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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펌프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에서는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는 외부 전원 전압 EXVDD(예를 들면, 1.8V)에 의해 구

동되어, 포지티브 전압 VPC(예를 들면, 2.4V)를 생성한다.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는 포지티브 전압 VPC에

의해 구동되어, 소거 동작 등의 내부 구동 시에 워드선에 필요한 마이너스 전압 VNA(예를 들면, -9.2V)를 생성한다. 따라

서,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는, 외부 전원 전압 EXVDD(예를 들면, 1.8V)에 의해 구동되어 온 종래에 비해, 펌

프의 단수가 적어져서, 회로의 면적이 저감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펌프 회로, P채널 MOS 트랜지스터, N채널 MOS 드라이버, 클럭 드라이버, 차지 펌프, 인버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의 개략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한 분주 회로 및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도 2에 도시한 검출 회로(52)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4는 도 2에 도시한 클럭 드라이버(53)의 단위 회로의 구성을 상세히 도시하는 회로도.

도 5는 도 4에 도시한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7)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8)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나타내는 회

로도.

도 6은 도 4에 도시한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5, 87)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6, 88)의 배치를 설명하기 위한 레

이아웃 도면.

도 7은 도 2에 도시한 차지 펌프(65)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8은 도 7에 도시한 차지 펌프의 노드 N31∼N40의 전위를 리세트하기 위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9는 도 7에 도시한 차지 펌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임차트.

도 10은 도 1에 도시한 메모리부의 비트선 BL 및 워드선 WL의 전위 변화를 도시하는 타임차트.

도 11은 도 1에 도시한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2는 도 11에 도시한 차지 펌프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13은 도 11에 도시한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임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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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도 12에 도시한 캐패시터(175)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 단면도.

도 15는 도 12에 도시한 캐패시터(211)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 단면도.

도 16은 도 1에 도시한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의 차지 펌프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17은 도 1에 도시한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6)의 차지 펌프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18은 도 1에 도시한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

도 19는 도 18에 도시한 외부 인가 선택 회로에 대응하는 간략 회로 블록도.

도 20은 도 19에 도시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임차트.

도 21은 도 18에 도시한 외부 인가 선택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임차트.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변경예 1을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변경예 2를 도시하는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변경예 3을 도시하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변경예 4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203 : 클럭 발생 회로

2, 4 : 기준 전위 발생 회로

3 : 분주 회로부

11 :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

12, 13 :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

14 :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

15∼17 :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

21, 22 : 입력 단자

23∼28 : 외부 인가 선택 회로

29∼33 : 리세트 회로

34∼37, 60, 371 : 선택 회로

38 : 기입 회로

39 : 워드선 드라이버

40 : 웰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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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소스 드라이버

42 : 메모리부

51, 61, 181, 331, 333∼336, 372, 373, 391 : 인버터

52, 62 : 검출 회로

53, 54, 63, 64, 204 : 클럭 드라이버

55, 56, 65, 66, 205 : 차지 펌프

57, 58, 67, 68 : AND 회로

59 : 분주 회로

71, 72 : 저항 소자

73 : 비교 회로

74 : 정전류원

81∼84, 105∼115 : 스위치 회로

85, 87 :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

86, 88 :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

91, 92, 95, 96, 101, 103, 182, 183, 281∼285, 341∼348, 351∼359, 381∼384 : P채널 MOS 트랜지스터

93, 94, 97, 98, 102, 104, 131∼151, 184, 185, 191∼200, 215, 216, 361∼367, 385, 386, 401, 402 : N채널 MOS 트

랜지스터

121 : N웰 영역

122 : P웰 영역

123, 124 : P MOS 영역

125, 126 : N MOS 영역

161∼180, 211∼214, 217, 261∼270, 291∼294 : 캐패시터

201 : 액티브용 검출 회로

202 : 스탠바이용 검출 회로

221, 231 : P 기판

222, 232 : N웰

223, 224, 233, 234 : N+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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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게이트

235 : 플로팅 게이트

236 : 컨트롤 게이트

241, 271 : 레벨 시프터

251∼260 : 다이오드

332 : 버퍼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차지 펌프 회로 및 클럭 드라이버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기적 소거 및 전기적 재기입이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인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워드선 및 비트선이 각 동작 모드에 따라

서로 다른 전위가 된다. 예를 들면, 워드선은 리드 시에 5.5V가 되고, 프로그램 동작 시에 9.7V가 되고, 데이터 소거 시에

는 -9.2V가 된다. 비트선은 리드 시에 0.7V가 되고, 프로그램 동작 시에 5.1V가 된다. 또한, 웰 전위는 리드 시에 0V가 되

고, 프로그램 동작 시에 -0.9V가 된다. 그래서, 단일의 외부 전원 전압(예를 들면, 1.8V)으로부터 각 동작 모드에서 필요

한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서 각종 펌프 회로가 설치된다.

종래의 네거티브 전압을 생성하는 펌프 회로에서는 펌프 회로가 비활성으로 되어 있을 때에, 펌프 회로를 구성하는 P채널

M0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의 전위를 리세트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이 경우, 2회째 이후의 펌프 동작에서도 네거티

브 전압 발생 속도가 저하되지 않는다(예를 들면, 일본특개2002-032987호 공보 참조).

또한, 종래의 펌프 회로에서는 스탠바이 사이클 시 및 액티브 사이클 시에 동작하는 펌프 모듈을 공유하는 것도 제안되어

있다. 이 경우, 스탠바이 사이클용 회로와 액티브 사이클용 회로를 따로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로의 점유 면적

이 저감된다(예를 들면, 일본특개평07-111093호 공보 참조).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최근, 반도체 장치의 한층 더한 소면적화가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반도체 장치에서는 펌프 회로의 점유 면적의 저

감이 충분히 달성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소면적의 반도체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에서는, 제1 진폭 전압인 제1종 클럭 신호에 의해서 구동되어, 소정의 전위를 생성하는 제1 차

지 펌프 회로와, 제1종 클럭 신호의 제1 진폭 전압을 제1 진폭 전압보다도 크고 소정의 전위에 따른 제2 진폭 전압으로 변

환한 제2종 클럭 신호를 출력하는 진폭 변환 회로와, 제2종 클럭 신호에 의해서 구동되는 제2 차지 펌프 회로가 설치된다.

따라서, 제2 차지 펌프의 펌프 단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의 면적이 저감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반도체 장치에서는 반도체 장치의 내부 회로가 동작하는 액티브 시에 펌프 동작을 행하는 제1

차지 펌프 회로와, 출력 노드가 제1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노드에 접속되고, 반도체 장치의 내부 회로의 대기 상태인 스탠

바이 시에 펌프 동작을 행하는 제2 차지 펌프 회로와, 입력 노드가 제1 및 제2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노드에 접속되고, 액

티브 시 및 스탠바이 시에 펌프 동작을 행하는 제3 차지 펌프 회로가 설치된다. 따라서, 제3 차지 펌프 회로가 액티브 시 및

스탠바이 시에 공유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치의 면적이 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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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반도체 장치는 클럭 드라이버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에서, 전원 전위가 제1 레벨의 사양인 경

우에 클럭 신호를 전달하고, 전원 전위 노드와 기준 전위 노드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제1 도전 형식의 제1 트랜지스터 및

제2 도전 형식의 제2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제1 인버터를 갖는 제1 클럭 드라이버 회로와, 전원 전위가 제1 레벨보다 낮

은 제2 레벨의 사양인 경우에 클럭 신호를 전달하고, 전원 전위 노드와 기준 전위 노드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고, 게이트 절

연막이 각각 제1 및 제2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절연막보다도 얇은 제1 도전 형식의 제3 트랜지스터 및 제2 도전 형식의 제

4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제2 인버터를 갖는 제2 클럭 드라이버 회로가 설치된다. 여기서, 전원 전위가 제1 레벨인 경우에

는 제3 및 제4 트랜지스터의 각각의 게이트 전극과 드레인 전극이 소스 전극에 접속되고, 전원 전위가 제2 레벨인 경우는

제3 및 제4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이 제2 인버터의 입력 노드에 공통 접속됨과 함께, 제3 및 제4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극이 제2 인버터의 출력 노드에 공통 접속된다. 따라서, 제1 및 제3 트랜지스터를 동일 웰 영역 내에 형성할 수 있기 때

문에, 반도체 장치의 면적이 저감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 특징, 국면 및 이점은,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이해되는 본 발명에 관한 아래의 상세한 설명으

로부터 명확하게 될 것이다.

<실시예>

도 1에서, 본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는 클럭 발생 회로(1), 기준 전위 발생 회로(2, 4), 분주 회로부(3), 통상 동작용 포지티

브 펌프 회로(11),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17), 입력 단자(21, 22),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28), 리세트 회로(29∼33), 선택 회로(34∼37), 기입 회로

(38), 워드선 드라이버(39), 웰 드라이버(40), 소스 드라이버(41) 및 메모리부(42)를 구비한다.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는 단일의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에 의해서 구동된다.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17)는 구동용 포지티

브 펌프 회로(14)로부터의 전위 VPC(예를 들면, 2.4V)에 의해서 구동된다.

클럭 발생 회로(1)는 각 펌프 회로에 필요한 클럭 신호 CLK를 생성한다. 기준 전위 발생 회로(2)는 각 펌프 회로에 필요한

기준 전위 VREF를 생성한다. 분주 회로부(3)는 클럭 발생 회로(1)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를 분주하여 클럭 신호 CLKD

를 출력한다. 기준 전위 발생 회로(4)는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에 필요한 기준 전위 VREFS를 생성한다.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는 기준 전위 VREFS를 입력받고, 예를 들면 리드 동작 등의 통상 동작 시에 워드선에

필요한 포지티브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생성한다.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는 클럭 신호 CLKD 및 기

준 전위 VREF를 입력받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 동작 등의 내부 동작 시에 비트선에 필요한 포지티브 전위 VPB(예를 들면,

5.1V)를 생성한다.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는 클럭 신호 CLK 및 기준 전위 VREF를 입력받고, 예를 들면 프

로그램 동작 등의 내부 동작 시에 워드선에 필요한 포지티브 전위 VPW(예를 들면, 9.7V)를 생성한다.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는 클럭 신호 CLK 및 기준 전위 VREF를 입력받고, 포지티브 전위 VPC(예를 들면, 2.4V)

를 생성하여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17)에 공급한다.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는 클럭 신호 CLK

및 기준 전위 VREF를 입력받고, 예를 들면 소거 동작 등의 내부 동작 시에 워드선에 필요한 네거티브 전위 VNA(예를 들

면, -9.2V)를 생성한다.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6)는 클럭 신호 CLK 및 기준 전위 VREF를 입력받고, 예를 들

면 프로그램 동작 등의 내부 동작 시에 워드선 드라이버(39)에 필요한 네거티브 전위 VNB(예를 들면, -0.5V)를 생성한다.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7)는 클럭 신호 CLK 및 기준 전위 VREF를 입력받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 동작 등의 내

부 동작 시에 웰에 필요한 네거티브 전위 VNC(예를 들면, -0.9V)를 생성한다.

입력 단자(21, 22)에는 외부 전위 VEX가 공급된다.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는 입력 단자(21)로부터의 외부 전위 VEX 및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로부터의 전위 VPP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출력한다. 외부 인가 선택 회로(24)는

입력 단자(21)로부터의 외부 전위 VEX 및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로부터의 전위 VPB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

여 출력한다.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는 입력 단자(21)로부터의 외부 전위 VEX 및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로

부터의 전위 VPW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출력한다. 외부 인가 선택 회로(26)는 입력 단자(22)로부터의 외부 전위 VEX

및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로부터의 전위 VNA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출력한다. 외부 인가 선택 회로(27)

는 입력 단자(22)로부터의 외부 전위 VEX 및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6)로부터의 전위 VNB 중 어느 한쪽을 선

택하여 출력한다. 외부 인가 선택 회로(28)는 입력 단자(22)로부터의 외부 전위 VEX 및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

(17)로부터의 전위 VNC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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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트 회로(29)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가 비활성인 경우에,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의 출력 전위를 외부

인가 선택 회로(24)의 출력 노드에 공급하는 리세트 동작을 행한다. 리세트 회로(30)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

(13)가 비활성인 경우에,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의 출력 전위를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의 출력 노드에 공급하는 리세트

동작을 행한다. 리세트 회로(31)는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가 비활성인 경우에, 외부 인가 선택 회로(26)의 출

력 노드를 접지 전위(0V)로 하는 리세트 동작을 행한다. 리세트 회로(32)는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6)가 비활성

인 경우에, 외부 인가 선택 회로(27)의 출력 노드를 접지 전위(0V)로 하는 리세트 동작을 행한다. 리세트 회로(33)는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7)가 비활성인 경우에, 외부 인가 선택 회로(28)의 출력 노드를 접지 전위(OV)로 하는 리세트

동작을 행한다.

선택 회로(34)는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 25)의 출력 전위 및 접지 전위(0V)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워드선 드라이버

(39)에 공급한다. 선택 회로(35)는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 25)의 출력 전위 및 접지 전위(0V)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웰 드라이버(40) 및 소스 드라이버(41)에 공급한다. 선택 회로(36)는 외부 인가 선택 회로(26, 27)의 출력 전위 및 접지 전

위(0V)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워드선 드라이버(39)에 공급한다. 선택 회로(37)는 외부 인가 선택 회로(26, 28)의 출력

전위 및 접지 전위(0V)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웰 드라이버(40) 및 소스 드라이버(41)에 공급한다.

기입 회로(38)는 외부 인가 선택 회로(24)의 출력 전위를 입력받고, 메모리부(42)의 비트선 BL에 동작 모드에 따른 소정의

전위를 공급한다. 워드선 드라이버(39)는 선택 회로(34, 36)의 출력 전위를 입력받고, 메모리부(42)의 워드선 WL에 동작

모드에 따른 소정의 전위를 공급한다. 웰 드라이버(40)는 선택 회로(35, 37)의 출력 전위를 입력받고, 메모리부(42)의 웰

에 동작 모드에 따른 소정의 전위를 공급한다. 소스 드라이버(41)는 선택 회로(35, 37)의 출력 전위를 입력받고, 메모리부

(42)의 소스선 SL에 동작 모드에 따른 소정의 전위를 공급한다. 메모리부(42)는 데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복수의 메모리 셀

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리드 동작 시에는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로부터의 전위 VPP(예를 들면, 5.5V)가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 선택 회로(34) 및 워드선 드라이버(39)를 통해 메모리부(42)의 워드선 WL에 공급된다. 메모리부(42)의 웰에는

선택 회로(37)로부터의 접지 전위(0V)가 웰 드라이버(40)를 통해 공급된다. 또한, 메모리부(42)의 소스선 SL에는 선택 회

로(37)로부터의 접지 전위(OV)가 소스 드라이버(41)를 통해 공급된다.

프로그램 동작 시에서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로부터의 전위 VPW(예를 들면, 9.7V)가 외부 인가 선택 회

로(25), 선택 회로(34) 및 워드선 드라이버(39)를 통해 메모리부(42)의 워드선 WL에 공급된다. 또한, 내부 동작용 포지티

브 펌프 회로(12)로부터의 전위 VPB(예를 들면, 5.1V)가 외부 인가 선택 회로(24) 및 기입 회로(38)를 통해 메모리부(42)

의 비트선 BL에 공급된다. 또한,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7)로부터의 전위 VNC(예를 들면, -0.9V)가 외부 인가

선택 회로(28), 선택 회로(37) 및 웰 드라이버(40)를 통해 메모리부(42)의 웰에 공급된다. 또한, 메모리부(42)의 소스선 SL

에는 선택 회로(35)로부터의 접지 전위(OV)가 공급된다.

소거 동작 시에서는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로부터의 전위 VNA(예를 들면, -9.2V)가 외부 인가 선택 회로

(26), 선택 회로(36) 및 워드선 드라이버(39)를 통해 메모리부(42)의 워드선 WL에 공급된다. 메모리부(42)의 웰에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로부터의 전위 VPW(예를 들면, 7.5V)가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 선택 회로(35) 및 웰 드

라이버(40)를 통해 공급된다. 또한, 메모리부(42)의 소스선 SL에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로부터의 전위

VPW(예를 들면, 7.5V)가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 선택 회로(35) 및 소스 드라이버(41)를 통해 공급된다. 또한, 내부 동

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출력 전위 VPW 레벨은 동작 상태에 따라 전환된다(예를 들면, 프로그램 동작 시에는

9.7V가 되고, 소거 동작 시에는 7.5V가 된다).

도 2에서, 분주 회로부(3)는 분주 회로(59) 및 선택 회로(60)를 포함한다.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는 인버터

(51), 검출 회로(52), 클럭 드라이버(53, 54), 차지 펌프(55, 56) 및 AND 회로(57, 58)를 포함한다.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는 인버터(61), 검출 회로(62), 클럭 드라이버(63, 64), 차지 펌프(65, 66) 및 AND 회로(67, 68)를 포함한다.

분주 회로(59)는 활성화 신호 EN1이 활성화 레벨인 「H」 레벨인 경우, 클럭 발생 회로(1)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를 분

주(주파수를 저감)하여 클럭 신호 CLK1를 생성한다. 한편, 활성화 신호 EN1이 비활성화 레벨인 「L」 레벨인 경우, 클럭

발생 회로(1)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를 그대로 클럭 신호 CLK2로서 출력한다. 선택 회로(60)는 활성화 신호 EN1이 활성

화 레벨인 「H」 레벨인 경우, 분주 회로(59)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1을 선택하여 클럭 신호 CLKD로서 출력한다. 한편,

활성화 신호 EN1이 비활성화 레벨인 「L」 레벨인 경우, 분주 회로(59)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2를 선택하여 클럭 신호

CLKD로서 출력한다. 인버터(51)는 클럭 신호 CLKD의 논리 레벨을 반전하여 출력한다. 인버터(61)는 클럭 신호 CLK의

논리 레벨을 반전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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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서, 이 검출 회로(52)는 저항 소자(71, 72), 비교 회로(73) 및 정전류원(74)을 포함한다. 출력 노드 N1로부터의 전위

VPB는 저항 소자(71, 72)에 의해 분압되고, 분압 전위 VPBD로서 비교 회로(73)의 네거티브 입력 단자에 공급된다. 비교

회로(73)의 포지티브 입력 단자에는 전위 VPB 목표 레벨에 상응하는 전위인 기준 전위 VREF가 공급된다. 비교 회로(83)

의 접지 단자와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는 정전류원(74)이 접속된다.

비교 회로(73)는 분압 전위 VPBD를 기준 전위 VREF와 비교하고, 분압 전위 VPBD가 기준 전위 VREF보다도 낮은 경우

에는 출력 검지 신호 PEB를 「H」 레벨로 하고, 분압 전위 VPBD가 기준 전위 VREF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출력 검지 신

호 PEB를 「L」 레벨로 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검출 회로(52)는 기준 전위 발생 회로(2)로부터의 기준 전위 VREF 및

출력 노드 N1로부터의 전위 VPB에 기초하여, 검지 신호 PEB를 AND 회로(57, 58)에 출력한다.

도 2로 돌아가, 검출 회로(62)의 구성 및 동작은 도 3에 도시한 검출 회로(52)와 마찬가지이고, 기준 전위 발생 회로(2)로

부터의 기준 전위 VREF 및 출력 노드 N2로부터의 전위 VPW에 기초하여, 검지 신호 PEW를 AND 회로(67, 68)에 출력한

다.

AND 회로(57, 58)는 외부로부터의 활성화 신호 EN2, 및 검출 회로(52)로부터의 검지 신호 PEB를 입력받는다. AND 회로

(57)의 출력 신호는 클럭 드라이버(53)에 공급되고, AND 회로(58)의 출력 신호는 클럭 드라이버(54)에 공급된다. AND 회

로(67)는 외부로부터의 활성화 신호 EN3, 및 검출 회로(62)로부터의 검지 신호 PEW를 입력받는다. AND 회로(67)의 출

력 신호는 클럭 드라이버(63)에 공급된다. AND 회로(68)는 외부로부터의 활성화 신호 EN4, 및 검출 회로(62)로부터의 검

지 신호 PEW를 입력받는다. AND 회로(68)의 출력 신호는 클럭 드라이버(64)에 공급된다.

클럭 드라이버(53)는 AND 회로(57)의 출력 신호가 「H」 레벨인 경우에 활성화되어, 분주 회로부(3)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D를 전류 증폭하고, 4상 클럭 신호ΦA1~ΦA4를 생성하여 차지 펌프(55)에 공급한다. 한편, AND 회로(57)의 출력 신

호가 「L」 레벨인 경우에는 비활성화되어, 분주 회로부(3)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D를 전달하지 않는다.

도 4에서, 이 클럭 드라이버(53)의 단위 회로는 스위치 회로(81∼84),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5, 87)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6, 88)을 포함한다.

스위치 회로(81∼84)는 외부로부터의 선택 신호 SEL에 의해서 제어된다. 선택 신호 SEL은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낮

은 경우(예를 들면, 1.8V)에 「L」 레벨이 되고,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높은 경우(예를 들면, 3.0V)에 「H」 레벨이

된다. 스위치 회로(81)는 선택 신호 SEL이 「L」 레벨인 경우, 접지 전위 GND의 라인과 노드 N12를 접속한다. 한편, 선택

신호 SEL이 「H」 레벨인 경우, 노드 N11과 노드 N12를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82)는 선택 신호 SEL이 「L」 레벨인 경

우, 출력 노드 N14와 출력 노드 N18을 분리한다. 한편, 선택 신호 SEL이 「H」 레벨인 경우, 출력 노드 N14와 출력 노드

N18을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83)는 선택 신호 SEL이 「L」 레벨인 경우, 노드 N11과 노드 N15를 접속한다. 한편, 선택

신호 SEL이 「H」 레벨인 경우, 접지 전위 GND의 라인과 노드 N15를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84)는 선택 신호 SEL이

「L」 레벨인 경우, 출력 노드 N17과 출력 노드 N18을 접속한다. 한편, 선택 신호 SEL이 「H」 레벨인 경우, 출력 노드

N17과 출력 노드 N18을 분리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5)은 P채널 MOS 트랜지스터(91, 92) 및 복수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1)를 포함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6)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93, 94) 및 복수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2)를 포함한다. P채

널 MOS 트랜지스터(101)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2)의 수는 동일하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91, 92)는 각각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과 노드 N13 사이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

스터(93, 94)는 노드 N13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91) 및 N채널 MOS 트

랜지스터(94)의 게이트는 모두 노드 N12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92)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93)의 게이

트는 모두 AND 회로(57)의 출력 신호를 입력받는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1)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2)는 외

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1)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2)의 복수조는 각각 인버터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복수의 인버터는 노드 N13과 출력 노드 N14 사이

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7)은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 96) 및 복수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3)를 포함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8)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 98) 및 복수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4)를 포함한다. P채

널 MOS 트랜지스터(103)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4)의 수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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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채널 MOS 트랜지스터(95, 96)는 각각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과 노드 N16 사이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

스터(97, 98)는 노드 N16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 및 N채널 MOS 트

랜지스터(98)의 게이트는 모두 노드 N15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96)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의 게이

트는 모두 AND 회로(57)의 출력 신호를 입력받는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3)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4)는 외

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3)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4)의 복수조는 각각 인버터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복수의 인버터는 노드 N16과 출력 노드 N17 사이

에 직렬 접속된다.

또한, P채널 MOS 트랜지스터(91, 92, 101)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93, 94, 102)는 산화막이 두껍고,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높은 경우(예를 들면, 3V)에 적합하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 96, 103)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

98, 104)는 산화막이 얇고,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낮은 경우(예를 들면, 1.8V)에 적합하다. 이와 같이, 산화막이 두꺼

운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트랜지스터군(85, 86)과 산화막이 얇은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트랜지스터군(87, 88)을 형성

하고,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레벨에 따라 트랜지스터군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즉,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높은 경우(예를 들면, 3V)에는 선택 신호 SEL이 「H」 레벨이 되고, 클럭 신호 CLKD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5)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6)으로 구성되는 복수단의 인버터를 통해, 출력 노드 N18로

부터 클럭 신호 ΦA1로서 출력된다. 한편,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낮은 경우(예를 들면, 1.8V)에는 선택 신호 SEL이

「L」 레벨이 되고, 클럭 신호 CLKD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7)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8)으로 구성되는 복

수단의 인버터를 통해, 출력 노드 N18로부터 클럭 신호 ΦA1로서 출력된다.

도 5는 도 4에 도시한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7)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8)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도시하는 회

로도이다. 도 5를 참조하여,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 96, 103)의 게이트에 스위치 회로(105, 107, 112)가 형성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95, 96, 103)의 드레인에 스위치 회로(106, 108, 113)가 형성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

104)의 드레인에 스위치 회로(109, 114)가 형성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 98, 104)의 게이트에 스위치 회로(110,

111, 115)가 형성된다. 스위치 회로(105∼115)는 선택 신호 SEL에 의해서 제어된다.

선택 신호 SEL이 「L」 레벨인 경우(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낮은 경우), 스위치 회로(105)는 노드 N15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의 게이트를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06)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의 드레인과 노드 N16을 접속한

다. 스위치 회로(107)는 AND 회로(57)의 출력 노드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96)의 게이트를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

(108)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96)의 드레인과 노드 N16을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09)는 노드 N16과 N채널 MOS 트

랜지스터(97)의 드레인을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10)는 AND 회로(57)의 출력 노드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의 게

이트를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11)는 노드 N15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98)의 게이트를 접속한다. 따라서, AND 회로

(57)의 출력 신호가 「H」 레벨인 경우에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96)가 비도통이 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가

도통하기 때문에, 노드 N15에 전달된 클럭 신호는 논리 레벨이 반전되어 노드 N16에 공급된다. AND 회로(57)의 출력 신

호가 「L」 레벨인 경우에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96)가 도통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가 비도통이 되기 때문

에, 노드 N16이 「H」 레벨에 고정되고, 노드 N15에 전달된 클럭 신호는 노드 N16에는 전달되지 않는다.

한편, 선택 신호 SEL이 「H」 레벨인 경우(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높은 경우), 스위치 회로(105)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의 게이트를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06)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의

드레인과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을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07)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96)의 게이트를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08)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96)의 드레인과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을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09)는 접지 전위 GND의 라인과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의 드레인을 접속

한다. 스위치 회로(110)는 접지 전위 GND의 라인과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의 게이트를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11)

는 접지 전위 GND의 라인과 N채널 MOS 트랜지스터(98)의 게이트를 접속한다.

이와 같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 96)의 소스와 드레인과 게이트가 모두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에 접속된다.

또한,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의 드레인과 게이트,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98)의 소스와 게이트가 모두 접지 전위

GND의 라인에 접속된다. 따라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 96)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97, 98)는 비도통이 되어,

높은 외부 전원 전위 EXVDD에 의해서 MO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선택 신호 SEL이 「L」 레벨인 경우(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낮은 경우), 스위치 회로(112)는 노드 N16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3)의 게이트를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13)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3)의 드레인과 노드 N2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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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14)는 노드 N21과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4)의 드레인을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15)는 노드

N16과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4)의 게이트를 접속한다. 따라서, 노드 N16에 전달된 클럭 신호는 논리 레벨이 반전되

어 노드 N21에 공급된다.

한편, 선택 신호 SEL이 「H」 레벨인 경우(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높은 경우), 스위치 회로(112)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3)의 게이트를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13)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3)

의 드레인과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을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14)는 접지 전위 GND의 라인과 N채널 MOS 트랜

지스터(104)의 드레인을 접속한다. 스위치 회로(115)는 접지 전위 GND의 라인과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4)의 게이트

를 접속한다.

이와 같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3)의 소스와 드레인과 게이트가 모두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에 접속된다.

또한,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4)의 소스와 드레인과 게이트가 모두 접지 전위 GND의 라인에 접속된다. 따라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3)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4)는 비도통이 되어, 높은 외부 전원 전위 EXVDD에 의해서 MOS 트

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이상과 같은 구성에 의해,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7)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8)에 포함되는 MOS 트랜지스터

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높은 경우에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MOS 트랜지스터에 인가되지 않도록 스위칭되기

때문에, M0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여기서는 스위치 회로(81∼84, 105∼115)가 선택 신호 SEL에 의해서 전환되는 스위치 회로인 경우에 대해 설명했

지만, 스위치 회로(81∼84, 105∼115)는 마스크를 바꿈으로써 AL(알루미늄) 배선 경로가 전환되는 전환 회로이어도 된

다.

도 6은 도 4에 도시한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5, 87)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6, 88)의 배치를 설명하기 위한 레

이아웃도이다. 도 6에서, N웰 영역(121)은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에 접속되고, P웰 영역(122)은 접지 전위 GND

의 라인에 접속된다.

N웰 영역(121)에는 PMOS 영역(123, 124)이 배치된다. PMOS 영역(123)에는 도 4에 도시한 P채널 MOS 트랜지스터(91,

92) 및 복수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1)가 배치된다. PMOS 영역(124)에는 도 4에 도시한 P채널 MOS 트랜지스터

(95, 96) 및 복수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103)가 배치된다.

P웰 영역(122) 상에는 NMOS 영역(125, 126)이 배치된다. NMOS 영역(125)에는 도 4에 도시한 N채널 MOS 트랜지스터

(93, 94) 및 복수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2)가 배치된다. NMOS 영역(126)에는 도 4에 도시한 N채널 MOS 트랜지스

터(97, 98) 및 복수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104)가 배치된다.

종래의 클럭 드라이버에서는 N웰 영역(121)이 2개로 분리되고, PMOS 영역(123)과 PMOS 영역(124)은 서로 다른 N웰

영역 위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7)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8)에 스위치 회로

(105∼115)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높을 때, 노드 N15가 「L」 레벨로 되

기 때문에,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가 도통한다. 이와 같이, 산화막이 얇은 P채널 MOS 트랜지스터(95)가 높은 외부 전

원 전위 EXVDD를 입력받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열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PMOS 영역(123)이 배치되는 N웰 영역

과 PMOS 영역(124)이 배치되는 N웰 영역을 분리하고 있었다. 이에 의해, PMOS 영역(123)이 배치되는 N웰 영역에는 높

은 외부 전원 전위 EXVDDH를 인가하고, PMOS 영역(124)이 배치되는 N웰 영역에는 낮은 내부 전원 전위 EXVDDL을 인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의 경우, 2개의 N웰 영역의 경계 부분에 스페이스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클럭 드라이버

의 레이아웃 면적이 커져 있었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7)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군(88)에 스위치 회로(105∼115)를 형

성하고, 1개의 N웰 영역(121) 상에 PMOS 영역(123, 124)을 배치한다. 따라서, 클럭 드라이버의 레이아웃 면적이 저감된

다.

또한, 도 6에 도시한 레이아웃도는 도 4에 도시한 클럭 드라이버(53)의 단위 회로의 트랜지스터의 배치를 도시하는 도면으

로, 클럭 드라이버(53)에는 이 단위 회로가 복수 설치된다. 예를 들면, 차지 펌프(55)가 10단 구성인 경우, 이 단위 회로는

펌프부의 단 수의 2배, 즉 20개 설치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클럭 드라이버의 단위 회로마다의 레이아웃 면적이 저

감된 결과, 클럭 드라이버 전체의 레이아웃 면적이 대폭 저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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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다시 참조하면, 클럭 드라이버(54, 63, 64)의 구성 및 동작은 클럭 드라이버(53)와 마찬가지이다. 클럭 드라이버

(54)는 AND 회로(58)의 출력 신호가 「H」 레벨인 경우에 활성화되어, 인버터(51)의 출력 클럭 신호를 전류 증폭하고, 4

상 클럭 신호 /ΦA1∼/ΦA4를 생성하여 차지 펌프(56)에 공급한다. 한편, AND 회로(58)의 출력 신호가 「L」 레벨인 경우

에는 비활성화되어, 인버터(51)의 출력 클럭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다. 클럭 드라이버(63)는 AND 회로(67)의 출력 신호가

「H」 레벨인 경우에 활성화되어, 클럭 발생 회로(1)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를 전류 증폭하고, 4상 클럭 신호

ΦB1∼ΦB4를 생성하여 차지 펌프(65)에 공급한다. 한편, AND 회로(67)의 출력 신호가 「L」 레벨인 경우에는 비활성화

되어, 클럭 발생 회로(1)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를 전달하지 않는다. 클럭 드라이버(64)는 AND 회로(68)의 출력 신호가

「H」 레벨인 경우에 활성화되어, 인버터(61)의 출력 클럭 신호를 전류 증폭하고, 4상 클럭 신호 /ΦB1∼/ΦB4를 생성하

여 차지 펌프(66)에 공급한다. 한편, AND 회로(68)의 출력 신호가 「L」 레벨인 경우에는 비활성화되어, 인버터(61)의 출

력 클럭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다.

차지 펌프(55)는 클럭 드라이버(53)로부터의 클럭 신호 ΦA1∼ΦA4에 의해서 구동되어, 전위 VPB를 생성하여 출력 노드

N1에 공급한다. 차지 펌프(56)는 클럭 드라이버(54)로부터의 클럭 신호 /ΦA1∼/ΦA4에 의해서 구동되어, 전위 VPB를 생

성하여 출력 노드 N1에 공급한다. 차지 펌프(65)는 클럭 드라이버(63)로부터의 클럭 신호 ΦB1∼ΦB4에 의해서 구동되어,

전위 VPW를 생성하여 출력 노드 N2에 공급한다. 차지 펌프(66)는 클럭 드라이버(64)로부터의 클럭 신호 /ΦB1∼/ΦB4에

의해서 구동되어, 전위 VPW를 생성하여 출력 노드 N2에 공급한다.

여기서, 차지 펌프(65)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7에서, 이 차지 펌프(65)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131∼151) 및 캐패시터(161∼180)를 포함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131∼140)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과 노드 N51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N채널 MOS 트

랜지스터(131∼140)의 게이트는 각각 노드 N31∼N40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141∼150)는 각각 노드

N41∼N50과 노드 N31∼N40 사이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141∼150)의 게이트는 각각 노드 N42∼N51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151)는 그 드레인 및 게이트가 노드 N51에 접속되어, 다이오드를 구성하고 있다. N채

널 MOS 트랜지스터(151)의 소스로부터는 전위 VPW가 출력된다.

홀수번째의 캐패시터(161∼169)는 그 한쪽 전극이 클럭 드라이버(63)로부터의 클럭 신호 ΦB2를 입력받고, 그 다른쪽 전

극이 홀수번째의 노드 N31∼N39에 접속된다. 짝수번째의 캐패시터(162∼170)는 그 한쪽 전극이 클럭 드라이버(63)로부

터의 클럭 신호 ΦB4를 입력받고, 그 다른쪽 전극이 짝수번째의 노드 N32∼N40에 접속된다. 홀수번째의 캐패시터

(171∼179)는 그 한쪽 전극이 클럭 드라이버(63)로부터의 클럭 신호 ΦB3을 입력받고, 그 다른쪽 전극이 짝수번째의 노드

N42∼N50에 접속된다. 짝수번째의 캐패시터(172∼180)는 그 한쪽 전극이 클럭 드라이버(63)로부터의 클럭 신호 ΦB1을

입력받고, 그 다른쪽 전극이 홀수번째의 노드 N43∼N51에 접속된다. 이와 같이, 차지 펌프(65)는 10단의 펌프 구성으로

되어 있다.

도 8은 도 7에 도시한 차지 펌프(65)의 노드 N31∼N40의 전위를 리세트하기 위한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8에

서, 차지 펌프(65)는 인버터(181), P채널 MOS 트랜지스터(182, 183)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184, 185, 191∼200)를

더 포함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182)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184)는 전위 VPP(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의 출력

전위)의 라인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NIOS 트랜지스터(182)의 게이트는 출력 노드 N62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184)의 게이트는 인버터(181)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리세트 신호 RS를 입력받는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183)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185)는 전위 VPP(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의 출력 전

위)의 라인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183)의 게이트는 노드 N61에 접속된

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185)의 게이트는 외부로부터의 리세트 신호 RS를 입력받는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191∼200)는 각각 도 7에 도시한 노드 N31∼N40과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 사이에 접속

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191∼200)의 게이트는 출력 노드 N61에 공통 접속된다.

도 9는 차지 펌프(65)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임차트이다. 도 9에서, 클럭 신호 ΦB1∼ΦB4는 클럭 드라이버(63)로부

터 공급되는 신호이다.

여기서, 이 타임차트를 이용하여 도 7의 10단째의 펌프부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시각 t0에서 시각 t1까지의 기간에

서, 클럭 신호 ΦB1, ΦB2가 「H」 레벨이 되어, 노드 N49의 전하가 노드 N50에 전송되어, 노드 N50이 고전위로 충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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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각 t1에서, 클럭 신호 ΦB2가 「L」 레벨로 하강함에 따라서 N채널 MOS 트랜지스터(139)가 비도통이 되어, 노드

N49과 노드 N50이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이어서, 시각 t2에서, 클럭 신호 ΦB3이 「H」 레벨로 상승함에 따라서 노드

N50의 전위가 상승한다. 이 때, 클럭 신호 ΦB1이 「H」 레벨임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150)가 도통해 있기 때

문에, 노드 N50의 전하가 노드 N40에 전송되어, 노드 N40이 고전위로 충전된다. 시각 t3에서, 클럭 신호 ΦB1이 「L」 레

벨로 하강함에 따라서 N채널 MOS 트랜지스터(150)가 비도통이 되어, 노드 N50과 노드 N40이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이

어서, 시각 t4에서, 클럭 신호 ΦB4가 「H」 레벨로 상승함에 따라서 N채널 MOS 트랜지스터(140)가 도통한다. 이 때, 고

전위에 충전되어 있던 노드 N40의 전위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N채널 MOS 트랜지스터(140)의 전송 능력이 높아져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140)의 임계값 전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노드 N50의 전하가 노드 N51에 전송된다. 1단째부터 9

단째까지의 펌프부의 동작도 마찬가지로, 노드 N41∼N51의 전위는 차례대로 상승한다.

다이오드를 구성하고 있는 N채널 NIOS 트랜지스터(151)의 임계값 전압을 Vth라 하면, 노드 N51의 전위, 즉 10단째의 펌

프부의 출력 전위는 (VPW+Vth)가 된다. 따라서, i단째의 펌프부의 출력 전위를 Vi라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Vi=EXVDD+i(VPW+Vth-EXVDD)/10 …(1)

각 단의 펌프부의 노드 N31∼N40은 각 단의 펌프부의 출력 전위 Vi보다도 고전위가 된다. 여기서,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펌프 동작을 일단 정지시킨 후 재개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한다. 즉, 도 1을 참조하여, 외부 인가 회로

(23)가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의 출력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선택 출력하고, 외부 인가 회로(25)가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출력 전위 VPW(예를 들면, 9.7V)를 선택 출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 동작용 포

지티브 펌프 회로(13)의 펌프 동작을 정지함과 함께, 리세트 회로(30)가 외부 인가 선택 회로(24)의 출력 노드에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의 출력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공급한다. 그 후,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동작을 재개

시켜,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로부터 전위 VPW(예를 들면, 9.7V)를 다시 생성시킨다.

도 7을 참조하여, 이 경우, 차지 펌프(65)의 출력 전위는 VPW(예를 들면, 9.7V)로부터 VPP(예를 들면 5.5V)로 리세트된

다. 이 때, 노드 N51은 고전위(예를 들면, 5.5V+Vth)로 되어 있다. 노드 N40에는 고전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N채널

MOS 트랜지스터(140)는 도통하고, 노드 N50은 노드 N51과 동일한 고전위(예를 들면, 5.5V+Vth)가 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150)는 그 게이트가 노드 N51의 고전위를 받아 도통하고 있다. 따라서, 차지 펌프(65)의 출력 전위가 VPW(예

를 들면, 9.7V)로부터 VPP(예를 들면, 5.5V)로 리세트된 때에 노드 N40의 전위는 커플링에 의해 저하되지만, 노드 N40

에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 이상의 고전위가 남게 된다. 9단째의 펌프부도 10단째의 펌프부와 마찬가

지로, 노드 N49는 노드 N50과 동일한 고전위가 되고, 노드 N39에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 이상의 고

전위가 남게 된다. 초단측의 펌프부에는 원래 고전위가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 차지 펌프(65)의 출력 전위가 VPW(예를 들

면, 9.7V)로부터 VPP(예를 들면, 5.5V)로 리세트된 때에, 노드 N31, N32, …의 전위는 커플링에 의해서 저하되어, 노드

N31, N32, …의 전위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보다도 낮아진다.

이 상태에서,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동작을 재개시켜,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로부터 포지티

브 전위 VPW(예를 들면, 9.7V)를 다시 생성시킨 경우, 9단째 및 10단째의 펌프부의 노드 N39, N40에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보다도 높은 전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N채널 MOS 트랜지스터(139, 140)는 도통하고 있어 정

류 작용이 없다. 즉, 후단측의 펌프부는 펌프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지 펌프(65)의 펌프 능력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

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 8에 도시하는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도 8을 참조하여, 리세트 신호 RS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H」 레벨이 되고, 정

지하고 있는 경우에 「L」 레벨로 되는 신호이다. 리세트 신호 RS가 「H」 레벨인 경우, N채널 MOS 트랜지스터(184)가

비도통이 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185)가 도통한다. 이에 따라, 출력 노드 N62가 「L」 레벨이 되어, P채널 MOS 트

랜지스터(182)가 도통한다. 이 때문에, 노드 N61이 「H」 레벨이 되어, P채널 MOS 트랜지스터(183)가 비도통이 된다.

이 때, 출력 노드 N62가 「L」 레벨이 된 것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191∼200)는 비도통이 된다.

한편, 리세트 신호 RS가 「L」 레벨인 경우, N채널 MOS 트랜지스터(184)가 도통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185)가

비도통이 된다. 이에 따라, 노드 N61이 「L」 레벨이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183)가 도통한다. 이 때문에, 출력 노

드 N62가 「H」 레벨이 되어, P채널 MOS 트랜지스터(182)가 비도통이 된다. 이 때, 출력 노드 N62가 「H」 레벨이 됨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191∼200)는 도통한다. 따라서, 노드 N31∼N40의 전위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

면, 1.8V)로 리세트된다. 이 때문에,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동작을 재개시켜,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로부터 포지티브 전위 VPW(예를 들면, 9.7V)를 다시 생성시킨 경우, 9단째 및 10단째의 펌프부의 노드 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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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0에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보다도 높은 전위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N채널 MOS 트랜지스터

(139, 140)의 정류 작용은 회복되어 있다. 즉, 후단측의 펌프부는 펌프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해소되어, 차지 펌

프(65)의 펌프 능력의 저하가 방지된다.

다음으로, 도 1을 다시 참조하여,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에 의해서 메모리부(42)의 비트선 BL 및 워드선

WL의 전위가 제어되는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0은 메모리부(42)의 비트선 BL 및 워드선 WL의 전위 변화를 도시하

는 타임차트이다. 도 10에서, 통상 동작 기간은 리드 동작 등의 통상 동작을 행하는 기간이고, 내부 동작 기간은 프로그램

동작 등의 내부 동작을 행하는 기간이고, 준비 기간은 통상 동작 상태에서 내부 동작 상태로 천이하는 준비를 행하는 기간

이다.

도 1, 도 2 및 도 10을 참조하여, 시각 t10까지의 통상 동작 기간에서,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는 포지티브 전

위 VPP(예를 들면, 5.5V)를 생성한다.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는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로부터의 전위

VPP를 선택 출력하고 있다. 선택 회로(34)는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의 출력 전위 VPP를 선택하여 워드선 드라이버(39)

에 공급한다. 메모리부(42)의 워드선 WL의 전위는 워드선 드라이버(39)에 의해서 VPP가 된다. 또한, 내부 동작용 포지티

브 펌프 회로(12, 13)는 비활성화되어 있다. 리세트 회로(29)는 외부 인가 선택 회로(24)의 출력 노드에 외부 인가 선택 회

로(23)의 출력 전위 VPP보다도 트랜지스터의 임계값 전압 Vth만큼 낮은 전위(VPP-Vth)를 공급한다. 메모리부(42)의 비

트선 BL의 전위는 기입 회로(38)에 의해서 (VPP-Vth)가 된다.

시각 t10에서, 활성화 신호 EN1∼EN4가 활성화 레벨인 「H」 레벨이 된다. 활성화 신호 EN1이 활성화 레벨인 「H」 레

벨이 됨에 따라, 분주 회로부(3)는 클럭 발생 회로(1)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를 분주하여, 클럭 신호 CLKD를 출력한다.

또한, 활성화 신호 EN2∼EN4가 활성화 레벨인 「H」 레벨이 됨에 따라,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가 활성

화된다. 외부 인가 선택 회로(24)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의 출력 전위를 선택 출력하고 있다. 외부 인가 선

택 회로(25)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출력 전위를 선택하여 기입 회로(38)에 출력하고 있다. 리세트 회로

(29, 30)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세트 동작을 행하지 않는다. 선택 회로

(34)는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의 출력 전위를 선택하여 워드선 드라이버(39)에 공급한다. 메모리부(42)의 워드선 WL에

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출력 전위가 공급된다. 또한, 메모리부(42)의 비트선 BL에는 내부 동작용 포지

티브 펌프 회로(12)의 출력 전위가 공급된다. 이 시각 t10부터 시각 t11까지의 기간은 통상 동작 기간으로부터 내부 동작

기간으로 천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시각 t11에서, 워드선 WL의 전위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에 의해서 소정의 전위 VPW(예를 들면, 9.7V)가

되고, 비트선 BL의 전위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에 의해 소정의 전위 VPB(예를 들면, 5.1V)가 된다. 또한,

시각 t11에 활성화 신호 EN1, EN4가 비활성화 레벨인 「L」 레벨이 된다. 활성화 신호 EN1이 비활성화 레벨인 「L」 레

벨이 됨에 따라, 분주 회로부(3)는 클럭 발생 회로(1)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를 분주하지 않고서 클럭 신호 CLKD로서 출

력한다. 이 때문에,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의 구동 능력은 커진다. 또한, 활성화 신호 EN4가 비활성화 레벨

인 「L」 레벨이 됨에 따라,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클럭 드라이버(64)가 비활성화된다. 이 때문에,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구동 능력은 반감된다.

시각 t12에서, 활성화 신호 EN2, EN3이 비활성화 레벨인 「L」 레벨이 된다. 이에 따라,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

(12, 13)가 비활성화된다. 또한, 선택 회로(34)는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의 출력 전위 VPP를 선택하여 워드선 드라이버

(39)에 공급한다. 메모리부(42)의 워드선 WL의 전위는 워드선 드라이버(39)에 의해서 VPP가 된다. 리세트 회로(29)는 외

부 인가 선택 회로(24)의 출력 노드에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의 출력 전위 VPP보다도 트랜지스터의 임계값 전압 Vth만

큼 낮은 전위(VPP-Vth)를 공급한다. 메모리부(42)의 비트선 BL의 전위는 기입 회로(38)에 의해서 (VPP-Vth)이 된다.

이와 같이, 시각 t11에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의 구동 능력을 전환한다. 워드선 WL은 소정의 전위 VPW

(예를 들면 9.7V)까지 상승된 후에는 전류 소비량이 적어진다. 이 때문에, 시각 t11까지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

로(1)의 클럭 드라이버(63, 64) 및 차지 펌프(65, 66)가 활성화되고, 시각 t11 이후에는 클럭 드라이버(63) 및 차지 펌프

(65)만이 활성화된다. 또한, 비트선 BL은 소정의 전위 VPB(예를 들면 5.1V)까지 상승된 후에 큰 기입 전류가 필요해진다.

이 때문에, 시각 t11까지는 분주 회로부(3)에 의해서 클럭 신호 CLK가 분주되고, 주파수가 낮은 클럭 신호 CLKD에 의해

서 비트선 BL의 전위가 소정의 전위 VPB(예를 들면, 5.5V)까지 완만하게 상승한다. 여기서, 클럭 신호 CLKD의 주파수를

낮게 함으로써 비트선 BL의 전위가 소정의 전위 VPB보다도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각 t11 이후에는 클럭 신호

CLK가 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클럭 신호 CLKD에 의해서 비트선 BL의 전위는 VPB로 유지된다. 따라서, 상

태에 따라 펌프 동작이 적절하게 제어되어, 워드선 WL의 전위의 리플이 억제된다. 또한, 비트선 BL의 기입 전류의 피크치

가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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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2를 참조하면,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에 인버터(51)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클럭 드라이버(53, 54)에

서로 상보인 클럭 신호를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2개의 차지 펌프(55, 56)는 교대로 연속적으로 전압을 생성한

다.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도 마찬가지로 인버터(61)가 설치되고, 2개의 차지 펌프(65, 66)는 교대로 연속적

으로 전압을 생성한다. 이 때문에, 내부 동작용 펌프 회로(12, 13)의 출력 전위 VPB, VPW의 리플이 억제된다.

또한, 여기서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가 각각 클럭 드라이버 및 차지 펌프를 2조씩 설치한 경우에 대해

설명했는데, 클럭 드라이버와 차지 펌프의 조의 수는 임의의 복수이어도 된다. 이들의 수를 바꿈으로써 펌프 회로의 구동

능력을 바꿀 수 있다.

도 11에서, 이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는 액티브용 검출 회로(201), 스탠바이용 검출 회로(202), 클럭 발생 회

로(203), 클럭 드라이버(204) 및 차지 펌프(205)를 포함한다.

액티브용 검출 회로(201) 및 스탠바이용 검출 회로(202)의 구성 및 동작은 도 3에 도시한 검출 회로(52)와 마찬가지이다.

단, 액티브용 검출 회로(201)에는 전환 신호 /SW가 공급된다. 전환 신호 /SW는 전류 소비량이 많은 액티브 시(내부 회로

가 동작하는 동작 상태)에 활성화 레벨인 「L」 레벨이 되고, 전류 소비량이 적은 스탠바이 시(내부 회로가 동작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 비활성화 레벨인 「H」 레벨이 된다.

액티브용 검출 회로(201)는 전환 신호 /SW가 활성화 레벨인 「L」 레벨인 경우, 기준 전위 발생 회로(4)로부터의 기준 전

위 VREFS 및 출력 노드 N71로부터의 전위 VPP에 기초하여, 클럭 발생 회로(203)에 검지 신호 PEAC를 출력한다. 즉, 전

위 VPP가 내부의 저항 소자에 의해 분압된 전위와 기준 전위 VREFS를 비교하여, 전위 VPP가 목표 레벨보다도 낮은 경우

에는 출력 검지 신호 PEAC를 「H」 레벨로 한다. 전압 VPP가 목표 레벨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출력 검지 신호 PEAC를

「L」 레벨로 한다. 또한, 전환 신호 /SW가 비활성화 레벨인 「H」 레벨인 경우, 출력 검지 신호 PEAC를 「L」 레벨로

한다.

스탠바이용 검출 회로(202)는 기준 전위 발생 회로(4)로부터의 기준 전위 VREFS 및 출력 노드 N71로부터의 전위 VPP에

기초하여, 클럭 발생 회로(203)에 검지 신호 PEST를 출력한다. 즉, 전위 VPP가 내부의 저항 소자에 의해 분주된 전위와

기준 전위 VREFS와 비교하여, 전위 VPP가 목표 레벨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출력 검지 신호 PEST를 「H」 레벨로 한다.

전위 VPP가 목표 레벨보다도 높은 경우에는 출력 검지 신호 PEST를 「L」 레벨로 한다.

클럭 발생 회로(203)는 액티브용 검출 회로(201) 및 스탠바이용 검출 회로(202)로부터의 검지 신호 PEAC, PEST에 기초

하여, 액티브용 클럭 신호 CLKAC, 스탠바이용 클럭 신호 CLKST 및 공용 클럭 신호 CLKAS를 생성한다. 전환 신호 /SW

가 「L」 레벨인 경우, 액티브용 검출 회로(201)로부터의 검지 신호 PEAC에 응답하여, 액티브용 클럭 신호 CLKAC 및 공

용 클럭 신호 CLKAS를 생성한다. 한편, 전환 신호 /SW가 「H」 레벨인 경우, 스탠바이용 검출 회로(202)로부터의 검지

신호 PEST에 응답하여, 스탠바이용 클럭 신호 CLKST 및 공용 클럭 신호 CLKAS를 생성한다.

클럭 드라이버(204)의 구성 및 동작은 도 2에 도시한 클럭 드라이버(53, 54, 63, 64)와 마찬가지이다. 클럭 드라이버(204)

는 전환 신호 /SW가 「L」 레벨인 경우, 클럭 발생 회로(203)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AC, CLKAS에 응답하여, 4상 클럭

신호 ΦAC1∼ΦAC4, ΦAS1∼ΦAS4를 생성한다. 한편, 전환 신호 /SW가 「H」 레벨인 경우, 클럭 발생 회로(203)로부터

의 클럭 신호 CLKST, CLKAS에 응답하여, 4상 클럭 신호 ΦST4, ΦAS1∼ΦAS4를 생성한다.

도 12는 차지 펌프(205)의 구성을 도시하는 회로도이고, 도 7과 대비되는 도면이다. 도 12의 차지 펌프(205)를 참조하여,

도 7의 차지 펌프(65)와 다른 점은, 펌프부의 단 수가 10단에서 7단으로 감소하여 있는 점, 캐패시터(171∼174)가 캐패시

터(211∼214)로 치환되어 있는 점, N채널 MOS 트랜지스터(215, 216) 및 캐패시터(217)가 추가되어 있는 점, 클럭 신호

ΦB1∼ΦB4가 클럭 신호 ΦAC1∼ΦAC4, ΦAS1∼ΦAS4, ΦST4로 치환되어 있는 점이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215)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과 노드 N44 사이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215)의 게이트는 노드 N81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216)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의 라인과 노드 N81 사

이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216)의 게이트는 노드 N44에 접속된다. 캐패시터(217)는 그 한쪽 전극이 클럭 드

라이버(204)로부터의 클럭 신호 ΦST4를 입력받고, 그 다른쪽 전극이 노드 N81에 접속된다.

캐패시터(161, 163)의 한쪽 전극은 모두 클럭 신호 ΦAC4를 입력받는다. 캐패시터(162)의 한쪽 전극은 클럭 신호 ΦAC2

를 입력받는다. 캐패시터(211)의 한쪽 전극은 클럭 신호 ΦAC1을 입력받는다. 캐패시터(212)의 한쪽 전극은 클럭 신호

ΦAC3을 입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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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패시터(164, 166)의 한쪽 전극은 모두 클럭 신호 ΦAS2를 입력받는다. 캐퍼시터(165, 167)의 한쪽 전극은 모두 클럭 신

호 ΦAS4를 입력받는다. 캐패시터(213, 175)의 한쪽 전극은 모두 클럭 신호 ΦAS1을 입력받는다. 캐패시터(214, 176)의

한쪽 전극은 모두 클럭 신호 ΦAS3을 입력받는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137)의 소스로부터는 전위 VPP가 출력된다.

도 13은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임차트이다. 도 13에서, 시각 t20에 액티브 상태

에서 스탠바이 상태로 전환된다.

시각 t20까지의 기간에서, 전환 신호 /SW는 활성화 레벨인 「L」 레벨이 된다. 이에 따라, 클럭 발생 회로(203)는 액티브

용 검출 회로(201)로부터의 「H」 레벨의 검지 신호 PEAC에 응답하여 액티브용 클럭 신호 CLKAC 및 공용 클럭 신호

CLKAS를 생성한다. 클럭 드라이버(204)는 클럭 신호 CLKAC, CLKAS에 응답하여 클럭 신호 ΦAC1∼ΦAC4,

ΦAS1∼ΦAS4를 생성한다. 이 때, 클럭 신호 ΦST4는 「L」 레벨이 된다.

차지 펌프(205)는 클럭 신호 ΦAC1∼ΦAC4, ΦAS1∼ΦAS4에 의해서 구동되어, 7단의 펌프부에 의해서 펌프 동작을 행하

여 전위 VPP를 생성한다. 이 펌프 동작에 대해서는 도 7에 도시한 차지 펌프(65)의 동작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시각 t20에서, 전환 신호 /SW가 비활성화 레벨인 「H」 레벨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클럭 발생 회로(203)는 스탠바이용

검출 회로(202)로부터의 「H」 레벨의 검지 신호 PEST에 응답하여 스탠바이용 클럭 신호 CLKST 및 공용 클럭 신호

CLKAS를 생성한다. 클럭 드라이버(204)는 클럭 신호 CLKST, CLKAS에 응답하여 클럭 신호 ΦST4, ΦAS1∼ΦAS4를 생

성한다. 이 때, 클럭 신호 ΦAC1∼ΦAC4는 「L」 레벨이 된다.

차지 펌프(205)는 클럭 신호 ΦST4, ΦAS1∼ΦAS4에 의해서 구동되어, 5단의 펌프부에 의해 펌프 동작을 행하여 전위

VPP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액티브 상태에서는 7단의 펌프부에 의해 펌프 동작이 행해지고,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5단의

펌프부에 의해서 펌프 동작이 행해진다. 스탠바이 상태로 펌프 동작을 행하는 펌프부의 단 수를 액티브 상태로 펌프 동작

을 행하는 펌프부의 단 수보다도 적게 함으로써 스탠바이 상태에서의 펌프 회로의 소비 전류가 저감된다.

종래에는 액티브용의 차지 펌프와 스탠바이용의 차지 펌프를 따로따로 설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집적 회로 장

치의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지 펌프의 레이아웃 면적이 커져 있었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차지 펌프의 펌프부

의 일부(후단에서부터 4단의 펌프부)를 액티브용 및 스탠바이용 펌프부로서 공유하고, 액티브 상태와 스탠바이 상태로 펌

프 동작을 행하는 펌프부의 단 수를 전환한다. 따라서, 차지 펌프의 레이아웃 면적이 삭감된다.

도 14는 도 12에 도시한 캐패시터(175)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 단면도이다. 도 14에서, 이 캐패시터(175)는 P 기판(221)

, N웰(222), N+형 영역(223, 224), 게이트(G)(225)를 포함한다.

P 기판(221)의 표면 상에 N웰(222)이 형성된다. N웰(222) 상에 N+형 영역(223, 224)이 형성된다. N웰(222)의 상부에 제

2 폴리실리콘 PS2로 구성되는 게이트(225)가 형성된다. N+형 영역(223, 224)은 전위 VSD를 입력받고, 게이트(225)는

전위 VG를 입력받는다.

이러한 구성의 캐패시터(175)는 N웰(222)과 게이트(225) 사이에 형성되는 산화막이 두껍고, 인가되는 전위 VSD, VG가

높은 경우에 적합하다. 이 캐패시터(175)는 단위 면적당 용량은 적다. 캐패시터(176)는 캐패시터(175)와 동일한 구성이

다. 이와 같이, 5단째 및 6단째의 펌프부에 대응하는 캐패시터(175, 176)에는 고전위가 인가되기 때문에, 산화막이 두꺼운

고내압용의 캐패시터(175, 176)를 이용한다.

도 15는 도 12에 도시한 캐패시터(211)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략 단면도이다. 도 15에서, 이 캐패시터(211)는 P 기판(231)

, N웰(232), N+형 영역(233, 234), 플로팅 게이트(FG)(235) 및 컨트롤 게이트(CG)(236)를 포함한다.

P 기판(231)의 표면 상에 N웰(232)이 형성된다. N웰(232) 상에 N+형 영역(233, 234)이 형성된다. N웰(232)의 상부에 제

1 폴리실리콘 PS1로 구성되는 플로팅 게이트(235)가 형성된다. 플로팅 게이트(235)의 상부에 제2 폴리실리콘으로 구성

되는 컨트롤 게이트(236)가 형성된다. N+형 영역(233, 234) 및 컨트롤 게이트(236)는 전위 VCG를 입력받고, 플로팅 게

이트(235)는 전위 VFG를 입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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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의 캐패시터(211)는 N웰(232)과 플로팅 게이트(235) 사이에 형성되는 산화막이 얇고, 인가되는 전위 VCG가

낮은 경우에 적합하다. 이 캐패시터(211)는 단위 면적당 용량은 크다. 캐패시터(212∼214)는 캐패시터(211)와 동일한 구

성이다. 이와 같이, 1단째∼4단째의 펌프부에 대응하는 캐패시터(211∼214)에는 고전위가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 산화막

이 두꺼운 고내압용 캐패시터를 이용할 필요없이, 산화막이 얇은 캐패시터(211∼214)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고내압용의

캐패시터만을 이용하고 있었던 종래에 비해, 펌프 회로의 레이아웃 면적이 저감된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와 마찬가지의 구성으

로, 클럭 발생 회로(1)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 및 기준 전위 발생 회로(2)로부터의 기준 전위 VREF에 의해서 구동되어,

포지티브 전위 VPC(예를 들면, 2.4V)를 생성한다.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17)는 도 2에 도시한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와 마찬가지로, 검출

회로, 클럭 드라이버 및 차지 펌프를 포함한다.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의 검출 회로 및 클럭 드라이버의 구성

및 동작은 도 2에 도시한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의 검출 회로 및 클럭 드라이버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의 차지 펌프의 구성 및 동작은 도 2에 도시한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의 차지 펌프와는 다르다.

도 16에서, 이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의 차지 펌프는 레벨 시프터(241), 다이오드(251∼260) 및 캐패시터

(261∼270)를 포함한다.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의 클럭 드라이버는 클럭 발생 회로(1)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에 기초하여, 서로 상

보인 클럭 신호 ΦNA, /ΦNA를 생성한다. 레벨 시프터(241)는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로부터의 전위 VPC(예를 들

면, 2.4V)에 의해서 구동된다. 레벨 시프터(241)는 클럭 신호 ΦNA, /ΦNA의 전압 레벨을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

면, 1.8V) 레벨로부터 전위 VPC(예를 들면, 2.4V) 레벨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다이오드(251∼260)는 출력 노드 N91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홀수번째의 캐패시터(261∼269)

는 그 한쪽 전극이 홀수번째의 노드 N91∼N99에 접속되고, 그 다른쪽 전극이 레벨 시프터(241)로부터의 클럭 신호 ΦNA

를 입력받는다. 짝수번째의 캐패시터(262∼270)는 그 한쪽 전극이 짝수번째의 노드 N92∼N100에 접속되고, 그 다른쪽

전극이 레벨 시프터(241)로부터의 클럭 신호 ΦNA를 입력받는다. 출력 노드 N91로부터는 전위 VNA(예를 들면, -9.2V)

가 출력된다. 여기서, 다이오드의 임계값 전압을 Vdio라 한다.

클럭 신호 ΦNA가 「H」 레벨(VPC)이 되면 다이오드(260)가 도통하여, 노드 N100의 전위는 접지 전위(0V)보다도 다이

오드(260)의 임계값 전압 Vdio만큼 높은 전위 Vdio가 된다. 이어서, 클럭 신호 ΦNA가 「L」 레벨(0V)이 되면, 노드

N100의 전위는 (Vdio-VPC)로 저하된다. 이 때, 클럭 신호 /ΦNA는 「H」 레벨(VPC)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

(259)가 도통하여, 노드 N99의 전위는 노드 N100의 전위보다도 다이오드(259)의 임계값 전압 Vdio만큼 높은 전위 2

(Vdio-VPC)가 된다. 이어서, 클럭 신호 /ΦNA가 「L」 레벨(0V)이 되면, 노드 N99의 전위는 2(Vdio-VPC)로 저하된다.

이와 같이, 노드 N100∼N91의 전위는 (Vdio-VPC)씩 낮아지고, 출력 노드 N91의 전위 VNA는 10(Vdio-VPC)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의 임계값 전압 Vdio가 1.5V,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로부터의 전위 VPC가 2.4V인 경우, 전

위 VNA=10(1.5-2.4)=-9V가 된다.

종래의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에서는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동작용 네거티

브 펌프 회로(15)가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로 구동되고 있었다. 이 경우, 클럭 신호 ΦNA, /ΦNA의 전압

레벨이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4V) 레벨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전위 VNA는 10(Vdio-EXVDD)가 된다. 예

를 들면, 다이오드의 임계값 전압 Vdio가 1.5V,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1.8V인 경우, 전위 VNA=10(1.5-1.8)=-3V가

된다. 따라서, -9V의 전위 VNA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의 수를 3배인 30개로 할 필요가 있어, 펌프 회로의 레이아

웃 면적이 커져 있었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를 설치하고,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를 전위 VPC

(예를 들면, 2.4V)로 구동한다. 이에 의해, 펌프의 단 수가 적어지고,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의 면적이 저감

된다.

또한,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 및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2, 13)에서는 차지 펌프에 N채널 MOS 트

랜지스터를 사용했는데,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에서는 폴리실리콘 다이오드를 이용한다. N채널 MOS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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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터의 경우에는 트리플 N웰 구성에 의해서 백 게이트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백 게이트 전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

다. 그러나, P채널 M0S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제조 프로세스에 의해 백 게이트가 P 기판의 전위(접지 전위 GND)로 고정

된다. 이 때문에, 네거티브 전위 VNA(예를 들면, -9.2V)를 생성하면,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과 P 기판

간의 전위차가 접합 내압을 초과한다(백 게이트 효과). 이 때문에, P채널 M0S 트랜지스터 대신에 정류 소자로서 폴리실리

콘 다이오드를 이용하고 있다.

도 17에서, 이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6)의 차지 펌프는 레벨 시프터(271), P채널 MOS 트랜지스터(281∼285)

및 캐패시터(291∼294)를 포함한다.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6)의 클럭 드라이버는 클럭 발생 회로(1)로부터의 클럭 신호 CLK에 기초하여, 4상 클럭

신호 ΦNB1∼ΦNB4를 생성한다. 레벨 시프터(271)는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로부터의 전위 VPC(예를 들면,

2.4V)에 의해 구동된다. 레벨 시프터(271)는 클럭 신호 ΦNB2, ΦNB4의 전압 레벨을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 레벨로부터 전위 VPC(예를 들면, 2.4V) 레벨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281, 282)는 접지 전위 GND의 라인과 노드 N105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

(281, 282)의 게이트는 각각 노드 N101, N102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283, 284)는 각각 노드 N103, N104

와 노드 N101, N102 사이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283, 284)의 게이트는 각각 노드 N104, N105에 접속된

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285)는 그 드레인 및 게이트가 노드 N105에 접속되어 다이오드를 구성하고 있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281∼285)의 백 게이트는 각각 접지 전위 GND의 라인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285)의 소스로부

터는 전위 VNB(-0.5V)가 출력된다.

캐패시터(291)는 그 한쪽 전극이 레벨 시프터(271)로부터의 클럭 신호 ΦNB2를 입력받고, 그 다른쪽 전극이 노드 N101에

접속된다. 캐패시터(292)는 그 한쪽 전극이 레벨 시프터(271)로부터의 클럭 신호 ΦNB4를 입력받고, 그 다른쪽 전극이 노

드 N102에 접속된다. 캐패시터(293)는 그 한쪽 전극이 클럭 드라이버로부터의 클럭 신호 ΦNB3을 입력받고, 그 다른쪽

전극이 노드 N104에 접속된다. 캐패시터(294)는 그 한쪽 전극이 클럭 드라이버로부터의 클럭 신호 ΦNB1을 입력받고, 그

다른쪽 전극이 노드 N105에 접속된다.

이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6)의 펌프 동작은 도 7에 도시한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차지 펌프

(65)의 동작과 마찬가지이다. 단, N채널 MOS 트랜지스터 대신에 P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이용되고, 노드 N103이 접지

전위 GND의 라인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N104, N105의 전위는 0V보다도 낮아진다. 그 결과, 펌프 동작에 의해서

네거티브 전위 VNB(예를 들면, -0.5V)가 생성된다. 이 경우,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를 설치하지 않은 종래에 비

해, 펌프의 단 수가 적어져서,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6)의 면적이 저감된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7)의 차지 펌프의 구성 및 동작은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

로(16)의 차지 펌프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프로그램 동작은 소거 동작보다도 기간이 짧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

램 동작 시에 웰에 필요한 네거티브 전위 VNC(예를 들면, -0.9V)를 생성하는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7)는 큰

구동 능력이 요구된다. 폴리실리콘 다이오드는 단위 면적당 전류 구동 능력이 작다. 따라서, 접합 내압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얕은 네거티브 전위 VNC(예를 들면, -0.9V)를 생성하는 펌프 회로에서는, 정류 소자로서 P채널 M0S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쪽이 레이아웃 면적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P채널 M0S 트랜지스터의 P 기판의 전위는 접지 전위 GND의 레벨이

기 때문에, 백 게이트 효과의 영향에 의해 P채널 M0S 트랜지스터의 임계값 전압이 조금 높아진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

는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를 설치하고,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7)를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로

부터의 전위 VPC(예를 들면, 2.4V)로 구동함으로써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임계값 전압이 조금 높아져도 동작 상의 문

제는 없다.

또한,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를 설치함으로써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분의 면적이 증가하지만, 내부 동작

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17)의 면적이 저감되는 비율쪽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집적 회로 장치 전체의 면적은 작아진

다. 또한, 내부 동작용 네거티브 펌프 회로(15∼17)는 각각 동시에 동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의 구동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4)를 공유할 수 있다.

도 18에서, 이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는 인버터(331, 333∼336), 버퍼 회로(332),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1∼348,

351∼359)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1∼367)를 포함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1, 342)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1)는 입력 단자(21)와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

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1)의 게이트는 노드 N122에 접속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2)의 게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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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입력받는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1)의 게이트는 인버터(331)를 통해 선택 신호

SELR을 입력받는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3, 344)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2)는 입력 단자(21)와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3)의 게이트는 노드 N121에 접속되고, P채널 MOS 트랜지

스터(344)의 게이트는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입력받는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2)의 게이트는 인버터(333,

331)를 통해 선택 신호 SELR을 입력받는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5, 346)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3)는 입력

단자(21)와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5)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3)

의 게이트는 노드 N121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6)의 게이트는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입력받는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7, 348)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4)는 입력 단자(21)와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

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7)의 게이트는 노드 N123에 접속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8)의 게이트는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입력받는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4)의 게이트는 인버터(334)를 통해 선택 신호

SELR을 입력받는다.

버퍼 회로(332)는 전위 VPP(예를 들면, 5.5V)에서 구동되어, 선택 신호 SELR의 전압 레벨을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

를 들면, 1.8V) 레벨로부터 전위 VPP(예를 들면, 5.5V) 레벨로 변환한 신호 SELS를 출력한다. 인버터(336)는 출력 노드

N128의 전위에서 구동되고, 그 입력 단자는 인버터(331)를 통해 선택 신호 SELR을 입력받고, 그 출력 단자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9)의 게이트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9)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의 출력 노드

와 출력 노드 N128 사이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1, 352)는 출력 노드 N128과 노드 N124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1)

의 게이트는 노드 N125에 접속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2)의 게이트는 버퍼 회로(332)의 출력 신호 SELS를 입력

받는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3, 354)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5)는 출력 노드 N128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3)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5)의 게이트는 노드 N127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4)의 게이트는 버퍼 회로(332)의 출력 신호 SELS를 입력받는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

356)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6)는 출력 노드 N128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

랜지스터(355)의 게이트는 노드 N127에 접속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6)의 게이트는 버퍼 회로(332)의 출력 신호

SELS를 입력받는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6)의 게이트는 인버터(335, 331)를 통해 선택 신호 SELR을 입력받는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7, 358)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7)는 출력 노드 N128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7)의 게이트는 노드 N126에 접속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8)의 게이트

는 버퍼 회로(332)의 출력 신호 SELS를 입력받는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7)의 게이트는 인버터(331)를 통해 선택

신호 SELR을 입력받는다.

도 19는 도 18에 도시한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에 대응하는 간략 회로 블록도이다. 이 도 19의 회로 구성을 응용한 것이

도 18에 도시한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이다. 도 19에서, 선택 신호 SELP, SELQ는 전위 진폭이 0V부터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까지의 신호이다. 선택 회로(371)는 선택 신호 SELP가 「H」 레벨인 경우에는 리세트 회로(30)

를 통해 입력받는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로부터의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선택하고, 선택 신호 SELP

가 「L」 레벨인 경우에는 입력 단자(21)로부터의 외부 전위 VEX(예를 들면, 10V)를 선택하고, 선택한 전위를 VP로서 출

력한다. 인버터(372)는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로부터의 전위 VPP(예를 들면, 5.5V)에 의해서 구동된다. 인

버터(372)는 선택 신호 SELP의 논리 레벨을 반전하고, 또한 전압 레벨을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 레벨

로부터 전위 VPP(예를 들면, 5.5V) 레벨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 382)는 선택 회로(371)의 출력 노드와 노드 N131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

지스터(381)의 게이트는 출력 노드 N132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의 게이트는 인버터(372)의 출력 노드

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3, 384)는 선택 회로(371)의 출력 노드와 노드 N132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P채

널 MOS 트랜지스터(383)의 게이트는 노드 N131에 접속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4)의 게이트는 인버터(372)의

출력 노드에 접속된다. P채널 M0S 트랜지스터(382, 384)는 P채널 M0S 트랜지스터(381, 383)의 소스·드레인 간의 전위

차를 저감하여,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 383)가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치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는 노드 N131과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의

게이트는 선택 신호 SELQ를 입력받는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6)는 출력 노드 N132와 접지 전위 GND의 라인 사이

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6)의 게이트는 인버터(373)를 통해 선택 신호 SELQ를 입력받는다.

도 20은 도 19에 도시한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임차트이다. 시각 t30에서, 선택 회로(371)는 「H」 레벨의 선택

신호 SELP에 따라, 전위 VPP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또한, 선택 신호 SELQ가 「H」 레벨로 상승함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가 도통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6)가 비도통이 된다. 이에 따라, 노드 N131이 「L」 레벨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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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3)가 도통한다. 인버터(372)는 「H」 레벨의 선택 신호 SELP를 입력받아, 「L」 레벨(0V)

의 신호를 출력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 384)는 인버터(372)로부터의 「L」 레벨의 신호에 따라 도통한다. 이

때, 노드 NA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의 게이트 전압 레벨(0V)보다도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의 임계값 전압

Vth만큼 높은 전위 Vth가 되고, 출력 노드 N132는 「H」 레벨(VPP)이 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는 비도통이

된다.

시각 t31에서, 선택 신호 SELQ가 「L」 레벨로 하강한다. 이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가 비도통이 되고, N채

널 MOS 트랜지스터(386)가 도통한다. 이 때문에, 출력 노드 N132가 「L」 레벨(0V)로 하강하고, P채널 MOS 트랜지스

터(381)가 도통한다. 이에 따라, 노드 NA, N131은 「H」 레벨(VPP)로 상승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3)는 비도통

이 된다.

시각 t32에서, 선택 신호 SELP가 「L」 레벨로 하강한다. 이에 따라, 선택 회로(371)는 전위 VEX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이 때문에, 노드 NA의 전위는 상승하여 VEX가 된다.

시각 t33에서, 선택 신호 SELQ가 「H」 레벨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가 도통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6)가 비도통이 된다. 이 때문에, 노드 N131이 「L」 레벨로 하강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3)

가 도통한다. 이 때,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4)는 그 게이트가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입력받고, 그 드레인이 전

위 VEX(예를 들면, 10V)를 입력받기 때문에 도통한다. 이에 따라, 출력 노드 N132는 「H」 레벨(VEX)로 상승한다. 이 때

문에,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는 비도통이 되고, 노드 NA의 전위는 인버터(372)로부터의 「H」 레벨(VPP)의 전위

보다도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의 임계값 전압 Vth만큼 높은 전위(VPP+Vth)가 된다.

시각 t34에서, 선택 신호 SELQ가 「L」 레벨로 하강한다. 이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가 비도통이 되고, N채

널 MOS 트랜지스터(386)가 도통한다. 이 때문에, 출력 노드 N132가 「L」 레벨(0V)로 하강하고, P채널 MOS 트랜지스

터(381)가 도통한다. 이에 따라, 노드 NA는 「H」 레벨(VEX)로 상승한다. 이 때,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는 그 게이

트가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입력받고, 그 드레인이 전위 VEX(예를 들면, l0V)를 입력받기 때문에 도통한다. 이 때

문에, 노드 N131이 「H」 레벨이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3)는 비도통이 된다.

종래의 외부 인가 선택 회로에서는 인버터(372)가 설치되지 않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 384)의 게이트가 외부 전

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를 입력받고 있었다. 이 경우, 시각 t34에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가 도통하기 직전

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의 소스(선택 회로(371)의 출력 노드)와 드레인(노드 NA) 간의 전위차가 컸다.

즉, 시각 t33에서, 선택 신호 SELQ가 「H」 레벨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가 도통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6)가 비도통이 된다. 이 때문에, 노드 N131이 「L」 레벨로 하강하게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

(383)가 도통한다. 이 때,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4)는 그 게이트가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를 입력받고, 그 드

레인이 전위 VEX(예를 들면, 10V)를 입력받기 때문에 도통한다. 이에 따라, 출력 노드 N132는 「H」 레벨(VEX)로 상승

한다. 이 때문에,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가 비도통이 되고, 노드 NA의 전위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의 게이

트 전압 레벨(EXVDD)보다도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의 임계값 전압 Vth만큼 높은 전위(EXVDD+Vth)가 된다. 시

각 t34에서, 선택 신호 SELQ가 「L」 레벨로 하강함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6)가 도통하고, N채널 MOS 트랜

지스터(385)가 비도통이 된다. 이 때문에, 출력 노드 N132가 「L」 레벨로 하강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가 도

통한다.

따라서, 시각 t34에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의 소스(선택

회로(371)의 출력 노드)와 드레인(노드 NA) 간의 전위차는 VEX-(EXVDD+Vth)가 된다. 예를 들면,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1.8V, 외부 전위 VEX가 10V인 경우,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의 소스(선택 회로(371)의 출력 노드)와 드

레인(노드 NA) 간의 전위차는 (8.2-Vth)이다. 이와 같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

널 MOS 트랜지스터(381)의 소스(선택 회로(371)의 출력 노드)와 드레인(노드 NA) 간의 전위차가 내압 레벨을 초과함으

로써 P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열화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 384)의 게이트가 전위 VPP(예를 들면, 5.5V)에서 구동되는 인버

터(372)의 출력 신호를 입력받는 구성으로 한다. 이에 의해,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각 t34에 P채널 MOS 트랜지스

터(381)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의 소스(선택 회로(371)의 출력 노드)와 드레인(노드

NA) 간의 전위차는 VEX-(VPP+Vth)가 된다. 예를 들면, 전위 VPP가 5.5V, 외부 전위 VEX가 10V인 경우,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의 소스(선택 회로(371)의 출력 노드)와 드레인(노드 NA) 간의 전위차는 (4.5-Vth)이다. 따라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의 소스(선택 회로(371)의 출력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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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드레인(노드 NA) 간의 전위차가 저감된다. 이와 같이, P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0S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내압 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P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열화

되는 것이 방지된다.

도 18을 다시 참조하면, 다음으로,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1에서, 특히 외부 인가 선택 회

로(25)의 요부(321)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이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의 출력 전위는 전위 VPW(내부 동작용 포

지티브 펌프 회로(13)로부터)로부터 외부 전위 VEX(입력 단자(21)로부터)로 직접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위 VPP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로부터)가 된다. 이는 내부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3)가 비활성이 되면, 리세트

회로(30)가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의 출력 전위(VPP)를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의 출력 노드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여

기서는 특히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의 출력 전위가, 전위 VPP와 외부 전위 VEX 사이에서 전환되는 동작에 대하여 설명

한다.

시각 t40까지의 기간에서, 「L」 레벨(0V)의 선택 신호 SELR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6)가 비도통이 되고, N

채널 MOS 트랜지스터(367)가 도통한다. 이 때문에, 노드 N127은 「L」 레벨이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가 도

통한다. 버퍼 회로(332)는 「L」 레벨의 선택 신호 SELR에 따라 「L」 레벨의 신호 SELS를 출력한다. P채널 MOS 트랜

지스터(356)는 「L」 레벨의 신호 SELS에 따라 도통한다. 이 때문에, 노드 N126은 「H」 레벨이 되고, P채널 MOS 트랜

지스터(357)가 비도통이 된다. 이 때, 리세트 회로(30)로부터의 전위 VPP(예를 들면, 5.5V)가 P채널 MOS 트랜지스터

(355)를 통해 노드 NB까지 전달되고, 노드 NB의 전위는 VPP가 된다. 또한, 이 때, 입력 단자(21)로부터의 외부 전위 VEX

는 출력 노드 N128까지 전해지지 않고, 출력 노드 N128은 리세트 회로(30)로부터의 전위 VPP를 입력받고 있다.

시각 t40에서, 선택 신호 SELR이 「H」 레벨(EXVDD)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6)가 도통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7)가 비도통이 된다. 이 때문에, 노드 N126은 「L」 레벨이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

(357)가 도통한다. 버퍼 회로(332)는 「H」 레벨(EXVDD)의 선택 신호 SELR에 따라 「H」 레벨(VPP)의 신호 SELS를

출력한다. 이 때,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8)는 그 게이트가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입력받고, 그 드레인이 전위

VEX(예를 들면, 10V)를 입력받기 때문에 도통한다. 이 때문에, 노드 N127은 「H」 레벨이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

(355)는 비도통이 된다. 이 때, 노드 NB의 전위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6)의 게이트로 입력받는 전위 VPP(예를 들

면, 5.5V)보다도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6)의 임계값 전압 Vth만큼 높은 전위(VPB+Vth)가 된다. 또한, 이 때, 출력 노

드 N128은 입력 단자(21)로부터의 외부 전위 VEX를 입력받는다.

시각 t41에서, 선택 신호 SELR이 「L」 레벨(0V)로 하강한다. 이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7)가 도통하고, N채

널 MOS 트랜지스터(366)가 비도통이 된다. 이 때문에, 노드 N127은 「L」 레벨이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가

도통한다. 버퍼 회로(332)는 「L」 레벨(0V)의 선택 신호 SELR에 따라 「L」 레벨(0V)의 선택 신호 SELS를 출력한다.

이 때,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6)는 그 게이트가 「L」 레벨(0V)의 선택 신호 SELS를 입력받고, 그 드레인이 전위

(VPP+Vth)를 입력받기 때문에 도통한다. 이 때문에, 노드 N126은 「H」 레벨이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7)는

비도통이 된다. 이 때, 노드 NB의 전위는 VPP가 된다. 또, 이 때, 입력 단자(21)로부터의 외부 전위 VEX는 출력 노드

N128까지 전해지지 않고, 출력 노드 N128은 리세트 회로(30)로부터의 전위 VPP를 입력받고 있다.

종래에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2, 344, 346, 348, 352, 354, 356, 358)의 게이트는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

면, 1.8V)의 라인에 접속되어 있었다. 이 경우, 시각 t40부터 시각 t41까지의 기간에서는, 노드 NB의 전위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6)의 게이트로 입력받는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보다도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6)의 임계값 전

압 Vth만큼 높은 전위(EXVDD+Vth)가 된다.

시각 t41에서, 선택 신호 SELR이 「L」 레벨(0V)로 하강한다. 이에 따라, N채널 MOS 트랜지스터(367)가 도통하고, N채

널 MOS 트랜지스터(366)가 비도통이 된다. 이 때문에, 노드 N127은 「L」 레벨이 되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가

도통한다.

따라서, 시각 t41에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의 소스(출력

노드 N128)와 드레인(노드 NB) 간의 전위차는 VEX-(EXVDD+Vth)가 된다. 예를 들면, 외부 전원 전위 EXVDD가 1.8V,

전위 VEX가 10V인 경우,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의 소스(출력 노드 N128)와 드레인(노드 NB) 간의 전위차는 (8.2-

Vth)이다. 이와 같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의 소스(출

력 노드 N128)와 드레인(노드 NB) 간의 전위차가 내압 레벨을 초과함으로써 P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외부 전원 전압 EXVDD의 저전압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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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42, 344, 346, 348)의 게이트가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

로부터의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입력받고,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2, 354, 356, 358)의 게이트가 전위 VPP

(예를 들면, 5.5V)에서 구동되는 버퍼 회로(332)의 출력 신호를 입력받는 구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외부 전원 전위

EXVDD(예를 들면, 1.8V)보다도 높고, 통상 동작용 포지티브 펌프 회로(11)에서 항상 생성되고 있는 전위 VPP(예를 들

면, 5.5V)를 이용한다. 단, 출력 노드 N128의 전위가 VPP로 될 때에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2, 354, 356, 358)의 게

이트의 전위를 VPP보다도 낮은 전위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선택 신호 SELR에 의해서 버퍼 회로(332)의 출력 신호

의 전압 레벨을 전환하는 구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각 t41에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

랜지스터(355)의 소스(출력 노드 N128)와 드레인(노드 N13) 간의 전위차는 VEX-(VPP+Vth)가 된다. 예를 들면, 전위

VPP가 5.5V, 외부 전위 VEX가 1OV인 경우,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는 (4.5-Vth)이

다. 따라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55)의 소스(출력 노드

N128)와 드레인(노드 NB) 간의 전위차가 저감된다. 이와 같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

널 M0S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내압 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P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열

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 24, 26∼28)의 구성 및 동작은 외부 인가 선택 회로(25)와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 24, 26∼28)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하, 실시예의 변경예 1∼4에 대하여 설명한다. 변경예 1을 도시하는 도 22에서는 도 19의 인버터(372)가 인버터(391)

로 치환되어 있다. 도 22에서, 인버터(391)는 그 전원 단자가 전위 VPP(예를 들면, 5.5V)를 입력받고, 그 접지 단자가 전

위 EXVDD(예를 들면, 1.8V)를 입력받는다. 인버터(391)는 선택 신호 SELP가 「H」 레벨(EXVDD)인 경우에는 「L」 레

벨(EXVDD)의 신호를 출력하고, 선택 신호 SELP가 「L」 레벨(0V)인 경우에는 「H」 레벨(VPP)의 신호를 출력한다.

도 22에 도시한 회로의 동작은 도 19에 도시한 회로의 동작과 마찬가지이지만, 도 20에 도시한 타임차트를 참조하면, 시각

t30부터 시각 t31까지의 기간에서 노드 NA의 전위가 (EXVDD+Vth)가 되는 점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본 변경예 1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의 소

스(선택 회로(371)의 출력 노드)와 드레인(노드 NA) 간의 전위차가 저감된다. 이와 같이, P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도통

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0S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내압 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P

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도 22에 도시한 회로 구성을 도 1에 도시한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28)에 응용함으로써, 외부 인가 선택 회로

(23∼28)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변경예 2를 도시하는 도 23에서는 도 22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2, 384)가 삭제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401,

402)가 추가되어 있다. 도 22를 참조하여, N채널 MOS 트랜지스터(401)는 노드 NA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의 드

레인 사이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402)는 출력 노드(132)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6)의 드레인 사이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401, 402)의 게이트는 인버터(391)의 출력 신호를 입력받는다.

따라서, 본 변경예 2에서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 386)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N채널 MOS 트랜지스터

(385, 386)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저감된다. 이와 같이, N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내압 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N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도 23에 도시한 회로 구성을 도 1에 도시한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28)에 응용함으로써, 외부 인가 선택 회로

(23∼28)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변경예 3을 도시하는 도 24에서는 도 23에 도시한 인버터(391)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401, 402)가 도 19에 도시한

회로에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변경예 3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 383)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 383)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저감된다. 이와 같이, P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도통하기 직

전의 시각에서, P채널 M0S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내압 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P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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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 386)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 386)의 소스와 드레

인 간의 전위차가 저감된다. 이와 같이, N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N채널 M0S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내압 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N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도 23에 도시한 회로 구성을 도 1에 도시한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28)에 응용함으로써, 외부 인가 선택 회로

(23∼28)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 및 N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변경예 4를 도시하는 도 25에서는 도 24의 인버터(371)가 삭제되어 있다. 도 25를 참조하면, P채널 MOS 트랜지스터

(382, 384)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401, 402)의 게이트는 모두 인버터(391)의 출력 신호를 입력받는다.

따라서, 본 변경예 4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 383)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OS 트랜지스터(381,

383)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저감된다. 이와 같이, P채널 트랜지스터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P채널 M0S 트

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내압 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P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

이 방지된다.

또한,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 396)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5, 386)의 소스와 드레

인 간의 전위차가 저감된다. 이와 같이, N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도통하기 직전의 시각에서, N채널 M0S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위차가 내압 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N채널 MO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도 23에 도시한 회로 구성을 도 1에 도시한 외부 인가 선택 회로(23∼28)에 응용함으로써, 외부 인가 선택 회로

(23∼28)의 P채널 MOS 트랜지스터 및 N채널 M0S 트랜지스터가 열화되는 것이 방지된다.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를 위한 것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는 이하의 특허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것이 분명히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적은 면적의 반도체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진폭 전압이 제1 전압인 제1종 클럭 신호에 의해 구동되어, 상기 제1 전압보다 높은 제2 전압을 생성하는 제1 차지 펌프

회로,

상기 제1종 클럭 신호의 진폭 전압을 상기 제2 전압으로 변환한 제2종 클럭 신호를 출력하는 진폭 변환 회로, 및

상기 제2종 클럭 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제2 차지 펌프 회로

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차지 펌프 회로는 직렬 접속된 복수의 단위 차지 펌프 회로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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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위 차지 펌프 회로는,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 사이에 접속되는 제1 트랜지스터,

상기 입력 노드와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사이에 접속되고, 그 게이트 전극이 상기 출력 노드에 접속되는 제2

트랜지스터,

한쪽 전극이 상기 제1종 클럭 신호를 입력받고, 다른쪽 전극이 상기 출력 노드에 접속되는 제1 캐패시터, 및

한쪽 전극이 상기 제2종 클럭 신호를 입력받고, 다른쪽 전극이 상기 제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접속되는 제2 캐패시

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의 내부 회로가 동작하는 액티브 시에 펌프 동작을 행하는 제1 차지 펌프 회로,

출력 노드가 상기 제1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노드에 접속되고, 상기 반도체 장치의 내부 회로의 대기 상태인 스탠바이 시

에 펌프 동작을 행하는 제2 차지 펌프 회로, 및

입력 노드가 상기 제1 및 제2 차지 펌프 회로의 출력 노드에 접속되고, 상기 액티브 시 및 상기 스탠바이 시에 펌프 동작을

행하는 제3 차지 펌프 회로

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차지 펌프 회로는 직렬 접속된 제1 개수의 단위 차지 펌프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차지 펌프 회로는 직렬 접속된 상기 제1 개수보다도 적은 제2 개수의 단위 차지 펌프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3 차지 펌프 회로는 직렬 접속된 복수의 단위 차지 펌프 회로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상이한 전원 전위의 사양에 대응하여, 클럭 신호를 전달하는 클럭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로서,

상기 클럭 드라이버는,

전원 전위가 제1 레벨의 사양인 경우에 클럭 신호를 전달하고, 전원 전위 노드와 기준 전위 노드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제1

도전 형식의 제1 트랜지스터 및 제2 도전 형식의 제2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제1 인버터를 갖는 제1 클럭 드라이버 회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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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전위가 상기 제1 레벨보다 낮은 제2 레벨의 사양인 경우에 상기 클럭 신호를 전달하고, 상기 전원 전위 노드와 상기

기준 전위 노드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고, 게이트 절연막이 각각 상기 제1 및 제2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절연막보다도 얇은

제1 도전 형식의 제3 트랜지스터 및 제2 도전 형식의 제4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제2 인버터를 갖는 제2 클럭 드라이버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전원 전위가 상기 제1 레벨인 경우에는 상기 제3 및 제4 트랜지스터의 각각의 게이트 전극과 드레인 전극이 소스 전

극에 접속되고, 상기 전원 전위가 상기 제2 레벨인 경우에는 상기 제3 및 제4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이 상기 제2 인버

터의 입력 노드에 공통 접속됨과 함께, 상기 제3 및 제4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극이 상기 제2 인버터의 출력 노드에 공통

접속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 트랜지스터는 모두 상기 제2 도전 형식의 공통의 제1 웰 영역 내에 형성되고,

상기 제2 및 제4 트랜지스터는 모두 상기 제1 도전 형식의 공통의 제2 웰 영역 내에 형성되는 반도체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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