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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선된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개선된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N채널 MOSFET의 스위치 회로도.

제2도는 종래의 붙스트래핑 캐패시터가 사용된 다이나믹램의 워드선 신호 발생기회로도.

제3도는 제2도의 동작설명을 위한 파형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

제5도는 제4도의 Vcc 레벨 감지기 회로의 실시예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메모리셀                               2 : Vcc 레벨 감지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신뢰성  개선을  위한  붙스프래핑  레벨  조정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DRAM에서,  워드선 전
달  경로에  생성되는  붙스트래핑  동작점의  전압에  따라  붙스트래핑  레벨이  변화되도록  구성한  개선된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MOSFET는  문턱전압  손실을  갖고  있으므로,  N채널  MOSFET가  스윗치도  사용될  경우에는 
Vcc(즉,  논리상태  1)의  전달이  Vcc-Vth(단,  Vth는  MOSFET의  문턱전압)에  그치고,  P채널의  경우에는 
접지(논리상태  0)의  전달이  ｜Vth｜에  그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MOSFET의  게이트  전압을 
드레인  전압보다  적어도  Vth  이상  높여주거나(N  채널  MOSFET인  경우),  ｜Vth｜  이상  낮추어 주거나
(P채널  MOSFET의  경우)하는  붙스트래핑(Bootstrapping)동작이  이용된다.  이는  게이트  및  소스단자 
양단에  강제로  캐패시터를  인가하거나,  또는  MOSFET  자체의  버랙터(Voltage-Variable  Capacitor)를 
이용한다(후자를 Self-boostrapping 이라함).

제1도를  참조하면,  N채널  MOSFET인  경우  붙스트래핑 효율은 에  의해 결정된
다.  여기서 CGS 는  게이트,  소스간의  캐패시터이고,  Cpara는  게이트단의  기생캐패시터이며 CGD 는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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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드레인 단자간의 캐패시터이다. 

이러한  붙스트래핑은  특히  다이내믹  램덤  억세스  메모리(DRAM)의  워드선  전압  발생기에  이용되는데, 
이는  메모리  셀에  완전히  Vcc  전압을  저장하기  위해서이다(N채널  억세스  MOSFET의  경우).  이때 워드
선  전달  경로에는  붙스트래핑된  전위를  다시  충분히  전달하기  위한  이중  붙스트래핑  동작점이 생기
게  되어,  이점은  PN  접합부나  게이트절연층  양단에  큰  전위차를  인가하게  된다.  이는  6V  이상의 높
은  Vcc에서  더욱  심화되어  신뢰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의  개선으로 붙스트래
핑 레벨을 Vcc 값에 따라 변화되도록한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에 관한 것이다.

제2도는  다이내믹램  주변회로에서  붙스트래핑이  필히  사용되고  있는  워드선  신호  발생기  회로이며, 
제3도는  제2도의  동작설명을  위한  파형도이다.  제2도는  N채널  MOSFET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발생
기인데 ψ1 점은  주변회로내의  워드선  신호  발생점이고,  N채널  MOSFET  Q1과  Q2는  열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열어드레스  데코더의  워드선  신호  전달회로이다.  그리고 점ψ5 는  열어드레스에  의해  호출된 

워드선과  연결되는  점이다.  드레인과  소오스  단자가  접속된  MOSFET  캐패시터 CBOOST 는  워드선  신호 붙

스트래핑을 수행하는 캐패시터이고, 제어신호ψ2는 붙스트래핑 동작을 위해 공급되는 신호이다.

제3도의  파형도에서  보듯이 t=T1 인  점에서  워드선신호, ψ1 이  OV에서  Vcc로  전이하면  전달  MOSFET Q

의  셀프-붙스트래핑  효과에  의해 (t＜T1 에서  이미 Q1 의  게이트  전극에서  Vcc-Vth Q2 의  전압이 전달되

어 Q1 을  ON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워드선  15로  완전한  Vcc가  전달된다.  메모리셀(1)로의  완전한 

Vcc  전달을  위해 t=T2 에서  붙스트래핑  동작신호 ψ2 가  활성화되어  워드선  신호점 ψ1 에는 C BOOST  및 

Cpara에  의해  결정되는 효율 에  따라  붙스트래핑이  일어나고, Q1 은  다시  이 전
이상태에  따라  붙스트래핑  영향을  받는다.  이로써  붙스트래핑된  워드선  신호  레벨이  다시  완전히 워
드선  15로  전달될  수  있다.  Q1의  게이트  전극은  이중으로  붙스트래핑  영향을  받게되므로  이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MOSFET Q2의 PN 접합 및 MOSFET Q1의 게이트 절연층에 높은 전위차가 

유기된다.  예를들어  Vcc=7V에서 ψ1 의  붙스트래핑  효율을  40%, Q1 의  셀프-붙스트래핑  효율을  40%라고 

가정하면 t=T2 에  MOSFET Q1 의  게이트  전극에는  15V  이상이  유도되므로  기판전압  VBB가  -2.5V라면  PN 

접합 및 게이트 절연층간 전위차는 17.5V에 이르므로 대단히 취약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Vcc  레벨(제2도의 ψ1 점)을  감지하여  붙스트래핑 효율 을 

Vcc에  종속되도록함으로써  높은  Vcc에서  제2도의  점 ψ4 에  유기되는  이중  붙스트래핑  전압을  낮추는 

개선된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개선된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에  의하면,  붙스트래핑  동작점 ψ1 으로부터  각각 병렬접

속되는  MOSFET  캐패시터 C BOOST  내지 C4 와,  상기  각각의  MOSFET  캐패시터 C BOOST  내지 C4 로부터  제각기 

직렬접속되는  시간지연  및  신호반전용  NOT  게이트 G 1  내지 G4 와,  상기  NOT  게이트 G1 으로부터 직렬접

속되고,  자체의  두입력단자는  제어신호 ψ2 를  공급받는  NAND  게이트 G5 와,  상기  각각의  NOT  게이트 

G 2  내지 G4 로부터  직렬접속되고  자체의  한  입력단자는  상기  제어신호 ψ2 를  공급받고,  나머지  다른 

입력단자는  Vcc  레벨감지기에  접속되는  NAND  게이트 G 6  내지 G8 과,  상기  각각의  NOT  게이트 G 2 내지 

G4 의  나머지  한  단자로부터  각각의  직렬접속된  각각의  레벨감지회로  2A,  2B  및  2C로  구성되어 각각

이  붙스트래핑이  생성되는  점이  Vcc  레벨을  감지하여  원하는  논리적  신호를  출력하는  Vcc  레벨 감지
기를  구비하여,  그로인하여  상기  제어신호 ψ2 와  Vcc  레벨감지기의  출력을  합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개선된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에  의하면,  상기  Vcc  레벨감지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Vcc 
레벨감지회로는,  상기  붙스트래핑  동작점 ψ1 으로부터  제각기  접속되고  자체의  각각의  게이트  및 드

레인  단자가  서로  접속되어  있는  MOSFET Q 3  내지 Q6 와,  상기  MOSFET Q6 로부터  직렬연결되고  자체의 

게이트  단자는  상기  MOSFET Q 4  및 Q5 의  직렬접속점에  연결된  MOSFET Q7 과,  자체의  입력단자는  상기 

MOSFET Q 6  및 Q7 의  직렬접속점으로부터  접속되고  그의  출력단자는  상기  NAND  게이트 G 6  내지 G8 의 나

머지 한 입력단자에 접속된 NOT 게이트 G9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도 내지 제3도는 서두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기로 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붙스트래핑 레벨조정회로로서 제5도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2도의 ψ1 점으로부터  MOSFET  캐피시터 CBOOST , C2 , C 3  및 C4 가  병렬접속된다.  상기  MOSFET  캐패시터 

CBOOST는  전술한 제2도의 것과 동일한데, NOT  게이트 G 1  및 두입력 단자가 접속된 NAND  게이트 G5를 경

유해 제3도의 제어신호 ψ2를 공급받도록 접속된다.

상기 캐패시터 C2 , C 3  및 C4는 NOT  게이트 G2 , G 3  및 G4를 각기 경유하는데, 그의 한입력 단자는 상기 

제어신호 ψ2 를  공급받고,  다른  입력단자는  다시  제2도의 ψ1 점으로부터  접속되어,  Vcc  레벨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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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레벨감지기(2)에  접속되는  NAND  게이트 G6 , G 7  및 G8 의  각  출력단자에  접속되도록  구성된다. 또

한,  상기  Vcc  레벨감지기(2)는  상기 ψ1 점의  Vcc  레벨을  각기  감지하는  Vcc  레벨감지회로  2A  내지 

2C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의  동작을  각  전압구간에  따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1) Vcc＜6.0V인 경우

제2도의 ψ1 점의  전위(Vcc)가  6.0V  보다  작으면,  상기  Vcc  레벨  감지기(2)의  출력선  A,B  및  C는 모

두  논리적  “고”상태가  된다.  따라서,  상기  MOSFET  캐패시터 C2 , C 3  및 C4 는  제어신호 ψ2 의  제어를 

받게 되므로, 모두 붙스트래핑 캐패시터로 작용된다. 따라서 붙스트래핑 효율 Beff는,

 

가 된다.

2) 6.0V≤Vcc＜7.0V인 경우

상기 ψ1 점의  전위가  이  전압구간이면,  상기  Vcc  레벨감지기(2)의  A  출력선은  논리적 “저”저상태

이며  B  및  C  출력선은  논리적“고”  상태가  된다.  따라서,  상기  캐패시터 C2 는  차단되고,  나머지는 

전술한 구간과 같은 동작을 하게된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붙스트래핑 효율 Beff는 

가 된다. 

3) 6.5V≤Vcc＜7.0V인 경우

상기 ψ1 점의  전위가  이  전압구간이면,  상기  Vcc  레벨  감지기의 A  및  B  출력선의 논리적 “저”상태

가 된다.  따라서,  상기  캐패시터 C 2 및 C3 는  차단되고,  C  출력선만이 논리적 “고”상태가 되어 상기 

캐패시터 C4가 붙스트래핑 캐패시터로 작용한다. 따라서 붙스트래핑 효율 Beff는, 

가 된다.

4) Vcc＞7.0V인 경우

상기 ψ1 점의  전위가  이구간이면  상기  Vcc  레벨감지기의  출력선  모두가  논리적  저상태가  되어  상기 

캐패시터 C 2  내지 C4 가  차단되고  단지 CBOOST 만이  붙스트래핑  캐패시터로  작용한다.  즉  이구간에서 붙

스트래핑 효율 Beff는,

이 된다.

단  상기  제(2)항에서  캐패시터 C2 는  기생캐패시터  Cpara와  병렬관계이며,  상기  제(3)항에서 C 2  및 C3

는  상기  기생캐패시터  Cpara와  병렬관계이고,  상기  제(4)항에서 C 2  내지 C4 는  상기  기생캐패시터 

Cpara와 병렬관계이다.

 상기 각  구간에 대한 설명과 같이 Vcc  전압레벨에 따라 붙스트래핑 전압을 결정하는 붙스트래핑 효
율이 변하게 된다. 즉 Vcc가 높아질수록 붙스트래핑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 

예를들어 CBOOST =0.5, C2 =0.3, C3 =0.15  및 C3 =0.05라고 하고 Cpara가 0.25 CBOOST라 하면 위 설명의 각 구

간에  대해  Beff가  (1)  구간에서는  0.8,  (2)구간에서는  0.56,  (3)구간에서는  0.44,  (4)구간에서는 
0.4가 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Vcc  전압이  높아질수록  붙스트래핑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  효율조정을 붙스트래
핑  캐패시터  계수  조정으로  실현함으로써,  취약한  PN  접합이나  게이트  절연층안에  걸리는 최대전위
차를 조작가능하다.

제5도는  제4도의  Vcc  레벨감지기(2)회로의  실시예로도로서  본  발명에서는  도면의  간략화를  위해 한
회로만  도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제5도와  동일한  구성이고,  단지  MOSFET의  게이트  전극폭이  다른 회로
가 3개 필요하다. 

구성을  살펴보면,  감지하고자  하는  단자(즉  제2도의 ψ1 점으로  그  전위가  Vcc이다)로부터  게이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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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인 단자가 접속된 MOSFET   Q 3  내지 Q6 는  직렬접속되어 있다.  상기 MOSFET Q6 는  MOSFET Q7 을 경유

해  접지됨과  동시에  ,  NMOSFET와  PMOSFET로  구성된  NOT  게이트 G9 를  경유해  제4도의  출력단자(A,B 

또는 C)와 접속되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  NOT  게이트 G9 의  게이트  단자는  상기  MOSFET Q 3  및 Q4 의  직렬접속점에  연결구성된다. 상

기 MOSFET Q 3  및 Q6의 게이트 전극폭은 WN1이며 Q의 것은 WN2라면, WN 2  대 WN1의 비로서 상기 Vcc 전압

이 분배되어 상기 NOT  게이트 G9에서 반전된다. 즉, 상기 MOSFET Q 3 및 Q4의 접속점 전위가 임의로 설

정된  전위  이상일때  MOSFET Q7 이  도통되게  함으로써  Vcc  레벨을  감지하여  NOT  게이트 G9 에서  감지된 

전압이 반전된다.

그런데 NOT  게이트 G9는  PMOSFET  및  NMOSFET로  구성되어 그들의 게이트 전극폭 Wp  및  Wn의  비에  따

라 반전레벨이 결정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붙스트래핑되는  전압을  Vcc  레벨에  의하여  조정하여  줌으로써  특히  이중 붙스트래
핑이 일어나는 점의 취약점을 보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신뢰성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에  있어서,  붙스트래핑  동작점 ψ1 으로부터  각각  병렬접속되는  MOSFET 캐

패시터 C BOOST 내지 C4 와,  상기  각각의  MOSFET  캐패시터 C BOOST 내지 C4 로부터  제각기  직렬접속되는 시간

지연 및  신호반전용 NOT  게이트 G 1  내지 G4 와,  상기  NOT  게이트 G1 으로부터 직렬접속되고,  자체의 두

입력단자는 제어신호 ψ2 를  공급받는 NAND  게이트 G5 와,  상기 각각의 NOT  게이트 G 2 내지 G4 로부터 직

렬접속되고  자체의  한  입력단자는  상기  제어신호 ψ2 를  공급받고,  나머지  다른  입력단자는  Vcc 레벨

감지기에 접속되는 NAND  게이트 G 6  내지 G8과,  상기 각각의 NOT  게이트 G 2  내지 G4의  나머지 한 단자

로부터  각각이  직렬접속된  각각의  레벨감지회로  2A,  2B  및  2C로  구성되어  붙스트래핑이  생성되는 점
의  Vcc  레벨을  감지하여  원하는  논리적  신호를  출력하는  Vcc  레벨을  감지기를  구비하여,  그로인하여 
상기  제어신호 ψ2 와  Vcc  레벨감지기의  출력을  합성하여  붙스트래핑  레벨이  조정되도록  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개선된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Vcc  레벨감지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Vcc  레벨감지회로는,  상기  붙스트래핑 동
작점 ψ1 으로부터  제각기  접속되고  자체의  각각의  게이트  및  드레인  단자가  서로  접속되어  있는 

MOSFET Q 3  내지 Q6 와,  상기  MOSFET Q6 로부터  직렬연결되고  자체의  게이트  단자는  상기  MOSFET Q 4  및 

Q5 의  직렬접속점에 연결된 MOSFET Q7 과,  자체의  입력단자는 상기  MOSFET Q 6  및 Q7 의 직렬접속점으로부

터 접속되고 그의 출력단자는 상기 NAND  게이트 G 6  내지 G8의  나머지 한 입력단자에 접속된 NOT 게이

트 G9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붙스트래핑 레벨 조정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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