각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2 및 104)의 드레인과 접속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쌍(106 및 108)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4)의 드레인과 디코더 회로(114)의 출력 노드
와의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 전위가 전위 Vcc 로 고정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110)와, N채널 MOS 트
랜지스터(108)의 드레인과 디코더 회로(114)의 출력 노드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 전위가 전위 GND 
로 고정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110)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102)의 드레인과 트랜지스터(106)의 드레인과의 접속점에 워드선 WL 이 접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원 설정 회로(100)에서는, 예를 들면 워드선 WT 이 비선택 상태이고, 부전위가 인가되는 기간
은 트랜지스터(104)의 게이트에는 부전위 Vn 가, 트랜지스터(104)의 소스에는 내부 승압 전위 Vpp 가 인
가되게 되고, 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절연막의 신뢰성을 열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시스템 칩상에 DRAM 울 존재하는 구성으로 한 경우에는 이하와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즉, DRM 과, DRAM 으로부터 출력된 데이타에 대해서 소정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가 동일 칩상에 형
성된 LSI 를 제조하는 경우, 이러한 DRAM 및 논리 연산 회로를 구성하는 MOS 트랜지스터의 산화막 두께는 
일반적으로 공통의 두께로 설정된다.

즉, DRAM 을 제조하는 프로세스 흐름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혼재 칩을 제조한 경우, DRAM 에서는 메모리 
셀에 완전히 H 레벨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워드선에 공급하는 전압으로서는 승압 레벨(이하, Vpp
로 표시함)이 필요하고, 게이트 산화막의 신뢰성을 유지호하기 위해서는 산화막 두께를 두껍게 하지 않으
면 안된다. 그러나, 산화막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은 고속 동작이 요구되는 주변 회로중의 MOS 트랜지스
터의 동작 속도의 열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승압 레벨 Vpp 은 선택된 워드선에 공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소위 공유 
센스 앰프의 구성을 이용하는 경우는 메모리 셀 어레이내의 비트선과 센스 앰프내의 비트선의 전송 게이
트 트랜지스터를 도통하도록 게이트에 공급할 필요는 있다. 이 경우도, 역시 이 전송 게이트 트랜지스터
에서의 전압 강하를 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주변 회로의 고속 동작의 열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역으로 게이트 산화막 두께를 혼재 
칩 전체에 대해 얇게 한 경우, 승압 레벨 Vpp을 사용하는 회로의 게이트 산화막 두께의 신뢰성을 보증하
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회로마다 게이트 산화막 두께를 변화시키는 프로세스 흐름은 쓸데없이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하고, 
그 제한성 및 신뢰성의 보증이 변화해서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버퍼 회로 동작시에 있어서 전원 노이
즈가 내부 회로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킨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메모리 셀의 전하 유지 특성이 개성된 반도체 집적회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DRAM이 시스템 칩상에 혼재된 경우에서, DRAM부와 그 다른 논리 회로부의 전원 
구성을 최적화할 수 있고, 회로의 고속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DRAM과 논리 회로가 혼재되는 시스템 칩의 제조공성에서, 프로세스를 공유한 경
우에도 그 회로를 구성하는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산화막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청구항 1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외부로부터 제 1 전원 전위 및 제 1전원 전위보다도 늪은 제 2 전
원 전위가 공급되어 동작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있어서, 제 2 전원 전위를 받아서 제 1 전원 전위
와 제 2 전원 전위 사이의 내부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내부 강압 수단과, 데이터를 유지하는 메모리 수단
을 포함하고, 메모리 수단은 기억하는 데이터의 레벨중 1개가 내부 전원 전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유지
하는 행렬 형태로 배치된 복수의 메모리 셀과, 복수의 메모리 셀의 행에 각각 대응해서 제공되는 복수의 
워드선과, 선택된 워드선의 전위를 제 2 전원 전위로 하는 것에 의해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행을 선택하
는 행 선택 수단을 포함하며, 제 1 전원 전위와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메모리 수단에 유지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정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 출력하는 논리 연산 수
단과, 제 1 전원 전위와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논리 연산 
수단의 출력 신호를 버퍼 처리해서 출력하는 버퍼 회로를 더 갖는다.

청구항 2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1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더하여,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1 전원 공급선과,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2 전원 공급선과, 제 1 전원 공급선
과는 별개로 제공되고, 제 1 전원전위를 공급하는 제 3 전원 공급선과, 제 2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
공되며, 제 2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4 전원 공급선과, 제 1 및 제 3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고,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5 전원 공급선과, 제 2 및 제 4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며,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재 6 전원 공급선을 더 구비하며, 내부 강압 수단은 제 1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
원 전위와 제 2 전원 공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논리 연산 수단은 
제 3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제 4 전원 공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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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며, 버퍼 회로는 제 5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제 6 전원 공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한다.

청구항 3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2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메모리 수
단은 메모리 셀의 열에 대응해서 제공되는 복수의 비트선쌍과, 행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셀에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비트선쌍간에 생기는 전위차를 증폭하는 복수의 센스 앰프를 더 포함하
며, 제 2 전원 전위 및 내부 전원 전위를 받아서, 행 선택 동작의 개시에 따라, 소정 기간 복수의 센스 
앰프에 대해서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한 후, 내부 전원 전위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전원 스위칭 수단을 더 
갖는다.

청구항 4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2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더하여, 제 1 전원 
전위와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낮고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 전위에 대응하는 제 3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대기 전위 공급 수단을 더 갖고 행 선
택 수단은 제 3 전원 전위와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며, 외부로
부터의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대응하는 워드선에 비선택시에는 제 3 전원 전위를, 선택시에는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워드선 구동 수단을 포함한다.

청구항 5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4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워드선 구
동 수단은 워드선에 대응해서 제공되고,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행선택 신호를 활성 상태로 하는 복수의 
행 디코드 수단과, 각 행 디코드 수단에 따라 접지되며, 대응하는 워드선 전위를 구동하는 복수의 전위 
설정 수단을 포함하고, 각 전위 설정 수단은 소스에서 제 2 전원 전위를 받으며, 게이트에서 행선택 신호
를 받고, 행 선택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도통 상태로 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
와 대응하는 워드선 사이에 제공되며, 행 선택신호의 불활성 기간은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위
를 제 3 전원 전위보다 높고 제 2 전원 전위보다도 낮은 전위로 하는 전위차 완화 수단과, 행 선택 신호
의 불활성 기간은 대응하는 워드선에 제 3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대기 전위 유지수단을 갖는다.

청구항 6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3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센스 앰프
는 복수 비트선쌍의 소정수의 그룹마다 대응해서 제공되고, 제 1 및 제 2 입력 노드를 가지며, 소정수의 
비트라인쌍 마다에 대응해서 제공되고, 선택된 비트선쌍의 전위를 제 1 및 제 2 입력 노드에 각각 전달하
는 배선쌍과 비트선쌍마다 제공되며, 대응하는 배선쌍과 비트선쌍을 선택적으로 도통 상태 및 차단 상태
중 하나로 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쌍을 더 갖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쌍은 게이트 전위가 제 2 전원 
전위로 되는 것에 의해 도통 상태가 된다.

청구항 7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6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대하여, 제 1 전원 
전위를 Vgnd, 제 2 전원 전위를 Vcc,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문턱값을 Vthn 으로 할 때, 제 1 전원 전위
(Vgnd) 및 제 2 전원 전위(Vcc)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등화 전위(Vcc+Vgnd-
Vthn)/2를 출력하는 비트선 등화 전위 발생 수단과, 적어도 센스 앰프마다 대응해서 제공되며, 비트선 등
화  신호에  따라,  선택된  비트선쌍  및  대응하는  배선쌍의  전위를  등화  전위로  하는  등화  수단을  더 
갖는다.

청구항 8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외부로부터 제 1 전원 전위 및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높은 제 2 
전원 전위가 공급되어 동작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있어서, 제 2 전원 전위를 받고, 제 1 전원 전
위와 제 2 전원 전위 사이의 내부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내부 강압 수단과, 제 1 전원 전위와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낮으며,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 전위에 대응하는 제 3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대기 전위 공급 수단과, 제 1 전원 전위와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며, 제 2 전원 전위보다도 높은 제 4 전원 전위를 
내부 승압 전위로서 출력하는 승압 수단과, 데이터를 유지하는 메모리 수단을 포함하고, 메모리 수단은 
제 1 전원 전위 및 내부 전원 전위중 어느것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행렬 형태로 배치된 복수의 
메모리 셀과, 복수의 메모리 셀의 행에 각각 대응해서 제공되는 복수의 워드선과, 선택된 워드선의 전위
를 내부 증압 전위로 하는 것에 의해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행을 선택하고, 비선택 워드선의 전위를 제 3 
전원 전위로 유지하는 행 선택 수단을 포함하며, 제 1 전원 전위와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
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메모리 수단에 유지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정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 
출력하는 논리 연산 수단과, 제 1 전원 전위와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논리 연산 수단의 출력 신호를 버퍼 처리해서 출력하는 버퍼 회로를 더 갖는다.

청구항 9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8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대하여,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1 전원 공급선과,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2 전원 공급선과, 제 1 전원 공급선
과는 별개로 제공되어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3 전원 공급선과, 제 2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
공되어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4 전원 공급선과, 제 1 및 제 3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어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5 전원 공급선과, 제 2 및 제 4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어 제 2 전
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6 전원 공급선을 더 가지며, 내부 강압 수단은 제 1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제 2 전원 공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논리 연산 수단은 제 3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제 4 전원 공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
하며, 버퍼 회로는 제 5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제 6 전원 공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한다.

청구항 10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9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행 선택 
수단은 제 3 전원 전위와 내부 승압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며, 외부로부터
의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대응하는 워드선에, 비선택시에는 제 3 전원 전위를 선택시에는 내부 승압 전위
를 공급하는 워드선 구동 수단율 포함하고, 워드선 구동 수단은 워드 라인에 대응해서 제공되며, 어드레
스 신호에 따라 행 선택 신호를 활성 상태로 하는 복수의 행 디코드 수단과, 각 행 디코드 수단에 따라 
접지되고, 대응하는 워드선 전위를 구동하는 전위 설정 수단을 포함하며, 전위 설정 수단은 소스에서 내
부 승압 전위를 받고, 게이트에서 행 선택 신호를 받아서, 행 선택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도통 상태로 되
는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소스에서 내부 승압 전위를 받고, 계이트가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
의 드레인과 접속되며, 드레인이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접속하는 제 2 P채널 MOS 트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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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와,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대응하는 워드선과의 사이에 제공되고, 행 선택 신호의 불활성 기
간은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위를 제 3 전원 전위보다 높고 내부 승압 전위보다도 낮은 
전위로 하는 전위차 완화 수단과, 행 선택 신호의 불활성 기간은 대응하는 워드선에 제 3 전원 전위를 공
급하는 대기 전위 유지 수단을 갖는다.

청구항 11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9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행 선택 
수단은 제 3 전원 전위와 내부 승압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며, 외부로부터
의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대응하는 워드선에, 비선택시에는 제 3 전원 전위를 선택시에는 내부 승압 전위
를 공급하는 워드선 구동 수단을 포함하고, 워드선 구동 수단은 워드 라인에 대응해서 제공되며, 어드레
스 신호에 따라 행 선택 신호를 활성 상태로 하는 복수의 행 디코드 수단과, 각 행 디코드 수단에 따라 
접지되고, 대응하는 워드선 전위를 구동하는 복수의 전위 설정 수단을 포함하며, 각 전위 설정 수단은 소
스에서 제 3 전원 전위를 받고, 게이트에서 행 선택 신호를 받으며, 행 선택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차단 
상태로 되는 제 3 N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소스에서 제 3 전원 전위를 받고, 게이트가 제3 N채널 MOS 트
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접속하며, 드레인이 제 3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하는 제 4 N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제 3 N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대응하는 워드선과의 사이에 제공되고, 행 선택 신호의 
활성 기간은 제3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위를 제 3 전원 전위보다 높고 내부 승압 전위보다도 
낮은 전위로 하는 제 1 전위차 완화 수단과, 행 선택 신호의 활성 기간은 대응하는 워드선에 내부 승압 
전위를 공급하는 구동 전위 유지 수단을 갖는다.

청구항 12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11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구동 전
위 유지 수단은 소스에서 내부 승압 저위를 받고, 게이트에서 행 선택 신호를 받으며, 행 선택 신호의 활
성화에 따라 도통 상태로 되는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소스에서 내부 승압 전위를 받고, 게이트가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접속하며, 드레인이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접속
하는 제 2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대응하는 워드선과의 사이에 제공되고, 
행 선택 신호의 불활성 기간은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위를 제 3 전원 전위보다 높고 내
부 승압 전위보다도 낮은 전위로 하는 제 2 전위차 완화 수단을 갖는다.

청구항 13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8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승압 수단
은 제 2 전원 전위가 소정의 값이하인 경우는 제 2 전원 전위를 승압한 제 4 전위를, 소정의 값이상의 경
우는 제 2 전원 전위를 각각 선택해서 내부 승압 전위로서 출력한다.

청구항 14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13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해 있어서, 승압 수
단은 내부 승압 전위를 출력하는 출력 노드와, 제 1 전원 전위와 제 4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제 4 전원 전위를 출력 노드에 출력하는 내부 승압 회로와 소정의 전위를 출
력하는 참조 전위 발생 수단과, 제 2 전원 전위와 소정의 전위를 비교하는 제 1 비교 수단과, 제 1 비교 
수단의 비교 결과에 따라 제 2 전원 전위가 소정의 전위보다도 큰 경우에는, 제 2 전원 전위와 출력 노드
를 결합하는 스위칭 수단과, 출력 노드의 전위와 소정의 전위를 비교하는 제 2 비교 수단을 포함하며, 내
부 승압 회로는 제 2 비교 수단인 비교 결과에 따라 출력 노드의 전위가 소정의 전위보다도 작은 경우에 
승압 동작을 수행한다.

청구항 15 의 반도쳬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1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더하여,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높고, 내부 전원 전압보다도 낮은 가상 접지 레벨을 출력하는 가상 접지 레벨 발생 수단을 더 
포함하고, 메모리 수단은 메모리 셀의 열에 대응해서 제공되는 복수의 비트선쌍과, 내부 전원 전압 및 가
상 접지레벨을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행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셀
에 유지되는 데이터에 따라 비트선쌍간에 성기는 전위차를 증폭하는 복수의 센스 앰프를 더 포함하며, 행 
선택 수단은 선택된 워드선의 전위를 제 2 전원 전위로 하는 것에 의해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행을 선택
하며,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의 전위를 제 1  전원 전위로 하고, 제 1  전원 전위 및 가상 접지 레벨을 
받아, 행 선택 동작의 개시에 따라 소정 기간 복수의 센스 앰프에 대해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한 후, 가
상 접지 레벨로 절환해서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 수단을 더 포함하며, 비선택 워드선의 전위는 비트선쌍의 
전위보다도 낮게 유지된다.

청구항 16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1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대하여,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높고 내부 전원 전압보다도 낮은 가상 접지 레벨을 출력하는 가상 접지 레벨 발생 수단을 더 
포함하고, 메모리 수단은 메모리 셀의 열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복수의 비트선쌍과, 내부 전원 전압 및 가
상 접지 레벨을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행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셀
에 유지되는 데이터에 따라 비트선쌍간에 생기는 전위차를 증폭하는 복수의 센스 앰프를 더 포함하며, 행 
선택 수단은 선택된 워드선의 전위를 제 2 전원 전위로 하는 것에 의해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행을 선택
하며,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의 전위를 가상 접지 레벨로 하고, 센스 앰프는 복수의 비트선쌍의 소정 수의 
그룹마다  대응해서  제공되고,  제  1  및  제  2  입멱  노드를  갖고  소정  수의  비트선쌍마다  대응해서 
제공되며, 선택된 비트선쌍의 전위를 제 1 및 제 2 입력 노드에 각각 전달하는 배선 쌍과, 비트선쌍마다 
제공되며, 대응하는 배선쌍과 비트선쌍을 선택적으로 도통 상태 및 차단 상태중 어느 것인가 하나로 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쌍을 더 갖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쌍은 게이트 전위가 제 1 전원 전위로 되는 것
에 의해 도통 상태로 되고, 비선택 워드선의 전위는 비트선쌍의 전위보다도 낮게 유지된다.

청구항 17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16 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대하여, 제 1 전
원 전위를 Vgnd, 제 2 전원 전위를 Vcc,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문턱값을 Vpp 으로 할 때, 제 1 전원 전
위  Vgnd  및  제  2  전원  전위  Vcc  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등화 전위
(Vcc+Vgnd+Vpp)/2 를 출력하는 비트선 등화 발생 수단과, 적어도 센스 앰프 마다에 대응해서 제공되며, 
비트선 등화 신호에 따라 선택된 비트선쌍 및 대응하는 배선쌍의 전위를 등화 전위로 하는 등화 수단을 
더 갖는다.

[실시예 1]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 의 시스템 칩(1000)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제1도에 도시하는 시스템 칩(1000)은 논리 처리를 수행하는 로직(LSI)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L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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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 칩상에 형성된 구성을 갖는다.

제1도에서, 시스템 칩(1000)은 논리 처리부와 메모리부를 포함한다. 이 논리 처리부 및 메모리부에 공통
으로 칩 외부와 데이터 및 신호의 입출력을 수행하는 입출력 버퍼 회로(400)가 제공되어 있다.

논리 처리부는 입출력 버퍼 회로(400) 및 나중에 설명하는 메모리부로부터의 데이터 및/또는 신호를 받아
서, 소정의 처리를 수행하는 논리 회로(402)를 포함한다.

메모리부는 행렬 형태로 배열되는 다이내믹형 메모리 셀을 갖는 메모리 셀 어레이(406)와, 이 메모리 셀 
어레이(406)로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DRAM 제어 회로(404)와, DRM 제어 회로(404)의 제어하에, 메모리 셀 
어레이(406)의 행(워드선)을 선택 상태로 구동하는 워드선 드라이버(408)와, 메모리 셀 어레이(406)에서 
선택된 행에 접속되는 메모리 실의 데이터를 검출하고, 증폭하고 래치하는 센스 앰프대(帶)(410)와, DRAM 
제어  회로(404)의  제어  하에,  메모리  셀  어레이중의  열  선택  동작을  수행하는  열  디코더(414)를 
포함한다.

논리 회로(402)는 단지 이 메모리 셀 어레이(406)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또는 기록되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 소정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고, DRAM 제어 회로(404)는 입출력 버퍼 회로(400)를 통해 인가되는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메모리 셀 어레이(406)의 메모리 셀 선택 동작을 제어하는 구성이어도 좋
다.

또 이에 대신해서, 논리 회로(402)가 입출력 버퍼 회로(400)를 통해 인가되는 데이터 및 제어 신호에 따
라, 이 데이터에 소정의 처리를 수행하고, 제어 신호에 따라 메모리 셀 어레이(406)에 대한 기록 데이터
를 생성하고, 제어 신호에 따라 DRAM 제어 회로(404)의 동작을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어도 좋다.

DRAM 제어 회로(404)는 입출력 버퍼 회로(400) 또는 논리 회로(402)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 및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메모리 셀 선택 동작을 실행한다.

센스 앰프대(410)는 메모리 셀 어레이(406)의 메모리 셀 각 열(비트선쌍)에 대응해서 제공되는 센스 앰프 
회로를 포함한다. 이 센스 앰프 회로는 대응하는 열(비트선쌍)의 전위를 차동적으로 증폭하기 위해 교차 
결합된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래치형 센스 앰프의 구성을 갖는다.

논리 회로(402), DRAM 제어 회로(404), 및 워드선 드라이버(408)에 대해 공퉁으로 전원 패드(146d)가 제
공되고, 논리 회로(402), 및 DRAM 제어 회로(404)에 공통으로 접지 패드(144d)가 제공된다.

논리 회로(402)는 이 전원 패드(140d)로부터 주 전원 라인(142d) 및 서브 전원 라인(142da)을 통해 한쪽
의 동작 전원 전압(Vcc)을 받아서, 접지 패드(140d)로부터 접지선(146fa)을 통해 접지 전압(GND)을 받는
다.

DRAM 제어 회로(404)는 전원 패드(140d)로부터 주 전원 라인(142d) 및 서브 전원 라인(142db)을 통해 전
원 전압 Vcc을 받고, 접지 패드(144d)로부터 접지선(146fb)을 통해 접지 전압 GND을 받는다.

워드선 드라이버(408)는 전원 패드(140d)로부터 주 전원 라인(142d) 및 서브전원 라인(142dc)을 통해 전
원 전압 Vcc을 받고, 기판 바이어스 전압 전달 라인(201c)을 통해 부 바이어스 전압 Vn을 받는다.

논리 회로(402) 및 DRAM 제어 회로(404)를 외부로부터 전원 전압 Vcc(예를 들면, 3.3V)을 한쪽 동작 전원 
전압으로하여 동작시킴에 따라, 이러한 회로를 고속으로 동작시킨다.

또한, DRAM 제어 회로(4야)는 센스 앰프(410)가 공유 센스 앰프 구성을 갖고, 비트선 쌍 간에 배치되는 
경우, 비선택 비트선쌍을 차단하도록 비트선 분리 신호를 발생한다. 이 비트선 분리 신호의 H 레벨은 메
모리 셀 어레이(406)중 H 레벨보다도 높게 된다. 이것은 이 분리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에 위한 전압 
손실을 없애기 위함이다.

따라서, DRAM 제어 회로(404)는 전원 전압 Vcc을 그대로 이용한다. 워드선 드라이바(408)는 메모리 셀 어
레이(406)내의 선택 워드선을 H 레벨로 구동한다.

이 경우의 H 레벨도,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메모리 셀내에 기억되
는 데이터의 H 레벨보다도 높은 값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레이로의 H 레벨은 강압 회로(412)로부터 공급되는 내부 전원 
전압 Vccs이므로, 워드선 드라이버(408)는 H 레벨의 신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전원 전압 Vcc을 그대로 
이용한다.

워드선 드라이버(408)가 부 바이어스 전압 Vbb을 다른쪽 동작 전원 전압으로서 받는 것은 메모리 셀 어레
이(406)에 있어서의 비선택 워드선의 용량 결합에 의한 전위가 상승함에 따라, 비선택 메모리 셀의 트랜
지스터가 도통하여, 기억 전하가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센스 앰프대(410)에 대해서는 전원 패드(140e) 및 접지 패드(144e)가 제공된다. 강압 회로(412)가 이 전
원 패드(140e)에 결합되는 전원 라인(142e)상의 전원전압 Vcc을 강압해서, 내부 강압 전압 Vccs(예를 들
면, 2.0V)을 생성하고, 센스 앰프 전원 라인(143)을 통해 센스 앰프대(410)에 공급한다.

센스 앰프 전원 라인(143)과 전원 라인(142e)의 사이에, 제어 신호 Φ에 응답해서 도통하는 스위칭 회로 
SW1가 제공된다. 이 스위칭 회로 SW1는 반도체 장치로의 전원 투입시에 도통 상태로 되어, 이 내부 강압 
전압 Vccs을 고속으로 상승시킨다.

또한, 이 스위칭이 회로 SWr1는 센스 앰프(410)의 동작 전에 온상태로 되어,센스 앰프 전원 라인(143)의 
전원 전압 Vccs의 전압 레벨을 상승시키고, 센스 앰프(410)의 동작시에 있어서의 전원 전압 Vccs의 저하
를 억제하며, 고속으로 감지 동작을 수행시킨다.

센스 앰프(410)의 다른쪽 전원 전압은 접지 패드(140e)로부터 접지선(144e)을 통해 인가된다.

따라서, 센스 앰프(410)는 동작시에, 각 대응하는 열(비트선쌍)상의 전위를 접지 전압 GND 및 내부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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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Vccs의 전압 레벨로 구동한다. 내부 강압된 전압 Vccs을 센스 앰프(210)의 한쪽 전원 전압으로써 이
용하는 것에 의해, 메모리 셀어레이(406)의 대기억 용량화에 따라 메모리 셀이 미세열되어도,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절연 내압 특성을 보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 전원 라인(142d 및 142e) 각각에 대해서서, 디커플링용캐패시터를 제공하는 구성
으로 할 수도 있다.

즉, 전원 라인(142d)와 접지의 사이에 디커플링용 캐패시터 C5를 접속하고, 전원 라인(142e)과 접지 사이
에 디커플링용 캐패시터 C6를 제공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출력 버퍼 회로(400)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전원 패드(140f) 및 접지 패드(144f)가 제공되어 있다. 이 
입출력 버퍼 회로(400)로는 전원 패드(140f)로부터 전원 라인(142f)에 대해서 전원 전압 Vcc이 공급되고, 
접지 패드(144f)로부터 접지선(146f)을 통해 접지 전압 GND이 공급된다.

또한, 이 입출력 버퍼 회로(400)는 전원 패드(140f)로부터의 전원 전압 Vcc 및 접지 패드(1441f)로부터의 
접지 전압 GND을 동작 전원 전압으로서 이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시스템 칩에서, 입출력 버퍼 회로(400), 특히 출력 회로용 전원 패드 및 접지 패드를 내부 
회로(DRAM 등)의 패드와 별개로 제공함에 따라, 이 입출력 버퍼 회로(특히 출력 회로) 동작시에 있어서의 
전원 노이즈가 내부 회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동작하는 신뢰성이 높은 시스
템 칩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전원 라인에 대해서 디커플링용 캐패시터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상술한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제2도는 제1도에 도시한 강압 회로(412)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제2a도는 강압 회로(412)의 구성의 
개략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록도를, 제2b도는 그 구성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회로도이다.

제2a도를 참조하면, 강압 회로(412)는 참조 전압 VREF과 출력 전압 VCCS의 전위차를 검출하는 비교 회로

(4122)와, 그 비교 결과에 따라서 제어되는 PMOS 트랜지스터(4136)를 포함한다.

즉, 비교 회로의 마이너스 노드에 참조 전압 VREF이 입력되고, 비교 회로(4122)의 출력 전위에 의해, P채

널 MOS 트랜지스터(4136)의 게이트 전위가 구동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4136)는 전원 전위 Vcc와 출
력 노드를 게이트 전위에 따라 결합한다. 이 출력 노드와 비교 회로(4122)의 다른쪽 입력단(+ 노드)와 결
합해서, 부귀환 루프가 형성되어 있다.

출력 노드로부터는 참조 전압 VREF과 거의 일치하는 전압의 내부 전원 전압 Vccs이 출력된다.

제2b도는 비교 회로(4122)로서 전류 미러 차동 증폭기를 이용한 경우의 회로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류 
미러 차동 증폭기는 전원 전압 VCC을 모두 소스에서 받아서, 전류 미러 회로를 구성하는 P채널 MOS 트랜지

스터쌍(4124 및 4126)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4124)의 드레인과 드레인이 접속하고, 게이트에서 참조 전
압 VREF 을  받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4128)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4126)의  드레인과  드레인이 

접속하고, 게이트가 출력 노드와 접속하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4130)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4128 및 
4130)의 소스와 접지 사이에 접속되는 정전류원(4132)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4124) 및 N채널 MOS 트랜
지스터(4128)의 접속접의 전위를 게이트에서 받는 P채닐 MOS 트랜지스터(4136)를 포함한다.

또한, 제2b도중에는 부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정전류원(4134)을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 동작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출력 노드에 접속되어 있는 부하에 출력 노드로부터 접지로 향하여 과도 전류가 흐르도록 하면, P채널 
MOS  트랜지스터(4136)가  소정의  값을  갖는  임피던스로서 작용한다.  이  때문에,  P채널  MOS 트랜지스터
(4136)의 드레인 전압 Vccs은 부(-)측으로 변동한다. 출력 전압 Vccs이 참조 전압 Vref보다 낮게 되면 P 
채널 MOS 트랜지스터(4136)의 게이트 전압은 보다 낮게 되어, 트랜지스터(4136)는 온상태로 된다. 이에 
의해, 트랜지스터(4136)는 부하에 전류를 공급하므로, 출력 노드가 충전된다.

어떤 레벨까지 이와 같은 충전이 수행되고, 전위 Vccs가 참조 전압 VREF보다도 크게 되기 시작하면, 이번

에는 트랜지스터(4136)의 게이트 전압이 상승하고, 트랜지스터(4136)는 오프 상태로 되므로 충전 동작이 
정지한다.

이상의 동작에서, 트랜지스터(4136)의 드레인 전위의 부측으로의 변동이 큰만큼, 그것이 증폭되어 트랜지
스터(41, 36)의 게이트 전압으로 되므로, 부하가 보다 빠르게 충전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은 동작에 의해, 전위 Vccs의 변동이 억제되어, 참조 전위 VREF와 거의 일치한 전위가 

출력 노드에 출력되게 된다.

또한 참조 전위 VREF의 발생 방법으로는 가장 간단하게는 다이오드 접속된 복수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정전류원을 전원 전위 Vcc와 접지 전위의 사이에 접속하고, 이러한 복수의 다이오드 접속된 트랜지스터중 
소정의 접속점의 전위를 이용할 수 있다.

제3도는 제1도에 도시된 메모리 셀 어레이(406),  센스 앰프(410),  워드선 드라이버(408)  및 열 디코더
(414)에 대해 그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메모리 셀 어레이(406)는 예를 들면, 복수의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 MC1, MC2 및 MC3으로 분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복수의 메모리 셀 어레이 블럭 MC1∼MC3이 센스 앰프대 SA1, SA2, SA3 및 SA4의 각
각의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 MC1∼MC3의 각각에 대응해서 워드선 드라이버 
WD1∼WD3가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워드선 WD1∼WD3에 행 디코더(4042)로부터 워드선 구동 신호가 인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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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워드선 드라이버 WD1∼WD3는 각각 대응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 MC1∼MC3의 워드선을 구동한다.

따라서, 제1도에서, 워드선 드라이비(408)로 표시된 부분에는 각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에 대응해서, 워
드선 드라이버 회로 WD1∼WD3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행 디코더(4042)는 제1도에서 DRAM 제어 회로에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제1도의 센스 앰프대(410)는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레이 블럭이 복수개 존재하므
로, 그 사이에 서로 배치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  제3도에서는  메모리  셀  어레이(406)가  3개의  블록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서  도시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일반적인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의 배치에 대해서
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각 워드선 드라이버 회로 WD1∼WD3에는 전원 전압 Vcc 및 이후 설명하는 부전위 발생 회로로부터의 
부전위 Vn가 공급되어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 BLK2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이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내의 워
드선중 선택되는 워드선 WL21의 전위는 워드선 드라이버 회로 WD2에 의해 전원 전위 Vcc로 유지된다. 한
편, 비선택 상태인 워드선 WL22의 전위 레벨은 전위 Vn으로 유지되어 있다.

한편, 비선택인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 BLK1 및 BLK3중 워드선의 전위 레벨은 각각 대응하는 워드선 드라
이버 회로 WD1∼WD3에 의해, 전위 Vn(부전위)로 유지된다.

이상과 같이 해서,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의 전위 레벨이 부전위로 유지되는 것에 의해, 제3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령 전원 노이즈때문에 비트선의 전위 레벨이 부측으로 내려간 경우에도, 메모리 셀 트랜지
스터 QM가 약한 도통 상태로 되지 않으므로, 메모리 셀 캐패시터 CM에 축적된 전하가 방전되어 기억 정보
가 손실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4도는 제3도에 도시한 워드선 드라이버 회로 WD1∼WD3중 및 행 디코더(4042)에 포함되고, 대응하는 워
드선의 전위 레벨을 그 선택 상태에 따라 소정의 전위 레벨로 설정하는 전위 설정 회로(200)의 구성을 도
시하는 회로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위 설정 회로(200)는 대응하는 워드선이 비선택 상태에서는, 해당 워드선 전위를 부
전위로 하는 레벨 변환형의 드라이버 회로이다.

전위 설정 회로(200)는 외부로부터 인가된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대응하는 워드선 WL이 선택된 것을 검출
하면, 행 선택 신호(RS)를 활성 상태(L 레벨)로 하는 디코드 회로(214)와, 전원 전위 Vcc를 소스에서 받
아, 신호 RS를 게이트에서 받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202)와, 게이트에 접지 전위를 받아, 대응하는 워
드선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202)의 드레인 사이에 접속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204)와, 각각 소스에
서 부전위 Vn를 받고, 서로 게이트 및 드레인이 교차 접속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쌍(206 및 208)을 
포함한다. 트랜지스터(208)의 드레인과 대응하는 워드선이 접속되어 있다. 또한, 디코드 회로(214)는 행 
디코더(4042)에 포함된다.

또한, 전위 설정 회로(200)는 디코드 회로(214)의 출력 노드와 N채널 MOS트랜지스터(206)의 드레인 사이
에 접속되고, 게이트에서 접지 전위를 받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212)를 더 포함한다.

다음으로, 전위 설정 회로(200)의 동작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우선, 워드선 WL이 비선택 상태이고, 신
호 RS가 H 레벨인 경우에 대해 고려한다. 이 때, P채널 MOS 트랜지스터(202)는 비도통 상태로 되어 있다. 
한편, N채널 MOS 트랜지스터(208)는 게이트에서 H 레벨의 신호(RS)를 받아, 도통 상태로 되고, 워드선의 
전위 레벨은 전위 Vn로 유지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트랜지스터, 즉 P채널 MOS 트랜지스더(204)가 존재하지 않으면, P채널 MOS 트랜지스터(20
2)의 드레인 전위 레벨은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의 전위 레벨 Vn로 되고, 게이트의 전위 레벨은 비선택 상
태의 신호 RS의 레벨인 Vcc로 되어, 이 트랜지스터(202)의 게이트 산화막에는 높은 전위차(Vcc + │Vn│ 
)가 인가되게 된다. 따라서, 이 게이트 산화막의 신뢰성의 열화가 조장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204)의 존재에 의해, 워드선 전위가 비선택 상태의 Vn 일 때는, 트랜지스터(204)의 
드레인 전위는 워드선 전위인 Vn 이고, 소스는 플로팅 상태(약 이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위 Vthp)이고, 
게이트는 0 V로 되어 있다.

따라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202)에 대해서는, 그 드레인 전위 레벨은 플로팅 상태(약 Vthp V)이고, 게
이트 전위가 Vcc 로 된다.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202)의 게이트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완화되어 게이트 
산화막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트랜지스터(212)는 워드선 WL이 선택 상태이고, 그 전위 레벨이 Vcc 인 때에, N채널 MOS 트랜
지스터(206)가 도통 상태로 되어, 이 전위 레벨이 디코더 회로(214)에 그대로 인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
할을 갖는다. 즉, P채널 MOS 트랜지스터(212)의 게이트 전위는 접지 레벨(0V)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트랜
지스터(206)가 도통 상태로 되어도, 디코더측의 전위 레벨은 0V 이하로 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해서, 워드선 WL의 전위 레벨은 비선택 상태에서는 부전위 Vn로 유지되고, 선택 상태에서는 
전위 레벨 Vcc로 된다. 이 때, P채널 MOS 트랜지스터(204)의 존재에 의해 비선택 상태에서 트랜지스터
(202)의 게이트 산화막에 고전계가 인가되는 것이 방지된다. 더욱이, 비선택 상태에서 워드선 WL의 전위 
레벨이 부전위로 되어 있으므로, 메모리 셀의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제5도는 제4도에 도시한 전위 설정 회로(200)의 변형예인 전위 설정 회로(216)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이다.

제4도에 도시한 전위 설정 회로(200)와 상이한 접은 워드선과 N채널 MOS트랜지스터(206)의 게이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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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전위가 Vcc 에 고정된 N채널 MOS 트랜지스터(210)가 삽입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제4도에 도시한 전위 설정 회로(200)의 구성에서는, 워드선 WT이 선택 상태에서는, 트랜지스터(206)의 게
이트 전위는 전위 Vcc이고, 그 소스 전위는 부전위인 Vn 이다.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206)의 게이트 산
화막에 고전계가 인가된다. 제5도에 도시한 전위 설정 회로(216)에서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210)의 존
재에 의해, 이 트랜지스터(206)의 게이트 산화막에 워드선이 선택 기간중에 고전계가 인가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즉, N채널 MOS 트랜지스터(210)의 게이트 전위는 전위 Vcc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워드선의 전위 레벨이 H 
레벨의 전위 Vcc로 되어 있는 기간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206)의 게이트에는 전위 Vcc로부터 이 트랜지
스터(210)의 문턱값 전압 Vthn만큼 저하된 전위가 인가되어 있다.

따라서, 트랜지스터(206)의 게이트 산화막에 인가되는 전위차는 Vcc+ │Vn │로부터, Vcc-Vthn+│Vn│까
지 감소한다.

한편, 워드선 WL이 비선택 상태인 경우는 트랜지스터(208)가 도통 상태로 되어, 트랜지스터(210)의 소스 
전위는 부전위 Vn까지 내려간다. 이 부전위 Vn는 그대로 워드선 VT에 전달된다.

따라서, 전위 설정 회로(216)와 같은 구성으로 하는 것에 의해, 대응하는 워드선 WL이 선택 상태에서도, 
비선택 상태에서도, 게이트 산화막에 고전계가 인가되는 트랜지스터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트
랜지스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제6도는 제4도 또는 제5도에 도시한 전위 설정 회로(200 또는 216)에 부전위Vn를 공급하는 부전위 발생 
회로(420)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또한, 이 부전위 발생 회로는 시스템 칩(1000)에서, 예를 들면 메모리 셀 어레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
등의 기판 전위를 발생하는 기판 전위 발생 회로와 공용하는 구성으로도 가능하고, 독립적인 2 계통의 회
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립한 계통으로 한 경우에는 워드 라인 드라이버에 공급되는 부전위에 다른 회로로부터의 부전위 레벨의 
전원 노이즈의 영향이 경감된다고 하는 잇점이 있다. 부전위 발생 회로(420)는 기수(odd)단의 인버터로 
이루어지는 자려 발진기(링 오실레이터)(4201)와, 차지 펌프 회로(4204)를 포함한다. 차지 펌프 회로는 
MS 용량C1과, 정류용 트랜지스터 Q1 및 Q2로 구성된다.

링 오실레이터 회로(4202)의 출력 노드 S가 진폭 Vcc로 상승하면, 노드 S와 용량 결합하고 있는 노드 T의 
전위는 일순간에 Vcc 까지 상승하나, 이 전위 상승에 의해 트랜지스터 Q1가 도통하므로, 노드 T의 전위는 
트랜지스터 Q1의 문턱값 전압 Vt1까지 일정한 시정수로 방전한다. 이에 따라, 트랜지스터 Q1는 오프 상태
로 된다. 이 때 트랜지스터 Q2의 게이트와 소스(기판 SUB)는 접속되어, 등전위로 되어 있으므로, 이 트랜
지스터 Q2는 오프 상태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노드 S가 Vcc 로부터 0V 로 하강하면, 노드 T의 전압은 일순간에 부전압 -Vcc + Vt1 까지 하강
한다. 따라서, 트랜지스터 Q1는 오프로 되고, 트랜지스터 Q2는 온으로 된다. 이에 따라, 노드 B는 전위 
-Vt2(트랜지스터 Q2의 문턱 값 전압을 Vt2 로 함)으로 될 때까지 충전된다. 이에 따라, 이 충전 전하와 
등가인 전하가 출력 노드 U에 주입되고, 그 전위는 약간 부 값으로 된다. 이와 같은 차지 펌프 동작이 반
복되어, 최종적으로는 출력 노드 U의 전위가 -Vcc+Vt1+Vt2 로 될 때까지 출력 노드로의 전위 공급이 수행
된다.

제7도는 제3도에 도시한 메모리 셀 블록 BLK1, 센스 앰프대 SA2 및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 BLK2의 주요부
를 확대해서 본 회로도이다.

전원 전압 Vcc은 회로의 고집적화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전원 전압의 저하
는 예를 들면, 센스 앰프의 전류 구동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제7도에 도시한 예에서는,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센스 앰프의 증폭 동작의 초기 단계에서는 센스 
앰프를 외부 전원 전압 Vcc에서 직접 구동하고, 소정의 기간 경과 후 강압 회로(412)로부터 공급되는 강
압 전위 Vccs에 의해 구동하는 구성으로 한 것이다.

제7도에는, 다이내믹형 RAM 의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 BLK1 및 BLK2, 센스 앰프 SA2 및 센스 앰프 구동 
회로가 도시되고, 워드선 WL, 비트선쌍 BL, /BL, 메모리 셀 MC, 공유 센스 앰프의 전송 게이트 BSA, BSB, 
그 제어 신호 BLK1 및 BLK2, P채널 센스 앰프 PSA, P채널 센스 앰프의 구동 라인 /SP, N채널 센스 앰프 
NSA, N채널 센스 앰프의 구동 라인 SN, 비트선 등화용 회로 EQ, 등화용 제어 회로 BLEQ, I/O 버스와의 스
위칭 회로 IOSW를 포함한다.

또한, P채널 센스 앰프의 구동 라인 /SB에 내부 전원 전압 Vccs을 공급하는 강압 회로(412)를 포함한다.

P채널 센스 앰프의 구동 라인 SP과 강압 회로(412)와의 접속은 P채널 MOS 트랜지스터 STR1를 통해 수행된
다. 이 트랜지스터 STR1의 게이트는 P채널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OP를 받는다. 한편, P채널 센스 앰프
의 구동 라인 /SP은 P채널 MOS 트랜지스터 STR2를 통해 외부 전원 전위 Vcc와 접속되어 있다. 이 트랜지
스터 STR2의 게이트는 신호 F1를 받는다.

한편, N채널 센스 앰프의 구동 라인 SN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 STR3를 통해 접지 전위와 결합되어 있다. 
트랜지스터 STR3의 게이트는 N채널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ON를 받는다.

즉, 나중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센스 앰프의 동작 초기 단계에서는 트랜지스터 STR1, STR2 및 STR3가 모
두 도통 상태로 되고, P채널 센스 앰프 PSA는 전원 전위 Vcc가 공급되고, N채널 센스 앰프 NSA에는 접지 
전위 GND가 공급된다.

소정 시간 경과 후에 신호 F1가 불활성 상태(H 레벨)로 되어, 트랜지스터 STR2를 통해 비도통 상태로 되
고, P채널 센스 앰프 PSA에는, 트랜지스터 STR1를 통해 내부 전원 전위 Vccs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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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 BLK2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전송 게이트 BSB는 
도통 상태로, 전송 게이트 BSA는 비도통 상태로 되어 있다. 즉 전송 게이트 BSB를 제어하는 신호 BLI2는 
H 레벨, 즉 전원 전위 Vcc로 되어 있으며, 신호 BLI1는 접지 전위 GND로 되어 있다.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 셀에 대해 공급되는 H 레벨은 강압 회로(412)로부터 출력되는 외부 
전원 전압 Vcc을 소정의 값만큼 강압한 내부 전원 전압 Vccs이므로, 신호 BLI2는 활성 상태에서도, 외부 
전원 전압 Vcc을 승압한 전위일 필요는 없다.

즉, 전송 게이트 BSB를 구성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을 Vthn 으로 할 때, 신호 BLI2의 
활성 상태의 레벨(H 레벨)이 전위 Vcc이고, 문턱값 Vthn만큼의 전압 손실이 생기더라도, 메모리 셀에 공
급되는 내부 전원 전압이 충분히 낮아지면, 이 전압 손실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전원 전압 Vcc과 내부 전원 전압 Vccs의 차가 문턱값 전압 Vthn 이상이면, 전송 게이트 BSB등을 제어하는 
신호 BLI1, BLI2의 활성 레벨은 외부 전원 전압 Vcc로 충분하다.

따라서, 제1도 및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시예 1 의 시스템 칩(1000)에서는 워드선 드라이버가 워
드선을 선택 상태로 하므로 출력하는 전위 레벨 및 전송 게이트 BSA 및 BSB를 제어하는 신호의 활성 레벨
은 모두 외부 전원 전압 Vcc로 할 수 있다. 즉, 시스템 칩(1000)에는 승압 회로가 필요하지 않은 잇점이 
있다.

또한, 외부 전원 전압 Vcc의 값을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센스 앰프의 동작 초기에서, 그것
을 구동하는 전위를 내부 전원 전위가 아니라, 직접 외부 전원 전위로 하는 것에 의해, 센스 앰프의 충분
한 전원 구동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도는 제7도에서 도시한 신호 SOP 및 신호 F1를 출력하는 회로의 일예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P채널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발생 회로(4042)는 신호 SOP를 받는 인버터(4044)와, 신호 SOP를 받는 지연 
회로(4046)와,  인버터(4044)의 출력 및 지연 회로(4046)의 출력을 받는 NAND  회로(4048)와,  NAND 회로
(4048)의 출력을 받아, 전위 레벨을 내부 전원 전압으로부터 외부 전원 전압으로 변환하는 레벨 쉬프트 
회로(4050)를 포함한다.

신호(SOP)가 불활성 상태(H 레벨)일 때는, 인버터(4044)의 출력 신호는 L 레벨이고, NAND 회로(4048)의 
입력 레벨은 L 레벨 및 H 레벨이다. 따라서, NAND 회로(4048)로부터는 H 레벨, 즉 내부 전원 전압 Vccs이 
출력된다. 레벨 쉬프트 회로(4050)는 이 출력 레벨 Vccs의 전위를 받아서, 외부 전원 전압 Vcc으로 변환
하여, 신호 F1로서 출력한다.

따라서, 신호 SOP가 불활성 상태의 H 레벨인 사이에는 제7도에 도시한 트랜지스터 STR1 및 STR2는 모두 
차단 상태로 되어 있다.

신호 SOP가 활성 상태의 L  레벨로 내려가면, 인버터(4044)의 출력은 H  레벨로 된다. 한편, 지연 회로
(4046)의  출력은 이  지연 회로의 지연 시간 r만큼 경과할 때까지는 H  레벨을 유지하므로,  NAND 회로
(4048)의 출력 레벨은 L 레벨로 변화한다. 따라서, 신호 F1 및 신호 SOP는 모두 활성 상태의 L 레벨로 된
다.

따라서 P채널 센스 앰프의 구동 라인 SP의 전위 레벨은 전원 전압 Vcc까지 상승한다.

지연 회로(4046)의 지연 시간 r만큼의 시간이 경과하면, 지연 회로(4046)의 출력 레벨도 L 레벨로 변화하
고, 이에 따라 NAND 회로(4048)의 출력 레벨은 H레벨로 되어, 신호 F1가 전위 Vcc로 되므로, 트랜지스터 
STR2는 차단 상태로 된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는 P채널 센스 앰프의 구동 라인 /SP에는 강압 회로(412)로부터 공급되는 내부 전원 
전압 Vccs이 공급된다.

다음으로, 제7도에 도시한 등화 회로 EQ에 대해 등화 전위 VBL를 공급하는 등화 전위 발생 회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9도는 이와 같은 등화 전위 발생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트선 전위의 H 레벨은 외부 전원 전위 Vcc에 대해, 전송 게이트의 N채널 MOS 트랜지
스터의 문턱값 Vthn부분만큼 저하한 값까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트선의 등화 레벨을 출력하는 등화 전위 발생 회로가 출력하는 전위도, 전원 전위 Vcc와 접지 
전위 GND와의 중앙값이 아니라, 오히려 (Vcc -Vthn)/2 의 전위 레벨일 필요가 있다.

제9도에 도시한 등화 전위 발생 회로에서는 종래의 (판2) Vdd 발생 회로를 전원 전위 Vcc로부터 문턱값 
전압 Vthn만큼 저하한 전위 레벨과, 접지 전위 GND에 의해 구동하는 것에 의해, 등화 전위로서 (Vcc - 
Vthn)/2를 얻는 구성으로 한 것이다.

제10도는 제9도에 도시한 (판2) Vdd 발생 회로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제10도에 도시한 
(판2) Vdd 발생 회로는 바이어스단과 푸시풀(pushpull)출력단을 포함한다. 바이어스단은 전위 Vdd와 접지 
전위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저항체 R1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와 저
항체 R2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 QN1 및 QP1는 모두 다이오드 접속되어 있으며, 트랜지스터 QP1의 기판 
전위는 트랜지스터 QN1와 트랜지스터 QP1의 접속점의 노드 N의 전위 레벨과 같게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바이어스단의 저항값이 충분히 크게 되면, 노드 N의 전압은 Vdd/2로 된다. 여기에서, 가령 모든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을 같은 값 Vτ으로 하면, 노드 N1, N2의 전압은 각각 (Vdd/2) + Vτ(Vdd/2) - V

τ 로 되어, 이 바이어스단의 출력 전압은 Vdd/2 로 안정화한다.

한편,  푸시풀  출력단은  전위  Vdd와  접지  전위  GND와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2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 QN2의 게이트는 바이어스단의 트랜지스터 QN1
의 게이트, 즉 노드 N1과 접속하고, 트랜지스터 QP2의 게이트는 바이어스단의 트랜지스터 QP1의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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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드 N2와 접속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노드 N1 및 N2의 전압은 각각 (Vdd/2)+VT, (Vdd/2)-VT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출력 트랜

지스터 QN2 및 QP2의 소스와 게이트간 전압은 모두 VT로 된다. 따라서, 이들 2개의 출력 트랜지스터에는 

약간의 관통 전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출력 전압 Vdd/2가 변동하려 해도 출력단층 어느 한쪽 트랜지스터가 도동 상태로 되어 그 변동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제9도 및 제10도에 도시된 등화전위 발생 회로의 구성에 의해 안정하게 Vdd/2=(Vcc-
Vthn)/2의 전위를 등화 회로 EQ에 공급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구성에서, 메모리 셀 어레이의 블럭을 
선택하는 전달 게이트 트랜지스터(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전원 전위 Vcc로 구동하므로서 이 
전달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만큼의 전압 저하가 생기는 경우에도 비트선쌍의 전위 레벨을 그 H 
레벨과 L 레벨의 중앙값의 전위 레벨로 프리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셀 캐패시터의 한쪽 전극의 
전압으로서 신호 전하량을 규정하고, 프리차지시의 데이타 선전압으로서 신호 검출의 기준으로 되는 등화 
레벨 VBL을 안정하게 공급함 수 있다.

더욱이, DRAM의 동작에 있어서, 워드선 및 전탈 게이트 트랜지스터중 어느 것을 구동해도 승압 전위를 인
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칩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산화막 두께를 공통으로 한 
경우도 신뢰성의 열화가 생기지 않는 동시에 고속 동작을 실현할 수가 있다.

제11도 이상 설명한 제7도에 도시된 DRAM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차트이다.

시각 t0에 있어서는, DRAM은 대기 상태이고, 워드선 WN의 전위 레벨은 부전위 Vn으로 유지되고, 전달 게
이트 BSA 및 BSB를 제어하는 신호 BLI1 및 BLI2는 모두 L 레벨이고, 어느 메모리 셀 블럭도 선택되어 있
지 않도록 한다. 또, 신호 SOP 및 신호 F1은 모두 H 레벨이고, P채널 센스 앰프 구동 선에는 전원 전위 
Vcc 및 내부 전원 전위 Vccs중 어느 것도 공급되지 않고, 신호 SON도 L 레벨이고, n채널 센스 앰프 구동 
선 SN은 플로팅 상태로 되어 있도록 한다. 이 때, 비트선쌍은 제9도에 도시한 등화 전위 발생 회로로부터 
공급되는 비트선 등화 레벨 VBL=(Vcc-Vthn)/2의 전위 레벨로 프리차지되어 있도록 한다.

시각 t1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대응하는 워드선 VT의 전위 레벨이 전위 Vn으로부
터 H  레벨(전위 레벨 Vcc)로  상승한다.  한편,  선택된 메모리 셀  블럭과 센스 앰프띠 SA2를  접속하기 
위해, 전달 게이트 BSB에 대하여 제어 신호 BVLI2가 H 레벨로 상승한다. 한면, 워드선 WL의 전위 레벨이 
H 레벨로 상승함에 따라서, 메모리 셀중의 기억 데이타에 따라 비트선쌍 BL, /BL의 전위 레벨이 프리차지 
전위 VBL로부터 변화한다.

시각 t2에 있어서, 신호 SOP 및 신호 F1이 모두 활성 상태(L 레벨)로 변화하고, 신호 SON도 활성 상태(H 
레벨)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서, 트랜지스터 STR1∼STR3가 모두 도통 상태로 되고, P채널 센스 앰프 NSP
에는 전원 전위 Vcc가, n채널 센스 앰프 NSA에는 접지 전위 GND가 각각 공급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비트선쌍의 전위 레벨도 센스 앰프 NSP 및 NSA에 의해 증폭되고, 선택된 메모리 셀중의 기억 데이타에 따
라서 그 전위차가 증폭되기 시작한다.

시각 t2로부터 제8도에 도시한 지연 회로(4046)의 지연 시간 T만큼 경과한 시각 t3에 있어서, 신호 F1이 
불활성 상태(H 레벨)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트랜지스터 STR2가 차단 상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P채널 센스 앰프 NSP에는 전원 전위 Vcc의 대신에 강압 회로(412)로부터 출력되는 내부 전원 전위 Vcc가 
공급되기 시작한다.

한편, 센스 앰프에 공급되는 전위 레벨이 Vcc 및 GND로 됨으로써 비트선쌍의 전위차는 선택된 메모리 셀
의 기억 정보에 따라, 한쪽의 전위 레벨이 내부 전원 전위 Vccs에, 다른쪽 전위가 접지 전위 GND로 되기
까지 그 전위차가 증폭된다.

이어서, 시각 t3에 있어서는, 열 디코더(414)로부터의 열 선택 신호 CSL에 따라 선택된 메모리 셀 열의 
스위칭  회로  IOSW가  도통  상태로  됨으로써  증폭된  비트선쌍의  전위  레벨이  대응하는  I/O  버스에 
전달되고, DRAM 외부로 선택된 메모리 셀의 기억 정보가 출력된다.

시각 t5에 있어서, 워드선의 전위 레벨은 다시 대기 상태의 전위 Vn을 향하여 하강하기 시작해서,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OP 및 SON도 모두 불활성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또한, 열 선택 신호 CSL도 불활
성 상태(L 레벨)로 되어, 선택된 비트선쌍과 I/O 버스와의 접속이 차단된다.

시각 t6에 있어서, 비트선 등화 회로 EQ가 다시 활성 상태로 되어, 비트선쌍의 전위 레벨이 비트선 등화 
레벨 VBL로 변화된다. 또, 전달 게이트 제어 신호 BLI2도 불활성 상태로 되어, 센스 앰프와 메모리 셀 블
럭과의 접속이 차단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7도에 도시한 DRAM에 있어서는 센스 앰프가 비트 선쌍의 전위차를 증폭하기 시
작하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센스 앰프가 전원 전위 Vcc와 접지 전위 GND를 동작 전원 전위로써 동작시
키기 때문에, 충분한 전류 구동 능력이 달성되고, 이후 센스 앰프는 내부 전원 전위 Vccs와 접지 전위 
GND를 동작 전위로하여 증폭 동작을 행한다. 이 때문에, 비트선쌍의 전위 레벨, 즉 메모리 셀로의 재기입 
전위는 내부 전원 전위 Vccs와 접지 전위 GND로 되어, 미세열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도 그 내
압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는 동작을 보증할 수 있다.

또한, 제11도에 있어서는,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의 전위 레벨은 부전위(전위 레벨 Vn)로 되는 경우에 대
해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제1도에 도시된 시스템 칩(1000)에 
있어서 워드선 구동(408)에 공급되는 L 레벨이 예컨대 접지 전위 GND인 경우도 센스 앰프의 충분한 전류 
구동 능력을 보증할 수 있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 있어서는, 시스템 칩(1000)에 있어서, 외부 전원 전위 Vcc 와 강압 회로(412)가 공급하는 내
부 전원 전위 Vccs와의 전위차가, 메모리 셀 어레이중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 Vthn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워드선 드라이버의 활성 상태의 전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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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H 레벨)의 전위는, 외부 전원 전위 Vcc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부 전원 전위 Vcc와 내부 전원 전위 Vccs와의 전위차가, 전술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
우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의 전압 강하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워드선 드라이버가 활
성 상태인 전위 레벨은 외부 전원 전위 vcc보다도 승압된 전위 Vpp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시예 2의 시스템 칩(1200)에 있어서는, 워드선 드라이버 회로(408)가, 외부전원 전위 Vcc를 승압한 내
부 승압 전위 Vpp와 부전위 Vn을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한다.

제12도는, 이와 같은 시스템 칩(1200)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제1도에 도시된 시스템 칩(1000)과 구성이 다른 점은, 워드선 드라이버의 한쪽동작 전위가, 외부 전원 전
위 Vcc 대신, 외부 전원 전위 Vcc로부터 내부 승압 전위를 발생하는 Vpp 발생 회로(416)의 출력 전위로 
되어 있는 데 있다.

이 다른 점은, 제1도에 도시된 시스템 칩(1000)의 구성과 동일하므로,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부여하
여 이 설명은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제13도는, 제12도중 워드선 드라이버 회로(408)내에 포함되는 워드선 전위에 대응하는 전위 설정 회로
(220)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이고, 제4도에 도시된 전위 설정 회로(200)와 대비되는 도면이다.

전위 설정 회로(220)는, 소스 모두가 내부 승압 전위 Vpp를 수신하여, 서로의 게이트와 드레인이 상호 접
속된 1 쌍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2, 224)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2)의 드레인과 대응하는 워드선 
WL의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 전위가 접지 전위 GND로 고정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6)와, 외부로부
터 인가되는 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대응하는 워드선 WL가 선택된 경우, 행 선택 신호 RS를 활성 상
태(L 레벨)로 하는 디코드 회로(238)와, 디코드 회로(238)의 출력 노드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4)의 
드레인과의 사이에 접속되며, 계이트 전위가 전원 전위 Vcc로 고정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4)를 포
함한다.

전위 설정 회로(220)는, 또한, 소스 모두가 부전위 Vn을 수신하고, 상호간에 케이트 및 드레인이 접속되
는 1 쌍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0, 232)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2)의 드레인과 디코드 회로(238)
의 출력 노드의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 전위가 접지 전위 GND로 고정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236)를 
더 포함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0)의 드레인과 대응하는 워드선이 접속되어 있다.

다음에, 전위 설정 회로(220)의 동작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워드선 WL은 비선택 상태이며, 행선택 신호 RS는 불활성 상태(H 레벨)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이 때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2)의 게이트에는, 전위 Vcc가 인가되며, 이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이다. 한편,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0)의 게이트에는 전위 Vcc가 인가되므로, 이 트랜지스터(230)는 도통 상태로 되
며, 워드선 WL에는 전위 Vn가 공급된다.

이때, P채널 MOS 트랜치스터(226)는 도통 상태이므로,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4)의 게이트 전위 레벨이 
저하되며, 이 트랜지스터는 도통 상태로 된다. 따라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4)를 통해 내부 승압 전
위 Vpp가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4)에 인가된다. 그러나, 트랜지스터(234)의 게이트 전위는 전원 전위 
Vcc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내부 승압 전위 Vpp는 디코더(238)측에는 인가되지 않는다.

또한, 이 상태에 있어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6)가 존재함으로 인해, 워드선의 전위 WL가 부전위로 
되면, 이 트랜지스터(226)가 차단 상태로 되기 때문에,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2)의 드레인은 플로팅 상
태(전위 레벨은, 대략 트랜지스터(226)의 문턱값 전압 Vthp이다)로 된다. 따라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
(224)의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위차는 Vpp-Vthp로 된다.

이에 대해, 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6)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 WL의 전위 
레벨 Vn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4)의 게이트에 직접 인가되는 구성으로 되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
(224)의 소스 게이트 사이에는, 전위차 Vpp +│Vn│가 인가된다.

따라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6)의 존재로 인해, 대기 상태에 있어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4)의 
게이트 산화막에 인가되는 전위차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 트랜지스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으로, 워드선 WL이 선택되고, 행선택 신호 RS가 활성 상태(L 레벨)로 되면, N채널 MOS 트랜지스터
(230)의 게이트 전위 레벨이 저하되며, 이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로 된다. 이에 대해, P채널 MOS 트랜지
스터(222)의  게이트  전위가  저하하는  것에  의해,  이  트랜지스터(222)가  도통  상태로  되며,  워드선 
WL에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2, 226)를 통해, 내부 승압 전위 Vpp가 공급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2, 224)는 서로의 게이트 및 드레인이 상호접속되어, 하프 래치(half latch) 회
로를 구성하며, 이 선택 상태의 워드선 전위 레벨 Vpp의 전위 레벨을 유지하는 효력이 있다.

한편, 워드선 전위 레벨이 Vpp로 되어,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2)가 도통상태로 되며, 이 트랜지스터
(232)를 통해 부전위 Vn가 트랜지스터(236)에 인가된다.

그러나, 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는 접지 전위 GND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전위 Vn는 디코더 회
로(238)에는 인가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워드선 WL의 전위 레벨을 선택 상태에서는 내부 승압 전원 Vpp로, 비선택 상태에서는 
부전위 Vn으로 할 수 있으므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만큼의 전압 강하의 영향을 제거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상태에 있어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를 통해 리크 전류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4) 및 P채널 MOS 트랜지스터(236)가 존재하여, 내부 승압 전위 Vpp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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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위 Vn이 디코더 회로(238)측에 인가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14도는, 제13도에 도시된 전위 설정 회로(220)에 대한 변형 전위 설정 회로(240)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
도이다.

제13도에 도시된 전위 설정 회로(220)의 구성과 다른 점은, 워드선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2)의 사이
에 접속되어 있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226) 대신에,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0)와 워드선 WL의 사이에, 
게이트 전위가 전원 전위 Vcc로 고정된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0)와 워드선 WL의 사이에, 게이트 전위가 
전원 전위 Vcc로 고정된 N채널 MOS 트랜지스터(228)를 구비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트랜지스터(228)가 존재하여, 워드선 WL가 선택 상태로 되며, 이 전위 레벨이 Vpp로 되어 있는 경우에
도, 트랜지스터(232)의 게이트 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위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즉, 워드선 WL가 선택 상태에서는, 그 전위 레벨 Vpp가 트랜지스터(228)를 통해, 트랜지스터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2)의 게이트에 인가된다. 이 경우, 트랜지스터(228)의 게이트 전위는 전원 전위 Vcc로 고정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2)의 게이트의 노드는 플로팅 상태(전위 레벨은 Vcc-
Vthn이다. 여기서, Vthn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228)의 문턱값 전압)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트랜지스터(232)의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위차는, Vcc-Vthn+│Vn│로 된다.

이것에 대해, N 채널 MOS 트랜지스터(228)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232)의 게이
트에는, 워드선의 전위 레벨 Vpp가 직접 인가되므로, 트랜지스터(232)의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위차는, 
Vpp+│Vn│로 된다.

즉, N 채널 MOS 트랜지스더(228)의 존재로 인해, 워드선 WL가 선택 상태에 있어서, 트랜지스터(232)의 게
이트 소스 사이의 인가되는 전위차가 완화되어, 이 트랜지스터(232)의 게이트 산화막의 신뢰성을 향상시
키는 것이 가능하다.

제15도는, 제13도에 도시된 전위 설정 회로(220)의 다른 변형예의 전위 설정 회로(260)의 구성을 도시하
는 회로도이다.

전위 설정 회로(220)와 다른 접은, 워드선 WL과 N 채널 MOS 트랜지스터(230)의 사이에, 게이트 전위가 전
원 전위 Vcc로 고정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228)가 삽입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15도에 도시된 전위 설정 회로(260)의 구성은, 제13도에 도시된 전위 설정 회로(220) 및 제
14도에 도시된 전위 설정 회로(240)의 구성을 합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전위 설정 회로(260)의 구성에 의해, 워드선 WL가 선택 상태에 있어서도, 비선택 상태에 
있어서도, 회로를 구성하는 MOS 트랜지스터(224, 232)의 게이트 산화막에 인가되는 전위차를 완화하는 것
이 가능하여, 신뢰성이 높은 전위 설정 회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3]

제16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의 시스템 칩(1400)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실시예 1의 시스템 칩(1000)의 구성과 다른 점은, 이하의 3 가지 점이다.

첫째는, 센스 앰프에는 H 레벨의 전원 전위로서 내부 전원 전위 Vcc가 직접 공급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둘째는, 센스 앰프(410)에 대해서는 L 레벨의 전원 전위로서, 접지 전위 GND와, 이하 설명하는 
가상 접지 레벨 발생 회로(418)로부터 공급되는 전위 VBSG가, 스위칭 회로 SW2에 의해 선택적으로 공급되
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워드선 드라이버(408)에 공급되는 L 레벨의 전위가, 접지 전위 GND로 되어 있는 점이다.

그 밖의 구성은, 실시예 1의 시스템 칩(1000)의 구성과 동일하므로,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부여하며 
설명은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이후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가상 접지 발생 회로(418)로부터 발생되는 전위 레벨은, 예를 들면 0.5 V이며, 
접지 전위 GND보다도 높은 전위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이점에 관하여, 이하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8도 및 제19도는, 이와 같은 센스 앰프에 공급하는 L 레벨을 가상 접지 레벨(이하, Vss'라 표시한다)
로 하는 경우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이하, 이와 같은 방식을 BSG(Boosted Sense Ground) 방
식이라 칭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효과는 주로 이하에 기술되는 4가지 점이다.

(1)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이 향상된다.

센스 앰프가 증폭 동작을 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상 접지 레벨 Vss'가 공급된다. 따라서, 선택된 메모
리 셀 어레이 블럭의 비트선의 전위는, 전위 Vcc, Vss'로 증폭된 상태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예로서 가상 접지 레벨Vss'( 0V)의 전위로 되어 있는 비트선에 접속된 메모리 셀에서 비선택의 것은 제18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게이트 전위가 Vss(=0V)로 되어 있다.

여기서, 메모리 셀 캐패시터에 유지되어 있는 데이타가 H 레벨인 것으로 하면, 비트선 BL의 전위가 Vss' 
0V, 저장 노드의 전위가 H 레벨의 전위 Vcc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를 통한 서브 쓰레시홀드 전류(제18도에 도시된 화살표)는, 가상 접
지 레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비트선 BL과 워드선 WL의 전위가 모두 0V인 것에 비해, 현저하
게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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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T의 문턱값 전압 VTM을 낮게 설정할 수 있으며,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
이 가능하다.

전술한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셀 트랜
지스터 MT의 문턱값 전압 VTM을 종래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택 상태의 워드선에 대해 
인가되는 H 레벨의 전위를 외부 전원 전위 Vcc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종래예에 설명된 바와 같
은 승압 전압 Vpp를 인가할 필요가 없어지며, 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신뢰성, 특히 게이트 산화막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3) 승압 전압 발생 회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워드선에 인가되는 전압은 외부 전원 전압 Vcc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승
압 전압 발생 회로가 필요없게 되며, 소비 전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종래, 소수 캐리어의 인젝션(injection) 대책을 위해, 메모리 셀의 기판 또는 웰(well)의 전위를 
부전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본 발명에는, 메모리셀의 저레벨은 전위 Vss'이며, 기판(웰)의 전위
는 접지 전위 GND이므로, 메모리 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판에 부전압의 바이어스 전위를 인가한 것과 
등가인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4) 트리플(triple) 웰 구조가 필요없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메모리 셀 어레이부는, 인젝션 방지를 위해 웰 전위를 부전위의 Vbb로 설정하고, 주변 회
로는 트랜지스터의 고성능화를 위해 웰 전위가 접지 전위 GND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기판
으로서 P기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트리플 웰 구조를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세스 공정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메모리 셀 어레이부는, 비트선 또는 메모리 셀의 L레벨을 가상 접
지 레벨 전위 Vss'로 하고, 웰 전위를 접지 전압으로 설정하며, 주변회로도 L 레벨과 웰 전위를 모두 접
지 전위 GND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트리플 웰 구조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19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트윈(twin) 웰 구조로 하는 것도 가능한 이점을 갖는다.

제19도는, 종래 예와 가상 접지 레벨을 사용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종래 예에 있어서는, 제19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전원 전압 Vcc(예를 들면, 3.3V)으로부터 내부 
전원 전압 Vccs(예를 들면, 2.0V)를 발생하고, 내부 전원 전압 Vccs와 접지 전위 GND(0V) 사이의 전위가 
메모리 셀에 가해지고 있다. 또한, 종래 예에는, 서브 쓰레시홀드 리크를 억제하기 위해, 부전위 Vbb(예
를 들면, -2V)를 메모리 셀에 인가할 필요가 있어서, 부전위 발생 회로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대하여, 가상 접지 레벨을 사용한 경우는, 제19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트선의 진폭에 있어서의 
L 레벨을 접지 전위 GND가 아니고, 비트선 프리차지 레벨과 접지 전위 GND 사이에 있어서 새롭게 발생되
는  가상  접지  레벨(VBSG)(예를  들면,  0.5V)로  설정된다.  이  경우에,  비선택  워드선의  L  레벨(전위 
GND)은, 비트선의 진폭에 있어서의 L 레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負)로 바이어스된 상태로 된다.

따라서, 반드시 부전위 발생 회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점이 있다.

물론, 의사 접지 레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메모리 셀에 부전위를 공급하고, 보다 한층 서브 쓰레시홀드 
리크 전류의 감소를 도모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0도는, 제16도에 도시된 가상 접지 레벨 발생 회로(418)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하는 개략 블럭도이다.

가상 접지 레벨 발생 회로(418)는, 가상 접지 레벨과 거의 동일한 레벨의 전압을 발생하는 기준 전압 발
생 회로(4122)와, 이 기준 전압과 가상 접지 레벨을 공급하는 가상 GND 라인(4126)의 레벨을 비교하는 차
동 증폭 회로(4124)와, 이 차동 증폭 회로(4124)의 출력을 수신하는 N 채널 트랜지스터 Trm을 포함한다.

n 채널 트랜지스터 Trn의 게이트는, 차동 증폭 회로(4124)의 출력에 접속되고, 이것의 드레인은 가상 GND 
라인(4126)에 접속되며, 이것의 소스는 접지 전위 GND에 접속된다. 그리고, 기준 전압 발생 회로(4122)로
부터 출력되는 기준 전압 보다도, 가상 GND 라인(4126)의 레벨이 높게 되면, 차동 증폭 회로(4124)로부터 
H레벨의 신호가 N 채널 트랜지스터 Trn의 게이트에 인가된다. 이에 따라, n 채널 트랜지스터 Trn이 도통
되어, 가상 GND 라인(4126)의 전위가 방전된다. 한편, 가상 GND 라인(4126)의 전위가 기준 전위보다도 낮
게 되면, 차동 증폭 회로(4124)가 N 채널 트랜지스터 Trn에 위한 방전을 중단하는 것에 의해, 가상 GND 
라인(4126)의 레벨을 접지 전위보다도 높은 레벨 Vss'로 유지한다.

제22도는, 제16도에 도시된 시스템 칩(1400)에 있어서의 메모리 셀 어레이(406), 센스 앰프(410), 가상 
접지 레벨 발생 회로(418) 및 스위칭 회로 SW2의 구성을 확대하여 도시한 블럭도이며, 제7도와 대비되는 
도면이다.

제7도에 도시된 실시예 1의 구성과 다른 점은, 이하의 3 가지 점이다.

첫째는, P 채널 센스 앰프 구동 라인 /SP에 대하여는, 신호 SOP에 의해 제어되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STR4를 통해 전원 전위 Vcc가 공급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로, N 채널 센스 앰프 구동 라인 SN2는, 신호 SON에 의해 제어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STR5를 통
해 가상 접지 레벨 발생 회로(418)로부터의 전위 VBSG가 공급되며, 트랜지스터 STR5 및 신호 F2에 의해 
제어되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STR6를 통해, 접지 전위 GND가 공급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셋 째로, 전달 게이트 BSA 및 BSB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가,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는 점이다.

그 밖의 접은, 제7도에 도시된 구성과 동일하며,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부여하며 설명은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이후 설명하는 바와 같이, N 채널 센스 앰프 NSA의 증폭 동작의 초기에 있어서는, 트랜지스터 STR5 및 
STR6이 모두 도통 상태로 되며, n 채널 센스 앰프 NSA에는 접지 전위 GND가 공급된다. 한편, 증폭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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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후 소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트랜지스터 STR5만이 도통 상태로 되며, N 채널 센스 앰프 NSA에는, 
가상 접지 레벨 발생 회로(418)로부터의 전위 VBSG가 공급된다.

또한, 비트선쌍의 L 레벨이, 가상 접지 레벨 VBSG로 되는 것에 따라서, 전달 게이트 BSA 또는 BSB를 구성
하는 트랜지스터가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된 경우에도, 그것의 트랜지스터를 도통 상태로 하기 위해서
는, 이것에 대응하는 제어신호 BLI1 또는 BLI2의 활성 상태(L 레벨)의 전위 레벨은, 접지 전위 GND로 해
도 좋은 이점이 있다. 즉, 비트선쌍의 L 레벨이, 접지 전위 GND보다도 높은 가상 접지 레벨 VBSG이기 때
문에, 이들 전달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부전위를 인가하지 않고도, 이들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
압 Vthp에 위한 전위 상승이 판독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제22도는, 제21도에 도시된 비트선 등화 회로 EQ에 대해, 비트선 등화 레벨 VBL을 공급하는 비트선 등화 
레벨 발생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 블럭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트선 쌍 BL, /BL의 L 레벨은, 전달 게이트를 구성하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문
턱값 전압 Vthp 만큼 접지 전위 GND보다도 상승한 값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트선 등화 레벨로서는, 외부 
전원 전압 Vcc와 접지 전위 GND의 단순한 중앙값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제2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1/2) Vdd 발생 회로를 외부 전원 전압 Vcc와 접지 전위 GND로부터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분 만큼 상승한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서 동작시키는 것에 의해, 비트선 등화 
레벨 VBL로서, VBL=(Vcc+Vthp)/2의 전위 레벨을 출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하는 것으로, 메모리 셀 캐패시터 전극의 전압으로서 신호 전하량을 규정하고, 프리
차지시의 비트선 전위로서 신호 검출의 기준으로 되는 비트선 등화 레벨을 안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더구나, 시스템 칩을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 대해, 전원 전위 Vcc와 접지 전위 GND의 차 이상의 전위차를 
인가함 필요가 없으므로, 시스템 칩의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제22도에 도시된 (1/2) Vdd 발생 회로의 구성은, 그 동작 전원 전위가 다른 것이의에, 기본적으
로 제10도에 도시된 회로와 동일한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3도는, 제21도에 도시된 DRAM의 메모리셀 블럭으로부터의 데이타의 판독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도이며, 제11도와 대비되는 도면이다.

제21도 및 제23도를 참조하면, 시각 t0에 있어서, 메모리 셀 블럭 BL2중 워드선 WL는 불활성 상태(전위 
레벨이 전위 GND인 상태)이고, 전달 게이트 BSA 및 BSB에 대한 제어 신호 BLI1 및 BLI2도 모두 불활성 상
태(H 레벨)인 것으로 한다. 이 시각 t0에 있어서는, 신호 SOR도 불활성 상태(H 레벨)이며, 신호 SON 및 
신호 F2도 불활성 상태(L  레벨)이다. 한면, 비트선쌍 BL,  /BL의 전위 레벨은, 모두 비트선 등화 레벨 
VBL=(Vcc-Vthp)/2이다.

시각 t1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서, 선택된 메모리 셀 블럭 BL2 중 워드선 VT의 전
위 레벨이 활성 상태(전위 레벨이 Vcc의 상태)로 변환하기 시작한다. 한편, 선택된 메모리 셀 블럭 BL2와 
센스 앰프를 접속하는 전달 게이트 BSB에 대한 제어 신호 BLI2가 활성 상태(L 레벨)로 변화한다. 워드선
이 활성 상태로 되는 것에 따라서, 비트선 선 쌍 BL, /BL에는, 선택된 메모리 셀중의 기억 정보에 따라, 
전위차가 나타난다.

시각 t2에 있어서, 신호 SOP가 활성 상태(L 레벨)로, 신호 SON 및 신호 F2가 모두 활성 상태(H 레벨)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서, 센스 앰프 NSA 및 PSA가 모두 증폭 동작을 개시하므로, 비트 선 쌍 BL, /BL의 전
위차가 증폭되기 시작한다.

이 상태에는, N 채널 센스 앰프 NSA는, 트랜지스터 STR5 및 STR6가 모두 도통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접
지 전위 GND의 공급을 수신하는 것으로 된다.

시각 t3에 있어서, 신호 F2가 불활성 상태(H 레벨)로 되는 것에 따라서, N채널 센스 앰프 NSA에는, 트랜
지스터 STR5를 통해, 가상 접지 레벨 발생 회로(418)로부터 공급되는 가상 접지 레벨 VBSG가 공급된다. 
따라서, 비트선 쌍의 전위는, 한쪽이 전위 Vcc로, 다른 쪽이 전위 VBSG로 될 때까지, 그 전위차가 증폭되
는 것으로 된다.

계속하여, 시각 t4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열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서, 선택된 열에 대응하는 열 선택 
신호 CSL이 활성 상태(H 레벨)로 되어, 대응하는 메모리 셀 열과 I/O 버스가 접속된다. 이에 의해, DRAM 
외부에 판독된 데이타가 출력된다.

시각 t5에 있어서, 열 선택 신호 CSL는 불활성 상태로 된다. 워드선의 전위 및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OP 및 SON도 모두 불활성 상태로 된다.

이후, 시각 t6에 있어서, 비트선 쌍 BL, /BL은, 비트선 등화 회로가 활성으로 되는 것에 의해, 모두 전위 
VBL로 되도록 등화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센스 앰프 NSA는, 그 증폭 동작의 초기에 있어서, 접지 전위 GND가 직접 공급되므로, 
충분한 전류 구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비트선 쌍 BL, /BL중, L 레벨로 되는 것의 전위 레벨은, 
가상 접지 레벨 VBSG이며,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의 전위 레벨이 접지 전위 GND이므로, 비선택 상태의 메
모리 셀 트랜지스터를 통한 서브 쓰레시홀드 리크 전류가 억제된다. 따라서, DRAM의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된다.

[실시예 4]

제24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의 시스템 칩(1600)의 구성을 도시한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실시예 1의 시스템 칩(1000)에 있어서는, 워드선 구동 회로는 외부 전원 전위 Vcc와 부전위 Vn을 동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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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위로서 동작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컨대 시스템 칩이 배터리로 동작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배터리의 동작 초기에 있어서는 
충분한 전원 전위가 공급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배터리가 공급하는 전위 레벨은 저하한다. 따라서, 
동작 초기에 있어서는 외부 전원 전위 Vcc를 그대로 워드선 구동의 H 레벨로서 이용한 수 있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배터리로부터 충분한 H 레벨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실시예 4의 시스템 칩(1600)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안정한 H 레벨을 워드선 구동(408)에 공급
할 수 있는 시스템 칩(1600)을 제공한다.

즉, 시스템 칩(1600)의 구성이 제1도에 도시된 시스템 칩(l000)의 구성과 다른 점은 워드선 구동(408)에 
대한 전원 전위가 외부 전원 전위 Vcc를 직접 공급하는 상태와, 외부 전원 전위 Vcc에 기초하여 승압 전
위 Vpp를 발생하는 Vpp 발생 회로 (416)로부터의 출력 전위를 공급하는 상태가, 스위칭 회로 SW3에 의해 
전환되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그 밖의 점은 실시예 1의 시스템 칩(1000)의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여서 
그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제25도는 제24도에 도시된 시스템 칩(1600)에 있어서, 워드선 구동기로 H 레
벨 공급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개략 블럭도이고, 제26도는 제25도에 도시된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
한 블럭도이다.

즉, 제2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DRAM부의 워드선 구동 회로의 전원으로써 칩의 외부 전원 전위 Vcc와 승
압 전위를 발생하는 Vpp 발생 회로의 출력 전위 Vpp의 2개중 어느것이 선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구성으
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내부 승압 전위 Vpp의 설정 전위로는 (센스 앰프의 전원 전위)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
값 전압 Vthn) 이상의 값으로 한다. 예컨대, 센스 앰프의 동작 전원 전위(즉, 강압 회로(412)로부터의 출
력 전위)가 2.0V이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 전압 Vthn이 1.2V인 경우는 내부 승압 전위 Vpp의 값
으로 예컨대 3.3V로 설정한다.

제26도에 도시된 회로에서는 스위칭 회로(SW3)는 마이너스 입력 노드에 외부전원 전위 Vcc를 받고, 플러
스 입력 노드에 기준 전위 Vref(상술한 예에서는 예컨대 3.3V)를 받는 차동 증폭기(4200)와, 마이너스 입
력 노드에 Vpp 발생 회로(416)의 출력을 받고, 플러스 입력 노드에 기준 전압 Vref를 받는 차동 증폭기
(4202)와, 게이트에 차동 증폭기(4200)의 출력 노드 DA의 전위를 받고, 외부 전원 전위 Vcc와 Vpp발생 회
로(416)의 출력 노드와의 결합을 도통 또는 차단 상태로 하는 P채널 MOS트랜지스터(4204)를 포함한다.

제27도는 제26도에 도시된 Vpp 발생 회로(416)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개략블럭도이다.

Vpp 발생 회로(416)는 차동 증폭기(4200)의 출력 노드 DA 및 차동 증폭기(4202)의 출력 노드 DB와 입력 
노드가 접속되는 NAND 회로(4162)와, NAND 회로(4162)의 출력 신호에 따라서 발진 동작을 행하는 링발진
기(41입)와, 링발진기 회로(4164)의 출력을 받아서 승압 전위를 생성하는 차지 핌프 회로(4166)를 포함한
다.

링발진기(4164)는 NAND  회로(4162)의 출력을 받는 인버터(4168a)와, 인버터(4168a)의 출력을 한쪽 입력 
노드에 받는 NAND 회로(4168b)와, 이 NAND 회로(4168)의 출력을 입력 신호로서 받는 상호간에 캐스케이드 
접속된 인버터(4168c, 4168d, 4168e, 4168f)를 포함한다. 인버터(4168f)의 출력 노드는 NAND 회로(4168
b)의 다른 쪽의 입릭 노드 및 차지 펌프 회로(4166)의 입력과 접속되어 있다.

이하, 제26도에 도시된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외부 전원 전위 Vcc가 기준 전압 Vref보다도 높은 경우는 차동 증폭기(4200)의 출력 레벨은 L 레벨이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4204)는 도통 상태로 되어, 외부 전원 전위 Vcc가 워드선 드라이버에 공급된다.

한편, 외부 전원 전위 Vcc가 저하하여 기준 전압 Vref보다도 낮게 되면, 차동 증폭기(4200)의 출력 레벨
은 H 레벨로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4204)는 차단 상태로 된다.

한편, 차동 증폭기(4202)의 출력 레벨은 H 레벨로 되기 때문에, 제27도에 도시된 NAND 회로(4162)의 입력 
노드의 전위 레벨은 모두 H 레벨로 된다. 이에 따라, 인버터(4168a)의 출력 레벨은 H 레벨로 되어 링발진
기(4164)가 동작을 개시해서 Vpp 발생 회로(416)로부터 워드선 구동으로 내부 승압 전위 Vpp가 공급된다.

한편, Vpp 발생 회로의 승압 동작에 의해 그 출력 노드의 전위 레벨이 Vref보다도 크게 되면, 차동 증폭
기(4202)의 출력 레벨이 L 레벨로 되어 링발진기의 발진 동작이 정지한다. 따라서, Vpp 발생 회로(416)로
부터 출력된 전위 레벨은 기준 전위 Vref의 값과 거의 동일하게 되도록 유지시킨다.

제28도는 제26도에 도시된 기준 전위 Vref를 공급하는 회로의 일례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전원 전위 Vcc와 접지 전위 GND와의 사이에 전원 전위 Vcc측으로부터 정전류원과 각각이 다이오드 접속된 
N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직렬로 접속하므로서 최고 정전류원에 근접한 측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
인 노드의 전위 레벨을 기준 전위 Vref로서 추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구성으로 함으로써 시스템 칩(4600)이 배터리로 동작하는 경우에 외부 전원 전위 Vcc가 시간 
경과와 함께 소정의 기준 전위 이하로 되는 경우에도 내부 회로의 동작 속도 등에 영항을 주지 않는 시스
템 칩을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청구항 1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메모리 수단과, 논리 연산 수단, 버퍼 회로가 혼재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있어서, 메모리 수단에는 승압 회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저감할 수 있다.

청구항  2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1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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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과, 논리 연산 수단, 버퍼 회로에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전원 공급선을 별개로 마련하여 구성했기 때
문에, 출력 버퍼 회로의 동작에 위한 전원 노이즈가 메모리 수단 등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구항 3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메모리 수단증의 센스 앰프의 동작 초기에 있어서는, 외부 전원 전
압이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센스 앰프의 전류 구동 능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청구항 4 및 5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의 전위 레벨이 부전위로 되어 있기 때문
에, 메모리 수단의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청구항 6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메모리 수단중의 센스 앰프가 복수의 메모리 셀 어레이 블럭에 공통
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센스 앰프와 선택된 비트선쌍의 접속을 행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쌍의 게이트 
전위를 승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청구항 7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메모리 수단에 있어서, 등화 전위가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에 대응하는 값으로 외부 전원 전위 Vcc와 접지 전위 GND의 중앙값으로부터 시프트된다. 따라서, 메
모리 수단의 동작 전원 전위에 맞추어 비트선쌍의 프리차지 전위를 설정할 수 있다.

청구항 8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메모리 수단과, 논리 연산 수단, 버퍼 회로가 혼재된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있어서, 메모리 수단의 워드선이 비선택 상태에서는 부전위로 되기 때문에, 메모리 수단의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청구항  9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8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메모리 
수단과, 논리 연산 수단, 버퍼 회로에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전원 공급선을 별개로 마련하여 구성했기 때
문에, 버퍼 회로에 위한 전원 노이즈는 메모리 수단으로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청구항 10, 11, 및 12항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비선택 상태의 워드의 전위 레벨이 부전위로 되기 때
문에, 메모리 수단의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청구항 13 및 14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외부 전원 전위가 소정의 값 이하로 된 경우는 승압 수단에 
의해 승압한 전위를 내부 승압 전위로서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전원 전위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안정한 
내부 전원 전위에서 동작할 수 있다.

청구항 15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비선택 상태의 비트선 전위가 가상 접지 레벨이상이고 비션택 워드
선의 전위 레벨이 이 가상 접지 레벨보다도 작기 때문에, 메모리 수단의 다이내믹 리프레쉬 특성을 개선
할 수 있다.

청구항 16의 반도체 집적 회로에서의 메모리 수단은 센스 앰프가 복수의 메모리 셀 어레이 블럭에 공통으
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센스 앰프와 비트선쌍을 선택적으로 접속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쌍에 인
가되는 제어 신호의 레벨이 접지 전위 이하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전위차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청구항 17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청구항 16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있어서, 비트선 등화 전위를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문턱값 전압 Vthp에 대응하는 값만큼 시프트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선쌍과 메모
리 셀과의 접속을 개폐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쌍의 제어 신호로 부전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메모리 수단이 동작하는 전원 전위의 중앙값에 등화 전위를 설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로부터 제 1 전원 전위 및 상기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높은 제 2 전원 전위가 공급되어 동작하는 반
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받아서 상기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전
위 사이의 내부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내부 강압 수단과, 데이터를 유지하는 메모리 수단을 포함하고, 상
기 메모리 수단은, 기억하는 데이터의 레벨중 1개가 상기 내부 전원 전위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행렬 형태로 배치된 복수의 메모리 셀과, 복수의 상기 메모리 셀의 행에 각각 대응해서 제공되는 복수의 
워드선과, 선택된 워드선쌍의 전위를 상기 제 2 전원 전위로 하는 것에 의해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행을 
선택하는 행 선택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메모리 수단에 유지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정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 
출력하는 논리 연산 수단과, 상기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
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논리 연산 수단의 출력 신호를 버퍼 처리해서 출력하는 버퍼 회로를 더 포함하
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1 전원 공급선과,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2 전원 공급선과, 상기 제 1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고, 상기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3 
전원 공급선과, 상기 제 2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며,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4 전원 
공급선과, 상기 제 1 및 제 3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고, 상기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5 
전원 공급선과, 상기 제 2 및 제 4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며,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6 전원 공급선을 더 포함하며, 상기 내부 강압 수단은 상기 제 1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공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논리 연산 수단은 
상기 제 3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4 전원 공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
위로 하여 동작하며, 상기 버퍼 회로는 상기 제 5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6 전원 공
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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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수단은,

상기 메모리 셀의 열에 대응해서 제공되는 복수의 비트선쌍과, 상기 행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셀에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에 따라, 상기 비트선쌍간에 발생하는 전위차를 증폭하는 복수의 센스 앰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전원 전위 및 상기 내부 전원 전위롤 받아서, 행 선택 동작의 개시에 따라, 소정 
기간 상기 복수의 센스 앰프에 대해서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한 후, 상기 내부 전원 전위로 전환해
서 공급하는 전원 스위칭 수단울 더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낮은 비선택 상태의 워드선 전위에 대응하는 제 3 전원 전위를 공
급하는 대기 전위 공급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행 선택 수단은, 상기 제 3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
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며,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대응하
는 워드선에 비선택시에는 상기 제 3 전원 전위를, 선택시에는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워드선구
동 수단을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선 구동 수단은, 상기 워드선에 대응해서 제공되고, 상기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행선택 신호를 활성 상태로 하는 복수의 행 디코드 수단과, 상기 각 행 디코드 수단에 따라 접지되
며, 대응하는 워드선 전위를 구동하는 복수의 전위 설정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각 전위 설정 수단은, 소
스에서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받으며, 게이트에서 상기 행 선택 신호를 받고, 상기 행 선택 신호의 활성
화에 따라 도통 상태로 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대응하는 워드
선 사이에 제공되며, 상기 행 선택 신호의 불활성 기간은 상기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위를 상
기 제 3 전원 전위보다 높고 상기 제 2 전원 전위보다도 낮은 전위로 하는 전위차 완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행 선택 신호의 불활성 기간은 상기 대응하는 워드선에 상기 제 3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대기 전위 
유지 수단을 갖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센스 앰프는 상기 복수 비트선쌍의 소정수의 그룹마다 대응해서 제공되고, 제 1 
및 제 2 입력 노드를 가지며, 상기 소정수의 비트라인쌍 마다에 대응해서 제공되고, 선택된 비트선쌍의 
전위를 상기 제 1 및 제 2 입력 노드에 각각 전달하는 배선쌍과 상기 비트선쌍마다 제공되며, 대응하는 
배선쌍과 비트선쌍을 선택적으로 도통 상태 및 차단 상태의 어느 것인가로 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쌍
을 더 포함하며, 상기 N채널 MOS 트랜지스터쌍은 게이트 전위가 상기 제 2 전원 전위로 되는 것에 의해 
도통 상태로 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원 전위를 Vgnd,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Vcc, 상기 N채널 MOS 트랜지스터
의 문턱값을 Vthn으로 할 때, 상기 제 1 전원 전위(Vgnd) 및 상기 제 2 전원 전위(Vcc)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등화 전위(Vcc+Vgnd-Vthn)/2 를 출력하는 비트선 등화 전위 발생 수단
과, 적어도 상기 센스 앰프 마다에 대응해서 제공되며, 비트선 등화 신호에 따라, 선택된 비트선쌍 및 상
기 대응하는 배선쌍의 전위를 상기 등화 전위로 하는 등화수단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8 

외부로부터 제 1 전원 전위 및 상기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높은 제 2 전원 전위가 공급되어 동작하는 반
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받고, 상기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전
위 사이의 내부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내부 강압 수단과, 상기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낮으며, 비선택 상태의 워
드선 전위에 대응하는 제 3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대기 전위 공급 수단과, 상기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며, 상기 제 2 전원 전위보다도 높은 제 
4 전원 전위를 내부 승압전위로 하여 출력하는 승압 수단과, 데이터를 유지하는 메모리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수단은, 상기 제 1 전원 전위 및 상기 내부 전원 전위중 어느것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유지하
는 행렬 형태로 배치된 복수의 메모리 셀과, 복수의 상기 메모리 셀의 행에 각각 대응해서 제공되는 복수
의 워드선과, 선택된 상기 워드선의 전위를 상기 내부 승압 전위로 하는 것에 의해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행을 선택하고, 비선택 워드선의 전위를 상기 제 3 전원 전위로 유지하는 행 선택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메모리 
수단에 유지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정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 출력하는 논리 연산 수단과, 상기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논리 연산 수
단의 출력 신호를 버퍼 처리해서 출력하는 버퍼 회로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1 전원 공급선과,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
는 제 2 전원 공급선과, 상기 제 1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어 상기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3 전원 공급선과, 상기 제 2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어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4 전
원 공급선과, 상기 제 1 및 제 3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어 상기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5 
전원 공급선과, 상기 제 2 및 제 4 전원 공급선과는 별개로 제공되어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제 
6 전원 공급선을 더 포함하며, 상기 내부 강압 수단은 상기 제 1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2 전원 공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논리 연산 수단은 상기 
제 3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4 전원 공급선상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며, 상기 버퍼 회로는 상기 제 5 전원 공급선상의 제 1 전원 전위와 상기 제 6 전원 공급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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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2 전원 전위를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 수단은, 상기 제 3 전원 전위와 내부 승압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드래스 신호에 따라 대응하는 워드선에, 비선택시에는 상기 
제 3 전원 전위를, 선택시에는 상기 내부 승압 전위를 공급하는 워드선 구동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워드
선 구동 수단은, 상기 워드선에 대응해서 제공되며, 상기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행 선택 신호를 활성 상
태로 하는 복수의 행 디코드 수단과, 상기 각 행 디코드 수단에 따라 접지되고, 대응하는 워드선 전위를 
구동하는 전위 실정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각 전위 설정 수단은, 소스에서 상기 내부 승압 전위를 받고, 
게이트에서 행 선택 신호를 받아서, 상기 행 선택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도통 상태로 되는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소스에서 상기 내부 승압 전위를 받고, 게이트가 상기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접속하며, 드레인이 상기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접속하는 제 2 P채널 MOS 트랜
지스터와, 상기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대응하는 워드선과의 사이에 제공되고, 상기 행 선택 
신호의 불활성 기간은 상기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위를 상기 제 3 전원 전위보다 높고 
상기 내부 승압 전위보다도 낮은 전위로 하는 전위차 완화 수단과, 상기 행 선택 신호의 불활성 기간은 
상기 대응하는 워드선에 상기 제 3 전원 전위를 공급하는 대기 전위 유지 수단을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 수단은, 상기 제 3 전원 전위와 상기 내부 승압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여,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대응하는 워드선에, 비선택시에는 
상기 제 3 전원 전위를, 선택시에는 상기 내부 승압 전위를 공급하는 워드선 구동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워드선 구동 수단은, 상기 워드 라인에 대응해서 제공되며, 상기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행 선택 신호를 
활성 상태로 하는 복수의 행 디코드 수단과, 상기 각 행 디코드 수단에 따라 접지되고, 대응하는 워드선 
전위를 구동하는 복수의 전위 설정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각 전위 설정 수단은, 소스에서 상기 제 3 전
원 전위를 받고, 게이트에서 상기 행 선택 신호를 받아서, 상기 행 선택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차단 상태
로 되는 제 3 N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소스에서 상기 제 3 전원 전위를 받고, 게이트가 상기 제 3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하며, 드레인이 상기 제 3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접속하는 제 
4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3 N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대응하는 위드선과의 사이에 제공되
고, 상기 행 선택 신호의 활성 기간은 상기 제 3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위를 상기 제 3 전원 
전위보다 높고 상기 내부 승압 전위보다도 낮은 전위로 하는 제 1 전위차 완화 수단과, 상기 행 선택 신
호의 활성 기간은 상기 대응하는 워드선에 상기 내부 승압 전위를 공급하는 구동 전위 유지 수단을 포함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전위 유지 수단은, 소스에서 상기 내부 승압 전위를 받고, 게이트에서 상
기 행 선택 신호를 받아서, 상기 행 선택 신호의 활성화에 따라 도통 상태로 되는 제 1 P채널 MOS 트랜지
스터와, 소스에서 상기 내부 승압 전위를 받고, 게이트가 상기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접
속하며, 드레인이 상기 제 1 P채널 MOS 트탠지스터의 게이트와 접속하는 제 2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대응하는 워드선과의 사이에 제공되고, 상기 행 선택 신호의 불
활성 기간은 상기 제 1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위를 상기 제 3 전원 전위보다 높고 상기 내부 
승압 전위보다도 낮은 전위로 하는 제 2 전위차 완화 수단을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승압 수단은, 상기 제 2 전원 전위가 소정의 값 이하의 경우는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승압한 상기 제 4 전위를, 소정의 값 이상의 경우는 상기 재 2 전원 전위를 각각 선택해서 상기 
내부 승압 전위로서 출력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승압 수단은, 상기 내부 승압 전위를 출력하는 출력 노드와, 상기 제 1 전원 전
위와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제 4 전원 전위를 상
기 출력 노드에 출력하는 내부 승압회로와 상기 소정의 전위를 출력하는 참조 전위 발생 수단과, 상기 제 
2  전원 전위와 상기 소정의 전위를 비교하는 제 1  비교 수단과, 상기 제 1  비교 수단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제 2 전원 전위가 상기 소정의 전위보다도 큰 경우에는, 상기 제 2 전원 전위와 상기 출력 노
드를 결합하는 스위치 수단과, 상기 출력 노드의 전위와 상기 소정의 전위를 비교하는 제 2 비교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내부 승압 회로는 상기 제 2 비교 수단의 비교 결과에 따라 상기 출력노드의 전위가 상기 
소정의 전위보다도 작은 경우는 승압 동작을 수행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높고, 상기 내부 전원 전압보다도 낮은 가상 접지 레벨을 
출력하는 가상 접지 레벨 발생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수단은, 상기 메모리 셀의 열에 대응하
여 제공되는 복수의 비트선쌍과, 상기 내부 전원 전압 및 상기 가상 접지 레벨을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
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행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셀에 유지되는 데이터에 따라 상기 
비트선쌍간에 생기는 전위차를 증폭하는 복수의 센스 앰프를 더 포함하며, 상기 행 선택 수단은, 선택된 
상기 워드선의 전위를 상기 제 2 전원 전위로 하는 것에 의해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행을 선택하며, 비선
택 상태의 상기 워드선의 전위를 상기 제 1 전원 전위로 하고, 상기 제 1 전원 전위 및 상기 가상 접지 
레벨을 받아서, 상기 행 선택 동작의 개시에 따라, 소정 기간 상기 복수의 센스 앰프에 대해 상기 제 1 
전원 전위를 공급한 후, 상기 가상 접지 레벨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
기 비트선쌍의 전위보다도 낮게 유지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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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원 전위보다도 높고 상기 내부 전원 전압보다도 낮은 가상 접지 레벨을 출
력하는 가상 접지 레벨 발생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수단은, 상기 메모리 셀의 열에 대응해서 
제공되는 복수의 비트선쌍과, 상기 내부 전원 전압 및 상기 가상 접지 레벨을 한쪽 및 다른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상기 행 선택 수단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셀에 유지되는 데이터에 따라 상기 비트
쌍간에 생기는 전위차를 증폭하는 복수의 센스 앰프를 더 포함하며, 상기 행 선택 수단은, 선택된 상기 
워드선의 전위를 상기 제 2 전원 전위로 하는 것에 의해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행을 선택하며, 비선택 상
태의 상기 워드선의 전위를 상기 가상 접지 레벨로 하고, 상기 센스 앰프는, 상기 복수의 비트선쌍의 소
정 수의 그룹마다 대응해서 제공되고, 제 1 및 제 2 입력 노드를 갖고, 상기 소정 수의 비트선쌍마다 대
응해서 제공되며, 선택된 비트선쌍의 전위를 상기 게 1 및 상기 제 2 입력 노드에 각각 전달하는 배선 쌍
과, 상기 비트선쌍마다 제공되며, 대응하는 상기 배선쌍과 상기 비트선쌍을 선택적으로 도통 상태 및 차
단 상태증 어느 것인가 하나로 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쌍을 더 포함하고, 상기 P채널 MOS 트랜지스터
쌍은 게이트 전위가 상기 제 1 전원 전위로 되는 것에 의해 도통 상태로 되고, 상기 비선택 워드선의 전
위는 상기 비트선쌍의 전위보다도 낮게 유지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원 전위를 Vgnd, 상기 제 2 전원 전위를 Vcc, 상기 P채널 MOS 트랜지스
터의 문턱값을 Vthp 으로 할 때, 상기 제 1 전원 전위 Vgnd 및 상기 제 2 전원 전위 Vcc 를 한쪽 및 다른
쪽 동작 전원 전위로 하여 동작하고, 등화 전위(Vcc+Vgnd+Vthp)/2 를 출력하는 비트선 등화 전위 발생 수
단과, 적어도 상기 센스 앰프 마다에 대응해서 제공되며, 비트선 등화 신호에 따라 선택된 비트선쌍 및 
상기 대응하는 배선쌍의 전위를 상기 등화 전위로 하는 등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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