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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기에 개시되는 전하 펌프 회로는 직렬 연결되는 복수 개의 펌프단들을 포함하고, 상기 각 펌프단은 전하 전달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 단자 및 드레인 단자 사이에 연결되는 전류 경로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전류 경로들 중 하나는 드레

인 단자에서 게이트 단자로 전하를 공급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게이트 단자에서 드레인 단자로 전하를 공급한다. 

이러한 전하 펌프 회로는 매우 낮은 전원 전압(예를 들면, 2V 또는 그 보다 낮은 전원 전압)에서 목표로 하는 고전압

을 생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전하 펌프, 용량, 효율, 저전압, EEPROM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고전압 발생 회로를 보여주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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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된 오실레이터 블록의 바람직한 실시예;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드라이버 블록의 바람직한 실시예;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전하 펌프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5는 P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도 4의 전하 펌프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하 펌프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7 및 도 8은 P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도 6의 전하 펌프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들;

도 9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본 발명의 전하 펌프 회로의 출력 전압 변화를 보여주는 도면; 그리고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에 따른 전하 펌프 회로의 펌프 효율 및 펌프 용량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도면들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20 : 오실레이터 블록 140 : 드라이버 블록

160 : 전하 펌프 회로 PS, PSa : 펌프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들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원 전압을 이용하여 상기 전원 전압보다 높

은 고전압을 발생하는 고전압 발생 회로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전원 전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컴퓨터의 바이오스(Basic Input/Output Startup, BIOS

)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래시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롬(flash Electrically Erasable a

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이하, "플래시 EEPROM"이라 칭함)은 매우 낮은 전압 레벨(예를 들면, 2V 

또는 그 보다 낮은 전압)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플래시 EEPROM을 소거하거나 프로그램하는 경우, 고전압 (예를 들면, 10V 또는 그 보다 높은 전압)이 필요

하기 때문에, 낮은 전압으로 높은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전하 펌프 회

로가 사용되는데, 상기 전하 펌프 회로는, 일반적으로, 5V 또는 3.3V의 전원 전압을 이용하여 요구되는 고전압을 발

생한다. 따라서 전원 전압이 더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전하 펌프 회로의 펌프 효율은 저하되고, 요구되는 고전압을 얻

을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매우 낮은 전원 전압에서도 요구되는 고전압을 발생할 수 있는 고효율의 전하 펌프 회로가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매우 낮은 전원 전압에서 높은 펌프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전하 펌프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용량의 급격한 감소없이 긴 시간(예를 들면, 수백 ㎲ 이상) 동안 목표로 하는 고전압을 발생할 

수 있는 전하 펌프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상술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전하 펌프 회로는 입력 전압을 받아들이는 입력 단자와,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단자와; 그리고 상기 입력 및 출력 단자들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복수 개의 펌프단들을 포

함한다. 상기 각 펌프단에 있어서,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단자, 제 1 단자, 제 2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구비한다. 제 1 커패시터는 상보적인 상태들을 갖는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대응하는 클럭 신호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 사이에 연결된다. 제 2 커패시터는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

및 상기 대응하는 클럭 신호 사이에 연결된다. 제 1 전류 경로 제공 장치는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서 게이트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및 제 2 단자들 사이에 전류 경로를 제공한

다. 제 2 전류 경로 제공 장치는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서 제 2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

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및 제 2 단자들 사이에 전류 경로를 제공한다.

(작용)

이러한 회로에 의하면, 매우 낮은 전원 전압(예를 들면, 2V 또는 그 보다 낮은 전원 전압)에서도 목표로 하는 고전압

을 생성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참조 도면들에 의거하여 이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일반적인 고전압 발생 회로의 블럭도를 보여주는 도 1을 참조하면, 참조 번호 120은 오실레이터 블록(oscillator bloc

k)를 나타내고, 참조 번호 140은 드라이버 블록(driver block)를 나타내며, 참조 번호 160은 전하 펌프 회로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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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오실레이터 블록(120)은 액티브 로우 레벨을 갖는 펌프 인에이블 신호(nPUMPen)에 응답하여 발진 동작을 수

행하고, 그 결과로서 상보적인 상태들을 갖는 발진 신호들(Φp, /Φp)을 출력한다. 오실레이터 블록(120)의 상세 회로

를 보여주는 도 2를 참조하면, 오실레이터 블록(120)은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된 NOR 게이트(G1)와 4개의 인버터들

(INV1)-(INV4)로 구성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드라이버 블록(140)은 오실레이터 블록(120)으로부터 출력되는 

발진 신호들(Φp, /Φp)을 받아들여 상보적인 상태들을 갖는 클럭 신호들(Φ, /Φ)을 출력하며, 4개의 인버터들(INV5)

-(INV8)로 구성되고,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하 펌프 회로(160)를 보여주는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전하 펌프 회로(160

)는 전하 공급 소자로서 사용되고 전원 전 압 단자(161) 및 프리챠지 노드(162) 사이에 연결되는 PMOS 트랜지스터(

MP0)와, 상기 프리챠지 노드(162) 및 출력 단자(163)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복수 개의 펌프단(Pump Stage, PS)들을

포함한다. PMOS 트랜지스터(MP0)는 펌프 인에이블 신호(nPUMPen)에 의해서 턴 온/오프된다. 복수 개의 펌프단들

중 홀수 번째(또는 짝수 번째) 펌프단들은 클럭 신호(Φ)에 응답하여 동작하고, 짝수 번째(또는 홀수 번째) 펌프단들은

클럭 신호(/Φ)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각 펌프단(PS)은 2개의 커패시터들(Ct, Cc)와 하나의 PMOS 트랜지스터(Mt)와

다이오드들(D1, D2)로 구성되는 제 1 및 제 2 전류 경로들(또는 전하 경로들)을 포함하고, 각 펌프단(PS)은 동일한 

참조 부호들로 표기된다. 참조 부호의 첨자 (t)는 전달(transfer)의 첫글자를 의미하고, 첨자 (c)는 제어의 첫글자를 의

미한다.

설명의 편의상, 첫 번째 펌프단(PS)에 대한 회로 구성이 설명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펌프단들 역시 동일한 회로 구

성을 갖는다. 전하 전달 소자로서 사용되는 PMOS 트랜지스터(Mt)는 게이트 단자, 드레인 단자, 소오스 단자 그리고 

벌크 단자를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t)의 소오스 단자는 프리챠지 노드(162)에 연결되고, 그것의 드레인 단자는

Nt 노드(또는 전하 전달 노드)에 연결되며, 그것의 게이트 단자는 커패시터(Cc)의 일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커패시터

(Cc)의 다른 단자는 클럭 신호(Φ)에 연결되어 있다. 제 1 전류 경로를 형성하는 다이오드(D1)의 애노드 전극은 PMO

S 트랜지스터(Mt)의 드레인 단자 즉, Nt 노드에 연결되고, 그것의 캐소드 전극은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단

자에 연결되어 있다. 제 2 전류 경로를 형성하는 다이오드(D2)의 애노드 단자는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단

자 에 연결되고, 그것의 캐소드 단자는 PMOS 트랜지스터(Mt)의 드레인 단자 즉, Nt 노드에 연결되어 있다. 커패시터

(Ct)의 일 단자는 Nt 노드 즉, PMOS 트랜지스터(Mt)의 드레인 단자에 연결되고, 그것의 다른 단자는 클럭 신호(Φ)에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 펌프단(PS)들의 PMOS 트랜지스터(Mt)의 소오스 단자는, 도 4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의 펌프단(PS)들의 Nt 

노드 (또는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단자)에 연결된다. 각 펌프단(PS)을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Mt)의 

벌크(또는 벌크 단자)는 개별적으로 플로팅 상태로 유지된다.

여기서, 다이오드(D1)는 전류 또는 전하가 PMOS 트랜지스터(Mt)의 드레인 단자 (또는 Nt 노드)에서 그것의 게이트 

단자로 흐르도록 전류 경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이오드(D1)는 Nt 노드의 전압 상승에 따라 전하가 소오스 단자 또

는 이전단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전압을 적절하게 

상승시킨다. 다이오드(D2)는 전류 또는 전하가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단자에서 그것의 드레인 단자 (또는 

Nt 노드)로 흐르도록 전류 경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이오드(D2)는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단자로 유입되

는 과다한 전하(또는 잉여 전하)를 Nt 노드로 유출하는 데 사용된다.

각 펌프단(PS)에서 제 1 및 제 2 전류 경로들을 형성하는 다이오드들(D1, D2)은 순수한 MOS 공정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이는 다이오드로 동작하도록 MOS 트랜지스터의 단자들을 적절히 연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도 4의 다

이오드 대신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전하 펌프 회로의 실시예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제 1 전류 경

로를 형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Mc1)의 드레인 및 게이트 단 자들은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

되고, 그것의 소오스 단자는 Nt 노드에 연결되어 있다. 제 2 전류 경로를 형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Mc2)의 소오스

단자는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고, 그것의 드레인 및 게이트 단자들은 Nt 노드 즉, PMOS 트

랜지스터(Mt)의 드레인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들(Mc1, Mc2)의 벌크 단자들은 플로팅 상태로 유

지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하 펌프 회로의 동작이 도 5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펌프 인에이블 

신호(nPUMPen)가 로우 레벨로 천이하면, 전하 공급 소자로 사용되는 PMOS 트랜지스터(MP0)가 턴 온되고 이에 따

라, 전원 전압 단자(161)에서 프리챠지 노드(162)로 전하가 공급된다. 제 1 클럭 신호(φ)와 제 2 클럭 신호(/φ)는 상

보적이다. 제 1 클럭 신호(φ)가 로우 레벨이고 제 2 클럭 신호(/φ)가 하이 레벨이면, 첫 번째 펌프단(PS)(또는 홀수 

번째)의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전압은 PMOS 트랜지스터(Mt)의 소오스 전압보다 문턱 전압 이상 낮아지고

, 그 결과 프리챠지 노드(162)로 유입되는 전하는 PMOS 트랜지스터(Mt)를 통해 Nt 노드로 전달된다.

이후 제 1 클럭 신호(φ)가 하이 레벨이 되고, 제 2 클럭 신호(/φ)가 로우 레벨이 되면, 두 번째 펌프단(PS)(또는 짝수

번째)의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전압이 그것의 소오스 전압보다 문턱 전압 이상 낮아지고, 그 결과 첫 번째 

펌프단의 Nt 노드의 전하는 두 번째 펌프단의 PMOS 트랜지스터(Mt)를 통해 두 번째 펌프단의 Nt 노드로 전달된다. 

이때, 첫 번째 펌프단의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전압은 커패시터(Cc)의 커플링 전압에 의해서 높아져 첫 번

째 펌프단의 Nt 노 드의 전하는 프리챠지 노드(162)로 역류되지 않는다.

이러한 동작은 나머지 펌프단들에서도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수행되며, 그 결과 전원 전압 단자(161)에서 출력 단자(1

63)로 전하가 전달된다. 이는 각 펌프단(PS)의 Nt 노드 및 출력 단자(163)의 전압들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됨을 의

미한다. 이러한 펌프 동작은 요구되는 출력 전압(Vpump)이 얻어질 때 까지 수행될 것이다.

각 펌프단(PS)의 Nt 노드의 전압이 상승하게 될 때, 각 펌프단(PS)의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단자의 전압은

, 각 펌프단(PS)의 PMOS 트랜지스터(Mt)가 전하 전달 기능 뿐만 아니라 전하 역류 방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각 펌프

단(PS)의 Nt 노드의 전압과 함께 상승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동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각 펌프단(PS)의 Nt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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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전압이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단자의 전압보다 다이오드-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Mc1)의 문턱 전

압 이상 높으면, 각 펌프단(PS)의 Nt 노드에 있던 전하가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단자로 전달되고, 그 결과 

각 펌프단(PS)의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전압이 상승한다.

이러한 펌프 동작이 짧은 시간(예를 들면, 수십 ㎲ 이내)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각 펌프단(PS)의 Nt 노드는 안정된 전

압으로 유지될 수 있다. 여기서, 안정된 전압이란 출력 전압(Vpump)이 원하는 전압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압을

의미한다. 펌프 동작이 긴 시간(예를 들면, 수백 ㎲ 이상)동안 계속 수행되는 경우, 즉, 각 펌프단(PS)의 Nt 노드가 안

정된 전압이 된 이후에도 계속 펌프 동작이 수행되는 경우, 각 펌프단(PS)의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전압이 

안정된 전압보 다 높게되며, 이는 제 1 전류 경로를 통해 Nt 노드에서 게이트 단자로 전하가 과다하게 유입되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각 펌프단(PS)의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및 소오스 단자들의 전압차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펌프 동작이 긴 시간동안 지속될 때 야기되는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전압의 상승은 제 2 전류 경

로를 형성하는 다이오드-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Mc2)에 의해서 억제될 수 있다. 즉, 각 펌프단(PS)의 PMOS 트랜

지스터(Mt)의 게이트 단자로 유입되는 과다한 전하(또는 잉여 전하)는, 제 1 클럭 신호(φ)가 하이 레벨이고 제 2 클

럭 신호(/φ)가 로우 레벨일 때, 다이오드-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Mc2) 또는 제 2 전류 경로를 통해 그것의 게이

트 단자에서 Nt 노드로 다시 유출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의 반복에 의해서 각 펌프단(PS)의 PMOS 트랜지스터(Mt)

의 게이트 단자는 적절한 전압을 유지하게 된다. 즉, 펌프 동작이 기 시간(예를 들면, 수백 ㎲ 이상)동안 지속되더라도,

각 펌프단(PS)의 PMOS 트랜지스터(Mt)의 게이트 단자는 계속해서 안정된 전압을 유지하게 되어 안정된 출력 전압(

Vpump)이 얻어질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하 펌프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전하 펌프 회로는 전하 공급 소자로 사용되는 PMOS 트랜지스터(MP0)와 복수 개의 펌프

단(PSa)들을 포함한다. PMOS 트랜지스터(MP0)는 전원 전압 단자(161a) 및 프리챠지 노드(162a) 사이에 연결되고, 

액티브 로우 레벨의 펌프 인에이블 신호(nPUMPen)에 따라 턴 온/오프된다. 복 수 개의 펌프단(PSa)들은 프리챠지 

노드(162a) 및 출력 전압(Vpump)을 출력하기 위한 출력 단자(163a) 사이에 직렬 연결되어 있다. 각 펌프단(PSa)은 

도 1의 드라이버 블록(140)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로 상보적인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φ, /φ)에 응답하여 펌프 동

작을 수행한다. 각 펌프단(PSa)은 3개의 커패시터들(Cta, Cca, Cp)와 하나의 PMOS 트랜지스터(Mt)와 3개의 다이오

드들(D1a, D2a, D3a)로 구성되는 제 1 및 제 2 전류 경로들을 포함하고, 각 펌프단(PSa)은 동일한 참조 부호들로 표

기된다.

설명의 편의상, 첫 번째 펌프단(PSa)에 대한 회로 구성이 설명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펌프단(PSa)들 역시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갖는다. 전하 전달 소자(또는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로서 사용되는 PMOS 트랜지스터(Mta)는 게이트 단

자, 드레인 단자, 소오스 단자 그리고 벌크 단자를 갖는다. PMOS 트랜지스터(Mta)의 소오스 단자는 프리챠지 노드(1

62a)에 연결되고, 그것의 드레인 단자는 Nta 노드에 연결되며, 그것의 게이트 단자는 커패시터(Cca)의 일 단자에 연

결되어 있다. 커패시터(Cca)의 다른 단자는 클럭 신호(Φ)에 연결되어 있다. 커패시터(Cta)의 일 단자는 Nta 노드 즉, 

PMOS 트랜지스터(Mta)의 드레인 단자에 연결되고, 그것의 다른 단자는 클럭 신호(Φ)에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Nt 

노드는 다음의 펌프단(PSa)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소오스 단자에 연결되고, 다이오드(D1a)는 제 1 전류 경로

를 형성하고 다이오드들(D2a, D3a) 및 커패시터(Cp)는 제 2 전류 경로를 형성한다.

제 1 전류 경로를 형성하는 다이오드(D1a)는 PMOS 트랜지스터(Mta)의 드레인 단자 즉, Nta 노드에 연결되는 애노

드 단자와,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는 캐소드 단자를 갖는다. 제 2 전류 경로를 형성하는 커

패시터(Cp) 및 다이오드들(D2a, D3a)에 있어서, 다이오드(D2a)의 애노드 단자는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고, 그것의 캐소드 단자는 다이오드(D3a)의 애노드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다이오드(D3a)의 캐소드 단

자는 PMOS 트랜지스터(Mta)의 드레인 단자 즉, Nta 노드에 연결되어 있다. 다이오드(D2a)의 캐소드 단자와 다이오

드(D3a)의 애노드 단자의 접속 노드에는 커패시터(Cp)의 일 단자가 연결되고, 그것의 다른 단자는 제 2 클럭 신호(/φ

)를 공급받는다.

도 6에서 알 수 있듯이, 나머지 펌프단(PSa)들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소오스 단자는 이전의 펌프단(PSa)의 Nt

a 노드 (또는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단자)에 연결된다. 각 펌프단(PSa)을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Mta)

의 벌크(또는 벌크 단자)는 개별적으로 플로팅 상태로 유지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다이오드(D1a)는 전류 또는 전하가 PMOS 트랜지스터(Mta)의 드레인 단자 (또는 Nta 노드)

에서 그것의 게이트 단자로 흐르도록 전류 경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다이오드(D1a)는 Nta 노드의 전압 상승에 따라 

전하가 소오스 단자 또는 이전단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

이트 전압을 적절하게 상승시킨다. 다이오드들(D2a, D3a) 및 커패시터(Cp)는 전류 또는 전하가 PMOS 트랜지스터(

Mta)의 게이트 단자에서 그것의 드레인 단자 (또는 Nta 노드)로 흐르도록 전류 경로를 제공한다. 그러한 구성들(D2a,

D3a, Cp)은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단자로 유입되는 과다한 전하(또는 잉여 전하)를 대응하는 Nta 노드로

유출하는 데 사용된다.

각 펌프단(PSa)에서 다이오드들(D1a, D2a, D3a)은 순수한 MOS 공정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이는 다이오드로 동

작하도록 MOS 트랜지스터의 단자들을 적절히 연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전하 펌프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 7에 도시되어 있어 있는데, 도 6의 각 펌프단(PSa)의 다이오드들(D1a, D2a, 

D3a)은 PMOS 트랜지스터들(Mca, Mcb, Mcc)에 각각 대응한다. 도 7을 참조하면, PMOS 트랜지스터(Mca)의 드레인

및 게이트 단자들은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고, 그것의 소오스 단자는 Nta 노드에 

연결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Mcb)의 소오스 단자는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고, 그것

의 드레인 및 게이트 단자들은 커패시터(Cp)의 일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Mcc)의 소오스

단자는 커패시터(Cp)의 일 단자에 연결되고, 그것의 드레인 및 게이트 단자들은 Nta 노드 즉, PMOS 트랜지스터(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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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드레인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들(Mca, Mcb, Mcc)의 벌크 단자들은 플로팅 상태로 

유지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전하 펌프 회로의 동작이 이하 도 6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펌프 

인에이블 신호(nPUMPen)가 로우 레벨로 천이하면, 전하 공급 소자로 사용되는 PMOS 트랜지스터(MP0)가 턴 온되

고 이에 따라, 전원 전압 단자(161a)에서 프리챠지 노드(162a)로 전하가 공급된다. 서로 상보적인 제 1 클럭 신호(φ)

가 로우 레벨이고 제 2 클럭 신호(/φ)가 하이 레벨이면, 첫 번째 펌프단(PSa) (또는 홀수 번째 펌프단들)의 PMOS 트

랜지스터(Mta)의 게이트 전압은 PMOS 트랜지스터(Mta)의 소오스 전압보다 문턱 전압 이상 낮아지고, 그 결과 프리

챠지 노드(162a)로 유입되는 전하는 PMOS 트랜지스터(Mta)를 통해 Nta 노드로 전달된다.

이후 제 1 클럭 신호(φ)가 하이 레벨이 되고, 제 2 클럭 신호(/φ)가 로우 레벨이 되면, 두 번째 펌프단(PSa) (또는 짝

수 번째 펌프단들)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전압이 그것의 소오스 전압보다 문턱 전압 이상 낮아지고, 그 

결과 첫 번째 펌프단의 Nta 노드의 전하는 두 번째 펌프단의 PMOS 트랜지스터(Mta)를 통해 두 번째 펌프단의 Nta 

노드로 전달된다. 이때, 첫 번째 펌프단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전압은 커패시터(Cca)의 커플링 전압에 

의해서 높아져 첫 번째 펌프단의 Nta 노드의 전하는 프리챠지 노드(162a)로 역류되지 않는다.

이러한 동작은 나머지 펌프단들에서도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수행되며, 그 결과 전원 전압 단자(161a)에서 출력 단자(

163a)로 전하가 전달된다. 이는 각 펌프단(PSa)의 Nta 노드 및 출력 단자(163a)의 전압들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됨

을 의미한다. 각 펌프단(PSa)의 Nta 노드의 전압이 상승하게 될 때, 각 펌프단(PSa)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

이트 단자의 전압은 앞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펌프단(PSa)의 Nta 노드의 전압과 함께 상승한다. 이러한 

동작은 각 Nta 노드 및 출력 단자(163a)의 전압들이 안정될 때 까지 수행될 것이다. 즉, 요구되는 출력 전압(Vpump)

이 얻어질 때 까지 펌프 동작이 수행될 것이다.

출력 전압(Vpump) 및 각 Nt 노드의 전압이 안정된 후에도 계속해서 펌프 동작이 요구되는 경우, 즉, 긴 시간(예를 들

면, 수백 ㎲ 이상) 동안 펌프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각 펌프단(PSa)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전압은, 제 1

전류 경로를 형성하는, 다이오드-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Mca)를 통해 Nta 노드로부터 전달되는 전하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 펌프단(PSa)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와 소오스 단자들의 전압차

는 펌프 동작이 수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각 펌프단(PSa)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전압의 상

승은 다이오드-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들(Mcb, Mcc) 및 커패시터(Cp)로 구성되는 제 2 전류 경로에 의해서 억제

될 수 있다. 즉, 각 펌프단(PSa)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단자로 유입되는 과다한 전하(또는 잉여 전하)는

, 제 1 클럭 신호(φ)가 하이 레벨이고 제 2 클럭 신호(/φ)가 로우 레벨일 때, 다이오드-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M

cb)를 통해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단자에서 다이오드-연결된 다이오드-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Mcc)

의 소오스 단자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제 1 클럭 신호(φ)가 로우 레벨이고 제 2 클럭 신호(/φ)가 하이 레벨이 될 때,

다이오드-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Mcc)의 소오스 단자로 전달된 잉여 전하는 Nta 노드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의 반복에 의해서 각 펌프단(PSa)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단자는 적절한 전압을 유지하게 된다. 즉,

펌프 동작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더라도, 각 펌프단(PSa)의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이트 단자는 계속해서 안정

된 전압을 유지하게 되어 안정된 출력 전압(Vpump)이 얻어질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전하 펌프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각 펌프단(PSa)의 PMOS 트랜지스터(

Mta)의 게이트와 소오스 단자들의 전압차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와는 달리 PMOS 

트랜지스터(Mcc)의 게이트 단자를 Nta 노드 대신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로서 사용되는 PMOS 트랜지스터(Mta)의 게

이트 단자에 연결할 수도 있다. 앞에서와 같이, 각 펌프단의 PMOS 트랜지스터들(Mca, Mcb, Mcc)의 벌크 단자들은 

다른 펌프단의 PMOS 트랜지스터들(Mca, Mcb, Mcc)의 벌크 단자들과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도 9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출력 전압(Vpump)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9에서, 참조 부호(VpumpG)는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라 얻어지는 출력 전압을 나타내며, 참조 부호(VpumpB)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각 펌프단의 제 2 전

류 경로가 없는 경우에 얻어지는 출력 전압을 나타낸다. 짧은 시간(예를 들면, 수십 ㎲ 이내) 동안 펌프 동작이 수행되

는 경우, 제 2 전류 경로에 관계없이 출력 전압(Vpump)은 일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펌프 동작이 긴 시간(예를 들

면, 수백 ㎲ 이상) 동안 계속해서 수행되면, 제 2 전류 경로를 갖지 않는 전하 펌프 회로의 출력 전압(VpumpB)은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반해서, 제 2 전류 경로를 갖는 전하 펌프 회로의 출력 전압(VpumpG)은

시간의 경과에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전하 펌프 회로의 펌프 용량 및 펌프 효율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도 10a 및 도 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출력 전압은 전

하 펌프 회로가 매우 낮은 전압(예를 들면, 2V 또는 그 보다 낮은 전원 전압)에서도 동작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펌

프 효율 을 갖게 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회로의 구성 및 동작을 상기한 설명 및 도면에 따라 도시하였지만,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

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전하 펌프 회로는 매우 낮은 전원 전압(예를 들면, 2V 또는 그 보다 낮은 전원 전압)에서 안정된 고

전압을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량의 급격한 감소없이 긴 시간(예를 들면, 수백 ㎲ 이상) 동안 목표로 하는 고

전압을 유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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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입력 전압을 받아들이는 입력 단자(162)와;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단자(163)와; 그리고

상기 입력 및 출력 단자들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복수 개의 펌프단들(PS)을 포함하고,

상기 각 펌프단(PS)은

게이트 단자, 제 1 단자, 제 2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구비하는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Mt)와;

상보적인 상태를 갖는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 중 대응하는 클럭 신호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 사

이에 연결되는 제 1 커패시터(Cc)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 및 상기 대응하는 클럭 신호 사이에 연결되는 제 2 커패시터(Ct)와; 그리고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서 게이트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제 2 단자들 사이에 전류 경로를 제공하는 장치(D1/D1a)을 포함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전원 전압 단자(161) 및 상기 입력 단자(162) 사이에 연결되고 제어 신호에 따라 온/오프되는 PMOS 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펌프단들 중 홀수 번째 펌프단들은 상기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φ, /φ) 중 하나의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

하고, 짝수 번째 펌프단들은 나머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전류 경로를 제공하는 장치는 PMOS 트랜지스터(D1/D1a)를 포함하고, 상기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하 전달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연결되

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를 갖는 벌크 단자를 가지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5.
입력 전압을 받아들이는 입력 단자(162)와;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단자(163)와; 그리고

상기 입력 및 출력 단자들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복수 개의 펌프단들(PS)을 포함하고,

상기 각 펌프단(PS)은

게이트 단자, 제 1 단자, 제 2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구비하는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Mt)와;

상보적인 상태를 갖는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 중 대응하는 클럭 신호와 상 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 사

이에 연결되는 제 1 커패시터(Cc)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 및 상기 대응하는 클럭 신호 사이에 연결되는 제 2 커패시터(Ct)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서 게이트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제 2 단자 사이에 전류 경로를 제공하는 제 1 장치(D1/D1a)와; 그리고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서 제 2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제 2 단자 사이에 전류 경로를 제공하는 제 2 장치(D2)를 포함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전원 전압 단자(161) 및 상기 입력 단자(162) 사이에 연결되고 제어 신호에 따라 온/오프되는 PMOS 트랜지스터(MP

0)를 더 포함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펌프단들 중 홀수 번째 펌프단들은 상기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φ, /φ) 중 하나의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

하고, 짝수 번째 펌프단들은 나머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장치는 제 1 PMOS 트랜지스터(Mc1)를 포함하고, 상기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연결된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를 가지는 벌크 단자를 갖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장치는 제 2 PMOS 트랜지스터(Mc2)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

스터의 제 2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를 갖는 벌크 단자를 구비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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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장치는 제 1 PMOS 트랜지스터(Mca)를 포함하고, 상기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와 제 1 단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연결된 제 2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를 가지는 벌크 단자를 갖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11.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장치는 제 3 커패시터와 제 2 및 제 3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 3 커패시터는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대응하는 클럭 신호가 아닌 클럭 신호와 상기 제 2 PMOS 트랜지

스터와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접속 노드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접속 노드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 단자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달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 단자와 제 2 단

자, 상기 접속 노드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로 구성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12.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장치는 제 3 커패시터와 제 2 및 제 3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 3 커패시터는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대응하는 클럭 신호가 아닌 클럭 신호와 상기 제 2 PMOS 트랜지

스터와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접속 노드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접속 노드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 단자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달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는 게이트 단자, 상기 접속 노드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연결되는 제 2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

로 구성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13.
입력 전압을 받아들이는 입력 단자(162)와;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단자(163)와;

전원 전압 단자(161) 및 상기 입력 단자(162) 사이에 연결되고 제어 신호에 따라 온/오프되는 PMOS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상기 입력 및 출력 단자들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복수 개의 펌프단들(PS)을 포함하고,

상기 펌프단들 중 홀수 번째 펌프단들은 상보적인 상태들을 갖는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어느 하나의 클럭 신호

에 응답하여 동작하고, 짝수 번째 펌프단들은 나머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하고;

상기 각 펌프단(PS)은

게이트 단자, 제 1 단자, 제 2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구비하는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Mt)와;

상기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대응하는 클럭 신호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 사이에 연결되는 

제 1 커패시터(Cc)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 및 상기 대응하는 클럭 신호 사이에 연결되는 제 2 커패시터(Ct)와; 그리고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서 게이트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제 2 단자 사이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

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를 갖는 벌크 단자를 가지는 PMOS 트랜지스터

(Mc1)를 포함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14.
입력 전압을 받아들이는 입력 단자(162)와;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단자(163)와;

전원 전압 단자(161) 및 상기 입력 단자(162) 사이에 연결되고 제어 신호에 따라 온/오프되는 PMOS 트랜지스터(MP

0)와; 그리고

상기 입력 및 출력 단자들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복수 개의 펌프단들(PS)을 포함하고,

상기 펌프단들 중 홀수 번째 펌프단들은 상보적인 상태들을 갖는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어느 하나의 클럭 신호

에 응답하여 동작하고, 짝수 번째 펌프단들은 나머지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하고;

상기 각 펌프단(PS)은

게이트 단자, 제 1 단자, 제 2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구비하는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Mt)와;

상기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대응하는 클럭 신호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 사이에 연결되는 

제 1 커패시터(Cc)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 및 상기 대응하는 클럭 신호 사이에 연결되는 제 2 커패시터(Ct)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서 게이트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제 2 단자 사이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

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를 갖는 벌크 단자를 가지는 PMOS 트랜지스터

(Mc1)와; 그리고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서 제 2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제 2 단자 사이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

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를 갖는 벌크 단자를 가지는 제 2 PMOS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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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지스터(Mc2)를 포함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15.
입력 전압을 받아들이는 입력 단자(162)와;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단자(163)와;

전원 전압 단자(161) 및 상기 입력 단자(162) 사이에 연결되고 제어 신호에 따라 온/오프되는 PMOS 트랜지스터(MP

0)와; 그리고

상기 입력 및 출력 단자들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복수 개의 펌프단들(PS)을 포함하고,

상기 각 펌프단(PS)은

게이트 단자, 제 1 단자, 제 2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구비하는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Mt)와;

상기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대응하는 클럭 신호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 사이에 연결되는 

제 1 커패시터(Cc)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 및 상기 대응하는 클럭 신호 사이에 연결되는 제 2 커패시터(Ct)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서 게이트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제 2 단자 사이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

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를 갖는 벌크 단자를 가지는 PMOS 트랜지스터

(Mca)와; 그리고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서 제 2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에 응답하

여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제 2 단자 사이에 제 3 커패시터와 제 2 및 제 3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

함하고,

상기 제 3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대응하는 클럭 신호가 아닌 클럭 신호와 상기 제 2 PMOS 트

랜지스터 및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접속 노드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접속 노드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 단자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달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 단자와 제 2 단

자, 상기 접속 노드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로 구성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16.
입력 전압을 받아들이는 입력 단자(162)와;

출력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 단자(163)와;

전원 전압 단자(161) 및 상기 입력 단자(162) 사이에 연결되고 제어 신호에 따라 온/오프되는 PMOS 트랜지스터(MP

0)와; 그리고

상기 입력 및 출력 단자들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복수 개의 펌프단들(PS)을 포함하고,

상기 각 펌프단(PS)은

게이트 단자, 제 1 단자, 제 2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구비하는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Mt)와;

상기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대응하는 클럭 신호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 사이에 연결되는 

제 1 커패시터(Cca)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 및 상기 대응하는 클럭 신호 사이에 연결되는 제 2 커패시터(Cta)와;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서 게이트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제 2 단자 사이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

달 트랜 지스터의 제 2 단자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를 갖는 벌크 단자를 가지는 PMOS 트랜지스

터(Mca)와; 그리고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서 제 2 단자로 전류가 흐르도록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제 2 단자들 사이에 제 3 커패시터와 제 2 및 제 3 P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고,

상기 제 3 커패시터는 상기 제 1 및 제 2 클럭 신호들 중 상기 대응하는 클럭 신호가 아닌 클럭 신호와 상기 제 2 PM

OS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의 접속 노드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접속 노드에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이트 단자와 제 2 단자, 상기 전하 전달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를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는 게이트 단자, 상기 접속 노드에

연결되는 제 1 단자,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의 제 2 단자에 연결되는 제 2 단자, 그리고 플로팅 상태의 벌크 단자

로 구성되는 전하 펌프 회로.

청구항 17.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 사이에 직렬 연결되는 복수 개의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전하 펌프 회로에 있어

서:

제 1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들 중 제 1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들 각각의 제 1 단자에서 제 2

단자로 소정 전압을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클럭 신호와 상보적인 위상을 갖는 제 2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들 중 제 2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들을 턴 오프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1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들 각각의 제 2 단자에서 게이트 단자로 소정의 전류를 전달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제 1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들 각각의 게이트 단자로 전달되는 전류를 대응하는 

제 2 단자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하 펌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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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들와 상기 제 2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들은 교대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하 

펌프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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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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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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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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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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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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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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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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