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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입작동후의 한계치 전압의 분포폭을 좁게 한다.

선택 메모리셀이 연결되어 있는 열선(SBN)(column line)에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와 채널전도형이 다른 선
택게이트 트랜지스터(selector gate transistor)(NSG)를 통해 기입 바이어스전압(write bias 
voltag)(VSBL)을 공급한다.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전류구동력(current drivability)은, 메
모리셀의 리크전류(leak current) 보다도 크고, 또한 채널형성시의 채널전류 보다도 작은 전류를 공급하
도록 된다. 선택워드선에, 패리티전압(parity voltage)을 인가하면 채널형성시 큰 채널전류가 흘러 부비
트선(subbit line) 전위가 변화하여 기입이 억제된다.

이것에 의해, 기입후 한계치 전압분포폭을 좁게 한다.

대표도

도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와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와의 비
교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하는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1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기입작동시의 인가전압배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도 4에 도시하는 전압배치에 있어서의 부비트선 전압과 충전전류 및 메모리셀 리크전류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기입작동억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기입시의 작동을 도시하는 파형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있어서의 기입시간과 한계치 전압, 플로팅게이트(floating gate)전압, 채널
전류(channel current) 및 부비트선 전압의 관계를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의해 구한 결과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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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1에 있어서의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기입시간 의존성을 실험에 의해 구한 결과
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하나의 부비트선에 관련하는 부분으 
단면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도 11에 도시하는 X 디코더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도 11에 도시하는 기입전압 발생회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도 11에 도시하는 기입전압 발생회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5 본 발명의 실시예1에서의 판독전압/패리티전압 발생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
면.

도 17은 도 16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기입작동시의 전압배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2에 있어서의 기입작동시의 인가전압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3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예3의 변경예1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3의 변경예2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3의 변경예3의 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예4의 메모리셀의 기입시의 전압배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24는 도 23에 도시하는 전압배치에 있어서의 게이트 소스사이 전압과 채널 전류와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예4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
면.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예5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
면.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예6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8은 본 발명의 실시예6의 패리티 전압인가 시간과 부비트선 전압과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9는 본 발명의 실시예6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0은 본 발명의 실시예6의 변경예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1은 본 발명의 실시예7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2는 본 발명의 실시예7의 기입작동시에 있어서의 선택비트선의 전압배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33은 본 발명의 실시예7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4는 본 발명의 실시예7에 있어서의 기입작동시에 있어서의 부비트선전압의 자동조정의 작동원리를 설
명하기 위한 도면.

도 35는 본 발명의 실시예7의 기입작동시에 있어서의 각전압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36은 본 발명의 실시예7의 변경예1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7은 본 발명의 실시예7의 변경예2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8은 도 37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의 전압배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39는 본 발명의 실시예7의 변경예3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40은 본 발명의 실시예7의 변경예4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41은 본 발명의 실시예7의 변경예5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42는 본 발명의 실시예7의 변경예6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43은 본 발명의 실시예8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4는 종래의 일괄소거형 EPROM의 셀을 도시하는 도면.

도 45는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메모리셀의 단면구조 및 기입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6은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메모리셀의 소거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7은 종래의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셀의 단면구조 및 기입작동을 나타내는 도면.

도 48은 종래의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셀의 소거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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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는 종래의 PMOS 형 플래시 메모리셀의 단면구조 및 기입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0은 밴드-밴드사이 터널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1은 종래의 PMOS 형 플래시 메모리셀의 소거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2는 종래의 PMOS 형 플래시 메모리셀의 기입시간과 한계치 전압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53은 종래의 PMOS 형 플래시 메모리셀의 소거시간과 한계치 전압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54는 종래의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셀의 주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55는 플래시 메모리셀에서의 기입후의 한계치 전압분포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MC:적층게이트형 메모리셀 SBL:부비트선

NBL:주비트선SG: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n 채널 MOS 트랜지스터형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p 채널형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M00~M13:p 채널형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메모셀

SB01, SB02, SB11, SB12:부비트선

MB0, MB1:주비트선53:기입회로

54, 55: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57:Y디코더

59:X 디코더60:기입데이터 발생회로

61a, 61b:웰전위 발생회로71:메모리셀 어레이

71a:메모리셀 어레이 웰 기판영역

71b: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기판영역

MC0~MCm:적층게이트형 트랜지스터형 메모셀

Q11~Qij:메로리셀103:Y게이트

120a: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121:기입게이트 제어회로

WL0~WLm:워드선SL:소스선

BL0~BL2:비트선

120b: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는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150:패리티전압 발생회로150a: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

150b:레벨 조정회로160a: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

160b:레벨 조정회로170a:패리티전압 발생회로

170b:패리티전압 인가회로170c:펄스폭 조정회로

180a:기입 지시신호 발생부180b:비활성기간 조정부

200:메모리셀 어레이202:선택 게이트

204-0~204-n:래치회로206:기입게이트

20.8:기입/센스앰플리파이어210:Y게이트

220:기입회로222:기입게이트

SSG1~SSG2:부비트선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YG0~YG2:Y게이트 트랜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관하며, 특히 메모리셀이 하나의 적층 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
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기입/소거를 고속으로 행하기 위한 구성에 관한다.

도 44는 종래의 플래시EEPROM(전기적으로 재기록 소거 가능한 메모리; 이하, 플래시 메모리라 칭한다)의 
메모리셀의 전기적 등가회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4에 있어서, 플래시 메모리는, 드레인 노드D와, 
소스노드S와, 이들 소스노드S 및 드레인노드D와 터널 절연막에 의해 분리되는 플로팅게이트FG와, 플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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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FG 상에 층간절연막을 통해 형성되는 컨트롤러게이트CG를 포함하는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
된다. 상기 플로팅게이트FG의 전자의 축적량에 따라서, 상기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계치 전압이 변
화한다.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가 갖는 한계치 전압보다도 절대치의 큰 전압이 컨트롤러게이트CG에 인가
되면, 상기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가 통전하여, 전류가 흐른다. 한편, 상기 컨트롤러게이트CG에 인가되는 
전압의 절대치가,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가 갖는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오프상태를 유지하고,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상기 전류의 유무를 검출하는 것에 의해, 상기 플래시메모리셀의 기억정보를 판독한다. 따라서 플래시메
모리셀은, 플로팅게이트 FG에 축적되는 전자의 량에 따라서 "0"의 데이터를 기억한다.

플로팅게이트 FG는, 주변부분에서 절연막에 의해 분리되어 있고, 그 격납전자는, 불휘발적으로 플로팅게
이트 FG에 격납된다. 따라서, 상기 플래시메모리셀은, 일단 정보를 격납하면, 불휘발적으로 그 기억정보
를 유지한다. 이러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1종인 플래시 메모리셀은 그 메모리셀이 하나의 트랜지
스터로 구성되므로, 1개의 MOS 트랜지스터(절연게이트형 전계트랜지스터)와 1개의 캐패시터로 메모리셀이 
구성되는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에 비해서 비트 단가가 싸고, 또한 고집적화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차세대를 짊어지는 메모리디바이스로서 기대되고 있다.

상기 플래시메모리에 있어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데이터기입시에는, 플로팅게이트 FG의 전자의 주입/
빼냄이 행하여진다. 상기 데이터 기입방법에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하에, 상기 대표적인 데이
터 기입작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 45는 종래의 NOR형 브러시메모리셀의 단면구조 및 기입(프로그램) 작동시의 전압인가상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5에 있어서, 플래시메모리셀은, 반도체기판 영역에서의 P 웰(931) 표면에 상호 간격을 두
고 형성되는 고농도n형(n+) 불순물영역(932 및 933)과, 상기 P웰(931) 표면의 불순물영역(932 및 933) 사
이의 채널형성 영역상에 얇은 터널절연막(934)을 통해 형성되는 플로팅게이트(935)와, 상기 플로팅게이트
(935) 상에 층간 절연막(936)을 통해 형성되는 컨트롤러게이트전극(937)을 포함한다. 불순물영역(932)이, 
소스영역으로서 작용하여, 소스노드 S에 접속되어, 불순물영역(933)이 드레인영역으로서 작용하여, 드레
인노드D에 접속된다.

NOR  형  플래시메모리에  있어서는,  소스불순물영역(932)(S)이  소스선에  접속되어,  드레인 불순물영역
(933)(D)이  피트선에  접속된다.  컨트롤러게이트전극(937)(CG)이  워드선에  접속된다.  플래시메모리셀은, 
행렬형상으로 배열되어, 각열에 대응하여 비트선이 배치되고, 각 행에 대응하여 워드선이 배치된다. 비트
선에는, 대응하는 열의 모든 메모리셀이 접속되고, 워드선에는 대응하는 행의 메모리 셀의 컨트롤러게이
트가 접속된다.

기입작동에 있어서는, 도 4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드레인 불순물영역(937)에 +5V 정도의 전압, 컨트롤
러게이트전극(937)에 +10V 정도의 전압이 인가된다. 또, 소스 불순물영역(932) 및 P웰(931)은 접지전압
(0V)에 유지된다.

상기 전압 인가조건하에서는,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이하, 메모리 트린지스터라 칭한다)에 있어서는, 컨
트롤러게이트전극(937)에 인가된 전압에 따라서 채널이 형성되어, 상기 채널영역에 수백㎂의 전류가 흐른
다. 소스 불순물영역(932)에서 드레인 불순물영역(933)에 채널을 통해 흐른 전자 중, 드레인 불순물영역
(933)부근에 가속된 전자는, 상기 드레인 불순물영역(933) 부근에 형성되는 드레인 고전계에 의해,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 이른바 채널 핫 일렉트론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채널 핫 일렉트론은, 컨트롤러게이트 전극(937)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유기되는 전계에 의해, 도 
45의 화살표A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플로팅 게이트전극(935)에 주입된다. 상기 플로팅게이트(935)에 
전자가 축적되면, 메모리 트랜지스터한계치 전압Vth이 예를들면 8V가 된다. 상기 상태가, 기입(프로그램) 
상태라 불리고, 데이터 "0"을 기억하는 상태에 대응된다.

다음에, 소거작동에 대하여 도 4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소거작동시에 있어서는, 도 4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소스 불순물영역(932)에 +5V 정도의 전압이 인가되어, 컨트롤러게이트 전극(937)에는 -10V 정
도의 부전압이 인가되어, P 웰(931)은 접지전압 레벨에 유지된다. 이때, 드레인 불순물영역(33)은 개방상
태가 된다.

상기 전압인가 조건하에서는, 소스 불순물영역(932)과, 컨트롤러게이트전극(937) 사이에 인가되는 고전압
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전극(935)과 소스 불순물영역(932) 사이에 고전계가 인가되어, 도 46의 화설표B에
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플로팅 게이트전극(935)에 존재하는 전자가 얇은 터널 절연막(934)을 FN (푸우라 
놀하임) 터널현상에 의해서 통과한다. 상기 FN 터널현상에 의해, 폴로팅게이트 전극(935)에 존재하는 전
자가 빠지고, 플로팅게이트 전극(935)에 존재하는 전자의 량이 적어져,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한계치 전압
Vth이, 예를들면 2V가 된다. 상기 상태가, 소거상태라 불리고, 데이터 "1"을 격납하는 상태에 대응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채널 핫 일렉트론(CHE)에 으해 기입을 행하는, FN 터널현상에 의해서 소거를 하는 이른
바 NOR 형플레시셀 이외에, 단일 전원화를 위해 기입 및 소거시의 소비전력을 감소한 메모리셀이 여러가
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플래시 메모리셀의 하나로, DINOR(divided bit line NOR)형 플래시 메모리가 
있다.

도 47은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의 셀 구조 및 기입작동시의 전압인가조건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셀은, NOR 형 플래시 메모리셀과 같은 구조를 구비하고, 대
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붙인다. 다만, 상기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셀 구조에 있어서는, 소
스 불순물영역(932) 및 드레인 불순물영역(933)과 플로팅 게이트전극(935)은, 터널절연막(934)을 통해 오
버랩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는, 메모리셀열에 대응하여 주비트선이 배치된다. 또한 메모리셀열의 각
각에 있어서, 소정수의 메모리셀마다 부비트선이 배치되고, 메모리셀은 부비트선에 접속된다. 부비트선은 
대응하는 주비트선에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속된다. 선택된 메모리셀이 접속되는 부비트선만이 

50-4

1019970019740



주비트선에 접속된다. 비트선을 주비트선 및 부비트선과 계층구조로 함으로써, 주비트선에 접속되는 메모
리셀의 구가 등가적으로 저감되어, 주비트선에 접속하는 기생용량을 저감할 수 없다.

도 47에 있어서, 소스 불순물영역(932)은,  모든 메모리셀 또는 소정수의 메모리셀로 구성되는 블럭(섹
터)에 있어서 소스선을 통해 그 블럭내의 메모리셀의 소스 불순물영역(932)이 공통으로 전기적으로 접속
된다. 컨트롤러게이트전극(937_에 워드선이 접속되고, 드레인 불순물영역(933)은, 부비트선에 접속된다. 
데이터의 기입/판독은 부비트선 및 주비트선을 통해 행하여진다.

기입작동시간에 있어서는, 도 4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컨트롤러게이트전극(937)에 -8~-11V 정도의 마이
너스 전위가 인가되어, 드레인 불순물영역(933)에는, +4~+8V 정도의 정전위가 인가된다. P 웰(931)은, 접
지전압(0V)에 유지되고, 소스불순물영역(932)은 개방상태에 유지된다. 상기 상태에 있어서는, 플로팅게이
트전극(935)과 드레인 불순물영역(933)이 오버랩한 영역의 터널절연막(934)에 강전계가 인가된다. 상기 
강전계의 인가에 의해, FN 터널현상이 생겨, 플로팅게이트전극(935)에서 터널절연막(934)을 통해 드레인 
불순물영역(933)에 전자가 주입된다. 상기 기입작동에 의해, 플로팅게이트전극(935)으로부터 전자가 빠지
기 때문에, 메모리셀은, "로Vt" 상태(한계치 전압이 낮은 상태)로 된다.

한편, 소거작동에 있어서는, 도 4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컨트롤러게이트전극(937)에 +8~+12V 정도의 정
전위가 인가되어, 소스 불순물영역(932) 및 P 웰(931)에 -6~-11V 정도의 마이너스 전위가 인가된다. 드레
인 불순물영역(933)은 개방상태에 유지된다. 상기 상태에 있어서는, 컨트롤러게이트전극(937)에 인가된 
높은 정전위에 의해, 전자(938)의 채널층이 형성되어, 컨트롤러게이트전극(937)과 P 웰 사이의 큰 전압에 
의해, 채널층과 플로팅게이트전극(935)의 사이의 터널절연막(930)에 강전계가 인가된다. 상기 강전계에 
의해, FN 터널현상이 생겨, 채널층의 전자(938)가 플로팅게이트(935)에 주입된다. 상기 소거작동에 의해, 
메모리셀은, "하이Vt" 상태(한계치 전압Vth이 높은 상태)가 된다.

판독작동시간에 있어서는, 컨트롤러게이트전극(37)에, "하이Vt"와 "로Vt"의 거의 중간이 되는 +3~+5V 정
도의  정전위가 인가된다.  소스  불순물영역(932)  및  P  웰(931)은  접지상태가 된다.  드레인 불순물영역
(933)에 +1~+2V 정도의 정전위를 인가하여,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흐르는가의 여부를 검출
하고, 그 검출결과에 근거하여, 메모리셀이 "하이Vt" 상태인가 "로Vt" 상태에 있는가를 판정한다.

상기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는, 기입작동과 소거작동이 통상의 NOR 형 플래시 메모리와 반대이
다.

또한, 메모리셀은 P 채널 MOS(PMOS) 트랜지스터로 제작하여, 밴드간 터널전류여기 핫 일렉트론 주입전류
를 사용하여 기입을 하는 플래시 메모리가 고안되고 있다. 이하, 상기 P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DINOR 
플래시 메모리의 작동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9는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셀의 단면구조 및 기입시간에 있어서의 전압인가조건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9에 있어서, PMOS 형 플래시 메모리셀은, N 형 웰(1)의 표면에 상호 간격을 두고 형성되는 
고농도P형 불순물영역(2 및 3)과, 이것들의 P형 불순물영역(2 및 3) 사이의 채널영역이 얇은 터널 절연막
(4)을 통해 형성되는 플로팅게이트전극(5)과, 플로팅게이트전극(5) 상에 층간 절연막(6)을 통해 형성되는 
컨트롤러전극(7)을 포함한다. p형 불순물영역(2)은, 소스영역으로서 작용하여, p형 불순물영역93)은, 드
레인영역으로서 작용한다. 이것들의 p형 불순물영역(2 및 3)은, 터널절연막(4)을 통해 플로팅게이트전극
(5)과 오버랩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

기입작동시간에 있어서는, 도 4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컨트롤러게이트전극(7)에, +4~+11V 정도의 정전
위가 인가되어, 드레인 불순물영역(3)에 -3~-10V 정도의 마이너스 전위가 인가되어, 소스 불순물영역은 
개방상태로 된다. N 웰(1)은 접지전위에 유지된다. 즉, 도 47에 도시하는 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
는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셀의 기입시의 전압과 역극성의 전압이 인가된다. 여기에서, 도 49에 있어서, 
N 웰(1)과 p형 불순물영역(2 및 3) 사이에는, 각각 PN 접합(2a 및 3a)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전압인가조건에 있어서는, 드레인 불순물영역(3)에 있어서, 고전계가 인가되고, 밴드-밴드사이 터널
링전류가 발생하고 그 확대도면에 있어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자-정공쌍(9)이 생성된다. 상기 생성된 
전자-정공쌍(9)중, 전자(9a)가, 가로방향의 전계에 의해 채널영역을 향해서 가속된다. 이것들의 가속된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얻어 핫 일렉트론이 된다. 컨트롤러게이트전극(7)에는, 정전위가 인가되어 있고, 
상기 핫 일렉트론이 컨트롤러게이트전극(7)과 드레인 불순물영역(3) 사이의 고전압에 의해 유기되는 고전
계에 의해 가속되어, 터널절연막(4)을 통해 플로팅게이트전극(5)에 주입된다. 상기 밴드-밴드사이의 터널
전류유기 핫 일렉트론주입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전극(5)의 전자 주입을 함으로써, 메모리셀의 기입작동
이 행하여진다. 상기 기입작동에 의해, 메모리셀은, p 채널형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한계치 전압의 절
대치가 작은 "로Vt"로 된다.

도 5는 상기 밴드-밴드사이 터널링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0에 있어서, 게이트전극(플로팅게
이트전극)과 n 형 불순물영역(트레인 불순물영역) 사이의 터널절연막(산화막)에 있어서의 가전자 밴드Ev 
및 전도 밴드Ec를 도시한다. 기입시의 전압인가 조건하에서는 드레인 불순물영역에 있어서 실리콘 에네르
기 밴드의 굽힘이 생긴다. 상기 밴드의 굽힘이 실리콘의 밴드 갭 보다도 커지면 가전밴드 Ev가 전도밴드
Ec 보다도 높지 않다. 실리콘기판의 가전자대Ev의 전자기 전도대 Ec에 터널링하여, 가전자대Ev에 정공을 
남김으로써, 전자-정공쌍이 발생한다. 상기 전도대Ec에 터널링한 전자가, 디플레이션영역에서의 고전계에 
의해 가속되어 핫 일렉트론이 된다.

상기 실리콘 기판대(드레인 불순물)에 있어서의 밴드의 굽힘은, 실리콘 기판(드레인 불순물영역)에 있어
서의 전계강도가 커진다.

다음에 도 51을 참조하여, 소거작동에 대하여 설명한다.

소거작동시에 있어서는, 컨트롤러게이트전극(7)에 -5~-12V 정도의 마이너스 전위가 인가되어, 소스 불순
물영역(2) 및 N 웰(1)에 +5~+12V 정도의 플러스 전위가 인가되어 드레인 불순물영역(3)은 개방상태로 된
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n 채널형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셀의 소거시간
과 반대 극성의 전압이 인가된다. 컨트롤러게이트전극(7)에 대한 큰 마이너스 전위에 의해 N 웰(1)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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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물영역(2 및 3) 사이의 영역에 정공(9b)의 채널층이 형성된다. 상기 형성된 채널층과 플로팅게이트전극
(5) 사이의 터널절연막(4)에, 컨트롤러게이트전극(7)과, N 웰(1)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고전계가 
인가되어, FM 터널현상에 의해, 플로팅게이트전극(5)으로부터 정공의 채널층(p형 채널층)(8)에 전자가 들
어온다. 상기 소거작동에 의해, 메모리셀은 "하이Vt"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커진 상태)가 된다.

판독작동시에 있어서는, 컨트롤러게이트전극(7)에 "하이Vt"와 "로Vt"의 거의 중간이 되는 -1.5~-1.5V 정
도의 마이너스 전위가 인가되어, 소스 불순물영역(2) 및 웰(1)이 접지전위에 유지되어, 비트선에 전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드레인 불순물영역(3)에 -0.1~-2V 정도의 마이너스 전위가 인가된다. 메모리셀을 통
해 드레인 불순물영역(3)이 접속하는 비트선에 전류가 흐르는가의 여부를 검출함으로써, 상기 메모리셀이 
"로Vt" 인가 "하이Vt" 인가를 판정한다.

상기 PMOS 형 메모리셀인 경우, 밴드-밴드사이 터널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정공쌍(9) 중정공(9b)(도 
49참조)은, 드레인 불순물영역(3)내로 끌어 들여, 그 드레인 불순물영역에 있어 고농도에 존재하는 정공
에 의해 산란을 일으켜 에너지를 잃는다. 따라서, 발생한 전자-정공쌍에서 핫 홀(열정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가령 핫홀이 존재한 장소에 있어서도, 플로팅게이트전극은 기입작동시 플러스 전위로 설정
되기 위해서, 핫홀이 플로팅게이트전극(5)에 주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기 터널절연막(4)의 핫 홀
주입이 생기지 않고, 터널절연막의 핫 홀주입에 의한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핫홀의 터널절연막의 
주입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NMOS 형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전계완화층이 불필요하게 되고, 실효 게이트 
길이를 NMOS 형 메모리셀 구조와 비교하여 길게 할 수 있고, 보다 미세화가 가능하고 고집적화가 가능하
다.

또한, 플로팅게이트전극의 전자주입시에 있어서, 상기 밴드-밴드사이 터널전류주입의 전자주입효율은, FN 
터널전류에 의한 전자가 들어옴을 기입 또는 소거작동에 이용하는 데에 배해 높다 (FN 터널전류 보다도 
밴드-밴드 사이 터널전류나가 1자릿수 내지 2자릿수 크다). 따라서, 동일한 속도에서의 기입을 저소비전
류로 실현할 수 있고, 또한 NMOS 형 메모리셀과 동일 소비전류로 기입을 하는 경우, 고속으로 기입을 실
현할 수 있다는 이점을 구비하고 있다.

상술한 PMOS형  DINOR 플래시 메모리는, T. Ohnakado et. al., "Novel Electron Injection Method Using 
Band-to- Band Tunneling Induced Hot Blectron(BBHE) for Plash Memory with a P-channel Cell", IEE 
IED M, Technical Digest of Papers, pp. 279-282. 1995. , 0. Sakamoto et. al., "A High Programming  
Throughput 0.35βm P-channel DINOR Flash Memory",  IEEE 1996 Symposium on VLSI Technology Digest 
of Papers, pp. 222-223, 1996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4μsec에서 512 바이트의 동시 나열 기입을 
저소비 전력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기입데이터 전송레이트는, 8nsec/바이트와 초고속을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밴드-밴드 사이 터널전류유기 핫 일렉트론 주입전류를 이용하는 기입방식을 적용한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는, 차세대의 3.3V 단일외부 전원작동의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로서 유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도 52는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셀의 기입시간에 있어서의 기입시간과 메모리셀 한계치의 관계를 도
시하는 도면이다. 도 52에 있어서, 가로축은 기입시간(단위 마이크로초)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을 도시한다. 기입시간에 있어서는, 플로팅게이트전극으로 전자가 주입되므로, 상기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은 시간과 동시에 그 절대치가 작아진다(한계치 전압이 높아진다).

도 53은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셀의 소거시간과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과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이다. 도 53에 있어서 가로축은 소거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에 메모리셀 한계치를 도시한다. 상기 도 53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소거시간에 있어서, 플로팅게이트에서 전자가 들어오는 시간이 길게 됨에 따라, 
플로팅게이트에서 들어오는 전자의 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한계치 전압이 보다 마
이너스로 되어, 그 절대치가 커진다. 기입시에,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이 소정치 보다도 높아지면(절대치
가 작아진다), 상기 메모리셀은 로Vt 상태가 되고, 한편, 상기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이 예를들면 -4.5V와 
소정치보다도 더 마이너스로 되면 (대치가 커진다), 상기 메모리셀은 하이Vt 상태로 된다.

DINOR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는, S. Kobayashi et. al.,

"A 3.3V-Only 16Mb DINOR Flash Memory", 1995 IEEE ISSCC Digest of Technical Papers, pp. 122-123, 
199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기입시에 비트마다 패리티수법을 이용할 수 있고, 기입시에 있어서의 한계치 
전압의 분포폭을 좁게할 수 있고, 3.3V라는 저전압의 판독전압에 있어서도, 과거 기입불량을 일으키지 않
고 작동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상술한 코바야시 문헌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비트
날마다 패리티수법이 나타나 있다.

즉, DINOR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는, 선택 메모리셀은, 부비트선 및 선택 게이트를 통해 대응하는 주비
트선에 접속된다. 주비트선 각각에 대해 칼럼 래치회로를 마련하여, 기입데이터를 각 주비트선마다 래치
한다. 기입시에 있어서는, 상기 칼럼래치회로에 래치된 데이터에 따라서 비트선으로 기입에 필요한 전압
을 인가하고, 또한 선택 워드선에도, 필요한 기입전압을 인가한다. 어느 소정기간 후 상기 기입작동이 완
료하면, 선택워드선상에는 패리티전압(기입을 받은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보다도 적은 절대채가 
큰 전압)이 인가된다. 또한, 주비트선이, 상기 칼럼래치회로에 래치된 데이터에 따라서 소정 전위에 프리
챠지된다. 상기 상태로 소스선을 접지전위 레벨에 강제적으로 설정하면, 기입을 받아, 그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작이지고 로Vt 상태가 된 메모리셀을 통해 전류가 흐른다. 상기 전류에 의해, 주비트선의 전위
가 변환하여, 상기 주비트선의 전류의 흐름이, 대응하는 칼럼래치회로에 의해 검출되어, 그 칼럼래치회로
의 래치데이터가 반전된다. 이것에 의해, 로Vt 상태로 된 메모리셀에 대한 이후의 기입은 금지된다. 이것
에 의해, 각 비트단뒤(주비트선단위)로 메모리셀에 대한 기입이 행하여졌는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상기 비트마다 패리티작동을 이용하면, 한계치 전압의 분포를 좁게할 수 있다.

도 54는 PMOS GUD DINOR 플래시 메모리의 어레이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4에 있어서는, 2개의 부비트선
SBLi 및 SBLj에 관련하는 부분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부비트선SBLi 및 SBLj에 대응하여, 주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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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MBLi 및 MBLj가 배치된다. 부비트선SBLi 및 SBLj 에는, PMOS 형 메모리셀 MC0~MCm이 각각 접속된다. 
이것들의 부비트선SBLi 및 SBLj는, 각각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선택게이트 SGi 및 GSj를 통
해 대응하는 주비트선 MBLi 및 MBLj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선택게이트  SGi 및 SGj의 게이트에는 열블
럭 선택신호SGL가 주어진다. 메모리셀 MC0~MCm의 소스영역은, 공통으로 소스선SL에 접속된다. 행방향으로 
배치되는 메모리셀 MCi의 컨트롤러게이트에는 워드선  WLi(i=0~m)이 접속된다. 현상의 DINOR형 플래시 메
모리에 있어서는, 1개의 부비트선SLB에 대하여 64개의 메모리셀 MC이 접속된다. 도 54에 있어서는, p 채
널 트랜지스터는, 그 게이트에 부착된 ○표시로 나타낸다.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는, 판독시에는, 선택셀이 접속되는 비트선(주 및 부비트선)에 대
해서는, -1V의 전압이 인가된다. 선택 메모리셀의 대응하는 워드선WL (워드선 WL0라 한다) 상에는 -3.3V
의  전압이  인가된다.  소스선SL은  접지전압(0V)에  유지된다.  비선택워드선  WL1~WLn의  게이트전위는 
0V이다. p 채널  MOS트랜지스터는, 그 게이트전위가, 소스전위보다도 한계치전압의 절대치 이상 낮아지면 
온 상태가 된다. 메모리셀 MC0이 기입상태에 있으면, 그 한계치 전압은, 워드선WL0 상의 전위 -3.3V 보다
도 높으므로, 통전하여, 부비트선SBLi 및 주비트선 MBLi에 전류가 흐른다.

한편, 메모리셀 MC0이 소거상태일 때, 그 한계치 전압은 워드선WL0 상의 전위 -3.3V 보다도 낮다(절대치
가 크다). 따라서, 상기 상태에 있어서는, 메모리셀 MC0은 오프상태이다. 상기 상태에 있어서는, 부비트
선 SBLi에서 주비트선MBLi으로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메모리셀 MC1~MCm 에서의 피크전류의 
합계가, 기입상태에 있는 메모리셀이 선택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판독 전보다도 충분히 작은 것이 필요하
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리크전류에 의해, 부비트선SBLi 및 주비트선MBLi에 전류가 흘러, 소거상
태의 메모리셀 MC0이 기입상태로  판정되어 데이터가 잘못 판독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에 있어서는, 전위가 높은 노드가 소스이다. 따라서 소스선SL을 접지전압0V으로 하
여, 주비트선MBLi 및 MBLj에 마이너스의 -1V의 전압을 인가한 경우, 소스선SL은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소스전위를 준다. 상기 상태에 있어서, 비선택워드선WL1~WLm의 전위가 접지전압 레벨이면, 그 한계치 전
압이 마이너스의 값이면,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MC1~MCm은 , 오프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 
완전히 메모리 트랜지스터는 오프상태가 되지 않고, 이른바 서브스레숄드(sub  threshlod)전류라 불리는 
리크전류가 흐른다. 이와 같은 리크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는, 
기입 후의 한계치 전압Vth은, -1V 정도(이 값은,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의해 변화한다) 보다 낮
은 값(절대치의 큰 값)을 할 필요가 있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플래시 메모리인 경우에도, 
그 한계치 전압 및 비트선 및 워드선에 인가되는 전압 의 부호가 다를뿐이며, 같은 문제가 생긴다(과소거
의 문제).

여기에서, 통상의 NOR형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는, 도 54에 있어서의 주비트선에 메모리셀 MC0~MCm이 직
접 접속되고, 선택게이트 SGi 및 SGj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NOR 형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는, 1개의 열
의 비트선에 접속되는 메모리셀의 수는 DINOR 형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의 그것보다도 많고 리크전류의 
영향은 크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입시에 있어서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필요이상으로 작게 되면, 비선택시에 있어서 
큰 리크전류를 흘려, 선택 메모리셀의 데이터가 잘못 판독하는 문제가, 「과기입불량」이다.

따라서, -3.3V라는 저전압을 판독전압으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입 후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한계치 
전압Vth은,  도  5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V에서  -3.3V  사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DINOR 플래시 메모리는, 기입시에 비트마다 패리티수법을 이용할 수 있고,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한
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소정치 이하로 하면,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기입이 완료한다. 따라서 기입 후의 메
모리셀 트랜지스터 한계치 전압의 분포(기입후 Vth  분포)의 폭을 좁게할 수 있고,  따라서 판독전압의 
-3.3V의 저전압화가 가능하다(N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3.3V).

한편, NOR 형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플로팅게이트 전자의 주입이, 소거작동시에 행해지고 있고, 그 소거
후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한계치 전압Vth의 값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상기 NOR 형 플래시 메모리의 소
거에 있어서는, 모든 비트 또는 블럭단위로 일괄해서 소거가 행하여지고 있고, 비트마다 패리티수법을 이
용할 수 없고, 상기 한계치 전압Vth의 분포폭을 좁게 하기 곤란하고, 판독전압의 절대치를 작게 하는 것
은 매우 곤란하다.

여기에서, 판독전압의 절대치를 작게 함으로써, 워드선의 전위진폭이 작아지고, 고속 작동뿐만아니라, 워
드선 전압진폭이 작아지고, 따라서 충방전 전류가 작아지고, 소비전류가 감소된다.

비트마다의 패리티수법에 의한 기입 후 Vth 분포폭을 좁게 하기 가능한 DINOR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도, 
외부전원 전압이 3.3V 이하의 저전압이 된 경우, 과기입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상기 기입후 
Vht 분포폭을 좁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입시의 기입 펄스폭을 짧게 하여, 1회의 기입시에 있어서
의 한계치 전압의 변화량을 작게 하고, 비트마다 패리티의 회수를 또한 증가시키기가 부득이하다는 것은 
예상된다. 그러나,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와 같이 4μsec라는 초고속으로 기입을 하는 경우, 1회 
패리티작동에 요하는 시간이 종래의 1μsec 만 걸린 경우에는, 패리티 회수의 증대는, PMOS 형 DINOR 플
래시 메모리의 초고속 기입데이터 전송 레이트를 저하시키는 것에 연결된다.

따라서, 고속 기입 데이터 전송레이트를 유지한 채로 장래의 3.3V 이하의 저전압 전원작동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초고속 패리티수법이 필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플로팅게이트에의 전자의 주입 후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한계치 분포폭을 
작게 할 수 있고 또한 고속으로 상기 플로팅게이트에의 전자의 주입을 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플로팅게이트의 전자주입시에 있어서의 패리티작동을 고속으로 할 수 있는 불휘
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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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항과 관계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행렬형상으로 배열되어, 각각이 정보를 기억하는 복
수의 메모리셀과, 각 메모리셀열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각각에 대응하는 열의 소정수의 메모리셀이 접속
되는 복수의 열선과, 각 메모리셀행에 대응하여 배치되어, 각각에 대응하는 행의 메모리셀의 컨트롤러게
이트가 접속되는 복수의 행선을 포함한다. 메모리셀의 각각은, 전하를 축적하는 플로팅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상층에 형성되는 컨트롤러를 갖는 적층게이트형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청구항 1항과 관계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또한, 선택된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를 작
게 하는 특정 작동 모드시간, 상기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열선으로 소정의 바이어스전압을 전달하는 
바이어스전압 전달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바이어스전압 전달수단의 전류공급력은, 특정 작동 모두시에는, 
선택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소정치보다도 작게 될 대의 전류구동력 보다도 작아진다.

청구항 1항과 관계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또한, 복수의 행선중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행
선으로 소정 전위를 전압을 인가하는 행구동수단을 구비한다.

청구항 2항과 관계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청구항 1항의 바이어스 전압 전달수단이, 각 열선
에 대응하여 마련되고, 메모리셀이 형성되는 반도체기판영역과 별도의 영역으로 형성되는 기판 영역내에 
형성되어, 선택시 대응하는 열선으로 소정의 전압을 전달하기 위한 복수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와, 이
들 복수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중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열에 대응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어전극 및 기판 영역 각각에 특정 작동 모드시간 상호 다른 전압을 인가하는 열 선택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선택열에 대응하여 마련된 선택게이트 트랜지서터의 제어전극의 전압과 바이어스전압의 차의 절대치
는, 비선택열에 대응하여 마련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그것보다도 커진다.

청구항 3항과 관계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행렬형상으로 배열되어, 또한 각각 플로팅게이트와 
컨트롤러게이트를 갖는 적층게이트형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복수의 메모리셀과, 각 메모리셀열에 대응하
여 배치되고, 각각에 대응하는 열의 소정수의 메모리셀이 접속되는 복수의 열선과, 각 메모리셀행에 대응
하여 배치되어, 각각에 대응하는 행의 메모리셀의 컨트롤러게이트가 접속하는 복수의 행선과, 복수의 행
선중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행선으로 소정 전위를 인가하는 행구동수단과, 선택열에 메모리셀의 선택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를 작게 하는 특정 작동 모드시간에 일정한 전류로 바이어스전압을 공급하
는 수단을 포함한다.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를 작게 하는 작동 모드시간에 있어서,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
하는 열선으로, 비교적 작은 전류공급력을 가지고 일정한 바이어스전압을 전달한다.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소정치 이하로 하면,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큰 채널전류가 흘러,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전달되는 바이어스 전압의 절대치가 작아진다. 이것에 의해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는, 필요로 되는 크기의 바이어스전압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 한계치의 절대치를 작게 하는 작동
이 자동적으로 정지한다. 상기 결과,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있어서는, 그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소정
치 이하로 하면, 자동적으로 그 한계치 전압조정작동이 정지하므로,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 분포폭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특정 작동 모드시간에 있어서, 일정한 전류로 바이어스전압을 선택열로 공급함으
로써,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특성이 불일치하여도, 각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있어서는 상기 격차의 영향
을 받지 않고 일정한 전류에 따라서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를 작게 하는 작동이 행해지고, 각 메모리셀 한
계치 전압변화속도를 일정하게 할 수 있고, 한계치 전압의 분포폭을 좁게 할 수 있다.

(발명의 실시의 형태)

[실시예1]

우선, 본 발명의 작용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비교를 위해, 종래의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의 1비트
의 메모리셀에 관련하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에 있어서, 주비트선MBL과 부비트선 SBL 
사이에,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G가 배치된다. 상기 부비트선SBL에 PMOS 형 메모리셀 MC이 접속된다. 
기입작동시에 있어서 주비트선MBL에 -6V정도의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된다. 메모리셀 MC의 소스(S)는 소스
선SL에 의해 개방상태가 된다.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MC는 그 컨트롤러 게이트에 10V 정도의 플러스 전압
을 받아 그 기판 영역은 접지전압 레벨에 유지된다.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G는, p 채널 MOS 트랜지스
터로 구성되어, 그 기판 영역이 접지전압 레벨에 유지되어, 그 게이트에 마이너스 선택 전압Vstg이 가해
진다.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를 통해 주비트선MBL에 주어진 기입전압(-6V)이 부비트선SBL에 전달
된다. 상기 부비트선SBL의 전위를 VSBL에서 도시한다.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메모리셀에 있어서 리크전
류가 생긴다. 상기 리크전류는, 밴드-밴드 사이 터널링현상에 의해 생기 전자-정공쌍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중 전자는 기판 영역에 흐르는 전자 및 플로팅 게이트에 주입되는 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도 2는 상기 도 1에 도시하는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부비트선 전위VSBL와 부비트선
을 흐르는 전류ISBL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가로축에, 부비트선의 전압VSBL을 나타내고, 세로축에 
부비트선SBL을 흐르는 전류ISBL을 도시한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SG의 게이트에 주어지는 선택전압Vstg이 -10V인 경우 및 -5V인 경우는 상기 선택게
이트 트랜지스터의 구동전류 특성을 아울러 도시한다. 절선으로 메모리셀에서 생기는 리크전류를 도시한
다. 선택전압Vstg이 -10V인 경우, 부비트선SBL 상의 전압VSBL이 -6V로 이루어지면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의 소스 및 드레인 전위가 동일하고,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를 통해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부
비트선의 전압SBL이 -6V 보다도 높아지면,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에 큰 전류가 흐른다. 상기 상태에 
있어서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G는, 그 드레인의 전위(주비트선MBL의 전위)의 절대치가, 그 게이트 
소스간 전압과 한계치의 차 보다도 커지고, 포화영역에서 작동하여, 자승특성에 따른 전류를 공급한다.

한편, 메모리셀 MC에 있어서는, 그 부비트선 SGL의 전위VSBL가 높아지면, 충분한 밴드-밴드 사이 터널링 
현상이 생기지 않고, 리크전류는 저감한다. 상기 메모리셀 리크전류(도 2에서 절선으로 도시한다)와 선택
전압 Vstg이 -10V일 때의 전류 특성의 교차부가 기입작동시의 작동점(작동점1)이 된다. 따라서 선택게이
트 트랜지스터 SG가 큰 전류구동력을 가지고 부비트선SBL에 거의 주비트선MBL 상의 전압과 같은 전압레벨
의 -6V을 전달하여, 부비트선SBL의 전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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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에 주어지는 선택전압Vstg을 -5V로 높게 한 경우, 부비트선SBL 상의 
전압VSBL이 -3.2V 정도 이하로 하면,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를 통해서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의 기판 영역은 접지전위 레벨에 유지되어 있고, 한편, 그 소스 게이트(S)가 부
비트선SBI에 접속되어 있고, 백게이트 효과에 의해, 그 한계체 전압의 절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선택전
압Vstg=-10V에 있어서도 백게이트효과는 생기지만, 그 선택전압  Vstg은 -10V로 충분히 낮기 때문에, 주
비트선 MBL에 주어진 기입 바이어스전압 -6V를 부비트선SBL에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전압 Vstg이 
-5V로 높게 된 경우(절대치가 작게 된 경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는, 부비트선SBL에, -3.2V 정도의 
전압밖에 전달할 수 없다. 부비트선SBL의 전압VSBL이 높아지면, 메모리셀 MC에서의 리크전류는 마찬가지
로 저하한다. 따라서, 선택전압Vstg이 -5V의 경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의 전류특성과 메모리셀 리크
전류의 교차부의 작동점(2)에 있어서 기입작동이 행하여진다. 상기의 경우, 부비트선SBL 상의 전압VSBL이 
-3.2V  정도로  되기  때문에,  메모리셀의  리크전류인  밴드-밴드의  사이  터널전류가  소량밖에  발생하지 
않고, 그 결과 기입속도가 현저하게 저하한다. 따라서,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주비트선
MBL과 부비트선SBL을 접속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로서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경우, 그 
선택전압Vstg은 고속기입을 위해서는, -10V 정도의 전압레벨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
에 있어서는, 1개의 부비트선에 관련하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3에 있어서, 부비트선SBL에, p 채
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메모리셀 MC0~MCm이 접속된다. 이것들의 메모리셀 MC0~MCm 각각의 
컨트롤러게이트에는, 워드선WL0~WLm이 접속된다. 또한, 이것들의 메모리셀  MC0~MCm의 소스노드(S)는 공
통으로 소스선SL에 접속된다.

또한, 주비트선  MBL과 부비트선 SBL의 사이에, n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부비트선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가 접속된다.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게이트에, 선택전압Vstg이 인가도니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는, 주변회로 트랜지스터와 별도의 기판 영역에 형성된다. 또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이고, 메모리셀 MC0~MCm은, p 채널, MOS 트랜지스터이고, 그것들
의  기판  영역의  전도형은  다르고,  이들은  별개의  기판  영역으로  형성된다(이것에  관하여는  후에 
설명한다). 따라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기판영역과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및 주변회로 트랜지스터의 
기판 영역의 전위를 상호 독립으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로서, n 채널 MOS 트랜
지스터를 이용함으로써, 이하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 같이 기입작동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도 4는 기입작동시에 있어서의 전압EP 인가상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에 있어서 메모리셀 MC에 대하
여, 기입작동이 행하여진다. 주비트선MBL에는, -6V 정도의 부전압이 인가되어,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
터 NSG의 기판 영역에는 PN접합이 서열바이어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비트선MBL 상의 전압과 같
은 크기의 -6V정도의 부전압이 인가된다. 메모리셀 MC의 기판 영역에는 접지전압(0V)이 인가된다. 소스선
SL에는, 예를들면, -1.5V 정도의 바이어스전압이 인가된다. 상기 소스선SL을 마이너스 전위로 하는 것은, 
후에 설명하는 기입 패리티 작동시에 있어서 게이트전압에 대하여 바이어스효과를 일으키고, 메모리셀 트
랜지스터의채널전류를 감소하기 때문이다.

상기 도 4에 도시한 전위배치에 있어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
의 게이트로, 선택전압Vstg이 주어진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인 경우, 저전위의 노드가 소스로 된다. 
따라서 상기 도 4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주비트선MBL에 접속되는 노
드가 소스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선택전압Vstg이 일정전압 레벨로 되면,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NSG
는, 정전류원으로서 작용하여, 일정한 전류를 공급한다(소스게이트간 전압이 일정하며, 자승 특성에 다른 
일정 전류를 공급한다).

도 5는, 상기 도 4에 도시하는 전위배치에 있어서의 부비트선 SBL의 전압VSBL과 부비트선SBL을 흐르는 전
류ISBL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에 있어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NSG의 게이트에 주어지는 선
택전압Vstg이 -4V일 때 및 -5V일 때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와 부비트선상의 전압
VSBL의 관계 및 메모리셀의 리크전류를 도시한다. 선택전압Vstg이 -4V 또는 -5V일 때,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게이트전위는 그 소스전위 보다도 높고, 주비트선 MBL의 마이너스 전위 -6V와 같은 크
기의 마이너스 전위를 부비트선SBL에 전달할 수 있다. 부비트선SBL의 전압VSBL이 주비트선MBL 상의 전압
과 같게 되면, 상기 열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를 통해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메모리셀의 
리크전류는, 앞에서 도 21에 도시하는 메모리셀의 리크전류와 같은 특성을 도시한다.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에 대하여 흐르는 전류와 메모리셀의 리크전류가 같은 값이 되는 작동점(1, 2)에 있어서 
메모리셀에 대한 기입이 행하여진다. 즉,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압을 -4V 내지 -5V로 변화시
킨 경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를 통해 바이어스전압의 전달 특성을 유지하면서 메모리셀 기입시에 
있어서 충전전류(메모리셀 리크전류)의 상한을 제어할 수 있다.

통상,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를 통해 부비트선SBL에 기입작동중에 주어지는 충전전류로서는, 항상, 예를
들면 1mA 정도로 충분히 큰 전류가 공급된다.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의 기입작동시에 생기는 메모
리셀 리크전류는, 1셀당, 즉 1개의 부비트선SBL 당 수 10nA로 매우 작다(앞에서는 오오나까도우의 문헌 
또는 사까모또의 문현참조). 따라서, 기입작동개시 직후에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게이트의 선택
전압Vstg이 0V) 큰 전류구동력을 갖고 부비트선을 충전하여, 그 후 게이트에 주어지는 선택전압Vstg을 낮
게 하여, 그 전류공급량을 예를 들면 1μA 정도로 제한하여도, 상기 충전전류는, 메모리셀기입에 있어서 
생기는 리크전류 보다도 충분히 크고, 따라서 리크전류에 의한 방전으로 기입작동시에 상기 부비트선SBL
의 전압VSBL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비선택 부비트선에 대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선택전압Vstg은 -6V이다. 상기의 경우, 같은 주비트선
에 접속하는 비선택 부비트선SBL의 전위는 0V대로 된다.

도 6(a)은 패리티작동시에 있어서의 선택메모리셀의 인가전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패리티작동시에 
있어서, 선택워드선상에 예를 들면 -1.5V 정도의 것으로 패리티전압이 인가된다. 다른 전압조건은 동일하
다. 메모리셀 MC의 기입이 진행하고, 그 한계치 전압Vth이 있는 값이 되면, 상기 패리티전압에 의해, 메
모리 셀 MC에, 수 μA 정도 크기의 채널전류Ichan가 흐른다. 상기 채널전류Ichan는, 소스선 SL에서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NSG를 향해서 흐른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NSG는 그 게이트전위의 조정에 의해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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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량은 1μA 정도이고, 채널전류Ichan의 값보다도 작다. 따라서 상기 채널전류Ichan에 의해, 도 6(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비트선 SBL 상의 전압VSBL이 상승한다. 상기 전압VSBL이 예를 들면 -5V로 상승하
면, 메모리셀 MC에 대한 기입속도는, 약 4배 정도 느리게 되어, 그 이상의 기입작동은 발생하기 어렵다. 
이것에 의해 기입중에 기입을 받는 선택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Vth이 있는 값이 되면, 상기 패리티전압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입을 정지시킬 수 있고, 기입후의 한계치 전압 Vth을 설정한 값으로 일치할 수 있다 
「자기리미트 기입」을 실현할 수 있다.

주비트선MBL에는, 1개의 부비트선SBL만이 접속된다. 부비트선SBL에 있어서 14개의 메모리셀 MC이 선택된
다. 따라서, 상기 패리티 전압인가에 의해 부비트선 SBL 전압VSBL의 상승은, 각 부비트선마다 생긴다. 따
라서,  비트마다  패리티를  할  수  있다.  이때,  부비트선SBL의  기생용량Cp은,  주비트선의  기생용량(1pF 
정도)과 비교하고 예를 들면 0.1pF 정도로 충분히 작고, 따라서 상기 기생용량Cp의 충전시간은 짧고, 주
비트선 단부에 접속된 패리티회로에 의하여 패리티작동을 할 때의 주비트선의 충방용에 요하는 시간에 비
교하여 10배 이상 고속도로 패리티를 할 수 있다. 외부전원이 3.3.V 이하의 저전압으로 되고, 또한 기입
후 한계치 전압의 분포폭을 좁게 할 필요가 있고, 비트마다 패리티의 회수가 또한 증대하여도 (1회의 기
입 펄스폭을 짧게 하여, 그 한계치 전압의 변동을 작게 한다),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의 초고속 기
입데이터 전송레이트의 유지를 달성할 수 있다.

도 7은 기입작동시에 있어서의 인가전압파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하, 도 7을 참조하여 기입작동에 대
하여 설명한다.

시각t0에 있어서, 우선 소스선SL를 소정의 -1.5V의 전압레벨로 설정하여, 메모리셀 MC에 대한 게이트 바
이어스 효과를 주고, 채널전류의 크기를 조정한다.

시각t1에서 , 메인비트선MBL 및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백게이트에 예를 들면 -6 V의 부전압을 가한다. 
기입을 받지 않은 메인비트선MBL 및 비선택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NSG의 백게이트는, 각각, 접지전압0V 
및 -6V로 한다. 이때,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게이트전압Vstg은 0V이다. 따라서 상기 메인비트선
MBL에 주어진 부전압 -6V에 따라서, 고속으로 부비트선SBL이 소정의 기입전압(-6V) 레벨에 충전된다. 이
때, 비선택의 부비트선에 마련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NSG의 게이트전압VSTG은 -6V이고, 비선택 부비트
선에 대해서는 충전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상기 부비트선SBL의 충전이 완료하면, 시각t2에 있어서, 선택부비트선SBL에 대하여 마련된 선택게이트 트
랜지스터 NSG의 게이트전압Vstg이 예를 들면 -5V의 전압레벨에 저하도니다. 이것에 의해, 선택 부비트선
SBL에 대하여 마련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전류구동력이 예를 들면 1μA로 제한된다.

상기 상태에서, 시각t3에 있어서 선택워드선에 대하여 서, 기입용 플러스전압펄스(예를들면 10V)와 패리
티용 부전압펄스(예를 들면 -1.5V)를 교대로 인가한다. 여기에서, 기입용 플러스 전압 펄스폭은, 예를 들
면, 0.2μsec, 패리티용 부전압펄스는, 예를들면 0.1μsec의 폭을 갖는다. 기입용 플러스 전압펄스의 폭
을 변화시키면, 플로팅 게이트전극에 주입되는 전자의 량이 변화하고, 따라서 한계치 전압의 변화량을 조
정할 수 있고, 패리티회수를 변환시킬 수 있다. 기입후 필요한 한계치 전압의 분포폭에 따라서, 기입용 
플러스 전압 펄스폭의 값이 설정된다.

상기 시각t3에서의 기입용 플러스 전압 펄스 및 패리티용 부전압 펄스의 교대인가를 소정시간 행한다. 메
모리셀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따라서, 기입이 빠르게 행하여지는 메모리셀 및 기입이 느리게 행하여지는 
메모리셀이 존재하여, 그 기입속도에 차가 있고, 펄스의 교대인가 기간은, 이들에 대한 마진을 예상하여 
적당한 시간에 서정된다. 기입이 완료한 메모리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그 이후의 기입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소정시간이 경과하면, 시각t4에 있어서 선택워드선의 전위가 접지전압레벨에 구동된다. 이것에 의해, 기
입작동이 완료하고, 시각t5, t6 및 t7 각각에 있어서, 선택전압Vstg, 주비트선MBL 및 선택게이트 트랜지
스터NSG의 백게이트 및 소스선SL이 각각 초기 상태의 접지전압레벨에 복귀한다.

도 8(a)-(d)은, 기입작동시의 각종 특성치의 시뮬레이션 해석결과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a)은, 메모
리셀의 기입특성을 나타내고, 가로축에 기입시간(단위 μs), 세로축에 20μA를 공급하는 전압으로서 정의
되는 한계치 전압Vth을 도시한다. 도 (b)는, 도 8(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기입되어 한계치 
전압Vth이 변화하였을 때의 플로팅게이트 전압Vfg의 시간변화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c)은, 도 8(b)
에 도시하는 플로팅게이트 전압Vfg이 주어진 때에 메모리셀에 흐르는 채널전류Ichannel을 도시하는 도면
이다. 

도 8(d)은 도 8(c)에 도시하는 채널전류(Ichannel)가 대응하는 부비트선에 흘러 들어 왔을 때의, 부비트
선의 전위VSBL의 초기의 -6V에서의 변화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8(d)에 있어서, 부비트선의 기생
용량CP의 용량치는 0.1pF로서 계산하고 있다. 도 8(a)~(d)에 있어서, 가로축으로 기입시간을 나타내고, 
이것들의 시간축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기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이용된 전압인가조건은 도 7에 도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도 8(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기입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플로팅게이트에 주입되는 전자의 량이 증가
하여, 그 한계치 전압Vth의 절대치가 작아진다. 상기 플로팅게이트 전극의 전자 축적에 따라서 플로팅게
이트 전위Vfg도, 또한 마이너스로 된다. 플로팅게이트 전위Vfg가 있는 레벨이하로 하면, 메모리셀 트랜지
스터에 있어서 정공의 채널영역이 형성되어 채널전류(Ichannel)가 흐르기 시작한다. 상기 채널전류가 1μ
A 이상이 되면, 부비트선의 전압VSBL이 상승하여(그 절대치가 작아지고), 한계치 전압Vth이 소정치 이상
으로 되면, 상기 부비트선상의 전위VSBL가 수 10μA 정도의 채널전류(Ichannel)에 따라서 상승한다. 상기 
부비트선의 전위VSBL가 -6V에서 -5.5V와 0.5V 상승하는 것만으로 메모리셀의 기입속도는 약 4배 느리고, 
또한 -5V가지 상승하면, 그 기입속도는 초기 상태에 비해 1/16배의 속도가 된다. 따라서, 상기 부비트선
상의 전위VSBL에 따라서 기입은 급격히 자기리미트가 빠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도 9는 도 7에 도시하는 기입조건으로 행하여진 기입작동에 있어서의 메모리 셀 한계치 전압Vth의 경시변
화를 실험에 의해 구한 결과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에 있어서, 가로축에는 기입시간(패리티시간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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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 않음; 단위μsec)을 나타내고, 세로축에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Vth (단위V)을 도시한다. 도 9에 분
명하게 나타나도록, 패리티펄스를 인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택워드선상에 기입 고전압을 인가한 경우
에는, 그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Vth은 시간경과와 동시에 상승하여, 이른바 과기입현상이 생긴다. 한편, 
패리티펄스를 인가하면,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Vth이 있는 값(예를 들면 -2.8V)이 되면, 그 이상 변화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된다. 이것에 의해, 본 실시예1의 수법에 따라서 패리티펄스 및 기입펄스를 교대로 
인가함으로써 「자기리미트기입」이 행하여지고, 한계치 전압Vth이 거의 일정치로 유지되는 것이 정확하
게 보인다. 이것에 의해, 메모리셀기입 후의 한계치 전압Vth의 분포폭을 더욱 좁게 할 수 있다.

도 10은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 1개의 부비트선에 관련하는 부분의 단면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하
는 도면이다. 도 10에 있어서, 저불순물농도의  p형 반도체기판 영역(20)상에 비교적 저농도의 N 형 웰
(24)이  형성되어,  또한  기판  영역(20)  보다도  고농도의  p형  웰(22)이  저농도의  N  형  웰(24)내에 
형성된다. 상기 p형 웰(22)내에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가 형성되어,  
N 웰내에 PMOS 플래시 메모리셀이 형성된다.

메모리셀 형성영역에 인접하여 형성되는 p형 웰(22) 표면에 상호 간격을 두고 고농도의 N 형(N+) 불순물
영역(22a 및 22b)이 형성된다. 또한 상기 고농도 N형 불순물영역(22a)에 인접하여, 고농도 p형(P+형) 불
순물영역(22c)이 형성된다. 불순물영역(22a 및 22b) 사이의 채널영역상에 도시하지 않은 게이트절연막을 
통해 게이트전극층(22d)이 형성된다. 불순물영역(22a)은 주비트선(28)에 접속되고, 불순물영역(22b)은 부
비트선(26)은 부비트선(26)에 접속된다. 불순물영역(22c)은, 도시하지 않은 회로에서의 웰전위를 받도록 
접속된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는, 따라서 불순물영역(22a)을 소스영역으로 하고, 불순물영역(22b)을 드레인영역
으로 하며, 게이트전극층(22d)을 제어전극으로서 또한 불순물영역(22c)(p형 웰(22))을 백게이트로서 작동
한다.

N 웰(24) 표면에는, 상호 간격을 두고, 고농도 p형(P+형) 불순물영역(24a 및 24b)이 교대로 배치된다. 불
순물영역(24a 및 24b) 사이의 채널영역상에 플로팅게이트전극FG 및 컨트롤러게이트전극CG이 형성된다. 불
순물영역(24a)이 공통으로 부비트선(26)에 접속되고, 불순물영역(24b)이 소스선(SL)에 접속된다. 상기 도 
10에 있어서는, N 웰(24)에 기판전위를 인가하는 부분의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와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와는, 그 채널전도형이 다르고, 따라서 별개의 웰내에 형성
된다. 따라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기판 영역인 p형 웰(22) 및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기판 영역인 N 
웰(20)에 각각 상호 독립으로 바이어스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특히, 상기 p형 웰(22)은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에 공통으로 마련되고, 다른 주변회로의 n 채널 MOS 트랜
지스터 형성용의 P 웰과의 달리 형성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전체의 구성을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11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메모리셀이 행렬형상으로 배열되는 메모리 매트릭스(7
0)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매트릭스(70)는, 복수의 섹터SE로 분할된다. 도 11에 있어서, 2개의 섹터 SE1 
및 SE2를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섹터 SE1 및 SE2 각각 대응하여, 섹터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게이트 SG1 
및 SG2를 포함한다. 섹터 SE1 및 SE2의 메모리셀은 N 웰(71a)내에 형성된다. 선택게이트 SG1 및 SG2는, 
상기 N 웰(71a)내에 형성되는 P 웰(71) 내에 형성된다.

메모리 매트릭스(70)에 있어서, 섹터 SE1 및 SE2에 공통으로 메모리셀 열 각각에 대응하여 주비트선이 설
치된다. 도 11에 있어서는, 2개의 주비트선MB0 및 MB1을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이것들의 주비트선 MB0 및 
MB1은, 각각 Y 게이트(72)에 포함되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0 및 YG1를 통해 센스앰플리파이어(52) 및 
기입회로(53)에 접속된다. 센스앰플리파이어(52)는 데이터판독시간에, 활성화되어 선택 메모리셀의 데이
터를 판독한다. 기입회로(53)는, 기입시에 기입데이터에 따라서 기입전압을 주비트선상에 전달한다. 도 
11에는 도시하지 않지만, 주비트선 각각에 칼럼래치가 마련되어 있고, 기입회로에서의 기입데이터를 래치
하여, 상기 래치한 기입데이터에 따라서 기입용의 바이어스전압이 주비트선에 전달되는 구성이 사용되어
도 좋다.

주비트선MB0에 대응하여 2개의 부비트선SB01 및 SB02이 마련되고, 주비트선 MB1에 대응하여 2개의 부비트
선SB11 및 SB12이 마련된다. 부비트선SB01 및 SB11이 섹터 SE1에 포함되는 메모리셀을 접속하여, 부비트
선SB02 및 SB12이, 섹터  SE2에 포함되는 메모리셀을 접속한다. 부비트선SB01 및 SB02은, 각각 선택게이
트 트랜지스터 SG01 및 SG02를 통해 주비트선MB0에 접속되고, 부비트선SB11 및 SB12은 각각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11 및 SG12를 통해 주비트선MB1에 접속된다.

주비트선MB0 ALC MB1이 교차하도록, 메모리셀 각 행에 대응하여 워드선   WL0, …WL2 및 WL2이 배치된다. 
통상 섹터 SE1 및 SE2 각각에 있어서는, 64개의 워드선이 설치되지만, 도 11에 있어서는, 도면을 간략화
하기 위해서,  섹터 SE1  및 SE2  각각에 있어서 2개의 워드선을 대표적으로 도시한다.  이것들의 워드선
WL0~WL3과 부비트선SB01, SB02, SB11 및  SB12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메모리셀이 배치된다. 워드선,WL0은, 
메모리셀 M00 및 M10의 컨트롤러 게이트에 접속되고, 워드선 WL1은, 메모리셀 W01 및 M11의 컨트롤러 게
이트에 접속된다. 워드선WL2은, 메모리 셀 M02 및 M12의 컨트롤러게이트에 접속되어, 워드선WL3이, 메모
리셀 M03 및 M13의 컨트롤러게이트에 접속된다. 메모리셀 M0.0 및 M01이 부비트선SB01에 접속되고, 메모
리셀 M10 및 M11이 부비트선SB11에 접속된다. 메모리셀 M02 및 M03이 부비트선SB02에 접속되고, 메모리셀 
M12 및 M13이 부비트선SB12에 접속된다.

이것들의 메모리셀의 소스영역은 공통으로 소스선SLI에 접속된다.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또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드레스신호를 받아, 워드선을 선택하기 
위한 X 어드레스 신호 및 주비트선을 지정하기 위한 Y 어드레스신호를 각각 X 디코더(59) 및 Y 디코더
(57)에 주는 어드레스버퍼(58)를 포함한다. X 디코더(59)는, 상기 주어진 X 어드레스신호를 디코드하고, 
복수의 워드선WL0~WL3 중 어느것인가를 선택상태로 구동한다. Y 디코더(57)는, 주어진 Y 어드레스신호를 
디코드하여, 어드레스지정된 주비트선을 선택하는 열 선택신호를 생성하여 Y 게이트72에 준다. Y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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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에서의 열 선택신호에 따라 Y 게이트(72)내의 Y 게이트 YG0 및 YG1이, 어드레스지정된 주비트선MB0 
또는 MB1을 센스앰플라이파이어(52) 및 기입회로(53)에 접속한다. 판독작동시에 있어서는, 센스앰플리파
이어(52)가 활성화되어, 선택된 주비트선MB0 또는 MB1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검지하여, 그 검지한 데이터
를 데이터 입출력버퍼(51)를 통해 외부에 출력한다.

기입작동시 있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입데이터가 데이터 입출력버퍼(51)를 통해 기입회로(53)에 주어
지고, 기입회로(53)가, 그 기입데이터에 따라서, 주비트선MB0 또는 MB1에 기입전압을 주는 구성이 이용되
어도 좋다.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또한, 외부에서 전원전압Vcc을 받아 소정의 전압레벨의 부전압을 발생하는 
마이너스 전압발생회로(54 및 55)와, 외부에서의 전원전압 Vcc에 따라서 기입/소거시에 필요한 고전압을 
발생하는 고전압 발생회로(56)와, 고전압 발생회로(56) 및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55)에서의 전압에 따
라서 기입작동시에 기입용 전압 및 패리티용 전압을 발생하는 기입전압 발생회로(60)를 또한 포함한다.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또한 외부에서 주어진 제어신호에 따라서 각 회로작동을 제어하는 시퀸
스 컨트롤러로 구성되는 기입/소거제어회로(50)와, 상기 기입/소거 제어회로(50)의 제어하에, N 웰(71a) 
및 P 웰(71b) 각각에 전위를 공급하는 웰전위 발생회로(61a) 및 웰전위 발생회로(61b)를 포함한다. 웰전
위 발생회로(61a_는, 소거작동시에는 상기 N 웰영역(71a)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여, 기입 및 판독작동시
에는 접지전위를 공급한다. 웰전위 발새오히로(61b)는, 소거작동시 및 판독작동시에는 접지전위를 공급한
다. 웰전위 발생회로(61b)는, 소거작동시 및 판독작동시에는 접지전위레벨의 전위를, 기입작동시에는 기
입바이어스전압과 같은 정도 크기의 마이너스 전압을 P 웰 영역(71b))에 공급한다.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또한 소스선SL의 전위를 제어하는 소스 제어회로(62)와, 선택을 제어
하는 실렉트 게이트 디코더(63)를 도한 포함한다. 소스제어회로(62)는, 기입/소거 제어회로(50)의 제어하
에, 소거작동시에 소스선SL에 고전압을 주고, 판독작동시에는, 소스선SL을 접지전위 레벨에 유지하고, 기
입작동시에는, 예를들면 -1.5V의 마이너스 전압을 공급한다. 실렉터 게이트디코더(63)는, 어드레스버퍼
(58)에서의 섹터지시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드하고, 선택된 섹터에 대응하여 설치된 섹터 실렉터 SG1, SG2
에 대해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54)에서 주어지는 마이너스 전압을 공급한다. 상기 실렉터게이트 디코더
(63)는, 기입/소거 제어회로(50)의 제어하에,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비선택 섹터에 대하여 마련된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G에 대해, 예를 들면, -6V의 마이너스 전압을 공급하여, 선택섹터에 대하여 마련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SG에 대하여 예를 들면 -5V의 마이너스 전압을 공급한다. 상기 실렉터게이트 디코
더(63) 출력신호의 전압레벨의 제어에 의해, 기입작동시에 있어서 선택부비트선에 공급되는 전류를 제한
하여, 「자기리미트기입」을 실현한다. 이하, 간단히, 상기 도 11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의 섹터소거작동, 기입작동 및 판독작동에 대하여 설명한다.

(i) 섹터소거작동

역에서는 섹터SE1를 일괄소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선, 기입/소거제어회로(50)에, 섹터 일괄소거작동
을 지정하는 제어신호가 주어진다. 이것에 의해, 마이너스 전압발생회로(55) 및 고전압발생회로(56)가 활
성화된다.

마이너스 전압발생회로(55)는,  X  디코더(59)에  마이너스 전압(-5~-12V)을  준다.  X  디코더(59)는,  섹터 
SE1의 워드선WL0 및 WL1에 상기 주어진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여, 섹터 SE2의 워드선WL2 및 WL3에는, 비
선택상태를 도시하는 접지전압(0V)를 전압을 인가한다. 고전압 발생회로(56)는, 기입/소거제어회로(50)의 
제어하에, 5 내지 12V의 고전압을 발생하여 웰전위 발생회로(61a)에 준다. 웰전위 발생회로(61a)는, 상기 
주어진 고전압을 N 웰 영역(71a)에 준다. 웰전위 발생회로(61b)는, 접지전압을 P 웰 영역(71b)에 준다.

Y 디코더(57)는, 비선택상태의 접지전압레벨의 선택신호를 생성하여  Y 게이트(72)에 공급하여, 이것에 
의해,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0 및 YG1이 오프상태(off)로 되어, 주비트선MB0 및 MB1이 플로팅상태가 된
다. 소스제어회로(62)는, 소스선SL에 대하여 5 내지 12V의 플러스의 고전압을 인가한다. 섹터 실렉터게이
트(sector selector gate)SG1 및 SG2는 실렉트게이트 디코더(63)의 제어하에 오프상태에 유지된다. 상기 
상태에 있어서는, 선택섹터내에서만, 워드선에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되어, 비선택섹터에 있어서는, 워드
선전위는 접지전압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섹터내에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채널이 형성되
어, 상기 채널영역과 워드선상의 전압과의 차에 따라 FN터널링현상이 생겨 플로팅게이트 전극에서 기판영
역(71a)에 전자가 들어오고, 선택섹터 SE1의 메모리셀 전부의 소거가 동시에 실행된다.

(ii) 기입작동

지금, 메모리셀 M00을 프로그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메모리셀 M00의 플로팅게이트에 대하여 전자를 
주입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작은 상태를 데이터 "0"의 상태에 대응시켜,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큰 초기 상태를 데이터 "1"을 기억하는 상태에 대응시킨다.

우선, 기입/소거 제어회로(50)에 대하여 프로그램 작동을 지정하는 제어신호가 주어지고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54 및 56)가 활성화된다.

고전압발생회로(56), 활성화되어 고전압을 발생하고, 기입전압 발생회로(60)에 대해 고전압을 준다. 상기 
기입전압 발생회로(60)는, 또한 마이너스 전압발생회로(55)에서 마이너스 전압을 받는다.

마이너스 전압발생회로(54)는,  Y 디코더(57) 및 기입회로(53) 및 실렉터게이트디코더(63)에 대하여 마이
너스 전압을 준다. 외부에서 데이터 입출력버퍼(51)를 통해 데이터 "0"이 기입회로(53)에 주어져 래치된
다. Y 디코더(57)는, 어드레스버퍼(58)에서 주어진 Y 어드레스신호에 따라서 Y 게이트(72)내의 게이트 트
랜지스터 YG0에 0V를 인가하여,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1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항쳐, 그것에 의해,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0를 온상태,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1를 오프 상태로 한다.

기입회로(53)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0를 통해 주비트선MB0에 데이터 "0"에 대응하는 기입전압을 인가
한다.  이것에  의해  주비트선MB0을  통해,  부비트선SB01  및  SB02이  상기  기입전압레벨에  고속으로 
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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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비트선SB01 및 SB02의 충전작동 완료후, 실렉터게이트 디코더(63)가, 섹터 SE1에 대해 마련된 섹
터 실렉터게이트 SG1에 대하여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여,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G01 및 SG11의 정류구
동력을 저하시킨다.

소스제어회로(62)는, 상기 기입작동에 앞서, 소스선SL에 대해, 마이너스 전위(L1.5V정도)를 인가한다. 웰
전위 발생회로(61b)가,  상기 실렉터 게이트(63)에서의 마이너스 전압 발생작동과 동기하여, P  웰 영역
(71b)에 대해 거의 같은 크기의 마이너스 전압을 발생해 준다. 기입전압 발생회로(60)는, 고전압발생회로
(56)에서의 고전압 및 마이너스 발생회로(55)에서의 마이너스 전압에 따라 교대로 패리티용의 마이너스 
전압 및 기입용의 고전압을 발생하여 X 디코더(59)에 준다. X 디코더(59)는, 상기 기입전압 발생회로(6
0)가 주어지는 신호를 선택워드선WL0 상에 인가한다. 이것에 의해, 워드선WL0과 부비트선SB01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되는 메모리셀 M00에 대하여 「자기리미트 기입」이 실행되어, 그 한계치 전압이 거의 일정
한 값의 전위레벨로 설정된다. 상기 기입작동은 소정시간 경과하면, 기입이 완료하여, 각 회로는 초기 상
태로 복귀한다.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11)에 있어서, 메인비트선 MB0 및 MB1 각각에 대하여 칼럼래치회로가 마
련되어 있고, 상기 칼럼래치가 기입회로(53)에서의 기입데이터를 래치하여, 상기 칼럼래치에 래치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 대응하는 주비트선에 각각 전압이 전달되도록 구성되어도 좋다.

또, 상기 도 11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0 및 YG1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이것들의 기판 영역에 웰전위 발생회로(61a)에서의 전위가 주어지도록 
구성되어도 좋다. 상기의 경우에는, Y 디코더(57)는, 고전압을 발생하여 Y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오프상태
로 하여, 마이너스 전압을 발생하고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0 및 YG1를 온상태로 한다.

(iii) 판독작동

다음에, 메모리셀 M00에서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선, 기입/소거 제어회로(50)에 대하여 
판독작동을 지정하는 제어신호가 주어진다.

X 디코더(59)는, 어드레스버퍼(58)에서 주어지는 X 어드레스신호에 응답하여 워드선WL0을 선택하고, 그 
선택워드선WL0에  대하여,  예를  들면  -3.3V  정도의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다.  나머지의 비선택워드선
WL1~WL3은, 접지전압 레벨을 유지한다.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이고, 한계치 전압
이 마이너스이고, 컨트롤러 게이트전극의 전압이 접지전압 레벨일 때에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는 오프상
태를 유지한다.

Y 디코더(57)가, 상기 어드레스버퍼(58)에서 주어지는 Y 어드레스신호에 응답하여 Y 게이트(72) 내의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0를 온상태로 구성한다. 소스제어회로(62)는, 소스선SL을 접지전위 레벨에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웰전위 발생회로(61a 및 61b)는, 접지전위 레벨의 전압을 각각의 웰전위영역에 공급한
다. 메모리셀 M00의 기억데이터에 따라, 부비트선SB01 및 주비트선MB0에 전류가 흐르든가 또는 흐르지 않
는다. 이때, 선택 주비트선에는, 판독전류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소정의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상기 주
비트선MB0에 판독전류가 흐르는가의 여부를 센스앰플리파이어(52)에 의해 검출하여, 상기 검출한 결과를 
도시하는 데이터가 데이터 입출력버퍼(51)를 통해 외부에 판독된다.

[X 디코더의 구성]

도  12는  도  11에  도시하는  X  디코더(59)의  구성의  이례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2에 
있어서, 1개의 워드선WL에 대한 디코드회로의 구성이 나타난다. 도 12에 있어서, X 디코더(59)는, 어드레
스버퍼(58)에서 주어지는 내부 X 어드레스신호를 받는 AND 회로(75)와, AND 회로(75)의 출력신호와 기입
지시신호 ψ p를 받은 불일치검출(EXOR) 회로(76)와, 상기 불일치검출회로(76)의 출력신호에 따라 대응하
는 워드선WL을 선택상태 또는 비선택상태로 구동하는 인버터회로(77)를 포함한다. AND 회로(75) 및 불일
치검출회로(76)는, 각각, 전원전압Vcc 및 접지전압GND을 양작동 전원전압으로서 작동한다.

워드선 드라이브회로로서의 인버터회로(77)는, 한편 전원노드(78)에 주어지는 전압Vp/GND과 다른 쪽 전원
노드(79)에 주어지는 전압GND/Vv/Vr를 양작동 전원전압으로서 작동한다. 전압Vp은, 기입시에 형성되는 고
전압이다. 전압 Vv은, 패리티때에 형성되는 마이너스 전압이고, 전압Vr은, 판독시에 주어지는 예를 들면 
-3.3V 정도의 판독전압이다. 상기 인버터회로(77)는, 또한, 레벨 변환기능을 구비하여, 불일치 검출회로
(76)에서의 Vcc-GND 레벨의 신호진폭을, 그 양작동 전원노드(78 및 79)에 주어진 전압레벨의 신호로 변환
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상기 레벨변환기능의 구성에는, 예를 들면 래치회로를 포함하는 주지의 레벨 변환
회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입지시신호ψp는, 기입작동시에 H 레벨의 활성상태로 되고, 그것 이외의 작동 모드시간에 있어서는, L 
레벨의 비활성상태가 된다.

AND  회로(75)는, 주어진 내부 X 어드레스신호가 대응의 워드선 WL을 지정할 때에는, H레벨의 신호를 출
력하고, 대응하는 워드선WL이 비선택일 때에는,  L 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불일치검출회로(76)는, 상기 
기입지시신호ψp가 H 레벨일 때에는, 인버터로서 작용하고, 기입지시신호ψp가 L 레벨일 때에는, 버퍼회
로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상기 불일치검출회로(76)의 출력신호는, 선택워드선WL
에 대해서는, L레벨, 비선택워드선에 대해서는 H 레벨이 된다. 패리티 모드시 및 판독작동 모드시에 있어
서는, 불일치 검출회로(76)의 출력신호는 선택워드선에 대해서는, H레벨, 비선택워드선에 대해서는 L 레
벨이 된다. 상기 불일치 검출회로(76)에 의해, 기입작동 모드시와 그것 이외의 작동 모드시로, 워드선의 
선택신호의 논리레벨을 반전한다.

인버터회로(77)는, 레벨변환기능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불일치검출회로(76)에서 신호의 레벨변환을 하고 
또한 반전하여 대응하는 워드선WL에 출력한다. 불일치 검출회로(76)의 출력신호가  H 레벨일 때에는, 인
버터회로(77)는 그 전원노드(79)에 주어진 전압을 출력하고, 한편, 불일치 검출회로(76)의 출력신호가 L 
레벨일 때에는, 전원노드(78)에 주어진 전압을 출력한다. 이것에 의해, 기입작동시에 있어서, 선택워드선
에는 고전압Vp이 주어지고, 비선택워드선에는, 접지전압GND이 전달된다. 패리티모드시 및 통상의 ㅍ나독
작동 모드시에 있어서는, 논리가 반전하기 때문에, 비선택워드선에 접지전압GND이 전달되고, 선택워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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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전원노드(79)의 전압Vv 또는 Vr이 전달된다.

상기 도 12에 일례로서 도시하는 회로를 이용함으로써, 상호 극성이 다른 플러스의 기입 고전압 Vp 및 마
이너스의 패리티용 전업Vv을 교대로 선택워드선WL에 전달할 수 있다.

도 13은 도 11에 도시하는 기입전압 발생회로(60)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3에 있어서, 
기입전압 발생회로(60)는, 기입지시신호ψp를 반전하고 또한 그 레벨을 변환하는 반전레벨 변환회로(80)
와, 반전레벨 변환회로(80)의 출력신호를 반전하여 전극노드(78)에 전달하는 인버터회로(81)를 포함한다. 
인버터회로(81)는, 고전압Vp을 받는 한편 통전노드(소스)와 전극노드(78)에 접속되는 다른 쪽 통전노드
(드레인)와 반전레벨 변환회로(80)의 출력신호를 받는 게이트를 구비하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81a)와, 
접지전압GND을 받는 한편 통전노드(소스)와 전극노드(78)에 접속되는 다른 쪽 통전노드(드레인)와 반전레
벨 변환회로(80)의 출력신호를 받은 게이트를 갖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81b)를 포함한다.

반전레벨 변환회로(80)는, 기입지시신호ψp 또는 접지전압GND의 전압레벨로 변환한다. 기입지시신호ψ p
가 H 레벨이고, 기입작동이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상기 반전레벨 변환회로(80)의 출력신호는 접지전압 
레벨의 L 레벨로 되어, p 채널 MOS 트랜지스터(81a)가 온상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81b)가 오프상태로 
된다. 이것에 의해, 전극노드(78)는 기입고전압Vp이 전달된다.

기입지시신호ψp가 L레벨의 비활성 상태일 때에는, 반전레벨 변환회로(80)의 출력신호는 고전압Vp 레벨이
고, p 채널 MOS 트랜지스터(81a)가 오프상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81b)가 온상태로 된다. 이에 따라, 
전극노드(78)는 접지전압 GND이 전달된다.

도 14는 도 11에 도시하는 기입전압 발생회로(60)의 전극노드(79)에 전압을 인가하는 부분의 구성을 도시
하는 도면이다. 도 14에 있어서, 기입전압 발생회로(60)는, 기입지시신호ψp를 받아, 그 레벨을 변환하는 
반전레벨 변환회로(82)와, 반전 레벨 변환회로(82)의 출력신호를 반전하여 전극노드(79)에 전달하는 인

버터회로(83)를 포함한다. 반전레벨 변환회로(82)는, 기입지시신호ψp를 접지전압GND 또는 마이너스 전압
Vv/Vr의 전압레벨의 신호로 변환한다. 인버터회로(83)는, 접지전압GND을 받는 한편 통전노드(소스)와 전
극노드(79)에 결합되는 다른 쪽 통전노드(드레인)와, 반전레벨 변환회로(82)의 출력신호를 받는 게이트를 
갖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83a)와, 마이너스 전압  Vv/Vr을 받는 한편 통전노드(소스)와 전극노드(79)
에 결합되는 다른 쪽 통전노드(드레인)와 반전레벨 변환회로(82)의 출력신호를 받는 게이트를 갖는 n 채
널 MOS 트랜지스터(83b)를 포함한다.

기입지시신호ψp가  활성상태의  H  레벨일  때에는,  반전레벨  변환회로(82)의  출력신호의  마이너스 전압
Vv/Vr의 전압레벨로 되어, p 채널 MOS 트랜지스터(83a)가 온상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83b)가 오프상
태로 되어, 전극노드(79)는, 접지전압GND이 전달된다. 한편, 기입지시신호ψp가 L 레벨의 비활성 상태일 
때에는, 반전레벨 변환회로(82)의 출력신호는 접지전압GND 레벨이 되어,  p 채널 MOS 트랜지스터(83a)가 
오프상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83b)가 온상태로 되어, 전극노드(79)에, 마이너스 전압Vv/Vr이 전달된
다.

상기 도 13 및 도 4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기입전압 발생회로를 이용함으로써, 기입지시 미신호ψp에 따
라 X 디코더에 포함되는 워드선 드라이버의 작동 전원전압 레벨을 변경할 수 있고, 따라서 기입작동 및 
패리티 작도을 교대로 실행할 수 있다.

또, 기입지시신호ψp는, 도 11에 도시하는 기입/소거 제어회로(50)에서 소정의 주기로 출력된다.

도 15는, 마이너스 전압Vv/Vr 생성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5에 도시하는 구성은, 도 11에 도
시하는 기입전압 발생회로(60)에 포함된다.

도 15에 있어서, 마이너스 전압생성부는,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55)에서의 마이너스 전압Vr 출력노드 
D0와 접지전압GND을 받는 접지노드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고저항의 저항소자  Z1 및 Z2와, 출력노드 
D0와 노드 DN의 사이에 접속되어 또는 그 게이트에 판독지시신호ψr를 얻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Q를 
포함하는 상기 판독지시신호ψr는, 접지전압 GND (0V)과 마이너스 전압 Vr 사이에 변화한다. 노드 DN에서 
마이너스 전압Vv/Vr이 출력된다. 저항소자 Z1 및 Z2는 예를들면 저항 접속된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상기 경로를 흐르는 전류는 충분히 작아진아. 이것에 대해,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55)의 소비전류의 감
소를 도모한다. 저항소자 Z1 및 Z2의 저항비에 따라서, 마이너스 전압Vr 보다도 높은 Vv이 생성된다. 판
독 작동지시 신호ψr가 접지전압 레벨의 0V일 때에는, MOS 트랜지스터 NC1는 온 상태이고, 노드 D0 및 DN
을 단락하고, 상기 노드 DN에서는, 판독용 마이너스 전압Vr이 생성된다. 한편, 판독 작동지시 신호ψr가 
마이너스 전압Vr 레벨일 때에는, MOS 트랜지스터 NQ가 오프상태이고, 노드DN에는, 저항소자Z1 및 Z2에 의
해 저항 분할된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Vv이 출력된다.

또한, 상기 도 15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55)의 출력전압을 소정의 기준전압
과 비교하여, 그 비교결과에 따라서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55)의 작동이 제어되는 구성이 이용되고, 작
동 모드에 따라서 상기 기준전압을 새로 전환하는 구성을 이용되하여도 좋다.

또, 도 13 내지 도 15에 있어서, 최종단의 전압 발생부는, 전부 기입전압 발생회로(60)에 포함되도록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의 최종단의 회로(인버터(81, 83) 및 저항성소자Z1, Z2 및 MOS 트랜지스터
(NQ)는, X 디코더(59) 내에 마련되어도 좋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1에 따르면, PMOS 형 DINOR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n 채널 MOS 트랜지스
터로 구성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사용,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메모리셀 어레이 및 주변회
로와 별도의 기판 영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바이어스전압 전달특성
을 유지하면서 전류제한 기능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선택워드선에 기입고전압과 패리티용 전압을 교대로 인가함으로써,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전류제한 기능에 의해, 패리티시, 선택 부비트선 전위가 상승하여, 자동적으로 기입작동이 정지되기 때문
에, 선택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분포폭을 좁게 할 수 있고, 저전원전압화에 있어도 안정하게 작동하는 
PMOS형 DINOR 플래시 메모리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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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동적으로 기입이 정지하기 때문에, 패리티작동을 하기 위해서 패리티회로를 마련할 필요가 없고, 
또 패리티 결과를 판정하는 회로가 불필요하게 되어, 회로구성이 간략돠되는 동시에, 종래의 것으로 패리
티 작동이 불필요하게 되어, 고속기입이 실현된다.

[실시예2]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6에 있어서, 1개의 부비트선SBL에 관련하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16에 있어서, 부비트선SBL에 n 
채널형의  적층게이트형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메모리셀  MC0~MCm이  접속된다.  이것들의  메모리셀    
MC0~MCm의 컨트롤러 게이트에는, 워드선WL0~WLm이 접속된다. 부비트선 SBL은, 게이트에 선택전압VstpP을 
받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를 통해 주비트선MBL에 접속된다.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따라서, 상기 구성에 있어서도,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와 메모리셀 
MC0~MCm의 전도형은 다르고, 이들은 별개의 웰영역(또는 반도체기판 영역)에 형성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
판 영역에 상호 독립인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는, 또한, 주변
회로의 p 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독립의 웰영역내에 형성된다.

이러한,  메모리셀이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먼저 도 47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플로팅게이트에서 전자가 방출되어, 그 한계치 전압
이 작아진다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인 경우, 한계치 전압은 플러스이고, 그 절대치는 작아진다).

상기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주비트선MBL에서 부비트선SBL에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를 통해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에 있어서는, 기입작동시에는, 주비트선MBL에 접속하는 
노드가 소스로 된다. 따라서, 도 5에 도시하는 선택트랜지스터의 전류 특성에 있어서 그 부비트선의 전압
VSB을 플러스로 하면, 같은 작동 곡선이 얻어진다. 따라서, 상기 도 1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n 채널 적
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메모리셀을 구성하여도, 주비트선MBL과 부비트선SBL 사이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
터를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형성함으로써, 실시예1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17은 기입작동시에 있어서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메모리셀의 전압인가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이
다. 도 17에 있어서, 기입작동시에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의 게이트에는, 예를 들면 +5V의 플러스 
전압 Vstp이 인가되고, 주비트선 MBL에는, 예를 들면 +6V의 기입전압이 인가된다. 메모리셀MC의 컨트롤러 
게이트에는, 예를 들면 -10V의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되고, 소스선SL은 예를 들면 +1.5V의 플러스 전압이 
인가된다. 상기 전압인가 상태에서는, 메모리셀 MC에서, FN 터널 현상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전극에서 드
레인전극으로 전자가 들어온다. 이때문에, 부비트선SBL에서 수 10nA 정도의 리크전류가 메모리셀 MC로 흘
러 들어온다. 이때,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는, 그 제어전극의 전위가 5V정도로 주비트선MBL의 전압 
+6V에 가까와지고, 그 전류 공급력은 제한되어 있고, 약 1μA 정도의 충전전류를 공급한다.

다음에,  약  1.5V  정도의  패리티용  플러스  전압  펄스를  메모리셀  MC의  컨트롤러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한다. 한계치 전압이 소정치 이하로 되어 있는 메모리셀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수 10μA 정도의 채널
전류가 소스선SL에 흐른다. 상기 채널전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에서 공급되는 충전전류보다도 
크고, 부비트선SBL 상의 전압VSBL이 저하한다. 이것에 의해, 다음에 기입용의 마이너스 전압이 워드선에 
인가되어도,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는 기입은 행해지지 않는다(또는 아주 느린 기입이 행하여진다). 따
라서, 도 1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메모리셀로서 이용하여도, 선택게이
트 트랜지스터를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하여, 그 게이트전극에 주어지는 전압을 높게 함으로써, 기입
작동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2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기입작동시의 사용 전압의 변화상태
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8에 도시하는 작동파형은, 도 7에 도시하는 작동파형과 그 전압극성이 
반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도일하다. 단지,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주어지는 
선택전압Vstp에 관해서는, 선택열에 대해서는, +5V가 인가되고, 비선택열에 대해서는 +6V가 인가된다.

상기 실시예2에 있어서, 필요한 제어전압을 발생하는 부분의 구성으로서는, 먼저 도 12 내지 도 15에 도
시하는 구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출력단에 있어서의 전극노드에 인가되는 전압이 교환될 뿐이다.

또한, 상기 실시예2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전체구성은 도 11에 도시하는 것과 같고, 단
지 상기 메모리셀 MC이 p 채널 대신에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이용되고, 또한 섹터 실렉트 신호
를 받는 섹터 선택 트랜지스터가 p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형성되는 점이 다를뿐이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2에 따르면,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메모리셀이 접속하
는 부비트선에 대하여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마련하여 부비트선을 
주비트선으로 접속하도록 구성하고 있고, 기입작동시,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위를 조절
함으로써, 기입전류를 제한하여,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이 소정치 이하로 하면, 부비트선 전위가 상승하여 
기입이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이것에 의해, 실시예1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3]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3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이다. 상기 도 19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실시ㅖ1에 있어서의 p 채널 MOS형 메모리셀 
구조를 이용하여, NOR 형 플래시 메모리를 실현하고 있다.

도 19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3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행렬형상으로 배치되는 복수의 
메모리셀 Q11…Q1j…Qi1…Qij를 포함하는 메모리 어레이(101)와, 어드레스버퍼(105)에서 주어지는 내부 X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드하여, 메모리 어레이(101)에 있어서의 어드레스 지정된 행을 선택상태로 구동하기 
위한 X 어드레스 디코더(102)와, 데이터 기입시에 입출력버퍼(108)에서 주어지는 기입데이터를 래치하고, 
또한 기입데이터에 따라 기입고전압을 생성하는 기입회로(106)와, 데이터판독시, 상기 선택 메모리셀에서 
판독된 데이터를 검지 증폭하여 입출력버퍼(108)를 통해 장치외부에 판독하는 센스 앰플리파이어(107)와, 
메모리 어레이의 소스선의 전위를 제어하는 소스제어회로(109)와, 소정의 마이너스 전압을 생성하는 마이
너스 전압발생회로(110 및 111)과, 기입 및 소거시에 필요한 고전압을 발생하는 고전압 발생회로(1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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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어레이(101)의 반도체기판 영역인 웰에 전위를 공급하는 웰전위 발생회로(113)를 포함한다.

메모리 어레이(101)는, N 웰영역(114)내에 형성되어, 상기  N 웰영역(114)에 웰전위 발생회로(113)로부터
의 전위가 공급된다. 메모리 어레이(101)는, 메모리셀의 각 행에 대응하여 배치되는 워드선WL1~WLi와, 메
모리셀의 각 열에 대응하여 배치되는 비트선BL1~BLi을 포함한다. 워드선WL1~WLi과 비트선BL1~BLj의 교차
부에 대응하여 메모리셀 Q11~Q1j이 배치된다. 워드선WL1~WLi의 각각에는, 대응하는 행의 메모리셀의 컨트
롤러 게이트가 접속된다. 비트선BLi~BLj에는, 대응하는 열의 메모리셀의 드레인이 접속된다. 메모리셀의 
각 행에 대응하여 소스선S1~Si이 배치되어, 각각에 대응하는 메모리셀의 소스가 접속된다. 소스선S1~Si는 
소스라인 스위치(122)를 통해 소스제어회로(109)에 접속된다.

상기 실시예3에 다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또한, Y 어드레스 디코더(104)에서의 열 선택신호에 응
답하여 통전하여, 대응하는 열을 선택하는 열 선택신호를 생성하는 Y 어드레스디코더(104)와, Y 어드레스
디코더(104)에서의 열 선택신호에 따라서 메모리 어레이(101)의 대응하는 비트선을 내부 데이터선(123)에 
접속하는 Y 게이트(103)와, 기입회로(106)와 내부 데이터선(123) 사이에 접속되는 기입게이트(120)와, 상
기 기입게이트(120)의 데이터 기입시의 작동을 제어하는 기입게이트 제어회로(121)를 포함한다.

Y 게이트(103)는 비트선BL1~BLj 각각과 내부 데이터선(123)의 사이에 결합되어, 각각의 게이트에 Y 어드
레스 디코더(104)에서의 열 선택신호가 주어지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1~Yj를 포함한다.

기입게이트(120)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120a)를 포함하며, 그 게이트 전위 및 웰전위가, 기입게이트 
제어회로(121)에 의해 제어된다. 기입게이트 제어회로(121)는,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110)에서의 마이
너스 전압을 받아, 기입시 상기 기입게이트(120)의 전류공급력을 조정한다. 소스제어회로(109)는, 소거시 
소스선S1~Si에 소거용 고전압을 주교ㅗ, 기입시에는, 선택 메모리셀이 존재하는 행에 대응하여 마련된 소
스선에 대하여 마이너스 바이어스전압을 소스라인 스위치(122)를 통해 준다. 각 회로는, 도시하지 않은 
기입/판독 제어회로의 제어하에 작동한다. 다음에, 상기 도 19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작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i) 소거작동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111)가,  X  어드레스디코더(102)에  대하여  마이너스  전압(예를  들면  -10V)를 
준다. X 어드레스디코더(102)는, 모든 워드선WL1~WLi에 마이너스 전압(예를 들면 -10V)를 인가한다. 웰전
위 발생회로(113)는, N 웰영역(114)에 고전압(예를 들면 8V)을 인가한다. 소스 제어회로(109)는, 소스라
인 스위치(122)를 통해 소스선S1~Si에 대하여 고전압(예를 들면 8 V)을 인가한다. Y 어드레스디코더(10
4)는, Y 게이트(103)내의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1~Yj를 전부 오프상태로 하여, 비트선BL1~BLi을 전부 플
로팅상태로 한다. 상기 상태에 있어서는, 메모리 어레이(101)내의 메모리셀에 대하여 워드선에 -10V, 소
스선에   8V  및  N  웰영역(114)에  8V의  전압이  인가되어,  상기  메모리  어레이(101)내의  모든  메모리셀 
C11~0ij에 있어서 소거작동이 행해지고(플로팅 게이트 적극에서 기판 영역에의 전자의 방출), 이것에 의
해, 메모리 Q11~Qij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커진다.

(ii) 기입작동

지금, 메모리셀 Q11에 기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메모리셀 Q11의 플로팅 게이트에 대해 전자를 주입
하고, 그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를 작게 한다.

고전압 발생회로(112)는, X 어드레스 디코더(102)에 예를 들면 8V 정도의 고전압을 준다. X 어드레스 디
코더(102)가 어드레스버퍼(105)에서 주어지는 X 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워드선WL1을 선택한다. 이에 
따라, 선택된 워드선WL1에 고전압(예를 들면 8V)이 인가되고, 비선택의 워드선WL2~WLi이 접지전위 레벨에 
유지된다.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110)가, Y 어드레스디코더(104)에 마이너스 전압을 준다. 또한, 외부에서 데이터 
입출력버퍼(108)를 통해 데이터 "0"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작은 상태에 대응하는 데이터)이 기입회로
(106)에 주어져 래치된다. Y 어드레스(104)가, 어드레스버퍼(105)에서 주어지는 Y 어드레스신호를 디코드
하여, Y 게이트(103)에 대해 열 선택신호를 전달한다. Y 게이트(103)가 상기 열 선택신호에 따라서 비트
선BL1을 선택하여, 선택된 비트선BL1을 내부 데이터선(123)에 접속한다. 상기 상태에 있어서, 기입게이트
(120)에 있어서는, 기입게이트 제어회로(121)의 제어하에, 그 게이트전위 및 웰전위는 각각 0V 및 -6V로 
되어 있고, 기입회로(106)에서 예를 들면 -6V 정도의 기입전압이 선택비트선BL1에 전달한다.

소스제어회로(109)는 소스라인 스위치(122)를 통해 선택소스선S1에 대해 예를들면 -1.5V의 바이어스 전압
을 공급한다. 상기 바이어스전압은 모든 소스선S1~Si에 대해 공통으로 주어져도 좋다. 비트선BL1이 소정
의 기입전압(-6V 정도)에 충전되면, 기입게이트 제어회로(121)가, 기입게이트(120)의 기입게이트 트랜지
스터(120a)의  게이트전위를  예를  들면  -5V  정도로  저하시킨다.  이것에  의해,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120a)의 전류구동력이 조정된다. N 웰영역(114)에는, 웰전위 발생회로(113)에서 접지전압(0V)이 인가된
다.

소정의 기간(기입펄스폭)이 경과하면, X 어드레스 디코더(102)가, 선택 워드선W1에 대해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111)에서 주어지는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을 소정기간 인가한다. X  어드레스 디코더(102)는, 
기입용 고전압 및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을 교대로 반복하여 인가한다. 상기 기입작동시에 있어서, 앞에
서의 실시예1와 같고, 한계치 전압이 높아지면 (절대치가 작아지면), 채널전류가 흘러 비트선BL1의 전위
가 높아지고 (절대치가 작아지고), 메모리셀 Q11에 있어서의 밴드-밴드사이 터널링현상이 억제되어, 상기 
메모리셀 Q11에 대한 기입이 정지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메모리셀 Q111에 대한 기입이 
행하여진다. 이때, 기입게이트(120)의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120a)의 전류공급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
문에, 메모리셀 Q11 한계치 전압이 소정치 이하로 하면, 자동적으로 기입이 정지하기 때문에, 기입후 한
계치 전압의 분포폭을 좁게할 수 있다.

또한, 기입시에 있어서의 필요한 각 전압의 발생상태는, 실시예1에 있어서의 것과 같고, 같은 구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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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iii) 판독작동

지금, 메모리셀 Q11에서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X 어드레스 디코더(102)는, 어드레스버퍼
(105)에서 주어지는 X  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워드선WL1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워드선에 예를 들면 
-3.3V의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다. 비선택워드선WL2 내지 WLi에 대해서는, 접지전압(0V)이 인가된다. Y 
어드레스 디코더(104)가 어드레스버퍼(105)에서 주어지는 Y 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Y 게이트(103)에 
대해 열 선택신호를 준다. Y 게이트(103)에 있어서,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1가 통전하여, 비트선BL1이 선
택되고 내부 데이터선(123)에 접속된다. 이때, 소스선은 소스제어회로(109)의 제어하에, 접지전압 레벨에 
유지되고 있다.

웰영역(114)은 상기 웰전위 발생회로(113)에서의 접지전압을 받고 있다. 선택비트선에는, 예를 들면 2V 
정도의 전압이 센스앰플리파이어(107)에서 인가된다. 메모리셀Q11이 기입상태에 있고, 그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작은 경우에는, 비트선BL1에 전류가 흐른다. 메모리셀 Q1의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큰 경우에
는, 비트선BL1에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상기 판독전류의 유무가 센스앰플리파이어(107)에 의해 검지되
고, 그 검지결과를 도시하는 데이터가 입출력버퍼(108)를 통해 외부에 출력된다. 또, 소거작동에 있어서
는, 블럭단위로 소거가 행하여져도 좋고(소스선 단위) 또한 모든 비트 일괄소거가 행하여져도 좋다.

상기 도 19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는, 일괄소거가 행하여지는, 상기 소거작동에 
있어서는,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큰 쪽으로 시프트되어 있고, 기입작동에 의해, 그 한계치 전압이 작은 
방향으로 시프트되어 있다. 따라서, 일괄소거를 하여도 이른바 「 과소거」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또, 
기입 작동에 있어서는, 기입게이트(120)에 의해, 기입전류에 리미트가 걸려 있고, 기입이 자동적으로 종
료하기 때문에, 기입후Vth 분포폭은 좁게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상기 도 1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p 채널형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메모리셀로서 이용한 
NOR 형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도, 실시예1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변경예1]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예3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변경예1의 주요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
면이다. 도 20에 있어서는, 메모리어레이 및 데이터 기입부의 구성만을 도시한다. 도 20에 있어서, 메모
리셀 어레이는, 복수의 워드선WL0~WLm과, 적수의 비트선BL0~BL2, …과, 워드선WL0~WLm 및 비트선BL0~BL2, 
…의  교차부에  대응하여  배치되는  메모리셀   M01~M0m~M21~M2m  …을  포함한다.  메모리셀  M0.1~M0m  … 
M21~M2m은, p 채널형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비트선BL0~BL2 … 각각은, 공통으로 선택 제어전압Vstg을 
게이트에 받는 선택제어 트랜지스터 NSG0~NSG2  …를 통해 기입회로(130)에 접속된다. 기입회로(130)는, 
복수비트를 동시에 기입하는 회로이면 좋고, 도 9에 도시하는 기입회로(106)와 동일하여도 좋고, 또한, 
비트선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되고 기입데이터를 래치하여 「칼럼래치」도 좋다. 상기 기입회로(130)는, 
기입작동시  래치한  기입데이터에  따라서  기입용  마이너스  전압을  생성한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0~NSG2는, 기입회로(130)가 도 19에 도시하는 기입회로(106)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Y 게이트에 포함되
어도 좋고,  또한  기입회로(130)가  칼럼래치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Y  게이트와 달리  마련되고, 비트선
BL0~BL2과 칼럼래치를 접속하는 접속스위치라도 좋다.

상기 도 20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구성인 경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0~NSG2는, 
동시에 통전상태로 되어, 비트선BL0~BL2 …에 대해 동시에 기입작동이 행하여진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도, 선택전압Vstg은, 기입바이어스 전압레벨에 가까이 하는 동시에, 소스선SL에 바이어스 전압을 배고, 
선택워드선에 대해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 및 기입용 고전압을 교대로 인가함으로써, 각 비트선BL0, BL1 
및 BL2에 있어서 상호 독립으로 기입이 자동적으로 정지한다. 상기의 경우, 비트선BL1~BL2에 대한 충전전
류는, 100μA 이하의 전류 레벨이면 좋으며, 특히 1μA 정도에까지 그 충전전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기입시의 비트선 충전전류의 값은, 기입상태에 필요로 되는 한계치 전압의 값(또는 채널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적당히 정해지면 좋다.

또한, 도 20에 있어서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0~NSG2의 기판 영역(웰)의 전위를 제어하는 부분의 
구성은 도시하지 않는다.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상기 기입회로(130)에서의 기입의 전압레벨에 따른 전
압이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NSG0~NSG2의 기판 영역에 주어진다.

[변경예2]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3의 변경예2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21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
서는, 도 20에 도시하는 구성과 다르고, 메모리셀 M0.0~M2m이, n 채널형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
어, 비트선BL0~BL2 각각 대응하여 마련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0~PSG2가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입회로(135)에서의 기입고전압은, 플러스의 전압레벨이 되어, 상기 플러스의 기입고
전압에 따른 전압이 또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0~PSG2의 기판 영역에 주어진다. 다른 구성은, 도 20에 
도시하는 구성과 동일하다. 다만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0~PSG2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이고, 
선택전압Vstp은, 플러스의 전압레벨이 된다. 또한, 소스선SL은 플러스의 전압이 바이어스 전압으로서 인
가된다.

상기 도 21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구성에 있어서는, 선택 워드선WL에 대해, 우선 플러
스의 전압레벨의 패리티용 전압이 인가된다. 이어서, 마이너스의 기입용 전압이 인가된다. 상기 패리티용 
플러스 전압 및 기입용 마이너스 전압이 교대로 소정회수 또는 소정기간 인가된다.

상기 도 21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도, 복수비트 병렬기입시에 있어서는, 비트선BL0~BL2 각각에 있어서 
리크전류는 상호 독립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비트선BL0~BL2 각각에 있어서 상호 독립으로 메모리셀 한계
치 전압에 대한 조정이 행하여진다.

따라서, 상기 도 2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메모리셀로서 이용하여 복수
비트 병렬기입을 하는 NOR 형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도, 각 비트마다 기입작동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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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변경예3]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3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변경예3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
기 도 22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도 19에 도시하는 구성과 같고, NOR 형 플래시 메모리
의 구성을 구비한다. 상기 도 22에 도시하는 NOR 형 플래시 메모리는, 도 19에 도시하는 NOR 형 플래시 
메모리와 이하의 점에서 다르다. 우선, 메모리어레이(101)에 있어서, 메모리셀 Q11~Qij는, n 채널 적층게
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Y 게이트(103)에 있어서는, 비트선BL1~BLa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되는 열 선
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Y1~NYj가, 메모리셀 어레이(101)의 메모리셀과 같고,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
성된다.

또한, 기입게이트(120)는, 백게이트에 전압Vsb을 받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기입게이트 트
랜지스터(120b)를 포함한다. 상기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120b)의 게이트 및 기판 영역의 전위는 기입게
이트 제어회로(121)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도 22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는, 1비트 단위로 데이터의 
기입이 행하여진다. 기입작동은 도 19에 도시하는 구성과 동일하지만, 단지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이 다르
다. 이것에 때문에, 그 작동에 관해서는 상세하게는 설명하지 않는다. 상기 도 22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
어서도,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기입시의 선택비트선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선택 메모리셀의 기입작동은 「자기리미트」의 작용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한다.

또한 상기 1비트 단위에서의 기입작동을 하는 경우, 상기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120b)의 전류구동력은, 
100μA 이하가 적당한 값이라도 좋다. 선택 메모리셀의 마이너스가 행해지고, 소정의 한계치 전압에 도달
할 때에 생기는 채널 전류보다도 상기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120b)의 전류 구동력이 작아지면 좋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5에 있어서, NOR 형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도, 선택비트선에 대한 기입작
동시의 비트선 충전전류의 채널전류보다도 작게되도록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비트선마다, 메모리셀
의 기입작동을 종료시킬 수 있고, 기입후 한계치 전압의 분포폭을 작게할 수 있다.

[실시예4]

지금, 도 2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p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메모리를 고려한다. 상기 
메모리셀  MC의  컨트롤러  게이트에  전압  Vcg이  인가된다.  드레인노드(d)는,  기입  바이어스전압VSBL을 
받고, 소스노드(S)는 소스선SL에 접속되어 바이어스 전압을 받고 있다. 상기 컨트롤러 게이트상의 소스선
Vcg은, 소스선SL 상의 전압을 기준으로서 측정한다.

도 2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셀 MC이 p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인 경우, 전압Vcg이 보다 마이
너스로 되면, 메모리셀 MC에서, 큰 채널전류Ichannel이 흐른다. 통상, 한계치 전압Vth은,  규정의 전류
IVth가 흐를 때의 게이트 전압으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도 24에 도시하는 것 같이, 직선(10, I1 및 12)의 
드레인 전류특성을 갖는 트랜지스터를 고려한 경우, 각각의 한계치 전압은 V0, V1 및 V2이 된다.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Vv은 일정한 전압레벨이 된다.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가 작아진다. 즉, 기입작동에 있어서는, 도 24에 도시하는 곡선(12)에서 곡선(11)으
로 그 전류특성이 시프트한다. 따라서, 상기 패리티전압Vv의 레벨을 변화시키면, 메모리셀 MC에 있어서의 
채널전류 Ichannel가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을 변경할 수 있고, 설정해야 할 한계치 전염Vth를 조정할 수 
있다.

즉, 예를들면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 펄스Vv의 펄스진폭을, 예를 들면 1V감소시키면(예를 들면 -1.5V에
서 -2.5V로 변화시킨다),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 펄스인가시에 있어서의 메모리셀 MC의 플로팅 게이트전
극의 전위를 1V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채널전류Ichannel가 흐르기 시작하는 메모리셀의 기입후 한계
치 전압을 1V 저하시키는 것과 등가로 되어, 기입작동을 자기정지하는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이 1V 감소한
다. 따라서, 상기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 펄스 Vv의 펄스진폭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입이 자기정지하는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설정치를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거, 메모리셀로서,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
터를 이용한 경우도 동일하다(패리티용 전압이 플러스의 전압레벨로 될 뿐이다)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예4에 따른 패리티용 펄스전압 발생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5에 있어
서는,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 발생부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25에 있어서,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 발생
회로(150)는, 마이너스 전압을 발생하는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150a)와, 상기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
(150a)의 출력하는 마이너스 전압Vv의 레벨을 조정하는 레벨 조정회로(150b)를 포함한다.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150a)는, 예를 들면 차지 펌프회로에서 구성되고, 그 도달 마이너스 전위가 조정된다. 이것에 
대신하여, 상기 도 25에 도시하는 패리티용 전압 발생회로(150)는, 예를 들면 앞의 도 15에 있어서, 저항
소자Z1 및 Z2의 저항치를 조정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이것은 또한 휴즈 소자를 이용하여 저항소자Z1, 
Z2의 저항치를 조정하여, 생성되는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레벨이 고정적으로 설정되도록 구성하여도 좋
다.

메모리셀이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상기 도 25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150a)를 대신하여, 플러스의 고정 전압을 발생하는 플러스 전압 발생회로가 이용
된다. 이러한 플러스 전압 발생회로로서는, 전원전압과 접지전위 사이의 중간 전위레벨의 전압을 생성하
는 구성이 이용되면 좋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4에 따르면, 패리티용 전압의 펄스진폭을 조정하도록 구성하고 있기 때문
에, 기입후의 한계치 전압의 설정치를 조정할 수 있다.

[실시예5]

도 23 및 도 2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채널영역을 통해 흐느는 전류는, 
소스전위를 기준으로 한 컨트롤러 게이트전극의 전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컨트롤러 게이트의 전압
Vcg을 일정하게 하여, 소스선SL의 전위를 상승시킨 경우, 컨트롤러 게이트의 전압VCg이 등가적으로 저하
한다. 반대로, 소스선SL의 전압을 저하시킬 때에는, 상기 컨트롤러 게이트의 전압Vcg이 등가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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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패리티작동시에 있어서,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의 래벨을 일정하게 할 때, 소스선SL에 인
가되는 바이어스전압을 저하시키면 (보다 마이너스로 하면), 등가적으로, 상기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의 
레벨이 상승한다. 따라서, 소스SL에 바이어스전압을 주면, 도 24의 특성 곡선에 있어서 전압Vcg에 오프세
트가 주어진 것과 같고, 소스선SL의 레벨을 조정함으로써, 메모리셀 MC의 기입후의 한계치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스선의 펄스진폭을 조정함으로써, 채널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메모리셀의 기입후 한계치 전압
을 조정할 수 있고, 기입이 자기정지하는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설정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n 채
널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도 같다.

도 26은  소스전압 발생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6에  있어서,  소스전압 발생부
(160)는, 소스선으로 인가되는 소스바이어스 전압VSL을 생성하는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160a)와, 상기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160a)의 출력하는 전압레벨을 조정하는 레벨조정회로(160b)를 포함한다. 상기 도 
26에 도시하는 구성은 도 25에 도시하는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것들의 
회로는 공용되어도 좋다(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과 소스선 바이어스 전압이 같은 전압레벨이 같은 경우). 
따라서, 상기 도 26의 구성은, 먼저 도 25를 참조하여 설명한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 발생부의 구성 및 
작동과 동일하고 그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또한, 메모리셀 MC이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
(160a)를 대신하여, 전원전압Vcc과 접지전압의 사이의 중간레벨의 전압을 발생하는 플러스 전압 발생회로
가 이용된다. 상기의 경우, 단지 저항분압회로에서, 중간전압이 발생되면 좋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실시5에 따르면 기입시 소스선에 인가되는 바이어스 펄스의 펄스폭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입후 한계치 전압의 레벨을 조정할 수 있다.

[실시예6]

도 2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부비트선SBL (또는 비트선BL)에는, 기생용량Cp이 존재한다. 기입바이어스 
전압VSBL은,  상기 기생용량Cp을 충전한다. 메모리셀MC에 채널이 형성되어, 채널전류Ichannel가 흐르면, 
상기 기생용량Cp의 충전전위가 방전되어, 상기 바이어스전압VSBL의 레벨이 상승한다. 패리티용 전압Vv의 
전압레벨이 일정하다고 하면, 채널전류Ichannel가 일정하고, 상기 기생용량Cp의 전위변화량은,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Vv의 인가시에 비례한다.

상기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Vv의 인가시와 바이어스전압VSBL의 관계를 도 28에 도시한다. 도 28에 있어
서, 가로축에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Vv의 인가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에 바이어스전압VSBL을 도시한다. 
직선Ic 1, Ic 2 및 Ic 3은, 각각 채널전류를 도시한다. 채널전류가 커지면, 고속으로 기생용량Cp이 방전
되어, 바이어스전압VSBL이 상승한다. 지금, 기입이 정지하는 전압이 Vstop 이라고 하면, 채널전류가 Ic 2
일  때에는,  패리티  마이너스  전압Vv의  인가시간이  T0일  때에  기입이  정지한다.  채널전류가  Ic  2일 
때에는, 패리티 마이너스 전압Vv의 인가시가 T1일 때에 기입정지전압Vstop에 도달하여 기입이 정지한다. 
채널전류가 Ic 3일 때에는,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Vv의 인가시간이 T2일 때에, 바이너스 전압VSBL이 정
지전압Vstop에 도달하여 기입이 정지한다.

다시 말하면,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 Vv의 인가시간이 길면, 채널 전류량이 적어도, 바이어스 전압VSBL
이 기입정지전압Vstop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기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Vv의 인가시
를 조정함으로써, 채널전류, 즉 메모리셀 MC 한계치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즉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
Vv의 인가시간을 길게 하면, 채널전류량이 적고, 한계치 전압Vth이 낮은 (보다 마이너스이다) 상태로 기
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한편,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Vv의 인가시간이 짧으면, 많은 채널전류가 흐를 때
에 기입정지 전압Vstop에 도달하기 때문에, 비교적 한계치 전압Vth이 높은(절대치가 작다) 상태에 메모리
셀의 기입후 한계치 전압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메모리셀에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경우도 동일하다.

도 29는 패리티전압 발생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9에 있어서, 패리티전압 발생부
(170)는, 소정의 전압레벨의 패리티 전압을 발생하는 패리티전압 발생회로(170a)와, 상기 패리티전압 발
생회로(170a)에서 주어지는 패리티전압을 소정기간 선택하여 선택워드선에 전달하는 패리티 전압인가회로
(170b)와,  상기  패리티  전압인가회로(170b)에서의  패리티전압인가  기간을  조정하는  펄스폭 조정회로
(170c)를 포함한다. 상기 펄스폭 조정회로(170c)는, 예를들면 타이머로 구성되고, 그 타이머의 카운트시
를 조정함으로써, 패리티 전압Vv의 인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변경예]

도 30은 패리티전압 발생부의 다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0에 있어서는, 패리티전압 발생부는, 
기입/소거 제어회로(180)내에 마련된다. 상기 기입/소거 제어회로(180)는, 주어진 커맨드에 따라서 기입
지시신호ψp를 생성하는 기입지시 신호발생부(180a)와, 상기 기입 지시신호의 비활성기간을 조정하는 비
활성 기간조정부(180b)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타이머로 구성되어, 상기 기입지시신호ψp는, 앞에서도ㅡ 
도  12  내지  도  14에  있어서  이용된  신호이다.  타이머에  의해  신호ψp의  활성/비활성의  시간폭을 
설정한다. 상기 기입 지시신호ψp가 활성기간의 사이, 선택워드선에는 기입전압이 인가되어, 상기 기입시
지신호ψp의 비활성기간 동안, 선택워드선에, 패리티전압이 인가된다. 따라서 상기 기입 지시신호ψp의 
비솰성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패리티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따라서 채널전류량, 즉 한계치 전압을 조정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6에  따른,  기입식의  패리티  전압인가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입정지를 발생시키는 채널전류량을 조정할 수 있고, 따라서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설정치를 
조정할 수 있다.

[실시예7]

도 31은 본 발명의 실시예7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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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에 있어서, 1개의 부비트선SBL에 관련하는 부분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31에 있어서, 부비트선SBL에, 
복수의 메모리셀 MC0~MCm이 접속된다. 이것들의 메모리셀   MC0~MCm의 각각은, p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
스터로 구성된다. 메모리셀  MC0~MCm은 각각의 소스는, 소스선SL에 접속된다. 주비트선MBL과 부비트선SBL
의 사이에,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가 마련된다. 상기 구성은, 실
질적으로 제 1의 실시예와 같은 구성이지만,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에 게이트에 주어지는 전압
Vg은, 실시예1와 전압레벨이 다르다. 도 32는 본 발명의 실시예7에 있어서의 기입작동시에 있어서의 인가
전압 배치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2에 있어서, 메모리셀 MC의 컨트롤러 게이트에는, 예를 들면 +10V의 
플러스의 고전압이 인가되고, 기판 영역은 접지전압(0V)으로 설정되고, 소스선SL은 개방상태로 된다. 주
비트선에는, 기입전압으로서 -7V의 전압이 인가된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제어전압Vg은, 예를 
들면 수백 nA의 정전류를 구동하는 전압레벨(예를 들면 -6V)로 설정된다. 상기 전압배치에 있어서,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NSG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이고, 상기 소스에 -7 V를 받아, 드레인이 부비트선에 
접속된다. 게이트전압Vg은, 예를들면 -6V와 그 소스전위보다도 높게 되어 있고,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
스터 NSG는, 다음 식으로 나타나는 전류를 구동하는 정전류원으로서 작용한다.

Id=β (Vgs-VVth)

여기에서, Vgs는, 게이트전압Vg과 그 소스전압(-7V)의 차를 나타내고, Vth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
의 한계치 전압을 도시한다. 메모리  트랜지스터 MC에는, 리크전류가 흐른다. 상기 메모리셀의 리크전류
가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공급하는 정전류가 같게 된 시점에서 전압VSBL이 안정화하여, 상기 전압
VSBL에서 기입작동이 행하여진다.

도 33은 상기 도 32에 도시하는 전압배치에 있어서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충전전류 및 메모리셀
의 리크전류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3에 있어서, 가로축은, 부비트선의 전압VSBL (단위V)를 나
타내고, 세로축에 전류(단위A)를 도시한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는, 그 게이트전압Vg에 따라서, 수
백 nA의 일정한 전류를 공급한다. 부비트선전압VSBL이 -7에 가까우면, 그 구동전류량이 급격히 저하한다. 
한편, 메모리셀의 리크전류는 부비트선의 전압VSBL의 저하에 따라서 증대한다.

p 채널 적층게이 트랜지스터의 경우, 메모리셀의 리크전류는, 드레인영역에서 발생하는 밴드-밴드간 터널
전류이고, 부비트선 전압VSBL이 0에서 약 -6.5V의 사이에 변화하면, 상기 리크전류는 단순히 도 3B에 절
선으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증가하는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메모리셀 MC의 기입시에 있어
서의 리크전류가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가 공급하는 전류치와 같아지는 부비트선 전압VSBL으로, 0 내
지 -6.5V의 사이중 어느 전압레벨이 된다. 상기 부비트선전압VSBL에서, 메모리셀의 리크전류와 선택게이
트 트랜지스터 NSG의 채널전류가 평형상태가 된다. 즉, 기입시에 있어서의 메모리셀의 리크전류가 선택게
이트 트랜지스터가 공급하는 전류(예를 들면 100nA)와 같아 지도록 부비트선 전압VSBL이 0 내지 -6.5V의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이동하여,  기입작동시에  있어서,  항상  메모리셀의  리크전류가  일정치(예를  들면 
100nA)가 되도록 유지된다.

여기에서, p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기입전류로서 플로팅 게이트전극에 주입되는 밴드-밴
드간 터널전류유기 핫 일렉트론 전류는, 메모리셀의 드레인 리크전류로 되는 밴드-밴드간 터널전류와 직

접의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밴드-밴드사이 터널현상에 의해 발생한 전자가, 가로방향 전계에 의해 채널
방향으로 가속되어, 상기 가속된 전자의 일부가 높은 에너지를 갖는 핫 일렉트론이 되어 플로팅 게이트에 
주입되기 때문이다. 밴드-밴드간 터널전류의 발생량이 많은 셀이 존재하는 경우, 그 셀의 밴드-밴드간 터
널전류유기 핫 일렉트론 주입전류도 많아진다.

한편, 기입시에 비트마다 패리티를 하는 필요성은, 칩내에 메모리셀의 기입 특성이 불일치, 기입후의 한
계치 전압이 불일치 하는데 원인이 있다. 상기 기입특성의 불일치의 원인에는, 이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터널절연막 두께 격차.

(2) 커플링비의 격차; 커플링비는, 컨트롤러 게이트, 드레인영역, 소스영역, N 형웰에 있어서의 용량결합
에 의한 전압의 전달비를 도시한다. 커플링비가 변하면, 플로팅 게이트전위Vfg도 마찬가지로 불일치하다.

(3) 중성 한계치 전압의 격차; 소거전 및 기입전의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격차이고, 출발점에서의 한계
치 전압이 불일치하다.

(4) 드레인에이지형 불일치: 드레인에지는 전계에 대한 영향을 준다. 드레인 에지의 형상이 급준하면, 큰 
드레인 전계가 생성되어, 밴드-밴드간 터널현상 및 핫 일렉트론이 생기기 쉽다.

(5) 드레인 불순물 분포의 격차: 드레인영역에서의 불순물 농도의 격차는, 드레인공핍층의 폭을 불일치시
켜, 전자의 채널방향의 가속전계를 불일치시키고, 핫 일렉트론의 발생량을 불일치시킨다.

터널절연막의 막두께의 격차가 터널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기 기판내(드레인영역과 터널 절연막)
의 계면영역에 있어서의 전계는, 터널절연막의 막두께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술한 격차요인(1) 내지 (4)는, 드레인 리크전류가 되는 밴드-밴드간 터널전류의 대소를 좌우하

여, 결과로서, 밴드-밴드간 터널전류유기 핫 일렉트론 주입전류량을 불일치시킨다. 한편, 상기 요인(5)만
은, 공핍층폭을 결정하여, 생성된 전자의 가로방향 가속전계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불순물 이온주입효율
의 대소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도레인 리크전류를 일정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상기 요인(1)에서 (4)에 의한 기입특성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상기  요인(5)  이외의  기입특성을  불일치하는  요인이  없어진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정
(定)리크전류 기입수법을 하면, 종래의 기입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기입후 한계치 전압분포폭을 대폭 좁
게 할 수 있고, 비트마다 패리티의 회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도 34는 상기 요인(1)에서 (4)의 격차에 의해, 드레인 리크전류(메모리셀의 리크전류)가 불일치할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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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크전류기입수법을 도시한다. 도 34에 있어서, 가로축에 부비트선의 전압VSBL (기입전압)을 나타내고, 
세로축에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에서의 충전전류 및 메모리셀의 리크전류를 도시한다. 직선IB1은, 평균에
서도 밴드-밴드간 터널전류량이 많은 메모리셀의 드레인 리크전류와 드레인 전압(부비트선의 전압VSBL)의 
관계를 나타내고, 직선IB2은 평균적인 밴드-밴드간 터널전류량을 발생시키는 메모리셀의 드레인 리크전류
를  나타내고,  직선IB3이,  평균보다  밴드-밴드간  터널전류량이  적은  메모리셀의  리크전류(드레인 

리크전류)를 도시한다. 상기 직선IB1~IB3에 있어서도,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에서 공급되는 일정한 충전
전류(100nA, 내지 수백 nA)와 드레인 리크전류가 같도록, 각각의 드레인전압, 즉 부비트선의 전압VSBL이 
조정된다. 즉, 직선 IB1~IB3 각각과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공급하는 일정한 충전전류의 교차부를 작동
점OP1, OP2 및 OP3으로서 기입이 행하여 진다.

따라서, 메모리셀의 기입특성이 상기 요인(1)~(4)에 의해 불일치하여도,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에서 
주어지는 일정한 충전전류에 따라서 각각의 드레인 리크전류가 결정되도록 부비트선의 전압(메모리셀의 
드레인전압VSBL)이 조정되어, 일정한 속도로 기입이 행하여진다. 따라서, 메모리셀의 특성격차에 관계 없
이,  일정한  기입속도로  기입작동이  행하여진다.  즉,  기입의  빠른  셀  및  느린  셀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기입후의 한계치 전압Vth의 결차를 대폭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기입시간은, 거의 일정한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 패리티작동은 대개 불필요하게 되지만, 
대표적인 메모리셀에 대한 패리티작동만을 함으로써,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이 소정의 한계치 전압이상으
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상기 패리티작동에 관해서는, 적용 용도에 따라서 적당히 정해
진다. 이것에 의해, 패리티작동이 대개 불필요하게 되고, 즉 패리티 회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고, 고속기
입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셀의 기입특성이 전부 일정하고, 기입후의 한계치 전압의 격차도 대폭 
감소된다.

도 35는 기입작동시의 각 전압의 인가 시퀀스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하, 도 35를 참조하여 기입작동에 
대해 설명한다.

시각t0에 있어서, 소스선SL이 플로팅상태(Hi-Z 상태; 개방상태)로 되어, 시각t1에 있어서, 메인비트선MBL 
및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백게이트(기판영역)에 예를 들면 -7V의 마이너스 전압의 기입전압이 인
가된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압V8은 때로는, 접지전압(0V)의 전압레벨이고, 메인비트선MBL
에서의 기입전압이 대응의 부비트선SBL에 전달된다.

시각t2에 있어서, 선택부비트선에 대해 마련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압Vg이, 예를 들면 -6V
의 전압레벨로 설정된다. 이것에 의해,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일정 전류원으로서 작동하여, 100nA 내
지 수백 nA의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어서 시각t3에 있어서, 선택워드선의 전위가 기입고전압의 예를 들면 +10V의 전압레벨로 설정되어, 선
택 메모리셀에서, 밴드-밴드간 터널전류에 의해, 플로팅게이트의 전자의 주입이 행하여진다. 이때 메모리
셀에서 상기 기입을 위해 리크전류가 흐르지만, 상기 드레인 리크전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에 
의해 공급되는 일정한 전류레벨로 제한되어, 상기 부비트선SBL 상의 전압VSBL이 조정된다. 상기 조정된 
부비트선상의 전압레벨에 따라서, 선택 메모리셀에서, 같은 속도로 기입이 행하여진다.

소정 시간이 경과하면, 시각t4에 있어서, 워드선이 비선택상태로 되어, 이어서 시각t5에 있어서, 모든 전
압이 초기 상태로 복귀한다. 또 소스선SL도 플로팅상태에서 접지전압레벨로 복귀한다.

메모리셀의 수신속도는 동일하여, 상기 기입완료후, 패리티작동이 대표적인 메모리셀에 대해서만 행하여
져도 좋으며, 또 전혀 행해지지 않아도 좋다. 또, 기입펄스폭(선택워드선이 선택상태에 있는 기간)을 종
래부터 길게 패리티회수가 감소되어도 좋다.

상기 도 35에 도시하는 기입작동을 위한 제어회로는, 전체구성으로서는, 도 11에 도시하는 회로구성을 이
용할 수 있다. 상기 도 11의 기입전압 발생회로(60)에서의 기입전압을 소정의 시간폭을 갖는 기입펄스로
서 발생하면 바람직하고, 패리티용 마이너스 전압을 발생할 필요가 없을 뿐이다.

[변경예]

도 36은 본 발명의 실시예7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변경예1의 요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
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36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는, 복수비트 병렬기입이 행하여진다. 도 36에 있
어서,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p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하는 메모리셀이 행렬형상
으로 배열되는 메모리셀 어레이(200)를 포함한다. 도 36에 있어서는, 1행의 메모리셀 MC0~MCn을 대표적으
로 도시한다.

메모리셀MC0~MCn의 컨트롤러 게이트에는, 워드선WL이 접속되어, 상기 워드선WL 상에는, 도시하지 않는 X 
디코더에서의 워드선 선택신호가 전달된다. 메모리셀 MC0~MCn의 소스는 공통으로 소스선SL에 접속된다. 
메모리셀 MC0~MCn 각각에 대응하여 부비트선 SBL0~SBLn이 배치된다.

이것들의 부비트선SBL0~SBLn에 대응하여, 주비트선MBL0~MBLn이 배치된다. 주비트선MBL0~MBLn과 선택부비
트선을 접속하기 위해서, 선택게이트(202)가 마련된다.  선택게이트(202)는, 부비트선SBL0~SBLn과 주비트
선MBL0~MBLn 각각의 사이에 배치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0~NSGn을 포함한다. 이것들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NSG0~NSGn의 게이트에는 공통으로 선택게이트 선택선SGL이 접속된다. 상기 선택게이트 선택선
SGL 상에 제어전압Vg이 인가된다. 메모리어레이(200) 및 선택게이트(202)의 백게이트(기판영역)에는, 각
각 기판전위(웰전위) Vsbm  및 Vsbs이 각각 주어진다. 이들은, 도시하지 않은 웰전위 발생회로에서 주어
질 수 있다MBL0~MBLn(도 11참조)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또한,  주비트선MBL0~MBLn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되는 래치회로(204-
0~204-n)와, 주비트선 MBL0~MBLn과 래치회로(204-0~204-n)의 사이에 마련되는 기입게이트(206)를 포함한
다. 래치회로((204-0~204-n)는, 전원전압Vc 및 Vs을 양작동 전원전압으로서 작동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래
치한다. 상기 전원전압Vc 및 Vs은, 마이너스 데이터를 래치할 때에는, 전원전압Vcc 및 접지전압GND 레벨
로 되고,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접지전압 및 마이너스 전압레벨로 된다. 기입게이트(206)는, 기입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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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어신호TG에 응답하여 통전하고, 주비트선MBL0~MBLn과 래치회로 (204-0~204-n)를 접속한다. 상기 기
입게이트(206)는, 주비트선MBL0~MBLn 각각에 대응하여 마련되는 예를 들면 CMOS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구
비한다. 상기 제어신호TG도, 기입데이터의 래치작동시 및 메모리셀의 기입작동시에 그 전압레벨이 조정된
다.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또한, 도시하지 않는 Y 디코더에서의 열 선택신호Y에 따라서, 어드레스 지
정된 열(주비트선)을 기입회로/센스 앰플리파이어(208)에 접속하는 Y 게이트(210)를 포함한다. 다음 작동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기입회로/센스 앰플리파이어(208)에 있어서 기입회로가 활성화되어, 외부에서 주
어지는 기입데이터에 따라 기입데이터가 생성된다. Y 게이트(210)가 도시하지 않는 y 디코더에서의 열 선
택신호에 따라서 상기 기입회로/센스 앰플리파이어(208)의 기입회로에서 주어지는 기입데이터를 대응하는 
주비트선상에 전달한다. 기입게이트(206)는 기입작동시, 제어신호TG에 따라서 통전상태로 되어 있고, 상
기  선택된  주비트선에  대응하는  래치회로9204-0~204-n)의  어느것)가  주어진  기입데이터를  래치한다. 
이때, 전원전압Vc 및 Vc은, 기입데이터와 같은 전압레벨의 전원전압Vcc 및 접지전압GND 레벨이다.

Y 디코더에서의 열 선택신호에 따라서 Y 게이트(210)가 순차 주비트선을 선택상태로 하여, 래치회로에 기
입데이터를 래치한다. 필요한 기입데이터가 모두 래치회로(204-0~204-n)에 래치되면, Y 게이트(210)가 비
활성 상태로 된다. 이것에 의해, 주비트선MBL0~MBLn은, 기입회/센스앰플리파이어(208)에서 분리된다. 이
어서, 래치회로(204-0~204-n)의 전원전압Vc 및 Vs이, 접지전압 및 마이너스 전압 레벨로 되어, 기입용 마
이너스 전압이 래치회로(204-0~204-n)의 래치데이터에 따라서 대응하는 주비트선MBL0~BMLn에 전달된다.

선택게이트  선택선SGL  상의  제어전압Vg은  접지전압  레벨이고,  부비트선SBL0~SBLn에는, 래치회로204-
0~204-n에서의 래치데이터에 따라서 기입전압이 전달된다. 이때, 또한, 웰전위Vsbn가 접지전압 레벨로 되
어, 웰전위Vsbs 및 제어전압Vg이 각각 소정의 마이너스 전압 레벨로 된다. 상기 상태로, 워드선WL 상에 
고전압이 인가된다. 이에 따라, 워드선WL에 접속되는 메모리셀MC0~MCn 중 기입이 필요하게 되는 메모리셀
에 대해 일정한 기입속도(일정한 메모리셀 드레인 리크전류)로 기입이 행하여진다.

1개의 메모리셀에 있어서, 소비되는 전류는, 100nA 정도이다. 마이너스 전압 발생회로는, 온칩의 경우에
는, 1mA 정도의 전류구동력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1mA/100nA=10⁴에서, 1행의 메모리셀 모두에 대해 
동시에 기입을 하여도, 여유를 갖고 기입시의 메모리셀 드레인 리크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 고속기입이 
실현된다.

또한, 상기 도 36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도, 전체구성은 블럭레벨로 도 11에 도
시하는 구성과 동일하다. 도 11의 기입/소거 제어회로(50)의 제어하에서, 기입작동에 필요로 되는 전압 
및 제어신호가 발생되면 좋다.

또, 상기 1행의 메모리셀에 대해 동시에 기입을 하는 병렬기입의 구성은, 앞에서 실시예1등에 있어서도 
당연 적용가능하다.

[변경예2]

도 37은 본 발명의 실시예7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변경예2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7에 있어서는, 1개의 부비트선에 관련하는 부분의 구성만을 도시한다. 도 37에 있어서, 부비트선SBL에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메모리셀 MC0~MCm이 접속된다. 메모리셀MC0~MCn의 컨트롤러 게이
트는, 각각,  워드선WL0…WLm이 접속된다. 메모리셀 MC0~MCn의 소스는, 소스선SL에 공통으로 접속된다.

부비트선SBL과 주비트선MBL의 사이에,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가 
배치된다.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의 제어전극에, 제어전압V8p이 주어진다. p 채널 MOS 트랜지스
터도,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와 같고, 도 3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포화특성을 구비한다(다만, p 채널 
MOS 트랜지스터인 경우, 인가되는 전압은 플러스의 전압이다). 따라서, 상기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
성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를 정전류원으로서 작동시킴으로써,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메모리셀 MC의 기입속도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

도 38은 상기 변경예2에 있어서의 전압인가상태가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기입
시에 있어서는, 메모리셀 MC의 컨트롤러게이트는 예를 들면 -10V 정도의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되어, 그  
기판 영역(웰)에는, 접지전압(0V)이 인가된다. 소스선 SL은 개방상태가 된다. 주비트선MBL에는, 예를 들
면 7V 정도의 플러스 전압이 인가되어, 또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의 기판 영역(웰)에도, 상기 주비
트선MBL 상의 전위와 같은 전압레벨의 +V 정도의 플러스 전압이 인가된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의 
게이트에는, 예를 들면 +6V 정도의 전압이 인가된다. 부비트선SBL 상의 전압VSBL은, 상기 선택게이트 트
랜지스터 PSG가 공급하는 정전류와, 메모리셀  MC의 드레인 리크전류에 따라서 양자가 같도록 전압레벨에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PSG의 공급하는 일정한 크기의 충전전류와 같은 드레인 리
크전류에 의해, 메모리셀 MC 에서 기입작동(한계치 전압을 작게 한다)이 행하여진다.

따라서, 메모리셀 MC에,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구성에 있어서도, 선택게이트 트랜지
스터로서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사용, 상기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정전류원으로서 작동시킴으로써, 
메모리셀 MC의 기입특성을 같이 할 수 있고, 패리티회수의 대폭적인 감소 또는 패리티작동이 불필요하다. 
기입작도은 같은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입시가 일정하면, 기입후의 한계치 전압의 격차를 대폭 억제
할 수 있어, 기입후Vth 분포폭을 좁게할 수 있고, 저전원전압으로 작동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변경예3]

도 39는 본 발명의 실시예7의 변경예3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9에 있어서는, 1비트단위에서의 
기입이 행하여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주요부의 구성이 나타난다. 도 39에 있어서, 주비트선MB 
L에  병렬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SG0~SSG2  …를 통해 부비트선SBL0~SBL2  …이 접속된다. 부비트선
SBL0~SBL2 … 각각에는, p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메모리셀 MCp이 소정수씩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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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의 메모리셀 MCp의 소스는 공통으로 소스선SL에 접속된다. 메모리셀 MCp의 행 각각에 대응하여 워
드선WL0~WLm이 설치되어, 이것들의 워드선WL0~WLm의 각각은, 대응하는 행의 메모리셀 MCp의 컨트롤러 게
이트에 접속된다.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SSG0~SSG2는 각각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각각의 
게이트에, 부비트선 선택신호SGL0~SGL2가 주어진다.

기입회로(222)와 주비트선MBL의 사이에, 기입작동시 정전류원로서 작용하는 기입게이트(222)가 마련된다. 
상기 기입게이트(222)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SG를 포함한다. 상기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NSG는, Y 
디코더에서의 열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통전하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라도 바람직하고, 또한 Y 게이트 트
랜지스터와 별도로 마련되는 트랜지스터라도 좋다. 상기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NSG의 게이트에는 제어전
압Vg이 주어진다.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부비트선 선택신호SGL0~SGL2 …의 어느것인가가 활성 상태의 -8~-10V 정도의 전
압레벨로 되어, 나머지의 부비트선 선택신호는, 비활성 상태의 예를 들면 접지전압 레벨이 된다. 따라서 
선택부비트선에 대응하여 마련되는 부비트선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만이 통전하여, 나머지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는 비통전상태가 된다.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NSG는 기입회로(220)에서 -7V 정도의 기입 마이
너스 전압이 주어지고, 또한 그 기판 영역에도, 상기 기입 마이너스 전압과 같은 전압레벨의 마이너스 전
압이 인가된다. 제어전압Vg은, 상기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NSG를 정전류원으로서 작동시키기 위해서, 예
를 들면 -6V정도의 전압레벨로 설정된다.

상기 도 3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도, 선택 부비트선에 흐르는 전류를 기입 게이트 트렌지
스터를 이용하여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선택 메모리셀의 드레인 리크전류를 일정하게 할 수 있고, 일정
한 속도로 기입을 할 수 있다.

[변경예4]

도 40은 본 발명의 실시예7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변경예4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
기 도 40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도 39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와, 이하
의 점에서 다르다. 즉, 메모리셀 MCn이,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또한 부비트선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SG도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주비트선MBL과 기입회로(224)의 사이에, 기
입 특정전류원으로서 작용하는 기입게이트(226)가 마련된다. 상기 기입게이트(226)는, 그 게이트에 기입
시 제어전압Vgp을 받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PSG를 포함한다. 상기 
기입게이트(226)는, 주비트선을 선택하기 위한 Y 게이트로 되고, 따라서 상기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PSG
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 되고, 또한, 상기 Y 게이트와 따로 기입회로와 Y 게이트의 사이에 마련되어도 
바람직하다.

상기 도 40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는, 도 39에 도시하는 구성과 트랜지스터의 채널의 전도형식이 전부 
반대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입시의 인가전압도 상기 극성이 다르지만, 그 작동은 도 39에 도시하는 불휘
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그것과 동일하다. 선택 부비트선에 대해 마련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만이 온
상태로 되어, 비선택 부비트선에 대해 마련된 선택게이트 트랜비스터는 오프상태로 된다. 기입게이트 트
랜지스터 PSG에는, 기입회로(224)에서 기입시 예를 들면 +7V 정도의 기입전압이 전달되어, 그 
게이트에는, 제어전압Vgp으로서, 예를 들면 +6V 정도의 전압이 인가된다. 상기 도 40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메모리셀로서 이용하는 구성에 있어서도 변경예2와 같은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또, 상기 도 39 및 도 40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전체의 구성으로서는, 예를 들면 도 11
의  구성을  이용할  수  있다.  도  11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  기입회로(53)와  Y  게이트  YG1.  YG0의 
사이에,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NSG 또는 PSG가 배치되면 바람직하다. 또한 이것를 대신하여, Y 디코더
(57)가, 선택상태의 열 선택신호의 전압레벨을 조정하도록 변경되어도 좋다. 상기의 경우에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정전류원으로서 작용한다.

[변경예5]

도 41은 본 발명의 실시예7의 변경예5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41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반도
체 기억장치는, NOR 형 플래시메모리의 구성을 구비한다. 메모리셀 MCp은, p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
로 구성되어, 메모리셀 MCp이, 행렬형상으로 배치된다. 메모리셀 MCp의 각열에 대응하여 비트선이 배치되
고, 메모리셀의 각 행에 대응하여 워드선이 배치된다. 도 41에 있어서는, 비트선BL0. BL1 및 BL2, 및 워
드선WL0~WLm을 도시한다. 메모리셀의 각 행에 대응하여 소스선 S0, S1 및 S2이 배치되고, 이들은 도시하
지 않은 소스라인 스위치회로에 접속된다.

브트선BL0~BL2…과 내부데이터선230의 사이에, 도시하지 않는 Y 디코더에서의 열 선택신호Y0~Y2, …를 게
이트에 받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0~YG2. …가 배치된다. 또한, 내
부데이터선(230)과 기입회로(232)의 사이에, 기입작동시 정전류원으로서 작동하는 기입게이트(234)가 배
치된다. 상기 기입게이트(234)는, 그 게이트에 제어전압Vg을 받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기
입게이트 트랜지스터NSG를 포함한다. 기입작동시에 있어서는, 상기 제어전압Vg 및 그 기판 영역의 전위
(웰전위)가 도시하지 않은 기입제어회로의 제어하에 조정된다.

상기 도 41에 도시하는 NOR 형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입시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0~YG2, 
… 중 어드레스지정된 비트선에 대응하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만이 온상태로 되고, 나머지의 Y 게이트 트
랜지스터가 오프상태로 된다. 기입회로(232)에서 예를들면 -7V정도의 기입 마이너스 전압이 기입게이트
(234)에 주어져,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NSG 및 선택 Y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통해 선택된 비트선상에 기
입전압이 전달된다. 선택워드선의 전위가 예를 들면 +10V의 고전압이 된다. 상기 상태에 있어서, Y 게이
트 트랜지스터 YG0~YG2. …의 전압레벨은 기입 작동중 변화하지 않는다. 제어전압Vg이, 기입시 예를 들면 
-6V 정도의 전압레벨로 되어, 상기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NSG가, 정전류원으로서 작동하여, 기입시의 선
택 메모리셀에서의 드레인 리크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NOR 형 플래시 메모에 있어서
도, 메모리셀의 전기적 특성이 불일치하여도, 일정한 기입속도로 기입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기입후Vth 
분포의 폭을 좁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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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예6]

도 42는 본 발명의 실시예7의 변경예6의 주요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42에 도시하는 불
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도 41에 도시하는 구성과 같고, NOR 형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을 구비한다. 상
기 도 42에 도시하는 NOR 형 플래시 메모리는, 도 41에 도시하는 NOR 형 플래시 메모리와, 트랜지스터의 
채널의 전도형이 다르고, 따라서 인가되는 전압극성도 다르다. 즉, 도 42에 도시하는 NOR 형 플래시메모
리는, 메모리셀 MCn이, n 채널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Y 게이트 트랜지스터도, 같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내부 데이터선(230)과 기입회로(232)의 사이의 기입게이트(234)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SG를 포함한다. 기입시 상기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PSG를 정전류원으로서 작동시킨다. 상기 도 42에 도시하는 NOR 형 플래시 메모리는 도 41에 도시하는 구
성과, 인가되는 전압극성이 반대로 될뿐이며, 도 41에 도시하는 NOR 형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작동이 행
해지고, 같은 작용효과가 생긴다.

선택열에 대응하는 비트선에 접속하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예를 들면 +10V 정도의 활성 상태의 전압
이 주어져, 비선택상태의 비트선에 대응하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에는, 접지 전압레벨의 열 선택신호가 
주어진다. 기입게이트 트랜지스터 PSG의 게이트에는, 예를 들면 +6V 정도의 전압이 인가되어, 기입회로
(232)에서 +7V 정도의 기입전압이 인가된다. 이것에 의해, 선택비트선에 있어서만 정전류가 공급되어, 선
택 메모리셀이 상기 정전류에 따라서 기입작동을 한다.

상기 도 41 및 도 42에 도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블럭레벨에서는, 도 19에 도시하는 NOR 형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을 이용할 수 있다. 도 11에 도시하는 구성과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
위 및 기입시 패리티의 펄스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점이 다르기만 할뿐, 기입작동이 소정시 지속적으로 행
하여진다.

또한, 상기 도 41 및 도 42에 도시하는 구성에 있어서는, 기입게이트가 Y 게이트와 따라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Y 디코더가, 레벨 변환회로를 구비하는 경우, 상기 레벨 변환회로의 양작동 전원전압을, 기입시
에 예를 들면 -6V 및 -10V 또는 접지전압 및 +6V로 설정하면, 상기 Y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정전류원의 기
입게이트 트랜지스터로서 이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7에 따르면, 기입작동시,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열선(부비트선 또는 
비트선)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구성하였으므로, 메모리셀의 기입시의 드레인 리크전류를 일정하게 할 
수 있고, 각 메모리셀에서의 기입속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고, 패리티회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는 또한 
기입후 한계치분포의 폭을 좁게 할 수 있다.

[실시예8]

도 43은 본 발명의 실시예8의 기입시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3을 참조하여 우선, 기입전에 소거작동을 행하고, 기입을 받는 영역(모든 비트 또는 셀렉터내의 모든 
비트)을 소거상태로 하여, 그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를 크게 한다. 소거작동에 있어서는, 비트마다 패리티
작동은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치 전압VT1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폭의 범위로 한계치 전압이 분
포한다.

이어서, 상기 기입전 소거를 한후, 앞에서의 실시예1에 있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트마다 패리티 고속
기입 작동에 의해, 재기입을 한다. 상기 비트마다 패리티 고속기업 작동에 있어서는, 패리티시의 패리티
전압의 절대치를 실제의 기입시 보다도 크게 한다. 기입전 소거에 있어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한계치 전
압이, 재기입 작동에 의해, 한계치 전압VT2을 중심으로 하여 매우 좁은 범위내에 분포한다. 이것에 의해, 
기입전의 초기 한계치 전압을 거의 같게 할 수 있다. 상기 재기입을 한 후, 기입을 해야 할 메모리셀에 
대해, 일정한 리크전류방식에 의해, 기입을 한다. 초기 한계치 전압이 메모리셀에 대해 거의 동일하여, 
메모리셀에 대해 같은 속도로 기입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기입후의 한계치 전압Vth은, 한계치 전압VT3을 
중심으로 한 매우 좁은 영역내에 분포한다. 상기 한계치 전압VT2 및 VT3의 사이에, 판독시에 인가되는 판
독전압Vr이 존재한다.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소거시는 통상 1msec 이상이다. 소거작동후에, 상기 플래시 메모리의 상술한 고
속기입 수법에 의한 비트마다 패리티 재기입을 하여도, 한계치 전압의 시프트량은 적고, 극히 짧은 시간
(기입시는, 통상 4μsec이고, 그 이상 짧은 시간)이고, 대개, 상기 기입시간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는 정
도의 시간이며, 소거시의 증가를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소거시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기입전의 초
기 한계치 전압을 거의 일정한 값으로 할 수 있다. 그 후, 일정한 리크전류 기입을 함으로써, 기입후의 
한계치 전압을 정확하게, 원하는 한계치 전압 근방의 매우 좁은 범위영역내로 분포시킬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8에 따르면, 기입전 소거를 한뒤, 비트마다 패리티 고속기입을 하여, 초기 
한계치 전압을 거의 일정한 값으로 하도록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리크전류 기입을 한 경우, 확실하
게 기입후 한계치 전압분포를 좁게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청구항 1항과 관계되는 발명에 따르면, 선택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를 작게 하는 특서 작동 모드
시에, 상기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열 선에 소정의 바이어스전압을 전달할 때, 상기 바이너스전압을 
전달할 때의 전류공급력은, 선택 메모리셀이 그 한계치 전압이 소정의 절대치보다 작을 때의 전류구동력 
보다도 작게 하도록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특정 작동 모드시, 선택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이 소정의 
절대치보다도 작게 되면, 바이어스전압이 변화하여, 선택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를 작게 하는 특
정 작동을 종료시키고, 이것에 의해, 선택 메모리셀의 한계치 전압의 불일치를 억제할 수 있다.

청구항 2항과 관계되는 발명에 따르면, 상기 바이어스전압 전달수단을, 각 열선에 대응하여 마련되는 복
수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와,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중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열선에 대해 
마련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어전극 및 기판 영역 각각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는 수단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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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기 선택열에 대응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어전극전압과 바이어스전압 차의 절대치가 작기 
때문에, 상기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전류구동력을 확실하게 작게 할 수 있다.

청구항 3항과 관계되는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를 작게 하는 특정 작동 모드시에, 
선택열선에 상시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메모리셀의 특정 작동을 일정한 속도로 행하
게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행렬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각이 정보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셀로 구성되어 있는 상기 메모리셀의 
각각은, 전하를 축적하기 위한 플로팅게이트와, 상기 플로팅게이트상에 절연막을 통해 형성되는 컨트롤러
게이트를 갖는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기 열에 대응하여 배치되어, 각각에 대응하는 열의 소정수의 메모리셀이 접속되는 복수의 열선,

각 상기 행에 대응하여 배치되고, 각각에 대응의 행 메모리셀의 컨트롤러게이트가 접속하는 복수의 행선 
및

상기 복수의 메모리셀의 선택 메모리셀의 한계치 전압의 절대치를 작게 하는 특정 작동 모드시에, 상기 
선택 메모리셀의 접속하는 열선으로 소정의 바이어스전압을 전달하는 바이어스전압 전달수단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상기 바이어스전압 전달수단의 전류공급력은, 상기 특정 작동 모드시간 상기 선택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
이 소정의 절대치 이하로 되었을 때의 전류구동력 보다도 작게 되고, 또한

상기 복수의 행선중 상기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행선으로 소정 전위를 인가하는 행 선택수단을 구비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어스전압 전달수단은,

각 상기 열선에 대응하여 형성되고, 또한 상기 복수의 메모리셀이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기판 영역과 별도
의 영역에 형성되는 기판 영역내에 형성되어, 선택시 대응하는 열선에다 상기 소정의 바이어스전압을 전
달하기 위한 복수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상기 복수의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 중 상기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열에 대응하여 마련된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어전극 및 기판 영역 각각으로 상호 다른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는 열 선택수단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상기 선택열에 대응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제어전극의 전압과 상기 바이어스전압 차
의 절대치를 비선택열에 대응하는 선택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그것 보다도 크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불휘발
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3 

행렬형태로 배열되어, 각각이 정보를 격납하는 복수의 메모리셀을 구비하는, 상기 메모리셀의 각각은, 전
하를 축적하기 위한 플로팅게이트와, 상기 플로팅게이트상에 절연막을 통해 형성되는 컨트롤러게이트를 
갖는 적층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상기 열에 대응하여 배치되고, 각각으로 대응하는 열의 소정수의 메모리셀의 접속되는 복수의 열선,

각 상기 행에 대응하여 배치되고, 각각에 대응하는 행의 메모리셀의 컨트롤러게이트가 접속하는 복수의 
행선,

상기 메모리셀의 선택 메모리셀 한계치 전압의 절대값을 작게 하는 특정 작동 모드시,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열선으로 소정의 바이어스전압을 전달하는 바이어스전압 전달수단으로 구성되며, 상기 바이어스
전압 전달수단은 일정한 전류를 상기 특정 작동 모드시간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열선으로 공급하여,

상기 복수의 행선중 상기 선택 메모리셀이 접속하는 행선으로 소정전압을 인가하는 행구동수단을 구비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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