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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는 소스와 드레인이 커플링된 MOS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다. MO

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접지되고, 소스와 드레인은 커플링되어 펌핑 회로단에 연결된 병렬 구조로써, 드레인은 출

력신호를 제공한다. 소스와 드레인이 커플링된 MOS 트랜지스터는 내부 항복 전압(breakdown voltage)을 이용하여 

펌핑 회로로부터의 전압(Vpp)을 클램핑하여 소정 전압(Vppi) 레벨을 출력한다. 여기서, 항복 전압 레벨은 출력 전압(

Vppi)으로 나타나며, 항복 전압은 MOS 트랜지스터의 PN 공핍층(depletion)의 너비(width)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는, 액티브 로드없이 간단히 구성하여, 전원 전압(Vcc) 레벨에 

관계없이 펌핑회로로부터의 승압 전압을 일정 전압으로 클램핑할 수 있으며, 전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압 조절 장

치인 MOS 트랜지스터의 항복전압(breakdown Voltage)을 콘트롤 함으로써, 출력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펌핑 회로, 클램핑, 항복 전압, 도핑 농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고전압 발생회로를 도시한 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3은 펌핑 회로로부터의 전압(Vpp)과 전압 조절 장치를 통해 Vpp 전압이 클램핑되어 출력된 전압(Vppi)의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낸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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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일반적인 P기판(p-substrte) 구조의 MOS 트랜지스터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른 MOS 트랜지스터의 레이 아웃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펌핑 회로 20: MOS 트랜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발생된 고전압을 소정의 전압으로 클

램핑하는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장치의 프로그램 및 이레이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하이 전압(예를 들면, 10V 또는 그 보다 높은 전압)으로 승압된 고전압을 필요로 하게 된

다.

예를 들어, EEPROM 장치의 워드라인에 고전압을 인가하는 워드라인 전압 발생회로의 경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 펌핑 회로(100), 전압 조절부(200) 등으로 구성된다.

펌핑 회로(100)는 전원전압(Vcc)을 인가받고, 외부로부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전원전압에서 빠르게 

승압되는 고전압(Vpp)을 발생한다.

전압 조절부(200)는 상승하는 고전압(Vpp)을 클램핑(clamping)하여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Vppi) 즉, 워드 라인 전압

을 발생한다.

상기 전압 조절부(200)는 항복 전압(Breakdown Voltage)을 이용하여 클램핑을 수행하는 MOS 트랜지스터(220)와, 

전압 강하(Voltage Drop)를 이용하여 출력 전압(Vppi)의 레벨을 조절하는 액티브 로드(21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종래의 고전압 발생회로는 액티브 로드(210)의 채널 저항의 영향으로 입력 전원전압(Vcc)의 낮고 높음에 따라 

클램핑되는 출력 전압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입력 전원전압 레벨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압이 출력되는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

절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출력 전압을 조정해야할 경우, 전압 조절 장치인 반도체 소자의 드레인의 도핑 농도를 조절하

여, 항복 전압을 조절하는 것으로 출력 전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전압 조절 장치는 펌핑회로의 승압 전압을 소정 전압으로 클램핑하여 

출력 전압을 제공하는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MOS 트랜지스터 드레인의 도핑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소정 전압의 값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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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접지되고, 소스 및 드레인이 커플링되어 출력단에 연결될 수 있다.

이때,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도핑 농도를 조절하여 상기 소정 전압의 값을 컨트롤할 수 있다.

또한,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및 소스는 접지되고, 드레인이 출력단에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상기 MOS 트랜지스터 드레인의 도핑 농도는 반도체 공정시 소스/드레인 형성하는 임플렌트 공정시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MOS 트랜지스터 드레인의 도핑 농도는 반도체 공정시 메탈 콘텍 형성 후 셀 플러그 이온 주입시에 조정할

수 있다.

또,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사각띠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또는 이레이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하이 전압으로 승압된 고전압이 요구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전압 발생회로는 펌핑 회로(10)로부터 승압된 전압을 일정 전압으로 클램핑하는 전압 조

절 장치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는 소스와 드레인이 커플링된 MOS 트랜지스터(20)

로 이루어진다.

상기 MOS 트랜지스터(20)의 게이트(G)는 접지되고, 소스(S)와 드레인(D)은 커플링되어 펌핑 회로(10)단에 연결된 

병렬 구조로써, 상기 드레인(D)은 출력신호를 제공한다.

상기 소스(S)와 드레인(D)이 커플링된 MOS 트랜지스터(20)는 내부 항복 전압(breakdown voltage)을 이용하여 펌핑

회로(10)로부터의 전압(Vpp)을 클램핑하여 소정 전압(Vppi) 레벨을 출력한다.

도 3은 펌핑 회로로부터의 전압(Vpp)과 전압 조절 장치를 통해 Vpp 전압이 클램핑되어 출력된 전압(Vppi)의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나타낸 도이다.

여기서, 항복 전압 레벨은 출력 전압(Vppi)으로 나타나며, 상기 항복 전압은 MOS 트랜지스터(20)의 PN 공핍층(Depl

etion)의 너비(Width)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상기 항복 전압은 제너 항복(Zener Breakdown), 에벌런치 항복(Avalanche Breakdown), 펀치쓰루 항복(Pun

ch-through Breakdown)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세가지 중 가장 낮은 전압에 의해 상기 항복 전압이 결정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는 반도체 소자의 항복 전압을 이용하여 펌핑 회로(10)로부터의

승압 전압을 클램핑하는 것으로, 입력 전원전압(Vcc)의 레벨에 관계없이 일정 전압을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전원전압(Vcc)은 펌핑 회로(10)의 입력 전압으로 1.62V 내지 5.5V 정도의 레벨이 일반적이다.

클램핑된 고전압인 출력 전압(Vppi)을 인가하려는 EEPROM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기 MOS 트

랜지스터(20) 공정시 PN 공핍층의 너비를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도 4는 일반적인 P기판(p-substrte) 구조의 MOS 트랜지스터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4에 도시된 (p-substrate) 구조의 경우, n+의 도핑 농도(concentration)를 조절하여 공핍층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하면, n+ 영역은 소스 및 드레인을 형성하는데, 상기 드레인의 도핑 농도를 증가시키면, 공핍층의 너비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항복 전압이 증가하게 된다. 상기 항복 전압은 출력 전압(Vppi)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항복 전압

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드레인의 도핑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스의 도핑 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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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펀치쓰루 항복일 경우는, 소스와 드레인의 도핑 농도가 증가하여 공핍층이 커지면서, 소스와 드레인쪽 공

핍층이 연결되어 생기는 항복 전압인데,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로써 항복 전압이 결정된다.

일반적인 MOS 트랜지스터에서, 미스 얼라인(miss-align)이 발생하면 게이트와 드레인간의 이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른 항복 전압의 산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드레인 전극을 도 5에 도시한 사각띠 형태로 형성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른 MOS 트랜지스터의 레이 아웃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을 사각띠의 형태로 형성하여, 네 방향으로 게이트와 드레

인간의 이격 차이를 고려할 수 있어, 미스 얼라인이 발생하여도 항복 전압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출력 전압(Vppi)을 조정하기 위한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도핑 농도의 조절은 반도체 공정과정 

중 소스/드레인 형성하는 임플랜트(Implant) 공정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도 4에서의 메탈 콘텍(Metal Contact 

: MC) 형성 후 셀 플러그(Cell Plug) 이온 주입시에 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는, 액티브 로드없이 간단히 구성하여, 전원 

전압(Vcc) 레벨에 관계없이 펌핑회로(10)로부터의 승압 전압을 일정 전압으로 클램핑할 수 있으며, 전압 조정이 필요

한 경 우, 전압 조절 장치인 MOS 트랜지스터(20)의 항복전압(Breakdown Voltage)을 콘트롤 함으로써, 출력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를 나타내는 도이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는 소스(S)와 게이트(G)가 

접지된 MOS 트랜지스터(20)로 이루어진다.

상기 MOS 트랜지스터(20)의 소스(S)와 게이트(G)는 접지되고, 드레인(D)은 펌핑 회로(10)단에 연결된 병렬 구조로

써, 상기 드레인(D)은 출력신호를 제공한다.

상기 소스(S)와 게이트(G)가 접지된 MOS 트랜지스터(20)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와 같이, 내부 항복 전압(brea

kdown voltage)을 이용하여 펌핑 회로(10)로부터의 전압(Vpp)을 클램핑하여 소정 전압(Vppi) 레벨을 출력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와 같이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PN 공핍층의 너비를 조절하여 출력 전압을 결정

할 수 있으며, 제1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또한, PN 공핍층의 너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는 소스 또는 드레인의 도핑 농도를 조절하였

으나,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드레인의 도핑 농도만을 고려하여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예에서, 전압 조절 장치의 역할을 하는 MOS 트랜지스터는 소스와 드레인을 커플

링 시킴으로써, 또는 소스와 게이트를 접지 시킴으로써, 다이오드처럼 동작하게 된다.

다이오드는 접합의 도핑 농도를 변화시켜, 1V 이하에서 수 100V에 이르는 범위의 특정된 항복전압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압 조정소자로 응용이 가능하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다양하게 변형 실시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전압 조절 장치는 고전압 발생회로에서 입력 전압 레벨에 관계 없이, 소정의 고전압을 일정 레벨로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 전압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전압 조절 장치인 반도체 소자의 항복 전압을 조절하여 출력 전압을 조절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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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펌핑회로의 승압 전압을 소정 전압으로 클램핑하여 출력 전압을 제공하는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MOS 

트랜지스터 드레인의 도핑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소정 전압의 값을 컨트롤하는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접지되고, 소스 및 드레인이 커플링되어 출력단에 연결되는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

압 조절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서,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 도핑 농도를 조절하여 상기 소정 전압의 값을 컨트롤하는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및 소스는 접지되고, 드레인이 출력단에 연결되는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

치.

청구항 5.
제1항에서,

상기 MOS 트랜지스터 드레인의 도핑 농도는 반도체 공정시 소스/드레인 형성 하는 임플렌트 공정시에 조정하는 고

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서,

상기 MOS 트랜지스터 드레인의 도핑 농도는 반도체 공정시 메탈 콘텍 형성 후 셀 플러그 이온 주입시에 조정하는 고

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서,

상기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사각띠 형태로 형성되는 고전압 발생회로의 전압 조절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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