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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전압제어 회로는, 입력되는 클럭신호에 따라 전압을 발생시키는 차지펌프, 차지펌프에 입력되는 클럭신
호의 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발진부 및 차지펌프에 발생된 전압을 감지하여 일정한 전압이 되었을 경우 발진부가 상기 
차지펌프에 입력되는 클럭신호의 주기를 가변시킬 수 있도록 조정신호를 출력하는 조정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차지펌프, 플래시 이이피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플래시 이이피롬의 프로그램 전압 제어회로도.

도 2는 도 1의 조정부의 상세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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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및 3b는 종래의 플래시 이이피롬 프로그램 전압 제어회로의 출력파형.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이이피롬의 프로그램 전압 제어회로도.

도 5a는 도 4의 조정부의 제1실시예.

도 5b는 도 4의 조정부의 제2실시예.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이이피롬 프로그램 전압 제어회로의 발진부의 회로도.

도 7a, 7b 및 7c는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이이피롬 프로그램 전압 제어회로의 출력파형.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50:발진부 70:차지펌프

100,200:조정부 110,210:전압분배부

120,220:기준전압발생부 131,231:리크경로제어부

140,240:조정신호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압 제어회로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플래시 이이피롬(Flash EEPROM)의 프로그램시 이용되는 고전
압을 제어하여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전압 제어회로에 관한 것이다.

플래시 이이피롬(FLASH EEPROM)은 제어 게이트(혹은 프로그램게이트)와 기판(Substrate) 사이에 격리된 플로팅
게이트(Floating)에 전자를 주입(Injection)하거나 방출(Ejection) 함으로써 프로그램 또는 소거된다.

    
일반적으로 NOR형 이이피롬 셀에서 전자를 주입하는 것을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채널 핫 일렉트론(Channel hot ele
ctron)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즉 제어게이트에 약 9볼트의 전압을, 드레인(Drain)에는 약 5볼트의 전압을 인가하고, 
웰(Well)과 소스(Source)는 접지를 시킨다. 이 조건에서는 드레인 부근에서 핫 캐리어(Hot carry)가 발생하고, 게이
트 전압에 의해 형성된 전자장(Electric field)에 의해 그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의 프로그램 시
간은 약 5㎲ ~ 10㎲ 정도이다.
    

그런데 외부의 단일전원(Vcc가 5볼트, 3.3볼트, 2볼트 등)을 쓰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시 필요한 고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해 차지펌핑(Charge pumping)방법을 이용하고, 전압이 높아진 후에는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술한 차지펌핑방법을 이하에서 설명하겠다.

차지펌핑을 실현하기 위한 종래의 플래시 이이피롬의 프로그램 전압 제어회로를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프로그램 전압 제어회로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프로그램신호(PGM)와 외부클럭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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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C)에 따라 펌핑동작을 하는 차지펌프(20)와, 차지펌프(20)의 출력전압을 조절하기 위한 조정부(30)로 구성된다
. 그리고 조정부(3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차지펌프(20)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을 분배하는 전압분배부(31)와,
 기준전압을 발생시키는 기준전압발생부(32)와, 전압분배부에서 분배된 분배전압(REGLEVEL)과 기준전압발생부(3
2)에서 발생된 기준전압(REGREF)을 비교하여 그 출력에 따라 리크경로(34)를 제어하기 위한 비교기(33)로 구성된
다.
    

프로그램신호(PGM)에 의해 차지펌프(20) 및 조정부(30)가 인에이블(Enable) 된다. 차지펌프(20)는 외부클럭(HV
OSC)에 따라 펌핑동작을 시작하여 펌핑전압(VPPI)을 생산한다.

차지펌프(20)에서 출력되는 펌핑전압(VPPI)은 조정부(30)로 입력된다. 펌핑 전압(VPPI)은 전압분배부(31)에서 분
배된 다음 비교기(33)로 입력된다. 비교기(33)에서는 전압분배부(31)에 의해 분배된 전압(REGLEVEL)과 기준전압
발생부(32)에서 생성된 기준전압(REGREF)을 비교한다.

비교결과 분배전압(REGLEVEL)이 기준전압(REGREF) 이상이 되면 하이신호를 출력한다. 이 하이신호에 의해 트랜지
스터가 턴-온되어 리크경로(34)를 통해 여분의 전하(Charge)가 디스차지(Discharge)된다.

도 3은 전압의 상승을, 3b는 전류의 소모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차지펌프(20)의 출력전압이 9볼트를 전후
해서 전류소모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즉, 전압이 상승할 때나 전압을 유지할 때나 차지펌프(Charge Pump)는 동일한 주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시작
부터 끝까지 항상 일정한 양의 전류가 계속 소모되어 소비전력이 큰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써, 원하는 전압에 도달했을 때 제어신호를 발생시키
고 그 제어신호에 의해 차지펌프의 동작주기를 늘림으로써, 전류의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압 제어회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전압 제어회로는, 플래시 이이피롬의 프로그램 전압 제어회로에 있어서
, 입력되는 클럭신호에 따라 전압을 발생시키는 차지펌프, 차지펌프에 입력되는 클럭신호의 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발진
부 및 차지펌프에 발생된 전압을 감지하여 일정한 전압이 되었을 경우 발진부가 상기 차지펌프에 입력되는 클럭신호의
 주기를 가변시킬 수 있도록 조정신호를 출력하는 조정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을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도 4를 참조하면, 플래시 이이피롬의 컨트롤부분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프로그램 신호(PGM)에 따라서 인에이블 되
며 제1 및 제2차지펌프(71 및 72)로 구성되는 차지펌프부(70)와, 차지펌프부(70)에서 발생된 고전압과 기준전압을
 비교하여 후술하는 발진부(50)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주기를 제어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조정부(100)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와 조정부(100)에서 출력되는 신호(HVPP)에 따라서 차지펌프부(70)를 구동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발진부(50)로 구성된다.
    

전술한 조정부(100)는 두 가지 실시예로 들 수 있는데, 먼저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조정부의 제1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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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100)는 크게 나누어, 외부로부터 전압을 인가받아 기준전압을 발생시키는 기준전압발생부(120)와, 차지펌프
부(70)에서 발생된 고전압을 분배하는 전압분배부(110)와, 기준전압발생부(120)에서 발생된 기준전압과 전압분배부
(110)에서 분배된 전압을 비교하여 발진부의 클럭의 주기를 조정하는 조정신호를 발생시키는 조정신호제어부(140)로
 구성된다.

먼저, 전압분배부(110)는 입력되는 전압(VPPI)을 분배하기 위해 전압분배부(11)의 출력단자와 그라운드 사이에 직
렬접속된 다수개의 PMOS트랜지스터(P1 내지 P9)와 NMOS트랜지스터(N1)로 구성된다. 포트(EN)를 통해 입력되는
 프로그램신호(PGM)에 따라서 NMOS트랜지스터(N1)가 턴-온되면, 전압(VPPI)은 접속된 소자수에 따라 분배되고
 그 분배된 전압(REGLEVEL)은 리크경로제어부(131)와 조정신호제어부(140)로 입력된다.

기준전압발생부(120)는 프로그램신호(PGM)와 외부기준전압(VREF)을 입력받아 기준전압(REG-REF)을 출력단으
로 출력하며, 기준전압 발생부(12)의 출력단은 리크경로제어부(131)로 직접 접속됨과 동시에 기준전압발생부(110)
에서 출력되는 전압(REG-REF)을 분배하기 위해 저항(R1 및 R2)을 통해 그라운드에 접속된다. 그리고 저항(R1 및 
R2)에 의해 분배된 전압(HVPPREF)은 조정신호제어부(140)로 입력된다.

조정신호제어부(140)는 조정신호발생부(141)와 다수개의 인버터소자(I1 내지 I4)를 직렬로 접속시킨 딜레이부(142
)를 구비하는데, 딜레이부(142)의 최종 인버터(I4)의 출력단과 조정신호발생부(141)의 출력단은 NAND 게이트(NA
ND 게이트)(A1)의 입력단으로 접속된다. 또한 NAND 게이트(A1)의 출력단에는 인버터(I5)가 접속되고 인버터(I5
)의 출력단은 도 4의 발진부(50)로 접속된다.

    
또한 조정부(100)는 리크경로제어부(131)를 구비하는데, 리크경로제어부(131)의 포트(EN)에는 프로그램신호(PGM
)가 입력되고, 포트(IP2)에는 전압분배부(110)에 의해 분배된 전압(REGLEVEL)이 입력되며, 포트(IP1)는 기준전압
발생부(120)의 출력단이 접속된다. 리크경로제어부(B1)의 출력단에는 NMOS트랜지스터(N3)와 고전압트랜지스터(
N4)로 이루어지는 리크경로(132)가 접속된다. NMOS트랜지스터(N3)의 드래인과 단자(HVIN)사이에는 고전압트랜
지스터(N4)가 접속된다.
    

도 5b는, 조정부의 제2실시예를 나타내는데, 변형된 전압분배부(210)를 포함한다. 제 2실시예의 전압분배부는 다수개
의 저항(R3 내지 R5)과 NMOS트랜지스터(N5)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으며, 제1분배전압(REGLEVEL1)과 제2분배전
압(REGLEVEL2)을 출력한다. 그리고 각 분배전압의 출력단은 조정신호발생부(241)와 리크경로제어부(231)로 각각
 접속된다.

    
한편 도 6을 참조하면, 발진부(50)는 외부클럭과 조정부의 조정신호를 입력받아 차지펌프부(70)의 동작주기를 결정하
는 클럭(OSC)를 출력하는데, 조정신호제어부의 출력신호(HVPP)(하이 혹은 로우신호)에 따라서 외부클럭(HVOSC)
 혹은 내부발생신호를 클럭(OSC)으로써 출력한다. 그러기 위해서 발진부(50)는, 외부클럭(HVOSC)을 입력받아 그 
외부클럭(HVOSC)의 주기를 예를 들어 2배로 늘려주는 주기변환부(51)를 구비하며, 조정신호(HVPP)에 따라서 외부
클럭(HVOSC) 혹은 주기변환부(51)의 출력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스위칭부를 포함하는데 스위칭부는트랜
스미션 게이트(T1 및 T2)와 인버터(I11,I12)를 구비한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구성에 따른 동작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플래시 이이피롬의 프로그램시 외부로부터 프로그램신호(PGM)와 외부클럭(HVOSC)이 입력되는데, 프로그램신호(P
GM)가 입력되면 그 신호는 차지펌프부(70)와 조정부(100)로 입력된다. 그리고, 발진부(50)에는 전술한 외부클럭(H
VOSC)과 조정부(100)로부터 출력되는 조정신호(HVPP)가 입력되는데, 발진부(50)는 그 외부클럭과 조정신호에 따
라서 차지펌프부(70)의 동작주기를 결정하는 클럭(OSC)을 출력한다. 최초에는 조정부(100)로부터 출력되는 조정신
호(HVOSC)는 로우신호가 되는데, 그 로우신호는 트랜지스터(P11)의 게이트에 인가될 뿐만 아니라 인버터(I11)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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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하이신호로 변환되어 트랜지스터(P10)과 트랜지스터(N10)의 게이트에 인가된다.
    

그에 따라 트랜지스터(N10)과 트랜지스터(P11)이 턴-온되고 외부클럭(HVOSC)이 인버터(I12)를 거쳐 클럭(OSC)
으로써 출력된다.

발진부(50)에서 출력되는 클럭(OSC)은 차지펌프부(70)로 입력되는데, 차지펌프부(70)는 프로그램신호(PGM)와 클
럭(OSC)에 의해 동작이 결정되며, 고전압(VPPI)을 조정부(100)의 포트(HVIN)로 출력한다.

조정부(100)의 제1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전압분배부(110)는 포트(HVIN)으로 입력된 전압(
VPPI)을 접속된 모스 다이오드 체인(MOS Diode chain)(P1 내지 P9)에 의해 분배하는데, 전압(VPPI)은 다이오드의
 수(N)에 따라서 전압(VPPI)/다이오드의 수(N)에 의해 분배되어 분배전압(REGLEVEL)을 생성한다.

그리고 조정부(100)의 포트(EN)로 입력된 프로그램신호(PGM)는 기준전압발생부(120)의 포트(EN)로 입력되고 그
에 따라서 기준전압발생부(120)는 인에이블(Enable)상태가 된다.

기준전압발생부(120)는 제1비교전압(REGREF)을 출력하는데, 이 제1비교전압(REGREF)은 리크경로제어부(131)로
 입력되며, 저항(R1)과 저항(R2)에 의해 제2비교전압(HVPPREF)으로 분배되어 조정신호발생부(141)로 입력된다.
 이때 제2비교전압(HVPPREF)은 제1기준전압(REGREF)의 약 90~95%에 해당하는 전압이 되도록 저항(R1)과 저항
(R2)의 저항비를 설정한다.

리크경로제어부(131)는 기준전압발생부(120)로부터 제1비교전압(REGREF)을 입력받고, 전압분배부(110)로부터 분
배전압(REGLEVEL)을 입력받는데, 포트(EN)로 입력되는 프로그램신호(PGM)에 의해 이네이블(Enable) 된다.

리크경로제어부(131)는 인에이블(Enable) 되면서 제1비교전압(REGREF)과 분배전압(REGLEVEL)을 비교하여 분배
전압(REGLEVEL)이 제1비교전압 이상이 되면 하이신호를 출력하고 이하이면 로우신호를 출력한다.

리크경로제어부(131)에서 하이신호가 출력되면 리크경로(leak path)(132)가 동작되는데, 즉 트랜지스터(N3)가 턴-
온 되고, 트랜지스터(N4)가 턴-온 되어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즉 전하(Charge)가 디스차지된다. 전하가 디스차지되
면 차지펌프에서 발생된 전압은 낮아지게 된다.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 전압분배부(110)에서 출력되는 분배전압(REFLEVEL)이 낮아지게 되어 리크경로제어부(131)
로 입력되는 제1기준전압(REGREF)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리크경로제어부(131)는 로우신호를 출력하는
데, 그에 따라서 리크경로(132)의 트랜지스터(N3)와 트랜지스터(N4)는 턴-오프된다. 트랜지스터(N3 및 N4)가 턴
-오프되면 전하가 흐르는 리크경로(132)가 차단되며, 다시 전압분배부(110)의 분배전압(REGLEVEL)은 상승하게 
된다.

한편 조정신호제어부(140)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조정신호발생부(141)는 제2비교전압(HVPPREF)과 분배전압(REGREF)을 입력받고 프로그램신호(PGM)를 입력받
는데, 조정신호발생부(141)는 프로그램신호(PGM)에 의해 인에이블(Enable)상태가 된다. 조정신호발생부(141)가 인
에이블상태가 되면, 분배전압(REGREF)과 제2비교전압(HVPPREF)을 비교하고 분배전압이 제2비교전압에 이르면 하
이신호를 NAND 게이트(A1)의 일측입력단자로 출력한다.

이때 프로그램신호(PGM)는 하이신호로써 딜레이부(142)로도 입력되는데, 딜레이부(142)는 입력되는 신호를 소정시
간, 즉 소자들이 딜레이하는 시간만큼 딜레이 시킨 후 NAND게이트(A1)의 타측입력단으로 출력한다.

그러면 NAND게이트(A1)의 입력단으로는 모두 하이신호가 입력되는데, 그에 따라서 NAND게이트(A1)는 로우신호를
 출력하게 되고, 인버터(I5)는 그 로우신호를 하이신호로 변환시켜 발진부(50)로 출력한다. 따라서 조정신호(HVPP)
가 로우신호에서 하이신호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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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이신호인 조정신호(HVPP)가 발진부(50)로 입력됨에 따라서, 트랜지스터(P11)의 게이트에 하이신호가 인가
되고 트랜지스터(N10)의 게이트에는 인버터(I11)를 통하여 로우신호가 인가되는데, 그에 따라서 트랜지스터(P11)(
N10)는 턴-오프 된다. 또한 트랜지스터(N9)의 게이트에는 하이신호가 입력되고 트랜지스터(P10)의 게이트에는 인
버터(I11)를 통하여 로우신호가 인가되는데, 그에 따라서 트랜지스터(N10)(P10)이 턴-온 되어 주기변환부(51)의 
포트(Qa)에서 출력되는 신호가 인버터(I12)를 통하여 클럭(OSC)으로써 출력된다. 이때 출력되는 신호의 주기는 외부
클럭(HVOSC)이 출력될 때의 신호의 주기에 비하여 2배가 된다.
    

클럭(OSC)의 주기가 바뀌게 되면 차지펌프부(70)의 동작주기가 바뀌게 되는데, 클럭(OSC)의 주기가 늘어나면 차지
펌프부(70)의 동작주기 역시 늘어나게 되어 차지펌프부(70)의 출력전압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전류의 소모량이 감소
하게 된다.

차지펌프부(70)의 출력전압이 감소하게 되면 전압분배부(110)의 분배전압 (REGLEVEL)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에 따
라서 조정신호발생부(141)로 입력되는 제2기준전압(HVPPREF)보다 분배전압(REGLEVEL)이 더 낮아진다. 그리하
여 최종적으로 조정신호(HVPP)는 로우신호가 출력된다.

    
조정신호(HVPP)가 로우신호로 발진부(50)로 입력되면, 트랜지스터(P11)의 게이트에 로우신호가 인가되고 트랜지스
터(N10)의 게이트에는 인버터(I11)을 통하여 하이신호가 인가되는데, 그에 따라서 트랜지스터(P11)(N10)는 턴-온
 된다. 또한 트랜지스터(N9)의 게이트에는 로우신호가 입력되고 트랜지스터(P10)의 게이트에는 인버터(I11)를 통하
여 하이신호가 인가되는데, 그에 따라서 트랜지스터(N10)(P10)가 턴-오프 되어 외부클럭(HVOSC)이 클럭(OSC)으
로써 출력되어 주기가 짧아지게 된다. 클럭(OSC)의 주기가 짧아지면 차지펌프부(70)의 동작주기 역시 짧아져서 차지
펌프부(70)의 출력전압이 상승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리크경로제어부(131)와 조정신호제어부(140)의 동작에 따라서 차지펌프부(70)의 출력전압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전류소모를 줄일 수 있다. 리크경로제어부(131)로 입력되는 제1기준전압(REGREF)보
다 조정신호발생부(141)로 입력되는 제2기준전압(HVPPREF)이 더 낮기 때문에, 차지펌프부(70)의 출력전압이 상승
하게 되면 리크경로제어부(131)가 동작하기 전에 조정신호제어부에서 조정신호가 출력되어 전류의 흐름을 방지하며 
차지펌프의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전술한 딜레이부(142)의 딜레이시간을 조정함에 따라서 리크경
로제어부(131)와 조정신호제어부(140)의 동작시간차를 조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정부의 제2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을 설명하겠다.

    
조정부의 제2실시예는 전압분배부(210)를 다수개의 저항(R3)(R4)(R5)과 트랜지스터(N5)를 이용하여 구성한 것이
다. 전압분배부(210)는 저항(R3)(R4)(R5)의 저항비에 따라서 리크경로제어부(231)로 인가되는 제1분배전압(REG
LEVEL1)과 조정신호발생부(241)로 인가되는 제2분배전압(REGLEVEL2)을 출력하는데, 조정부의 제1실시예와 같은
 동작을 하도록 제2분배전압이 제1분배전압보다 약 5~10% 크도록 저항(R3)(R4)(R5)의 저항비를 설정한다. 또한 기
준전압발생부(220)에서 출력되는 기준전압(REGREF)은 리크경로제어부(231)와 조정신호발생부(241)로 똑같이 입
력된다. 그리고 나머지 동작은 전술한 조정부의 제1실시예와 동일하다.
    

한편, 전술한 동작에 따른 차지펌프의 출력전압과 조정부에서 출력되는 조정신호 그리고 전류소모 상태를 도 7을 참조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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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7b를 참조하면, 차지펌프부(70)의 출력전압(VPPI)이 9볼트가 되기 전까지는 조정신호(HVPP)는 로우신호 상
태가 되고 클럭(OSC)으로는 외부클럭(HVOSC)의 신호가 반전되어 출력되고, 출력전압(VPPI)이 9볼트가 되면 조정
신호(HVPP)는 하이신호 상태가 되어 주기가 늘어난 상태의 신호가 클럭(OSC)으로 출력된다.

도 7c를 참조하면, 출력전압(VPPI)이 9볼트가 되고 클럭(OSC)의 주기가 늘어난 시점, 즉 약 1.8㎲ 전 후의 전류소모
량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차지펌프부(70)의 출력전압(VPPI)이 9볼트에 도달한 후에는 전류소모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압 제어회로에 의하면, 플래시 이이피롬의 프로그램시 전압을 발생시키는 차지펌프
와, 차지펌프의 동작신호의 주기를 가변시킬 수 있도록 외부클럭을 입력받아 주기를 변환시키는 주기변환부 그리고 조
정신호에 의하여 외부클럭과 주기변환부의 출력신호가 선택적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는 발진부와, 차
지펌프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분배하는 전압분배부와 전압분배부의 출력전압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전압을 발생시키는 
기준전압발생부와 전압분배부에서 분배된 전압과 제1기준전압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리크경로의 동작을 제어하
는 리크경로제어부와, 제1기준전압보다는 낮게 설정된 제2기준전압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신호를 출력하는
 조정신호제어부를 포함하는 조정부를 구비하고, 플래시 이이피롬의 프로그램시 차지펌프의 출력전압이 일정 전압이 되
면 차지펌프의 동작주기를 결정하는 신호의 주기를 늘림으로써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클럭신호에 따라 전압을 발생시키는 차지펌프,

상기 차지펌프에 입력되는 클럭신호의 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발진부,

상기 차지펌프에 발생된 전압을 감지하여 일정한 전압이 되었을 경우 상기 발진부가 상기 차지펌프에 입력되는 클럭신
호의 주기를 가변시킬 수 있도록 조정신호를 출력하는 조정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제어회로
.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부는, 상기 차지펌프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분배하는 전압분배부와, 상기 전압분배부의 출력전압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전압을 발생시키는 기준전압발생부와, 상기 전압분배부에서 분배된 전압과 상기 기준전압발생부에서 발생된
 제1기준전압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리크경로의 동작을 제어하는 리크경로제어부와, 상기 분배된 전압과 상기 
제1기준전압보다는 낮게 설정된 제2기준전압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기 조정신호를 출력하는 조정신호제어부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압 제어회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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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진부는 외부클럭을 입력받으며, 상기 외부클럭의 주기를 변환시키는 주기변환부와, 상기 조정신호에 의하여 상
기 외부클럭과 상기 주기변환부의 출력신호가 선택적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스위칭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이이피롬의 프로그램 전압 제어회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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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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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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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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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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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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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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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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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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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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