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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다치 기억의 메모리셀을 포함하면서도, 특히 재기록에 관한 내구성이 풍부한 기억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치(n은 3 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4)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으
로서 소정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메모리셀을 n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사용하고, 소정의 재기록 횟수 이후
는 메모리셀을 m치 기억(m은 n 미만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의 메모리셀로서 사용한다. 이와 같이 소정
의 재기록 횟수를 경계로 하여 1개의 메모리셀에 기억되는 정보(치)의 수를, 감소해 간다.

대표도

도7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다치 NAND형 플래쉬 메모리의 임계치 전압과 4치 데이타와의 관
계를 도시한 도면.

제2(b)도, 제2(b)도, 제2(c)도는 각각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다치 NAND형 플래쉬 메모리의 임
계치 전압과 3치 데이타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3(a)도, 제3(b)도는 각각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다치 NAND형 플래쉬 메모리의 임계치 전압과 
2치 데이타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 형태에 관한 플래쉬 메모리의 구성도.

제5도는 제4도에 도시한 플래쉬 메모리 칩의 구성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의 변형에 관한 기억 시스템의 구성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1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2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9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 형태에 관한 제3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7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8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12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 형태에 관한 제9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13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10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14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11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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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12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16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13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17도는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 도.

제18도는 제17도에 도시한 메모리셀 어레이 및 데이타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19도는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관한 다치기억식 EEPROM의 임계치 전압과 4치 데이타와의 관계를 도
시한 도면.

제20도는 제17도에 도시한 메모리셀 어레이 및 데이타 회로의 회로도.

제21도는 판독 동작시의 타이밍도.

제22도는 플립플롭의 노드의 전위와 4치 데이타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23도는 플립플롭의 노드의 전위와 4치 데이타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24도는 플립플롭의 노드의 전위와 4치 데이타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25도는 기록 동작시의 타이밍도.

제26도는 기록 검증 동작시의 타이밍도.

제27도는 기록 검증 동작시의 타이밍도.

제28도는 본 발명의 제4실시 형태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의 임계치 전압과 2치 데이타와의 관계를 도
시한 도면.

제29도는 플립플롭의 노드의 전위와 2치 데이타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30도는 기록 동작시의 타이밍도.

제31도는 기록 검증 동작시의 타이밍도.

제32도는 판독 동작시의 타이밍도.

제33도는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관한 제1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34도는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관한 제2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35도는 본 발명의 제5실시 형태에 관한 제3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

제36도는 메모리셀 어레이의 NAND셀 부분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제36(a)도는 평면도, 제36(b)도는 등가 회
로도.

제37도는 단면도로서, 제37(a)도는 제36(a)도 중의 A-A′을 따르는 단면도, 제36(b)도는 제37(a)도 중의 
B-B′선을 따르는 단면도.

제38도는 NAND 셀이 매트릭스형으로 배열된 메모리셀 어레이의 등가 회로도.

제39도는 메모리셀의 임계치 전압과 4치 데이타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메모리셀 어레이           2 :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

3 : 데이터 회로               4 : 데이터 입출력 버퍼

5 : 어드레스 버퍼             6 : 데이터 제어 회로

M : 메모리셀                  S : 선택 트랜지스터

SG : 선택 게이트              CG : 제어 게이트

BL : 비트선                   Qn :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 :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d : 공핍형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FF : 플립플롭                  I : 인버터

G : NAND 논리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억 시스템,  예를 들면 전기적으로 재기록 가능한 다치 기억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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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PROM)에 의해 구성되는 기억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전기적으로 재기록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 장치(EEPROM)중 하나로서 NAND셀형 EEPROM이 제안되어 
있다.

이 EEPROM은 전하 축적층으로서의 예를 들면 부유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가 적층된 n 채널 FETMOS 구조의 
복수의 메모리셀을, 이들 소스, 드레인을 인접하는 것끼리 공유하는 형태로 직렬 접속하고, 이것을 1단위
로서 비트선에 접속하는 것이다.

제36도는 메모리셀 어레이의 1개의 NAND 셀 부분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제36(a)도는 평면도, 제36(b)도는 
등가 회로도이다. 제37도는 단면도로서, 제37(a)도는 제36(a)도 중의 A-A′선을 따르는 단면도, 제37(b)
도는 제36(a)도 중의 A-A′선을 따르는 단면도, 제37(b)도는 제36(a)도 중의 B-B′선을 따르는 단면도이
다.

p형 실리콘 기판(또는 p형 웰)(11)에는 소자 분리 산화막(12)으로 둘러싸인 소자 영역이 설치된다. 소자 
영역에는 NAND 셀이 형성되고, NAND 셀이 복수개 모임으로써 메모리셀 어레이가 형성된다.

제36도 및 제37도을 참조하여, 1개의 NAND 셀에 주목하여 설명한다.

제36도및 제37도에 도시한 장치에서는 8개의 메모리셀 M1 내지 M8이 직렬로 접속되어 1개의 NAND 셀을 구
성하고 있다. 메모리셀은 각각, 기판(11) 위에, 게이트 절연막(13)을 통해 형성된 부유 게이트(14)(14-1, 
14-2‥‥ 14-8)를 갖고 있다. 부유 게이트(14) 위에는 제2 게이트 절연막(15)을 통해 제어 게이트(16)가 
형성되어 있다. 메모리셀의 소스, 드레인인 n 형 확산층(17)은 각각, 인접하는 메모리셀 끼리 공유된다. 
이로써, 8개의 메모리셀은 상호 직렬로 접속된다.

NAND 셀의 드레인측, 소스측에는 각각, 메모리셀의 부유 게이트(14-1 내지 14-8), 제어 게이트(16-1 내지 
16-8)와 동시에 형성된 제1 선택 게이트(14-6, 16-9), 및 제2 선택 게이트(14-10, 16-10)가 설치된다. 메
모리셀 등의 소자가 형성된 기판(11)의 상측은 CVD 산화막(17)에 의해 덮어져 있다. CVD 산화막(17) 위에
는 비트선(18)이 배치되어 있다. NAND 셀의 제어 게이트(16)는 행방향으로 연속하여 형성되고, 행방향으
고 인접하는 NAND 셀끼리 공통이 되어, 워드선(제어 게이트 CG1, CG2, …, CG8)으로서 기능한다. 선택 게
이트(14-9, 16-9, 및 14-10, 16-10)는 각각, 제어 게이트(16-1 내지 16-8)와 마찬가지로 행 방향으로 연
속하여 형성되고, 행 방향으로 인접한 NAND 셀끼리 공통되어, 선택 게이트 SG1, SG2로서 기능한다.

제38도는 상기 NAND 셀이 매트릭스형으로 배열된 메모리셀 어레이의 등가 회로도이다.

제38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스선은 컨택트(contact)를 통해 알루미늄이나, 도전성의 폴리실리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준 전위 배선에 접속된다. 소스선과 기준 전위 배선과의 컨택트는 예를 들면 64개의 비
트선마다. 1개 부분에 설치된다. 기준 전위 배선은 예를 들면 동작 모드에 따라서 소스선에 부여하는 전
위를 제어하는 주변 회로(도시 안됨)에 접속되어 있다.

제어 게이트 CG1, CG2, …, 제1, 제2 선택 게이트 SG1, SG2는 행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치된다. 통상, 제
어  게이트에  이어지는  메모리셀의  집합을  페이지(1  페이지)라고  부르고,  1조의  드레인측(제1  선택 
게이트) 및 소스측(제2 선택 게이트)의 선택 게이트에 의해서 끼워진 상기 페이지의 집합을, NAND 블록
(1NAND 블럭), 또는 블럭(1블럭)이라고 부른다. 1페이지는 예를 들면 256바이트(256×8)개의 메모리셀로 
구성된다. 1페이지분의 메모리셀은 거의 동시에 기록이 행해진다. 1블럭은 예를 들면 2048바이트(2048×
8) 개의 메모리셀로 구성된다. 1블럭분의 메모리 셀은 거의 동시에 소거된다.

NAND 형 EEPROM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데이타 기록은 비트선으로부터 먼 쪽과 메모리셀로부터 순서대로 행해진다.

선택된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에는 승압된 기록 전압 VPP (=20V 정도)를 인가하고, 다른 비선택 메모리
셀의 제어 게이트, 및 제1 선택 게이트에는 각각, 중간 전위(=10V 정도)를 인가하고, 비트선에는 데이타
에 따라서, OV(“0” 기록), 또는 중간 전위(“1” 기록)를 인가한다. 이 때, 비트선의 전위는 선택되어 
있는 메모리셀로 전달된다. 데이타가 “0”일 때에는 선택되어 있는 메모리셀의 부유 게이트와 기판사이
에, 높은 전압이 걸리고, 기판으로부터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터널 주입되어, 임계치 전압이 정(+)방향
으로 이동한다. 데이타가 “1”일 때에는 임계치 전압은 변화하지 않는다.

데이타 소거는 블럭 단위로 거의 동시에 행해진다.

즉, 소거를 행하는 블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제어 게이트, 선택 게이트를 0V로 하고, p 형 실리콘 기판
(또는 p 형 월 및 H 형 기판)에, 승압된 승압 전위 VppE (20V 정도)를 인가한다. 한편, 소거를 행하지 않
는 블럭에 포함되어 있는 제어 게이트 선택 게이트에는 상기 승압 전위 VppE를 인가한다. 이에 따라, 소
거가 행해지는 블럭의 메모리셀에서, 부유 게이트에 축적되어 있던 전자가 p 형 실리콘 기판(또는 웰)으
로 방출되고, 임계치 전압이 부(-)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데이타 판독 동작은 비트선을 프리차지한 후, 비트선을 부유하고, 선택된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를 0V, 
그외의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 선택 게이트를 전원전압 Vcc (예를 들면 3V), 소스선을 0V로 하고, 선택
되어 있는 메모리셀에서, 전류가 흐르는지의 여부를 비트선에 검출함으로써 행해진다. 즉, 메모리셀에 기
록된 데이타가 “0” (메모리셀 임계치 Vth>0) 이면 메모리셀은 오프가 되기 때문에, 비트선은 프리차지 
전위를 보유하지만, “1” (메모리셀 임계치 Vth<0) 이면 메모리셀은 온하여 비트선은 프리차지 전위로부
터 △V만큼 내려간다. 이들 비트선 전위를, 센스증폭기로 검출함으로써,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판독된다.

또한 최근에는 EEPROM의 대용량화를 실현하는 수법의 하나로서, 1개의 셀에 3치 이상의 정보를 기억시키
는 다치 기억셀이 알려져 있다.(예를 들면 특개평 7-93979호, 특개평 7-161852호).

제39도는 하나의 메모리셀에, 4개의 기록 상태를 설정함으로써, 4치를 기억하는 경우의 메모리셀 임계치 
전압과, 4개의 기록 상태(4치 데이타 “0”, “1”, “2”, “3”)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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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0”인 상태는 소거 후의 상태와 동일하고, 예를 들면 부(-)임계치를 갖는다. 데이타 “1”인 상
태는 예를 들면 0.5V에서부터 0.8V사이의 임계치를 갖는다. 데이타 “2”인 상태는 예를 들면 1.5V에서부
터 1.8V사이의 임계치를 갖는다. 데이타 “3”인 상태는 예를 들면 2.5V에서부터 2.8V사이의 임계치를 갖
는다.

따라서 메모리셀 M의 제어 게이트 CG에 판독 전압 VCG2R을 인가하여, 메모리셀이 “ON”이나 “OFF”함으
로써,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0”, “1” 중 어느 하나나, “2”, “3” 중 어느 하나」인 것을 검출할 
수 있다. 계속해서, 판독 전압 VCG3R, VCGIR를 인가함으로써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완전하게 검출된다. 판
독 전압 VEG1R, VCG2R, VCG3R은 예를 들면 각각 0V, 1V, 2V가 된다.

또한, 전압 VCG1V, VCG1V, VCG3V는 검증 전압이라고 불리고, 데이타 기록시에는 이들 검증 전압을 제어 
게이트에 인가하여 메모리셀 M의 상태를 검출하고, 충분히 기록이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검증 
전압 VCG1V, VCG2V, VCC3V는 예를 들면 각각 0.5V, 1.5V, 2.5V로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플래쉬 메모리에서는 재기록 횟수에 대해 2치 메모리셀에서, 예를 들면 100만회의 제한이 있다. 이 재기
록 횟수의 제한은 예를 들면 기록 상태의 메모리셀의 부유 게이트로부터 기판으로 부유 게이트에 저장된 
전자가 누설됨으로써 생긴다. 제39도의 데이타 “1” 상태의 메모리셀로부터, 전자가 누설함으로써, 메모
리셀이 데이타 “0”의 상태가 되면, 기록 데이타는 파괴되게 된다.

메모리셀에 다치 데이타를 기억하면, 상태간의 전압차(예를 들면 제39도의 “3” 상태와 “2” 상태사이
의 전압차)가 작아진다. 그 결과, 근소한 양의 전자가 기판으로 누설해도, 데이타가 “3”의 상태에서, 
“2”의 상태로 변해버린다. 또한, 메모리셀을 다치화하면, 임계치가 가장 큰 상태(제39도에서는 “3” 
상태) 의 임계치가 커지기 때문에, 부유 게이트와 기판사이의 전계가 커진다. 그 결과 부유 게이트로부터
의 전자의 누설량이 커진다.

이상의 사정으로부터, 메모리셀을 다치화할수록 신뢰성, 특히 데이타의 재기록 횟수에 대한 신뢰성이 악
화되어 재기록 횟수의 제한치가 감소하고, 예를 들면 50만회가 된다. 결과로서, 장치의 내구성(장치의 수
명)이 손상된다.

종래의 메모리 카드(예를 들면 K. Niijima, IBM J RES. DEVEL0P. VOL. 39NO. S SEPTEMBER 1995)에서는 블
럭마다 재기록 횟수를 기록하고, 재기록 횟수가, 예를 들면 100만회를 넘은 경우에는 상기 블럭을 사용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도, 다치 기억화하면 할수록, 메모리 카드의 사용 횟수는 2치 
기억일 때보다도 감소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다치 기억의 메모리셀을 포함하면서도, 
특히 재기록에 관한 내구성이 풍부한 기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다른 목적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기억 시스템에 필요한, 몇개의 신규 시스템 요소를 포함한 기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상기 메모리셀을 n 치 기억의 메모리셀
로서 동작시키고, 상기 소정의 재기록 횟수 이후는 상기 메모리셀을 m 치 기억(m은 n 미만의 자연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소정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상기 메모리셀을 n 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고, 상기 소정의 재기록 
횟수 이후는 상기 메모리셀을 2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제n 재기록 횟수까지는 상기 메모리셀을 n 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고, 제n 재기록 횟수 이후 제
(n-1)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상기 메모리셀을 (n-1)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작기키고, 제(i+1)(i는 2이
상의 자연수)의 재기록 횟수이후, 제i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상기 메모리셀을 i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
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메모리 셀에서의 n 치 기억에서 m 치 기억, 2치 기억 또는 (n-1)치 기억으로의 변경, 또는 
(i+1) 치 기억에서, i 치 기억으로의 변경을 상기 기억부를 포함하는 메모리칩 단위로 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기억부는 소정의 수의 상기 메모리셀로 구성되고, 데이타의 기록 또는 데이타의 소거를 일괄
해서 행하는 단위가 되는 메모리셀 블럭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셀에서의 n 치 기억에서 m 치 기억, 2
치 기억 또는 (n-1) 치 기억으로의 변경, 또는 (i+1)치 기억에서 i치 기억으로의 변경을, 상기 메모리셀 
블럭 단위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메모리 셀이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1 치 기억 중 어느 하나로 변경된 후,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 치 기억에 있어서의 재기록 횟수가 제한 횟수에 달한 후는 상기 
메모리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메모리셀이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 치 기억 중 어느 하나로 변경된 후,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 치 기억에 있어서의 재기록 횟수가 제한 횟수에 달한 후에는 상
기 메모리셀에 데이타의 기록, 및 데이타의 소거를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으로서, 상
기 메모리셀이 몇 치의 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억하는 레벨 기억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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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으로서, 상
기 메모리셀을 n 치로 동작시키는 n 치 동작 모드, 및 상기 메모리셀을 m 치(m은 n 미만의 자연수)로 동
작시키는 H 치 동작 모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가지며, 상기 메모리셀로의 
데이타의 기록 또는 소거시에, 상기 메모리셀에 대한 데이타의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 및 상기 데이
타의 메모리셀로의 기록 상태 또는 소거 상태를 검출하는 검증 판독 동작을 반복하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
서, 상기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과 검증 판독 동작의 반복 횟수인 검증수를 모니터하여, 이 검증수가 
소정의 횟수에 달한 뒤(후), 상기 메모리셀에서의 n 치 기억으로부터 m치 기억, 2치 기억 또는 (n-1) 치 
기억으로의 변경, 또는 (i+1) 치 기억으로부터 i치 기억으로의 변경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p치(p는 2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지니고, 상기 메모리셀로의 데
이타의 기록 또는 소거시에, 상기 메모리셀에 대한 데이타의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 및 상기 데이타
의  메모리셀로의  기록  상태  또는  소거  상태를  검출하는  검증  판독  동작을  반복하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과 검증 판독 동작의 반복 횟수인 검증수를 모니터하고, 이 검증
수가 소정의 횟수에 달한 후는 상기 메모리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p 치(p는 2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가지며, 상기 메모리셀로의 
데이타의 기록 또는 소거시에 상기 메모리셀에 대한 데이타의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 및 상기 데이타
의  메모리셀로의  기록  상태  또는  소거  상태를  검출하는  검증  판독  동작을  반복하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과 검증 판독 동작의 반복 횟수인 검증수를 모니터하고, 이 검증
수가 소정의 횟수에 달한 후는 상기 메모리셀에 데이타의 기록, 및 데이터의 소거를 하지 않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를, 다치 NAND 형 플래쉬 메모리를 예로 들어 설명 하기로 한다.

제1도 내지 제3도는 각각, 본 발명의 제1 실시 형태에 관한 다치 NAND 형 플래쉬 메모리의 각 기억 모드
마다.의 임계치 전압과 다치 데이터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1도에는 4치 동작 모드일 때의 임계치 전압과 4치 데이타의 관계의 하나의 예가, 도2(a)도 내지 제2
(c)도에는 3치 동작 모드일 때의 임계치 전압과 3치 데이터의 관계의 3가지 예가, 제3(a)도, 제3(b)도에
는 2치 동작 모드일 때의 임계치 전압과 2치 데이타의 관계의 두개의 예가 각각 표시되어 있다.

제1도 내지 제3도의 각 도면에서, “0”은 소거 상태, “1”, “2”, “3”은 각각 기록상태이다. 다치 
NAND 형 플래쉬 메모리의 칩 내부의 동작(기록, 판독, 소거 등)은 특개평 7-93979호, 특개평 7-161852호, 
특원평 7-295137호, 특원평 8-61443호, 특원평 8-61445호 등에 기재되어 있는 비와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이 EEPROM의 분야에서는 다치화하면 할수록, 재기록 가능한 횟수가 감소한다. 예를 들면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4치의 기억 상태를 취하는 4치 셀에서는 50만회,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3
치의 기억 상태를 취하는 3치 셀에서는 80만회,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2치의 기억 상태를 취하는 2치 
셀에서는 100만회가 각각, 재기록 가능한 범위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우선, 50만회의 재기록이 될 때까지는 메모리셀을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기억 상
태를 취하는 4치 셀을 사용한다. 50만회의 재기록이 된후, 80만회의 재기록이 될 때까지는 제2(a)도 내지 
제2(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3치 셀을 사용한다. 80만회의 재기록 이후에는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2
치 셀을 사용한다.

또한, 장치의 동작의 방법을 간략화하기 위해서, 50만회의 재기록이 될 때까지는 4치 셀을 사용하고, 50
만회의 재기록이 된 후, 2치 셀을 사용하도록 해도 좋다.

이와 같이 4치 셀의 재기록 횟수의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3치 셀, 또는 2치 셀을 사용함으로써, 플래쉬 
메모리의 사용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다치 기억의 플래쉬 메모리보다도, 특히 재기록에 
관한 내구성이 향상한다.

상기한 내구성은 플래쉬 메모리군, 즉 칩의 내구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플래쉬 메모리를 여러
가지 메모리 장치(예를 들면 메모리 카드 등) 속에 내장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장치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향상된다.

메모리셀을 4치로서 동작시킬지, 혹은 3치로서 동작시킬지, 또는 2치로서 동작시킬지는 칩의 외부로부터 
플래쉬 메모리에 코맨드를 입력함으로써 제어해도 좋다. 즉, 플래쉬 메모리 내부의 동작 모드로서 4치용
의 기록 동작 모드(또는 동작 방법) / 판독 동작 모드(또는 동작 방법), 3치용의 기록 동작 모드(또는 동
작 방법)/ 판독 동작 모드(또는 동작 방법), 2치용의 기록 동작 모드(또는 동작 방법) / 판독 동작 모드
(또는 동작 방법)를 각각 갖게 하고, 이들 동작 모드(또는 동작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코맨드의 입력에 
의해 선택하여 각각의 동작을 제어해도 좋다.

또는 메모리셀을 4치로서 동작시킬지, 혹은 3치로서 동작시킬지, 혹은 2치로서 동작시키는지를 플래쉬 메
모리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로부터 입력하는 기록 데이타에 의해 제어하도록 해도 좋다. 즉 플래쉬 메모리
의 내부 동작은 바꾸지 않고서, 외부에서부터 입력하는 기록 데이타를, 4치, 3치, 2치로 순차,또는 4치, 
2치로 제어한다. 즉, 4치 셀로서 동작시킬 때에는 「“0”, “1”, “2”, “3”」의 4치를 입력하고, 3
치 셀로서 동작시킬 때에는 「“0” “1”, “2”」의 3치를 입력하고, 2치 셀로서 동작시킬 때에는 「“
0”, “1”」의 2치를 입력하도록, 각각의 입력 데이타치를 제어해도 좋다.

또한, 2치 셀로서의 재기록 횟수의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상기 셀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도 좋다.

또한, 2치 셀로서의 재기록 횟수의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상기 셀에는 데이타의 기록, 또는 데이타의 소
거를 하지 않도록 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상기 셀은 재기록을 행하지 않는 것뿐이므로, ROM으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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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ROM으로서 사용될 때에는 셀의, 특히 터널 산화막의 열화의 정도가, 기억 보유 
기간을 좌우한다. 그러나, 재기록 횟수가 한도에 달했다고 해도, 통상 셀에는 ROM으로서 견딜 만큼의 신
뢰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재기록 횟수의 한도는 터널 산화막이 사용에 견딜 수 없게 될 때까
지, 어느 정도의 마진을 예상하여 설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 관한 기억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4도는 제2 실시 형태에 관한 플래쉬 메모리의 구성도이다.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컨트롤러(100)는 k 개(k는 자연수)의 다치NAND형 플래쉬 메모리의 칩(101-1 내
지 101-K)의 동작을 제어한다.

제5도는 제4도에 도시한 다치 NAND 형 플래쉬 메모리의 칩(101)의 구성도이다. 제4도에 도시한 칩(101)에
는 복수의 메모리셀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메모리셀은 각각, 제1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치 기억 레벨에 따른 임계치 전압 분포를 갖는다. 임계치 전압 분포는 예를 들면 제1도 내
지 제3도와 동일하며, 제1도 내지 제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0”은 소거 상태, “1”, “2”, “3”은 
기록 상태이다.

다치 NAND  형 플래쉬 메모리의 칩 내부의 동작(기록, 판독, 소거 등)은 특개평 7-93979호,  특개평 7-
161852호, 특원평 7-295137호, 특원평 8-61443호, 특원평 8-61445호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

동시에 기록을 행하는 단위인 1페이지는 528바이트개의 메모리셀로 구성되고, 그 중에 예를 들면 512바이
트개의 메모리셀이 데이타 영역, 나머지의 16바이트개의 메모리셀이 논리 어드레스와 물리 어드레스의 대
응을 도시한 어드레스 변환 테이블이나, 오류 정정 코드(Error Correcting Code : ECC)를 기억한다.

제5도에서는 1개의 칩은 512블럭으로 구성되고, 동시에 소거를 행하는 단위인 1블럭은 16페이지로 구성된
다. 예를 들면 선두 블럭 Block0은 시스템 영역으로서 사용한다. 즉, Block0에는 각 블럭의 재기록 횟수
나 어느 블럭이 파손되어 있는지, 또는 블럭·시퀀스 번호S를 기억해 두면 된다. 이하에서는 재기록 횟수
를 기억하는 부분을 재기록 횟수 기록 영역이라고 부른다. 블럭 시퀀스 번호S 등의 설명의 상세한 내용은 
공지예 N.Niijima ; IBM J. RES. DEVEL0P VOL. 39 NO. 5 SEPTEMBER 1995에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기록
·소거를 반복할 때마다. 재기록 횟수가 기억되어 있는 선두 블럭의 재기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시스
템 블럭에서는 재기록이 빈번히 행해지기 때문에, 시스템 영역의 메모리셀의 수명이 다른 데이타 영역의 
메모리셀의 수명보다도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

제6도는 제2 실시 형태의 변형에 관한 기억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시스템 영역의 메모리셀의 수명이 다른 데이타 영역의 메모리셀의 수명보다도 짧아지는 
경우에는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재기록 횟수 기록 영역 등의 시스템 영역을 기억하는 DRAM(102)를 구
비해도 좋다. 전원 투입시(동작 시간)에 플래쉬 메모리의 시스템 영역의 데이타를 판독하여 DRAM에 기억
시킨다. 그 후, 데이타의 기록, 소거, 재기록 등에는 시스템 영역의 재기록이 발생하지만, 이때에는 DRAM
에 기억된 시스템 영역을 재기록하면 된다. DRAM 상의 시스템 영역의 데이타에 기초하여, 전원을 오프시, 
혹은 일정시간마다. 플래쉬 메모리의 시스템 영역의 데이타를 재기록하면 된다.

이와 같이 동작시의 시스템 영역의 재기록은 DRAM내의 데이타에 대해서 행함으로써 플래쉬 메모리내의 시
스템 영역이 빈번히 재기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데이타의 기록, 소거, 재기록시에 어드레스 변환 테이블의 재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드레스 변
환 테이블의 내용도 DRAM에 기억되어 재기록도 DRAM 내에서 행하면 된다.

이 실시 형태에서는 4치 플래쉬 메모리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제1도와 같은 4치 메모리셀에서는 50만회, 제3(a)도, 제3(b)도와 같은 2치 메모리셀에서는 100
만회 재기록 가능하다.

이 실시 형태에 의하면, 우선, 50만회 재기록이 될 때까지는 메모리셀을 제1(a)도와 같은 4치 셀로서 4치 
모드로 사용한다. 각 블럭의 재기록 횟수는 전원 오프시에는 플래쉬 메모리상의 시스템 영역의 재기록 횟
수 기록 영역에, 전원 투입시(동작시)에는 DRAM의재기록 횟수 기록 영역에 기억된다.

50만회 재기록한 후에는 제3(a)도, 제3(b)도와 같이 2치 셀로서 2치 모드로 사용한다. 4치 모드와 2치 모
드의 전환은 1페이지 단위, 또는 1블럭 단위로 행해도 좋고, 복수의 블럭 단위로 행해도 좋고, 칩 단위로 
행해도 좋다. 각 페이지, 각 블럭, 혹은 각 칩이 2치 모드일지, 혹은 4치 모드일지를 보유하는 레벨 기억 
수단은 전원 오프시에는 플래쉬 메모폭의 시스템 영역에 동작 모드에 관한 정보를 기억하고, 전원 투입시
(동작시)에는 DRAM에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전원 투입시에 레벨 기억수단을 판독함으로써 메모리셀을 
몇 치로 동작시키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치 셀로서의 재기록 횟수일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2치 셀로서 사용함으로써 플래쉬 메모리의 
사용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메모리셀을 4치로서 동작시킬지, 혹은 2치로서 동작시킬지는 컨트롤러(100)로부터 플래쉬 메모리에 코맨
드를 입력함으로써 제어해도 좋다. 즉, 플래쉬 메모리 내부의 동작 모드로서 4치용의 기록 동작 모드(또
는 동작 방법) / 판독 동작 모드(또는 동작 방법), 2치용의 기록 동작 모드(또는 동작 방법) / 판독 동작 
모드(또는 동작 방법)를 갖게 하고, 이들 동작 모드(또는 동작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코맨드의 입력에 
의해 선택하여, 각각의 동작을 제어해도 좋다.

또는 메모리셀을 4치로서 동작시킬지, 혹은 2치로서 동작시키는지를, 플래쉬 메모리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100)로부터 입력되는 기록 데이타에 의해서 제어하도록 해도 좋다. 즉, 플래쉬 메모리의 내부 동작은 바
꾸지 않고,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기록 데이타를 4치, 2치로 제어한다. 즉, 4치 셀로서 동작시킬 때에는 
「“0”, “1”, “2”, “3”」의 4치를 입력하고, 2치 셀로서 동작시킬 때에는 「“0”, “1”」의 2치
를 입력하도록, 각각의 입력 데이타치를 제어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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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치 모드와 2치 모드로, 1페이지 내의 데이타 영역의 메모리셀수를 변경해도 좋고, 변경하지 않아
도 좋다. 4치 모드라도 2치 모드라도, 528 바이트개의 메모리셀중, 예를 들면 512 바이트개의 메모리셀이 
데이타 영역, 나머지의 16바이트개의 메모리셀이 논리 어드레스와 물리 어드레스의 대응을 도시한 어드레
스 변환 테이블이나, 오류 정정 코드(ECC)를 기억해도 좋다. 또는 4치 모드와 2치 모드로, 어드레스 변환 
테이블이나 ECC의 영역을 최적화해도 좋다. 예를 들면 4치 모드에서는 어드레스 변환 테이블이나 ECC의 
영역일 16바이트개의 메모리셀을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2치 모드에서는 24바이트개의 메모리셀을 이용
해도 좋고, 8바이트개의 메모리셀을 이용해도 좋다. 어느쪽의 경우라도, 어드레스 변환 테이블이나 ECC의 
영역 이외를 데이타 영역으로서 이용하면 된다.

재기록 횟수 기록 영역은 각각의 블럭이 재기록될 때마다, 데이타가 갱신되기 때문에, 이 재기록 횟수 기
록 영역을 모니터함으로써, 메모리셀이 몇 치로 동작하는가를 결정하면 된다. 즉, 재기록 전에 DRAM 내의 
재기록 횟수 기록 영역을 판독하여, 기록을 행하는 블럭의 재기록 횟수가 50만회 이하인 경우에는 그 블
록을 4치 셀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재기록 횟수가 50만회를 넘는 경우에는 DRAM 내의 레벨 기억 수단의 
내용을, 이 실시 형태에서는 4치 셀이 아니라 2치 셀이면, 변경하고, 그 블럭을, 2치 셀로서 기록한다. 
또한,  100만회를 넘는 경우에는 그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또는 기록 또는 소거를 하지 않도록 해도 
좋다.

제2실시 형태에서는 예를 들면 각 블럭 단위로 재기록 횟수를 기록하고, 각 블럭 단위에서 몇 치로 동작
하는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몇 치로 동작할지 결정하는 단위는 블럭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복수
의 블럭으로 1개의 재기록 횟수 기록 영역을 설치하고,복수의 블럭 단위에서 몇 치로 동작하는가를 결정
해도 좋다.

또는 플래쉬 메모리칩 1개에 대해서, 1개의 재기록 횟수 기록 영역을 설치하고, 칩단위에서 몇 치로 동작
하는가를 결정해도 좋다. 또한 페이지 단위로, 재기록 횟수를 모니터하고, 각 단위에서 몇 치로 동작하는
가를 결정해도 좋다.

제2 실시 형태에서는 재기록 횟수를 모니터함으로써, 몇 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는가를 결정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출하하고 나서의 시간을 모니터함으로써 몇 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는가를 결정해도 좋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기억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관한 몇개의 기억 시스템을 예로 들어, 이들을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기억 시스템으로서 
설명한다.

제7도는 제3실시 형태에 관한 제1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1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셀
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소정의 재기록 횟수(예를 들면 50만회)까지
는 n 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한다. 그 이후는 m 치(m은 n 미만의 자연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는 기억 
시스템이다.

재기록 횟수는 제2 실시 형태에 의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블럭, 혹은 각 칩의 재기록 횟수 기억 영역
에 기록되고, 이 재기록 횟수 기억 영역을 모니터함으로써, 몇 치 메모리셀로 동작하는가를 결정하면 된
다.

제8도는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2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2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셀
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8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소정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n 치의 메모리셀
로서 동작한다. 그 이후는 2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는 기억 시스템이다.

제9도는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3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3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셀
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제n 재기록 횟수까지는 n 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고, 제(n-1)의 재기록횟수까지는 메모리셀은 (n-1) 치로서 동작하고, 제i (j는 2이상의 자연수)의 
재기록횟수까지는 메모리셀은 i 치로서 동작하는 기억 시스템이다.

또, 여기서는 각각 n 치 셀, (n-1) 치 셀, j 치 셀로서의 재기록 횟수의 제한치와 대응하여 설정되는 소
정의 재기록 횟수를, 제n 재기록 횟수, 제(n-1)의 재기록횟수, 제i 재기록 횟수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하
에 대해서도 아주 동일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4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셀
을 포함한다. 그리고,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메모리셀이 몇 치의 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억
하는 레벨 기억 수단을 갖는 기억 시스템이다.

상기 레벨 기억 수단은 예를 들면 플래쉬 메모리칩의 최초의 블럭, 예를 들면 제5도에 도시한 Block0에, 
그 기억 내용을 기억시켜 놓으면 된다.

또는 상기 레벨 기억 수단을 전원 투입시에 판독, 제6도에 도시한 DRAM(102)에, 그 기억 내용을 기억 시
켜두면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4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고 있는 것이 재기록 횟수 기억 영역을 판독함
으로써 재기록 횟수가 50만회에 달하는 것이 판정되면, 레벨 기억 수단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후는 2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면 된다. 이후는 레벨 기억 수단을 판독함으로써 2치 셀로서 기록을 행한다. 즉, 여
기서는 전원 투입시 등에, 레벨 기억 수단을 판독함으로써 메모리셀을 몇 치로 동작시키는가를 수시로 결
정할 수 있다.

제5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 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셀
을 포함하고, 소정의 수의 메모리셀이 메모리셀 블럭을 구성하고, 상기 메모리셀 블럭 단위로 기록, 또는 
소거를 행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로서, 상기 메모리셀 블럭내의 메모리셀은 소정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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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한다. 그 이후는 본 메모리셀 블럭내의 모든 메모리셀이 m 치(m은 n 미만의 자연
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는 기억 시스템이다.

또한, 제5 기억 시스템은 각 메모리셀 블럭마다 상기 메모리셀 블럭의 재기록 횟수를 기억하는 재기록 횟
수 기억 영역을 갖고 있다. 상기 메모리셀 블록이 몇 치 메모리셀로 동작할지는 이 재기록 횟수 기억 영
역에 기억된 재기록 횟수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또, 여기서의 메모리셀 블럭이란, 1개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와, 1개의 소스측 선택 게이트에 끼워전 페
이지의 집합인, 소위 블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데이타의 기록, 또는 소거가 동시에 행해지는 
메모리셀군을 도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NAND 형 EEPROM에서는 통상, 상술한 바와 같은 페이지 단위로 기록이 행해지고, 또한, 블럭 단
위로 소거가 행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들 페이지, 또는 블럭이 여기서의 메모리셀 블럭에 상당한다.

제6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 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로서, 메모리셀이 소정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n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한
다. 그 이후는 상기 메모리셀이 포함되는 칩 내의 모든 메모리셀이 m 치(m은 n 미만의 자연수)의 메모리
셀로서 동작하는 기억 시스템이다.

또한, 제6 기억 시스템은 각 칩마다 상기 칩의 재기록 횟수를 기억하는 재기록 횟수 기억 영역을 갖는다. 
상기 칩이 몇 치 메모리셀로 동작할지는 이 재기록 횟수 기억 영역에 기억된 재기록 횟수에 따라서 결정
하면 된다.

제10도는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7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7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 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제n 재기록 횟수까지는 n 치의 메모리셀
로서 동작하고, 제m 재기록 횟수까지는 m 치(m은 n 미만의 자연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고, 그 이후는 
상기 메모리셀을 사용하지 않는 기억 시스템이다.

제11도는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8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 다.

제8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 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제n 재기록 횟수까지는 n 치의 메모리셀
로서 동작하고, 제2 재기록 횟수까지는 2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고, 그 이후는 상기 메모리셀을 사용하
지 않는 기억 시스템이다.

제12도는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9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 다.

제9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 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제n 재기록 횟수까지는 n 치의 메모리셀
로서 동작하고, 제(n-1)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메모리셀은 (n-1) 치로서 동작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제i(i
는 2이상의 자연수)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메모리셀은 i치로서 동작한다. 그 후, 제2 재기록 횟수에 달한 
후에는 상기 메모리셀은 사용하지 않는 기억 시스템이다.

제13도는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10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10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 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제n 재기록 횟수까지는 n 치의 메모리셀
로서 동작하고, 제m 재기록 횟수까지는 m 치(m은 n 미만의 자연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고, 그 이후는 
본 메모리셀의 데이타를 소거 또는 기록하지 않는 기억 시스템이다.

제14도는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11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11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 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제n 재기록 횟수까지는 n 치의 메모리셀
로서 동작하고, 제2 재기록 횟수까지는 2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고, 그 이후는 상기 메모리셀의 데이타
를 소거 또는 기록하지 않는 기억 시스템이다.

제15도는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12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12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로,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 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제n 재기록 횟수까지는 n 치의 메모리셀
로서 동작하고, 제(n-1)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메모리셀은 (n-1) 치로서 동작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제i 
(i는 2이상의 자연수)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메모리셀은 i 치로서 동작한다. 그 후, 제2 재기록 횟수에 달
한 후에는 상기 메모리셀의 데이타를 소거 또는 기록하지 않는 기억 시스템이다.

제16도는 제3 실시 형태에 관한 제13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13 기억 시스템은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 예를 들면 3 혹은 4 혹은 8 혹은 16)를 기억하는 메모리셀
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이 제n 재기록 횟수까지는 n 치의 메모리셀로
서 동작하고, 제(n-1)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메모리셀은 (n-1) 치로서 동작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제i (i
는 3이상의 자연수)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메모리셀은 i 치로서 동작한다. 그리고 제3 재기록 횟수까지는 
3치로서 동작한 후, 제2 재기록 횟수에 달할 때까지는 2치로서 사용한다. 그 후, 제2 재기록 횟수 이후는 
상기 메모리셀의 데이타를 소거 또는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좋고, 상기 메모리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좋
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4 실시 형태에 관한 다치 NAND 형 플래쉬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4 실시 형태에 관한 플래쉬 메모리에서는 플래쉬 메모리가 몇 치로 동작하는가를 칩 외부에서의 코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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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력함으로써 제어한다. 이하, 보다. 구체적인 4치NAND 형 플래쉬 메모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
다.

제4 실시 형태에서는 플래쉬 메모리 내부의 동작 모드로서 4치용의 기록, 판독 방법과, 2치용의 기록, 판
독 방법이 있다. 4치용의 기록, 판독을 행할지, 2치용의 기록, 판독을 행할지는 칩외부의 컨트롤러에서부
터의 코맨드를 제어한다.

이하에서는 4치용의 기록, 판독 방법과, 2치용의 기록, 판독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기로 한다. 소거
는 4치 메모리셀의 경우나, 2치 메모리셀의 경우도, 종래의 2치 NAND 플래쉬 메모리와 같이 블럭 단위, 
혹은 칩단위로 행해진다.

[1] 4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는 경우

제17도는 본 발명은 제4실시 형태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제17도에는 다치 기억식 EEPROM의 구성이 표시되어 있다. 메모리셀이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셀 어레이(1)에 대해서, 메모리셀을 선택하거나, 제어 게이트에 기록 전압 및 판독 전압을 인가하
는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가 설치된다.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는 어드
레스 버퍼(5)에 접속되어 있고, 어드레스 버퍼(5)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한다. 데이타회로(3)는 
기록 데이타를 보유하거나, 메모리셀의 데이타를 판독하거나 하기 위한 회로이다. 데이타 회로(3)는 데이
타 입출력 버퍼(4)에 접속되어 있고, 어드레스 버퍼(5)로부터의 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한다. 데이타 입출
력 버퍼(4)는 EEPROM 외부와의 데이타 입출력 제어를 행한다.

제18도는 제17도에 도시한 메모리셀 어레이(1), 및 데이타 회로(3)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제18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NAND형 셀은 메모리셀 M1  내지 M4가 직렬로 접속됨으로써 구성되어 있다. 
NAND 형 셀의 양단은 선택 트랜지스터 S1, S2를 통해 각각 비트선 BL, 소스선 Vs에 접속된다. 제어 게이
트 CG를 공유하는 메모리셀 M 군은 “페이지”라고 불리는 단위를 형성하고, 동시에 데이타 기록·판독이 
행해진다. 또한, 4개의 제어 게이트 CG1 내지 CG4에 연결되는 메모리셀군으로 블럭을 형성한다. “페이지
”, “블럭”은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에 의해 선택된다. 각 비트선 BL0 내지 BLm에는 
데이타 회로(3-0 내지 3-m)가 접속되고, 대응하는 메모리셀로의 기록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기도 한
다.

제19도는 메모리셀 M에 4개의 기록 상태를 설정함으로써 4치 기억하는 경우의 메모리셀 M 임계치 전압과 
4개의 기록 상태(4치 데이타 “0”, “1”, “2”, “3”)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제1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타 “0”의 상태는 데이타를 소거한 후의 상태와 동일하고, 예를 들면 부
임계치를 갖는다. 데이타 “1”의 상태는 예를 들면 0.5V에서부터 0.8V 사이 임계치를 갖는다. 데이타 “
2”의 상태는 예를 들면 1.5V에서 부터 1.8V간 임계치를 갖는다. 데이타 “3”의 상태는 예를 들면 2.5V
에서부터 2.8V간 임계치를 갖는다. 메모리셀 M의 제어 게이트 CG에 판독 전압VCG2R을 인가하고, 메모리셀
이 “ON”이나 “OFF”됨으로써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0”, “1” 중 어느 하나나, “2”, “3” 중 
어느 하나」를 검출할 수 있다. 계속해서, 판독 전압 VCG3R, VCG1R를 인가함으로써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완전히 검출된다. 판독 전압 VCG1R,  VCG2R,  VCG3R는 예를 들면 각각 OV,  1V,  2V가 된다. 전압 VCG1V, 
VCG2V, VCG3V는 검증 전압이라고 불리고, 데이타 기록시에는 이들 검증 전압을 제어 게이트에 인가하여 
메모리셀 M의 상태를 검출하고, 충분히 기록이 행해지는 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검증 전압 VCG1V, VCC2V, 
VCG3V는 예를 들면 각각 0.5V, 1.5V, 2.5V가 된다.

제20도는 제17도에 도시한 메모리셀 어레이(1) 및 데이타 회로(3)의 회로도이다.

제2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타 회로(3)에는 제1 플립플롭 FF1과 제2 플립플롭 FF2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실시 형태에서의 제1 플립플롭 FF1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퍼(Qn21, Qn22, Qn23)와, p 채널 MOS 트랜지
스터(Qp9, Qp10, Qp11)로 구성되어 있고, 소위 교차 결합형 래치 회로라고 불리는 회로로 되어 있다. 또
한, 제2 플립플롭 FF2와 동일하게,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29, Qn30, Qn31)와,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6, Qp17, Qp18)로 구성되고, 소위 교차 결합형 래치 회로라고 불리는 회로로 되어 있다. 플립플롭 
FF1, FF2에는 각각, 기록/판독 데이타가 래치된다. 또한, 이들 플립플롭 FFl, FF2는 각각 비트선 BLa, 또
는 비트선 BLb의 전위를 증폭, 즉 데이타를 증폭하는 센스 증폭기로서도 동작한다. 플립플롭 FF1, FF2는 
「“0” 기록을 할지, “1” 기록을 할지, “2” 기록을 할지, “3” 기록을 할지」를 기록 데이타 정보
로서 래치하고, 메모리셀이 「“0”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1”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2”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3”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독 데이타 정보로서 센스하여 래치한다.

데이타 입출력선 IOA, IOB와 플립플롭 FF11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28, Qn27)를 통해 접속된다. 데이
타 입출력선 IOC, IOD와 플립플롭 FF2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35, Qn36)를 통해 접속된다. 데이타 입
출력선 IOA, IOB,IOC, IOB는 제17도중의 데이타 입출력 버퍼(4)에도 접속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27, Qn28, Qn35, Qn36)의 게이트는 NAND 논리회로 G2와 인버터(14)로 구성된 열 
어드레스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26, Qn34)는 각각 플립플롭 FF1, FF2를 신
호 ECH1, ECH2가 “H”가 되어 이퀄라이즈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24, Qn32)는 플립플롭 FF1, FF2
와 MOS 캐패시터(Qd1)의 접속을 제어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5,Qn33은 플립플롭 FF1, FF2와 MOS 
캐패시터(Qd2)의 접속을 제어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Qp12c, Qp13c)로 구성된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AC에 의해서, 플립플롭 FF1의 
데이타에 따라 MOS 캐패시터(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Qp14C, Qp15C)로 구
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BC에 의해서, 플립플롭 FF1의 데이타에 따라 MOS 캐패시터(Qd2)의 게이
트  전압을  변경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QpP12C,  Qp19C,  Qp20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A2C에 의해 플립플롭 FF1 및 FF2의 데이타에 따라 MOS 캐패시터(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Qp14C, Qp21C, Qp22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VRFYBB2C에 의해 플립플롭 FF1 
및 FF2의 데이타에 따라 MOS 캐패시터(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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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1C, Qn2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VRFYBA1C에 의해 플립플롭 FF2의 데이
타에 따라 MOS 캐패시터(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C, Qn4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B1C에 의해 플릴플롭 FF2의 데이타에 따라 MOS 캐패시터(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MOS 캐패시터(Qd1, Qd2)는 공핍형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비트선 용량보다 충분히 작아진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7)는 신호 PREA에 의해서 MOS 캐패시터(Qd1)를 전압 VA로 충전시킨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8)는 신호 PREB에 의해 MOS 캐패시터 Qd2를 전압 VB로 충전시킨다. n 채널 MOS 트랜지
스터(Qn39, Qn40)는 신호 BLCA, BLCB에 의해, 데이타 회로(3)와 비트선BLa, BLb의 접속을 각각 제어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7,Qn38)로 구성된 회로는 비트선 전압 제어 회로를 겸한다.

다음에, 제2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3)를 구비하는 플래쉬 메모리(EEPROM)의 
동작을 타이밍도에 따라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제어 게이트 CG2A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를 도시한
다.

[판독 동작]

제21도는 판독 동작일 때의 타이밍도이다. 이하, 제21도에 따라 판독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2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시각 t1RC에서, 전압 VA, VB가 각각 18V, 1.5V로 되고, 비트선 BLa, 
BLb의 전위는 각각, 1.8V, 1.5V로 된다. 또한, 신호 BLCA, BLCB가 각각 “L”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Qd1), 및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되고, 비트선 BLa, BLb는 부유된다. 또한, 
신호 PREA, PREB가 각각 “L” 레벨이 되고, MOS 캐패시터(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부
유 상태로 된다.

계속해서, 시각 t2RC에서, 제어 게이트 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에 의해 선택된 블럭의 선택된 제어 게
이트 CG2A는 O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0V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OV이상이면, 비트선 전람은 1.8V인 채로 된다.

이 후, 시각 t3RC에서, 신호 BLCA,  BLCB가 각각 “H” 레벨이 되고, 비트선의 데이타가 MOS 캐패시터
(Qd1, Qd2)로 전송된다. 그 후, 재차 신호 BLCA, BLCB가 “L”이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된다.

또한,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레벨 “H” 레벨이 되어, 플립플릅 FF1이 비활성화되고, 또한, 신호 
ECH1이 “H” 레벨이 되어, 플립플롭 FF1의 2개의 입출력 단자(노드 N3C, N4C)는 상호 이퀄라이즈된다. 
또한, 이 후 신호 RVIA, RVIB가 각각 “H” 레벨이 된다.

계속해서, 시각 t4RC에서, 재차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레벨, “L” 레벨이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플립플롭 FF1에 의해서 센스되고, 플립플롭 FF1에 래치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0”이나, 혹은 “1” 또는 “2” 또는 “3”」이 플립플롭 FF1에 의해 센스되고 그 정보가 래치된다. 
또,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는 1V로 되어 있다. 이 결과, 선택된 메모리셀의 임계치가 1V 이하이면, 비
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1V이상이면, 비트선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계속해서, 시각 t5RC에서, 신호 PREA, PREB가 각각 “H” 레벨이 되고 MOS 캐패시터(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l은 각각 1.8V, 1.5V로 된다. 이 후 신호 PREA, PREB가 “L” 레벨이 되고, MOS 캐패
시터(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부유 상태가 된다.

이 후, 시각 t6RC에서, 신호 BLCA, BLCB가 각각 “H” 레벨이 된다. 재차 신호 BLCA, BLCB가 각각 “L”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된다. 이 후, 신
호 SAN2, SAP2가 각각 “L” 레벨, “H” 레벨이 되고, 플립플릅 FF2가 비 활성화되고, 또한 신호 ECH2가 
“H”가 되고, 플립플롭 FF2의 2개의 입출력 단자(노드 N5C, N6C)는 상호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 
RV2A, RV2B가 각각 “H” 레벨이 된다.

계속해서, 시각 t7RC에서 재차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레벨, “L” 레벨이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플립플롭 FF2에 의해서 센스되고, 플립플롭 FF2에 래치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0” 또는 “1”이나, 혹은 “2” 또는 “3”」이 플립플롭 FF2에 의해 센스되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이때의 플립플롭 FF1, FF2의 노드 N3C, N5C의 전위의 관계는 제2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관계가 된다.

마지막으로, 메모리셀에 기록된 데이타가 「“2” 또는 “3”」이 센스된다.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가 
2V로 되어 있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2V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
리셀 임계치가 2V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이 후, 시각 t8RC에서 신호 PREA, PREB가 각각 “H” 레벨이 되고, MOS 캐패시터(Qd1, Qd2)의 게이트 전
극인 노드 N1, N2는 각각 1.8V, 1.5V로 된다. 또한, 신호 PREA, PREB가 “L” 레벨이 되어,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부유 상태로 된다.

이 후, 시각 t10RC에서 신호 BLCA, BLCB가 각각 “H” 레벨이 된다. 그 후, 재차 신호 BLCA, BLCB가 “L
” 레벨이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MOS 캐패시터의 데이타를 센스하는 것에 앞서서, 시각 t11RC에서 신호VRFYBA2C가 0V로 된다. 제22도로부
터 알 수 있듯이 노드 N5C가 “로우 레벨(Lowlevel)” 및 노드 N3C가 “하이 레벨(High level)” (즉 노
드 N4C가 “Low level”)이 되는 것은 “1” 데이타의 경우뿐이다. 따라서 “1” 데이타인 경우에만, p 
채널 MOS 트랜지스터(Qp12C, Qp19C, Qp20C)가 온하고, 노드 N1이 VCC가 된다. 그 후,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레벨, “H” 레벨이 되고, 플립플롭 FF1이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1이 “H”가 되어 이퀄라이
즈된다. 이 후, 신호 RV1A, RV1B가 각각 “H” 레벨이 된다.

시각 t12RC에서 재차,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레벨, “L” 레벨이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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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플롭 FF1에 센스되고, 래치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2”나 “3”」이 플립플롭 FF1에 
의해 센스되어, 그 정보가 래치된다.

이상의 판독 동작의 결과, 4치의 데이타가 제2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립플롭 FF1, FF2에 래치된다. 도
면중의 각 데이타 임계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데이타 “0” … 임계치 : 0V이하

데이타 “1” … 임계치 : 0.5V이상 0.8V이하

데이타 “2” … 임계치 : 1.5V이상 1 8V이하

데이타 “3” … 임계치 : 2.5V이상 2.8V이하

판독 중, 신호 VRFYBAC, VRFYBBC는 모두 “H”레벨, 신호 YRFYBAIC, VRFYBB1C는 모두 “L” 레벨이다. 또
한, 전압 Vs는 0V로 한다.

열 어드레스 디코더로 입력되는 열 활성화 신호 CENB가 “H” 레벨로 하면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선택된 
데이타 회로(3)에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가 데이타 입출력선 IOA, IOB, IOC, IOD로 출력되고, 데이타 입출
력 버퍼(4)를 통해 EEPROM 외부로 출력된다.

메모리셀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타, 임계치, 데이타 입출력선 IOA, IOB, IOC, IOD로 판독 후에 출력되는 
레벨의 관계는 제2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관계가 된다.

칩 외부로의 출력 데이타는 데이타 입출력 버퍼(4)에서 데이타 입력선 IOA, IOB, IOC, IOD로 출력된 신호
를 토대로 변환한 것이라도 좋다.

[기록 동작]

우선 기록 데이타가 플립플롭 FF1, FF2에 로드된다. 그 후, “1” 데이터, “2” 데이타 및 “3” 데이타
가 거의 동시에 기록된다. 그리고 “1”데이타, “2”데이타, “3” 데이타가 충분히 기록되어지는가를 
조사하는 검증 판독이 행해지고, 기록 불충분의 메모리셀이 있는 경우에는 재기록이 행해진다. 모든 메모
리셀이 충분히 기록되는 것을, 기록 종료 검지 회로를 검지함으로써 기록이 종료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에 검증 판독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프로그램

기록 동작 전에, 입력된 2비트분의 데이타는 데이타 입출력 버퍼(4)에서 변환되고, 데이타 회로(3)로 입
력된다. 4치 데이타와 데이타 입출력선 IOA, IOB, IOG, IOD의 관계는 제2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관계가 
된다.

변환된 4치 데이타는 열 활성화 신호 CENB가 “H” 레벨이고, 어드레스 신호로 지정된 열 어드레스의 데
이타 회로(3)로 전송된다.

제25도는 기록 동작일 때의 타이밍도이다. 이하, 제25도에 따라 기록 동작을 설명한다.

제2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시각 t1S에서 전압 VA가 비트선 기록 제어 전압 1V로 되고, 비트선 BLa
가 1V로 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9)의 임계치분의 전압 강하분이 문제로 될 때는 신호 BLCA를 승
압하면 된다. 계속해서, 신호 PREA가 “L”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a가 부유된다.

다음에, 시각 t2S에서 신호 RV2A가 1.5V로 된다. 이것에 의해 데이타 “1” 또는 “3”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서는 비트선 제어 전압 0V가 비트선 BLa에 인가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2) 임계치
를 1V로 하면, “0” 또는 “2” 기록시에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2)는 “OFF” “1” 또는 “3” 
기록시에는 “ON” 이 된다.

그 후, 시각 t3S에서 신호 YRFYBAC가 0V로 되고, 데이타 “0” 또는 데이터 “1”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
타 회로에서는 비트선 기록 제어 전압 VCC이 비트선 BLa로 출력된다.

그리고, 시각 t4S에서 신호 VRFYBA2C가 0V로 되고, 데이타 “1”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서는 단
자 Vl을 통해 비트선“1” 기록 전위 2V가 비트선 BLa로 출력된다.

그 결과, “0” 기록하는 비트선은 VCC, “1” 기록하는 비트선은 2V “2” 기록하는 비트선은 1V, “3” 
기록하는 비트선은 0V로 된다. 또한, 시각 tIS 내지 t4S에서는 제어 게이트 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에 
의해 선택된 블럭의 선택 게이트 SG1A, 제어 게이트 CG1A 내지 CG4A가 VCC로 되어 있다. 또한, 선택 게이
트 SG2Å는 0V이다.

다음에,  시각 t5s에서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가  고전압 VPP  (예를  들면 20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가 전압 VM (예를 들면 10V)으로 된다. 데이타 “3”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 대
응하는 메모리셀에서는 0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입
되어, 메모리셀 임계치가 상승한다. 데이타 “2”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셀에서
는 1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 부유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어, 메모리셀 임계
치가 상승한다. 데이타 “1”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셀에서는 2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고, 메모리셀 임계치가 상승한다. “2” 
기록의 경우의 채널 전위를 1V, “1” 기록의 경우의 채널 전위를 2V로 하는 것은 전자의 주입량을 “3” 
데이타 기록의 경우, “2” 기록의 경우, “1” 기록의 경우의 순서로 적게 하기 위함이다. 데이타 “0”
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셀에서는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가 작
기 때문에, 실효적으로는 부유 게이트에 전자는 주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모리셀 임계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기록 동작 중, 신호 SAN1, SAN2, PREB, BLCB는 “H”레벨, 신호 SAP1, SAP2, VRFYBA1C, RVIA, 
RV1B, RV2B, ECH1,ECH2는 “L”레벨, 전압 VB는 0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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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판독

기록 동작 후, 기록이 충분히 행해지는가를 검출한다(기록 검증). 혹시, 원하는 임계치에 달하면, 데이타 
회로의 데이타를 “0”으로 변경한다. 혹시, 원하는 임계치에 달하지 않으면, 데이타 회로의 데이타를 보
유하고, 재차, 기록 동작을 행한다. 기록 동작과 기록 검증은 모든“1”을 기록하는 메모리셀, “2”를 
기록하는 메모리셀 및 “3”을 기록하는 메모리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달할 때까지 반복된다.

제26도 및 제27도는 각각 기록 검증 동작일 때의 타이밍도이다. 또, 제26도 및 제27도는 각각 시간적으로 
연속한 도면이다. 제26도의 지면 우측에, 신호 파형의 단부에 첨부되어 있는 숫자 1 내지 32는 제27도의 
지면 좌측에, 신호 파형의 단부에 첨부되어 있는 숫자 1 내지 32에 이어지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이하, 
제26도 및 제27도에 따라서, 기록 검증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1”을 기록하는 메모리셀이 소정의 임계치에 달하고 있는지를 검출한다.

제2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시각 t1YC에서 전압 VA, VB가 각각 1.8V, 1.5V로 되고, 비트선 BLa, 
BLb는 각각, 1.8V, 1.5V로 된다. 또한, 신호 BLCA, BLCB가 각각 “L”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
패시터(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되고,  비트선  BLa,  BLb는  부유된다.  또한,  신호 
PREA, PREB가 각각 “L” 레벨이 되어, MOS 캐패시터(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부유 상
읔'로 된다.

계속해서, 시각 t2YC에서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에 의해 선택된 블럭의 선택된 제어 게
이트 CG2A는 0.5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I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택
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0.5V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0.5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이 후, 시각 t3YC에서 신호 BLCA, BLCB가 각각 'H' 레벨이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노드 N1, N2로 전송된
다. 그 후, 신호 BLCA, BLCB가 각각 “L” 레벨이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 된다.

이 후, 시각 t4YC에서 신호 RV1A가 1.5V로 되고, “2”기록의 경우 및 “3” 기록의 경우에는 노드 N1이 
0V로 방전된다.

계속해서, 시각 t5YC에서 신호 VRFYBA1C가 “H” 레벨이 되면, “0” 또는 “2” 기록 데이타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서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가 “ON”이고, 로드 N1은 VCC로 된다. 그 결과, 노드 
N1은 “0” 기록 또는 “2” 기록의 경우에는 VCC, “3” 기록의 경우에는 0V로 된다. 이 후,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레벨, “H” 레벨이 되어, 플립플롭 FF2가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가 되어, 
플립플롭 FF2의 2개의 입출력 단자(노드 N5C, N6C)는 상호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 RV2A, RV2B가 각
각 “H” 레벨이 된다.

이 후, 시각 t6YC에서 재차,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레벨, “L” 레벨이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
압이 센스되고 래치된다. 이에 따라, “1” 기록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타 회로만 대응하는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충분히 “1” 기록상태가 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1”이면, 플립플
롭 FF2로 노드 N1의 전압을 센스하고 래치함으로써 기록 데이타는 “0”으로 변경된다. 반대로, 메모리셀
의 데이타가 “1”이 아니면, 플립플롭 FF1로 노드 N2의 전압을 센스하고, 래치하는 것으로 기록 데이타
는 “1”로 보유된다. “0” 또는 “2” 또는 “3” 기록 데이타를 보유하는 데이타 회로의 기록 데이타
는 변경되지 않는다. 또, 선택된 제어 게이트는 1.5V로 되어 있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1.5V이하이
면, 비트선 전압은 1.5V 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1.5V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계속해서, 시각 t7YC에서 신호 PREA, PREB가 각각 VCC로 되고, 노드 N1, N2가 각각 1.8V, 1.5V가 된 후, 
부유된다.

이 후, 제2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각 t8YC에서 신호 BLCA, BLCB가 각각 “H” 레벨이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N1, N2로 전송된다. 그 후, 신호 BLCA, BLCB가 “L”이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 된다.

이 후, 시각 t9YC에서 신호 RV2A가, 예를 들면 VCC 이하의 1.5V로 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2)의 
임계치가  1V인  경우,  “3”  기록  데이타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서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는 “ON” 이고, 노드 N1은 0V로 된다. “2” 기록 데이타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서, 메모
리셀이 충분히“2”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20은  “OFF”이고,  노드  N1은 
1.5V이상으로 보유된다. “2” 기록 불충분의 경우에는 노드 N1은 1.5V 이하이다.

이 후, 시각 t10YC에서 신호 VRFYBAC가 “L” 레벨이 되면, “0” 또는 “1” 기록 데이타가 보유되어 있
는 데이타 회로에서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3C가 “ON”하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또한, 신호 
SAN1, SAP1이 각각 “L”레벨, “H” 레벨이 되고, 플립플롭 FF1이 비 활성화되어, 신호 ECH1이 “H” 레
벨이  되고,  플립플롭  FF1의  2개의  입출력  단자(노드  N3C,  N4C)가  상호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 
RV1A, RV1B가 각각 “H” 레벨이 된다.

이 후, 시각 t11YC에서 재차 신호 SAN1, SAP1이 각각 “H”레벨, “L” 레벨이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
이 센스되고 래치된다. 이에 따라, “2”기록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타 회로만 대응하는 메모리셀의 데
이타가 충분히 “2” 기록 상태가 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2”이면, 플립플롭 
FF1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센스하고 래치함으로써 기록 데이타는 “0”으로 변경된다. 반대로, 메모리셀
의 데이타가 “2”가 아니면, 플립플롭 FF1로 노드 N1의 전압을 센스하고, 래치하는 것으로 기록 데이타
는 “2”로 보유된다. “0” 또는 “1” 또는 “3” 기록 데이타를 보유하는 데이타 회로의 기록 데이타
는 변경되지 않는다. 또, 선택된 제어 게이트는 2.5V로 되어 있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2.5V이하이
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2.5V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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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시각 t12YC에서 선호 BLCA, BLCB가 각각 “H” 레벨이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N1, N2로 전송된다. 
그 후, 재차 신호 BLCA, BLCB가 각각 “L” 레벨이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이 후, 시각 t13YC에서 신호 VRFYBAC가 “L” 레벨이 되면, “0” 또는 “1”기록 데이타가 보유되어 있
는 데이타 회로, 및 “2” 기록이 충분히 행해진 데이터 회로에서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QP13C)가 “
ON”하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또한,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레벨, “H” 레벨이 되고, 플립플
롭 FF1이 비활성화되어, 신호 ECH1이 “H” 레벨이 되고, 플립플롭 FF1의 2개의 입출력 단자(노드 N3C, 
N4C)가 상호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 RV1A, RV1B가 각각 “H” 레벨이 된다.

이 후, 시각 t14YC에서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레벨, “L” 레벨이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센
스되고 래치된다. 이 후, 제2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술한 바와 같은 기록 데이타의 변환이 다시 행해
진다.

계속해서, 시각 t15VC에서 신호 BLCA, BLCB가 각각 “H” 레벨이 되어, 비트선의 전위가 N1, N2로 전송된
다. 그 후, 재차 신호 BLCA, BLCB가 “L”이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Qd1), 비트선 BLb와 MOS 캐
패시터(Qd2)는 분리된다.

이 후, 시각 t16YC에서 신호 VRFYBA1C가 “H” 레벨로 하면, “0” 또는 “2”기록 데이타가 보유되어 있
는 데이타 회로, 및 “1” 기록 충분한 데이타 회로에서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2C)가 “ON”하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또한,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레벨, “H” 레벨이 되어, 플립플롭 FF2가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 레벨이 되어, 플립플롭 FF2의 2개의 입출력 단자(노드 N5C, N6C)가 상
호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 RV2A, RV2B가 각각 “H” 레벨이 된다.

이 후, 시각 t17YC에서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레벨, “L” 레벨이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센
스되고 래치된다. 이 실시 형태에서는 시각 t16YC에서 신호 YRFYBA1C를 VCC로 함으로써, “0” 기록, 및 
“2” 기록하는 경우의 MOS 캐패시터(Qd1)의 노드 N1을, 노드 N2의 전위(1.5V)보다도 높아지도록 충전하
고 있다. 시각 t16YC에서 신호 RV2B를, 예를 들면 1.5V로 해도 좋다. 이 경우, “0” 기록, 또는 “2” 
기록의  경우에는  노드  N6C가  0V이기  때문에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3)가  온하고,  노드  N2는  0V가 
된다. 한편, “1” 또는 “3” 기록의 경우에는 노드 N6C가 VCC, 노드 N2가 1.5V 이기 때문에,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33)는 오프하고, 노드 N2는 1.5V로 보유된다. 시각 t16YC에서 신호 YRFYBA1C를 VCC로 
하여 행하는 “0” 기록, 및 “2” 기록하는 경우의, 노드 N1으로의 충전은 노드 N2의 전위(0V)보다도 크
면 되기 때문에, 노드 N1의 충전은 예를 들면 0.5V 정도의 낮은 전압이라도 된다.

이상과 같이 “3” 기록 데이타를 보유하는 데이타 회로만 대응하는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충분히“3” 기
록 상태가 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3”이면, 플립플롭 FF1, FF2로 노드 N1의 
전압을  센스하고  래치함으로써,  기록  데이타는  “0”으로  변정된다.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3”이 
아니면, 플립플롭 FF1, FF2로 노드 N1의 전압을 센스하고 래치함으로써 기록 데이타는 “3”으로 보유된
다.  “0”  또는  “1”  또는  “2”  기록  데이타를  보유하는  데이타  회로의  기록  데이타는  변경되지 
않는다.

기록 검증 중, 신호 VRFYBBC는 “H” 신호 VRFYBB1C는 “L” 전압 Vs는 0V로 한다.

선택된 메모리셀의 전부 원하는 임계치에 달하면, 데이타 회로의 데이타는 “0” 데이타가 된다. 즉, 기
록이 종료하면, 노드 N4C, N6C가 “L” 레벨이 된다. 이것을 검출함으로써, 선택된 메모리셀의 전부가, 
원하는 임계치에 달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기록 종료의 검출은 예를 들면, 제20도에 도시되어 있는 
노드 N4C에 게이트를 접속한 기록 종료 일괄 검출 트랜지스터(Qn5C), 및 노드 N6C에 게이트를 접속한 기
록 종료 일괄 검출 트랜지스터(Qn6C)를 이용하면 된다.

검증 판독 후, 우선, 단자 VRTC를, 예를 들면 VCC로 프리차지한다. 기록이 불충분한 메모리셀이 1개이면, 
그 데이타 회로의 노드 N4C 또는 M6C중 적어도 한쪽은 “H” 레벨이기 때문에,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5C 및 Qn6C)중 적어도 1개는 온하고, 단자 VRTC의 전위는 프리차지 전위로부터 저하한다. 모든 메모리 
셀이 충분히 기록되면, 데이타 회로(3-0,  3-  1‥‥ 3-  m  -  1,  3-m)의 노드 X4C,  N6C가 “L” 레벨이 
된다. 그 결과, 모든 데이타 회로내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5C 및 Qn6C)가 오프가 되기 때문에, 단자 
VRTC의 전위는 프리차지 전위를 보유한다.

(2) 2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는 경우

메모리셀인 2치 셀로서 동작하는 경우의 기록, 판독 순서를 이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판독, 기록 데이
타를 제어하는 회로는 4치 셀로서 동작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0도에 도시된 회로이다.

[기록 동작]

(1) 프로그램

기록 동작 전에, 입력된 데이타는 데이타 입출력 버퍼(4)를 통해 데이타 회로(3)로 입력된다. 데이타는 
열 활성화 신호 CENB가 “H” 레벨이고, IOA, IOB를 통해서 플립플롭 FF1로 입력된다.

제28도는 메모리셀 M에 2개의 기록 상태를 설정함으로써 2치 기억하는 경우의, 메모리셀 M 임계치 전압과 
2개의 기록 상태(2치 데이타 “0”, “1”)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또한, 제29도는 기록 데이타와, 
플립플롭 FF1의 노드 N3C, N4C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또한 제30도는 기록 동작일 때의 
타이밍도이다. 이하, 30에 따라 기록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제30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시각 t1S에서 신호 VRFYBAC가 0V로 되고, 데이타 “0”이 보유되어 있
는 데이타 회로에서는 비트선 기록 제어 전압 VCC이 비트선 BLa로 출력된다.

그 후, 시각 t2S에서 신호 RV1A가 YCC로 됨으로써 데이타 “1”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서는 전압 
0V가 비트선으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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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0”을 기록하는 비트선은 YCC, “1”을 기록하는 비트선은 0V 로 된다. 또한, 시각 t2S에서 
제어·게이트 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에 의해 선택된 블럭의 선택 게이트 SG1A, 제어 게이트 CG1A 내지 
CG4A가 VCC로 된다. 선택 게이트 SG2A는 0V이다.

다음에,  시각 t3S에서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가  고전압 VPP  (예를  들면 207),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요가 전압 VM (예를 들면 10V)으로 된다. 데이타 “1”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셀에서는 0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
입되고, 메모리셀 임계치가 상승한다. 데이타 “0”으로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셀
에서는 선택 게이트 SG1A가 오프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셀의 채널은 부유된다. 그 결과, 메모리셀의 채널
은 제어 게이트 사이의 용량 결합에 의해, 8V정도로 된다. 데이타 “0”을 기록하는 메모리셀에서는 채널
이 8V, 제어 게이트가 20V이기 때문에, 메모리셀로의 전자의 주입은 행해지지 않고, 소거 상태(“0”)를 
보유한다.  기록  동작  중,  신호  SAN1,  SAN2,  PREB,  BLCB,  VRFYBA2C는  “H”레벨,  신호  SAP1,  SAP2, 
VRFYBA1C, RV1B, RV2B, ECH1, ECH2는 “L” 레벨, 전압 VB는 0V이다.

(2) 검증 판독

기록 동작 후, 기록이 충분히 행해지는가를 검출한다. (기록 검증). 만약, 원하는 임계치에 달하면 데이
타 회로의 데이타를 “0”으로 변경한다. 만약, 원하는 임계치에 달하지 않으면 데이타 회로의 데이타를 
보유하고, 재차 기록 동작을 행한다. 기록 동작과 기록 검증은 모든“1” 기록하는 메모리셀이 원하는 임
계치에 달할 때까지 반복된다. 제31도는 기록 검증 동작일 때의 타이밍도이다.

이하, 제20도에 도시한 회로도와, 제31도에 도시한 타이밍도를 이용하여 기록검증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
다.

제3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시각 t1YC에서 전압 VA, VB가 각각 1.8V, 1.5V로 되고, 비트선 BLa, BLb
는 각각 1.8V, 1.5V로 된다. 또한, 신호 BLCA, BLCB가 각각 “L” 레벨이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
터(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되고, 비트선 BLa,  BLb는 부유된다. 또한 신호 PREA, 
PREB가 각각 “L” 레벨이 되어, MOS 캐패시터(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부유 상태로 된
다.

계속해서, 시각 t2YC에서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에 의해 선택된 블럭의 선택된 제어 게
이트 CG2A는 0.5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 GI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
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0.5V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0.5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이 후, 시각 t3YC에서 신호 BLCA, BLCB가 각각 “H” 레벨이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노드 N1, N2로 전송
된다. 그 후, 신호 BLCA, BLCB가 각각 “L” 레벨이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Qd1), 비트선 BLb
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 된다.

이 후, 시각 t4YC에서 신호 VRFYBAC가 “L”으로 되면, “0”기록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타 회로에
서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Qp12c)가 “ON”이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그 결과, 노드 N1은 “0” 기
록의 경우에는 VCC가 된다. “1” .기록의 경우에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Qp12C)가 “OFF” 한다. 즉, 
“1”  기록이  충분히  행해진  경우에는  N1은  VCC로  되고,  “1”  기록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N1은  0V로 
된다. 그 후,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H”로 되어 플립플롭 FF1이 비 활성화되고, 신호 ECH1이 
“H”가 되어, 플립플롭 FF1의 2개의 입출력 단자(노드 N3C, N4C)는 상호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
RV1A, RV1B가 “H”으로 된다.

이 후, 시각 t5YC에서 재차 신호 SAN1, SAP1이 각각 “H”레벨, “L” 레벨이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센스되고 래치된다. 이에 따라, “1” 기록 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타 회로만 대응하는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충분히 “1” 기록 상태가 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1”이면, 플립플
롭 FF1로 노드 N1의 전압을 센스하고 래치함으로써 기록 데이타는 “0”으로 변경된다. 반대로, 메모리셀
의 데이타가 “1”이 아니면, 플립플롭 FF1로 노드 N1의 전압을 센스하고 래치함으로써 기록 데이타는 “
1”로 보유된다. “0” 기록 데이타를 보유하는 데이타 회로의 기록 데이타는 변경되지 않는다.

선택된 메모리셀의 전부 원하는 임계치에 달하면, 데이타 회로의 노드 N4C가 “L” 이 된다. 이것을 검출
함으로써 모든 선택된 메모리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달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기록 종료의 검출은 
예를 들면, 제20도에 표시되어 있는 노드 N4C에 게이트를 접속한 기록 종료 일괄 검출 트랜지스터(Qn5C)
를 이용하면 된다.

검증 판독 후, 우선, 단자 VRTC를, 예를 들면 VCC로 프리차지한다. 기록이 불충분한 메모리셀이 1개이면, 
그 데이타 회로의 노드 N4C는 “H” 이기 때문에, n 채널 MOS 트랜지스터(Qn5C)는 온하고, 단자 VRTC의 
전위는 프리차지 전위로 부터 저하한다. 모든 메모리셀이 충분히 기록하면, 데이타 회로(3-0, 
3-1,‥‥‥, 3 -m- 1, 3-2)의 노드 N4C가, 전부 “L”으로 레벨된다. 그 결과, 모든 데이타 회로내의 채
널 MOS 트랜지스터(Qn5C)가 오프가 되기 때문에 단자 VRTC의 전위는 프리차지 전위를 보유하고 기록 종료
가 검지된다.

[판독 동작]

판독 동작에서는 「“0” 또는 “1”」이 판독된다.

제32도는 판독 동작일 때의 타이밍도이다. 이하, 제32도에 따라 판독 동작을 설명한다.

제3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시각 t1RD에서 전압 VA, VB가 각각 1,8V, 1.5V로 되고, 비트선 BLa, 
BLb의 전위는 각각, 1.8V, 1.5V로 된다. 또한, 신호 BLCA, BLCB가 각각 “L”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되고, 비트선 BLa, BLb는 부유된다. 또한, 신
호 PREA, PREB가 각각 “L” 레벨이 되고, MOS 캐패시터(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부유 
상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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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에 의해 선택된 블럭의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는 0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
가 0V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셀 임계치가 O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
은 1.8V인 채로 된다.

이 후, 시각 t2RD에서 신호 BLCA, BLCB가 각각 “H” 레벨이 되고, 비트선의 데이타가 MOS 캐패시터(Qd1, 
Qd2)로 전송된다. 그 후, 재차 신호 BLCA, BLCB가 “L”이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Qd1), 비트
선 BLb와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된다.

또한,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레벨, “H” 레벨이 되고, 플립플롭 FF1이 비활성화되어, 신호 ECHI
이 “H”가 되고, 플립플롭 FF1의 2개의 입출력 단자(노드 N3C, N4C)는 상호 이퀄라이즈된다. 또한, 이 
후, 신호 RY1A, RV1B가 각각 “H” 레벨이 된다.

계속해서, 시각 t3RD에서 재차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레벨, “L” 레벨이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플립플롭 FF1에 의해 센스되고, 플릴플롭 FF1에 래치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0
”이나, 혹은 “1”이 플립플롭 FF1에 의해 센스되고, 그 정보가 래치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5 실시 형태에 관한 기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제1 내지 제4 실시 형태에 의해 설명한 기억 시스템에서는 메모리셀의 성능(몇 치 메모리셀로서 사
용할지)을 메모리셀의 재기록 횟수를 모니터하고 또는 메모리셀의 사용 시간을 모니터함으로써, 판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니터의 방법은 상기한 방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제5실시 형태에 관한 기억 시스템에서는 상기 메모리셀의 성능 전환의 판정에 특히 유효한 신규인 모
니터의 방법, 및 신규인 모니터의 방법을 포함하는 기억 시스템을 제공한다.

제33도는 제5 실시 형태에 관한 제1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3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기억 시스템은 기록의 검증수, 즉,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를 모니터한
다. 물론, 기록의 검증 횟수에 한하지 않고, 소거의 검증수를 모니터하도록 해도 좋다.

즉, NAND각 형 EEPROM에서는 기록 및 소거시에, 프로그램 펄스를 인가한 후에, 기록 혹은 소거가 충분히 
행해지는지를 조사하는 검증 판독을 행한다. 그리고, 기록 혹은 소거가 불충분한 메모리셀이 있는 경우에
는 재기록 및 재소거를 행한다. 여기서,사용 당초에는 메모리셀은 예를 들면 3회의 기록 검증 판독 사이
클에 의해 충분히 기록된 것으로 한다. 한편, 재기록의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메모리셀의 터널 산화막에 
전자가 트랩되어, 기록하기 힘들게 된다. 그 결과, 예를 들면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가, 4회, 5회, 6
회로 많아진다. 따라서, 예를 들면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가, 소정의 횟수(예를 들면 5회)까지는 제1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4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고, 상기 소정의 횟수 이후의 기록시에는 3치 메모리셀
로서 동작시키면 된다. 3치 메모리셀로서 동작되는 경우도, 재기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정의 횟수(예를 들면 7회, 혹은 5회, 혹은 4회)가 되더라도, 이후의 
기록시에는 2치 메모리셀로서 동작해도 된다. 마찬가지로, 2치 메모리셀의 기록 검증 판독 사이클수가, 
소정의 횟수에 달하는 경우에는 이후는 그 메모리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이후는 기록·소거를 
하지 않도록 해도 좋다.

이와 같이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를 검출하고, 이 검출 결과로부터, 메모리셀의 열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사,기록 검증 판독 사이클수가, 소정의 횟수에 달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제1 내지 
제4 실시 형태와 같이 메모리셀에 기억된 정보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의 방법은 제1 내지 
제4실시 형태에 의해 설명한 기억 시스템, 또는 다치 기억 플래쉬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셀을, 우선, 4치 메모리셀로서 사용하고, 기록·검증 판독사이클 수가, 소정의 사이클수
에 달한 후에는 2치 셀로서 사용해도 좋다.

또한, 제5 실시 형태에 관한 기억 시스템이 포함하는 신규인 모니터 방법은 다치 메모리셀뿐만 아니라, 2
치 메모리셀에서도 유효하다.

제34도는 제5 실시 형태에 관한 제2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3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가, 소정의 횟수까지는 2치 메모리셀로서 사용하고, 
소정의 횟수를 넘은 후에는 이 메모리셀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는 소정의 횟수를 넘은 후, 이 메모
리셀에 대해 기록 및 소거를 행하지 않도록 해도 좋다.

또한, NAND 형 EEPROM에서는 예를 들면 16페이지로 1블럭을 형성하지만, 각각의 페이지마다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를 검출함으로써, 몇 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는지를 각 페이지마다 결정해도 좋다.

또한, 몇 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킬지는 각 블럭마다 행해도 되고, 각 칩마다 행해도 좋다. 즉, 어떤 
블럭을 구성하는 16페이지 중, 1개의 페이지라도 4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는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
가 소정의 횟수를 넘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는 블럭의 메모리셀을 이후의 기록으로는 예를 
들면 2치 셀로서 동작시켜도 된다. 물론, 칩을 구성하는 복수의 페이지 중 1개의 페이지라도, 4치 메모리
셀로서 동작시키는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가 소정의 횟수를 넘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는 
칩의 모든 메모리셀을 이후의 기록으로는 예를 들면 2치 셀로서 동작시켜도 된다.

또한, 페이지를 세분화한 메모리셀 블럭 단위로 몇 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는가를 결정해도 좋고, 동
작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기만 하면, 동페이지 내에 동작 모드가 다른 메모리셀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상
관없다. 즉, 메모리셀에 기억된 정보의 수를 변경하는 단위는 특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술한 바와 
같은 페이지 단위, 블럭 단위, 칩 단위의 다른 것,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또한,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가 아니고, 소거·검증 판독 사이클수를 검출함으로써, 메모리셀에 기억
된 정보치의 수를 바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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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 또는 소거·검증 판독의 사이클수는 칩내에 설치되는 카운터 회로에 기
억 또는 카운트하고, 상기 카운터 회로의 정보를 칩으로 출력해도 좋다.

제35도는 제5 실시 형태에 관한 제3 기억 시스템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제3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 검증 판독 사이클수(혹은 소거 검증 판독사이클수)를 검출함으로써, 기
록(혹은 소거) 전압을 변경하도록 해도 좋다. 예를들면 2치 메모리셀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사이클수가 
4회가 될 때까지는 기록 전압의 초기치는 16V이다. 재기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록, 소거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클수가 증가한다. 사이클수가 4회를 넘으면, 기록 전압의 초기치를 17V 로 한다. 재
기록 횟수가, 더욱 증가하고, 기록 전압의 초기치가 17V라도 사이클수가 4회를 넘는 경우에는 기록 전압
의 초기치를 18V로 증가시키면 된다.

또한, 상기 사이클수가 소정의 횟수를 넘으면, 기록 전압뿐만 아니라, 소거전압의 초기치를 높게 해도 좋
다. 물론, 소거·검증 판독 사이클수를 검출함으로써, 소거 전압, 혹은 기록 전압을 바꿔도 된다. 이와 
같이 기록·검증 판독 사이클수, 또는 소거·검증 판독 사이클수를 모니터하는 것은 재기록 횟수를 모니
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몇 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메
모리셀의 성능을 판정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이상, 설명한 제1 내지 제5 실시 형태에서는 다치 반도체 기억 장치를 이용한 기억 시스템에서, 재기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1개의 메모리셀에 기억된 정보(치)의 수를 감한다. 예를 들면 4치 메모리셀에서, 
재기록 횟수가 50만회까지는 4치 메모리셀로서 동작하고, 그 이후는 2억 메모리셀로서 동작한다. 이에 따
라, 기억 시스템 전체의 재기록 횟수를 종래 보다도 많게 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NAND 형 EEPROM이나, NOR 형 플래쉬 메모리뿐만 아니라, AND 형(K. 
Kume et al.; IEDM Tech. Dig., Dec. 1992. pp. 991-993)이나, DINOR 형(S. Kobayashi et al.; ISS\CC 
Tech. Dig., 1995, pp. 122), 나 가상 그랜드형 어레이(R. Cemea et al.; ISSCC Tech. Dig., 1995, pp. 
121)라도 된다.

또한, 다치 DRAM이나 다치 마스크 ROM 또는 다치 SRAM이라도 물론 좋다.

또한,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3치 메모리셀, 또는 4치 메모리셀에 한하지 않고, 물론 5치 메모리
셀, 혹은 8치 메모리셀, 혹은 16치 메모리셀 등이라도 유효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다치 기억의 메모리셀을 포함하면서도, 특히 재기록에 관한 
내구성이 풍부한 기억 시스템, 및 상기 기억 시스템에 특히 필요한, 신규인 시스템 요소를 포함한 기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은 소정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상기 메모리셀을 n 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고, 상기 소
정의 재기록 횟수 이후는 상기 메모리셀을 m 치 기억(m은 n 미만의 자연수)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시스템.

청구항 2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은 소정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상기 메모리셀을 n 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고, 상기 소
정의 재기록 횟수 이후는 상기 메모리셀을 2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3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제n 재
기록 횟수까지는 상기 메모리셀을 n 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고, 제n 재기록 횟수이후, 제(n-
1)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상기 메모리셀을 (n-1)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작시키고, 제(i+1)의 재기록 횟
수 이후, 제i (i는 2이상의 자연수)의 재기록 횟수까지는 상기 메모리셀을 i 치 기억의 메모리셀로서 동
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n 치 기억으로부터 m 치 기억, 2치 기억 혹은 (n-1) 치 기억
으로의 변경, 또는 (i+1) 치 기억으로부터 i 기억으로의 변경을 상기 기억부를 포함하는 메모리칩 단위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시스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n 치 기억으로부터 m 치 기억, 2치 기억 또는 (n-1) 치 기억
으로의 변경, 또는 (i+1) 치 기억으로부터 i 치 기억으로의 변경을 상기 기억부를 포함하는 메모리칩 단
위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n 치 기억으로부터 m 치 기억, 2치 기억 또는 (n-1) 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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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변경, 또는 (j+7) 치 기억으로부터 j 치 기억으로의 변경을 상기 기억부를 포함하는 메모리칩 단
위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시스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어, 상기 기억부는 소정수의 상기 메모리셀로 구성되고, 데이타의 
기록, 또는 데이타의 소거를 일괄해서 행하는 단위가 되는 메모리셀 블럭을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n 치 기억으로부터 m 치 기억, 2치 기억 또는 (n-1) 치 기억으로의 변경, 또는 (i+1) 치 기억으
로부터 i 치 기억으로의 변경을 상기 메모리셀 블럭 단위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이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치 기억 중 어느 하나로 변경
된 후,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치 기억 각각에 있어서의 재기록 횟수가 제한 횟수에 달
한 후에는 상기 메모리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이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치 기억 중 어느 하나로 변경
된 후,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 치 기억에 있어서의 재기록 횟수가 제한 횟수에 달한 
후에는 상기 메모리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셀이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치 기억 중 어느 하나로 변경된 
후,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 치 기억에 있어서의 재기록 횟수가 제한 횟수에 달한 후에
는 상기 메모리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이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치 기억 중 어느 하나로 변
경된 후, m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치 기억에 있어서의 재기록 횟수가 제한 횟수에 달한 후
에는 상기 메모리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이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치 기억 중 어느 하나로 변경
된 후,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 치 기억에 있어서의 재기록 횟수가 제한 횟수에 달한 
후는 상기 메모리셀에 데이터의 기록 및 데이타의 소거를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상기 메모리셀이 m치 기억, 2치 기억, (n-1)치 기억 및 i 치 기억 중 어느 하나로 변경된 
후,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 치 기억에 있어서의 재기록 횟수가 제한 횟수에 달한 후에
는 상기 메모리셀에 데이타의 기록 및 데이타의 소거를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1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이 m 치 기억, 2치 기억, (n-i) 치 기억 및 i치 기억 중 어느 하나로 변경
된 후,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 치 기억에 있어서의 재기록 횟수가 제한 횟수에 달한 
후에는 상기 메모리셀에 데이타의 기록 및 데이타의 소거를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15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이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1치 기억 중 어느 하나로 변경
된 후, m 치 기억, 2치 기억, (n-1) 치 기억 및 i 치 기억에 있어서의 재기록 횟수가 제한 횟수에 달한 
후에는 상기 메모리셀에 데이타의 기록 및 데이타의 소거를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16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이 몇 치의 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레벨 기억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셀에 
기억된 레벨 수가 변경됨에 따라 상기 레벨 기억 수단의 기억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17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갖는 기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을 n 치로 동작시키는 n 치 동작 모드 외에, 상기 메모리셀을 m 치(m은 n 미만의 자연수)로 동작
시키는 m 치 동작 모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가지며, 상기 메모
리셀로의 데이타의 기록 또는 소거시에 상기 메모리셀에 대한 데이타의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 및 상
기 데이타의 메모리셀로의 기록상태 또는 소거 상태를 검출하는 검증 판독 동작을 반복하는 기억 시스템
으로서, 상기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과 검증 판독 동작의 반복 횟수인 검증수를 모니터하고, 상기 검
증수가 소정의 횟수에 달한 후, 상기 메모리셀에서의 n 치 기억으로부터 m 치 기억, 2치 기억 또는 (n-1) 
치 기억으로의 변경, 또는 (i-1) 치 기억으로부터 i 치 기억으로의 변경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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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시스템.

청구항 19 

제2항에 있어서,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가지며, 상기 메모
리셀로의 데이타의 기록 또는 소거시에 상기 메모리셀에 대한 데이타의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 및 상
기 데이타의 메모리셀로의 기록상태 또는 소거 상태를 검출하는 검증 판독 동작을 반복하는 기억 시스템
으로서, 상기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과 검증 판독 동작의 반복 횟수인 검증수를 모니터하고, 상기 검
증수가 소정의 횟수에 달한 후,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n 치 기억으로부터 m 치 기억, 2치 기억 또는 
(n-1) 치 기억으로의 변경, 또는 (i-1) 치 기억으로부터 i 치 기억으로의 변경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청구항 20 

제3항에 있어서, n 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기억부를 가지며, 상기 메모
리셀로의 데이타의 기록 또는 소거시에 상기 메모리셀에 대한 데이타의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 및 상
기 데이타의 메모리셀로의 기록상태 또는 소거 상태를 검출하는 검증 판독 동작을 반복하는 기억 시스템
으로서, 상기 기록 동작 또는 소거 동작과 검증 판독 동작의 반복 횟수인 검증수를 모니터하고, 상기 검
증수가 소정의 횟수에 달한 후,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n 치 기억으로부터 m 치 기억, 2치 기억 또는 
(n-1) 치 기억으로의 변경, 또는 (i+1) 치 기억으로부터 i 치 기억으로의 변경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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