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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프로그램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멀티 레벨 셀을 가지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및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소거 방법은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분포되는 전압 범위가 감소하도록 프리 프로그램하

므로, 멀티 레벨 셀들의 소거시 패일(fail) 발생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분포를 개선시켜, 추

후에 실행될 프로그램 동작에서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워드 라인들과 비트 라인들을 공유하는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 중 특정 문턱 전압의 범위를 갖는 멀티 레벨 셀들을 다른 문턱 전압의 범위를 갖도록 프리 프

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을 소거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이 정상적으로 소거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워드 라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 중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를 프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가 프로그램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가 프로그램될 때까지, 상기 선택 단계, 상기 프로그램 단계, 및 상

기 판단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상기 워드 라인들 중 마지막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가 프로그램될 때까지, 상기 선택 단계 내지 상기

반복 단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에서, 제1 내지 제4 전압 범위들 중 어느 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문턱 전

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을 선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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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내지 제4 전압 범위들 중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들이 포함되는 전압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압 범위들 중 하나로 이동하도록,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프로그램하

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될 때,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멀티 레벨 셀들을 프로그램 금

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은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고,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은 상기 제3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고, 상기 제3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은 상기 제4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고,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1 전압 범위에 포함되는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이

선택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될 때, 상기 선택된 멀티 레

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은 상기 제1 전압 범위에서 상기 제2 전압 범위로 이동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될 때, 상기 선택된 멀티 레

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은 상기 제1 전압 범위에서 상기 제4 전압 범위로 이동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1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보다 크고,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거나 또는 같

은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데이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그 문턱 전압이 상기 제1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는 멀티 레벨 셀들을 필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발생 단계에서,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중 일부에 기초하여 발생된 센싱 데이터들이 프로그램 데이터

들로서, 상기 비트 라인들 중 일부를 통하여 상기 필터링된 멀티 레벨 셀들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 각각에 저장되는 플래

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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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에서, 제1 내지 제4 전압 범위들 중 상기 제1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는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2 전압 범위로 이동하도록,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프로그램

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될 때,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멀티 레벨 셀들을 프로그램 금

지시키는 단계;

상기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 중 상기 제2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는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을 추가로 선

택하는 단계;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3 전압 범위로 이동하도록,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

들을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 및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이 추가로 프로그램될 때,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멀티 레

벨 셀들을 프로그램 금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은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고,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은 상기 제3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고, 상기 제3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은 상기 제4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은 플래시 메

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1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보다 크고,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거나 또는 같

은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데이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그 문턱 전압이 상기 제1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는 멀티 레벨 셀들을 필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발생 단계에서,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중 일부에 기초하여 발생된 센싱 데이터들이 프로그램 데이터

들로서, 상기 비트 라인들 중 일부를 통하여 상기 필터링된 멀티 레벨 셀들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 각각에 저장되는 플래

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추가로 선택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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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보다 크고, 상기 제3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거나 또는 같

은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데이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그 문턱 전압이 상기 제2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는 멀티 레벨 셀들을 필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발생 단계에서,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중 일부에 기초하여 발생된 센싱 데이터들이 프로그램 데이터

들로서, 상기 비트 라인들 중 일부를 통하여 상기 필터링된 멀티 레벨 셀들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 각각에 저장되는 플래

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에 상기 비트 라인들을 통하여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 각각의 상위 비트 레

지스터와 하위 비트 레지스터를 초기화시키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소거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데이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상기 페이지 버퍼들의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들에 하위 센싱 데이터들을 각각 저장하

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리페어 된 멀티 레벨 셀들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 각각의 상위 비트

레지스터에 저장된 초기 데이터를 하위 비트 레지스터에 전달하는 단계;

상기 페이지 버퍼들의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들에 각각 저장된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들 또는 상기 초기 데이터들에 기

초하여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의 소거가 패일(fail)인지의 여부

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거 단계와 상기 검증 단계 사이에, 상기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 중 과(over) 소거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설정된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도록, 상기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을 포스트(post)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워드 라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 중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를 프로그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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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가 프로그램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가 프로그램될 때까지, 상기 선택 단계, 상기 프로그램 단계, 및 상

기 판단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상기 워드 라인들 중 마지막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가 프로그램될 때까지, 상기 선택 단계, 상기 프로

그램 단계, 상기 판단 단계, 및 상기 반복 단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에서, 제1 내지 제4 전압 범위들 중 제1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는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4 전압 범위로 이동하도록,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프로그램

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될 때,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멀티 레벨 셀들을 프로그램 금

지시키는 단계;

상기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 중 상기 제2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는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을 추가로 선

택하는 단계;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3 전압 범위로 이동하도록,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

들을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 및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이 추가로 프로그램될 때,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멀티 레

벨 셀들을 프로그램 금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은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고,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은 상기 제3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고, 상기 제3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은 상기 제4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은 플래시 메

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1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보다 크고,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거나 또는 같

은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데이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그 문턱 전압이 상기 제1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는 멀티 레벨 셀들을 필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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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발생 단계에서,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중 일부에 기초하여 발생된 센싱 데이터들이 프로그램 데이터

들로서, 상기 비트 라인들 중 일부를 통하여 상기 필터링된 멀티 레벨 셀들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 각각에 저장되는 플래

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추가로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2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보다 크고, 상기 제3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보다 작거나 또는 같

은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데이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그 문턱 전압이 상기 제2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는 멀티 레벨 셀들을 필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발생 단계에서,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중 일부에 기초하여 발생된 센싱 데이터가 프로그램 데이터로

서, 상기 비트 라인들 중 일부를 통하여 상기 필터링된 멀티 레벨 셀들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 각각에 저장되는 플래시 메

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트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워드 라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점차 증가하는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을 프

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에 상기 비트 라인들을 통하여 각각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 각각의 상

위 비트 레지스터와 하위 비트 레지스터를 초기화시키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1 소거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제1

데이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제1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상기 페이지 버퍼들의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들에 제1 하위 센싱 데이터들을 각각 저장

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 중 리페어 된 멀티 레벨 셀들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의 상위 비트

레지스터들에 각각 저장된 초기 데이터들을 하위 비트 레지스터들에 각각 전달하는 단계;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들에 각각 저장된 상기 제1 하위 센싱 데이터들 또는 상기 초기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제1 검증 데

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제1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중 적어도 하나의 문턱 전압

이 상기 제1 소거 검증 전압보다 더 큰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 중 적어도 하나의 문턱 전압이 상기 제1 소거 검증 전압보다 더 커질

때까지, 상기 프로그램 단계 내지 상기 판단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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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이 마지막 워드 라인으로 될 때까지 상기 선택 단계 내지 상기 반복 단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단계는,

상기 페이지 버퍼들 각각의 상위 비트 레지스터와 하위 비트 레지스터를 초기화시키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2 소거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제2 데이

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제2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상기 페이지 버퍼들의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들에 제2 하위 센싱 데이터들을 각각 저장

하는 단계;

상기 리페어 된 멀티 레벨 셀들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의 상위 비트 레지스터들에 각각 저장된 상기 초기 데이터들을 상

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들에 각각 전달하는 단계;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들에 각각 저장된 상기 제2 하위 센싱 데이터들 또는 상기 초기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제2 검증 데

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의 소거가 패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소거 검증 전압은 상기 제1 소거 검증 전압보다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소거 검증 전압은 0V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청구항 23.

워드 라인들과 비트 라인들을 공유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상기 워드 라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시작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들 중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메

모리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 중에서,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메모리 셀들을 선

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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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예비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이 프로그램될 때,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 금지시키는

단계; 및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하면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을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

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전압은 0V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예비 프로그램 전압은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보다 크고, 상기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에서 최대로 증가된 프로그

램 전압보다 작거나 또는 동일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을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1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로부터 제1 데이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제1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제1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 중 상기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메모리 셀들을 필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검증 데이터들의 발생 단계에서, 상기 제1 데이터들 중 일부에 기초하여 발생된 센싱 데이터들이 프로그램 데이

터들로서, 상기 비트 라인들 중 일부를 통하여 상기 필터링된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 각각에 저장되는 플래

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검증 전압은 상기 설정된 전압보다 작거나, 또는 동일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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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검증 전압은 네가티브(negative) 전압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이 멀티 레벨 셀들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1 프로그램 전압을 공

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제1 프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1 프로그램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

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2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제2 프로

그램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2 프로그램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2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

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3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제3 프로

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되도록,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1 프로그램 전

압을 공급하는 제1 공급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2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제1 데이

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제1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제1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제1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

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1 판단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제1 공급 단계 내지 제1 판단 단

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판단 단계 이 후 실행되는 상기 제1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은,

상기 제1 판단 단계 이전에 실행된 상기 제1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된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보다

상기 스텝 전압만큼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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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검증 전압은 상기 제1 검증 전압보다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되도록,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2 프로그램 전

압을 공급하는 제2 공급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3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제2 데이

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제2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제2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제2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

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2 판단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제2 공급 단계 내지 제2 판단 단

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판단 단계 이 후 실행되는 상기 제2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상기 제2 프로그램 전압은,

상기 제2 판단 단계 이전에 실행된 상기 제2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된 상기 제2 프로그램 전압보다

상기 스텝 전압만큼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검증 전압은 상기 제2 검증 전압보다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되도록,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3 프로그램 전

압을 공급하는 제3 공급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4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제3 데이

터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제3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제3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제3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

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3 판단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제3 공급 단계 내지 제3 판단 단

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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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3 판단 단계 이 후 실행되는 상기 제3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상기 제3 프로그램 전압은,

상기 제3 판단 단계 이전에 실행된 상기 제3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된 상기 제3 프로그램 전압보다

상기 스텝 전압만큼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4 검증 전압은 상기 제3 검증 전압보다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이 싱글 레벨 셀들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싱글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되도록,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

압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압만큼 증가된 제1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2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싱글 레벨 셀들로부터 데이터

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싱글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는지

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싱글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공급 단계 내지 판단 단계를 반복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판단 단계 이 후 실행되는 상기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은, 상기 판

단 단계 이전에 실행된 상기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된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보다 상기 스텝 전압

만큼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검증 전압은 상기 제1 검증 전압보다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0.

워드 라인들과 비트 라인들을 공유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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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워드 라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제1 내지 제P(P는 정수) 프로그램 사이클들 각각에 대해,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시작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메모리 셀들 중에서,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메모리 셀들

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예비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이 프로그램될 때,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 금지시키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셀들의 프로그램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하면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메모리 셀들을 추

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P는 3보다 작거나 또는 동일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예비 프로그램 전압은 상기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보다

크고, 상기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에서 최대로 증가된 프로그램 전압보다 작거나 또는 동일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

로그램 방법.

청구항 43.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이 멀티 레벨 셀들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는,

상기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1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제1 프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제1 프로그램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2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제2 프로

그램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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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프로그램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2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3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제3 프로

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5.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이 싱글 레벨 셀들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싱글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되도록,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메모리 셀들을 프

로그램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압만큼 증가된 제1 프로그램 전압

을 공급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2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싱글 레벨 셀들로부터 데이터

들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싱글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는지

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싱글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공급 단계 내지 판단 단계를 반복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판단 단계 이 후 실행되는 상기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은, 상기 판

단 단계 이전에 실행된 상기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된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보다 상기 스텝 전압

만큼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7.

워드 라인들과 비트 라인들을 공유하는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상기 워드 라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시작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제1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1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

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을 제1 프로그램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프로그램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제2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

2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제2 프로그

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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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스텝 전압이 상기 제1 스텝 전압보다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되도록,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1 프로그램 전

압을 공급하는 제1 공급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1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제1 데이

터들을 독출하는 독출 단계;

상기 제1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제1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제1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

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1 판단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제1 공급 단계 내지 제1 판단 단

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판단 단계 이 후 실행되는 상기 제1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은,

상기 제1 판단 단계 이전에 실행된 상기 제1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된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보다

상기 제1 스텝 전압만큼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되도록,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제2 프로그램 전

압을 공급하는 제2 공급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2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제2 데이

터들을 독출하는 독출 단계;

상기 제2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제2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제2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

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2 판단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제2 공급 단계 내지 제2 판단 단

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판단 단계 이 후 실행되는 상기 제2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상기 제2 프로그램 전압은,

상기 제2 판단 단계 이전에 실행된 상기 제2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된 상기 제2 프로그램 전압보다

상기 제2 스텝 전압만큼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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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단계와 상기 제1 프로그램 단계 사이에, 시작 전압으로부터 상기 제1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을 제3 프로그

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3 프로그램 단계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되도록,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

압을 공급하는 제3 공급 단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제3 검증 전압을 공급하여,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로부터 제3 데이

터들을 독출하는 독출 단계;

상기 제3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제3 검증 데이터들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제3 검증 데이터들의 로직 값들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

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제3 판단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제3 공급 단계 내지 제3 판단 단

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3 판단 단계 이 후 실행되는 상기 제3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

은, 상기 제3 판단 단계 이전에 실행된 상기 제3 공급 단계에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급된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

보다 상기 제1 스텝 전압만큼 더 큰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검증 전압은 상기 제1 검증 전압보다 더 크고, 상기 제1 검증 전압은 상기 제3 검증 전압보다 더 큰 플래시 메모

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및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은 저장되는 데이터의 비트 수에 따라 싱글 레벨 셀(Single Level Cell : SLC)

과 멀티 레벨 셀(Multi Level Cell : MLC)로 구분될 수 있다. 싱글 레벨 셀은 "1" 또는 "0"의 로직 값을 가지는 1비트의 데

이터가 저장될 수 있고, 멀티 레벨 셀은 "11", "10", "01", "00" 중 어느 하나의 로직 값을 가지는 2비트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멀티 레벨 셀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집적 반도체

장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멀티 레벨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동작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메모리

셀 블록 단위로 실행되며, 프리 프로그램(preprogram) 과정, 소거(erase) 과정, 및 포스트 프로그램(post program) 과정

이 순차적으로 실행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도 1을 참고하여 멀티 레벨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동작 과

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의 멀티 레벨 셀을 가지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과정에 따른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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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먼저, 도 1에서, (a)의 그래프들(G11∼G14)과 같이 분포된 문턱 전압

을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의 소거 동작 과정을 설명한다. 상기 그래프(G11)는 데이터 "11"이, 상기 그래프(G12)는 데이터

"10"이, 상기 그래프(G13)는 데이터 "00"이, 상기 그래프(G14)는 데이터 "01"이 각각 저장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분포를 나타낸다. 상기 그래프들(G11∼G14)은 전압들(V1 및 V2)로 정의되는 전압 범위(W1) 내에 존재한다(즉, 멀티 레

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전압 범위(W1) 내에 분포된다).

상기 그래프들(G11∼G14)로 표시된 것과 같이 분포된 문턱 전압들을 가지는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프리 프로그램되면,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은 (b)의 그래프들(G21∼G24)로 표시된 것과 같이 전압들(V3 및 V4)로 정의되는 전압

범위(W2) 내에 분포하게 된다.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프리 프로그램 과정은 페이지 버퍼에 의해 실행되지 않고, 센싱 노

드를 그라운드 전압으로 직접 디스차지하는 회로에 의해 메모리 셀 블록 단위로 실행된다. 여기에서, 상기 전압 범위(W2)

의 폭은 상기 전압 범위(W1)의 폭보다 더 작다. 그 이유는, 문턱 전압이 높은 멀티 레벨 셀들(즉, 그래프(G14)와 같이 분포

된 멀티 레벨 셀들)보다 문턱 전압이 낮은 멀티 레벨 셀들(즉, 그래프(G11)와 같이 분포된 멀티 레벨 셀들)이 더 많이 프로

그램되어, 상기 그래프들(G21∼G24)과 같이,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간의 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 후, 그래프들(G21∼G24)로 표시된 것과 같이 분포된 문턱 전압들을 가지는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소거되면, 상기 멀

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은 (c)의 그래프들(G31∼G34)로 표시된 것과 같이 전압들(V5 및 V6)로 정의되는 전압 범위

(W3) 내에 분포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지나치게 소거되는(over erase) 것을 방지하게 위해, 상기 멀

티 레벨 셀들이 포스트 프로그램되면,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은 (d)의 그래프들(G41∼G44)로 표시된 것과 같이

전압들(V7 및 V8)로 정의되는 전압 범위(W4) 내에 분포하게 된다. 여기에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은 상기

전압(V8)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상기 전압(V8)은 상기 포스트 프로그램 과정 이후에 실시되는 검증(verify) 과정에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검증 전압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상술한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과정에서는,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분포되는 전압 범위들(W2∼W4)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상기 소거 과정 이후, 상기 전압(V8)

과 같거나, 또는 더 큰 문턱 전압을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이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

에 따르면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비교적 넓게 분포되기 때문에, 멀티 레벨 셀들의 소거 과정에서 패일(fail)이 발

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에 따르면, 멀티 레벨 셀들이 비교적

넓게 분포된 문턱 전압들을 갖기 때문에(즉, 양호한 문턱 분포를 갖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도 2를 참고하여 멀티 레벨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종래의 멀티 레벨 셀을 가지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과정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서는 ISPP(incremental step pulse programming) 방식을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

그램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되는 워드 라인의 전압이 도시되어 있다. 도 2a에서 참조되는 것과 같이, 워드 라인의 전압

은 프로그램 전압(Vpgm1)을 시작 전압으로 하여, 프로그램 사이클(cycle) 수가 증가될 때마다 스텝 전압(Vs) 만큼씩 증가

한다. 좀 더 상세하게는, 프로그램 구간(PGM1)에서, 워드 라인에는 시간(P1) 동안 프로그램 전압(Vpgm1∼VpgmJ 중 하

나)(J는 정수)이 공급되고, 시간(F1) 동안 검증 전압(Vver1)이 공급된다. 상기 검증 전압(Vver1)은 도 2b에서 참조되는 것

과 같이, 데이터 "10"이 저장된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보다 작다. 또, 프로그램 구간(PGM2)에서, 상기 워드 라인에는 시

간(P2) 동안 프로그램 전압(Vpgm(J+1)∼VpgmK 중 하나)(K는 정수)이 공급되고, 시간(R2) 동안 검증 전압(Vver2)이 공

급된다. 상기 검증 전압(Vver2)은 도 2b에서 참조되는 것과 같이, 데이터 "00"이 저장된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보다 작

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구간(PGM3)에서, 상기 워드 라인에는 시간(P3) 동안 프로그램 전압(Vpgm(K+1)∼VpgmL 중 하

나)(L은 정수)이 공급되고, 시간(R3) 동안 검증 전압(Vver3)이 공급된다. 상기 검증 전압(Vver3)은 도 2b에서 참조되는

것과 같이, 데이터 "01"이 저장된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보다 작다. 여기에서, 상기 프로그램 전압들(Vpgm1∼VpgmL)

의 관계는 아래의 수학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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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참조되는 것과 같이, 종래의 ISPP 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상기 검증 전압(Vver1∼Vver3

중 하나)보다 작은 문턱 전압을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을 프로그램하기 위해, 상기 워드 라인에 반복적으로 상기 스텝 전압

(Vs)만큼 점차 증가하는 프로그램 전압(또는 프로그램 펄스(pulse))이 공급된다. 결국, 프로그램되는 속도가 느린 셀들(즉,

슬로우(slow) 셀들)이 많을수록 프로그램 전압이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횟수(즉, 프로그램 사이클 수)가 증가한다. 이처럼

프로그램 사이클 수가 증가하면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싱글 레벨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분포되는 전압 범위가 감소하도록 프리

프로그램함으로써, 멀티 레벨 셀들의 소거시 패일(fail) 발생 비율을 감소시키고,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분포를 개선

시켜, 추후에 실행될 프로그램 동작에서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프로그램 속도가 느린 멀티 레벨 셀들 또는 싱글 레벨 셀들만을 미리 선별하

여 프로그램한 후, ISPP 방식의 프로그램 과정을 실행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ISPP 방식의 프로그램 과정에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설정된

검증 전압으로 되기 전과 이후의 스텝 전압(즉, 프로그램 전압의 증가 폭)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은, 워드 라인들과 비트 라인들을 공

유하는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들이 분포되는 범위가 감소하도록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를 프리 프로그램하는 단계;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을 소

거하는 단계; 및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이 정상적으로 소거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한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워드 라인들과

비트 라인들을 공유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워드 라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워드 라인에 시작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복수의 메모리 셀들 중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

결된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 중에서,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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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각각 가지는 메모리 셀들을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워드 라인에 예비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선택된 메모리 셀들

을 프로그램하는 단계; 선택된 메모리 셀들이 프로그램될 때, 선택된 메모리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

램 금지시키는 단계; 및 시작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프로그램 전압을 선택된 워드 라인

에 공급하면서,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을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를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워드 라인

들과 비트 라인들을 공유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워드 라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제1 내지 제P(P는 정수) 프로그램 사이클들 각각에 대해, 선택된 워드 라인에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시작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 선택된 워

드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 중에서,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메모리 셀들을 선택하는 단계; 선

택된 워드 라인에 예비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선택된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단계; 선택된 메모리 셀들이 프로그

램될 때, 선택된 메모리 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 금지시키는 단계; 및 메모리 셀들의 프로그램 단계

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시작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프로그램 전압을 선택된 워드 라인

에 공급하면서,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을 추가로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워드 라인들과 비트

라인들을 공유하는 복수의 멀티 레벨 셀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워드 라인들 중 하

나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워드 라인에 시작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제1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1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여,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을 제1 프로그램하는 단계; 및 제1 프로그램 단계에서 최종적

으로 증가된 제1 프로그램 전압으로부터 제2 스텝 전압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2 프로그램 전압을 선택된 워드 라인에 공

급하여,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을 제2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하

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소거 과정 및 프로그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페이지 버퍼 및 메모리 셀 블록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고하면, 메모리 셀 블록(100)은 메모리 셀들(즉, 멀티 레벨 셀들, 또는 싱글 레벨 셀들)(Me11∼MeJK,

Mo11∼MoJK)(J, K는 정수), 드레인 선택 트랜지스터들(DST), 및 소스 선택 트랜지스터들(SST)을 포함한다.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JK, Mo11∼MoJK)의 게이트들은 워드 라인들(WL1∼WLJ)에 각각 연결된다.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Mo11∼Mo1K)은 상기 드레인 선택 트랜지스터들(DST)에 각각 연결되고,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J1∼MeJK, MoJ1∼MoJK)은 상기 소스 선택 트랜지스터들(SST)에 각각 연결된다. 상기 드레인 선택 트랜지스터들

(DST)은 상기 비트 라인들(BLe1∼BLoK)에 각각 하나씩 연결된다. 상기 소스 선택 트랜지스터들(SST)은 공통(common)

소스 라인(CSL)에 연결된다.

페이지 버퍼 회로들(PB1∼PBK)(K는 정수) 각각은 상기 비트 라인들(BLe1∼BLoK) 중 한 쌍에 연결된다. 예를 들어, 상

기 페이지 버퍼 회로(PB1)는 상기 비트 라인들(BLe1, BLo1)에 연결된다. 상기 페이지 버퍼 회로들(PB1∼PBK)의 구성

및 구체적인 동작은 서로 유사하므로, 상기 페이지 버퍼 회로(PB1)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 회로

(PB1)는 비트 라인 선택 회로(210),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 데이터 입력 회로(240), 제1 검

증 회로(250), 제2 검증 회로(260), 데이터 전송 회로(270), 데이터 출력 회로(280), 및 프리차지 회로(290)를 포함한다.

상기 비트 라인 선택 회로(210)는 비트 라인 선택 신호들(BSLe, BSLo)과 디스차지 신호들(DISCHe, DISCHo)에 응답하

여, 상기 비트 라인들(BLe1, BLo1)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비트 라인(BLe1 또는 BLo1)을 센싱 노드(SO)에 연결

한다. 상기 비트 라인 선택 회로(210)는 NMOS 트랜지스터들(211∼214)을 포함한다. 상기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는 센

싱 회로(221), 래치 회로(222), 및 래치 리셋 회로(223)를 포함한다. 상기 센싱 회로(221)는 NMOS 트랜지스터들(224,

225)을 포함하고, 독출 제어 신호(MREAD)에 응답하여, 상기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하고, 노드(Q1)에 상위 센싱

데이터(SAb)를 발생한다. 상기 래치 회로(222)는 래치(226)와 인버터(227)를 포함한다. 상기 래치(226)는 상기 노드(Q1)

에 발생된 상기 상위 센싱 데이터(SAb)를 래치하고 반전된 상위 센싱 데이터(SA)를 노드(Q2)에 출력한다. 또, 상기 래치

(226)는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를 래치하고 반전된 입력 데이터(D1 또는 D2B)을 상기 노드(Q2 또는 Q1)에 출력한

다. 상기 인버터(227)는 상기 노드(Q1)를 통하여 상기 래치(226)로부터 수신되는 상위 센싱 데이터(SAb) 또는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B)를 반전시켜 출력한다. 상기 래치 리셋 회로(223)는 리셋 제어 신호(MRST)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

회로(222)를 초기화시킨다.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센싱 회로(231)와 래치 회로(232)를 포함한다. 상기 센싱 회로(231)는 NMOS 트랜지스

터들(233∼235)을 포함하고, 독출 제어 신호(LREAD1 또는 LREAD2)에 응답하여, 상기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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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위 센싱 데이터(SL1 또는 SL2b)를 노드(Q4 또는 Q3)에 발생한다. 상기 래치 회로(232)는 래치(236)와 인버터

(237)를 포함한다. 상기 래치(236)는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 또는 SL2b)를 래치하고, 상기 노드(Q3 또는 Q4)에 반전

된 하위 센싱 데이터(SL1b 또는 SL2)를 출력한다. 상기 인버터(237)는 상기 노드(Q3)를 통하여 상기 래치(226)로부터 상

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1b) 또는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2b)를 수신하고, 그 수신된 데이터(SL1b 또는 SL2b)를

반전시켜 출력한다.

상기 데이터 입력 회로(240)는 NMOS 트랜지스터들(241, 242)을 포함하고, 데이터 입력 신호들(DI1, nDI1)에 응답하여,

데이터 입출력 노드(Y1)를 통하여 수신되는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를 상기 노드(Q1 또는 Q2)를 통하여 상기 상

위 비트 레지스터(220)의 상기 래치(226)에 출력한다.

상기 제1 검증 회로(250)는 상기 노드(Q2)에 연결되고, 상기 래치(226)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반전된 상위 센싱 데이터

(SA), 상기 반전된 입력 데이터(D1), 및 상기 입력 데이터(D2) 중 하나에 응답하여 검증 데이터(MVD1)를 데이터 검증 라

인(MVL1)에 출력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 검증 회로(250)는 PMOS 트랜지스터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수

신된 데이터(SA, D1, D2 중 하나)가 로직 '0' 일 때, 상기 PMOS 트랜지스터(250)가 상기 데이터 검증 라인(MVL1)에 내

부 전압(VCC)을 공급함으로써, 상기 검증 데이터(MVD1)를 로직 '1'로 출력한다. 반대로, 상기 수신된 데이터(SM, D1,

D2 중 하나)가 로직 '1' 일 때, 상기 PMOS 트랜지스터(250)가 상기 데이터 검증 라인(MVL1)에 상기 내부 전압(VCC)을

공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검증 데이터(MVD1)가 로직 '0'으로 된다. 초기에, 상기 데이터 검증 라인(MVL1)은 그라운

드 전압 레벨로 설정된다.

상기 제2 검증 회로(260)는 상기 노드(Q4)에 연결되고, 상기 래치(236)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

(SL2) 또는 하위 센싱 데이터(SL1)에 응답하여 검증 데이터(LVD1)를 데이터 검증 라인(LVL1)에 출력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2 검증 회로(260)는 PMOS 트랜지스터로서 실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가 수

신될 때, 상기 PMOS 트랜지스터(260)가 상기 데이터 검증 라인(LVL1)에 상기 내부 전압(VCC)을 공급함으로써, 상기 검

증 데이터(LVD1)를 로직 '1'로 출력한다. 반대로, 로직 '1'의 상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가 수신될 때, 상기 PMOS

트랜지스터(260)가 상기 데이터 검증 라인(LVL1)에 상기 내부 전압(VCC)을 공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검증 데이터

(LVD1)가 로직 '0'으로 된다. 초기에, 상기 데이터 검증 라인(LVL1)은 그라운드 전압 레벨로 설정된다.

상기 데이터 전송 회로(270)는 NMOS 트랜지스터들(271, 272)을 포함한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271)는 전송 제어 신

호(MPGM)에 응답하여 상기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의 인버터(227)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반전된 입력 데이터(D1) 또는

상기 입력 데이터(D2)를 상기 센싱 노드(SO)에 출력한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272)는 전송 제어 신호(SPGM)에 응답

하여,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의 인버터(237)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를 상기 센싱 노

드(SO)에 출력한다.

상기 데이터 출력 회로(280)는 NMOS 트랜지스터들(281, 282)을 포함한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281)는 데이터 출력

신호(MBDO)에 응답하여, 상기 반전된 상위 센싱 데이터(SA)를 상기 데이터 입출력 노드(Y1)에 출력한다. 상기 NMOS 트

랜지스터(282)는 데이터 출력 신호(SBDO)에 응답하여, 상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를 상기 데이터 입출력 노드

(Y1)에 출력한다. 상기 프리차지 회로(290)는 프리차지 제어 신호(PRECHb)에 응답하여, 상기 센싱 노드(SO)를 내부 전

압(VCC)으로 프리차지한다.

다음으로, 도 4 내지 도 11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소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

시예에 따른 소거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400)이다.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JK, Mo11∼MoJK)의 문턱 전압들이

분포되는 범위가 감소하도록,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JK, Mo11∼MoJK) 중 일부가 프리 프로그램(preprogram)

된다(401). 이 후,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JK, Mo11∼MoJK)이 소거된다(402). 상기 소거 과정(402)은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11∼MeJK, Mo11∼MoJK)이 정상적으로 소거되었는지의 여부가 검증된다(403).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처리 과정(401)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5를 참고하면, 먼저, 상기 워드 라인들(WL1∼WLJ) 중 하

나(예를 들어, WL1)가 선택된다(410). 그 후,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프로그램 전압(미도시)이 공급되고,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에 의해 상기 비트 라인들(BLe1∼BLeK, BLo1∼BLoK) 중 일부에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가 입력되

고, 나머지들에 프로그램 금지를 위한 데이터가 입력된다. 그 결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또는 Mo11∼Mo1K) 중 일부가 프로그램된다(420). 상기 단계(420)를 도 6 내지 도 10을 참고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9의 (a) 및 (b)의 그래프들(T1∼T4)에서 참조되는 것과 같이,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또는 Mo11∼Mo1K)의 문턱 전압들은 제1 내지 제4 전압 범위들(R1∼R4)에 각각 포함된다. 여기에서, 상

기 제1 전압 범위(R1)(즉, "11" 데이터가 저장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범위)의 최대 전압(VM1)은 상기 제2 전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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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R2)(즉, "10" 데이터가 저장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VL2)보다 작다. 상기 제2 전압 범위(R2)

의 최대 전압(VM2)는 상기 제3 전압 범위(R3)(즉, "00" 데이터가 저장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

(VL3)보다 작다. 또, 상기 제3 전압 범위(R3)의 최대 전압(VM3)은 상기 제4 전압 범위(R4)(즉, "01" 데이터가 저장된 멀

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범위)의 최소 전압(VL4)보다 작다. 한편, 상기 단계(420)에서,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 포함

된 문턱 전압들을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만이 선택적으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좀 더 상세하게는, 도 9의 (a)에서 점선 화살

표로 표시된 것과 같이, 그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서 상기 제2 전압 범위(R2)로 이동되도록,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될 수 있다(즉, 멀티 레벨 셀에 하위 비트 데이터를 프로그램). 택일적으로, 도 9의 (b)에서 점선 화살

표로 표시된 것과 같이, 그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서 상기 제4 전압 범위(R4)로 이동되도록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프로그램될 수 있다(즉, 멀티 레벨 셀에 상위 비트 데이터를 프로그램). 도 6을 참고하면, 상기 선택된 워드 라

인(WL1)에 연결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 포함되는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이 선택된다(421a). 상기 단계(421a)를 도 7을 참고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가 독출 제어 신호(LREAD1)에 응답

하여 센싱 노드(SO)의 전압(예를 들어, VCC)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과에 따른 하위 센싱 데이터(SL1)를 저장함으로써,

초기화된다. 이 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검증 전압(PV1, 도 9참고)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461).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은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을 각각 발생한다(462).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먼저, 상

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LREAD2)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된 데

이터들 각각에 의해 결정되는 상기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과에 따른 하위 센싱 데이터(SL2b)를 저

장한다. 예를 들어,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1'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검증 전압(PV1)보

다 높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2b)(즉, 로직 '1'의 반전된 하위 센싱 데

이터(SL2))를 저장한다. 반대로,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0'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검증

전압(PV1)보다 낮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의 저장 상태(즉, 초기화

된 상태)를 유지한다.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저장된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는 추후에 실행될 프

로그램 단계(422a)에서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사용된다.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제2 검증 회로(260)는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 또는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한다

(462). 예를 들어,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1'의 상기 검증 데이터

(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하고, 상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0'의 상기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한다.

이 후, 데이터 비교 회로(미도시)에 의해,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 각각이 로직 '1'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463). 로직 '1'인 검증 데이터들(예를 들어, LVD1∼LVD6)에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1∼Me16 또는

Mo11∼Mo16)은 그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위(R1)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정된다(464). 또, 로직 '1'이 아닌 검

증 데이터들(예를 들어, LVD7∼LVDK)에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7∼Me1K 또는 Mo17∼Mo1K)은 그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위(R1)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다(465). 결과적으로,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상기 제1 전압 범위(R1)내에 포함되는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이 필터링될 수 있다.

다시 도 6을 참고하면,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

위(R1)에서 상기 제2 전압 범위(R2)로, 또는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서 상기 제4 전압 범위(R4)로 이동하도록, 상기 선

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이 프로그램된다(422a). 이때, 상기 워드 라인(WL1)에는 프로그

램 전압이 공급되고,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6) 각각은 전송 제어 신호(SPGM)에 응답하여, 상기 단계(462)에서 상

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저장된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를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센싱 노드(SO)를 통

하여, 상기 비트 라인들(BLe11∼BLe16 또는 BLo11∼BLo16)에 각각 출력한다. 여기에서,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

(Me11∼Me16 또는 Mo11∼Mo16)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서 상기 제2 전압 범위(R2)로 이동되도록

프로그램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서 상기 제4 전압 범위(R4)로 이동되도록 프로그램하는데 걸

리는 시간이 더 길게 설정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이 프로그램될

때, 선택되지 않은 멀티 레벨 셀들(Me17∼Me1K 또는 Mo17∼Mo1K)이 프로그램 금지된다(423a). 좀 더 상세하게는, 상

기 페이지 버퍼들(PB7∼PBK) 각각이 상기 전송 제어 신호(SPGM)에 응답하여, 상기 단계(462)에서 상기 하위 비트 레지

스터(230)에 저장된 로직 '1'의 상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를 프로그램 금지 데이터로서 상기 센싱 노드(SO)를 통

하여, 상기 비트 라인들(BLe17∼BLe1K 또는 BLo17∼BLo1K)에 각각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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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 5를 참고하면, 상기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즉,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이

프로그램되었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430). 도 5에서 상세하게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기 단계(430)를 좀 더 상세히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단계(430)는 도 7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421a)와 몇 가지 차이점들을 제외하고 유사하다.

상기 단계들(430, 421a)의 차이점들은 상기 단계(430)에서 검증 전압들(PV1, PV3)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상기 워드 라인

(WL1)에 공급되는 것과, 검증 데이터들(LVD1∼LVD6 또는 MVD1∼MVD6)이 모두 로직 '0'일 때, 상기 선택된 멀티 레

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이 모두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단계(420)에서,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서 상기 제2

전압 범위(R2)로 이동되도록 프로그램된 경우, 상기 단계(430)에서는 상기 검증 전압(PV1)이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

급된다. 또,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서

상기 제4 전압 범위(R4)로 이동되도록 프로그램된 경우, 상기 단계(430)에서는 상기 검증 전압(PV3)이 상기 워드 라인

(WL1)에 공급된다. 이 후,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이 프로그램될 때까지 상기 단

계들(420, 430)이 반복된다. 또,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이 마지막 워드 라인인지의 여부가 판단되고(440), 상기 선택된 워

드 라인이 마지막 워드 라인으로 될 때까지, 상기 단계들(410∼440)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이처럼 상기 프리 프로그램

과정(401)에서 전체 워드 라인들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이 프리 프로그램되는 이유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동작

이 메모리 셀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단계(401)에 의해, 도 9의 (c)에서 참조되는 것과 같이,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의 문턱 전압들이 제2 내지 제4 전압 범위들(R2∼R4)에 각각 포함된

다. 결국,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리 프로그램되기 이전의 그 문턱 전압들의 전체 분

포 범위(WD1)(도 9의 (a) 및 (b)참고)보다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리 프로그램된

이후의 그 문턱 전압들의 전체 분포 범위(WD2)(도 9의 (c)참고)가 더 좁아질 수 있다. 이처럼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의 전체 분포 범위가 좁아질 경우, (d)의 그래프들(T2∼T4)로 표시된 것과 같이, 상기 소거 과정(402) 이 후,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소거 검증 전압(VE)보다 작은 전압 범위내에 존재하게 되므로, 상기 소거 과정(402)에서 패일

(fail)이 발생하는 비율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의 전체 분포 범위가 좁아질 경우, 추후

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택일적으로, 도 10의 (a)에 도시된 그래프들(T11∼T14)에서 참조되는 것과 같이, 상기 단계(420)에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서 상기 제2 전압 범위(R2)로 이동되도록,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1차 프로그램

(즉, 멀티 레벨 셀에 하위 비트 데이터를 프로그램)된 후, 다시 상기 제2 전압 범위(R2)에서 상기 제3 전압 범위(R3)로 이

동되도록, 상기 멀티 레벨 셀들이 2차 프로그램(즉, 멀티 레벨 셀에 상위 비트 데이터를 프로그램)될 수 있다. 이를 도 8을

참고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택된 워드 라인(예를 들어, 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상기 제1 전압 범위(R1)내에 포함되는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1∼Me16 또는 Mo11∼Mo16)이 선택된다(421b). 그 후,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서 상기 제2 전압 범위(R2)로 이동하도록, 상기 선택된 멀

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이 프로그램된다(422b).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이 프로그램될 때, 선택되지 않은 멀티 레벨 셀들(Me17∼Me1K 또는 Mo17∼Mo1K)이 프로그램 금지된다

(423b). 상기 단계들(421b∼423b)은 도 6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들(421a∼423a)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상

세한 설명이 생략된다.

이 후,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상기 제2 전압 범위(R2)내에 포함되는 문턱 전압

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1∼Me19 또는 Mo11∼Mo19)이 추가로 선택된다(424b). 상기 단계

(424b)는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 도 7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421a)와 유사하다. 상기 단계들(421a, 424b)의

차이점은 상기 단계(424b)에서 검증 전압(PV2, 도 10참고)이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급되는 것이다. 상기 단계들

(421a, 424b)의 다른 차이점은 상기 단계(424b)에서 로직 '1'인 검증 데이터들(예를 들어, LVD1∼LVD9)에 대응하는(즉,

그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2 전압 범위(R2)내에 포함되는) 멀티 레벨 셀들(Me11∼Me19 또는 Mo11∼Mo19)이 필터링되

는 것이다. 추가로 선택된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9 또는 Mo11∼Mo19)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2 전압 범위

(R2)에서 상기 제3 전압 범위(R3)로 이동하도록,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9 또는 Mo11∼Mo19)

이 프로그램된다(425b).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9 또는 Mo11∼Mo19)이 프로그램될 때, 선택되

지 않은 멀티 레벨 셀들(Me110∼Me1K 또는 Mo110∼Mo1K)이 프로그램 금지된다(426b). 상기 단계들(425b, 426b)에

서의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의 동작은 상기 단계들(422a, 423a)에서의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의 동작

과 유사하다.

상술한 것과 같이, 상기 단계(420)에 의해, 도 10의 (b)에서 참조되는 것과 같이,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의 문턱 전압들이 제3 및 제4 전압 범위들(R3, R4)에 각각 포함된다. 결국, 상기 멀티 레벨 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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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리 프로그램되기 이전의 그 문턱 전압들의 전체 분포 범위(WD1)(도 10의 (a)참

고)보다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리 프로그램된 이후의 그 문턱 전압들의 전체 분포

범위(WD3)(도 10의 (b)참고)가 더 좁아질 수 있다.

도 11은 도 4에 도시된 처리 과정(403)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11을 참고하면,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와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가 독출 제어 신호(MREAD)와 독출 제어 신호(LREAD2)에 응답하여 각각

초기화된다(471). 그 결과, 래치 회로(222)가 노드(Q2)에 로직 '1'의 상위 센싱 데이터(SA)를 출력하고, 래치 회로(232)가

노드(Q4)에 로직 '1'의 하위 센싱 데이터(SL2)를 출력한다. 상기 단계(471)에서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의 구체

적인 동작은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

다.

그 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상기 소거 검증 전압(VE)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472). 상기 페이지 버퍼들

(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LREAD1)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각각에 의

해 결정되는 상기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과에 따른 하위 센싱 데이터(SL1)를 저장한다(473). 예를

들어,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1'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소거 검증 전압(VE)보다 높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를 저장한다. 반대로,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0'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소거 검증 전압(VE)보다 낮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

(230)는 로직 '1'의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의 저장 상태(즉, 초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 리페어(repair) 된 멀티 레

벨 셀들(즉, 불량 셀들)(예를 들어, Me11∼Me12 또는 Mo11∼Mo12)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PB1, PB2) 각각의 데이터

전송 회로(270)는 전송 제어 신호(MPGM)에 응답하여,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에 저장된 초기 데이터(SA)를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전달한다(474).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LREAD2)에 응답하여 상기 초기 데이

터(SA)에 의해 결정되는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한다. 상기 단계(474)가 실행되는 이유는, 상기 불량 셀들

(Me11∼Me12 또는 Mo11∼Mo12)은 이미 리페어 메모리 셀들에 의해 리페어된 상태이므로, 상기 불량 셀들

(Me11∼Me12 또는 Mo11∼Mo12)이 상기 단계(402)에서 소거되지 않더라도, 상기 불량 셀들(Me11∼Me12 또는

Mo11∼Mo12)에 대한 검증 결과는 무조건 패스(pass)인 것으로 판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제2 검증 회로(260)는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저장된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 또는 상기 초기 데이터(SA)에 기초하여 발생된,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검증 데이터

(LVD1)를 발생한다(475). 예를 들어,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1'의 상

기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하고, 상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

(260)가 로직 '0'의 상기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한다.

이 후, 데이터 비교 회로(미도시)에 의해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로부터 출력되는 검증 데이터들(LVD1∼LVDK)

중 적어도 하나가 로직 '1'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476).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 중 적어도 하나가 로직 '1'일

때,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의 소거가 패일(fail)된 것으로 판정된다(478). 또,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일 때,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의 소거가 패스

된 것으로 판정된다(477).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소거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500)이다. 먼저,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JK,

Mo11∼MoJK)의 문턱 전압들이 분포되는 범위가 감소하도록,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JK, Mo11∼MoJK) 중 일

부가 프리 프로그램 된다(501). 이 후,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JK, Mo11∼MoJK)이 소거된다(502). 상기 멀티 레

벨 셀들(Me11∼MeJK, Mo11∼MoJK) 과(over) 소거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설정된 전압 범위내에 포함되도

록,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JK, Mo11∼MoJK)이 포스트(post) 프로그램된다(503).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11∼MeJK, Mo11∼MoJK)이 정상적으로 소거되었는지의 여부가 검증된다(504). 상기 처리 과정(500)은 한 가지 차

이점을 제외하고, 도 4 내지 도 11을 참고하여 설명한 처리 과정(400)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상기 처리 과정들(500,

400)의 차이점은 상기 처리 과정(500)에서 상기 소거 과정(502)과 상기 검증 과정(504) 사이에 상기 포스트 프로그램 과

정(503)이 더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포스트 프로그램 과정(503)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처리 과정(501)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13을 참고하면, 먼저, 상기 워드 라인들(WL1∼WLJ) 중

하나(예를 들어, WL1)가 선택된다(510). 그 후,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프로그램 전압이 공급되고, 상기 페이지 버퍼들

(PB1∼PBK)에 의해 상기 비트 라인들(BLe1∼BLeK, BLo1∼BLoK) 중 일부에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가 입력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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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들에 프로그램 금지를 위한 데이터가 입력된다. 그 결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또는 Mo11∼Mo1K) 중 일부가 프로그램된다(520). 상기 멀티 레벨 셀들 중 일부가 프로그램되었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530). 이 후,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 일부가 프로그램될 때까지 상

기 단계들(520, 530)이 반복된다. 또,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이 마지막 워드 라인인지의 여부가 판단되고(540), 상기 선택

된 워드 라인이 마지막 워드 라인으로 될 때까지, 상기 단계들(510∼540)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상기 처리 과정(501)은

도 5를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401)와 유사하므로, 상기 단계들(510∼540)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

다.

도 14는 도 13에 도시된 처리 과정(52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14를 참고하면, 먼저, 선택된 워드 라인(예를 들어,

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제1 전압 범위(R1, 도 16의 (a)참고) 내에 포

함되는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1∼Me16 또는 Mo11∼Mo16)이 선택된다(521). 그 후,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1 전압 범위(R1)에서 제4 전압

범위(R4, 도 16의 (a)참고)로 이동하도록,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이 프로그램된다

(522).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6 또는 Mo11∼Mo16)이 프로그램될 때, 선택되지 않은 멀티 레벨 셀들

(Me17∼Me1K 또는 Mo17∼Mo1K)이 프로그램 금지된다(523). 상기 단계들(521∼523)은 도 6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들(421a∼423a)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이 생략된다.

이 후,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제2 전압 범위(R2)내에 포함되는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7∼Me112 또는 Mo17∼Mo112)이 추가로 선택된다(524). 추가로 선택된 상

기 멀티 레벨 셀들(Me17∼Me112 또는 Mo17∼Mo112)의 문턱 전압들이 상기 제2 전압 범위(R2)에서 제3 전압 범위(R3,

도 16의 (a)참고)로 이동하도록,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7∼Me112 또는 Mo17∼Mo112)이 프로그램된

다(525). 상기 추가로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7∼Me112 또는 Mo17∼Mo112)이 프로그램될 때, 선택되지 않은 멀티

레벨 셀들(Me113∼Me1K 또는 Mo113∼Mo1K)이 프로그램 금지된다(526). 상기 단계들(524∼526)은 도 8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들(424b∼426b)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이 생략된다.

상술한 것과 같이, 상기 단계(520)에 의해, 도 16의 (b)에서 참조되는 것과 같이,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의 문턱 전압들이 제3 및 제4 전압 범위들(R3, R4)에 각각 포함된다. 결국,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리 프로그램되기 이전의 그 문턱 전압들의 전체 분포 범위(WD1)(도 16의 (a)참

고)보다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리 프로그램된 이후의 그 문턱 전압들의 전체 분포

범위(WD3)(도 16의 (b)참고)가 더 좁아질 수 있다.

도 15는 도 12에 도시된 처리 과정(503)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15를 참고하면, 상기 워드 라인들(WL1∼WLJ) 중 하나

(예를 들어, WL1)가 선택된다(561).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프로그램 전압(미도시)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선택

된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로그램된다(562). 이 후, 상기 페이

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와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가 독출 제어 신호(MREAD)와 독출

제어 신호(LREAD2)에 응답하여 각각 초기화된다(563). 그 결과, 래치 회로(222)가 노드(Q2)에 로직 '1'의 상위 센싱 데이

터(SA)를 출력하고, 래치 회로(232)가 노드(Q4)에 로직 '1'의 하위 센싱 데이터(SL2)를 출력한다.

그 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소거 검증 전압(VE)보다 작은 소거 검증 전압(VF, 도 16의 (d)참고)(예를 들어,

0V)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564).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

(LREAD1)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각각에 의해 결정되는 상기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

과에 따른 하위 센싱 데이터(SL1)를 저장한다(565). 예를 들어,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1'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

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소거 검증 전압(VF)보다 높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를 저장한다. 반대로,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0'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소거

검증 전압(VF)보다 낮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로직 '1'의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의 저장 상태(즉,

초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 리페어(repair) 된 멀티 레

벨 셀들(즉, 불량 셀들)(예를 들어, Me11∼Me12 또는 Mo11∼Mo12)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들(PB1, PB2) 각각의 데이터

전송 회로(270)는 전송 제어 신호(MPGM)에 응답하여,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에 저장된 초기 데이터(SA)를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전달한다(566).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LREAD2)에 응답하여 상기 초기 데이

터(SA)에 의해 결정되는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제2 검증 회로(260)

는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저장된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 또는 상기 초기 데이터(SA)에 기초하여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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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검증 데이터(LVD1)를 발생한다(567). 예를 들어,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

(SL1)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1'의 상기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하고, 상기 반

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0'의 상기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

나)를 발생한다.

이 후, 데이터 비교 회로(미도시)에 의해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로부터 출력되는 검증 데이터들(LVD1∼LVDK)

중 적어도 하나가 로직 '1'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568).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일 때,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급되는 상기 프로그램 전압이 스텝 전압(미도시)만큼 증가되고(569), 상기 단계들(562∼569)이 반

복적으로 실행된다. 또,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 중 적어도 하나가 로직 '1'일 때, 선택된 워드 라인이 마지막

워드 라인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570). 선택된 워드 라인이 마지막 워드 라인으로 될 때까지, 상기 단계들(561∼570)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상기 단계(568)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 중 적어도 하나가 로직 '1'인 경우,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의 포스트 프로그램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도 17 내지 도 31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로서,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먼

저, 상기 워드 라인들(WL1∼WLJ) 중 하나(예를 들어, WL1)가 선택된다(601).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시작 프로

그램 전압(VPA, 도 23참고)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로그램된다(602). 이 후,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설정된 전

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1∼Me15 또는 Mo11∼Mo15)이 선택된다(603).

상기 단계(603)를 도 18을 참고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가 독출 제어 신호(LREAD1)에 응답하여 센싱 노드(SO)의 전압(예를 들어, VCC)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과에 따라 로직 '0'의 하위 센싱 데이터(SL1)를 저장함으로써 초기화된다. 이 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검증 전압(PV0 또는 PVN, 도 23참고)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611). 여기에서, 상기 검증 전압(PV0)은 검증 전압(PV1, 도 26 참고)보다 작게 설정될 수

있고, 상기 검증 전압(PVN)은 네가티브(negative) 전압으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설정된 전압은 상기 검증 전압(PV0 또

는 PVN)보다 더 크거나 또는 동일할 수 있다.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은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을 각각 발생한다

(612).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먼저,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LREAD2)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각각에 의해 결정되는 상기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과에 따른 하위 센싱 데이터(SL2b)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1'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검증 전압(PV0 또는 PVN)보다 높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

싱 데이터(SL2b)(즉, 로직 '1'의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를 저장한다. 반대로,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0'일 때

(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검증 전압(PV0 또는 PVN)보다 낮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의 저장 상태(즉, 초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저

장된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는 추후에 실행될 프로그램 단계(604)에서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사용된다.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제2 검증 회로(260)는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 또는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한다. 예

를 들어,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1'의 상기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하고, 상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0'의 상기 검증 데

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한다.

이 후, 데이터 비교 회로(미도시)에 의해,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 각각이 로직 '1'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613). 로직 '1'인 검증 데이터들(예를 들어, LVD1∼LVD5)에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1∼Me15 또는

Mo11∼Mo15)은 그 문턱 전압들이 상기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것으로 판정된다(614). 또, 로직 '1'이 아닌 검증 데이터들

(예를 들어, LVD6∼LVDK)에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6∼Me1K 또는 Mo16∼Mo1K)은 그 문턱 전압들

이 상기 설정된 전압보다 큰 것으로 판정된다(615). 결과적으로,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상기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5 또는 Mo11∼Mo15)이

필터링될 수 있다.

다시 도 17을 참고하면,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PA)보다 큰 예비 프로그램 전압(VPE)

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5 또는 Mo11∼Mo15)이 프로그램된다(604). 바람직하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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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예비 프로그램 전압(VPE)은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PA)보다 크고, 최대 프로그램 전압(VPT, 도 23참고)보다 작거

나 또는 동일하게 설정될 수 있다. 상기 단계(604)에서,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6) 각각은 전송 제어 신호(SPGM)에

응답하여, 상기 단계(612)에서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저장된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를 프로그

램 데이터로서 센싱 노드(SO)를 통하여, 상기 비트 라인들(BLe11∼BLe15 또는 BLo11∼BLo15)에 각각 출력한다. 한편,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5 또는 Mo11∼Mo15)이 프로그램될 때, 선택되지 않은 멀티 레벨 셀들

(Me16∼Me1K 또는 Mo16∼Mo1K)이 프로그램 금지된다(605). 좀 더 상세하게는, 상기 페이지 버퍼들(PB6∼PBK) 각각

이 상기 전송 제어 신호(SPGM)에 응답하여, 상기 단계(612)에서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저장된 로직 '1'의 상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를 프로그램 금지 데이터로서 상기 센싱 노드(SO)를 통하여, 상기 비트 라인들

(BLe17∼BLe1K 또는 BLo17∼BLo1K)에 각각 출력한다. 그 후,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PA)으로부터 스텝 전압(VS)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프로그램 전압들(VP1∼VPT)이 순차적으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추가로 프로그램된다(606).

도 19는 도 17에 도시된 처리 과정(606)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19를 참고하면,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PA)으로부

터 상기 스텝 전압(VS)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1 프로그램 전압들(VP1∼VPR)(R은 정수)이 순차적으로 상기 선택된 워

드 라인(WL1)에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제1 프로그램된다(620). 또,

상기 단계(620)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VPR)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압(VS) 비율로 점차 증가되

는 제2 프로그램 전압들(VP(R+1)∼VPS)(S는 정수)이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또는 Mo11∼Mo1K)이 제2 프로그램된다(630). 또, 상기 단계(630)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2 프

로그램 전압(VPS)으로부터 상기 스텝 전압(VS)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3 프로그램 전압들(VP(S+1)∼VPT)(T는 정수)

이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제3 프로그램된다

(640).

도 20은 도 19에 도시된 처리 과정(62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20을 참고하면, 먼저,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VP1)이 공급된다(621). 도 20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기 단계(621)에 앞서서, 상기 페이지 버퍼

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LREAD1)에 응답하여 초기화된 상태(즉, 로직 '0'의 하

위 센싱 데이터(SL1)가 저장된 상태)이다. 또,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에는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가 저장된다. 이 후, 전송 제어 신호(MPGM)에 응답하여,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데

이터 전송 회로(270)가 상기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에 저장된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를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

터(230)에 전달한다.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LREAD2)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에 의해 결정되는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한다. 예를 들어,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가 로직 '1'일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노드(Q3)에서 발생되는 상기 로직 '0'의 하위 센싱 데이터(SL2b)를 저장한다. 반대로, 상기 입

력 데이터(D1b 또는 D2)가 로직 '0'일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초기화된 상태(즉, 로직 '0'의 하위 센싱 데이터

(SL1)가 저장된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상기 워드 라인(WL1)에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VP1)이 공급될 때, 상기 페이

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상기 데이터 전송 회로(270)는 전송 제어 신호(SPGM)에 응답하여,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

터(230)에 저장된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또는, 상기 로직 '1'의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b))를 프로

그램 데이터로서 센싱 노드(SO)를 통하여, 상기 비트 라인들(BLe11∼BLe1K 또는 BLo11∼BLo1K)에 각각 출력한다. 그

결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로그램된다.

그 후, 상기 워드 라인(WL1)에 검증 전압(PV1, 도 26 및 도 23 참고)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622).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은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을 각각 발생한다(623). 상기 단계(623)에서 상기 페이지 버

퍼들(PB1∼PBK)의 동작은 앞서 설명한 상기 단계(612)에서의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의 동작과 실질적으로 동

일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데이터 비교 회로에 의해,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624). 상기 단계(62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이 아닌 경우,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VP1)이 스텝 전압(VS)만큼 증가된다(625). 이 후, 상기 단계(625)에서 증가된 제1 프로그램 전

압(VP2)이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급되고, 상기 단계들(621∼625)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또, 상기 단계(62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인 경우, 상기 제1 프로그램 과정(620)이 종료되고, 제2 프로그램 과

정(630)이 진행된다.

도 21은 도 19에 도시된 처리 과정(63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먼저, 상기 단계(620)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1 프

로그램 전압(VPR)보다 상기 스텝 전압(VS)만큼 더 큰 제2 프로그램 전압(VP(R+1))이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공

급된다(631). 도 21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기 단계(631)에 앞서서,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LREAD1)에 응답하여 초기화된 상태(즉, 로직 '0'의 하위 센싱 데이터(SL1)가 저장된 상

태)이다. 또,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에는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가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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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후, 상기 전송 제어 신호(MPGM)에 응답하여,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데이터 전송 회로(270)가 상

기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에 저장된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를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센싱 노드(SO)를 통하여,

상기 비트 라인들(BLe11∼BLe1K 또는 BLo11∼BLo1K)에 각각 출력한다. 그 결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로그램된다.

그 후, 상기 워드 라인(WL1)에 상기 검증 전압(PV1)보다 더 큰 검증 전압(PV2, 도 26 및 도 23 참고)이 공급됨에 따라, 상

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632). 상기 페이지 버퍼들

(PB1∼PBK)은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MVD1∼MVDK)을 각각 발생한다(633). 이를 좀 더 상

세히 설명하면,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는 독출 제어 신호(MREAD)에 응답하

여,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각각에 의해 결정되는 상기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과에 따른 상위 센싱

데이터(SAb)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1'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검증 전압(PV2)보다 높을 때), 상기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는 로직 '0'의 상기 상위 센싱 데이터(SAb)(즉, 로직 '1'의 반

전된 상위 센싱 데이터(SA))를 저장한다. 반대로,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0'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검증 전압(PV2)보다 낮을 때), 상기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는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의 저장 상태

를 유지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제1 검증 회로(250)는 상기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상위

센싱 데이터(SA) 또는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에 응답하여, 검증 데이터(MVD1∼MVDK 중 하나)를 발생한다. 예

를 들어, 상기 상위 센싱 데이터(SA)에 응답하여, 상기 제1 검증 회로(250)가 로직 '0'의 상기 검증 데이터(MVD1∼MVDK

중 하나)를 발생하고,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에 응답하여, 상기 제1 검증 회로(250)가 로직 '0' 또는 로직 '1'의 상

기 검증 데이터(MVD1∼MVDK 중 하나)를 발생한다. 데이터 비교 회로에 의해, 상기 검증 데이터들(MVD1∼MVDK)이

모두 로직 '0'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634). 상기 단계(63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MVD1∼MVDK)이 모두 로직 '0'이

아닌 경우, 상기 제2 프로그램 전압(VP(R+1))이 상기 스텝 전압(VS)만큼 증가된다(635). 이 후, 상기 단계(635)에서 증

가된 제2 프로그램 전압(VP(R+2))이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급되고, 상기 단계들(631∼635)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또, 상기 단계(63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MVD1∼MVDK)이 모두 로직 '0'인 경우, 상기 제2 프로그램 과정(630)이 종

료되고, 제3 프로그램 과정(640)이 진행된다.

도 22는 도 19에 도시된 처리 과정(64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먼저, 상기 단계(630)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2 프

로그램 전압(VPS)보다 상기 스텝 전압(VS)만큼 더 큰 제3 프로그램 전압(VP(S+1))이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공

급된다(641). 도 22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기 단계(641)에 앞서서,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LREAD1)에 응답하여 초기화된다. 또,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상위 비

트 레지스터(220)에는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가 저장된다. 이 후, 상기 검증 전압(PV1)과 동일한 독출 전압이 상기 워

드 라인(WL1)에 공급될 때,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즉, 하위 비트 데이터)

가 독출된다. 이때, 독출 제어 신호(LREAD2)에 응답하여,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가 상기 하위 비트 데이터를 센싱

하고, 그 센싱 결과에 따른 하위 센싱 데이터(SL2b)를 저장한다. 또,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데이터 전송

회로(270)는 상기 전송 제어 신호(MPGM)에 응답하여, 상기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에 저장된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

는 D2)를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전달한다.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상기 독출 제어 신호(LREAD2)에

응답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에 의해 결정되는 상기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과에 따라

하위 센싱 데이터(SL2b)를 저장한다.

이 후,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데이터 전송 회로(270)가 상기 상위 비트 레지스터(220)에 저장된 상기 입

력 데이터(D1b 또는 D2)를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센싱 노드(SO)를 통하여, 상기 비트 라인들(BLe11∼BLe1K 또는

BLo11∼BLo1K)에 각각 출력한다. 그 결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로그램된다.

상기 워드 라인(WL1)에 상기 검증 전압(PV2)보다 큰 검증 전압(PV3, 도 26 및 도 23 참고)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642). 상기 페이지 버퍼들

(PB1∼PBK)은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을 각각 발생한다(643). 이를 좀 더 상세

히 설명하면,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20)는 독출 제어 신호(LREAD2)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각각에 의해 결정되는 상기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과에 따른 하위 센싱 데이

터(SL2b)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1'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검증

전압(PV3)보다 높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2b)를 저장한다. 반대로,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0'일 때(즉, 대응하는 멀티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검증 전압(PV3)보다 낮을 때), 상기 하

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상기 단계(641)에 앞서서 상기 입력 데이터(D1b 또는 D2) 또는 상기 하위 비트 데이터에 기초하

여 저장한 하위 센싱 데이터(SL1 또는 SL2)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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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제2 검증 회로(260)는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 또는 SL2)에 응답하여,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기 하위 센싱 데

이터(SL1)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1'의 상기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하고, 상

기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0'의 상기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

를 발생한다. 데이터 비교 회로에 의해,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644).

상기 단계(64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이 아닌 경우, 상기 제3 프로그램 전압(VP(S+1))

이 상기 스텝 전압(VS)만큼 증가된다(645). 이 후, 상기 단계(645)에서 증가된 제3 프로그램 전압(VP(S+2))이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급되고, 상기 단계들(641∼645)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또, 상기 단계(64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

(LVD1∼LVDK)이 모두 로직 '0'인 경우, 상기 제3 프로그램 과정(640)이 종료된다.

도 2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로서, 멀티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먼

저, 상기 워드 라인들(WL1∼WLJ) 중 하나(예를 들어, WL1)가 선택된다(701).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시작 프로

그램 전압(VA1, 도 25 참고)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로그램된다(702). 상기 단계(702)에서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의 동작은 도 20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620)에서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의 동작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된다. 이

후,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 사이클 수가 P회 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703). 상기 단계(703)에서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

사이클 수가 P회가 아닐 경우,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A1)이 스텝 전압(VS)만큼 증가된다(704). 그 결과 상기 워드 라

인(WL1)에는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A1)으로부터 스텝 전압(VS)만큼 증가된 시작 프로그램 전압(VA2)이 공급된다.

이 후, 상기 프로그램 사이클 수가 P회로 될 때까지, 상기 단계들(701∼704)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이 후, 상기 프로그램

사이클 수가 P회로 될 때,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

압들을 각각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1∼Me15 또는 Mo11∼Mo15)이 선택된다(705). 상기 선택된 워드 라

인(WL1)에 예비 프로그램 전압(VPE)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Me11∼Me15 또는 Mo11∼Mo15)이

프로그램된다(706). 바람직하게, 상기 예비 프로그램 전압(VPE)은 시작 프로그램 전압(VAP, 도 25 참고)보다 크고, 최대

프로그램 전압(VNT, 도 25 참고) 보다 작거나 또는 동일하게 설정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

(Me11∼Me15 또는 Mo11∼Mo15)이 프로그램될 때, 선택되지 않은 멀티 레벨 셀들(Me16∼Me1K 또는 Mo16∼Mo1K)

이 프로그램 금지된다(707). 그 후,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AP)으로부터 스텝 전압(VS)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프로그

램 전압들(VN1∼VNT)이 순차적으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추가로 프로그램된다(708). 상기 단계들(705∼708)은 도 17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들

(603∼606)과 유사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상술한 것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을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즉, 프

로그램 속도가 느린 멀티 레벨 셀들)만을 선택하고, 워드 라인에 이전에 공급된 프로그램 전압보다 더 큰 예비 프로그램 전

압을 공급하여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미리 프로그램하므로,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도 2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로서, 싱글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먼

저, 상기 워드 라인들(WL1∼WLJ) 중 하나(예를 들어, WL1)가 선택된다(601').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시작 프로

그램 전압(VSA, 도 28참고)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싱글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로그램된다(602'). 이 후, 상기 싱글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설정된 전

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싱글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1∼Me15 또는 Mo11∼Mo15)이 선택된다(603').

상기 단계(603')의 구체적인 단계들이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기 단계(603')는 도 18을 참고하여, 상술한 것과 유사하게 실

행될 수 있다.

먼저,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가 독출 제어 신호(LREAD1)에 응답하여 센싱 노

드(SO)의 전압(예를 들어, VCC)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과에 따라 로직 '0'의 하위 센싱 데이터(SL1)를 저장함으로써 초기

화된다. 이 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검증 전압(PV0 또는 PVN, 도 31참고)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싱글 레벨 셀

들(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 여기에서, 상기 검증 전압(PV0)은 검증 전압

(PV1, 도 31 참고)보다 작게 설정될 수 있고, 상기 검증 전압(PVN)은 네가티브 전압으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설정된 전

압은 상기 검증 전압(PV0 또는 PVN)보다 더 크거나 또는 동일할 수 있다.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은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을 각각 발생한다. 이

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먼저,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독출 제어 신호

(LREAD2)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 각각에 의해 결정되는 상기 센싱 노드(SO)의 전압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결

과에 따른 하위 센싱 데이터(SL2b)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1'일 때(즉, 대응하는 싱글 레벨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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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턱 전압이 상기 검증 전압(PV0 또는 PVN)보다 높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2b)(즉, 로직 '1'의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를 저장한다. 반대로, 상기 독출된 데이터가 로직 '0'일 때(즉,

대응하는 싱글 레벨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검증 전압(PV0 또는 PVN)보다 낮을 때),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는 로

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의 저장 상태(즉, 초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에 저장

된 로직 '0'의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는 추후에 실행될 프로그램 단계(604')에서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사용된다.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 각각의 제2 검증 회로(260)는 상기 하위 비트 레지스터(230)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 또는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한다. 예

를 들어, 상기 하위 센싱 데이터(SL1)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1'의 상기 검증 데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하고, 상기 반전된 하위 센싱 데이터(SL2)에 응답하여, 상기 제2 검증 회로(260)가 로직 '0'의 상기 검증 데

이터(LVD1∼LVDK 중 하나)를 발생한다.

이 후, 데이터 비교 회로(미도시)에 의해,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 각각이 로직 '1'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로

직 '1'인 검증 데이터들(예를 들어, LVD1∼LVD5)에 대응하는 싱글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1∼Me15 또는

Mo11∼Mo15)은 그 문턱 전압들이 상기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것으로 판정된다. 또, 로직 '1'이 아닌 검증 데이터들(예를

들어, LVD6∼LVDK)에 대응하는 싱글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6∼Me1K 또는 Mo16∼Mo1K)은 그 문턱 전압들이 상

기 설정된 전압보다 큰 것으로 판정된다. 결과적으로, 상기 단계(603')에 의하여, 상기 싱글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상기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상기 싱글 레벨 셀들(Me11∼Me15 또는

Mo11∼Mo15)이 필터링된다.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SA)보다 큰 예비 프로그램 전압(VPE)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선택된 싱글 레벨 셀들(Me11∼Me15 또는 Mo11∼Mo15)이 프로그램된다(604'). 바람직하게, 상기 예비 프로그램 전압

(VPE)은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SA)보다 크고, 최대 프로그램 전압(VSLF, 도 28참고)보다 작거나 또는 동일하게 설

정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선택된 싱글 레벨 셀들(Me11∼Me15 또는 Mo11∼Mo15)이 프로그램될 때, 선택되지 않은 싱글

레벨 셀들(Me16∼Me1K 또는 Mo16∼Mo1K)이 프로그램 금지된다(605'). 그 후,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SA)으로부

터 스텝 전압(VS)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프로그램 전압들(VSL1∼VSLF)(F는 정수)이 순차적으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WL1)에 공급됨에 따라, 상기 싱글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추가로 프로그램된다(606').

도 29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로서, 싱글 레벨 셀들의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먼

저, 상기 워드 라인들(WL1∼WLJ) 중 하나(예를 들어, WL1)가 선택된다(701').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시작 프로

그램 전압(VSA1, 도 30 참고)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싱글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프로그램된다(702'). 이 후,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 사이클 수가 P회 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703'). 상

기 단계(703')에서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 사이클 수가 P회가 아닐 경우,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SA1)이 스텝 전압

(VS)만큼 증가된다(704'). 그 결과 상기 워드 라인(WL1)에는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SA1)으로부터 스텝 전압(VS)만

큼 증가된 시작 프로그램 전압(VSA2)이 공급된다. 이 후, 상기 프로그램 사이클 수가 P회로 될 때까지, 상기 단계들

(701'∼704')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이 후, 상기 프로그램 사이클 수가 P회로 될 때, 상기 싱글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 중에서,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들을 각각 가지는 싱글 레벨 셀들(예를 들어, Me11∼Me15

또는 Mo11∼Mo15)이 선택된다(705').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예비 프로그램 전압(VPE)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선택된 싱글 레벨 셀들(Me11∼Me15 또는 Mo11∼Mo15)이 프로그램된다(706'). 바람직하게, 상기 예비 프로그램 전압

(VPE)은 시작 프로그램 전압(VSAP, 도 30 참고)보다 크고, 최대 프로그램 전압(VBH, 도 30 참고)(H는 정수) 보다 작거나

또는 동일하게 설정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선택된 싱글 레벨 셀들(Me11∼Me15 또는 Mo11∼Mo15)이 프로그램될 때, 선

택되지 않은 싱글 레벨 셀들(Me16∼Me1K 또는 Mo16∼Mo1K)이 프로그램 금지된다(707'). 그 후, 상기 시작 프로그램

전압(VSAP)으로부터 스텝 전압(VS)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프로그램 전압들(VB1∼VBH)이 순차적으로 상기 선택된 워

드 라인(WL1)에 공급됨에 따라, 상기 싱글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추가로 프로그램된다(708').

상기 단계들(705'∼708')은 도 27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들(603'∼606')과 유사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

로 한다.

상술한 것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설정된 전압보다 작은 문턱 전압을 가지는 멀티 레벨 셀들(즉, 프

로그램 속도가 느린 멀티 레벨 셀들)만을 선택하고, 워드 라인에 이전에 공급된 프로그램 전압보다 더 큰 예비 프로그램 전

압을 공급하여 선택된 멀티 레벨 셀들을 미리 프로그램하므로,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도 3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상기 워드 라인들(WL1∼WLJ) 중 하나

(예를 들어, WL1)가 선택된다(810).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시작 프로그램 전압(VG1)으로부터 제1 스텝 전압

(Vs1, 도 36 참고)(예를 들어, 0.2V)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1 프로그램 전압들(VG2∼VGX)(X는 정수)(도 36 참고)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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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제1 프로그램된다(820). 또, 상기 제

1 프로그램 단계(820)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VGX)으로부터 상기 제1 스텝 전압(Vs1)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2 프로그램 전압들(VG(X+1)∼VGY)(Y는 정수)(도 36 참고)이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순차적으

로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제2 프로그램된다(830). 이 후, 상기 제2 프

로그램 단계(830)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2 프로그램 전압(VGY)으로부터 제2 스텝 전압(Vs2, 도 36 참고)(예를

들어, 0.5V) 비율로 점차 증가되는 제3 프로그램 전압들(VG(Y+1)∼VGZ)(Z는 정수)(도 36 참고)이 상기 선택된 워드 라

인(WL1)에 순차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이 제2 프로그램된다

(830). 바람직하게, 상기 제2 스텝 전압(Vs2)(예를 들어, 0.5V∼0.95V)은 상기 제1 스텝 전압(Vs1)(예를 들어,

0.1V∼0.3V)보다 크게 설정된다. 택일적으로, 상기 제1 스텝 전압(Vs1)이 상기 제2 스텝 전압(Vs2)보다 크게 설정될 수

도 있다.

도 33은 도 32에 도시된 처리 과정(82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먼저,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WL1)에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VG1)이 공급된다(821). 그 후, 상기 워드 라인(WL1)에 검증 전압(PV1)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

(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822).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은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을 각각 발생한다(823). 데이터 비교 회로에 의해,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824). 상기 단계(82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

(LVD1∼LVDK)이 모두 로직 '0'이 아닌 경우, 상기 제1 프로그램 전압(VG1)이 제1 스텝 전압(Vs1)만큼 증가된다(825).

이 후, 상기 단계(825)에서 증가된 제1 프로그램 전압(VG2)이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급되고, 상기 단계들(821∼825)

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또, 상기 단계(82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인 경우, 상기 제1

프로그램 과정(820)이 종료되고, 제2 프로그램 과정(830)이 진행된다. 상기 단계들(821∼825)에서 상기 페이지 버퍼들

(PB1∼PBK)의 동작은 도 20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들(621∼625)에서의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의 동작

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생략된다.

도 34는 도 32에 도시된 처리 과정(83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먼저, 상기 단계(820)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1 프

로그램 전압(VGX)보다 상기 제1 스텝 전압(Vs1)만큼 더 큰 제2 프로그램 전압(VG(X+1))이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WL1)에 공급된다(831). 그 후, 상기 워드 라인(WL1)에 상기 검증 전압(PV1)보다 더 큰 검증 전압(PV2)이 공급됨에 따

라, 상기 멀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832). 상기 페이지 버퍼

들(PB1∼PBK)은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MVD1∼MVDK)을 각각 발생한다(833). 데이터 비교

회로에 의해, 상기 검증 데이터들(MVD1∼MVDK)이 모두 로직 '0'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834). 상기 단계(834)에서 상

기 검증 데이터들(MVD1∼MVDK)이 모두 로직 '0'이 아닌 경우, 상기 제2 프로그램 전압(VG(X+1))이 상기 제1 스텝 전

압(Vs1)만큼 증가된다(835). 이 후, 상기 단계(835)에서 증가된 제2 프로그램 전압(VG(X+2))이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급되고, 상기 단계들(831∼835)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또, 상기 단계(83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MVD1∼MVDK)

이 모두 로직 '0'인 경우, 상기 제2 프로그램 과정(830)이 종료되고, 제3 프로그램 과정(840)이 진행된다. 상기 단계들

(831∼835)에서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의 동작은 도 21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들(631∼635)에서의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의 동작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생략된다.

도 35는 도 32에 도시된 처리 과정(84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먼저, 상기 단계(830)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상기 제2 프

로그램 전압(VGY)보다 상기 제2 스텝 전압(Vs2)만큼 더 큰 제3 프로그램 전압(VG(Y+1))이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WL1)에 공급된다(841). 상기 워드 라인(WL1)에 상기 검증 전압(PV2)보다 큰 검증 전압(PV3)이 공급됨에 따라, 상기 멀

티 레벨 셀들(Me11∼Me1K 또는 Mo11∼Mo1K)로부터 데이터들(미도시)이 독출된다(842). 상기 페이지 버퍼들

(PB1∼PBK)은 상기 독출된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을 각각 발생한다(843). 데이터 비교 회

로에 의해,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인지의 여부가 판단된다(844). 상기 단계(84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이 아닌 경우, 상기 제3 프로그램 전압(VG(Y+1))이 상기 제2 스텝 전압

(Vs2)만큼 증가된다(845). 이 후, 상기 단계(845)에서 증가된 제3 프로그램 전압(VG(Y+2))이 상기 워드 라인(WL1)에 공

급되고, 상기 단계들(841∼845)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또, 상기 단계(844)에서 상기 검증 데이터들(LVD1∼LVDK)이

모두 로직 '0'인 경우, 상기 제3 프로그램 과정(840)이 종료된다. 상기 단계들(841∼845)에서 상기 페이지 버퍼들

(PB1∼PBK)의 동작은 도 22을 참고하여 설명한 상기 단계들(641∼645)에서의 상기 페이지 버퍼들(PB1∼PBK)의 동작

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생략된다. 상술한 것과 같이, 제1 및 제2 프로그램 과정(즉, 멀티 레벨 셀에 "10"

또는 "00"의 데이터가 프로그램되는 과정)에서 스텝 전압보다, 제3 프로그램 과정(즉, 멀티 레벨 셀에 "01"의 데이터가 프

로그램되는 과정)에서의 스텝 전압이 더 크게 설정되면,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제1 및 제2 프로그램

과정에서 멀티 레벨 셀이 높은 프로그램 전압에 의해 오버프로그램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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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

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

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소거 방법은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분포되는 전압 범위가 감소하도

록 프리 프로그램하므로, 멀티 레벨 셀들의 소거시 패일(fail) 발생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분포를 개선시켜, 추후에 실행될 프로그램 동작에서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방법은 프로그램 속도가 느린 멀티 레벨 셀들만을 미리 선별하여 프로그램한 후, ISPP 방식

의 프로그램 과정을 실행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방법은 ISPP 방식의 프로그램 과정에서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들이 설정된 검증 전압으

로 되기 전과 이후의 스텝 전압(즉, 프로그램 전압의 증가 폭)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멀티 레벨 셀을 가지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과정에 따른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의 변화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 2a는 종래의 멀티 레벨 셀을 가지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과정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전압의 변화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검증 전압들과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소거 과정 및 프로그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페이지 버퍼 및 메모리 셀 블록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소거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처리 과정(401)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처리 과정(420)의 일례를 나타내는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처리 과정(421)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8은 도 5에 도시된 처리 과정(420)의 다른 일례를 나타내는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9 및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소거 과정에 따라 변화되는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

프들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도 4에 도시된 처리 과정(403)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소거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3은 도 12에 도시된 처리 과정(501)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14는 도 13에 도시된 처리 과정(52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15는 도 12에 도시된 처리 과정(503)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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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소거 과정에 따라 변화되는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들

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8은 도 17에 도시된 처리 과정(603)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19는 도 17에 도시된 처리 과정(606)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20은 도 19에 도시된 처리 과정(62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21은 도 19에 도시된 처리 과정(63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22는 도 19에 도시된 처리 과정(64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2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에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에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6은 도 23 및 도 25에 도시된 검증 전압들과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에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9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0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에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1은 도 28 및 도 30에 도시된 검증 전압들과 멀티 레벨 셀들의 문턱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2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3은 도 31에 도시된 처리 과정(82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34는 도 31에 도시된 처리 과정(83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35는 도 31에 도시된 처리 과정(840)의 상세한 흐름도이다.

도 36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과정에서 워드 라인에 공급되는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메모리 셀 블록 PB∼PBK : 페이지 버퍼

210 : 비트 라인 선택 회로 220 : 상위 비트 레지스터

230 : 하위 비트 레지스터 240 : 데이터 입력 회로

250 : 제1 검증 회로 260 : 제2 검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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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데이터 전송 회로 280 : 데이터 출력 회로

290 : 프리차지 회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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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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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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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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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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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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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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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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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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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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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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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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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도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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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1

도면22

도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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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4

도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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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6

도면27

도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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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9

도면30

도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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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2

도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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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4

도면35

도면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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