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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2(a)도, 제2(b)도는 그 메모리셀 어레이의 하나인 NAND 셀의 평면도와 등가 회로도.

제3(a)도, 제3(b)도는 각각 제2(a)도의 A-A' 및 B-B'를 따라 절취한 단면도.

제4도는 메모리셀 어레이의 등가 회로도.

제5도 및 제6도는 제1도의 주요부 구성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7도는 검증 전위 공급회로를 도시한 도면.

제8도는 검증 종료 검지 회로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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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도는 검증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도면.

제10도는 다른 실시예의 NAND  셀형 EEPROM의 주요부 구성을 도시한 도면.

제11도는 그 비트선 제어 회로의 구체적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제12도는 기입 및 검증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도면.

제13도는 독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감지 증폭기                                2 : 메모리 셀 어레이

3 : 데이타 비교회로                          4 : 입 출력 버퍼

5 : 데이타 래치회로                          6 : 제어 게이트 제어 회로

7 : 열 어드레스 발생회로                   9 : 검증 종료 검지 회로

131 : 메모리 셀 어레이                     132 : 어드레스 버퍼

133 : 행 디코더                                134 : 열 디코더

35 : 데이타 입 출력 버퍼                    36 : 기판 전위 제어 회로

37 : 제어 게이트 제어 회로                 38 : 제 1 비트선 제어 회로

39 : 제 2 비트선 제어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기적  기록개정(記錄改正)이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EEPROM)에  관한  것이며, 
특히 NAND 셀 구성의 메모리셀 어레이를 갖는 EEPROM에 관한 것이다.

EEPROM의  하나로서,  고집적화가  가능한  NAND  셀  형  EEPROM이  알려져  있다.  이는,  복수의  메모리 셀
을  그들의  소스,  드레인을  인접하는  것끼리  공용하는  모양으로  직렬  접속하여  하나의  단위로서 비트
선에 접속하는 것이다. 메모리셀은 통상 전하 축적층과 제어 게이트가 적층된 FETMOS 구조를 
갖는다.  메모리 셀 어레이는,  p형  기판 또는 n형 기판에 형성된 p형 웰내에 직접 형성된다.  NAND 셀
의  드레인측은  선택  게이트를  통해서  비트선에  접속되고,  소스측은  역시  선택  게이트를  통해서 소스
선(기준  전위  배선)에  접속된다.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는  행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워드
선이 된다.

이  NAND  셀형  EEPROM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데이타 기입 동작은 비트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
의  메모리셀부터  차례로  행한다.  선택된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에는  고전압  Vpp(=20V  정도)를 인가
하고,  그로부터  비트선측에  있는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  및  선택  게이트에는  중간  전위  VppM(=10V 
정도)를  인가하고,  비트선에는  데이타에  따라서  0V  또는  중간  전위를  부여한다.  비트선에  0V가 부여
되었을때,  그  전위는  선택  메모리  셀의  드레인까지  전달되어서,  드레인에서  부유  게이트에  전자 주
입이  생긴다.  이로  인해  그  선택된  메모리셀의  임계값은  정  방향으로  시프트된다.  이  상태를  예를 
들면 "1"로  한다.  비트 선에 중간 전위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전자 주입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임계
값은 변화하지 않으며, 부에 머문다. 이 상태는 "0"이다.

데이타  소거는  NAND  셀의  모든  메모리셀에  대해서  동시에  행하여진다.  즉  모든  제어  게이트,  선택 
게이트를  0V로  하고,  비트선  및  소스선을  부유상태로  하여,  p형  웰  및  n형  기판에  고전압  20V를 인
가한다.  이로  인해,  모든  메모리셀에서  부유게이트의  전자가  p형  웰이  방출되어,  임계값은 부방향으
로 시프트한다.

데이타  독출  동작은  선택된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를  0V로  하고,  그  이외의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
트  및  선택  게이트를  전원  전위  Vcc(=5V)로서  선택  메모리셀에서  전류가  흐르는지의  여부를 검출함
으로써 행하여진다.

이상이  동작  설명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NAND  셀형  EEPROM에서는,  기입  및  독출  동작시에는  비 선
택  메모리셀은  전송  게이트로서  작용한다.  이  관점에서,  기입이  행해진  메모리셀의  임계값  전압에는 
제한이  가해진다.  예를  들면,  "1"이  기입된  메모리셀  임계값의  바람직한  범위는  0.5-3.5V  정도가 된
다.  데이타  기입  후의  경시(經時)변화,  메모리셀  제조  파라메터의  불균일이나  전원  전위의  불균일을 
고려하면, 데이타 기입 후의 임계값 분포는 이보다 작은 범위인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종래와  같은,  기입  전위  및  기입  시간을  고정해서  전체  메모리셀을  동일  조건으로  데이타 
기입하는  방식에서는,  "1"을  기입한  후의  임계값  범위를  허용범위에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
면  메모리셀은  제조  프로세스의  불균일로부터  그  특성에도  불균일이  생긴다.  따라서  기입  특성을 보
면,  기입하기  쉬운  메모리셀과  기입하기  어려운  메모리셀이  있다.  종래는  이에  대해서,  기입하기 어
려운  메모리셀에  충분히  기입되도록,  기입시간에  여유를  유지시켜  전체  메모리셀을  동일  조건으로 
기입한다는  일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로써는,  기입되기  쉬운  메모리셀에는  필요  이상으로 
기입되어, 임계값 전압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높아져 버린다.

이상과  같이  종래의  NAND셀형  EEPROM에서는,  데이타  기입때,  메모리셀이  전송  게이트로 작용함으로
서 제한되는 허용 임계값 범위에 수용하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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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기입상태의  메모리셀의  임계값  분포를  작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한  NAND  셀형의  EEPROM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상에  전하  축적층과  제어  게이트가  적층  형성되고,  전하  축적층과  기판 사이
의  전하의  수수(授受)에  의해  전기적으로  기록  재성을  가능케한  메모리셀이  복수개식  직렬  접속되고 
NAND  셀을  구성하여  매트릭스  배열된  메모리셀  어레이를  갖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선택된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에  소정의  검증  전위를  인가하여  데이타  기입상태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전위 공급회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데이타  기입을  행한후에,  기입  검증  전위  공급  회로에  의해서  메모리셀의  전위 
공급  게이트에  소정의  검증  전위(예를  들면  전원  전위와  접지  전위중간으로  설정된다)를  부여하여 
메모리셀의  임계값  전압을  평가한다.  그리고  소망의  임계값에  도달하고  있지  않은  메모리셀이 있으
면,  기입  동작을  추가한다.  그후  재차  임계값  평가를  행한다.  이  조작을  반복해서  행하고,  모든 메
모리셀의 임계값이 요구된 허용 범위에 수용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면 기입 동작을 종료한다.

이렇게  해서  본  발명에  의하면,  한번의  데이타  기입시간을  짧게하여,  데이타  기입을  그  진행  정도를 
체크하면서  조금씩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데이타  기입이  종료된  메모리셀  어레이의  임계값 분포
를 작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1도는  한  실시예에  있어서의  NAND셀형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에서는,  번지 선택
을  행하기  위한  어드레스  버퍼  및  행,  열의  어드레스디코더  등은  생략하고,  기입  검증  동작에 관계
되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메모리셀  어레이(2)에  대해서,  데이타  기입  및  독출을  행하기 
위해  데이타  래치회로(5)  및  감지  증폭기(1)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감지  증폭기(1),  데이타 래치회
로(5)는  데이타  입출력  버퍼(4)에  연결된다.  제어게이트  제어  회로(6)은  메모리셀  어레이(2)의  제어 
게이트선에  데이타기입,  소거,  독출  및  검증의  각  동작에  대응해서  소정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것이
다.  데이타  래치회로(5)와  감지  증폭기(1)은  기입  검증  동작시에는,  열  어드레스  발생회로(7)에서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따라서  감지  동작과  재기입할  데이타의  래치를  행한다.  데이타 비교회로
(3)은  역시  검증  동작시,  데이타  래치회로(5)에  래치된  기입  데이타와,  감지  증폭기(1)에  의해 독출
된  데이타의  일치를  열  어드레스마다  비교  검출하여,  그  결과를  래치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비교회
로(3)의  출력은  출력  버퍼(8)을  통해서  검증  종료  검지  회로(9)로  안내된다.  데이타  래치회로(5)에 
래치된  기입할  데이타에  따라서  기입  조작이  행해진  다음에,  제어  회로(6)에  의한  기입  검증  동작을 
행하여,  기입  데이타가  모두  요구된  임계값  분포  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검증  종료  검지 회
로(9)에  의해,  데이타  기입  종료  신호가  얻어진다.  데이타  기입  종료  신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데이타 기입 동작을 행하여, 검증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제2(a)도,  제2(b)도는  메모리셀  어레이의  하나인  NAND  셀  부분의  평면도와  등가  회로도이며, 제3
(a)도,  제3(b)도는  각각  제2(a)도의  A-A'및  B-B'를  따라  절취한  단면도이다.  소자  분리 산화막(12)
로  둘러싸인  p형  실리콘  기판(또는  p형  웰)(11)에  복수의  NAND  셀로  이루어진  메모리셀  어레이가 형
성되어  있다.  하나의  NAND  셀에  착안하여  설명하면  이  실시예에서는,  8개의 메모리셀(M1-M8 )이  직렬 

접속되어  하나의  NAND셀을  구성하고  있다.  메모리셀은  각각,  기판(11)에  게이트  절연막(13)을 통해
서  부유 게이트(14)(141,142,…,168 )가  형성되고,  그  위에  층간  절연막(15)를  통해  제어 게이트

(16)(161,162,…,168 )이  형성되어,  구성되어  있다.  이들  메모리셀의  소스,  드레인인  n형 확산층(19)

는  인접하는  것끼리  공용하는  형태로,  메모리셀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NAND셀의  드레인측, 소스
측에는  각각,  메모리셀의  부유  게이트,  제어  게이트와  동시에  형성된  선택 게이트(149 , 16 9  및 

1410,1610 )이  설치되어  있다.  소자가  형성된  기판위에는  CVD  산화막(17)이  피복되고,  그  위에 비트선

(18)이  배치되어  있다.  비트선(18)은  NAND  셀  일단의  드레인측  확산층(19)에는  접촉되어  있다.  행 
방향으로  늘어서는  NAND  셀의  제어  게이트(16)는  공통으로  제어 게이트선(CG1,CG2,…,CG8 )로서 배치

되어  있다.  이들  제어  게이트선은  워드선이  된다.  선택 게이트(149,16 9  및 1410,1610 )도  각각  행 방향

으로 연속적으로 선택 게이트선(SG1,SG2)로서 배설되어 있다.

제4도는 이와 같은 NAND셀이 매트릭스 배열된 메모리셀 어레이의 등가회로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5도는  제1도중의  감지  증폭기(1),  데이타  래치회로(5),  데이타  비교회로(3),  출력버퍼(8)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데이타  래치회로(5)는  래치신호(LATCH)와  어드레스(ai)의  논리에 
의해서  선택된  어드레스의  데이타가  래치회로  본체(LA)에  래치된다.  감지  증폭기(1)은  감지 제어신
호(SENSE)와  어드레스(ai)의  논리에  의해서  선택된  어드레스의  비트선  데이타를  감지하여  출력한다. 
이  감지  증폭기(1)의  출력은  데이타  래치회로(5)의  대응하는  데이타와  비교회로(3)에  의해서 비교되

고, 그 결과가 래치신호(LATCHV, )에 의해서 래치되게 된다.

제6도는 제1도에 있어서의 제어 게이트 제어 회로(6)의 부분의 구체적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  제어  회로는  기입시에  선택  게이트에  고전이  Vpp를  부여하는  고전위  공급회로(21),  동일하게 기
입시에  비선택  제어  게이트에  중간  전위(VppM)를  부여하는  중간  전위  공급회로(22),  기입  검증 동작
시에  검증 전위(Vver )를  부여하는  검증  전위  공급  회로(23),  및  소거/독출  제어  회로(24)에  의해 구

성되어  있다.  이와같은  회로가  각  제어  게이트선마다  설치된다.  고전위  공급회로(21)은 기입신호
(WRITE)와  어드레스(ai)의  논리를  취하는  NAND 게이트(G1 )에  의해  제어되는  E타입,  n채널의  스위칭 

MOS 트랜지스터(QE1 )과  E타입,  p채널의  스위칭  MOS 트랜지스터(QP1 ),  및  출력  버퍼가  되는  E타입, p채

널  MOS 트랜지스터(QP2 )를  주체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MOS 트랜지스터(QE1 )과 (QP1 )사이,  MOS 트랜지

스터(QP1 )과  고전위(Vpp)단자  사이에는,  각각  스위칭  MOS  트랜지스터를  고전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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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채널  MOS 트랜지스터(QD1,QD2 )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MOS 트랜지스터(QD1,QD2 )는  D타입,  n채널이다. 

버퍼단  MOS 트랜지스터(QP1 )의  상하에도  마찬가지로,  D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D3,QD4 )가 설치되

어  있다.  출력단에  이와  같이  p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D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
는 것은 고전위(Vpp)를 임계값 강하 없이 제어 게이트선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MOS 트랜지스터(QD4 )는  다른  회로로부터  제어  게이트선에  정전위가  공급된때에  p채널  MOS 트랜

지스터(QP2 )의  드레인  접합이  순방향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작을  한다.  중간  전위 공급회로(22)

도  고전위  공급회로(21)과  마찬가지로,  NAND 게이트(G2 ),  이로  인해  제어되는  E타입,  n채널의 스위

칭  MOS 트랜지스터(QE2 )와  E타입,  p채널의  스위칭  MOS 트랜지스터(QP3 ),  출력  버퍼가  되는  E타입, p채

널 MOS 트랜지스터 P3(QP4), 및 D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D5-QD8)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소거/독출  제어  회로(24)는  독출신호(READ)와 어드레스( )의  논리를  취하는  NAND 게이트(G3 , 
G5 ),  소거신호(ERASE)를  취입하는  인버터 게이트(I2 ),  이  인버터 게이트(I2 )와  NAND 게이트(G5 )의 합

을  취하는  NOR 게이트(G6 ),  이들  NOR 게이트(G6 )과  NAND 게이트(G3 )에  의해  각각  제어되는 스위칭용

의  E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E3 )과  E타입,  p채널  MOS 트랜지스터(QP5 ),  이들  스위칭용  MOS 트랜

지스터와  제어  게이트선  사이에  설치된  보호용  D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D10,QD9 )에  의해 구성되

어 있다.

검증  전위  공급  회로(23)은  검증신호(VERIFY)와  어드레스(ai)의  논리를  취하는  NAND 게이트(G4 )와 

그  출력을  반전하는  인버터 게이트(I1 ),  이  인버터 게이트(I1 )에  의해  제어되어  검증 전위(VVER )를 제

어선에  공급하기  위한  스위칭용  E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E4 ),  및  이  MOS 트랜지스터(QE4 )와 제

어 게이트선 사이에 설치된 보호용 D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D11)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제7도는  검증  전위  공급  회로(23)에  부여되는  검증 전위(VVER )  발생회로의  구성예이다. 검증전위(VVE

R )는  검증신호(VERIFY)가  입력된  대에  전원  전위(Vcc)와  접지  전위  사이에  설정된  중간  전위를 출력

하여,  제6도의  검증전위  공급회로(23)에  의해  선택된  제어  게이트선에  공급되는  것으로,  이 실시예
에서는,  Vcc와  접지 전위 사이에 직렬 접속된 E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E6 과 QE7 )을  주체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들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소정의  바이어스를  부여하기  위해, 저항(R1-R3 )의 

분압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  원리적으로는  이들  분압회로의  단자(A)에  전원  전위(Vcc)를  부여하면 
좋으나,  그렇게  되면  관통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실시예에서는  E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E8,QE9 )와  E타입,  p채널  MOS 트랜지스터(QP6 , QP7 ),  및 인버터(I3 )에  의한  전환  회로를 

설치하고  있다.  즉,  검증신호(VERIFY)가  "H"레벨이  되면,  MOS 트랜지스터(QE8 )이  온(on), (Qs7 )이  온, 

(QE9 )가  오프(off)로  되며,  분압회로의  단자(A)에는  전원  전위(Vcc)가  공급된다.  이로  인해, 분압회

로의  분압비로  설정되는  MOS 트랜지스터(QE6 , QE7 )의  도통상태에  대응한  중간  전위의  검증 전위(VVER)

가  얻어진다.  검증신호(VERIFY)가  "L"레벨인  때는,  MOS 트랜지스터(QE9 )가  온이  되며,  분압회로의 단

자(A)는  접지  전위가  되고,  검증 전위(VVER )의  단자는  부유상태로  된다.  이때,  전환회로에서는,  MOS 

트랜지스터(QP7)이 오프이므로,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제8도는  검증  종료  검지  회로(9)의  구성이며,  플립플롭과  NAND  게이트  및  인버터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구성된 EEPROM의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데이타  기입에  우선하여  모든  메모리셀이  데이타  소거를  행한다.  데이타  소거시는  모든 제어선
(워드선)(CG)에  0V가  부여된다.  즉,  제6도에  도시한  제어  회로에  있어서,  소거/독출  제어 회로(24)
에  소거신호(ERASE)가  입력되고,  이로  인해  MOS 트랜지스터(QE3 )이  온이  되어  제어  게이트선(CGi)가 

0V로  된다.  이때  선택 게이트선(SG1,SG2 )도  마찬가지로  0V로  된다.그리고  비트선및  소스선을 부유상

태로서,  메모리셀  어레이가  형성된  p형  기판(또는  p형  웰  및  n형  기판)에  고전압(Vpp)가  인가된다. 
이  바이어스  상태를  예를  들면,  10m  sec  동안  보존함을써,  모든  메모리셀에서  부유  게이트로부터 전
자가 방출되어 임계값이 부(負)인 "0"상태가 된다.

데이타  기입은  1워드분의  데이타가  데이타  래치회로(5)에  래치되고,  그  데이타에  의해서  비트선 전
위가  제어되어  "0"  또는  "1"이  기입된다.  이때  선택된  제어  게이트선에  고전위(Vpp),  그에따라 비트
선측에  있는  비선택  제어  게이트선에  중간  전위(VppM)이  인가된다.  제6도의  제어  회로에서는 기입신

호(WRITE)가  입력된다.  즉,  기입신호(WRITE)와 어드레스( )의  논리에  의해서,  고전위 공급회로
(21)  또는  중간  전위  공급회로(22)가  온이  되어  선택된  제어  게이트선에  Vpp가,  비  선택  제어 게이
트선에 VppM이 인가된다. 비트선(BL)에는 데이타 "1"기입때는 0V, "0"기입때는 중간전위가 
부여된다.  이  데이타  기입의  바이어스  조건을  유지하는  시간은  종래의  기입법에  비해서  충분히 
짧은,  예를  들면  종래의  1/100정도,  구체적으로는  10μsec정도로  한다.  "1"이  기입된 메모리셀에서
는 임계값이 정방향으로 시프트(shift)하고, "0"이 기입된 메모리셀에서는 임계값은 부에 머문다.

다음으로  기입  검증  동작으로  들어간다.  이  실시예에서는  데이타  "1"이  기입된  메모리셀의  임계값이 
요구하는  값에  도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체크된다.  이  요구하는  임계값은  메모리셀의  데이타  유지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2.5V정도이다.  이와  같은  검증  동작이  기입이  행해진 
1  워드선의  메모리셀에  관해서  행하여진다.  제9도는  그  검증  동작의  타이밍도이다.  먼저, 감지신호
(SENSE)가  "H"  레벨이  되며,  감지증폭기(1)이  인에이블된다.  이때,  열  어드레스  발생회로(7)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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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어드레스(ai)가  입력되고,  데이타  출력선에  데이타가  출력되어  데이타  래치  회로(5)의  데이타가 
래치 출력선으로 출력된다. 이 기입 검증 동작의 사이클에서는 제6도의 제어 회로에 검증신호

(VERIFY)와  독출신호(READ)가  동시에  입력된다.  이들과 어드레스( )와의  논리에  의해서  선택된 
제어  게이트선에는  검증  전위공급회로(23)에  의해서,  Vcc와  접지  전위  중간에  설정된  검증 전위
(Vver =2.5V)가  공급된다.  그  이외의  제어  게이트선에는  소거/독출  제어  회로(24)의  NAND 게이트(G3 )의 

출력이  "L"레벨이  되어  제어  게이트선에  (Vcc)가  공급된다.  이때,  선택  게이트선(SG1,SG2)는  동시에 
Vcc,  비트선(BL)도  Vcc로  되고,  소스선은  0V로  된다.  이로  인해,  선택된  메모리셀이  "1"기입이 행해
진  것이며,  그  임계값이  2.5V를  초과하고  있으면,  선택된  메모리셀은  비도통상태로  되고, 데이타"
1"이  독출된다.  "1"기입이  행해졌으나  임계값이  2.5V에  도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된 메모
리셀은  도통하므로,  데이타  "0"으로서  독출된다.  그리고,  기입  데이타와  검증  동작에  의해  독출된 
데이타와는  데이타  비교회로(3)에  의해서  비교되며,  래치신호(LATCHV)가  "L"레벨이  "H"레벨로 됨으
로서, 비교 결과가 래치된다.

즉  독출된  데이타가  "1"이면,  이는  데이타  비교회로(3)  내의  인버터(31)에서  반전하여  데이타 래치
회로(5)에서의  기입  데이타  "1"과  동시에  NAND  게이트(32)에  입력되고,  인버터(33)에  의해서  기입 
데이타가  "1"이면,  "0"이  되어  래치회로(34)에  래치된다.  기입  데이타가  "1"이지만  기입이 불충분하
여  "0"으로  독출된  경우에는,  래치회로(34)에는  "1"로서  래치된다.  기입  데이타가  "0"인  경우에는 
독출된  데이타의  여하에  불구하고  "0"으로서  데이타  비교회로(3)내의  래치회로(34)에  래치된다. 이
상의 데이타 비교회로(3)에서의 래치 데이타의 상태를 표 -1에 통합해서 표시한다.

[표 1]

데이타  비교회로(3)의  출력이  하나라도  "1"이  되는  경우에는,  검증  종료  검지회로(9)가  검증  종료 
신호를  출력하지  않는다.  즉  제8도에서,  기입  검증신호(W-VERIFY)에  의해  플립플롭이  초기화된 
다음,  데이타  비교회로(3)의  출력에  "1"이  나타나면  플립플롭  출력은  "0"로  셋트된다.  데이타 비교
가  종료하기까지는  데이타  비교신호가  "0",  따라서,  검증  종료신호가  "0"출력이며,  검증이  종료하고 
있지  않음을  표시한다.  전체  비트선의  데이타  비교가  종료하면,  데이타  비교  종료신호가  "1"로 되지
만,  검증이  종료하지  않으면 신호(D OUT  V)가  "H"레벨이  됨으로써,  데이타  비교회로(3)의  OUT 데이타

가  재차  데이타  버퍼(8)을  개재하여,  데이타  입력선을  개재해서  새로운  데이타로서  데이타 래치회로
(5)에  래치된다.  위에  표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기입이  불충분했던  어드레스에  대해서만  "1" 데이
타가 재차 래치되고,  이로 인해 재차 "1"데이타 기입 동작이 반복된다.  그리고 재차 검증 동작을 행
하여,  "1"  기입이  불충분한  메모리셀이  없어지면,  데이타  비교회로(3)에  1개도  "1"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플립플롭은  "0"로  셋트된채로  되어서,  데이타  비교  종료신호가  "1"이  되었을때에,  검증  종료 
검지 회로(9)가 종료신호를 출력하여 데이타 기입 동작이 종료된다.

이상 각 동작 모드에서의 각 부 전위 관계를 종합해서,  표 -2에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기입 및 기입 
검증때 제어 게이트선(CG2)가 선택된 경우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다.

[표 2]

데이타 독출 동작은 종래와 동일하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데이타  기입시,  한번의  기입시간을  짧게  하여  기입이  불충분한 메
모리셀에  대해서는  재차기입을  행하는  조작을  반복한다.  이로  인해,  종래와  같이  한번의  기입 동작
으로  확실히  "1"데이타를  기입할  경우의  제조프로세스등의  불균일에  기인하는  과잉  기입,  즉  "1" 데
이타의  임계값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것이  방지되며,  "1"데이타가  기입된  전체  메모리셀의 임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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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균일을  작게할  수  있다.  이  결과,  비  선택  메모리셀이  전송  게이트로서  동작하는  NAND  셀형의 
EEPROM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제10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NAND  셀형  EEPROM의  주요부  구성도이다.  메모리셀  어레이(131)은 
제1도  실시예의  메모리셀  어레이(1)과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이  메모리셀  어레이(131)에  대해서, 
종래와  동일하게  어드레스  버퍼(132),  행  디코더(133),  열  디코더(134),  데이타  입  출력  버퍼(35), 
기판  전위  제어  회로(36)등이  설치되어  있다.  제어  게이트  제어  회로(37)은  제어  게이트선에  데이타 
기입,  소거 및  검증의 각  동작에 따라서 소정의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것으로,  그  구성은 제1도의 제
어 게이트 제어 회로(6)과 마찬가지이다.

먼저의  실시예와  다른  것은  메모리셀  어레이(131)의  상하  즉  비트선  방향의  양단이  각각  감지증폭기 
겸  데이타  래치를  포함하는  제1비트선  제어  회로(38)과  제2비트선  제어  회로(39)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제1비트선  제어  회로(38)은  기입  검증시에는,  열  어드레스에  관계없이  모든  비트선에 대해
서  감지  동작과  재기입할  데이타의  래치를  행한다.  제2비트선  제어  회로(39)도  마찬가지로,  기입 검
증시에는  열어드레스에  관계없이  모든  비트선에  대해서  감지  동작과  재기입할  데이타의  래치를 행한
다.  검증  동작시의  이들  두개의  비트선  제어  회로(38,39)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1비트선 제어회
로(38)이  래치하고  있는  데이타에  의해서  메모리셀  어레이(131)에  기입이  행해진  다음,  제2비트선 
제어  회로(39)가  감지증폭기로서  동작해서  감지한  데이타를  그대로  재기입용  데이타로서  래치한다. 
다음에  제2비트선  제어  회로(39)가  래치하고  있는  데이타에  의해서  메모리셀  어레이(131)에  기입이 
행해진다.  그  후  이번에는  제1비트선  제어  회로(38)이  감지증폭기로서  동작하여  감지한  데이타를 그
대로 재기입용 데이타로서 래치한다. 이와 같은 검증기입 동작을 반복하여 행한다.

제1,  제2의  비트선  제어  회로(38,39)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제11도에  도시하였다.  제1비트선  제어 
회로(38)은  감지증폭기  겸  데이타  래치로서,  E타입,  p채널의  MOS 트랜지스터(QP8,QP9 )  및  E타입 n채널

의  MOS 트랜지스터(QE15,QE16 )에  의해  구성된  CMOS  플립플롭을  갖는다.  이  CMOS  플립플롭의 노드(nod

e)에는,  소스,  드레인을  공통으로  접지한  D타입,  n채널의  MOS 트랜지스터(QD12,QD13 )이  캐패시터로서 

설치되어  있다.  이들  캐패시터는  감지동작시에  비트선  데이타를  전하  형태로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E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E10,QE11 )은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되는  열  선택  신호(CSLi)에  의해서 

온,  오프하고,  입출력선과  이  감지  증폭기겸  데이타  래치와의  사이의  데이타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E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E12,QE13,QE14 )는  CMOS  플립플롭의  리셋트용이며,  소스가 공통으

로  (1/2)  Vcc에  접속된  MOS 트랜지스터(QE12,QE13 )에  의해서  플립플롭의  노드들(1/2)  Vcc로  리셋트하는 

동작을  갖는다.  E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E17 )은  CMOS  플립플롭의  노드와  비트선의  접속을  온, 

오프하는 전송 게이트이다.  E타입,  n채널의 MOS 트랜지스터(QE18 , QE19 )는  기입  검증 동작시에 CMOS 플

립플롭의  데이타  내용에  따라서  비트선에  전하를  공급하는  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D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QD14)와 타입, p채널 MOS 트랜지스터(QP10)은 데이타 독출시에 비트선을 프리차지

(precharge)하는  회로이며,  여기서  MOS 트랜지스터(QD14 )는  데이타  기입시에  비트선에  부여되는 고전

위 VppM(~10V)가 MOS 트랜지스터(QP10)에 인가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다.

E타입,  n채널의  MOS 트랜지스터(QE20 )과  D타입,  n채널의  MOS 트랜지스터(QE15 )는  데이타  소거시에 비트

선에  인가되는  고전위  Vpp(-20V)가  제1의  비트선  제어  회로(38)내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작을 
한다. 이들 MOS 트랜지스터(QE20,QD15)를 직렬 접속하고 있는 것은 내압(耐壓)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제2비트선  제어  회로(39)의  구성도  기본적으로  제1비트선  제어  회로(38)과  동일하면, QE30,QE31 이 

QE12,QE13에, QE29가 QE14에, QP11QP12가 QP8 , QP9에, QE27 , QE28이 QE15,QE6에, QD17,QD18이 QD12 , QD13에, QE26이 QE17에 

QE24가 QE18가 QE18에, QE22가 QE20에, QD16가 QD15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QE23은  비트선을 리셋트하기 위한 

E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이다.

이들  제1,  제2비트선  제어  회로(38,39)  사이에는,  제1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 어레이(13
1)이  배치되지만,  이들  사이의  비트선(BL)은  메모리셀  어레이  도중에서  E타입,  n채널  MOS 트랜지스
터(QE21 )에  의해서  (BL1)과  (BL2)로  분할되어  있다.  여기서  분할된  비트선(BL1,BL2)의  길이의  비는 

예를  들면,  BL1:BL2=3:2로  한다.  이  분할비는  독출시의  비트선  프리차지  전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Vcc=5V인 때 프리차지 전위가 3V로 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구성된 EEPROM의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데이타  기입에  앞서서  모든  메모리셀의  데이타  소자를  행한다.  데이타  소거시는  모든 제어선
(워드선)(CG)에  0V가  부여된다.  즉  제6도에  도시한  제어  회로에  있어서,  소거/독출  제어  회로(24)에 
소거신호(ERASE)가  입력되고,  이로  인해  MOS 트랜지스터(QE3 )이  온이  되어  제어  게이트선(GCi)가 0V

로  된다.  이때  선택 게이트선(SG1 , SG2 )도  마찬가지로 0V로  된다.  그리고 비트선 및  소스선을 부유상

태로서,  메모리셀  어레이가  형성된  p형  기판(또는  p형  웰  및  n형  기판)에  고전압(Vpp)이  인가된다. 

이때  비트선이  부유상태로  고전위(Vpp)가  인가되므로,  제11도에  도시한 제어신호( )가  0V로 
되며,  고전위(Vpp)가  제1,  제2비트선  제어  회로(38,39)에  전송되지  않도록  한다.  이  바이어스 상태
를  예를  들면,  10m  sec  동안  보존함으로써,  모든  메모리셀에서  부유  게이트로부터  전자가  방출되어, 
임계값이 부의 "0"상태로 된다.

데이타  기입은  먼저  1워드분의  데이타가  제1비트선  제어  회로(38)  내의  감지증폭기  겸  데이타 래치
에  래치된다.  즉,  입력된  데이타를  데이타  입  출력  버퍼에서  입출력선에  전송되고,  어드레스에  의해 
열  선택신호(CSLi)가  선택되어  "H"레벨이  되며,  제1비트선  제어  회로(38)  내의  CMOS  플립플롭에 래
치된다.  제11도에  있어서,  데이타가  래치되기까지는,  신호  øPD,øWD는  Vcc이다.  그  후 øPD,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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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FFSD, ,øBE를  고전위(VppM)으로  하는  것으로,  비트선에는  데이타가  "1"인  때는  0V, "0"
인 때는 VppM이 부여된다.

이때  선택된  제어  게이트선에  고전위(Vpp),  그보다  비트선  측으로  있는  비  선택  제어  게이트선에 중
간전위(VppM)이  인가된다.  제6도의  제어  회로에서는  기입신호(WRITE)가  입력된다.  즉, 기입신호

(WRITE)와 어드레스( )의  논리에  의해서,  고전위  공급회로(21)  또는  중간  전위  공급회로(22)가 
온이되어  선택된  제어  게이트  선에(Vpp),  비  선택이  제어  게이트선에  VppM이  인가된다.  이  데이타 
기입의  바이어스  조건을  보존하는  시간은  종래의  기입법에  비해서  충분히  짧은  것,  예를  들면 종래
의  1/100정도,  구체적으로는  10μsec정도로  한다.  "1"이  기입된  메모리셀에서는  임계값이 정방향으
로 시프트하고, "0"이 기입된 메모리셀에서는 임계값은 부에 정지된다.

다음에  기입  검증  동작으로  들어간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데이타  "1"이  기입된  메모리셀의 임계
값이  요구하는  값에  이르고  있는지의  여부가  체크된다.  이  요구하는  임계값은  메모리셀의  데이타 보
존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2.5V정도이다.  이와  같은  검증  동작이  기입이 행해
진 1워드선의 메모리셀에 대해서 행하여진다.

제12도는  구체적으로  이  실시예에서의  기입  및  검증  동작의  타이밍을  도시한  것이다.  이를  사용해서 

더욱  상세하게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데이타  입 출력선(I/O, )에는,  입  출력  버퍼에서  데이타가 
송출된다.  "1"  데이타일  때는  1/O이  "H"레벨,  "0"  데이타일  때는  I/O이  "L"레벨이다.  어드레스에 의
해  선택된  열선택신호(CSLi)가  "H"레벨이  되었을  때,  데이타는  제1비트선  제어  회로(38)의  CMOS 플
립플롭에  래치된다.  1워드분의  데이타가  래치되면,  RESET가  "L"레벨로  되며,  비트선은  부유상태가 
된다.  이어서  신호(PVD)가  "H"레벨이  되면,  "0"데이타인  때에만  비트선이  Vcc-Vth로  프리차지  된다. 
이  후,  FFSD를  "H"레벨로서,  "0"데이타일  때는  비트선을  Vcc-Vth,  "1"데이타일  때는  비트선을  0V로 
한다.  그  후,  øWD,øPD,FFSD,  øBE를  VppM로서,  "0"  데이타일  때  비트선을  VppM-Vth,  "1"데이타일 
때는 비트선을 0V로 한다. 워드선은 상술한 바와 같이 요구하는 값으로 설정되어 기입이 종료한다.

기입이  종료되면,  신호(øWD,øPD,øBE)는  Vcc,FFSD는  0V로  된다.  또  리셋트신호(RESET)가 "H"레벨
이 되어, 비트선은 0V로 리셋트된다.

계속해서  검증  동작에  들어간다.  먼저,  신호(øBE)가  "L"레벨이  되며, 비트선(BLz )가  부유상태가 된

다. 그리고 신호(PRE)가 "H"레벨이 되어, 비트선(BLI)은 Vcc에 충전된다. 다음에 신호(PRE)와 

(RESET)가  "L"레벨이  되며,  øBE가  "H"레벨로  되어,  비트선(BL1,BL2)는  (3/5)  Vcc(~3V)의 부유상태
가  된다.  또  신호(PRE,  RESET)를  "L"레벨로  함과  동시에,  신호(ønu,øpu)를  (1/2)  Vcc로하고, 계속
해서  신호(øEU)를  "H"레벨로  하면,  제2비트선  제어  회로(39)  내의  CMOS  플립플롭의  노드(N3,  N4)의 
전위는  (1/2)Vcc로  된다.  그리고  신호(øEU)를  "L"레벨로  하고,  FFSU를  "H"레벨로  한다.  이때 워드
선은  상술한  바와  같이  요구하는  전위로  되며,  선택된  제어  게이트는 VVER 로  되고,  메모리셀의 임계

값이  이보다  낮으면  비트선의  전위는  내려간다.  결국,  "1"  데이타를  기입한  다음에  메모리셀의 임계
값이 V VER  보다  낮은  상태,  다시  말하면  기입이  불충분인  상태이면,  비트선의  전위는(1/2)  Vcc보다 

내려가고,  가음의  재기입  동작에서  "1"이  기입된다.  또  "0"  데이타를  기입한  다음이면,  당연히 비트
선 전위는 내려간다.

이로서는  재기입시에  잘못하여  "1"이  기입되므로,  워드선을  0V로  한  다음  신호(PVD)를  "H"레벨로 한
다.  "0"데이타가  제2비트선  제어  회로(39)에  래치되어  있는  경우만  비트선은  재충전된다.  이때의 비
트선은  "1"  데이타를  기입한  다음에  그  메모리셀  임계값이 VVER 보다  낮을때만,  (1/2)  Vcc보다 낮아지

도록  되어  있다.  이  때,  노드(N3)는  (1/2)  Vcc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결정되고,  노드(N4)는  (1/2) 
Vcc이다.  그리고  신호(PVD)를  "L"레벨로  하고,  신호(FFSU)를  "L"레벨로  한다.  이로  인해  노드(N3, 
N4)는  부유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신호(ønu)를  0V,  신호(ø(PU)를  Vcc로  하면,  노드(N3,  N4)의 
전위차의  대소가  감지되며,  그  데이타는  그대로  래치된다.  이  래치된  데이타가  재기입  데이타가 된
다.

제1비트선  제어  회로(38)과  제2비트선  제어  회로(39)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회로이므로,  동일한 동작
을  한다.  결국  재기입은  제2비트선  제어  회로(39)에서  행해지며,  그  검증  독출은  제1비트선  제어 회
로(38)에서 행해진다. 이상의 동작이 반복하여, 예를 들면 128회 행해져서, 검증 동작은 종료한다.

제13도는  데이타  독출  동작의  타이밍도이다.  어드레스가  입력되면  먼저,  신호(øBE)가  "L"레벨이 되
며,  제2비트선  제어  회로(39)측의  비트선(BL2)가  부유상태로  된다.  계속해서  신호(PRE)가  "H"레벨이 
되며,  비트선(BL1)이  Vcc  에  프리차지된다.  그리고  신호(PRE,  RESET)가  "L"레벨,  øPD,  ønD가 
(1/2)  Vcc로  되며,  그  후  신호(øBE)가  "H"레벨이  되어,  비트선(BL1,  BL2)는  (3/5)  Vcc에 프리차지
된다.  또  신호(øED)가  "H"레벨이  되어,  제1비트선  제어  회로(28)  측의  노드(N1,  N2)가  (1/2)  Vcc로 
된다.  계속해서,  신호(øED)가  "L"레벨이  된다.  그리고  신호(FFSD)가  "H"레벨이  됨과  동시에 워드선
이  상술한  바와  같이  독출시의  전위에  설정되면,  셀  데이타가  "0"인  대  비트선은  전위가  내려가고, 
"1"  데이타일  때는  비트선  전위는  변하지  않는다.  이  비트선  전위는  노드(N1)에  전송되며, 신호
(FFSD);가  "L"레벨,  øPD가  Vcc,  ønD가  0V로  됨으로써,  제  1비트선  제어  회로(38)의  CMOS 플립플롭
에  의해  감지된다.  계속해서  신호(RESET)가  "H"레벨이  되어  비트선은  셋트된다.  그리고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행  선택신호(CSLi)가  "H"레벨이  되어  데이타는  데이타  입  출력선  I/O,  I/O에  전송되어, 
입 출력 버퍼(35)에서 출력된다.

이상의  각  동작  모드에서의  각  부의  전위  관계를  종합해서,  표-3에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기입  및 
기입 검증시 제어 게이트선(CG2)가 선택된 경우에 대하여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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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또한  실시예에서는,  검증  동작에서의  임계값  평가기준을  2.5V로  하였으나  이는  허용  임계값 분포와
의  관계에서,  다른  적당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번의  기입시간에  대해서도  동일하며,  예를 들
면 최종적인 임계값 분포를 보다 작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번의 기입시간을 더욱 짧게 하여 조
금씩  기입/검증  동작을  반복하도록  하면  좋다.  또  실시예에서는,  터널  주입을  이용한  NAND  셀형 
EEPROM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고온전자  주입  등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라도,  NAND  셀  형의 
EEPROM이면 본 발명은 유효하다.

기타 본 발명은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 변형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기입  검증  제어를  행함으로써,  한번의  데이타  기입 시간
을  짧게하여,  최종적으로  기입된  메모리  셀의  임계값  분포를  작은  것으로  하여  신뢰성  향상을 도모
한 NAND 셀형의 EEPROM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다수의  비트라인,  상기  비트  라인을  전기  절연식으로  교차하는  다수의  워드라인, 전하
축적부를  가진  트랜지스터를  각각  갖고  있는  다수의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셀  어레이,  상기 메
모리셀들에  인가된  기입  전압을  직접  제어하여  데이타를  축적하는  다수의  데이타  축적  회로,  상기 
메모리셀들  각각으로  공급될  제어  기입  전압을  정하는  데이타를  축적하고,  상기  제어  기입  전압을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의해  축적된  데이타에  따라  상기  메모리  셀들  각각에  동시에 인가하
며,  상기  메모리  셀들의  실제기입된  상태를  확인하고,  상기  메모리  셀들의  확인된  실제  기입  상태와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의해  축적된  데이타  간의  선정된  논리적  관계에  따라  상기  축적된 
데이타를  선택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회로를  구비하며,  이에따라  불충분하게 
기입된  메모리  셀들에게만  제어  기입  전압을  인가하여  각각의  메모리셀에서  선정된  기입  상태를 달
성하게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들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는  초기에  초기  데이타로 설
정되며,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축적된  상기  초기  데이타는  상기  선정된  논리적  관계에  따라 
수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 내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는 상기 선정된 논리
적 관계에 따라 수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 내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는 상기 선정된 논리
적 관계에 따라 동시에 수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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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회로는  축적된  상기  데이타에  따라  상기  비트  라인들의  전압을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라인들의  전압은  상기  비트  라인들에  대한  전압을  선택적으로 변경하
는 상기 수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동시에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를  선택적으로  수정하고  상기 
메모리셀을  각각에  상기  제어  기입  전압을  인가하는  것은  각  메모리  셀이  충분하게  기입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를  수정하고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에  따라  상기  제어  기입  전압을  인가하는  것은  제한된  회수의 사이
클 동안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상기  반도체  기판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에  인접하게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 각각은 상기 각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선정된  논리적  관계에  따른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의  수정된  데이타에  따라 
상기  모든  메모리셀들이  충분히  프로그래밍  되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검증  종료  검출기를  더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제어  기입  전압을  메모리셀들에  인가한 후
에  상기  메모리셀들의  확인된  실제  기입된  상태와  상기  제어  기입  전압의  인가전에  상기  다수의 프
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의해  축적된  실제  데이타  간의  선정된  논리적  관계에  따라  상기  축적된 데이
타를 선택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4 

반도체  기판,  다수의  비트  라인,  상기  비트  라인을  전기  절연식으로  교차하는  다수의  워드라인, 전
하축적부를  가진  트랜지스터를  각는  다수의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셀  어레이,  및  상기  각 메모
리셀들에  인가될  제어  기입  전압을  정하고  초기에  적어도  하나의  입력  라인으로부터  로드(load)되는 
초기  데이타로  설정되는  데이타를  축척하고,  상기  제어  기입  전압들을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
에  의해  축적된  데이타에  따라  상기  메모리셀들  각각에  동시에  인가하며,  상기  메모리  셀들의  실제 
기입된  상태를  확인하고,  상기  메모리셀들의  확인된  실제  기입  상태와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
에  의해  축적된  실제  데이타간의  선정된  논리적  관계에  따라  상기  축적된  데이타를  선택적으로 수정
하기  위해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회로를  구비하며,  이에따라  불충분하게  기입된  메모리  셀들에게만 
제어  기입  전압을  인가하여  각각의  메모리셀의  전하  축적부에서  전하가  축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들의  상기  실제  기입된  상태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  내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는  상기  선정된  논리적 관계
에 따라 동시에 수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회로는  축적된  상기  데이타에  따라  상기  비트라인들의  전압을 선
택적으로 변경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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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라인들의  전압은  상기  비트  라인의  전압을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상기 
수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동시에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를  선택적으로  수정하고  상기 메
모리셀을  각각에  상기  제어  기입  전압을  인가하는  것은  각  메모리셀이  충분하게  기입될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상기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를  수정하고  상기 제
어  기입  전압을  상기  각  메모리셀들에  인가하는  것은  제한된  회수의  사이클  동안  반복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상기  반도체  기판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에  인접하게  배열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  각각은  상기  각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4 

제14항에  있어서,  모든  액세스된  메모리셀들이  충분히  기입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기  위한  검증 
종료 검출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제어  기입  전압을  메모리셀들에  인가한  후에 
상기  메모리셀들의  확인된  실제  기입된  상태와  상기  제어  기입  전압의  인가전에  상기  다수의 프로그
래밍  제어  회로에  의해  축적된  실제  데이타  간의  선정된  논리적  관계에  따라  상기  축적된  데이타를 
선택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6 

반도체 기판,  다수의 비트 라인,  상기 비트 라인을 전기 절연식으로 교차하는 다수의 워드 라인, 전
하  축적부를  가진  트랜지스터를  각는  다수의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셀  어레이,  메모리셀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메모리셀들에  기입  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메모리  셀들의  실제  기입된  상태를 감지
하기  위해  검증  전압을  상기  선택된  메모리셀에  인가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
어  회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의해  선택된  상기  각  메모리  셀들에  인가될  기입  제어를 제
어하는,  제1  및 제2논리 레벨을 갖는 기입 제어 데이타를 축적하고,  상기 기입 전압을 상기 각 메모
리셀들에  인가하며,  상기  제1의  선정된  논리  레벨을  갖는  제어  데이타가  축적된  데이타  회로에 대응
하는  상기  각  메모리셀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실제  기입된  상태를  감지하고,  데이타의  성공적인 
기입이  감지된  메모리셀에  대응하는  데이타  회로에서  상기  제1의  선정된  논리  레벨로부터  상기 제2
선정된  논리  레벨로  축적된  기입  제어  데이타를  수정하며,  데이타가  성공적으로  기입되지  않은 메모
리셀에  대응하는  데이타  회로에서는  상기  축적된  기입  제어  데이타를  상기  제1의  선정된  논리 레벨
로  유지하고,  상기  선정된  제2논리  레벨을  축적한  데이타  회로에서는  상기  축적된  기입  제어 데이타
를 상기 제2의  선정된 논리 레벨로 유지하기 위한 다수의 데이타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회로들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는  초기에  초기  데이타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회로들은  상기  메모리셀들의  실제  기입된  상태를  동시에  감지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회로에 축적된 상기 기입 제어 데이타에 따라 상기 비트 라인들의 전
압을  선택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라인들의  전압을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데이타  축적 
회로에  축적된  상기  기입  제어  데이타에  따라  상기  비트  라인들의  전압을  동시에  변경하는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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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1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  감지,  및  변경은 상기 각  메모리 셀들이 충분히 기입될 때까지 계속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  감지  및  변경은  제한된  회수의  사이클  동안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3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회로  및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배열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4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에  인접하게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5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각  데이타  회로들은  상기  각  비트라인들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6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각  데이타  회로들은  검증  종료  검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
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7 

반도체  기판,  다수의  비트라인,  상기  비트  라인을  전기  절연식으로  교차하는  다수의  워드라인,  전하 
축적부를  가진  트랜지스터를  각각  갖고  있는  다수의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셀  어레이,  상기  각 
메모리셀들에  인가될  제어  기입  전압을  정하고  초기에  적어도  하나의  입력  라인으로부터  로드되는 
초기  데이타로  설정되는  데이타를  축적하고,  상기  제어  기입  전압을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의해  축적된  데이타에  따라  상기  각  메모리셀들에  동시에  인가하며,  상기  메모리셀들의  실제  기입된 
상태를  확인하고,  상기  메모리셀들의  확인된  실제  기입된  상태와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의
해  축적된  데이타  간의  선정된  관계에  따라  상기  축적된  데이타를  선택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를  구비하며,  이에따라  불충분하게  기입된  메모리셀들에게만  제어  기입  전압을 
인가하여  각각의  메모리  셀의  전하  축적부에  전하가  축적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
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들의  상기  실제  기입된  상태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는  상기  선정된  논리적  관계에 
따라 동시에 수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축적된  상기  데이타에  따라  상기  비트  라인들의 전
압을  선택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라인들의  전압은  상기  비트  라인의  전압을  선택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상기  수단에  의해  동시에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
템.

청구항 42 

제37항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를  수정하고  상기 
제어  기입  전압을  상기  각  메모리셀들에  인가하는  것은  각  메모리셀이  충분히  기입될  때까지 계속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3 

제37항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에  축적된  상기  데이타를  수정하고  상기 
제어  기입  전압을  상기  각  메모리  셀들에  인가하는  것을  제한된  회수의  사이클  동안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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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상기  반도체  기판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에  인접하는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6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제어  회로  각각은  상기  각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7 

제37항에  있어서,  액세스된  모든  메모리셀들이  충분히  기입되었는지의  여부를검출하기  위한 검증종
료 검출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종료  검출기는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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