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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높은 신뢰도를 갖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요약

여기에 개시된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복수 개의 데이터들과, 상기 데이터들에 대한 프로그램 확인 정

보를 동시에 프로그램한다. 그리고, 정전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 상기 데이터들 및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

(예를 들면, 컨펌 마크)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근거로 하여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를 파악한

다. 그리고, 파악된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데이터부터 프로그램을 재 수행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어레이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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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어레이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근거로 하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의 신뢰도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 그리고

도 6은 도 5에 도시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의 신뢰도 판단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 : 메인 영역 20 : 스페어 영역

100 : 메모리 셀 어레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와 같은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메모리는 위성에서 소비자 전자 기술에 이르기까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응용 및 컴퓨터

등의 디지털 로직 설계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 전자 소자이다. 따라서, 높은 집적도 및 빠른 속도를

위한 반도체 메모리의 제조 기술의 진보는, 다른 디지털 로직 계열의 성능 기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크게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와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나뉘어진다.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

치는 전원이 인가되는 동안 데이터가 저장되고 읽혀지며, 전원이 차단될 때 데이터는 소실된다. 반면, MROM(MASK

ROM), PROMPROM(Programable ROM), EPROM(Erasable and Programmable ROM),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OM) 등과 같은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전원이 차단되어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불 휘발성 메모리의 데이터 저장 상태는 사용되는 제조 기술에 따라 영구적이거나 재프로그램 가능하다.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 중 MROM, PROM 및 EPROM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소거 및 쓰기가 자유롭지 않아서 일반 사용자들이 기억 내용을

새롭게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반해, EEPROM은 전기적으로 소거 및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갱신이 필요

한 시스템 프로그래밍(system programming)이나 보조 기억 장치로의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래시 EEPROM(이

하, 플래시 메모리 장치라 칭함)은 기존의 EEPROM에 비해 집적도가 높아 대용량 보조 기억 장치로의 응용에 매우 유리하

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들 중에서도 낸드형(NAND-type)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NOR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비해 집적도

가 매우 높다.

도 1은 일반적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어레이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어레이 구조

(100)가 도시되어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영역으로 메모리 셀 어레이(100)를 포함하며, 메

모리 셀 어레이(100)는 메인 영역(main field ; 10)과 스페어 영역(spare field ; 20)으로 구분된다. 도 1에 도시된 메모리

셀 어레이는 하나의 메모리 블록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메모리 블록들이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제공됨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스페어 영역(20)에는 메인 영역(10) 및 플래시 메모리 장치와 관련된 정보(예

를 들면, 에러 정정 코드, 디바이스 코드, 메이커 코드, 페이지 정보 등)가 저장된다. 메모리 셀 어레이(100)의 메인 및 스페

어 영역들(10, 20)은, 복수 개의 셀 스트링들(1)(또는 낸드 스트링(NAND string)이라 불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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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셀 어레이(100)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페이지 버퍼

회로(미 도시됨)가 제공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은 F-N 터널링 전류(Fowler-

Nordheim tunneling current)를 이용하여 소거 및 프로그램 된다. 낸드형 플래시 EEPROM의 소거 및 프로그램 방법들은

US. Patent No. 5,473,563에 "Nonvolatile Semiconductor Memory"라는 제목으로, US. Patent No. 5,696,717에

"Nonvolatile Integrated Circuit Memory Devices Having Adjustable Erase/Program Threshold Voltage

Verification Capability"라는 제목으로 각각 게재되어 있다.

데이터를 메인 영역(10)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로딩 명령이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인가된 후, 어드레스 및 데

이터가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연속적으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될 데이터는 페이지 버퍼 회로에게 바이트 또는

워드 단위로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프로그램될 데이터, 즉 한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가 모두 페이지 버퍼 회로에 로딩되면,

페이지 버퍼 회로에 보관된 데이터는 프로그램 명령의 입력에 따라 메모리 셀 어레이(즉,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에

동시에 프로그램된다.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이 모두 프로그램된 후에는, 해당 메모리 셀들이 올바로 프로그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베리

파이(verify)가 수행된다. 베리파이 결과,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이 올바로 프로그램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정보가 메모리 셀 어레이의 특정 영역(예를 들면, 스페어 영역)에 프로그램된다. 그러한 정보는 페이지 정보 또는 컨펌 마

크(confirm mark)라 불린다. 페이지들(WL0-WLm) 각각의 페이지 정보는 스페어 영역(20) 내의 특정 스트링(서클로 표

시된 부분 참조)에 저장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페이지(WL0)의 페이지 정보는 스페어 비트 라인(SBL0)에 연결된 스트링

의 메모리 셀(M0)에 저장되고, 두 번째 페이지(WL1)의 페이지 정보는 스페어 비트 라인(SBL0)에 연결된 스트링의 메모

리 셀(M1)에 저장되며, 마지막 페이지(WLm)의 페이지 정보는 스페어 비트 라인(SBL0)에 연결된 스트링의 메모리 셀

(Mm)에 각각 저장된다.

앞의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한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동작이 2번 수행된다. 1번은 메

모리 셀들에 대한 노멀 프로그램 동작이고, 나머지 1번은 상기 메모리 셀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다는 페이지 정보

또는 컨펌 마크(confirm mark)에 대한 프로그램 동작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스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한 페이지의 데

이터 정보를 프로그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 데이터를 프로그램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약 2배가 소요된다. 이 경우,

만일 메모리 셀 어레이가 32개의 페이지들(또는 워드 라인들)을 포함한다면, 프로그램 동작이 64번 반복되어야 한다. 플래

시 메모리 장치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프로그램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설명된 프

로그램 방식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성능(또는 동작 속도)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페이지별로 컨펌 마크를 프로그램하는 대신, 복수 개의 페이지 단위로 컨펌마크를 프로그램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

다.

그런데,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프로그램하다 보면, 프로그램 도중 의도하지 않은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원

이 다시 공급될 때 이전에 수행되었던 프로그램 동작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정

상 종료 여부는 컨펌 마크에 프로그램 된 값을 확인함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컨펌 마크는 메

모리 셀에 대한 프로그램 및 베리파이가 모두 수행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프로그램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컨펌 마크를 프

로그램하는 도중에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대응되는 메모리 셀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같은 데이터의 손실은, 복수 개의 페이지마다 컨펌마크를 프로그램하는 경우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도중 전원이 끊겼다가 재공급될 때 발생되는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

로운 방안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프로그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프로그램의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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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a) 메모리 셀 어레이에 복수 개

의 데이터들과, 상기 데이터들에 대한 프로그램 확인 정보를 동시에 프로그램하는 단계; 및 (b) 프로그램 동작이 중단된 경

우,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 및 상기 데이터들이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의 분포를 근거로 하여 상기 메

모리 셀들에 대한 프로그램 신뢰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는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의 메인 영역에 상기 복수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의 스페어 영역에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를 각각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신뢰도 판단 방법은, (a) 블랭크 값이 아

닌 페이지를 찾아내는 단계; (b) 상기 페이지의 프로그램 확인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의 분포를 근거로

하여,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의 프로그램 신뢰도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페이지의 데이터들이 저장된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의 분포를 근거로 하여, 상기 데이터들의 프로그램 신뢰도를 판단하는 단계; 및 (d) 상기 (b) 및 (c) 단계에서

의 판단 결과,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 및 상기 데이터들이 모두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페이

지가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가 저장된 상기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b-2) 상기 (b-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

계; 및 (b-3) 상기 (b-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가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데이터들이 저장된 상기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이 제 1 프로

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c-2) 상기 (c-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c-3) 상기 (c-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데이터

들이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프로그램 방법은, 복수 개의 데이터들과, 상기 데이터들에 대한 프로그램 확인 정보를 동시에 프로그램

한다. 그리고, 정전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리커버리시 상기 데이터들 및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의 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메모리 셀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는

지 여부를 판별한다. 판별 결과, 해당 메모리 셀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된 경우에는 다음의 메모리 셀부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해당 메모리 셀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메모리 셀들부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어레이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으로, NAND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이 NAND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 이외의 타 다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예를 들면, MROM,

PROM, FRAM, NOR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

하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셀 어레이(100)를 포함한

다. 메모리 셀 어레이(100)는 메인 영역(10)과 스페어 영역(20)으로 구분된다. 메인 영역(10)과 스페어 영역(20)은 동일한

메모리 셀 구조로 구성된다. 메인 영역(10)은 실제 데이터(이하, 유저 데이터라 칭함)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페이지(11,

12, 13, …) 단위로 프로그램 된다. 그리고, 스페어 영역(20)에는 각각의 페이지(11, 12, 13, …)에 대응되는 부가 정보, 예

컨대 해당 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를 표시하는 컨펌 마크(CM0, CM1, CM2, …) 등이 프로그램된다. 여기서, 컨펌 마

크(CM0, CM1, CM2, …)의 사이즈는 고정된 값이 아니며, 설계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도 2에 도시된 메모리 셀 어레이

(100)의 구성은 도 1에 도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에 대해서는 도 1과 동일

한 참조 번호를 부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도 1에 도시된 셀 어레이(100)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지만, 그것이 프로그램되는

방법과, 프로그램된 데이터가 올바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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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메인 영역(10)을 프로그램한 후 메인 영역(10)에

대한 프로그램 검증 결과에 따라 스페어 영역(20)을 프로그램하는 종래 기술과 달리, 메인 영역(10)과 스페어 영역(20)을

동시에 프로그램한다. 그로 인해,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2배 가량 줄어들게 되고, NOP(Non-Operation)가 최소화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 방식에 의하면, 프로그램 도중에 전원이 끊겼다가 재 공급될 때 발생되는 데이터의 손실이 최

소화 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도중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리커버리시 컨펌 마크를 확인하여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게 된

다. 이 경우, 종래에는 메인 영역(10)이 프로그램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프로그램 완료 정보가 스페어 영역(20)에 프로

그램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데이터는 리커버리시 모두 소실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메인 영역(10)과 스페어 영역

(20)이 동시에 프로그램 되기 때문에, 메인 영역(10)에 대한 프로그램이 신뢰성 있게 수행된 것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해당

데이터는 보존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신뢰성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도중 정전이 되었다가 전원이 재공급되기 시작하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블랭크(예를 들면, 'FFh' 또는 논리

'1'의 상태)가 아닌 데이터가 처음 검출될 때까지(즉, 마지막에 프로그램 수행 중이던 데이터가 검출될 때까지) 데이터를

스캔한다. 그리고 나서, 검출된 데이터가 속한 페이지의 컨펌 마크(CM2)와 유저 데이터(예를 들면, 참조번호 13)가 저장

된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을 분석하여 해당 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램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이

때, 수행되는 데이터의 스캔은 각각의 메모리 셀 단위로 수행될 수도 있고, 와이어드-오어(wired-OR) 방식과 같이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한꺼번에 스캔할 수도 있다.

도 3은 유저 데이터 및 컨펌 마크가 저장된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그리고, 도 4는 메모

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근거로 하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의 신뢰도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일반적으로,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절연막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실리콘 기판 상에 형성된 소스(source)와 드

레인(drain) 사이에 배열된 전기적 플로팅 게이트(electrically floating gate)와, 워드 라인(word line)과 연결되는 제어 게

이트(control gate)를 갖는다. 셀 내에서 챠지 캐리어들(즉, 전자들)은, 프로그램 동작시 상기 절연막을 통해 상기 플로팅

게이트로 주입된다.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들이 축적됨에 따라 셀 트랜지스터의 유효 드레솔드 전압(threshold voltage)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드레솔드 전압의 분포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셀 트랜지스터의 제어 게이트와 드레인에 0V의 독출 전압(Vread, 도 3의 Vver1에 해당됨)을 인가하게 되면, 프로

그램된 셀은 비도전 상태로 남게 되어 논리 '0'(OFF cell)의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의 드레솔드 전압은, 도 3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0V에 근접해 있는 "가" 영역이 아니라 "나" 영역에 분포하기 때문

에, 프로그램 도중 정전이 되었다가 전원이 재공급되기 시작할 때 앞서 설명한 데이터 독출 스킴 만을 가지고는 해당 메모

리 셀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독출 전압을 제 1 프로

그램 검증 전압(Vver1)으로 사용하고, "나" 영역의 최저치에 해당되는 약 1.2V의 전압을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

으로 사용하여, 메모리 셀에 대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판단한다. 메모리 셀에 대한 프로그램의 신뢰성 판단은, 컨펌 데이

터가 저장된 메모리셀과, 유저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셀들 모두에 적용된다.

데이터 스캔 과정에 의해 블랭크가 아닌 페이지(또는 데이터)가 검색되면, 먼저 컨펌 마크가 저장되어 있는 셀 트랜지스터

의 게이트에 소정의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1)의 인가하여, 해당 셀 트랜지스터가 비 도전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

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해당 셀 트랜지스터가 비 도전 상태를 유지하면, 상기 컨펌 마크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 컨펌 마크가 저장된 셀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con)은 "가" 또는 "나" 영역에 분포하게 된다.

이어서, 소정의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을 인가하여, 해당 셀 트랜지스터가 비 도전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확인 결과, 해당 셀 트랜지스터가 비 도전 상태를 유지하면, 상기 컨펌 마크는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 컨펌 마크가 저장된 셀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Vcon)은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 보

다 높은 "나" 영역에 분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컨펌 마크가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되고 나면, 계속해서 유저

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판단하게 된다.

유저 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셀 트랜지스터들의 게이

트에 소정의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1)의 인가하여, 해당 셀 트랜지스터가 도전되는지, 또는 비 도전 상태를 유지하

는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해당 셀 트랜지스터가 도전되면, 해당 셀은 프로그램되지 않고 소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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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즉 "1"의 데이터 값을 가지는 셀로 판단한다. 그리고, 해당 셀 트랜지스터가 도전되지 않으면, 해당 셀은 프로그램 상태

의 셀, 즉 "0"의 값으로 프로그램된 셀로 판단한다. 해당 셀이 프로그램된 셀로 판정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셀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솔드 전압(Vuser)은 "가" 또는 "나" 영역에 분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당 셀이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되면, 계속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한

다. 이를 위해, 소정의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을 인가하여, 해당 셀 트랜지스터가 비 도전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

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해당 셀 트랜지스터가 비 도전 상태를 유지하면, 상기 유저 데이터는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 유저 데이터가 저장된 셀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솔드 전압(Vuser)은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 보다 높은 "나" 영역에 분포하게 된다.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컨펌 마크 및 유저 데이터가 저장된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솔드 전압들(Vcon, Vuser)이

모두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 보다 높은 "나" 영역에 분포하게 되면, 해당 컨펌 마크 및 유저 데이터는 모두 신뢰

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신뢰성 판단 스킴에 따르면, 정전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

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는 컨펌 마크는 물론 데이터에 대한 프

로그램 신뢰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먼저 유저 데이터와, 상기 유저 데이터에 대응

되는 컨펌 마크를 동시에 프로그램한다(1000 단계). 이 때, 유저 데이터는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 셀 어레이의 메인 영역에

프로그램 된다. 컨펌 마크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스페어 영역에 각각 프로그램 되며, 각 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게 프로그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로서 사용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도중에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여부가 판별된다(1100 단계). 11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프

로그램 도중 전원이 차단되었으면, 전원이 재공급될 때 메모리 셀 어레이 저장된 데이터를 스캔하여(1200 단계), 블랭크가

아닌 데이터(즉, 프로그램 된 데이터)를 검출한다(1300 단계). 1200 및 1300 단계의 동작은 블랭크가 아닌 데이터가 검출

될 때까지 반복된다. 1300 단계에서 블랭크가 아닌 데이터가 처음으로 검출되었으면, 검출된 데이터가 속한 페이지의 컨

펌 마크 및 유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분석한다(1400 단계).

이어서, 1400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해당 페이지에 수행되었던 프로그램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별한다

(1500 단계). 15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해당 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유효한 것으로 판별 되었으면, 다음 페이지의

데이터부터 프로그램 동작을 재 수행 한다(1600 단계). 그리고, 15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해당 페이지에 대한 프로그램

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 되었으면, 해당 페이지의 데이터부터 프로그램 동작을 재 수행 한다(1700 단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의 신뢰도 판단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6에는 도 5의 1400 단

계에서 수행된 프로그램 신뢰도 판단 과정이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신뢰도 판단 방법은, 먼저 컨펌 마크에 대한 프로그램 신뢰성을 판단한다(1410

단계). 컨펌 마크에 대한 프로그램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컨펌 마크가 프로그램된 셀에 대한 드레솔드 전압(Vcon)

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1) 보다 큰지 여부를 판별한다(1412 단계).

141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드레솔드 전압(Vcon)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1) 보다 작으면, 해당 페이지는 소거

페이지, 즉 프로그램되지 않은 페이지로 판정하고 수순은 종료된다(1450 단계). 그리고, 141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드레

솔드 전압(Vcon)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1) 보다 크면, 해당 페이지는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정한다(1414 단계).

1414 단계에서 해당 페이지가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정되었으면, 계속해서 상기 드레솔드 전압(Vcon)이 제 2 프로그램 검

증 전압(Vver2) 보다 큰지 여부를 판별한다(1416 단계). 1416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Vcon)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 보다 크면, 상기 컨펌 마크는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1416 단계에

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Vcon)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 보다 작으면, 해당 페이지는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순은 종료된다(1440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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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단계에서 컨펌 마크가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면, 계속해서 해당 페이지에 속하는 유저 데이터

각각에 대한 프로그램 신뢰성 판단이 수행된다(1420 단계). 1420 단계에 도시되어 있는 유저 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 신

뢰도 판단 과정은 하나의 셀을 예로 들어 설명된 것이다. 각 셀 별로 수행되는 유저 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 신뢰성 판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저 데이터가 프로그램된 각 셀에 대한 드레솔드 전압(Vuser)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1) 보다 큰지 여부를

판별한다(1422 단계). 142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Vuser)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1) 보다

작으면, 해당 셀은 소거 셀, 즉 "1"의 데이터 값을 갖는 셀로 판정한다(1460 단계). 그리고, 142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

기 드레솔드 전압(Vuser)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1) 보다 크면, 해당 셀은 프로그램된 셀, 즉 "0"의 데이터 값을

갖는 셀로 판정한다(1424 단계).

1424 단계에서 해당 셀이 프로그램된 셀로 판정되었으면, 상기 드레솔드 전압(Vuser)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

보다 큰지 여부를 판별한다(1426 단계). 1426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Vuser)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 보다 크면, 상기 셀은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정한다(1430 단계). 그리고, 1426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Vuser)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Vver2) 보다 작은 것으면, 해당 셀은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1440 단계).

위에서 설명된 셀에 대한 프로그램 신뢰성 판단은, 각각의 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와이어드-오어 방식과 같

이 일괄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기 페이지에 속하는 복수개의 셀들 중 어느 하나의 셀이라도 프로그램이 신뢰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페이지는 재 프로그램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복수 개의 데이터들과, 상기 데이터

들에 대한 프로그램 확인 정보를 동시에 프로그램한다. 그리고, 정전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 상기 데이터들

및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예를 들면, 컨펌 마크)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근거로 하여 프

로그램의 진행 상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파악된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데이터부

터 프로그램을 재 수행한다. 이와 같은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따르면, 컨펌 마크를 프로그램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이 필요치 않으므로 프로그램 시간을 2배 가량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유저 데이터와 컨펌 마크가 동시에 프로

그램 되므로, 프로그램 도중 정전이 되었다가 전원이 재공급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

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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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동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정전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중

단시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메모리 셀 어레이에 복수 개의 데이터들과, 상기 데이터들에 대한 프로그램 확인 정보를 동시에 프로그램하는 단계;

(b) 프로그램 동작이 중단된 경우,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 및 상기 데이터들이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

의 분포를 근거로 하여 상기 메모리 셀들에 대한 프로그램 신뢰도를 결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프로그램 신뢰성 판단 결과에 응답해서, 중단되었던 상기 프로그램 동작을 재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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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는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의 메인 영역에 상기 복수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의

스페어 영역에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를 각각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는 상기 데이터가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블랭크 값이 아닌 페이지를 찾아내는 단계;

(b-2) 상기 페이지의 프로그램 확인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의 분포를 근거로 하여,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의 프로그램 신뢰도를 판단하는 단계;

(b-3) 상기 페이지의 데이터들이 저장된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의 분포를 근거로 하여, 상기 데이터들의 프로그램

신뢰도를 판단하는 단계; 및

(b-4) 상기 (b-2) 및 (b-3) 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 및 상기 데이터들이 모두 신뢰성 있게 프로그

램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페이지가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b-2) 단계는

(b-2-1)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가 저장된 상기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b-2-2) 상기 (b-2-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드

레솔드 전압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b-2-3) 상기 (b-2-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프

로그램 확인 정보가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

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b-3)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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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1) 상기 데이터들이 저장된 상기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

는 단계;

(b-3-2) 상기 (b-3-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드

레솔드 전압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b-3-3) 상기 (b-3-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데

이터들이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

램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중단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판단 방법에 있어서:

(a) 블랭크 값이 아닌 페이지를 찾아내는 단계;

(b) 상기 페이지의 프로그램 확인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의 분포를 근거로 하여,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

보의 프로그램 신뢰도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페이지의 데이터들이 저장된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의 분포를 근거로 하여, 상기 데이터들의 프로그램 신

뢰도를 판단하는 단계; 및

(d) 상기 (b) 및 (c) 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 및 상기 데이터들이 모두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

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페이지가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

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신뢰도 판단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가 저장된 상기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

인하는 단계;

(b-2) 상기 (b-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드레솔

드 전압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b-3) 상기 (b-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프로그

램 확인 정보가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신뢰도 판단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데이터들이 저장된 상기 메모리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이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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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상기 (c-1)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1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드레솔

드 전압이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c-3) 상기 (c-2)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드레솔드 전압이 상기 제 2 프로그램 검증 전압 보다 큰 경우, 상기 데이터

들이 신뢰성 있게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신

뢰도 판단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들은 메모리 셀 어레이의 메인 영역에 저장되어 있고,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는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의 스

페어 영역에 각각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신뢰도 판단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들은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 되며, 및 상기 페이지에 대응되는 상기 프로그램 확인 정보는 상기 데이터들과

동시에 프로그램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신뢰도 판단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

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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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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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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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0645044

- 13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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