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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개략적 블록도.

제2도는 제2a도와 제2b도로 구성되며, 제2a도는 제k번째 열블럭과 관련된 제1번째와 제2번째 메모리 블록
들내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배열과, 이들과 접속되는 전달 트랜지스터 어레이들을 보인 도면이며, 제
2b도는 제k번째 열블럭과 관련된 입출력 버퍼, 열디코오더 및 선택회로, 데이터 레지스터 및 감지증폭기
들을 보인 회로도.

제3도는 메모리 쎌 어레이를 구성하는 낸드쎌 유닛들중 하나의 레이 아웃 패턴의 평면도를 보인 도면.

제4도는 제3도의 라인 IV-IV을 따라 취해진 낸드쎌 유닛의 단면도를 보인 도면.

제5도는 제2도에 도시된 제1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블록선택제어회로를 상세히 나타낸 회로도.

제6도는  제2도  및  제13도에  도시된  실시예들에서  사용되는  제어  게이트  구동회로를  상세히  나타낸 
회로도.

제7도는 제2도에 도시된 제1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소오스라인 구동회로를 나타낸 회로도.

제8a도는 제2b도에 도시된 트라이스테이트 인버어터의 상세회로도.

제8b도는 제6도에 도시된 트라이스테이트 낸드게이트의 상세회로도.

제8c도는 제5도에 도시된 블록선택제어회로에서 사용되는 제어신호들 ψ6과  ψ7을 발생하는 타이밍 회로

도.

제9도는 제9a도와 제9b도로 구성되는 프로그램 판단회로를 보인 도면이고,

제9a도는 상기 프로그램 판단회로의 일부분을 보인 회로도이며 제9b도는 가산회로를 보인 회로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EEPROM의 블록소거 모우드에서 사용되는 여러 제어신호들의 타이밍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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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도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EEPROM의 프로그램 모우드에서 사용되는 여러제어신호들의 타이밍
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제1 및 변형된 실시예들에 따른 EEPROM의 프로그램검증 모우드와 독출 모우드에서 사
용되는 여러 제어신호들의 타이밍도.

제13도는 제13a도와 제2b도로 구성된 변형된 실시예를 보인 회로도이며 제13a도는 제k번째 열블록에서 공
유 워드라인들을 가지는 제i번째 메모리 블록내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배열과 상기 메모리 블록과 접
속되는 전달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보인 도면.

제14도는 제13도에 도시된 변형된 실시예와 관련된 블록선택제어회로를 상세히 나타낸 회로도.

제15도는 제13도에 도시된 변형된 실시예와 관련된 접지라인 구동회로를 상세히 나타낸 회로도.

제16도는 본 발명에 따라 변형된 EEPROM의 블록소거 모우드에서 사용되는 여러 제어신호들의 타이밍도.

제17도는 본 발명에 따라 변형된 EEPROM의 프로그램 모우드에서 사용되는 여러 제어신호들의 타이밍도.

제18도는 제2a도와 제2b도 그리고 제13a도와 제2b도의 결합관계를 각각 보인 제2도와 제13도의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메모리 쎌어레이                  12 : 데이터 레지스터 및 감지증폭기

14 : 열디코오더 및 선택회로       16 : 입출력 버퍼

18,318 : 블록선택제어회로         20 : 제어게이트 구동회로

22 : 소오스라인 구동회로           24 : 프로그램 판단회로

26 : 입력버퍼                            28 : 출력버퍼

30 : 열디코오더                         32 : 선택회로

33 : 정전류회로                         64 : 기준부

66 : 전류원부                            320 : 접지라인 구동회로

164 : 검증전압 발생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가능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낸드구
조로된 쎌들을 가지는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는 여러 장치들은 고밀도의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
로그램 가능 불휘발성 메모리장치(이하 ＂EEPROM＂이라 칭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휴대용 
컴퓨터 또는 노오트북 크기의 바테리 전원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조 메모리 장치로써 회전 자기 디스크를 
가지는 하드 디스크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점유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의 설
계자들은 보다 작은 면적을 함유하는 고밀도, 고성능의 EEPROM의 개발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 고밀도 
EEPROM을 달성하기 위해서 메모리 쎌들이 점유하는 면적을 줄이는 것이 주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한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쎌당 선택 트랜지스터의 개수와 비트라인과의 접속 개구(contact hole)들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낸드 구조로된 쎌들을 가지는 EEPROM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한 낸드 구조쎌은 1988년에 발
행된 IEDM, 페이지 412 내지 415에서 제목 ＂NEW DEVICE TECHNOLOGIES FOR 5V-ONLY 4Mb EEPROM WITH NAND 
STRUCTURE CELL＂ 하에 개시되어 있다. 이 낸드구조쎌(이하 ＂낸드쎌 유닛, 또는 낸드쎌＂이라 칭함)은 
드레인이 대응 비트라인에 접속 개구를 통해 접속된 제1선택 트랜지스터와, 소오스가 공통소오스라인에 
접속된 제2선택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와 상기 제2선택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사이에 채널들이 직렬로 접속된 8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낸드쎌 유닛은 P형 반도체 
기판상에 형성되고 각각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그 소오스와 드레인 영역 사이의 채널 영역상에 게이트 
산화막을 개재하여 형성된 플로팅 게이트와, 중간 절연막을 통하여 이 플로팅 게이트 상에 형성된 제어 
게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 낸드쎌 유닛내에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이 쎌 유
닛내의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일시에 소거시킨 후 프로그래밍 동작이 행해진다.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동시 소거 동작(통상적으로 플래쉬(flash)소거라고 알려져 있음)은 0볼트를 
비트라인에, 17볼트를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제어게이트들에 인가
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은 인한스멘트 모우드의 트랜지스터들로 되고 
이것을 이진수 ＂1＂로 프로그램된 트랜지스터들이라고 가정한다.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이진수 ＂
0＂으로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비트라인과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및 제1선택 트랜지스터와 선택
된 메모리 트랜지스터 사이의 각각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로 22볼트가 인가되고, 선택된 메모
리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와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와 소오스라인 사이에 있는 각각의 메모리 트랜
지스터의 제어게이트 및 제2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0볼트가 인가된다. 그러므로 선택된 메모리 트
랜지스터는 이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으로부터 플로팅 게이트로 정공(hole)들의 Fowler-Nordheim 턴넬링(F-
N 턴넬링)에 의해 프로그램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의 문제점은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고전압이 인가되는 것에 의해 야기된 스트레스를 받은 게이트 산화막이 얇은 게이
트 산화막 누설전류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고, 그래서 메모리 쎌의 데이터 보유(data retention)능력이 소
거의 프로그램 횟수의 증가에 따라 점점 더 감퇴하고, 그 결과로서 EEPROM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낸드쎌 유닛들이 N형 반도체기판에 형성된 P형 웰 영역상에 형성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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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된 장치 구조와 이 장치 구조를 사용하는 개량된 소거 및 프로그램 기술이 1990년에 발행된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페이지 129 내지 130에서 제목 ＂A NAND STRUCTURED CELL WITH A NEW PROGRAMMING 
TECHNOLOGY FOR HIGHLY RELIABLE 5V-ONLY FLASH EEPROM＂하에 개시되었다.

이 낸드쎌 유닛내에 있는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즉 메모리 쎌들의 소거 동작은 모든 제어게이트에 0
볼트를 인가하고 P형 웰 영역과 N형 기판에 20볼트의 고전압을 인가하는 것에 의해 행해지고, 모든 메모
리 트랜지스터들의 플로팅 게이트로부터 전자가 P형 웰로 균일하게 방출되게 한다. 그 결과 각각의 메모
리 트랜지스터의 드레쉬 홀드 전압은 약-4볼트의 음의 전압으로 되고 이진 논리 ＂0＂이 저장된 상태라고 
가정되는 디플레숀 모우드의 트랜지스터의 상태로 된다. 낸드쎌 유닛내의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프
로그램하기 위해서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 게이트에는 20볼트
의 고전압을 인가하고, 제2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0볼트를 그리고 비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의 각각의 제어게이트에는 7볼트의 중간전압을 인가한다. 만약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이진 논
리 ＂1＂로 서입 또는 프로그램한다면, 상기 낸드쎌 유닛과 접속된 비트라인에 0볼트가 인가되고 이에 의
해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가 주입되고 인한스멘트 모우드의 트랜지스터 
상태로 된다. 그 반면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이진 논리 ＂0＂으로 프로그램한다면 상기 대응 
비트 라인에는 프로그램 방지전압인 중간전압 7볼트가 인가되고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프로그
램 동작은 방지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동작은 P형 웰로부터 게이트 산화막을 통해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
를 균일하게 주입하기 때문에 얇은 게이트 산화막의 부분적 스트레스는 일어나지 않고 이에 의해 게이트 
산화막 누설전류가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일한 소거 및 프로그램 방법은 메모리의 용량이 고밀도로 될 때 후술되는 문제들을 발생
한다.

시스템 설계자들이 이미 프로그램 또는 기입된 메모리 쎌의 일부분 또는 블록을 재 프로그램하기 위하여 
소거하기를 원할 때 특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통상의 방법은 메모리 쎌 어레이내에 있는 모든 메모
리 트랜지스터들을 일시에 소거하는 것 즉 플래쉬 소거하는 것이고 그후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을 재프로
그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부분들 또는 블록들이 동시에 소거되기 때문에 재
프로그램하기 위해 긴 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불편하다. 이러한 불이익은 메모리의 용량이 점점 더 
고밀도로 될 때 심각하게 발생된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된 메모리 
블록내에 있는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만을 소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개량된 소거 및 프로그램 
기술을 사용하는 EEPROM의 경우 비선택된 블록내에 있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소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각각의 제어게이트에는 소거전압과 동일한 전압 또는 약 18볼트 이상의 높은 고전압이 인가되는 것
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은  블록소거동작을  수행하는  디코오더  회로가  설계상  복잡해지는  결점을 
갖는다. 더욱이 EEPROM의 집적도가 증가될 때, 디코오더의 차지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그 결과 디코오더 
설계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상기 종래 기술에 관한 다른 문제는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이다. 선택된 워드라인 (또는 행라인)과 접속된 
동일행에 있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중 프로그램 동작전 소거동작에서 소거된 데이터를 변경없이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즉 프로그램되지 않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메모리 트
랜지스터들에 대응하는 각각의 비트라인은 이 각각의 비트라인에 연결된 차아지 펌프회로를 통해 프로그
램 방지전압인 중간전압을 공급 받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메모리의 용량이 증가되면 상기 비트라인의 수 
또는 길이가 증가되며, 결과적으로 상기 차아지 펌프회로들의 수도 상기 비트라인의 수에 따라 증가해야 
하고, 상기 차아지 펌프회로들로 고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동일칩상의 고전압 발생회로는 상기 비트라인들
을 짧은 시간내에 중간전압으로 구동하도록 고성능을 갖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고성능을 가지는 고전압 
발생 회로와 차아지 펌프회로들은 칩기판상에서 주변회로의 점유면적을 증가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통상의 EEPROM은 고속프로그래밍을 위하여 페이지 프로그램 모우드를 가지고 있다. 페이지 프로그램 동작
은 데이터 로딩동작과 프로그램 동작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로딩동작은 입출력 단자들로부터 아이트 크기
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데이터 레지스터들에 래치 및 저장하는 동작이다. 데이터 레지스터는 각 비트라
인에 대응할 수 있게 제공되어 있다. 프로그램 동작은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비트라
인들을 통해 선택된 워드라인상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로 일시에 기입하는 동작이다. 낸드쎌 유닛들을 가
지는 EEPROM에서 페이지 프로그램 기술은 1990년 4월에 발행된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25, NO.2, 페이지 417~ 423에 개시되어 있다.

통상의 EEPROM은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검증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검증은 프로
그램된 쎌들이 소망의 임계전압을 가지는 쎌들로 프로그램되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검증기술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제어되는 외부 검증기술과, 칩 내부 검증회로
에 의해 프로그램 검증이 행해지는 내부 검증기술이 있다. 외부 검증기술은 1991년 4월에 발행된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26, NO.4, 페이지 492~495와 1991년 10월 1일자로 발행된 미합중
국 특허번호 5,053,990호에 개시되어 있다. 외부 검증기술은 프로그램된 쎌들이 잘 프로그램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긴시간이 걸린다는 결점을 갖는다. 또한 프로그램 실패후 재프로그램이 행해질 때마다, 데이
터 로딩동작이 재차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부 검증기술은 프로그램검증이 상대적으로 고속으
로 행해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내부 검증기술은 1991년 11월 5일자로 발행된 한국공개특허번호 
91-17445와 1989년 3월 5일자로 발행된 미합중국특허번호 4,811,294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들 내부 검증
기술은 메모리 쎌들로부터 감지증폭기를 통해 페이지 독출된 데이터와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
를 비교기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검증을 행하기 위해 메모리 쎌들로부
터의 독출된 데이터를 감지 및 증폭하는 감지증폭기로부터의 데이터가 데이터 레지스터에 미리 저장된 프
로그램 데이터와 비교되는 비교회로를 사용하는 기술은 동일칩상의 주변회로가 차지하는 면적을 증가시킨
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칩면적을 줄일 수 있는 낸드 구조로된 쎌들을 가지는 불휘발성 메모리장치를 제
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낸드 구조로된 쎌들을 가지는 불휘발성 메모리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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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메모리 쎌 어레이중 선택된 블록 소거를 행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칩면적을 적게하고 전력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하여 비선택된 비트라인상에 고전
압의 프로그램 방지 전압의 인가없이 프로그램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낸드 구조로된 쎌을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칩이 점유하는 면
적과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블록소거 방법 및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동일칩상에서 주변회로가 차지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
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과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에 따라,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과, 반도체 기판 표면에 형성된 웰 영역과, 이 웰 영
역에 형성된 다수의 메모리 블록들로 분할된 메모리 어레이와, 상기 반도체 기판 상부에 서로 평행하게 
형성된 다수의 비트라인들을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행한 것이다. 상기 메모리 블록들의 
각각은 드레인이 상기 비트라인들중 대응되는 비트라인과 접속된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와 소오스
가 공통 소오스라인에 접속된 제2선택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미리 예정된 개수의 메
모리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된 다수의 낸드쎌 유닛들로 구성된다.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각각은 상기 
웰영역의 표면에 서로 이격되어 형성된 소오스와 드레인 영역과, 상기 소오스와 드레인 영역사이의 채널 
영역 상부에 형성된 플로팅 게이트와 이 플로팅 게이트 상부에 형성된 제어게이트로 구성된다. 소거 모우
드에서 상기 웰영역에 소거 전압을 제공하기 위한 공급수단이 상기 웰 영역과 접속되어 있다. 소거 모우
드에서 상기 메모리 블록들중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블록내에 있는 제1군의 메모리 트랜지스터
들을 일시에 소거하고 비선택된 메모리 블록들내에 있는 제2군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소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제1군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제어게이트들과 접속된 워드라인들로 기준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제2군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제어게이트들과 접속된 워드라인들을 플로팅 하는 제어수단이 상기 
메모리 블록들과 연결되어 있다. 소거 모우드에서 상기 공급 수단으로부터 소거 전압이 상기 웰 영역에 
인가되면 상기 비선택 메모리 블록들내의 상기 플로팅된 워드라인들은 제2군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플
로팅 게이트들로 전하들의 축적을 방지할 정도로 소정 전압으로 충전된다.

본 발명의 EEPROM은 프로그램 동작에서 선택된 워드라인과 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중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소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들과 드레인들의 정션
들 및 채널들을 소정전압으로 충전하는 수단을 갖는다.

본 발명은 독출 동작에서 상기 각 비트라인으로 독출 전류를 제공하기 위해 각 비트라인에 접속된 전류미
러회로와, 상기 비트라인들에 대응할 수 있게 연결되고 데이터 로딩동작에서 입출력단자들로부터의 데이
터를 래치 및 저장하고 프로그램 동작에서 상기 비트라인들로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프로그램검
증 및 독출 동작에서 메모리 쎌들로부터 독출된 비트라인들상의 데이터를 감지하고 저장하는 감지 및 저
장수단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감지 및 저장수단과 연결되고 프로그램 검증동작에서 상기 감지 및 저장수단에서 감
지된 비트라인들상의 데이터가 미리 예정된 논리 데이터인가를 판단하는 검증감지 수단을 갖는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중 
동일한 부품들은 가능한한 어느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 메모리 쎌들과, 낸드쎌들의 수, 비트라인들의 수, 전압값, 회로구성 및 부품들 등과 같은 
많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란 용어는 소오스, 드레인, 플로팅게이트 및 제어게이트를 가지
는 플로팅게이트 MOS FET를 나타낸다.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로 데이터의 
기입을 의미한다. ＂낸드쎌 유닛 충전＂이란 용어는 낸드 구조로된 메모리 쎌을 구성하는 각 메모리 트랜
지스터의 채널과 이것의 소오스 및 드레인의 정션 캐패시터들을 미리 예정된 전압으로 충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하기 설명에서 부호 ＂k＂와 ＂i'는 각각 제k번째 열블록과 제i번째 메모리 블록과 관련된 부품들의 표식
들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부호 ＂j＂는 제j번째 워드라인과 관련된 표식이다.

본 발명의 EEPROM은 동일 칩상에 CMOS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고, -2~ -3볼트의 임계전압을 가지는 
디플레숀 모우드의 N채널 모우스 트랜지스터들(이하 D형 트랜지스터들이라 칭함)과 약 0.7볼트의 임계전
압을 가지는 인한스멘트 모우드의 N채널 모오스 트랜지스터들(이하 N채널 트랜지스터들이라 칭함) 및 약 
-0.9볼트의 임계전압을 가지는 P채널 모오스 트랜지스터들(이하 P채널 트랜지스터들이라 칭함)이 사용된
다.

본 발명에 따른 EEPROM의 개략적 블록도가 제1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2도는 함께 나란한 관계에 있는 제2a도로 구성되며, 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1도에서 제k번째 입출력단
자 I/OK와 관련된 구성요소들, 즉 메모리 쎌 어레이, 입출력 버퍼(26,28), 열디코오더(30) 및 열선택회로
(32), 데이터 레지스터 및 감지증폭기 (12) 및 상기 메모리 쎌 어레이와 접속되고 블록 선택 제어회로
(18)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달 트랜지스터 어레이(34-i)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입출력단자들과 
관련된 구성 부분들은 상기 제k번째 입출력단자 I/OK와 관련된 상기 구성부분들과 동일하며 동일행과 열
들에 배열되고 접속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금, 제1도와 제2도를 참조하면, 메모리 쎌 어레이(10)는 1,024개의 행들과 2,048개의 열들의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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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배열된  낸드쎌  유닛들  NU로  구성되어  있고,  행방향에서  분할된  1,024개의  메모리  블록들 
BK1~BK1024로 나누어져 있다. 각 메모리 블록은 동일행에 배열된 2,048개의 낸드쎌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
다. 각각의 낸드쎌 유닛은 제1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소오스와 제2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드레인 사이에 
드레인-소오스 통로들이 직렬로 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M1~M8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상기 제1 및 제2
선택 트랜지스터들 ST1, ST2의 게이트들과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M1~M8의 제어 게이트들은 비트라인
들 BLK-1~BLK-256(k=1,2,…,8)에 수직한 제1 및 제2선택라인들 SL1, SL2과 워드라인들 WL1~WL8에 각각 접
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M1~M8은 상기 워드라인들 WL1~WL8과 상기 비트라인들 
BLK-1~BLK-256의 교차점들에 각각 위치한다.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들 ST1의 드레인들은 대응 비트라인
들과 각각 접속되고 상기 제2선택 트랜지스터들 ST2의 소오스들은 공통 소오스라인 CLS에 접속되어 있다. 
결국, 상기 메모리 쎌 어레이(10)는 전체적으로 1,024×8×2,048(=16,777,216)개의 메모리 쎌들로 구성되
며, 각 메모리 블록들은 8×2,048(=16,384)개의 메모리 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 쎌 어
레이(10)는 입출력단자들 I/01~I/08에 각각 대응하는 8개의 열블럭들 CBk(k=1,2,…8)로 나누어지고, 각 
열블럭들은 수직방향으로 평행한 256개의 비트라인들(또는 열라인들) BLk-1~BLk-256을 가지고 있다. 그러
므로 각 열블럭은 256킬로비트(=1,024×256)의 메모리 쎌들을 갖는다.

제2a도에서 전술한 메모리 쎌 어레이(10)는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P형 웰 영역에 형성된다. 제3도와 제4
도에 상기 메모리 쎌 어레이(10)를 구성하는 낸드쎌 유닛들중 하나의 평면도와 단면도가 각각 도시되어 
있다.

제3도와 제4도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72)은 ＜100＞의 결정면과 7×10
14
/㎤의 불순물 농도를 가지는 P

형 실리콘 반도체 기판이다. 약 2×10
16
/㎤의 불순물 농도를 가지는 P형 웰 영역(76)이 상기 반도체 기판

(72)의 주표면(78)으로부터 약 4㎛의 깊이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P형 웰영역(76)은 깊이가 10㎛이고 불

순물농도가 약 5×10
10
/㎤인 N형 웰영역(74)으로 둘러 쌓여져 있다. 상기 P형 웰 영역(76)내에는 고농도의 

N형 불순물로 도우핑된 N+영역들(80)~(92)이 상기 주표면(78)에 채널영역( 94)를 개재하여 이격되게 형성
되어 있다. N+영역(80)은 접속개구(96)를 통하여 알루미니움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비트라인 BL과 접
속되는 접속영역임과 동시에 제1선택 트랜지스터 ST1의 드레인영역으로 작용한다. N+영역들(82)∼(90)은 
트랜지스터들 ST1, M1∼M8, ST2중 인접하는 2개의 트랜지스터들의 공통 소오스-드레인 영역들로서 작용한

다. N
+
영역(92)은 제2선택 트랜지스터 ST2의 소오스영역임과 동시에 매몰된 공통 소오스라인 CSL로 작용한

다. 공통 소오스라인 CSL은 상기 N+영역(92)과 접속개구를 통해 저항접속되고 절연층(112)내에 절연되게 
매몰된 도체층일 수도 있다. 상기 제1 및 제2선택 트랜지스터들 ST1, ST2의 채널영역들 상부에는 약 1500
Å의 두께를 가지는 텅스턴 실리사이드와 같은 고융점 금속 실리사이드 물질의 게이트막들(98)(100)이 약 
300Å의 게이트 절연막들(102)을 개재하여 각각 형성되 있다.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M1∼M8의 채널영역들(94) 상부에는 약 1500Å의 두께를 가지는 다결정 실리콘 물질
의 플로팅 게이트들(104)이 두께 약 100Å의 게이트 절연막들(106)을 개재하여 각각 형성되 있다. 상기 
플로팅게이트들(104)  위에는 약 1500Å의 두께를 가지는 고융점 금속 실리사이드 물질의 제어게이트들
(108)이 두께 약 250Å의 중간절연막들(110) 예컨대 SiO2-Si3N4-SiO2의 ONO 절연막을 개재하여 각각 형성되 

있다. 상기 제1 및 제2선택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들(98)(100)과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M1∼M8의 제
어게이트들(108)은 이들의 물질과 동일한 물질로 형성된 제1 및 제2선택 라인들 SL1, SL2 및 워드라인들 
WL1∼WL8과 각각 연결되어 있다. 상기 게이트들(98)(100), 제어게이트들(108), 플로팅게이트들(104), 상
기 제1 및 제2선택 라인들 SL1, SL2 및 워드라인들 WL1∼WL8은 BPSG 또는 PSG 또는 실리콘산화물과 같은 
절연물질의 절연층(112)으로 서로 절연되어 있다.

상기 접속개구(96)을 통하여 상기 접속영역(80)과 접속된 비트라인 BL은 상기 절연층(112) 상에서 열방향
으로 신장하고 있다. 상기 P형 웰영역(76)과 N형 웰영역(74)은 도시하지 아니한 접속 개구들을 통해 웰전
극(114)에 공통으로 접속이 된다. 상기 웰전극(114)으로 소거동작에서 소거전압이 인가되고, 소거동작을 
제외한 나머지 동작들 즉, 프로그램, 프로그램검증 및 독출동작에서 기준전압 예컨대 접지전압이 인가되
며 반도체 기판(72)은 접지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쎌 어레이(10)는 N형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P
형 웰영역에 형성될 수도 있다.

지금 제1도와 제2도로 돌아가면, 블럭선택제어회로(18)은 상기 메모리 블럭들 BK1∼BK1024 중 미리 예정
된 메모리 블럭을 선택하고 제어게이트 구동회로(20)로부터의 제어게이트 라인들 CGL1∼CGL8상의 제어신
호들을 여러 동작 모우드들 예컨대 소거, 프로그램, 프로그램검증 및 독출 모우드에 따라 상기 선택된 메
모리 블럭내의 워들라인들 WL1∼WL8로 각각 제공하는 작용을 한다. 제2a도에 상기 블럭선택제어회로 (1
8)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전달 트랜지스터 어레이들(34-i)이 도시되어 있다. 전달 트랜지스터 어레이(34-
i)는 블럭선택제어라인 BSCi상의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제1 및 제2선택 게이트라인들 SGLi-1, SGLi-2 및 
제어게이트 라인들 CGL1∼CGL8을 제1 및 제2선택 라인들 SL1, SL2과 워드라인들 WL1∼WL8로 각각 연결하
기 위한 전달 트랜지스터들 BT1∼BT10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 상기 블럭선택제어회로(18)는 소거동작에서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과 관련된 전
달트랜지스터들을 비도통되게 하므로써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내의 워드라인들을 플로팅시킨다. 프로그
램 동작에서 상기 블럭선택제어회로(18)는 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의 제2선택 트랜지스터 ST2를 
도통시키고, 소오스라인 구동회로(22)로부터의 프로그램 방지전압을 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에 있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 및 드레인 정션들과 채널들에 충전시킨다.

제5도는 제2a도에 도시된 전달 트랜지스터 어레이 34-i에 접속되는 블럭선택제어회로(18)를 상세히 나타
내고 있다. 예를들어, i=2인 경우, 제5도의 라인들 SGL2 -1, SGL2-2 및 BSC2는 제2a도의 제2메모리 블럭 
BK2와 관련된 전달 트랜지스터 어레이 34-2의 라인 SGL2-1, SGL2-2 및 BSC2에 각각 접속된다. 그러므로 
각 메모리 블럭 BK1∼BK1024에 대응하는 제5도에 도시된 블럭선택제어회로(18)가 EEPR OM 칩기판상에 주
변회로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지금 제5도를 참조하면, 낸드게이트(120)는 프리디코오드된 행어드레스신호들 Pl, Q1, R1과 리세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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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력하는 행 디코오더이다. 상기 어드레스신호들 P1, Q1 및 R1은 외부 어드레스 입력단자들로부터
의 행어드레스 all∼a20를 래치하고 저장하는 어드레스 버퍼로부터의 행 어드레스신호들 

All, 를  프리디코어더를 통해 프리디코오드된 행 어드레스신호들이다.  상기 행 
디코오더(120)는 선택시 0볼트의 논리 로우 상태(이하 ＂L＂상태 또는 ＂L＂레벨이라 칭함)를 출력하고, 
비선택시 5볼트의 논리 하이 상태(이하 ＂H＂상태 또는 ＂H＂레벨이라 칭함)를 라인(122)상에 출력한다. 

낸드게이트(124)의  한  입력 단자는 신호에  연결되고  이것의  타입력단자는  라인(122)에 연결된

다. 신호는 후술하는 바와같이 각 동작 전 또는 후 워드라인들 WL1∼WL8을 기준전위로 설정하기 위
한 제어신호이다. 상기 낸드게이트(1 24)의 출력은 제1선택 게이트라인 SGLi-1에 연결되고 고전압 전달 
방지용 D형 트랜지스터(126)의 전류통로 즉 채널을 통해 블럭선택제어라인 BSCi에 연결된다. 상기 D형 트

랜지스터(126)의 게이트는 프로그램 동작에서 ＂L＂상태를 유지하는 프로그램 제어신호 에 연결되 
있다.  상기  블럭선택제어라인 BSCi상에  차아지  펌프회로(12  8)가  연결되  있다.  상기  차아지 펌프회로
(128)는 프로그램 모우드에서 클럭 φR의 펌핑동작으로 선택된 라인 BSCi에 프로그램전압 Vpgm을 제공하는 

작용을 한다. 상기 차아지 펌프회로(128)는 N채널 트랜지스터들(130)(132)과 모오스 캐패시터(134)로 구
성된 공지의 회로이다.

낸드게이트(136)의  한  입력단자는 소거제어신호 와  연결되고  이것의  타입력단자는  상기 라인
(122)와 연결된다. 낸드게이트(136)의 출력라인과 접속노오드( 146) 사이에 N채널 트랜지스터(140)의 P채
널 트랜지스터(142)로 구성된 전달 게이트(148)의 게이트가 접속되어 있다. 상기 N채널 트랜지스터(140)
의 게이트는 제어신호 φ6에 연결되고, 상기 P채널 트랜지스터(142)의 게이트는 인버어터(138)를 통해 상

기 신호 φ6의 반전신호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노오드(146)과 기준전위 사이에 N채널 트랜지스터(144)의 

전류통로가 연결되고 이것의 게이트는 제어신호 φ7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노오드(146)와 제2선택 게이트

라인 SGLi-2 사이에 고전압 전달 방지용 D형 트랜지스터(150)의 소오스-드레인 통로가 접속되어 있고 이

것의 게이트는 제어신호 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제2선택 게이트라인 SGLi-2상에 상기 차아지 펌프
회로( 128)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는 차아지 펌프회로(152)가 접속되어 있다. 차아지 펌프회로(152)는 본 
발명에 따라 프로그램 동작중 선택된 제2선택 게이트라인 SGLi-2상에 패스전압 Vpas를 제공하는 작용을 
한다.

제8c도는 제5도에서 사용하는 상기 제어신호들 φ6과 φ7을 발생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소거모우드에서 φ

6과 φ7은 모드 ＂L＂상태이고, 후술되는 낸드쎌 유닛 충전 동작에서 φ6은 ＂H＂상태이고 φ7은 ＂L＂상태

이며, 프로그램동작에서 φ6은 ＂L＂상태이고, φ7은 ＂H＂상태이며, 프로그램 검증 및 독출 동작에서 φ6

은 ＂H＂상태이고 φ7은 ＂L＂상태이다.

제6도에 워드라인들 WL1∼WL8의 각각과 전달 트랜지스터 어레이들(34-i)을 통해 연결되는 제어게이트 구
동수단을 구성하는 8개의 제어게이트 구동회로중 하나 즉 j번째 제어게이트구동회로가 도시되어 있다. 칩
면적 축소의 관점에서 볼때 상기 제어게이트 구동회로들은 여러동작 모우드들에 따라 선택된 메모리블럭
의 워드라인들을 구동하도록 동일 칩의 주변회로의 공통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제6도를  참조하면,  낸드게이트(154)는  도시하지  아니한  어드레스버퍼로부터  행 어드레스신호들

를 입력하는 행  디코오더이다.  상기 디코오더(154)는  라인 
CGLj의 선택시 ＂L＂상태를 출력하고 비선택시 ＂H＂상태를 출력한다. 상기 낸드게이트(154)의 출력과 제

어신호 는 노아게이트 (173)의 2입력단자들에 각각 연결된다. 상기 노아게이트(173)의 출력신호 φV

와 인버어터(174)를 통해 이 신호의 반전된 신호 는 트라이스테이트 낸드게이트(158)와 검증전압 발생

회로(164)를 제어하는 작용을 한다. 상기 제어신호 는 프로그램검증 동작에서만 ＂L＂레벨을 유지한

다. 그러므로, 프로그램검증 동작을 제외한 모든 동작에서 제어신호 는 ＂H＂레벨에 있고 이에 의해 

신호 φV 는  ＂L＂상태이며 신호 는  ＂H＂상태이다.  프로그램검증  동작에서,  상기  라인  CGLj가 

선택되면, φV는 ＂H＂상태로 되고, 그 반전신호 는 ＂L＂상태로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검증 동작에서 

상기 라인 CGLj가 비선택되면, φV는 ＂L＂상태로 되고 는 ＂L＂상태로 된다. 낸드게이트( 156)는 상기 

디코오더(154)의  출력과 제어신호들 를  각각  입력한다.  트라이  스테이트 낸드게이트

(158)의 2개의 입력 단자들은 상기 낸드게이트(156)의 출력라인(160) 및 제어신호 에 각각 연결된

다. 제8b도에 상세히 도시한 상기 트라이 스테이트 낸드게이트(158)는 ＂L＂상태의 φV와 ＂H＂상태의

로 입력신호들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고, ＂H＂상태의 φV와 ＂L＂상태의 로 하이 임피던스가 된다. 그

러므로, 프로그램검증 동작에서 상기 라인 CGLj가 선택된 경우에만 상기 낸드게이트( 158)는 하이 임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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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상태에 있다. 상기 낸드게이트(158)의 출력은 접속점(162)에 접속되고 이 접속점(162)에 검증전압 발
생회로(164)가 접속되어 있다.

검증전압 발생회로(164)는 전원공급전압 Vcc와 기준전위 사이에 전류통로들이 직렬로 접속된 P채널 트랜
지스터(166)과 N채널 트랜지스터들(168)(170)(172)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P채널 트랜지스터(166)의 게이

트는 칩 인에이블 신호 에 연결되고, N채널 트랜지스터(168)(170)의 게이트들은 상기 노아게이트(17
3)의 출력신호 φV에 연결되어 있다. N채널 트랜지스터(172)의 드레인과 게이트는 함께 연결되어 있고, N

채널 트랜지스터(168)와 소오스와 트랜지스터(170)의 드레인은 접속점(162)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검증
전압 발생회로(164)는 프로그램 검증동작에서만 ＂H＂상태의 상기 제어신호 φV로 인에이블되고 검증전압 

예컨대 약 0.8볼트를 접속점(162)에 발생한다. 상기 접속점(162)과 제어게이트 라인 CGLj 사이에는 고전
압 전달 방지용 D형 트랜지스터(176)의 소오스-드레인 통로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의 게이트는 프로그램 

제어신호 에 연결되어 있다.

낸드게이트(178)의 2입력단자들은 상기 낸드게이트(156)의 출력과 도시하지 아니한 링 발진기로부터의 클
럭 φR에 각각 접속된다. 상기 낸드게이트(178)의 출력과 구동 N채널 트랜지스터(182)의 게이트 사이에 전

술한 차아지 펌프회로(180)가 접속되어 있다. 상기 트랜지스터(182)의 드레인과 소오스는 각각 프로그램

전압 Vpgm과 제어 게이트라인 CGLj에 연결되어 있다. 인버어터(190)는 프로그램 제어신호 를 입력하
고, 상기 인버어터(190)의 출력과 상기 트랜지스터(182)의 게이트 사이에 고전압 전달방지용 D형 트랜지

스터(192)의 전류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 상기 트랜지스터( 192)의 게이트는 프로그램 제어신호 에 
연결되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낸드게이트(178)와  차아지  펌프회로(180)  및  구동트랜지스터(182)로  구성된 회로
(196)는 프로그램 모우드에서 제어게이트 라인 CGLj가 행 어드레스신호들

에  의해  선택되었을  경우  상기  제어게이트  CGLj에  프로그램전압 
Vpgm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다.

노아게이트(188)의 2입력단자들은 상기 낸드게이트(156)의 출력과 상기 클럭 φR에 각각 접속된다. 상기 

노아게이트(188)의 출력과 구동 N채널 트랜지스터(184)의 게이트 사이에는 차아지 펌프회로(186)가 접속
되어 있다. 상기 트랜지스터(184)의 드레인과 소오스는 각각 패스전압 Vpas와 제어게이트라인 CGLj에 연
결되 있다. 상기 인버어터(190)와 트랜지스터(192) 사이의 접속점(202)과 상기 트랜지스터(184)의 게이트 
사이에 고전압 전달방지용 D형 트랜지스터(194)의 전류 통로가 연결되어 있고, 상기 트랜지스터(194)의 

게이트는 프로그램 제어신호 에 연결되어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노아게이트(188)와 차아지 펌프
회로(186)  및 트랜지스터(184)로 구성된 회로(200)는 프로그램 모우드에서 제어게이트라인 CGLj가 상기 

행 어드레스신호들 에 의해 비선택 되었을 경우 상기 제어게
이트라인 CGLj에 패스 전압 Vpas를 공급하는 수단이다.

제7도는 제2a도에 도시된 공통소오스라인 CSL에 공통으로 접속되는 소오스라인 구동회로를 상세히 보여주

고 있다. 소오스라인 구동회로(22)는 입력단자가 프로그램 제어신호 에 연결된 인버어터(204)와, 
이 인버어터(204)의 출력단과 공통소오스라인 CSL 사이에 전류통로가 연결되고 게이트가 프로그램 제어신

호 에 연결된 D형 트랜지스터(206)와, 상기 공통소오스라인 CSL에 접속된 차아지 펌프회로(2 08)로 
구성되 있다. 상기 차아지 펌프회로(208)는 프로그램 모우드에서 공통소오스라인 CSL를 프로그램방지전압 
Vpi으로 승압하는 작용을 한다.

입출력버퍼(16)는  각  입출력단자에  접속된  인버어터(26)와  출력버퍼(28)로  구성이  된다.  입출력단자들 
I/01∼I/08에 각각 접속된 입력버퍼들(26)은 상기 입출력단자들로부터 입력되는 한 바이트의 데이터(8비
트데이터)를 CMOS레벨의 데이타로 변환하고 일시 저장하는 작용을 하는 통상의 회로들이다. 출력버퍼들
(28)은 대응 열블럭으로부터 독출된 8비트 데이터를 입출력단자들 I/01∼I/08로 일시에 출력하는 통상의 
회로들이다.

열 디코오더 및 선택회로(14)는 제2b도에 보인 바와 같이 열 디코오더(30)와 열선택회로(320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열블럭과 관련된 선택회로(32)는 소오스-드레인 통로들이 공통버스라인 CBLk과 라인들 DLk-1-
DLk-256  사이에  각각  접속된  전달트랜지스터들  T1∼T256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전달트랜지스터들 
T1~T256의 게이트들은 열 디코오더(30)와 접속된 서로 평행한 라인들 TL1~TL256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열디코오더(30)는 도시하지 아니한 어드레스 버퍼로부터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라인들 T1∼T256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라인에 접속된 전달트랜지스터들을 도통하게 한다.

드레인 레지스터 및 감지증폭기(12)는 제2b도에 보인 바와 같이 대응 열블럭과 관련된 비트라인들 BLk-
1∼BLk-256과 라인들 DLk-1∼DLk-256 사이에 접속된다. 상기 비트라인들 BLk-1∼BLk-256과 노오드들(36) 
사이에는 D형 트랜지스터들 (38,40)의 드레인-소오스 통로들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상기 D형 트랜지스
터들( 38)의 게이트들에는 전원공급전압 Vcc가 접속되어 있고, 상기 D형 트랜지스터들(38)은 블럭 소거 
동작에서 비트라인들 BLk-1∼BLk-256에 유기되는 고전압의 전달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상기 D형 트랜
지스터들(40)의 게이트들은 프로그램중 5볼트의 ＂H＂상태로 유지되는 제어신호 φ1에 연결되어 있다. 상

기 노오드들(36)과 노오드들( 42) 사이에는 N채널 트랜지스터들(44)의 드레인-소오스 통로들이 각각 연결
되 있다. 상기 트랜지스터들(44)의 게이트들은 프로그램중 ＂H＂상태에 있는 제어라인 SBL에 연결되어 있
다. 상기 노오드들(42)과 노오드들(46) 사이에 페이지 버퍼라고도 불리워지는 데이터 레지스터를 구성하
는 래치들 PBk-1∼PBk-256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 상기 각 래치는 교차로 접속된 2개의 인버어터들로 구
성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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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래치들 PB1-1∼PBk-256은 본 발명의 특징에 따라 프로그램 동작에서 각 대응하는 비트라인들을 통해 
데이터를 일시에 메모리 쎌들로 기입하도록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기 위한 페이지 버퍼 일 뿐만 아니라 프
로그램 검증 동작에서 프로그램이 잘 행해졌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 검출기로서 그리고 독출동작에서 
메모리  쎌들로부터  독출된  비트라인들상의  데이타를  감지하고  증폭하기  위한  감지증폭기로서  작용을 
한다. 상기 각 노오드(42)와 이에 대응하는 각 라인 DLk-1∼DLk-256 사이에는 트라이스테이트 인버어터
(48)와 N채널 트랜지스터(49)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클럭드 CMOS 인버어터라고도 불리워지는 상기 각 
트라이스테이트 인버어터(48)는 ＂H＂상태의 제어신호 φ4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L＂상태의 φ4에 의해 

하이 임피던스로 된다. 상기 각 인버어터(48)는 프로그램검증동작과 독출동작에서 인에이블 되는 버퍼증
폭기로서 작용한다.

게이트들이 제어신호 φ5에 접속된 상기 N채널 트랜지스터들(49)은 프로그램 동작에서 입력데이타를 대응 

래치들 PBk-1∼PBk-256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트랜지스터들이다. 본 실시예에 사용되는 트라이 스테이트 
인버어터(48)의 상세한 회로도가 제8a도에 도시되어 있다. 각 노오드(46)와 기준전위 사이에는 N채널 트
랜지스터들(50 )(52)의 전류통로들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상기 트랜지스터들(52)의 게이트들은 프로그
램검증 모우드에서 검증감지 기간중과 독출동작에서 독출 감지 기간중 ＂H＂상태에 있는 제어신호 φ2에 

연결된다. 상기 트랜지스터들(50)의 게이트들은 상기 노오드들 (36)에 각각 접속되고, 상기 노오드들(3
6)과 기준전위 사이에는 N채널 트랜지스터들( 37)의 드레인-소오스통로들이 각각 접속되어 있다. 상기 트
랜지스터들(37)의 게이트들은 소거 및 프로그램동작 종료후 비트라인들을 방전시키고 독출동작 바로전 데
이터레지스터들을 ＂L＂상태 예컨대 데이터 ＂0＂로 리세트하기 위해 제어신호가 인가되는 라인 DCB에 공
통으로 접속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레지스터 및 감지증폭기(12)는 전류미러라고도 불리우는 정전류회로(33)를 내장하
고 있다. 상기 정전류회로(33)는 프로그램 검증 및 독출동작에서 인에이블되고 소거 및 프로그램동작에서 
디스에이블되는 기준(reference)부( 64)와, 상기 트랜지스터들(50)의 게이트들과 전원공급전압 Vcc 사이
에 드레인-소오스 통로가 각각 접속된 P채널 트랜지스터들(54)로 구성된 전류원부들(66)을 가지고 있다. 
상기 기준부(64)는 상기 전류원 트랜지스터들(54)에 대한 기준(reference)으로 작용하기 위하여 P채널 트
랜지스터들(56)(58)과 N채널 트랜지스터들(60)(62)로 구성되 있다. 상기 P채널트랜지스터들(56)(58)의 소
오스-드레인통로들은 전원공급전압 Vcc와 라인(68) 사이에 병렬로 접속되 있고, P채널 트랜지스터(58)의 
게이트는  상기  라인(68)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라인(68)과  기준전위  사이에는  N채널  트랜지스터들( 
60)(62)의 드레인-소오스 통로들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상기 N채널 트랜지스터( 60)의 게이트는 기준
전압 Vref 예컨데 약 2볼트에 연결된다. 상기 P채널 트랜지스터( 56)와 N채널 트랜지스터(62)의 게이트들
은 제어신호 φ3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전류원 트랜지스터들(54)의 게이트들은 상기 라인(68)에 접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검증동작 및 독출동작에서 제어신호 φ3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상기 기준부(64)와 

접속된 상기 전류원 트랜지스터들(54)은 비트라인들 BLk-1∼BLk-256상에 정전류 예컨데 약 4μA를 상기 
각 동작에서 제공하는 작용을 한다.

제1도에 있는 프로그램 판단회로(24)는 프로그램 검증동작에서 프로그램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모두가 
소망의 임계 전압에 도달하였는지를 결정하는 작용을 하며 제2b도에 있는 라인들 DLk-1∼DLk-256과 각각 
접속된 라인들(70)을 통해 접속되어 있다.

제9도에 상기 프로그램 판단회로(24)의 상세회로도가 도시되어 있다. 제9a도에 도시된 회로는 제k번째 열
블럭 CBk과 관련된 프로그램 판단회로(24)의 일부분이며 열블럭들에 각각 대응하는 8개의 회로들이 동일
칩 EEPROM내에 주변회로로서 존재한다고 이해되야 한다. 제9b도에 도시된 회로(236)는 상기 회로들의 출
력들 FP1∼FP8중 어느 하나라도 ＂L＂레벨일 때 ＂L＂레벨을 출력하는 가산기능을 수행하는 가산회로이다. 

제9a도를 참조하면, 라인(210)과 기준전위 사이에 병렬로 접속된 N채널 트랜지스터들(212)∼(216)의 게이
트들은 제2b도에 있는 라인들(70)과 각각 접속되 있다. 전원공급전압 Vcc와 상기 라인(210) 사이에 P채널 
트랜지스터(218)와 D형 트랜지스터(220)의 전류통로들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고, 상기 P채널 트랜지스터

(218 )의 게이트는 프로그램 검증동작에서 ＂L＂상태에 있는 제어신호 에 연결되고, D형 트랜지스
터(220)의 게이트는 상기 라인(210)과 접속되 있다. 상기 트랜지스터들( 212)∼(220)은 노아게이트(234)
를 구성한다. 노아게이트(222)의 2입력단자들은 라인(210) 및 검증체크시에서만 ＂L＂상태로 되는 제어신

호 와 각각 접속된다. 인버어터(224)의 입력단은 상기 노아게이트(222)의 출력과 연결되고 이것의 
출력단은 신호 FPk를 출력한다. 제9b도에 도시된 가산회로(236)는 신호들 FP1∼FP4과 접속된 낸드게이트
(226)와, 신호들 FP5∼FP8과 접속된 낸드게이트(228)  및 상기 낸드게이트들(226)(228)의 출력과 접속된 
노아게이트(230)로 구성된다.

지금, 제10도 내지 제12도에 도시된 타이밍도들을 참조하면서, 제1도 내지 제9도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
른 제1실시예의 동작들과 특징들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블럭 소거 모우드]

블럭 소거 모우드에서, 데이타레지스터 및 감지증폭기(12), 열디코오더 및 선택회로(14), 입출력버퍼(16) 
및 프로그램 판단회로(24)는 모두 오프 상태에 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면, 제2b도에 도시된 열디코오
더(30)는 리세트되고 전달트랜지스터들 T1∼T256을 오프시킨다. 제어신호들 φ1∼φ5과 라인들 DCB와 SBL

상의 신호들은 모두 ＂L＂상태들로 유지되고, 데이터 레지스터 및 감지증폭기(12)는 오프상태에 있게 된

다. 제9a도에 있는 제어신호 는 ＂H＂상태에 있고, 프로그램 판단회로(24)도 오프상태에 있게 된다. 

소오스 라인 구동회로(22)는 ＂H＂상태의 에 의해 공통소오스라인 CSL상에 ＂L＂상태 즉 0볼트의 
기준전위를 제공한다.

지금, 메모리 블럭 BK1내에 있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동시에 소거한다고 가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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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도의 타이밍도를 참조하여 설명이 될 것이다.

시간 t1과 t2 사이의 기간은 모든 워드라인들 WL1∼WL8을 기준전위로 방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서 제5

도에 도시된 낸드게이트(124)는 ＂L＂상태의 제어신호 에 의해 ＂H＂상태를 출력하고 D형 트랜지스

터(126)는 ＂H＂상태의 에 의해 도통되어 있다. 그러므로 블럭선택 제어라인 BSCi은 ＂H＂상태 
즉 5볼트에 있다.

이때 차아지 펌프회로(128)은 비동작 상태에 있다. 결국 상기 기간에서 모든 블럭선택 제어라인들 BSC1∼

BSC1024은 5볼트를 유지한다. 한편 이 기간에서, 제어신호들 은 ＂H＂상태이고 제어신

호 는 ＂L＂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6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낸드게이트(156)의 출력은 ＂H＂
상태이고 트라이스테이트 낸드게이트(158)의 출력은 ＂L＂상태이다. 이때 트라이스테이트 인버어터(164)
는 하이임피던스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제어 게이트라인 CGLj은 도통된 D형 트랜지스터( 176)을 통해 ＂L
＂상태 즉 0볼트에 있다. 결국 모든 제어 게이트라인들 CGL1∼CGL8은 ＂L＂상태를 상기 기간에서 유지한
다. 상기 5볼트의 블럭선택 제어라인들 BSC1∼ BSC1024에 의해 전달 트랜지스터들 BT1∼BT10은 모두 도통
되고 워드라인들 WL1∼WL8은 모두 기준전위로 방전된다.

시간 t2에서 t3까지의 기간은 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의 모든 메모리 쎌들만을 소거하는 기간이다. 시간 t2

에서 메모리블럭 BK1을 선택하는 ＂H＂상태들의 어드레스신호들 P1, Q1 및 R1이 디코오더(120)로 입력하
며, 이 디코오더(120)의 출력은 ＂L＂상태로 가고 이에 의해 낸드게이트(124)의 출력은 ＂H＂상태를 유지
한다. 결국 선택된 메모리블럭 BK1에 대응하는 블럭선택 제어라인 BSC1은 상기 t2와 t3 사이의 기간중 5볼

트에 있다. 그러나, 비선택된 메모리블럭들 BK2∼BK1024과 관련된 디코오더들( 120)은 상기 어드레스신호
들 P1, Q1 및 R1중 적어도 하나가 ＂L＂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H＂상태를 출력한다. 그러므로 낸드게이
트들(124)의 출력은 모두 ＂L＂상태로 된다. 결국, 비선택된 메모리블럭들과 관련된 블럭선택 제어라인들 
BSC2∼BSC1024은 모두 0볼트로 된다. 그러므로 선택된 메모리블럭 BK1과 접속되는 전달트랜지스터 어레이
(34-1)내의 전달트랜지스터들은 모두 도통하고 상기 블럭 BK1내의 워드라인들 WL1∼WL8은 기준전위와 연
결이 된다. 그러나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 BK2∼ BK1024과 접속되는 전달 트랜지스터 어레이들(34-2)∼
(3-1024)는 모두 비도통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모든 워드라인들은 플로팅 상태에 있게 된다.

시간 t2에서, 소거전압 Vera 예컨대 20볼트가 제4도에 도시된 웰전극(114)를 통해 P형 웰영역(76)과 N형 

웰영역(74)으로 인가된다. 시간 t2와 t3 사이의 기간 예컨대 약 10msec의 기간동안, 선택된 메모리 블럭 

BK1내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플로팅게이트들은 이들의 채널영역들과 소오스들 및 드레인들에 인가되는 
20볼트의 소거전압 Vera와 제어게이트들에 인가되는 0볼트의 전압에 의해 발생되는 F-N턴넬링으로 정공들
을 축적한다. 이에 의해 상기 트랜지스터들은 모두 약 -3볼트의 임계전압을 가지는 D형 트랜지스터들로 
변경된다. 즉 메모리 블럭 BK1내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은 이진 논리 ＂0＂의 데이타로 소거된다.

그러나 시간 t2에서 소거전압 Vera가 상기 웰전극(114)을 통해 P형 웰영역(76 )과 N형 웰영역(74)에 인가

되는 경우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 BK2∼BK1024내의 워드라인들은 플로팅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기 워드라
인들은 용량 커플링에 의해 거의 소거전압 Vera로 충전이 된다. 그러므로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내의 워
드라인들로 충전된 상기 전압은 소거를 방지할 정도로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채널영역과 제어게이트 사
이의 전계를 충분히 감소한다. 발명자들은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내에 있는 워드라인들이 상기 소거전압 
Vera의 80% 내지 90%에 달하는 양으로 충전이 되고,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내에 있는 프로그램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데이타가 파괴 또는 교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블럭 소거에
서, 전압승압회로를 사용하면서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 내에 있는 워드라인들로 프로그램 방지 전압을 
인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력소모의 방지 뿐만 아니라 칩이 점유하는 면적의 감소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다. 더우기 본 발명은 고정된 크기의 칩표면상에서 주변회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축소로 메모리 
어레이가 차지하는 면적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상기 블럭 소거 동작에서 웰전극(114)에 인가되는 소거전압 Vera는 플로팅된 워드라인들 뿐만이 아니라 
플로팅된 비트라인들상에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비트라인들로 블럭 소거동작에서 거의 소거전압 Vera(=20
볼트)로 충전이 된다. 이 충전되는 소거전압이 제2b도에 도시된 D형 트랜지스터들(40)에게 스트레스를 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이트들이 전원공급전압에 연결된 D형 트랜지스터들(38)이 비트라인들 BLk 
-1∼BLk-256과 상기 트랜지스터들(40) 사이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시간 t2와 t3 사이의 블럭소거동작중 선택된 메모리블럭 BK1의 제1선택라인 SL1은 약 4.3볼트를 유지하고 

상기 블럭 BK1의 제2선택라인 SL2는 제어신호들 φ6과 φ7이 모두 ＂L＂상태에 있고 이에 의해 제5도의 트

랜지스터들(140),(142),(144)을 비도통되게 하기 때문에 플로팅상태에 있다. 상기 제2선택라인 SL2의 플
로팅상태는 상기 제2선택라인 SL2에 접속된 제2선택트랜지스터들 ST2의 하나 또는 몇개가 고장이 났을 때 
상기 웰전극(114)으로부터 상기 제2선택라인 SL2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블럭소거 동작중 
선택된 메모리 블럭과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의 주요 부분들의 전압관계는 하기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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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10도로 되돌아가면, 시간 t3 와 t5 사이의 기간은 상기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상에 충전된 전압을 방

전시키는  기간이다.  시간 t3 에서  블럭소거동작은  종료하고  소거전압  Vera은  0볼트로  가며 제어신호들

, 은 ＂H＂상태로 간다. 시간 t3 와 t4 사이에서 제어신호 가 ＂L＂상태로 가고 그에 따라 

제6도에 도시된 낸드게이트( 156)의 출력은 ＂H＂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H＂상태의 프로그램 제어

신호 에 의해 낸드게이트(158)의 출력은 ＂L＂상태가 된다. 결국 시간 t3 와 t4 사이에서 제어게
이트라인들  CGL1∼CGL8은  모두  ＂1＂상태를  유지한다.  시간 t 3  와 t 4  사이에서  ＂L＂상태의 제어신호

는 제5도에 도시된 낸드게이트(124)의 출력을 ＂H＂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므로 블럭선택 제어라인
들 BSC1∼BSC1024은 모두 5볼트에 있게 된다. 결국 모두 전달트랜지스터들 BT1∼BT10은 도통되고 모든 워
드라인들 WL1∼WL8은 0볼트로 방전된다. 한편, 제1 및 제2선택라인들 SL1, SL2도 5볼트로 방전이 된다.

시간 t3에서 라인 DCB는 ＂H＂상태로 가고 제어신호 φ1 또한 ＂H＂상태로 간다. 그러므로 비트라인들에 

충전된 소거전압은 제2b도에 도시된 트랜지스터들(37)을 통해 ＂L＂상태로 방전한다.

시간 t4에서 제어신호들 는 ＂H＂상태로 가고 제어신호 는 ＂L＂상태로 간다. 그러므로 

제5도에 도시된 낸드게이트(120)는 ＂H＂상태로 되고 제1 및 제2선택 게이트라인들 SGLi-1, SGLi-2 및 블
럭선택 제어라인들 BSCi은 0볼트로 된다.

[프로그램 모우드]

본 발명에 따른 EEPROM은 입출력단자들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를 래치들 PBk-1∼PBk-256에 저장하기 위
한 데이터 로딩동작을 소거 동작후 프로그램 동작전에 행한다.

데이터 로딩동작은 제11도에서 시간 t1전에 이루어진다. 데이터 로딩동작중, 제어신호들 , φ2, φ3 , 

및 φ4, 프로그램전압 Vpgm, 패스전압 Vpas, P형 웰영역(76), 프로그램 방지전압 Vpi, 라인들 SBL 및 DCB

는  모두  ＂L＂상태를  유지하고,  제어신호들

, φR, φ5 및 φ3은 ＂H＂상태에 있

다. 제어신호 는, ＂L＂상태이고, 제어신호들 및 은 모두 ＂
H＂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5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블럭선택게이트라인들 BSC1∼BSC1024은 모두 
＂L＂상태에 있고, 이에 의해 전달트랜지스터 어레이들 34-1∼34-1024을 모두 비도통되게 한다. ＂L＂상
태의 라인 SBL은 래치들 PVk-1~BLk-256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한다. ＂L＂상태의 제어신호들 φ3와 φ4은 

제2b도의 정전류회로(33)와 트라이스테이트 인버어터들(48)을 각각 디스에이블시킨다.

도시하지 아니한 외부 어드레스 입력단자들로 입력하는 어드레스는 행어드레스 a8∼a20와 열어드레스 a0∼

a7로 구성된다. 상기 행어드레스 a8∼a20는 데이터 로딩동작후 행해지는 프로그램 동작에서 모든 비트라인

들상의 데이타를 일시에 메모리 쎌들로 써넣도록 즉 페이지 프로그램을 행하도록 메모리 블럭들중 하나와 
워드라인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데이터 로딩동작중 입력한다. 상기 열어드레스 a0∼a7는 데이터 로

딩동작중 256사이클을 가지는 어드레스 신호들이다. 제2b도의 열디코오더(30)는 도시하지 아니한 외부 라

이트 인에이블신호 의 토글에 따라 256싸이클의 열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전달트랜지스터들 T1∼T256

을 순차적으로 도통시킨다. 동시에 각 열블럭에 대응하는 입력버퍼(26)는 상기 신호 의 토글에 응
답하여 입출력단자로 입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그러므로 상기 각 입력버퍼(26)로부터의 출
력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도통되는 전달트랜지스터들 T1∼T256과 대응하는 전달트랜지스터들( 49)을 통해 
래치들 PBk-1∼PBk-256에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전술한 데이터 로딩동작후, 프로그램(또는 서입)동작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특징은 프로그램 동작이 낸
드쎌 유닛 충전동작을 가진다는데 있다.

지금 본 발명의 프로그램 동작을 설명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술한 데이터 로딩동작에서 상기 
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가 메모리블럭 BK1내의 워드라인 WL4과 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M4로 일시에 
프로그램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제11도에서 데이터 로딩동작후 시간 t1과 t3사이의 기간에서 프로그램동작이 행해진다. 이 기간에서 P형 

웰영역(76), 제어신호들 , φ2, φ3, φ4, φ5 및 라인 DCB는 모두 ＂L＂상태에 있고,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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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들 , φ1 및 라인 SBL은 모두 ＂H＂상태에 있다. 이 기간에서, 클럭 
φR, 프로그램전압 Vpgm(=18V ), 패스전압 Vpas(=10V), 프로그램 방지전압 Vpi(=7볼트)이 공급된다. 한편 

전술한 데이터 로딩동작중에서 입력된 행어드레스 a8∼a20는 도시하지 아니한 어드레스 버퍼에 이미 래치

되어 있다. 래치된 어드레스중 어드레스신호 A11, 를 프리 디코오딩하여 발생된 
어드레스신호들 P1, Q1 및 R1은 제5도에 도시된 디코오더(154)로 입력되고, 상기 래치된 어드레스중 어드

레스신호 A8, 는 제6도에 도시된 디코오더(154)로 입력된다.

시간 t1에서 제어신호 는 ＂H＂상태로 가고 메모리블럭 BK1을 선택하는 어드레스신호들 P1, Q1 및 R1이 

낸드게이트(120)로  입력된다.  그러면 상기 낸드게이트 (120)의  출력은 ＂L＂상태로 되고 낸드게이트들
(124)(136)의 출력은 모두 ＂H＂상태로 된다. 그러므로 제1선택게이트 라인 SGL1-1은 5볼트로 되고 블럭
선택 제어라인 BSC1은 차아지 펌프회로(128)의 펌핑동작에 의해 프로그램전압 Vpgm 예컨대 18볼트로 승압
된다. 한편 제2선택게이트라인 SGL1-2는 전달트랜지스터들(140)(142) 및 (150)을 통해 전달된 ＂H＂상태
와 차아지 펌프회로(152)의 펌핑동작에 의해 패스전압 Vpas 예컨대 10볼트로 승압된다.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 BK2∼BK1024과 관련된 각 디코오더(120)의 출력은 ＂H＂상태로 되고, 각 낸드게이트(124)의 출력
은 ＂L＂상태로 된다. 그러므로 비선택된 블럭선택 제어라인들 BSC2∼BSC1024는 모두 0볼트로 된다.

시간 t1에서 프로그램제어신호 는 ＂L＂상태로 가기 때문에 제7도에 도시된 소오스라인 구동회로

(22)의 출력라인인 공통 소오스라인 CSL은 프로그램 방지전압 Vpi로 승압된다. 즉 이 ＂L＂상태로 
가면, 공통소오스라인 CSL은 D형 트랜지스터(206)의 임계전압의 절대값 예컨대 2∼3볼트로 되고 이에 의
해 차아지 펌프회로( 208)의 펌핑동작에 의해 프로그램 방지전압 Vpi로 승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의 데이터 로딩동작에서 워드라인 WL4를 선택하는 어드레스신호들 

A8, 이 이미 제6도에 도시된 디코오더(154)에 입력되었기 때문에 CGL4와 관련된 디
코오더(154)의  출력은  ＂L＂상태이고  비선택된  워드라인들  WL1∼WL3,  WL5∼WL8과  관련된  각 디코오더
(154)의 출력은 ＂H＂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선택된 워드라인 WL4와 관련된 낸드게이트(156)의 출력은 ＂
H＂상태이고, 상기 비선택된 워드라인들과 관련된 각 낸드게이트(156)의 출력은 ＂L＂상태에 있다. 지금 
시간 t1 에  클럭 φ1 이  발생된다.  그러면 선택된 워드라인 WL4와  관련된 낸드게이트(178)와 노아게이트

(188)는 클럭 φR과 ＂L＂상태를 각각 출력하고 선택된 제어 게이트라인 CGL4상에 프로그램전압 Vpgm(=18

볼트)를 제공한다. 그 반면 비선택된 워드라인들과 관련된 각 노아게이트(188)는 클럭 φR을 출력하고 비

선택된 제어 게이트라인들 CGL1∼CGL3, CGL5∼CGL8상에 패스전압 Vpas(=10볼트)을 제공한다.

시간 t1에 라인 SBL은 ＂H＂상태로 간다. 그러므로, 제2b도에 도시된 전달 트랜지스터들(44)은 모두 도통

을 하고 래치들 PBk-1∼PBk-256에 저장된 데이터를 대응 비트라인들 BLk-1∼BLk-256로 전달을 한다. 이전
의 블럭소거모우드에서 선택된 블럭 BK1내의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은 ＂L＂상태 즉 논리 ＂0＂으로 
소거되었다. 블럭소거모우드후 데이터 로딩동작에서 ＂H＂상태 즉 논리 ＂1＂을 써넣으려고 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에 대응하는 래치들은 논리 ＂0＂으로 저장되며, 논리 ＂0＂을 써넣을려고 하는 메모리 트랜
지스터들에 대응하는 래치들은 논리 ＂1＂로 저장되어 있다. 지금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2a
도에 도시된 제1열블럭 CB1(k=1)내의 메모리블럭 BK1내의 선택된 워드라인 WL4와 접속되고 비트라인 BL1-
2과 관련된 메모리 트랜지스터(240)만으로 논리 ＂1＂을 써넣고, 상기 워드라인 WL4에 접속된 나머지 모
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로 논리 ＂0＂을 써넣을려고 한다면, 데이터 로딩동작에서 래치 PB1-2만 논리 ＂0
＂ 즉 ＂L＂상태로 이미 저장되어 있고 나머지 래치들은 모두 논리 ＂1＂즉 ＂H＂상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간 t1 이후 전달트랜지스터들(44)이 도통을 하면, 비트라인 BL1-2만이 ＂L＂상태 즉 0볼트로 

되고 나머지 비트라인들은 모두 ＂H＂상태 즉 5볼트로 충전을 개시한다.

결국, 제11도에 있는 시간 t1과 t2사이의 기간에서, 제2a도에 도시된 전달트랜지스터 어레이(34-1)는 도통

중에 있고 선택된 메모리블럭 BK1내의 제1 및 제2선택라인들 SL1, SL2과 선택 워드라인 WL4과 비선택 워
드라인들 WL1∼WL3, WL5∼WL8은 5볼트, Vpas(=10볼트), Vpgm(=18볼트) 및 Vpas를 각각 유지한다. 이 기간
중 공통 소오스라인 CSL은 프로그램 방지전압 Vpi(=7볼트)을 유지하기 때문에, 선택된 메모리블럭 BK1내
의 제2선택트랜지스터들 ST2과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M1∼M8은 모두 도통되고 비트라인 BL1-2과 접속된 상
기 블럭 BK1내의 제1선택 트랜지스터( 242)는 도통되고 상기 블럭 BK1내의 나머지 제1선택트랜지스터들은 
모두 비도통된다. 그러므로, 논리 ＂1＂을 써넣을려는 메모리 트랜지스터(240)가 된 낸드쎌 유닛내에 있
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전류통로들은 비트라인 BL1-2와 연결되고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채널들
과 이들의 소오스들과 드레인들의 각 정션 캐패시터는 0볼트로 방전된다. 그러나 논리 ＂0＂을 써넣을려
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관련된 제1선택 트랜지스터들 ST1은 비도통이므로, 이들과 관련된 낸드쎌 유닛
들내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채널들과 이들의 소오스들 및 드레인들의 각 정션 캐패시터는 프로그램 방
지전압 Vpi(=7볼트)으로 충전이 된다. 그러므로 시간 t1과 t2 사이의 기간, 예컨대 약 100μsec의 기간에

서 논리 ＂0＂으로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관련된 낸드쎌 유닛 충전이 행해진다.

제11도로 돌아가면, 시간 t2와 t3 사이의 기간 예컨대 2msec의 기간은 실질적 프로그램이 행해지는 기간이

다. 시간 t2에서 제어신호 는 ＂H＂상태로 가고 제8c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φ6은 ＂H＂상태에

서 ＂L＂상태로 가며, φ7은 ＂L＂상태에서 ＂H＂상태로 간다. 그러므로 제5도 도시된 트랜지스터(144)는 

도통을 하고 제2선택 게이트라인들 SGLi-2은 모두 기준전압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선택된 메모리블럭 BK1
내의 모든 제2선택트랜지스터들 ST2는 비도통으로 된다. 이 기간중 선택된 메모리블럭 BK1내의 워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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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4상에 18볼트의 프로그램전압 pgm이 인가되고 제2a도에 있는 메모리 트랜지스터(240)의 소오스와 드레
인 및 채널은 0볼트가 인가되기 때문에, 상기 트랜지스터(240)의 플로팅 게이트는 F-N텐넬링에 의해 전자
들이 축적되고 상기 트랜지스터(240)는 약 0.8볼트의 임계전압을 가지는 인한스멘트 모우드의 MOS 트랜지
스터로 변경된다. 그러나 워드라인 WL4과 접속된 상기 트랜지스터(240)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 트랜지스
터들의 소오스들과 드레인들의 각 정션 캐패시터와 이들의 채널들은 프로그램방지전압 Vpi로 충전되 있기 
때문에 이들 트랜지스터들의 플로팅 게이트들로 전자들의 주입은 방지되고 논리 ＂0＂을 저장하고 있는 
디플레숀 모우드의 트랜지스터들로 남게 된다. 즉 ＂L＂상태 즉 논리 ＂0＂으로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트
랜지스터들에 관련된 각 낸드쎌 유닛은 전술한 낸드쎌 유닛 충전에 의해 대응 비트라인과 연결이 차단되
고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은 프로그램중 기입이 방지된다.

전술된 바와같이 낸드쎌 유닛 충전기간과 프로그램 기간에서 주요 부분들의 전압관계는 하기 (표 2)와 같
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

제11도에서 있는 시간 t3와 t5사이의 기간 예컨대 500nsec의 기간은 상기 워드라인들과 상기 비트라인들상

의 승압된 전압을 방전하는 기간이다. 시간 t3에서 제어신호들 과 라인 DCB은 ＂H＂상태로 

가고 제어신호들 과 전압 Vpgm, Vpas, Vpi 및 라인 SBL은 ＂L＂상태로 간다. 클럭 φR은 시
간 t3에서 클럭킹을 중단하고 ＂H＂상태에 고정된다. 한편 상기 기간중 제어신호 φ1은 ＂H＂상태를 유지

하고 제어신호들 φ2, φ3은 ＂L＂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시간 t3에서 제7도의 소오스라인 구동회로

(22)는 기준전위를 공통 소오스라인 CSL상에 출력한다. 이 시간에서, 제6도의 제어 게이트라인들 CGL1∼
CGL8은 모두 0볼트를 출력하고 제5도의 블럭선택 제어라인들 BSC1∼BSC1024은 모두 5볼트로 되기 때문에 

워드라인들상의 상기 승압된 전압은 0볼트로 방전된다. 시간 t4에서 제어신호 는 ＂L＂상태로 가고 제

어신호들 은  ＂H＂상태로  간다.  그러므로  시간 t3 와 t5 의  기간중  블럭선택  제어라인들 
BSCi와 제1 및 제2선택 게이트라인들 SGLi-1과 SGLi-2는 모두 0볼트로 된다. 한편 라인 DCB과 제어신호 
φ1은 시간 t3와 t5의 기간중 ＂H＂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트라인들상의 상기 승압된 전압은 트랜지스터들

(37)을 통해 0볼트로 방전이 된다. 시간 t5에서 제어신호 φ1은 ＂L＂상태로 간다.

[프로그램 검증 모우드]

프로그램 검증 모우드는 프로그램 모우드 종료후 바로 계속된다. 본 발명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독출동
작과 유사하다. 독출동작과 비교할때 다른점은 선택된 워드라인상에 인가되는 전압이 메모리 트랜지스터
들로 기입되어야 할 최소 임계전압이라는 점에 있다. 이 최소 임계전압은 프로그램 검증 전압이라고 불리
워진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프로그램 검증전압은 0.8볼트라고 가정한다.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제11도의 시간 t5 후에 바로 일어나고 프로그램 검증 동작의 타이밍도는 제12도에 

보인 시간 t3와 t4 사이의 타이밍도와 같다. 프로그램 검증동작의 초기 즉 제11도의 시간 t5 또는 제12도

의 시간 t2에서, 제어신호들 , φ3 , φ4는 ＂H＂상태로 가고, 제어신호들 φ1, 과 라인 

DCB는  ＂L＂상태로  간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검증동작중  제어신호들

φ 3  및 φ4 과  클럭 φR 은  ＂H＂상태를 유지하고, 

전압들 Vpgm, Vpas, Vpi과 라인들 SBL, DCB과 제어신호들 φ1, φ5, 은 모두 ＂L＂상태를 

유지한다.

지금, 전술한 프로그램 모우드에서 논리 ＂1＂로 기입된 제2a도에 도시된 제1열블럭 CB1 내의 선택된 메
모리블럭 BK1 내의 메모리 트랜지스터(240)가 소망의 최소 임계전압으로 기입되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검증 동작이 행해진다고 가정한다.

프로그램동작후 프로그램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이 입출력단자들 또는 타의 단자들을 통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부터 EEPROM으로 입력된 경우, 또는 이와 달리 프로그램동작후 프로그램검증 동작이 자동적으
로 행해지는 경우, 프로그램동작에서 데이터 레지스터들 PBk-1∼PBk-256에 저장된 데이터는 리세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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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검증동작으로 계승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검증동작 초기에 데이터 레지스터 PB1-2는 데이터 
＂0＂을 저장하고 있지 나머지 데이터 레지스터들은 모두 데이터 ＂1＂을 저장하고 있다.

제12도의 시간 t2에서 제어신호 가 ＂H＂상태로 가면, 제5도에 보인 디코오더(120)는 메모리블럭 BK1을 

지정하는 어드레스 P1, Q1 및 R1에 응답하여 ＂L＂상태를 출력한다. 이때 φ6은 ＂H＂상태이고 φ7은 ＂L

＂상태이므로, 제1 및 제2선택라인들 SGL1-1, SGL1-2 및 블럭선택 제어라인 BSC1은 모두 5볼트의 ＂H＂상
태로 간다.

상기 시간 t2에서 제어신호 가 ＂L＂로 가고 워드라인 WL4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가 제6도에 도시된 디코오더(154)로 입력하면 낸드게이트(158)은 하이 임피던
스로 되고 검증전압 발생회로(164)는, 0.8볼트의 검증전압을 제어게이트라인 CGL4상에 제공한다. 그러나 
비선택된 워드라인들 WL1∼WL3, WL5∼WL8과 관련된 각 디코오더(154)는 ＂H＂상태를 출력하고, 검증전압 
발생회로( 164)는 하이 임피던스로 되고 낸드게이트(158)은 ＂H＂상태를 출력한다. 그러므로 제어 게이트
라인들 CGL1∼CGL3, CGL5∼CGL8은 5볼트로 된다.

한편 시간 t2에서 은 ＂H＂상태이므로 제7도에 도시된 소오스라인 구동회로(22)는 공통선택라인 CSL

상에 기준전압을 제공한다.

결국, 제2a도의 전달트랜지스터 어레이(34-1)는 도통을 하고 선택된 메모리블럭 BK1 내의 제1 및 제2선택
라인들 SL1, SL2과 비선택 워드라인들 WL1∼WL3, WL5∼WL8은 모두 5볼트로 되고 선택된 워드라인 WL4는 
0.8볼트로 된다. 그러므로 상기 선택라인들 SL1, SL2 및 비선택 워드라인들과 접속된 트랜지스터들은 도
통된다.

동시에, 시간 t2에 제어신호 φ2에 제어신호 φ3는 ＂H＂상태로 가고, 제2b도의 정전류회로(33)는 인에이

블  된다.  그러므로  정전류  트랜지스터들(54)은  정전류  예컨대  4μA를  접속점들(38)과 트랜지스터들
(40)(38)을 통해 비트라인들로 공급한다.

지금  프로그램된  트랜지스터(240)가  프로그램에  실패하였다면,  즉  상기  트랜지스터(240)의  임계전압이 
0.8볼트의 프로그램 검증전압보다 낮다고 가정하면,  상기  트랜지스터(240)는  도통되고,  이 트랜지스터
(240)와 접속된 비트라인 BL1-2은 기준전압 0볼트로 된다. 상기 비트라인 BL1-2 이외의 비트라인들과 접
속된 메모리블럭 BK1내의 낸드쎌 유닛들내에 있는 모든 트랜지스터들은 도통되 있기 때문에, 상기 비트라
인 BL1-2 이외의 비트라인들도 0볼트로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워드라인들 WL1∼WL8과 비트라인들을 
상기 미리 예정된 전압으로 설정하는 기간이 제12도의 시간 t2와 t3 사이의 기간, 예컨대 약 2μsec의 기

간이다.

제12도의 시간 t3와 t4 사이의 기간, 예컨대 약 50nsec의 기간은 검증감지기간이다. 시간 t3 에서 제어신

호 φ2는 ＂H＂상태로 가고, 제2b도의 트랜지스터들(52)을 도통시킨다. 상기 비트라인 BL1-2상의 기준전압

은 게이트가 트랜지스터(38)(40)을 통해 상기 비트라인 BL1-2과 연결되는 트랜지스터(50)를 비도통시키고 
데이터 레지스터 PB1-2내의 데이터를 논리 ＂0＂으로 유지한다.

유사하게, 타 비트라인들도 기준전압에 있기 때문에 이 비트라인들과 관련된 트랜지스터들(50)은 비도통
되고 상기 레지스터 PB1-2를 제외한 나머지 레지스터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이전의 논리 ＂1＂을 유지한
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감지동작을 통해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들 PBk-1∼PBk-256에 저장된 검증감지데
이터는 도통된 인버어터들(48)과 라인들(70)을 통해 제9a도의 트랜지스터들(212)∼(216)의 게이트들에 각
각 연결된다. 그러므로 데이터 레지스터 PB1-2에 저장된 논리 ＂0＂ 또는 ＂L＂상태의 검증감지 데이터는 
제1열블럭 CB1에 접속되는 제9a도에 도시된 노아게이트(234)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214)의 게이트에 반
전된 ＂H＂상태로 제공되고, 상기 트랜지스터(214)를 도통시키며, 라인(210)을 기준전압으로 방전시킨다. 

그러므로 제어신호 는 프로그램검증이 체크될때에만 ＂L＂상태로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FP1은 ＂L＂
상태로 된다. 그러나 타의 열블럭들 CB2∼CB8내의 데이터 레지스터들은 모두 ＂H＂상태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열블럭에 대응하는 노아게이트(234)의 트랜지스터들(70)은 비도통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라인
(210)은 풀럽 트랜지스터들 (218)(220)에 의해 ＂H＂상태를 유지하고 FP2∼FP8은 모두 ＂H＂상태이다. 그
러므로 제9b도에 도시된 가산회로(236)의 출력라인(232)는 ＂H＂상태에서 ＂L＂상태로 간다. 이것은 메모
리 트랜지스터(240)가 소망스럽게 프로그램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즉 메모리 트랜지스터(240)가 설정
된 최소 임계전압에 도달되지 못하였음이 체크된다. 상기 출력라인(232)상의 프로그램 판별신호 PDS는 도
시하지 아니한 타이밍 회로로 연결되고 이 타이밍 회로는 ＂L＂상태의 상기 신호 PDS에 응답하여 재프로
그램을 수행하도록 제11도의 시간 t1과 t3사이의 타이밍 신호들을 발생한다. 즉 재프로그램 동작이 자동적

으로 행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재프로그램동작을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제어나 데이터의 재로딩의 요구없이 EEPROM의 내
부회로에 의해 자동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마이크로 프로세
서가 EEPROM의 입출력단자들중 어느 하나를 통해 상기 프로그램 판별신호 PDS를 입력하고 재프로그램 동
작을 제어할 수도 있다.

전술한 반복되는 프로그램동작에 의해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240)가 소망의 임계전압 예컨대 0,8볼트에 
도달되면, 프로그램 동작후 행해지는 프로그램 검증동작에서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240)는 비도통상태
에 있다. 그러므로 비트라인 BL1-2는 정전류 트랜지스터(54)를 통해 공급되는 정전류에 의해 약 2∼3볼트
로  충전이  되고  이  비트라인 BL1-2와  접속되는 트랜지스터(50)가  도통을  한다.  결국,  데이터레지스터 
PB1-2의 검증감지 데이터는 논리 ＂0＂에서 논리 ＂1＂로 변경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타의 데이터레지
스터들은 논리 ＂1＂의 검증감지 데이터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레지스터들 PBk-1∼PBk-256은 논리 
＂1＂의 검증감지 데이터로 변경된다. 즉, 페이지 프로그램 동작에서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이 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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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되었다면 데이터레지스터들에 저장된 검증감지 데이터는 모두 논리 ＂1＂로 변경된다. 그러므로 
제9a도에 도시된 노아게이트들(234)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들(212)∼(216)은 모두 비도통이 되고, 프로그

램검증 체크시 ＂L＂상태의 제어신호 로 신호들 FP1∼FP8은 모두 ＂H＂상태로 된다. 그러면 제9b도
에 도시된 가산회로(236)은 ＂H＂상태의 프로그램 판별신호 PDS를 출력한다. 이것은 프로그램 동작이 성
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지금, 프로그램과 이후의 프로그램검증을 통하여 논리 ＂1＂프로그램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중 몇개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되었고 나머지들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면 전자의 메모리 트
랜지스터들에 대응하는 데이터레지스터들내의 데이터는 논리＂0＂에서 논리＂1＂로 변경되고, 후자의 메
모리 트랜지스터들에 대응하는 데이터레지스터들내의 데이터는 논리＂0＂을 유지한다. 전자의 경우 데이
터레지스터들내의 데이터는 논리＂1＂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재프로그램 동작에서 이들에 대응
하는 비트라인들은 5볼트로 충전이 된다.

그러나 전술한 프로그램동작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재프로그램 동작에서 선택된 제1선택라인은 5볼트에 있
고 각 낸드쎌 유닛을 구성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들과 드레인들의 각 정션 및 이들의 채널들
이 7볼트의 프로그램 방지전압으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충전된 비트라인들과 접속되는 선택된 제
1트랜지스터들은 비도통상태들에 있다. 그러므로 재프로그램 동작중 성공적으로 프로그램된 메모리 트랜
지스터들은 상기 충전된 프로그램 방지전압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이 방지된다. 그러나, 후자 즉 비성공적
으로 프로그램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경우, 이들에 대응하는 데이터레지스터들은 논리 ＂0＂의 데이터
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만 재프로그램이 수행된다. 그러한 반복되는 동작들로 선택된 워
드라인상의 논리 ＂1＂프로그램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되면, 전술한 프로
그램검증에서 프로그램 판별신호 PDS는 ＂H＂상태를 출력하고 재프로그램 동작을 종료한다. 전술한 프로
그램검증에서 사용되는 본 발명의 회로는 노아형의 메모리 어레이를 가지는 EEPROM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프로그램 검증동작은 여러가지의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프로그램 검
증동작이 칩외부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어없이 칩내부회로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둘째, 
데이터레지스터들이 데이터 로딩동작에서 데이터 래치로서, 프로그램 검증동작에서 검증감지 회로로서 그
리고 후술하는 독출동작에서 감지증폭기로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변회로의 간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째로,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임계전압이 설정된 최소 임계전압 이상의 좁은 범
위내에서 조밀한 분포를 가질 수 있고 과프로그램이 방지될 수 있다. 조밀한 임계전압 분포는 프로그램 
동작이 보다 짧은 기간내에 행해진다면 성취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메모리 트랜지스
터들은 이들에 대응하는 데이터레지스터들의 변경된 데이터에 기인하여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금지되기 
때문에 과프로그램이 방지될 수 있다.

[독출모우드]

본 발명의 독출 동작의 타이밍도가 제12도에 나타나 있다.

제12도에서 시간 t1과 t2 사이의 기간은 워드라인들 WL1∼WL8과 모든 비트라인들 BLk-1∼BLk-256을 기준전

위로 방전하고, 데이터레지스터들 PBk-1∼PBk-256이 논리 ＂0＂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리세트하는 기간
이다. 이 기간중 제어신호 φ1과 라인들 SBL 및 DCB는 ＂H＂상태에 있고, 비트라인들 BLk-1∼BLk-256을 트

랜지스터(37)을 통해 기준전위로 방전하고,데이터레지스터를 PBk-1∼PBk-256을 논리＂0＂로 리세트한다.

이  기간중 제어신호들 및  클럭 φR ,  전압들 

Vpgm,  Vpas,  Vpi의 타이밍도는 제11도의 시간 t 3  와 t 5  사이의 타이밍도와 동일하다. 제어신호 와

는 프로그램 검증동작을 제외한 모든 동작들에서 항상 ＂H＂상태에 있다.

제12도의 시간 t2와 t4사이의 기간은 메모리쎌들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감지하고 데이터레지스터들 PBk-1

∼PBk-256에  감지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간이다.  상기  기간에서

, , φ3 및 φ4와 클럭 φ8은 ＂H＂상태를 유
지하고, 전압들 Vpgm, Vpas, Vpi과 라인들 SBL, DCB과 제어신호들 φ1, φ5은 모두 ＂L＂상태를 유지한다.

지금 전술한 프로그램 모우드에서 페이지 프로그램된 메모리블럭 BK1의 워드라인 WL4과 접속된 트랜지스
터들로부터 독출동작이 행해진다고 가정하고 설명이 될 것이다.

시간 t2와 t3사이의 동작은 전술한 프로그램 검증 동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선택된 메모리 블럭 BK1과 관련된 제5도의 블럭 선택회로는 상기 블럭 BK1을 지정하는 어드레서 P1, Q1 
및 R1에 응답하여 제1 및 제2선택게이트라인들 SGL1-1, SGL1-2과 블럭선택 제어라인 BSC1을 프로그램 검

증동작에서와 동일 방식으로 5볼트로 유지한다. 제어신호 는 ＂H＂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6도에 도시
된 검증전압 발생회로(164)는 하이 임피던스로 되고, 낸드게이트(158)는 인에이블된다. 그러므로 선택된 
워드라인 WL4에 대응하는 제어 게이트라인 CGL4는 워드라인 WL4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A8/ 에 응답하여 0볼트로 된다. 그러나 비선택된 워드라인들 WL1∼WL3,  WL5∼WL8에 
대응하는 제어 게이트 라인들 CGL1∼CGL3, CGL5∼CGL8은 5볼트로 된다. 한편 제7도에 도시된 소오스라인 
구동회로(22)는 공통소오스라인 CSL상에 0볼트를 출력한다.

결국, 제2a도의 전달 트랜지스터 어레이(34-1)는 도통을 하고 메모리 블럭 BK1내의 제1 및 제2선택라인 
SL1, SL2와 비선택된 워드라인들 WL1∼WL3, WL5∼WL8은 5볼트로 되고 선택된 워드라인 WL4는 0볼트로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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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제어신호 φ3는 시간 t2에서 ＂H＂상태로 가고 정전류회로(33)를 인에이블시킨다. 그러므로 정전류 

트랜지스터들(54)은 접속점들(36)과 트랜지스터들( 40)(38)을 통해 비트라인들 BLk-1∼BLk-256로 약 4μA
의 전류를 공급한다. 메모리 블럭 BK1내의 워드라인 WL4와 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240)만이 논리 ＂1
＂로 프로그램되 있기 때문에 비트라인 BL1-2은 약 2∼3볼트로 충전이 되고 나머지 비트 라인들은 0볼트
로 된다. 제12도의 시간 t3에서 제어신호 φ2가 ＂H＂상태로 가면 제2b도의 트랜지스터들(52)은 모두 도통

된다. 그러면, 비트라인 BL1-2와 관련된 트랜지스터(50)만이 도통을 하고 데이터레지스터 PB1-2는 논리 
＂1＂로 감지하고 저장한다.

그러나 나머지 데이터레지스터들은 이들에 대응하는 트랜지스터들(50)이 비도통이기 때문에 전술한 리세
트 동작에 의거한 논리 ＂0＂을 계속해서 저장한다. 즉 페이지 독출이 이루어진다.

상기 데이터레지스터들 PBk-1∼PBk-256내에 저장된 데이터는 인버어터들( 48)을 통하여 256 사이클의 열

어드레스와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의 토글에 응답하여 순차적으로 도통되는 전달트랜지스터들 T1
∼T256 및 출력버퍼들(28)을 통하여 입출력 단자들 I/01∼I/08로 바이트(8비트)씩 출력이 된다.

[변형된 실시예들]

제1도 내지 제12도와 관련하여 설명된 제1실시예의 EEPROM은 각 메모리블럭이 동일행에 배열된 낸드쎌 유
닛들로 구성되는 1024개의 메모리블럭들을 가지는 메모리 어레이와, 프로그램 방지 전압을 낸드쎌 유닛들
로 충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또는 재프로그램 동작 전에 프로그램 방지전압을 발생하는 소오
스라인구동회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그러한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어레이는 후술하는 공유된 워드라인들을 가지는 메모리 블럭들로 구
성될 수 있다,. 프로그램 방지 전압을 낸드쎌 유닛들로 충전하기 위하여 소오스라인 구동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제어게이트들로부터의 용량 결합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형된 실시예가 제13도 내지 제
17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13도는 제13a도와 제2b도로 구성되고 제13a도는 공유된 워드라인들을 가지는 메모리 블럭들로 구성된 
메모리 어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제2b도는 제13a도에 있는 메모리 어레이와 접속되는 이미 논의된 주변회
로를 보여주고 있다.

도면의 간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13a도는 제i번째 메모리 블럭 SBKi 내의 제k번째 열블럭과 관련된 메모
리 쎌들의 배열 및 공유된 워드라인들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13a도에 보인 16메거 비트의 메모리 
쎌들을 가지는 메모리 어레이(10)는 공유된 워드라인들을 제외하고 제2a도에 도시된 메모리 어레이와 동
일한 방식으로 배열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3a도를 참조하면, 각 메모리 블럭 SBKi(i=1,2,3,… 512)은 2개의 서브메모리블럭들 즉 상부 메모리 블
럭 또는 제1서브메모리블럭 USBKi과 하부 메모리블럭 또는 제2서브메모리블럭 LSBKi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상부 및 하부 메모리 블럭들 USBKi, LSBKi의 각각은 제2a도에 도시된 메모리 블럭들의 각각과 동일한 형
상을 갖는다. 상기 상부 메모리블럭 USBKi내의 워드라인들 WL1∼WL8은 상기 하부 메모리 블럭 LSBKi내의 
워드라인들 WL1∼WL8과 각각 대응되게 접속되고 있다. 즉 상부 메모리 블럭 USBKi은 하부 메모리 블럭 
LSBKi과 워드라인들 WL1∼WL8을 공유하고 있다.

상기 워드라인들 WL1∼WL8은 전달트랜지스터들 BT2∼BT9의 전류통로들을 통해 제어게이트 라인들 CGL1∼
CGL8에 각각 연결되어 있다. 상기 제1상부 선택 라인 USL1과 제1하부 선택라인 LSL1은 전달트랜지스터들 
BT1, BT11의 전류통로들을 통해 상부 및 하부 선택게이트 라인들 USGLi, LSGLi에 각각 접속되 있다. 제2
상부 및 하부 선택라인들 USL2, LSL2은 전달트랜지스터들 BT10, BT12의 전류통로들을 통해 상부 및 하부 
접지선택 라인들 UGSL, LGSL에 각각 접속되 있다. 제2상부 및 하부 선택 트랜지스터들 UST2, LST2의 소오
스들은 공통소오스라인 CSL에 접속되고, 이 공통소오스라인 CSL은 기준전위 즉 접지에 접속되 있다. 제1
상부 및 하부선택트랜지스터들 UST1, LST1의 드레인들은 대응 비트라인들에 접속되 있다.

상기 제어게이트 라인들 CGL1∼CGL8은 제6도와 관련하여 설명된 제어게이트 구동회로(20)에 접속된다. 상
부 및 하부 선택 게이트 라인들 USGLi, LSGLi은 제14도에 도시된 블럭선택 제어회로(318)에 접속된다. 블
럭선택 제어회로(318)는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되는 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에 있는 상부 및 하부 메모리블
럭들중 하나를 각 동작 모우드에 따라 선택하는 작용을 한다. 메모리 블럭들 SBKi에 각각 대응하는 블럭 
선택 제어회로들(318)이 동일칩의 EEPROM내에 제공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블럭선택 제
어회로는 상부 및 하부 메모리 블럭들로 구성된 메모리 블럭을 제어하기 때문에 2개의 메모리블럭이 하나
의 블럭선택회로를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주변회로의 칩 점유면적을 감소하기 때
문에 제한된 크기의 기판상에서 메모리 어레이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 있고, 이에의해 메모리 저
장 용량을 증가할 수 있다.

상기 상부 접지선택라인 UGSL과 상기 하부 접지선택라인 LGSL은 제15도에 도시된 접지라인 구동회로(32
0)와 접속된다. 접지라인 구동회로(320)는 메모리 블럭들 SBKi내의 상부 접지선택라인들 UGSL 및 하부 접
지선택라인들 LGSL과 공통으로 접속되는 회로이다. 접지라인 구동회로(320)는 상기 상부 및 하부 접지선
택라인들 UGSL, LGSL로 동작 모우드들의 각각에 따라 적절한 전압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제i번째 메모리블럭 SBKi을 제어하는 블럭선택 제어회로를 보여주고 있는 제14도를 참조하면, 디코오더

(322)는 어드레스 P1, Q1 및 R1과 제어신호 를 입력한다. 어드레스 P1, Q1 및 R1는 도시하지 아니한 어

드레스 버퍼로부터의 행어드레스 중 어드레스 신호들

을 프리디코딩한 어드레스 신호들이다.

상기 어드레스 버퍼로부터의 행 어드레스 는 도시하지 아니한 타이밍회로로 입력하고 각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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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우드에  따라  상부메모리  블럭  USBKi  또는  하부  메모리  블럭  LSBKi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신호들 

을 발생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작 모우드들에 따른 
이 제어신호들의 논리 상태들은 하기(표 3)에 주어져 있다. 여기서 ＂H＂는 5볼트의 ＂H＂상태를 나타내
고 ＂L＂은 0볼트의 ＂L＂상태를 나타낸다.

[표 3]

상기 디코오더(322)의 출력은 낸드게이트(324)의 한 입력단자와 인버어터(3 26)의 입력단자에 연결된다. 

상기 낸드게이트(324)의 타입력단자는 소거 제어신호 에 연결된다. 상기 낸드게이트(324)의 출력은 
N채널 트랜지스터(350)와 P채널 트랜지스터(352)로 구성된 CMOS 전달게이트(328)와 D형 트랜지스터(330)
의 전류통로들을 통해 상부 선택게이트라인 USGLi에 연결된다.

상기 전달게이트(328)와 D형 트랜지스터(330) 사이의 접속점(358)과 기준전위 사이에는 N채널트랜지스터
(332)의 전류통로가 연결되있다. 상기 N채널트랜지스터들(350)과 (332),  P채널 트랜지스터(352)  및 D형 

트랜지스터(330)의 게이트들은 제어신호들 에 각각 연결되었다. 상기 

제어신호 은 블럭소거 동작에서만 ＂L＂상태에 있고, 나머지 동작들에서 ＂H＂상태에 있다. 또한 
상기 낸드게이트(324)의 출력은 N채널트랜지스터(354)와 P채널트랜지스터(356)으로 구성된 CMOS 전달게이
트(334)와 D형트랜지스터(336)의 전류 통로를 통해 하부선택게이트라인 LSGLi에 연결된다. 상기 전달게이
트(334)와 D형 트랜지스터(336) 사이의 접속점(360)과 기준전위 사이에는 N채널트랜지스터(338)의 전류통
로가 연결되있다. 상기 N채널트랜지스터들(354)과 (388), P채널트랜지스터(356) 및 D형트랜지스터( 336)

의  게이트들은 제어신호들 에 각각 연결되었다.  상기 인버어터
(326)의 출력은 서로 병렬로 접속된 D형트랜지스터(340)와 N채널트랜지스터(342)의 전류통로들과 D형트랜
지스터(344)의 전류통로를 통해 블럭선택제어라인 BSCi에 연결된다. 상기 D형트랜지스터(340)의 게이트는 
상기 디코오더(322)의 출력과 연결되고, 상기 D형트랜지스터(344)와 N채널트랜지스터(342)의 게이트들은 
전원공급전압 Vcc 예컨대 5볼트에 연결되있다. 노아게이트(346)의 한 입력단자는 클럭 φR에 연결되고 상

기 노아게이트(346)의 타입력단자는 상기 디코오더(322)의 출력과 연결되어 있다. 상기 노아게이트(346)
의 출력단자와 상기 블럭선택제어라인 BSCi 사이에는 차아지 펌프회로(348)가 접속되어 있다.

메모리블럭 SBKi를 선택하는 어드레스가 블럭선택제어회로(318)로 입력하면, 소거, 프로그램검증 및 독출 
모우드들에서 블럭선택제어라인 BSCi는 약 4.3볼트에 있고 프로그램 모우드에서 블럭선택제어라인 BSCi는 
18볼트의 프로그램전압 Vpgm에 있다. 그 반면 비선택된 메모리블럭들과 관련된 각 블럭선택제어회로의 블
럭선택제어라인은 상기 모우드들에서 0볼트에 있다.

메모리블럭 SBKi가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되고 어드레스 A11이 ＂H＂상태이면, 프로그램, 프로그램검증 및 
독출모우드들에서  상부선택게이트라인  USGLi는  5볼트에  있고  하부  선택게이트라인  LSGLi는 트랜지스터
(338)의 도통에 의해 0볼트에 있다.

유사하게 메모리블럭 SBKi가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되고 어드레스 A11이 ＂L＂상태이면, 프로그램, 프로그
램검증 및 독출모우들에서 하부선택게이트라인 LSGLi는 5볼트에 있고 상부선택게이트라인 USGLi는 트랜지
스터(332)의  도통에  의해  0볼트에  있다.  한편  블럭소거  모우드에서  상부  및  하부  선택  게이트라인들 
USGLi, LSGLi은 모두 약 2∼3볼트로 플로팅 상태들에 있다.

제15도를 참조하면, 접지라인 구동회로(320)는 인버어터들(362)∼(374)과 노아게이트들(376)(378)로 구성
되어 있다. 상기 접지라인구동회로(320)는 프로그램모우드에서 상부 및 하부접지선택라인들 UGSL과 LGSL
로 0볼트를 출력한다. 독출 및 프로그램검증모우드에서, 상부 메모리블럭이 선택되면 상부접지선택라인 
UGSL는 ＂H＂상태 즉 5볼트로되고 하부접지선택라인 LGSL은 0볼트로 된다. 그러나 독출 및 프로그램 검증
모우드에서 하부메모리블럭이 선택되면, 하부접지선택라인 LGSL은 5볼트로되고 상부접지선택라인 UGSL은 
0볼트로 된다. 한편 블럭소거 모우드에서 상기 상부 및 하부 접지선택라인들 UGSL, LGSL은 5볼트로 된다.

전술한 변형된 실시예의 동작들은 상부 및 하부 메모리블럭들을 선택하는 동작과 프로그램 동작에서 용량 
커플링 기술에 의한 낸드쎌 유닛 충전 동작을 제외하고 제1실시예의 동작들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변형된 실시예의 동작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첨부된 타이밍도들을 참조하면서 주어질 것이다.

제16도에, 블럭 소거 모우드의 타이밍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면중 시간 t1과 t2 사이의 기간은 메모리 어

레이(10)내의 모든 워드라인들을 0볼트로 방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서, 제어게이트라인들 CGL1∼CGL8

은 제6도와 관련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0볼트에 있다. 이 기간에서, 제어신호 는 ＂L＂상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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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시하지 아니한 프리 디코오더는 ＂L＂상태의 에 응답하여 모두 ＂H＂상태들이 되는 어드레
스신호들 P1, Q1 및 R1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제14도에 도시된 디코오더(322)는 ＂L＂상태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블럭선택 제어라인들 BSC1∼BSC512은 모두 약 4.3볼트에 있고 제13a도에 도시된 전달 트랜지스
터 어레이들 34-1∼34-512내의 전달트랜지스터들 BT2∼BT9은 모두 도통되며 모든 워드라인들은 접지된다.

제16도에서 시간 t2와 t3 사이의 기간은 선택된 메모리블럭을 소거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서, 제어게이

트라인들 CGL1∼CGL8은 t1 내지 t2의 기간과 같이 0볼트를 유지한다. 선택된 메모리블럭과 관련된 제14도

에 도시된 블럭선택제어회로(318)는 선택된 블럭선택 제어라인상에 약 4.3볼트를 제공한다. 그러나 비선
택된 메모리 블럭들과 관련된 블럭선택 제어회로들은 비선택된 블럭선택 제어라인들상에 0볼트를 출력한
다. 그러므로, 시간 t2에서 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의 상부 및 하부 메모리블럭들내의 워드라인들은 모두 0

볼트에 있고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내의 모든 워드라인들은 플로팅 상태에 있다. 그러나 시간 t2에서 제4

도에 도시된 웰전극(114)으로 20볼트의 소거전압 Vera가 인가되기 때문에 상기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내
의 모든 워드라인들은 거의 20볼트의 전압으로 용량 커플링되고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내의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은 소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t2 내지 t3의 기간에서, 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의 각 메모리 트

랜지스터는 채널과 제어게이트 사이에 인가되는 소거전압에 의해 약 -2∼-3볼트의 임계전압을 가지는 D형 
트랜지스터로 변경된다. 즉 ＂L＂상태(또는 데이터 ＂0＂)으로 저장된다.

한편 시간 t2 내지 t3의 블럭소거 기간에서, 선택된 블럭선택 제어라인은 약 4.3볼트에 있고 상부 및 하부 

선택게이트라인들 USGLi, LSGLi은 약 2∼3볼트에 있고 상부 및 하부 접지선택라인들 UGSL, LGSL은 5볼트
에 있기 때문에 선택된 메모리 블럭과 관련된 제1상부 및 하부선택라인들 USL1, LSL1은 약 2∼3볼트에 있
고 선택된 메모리블럭과 관련된 제2상부 및 하부선택라인들 USL2, LSL2은 모두 플로팅 상태들에 있다. 그
러므로 상기 제2상부 및 하부선택라인들과 접속된 제2상부 및 하부 트랜지스터들중 어느 것이 고장일 때 
웰전극(114)으로부터 상기 제2상부 및 하부 선택라인들 USL2, LSL2을 통해 누설전류의 흐름이 방지된다.

전술된 블럭소거 동작중 주요부분의 전압관계는 하기 (표 4)로 요약될 수 있다.

[표 4]

제16도에서, 시간 t3와 t4이 기간은 비선택된 메모리블럭들내의 워드라인들을 0볼트로 방전하는 기간이다. 

제6도와 관련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제어게이트라인들 CGL1∼CGL8은 ＂L＂상태의 제어신호 에 의해 모

두 0볼트를 유지한다. 이 기간에서, ＂L＂상태의 제어신호 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블럭선택 제어
라인들 BSC1∼BSC512을 약 4.3볼트로 유지하고, 모든 워드라인들은 0볼트로 방전한다. 시간 t3와 t4의 기

간에서 ＂L＂상태의 에 의해 상부 및 하부 선택게이트 라인들 USGLi, LSGLi은 모두 0볼트로 유지된다. 
한편 시간 t2와 t5 사이의 기간에서, ＂H＂상태의 라인 DCB는 비트라인들을 0볼트로 방전시킨다.

제17도는 변형된 실시예에서 프로그램 모우드의 타이밍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 t1 이전에는 데이터 로딩

동작이 행해진다. 데이터 로딩동작은 제2b도에 관련하여 제1실시예에서 설명된 데이터 로딩동작과 동일방
식으로 행해진다. 제17도에세 시간 t1과 t2 사이의 기간은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로 데이터를 기입하

는 기간이다. 제1실시예의 데이터 로딩동작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논리 ＂1＂이 기입되는 메모리 트랜지
스터들에 대응하는 비트라인들은 ＂L＂상태 즉 0볼트에 있고, 논리 ＂0＂이 기입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
들에 대응하는 비트라인들은 ＂H＂상태 즉 5볼트에 있다. 제6도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시간 
t1에서 선택된 제어게이트 라인은 프로그램전압 Vpgm(=18볼트)으로 되고 비선택된 제어 게이트라인들은 모

두 패스전압 Vpas(=10볼트)으로 된다. 지금, 4번째 제어게이트라인 CGL4이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되었다면,  제어게이트라인  CGL4는  프로그램전압  Vpgm(=18볼트)으로  되고  제어게이트라인들 CGL1∼
CGL3, CGL5∼CGL8은 모두 패스전압 Vpas(=10볼트)으로 되고 제어게이트라인들 CGL1~CGL3, CGL5~CGL8은 모
두 패스전압 Vpas(=10볼트)으로 된다. 또한 3번째 메모리 블럭이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되고 어드레스 A11
가  ＂H＂상태라  가정하면  제14도에  도시된  디코오더(322)는  ＂L＂상태를  출력하고  블럭선택  제어라인 
BSC3은 시간 t1에서 프래그램전압 Vpgm(=18볼트)로 된다. 이때 상부 선택 게이트라인 USGL3은 5볼트로 되

고 하부선택 게이트라인 LSGL3은 0볼트로 된다. 그러므로 제13a도에 도시된 전달트랜지스터 어레이 34-
3는 도통이 된다. 한편 제15도에 보인 접지라인 구동회로(320)는 시간 t1 내지 t2의 기간에서 라인들 UGSL

과 LGSL상에 0볼트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시간 t1에서, 상부 및 하부 게이트블럭들 USBK3, LSBK3내의 제2상부 및 하부선택 트랜지스터들 

UST2, LST2은 모두 비도통되 있다. 또한 하부 메모리블럭 LSBK3 내의 제1하부 선택라인 LSL1은 전달트랜
지스터 BT11을 통해 0볼트로 되고 제1하부선택 트랜지스터들 LST1은 모두 비도통된다. 그러나 상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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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블럭 USBK3내의 제1상부 선택라인  USL1은 전달트랜지스터 BT1을 통해 5볼트로 된다.

전술된 프로그램 동작중 주요부분의 전압관계는 하기 (표 5)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5]

그러므로,  시간 t1 에서  워드라인들  WL1∼WL8상에  인가되는  고전압은  상기  상부  및  하부  메모리블럭들 

USBK3, LSBK3의 낸드쎌 유닛 충전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제1상부선택라인 USL1은 5볼트에 있고, ＂L＂상
태 즉 논리 ＂0＂이 데이타로 기입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관련된 비트라인들은 5볼트에 있고, ＂H＂
상태 즉 논리 ＂1＂의 데이터로 기입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관련된 비트라인들은 0볼트에 있기 때문
에 논리 ＂1＂이 기입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접속된 USBK3내의 제1상부선택 트랜지스터들은 도통이 
되고, 논리 ＂0＂이 기입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접속된 USBK3내의 제1상부선택 트랜지스터들은 비도
통이 된다. 그러므로 전자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가지는 USBK3내의 낸드쎌 유닛들내의 메모리 트랜지
스터들의 소오스들과 드레인들 및 채널들은 0볼트로 되고, 후자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가지는 USBK3내
의 낸드쎌 유닛들은 고전압으로 충전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시간 t1 내지 t2의 프로그램 기간에서 상부 

워드라인 WL4와 접속된 전자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플로팅 게이트들은 F-N텐넬링에 의해 전자들을 축
적하고 약 0.8볼트의 임계전압을 가지는 인한스멘트의 트랜지스터들로 변한다. 즉 논리 ＂1＂의 데이터로 
변경 저장된다. 그러나 후자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채널들과 이들의 소오스들 및 드레인들의 정션 캐
패시터들은 고전압으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프로그램이 방지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비선택된 하부 메모리블럭 LSBK3의 제1하부 선택라인 LSL1과 제2하부선택라인 LSL2은 
0볼트에 있고 이에 의해 이 라인들  LSL1, LSL2과 접속된 제1하부 선택트랜지스터들 LST1과 제2하부 선택
트랜지스터들 LST2은 모두 비도통이기 때문에 하부 메모리블럭  LSBK3내의 낸드쎌 유닛들내의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채널과 이것의 소오스 및 드레인의 정션 캐패시터들도 고전압으로 충전이 되고 프로그램이 
방지된다.

시간 t2에서 프로그램 동작은 종료되고 클럭 φK은 클럭킹을 중단한다. 그러므로 차아지 펌프회로(348)는 

디스에이블되고 BSC3는 5볼트로 내려간다. 시간 t2와 t3의 기간에서, ＂L＂상태의 제어신호 는 제어게

이트라인들 CGL1∼CGL8을 접지시킨다. 그러므로 시간 t2 내지 t3의 기간에서, 메모리블럭 SBK3내의 워드라

인들은 0볼트로 방전된다. 시간 t3와 t4 사이의 기간에서 블럭선택 제어라인들 BSC1∼BSC512과 상부 선택 

게이트라인들  USGL1∼USGL512은 0볼트로 방전된다.

제17도에서 시간 t4로부터 프로그램검증 동작이 행해질 수 있다. 프로그램검증 동작은 제1실시예의 프로그

램검증 동작과 동일하다. 제1실시예와 비교될 때 다른 점은 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에서 상부 및 하부 메모
리블럭을 선택하는 블럭선택 제어회로의 동작에 있다. 제4도에 도시된 블럭선택 제어회로의 동작에 따라 
프로그램검증 동작에서 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에 있는 상부 메모리블럭 USBKi이 선택되면 선택된 블럭선택 
제어라인 BSCi는 약 4.3볼트로 되고, 상부 선택게이트라인 USGLi는 5볼트로 된다. 상부 메모리블럭 USBKi
가 선택되면, 제15도에 도시된 접지라인 구동회로(320)는 상부선택 게이트라인 UGSL상에 ＂H＂상태 즉 5
볼트를 제공하고 하부선택 게이트라인 LGSLi상에 ＂L＂상태 즉 0볼트를 제공한다.

제6도와 관련하여 제1실시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검증 동작에서 선택된 제어게이트라인은 프로
그램검증전압 예컨대 0.8볼트에 있고, 비선택된 제어게이트라인들은 5볼트에 있다. 그러므로 제13a도에 
도시된 전달트랜지스터 어레이 34-i에 접속되는 약 4.3볼트의 라인 BSCi은 상기 비선택된 제어 게이트라
인들상의 5볼트가 전달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들에서 게이트들로 용량 커플링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약 
7볼트로 된다. 이 동작은 독출 동작에서도 동일하다. 결국, 상부 메모리블럭 USBKi내의 선택된 워드라인
은 0.8볼트의 검증전압으로 유지되고 비선택된 워드라인들은 5볼트로 유지된다.  또한 상부 메모리블럭 
USBKi 내의 제1 및 제2상부 선택라인들 USL1, USL2은 5볼트로 된다. 그러므로 상기 블럭 USBKi내의 제2선
택트랜지스터들 UST2은 도통되고 상기 블럭 USBKi내의 낸드쎌 유닛들을 접지된 공통 소오스라인 CSL에 연
결한다. 그러나 하부 메모리 블럭 LSBKi내의 제1 및 제2하부선택 라인들 LSL1, LSL2은 0볼트에 있고 상기 
블럭 LSBKi은 비선택된다. 이후의 프로그램검증 동작과 재프로그램동작은 제12도에 도시된 시간 t2와 t4 

사이의 기간에서의 타이밍도와 관련하여 제1실시예에서 설명된 동작들과 동일하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프로그램 및 재프로그램기술들은 프로그램방지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즉 논리 ＂0＂프
로그램되는 쎌들 및 성공적으로 ＂1＂ 프로그램된 쎌들의 프로그램 및 재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비트라인과 접속되는 프로그램 방지전압 발생회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변회로의 간단화와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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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축소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및 재프로그램동작중 용량 커플링기술에 의해 프로그램 방
지전압이 자체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및 재프로그램동작들이 고속에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므
로 본 발명은 셀프로그램방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술한 이점들이 달성될 수 있다.

변형된 실시예의 독출동작에서, 전술한 프로그램검증 동작에서 0.8볼트의 선택된 워드라인 대신 0볼트의 
선택된 워드라인이 사용된다. 독출동작에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선택동작은 전술한 프로그램 검증 동
작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고, 페이지 독출, 페이지 독출 감지, 및 입출력단자들로의 출력은 제12도와 관련
하여 제1실시예에서 설명된 동작들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EEPROM이 개량된 프로그램과 블럭소거 및 프로그램 검증의 능력들과 신뢰성을 갖게 
설계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독출 및 프로그램검증과 관련된 주변회로는 노아형의 메모리 어레
이를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의 일표면위에 형성된 복수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 상기 일표면위에 형성된 다수의 쎌유닛
의 어레이를 가지며 ; 각 쎌 유닛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가지며 ;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
터는 상기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소오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과, 상기 두 영역사이의 채널영역과, 이 채
널영역위에 절연되게 형성된 플로팅게이트와, 이 플로팅게이트위에 절연되게 형성된 제어게이트로 구성되
고 ;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는 상기 워드라인중 대응하는 워드라인과 접속되고 ; 상기 어레
이는 복수개의 메모리블럭으로 나누어지고 ; 각 메모리블럭은 복수개의 쎌 유닛으로 구성되며 ; 데이터 
소거동작에서 고전압의 소거전압을 상기 반도체 기판에 인가하고 어드레스에 대응하여 선택된 메모리블럭
내의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와 접속된 워드라인에 기준전위를 인가함으로써 상기 플로팅게이트와 상기 
반도체 기판 사이에서 전하의 이동으로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소거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
리 장치에 있어서 ; 데이터 소거동작에서 상기 어드레스에 의해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들내의 메모리 트랜
지스터와 접속된 워드라인을 플로팅 되게 하고, 이 플로팅된 워드라인상에 상기 소거전압의 대부분이 캐
페시티브(용량) 커플링되게 하는 수단을 구비하여, 상기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소거를 방지하게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된 복수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 다수의 낸드쎌 유닛을 가지며 ; 각 낸드쎌 유닛
은 직렬 접속된 복수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며 ;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상기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소오스 및 드레인 정션과, 소오스영역과 드레인 영역사이의 채널영역과, 상기 채널영역위에 형성
되고 이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로팅 게이트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위에 형성되고 상기 워드라인중 대응
하는 워드라인에 접속되는 제어 게이트로 구성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 데이터 소거 
및 기입 동작중 선택된 낸드 쎌내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에 이전에 저장된 이진 데이타가 변경되지 않도록 
상기 선택된 낸드쎌내의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채널영역과 소오스 및 드레인 정션 또는 워드라인 중 
하나를 충전하는 제어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다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가지며 상기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이진 데이터를 나타내는 전하들이 축
적된 플로팅게이트, 제어게이트, 소오스 및 드레인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쎌 어레이와 ; 프로그램검증 모
우드와 데이터 독출 모우드에서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되는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선택하고 
상기 프로그램검증 모우드에서 검증 데이터를 독출하기 위해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
트에 검증전압을 인가하고, 데이터 독출 모우드에서 독출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해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
랜지스터의 제어 게이트에 독출전압을 인가하는 제어수단을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
서 ; 상기 프로그램검증 모우드와 데이터 독출 모우드에서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로부터 독출된 
상기 검증 데이터와 독출데이터를 감지하고 저장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
지스터로부터의 검증프로그램과 독출데이터를 감지 및 저장하는 동작이 상기 감지 저장수단에서 공통으로 
행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주표면을 가지는 반도체 기판과, 상기 주표면과 접하고 상기 반도체 기판내에 형성된 웰영역과,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식으로 배열된 다수의 낸드쎌 유닛들을 가지며 상기 각 낸드쎌 유닛은 미리 선택된 수
의 직렬 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가지며 상기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제어게이트와 전하를 축적하
기 위한 플로팅 게이트와 상기 웰영역에 형성된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가지는 메모리 어레이와, 상
기 열들과 평행하게 배열되고 상기 웰영역 위에 절연되게 형성된 비트라인들과, 상기 비트라인들과 절연
되게 교차하면서 배열되고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제어게이트들과 각각 접속된 워드라인들과, 상기 
각 낸드쎌 유닛의 일단을 대응 비트라인에 연결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도통되는 제1선택수단과, 상기 각 
낸드쎌 유닛의 타단을 기준전위에 연결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도통되는 제2선택수단과, 상기 비트라인들의 
각각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고 증폭하는 데이터 래치들과, 상기 데이터 래치들과 상기 대응 비
트라인들 사이에 연결되고 이들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도통되는 연결수단과, 데이터 독출 
모우드에서 상기 연결수단을 비도통되게 하며 어드레스 응답하여 워드라인들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
택된 워드라인상에 제1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과 관련된 낸드쎌 유닛들내의 비선택된 워드
라인들과 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도통하도록 상기 비선택된 워드라인들상에 제2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과 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도통 및 비도통상태를 대응 비트라인들로 제공하
는 제어수단과, 상기 데이터 래치들과 대응 비트라인들 사이에 연결되고, 데이터 독출 모우드에서 각 비
트라인으로 전류를 제공하고 상기 도통상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접속되는 비트라인들상의 방전과 상
기 비도통상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접속되는 비트라인들상의 충전을 감지하며 상기 비트라인상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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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압에 응답하여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래치들을 제1논리 데이터로 저장시키며 상기 비트라인상의 방전
에 응답하여 이에 대응하는 데이터 래치들을 제2논리 데이터로 저장시키는 감지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주표면을 가지는 반도체 기판과, 상기 주표면에 형성되고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식으로 배열된 다수
의 낸드쎌 유닛들을 가지며 상기 각 낸드쎌 유닛은 미리 선택된 수의 직렬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가지며 상기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제어게이트, 플로팅게이트, 소오스 및 드레인을 가지는 게이트 어레
이와, 상기 열들과 평행하게 배열되고 상기 반도체 기판위에 절연되게 형성된 비트라인들 및 상기 비트라
인들과 절연되게 교차하면서 배열되고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제어게이트들과 각각 접속된 워드라인
들과, 상기 각 낸드쎌 유닛의 일단을 대응 비트라인에 연결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도통되는 제1선택 트랜
지스터들 및 상기 각 낸드쎌 유닛의 타단을 기준전위에 연결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도통되는 제2선택 트랜
지스터들과, 상기 비트라인들에 각각 연결되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제1 및 제2논리 데이터를 입력하며 기
입데이터가 제1논리데이터일때 제2논리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입데이터가 제2논리데이터일때 제1논리데이터
를 저장하며 상기 저장된 제1 및 제2논리데이터에 각각 대응하는 제1 및 제2전압을 대응 비트라인들로 제
공하는 데이터 레지스터들과, 데이터 소거모우드에서 상기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상기 제1논리 데이터
를 가지는 제1모우드의 트랜지스터로 변경하고, 데이터 소거 모우드후 데이터 기입모우드에서 선택된 낸
드쎌 유닛들내의 선택된 워드라인상에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선택된 낸드쎌 유닛들내의 비선택
된 워드라인상에 패스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선택된 낸드쎌 유닛들과 접속된 제2선택 트랜지스터들을 비
도통되게하고 상기 선택된 낸드쎌 유닛들내의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채널과 소오스 및 드레인 정션들을 
미리 예정된 전압으로 충전하며, 상기 선택된 낸드쎌 유닛과 접속되는 제1선택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들
로 제2전압을 인가하며 이에 의해 상기 제1전압을 제공하는 각 비트라인과 접속되는 제1선택 트랜지스터
들 도통시키며 상기 제2전압을 제공하는 각 비트라인과 접속되는 제1선택 트랜지스터를 비도통시켜, 상기 
비도통되는 제1선택 트랜지스터들과 접속되는 낸드쎌 유닛들내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은 데이터 기입이 
방지되고 상기 도통되는 제1선택 트랜지스터들과 접속되는 낸드쎌 유닛들내의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과 접
속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은 제2논리데이터를 가지는 제2모우드의 트랜지스터들로 변경되도록 하는 제
어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평행한 비트라인들과, 대응 비트라인들과 연결된 메모리 쎌들을 가지며 각 메모리 쎌은 적어도 하나의 메
모리 트랜지스터를 가지며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제어게이트와 전하를 축적하기 위한 플로팅 게이트
를 가지는 메모리 쎌 어레이와, 데이터 독출 모우드중 각 비트라인상에 정전류를 제공하기 위한 회로 수
단과, 데이터 독출을 위해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대응 비
트라인들에 연결하는 제어수단과, 선택된 메모리 쎌들의 각각에 연결된 각 비트라인상에 전류의 흐름을 
검출하고 전류흐름의 검출시 제1논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류 흐름의 비검출시 제2논리 데이터를 저장하
는 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쎌은 낸드쎌 유닛으로 구성되며, 상기 낸드쎌 유닛은 미리 예정된 수의 직
렬 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 수단은 비트라인들과 각각 연결된 전류원 트랜지스터들과, 상기 전류원 트랜
지스터들의 게이트들과 공통으로 연결된 기준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평행한 비트라인들과 ; 상기 비트라인들과 절연되게 교차하는 워드라인들과 ; 대응 비트라인들과 연결된 
메모리 쎌들을 가지며, 각 메모리 쎌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가지며, 상기 메모리 트랜지
스터는 대응 워드라인과 연결된 제어게이트와 전하를 축적하기 위한 플로팅게이트를 가지는 메모리 쎌 어
레이와 ; 데이터 독출 모우드중 선택된 워드라인상에 제1전압을 인가하고 프로그램검증 모우드중 상기 선
택된 워드라인상에 검증전압을 인가하는 제어수단과 ; 상기 데이터 독출 모우드와 상기 프로그램검증 모
우드중 각 비트라인상에 정전류를 제공하기 위한 회로 수단과 ;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과 접속된 각 메모
리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대응 비트라인상에 전류의 흐름을 검출하고, 전류 흐름의 검출시 제1논리 데이터
를 저장하고 전류흐름의 비검출시 제2논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
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반도체 기판위에 형성된 평행한 비트라인들과, 상기 반도체 기판에 형성되고 매트릭스 형식으로 배열된 
낸드쎌들을 가지며 각 낸드쎌은 복수개의 직렬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가지며 대응 비트라인에 연
결되고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제어게이트와 플로팅게이트와 반도체 기판에 채널을 통해 이격되어 형성
된 소오스와 드레인 영역들을 가지는 메모리 어레이와 ; 프로그램중 제1 및 제2논리상태들을 저장하고 상
기 논리상태들을 대응 비트라인들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과 ;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상기 제1논리상
태로 소거후 프로그램중 한행에 대응하는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상기 대응 비트라인들상에 제공
된 상기 논리상태들의 반전된 논리상태들로 프로그램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
리 장치에 있어서 ; 상기 프로그램중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중 제1논리상태로 프로그램되는 메
모리 트랜지스터들에 대응하는 낸드쎌들을 제2논리상태로 제공된 대응 비트라인들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제2논리상태로 프로그램되는 나머지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낸드쎌들을 제1논리상태로 제공된 대응 비트라
인들과 연결하여 상기 나머지 트랜지스터들만 제2논리상태로 프로그램하는 선택제어 수단을 가짐을 특징
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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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제어 수단은 각 낸드쎌의 일단을 대응 비트라인에 연결하는 선택 트랜지스터
를 가지며 상기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로 제2논리상태를 인가하고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관련된 낸드쎌들의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채널과 소오스 및 드레인 정션들을 상기 제2논리상태의 전압
보다 높은 전압으로 충전하는 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반도체 기판위에 형성된 평행한 비트라인들과 ; 상기 반도체 기판에 형성되고 매트릭스 형식으로 배열된 
낸드쎌들을 가지며 각 낸드쎌은 복수개의 직렬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가지며 대응 비트라인에 연
결되고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제어게이트와 플로팅게이트 및 반도체 기판에 채널을 통해 이격되게 형성
된 소오스와 드레인 영역들을 가지도록 구성된 메모리 어레이와 ; 프로그램중 비트라인들과 각각 작동적
으로 연결되고 제1논리상태로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연결되는 비트라인들상에 제2논리상태
들을 제공하고 제2논리상태로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연결되는 비트라인들상에 제1논리상태
들을 제공하도록 제1 및 제2논리상태들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레지스터들과 ;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들
을 제1논리상태들로 소거후 프로그램중 한행에 대응하는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상기 대응 비트라
인들상에 제공된 논리상태들로 프로그램하고 상기 프로그램후 프로그램검증중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
스터들의 제어게이트들로 검증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로부터 프로그램된 논리
상태들을 대응 비트라인들상에 제공하기 위한 제어수단과 ; 상기 프로그램된 논리상태들이 소망의 프로그
램인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검증 수단을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 상기 프로그램
중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중 제1논리상태들로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관련된 낸
드쎌들을 이들에 대응하는 비트라인들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제2논리상태들로 프로그램되는 나머지 트랜지
스터들과 관련된 낸드쎌들을 이들에 대응하는 비트라인들과 각각 연결하여 상기 나머지 트랜지스터들만 
제2논리상태로 프로그램하는 선택제어 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검증 수단은 각 비트라인과 대응 데이터 레지스터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프로그램검증중 제2논리상태로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중 소정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성공적으
로 프로그램되었을때 상기 소정 메모리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데이터레지스터에 미리 저장된 제1논리상태
를 제2논리상태로 변경시키는 검증감지 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평행한 비트라인들과, 대응 비트라인들과 연결된 메모리 셀들을 가지며 각 메모리 쎌은 적어도 하나의 메
모리 트랜지스터를 가지며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제어게이트와 플로팅게이트를 가지며 독출전압이 상
기 제어게이트에 인가될때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도통 또는 비도통되게 상기 플로팅게이트로 전하의 
축적에 의해 디플레숀 모우드 또는 인한스멘트 모우드의 트랜지스터로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어레이와, 데
이터 독출중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을 대응 비트라인들에 연결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데이터 독출중 각 비트라인상에 전류를 제공하기 위한 회로 수단과, 상기 회로수단과 
각 비트라인 사이에 연결되고 독출중 비도통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관련되는 각 비트라인상에 충전
되는 전압을 제한하는 연결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수단은 상기 회로 수단과 각 비트라인 사이에 전류통로들이 직렬로 접속된 
제1 및 제2디플레숀 모우드의 모오스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되며 상기 제1 및 제2디플레숀 모우드 모오스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들은 각각 기준전압과 전원공급전압에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
모리 장치.

청구항 16 

반도체 기판위에 형성된 평행한 비트라인들과, 상기 비트라인들과 절연되게 교차하는 워드라인들과 제1 
및 제2선택라인들과, 상기 반도체 기판위에 형성되고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식으로 배열된 낸드쎌들
을 가지며 각 낸드쎌은 복수개의 직렬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제1 및 제2선택 트랜지스터들을 가지
며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제어게이트와 플로팅게이트를 가지며 상기 직렬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일단은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를 통해 대응 비트라인에 연결되고 상기의 타단은 상기 제2선택 트랜지스
터를 통해 공통소오스라인에 연결되고 각행에 배열된 낸드쎌들은 버스 메모리블럭을 구성하고 상기 서브 
메모리 블럭내의 각 낸드쎌내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제어게이트들과 제1 및 제2선택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들은 대응 워드라인들과 대응 제1 및 제2 선택라인들에 각각 접속되어 구성된 메모리 어레이와, 서
브 메모리블럭들중 적어도 두개의 서브메모리블럭들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서브 메모리 블럭들내의 워
드라인들과 제1 및 제2선택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블럭 선택제어 수단을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 상기 메모리 어레이는 상기 서브메모리 블럭들이 상기 적어도 2개의 서브 메모리블럭을 
가지는 메모리 블럭들로 그룹지워지고 각 메모리블럭내에 있는 한 서브메모리 블럭의 워드라인들은 타 서
브메모리 블럭의 워드라인들과 대응되게 접속된 공유 워드라인들을 상기 각 메모리 블럭이 가지도록 구성
되며, 상기 블럭선택제어 수단은 상기 메모리블럭들에 각각 대응하는 전달트랜지스터 어레이들을 가지며, 
각 전달트랜지스터 어레이는 대응 메모리블럭의 공유워드라인들과 제1 및 제2선택라인들과 일단들이 각각 
접속된 전달트랜지스터들을 가지며, 상기 메모리블럭들의 공유워드라인들과 접속된 상기 전달 트랜지스터
들의 타단들에 대해 공통으로 제공된 제어게이트 구동회로와, 상기 메모리블럭들의 제2선택라인들과 접속
된 상기 전달 트랜지스터들의 타단들에 대해 공통으로 제공된 접지라인구동 회로와, 상기 메모리블럭들에 
각각 대응하여 제공되고 각 메모리 블럭과 관련된 전달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들과 각 메모리 블럭의 제1
선택라인들과 접속된 상기 전달 트랜지스터들의 타단들과 접속되고 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의 서브 메모리
블럭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 디코오더를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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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수의 메모리 셀들을 가지며 각 메모리 쎌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가지며 각 메모리 트랜지
스터는 제어게이트와 플로팅게이트를 가지도록 구성된 메모리 어레이와, 행어드레스에 응답하는 행 디코
오더와, 상기 행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 라인으로 독출 모우드중에
는 독출 전압을 프로그램검증 모우드에는 검증전압을 제공하기 위한 선택제어 수단을 가지는 불휘발성 반
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 상기 선택제어 수단은 상기 디코오더의 출력에 접속되고 프로그램검증 모우
드중 상기 디코오더에 의해 선택되었을 때 제1제어신호를 발생하고 프로그램검증 모우드중 상기 디코오더
에 의해 비선택되거나 독출 모우드중에 있을 때 제2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어신호발생 수단과, 상기 디코
오더의 출력과 상기 제어 게이트라인 사이에 연결되고 상기 제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검증전압을 상기 제
어게이트 라인상에 제공되고 상기 제2제어신호와 상기 디코오더의 선택에 응답하여 독출 전압을 제공하고 
상기 제2제어신호와 상기 디코오더의 비선택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게이트라인과 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
터를 도통되게 하는 제1전압을 제공하는 독출 및 검증전압 발생회로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
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독출 및 검증전압발생 회로는 상기 제2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는 트라이 
스테이트 게이트와 상기 제1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인에이블되는 트라이 스테이트 인버어터의 직렬 접속으
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반도체 기판의 일 표면위에 형성된 복수개의 워드라인을 가지며, 상기 일 표면에 형성된 다수의 쎌 유닛
의 어레이를 가지며, 각 쎌 유닛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가지며,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
는 상기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소오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과 상기 두 영역사이의 채널영역과, 이 채널영
역위에 절연되게 형성된 플로팅 게이트와 이 플로팅 게이트위에 절연되게 형성된 제어게이트로 구성되고,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 게이트는 상기 워드라인중 대응하는 워드라인과 접속되고, 상기 어레이는 
복수개의 메모리 블럭으로 나누어지고, 각 메모리 블럭은 복수개의 쎌 유닛으로 구성되는 불휘발성 메모
리 장치에서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에 있는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소거를 방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에 있는 워드라인을 플로팅하는 과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으로 소거전압을 인가하
는 과정을 구비하여, 상기 소거전압의 소정값이 상기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내에 있는 상기 워드라인으로 
용량 커플링되므로써 상기 비선택된 메모리 블럭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소거가 방지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블럭소거 방지방법.

청구항 20 

반도체 기판의 일 표면에 형성되고 서로 직렬로 접속된 복수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낸드쎌 유
닛을 가지며,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상기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소오스 및 드레인 정션과, 소오스 영역
과 드레인 영역사이의 채널영역과, 상기 채널 영역위에 형성되고 이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로팅 게이트
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 위에 형성된 제어게이트로 구성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상기 낸드
쎌 유닛을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낸드쎌 유닛의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과 소오
스 및 드레인 정션을 프로그램 방지전압으로 충전하는 과정과,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타의 이진 데
이터로 기입되지 않을 경우에 상기 프로그램 방지전압을 유지하고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타의 
이진데이터로 프로그램될 경우에 상기 프로그램 방지전압을 기준전위로 방전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메
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로 프로그램전압을 인가하는 과정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쎌 유닛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1 

반도체 기판위에 형성된 평행한 비트라인들과, 상기 비트라인들과 절연되게 교차하는 워드라인들과 제1 
및 제2선택라인들과, 상기 반도체 기판위에 형성되고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식으로 배열된 낸드쎌들
을 가지며 각 낸드쎌은 복수개의 직렬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과 제1 및 제2선택 트랜지스터들을 가지
며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제어게이트와 플로팅게이트를 가지며 상기 직렬접속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일단은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를 통해 대응 비트라인에 연결되고 상기의 타단은 상기 제2선택 트랜지스
터를 통해 공통소오스라인에 연결되고 각 행에 배열된 낸드쎌들은 서브 메모리 블럭을 구성하고 상기 서
브 메모리 블럭내의 각 낸드쎌내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제어게이트들과 제1 및 제2선택 트랜지스터들
의 게이트들은 대응 워드라인들과 대응 제1 및 제2선택라인들에 각각 접속되어 구성된 메모리 어레이와, 
서브 메모리블럭들중 적어도 두개의 서브 메모리 블럭들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서브 메모리 블럭들내의 
워드라인들과 제1 및 제2선택라인들을 구동하기 위한 블럭 선택제어 수단을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
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는 상기 서브메모리 블럭들이 상기 적어도 2개의 서브메모리 블럭
을 가지는 메모리 블럭들로 그룹지어지고 각 메모리블럭내에 있는 한 서브메모리 블럭의 워드라인들은 타 
서브메모리 블럭의 워드라인들과 대응되게 접속된 공유 워드라인들을 상기 각 메모리 블럭이 가지도록 구
성되며, 상기 블럭선택 제어수단은 상기 메모리 블럭들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메모리 블럭의 공유 워
드라인들로 프로그램을 위한 전압들을 제공하고 상기 타서브메모리 블럭의 제1 및 제2선택라인들을 플로
팅하여 상기 타서브메모리 블럭내의 낸드쎌들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의 채널들과 이들의 소오스들 및 드
레인들의 정션들을 소정전압으로 충전함에 의해 프로그램을 방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
모리 장치.

청구항 22 

반도체 기판의 일 표면에 형성되고 서로 직렬로 접속된 복수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낸드쎌 
유닛을 가지며 ;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상기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소오스 및 드레인 정션과, 소오스 
영역과 드레인 영역사이의 채널영역과, 상기 채널 영역위에 형성되고 이진 데이타를 저장하는 플로팅 게
이트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 위에 형성된 제어게이트로 구성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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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쎌 유닛을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있어서 ;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로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함과 동시에 비선택된 나머지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로 패스전압을 인가하여 상기 낸드쎌 
유닛내의 모든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채널영역과 소오스 및 드레인 정션을 소정 충전전압을 용량 충전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타의 이진 데이터로 프로그램될 때 상기 충전전압을 방전하고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타의 이진 데이터로 프로그램되지 않을 경우에 상기 충전전압을 유지하
는 과정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쎌 유닛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3 

반도체 기판의 일표면에 형성되고 행과 열의 매트릭스형으로 배열된 다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가지며 
; 소정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들이 직렬로 접속되어 낸드쎌 유닛을 다수 구성하고 ; 각 메모리 트랜지스
터는 상기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소오스 및 드레인 정션과, 소오스 영역과 드레인 영역사이의 채널 영역
과, 상기 채널 영역위에 형성되고 이진 게이트를 저장하는 플로팅 게이트와, 상기 플로팅 게이트 위에 형
성된 제어게이트로 구성되며 ; 각 행에 있는 낸드쎌 유닛들은 하나의 메모리 블럭을 구성하며 ; 동일행에 
있는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는 다수의 워드라인 중 대응하는 하나의 워드라인에 접속되고 ; 상
기 워드라인과 교차하는 다수의 비트라인을 가지며 ; 각 메모리 블럭의 각 낸드쎌 유닛의 일단은 제1선택
트랜지스터를 통하여 대응하는 비트라인에 접속되고 ; 각 낸드쎌 유닛의 타단은 제2선택트랜지스터를 통
하여 공통 소오스라인에 접속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 하나의 행에 있는 메모리 트랜지스터
를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택된 메모리 블럭의 하나의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프로그램전압을 인가
함과 동시에 상기 선택된 메모리 블럭의 비선택된 나머지 워드라인으로 패스전압을 인가하며 동시에 상기 
선택된 메모리 블럭과 관련된 제1선택트랜지스터의 게이트로 논리하이상태를 나타내는 논리 하이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선택된 메모리 블럭과 관련된 제2선택 트랜지스터는 비도통으로 하는 과정과 ; 타의 이진 
데이터로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비트라인으로 기준전위를 인가하고 동시에 타의 이진 
데이터로 프로그램되지 않는 메모리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비트라인으로 상기 논리 하이전압을 인가하는 
과정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4 

다수의  비트라인과  다수의  쎌  유닛을  가지며,  각  쎌  유닛은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상기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플로팅 게이트와 제어게이트를 가지는 플로팅 게이트 전계효과 트랜
지스터로 구성되며, 상기 각 쎌 유닛의 일단은 대응하는 비트라인에 접속되고 상기 각 쎌 유닛의 타단은 
기준전위에 접속되고, 독출동작중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로 독출전압을 인가하며 데이터 
프로그램 동작중 프로그램 전압을 그리고 프로그램 검증동작중 프로그램 검증전압을 선택된 메모리 트랜
지스터의 제어게이트로 인가하기 위한 제어수단을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독출동작과 상기 프로그램 검증동작중 상기 비트라인으로 소정량의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전류원 
수단과, 상기 데이터 프로그램동작중 상기 비트라인을 통해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로 기입 데이
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입 데이터를 저장하며, 상기 독출동작중 독출데이터를 그리고 상기 프로그램검증 
동작중 검증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통 데이터 래치수단과, 상기 독출동작과 상기 프로그램 검증동작중 
상기 전류원 수단으로부터 상기 선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통해 상기 비트라인 상에 전류의 흐름에 의
존하여 상기 독출데이터와 상기 검증데이터를 검출하고 상기 공통 데이터 래치수단에 각각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감지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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