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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수의 승압 회로의 공통 출력 단자에 있어서의 승압 전압의 레벨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 중 동작시킬 승압

회로의 수를 변경할 수 있게 구성한다. 이에 따라, 승압 회로의 전압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출력 전압의 변동을 저감함으로써 그 승압 회로로부터 전압 제어 정밀도가 높은 소망의 전압을 얻을 수 있

게 되어, 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2개의 출력단을 갖는 중전압계 승압 회로의 한쪽 출력

단에 고전압계 승압 회로의 출력단이 접속되도록 구성한다. 이에 따라, 고가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승압 회

로로부터 소망의 전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칩 비용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표도

도 1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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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전원 회로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승압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전원 회로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오실레이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도 1의 승압 회로 및 도 2의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종래의 전원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도 3의 전원 회로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전원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5의 전원 회로를 구비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7a 및 도 7b는 도 5의 전원 회로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전원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 이용하는 메모리셀의 동작 전압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도 9의 동작 전압을 실현하는데 이용하는 전원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도 9의 동작 전압을 실현하는데 이용하는 별도의 전원 회로의 구성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도 11에 있어서의 제1 차지 펌프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도 11에 있어서의 제2 차지 펌프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도 11에 있어서의 중전압계 승압 회로, 고전압계 승압 회로로부터 얻어지는 중전압 VP 및 고전압 VH에 기

초하여, 전압 VSW 및 전압 VSWBS를 생성하는 강압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도 14에 있어서의 제1 및 제2 중간 전압 발생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도 14에 있어서의 제3 중간 전압 발생 회로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도 14의 강압 회로에서 생성된 전압 VSWBS에 기초하여, 메모리셀에 대한 기록 모드시의 드레인 전압과 소

거 모드시의 소스 전압을 생성하는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도 14의 강압 회로의 변형예를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21: 오실레이터

13, 22, 23, 24, 25: 승압 회로

14: 강압 회로

15: 로우 디코더

16: Y 셀렉터

29: 컨트롤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원 회로 및 그 전원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승압 회로(boosting circuit)를 

이용한 단일 전원 방식의 전원 회로 및 그 전원 회로를 구비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전원 회로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승압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 승압 회로는, 예를 들면 다이오드 D1 내지 D6, 캐패시터 C1 내지 C5, CA, 및 인버터 G1, G2를 이용하여 구성된다

.

다이오드 D1의 애노드에는 외부 전원 전압 Vcc가 공급된다. 다이오드 D1 내지 D5의 캐소드는 각각 다이오드 D2 내

지 D6의 애노드에 접속된다. 다이오드 D2 내지 D6의 애노드는 각각 캐패시터 C1 내지 C5의 제1 단자가 접속된다. 

캐패시터 C1, C3, C5의 타단은, 오실레이터가 생성하는 클럭 신호 OSC가 입력 단자로 공급된 인버터 G1의 출력 단

자가 접속된다. 인버터 G1의 입력 단자는, 이 승압 회로의 신호 입력 단자가 된다. 캐패시터 C2, C4의 타단에는 클럭 

신호 OSC가 공급된다. 다이오드 D6의 캐소드는 전압 Vccint를 출력한다. 또한 다이오드 D6의 캐소드와 접지 전위 

사이에 안정화 용량 Ca가 접속되어 있다.

이 승압 회로에서는 오실레이터로부터 공급되는 클럭 신호 OSC에 기초하여, 다이오드 사이에서 전하를 교대로 전송

한다. 그 결과, 외부 전원 전압 Vcc보다 높은 전압 Vccint를 발생한다.

도 2는 전원 회로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오실레이터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NAND 게이트(1)의 제1 입력 단자에는 승압 회로를 인에이블로 하는 신호CPE가 공급된다. NAND 게이트(1)의 출력

단자는 예를 들면, 직렬로 접속된 4단의 인버터(2)에 접속된다. 4단의 인버터(2)의 출력 신호는, NAND 게이트(1)의 

제2 입력 단자로 공급된다. 예를 들면 이 인버터(2)의 출력 신호의 반전 신호가 클럭 신호 OSC로서 이용된다.

신호 CPE가 하이 레벨로 되면, 오실레이터는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을 교대로 반복하는 클럭 신호 OSC를 출력한다. 

신호 CPE가 로우 레벨이 되면, 오실레이터는 발진을 멈추고, 로우 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도 3은 도 1의 승압 회로 및 도 2의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종래의 전원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 전원 회로

는, 예를 들면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이용되는 승압 회로계를 구성한다.

오실레이터(12) 및 승압 회로(13)는 각각 도 2 및 도 1에 도시한 회로와 마찬가지의 회로이다. 승압 회로(13)가 출력

하는 전압 Vccint는 저항(17)에 의해 저항 분할되고, 차동 증폭기(11)의 반전 입력 단자에 접속된다. 차동 증폭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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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반전 입력 단자에는 기준 전압 Vref가 공급된다. 차동 증폭기(11)는 신호 CPE를 오실레이터(12)로 공급한다.

차동 증폭기(11)는 기준 전압 Vref와, 전압 Vccint를 강압한 전압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승압 회로(13)를 

온/오프시킨다. 이렇게 해서, 승압 회로(13)의 출력 전압(승압 전압) Vccint를 원하는 값, 예를 들면 10V로 유지한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승압 회로(13)의 출력 전압 Vccint는 강압 회로(regulating circuit: 14)와 Y 셀렉터(16)로 

공급된다.

강압 회로(14)는, 기록 검증 모드(프로그램 검증 모드)시에 예를 들면 6. 5V의 전압을 출력하고, 기록 모드(프로그램 

모드)시에 예를 들면 10V의 출력 전압 Vccint를 그대로 출력한다. 소거 모드시에는 예를 들면 2. 5V, 소거 검증 모드

시에는 예를 들면 3. 5V의 전압을 출력한다.

강압 회로(14)의 출력 전압 Vout는 로우 디코더(15)로 공급된다. 로우 디코더(15)는, 로우 선택 신호에 따라서 도시

하지 않은 메모리셀 어레이의 워드선을 선택한다.

Y 셀렉터(16)는, 컬럼 선택 신호에 따라서 도시하지 않은 메모리셀 어레이의칼럼선을 선택한다.

승압 회로(13)의 출력 전압 Vccint에는 다양한 부하가 가해진다.

우선, Y 셀렉터(16) 그 자체의 용량이 부하가 된다.

또한, 기록 모드시에는, 강압 회로(14)는 입력된 전압 Vccint를 그대로 로우 디코더(15)로 공급한다. 따라서, 로우 디

코더(15)에 의해 선택되고 승압 회로(13) 의 출력 전압 Vccint가 직접 공급되는 워드선의 용량(18)은 승압 회로(13)

의 전압 출력 단자에 대한 부하로서 가해진다. 한편, 소거 모드시, 기록 검증 모드시, 소거 검증 모드시에는, 승압 회로

(13)의 출력 전압 Vccint가 강압 회로에서 보다 낮은 전압으로 변환되므로, 이 워드선의 용량(18)은 출력 전압 Vccint

에 부하로서 가해지는 정도는 미미하다. 따라서, 동작 모드에 따라서, 전압 Vccint에 가해지는 부하가 다르게 된다.

도 4a 및 도 4b는, 도 3의 전원 회로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 도면이다. 즉, 도 3의 전원 회로에 있어서 승압 회로(13)가

동작을 개시하고, 출력 전압 Vccint가 0V에서 예를 들면, 10V 까지 상승할 때의 출력 전압 Vccint의 파형을 나타낸

다.

도 4a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 예를 들면 기록 모드시의 전압 Vccint의 파형을 나타내고, 도 4b는,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 예를 들면 소거 모드시의 전압 Vccint의 파형을 나타낸다.

도 4b에 나타낸 경우는, 부하가 적게 걸리기 때문에, 전압 Vccint는 오버슈트하고, 그 파형은 톱니형으로 된다. 그 때

문에, 전압 제어 정밀도가 높은 안정된 전압 Vccint를 출력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또한, 오버슈트한 전압 Vccint가 전

원 회로로부터 소자로 공급되면, 그 소자의 내압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자의 신뢰성이 악화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승압 회로의 전압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출력 전압의 변동

을 저감하여, 그 승압 회로로부터 전압 제어 정밀도가 높은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소자의 신

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전원 회로 및 그 전원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 장치의 실현이 요망된다.

그런데, 주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로서 플래쉬 EEPROM이 알려져 있다. 이 플래쉬 EEPROM은 플로우팅 게이

트와 콘트롤 게이트를 갖는 스택형 트랜지스터를 메모리셀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 메모리셀은 플로우팅 게이트에 전

자를 주입하거나, 플로우팅 게이트로부터 전자를 방출함으로써, 임계치를 변화시키고, 데이타의 기록/소거가 행해진

다.

종래, 열 전자를 주입하여 데이타를 기록하는 플래쉬 메모리의 전원은 판독용의 전원 Vcc=5V와, 기록, 소거용의 전

원 Vpp=12V의 2종류를 사용하는 2전원 방식이나, 전원 Vcc=5V만을 사용하는 단일 전원 방식 등이 있다. 단일 전원

방식의 경우, 기록, 소거용의 전원 Vpp는 승압 회로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최근에 있어서는, 저소비 전력화를 위해, 전원 전압의 저전압화가 요구되고 있고, 전원 전압은 3V가 일반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사용상의 편리함이라는 면에서는, 단일 전원 방식의 쪽이 2전원 방식보다 우수하다.

종래와 같이, 판독 모드시에 전원 전압을 직접 컨트롤 게이트로 공급하는 방식의 경우, 전원 전압이 5V로부터 3V로 

저하되면, 컨트롤 게이트로 공급되는 전압도 3V로 저하한다. 그러면, 메모리셀에 흐르는 전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

다. 셀 전류의 감소는 판독 속도의 저하를 초래함과 동시에, 전원 전압에 대한 마진을 손상하게 된다. 이 때문에, 판독

용의 전압이나 기록, 소거용의 전압을 내부에서 생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원 전압이 저하된 경우, 칩 내부에서 필요한 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해 복수의 승압 회로가 필요해진다. 더구

나, 이들 승압 회로에 의해 발생된 전압을 데이타의 판독이나 기록, 소거라고 하는 모드에 따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전환 회로는, 발생된 전압을 저하시키지 않고 그대로 메모리셀의 컨트롤 게이트 등의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공급

해야만 한다. 종래, 이 전환 회로는 발생된 전압이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분만큼 저하하지 않도록, 공핍형 트랜지

스터를 사용하여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핍형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 공정이 증가하고, 칩 비용이 상

승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공핍형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승압 회로로부터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라 칩 비용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한 전원 회로 및 그 전원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 장치의 실현이 요망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승압 회로의 전압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출력 전압의 변동을 

저감하여, 그 승압 회로로부터 전압 제어 정밀도가 높은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소자의 신뢰성

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전원 회로 및 그 전원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가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승압 회로에서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라 칩 비용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한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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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본원 발명의 전원 회로는 각각이 클럭 신호에 기초하여 승압 전압을 생성하고, 그 승압 

전압을 공통의 전압 출력 단자로 공급하는 복수의 승압 회로, 및 상기 전압 출력 단자에 있어서의 승압 전압의 레벨에

따라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 중 동작시켜야 할 승압 회로의 수를 변경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원 회로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승압 전압이 제1 기준 전압으로부터 제2 기준 전압까지의 사이에 있

을 때,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 중 적어도 하나의 승압 회로의 동작이 정지한 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세하게는,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승압 전압이 제1 기준 전압으로부터 제2 기준 전압까지의 사이에 있을 때, 상기 

전압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부하가 적게 걸리게 되는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 중 적어도 하나

의 승압 회로의 동작이 정지한 상태로 하고,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는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

의 전부를 동작시키는 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한 적어도 하나의 승압 회로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처리를 소거 모드시에 실행하도록 할 수 있

다.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한 적어도 하나의 승압 회로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처리를 소거 검증 모드시 및 기록 검증 

모드시에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승압 전압이 상기 제1 기준 전압보다도 낮을 때에는,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의 전부를 동작시

키는 상태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승압 전압이 상기 제2 기준 전압보다도 높을 때에 

는,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의 모든 동작을 정지시킨 상태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한 적어도 하나의 승압 회로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처리에 있어서는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의 1

0분의 1 내지 2분의 1이 동작 상태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한 적어도 하나의 승압 회

로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상기한 동작 정지시켜야 할 승압 회로로의 클럭신호의 공급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의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는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로 이루어지는 메모리 

셀어레이, 상기 복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에 대한 기록¡소거용의 각종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승압 전압을 

발생하는 전원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전원 회로는 각각이 클럭 신호에 기초하여 승압 전압을 생성하고, 그 승압 전압

을 공통의 전압 출력 단자로 공급하는 복수의 승압 회로, 및 상기 전압 출력 단자에 있어서의 승압 전압의 레벨에 따라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 중 동작시켜야 할 승압 회로의 수를 변경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승압 전압이 제1 기준 전압으로부터 제2 기준 전압까지의 사이에 있을 때

,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 중 적어도 하나의 승압 회로의 동작을 정지시킨 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승압 전압이 제1 기준 전압으로부터 제2 기준 전압까지의 사이에 있을 때, 상기 전압 출력 단

자에 접속되는 부하가 적게 걸리는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 중 적어도 하나의 승압 회로의 동

작을 정지시킨 상태로 하고, 부하가 많이 걸리는 동작 모드시에 있어서는 상기 복수의 승압 회로의 전부를 동작시킨 

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한 적어도 하나의 승압 회로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처리를, 소거 모드시에 실행할 수 있다.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한 적어도 하나의 승압 회로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처리를, 소거 검증 모드시 및 기록 검증 모드시에

실행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본 발명의 반도체 기억 장치는 제1, 제2 출력단을 갖고, 전원 전압을 승압한 제1 전압

을 상기 제1, 제2 출력단으로부터 출력하는 제1 승압 회로, 및 출력단이 상기 제1 승압 회로의 제2 출력단에 접속되며

, 상기 전원 전압을 승압하고 상기 제1 전압보다 높은 제2 전압을 출력하는 제2 승압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승압

회로가 승압 동작을 정지시키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기 제1 승압 회로로부터 그 제2 승압 회로의 출력단에 상기 

제1 전압이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장치는, 상기 제1 승압 회로의 제1, 제2 출력단 상호간에 접속되고, 상기 제2 승압 회로가 승압 동작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상기 제1, 제2 출력단을 동전위로 하는 제1 트랜지스터를 더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트랜지스터는, 소스와 백게이트가 상기 제2 출력단에 접속되고, 드레인이 상기 제1 출력단에 접속된 p채널 

트랜지스터라도 좋다. 상기 제1 트랜지스터는, n채널 트랜지스터라도 좋다. 상기 제1 트랜지스터는 진성형의 트랜지

스터라 도 좋다.

상기 장치는, 상기 제1 출력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1 전압을 강압하여 제1 내부 전압을 생성하는 제1 강압 회로와, 상

기 제2 출력단에 접속되고, 상기 제2 전압을 강압하여 제2 내부 전압을 생성하는 제2 강압 회로와, 상기 제1, 제2 강

압 회로의 출력단에 접속되며, 상기 제2 내부 전압으로 동작되어 상기 제1, 제2 강압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제1, 제2 

전압을 전환 출력하는 전환 회로를 더 갖고 있을 수 있다.

상기 전환 회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상기 전환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전압

은, 메모리셀의 워드선용의 전압일 수도 있다.

상기 장치는, 상기 제2 출력단에 소스 및 백게이트가 접속되고, 드레인이 상기 제2 강압 회로에 접속되며, 게이트가 

상기 제1 출력단에 접속된 p채널 트랜지스터를 더 갖고 있을 수 있다. 혹은, 상기 장치는, 상기 제2 출력단에 소스 및 

백게이트가 접속되며, 드레인이 상기 제2 강압 회로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상기 제1 강압 회로의 출력단에 접속된 p 

채널 트랜지스터를 더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상기 장치는, 상기 제2 출력단에 접속되며, 상기 제2 전압을 강압하여 상기 제2 강압 회로로부터 생성되는 제2 내부 

전압보다도 높은 제3 내부 전압을 생성하는 제3 강압 회로를 더 갖고 있을 수 있다.

상기 장치는, 전류 통로의 일단에 상기 제1 승압 회로로부터 전압이 공급되고, 전류 통로의 타단이 메모리셀의 전류 

통로의 일단에 접속되는 제2 트랜지스터 와, 기록 모드시에 신호 레벨을 상기 제3 강압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강압 전

압을 소정의 전압 레벨로 변환하여 상기 제2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로 공급하는 제1 제어 회로를 더 갖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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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치는, 전류 통로의 일단에 상기 제1 승압 회로로부터 전압이 공급되고, 전류 통로의 타단이 상기 메모리셀의 

전류 통로의 타단에 접속되는 제3 트랜지스터와, 소거 모드시에, 신호 레벨을 상기 제3 강압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강

압 전압을 소정의 전압 레벨로 변환하여 상기 제3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로 공급하는 제2 제어 회로를 더 갖고 있을 수 

있다. 상기 제2, 제3 트랜지스터는, 소스 폴로우로서의 n채널 트랜지스터라도 좋다.

상기 장치는, 기록 모드시에, 상기 제1 또는 제2 강압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강압 전압으로부터 기록 전압을 생성하고,

상기 메모리셀의 컨트롤 게이트에 상기 기록 전압을 공급하는 제3 제어 회로를 더 갖고 있을 수 있다. 상기 장치는, 소

거모드시에 상기 제1 또는 제2 강압 회로로부터 출력되는 강압 전압으로부터 부 전압을 생성하고, 상기 메모리셀의 

컨트롤 게이트에 상기 부 전압을 공급하는 제4 제어 회로를 더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 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의한 전원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또, 상술한 종래 기술의 예와 동일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5에 나타낸 회로에 있어서, 오실레이터(21)는 예를 들면 도 2에 도시한 오실레이터와 마찬가지의 것으로, 클럭 신

호 OSC를 발생한다.

승압 회로(22내지 25)는, 어느 것이나 도 1에 도시한 승압 회로와 마찬가지의 회로이다. 단, 승압 회로(22 내지 25)의

각 파워는, 도 3에 도시한 종래예에 있어서의 승압 회로(13)의 파워보다도 작게 설정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예를 들면

4개의 승압 회로가 설치되어 있고, 각 승압 회로의 파워를 종래의 승압 회로의 4분의 1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승압 회로의 파워란, 출력 단자측으로 공급되는 전류량을 말한다. 각 승압 회로의 파워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그 승압 회로를 구성하는 캐패시터의 용량을 작게 하거나, 그 승압 회로의 단수, 즉 다이오드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

다.

승압 회로(22 내지 25)의 전압 출력 단자는 상호 접속된다. 그 접속점의 전압(승압 전압)을 Vccint로 한다. 이 전압 V

ccint는, 종래예와 마찬가지로 강압 회로(14)나 Y 셀렉터(16)로 공급된다.

전압 Vccint는 저항(26)에 의해 분할되고 강압되어, 차동 증폭기(27)의 반전입력 단자와 차동 증폭기(28)의 비반전 

입력 단자로 공급된다. 단, 차동 증폭기(28)로 공급되는 전압이 차동 증폭기(27)로 공급되는 전압보다도 높아지도록 

설정한다.

차동 증폭기(27)의 비반전 입력 단자와 차동 증폭기(28)의 반전 입력 단자에는, 기준 전압 Vref가 공급된다. 차동 증

폭기(27)의 출력 단자는, 차지 펌프 인에 이블 신호 CPE를 출력한다. 신호 CPE는 오실레이터(21)로 공급되고, 종래

예와 마찬가지로 오실레이터(21)의 동작을 제어한다.

차동 증폭기(28)의 출력 단자는, 신호 SAVE를 출력한다. 신호 SAVE는 인버터(33)의 입력 단자로 공급되고, 인버터(

33)의 출력 단자는 AND 게이트(30, 31, 32)의 제2 입력 단자에 접속된다. AND 게이트(30, 31, 32)의 제1 입력 단자

에는, 오실레이터(21)가 출력하는 클럭 신호 OSC가 공급된다. AND 게이트(30, 31, 32)의 출력 단자는, 각각 승압 회

로(23, 24, 25)의 신호 입력 단자에 접속된다.

예를 들면, 전압 Vccint의 설정치가 10V이고, 도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록 검증 모드시 등의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에, 9. 5V 보다 큰 값의 톱니 파형이 생긴다고 하면, 이 경우 저항(26)에 있어서의 분할치를 조정하여, 전압 Vcci

nt가 예를 들면 9. 5V를 초과하면 신호 SAVE가 로우 레벨로부터 하이 레벨이 되도록 하고, 전압 Vccint가 10V를 초

과하면 신호 CPE가 하이 레벨로부터 로우 레벨이 되도록 한다.

도 6은, 도 5의 전원 회로를 구비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전원 회로(41)는, 도 5에 도시한 전원 회로에 상당하며, 승압 전압 Vccint를 발생시킨다.

기준 전압 발생 회로(42)는 기준 전압 Vref를 발생시킨다. 강압 회로(14)는, 기록 모드, 소거 모드, 기록 검증 모드, 판

독 검증 모드 등의 각종 모드에 대응하여, 기준 전압 Vref를 기준으로 승압 전압 Vccint로부터 소정의 출력 전압 Vou

t를 발생시킨다.

내부 어드레스 신호(또는 외부 어드레스 신호) A0 내지 An은, 어드레스 레지스터(44)를 경유하여 로우 디코더(15) 및

컬럼 디코더(46)로 공급된다. 또한, 강압 회로(14)의 출력 전압 Vout는, 로우 디코더(15)를 경유하여 어드레스 신호 

A0 내지 An에 의해 선택된 소정의 워드선에 인가된다.

또, 기록 모드(프로그램 모드)시에 있어서는, 데이타는 입출력 버퍼(47), 기록회로(49) 및 Y 셀렉터(16)를 경유하여, 

메모리셀 어레이(50)의 소정의 메모리셀로 제공된다.

또한, 판독 모드시에 있어서는, 데이타는 Y 셀렉터(16) 및 센스 증폭기(48)를 경유하여 검증을 위해 사용되거나, 또한

입출력 버퍼(47)를 경유하여 칩 외부로 더 출력된다.

또한, 소거 모드시에 있어서는, 소거 전환 회로(51)에 의해 메모리셀의 소스로 인가되는 전압이 전환된다.

이하, 도 5에 도시한 전원 회로의 동작을 설명한다.

승압 회로가 동작을 개시하고, 전압 Vccint를 예를 들면 0V로부터 10V로 상승하는 것으로 한다. 전압 Vccint가 0V

로부터 9. 5V까지 있는 동안에는, 신호 CPE는 하이 레벨이고, 신호 SAVE는 로우 레벨이다. 그 때문에, 승압 회로(22

내지 25)의 신호 입력 단자에는 클럭 신호 OSC가 공급되고, 어느 것이나 승압 동작을 행하고 있다.

다음에, 전압 Vccint가 9. 5V를 넘으면, 신호 CPE는 하이 레벨 그대로이지 만, 신호 SAVE는 하이 레벨로 된다. 그 

때문에, 승압 회로(23, 24, 25)는 동작을 정지하고, 승압 회로(22) 만이 동작하게 된다. 그 결과, 승압 회로(22 내지 2

5)의 전체에서 보면, 승압 회로의 파워가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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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종래예와 마찬가지로 하여, 전압 Vccint가 10V를 초과하면 오실레이터를 오프하고, 10V를 밑돌면 오실레

이터를 온함으로써, 전압 Vccint가 10V가 되도록 제어한다. 이 경우, 승압 회로의 파워가 전체적으로 저하되기 때문

에, 종래 기술과 비교할 때 오버슈트량은 크게 감소한다.

또한, 전압 Vccint는 처음부터 약 10V에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전압 Vccint가 10V를 초과하면 신호 SAVE는 하이 

레벨, 신호 CPE는 로우 레벨이고 오실레이터는 오프 상태로 되어, 모든 승압 회로는 동작하지 않는다. 전압 Vccint가

10V를 밑돌면, 신호 SAVE는 하이 레벨, 신호 CPE는 하이 레벨로 되기 때문에, 승압 회로(22) 만이 동작한다. 단, 전

압 Vccint가 9. 5V 이하로 되면 신호 SAVE가 로우 레벨로 되어, 승압 회로(22 내지 25)의 전부가 동작한다.

도 7a 및 도 7b는, 도 5의 전원 회로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7a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 예를 들면 기록 모드시의 전압 Vccint의 파형을 나타내고, 도 7b는,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 예를 들면 소거 모드시의 전압 Vccint의 파형을 나타낸다. 종래의 회로의 파형과 달리, 소거 모드시, 소

거 검증 모드시, 기록 검증 모드시 등의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라도 톱니가 생기지 않고, 전압 제어 정밀도가 높다. 

또한, 오버슈트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전압 Vccint가 소자 내압을 초과하는 경우도 없다. 그 때문에, 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 킬 수 있다.

또, 도 5에 나타낸 실시예에서는, 일부의 승압 회로만을 동작시킬 때에는, 승압 회로의 파워는 모든 승압 회로를 동작

시키는 경우의 파워의 4분의 1이 되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게는, 동작하고 있는 승압 회로의 파

워가, 모든 승압 회로의 파워의 10분의 1로부터 2분의 1 사이가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 파워가 10분의 1 미만이

면, 원하는 승압 전압을 얻거나, 혹은 원하는 승압 전압으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려 효율이 나쁘게 된다. 파워가 2분

의 1을 초과하면, 오버슈트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게 되어, 본 발명의 효과를 얻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상술한 제1 실시예에 의하면, 승압 회로의 전압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에 발생하

는 출력 전압 Vccint의 오버슈트를 억제할 수 있어, 그 승압 회로로부터 전압 제어 정밀도가 높은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제2 실시예]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전원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또, 상술한 제1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 요

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예에 의한 전원 회로는, 상술한 제1 실시예의 전원 회로(도 5)에 컨트롤러(29)를 부가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컨트롤러(29)는 예를 들면, 기록 상태 머신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연 산 증폭기(28)에 대한 출력 신호를, 기록 

모드시에 하이 레벨로 하고, 소거 모드시, 기록 검증시, 소거 검증 모드시에 로우 레벨로 하도록 되어 있다.

연산 증폭기(28)의 디스에이블 단자에는, 컨트롤러(29)의 출력 신호가 공급된다. 컨트롤러(29)의 출력 신호가 하이 

레벨이면, 연산 증폭기(28)는 동작을 정지하고, 로우 레벨의 신호 SAVE를 출력한다. 컨트롤러(29)의 출력 신호가 로

우 레벨이면, 연산 증폭기는 통상으로 동작한다.

그 이외의 구성 요소는, 상술한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출력 전압 Vccint를 상승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나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에도,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동작한다.

즉, 출력 전압 Vccint를 0V로부터 10V로 상승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 예를 들면 기록 모드

시, 0V로부터 10V가 될 때까지 승압 회로(22 내지 25) 전부가 동작한다.

또한, 출력 전압 Vccint를 0V로부터 10V로 상승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소거 모드시, 기록 검증 모드시, 소거 검증 모

드시 등의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에는, 전압 Vccint가 0V로부터 예를 들면 9. 5V가 될 때까지 승압 회로(22 내지 2

5) 전부를 동작시켜서, 승압 회로의 파워를 크게 한다. 전압 Vccint가 9. 5V를 초과하여 10V가 될 때까지는, 승압 회

로(22)만을 동작시키고, 승압 회로의 파워를 저하시킨다.

다음에, 처음부터 출력 전압 Vccint가 10V 정도이고, 전압 Vccint가 10V이하가 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한다.

기록 모드시에는, 신호 CPE는 하이 레벨이 되고, 신호 SAVE는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모든 승압 회로(22 내지 25)가

동작한다. 소거 모드시, 기록 검증 모드시, 판독 검증 모드시에는 신호 CPE와 신호 SAVE가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승압 회로(22) 만이 동작하고, 승압 회로의 전체로서 파워가 저하되고 있다. 단, 소거 모드시, 기록 검증 모드시, 판독 

검증 모드시에 있어서 전압 Vccint가 9. 5V 이하로 되면, 신호 SAVE는 로우 레벨이 되고, 모든 승압 회로(22 내지 2

5)가 동작한다.

또, 바람직하게는, 일부의 승압 회로만을 동작시킬 때의 승압 회로의 파워는,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모든 승압 회

로를 동작시킬 때의 승압 회로 전체의 파워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이면 된다.

이와 같이, 제2 실시예에 의하면, 상술한 제1 실시예에서 얻어지는 효과 외에, 동작 모드에 따른 적절한 승압 전압 제

어를 간단한 구성으로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제3 실시예]

도 9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 이용하는 메모리셀의 동작 전압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승압 회로의 레이아웃 면적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셀의 동작 전압을 가능한한 낮게 억제하고, 셀에 흐르는 동작 전류

를 적게 할 필요가 있다.

판독 모드시에는, 고속 판독으로 충분한 셀전류를 얻기 위해, 컨트롤 게이트에 승압한 전압 5V를 공급한다. 데이타의

기록은 채널 열 전자를 드레인측으로부터 플로우팅 게이트에 주입한다.

기록시 모드는, 컨트롤 게이트에 전압 10V, 드레인에 전압 5V를 인가한다. 이들 전압은 승압 회로에서 생성하여 공급

한다. 이 때, 드레인에는 큰 전류가 흐른다.

소거 모드시에는, F-N 터널링에 의해 플로우팅 게이트로부터 소스로 전자를 방출시킨다. 이때, 소스로부터 백게이트

에 밴드간 터널 전류가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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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모드시에 컨트롤 게이트로 공급하는 전압, 기록 모드시에 컨트롤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로 공급하는 전압, 소거 

모드시에 컨트롤 게이트와 소스 사이로 공급하는 전압은 승압 회로에 의해 발생한다.

도 10은 도 9의 동작 전압을 실현하기 위한 전원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기록 모드시에 드레인으로 공급

하는 전압, 소거 모드시에 소스로 공급하는 전압, 및, 판독 모드시에 컨트롤 게이트로 공급하는 전압을 1개의 승압 회

로로부터 공급함으로써, 승압 회로의 수를 3개로 할 수 있어, 승압 회로계의 구성을 간략화할 수있다.

즉,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3종류의 승압 회로를 갖고 있다. 중전압계 승압 회로(131)는, 5V 정도의 중

간 전위의 전압으로 수㎃ 내지 수십㎃의 대전류를 공급한다.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는, 10V 정도의 고전압으로 수

백㎂ 내지 수㎃의 전류를 공급한다. 부 전압계 승압 회로(133)는, -10V 정도의 부 전압을 발생시킨다. 중전압계 승압

회로(131)는, 전환 회로(134)를 통해, 판독 모드시에 메모리셀(135)의 컨트롤 게이트, 기록 모드시에 메모리셀(135)

의 드레인, 소거 모드시에 메모리셀(135)의 소스에 접속된다.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는 전환회로(134)를 통해, 기

록 모드시에 메모리셀(135)의 컨트롤 게이트에 접속된다. 부 전압계 승압 회로(133)는 전환 회로(134)를 통해, 소거 

모드시에 메모리셀(135)의 컨트롤 게이트에 접속된다.

도 11은 도 9의 동작 전압을 실현하는데 이용하는 별도의 전원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중전압계 승압 회로(131)는 중전압 VP를 출력하는 제1, 제2 출력단 Vp1, Vp 2를 갖는 차지 펌프 회로(131a)와, 제1 

출력단 Vp1의 레벨을 검출하는 레벨 검출기(131b)와, 이 레벨 검출기(131b)에 의해 제1 출력단 Vp의 레벨의 저하가

검지된 경우 발진하고, 클럭 신호 φ1을 차지 펌프 회로(131a)로 공급하는 발진기(OSC: 131c)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는, 고전압 VH를 출력하는 출력단 Vh를 갖는 차지 펌프 회로(132a)와, 출력단 VH의 레벨을

검출하는 레벨 검출기(132b)와, 이 레벨 검출기(132b)에 의해 출력단 VH의 레벨의 저하가 검지됨과 동시에, 판독 모

드시에 로우 레벨인 데이타 판독 신호 /RD(/는 반전신호인 것을 나타낸다)가 하이 레벨이 된 경우 발진하고 클럭 신호

φ2를 차지 펌프 회로(132a)로 공급하는 발진기(OSC) (132c)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차지 펌프 회로(132a)의 출력

단 Vh는, 중전압계 승압 회로(131)의 제2 출력단 Vp2에 접속되어 있다.

이 전원 회로에 있어서는, 판독 모드시 혹은 스탠바이 상태시에 있어서는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가 정지되지만, 상

기 출력단 Vh는 중전압계 승압 회로(131)의 제2 출력단 Vp2의 전위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가 

정지하더라도 출력 전위가 부족하게 되는 일은 없다.

도 12는 도 11에 있어서의 차지 펌프 회로(131a)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 차지 펌프 회로(131a)에 있어서, 전원 Vcc와 상기 제2 출력단 VP2 사이에는 다이오드 접속된 복수의 트랜지스터

(141a 내지 141d)가 직렬 접속되어 있다. 트랜지스터(141a 내지 141d, 141h)는 임계치 전압이 거의 0V인 진성형(I-

형)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이다. 이들 트랜지스터의 각 접속 노드에는 캐패시터(141e 내지 141g)의 일단이 접속

되어 있다. 캐패시터(141g)와 트랜지스터(141d)의 접속 노드와 상기 제1 출력단 Vp1 사이에는 다이오드 접속된 트

랜지스터(141h)가 접속되어 있다.

버퍼 회로(141i)는 상기 발진기(131c)로부터 출력되는 클럭 신호 φ1을 각 캐패시터(141e 내지 141g)의 타단으로 

공급한다. 발진기(131c)로부터 공급되는 클럭 신호 φ1이 버퍼(141i)를 통해 캐패시터로 공급되며, 이 캐패시터로부

터 펌핑되어 전하가 전송된다.

도 13은 도 11에 있어서의 차지 펌프 회로(132a)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 차지 펌프 회로(132a)에 있어서, 전원 Vcc와 상기 출력단 VH 사이에는 다이오드 접속된 복수의 트랜지스터(151a

내지 151f)가 직렬 접속되어 있다. 트랜지스터(151a 내지 151f)는 임계치 전압이 거의 0V인 I-형, n채널 MOS 트랜

지스터이다. 이들 트랜지스터의 각 접속 노드에는 캐패시터(151g 내지 151k)의 일단이 접 속되어 있다.

버퍼 회로(151 l )는 상기 발진기(132c)로부터 출력되는 클럭 신호 φ2를 각캐패시터(151g 내지 151k)의 타단으로 

공급한다. 발진기(132c)로부터 공급되는 클럭 신호 φ2가 버퍼(151 l )를 통해 캐패시터로 공급되고, 이 캐패시터가 

펌핑되어, 전하가 전송된다.

도 14는, 도 11에 있어서의 중전압계 승압 회로(131),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로부터 얻어지는 중전압 VP 및 고전

압 VH에 기초하여, 전압 VSW 및 전압VSWBS를 생성하는 강압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또, 전압 VSW는,

워드선용에 이용되는 전압이고, 전압 VSWBS는, 기록 모드시의 드레인 전압과 소거 모드시의 소스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된다.

중전압계 승압 회로(131)의 제1, 제2 출력단 Vp1, Vp2(Vh)의 상호간에는, p채널 트랜지스터(161)가 접속되어 있다.

이 p채널 트랜지스터(161)의 게이트에는, 데이타 판독 신호/RD가 레벨 시프터(162)를 통해 공급되어 있다. 레벨 시

프터(162)는 입력 신호를 고전압 VH 레벨로 변환한다. 또, 상기 p채널 트랜지스터(161) 및 레벨 시프터(162)는, 도 1

4의 회로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도 11의 전원 회로에 설치할 수도 있다.

제1 출력단 Vp1은, 판독 모드시에 워드선의 전압을 생성하는 제1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3)에 접속되고, 제2 출력단 

Vp2는, p채널 트랜지스터(165)를 통해 기록모드시에 워드선의 전압을 생성하는 제2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4)에 접

속되어 있다. p채널 트랜지스터(165)의 버퍼 게이트는 제2 출력단 Vp2에 접속되고, 게이 트는 제1 출력단 Vp1에 접

속되어 있다.

제1 및 제2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3, 164)의 출력단은 p채널 트랜지스터(166, 167)의 소스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

지스터(166)의 게이트에는 레벨 시프터(168)를 통해, 데이타 판독 신호/RD가 공급되고, 트랜지스터(167)의 게이트

에는 인버터(169)에 의해서 반전된 레벨 시프터(168)의 출력 신호가 공급된다. 레벨 시프터(168)는 입력 신호를 고전

압 VH 레벨로 변환한다. 트랜지스터(166, 167)의 드레인은 상호 접속되고, 여기에서 워드선용의 전압 VSW가 발생

된다. p채널 트랜지스터(166, 167)의 백게이트에는 고전압 VH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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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채널 트랜지스터(165)와 제2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4)와의 접속점(고전압VH')에는, 기록 모드시의 드레인 전

압과 소거 모드시의 소스 전압을 생성하기 위한 전압 VSWBS를 발생시키는 제3 중간 전압 발생 회로(170)가 접속되

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11에 있어서의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의 출력단 Vh는 중전압계 승압 회로(131)의 제2 출력단

Vp2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가 판독 모드시에 정지되더라도, 상기 출력단 Vh는 중전압계 승

압 회로(131)의 제2 출력단 Vp2의 전위로 유지된다. 따라서,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서도 출력 전위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

판독 모드시, 혹은 스탠바이 상태일 때, 신호 /RD는 로우 레벨로 되어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 때, 제1, 제2 출력단 Vp1, Vp2(Vh)의 상호간에 있는 도 14의 p채널 트랜지스터(161)는 온으로 되고, 전압은 VP=

VH로 된다. 판독 모드시나 스탠바이 상태가 아닐 때,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는 동작하고, p채널 트랜지스터(161)

는 오프한다. 이 때, 전압은 VP < VH로 된다.

제1, 제2 출력단 Vp1, Vp2의 전위를 상기한 바와 같이 제어하는 전송 게이트는, 공핍형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용

이하게 실현되지만, 제조 공정이 증대한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도 14와 같이 공핍형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지 

않는 구성을 하고 있다.

도 14에 도시한 강압 회로에 있어서, 판독 모드시, p채널 트랜지스터(166)가 온, p채널 트랜지스터(167)가 오프로 되

고, 제1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3)는 전압 VP를 강압하여 워드선의 전압 VSW를 발생시키고, 기록 모드시나 검증 모

드시, p채널 트랜지스터(167)가 온, p채널 트랜지스터(166)가 오프로 되어, 제2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4)는 전압 V

H를 강압하여 워드선의 전압 VSW를 발생시킨다.

p채널 트랜지스터(161)의 백게이트 바이어스는 전압 VH이기 때문에, 전압VH는 전압 VP보다 항상 높아야만 한다. 

그러나, 신호/RD가 로우 레벨의 상태에서 전압 VSW를 낮은 상태, 예를 들면 소거 검증 모드시의 전압 3. 5V로부터 

상승시키려 한 경우, 전압 VSW에는 워드선에 큰 기생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전압 VH는, 3. 5V 정도로 내려간다. 트랜

지스터(165)는 이것을 방지하고 있다. 즉, 이 트랜지스터(165)는 전압 VH가 전압 VP와 p 채널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을 더한 전압까지로 밖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 15는, 도 14에 있어서의 제1 및 제2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3, 164)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5에 도시한 회로는, 전압 VP 또는 전압 VH'가 공급되는 p채널 트랜지스터 TP21, TP20, TP1과, 기준 전압 Vref

와 출력 검출 전압 VB를 비교하는 비교기(171, 172)와, 이들 비교기(171, 172)의 출력에 따라 상기 p채널 트랜지스

터 TP21. TP20, TP1을 제어하는 n 채널 트랜지스터 TN20, TN6, TN21, TN22와, 출력 전압을 제어하는 p채널 트

랜지스터 S1, S2, …, Sn과 직렬 접속된 복수의 저항 r1, r2, …, rn으로 이루어지는 저항 분할 회로(140)와 상기 출력

검출 전압 VB를 생성하는 저항 R1, R2와, 출력 안정용의 캐패시터 C1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로는 복수의 p채널 

트랜지스터 S1, S2, …, Sn에 의해 저항 분할 회로(140)를 구성하며, 필요한 전압 VSW를 생성하고 있다.

도 16은, 도 14에 있어서의 제3 중간 전압 발생 회로(170)의 구체적인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또, 도 15와 동일한

구성 요소에는 동일 부호를 붙여, 그 설명을 생략한다.

도 16에 나타낸 회로는, 도 15의 회로 구성과는 달리, p채널 트랜지스터 S1의 소스와 출력단의 사이에 드레인과 게이

트가 접속된 n 채널 트랜지스터(181)를 접속하고 있다. 이 구성에 의해, 후술하는 도 17의 회로에 있어서의 소스 폴로

우 트랜지스터(194, 201)의 임계치 전압을 상쇠하기 위해 필요한 전압 VSWBS를 생성하고 있다.

도 17은, 도 14의 강압 회로에서 발생된 전압 VSWBS에 기초하여, 메모리셀에 대한 기록 모드시의 드레인 전압과 소

거 모드시의 소스 전압을 생성하는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또, 이 도면에서는, 전압 VSW를 이용하는 로우

디코더(195) 및 전압 공급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셀(196)도 나타내고 있다.

기록 제어 신호 Prog는 레벨 시프터(191), 인버터 회로(192, 193)를 통해 컬럼 셀렉터로서의 n채널 트랜지스터(194)

의 게이트로 공급된다. 레벨 시프터(191), 인버터 회로(192, 193)에는 제3 중간 전압 발생 회로(170)의 출력 전압 V

SWBS가 공급되고, n 채널 트랜지스터(194)의 게이트에는, VSWBS 레벨의 신호가 공급된다. 이 트랜지스터(194)의 

드레인에는 전압 VP가 공급되고, 소스는 메모리셀(196)의 드레인에 접속되어 있다.

소거 신호 Ers는 레벨 시프터(197), 인버터 회로(198, 199)를 통해 n채널 트랜지스터(200)의 게이트로 공급된다. 레

벨 시프터(197), 인버터 회로(198, 199)에는 제3 중간 전압 발생 회로(170)의 출력 전압 VSWBS가 공급되고, n 채널

트랜지스터(200)의 게이트에는, 전압 VSWBS가 공급된다. 이 트랜지스터(200)의 드레인에는 전압 VP가 공급되고, 

소스는 메모리셀(196)의 소스에 접속됨과 동시에, n채널 트랜지스터(201)를 통해 접지된다. 이 트랜지스터(201)의 

게이트에는 인버터 회로(202)를 통해 소거 신호 Ers가 공급된다.

메모리셀(196)의 컨트롤 게이트(워드선)는 로우 디코더(195)에 접속되어 있다. 이 로우 디코더(195)에는 제1 및 제2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3, 164)의 출력 전압 VSW가 공급되어 있다. 메모리셀(196)의 컨트롤 게이트는 전압 VSW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소스 폴로우의 n채널 트랜지스터(194, 200)의 각각은, 그 게이트에 전압 VP보다 임계치 전압분만

큼 높은 전압 VSWBS가 공급됨과 동시에, 드 레인에 전압 VP가 공급된다. 그리고, 이들 n채널 트랜지스터(194, 200)

가, 메모리셀(196)에 있어서의 기록 모드시의 드레인 전류 및 소거 모드시의 소스 전류를 제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함으로써, 임계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n채널 트랜지스터(194, 200)의 드레인 전압 VP는, 단수가 적고, 전류량이 큰 차지 펌프 회로로 구성된 중전압

계 승압 회로(131)의 출력 전압이기 때문에, 대전류를 흘릴 수 있다. 한편, n 채널 트랜지스터(194, 200)의 게이트에

는 직류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단수가 많고, 전류량이 작은 차지 펌프 회로로 구성된 고전압계 승압 회로(132)의

출력 전압으로 구동될 수 있다. 이 구성에 의하면, 트랜지스터의 동작에 필요한 전압을 적절한 승압 회로에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n채널 트랜지스터(194, 200)의 드레인은, 전압 VP를 변환하여 전위를 조정한 전압을 공급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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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18은, 도 14의 강압 회로의 변형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또, 도 14와 동일한 구성 요소에는 동일 부호를 붙여, 그 설

명을 생략한다.

이 예에서는, p채널 트랜지스터(161)를 대신하여, 임계치 전압이 거의 0V의 I-형, n 채널 MOS 트랜지스터(210)를 

이용하여, p채널 트랜지스터(165)의 게이트를, 제1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3)의 출력단과 p채널 트랜지스터(166)의 

소스와의 접속 노드에 접속하고 있다.

또, 제2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4)의 출력단에 백게이트가 전압 VH에 접속된 P채널 트랜지스터(167)를 접속하고 있

기 때문에, 전압 VH가 제1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3)의 출력단의 전압 VD보다 저하한 경우, 소스와 기판 사이가 순

방향 바이어 스되게 된다. 즉, 전압 VH는 제1 중간 전압 발생 회로(163)의 출력단의 전압 VD보다 저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예에서도, P채널 트랜지스터(165)를 설치함으로써, 전압 VH의 저하를 방지하여, 트랜지스터(166)를 보호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술한 제3 실시예에 의하면, 공핍형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승압 회로에서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어, 칩 비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제1 내지 제3 실시예를 통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승압 회로의 전압 출력 단자에 접속되는 부

하가 적게 걸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출력 전압의 변동을 저감하여, 그 승압 회로로부터 전압 제어 정밀도가 높은 원하

는 전압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전원 회로및 그 전원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승압 회로로부터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칩 비용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한 반도체 기억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상술한 각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지의 범위에서 여러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

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에 있어서,

제1 및 제2 출력 단자를 갖고, 전원 전압을 승압함으로서 얻어진 상기 제1 및 제2 출력 단자로부터의 제1 전압을 출

력하는 제1 승압 회로; 및

상기 제1 승압 회로의 제2 출력 단자에 접속된 출력 단자를 갖고, 전원 전압을 승압함으로써 제1 전압보다 높은 제2 

전압을 출력하는 제2 승압 회로 -상기 제1 전압은 상기 제2 승압 회로가 그것의 전압 승압 동작을 중단할 때에도 상

기 제2 승압 회로의 출력 단자에 공급됨-; 및

상기 제1 승압 회로의 제1과 제2 출력 단자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제2 승압 회로가 그것의 전압 승압 동작을 중단할 

때 상기 제1 및 제2 출력 단자를 등전위로 만드는 스위칭 회로

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적어도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2 출력 단자에 접속된 소스 및 백 게이트, 및 상기 제1 출

력 단자에 접속된 드레인을 갖는 p 채널 트랜지스터인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트랜지스터는 진성 타입 n 채널 트랜지스터인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5.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에 있어서,

제1 및 제2 출력 단자를 갖고, 전원 전압을 승압함으로서 얻어진 상기 제1 및 제2 출력 단자로부터의 제1 전압을 출

력하는 제1 승압 회로;

상기 제1 승압 회로의 제2 출력 단자에 접속된 출력 단자를 갖고, 전원 전압을 승압함으로써 제1 전압보다 높은 제2 

전압을 출력하는 제2 승압 회로 -상기 제1 전압은 상기 제2 승압 회로가 그것의 전압 승압 동작을 중단할 때에도 상

기 제2 승압 회로의 출력 단자에 공급됨-;

상기 제1 출력 단자에 접속되고, 제1 내부 전압을 생성시키도록 상기 제1 전압을 강압하는 제1 강압 회로;

상기 제2 출력 단자에 접속되고, 제2 내부 전압을 생성시키도록 상기 제2 전압을 강압하는 제2 강압 회로; 및

상기 제1 및 제2 강압 회로의 출력 단자들에 접속되고 상기 제1 강압 회로로부터 출력된 제1 내부 전압 및 상기 제2 

강압 회로로부터 출력된 제2 내부 전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스위칭 회로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바

이스.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회로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 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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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칭 회로로부터 출력된 전압은 메모리 셀의 워드 라인들에 공급되는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

스.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출력 단자에 접속된 소스 및 백 게이트, 상기 제2 강압 회로에 접속된 드레인, 및 상기 제1 

출력 단자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 p 채널 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출력 단자에 접속된 소스 및 백 게이트, 상기 제2 강압 회로에 접속된 드레인, 및 상기 제1 

강압 회로의 상기 출력 단자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 p 채널 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출력 단자에 접속되고, 상기 제2 강압 회로에 의해 생성된 제2 내부 전압 보다 높은 제3 내

부 전압을 생성하도록 상기 제2 전압을 강압하는 제3 강압 회로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1.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에 있어서,

전원 전압을 승압함으로써 얻어진 제1 승압 전압을 출력하는 제1 승압 회로;

상기 전원 전압을 승압함으로써 상기 제1 승압 전압 보다 높은 제2 승압 전 압을 출력하는 제2 승압 회로;

강압 전압을 생성하도록 상기 제2 승압 회로로부터 출력된 상기 제2 승압 전압을 강압하는 강압 회로;

기입 또는 소거 모드에서 상기 제1 승압 회로로부터의 전압이 인가되는 한 단과 메모리 셀의 전류 통로의 단부에 접

속된 다른 단을 갖는 전류 통로를 갖는 트랜지스터; 및

상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공급된 신호의 레벨을 상기 강압 회로로부터 출력된 강압 전압의 레벨로 시프트하는 회

로

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는 상기 기입 모드에서 상기 제1 승압 회로로부터의 전압이 인가되는 한 단과 메모

리 셀의 드레인 측에 접속된 다른 단을 갖는 전류 통로를 갖는 제1 트랜지스터 및 상기 소거 모드에서 상기 제1 승압 

회로로부터의 전압이 인가되는 한 단과 메모리 셀의 소스 측에 접속된 다른 단을 갖는 전류 통로를 갖는 제2 트랜지

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회로는 상기 기입 모드에서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공급된 제1 신호와 상기 소거 모

드에서 상기 제2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공급된 제2 신호의 레벨들을 시프트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는 소스 폴로워로 동작하는 n 채널 트랜지 스터인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승압 회로로부터 출력된 상기 제2 승압 전압으로부터 기입 전압을 생성하여 상기 기입 모

드에서 상기 기입 전압을 상기 메모리 셀의 제어 게이트에 공급하는 전압 발생 회로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

바이스.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전원 전압으로부터 부전압을 생성하여 상기 소거 모드에서 상기 부전압을 상기 메모리 셀의 제어 

게이트에 공급하는 부전하 펌프 회로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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