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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지 펌프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디바이스

요약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 정지시의 전류 소비를 삭감하고, 또한 복귀시의 최대전류를 출력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차지 펌프 회로를 제공한다. 차지 펌프 동작의 정지시에는, 차지 펌프 회로의 각 캐패시터 노드의 구동 전압이, 

전부 승압 노드의 전위에 가까운 전위로 고정된다. ENABLE 신호에 의한 차지 펌프 동작 정지의 제어에 의해, 통상 

하이 레벨/로우 레벨을 전달하는 발진기의 출력 신호가 무효가 되고, 이 시점에서 차지 펌프 회로는, 각 캐패시터 노

드에 역류 억제용의 동일 레벨을 전달한다. 즉, 승압 노드의 전위가 플러스의 전위이면 캐패시터 구동용의 하이 레벨

을 전달하고, 승압 노드의 전위가 마이너스의 전위이면 캐패시터 구동용의 로우 레벨을 전달한다. 본 발명의 차지 펌

프 회로는, 특히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판독, 기록, 소거 동작에 이용하는 전원 회로로서 바람직하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드레인, 게이트, 트랜지스터, 하이 레벨, 로우 레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2a는, 기판 상에 형성되는 다이오드 접속의 I-타입 트랜지스터의 각 전위점을 나타내는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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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조건에 있어서의 드레인 전압 VD에 대한 드레인 전류 ID의 특성 곡선을 도시한 도면.

도 3A는, 기판 상에 형성되는 I-타입 트랜지스터의 각 전위점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3B는, 도 3A에 나타낸 조건에 있어서의 게이트 전압 VG에 대한 드레인 전류 ID의 특성 곡선을 나타낸 도면.

도 4A는, 기판 상에 형성되는 I-타입 트랜지스터의 각 전위점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4B는, 도 4A에서 나타낸 조건에 있어서의 게이트 전압 VG에 대한 드레인 전류 ID의 특성 곡선을 나타낸 도면.

도 5a는,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의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액티브 상태로의 이행시에, 차지 펌프 동작의 초기 전압 특성

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도면.

도 5b는,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의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액티브 상태로의 이행시에 있어서의, 차지 펌프 동작의 초기 

전류 특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의 블록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의 검지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의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의 역류에 의한 승압 레벨 저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래와 비

교하여 도시한 도면.

도 10a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의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액티브 상태로의 이행시에 있어서의, 차지 펌프

동작의 초기 전압 특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b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의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액티브 상태로의 이행시에 있어서의, 차지 펌프

동작의 초기 전류 특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제2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의 응용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제3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전원 시스템을 도 시한 도면.

도 13은, 제3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판독, 기록/소거용 전원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제3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차지 펌프 회로의 온/오프 제어를 행하는 제어 회로의 구성

을 도시한 도면.

도 15는, 제3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레귤레이터 회로의 구

성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차지 펌프 회로

2: 발진기

3: 검지 회로

Qin, Qx(x는 1 내지 4): I-형 트랜지스터(진성)

Cx: 캐패시터

NAND1-3: NAND 게이트

IV1, IV11-IV15: 인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승압 전압을 생성하는 차지 펌프 회로에 관한 것이다. 특히, 차지 펌프 회로가 조립된 디바이스가 동작 정

지 중이거나 대기 중일 때에 저소비 전력이 요구되는 차지 펌프 회로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미세 가공 기술(microfabrication technology)과 전원 전압의 저전압화에 의해, 그 성능을 향상

시켜 왔다. 그 중에서 메모리 등의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메모리 셀 등에 인가하는 전압을 외부 전압과 동등하게 설정

할 수 없고, 칩 내부에 승압 회로(voltage boosting circuit), 소위 차지 펌프 회로를 갖는 것이 있다.

차지 펌프 회로에 의해, 칩 내부에서 승압된 전위는, 칩 정지시(칩 비활성시 : 스탠바이 상태)에 있어서도 유지된다. 

이것은,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액티브 상태로 변화한 직후에도, 액세스·타임 등의 칩 성능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스탠바이 상태에 있어서도, 승압 전위(boosted potential)를 유지하기 위해, 차지 펌프 회로는 항상 승압 

레벨을 감시하고, 내부 전위가 트랜지스터의 누설 등에 의해 전위 저하를 일으키면, 차지 펌프 동작을 자동적으로 제

어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내부 승압을 행하는 디바이스에서는, 스탠바이시에도 소비하는 전류(스탠바이

전류라고 칭함)는 제로는 되지 않는다.

최근, 이러한 내부 승압을 따르는 디바이스는, 휴대 기기 속에 조립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스탠바이 전류의 저감화의 

요구가 엄격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휴대 기기는 기본적으로 전지 구동이기 때문에, 비록 미소한 전류가 흐르더라도, 

디바이스의 대기 시간이 짧아지는 등, 그 기기의 성능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지 펌프 회로의 스탠바이 전류의 허용치는 보다 작아지고, 종래와 같은 스탠바이 전류치는 허용되지 않

게 된다. 이어서, 스탠바이 전류의 삭감의 관점으로부터,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등록특허  10-0383205

- 3 -

도 1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차지 펌프 회

로의 본체부는, 게이트·드레인을 공통 접속(다이오드 접속)한 트랜지스터 Qi(i는 자연수)의 드레인에, 캐패시터 Ci의

한쪽 전극이 접속된 회로로 구성된다.

이들 트랜지스터 Qi와 캐패시터 Ci로 이루어지는 회로 구성을 다수 직렬로 접속하고(이 예에서는 i가 1 내지 4), 각 

단의 캐패시터 Ci를, "H" 레벨(하이 레벨)/"L" 레벨(로우 레벨)과 교대로 구동함으로써 전하가 전송(transfer)된다.

Qin은 입력용 트랜지스터이고, Qi, Ci로 이루어지는 전류 통로의 출력단은 외부 전원 VDDO에 접속된다. 승압 출력 V

DDR은 최종단의 트랜지스터 Q4의 소스로부터 출력된다.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의 제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NAND 게이트 NAND1 및 NAND2에는, 각각 한쪽의 입력 단자에 인에이블 신호 ENABLE가 공급된다. NAND1의 

출력은, 인버터 IV1을 통해, 트랜지스터 Qin의 게이트로 공급된다.

NAND2의 다른 입력단에는 도시하지 않은 발진기의 출력 신호 OSC가 공급된다. NAND2의 출력은 2개의 path로 분

리되어 캐패시터 Ci를 교대로 구동한다. 즉 NAND2의 출력은, 인버터 IV2, IV3, IV4를 통해, 각각 캐패시터 C1과 C3

의 한쪽 전극으로 공급되고, 또한 NAND2의 출력은, 인버터 IV2, IV5를 통해, NAND1의 다른 전극과 캐패시터 C2, 

C4의 한쪽 전극에 각각 공급된다.

이 차지 펌프 회로는, ENABLE 신호가 "H" 레벨이 됨에 따라 활성화된다. ENABLE 신호가 "H" 레벨이 되면, NAND2

의 출력은, 발진기의 출력 신호 OSC("H"/"L" 레벨)를 전달한다. 또한, NAND1의 출력은, 인버터 IV1을 통해 인버터 I

V5의 출력을 전달하고, "H"/"L" 레벨의 타이밍 신호가 트랜지스터 Qin의 게이트에 부여된다.

전하 전송용의 트랜지스터 Qi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는 노드에 접속된 각 캐패시터 Ci는, 동작시 "H"/"L" 레벨이 교대

로 구동되고, 전하가 전송됨으로써 최종단의 트랜지스터 Q4에 승압 전위 VDDR을 얻을 수 있다.

전하 전송의 관점으로부터, 다이오드 접속의 트랜지스터 Qi의 임계치는, 가능한 한 0V에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차지 펌프 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Qin, Qi)에는, 기판 상에 채널·이온 주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

한 트랜지스터(intrinsic transistor : I-type transistor)가 사용된다. 기판 상의 I-타입 트랜지스터는, 채널부의 불순

물 농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임계치를 대략 0V로 할 수 있다.

도 2a는, 기판 상에 형성되는 다이오드 접속의 I-타입 트랜지스터의 각 전위점(each potential nodes)을 나타내는 회

로도이다. 도 2b는, 도 2a의 조건에서의 I-타입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 VD에 대한 드레인 전류 ID의 특성 곡선을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는, 기판 전위 VB는 접지 전위(VB=0V)로 한다. 드레인 전압 VD가 소스 전압 VS(게이트 전압 VG과 같음)보

다 작은 조건에서는, 주로 log 스케일(그래프 좌측의 스케일)을 참조하고, 드레인 전압 VD가 소스 전압 VS(게이트 전

압 VG와 같음)보다 큰 조건에서는 주로 선형 스케일(그래프 우측의 스케일)을 참조한다.

도 3A는, 기판 상에 형성되는 I-타입 트랜지스터의 각 전위점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3B는 도 3A에 도시된 조건

에서의, I-타입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 VC에 대한 드레인 전류 ID의 특성 곡선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의 화살표

로 나타낸 바와 같이, 상측의 곡선군은 그래프 좌측의 log 스케일을 참조하고, 하측의 곡선군은 그래프 우측의 선형 

스케일을 참조한다.

도 4A는, 기판 상에 형성되는 I-타입 트랜지스터의 각 전위점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4B는, 도 4A에서 나타내는 

조건에서의 게이트 전압 VG에 대한 드레인 전류 ID의 특성 곡선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의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

이, 상측의 곡선군은 그래프 좌측의 log 스케일을 참조하고, 하측의 곡선군은 그래프 우측의 선형 스케일을 참조한다.

도 1에 도시된 차지 펌프 회로가 액티브 상태로부터 스탠 바이 상태가 되고, 차지 펌프 동작이 정지했을 때의 차지 펌

프 회로 내부의 각 노드의 상태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차지 펌프 동작이 정지하는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ENABLE 신호가 "L" 레벨이 되고, 발진기의 출력 신호

OSC의 공급은 강제적으로 정지된다. 즉, 각 단의 캐패시터의 노드 N1 내지 N4는, 교대로 "H" 레벨 및 "L" 레벨이 된 

상태에서 정지한다.

도 2a,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단의 다이오드 접속 트랜지스터 Qi는, 백바이어스(backward bias)가 인가되어도, 

컷·오프 상태가 되지 않는다. 특히 VD가 10V에서는, VS(VG)가 1V일 때 20㎂ 가까운 전류가 흐른다.

또한, 도 3b 및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I-타입 트랜지스터는 그 임계치가 마이너스이고,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가 되어도 오프하지 않고 미소한 전류가 계속 흐른다. 즉, 도 1에 도시된 차지 펌프 회로는, 정지한 순간으로부터 각 

단의 트랜지스터 Qi를 통해 전하의 역류(reverse charge flow)가 발생한다. 이 역류 전하의 량은, 차지 펌프의 구동 

전압(VDDO)과 승압 전압(VDDR)의 차가 클수록 커진다.

이 역류 전하에 의한 승압 노드의 레벨 저하가 생기면, 상술한 바와 같이, 차지 펌프 회로는 전위를 보급하기 위해 동

작해야한다.

즉, 차지 펌프 회로에 있어서의 역류 전하의 존재는, 스탠 바이 전류의 증가요인이 되고, 이 역류 전하량은, 외부 전위

와 승압 전위의 레벨차가 클수록 커진다. 따라서, 최근의 외부 전위의 저 전압화와, 스탠바이 전류의 저감화의 요구를 

양립시키는 것은 매우 곤란해진다.

만약 역류 전하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트랜지스터의 컷·오프 특성을 개선하려고 하면, 도 4b에서, ID=10  -9 A에

대응하는 게이트 전압 VG의 값을, VG=0V 이상으로 시프트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 Vth

를 +0.5V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상술된 바와 같이, 채널 이온 주입 등으로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 Vth를 높이면, 백바이어스 효과(back bi

as effect)가 증대하고, 차지 펌프 동작에 있어서의 전류 공급 능력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현상에서는 I-

타입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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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가, 스탠 바이 상태로부터 액티브 상태로 이행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도

5a, 5B에 도시된 차지 펌프 동작의 초기 특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5A는, 재기동시에, 캐패시터 노드가 "H"/"L" 교대의 안정 레벨로 복귀하기까지의 추이를 나타내는 특성도이다. 도 

5B는, 재기동시에, 안정된 전류 공급에 복귀하기까지의 추이를 나타내는 특성도이다.

도 5a, 5b의 시간축으로 기간 A로서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캐패시터 노드가 승압 레벨로부터의 역류에 의해

적절한 레벨에 없기 때문에, 복귀시 "H" /"L" 레벨이 교대로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차지 펌프가 최대 전류를 출력

하기 까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실효적인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액티브 상태까지 이행하는 차지 펌프 동작의 기간 A를 단축할 수 없으면, 액티브하

게 된 직후에는, 칩 내부에서의 승압 전류의 소비를 차지 펌프 동작으로 보급할 수 없고, 따라서 액세스 타임 등의 칩 

성능을 보증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된 바와 같이,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는, 정지된 순간으로부터 각 단의 트랜지스터 Qi를 통해 용량 Ci로 전송되는

전하의 역류가 발생하고, 이 역류는, 각단의 트랜지스터 Qi로서, I-타입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한 저감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는, 스탠 바이시에 전하의 역류에 의한 승압 노드의 레벨 저하가 생기면, 전위를 보급하기

위해 동작해야 하므로, 전류 소비가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재기동시에, 차지 펌프 회로의 각 캐패시터의 노드가 승압 레벨로부터의 역류에 의해 적절한 레벨에 없기 때문

에, 안정된 전류 공급으로 복귀하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과제는, I-타입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또한 스탠바이시의 

역류를 억제할 수 있는 제어 방식을 갖는 차지 펌프 회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즉, 차지 펌프 동작의 정지시(디바이스의 스탠 바이시)에 있어서의 전류 소비를 삭감하고, 또한 복귀시에서의 차지 펌

프 동작의 출력 전류가 최대치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어 방식을 구비한 차지 펌프 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차지 펌프 회로는, 드레인 및 게이트가 상호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이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한쪽 전극이 접속된 접속 노드를 갖는 캐패시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복수단 직렬로 접속되고, 동작시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상호 인접하는 접속 노드에 부여되는 구동 전위가 교대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되는 회로를 포함하는

차지 펌프 회로에 있어서,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 정지시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접속 노드의 구동 전위가 모두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레벨에 가까운 동일 레벨로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차지 펌프 회로는, 외부로부터의 전원 전압을 입력 전압으로 하고, 불휘발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내부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메모리 셀 어레이에 있어서의 기억 데이터의 기록, 판독, 소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이용하는 전원 회로에 있어서 승압 전압을 출력하는 것으로,

상기 승압 전압은, 적어도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의 로우 디코더, 칼럼 디코더, 및 소스/웰 디코더 중 어느 하나에 입

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차지 펌프 동작 정지시에, 캐패시터의 구동 전위를, 차지 펌프 출력 레벨에 가까운 동일 레벨의 상

태로 나열함에 따라, 각 단에 접속된 게이트·드레인 공통 접속의 트랜지스터로부터의 역전류에 의한, 내부 승압 전

위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차지 펌프 동작의 초기에서, 각 단 사이의 캐패시터 구동 전압의 전압

차를 최저한 보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와, 그 제어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처음에 도 6을 

이용하여,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의 기본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에 도시된 차지 펌프 회로는, I-타입 트랜지스터 및 캐패시터로 이루어지는 차지 펌프 회로의 본체부(1)와, 발진

기(2)와, 검지 회로(3)로 구성된다.

차지 펌프 동작의 정지시(스탠바이시)에는, 차지 펌프 회로의 본체부(1)의 캐패시터 노드 N1 내지 N4의 구동 전압이,

모두 승압 노드의 전위 VDDR에 가까운 전압으로 고정된다.

즉, 캐패시터 노드 N1 내지 N4의 구동 전압이, 차지 펌프 동작의 정지시에, 역류 억제용의 동일 레벨로 되는 것에 특

징이 있다. 이 때, 승압 노드의 전위 VDDR이 플러스의 전위이면, 캐패시터 구동용의 "H" 레벨로 고정되고, VDDR이 

마이너스의 전위이면, 캐패시터 구동용의 "L" 레벨로 고정된다.

차지 펌프 동작의 정지시에, 통상 "H"/"L" 레벨을 전달하는 발진기(2)로부터의 OSC 신호가, ENABLE 신호에 의한 동

작 정지의 제어에 의해 무효가 된다. 이 시점에서 차지 펌프 회로는, 각 캐패시터 노드 N1 내지 4에 역류 억제용의 동

일 레벨을 전달한다.

물론, 스탠바이 상태에서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승압 노드가 기준 전위보다 낮아진다. 이 때, 검지 회로(3)가 ENABL

E 신호를 제어하고, 차지 펌프 동작을 재개시킨다. 승압 노드가 기준 전위에 달하면 검지 회로(3)가 ENABLE 신호를 

제어하고, 차지 펌프 동작을 정지시킨다. 이 때도 역류 억제용의 동일 레벨이 각 캐패시터 노드로 전달된다.

또, 검지 회로(3)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승압 노드의 전위 VDDR을 R1, R2로 저항 분할한 소정 전위

와, BGR(Band Gap Reference) 회로로부터의 기준 전위를 비교하는 비교기 COMP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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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지 회로(3)는, 급히 승압 전위를 보급해야하는 실동작에 비해, 스탠바이시에는 완만하게 승압 전위를 보급해

도 지장은 없으므로, 보다 저소비 전력을 우선하는 이유로부터, 실례 작용과 스탠바이용과의 2계통으로 회로를 나누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검지 회로(3)는 비교적 감도가 높은 실동작용의 것과, 비교적 감도가 낮은 스탠바이용의 것과

의 2계통의 회로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디바이스를 스탠바이 상태에서 정지시킬 때, 내부에 설치된 차지 펌프 회로 각 단의 캐패시

터의 구동 전위를 전부 승압 레벨에 가까운 "H" 레벨, 또는 "L" 레벨로 통일하고, 캐패시터의 접속 노드 N1 내지 N4를

전부 역류 억제 레벨과 동일하게 하여, 캐패시터의 구동을 정지시킨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번째로, 스탠바이 상태에서, 각 단에 접속된 게이트·드레인 공통 접속의 트랜지스터로부터의, 역류 전류에 의한 

내부 승압 전위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두번째로,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액티브 상태로 이행할 때, 차지 펌프 동작의 초기에서, 각 단사이에 캐패시터 구동 전

압의 전압차가 최저한 보증되기 때문에, 차지 펌프 회로가 최대 전류를 출력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어

서 이들 이점에 대해, 구체적인 회로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8은,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차지 펌프 회로의 본체

부는, 게이트·드레인을 공통 접속(다이오드 접속)한 I-타입의 트랜지스터 Qi의 드레인에, 캐패시터 Ci의 한쪽 전극

을 접속하고, 이것을 다수 직렬로 접속(이 예에서는 i가 1∼4)함으로써 구성된다.

각 단의 캐패시터 Ci를 "H"/"L" 레벨로 교대로 구동함으로써 전하가 전송된다. Qin은 입력용 트랜지스터이고, 전류 통

로의 입력단은 외부 전원 VDDO에 접속된다. 승압 출력 VDDR은 최종단의 트랜지스터 Q4의 소스로부터 출력된다.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제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NAND 게이트 NAND1, NAND2, NAND3의 한쪽 입력 단자

에는, 각각 인에이블 신호 ENABLE이 공급된다. NAND1의 출력은, 인버터 IV1을 통해, 상기 트랜지스터 Qin의 게이

트로 공급된다.

NAND2의 다른 입력 단자에는, 도시하지 않은 발진기의 출력 신호 OSC가 공급된다. NAND2의 출력은, 인버터 IV11

, IV12를 통해, 캐패시터 C1과 C3의 다른쪽의 전극으로 각각 공급된다.

NAND3의 다른 입력단에는, 인버터 IV13을 통해, 도시하지 않은 발진기의 출 력 신호 OSC의 반전 신호가 공급된다. 

NAND3의 출력은, 인버터 IV14, IV15를 통해, NAND1의 다른 전극으로 공급됨과 함께, 캐패시터 C2와 C4의 다른 

전극에 각각 공급된다.

도 8에 도시된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는, ENABLE 신호가 "H" 레벨이 됨에 따라 활성화된다. ENABLE 

신호가 "H" 레벨이 되면, NAND2, NAND3의 출력은 발진기로부터의 OSC 신호("H"/"L" 레벨)를 전달한다. 또한, NA

ND1의 출력은, 인버터 IV1을 통해, 인버터 IV15의 출력을 전달하고, "H"/"L" 레벨의 타이밍 신호가, 트랜지스터 Qin

의 게이트에 주어진다. 전하 전송용의 트랜지스터 Qi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는 노드에 접속된 각 캐패시터 Ci는, 동작

시 "H"/"L" 레벨이 교대로 구동되고, 전하가 전송됨으로써, 최종단의 트랜지스터 Q4로부터 승압 전위 VDDR이 출력

된다.

스탠바이시에는, ENABLE 신호는 "L" 레벨이 되고,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은 정지한다. 이 때, 발진기의 출력 신

호 OSC의 공급은 강제적으로 정지되지만, 도 8에 도시된 NAND 게이트와 인버터로 이루어지는 제어계의 동작에 따

라, 각 단의 캐패시터의 구동 전위는 전부 "H" 레벨이 되기 때문에, 노드 N1 내지 N4는 모두 "H" 레벨이 된 상태에서 

정지한다.

이 정지 제어에서는, 종래 "L" 레벨로 정지한 노드에의 역전류에 의한 충전 전하를 Q=C·V만큼 삭감할 수 있다. 여기

서, C는 각 단에서의 캐패시터 Ci의 용량치, V는 외부 전원 VDDO의 전압 레벨이다.

도 9는,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전단"H" 정지)의 역류 특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각 단"H"/"L" 교대로 정지)의 역류 특성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특성 비교도이다. 본 발

명의 회로는 종래에 비해 역류에 의한 승압 레벨의 저하가 2/3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에 따르면, 전원 전압의 저하와 스탠바이 전류 저감의 양립을, 보다 낮은 전

원 전압 범위에서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10a, 10b는, 도 8에 도시된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가,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액티브 상태로 이행할 때

의, 차지 펌프 동작 초기 특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차지 펌프 회로에서는, 도 5a, 도 5b를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캐패시터 노드가 승압 레

벨로부터의 역류에 의해 적절한 레벨에 없고, 스탠 바이 상태로부터 동작 상태로 복귀할 때, "H"/"L" 레벨이 교대로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차지 펌프가 최대 전류를 출력하기까지 기간 A를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에 따른 도 10A, 10B에 나타내는 특성도를 참조하면, 동작 개시 직후에는, 전부 "H" 레벨이던 도 8의 노드 N1

내지 N4가, "H"/"L" 레벨이 교대로 복귀하고, 각 단에 캐패시터 구동 전압 VDDO의 전위차가 확보된다.

이 상태로부터 차지 펌프 동작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차지 펌프가 최대 전류를 내보내기 시작하기까지의 도 10a, 10

b에 화살표한 기간 B가, 도 5a, 5b에서의 화살표한 기간 A와 비교하여, 대략 1/2로 단축된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의 

차지 펌프 회로에서는, 액티브 상태 직후에서의 칩 내부의 승압 전위의 손실을 단시간에 보급할 수 있으므로, 액세스

·타임 등의 칩 성능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제1 실시예의 차지 펌프 회로에 따르면, 반도체 디바이스를 스탠바이 상태에서 정지시킬 때, 각 단의 캐패

시터의 접속 노드를 모두 "H" 레벨로 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1) 스탠바이 중에 각 단에 접속된 게이트·드레인 공통 접속의 트랜지스터로부터의 역류 전류에 의한 내부 승압 전

위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 또한, 스탠바이 상태로부터 액티브 상태로 이행할 때, 차지 펌프 동작의 초기에서, 각 단사이의 캐패시터를 구동

하는 전압차 VDDO를 최저한 보증할 수 있으므로, 차지 펌프가 최대 전류를 출력하기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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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다.

또, 차지 펌프 동작 정지시에, 모든 캐패시터의 접속 노드를 동일 레벨로 하여, 전하의 역류를 억제하는 본 발명의 회

로 구성은, 도 6, 도 8 외에도 여러가지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마이너스의 승압 전위를 출력하는 차지 펌프 회

로에 대해서는, 차지 펌프 동작 정지시에, 모든 캐패시터의 접속 노드를, 동일 "L" 레벨로 하면 된다.

이어서, 도 11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제2 실시예에서는, 일례로서, 제1 실시예에서 설명

한 차지 펌프 회로를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전원으로서 응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11은, 제1 실시예의 차지 펌프 회로를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칩 내부의 블록 구성

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에 있어서, 메모리 셀 어레이(11) 내에는, 복수의 비트선 BL 및 워드선 WL (각각 1개만 도시)과, 부유 게이트, 

컨트롤 게이트, 소스 및 드레인을 지니고, 부유 게이트에 전자를 주입함으로써, 컨트롤 게이트로부터 본 임계치 전압

이 변화함으로써, 데이터의 프로그램(기록)과 데이터 소거가 전기적으로 행해지는 복수의 메모리 셀(플래시 셀: 1개

만 도시) MC가 설치되어 있다.

또, 각 메모리 셀 MC의 컨트롤 게이트는, 복수의 워드선 WL 중 1개에 접속되고, 드레인은 복수의 비트선 BL 중 하나

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각 메모리 셀 MC의 소스는, 예를 들면 비트선 단위, 워드선 단위, 또는 블럭 단위로 공통의 

소스선(도시하지 않음)에 접속되어 있다.

어드레스 버퍼(12)는,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를 받아 내부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한다. 어드레스 버퍼(12)에서 

발생되는 내부 어드레스 신호는, 로우 디코더(13), 칼럼 디코더(14), 소스/웰 디코더(15)로 각각 공급된다.

입출력 컨트롤 회로(17)는,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칩 인에이블 신호/CE, 기록 인에이블 신호/WE, 및 출력 인에이블 

신호/OE을 수취하여, 이들 입력 신호에 기초하여 내부 회로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칩 인에이블 신호/CE에 기초하는 제어 신호는, 어드레스 버퍼(12)로 공급되고, 어드레스 버퍼(12)에서는 

이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내부 어드레스 신호의 발생이 가능해진다. 또한, 출력 인에이블 신호/OE에 기초하는 제어 

신호는, 후술된 I/O 버퍼(21)로 공급되고, I/O 버퍼(21)에서는 이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출력이 가능해진다.

기록 인에이블 신호/WE에 기초하는 제어 신호는, 후술된 기록 회로에 공급되고, 기록 회로에서는 이 제어 신호에 기

초하여 데이터의 기록이 가능해진다.

상기 로우 디코더(13)는, 상기 내부 어드레스 신호(내부 로우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11)

내의 워드선 WL을 선택한다. 칼럼 셀렉터(18)는, 상기 칼럼 디코더(14)로부터의 디코드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메모

리 셀 어레이(11) 내의 비트선 BL을 선택한다.

상기 소스 디코더(15)는, 내부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11) 내의 소스선을 선택하고, 이 선택한 

소스선 또는 웰에 소정의 전압을 공급한다. 기록 회로(19)는, 데이터의 기록 시에,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11) 내의 선

택된 메모리 셀에 대해 기록 데이터를 공급하고, 데이터를 기록한다.

감지 증폭기 회로(S/A : 20)는, 데이터의 판독시에,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11) 내의 선택된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한다. I/O 버퍼(21)는, 데이터의 기록시에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데이터를 상기 기록 회로(19)에 공급

하고, 데이터의 판독 시에는, 상기 감지 증폭기(20)에서 감지되는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한다.

또한, 이 I/O 버퍼(21)에는 각 동작 모드, 즉 데이터의 기록/소거/판독의 각 동작 모드나, 복수의 모드 제품을 품종 전

개할 때의 제품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커맨드 데이터가 공급된다. 또한, 상기 I/O 버퍼(21)에는, 커맨드/사용자 인터

페이스 회로(22)가 접속되어 있다.

이 커맨드/사용자 인터페이스 회로(22)에는 입출력 컨트롤 회로(17)로부터 출력되는 제어 신호도 입력되어 있다. 이 

커맨드/사용자 인터페이스 회로(22)는, 상기 기록 인에이블 신호/WE가 활성화되는 타이밍 시에 I/O 버퍼(21)로부터 

입력되는 커맨드 데이터를 받는다.

그리고, 이 커맨드/사용자 인터페이스 회로(22)의 출력은 내부 컨트롤 회로(23)로 공급된다. 내부 컨트롤 회로(23)는,

상기 커맨드/사용자 인터페이스 회로(22)가 수취한 커맨드 데이터에 따른 내부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내부 제어 신호는 내부 전원/승압 회로(24)로 공급된다.

상기 내부 전원/승압 회로(24)는, 외부로부터의 전원 전압을 수취하고, 이 외부 전원 전압으로부터 내부 전원 전압이

나 차지 펌프를 이용한 승압 전압을 상기 내부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내부 전원 전

압/승압 전압은 동일 칩 내의 각 회로로 분배된다. 이 승압 회로(24)로서, 도 6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차지 펌프 회로와, 그 제어 회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서, 도 12∼15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제3 실시예에서는, 제2 실시예에서 설명한 불

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전원으로서의 차지 펌프 회로를 제어하는 전원 시스템에 대해 진술한다. 이 전원 시스템의

구체적 설명에 앞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메모리 셀의 판독, 기록, 및 소거 동작에 필요한 전압치에 대해 진

술한다. 도 12에 있어서, 1개의 메모리 셀 MC의 소스 S, 드레인 D, 게이트 G와 게이트 G에 접속된 워드선 WL이 도

시되어 있다.

데이터 판독 시에는, 메모리 셀 MC의 게이트 G (워드선 WL)에 승압 전위 5 V, 드레인 D에 1V, 소스 S에 0V를 인가

하고, 셀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 증폭기 S/A에서 검출한다. 기록 시에는, 워드선 WL에 승압 전위, 드레인 D에 5V, 소

스 S에 0V를 인가하고, 드레인 D, 소스 S사이에 발생하는 열 전자를 부유 게이트에 주입한다.

데이터 소거 후에는, 드레인 D를 오픈으로 하고, 워드선 WL에 -7V, 소스 S에 5V를 인가하고, 부유 게이트·소스 사

이의 고 전압에 의해 FN(Fowler-Nordheim) 터널링에 의해 전자를 방출시킨다.

도 12는, 메모리 셀에 대한 판독, 기록, 및 소거시의 전압 인가 시스템의 개략을 도시한 도면이다. 메모리 셀의 워드선

WL은, 행 디코더에 의해 구동된다. 이 디코더의 고전위 레벨은, 스위치 SW1에 의해, 판독 시에는 Vddr=5V, 기록 시

에는 Vsw=8V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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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디코더의 저전위 레벨은, 스위치 SW3에 의해, 소거 후에는 VBB=-7V에 접속된다. 이에 따라, 워드선 WL 즉 메모

리 셀 MC의 게이트 G에는, 판독 시에는 5V, 기록 시에는 8V, 소거시에는 -7V가 인가된다.

메모리 셀의 드레인 D는, 판독 시에는 감지 증폭기 S/A를 통해 1V가 인가되고, 기록 시에는 저항 LOAD에 접속되고,

이것을 통해 5V가 인가된다. 소거시에는 드레인 D는 오픈이 된다. 메모리 셀의 소스 S는, 소거 시에는 LOAD를 통해 

5V가 인가되고, 다른 모드에서는 접지된다. LOAD는, 스위치 SW2를 통해 Vdd와 차지 펌프 출력 Vddp에 접속된다.

도 13은, 판독용 전원(12a), 기록/소거용 전원(12b)의 구성예이다. 판독용 전원(12a) 및 기록/소거용 전원(12b)은, 예

를 들면 밴드 갭 기준 BGR(Band Gap Reference BGR) 회로를 이용한 기준 전위 발생 회로(320)의 출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레벨을 발생시킨다. 이 때, 원하는 레벨의 발생법에는, 다음 3개의 케이스가 있다. 즉,

케이스 l : 차지 펌프 회로를 온/오프 제어한다.

케이스 2 : 케이스 1에서 얻어지는 출력을 레귤레이터(regulator)로 더 제어한다.

케이스3 : 케이스 1에서 얻어진 출력과 정전위(예를 들면 VSS)를 스위치한다.

도 13에 있어서, 판독용 전원(12a) 및 기록/소거용 전원(12b)의 3개의 전원선 8b①∼③ 중 전원선 ②가 케이스 1에 

해당한다. 즉, 판독용 전원(12a) 및 기록/소거용 전원선(8b②)은, 차지 펌프 회로(CP라고 표시, 이하 동일)를 온/오프 

제어하는 제어 회로(322, 324b)와, 이들에 의해 제어되는 차지 펌프 회로(323, 325b)에 의해 구성된다.

이들 전원 회로에서는, 전원 레벨이 원하는 레벨 이하이면 차지 펌프 회로가 구동되고, 원하는 레벨에 달하면 차지 펌

프 회로는 동작을 정지한다고 하는 제어로 이루어진다.

기록/소거용 전원선(8b①)은, 케이스 2에 해당하고, 온/오프 제어 회로(324a)와, 이에 따라 제어되는 차지 펌프 회로(

325a), 및 차지 펌프 회로(325a)의 출력 레벨을 제어하는 레귤레이터(326)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8V의 기록 전압

과, 6.5V의 검증 판독용 전압을 이용하여 기록과 검증을 반복하는 자동 데이터 기록 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전압 제어에 레귤레이터 제어 회로(326)가 이용된다.

기록/소거용 전원선(8b③)은 케이스 3에 해당하고, 온/오프 제어용의 제어 회로(324c)와, 이에 따라 제어되는 마이너

스 전위용의 차지 펌프 회로(325c)(NCP라고 표시), 및 이 차지 펌프 회로(325c)의 출력을 스위치하는 스위치 회로(3

27)를 갖는다. 스위치 회로(327)는, 차지 펌프 회로(325c)가 동작하지 않을 때에, VSS를 출력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

다.

이상의 3계통의 기록/소거 전원은, 기록 상태 머신(write state machine : 321)에 의해 출력되는 오토 컨트롤(auto-c

ontro1) 신호에 의해, 기록/소거의 동작 모드에 따라 활성화된다.

도 14는, 도 13에 있어서의 차지 펌프의 온/오프 제어를 행하는 제어 회로(324a, 324b, 324c)(322도 동일)의 구성예

이다. 차지 펌프 회로(323, 325a, 325b, 325c)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 VCP를 저항 Rload와 Rref의 분압 회로에 

의해 검지하여, 이것과 기준 전압 Vref를 비교하는 연산 증폭기(331)를 이용하고 있다. 연산 증폭기(331)의 출력은 

버퍼(332)를 통해, 차지 펌프 인에이블 신호 CPENB로서 추출된다.

도 15는, 도 13에 있어서의 레귤레이터 회로의 일례이다. 레귤레이터 본체(260)는,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VCP를 레

벨 제어하여 추출하는 차동 회로 구성의 PMOS 트랜지스터 QP21, QP22, NMOS 트랜지스터 QN21, QN22와, 이것

을 출력 레벨에 따라 제어하기 위한 두개의 연산 증폭기 OP1, OP2를 갖는다.

출력 레벨은, 저항 Rload와 Rref의 분압 출력으로서 감시하고, 이것을 연산 증폭기 OP1, OP2로 귀환하여 소정의 전

압 레벨을 얻도록 하고 있다. 저항 Rload는 모드 신호 MODE1∼MODE4에 의해 제어되는 스위치(261)에 의해 전환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전원 레벨이 제어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차지 펌프 동작의 정지시에, 각 단의 캐패시터 노드의 모두를, 차지 펌프 출

력에 대한 역류 억제용의 레벨로 설정한다는 비교적 간단한 제어 회로의 구성으로, 전하 전송 효율이 양호한, 임계치 

전압 0.5V 이하의 I-타입 트랜지스터를 이용해도, 또한 차지 펌프 동작의 정지시의 전류 소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다.

또한, 복귀시의 차지 펌프 동작이 최대 전류를 출력하기 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디바이스의 저 전압화에도 대

응하는 것이 가능한, 차지 펌프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차지 펌프 회로는, 제2, 제3 실시예에 설명된 바와 같이, 특히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판독, 기

록, 소거 동작, 및 자동 기록과 검증 판독에 이용하는 전원 회로로서 바람직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드레인 및 게이트가 상호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상기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한쪽 전극이 접속된 접속 노드를 갖는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회로부가 복수단 직렬로 접속되고, 동작시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상호 인접하는 접속 노드에 

인가되는 전위가 교대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되는 복수단의 회로부를 포함하는 차지 펌프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 정지시에,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전압이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접속 노드의 전위가 하이 레벨로 고정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 정지시에, 상기 출력 전압을 소정값으로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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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은 0.5V 이하인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4.
드레인 및 게이트가 상호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상기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한쪽 전극이 접속된 접속 노드를 갖는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회로부가 복수단 직렬로 접속되고, 동작시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상호 인접하는 접속 노드에 

인가되는 전위가 교대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되는 복수단의 회로부를 포함하는 차지 펌프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 정지시에,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전압이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상기 차지 펌프 회

로의 출력 전압에 의해 유발되는 역전류(reverse current)를 억제하기 위해, 상기 각 캐패시터의 접속 노드의 전위가 

하이 레벨로 설정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 정지시에, 상기 출력 전압을 소정값으로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은 0.5V 이하인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7.
드레인 및 게이트가 상호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상기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한쪽 전극이 접속된 접속 노드를 갖는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회로부가 복수단 직렬로 접속되고, 동작시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상호 인접하는 접속 노드에 

인가되는 전위가 교대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되는 복수단의 회로부를 포함하는 차지 펌프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 정지시에,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전압이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접속 노드의 전위가 하이 레벨로 고정되며,

상기 차지 펌프 회로는 외부로부터의 전원 전압을 입력 전압으로 수신하고, 반도체 기억 장치의 내부 제어 신호에 기

초하여, 상기 반도체 기억 장치의 메모리 셀 어레이에 있어서의 기억 데이터의 기록, 판독 및 소거 중 적어도 어느 하

나에 이용되는 전원 회로에 있어서의 승압 전압(boosted voltage)을 출력하며,

상기 승압 전압은,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의 로우 디코더, 칼럼 디코더, 및 소스/웰 디코더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입

력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회로는, 상기 전원 회로의 승압 전압이 소정값 미만인 때에 상기 차지 펌프 회로를 구동하

는 온/오프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억 장치는 불휘발성 기억 장치이고,

상기 기억 데이터의 기록 또는 소거에 이용되는 상기 전원 회로는, 상기 전원 회로의 승압 전압의 값을 제어하는 레귤

레이터 회로를 더 포함하고, 자동 기록(automatic write)과 검증 판독(verify read)을 반복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 데이터의 기록 또는 소거에 이용되는 상기 전원 회로는, 소정의 네가티브의 승압 전압을 

출력하는 것이며, 상기 소정의 네가티브의 승압 전압과 소정의 전압간을 전환하는 전환 회로(switch circuit)를 더 포

함하고,

상기 전환 회로는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이 정지하는 동안,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을 상기 소정의 전압으로

전환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억 장치는 불휘발성 기억 장치인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12.
드레인 및 게이트가 상호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상기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한쪽 전극이 접속된 접속 노드를 갖는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회로부가 복수단 직렬로 접속되고, 동작시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상호 인접하는 접속 노드에 

인가되는 전위가 교대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되는 복수단의 회로부를 포함하는 차지 펌프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 정지시에,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전압이 네가티브인 경우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접속 노드의 전위가 로우 레벨로 고정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13.
드레인 및 게이트가 상호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상기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한쪽 전극이 접속된 접속 노드를 갖는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회로부가 복수단 직렬로 접속되고, 동작시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상호 인접하는 접속 노드에 

인가되는 전위가 교대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되는 복수단의 회로부를 포함하는 차지 펌프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 정지시에,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전압이 네가티브인 경우에는, 상기 차지 펌프 회

로의 출력 전압에 의해 유발되는 역전류를 억제하기 위해, 상기 각 캐패시터의 접속 노드의 전위가 로우 레벨로 설정

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14.
드레인 및 게이트가 상호 접속된 트랜지스터와, 상기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한쪽 전극이 접속된 접속 노드를 갖는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회로부가 복수단 직렬로 접속되고, 동작시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상호 인접하는 접속 노드에 

인가되는 전위가 교대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되는 복수단의 회로부를 포함하는 차지 펌프 회로를 포함하고,



등록특허  10-0383205

- 9 -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동작 정지시에, 상기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전압이 네가티브인 경우에는, 상기 각 캐패시터의

접속 노드의 전위가 로우 레벨로 고정되며,

상기 차지 펌프 회로는 외부로부터의 전원 전압을 입력 전압으로 수신하고, 반도체 기억 장치의 내부 제어 신호에 기

초하여, 상기 반도체 기억 장치의 메모리 셀 어레이에 있어서의 기억 데이터의 기록, 판독 및 소거 중 적어도 어느 하

나에 이용되는 전원 회로에 있어서의 승압 전압을 출력하며,

상기 승압 전압은,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의 로우 디코더, 칼럼 디코더, 및 소스/웰 디코더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입

력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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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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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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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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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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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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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a

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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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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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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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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