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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캐시 기능이나 다치 논리 동작 기능을 각각 최적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재기입/판독 회로를 포함하는 EEPROM을 제

공한다.

재기입/판독 회로(140)는, 메모리셀 어레이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는 동시에, 상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제1 래치 회

로(1)와 제2 래치 회로(2)를 포함하고, 2비트의 4치 데이터를 하나의 메모리셀에 다른 임계치 전압 범위로서 기억하

도록 하여, 제1 및 제2 래치 회로(1 및 2)를 이용하여 4치 데이터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의 재기입/판독을 행하는 

다치 논리 동작 모드와, 하나의 메모리셀에 기억되는 1 비트의 2치 데이터에 관하여, 제1 어드레스에서 선택된 메모

리셀과 제1 래치 회로(1)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행해지는 기간에, 제2 어드레스에 대하여 제2 래치 회로(2)

와 입출력 단자의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행해지는 캐시 동작 모드를 갖는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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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의한 NAND형 플래시 EEPROM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동 실시 형태의 재기입/판독 회로의 구성도.

도 3은 동 실시 형태의 메모리셀 어레이와 재기입/판독 회로의 구성도.

도 4는 동 실시 형태의 재기입/판독 회로의 일 동작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동 실시 형태의 재기입/판독 회로의 다른 동작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동 실시 형태의 재기입/판독 회로의 다른 동작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동 실시 형태의 재기입/판독 회로의 다른 동작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동 실시 형태의 재기입/판독 회로의 다른 동작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동 실시 형태의 다치 논리 동작의 데이터 기입의 플로우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동 실시 형태의 다치 논리 동작에서의 래치 회로 사이의 데이터 전송의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동 실시 형태의 데이터 기입 동작의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동 실시 형태의 메모리셀에서의 소거 및 기입의 동작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동 실시 형태의 검증 판독 동작의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동 실시 형태의 기입 전압 파형을 도시한 도면.

도 15는 동 실시 형태의 재기입/판독 회로의 동작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16은 동 실시 형태의 내부 데이터 로드의 동작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17은 동 실시 형태의 검증판독 Verify01의 동작 타이밍을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동 실시 형태의 검증판독 VerifyO1의 동작 타이밍을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동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의 판독 동작 플로우를 도시한 도면.

도 20은 동 실시 형태의 판독 Read00의 동작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21은 동 실시 형태의 판독 Read01의 동작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22는 동 실시 형태의 판독 Read10의 동작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23은 2치 동작의 경우의 메모리셀 임계치 분포를 도시한 도면.

도 24는 동 실시 형태의 캐시를 사용한 판독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동 실시 형태의 캐시를 사용한 기입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

도 26은 같은 기입 동작에 있어서의 래치 회로의 데이터 전송 동작의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

도 27은 다른 실시 형태의 캐시를 사용한 다른 기입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

도 28은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캐시 동작의 데이터 전송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29는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캐시를 사용한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30은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한 재기입/판독 회로의 구성도.

도 31은 다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테스트 모드의 동작 파형을 종래 예와 비교하여 도시한 도면.

도 32는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하위 비트'0' 기입 시의 각부 전위 관계를 나타낸다.

도 33은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하위 비트'1' 기입 시의 각부 전위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34는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상위 비트'0' 기입 시의 각부 전위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35는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상위 비트'1' 기입 시의 각부 전위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36은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상위 비트'1' 기입 시의 각부 전위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37은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상위 비트'1' 기입 시의 각부 전위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38은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상위 비트 판독 시의 각부 전위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39는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하위 비트 판독 1회째의 각부 전위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40은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하위 비트 판독 2회째의 각부 전위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41은 실시 형태의 다치 동작에 있어서의 하위 비트 판독 2회째의 각부 전 위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42는 종래의 다치 동작의 플래시 메모리 구성도.

도 43은 다치 동작의 메모리셀 임계치 분포를 도시한 도면.

도 44는 종래의 다치 동작의 데이터 로드의 모습을 도시한 도면.

도 45는 메모리셀 어레이 구성과 페이지 버퍼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도 46은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한 재기입/판독 회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7은 동 실시 형태에 의한 다치 논리 동작 시의 판독 동작 플로우도.

도 48은 동 다치 논리 동작의 제2 비트 '0' 기입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49는 동 다치 논리 동작의 제2 '1' 기입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50은 동 다치 논리 동작의 내부 데이터 로드의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

도 51은 동 다치 논리 동작의 제1 비트'0' 기입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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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는 동 다치 논리 동작의 제1 비트'0' 기입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53은 동 다치 논리 동작의 제1 비트'1' 기입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54는 동 다치 논리 동작의 제1 비트'1' 기입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55는 동 다치 논리 동작의 제1 비트 판독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56은 동 다치 논리 동작의 제2 비트 판독 1회째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57은 동 다치 논리 동작의 제2 비트 판독 2회째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58은 동 다치 논리 동작의 제2 비트 판독 2회째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59는 데이터 판독 동작의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

도 60은 바람직한 감지 증폭기 회로의 실시 형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61은 동 감지 증폭기 회로의 적용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62는 동 감지 증폭기 회로의 동작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

도 63은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한 감지 증폭기 회로의 구성도.

도 64는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한 감지 증폭기 회로의 구성도.

도 65는 동 감지 증폭기 회로의 동작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

도 66은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한 감지 증폭기 회로의 구성도.

도 67은 동 감지 증폭기 회로의 동작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

도 68은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한 감지 증폭기 회로의 구성도.

도 69는 동 감지 증폭기 회로의 동작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

도 70은 각 실시 형태의 감지 증폭기 회로에 이용되는 캐패시터의 구성 예.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제1 래치 회로

2 : 제2 래치 회로

30, 41, 42, 43, 44 : 전송 스위치 소자

50 : 데이터 입출력 버퍼

51, 52 : 컬럼 선택 스위치 소자

100 : 메모리셀 어레이

110 : 제어 회로

120 : 로우 디코더

130 : 고전압 발생 회로

140 : 재기입/판독 회로(페이지 버퍼)

150 : 컬럼 디코더

170 : 커맨드 레지스터

180 : 어드레스 레지스터

190 : 동작 논리 컨트롤

200 : 상태 레지스터

210 : 레디/비지 레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EEPROM)에 관한 것으로, 특히 캐시 기능이나 다치 논

리 동작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입 데이터나 판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데이터 재기입/판독 회로에 

관한 것이다.

파일 메모리 용도로 이용되는 대용량 플래시 EEPROM 에서는, 비트 단가를 싸게 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그 때

문에 프로세스 기술과 셀 구조에서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치 논리 기술을 사용하여 대용량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도 42는, NAND형 플래시 EEPROM에서, 하나의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2 비트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다치 논리 동작 (

4치 논리 동작)을 실현하는 데이터 재기입/판 독 회로 (이후, 이것을 페이지 버퍼로 칭한다)를 나타내고 있다. 이 페이

지 버퍼에는, 데이터 입출력 버퍼(50)를 통해 데이터 입출력 단자 I/O와 접속되는 래치 회로(1)와, 데이터 입출력 버

퍼(50)와는 직접 접속되지 않은 래치 회로(2)가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래치 회로(1, 2)와 메모리셀(5)의 비트선 BL의

사이에는, 전송 트랜지스터(42, 60, 30, 61)가 설치되고, VCC을 전송하는 경로에는 전송 트랜지스터(71, 70)가, VSS

를 전송하는 경로에는 전송 트랜지스터(80, 81)가 설치되고, 비트선에 프리차지 전위 VA를 전송하여, 실드 전위 VB

를 전송하기 위해서, 전송 트랜지스터(63, 64)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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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개의 비트선 BLe, BLo이 하나의 페이지 버퍼를 공유하는 형태로 선택적으로 페이지 버퍼에 접속되는 구

성으로 되어 있다 (자세히는, K. Takeuchi et al., '다중 NAND 플래시 메모리들을 고속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다중 페

이지 셀 구조 (A Multipage Cell Architecture for High-Speed Programming Multilevel NAND Flash Memories)'

, IEEE J. Solid-State Circuit Circuits, VOL. 33, pp. 1228-1238, Aug. 1998. 참조).

2 bit/cell의 실현은, 도 43의 (a)와 같은 메모리셀의 임계치 분포와 2 비트의 논리 데이터의 대응 관계를 정의하여, 

제1 비트와 제2 비트를 다른 로우 어드레스에 할당함으로써, 1 메모리셀에서 4치 데이터의 기입, 판독이 가능해진다.

제1 비트는 상위의 비트, 제2 비트는 하위의 비트로, 예를 들면, '10'의 경우, 제1 비트는 '1', 제2 비트는 'O'으로 한다.

기입 동작에 있어서, 제2 비트의 데이터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우선, 제2 다 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데

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단자로부터 래치 회로(1)에 로드한다. 그 기입 데이터가 '0'인 경우에는, 도 43의 (a)의 '11' 상

태에서 '10' 상태로 기입을 행한다. 그 기입 데이터가 '1'인 경우에는, 비기입(기입 금지)이 되어 '11' 상태대로 있다.

제1 비트의 데이터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도 4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데

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단자로부터 래치 회로(1)에 로드하고, 메모리셀에서는 이미 기입되어 있는 제2 비트의 데이터

를 래치 회로(2)로 판독한다. 래치 회로(1)의 기입 데이터가 '0'인 경우에는, 래치 회로(2)에 보유한 제2 비트의 데이

터가 '1'의 경우에는, '11' 상태에서 '01' 상태로, 또한, 래치 회로(2)에 보유한 제2 비트의 데이터가 '0'의 경우에는 '10

' 상태에서 '00' 상태로 기입을 행한다. 래치 회로(1)에 보유한 제1 비트의 기입 데이터가 '1'인 경우에는, 비기입이 되

고, 제2 비트의 임계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11' 상태는 '11' 상태를 유지하며, '10' 상태는 '10' 상태를 유지한다.

종래 예에서는, 하나의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2 비트의 논리 데이터를 기억하지만, 제1 비트의 데이터는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의 데이터, 제2 비트의 데이터는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의 데이터로서 취급되어, 하나의 메모리셀에

두개의 로우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는, 그 두개의 로우 어드레스를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라 칭하고 있다.

판독 동작에서는, 선택 워드선 전압을 도 43의 (a)의 Vr00, VrO1, Vr1O의 순서로 설정하여, VrOO 시의 데이터는 래

치 회로(1)로 판독하고, Vr01 시의 데이터는 래치 회로(2)로 판독하며, Vrl0 시의 판독 데이터는, 비트선 방전 후에, 

래치 회로(1)와 래치 회로(2)의 데이터로 비트선을 재충전 혹은 재방전하여, 논리적으로 이치가 맞도록 래치 회로(1)

로 판독된다. 이것은, 다치 동작의 일례이지만, 이와 같이 다치 동작에 대응한 페이지 버퍼에는, 적어도 2개의 래치 회

로가 필요로 되고 있다.

이러한 다치 동작에 의한 대용량화의 한편으로, 플래시 EEPROM의 기입 속도나 판독 속도의 향상도 중요하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도 45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셀 어레이(100)가 100a, 100b로 2 분할되어 있는 경우, 2 

페이지분의 데이터 로드 후에 2개의 셀 어레이(100a, 100b)에서 동시에 기입을 행하여, 기입 단위를 크게 하고 실효 

기입 속도를 향상하는 것이 유효이다. 더욱 실효 기입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4 분할 어레이, 8 분할 어레이로서, 

기입 단위를 4 페이지, 8 페이지로 늘려가면 좋다.

그러나, 셀 어레이 분할 수를 늘리면, 다음은, 기입 단위가 증가함으로써, 데이터 로드 시간이 현저해지게 된다. 예를 

들면, 1 바이트의 데이터 입력 사이클 50ns에서 1 페이지(512 바이트)의 데이터 로드를 행하면 약 25㎲, 4 페이지에

서는 약 100㎲ 소요된다. 일회의 기입 시간은 약 200㎲이다. 따라서, 일괄 기입 단위가 4배가 됨으로써 실효 기입 속

도는 향상하지만, 연속하여 다음의 4 페이지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4 페이지분의 데이터 로드의 시간 약 100㎲ 대기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실제로, 이와 같이 셀 어레이 분할수를 늘리면, 칩 면적이 커져 소비 전력도 증가한다.

이와 같이, 플래시 EEPROM에는, 대용량화와 기입 속도의 고속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다치 동작의 경우에는, 통상의 

1 비트의 논리 데이터를 하나의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기억하는 2치 동작의 기입과 비교하여 기입 시간이 수배 정도 

길다. 따라서, 데이터 로드 시간보다 기입 시간의 쪽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다치 동작의 경우에는, 셀 어레이 분할에 의

해 일괄 기입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증가하는 것이 실효 기입 속도 향상에 효과적이다.

한편으로, 2치 동작 시의 실효 기입 속도의 고속화에 있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셀 어레이 분할만으로는 데이터 로

드의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데이터 로드 시간을 보고 없애는 것이 유효이다. 그 때문에,

도 45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입 동작 실행 중에 다음의 기입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도록, 페이지 버퍼(140a1, 

140 a2)와는 별도로, 캐시 (데이터 레지스터)(140b1, 140b2)가 있으면 좋다. 캐시(140b1, 140b2)의 기능 조건은, 페

이지 버퍼(140a1, 140a2)가 판독이나 기입 동작 중에 데이터 입출력 단자와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교환을 할 수 있다

는 것, 데이터를 안정 보유할 수 있는 것, 페이지 버퍼(140a1, 140a2)와의 사이에서 쌍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

는 것 등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상과 같이, 플래시 EEPROM은, 대용량화를 위해서는 다치 논리 기능을 실현하고, 고속화를 위해서는 캐시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희망된다. 이들 기능은 동시에, 하나의 페이지 버퍼에 래치 회로를 2개 포함하는 것으로 실현할 수 있

는 기능이다.

본 발명은, 상기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캐시 기능이나 다치 논리 동작 기능을 최적 조건으로 실현 가능하

게 한 재기입/판독 회로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높은 감지 마진으로 비트선 데이터를 감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감지 증폭기 회로를 포함하는 비휘

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셀이 배열된 메모리셀 어레이와,

이 메모리셀 어레이에 기입해야 되는 데이터를 일시 보유하여,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는 복

수의 재기입/판독 회로와,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데이터 재기입 동작 및 판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를 구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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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기 각 재기입/판독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에 선택적으로 접속됨과 동시에, 상호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제1 래치 회로와 제2 래치 회로를 포함하고, 또한 2 비트의 4치 데이터를 하나의 메모리셀에 다른 임계치 전압의 범

위로서 기억하도록 하고, 상기 제1 및 제2 래치 회로를 이용하여 4치 데이터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의 재기입/판독

을 행하는 다치 논리 동작 모드와, 하나의 메모리셀에 기억되는 1비트의 2치 데이터에 관하여, 제1 어드레스에서 선

택된 메모리셀과 상기 제1 래치 회로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이 행하여지는 기간에, 제2 어드레스에 관해서 상기 

제2 래치 회로와 입출력 단자의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이 행하여지는 캐시 동작 모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기입 데이터나 판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데이 터 재기입/판독 회로에 2차적인 래치 회

로를 구비하고, 이 2차적인 래치 회로를 유효하게 동작시킴으로써, 캐시 기능이나 다치 논리 기능을 각각 최적 조건에

서 실현할 수 있다. 즉, 캐시 기능에 의한 기입 속도 우선의 플래시 EEPROM과, 다치 논리 동작에 의한 대용량 플래시

EEPROM과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다치 논리 동작과 2치 논리 동작에 있어서의 캐시 동작은 커맨드 입력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전환되어 실행

되는 것이라도 좋고, 혹은 다치 동작 중에도 데이터의 어드레스에 의존하지만 오버랩하여 캐시 동작이 행해지도록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또한,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셀이 배열된 메모리셀 어

레이와, 이 메모리셀 어레이에 기입해야 되는 데이터를 일시 보유하여,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

하는 복수의 재기입/판독 회로와,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데이터 재기입 동작 및 판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각 재기입/판독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선택 비트선에 제1 전송 스위치 소자 및 제2 전송 스

위치 소자를 직렬로 통해 접속되는 제1 래치 회로와, 상기 제1 전송 스위치 소자와 제2 전송 스위치 소자의 접속 노드

에 제3 전송 스위치 소자를 통해 접속되는 제2 래치 회로를 포함하고, 또한 상기 제2 래치 회로의 데이터 노드가 컬럼

선택 스위치를 통해 데이터 입출력선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재기입/판독 회로를 구성하는 제1, 제2 래치 회로의 접속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캐시 기능과 다치 논리 동

작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는, 선택 메모리셀로의 데이터 기입 후, 그 기입 데이터를 판독하여 확인하는 검증 

판독 동작을 지니고, 검증 판독 동작에 있어서의 데이터 감지와 데이터 보유는 제1 래치 회로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재기입/판독 회로는 2 비트의 4치 데이터를 하나의 메모리셀에 다른 임계치 전압

의 범위로서 기억하도록 하고, 제1 및 제2 래치 회로를 이용하여 4치 데이터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의 재기입/판독

을 행하는 다치 논리 동작 모드와, 하나의 메모리셀에 기억되는 1비트의 2치 데이터에 관하여, 제1 어드레스에서 선

택된 메모리셀과 제1 래치 회로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이 행해지는 기간에, 제2 어드레스에 관해서 제2 래치 회로

와 입출력 단자의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이 행해지는 캐시 동작 모드를 갖는 것으로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4치 데이터는 메모리셀의 임계치 전압 분포가 낮은 쪽부터 '11', '10', '00', '01'로서 정의된 것으

로 하고, 4치 데이터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는 서로 다른 로우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기입 및 판독이 행해지는 것으

로 한다.

또한, 다치 논리 동작 모드의 데이터 기입 동작의 바람직한 형태는 하위 비트 데이터를 제2 래치 회로에 로드한 후, 제

1 래치 회로에 전송 보유하고, 제1 래치 회로의 보유 데이터에 기초하여 선택 메모리셀에 기입을 행하는 제1 데이터 

기입 동작과, 상위 비트 데이터를 제2 래치 회로에 로드한 후, 제1 래치 회로에 전송 보유함과 동시에, 이미 기입된 선

택 메모리셀의 하위 비트 데이터를 판독하여 제2 래치 회로에 전송 보유하고, 제2 래치회로의 보유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되는 조건에서 제1 래치 회로의 보유 데이터에 기초하여 선택 메모리셀에 기입을 행하는 제2 기입 동작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한, 다치 논리 동작 모드의 데이터 판독의 바람직한 형태는 선택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에 제공하는 판독 전압을 

4치 데이터의 '10'과 '00'의 임계치 전압 분포 사이에 설정하여 상위 비트의 '0', '1'을 판정하는 제1 판독 동작과, 선택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에 제공하는 판독 전압을 4치 데이터의 '00'과 '01'의 임계치 전압 분포 사이에 설정하여 상위

비트 '0'일 때의 하위 비트의 '0', '1'을 판정하는 제2 판독 동작과, 선택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에 제공하는 판독 전압

을 4치 데이터의 '11'과 '10'의 임계치 전압 분포 사이에 판독 전압을 설정하여 상위 비트 '1'일 때의 하위 비트의 '0', '

1'을 판정하는 제3 판독 동작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각 재기입/판독 회로는 메모리셀 어레이의 복수개의 비트선에 대하여 비트선 선택

스위치 소자에 의해 접속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재기입/판독 회로는 제1 전송 스위치 소자와 제2 전송 스

위치 소자의 접속 노드에 제4 전송 스위치 소자를 통해 소정 전위가 주어지는 공통 신호선이 접속되어도 좋고, 제1 래

치 회로의 데이터 노드의 전위를 대피시켜 일시 기억하기 위한 일시 기억 노드와, 제4 전송 스위치 소자와 공통 신호

선 사이에 삽입되어 일시 기억 노드의 전위에 의해 제어되는 제5 전송 스위치 소자를 갖는 것으로 해도 좋다.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또한,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셀이 배열된 메모리셀 어

레이와, 이 메모리셀 어레이에 기입해야 되는 데이터를 일시 보유하여,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

하는 복수의 재기입/판독 회로와,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데이터 재기입 동작 및 판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각 재기입/판독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에 선택적으로 접속됨과 동시에, 상호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제1 래치 회로와 제2 래치 회로를 포함하고, 또한 하나의 메모리셀에 기억되는 2치 데이터에 관하여, 제1 어

드레스에서 선택되는 메모리셀과 상기 제1 래치 회로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이 행해지는 기간에, 제2 어드레스에 

관해서 상기 제2 래치 회로와 입출력 단자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이 행해지는 캐시 동작 모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2개의 래치 회로의 협동에 의해, 캐시 기능을 실현한 고속 동작의 EEPROM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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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있어서, 메모리셀 어레이의 선택 메모리셀에 대한 데이터 기입 동작 사이클이 기입 펄스 인가와 기입 검증 

판독의 반복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기입 검증 판독의 데이터를 제1 래치 회로에 보유한 상태에서 기입 동작 사이클

을 중단하고, 또한 제2 래치 회로를 비활성으로 유지하여, 선택되어 있는 메모리셀의 셀 전류를 입출력 단자에 판독해

내는 테스트 모드를 구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기입 동작 중에 셀 전류를 측정하는 테스트 모드가 있으면, 여러가지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또한, 비트선의 전류 인입의 유무 또는 대소에 의해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갖는 메모리셀 어레이와, 이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 데이터를 판독하는 감지 증폭기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감지 증폭기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에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속되는 감지 노

드와, 이 감지 노드에 접속된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상기 비트선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프리차지 회로와, 

상기 감지 노드에 입력 단자가 접속되는 인버터를 포함하는 감지 증폭기 본체와, 상기 감지 노드에 한 단이 접속되고, 

다른 단을 구동 단자로 하여 상기 비트선 데이터의 감지시에 상기 감지 노드를 승압하기 위한 승압용 캐패시터를 구

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비트선 데이터 감지 시에, 감지 노드를 승압용 캐패시터에 의해 전위 제어함으로써, 감지 노드에 판독되는

2치 데이터의 'H', 'L' 레벨을 감지 증폭기 본체의 인버터의 회로 임계치와의 관계로 최적 상태로 조정할 수 있어, 높은

감지 마진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승압용 캐패시터를 이용한 감지 노드의 승압 동작을 포함하는 감지 증폭기 회로의 비트선 데이터 감지는

다음의 일련의 동작으로 행해진다. (a) 클램프용 트랜지스터가 온의 상태에서 프리차지 회로에 의해 비트선을 프리차

지하고, (b) 프리차지된 비트선이 선택된 메모리셀의 데이터에 따라서 전위 변화하는 동안,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오프, 프리차지 회로를 온으로 유지하여 감지 노드의 프리차지를 계속하며, (c) 프리차지 회로를 오프로 하여, 승압용 

캐패시터를 구동하여 감지 노드를 승압하고, (d) 클램프용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판독 전압을 제공하여 비트선 데이

터를 감지 노드에 전송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d)의 비트선 데이터 전송 후, (e) 클램프용 트랜지스터에 제공

한 판독 전압을 클램프용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보다는 높은 전압까지 저하시킨 후에, 승압용 캐패시터에 의한 감

지 노드의 승압 동작을 정지한다.

이와 같은 승압 동작을 포함하는 감지 동작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셀의 온 저항이 크고, 감지 노드에 판독되는 데이터

의 “L' 레벨이 충분히 낮지 않은 경우라도, 이것을 보다 낮은 레벨로 하여, 감지 증폭기 본체의 회로 임계치의 변동에 

상관없이, 확실하게 데이터 판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데이터 전송 후에 클램프용 트랜지스터의 판독 전압을 

저하시키는 것에 의해, 원래 충분히 낮은 'L' 레벨 판독의 경우에, 승압 동작의 결과로서, 감지 노드가 마이너스 전위 

방향으로까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또한, 비트선의 전류 인입의 유무 또는 대소에 의해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갖는 메모리셀 어레이와, 이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 데이터를 판독하는 감지 증폭기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감지 증폭기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에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속되는 감지 노

드와, 이 감지 노드에 접속된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상기 비트선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프리차지 회로와, 

상기 감지 노드에 게이트가 접속되고, 소스가 기준 전위에 고정된 감지용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감지 증폭기 본체와,

상기 감지 노드에 한 단이 접속되고, 다른 단을 구동 단자로 하여 상기 비트선 데이터의 감지 시에 상기 감지 노드를 

승압하기 위한 승압용 캐패시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판독 데이터를 보유하는 래치 회로 등과 감지 노드와의 사이에, 감지 노드에 게이트가 접속되는 감지용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감지 증폭기 회로 방식의 경우에도, 감지 노드에 승압용 캐패시터를 설치하여 비트선 데이터 감지시에 감지

노드의 전위 제어를 행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높은 감지 마진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의 데이터 감지 동작도, 상술한 (

a)∼(d)의 일련의 동작, 혹은 (a)∼(e)의 일련의 동작에 의해 행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실시 형태 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NAND형 플래시 EEPROM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메모리셀 어레

이(100)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여러개(도 1의 예에서는 16개)의 스택·게이트 구조의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셀 MC0∼MC15을 직렬 접속하여 NAND 셀 유닛 NU(NU0, NU1, …)가 구성된다. 각 NAND 셀 유

닛 NU는 드레인측이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G1을 통해 비트선 BL에 접속되고, 소스측이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G2를 통해 공통 소스선 CELSRC에 접속된다. 로우 방향으로 나열된 메모리셀 MC의 제어 게이트는 공통으로 워드

선 WL에 접속되고,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G1, SG2의 게이트 전극은 워드선 WL과 평행하게 배치되는 선택 게이

트선 SGD, SGS에 접속된다.

하나의 워드선 WL에 의해 선택되는 메모리셀의 범위가 기입 및 판독의 단위가 되는 1 페이지이다. 1 페이지 혹은 그 

정수배의 범위의 복수의 NAND 셀 유닛 NU의 범위가 데이터 소거의 단위인 1 블록이 된다.

재기입/판독 회로(140)는 페이지 단위의 데이터 기입 및 판독을 행하기 위해서, 비트선마다 설치된 감지 증폭기 회로

(SA)겸 래치 회로(DL)를 포함하고, 이후 페이지 버퍼라 칭한다.

도 3의 메모리셀 어레이(100)는 간략화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복수의 비트선으로 페이지 버퍼를 공유해도 좋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 기입 또는 판독 동작 시에 페이지 버퍼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는 비트선수가 1 페이지의 단위가 된다.

또한, 도 3은 하나의 데이터 입출력 단자(I/O)와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이 행해지는 셀 어레이의 범위를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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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셀 어레이(100)의 워드선 WL 및 비트선 BL의 선택을 행하기 위해서, 각각 로우 디코더(120) 및 컬럼 디코더(

150)가 설치되어 있다. 제어 회로(110)는 데이터 기입, 소거 및 판독의 시퀀스 제어를 행한다. 제어 회로(110)에 의해

제어되는 고전압 발생 회로(130)는 데이터 재기입, 소거, 판독에 이용되는 승압된 고전압이나 중간 전압을 발생한다.

입출력 버퍼(50)는 데이터의 입출력 및 어드레스 신호의 입력에 이용된다. 즉, 입출력 버퍼(50)를 통해 I/O 단자 I/O0

∼I/O8와 데이터 재기입/판독 회로(140)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이 행해진다. I/0 단자로부터 입력되는 어드레스 신

호는 어드레스 레지스터(180)에 보유되고, 로우 디코더(120) 및 컬럼 디코더(150)에 보내져서 디코드된다.

I/0 단자로부터는 동작 제어의 커맨드도 입력된다. 입력된 커맨드는 디코드되어 커맨드 레지스터(170)에 보유되고, 

이에 따라 제어 회로(110)가 제어된다. 칩 인에이블 신호 CEB,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CLE,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 ALE, 기입 인에이블 신호 WEB, 판독 인에이블 신호 REB 등의 외부 제어 신호는 동작 논리 컨트롤 회로(190)에

입력되고, 동작 모드에 따라서 내부 제어 신호가 발생된다. 내부 제어 신호는 입출력 버퍼(50)에서의 데이터 래치, 전

송 등의 제어에 이용되고, 또한 제어 회로(110)에 보내져서, 동작 제어가 행해진다.

레디/비지 레지스터(210)는 칩이 레디 상태에 있는 지, 비지 상태에 있는 지를 외부에 알린다.

이 실시 형태에 있어서, 재기입/판독 회로(즉, 페이지 버퍼)(140)는 다치 동작의 기능과 캐시의 기능을 전환하여 실행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하나의 메모리셀에 1 비트의 2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경우에, 캐시 기능을 구비하거

나, 하나의 메모리셀에 2 비트의 4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경우에는 캐시 기능으로 하거나, 또는 어드레스에 의해서 제

한되지만 캐시 기능을 유효로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기입/판독 회로(140)의 구성을

도 2에 도시한다. 도 2에서는, 2개의 비트선 BLe, BLo가 페이지 버퍼(140)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비트선 선택 신호 BLTRe 또는 BLTRo에 의해서, NMOS 트랜지스터(60 또는 61)를 도통시켜, 비트선 BLe 또

는 비트선 BLo의 한쪽을 선택적으로 페이지 버퍼(140)에 접속한다.

한쪽 비트선이 선택되어 있는 동안, 비선택 상태인 다른쪽 비트선은 고정된 GND 전위나 Vdd 전위로 함으로써, 인접 

비트선 사이의 노이즈를 삭감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NAND형 플래시 메모리 외에, 어떤 로우 어드레스에 대한 1 

페이지 분의 데이터를 직렬 입출력하여 메모리셀로의 기입 동작이나 판독 동작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EEPROM에서는

비트선 피치에 대하여 데이터 기입 회로나 판독 회로의 레이아웃 사이즈가 결정되어 있다. 비트선 피치가 좁아지면, 

이들 회로의 레이아웃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복수의 비트선으로 페이지 버퍼를 공유함으로써 레이아웃의 자유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페이지 버퍼 레이아웃의 면적을 삭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도 2의 페이지 버퍼(140)는 제1 래치 회로(1)를 포함하는 메인 재기입/판독 회로(10)와, 제2 래치 회로(2)를 갖는다. 

제1 래치 회로(1)를 포함하는 메인 재기입/판독 회로(10)가, 후술하는 동작 제어에 의해서, 주로 판독, 기입 동작에 기

여한다. 제2 래치 회로(2)는 2치 동작에 있어서는, 캐시 기능을 실현하는 2차적인 래치 회로이고, 캐시 기능을 사용하

지 않는 경우에는 메인 재기입/판독 회로(10)의 동작에 보조적으로 기여하여 다치 동작을 실현하게 된다.

메인 재기입/판독 회로(10)의 래치 회로(1)는 클럭드·인버터 CI1, CI2를 역병렬 접속하여 구성되어 있다.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 BL은 전송 스위치 소자인 NMOS 트랜지스터(41)를 통해 감지 노드 N4에 접속되고, 감지 노드 N4

는 더욱 전송 스위치 소자인 NMOS 트랜지스터(42)를 통해 래치 회로(1)의 데이터 보유 노드 N1에 접속되어 있다. 

감지 노드 N4에는 프리차지용 NMOS 트랜지스터(47)가 설치되어 있다.

노드 N1은 전송 스위치 소자인 NMOS 트랜지스터(45)를 통해 노드 N1의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기 위한 일시 기억 노

드 N3에 접속되어 있다. 이 기억 노드 N3에 는 VREG를 프리차지하기 위한 NMOS 트랜지스터(46)도 접속되어 있다.

노드 N3에는 레벨 유지를 위한 캐패시터(49)가 접속되어 있다. 캐패시터(49)의 단자는 접지된다.

도 2의 공통 신호선 COM은 각 컬럼마다 1 바이트분의 재기입/판독 회로(140)에 공통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공통 신

호선 COM은 노드 N3에 의해 제어되는 전송 스위치 소자인 NMOS 트랜지스터(44)와, 제어 신호 REG에 의해 제어되

는 전송 스위치 소자인 NMOS 트랜지스터(43)를 통해, 감지 노드 N4에 접속되어 있다. 이 공통 신호선 COM은 감지 

노드 N4를 선택적으로 충전할 때에 이용되는 Vdd 전원선으로서, 또한 기입·소거의 검증 동작에 있어서는 패스/페

일(pass/fail) 판정을 행하기 위한 신호선으로서 이용된다.

제2 래치 회로(2)는 제1 래치 회로(1)와 마찬가지로, 클럭드·인버터 CI1, CI2를 역병렬 접속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

리고, 이 래치 회로(2)의 2개의 데이터 노드 N5, N6은 컬럼 선택 신호 CSL에 의해 제어되는 컬럼 게이트 NMOS 트

랜지스터(51, 52)를 통해, 데이터 버퍼에 연결되는 데이터선 io, ion에 접속되어 있다. 노드 N5에는 이것을 Vdd로 충

전하기 위한 프리차지용 PMOS 트랜지스터(82)가 접속되어 있다.

노드 N5는 또한, 전송 스위치 소자인 NMOS 트랜지스터(30)를 통해, 메인 재기입/판독 회로(10)의 노드 N4에 접속

되어 있다.

도 3에는, 페이지 버퍼(140)와 데이터 입출력 버퍼(50)의 접속 관계를 나타낸다. NAND형 플래시 EEPROM의 판독, 

기입의 처리 단위는 어떤 로우 어드레스에서 의 동시에 선택되는 1 페이지분의 용량 512 바이트로 되어있다. 데이터 

입출력 단자 I/O가 8개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입출력 단자 I/O에 대하여는 512 비트로 되어 있고, 도 3에서는 

그 512 비트분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도 4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셀 어레이가 복수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는 페이지 버퍼(140)의 제1 래치 회로(1)를 포함하

는 부분(140a)은 복수의 페이지 버퍼(140a1, 140a2)에 상당하고, 제2 래치 회로(2)를 포함하는 부분(140b)은 도 45(

b)의 복수의 캐시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기입 동작에 있어서는 512 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기입하기 위해서, 512개의 페이지 버퍼가 필요해진다.

512 비트의 개개의 데이터는 컬럼 어드레스와 대응하고 있다. 컬럼 어드레스를 디코드한 신호 CSL0∼CSL511에 의

해서 512개의 페이지 버퍼로부터 하나의 페이지 버퍼를 선택하여, 컬럼 선택 스위치 소자를 통해 데이터 신호선 io와

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행하게 된다.

다음에, 이 실시 형태에서의 재기입/판독 회로(140)의 기본적인 동작을 도 4∼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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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메모리셀에 기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신호선 io, ion으로부터 기입 데이터를 제2 래치 회로(2)에 받아 들

인다. 기입 동작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기입 데이터가 제1 래치 회로(1)에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래치 회로(

2)에 보유한 데이터를 래치 회로(1)에 전송한다. 또한, 판독 동작에 있어서는, 데이터 입출력 단자 I/0에 데이터를 출

력하기 위해서는, 판독한 데이터가 래치 회로(2)에 없으면 안되기때문에, 래치 회로(1)에서 판독한 데이터를 래치 회

로(2)에 전송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위치 소자(42와 30)를 도통 상태로 하여 래치 회로

(1)와 래치 회로(2)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때, 전송처의 래치 회로를 비활성 

상태로 하고 나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후 전송처의 래치 회로를 활성 상태로 복귀하여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다.

도 5는 메모리 셀로의 기입, 및 메모리셀로부터의 판독 동작 중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치 동작의 경우를 제외하

고, 통상은 제1 래치 회로(1)를 포함하는 메인 재기입/판독 회로(10)로 기입 동작 제어와 판독 동작 제어가 행해진다. 

이 때, 스위치 소자(30)를 비도통 상태로 유지하고, 스위치 소자(41, 42)를 도통 상태로 하여, 래치 회로(1)와 메모리

셀 어레이의 비트선과의 사이에서,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도 6은 기입 상태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판독 중의 동작으로서, 스위치 소자(43와 42)만이 도통하는 상태에 있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기입 동작에 있어서의 비트마다 검증 기능에 의한 것으로, 예를 들면 소거 상태의 '1' 셀에, '

1'을 기입하는 경우에는 비기입(기입 금지) 동작이 되기 때문에, 몇회 기입을 행하더라도, 선택 비트선은 검증 판독으

로 방전되어 판독 데이터가 '1', 즉 기입 페일로 된다. 이것을 기입 패스시키기 위해서, 비트선 방전후에 스위치(42, 4

3)를 도통시켜 래치 회로(1)에 'H' 레벨을 재충전하는 제어를 행한다.

여기서, 패스란 원하는 기입 동작이 종료한 상태를 의미하고, 페일이란 원하는 기입 동작이 미종료된 상태를 의미한

다.

도 7은 다치 동작 모드에 있어서의 기입 동작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래치 회로(1)에 제1 비트의 기입 데이터

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래치 회로(2)에 제2 비트의 데이터를 보유하여 기입 동작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제2 

비트의 데이터를 메모리셀에서 판독하기 위해서, 스위치 소자(42)를 비도통 상태로 하여, 래치 회로(1)에 제1 비트의 

기입 데이터를 보유한 상태에서, 스위치 소자(41과 30)를 도통 상태로 하여 메모리셀로부터 래치 회로(2)에 데이터를

판독한다.

또한, 이 기입 동작 중의, 기입 펄스 인가 동작 후의 기입 검증 판독에 있어서, 래치 회로(2)로부터 비트선 프리차지하

는 동작이 있고, 이 경우에도 스위치 소자(41과 30)를 도통 상태로 제어한다.

도 8은 다치 동작 모드에 있어서의, 제2 다치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판독 동작에 있어서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스위치 소자(42와 43)를 도통 상태로 제어하고, 공통 신호선 COM을 GND 전위로 함에 따라, 비트선으로부터 

판독한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43의 (b)의 Vt와 데이터와의 관계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판독되게 되어 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치 논리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실시 형태에서는, 도 43의 (a)에 대하여, 도 43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은 메모리셀의 임계치(Vt)와 2 비트의 논리 

데이터의 대응을 기초로 다치 동작을 행한다. 메모리셀의 Vt와 데이터의 대응은 도 43의 (a)의 경우와 다르지만,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가 각각, 다른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한 데이터로 되어 있는 점은 동일하다. 즉, 다치 동작에 있어서

만, 동일한 선택 셀에 대하여 2개의 로우 어드 레스가 있고, 상위 비트, 하위 비트에 할당된 로우 어드레스를 각각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라 칭하기로 한다.

여기서,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데이터는, 도 43의 (b)의 제1 비트(상위 비트)이고, 제2 다치용 로우 어

드레스 선택 시의 데이터는 도 43의 (b)의 제2 비트(하위 비트)이다. 예를 들면, '10'의 경우, 제1 비트(상위 비트)의 

데이터는 '1'이고, 제2 비트(하위 비트)의 데이터는 '0'이다.

우선,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기입 및 기입 검증 판독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 9a는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기입 동작의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

의 기입 데이터가 데이터 신호선 io/ion에서 래치 회로(2)에 로드된다(스텝 S11). 1 페이지분의 데이터 512 바이트가

직렬 입력되는 동안에, 컬럼 어드레스에 대응한 데이터가 래치 회로(2)에 받아들여진다. 1 페이지분의 데이터 로드가 

종료되면, 래치 회로(2)로부터 래치 회로(1)로의 데이터 전송이 행해진(스텝 S 12).

이 래치 회로(2)로부터 래치 회로(1)로의 데이터 전송의 타이밍도를 도 10의 (a)에 도시한다. 스위치 소자 NMOS 트

랜지스터(42)의 게이트 BLCD와 스위치 소자 NMOS 트랜지스터(30)의 게이트 BLCD2를 Vdd의 전송이 가능한 'H' 

레벨 전위로 하여, 래치 회로(2)로부터 래치 회로(1)로 기입 데이터를 전송한다. 도 10의 (a)에서는, 데이터 로드 후에

래치 회로(2)에 'H' 데이터가 로드되고, 노드 N5가 'H' 레벨(Vdd)로 되어 있다. 이 데이터 전송 후에 기입 동작이 개시

된다(스텝 S13).

기입 펄스 인가 동작의 타이밍을 도 11에 도시한다. 래치 회로(1)의 기입 데이터가 NMOS 트랜지스터(42), NMOS 트

랜지스터(41), 비트선 선택 트랜지스터(60)를 통해 선택 비트선에 전송된다. 이들 래치 회로(1)와 비트선 BLe 사이의

전송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비트선 BLe에 Vdd를 전송하는 데 충분한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이 예에서는, 1개의 

페이지 버퍼를 공유하는 2개의 비트선 중, 어드레스에 의해서 BLe가 선택된 상태로 되어 있다. 이하의 모든 동작 설

명에서도, BLe를 선택 비트선으로 한다.

이때, 래치 회로(1)의 한 단인 노드 N1이 'H' 레벨인 경우에는 비트선 BLe에 'H' 레벨이 전송되어, 비기입 상태인 '1' 

기입 상태로 된다. 반대로, 노드 N1이 'L' 레벨인 경우에는 '0' 기입 상태로 된다. 도 11에서는 'L' 레벨을 선택 비트선 

BLe에 전송하고(실선), '11' 상태에서 '10' 상태로의 'O' 기입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NAND형 플래시 EEPROM에서는, 기입하기 전의 소거 상태는 도 43의 (b)의 '11' 상태로 도시한 바와 같은 

마이너스의 임계치 Vt의 상태이다. 소거 동작에서는 도 12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택 블록의 전체 워드선(510)

을 0 V, 메모리셀의 소스/드레인(512)을 부유, 메모리셀의 P웰(513)을 플러스의 높은 소거 전압(약 20 V)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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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게이트(511)로부터 전자를 방출한다. 또한, 기입 펄스 인가 동작에서는 도 12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택된

워드선(510)을 플러스의 높은 기입 전압 Vpgm(15∼20 V), P웰(513)을 0 V로 하여, 전자가 부유 게이트(511)에 주

입되는 것 같은 바이어스 관계로 한다.

이때, 래치 회로(1)로부터 비트선 BLe에 0 V가 전송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 트선, 비트선측 선택 트랜지스터 및 NAN

D 셀 유닛 내의 비선택 셀을 통해, N형 확산층(512)에 0 V가 전송되기 때문에, 메모리셀의 채널과 부유 게이트(511) 

사이에 기입에 충분한 전위차가 생겨, 전자가 주입된다.

한편, 래치 회로(1)로부터 선택 비트선에 'H' 레벨이 전송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된 메모리셀의 채널 전위가 높아지

고, 메모리셀의 채널과 부유 게이트(511) 사이의 전위차가 작아져서, 전자는 주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입하지 않

은 경우에 채널 전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비선택의 메모리셀의 워드선에는 Vpass라는 중간 전위(8V 정도)가 인가되

어 있다. 단, Vpass가 인가되는 것은 선택 워드선의 어떤 NAND 셀 유닛 내의 비선택 워드선만이다.

기입 펄스 인가 동작 후에 기입 검증 판독 Verify1O을 행한다(스텝 S14). 이 타이밍을 도 13에 도시한다. Verify10

에서는 선택 워드선의 전위를 Vv10(도 43(b) 참조)으로 하여 판독을 행한다. 동일 NAND 셀 유닛 내의 비선택 워드

선에는 패스 전압 Vread를 인가하여 비선택 셀을 패스 트랜지스터로 해놓고, 선택 워드선의 메모리셀의 도통 상태만

을 판정한다. 비트선 프리차지 기간인 시각 R4로부터 R7에서는 NMOS 트랜지스터(47, 41) 및 비트선 선택 트랜지스

터(60)를 도통시켜, 비트선 BLe를 프리차지한다. 이 때, NMOS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에는 Vpre를 인가하고, 비

트선 BLe에는 Vpre에서 임계치 전압 Vt만큼 낮은 전압 Vpre-Vt을 프리차지한다. 이 비트선 프리차지 전위 Vpre-V

t는 Vdd보다 낮은 전위이다.

시각 R7에서, NAND 셀 유닛 NU의 소스측 선택 트랜지스터 SG2를 온시키면, 선택 셀의 임계치 상태에 의해서 비트

선 BLe의 방전이 개시된다. 즉, 선택된 메모 리셀의 Vt가 Vv10보다 낮으면 선택 메모리셀이 온하여, 비트선 프리차

지 전위 Vpre-Vt를 방전한다. 한편, 선택 메모리셀의 Vt가 Vv10보다 높으면, 선택 메모리셀이 온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선 프리차지 전위 Vpre-Vt는 유지된다. 그 후, 비트선 전위를 증폭, 감지하기 전에, 기입 데이터를 노드 N3에 기

억시킨다. 시각 S1까지, 노드 N3에 Vdd+α를 충전하여 부유 상태로 하고 나서, 시각 S2에서 DTG를 Vdd로 한다. 캐

패시터(49)는 노드 N3의 전위를 부유로 하여 유지하는 기간 중에 누설 전류에 의한 전위 저하나, 배선간의 커플링에 

의한 노이즈를 받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노드 N1이 'H' 레벨인 경우에는 MOS 트랜지스터(45)가 온하지 않기 때문에, 노드 N3

은 'H' 레벨을 유지하고, 노드 N1이 'L' 레벨인 경우에는 MOS 트랜지스터(45)가 온하기 때문에, 노드 N3은'L' 레벨이

된다. 그 후, 비트선 전위를 증폭, 감지하기 위해서, 래치 회로(1)를 비활성 상태로 한다. 즉, LAT와 SEN을 'L'로 하고

, 이들의 반전 신호인 LATB, SENB(도 2 참조)는 각각 'H'로 한다.

래치 회로(1)를 비활성 상태로 하고 나서, BLCD를 'H' 레벨로 하여 스위치 소자(42)를 도통 상태로 하고, 노드 N1과 

N4를 동 전위로 하여, NMOS 트랜지스터(47)를 온하여 이들의 노드를 'H' 레벨로 충전한다. 시각 S7에서, BLCLAM

P에 감지용 전압 Vsen을 인가한다. 비트선 전위가 Vpre-Vt에서 Vsen-Vt까지 방전되어 있던 경우, NMOS 트랜지스

터(41)가 온하기 때문에, 노드 N1, N4의 전위는 비트선 전위와 거의 같게 될 때까지 저하한다. 이 때, 노드 N1, N4의 

전위는 Vdd 에서 비트선 전위까지 저하한다. 또한, 노드 N1, N4의 용량에 비교하여, 비트선 용량은 매우 크기 때문에

, 노드 N1, N4의 전하는 순간에 빠진다. 비트선 전위가 Vsen-Vt까지 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NMOS 트랜지스

터(41)가 온하지 않기 때문에, 노드 N1, N4에는 Vdd가 유지된다.

노드 N1의 전위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비트선 전위까지밖에 저하하지않지만, Vdd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비트선 프리

차지 전위 Vpre-Vt보다도 Vdd가 높기 때문에, 비트선 진폭이 증폭되어 보인다. 도면 중, 비트선 BLe 파형의 실선은 

방전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셀은 기입 불충분이거나, 또는 비기입 메모리셀이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시각 S9에서, REG를 'H'로 하여 스위치 소자 트랜지스터(43)를 온 상태로 한다. 노드 N3이 'L'인 경우, 즉 기입 펄스 

인가 동작 중, '0' 기입 상태에 있던 경우에는 NMOS 트랜지스터(44)가 온하지 않기 때문에, 노드 N1, N4의 전위에는

변화가 없고, 시각 S11까지 비트선 전위를 반영한 전위가 노드 N1에 유지되어 있다. 시각 S11에서 SEN을 'H', SEN

B를 'L'로 하면, 노드 N1을 게이트로 한 래치 회로(1)의 클럭드 인버터가 활성화되어, 노드 N1의 전위를 클럭드 인버

터로 감지한다. 시각 S12에서 LAT를 'H', LATB를 'L'로 하여, 래치 회로(1)를 활성화하면, 노드 N1의 전위를 'L' 또

는 'H'의 2치 정보로서 취득한다. 결과로서, 노드 N1에 'L'이 래치되면, 다음의 기입 펄스 인가 동작에서 다시 선택 비

트선에 'L'이 전송되기 때문에, '0' 기입하는 상태로 유지된다.

또한, 도면 중 비트선 BLe의 파선 파형과 같이 셀 전류가 흐르지 않고 비트 선 프리차지 레벨이 유지되면, 감지 후에 

래치 회로(1)에는 'H'가 래치되어, 이 메모리셀에서의 기입이 종료된다. 기입 검증 판독의 결과 'H'가 래치되면, 다음

에 기입 펄스 인가 동작으로 이행하더라도, 선택 비트선에는 'H' 레벨이 전송되어, 비기입의 '1' 기입 상태가 된다.

또한, 노드 N3이 'H'인 경우, 즉 기입 펄스 인가 동작 중, '1' 기입 상태이던 경우에는 공통 신호선 COM으로부터 'H' 

레벨이 노드 N1, N4에 전송된다. 이 때문에, 시각 S12에서, 노드 N1에 다시 'H'가 래치된다. 따라서, '1' 기입 상태에

서는 기입 검증의 결과에 관계없이, 노드 N1에 'H'를 래치하여, 비기입의 '1' 기입 상태를 유지한다.

도 32 및 도 33은 이들 동작의 각 부의 전위 관계를 통합한 것이다. 기입이 종료한 페이지 버퍼에서는 노드 N1이 'H' 

레벨의 '1' 기입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1 페이지 내의 모든 페이지 버퍼의 노드 N1, 혹은 그 반전 상태의 N2 상태를 

검출함으로써, 1 페이지분의 기입이 종료해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스텝 S15). 하나라도 노드 N1이 'L' 레

벨인 페이지 버퍼가 있으면, 다시 도 11에 도시한 기입 펄스 인가 동작, 및 기입 검증 판독을 행한다.

NAND형 플래시 EEPROM에서는, 이와 같이 기입 검증 판독의 결과, 기입이 종료한 메모리셀에서는, 그 메모리셀에 

접속되는 페이지 버퍼가 '1' 기입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1 페이지분의 모든 메모리셀이 기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입 

펄스 인가 동작을 행하더라도, Vt 분포를 좁게 제어할 수 있다. 1 페이지 내의 개개의 페이지 버퍼로 이와 같이 기입 

제어하는 방법을 비트마다 검증이라고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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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입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기입 펄스 인가 동작과 기입 검증 판독을 반복하여 행할 때마다, 기입 전압 Vpg

m을 조금씩 높여 기입 펄스 인가 동작을 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선택 워드선의 전위만을 보면, 도 14와 같은 파형(

실선)이 된다.

다음에,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기입과 기입 검증 판독에 관하여 설명한다. 상위 비트(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시)의 기입 동작의 플로우 차트를 도 9b에 도시한다.

우선,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시의 기입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입출력 단자로부터 래치 회로(2)에 로드한다(

단계 S21). 그 후, 도 10의 타이밍에서 래치 회로(2)로부터 래치 회로(1)에 기입 데이터를 전송한다(단계 S22). 여기

까지가 도 15의 (a)의 단계 1이다.

다음에, 도 15의 (b)에도 도시한 바와 같이, 이미 메모리셀에 기입되고 있는 하위 비트(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

택시간)의 데이터를 래치 회로(2)에 취입한다(단계 S23). 이 동작을 내부 데이터 로드라고 칭한다. 내부 데이터 로드

의 타이밍을 도 16에 도시한다. 데이터 전송 후의 래치의 상태는, N1이 'L'(실선)로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선택 워드선의 전위를 Vr10 (도 43의 (b) 참조)로 하여 판독을 행한다. 여기서,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와 제2 다치 로우 어드레스는, 동일 워드선을 선택한다. 비트선 프리차지 기간의 시각 R4로부터 R7에서는, NMOS 트

랜지스터(47, 41), 및 비트선 선택 트랜지스터(60)를 온시켜 비트선 BLe를 프리차지한다. 이 때, NMOS 트랜지스터(

41)의 게이트에는, Vpre를 인가하여, 비트선 BLe에는, Vpre-Vt을 프리차지한다.

시각 R7에서, NAND 셀 유닛의 소스측 선택 트랜지스터(SG2)를 온시키면, 셀의 상태에 의해서, 비트선의 방전이 개

시된다. 도면 중의 비트선 BLe 파형의 실선은, '11' 상태의 셀을 상정하고 있다. 이 판독 동작만, 판독 데이터를 래치 

회로(2)에 취입한다. 따라서, 비트선 전위를 감지하기 전에, 시각 S4에서 CLAT와 CSEN을 'L'로 하여, 래치 회로(2)

를 비활성 상태로 한다. CLATB와 CSENB는, 각각 CLAT과 CSEN의 반전 신호이다. 시각 S5에서, BLCD2를 'H' 레

벨로 하여 스위치 소자(30)를 도통 상태로 하면서, NMOS 트랜지스터(47)로, 노드 N4, N5을 Vdd로 프리차지한다.

시각 S7에서, BLCLAMP에 감지용 전압 Vsen을 인가하면, 전술의 클램프를 이용한 동작에 의해서, 비트선 전위를 반

영한 전위가 노드 N4, N5에 나타난다. 그리고, 시각 S11에서 CSEN을 'H', CSENB를 'L'로 하여, 노드 N5가 입력 게

이트가 되는 래치 회로(2)의 클럭드 인버터를 활성화하여, 노드 N5을 클럭드 인버터로 감지하여, S12에서 CLAT를 '

H', CLATB를 'L'로 하여 래치 회로(2)를 활성화하여 데이터를 취입한다(단계 S23). 이 동작중, BLCD는 'L'이기 때문

에, NMOS 트랜지스터(42)는 비도통 상태로 되고 있고, 외부에서 입력된 기입 데이터는, 래치 회로(1)에 보유된다.

이와 같이, 제1 다치 로우 어드레스의 기입 데이터를 래치 회로(1)에,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메모리셀

에서 판독하여, 래치 회로(2)에 보유한 상태에서, 기입 펄스 인가 동작을 개시한다(단계 S24).

기입 펄스 인가 동작은, 전술과 동일한 도 11의 타이밍에서 실시하여, 래치 회로(1)에 보유하는 데이터를 선택 비트선

에 전송하여 기입 펄스 인가 동작을 행한다.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기입에서는, 도 43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Vt의 분포를 변화시킨다. 래치 회로(1)의 노드 N1에 'L' 레벨이 보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11' 상태를 '01' 

상태로, '10' 상태를 '00' 상태로 기입한다. 또한, 래치 회로(1)의 노드 N1에 'H' 레벨이 보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입

을 행하지 않은 '1' 기입으로 되기 때문에, '11' 상태, '10' 상태를 그대로 보유한다. 따라서, 4개의 경우가 존재하여, 각

각의 동작의 통합을 도 34∼도 37에 도시한다.

'11' 상태를 '01' 상태로, '10' 상태를 '00' 상태로의 기입은, 동일 기입 전압을 선택 워드선에 인가하여 동시에 행한다.

따라서, 도 9b에 도시한 바와 같이, 'OO' 상태의 기입 검증 판독하여 VerifyOO(단계 S25)와, '01' 상태의 기입 검증 

판독하여 Verify01(단계 S26))를, 1회의 기입 펄스 인가 동작후에 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01' 상태로 기입을 행하고 있는 메모리셀이, ' 00' 상태의 기입 검증으로 기입 종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0O' 상태의 기입 검증 리드(VerifyOO)에서는, 선택 워드선 전압을 VvO0로 하여 판독을 행하지만, '01'

상태로 기입하려고 하는 메모리셀에서는, Vt이 'OO' 상태까지 상승하면, VerifyOO에서는 비트선 전위를 방전하지 않

기 때문에 기입할 수 있었던 것같이 보여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래치 회로(2)에 보유하고 있는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에 대응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기입 검증 

리드의 제어를 행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 S25의 기입 검증 판독하는 Verify00의 타이밍을 도 17에 도시한다. 시각 R

4로부터 R7는, 비트선 프리차지 기간이고, 이 사이에 NMOS 트랜지스터(30, 41), 및 비트선 선택 트랜지스터(60)를 

온시켜 비트선 프리차지를 행한다. MOS 트랜지스터(30)를 온시킴으로써, 래치 회로(2)의 노드 N5으로부터 비트선 B

Le로 프라차지한다.

문제로 되어있는 '11' 상태로부터 '01' 상태로의 기입에서는, 제2 다치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읽어들이

는 내부 데이터 로드를 행한 후에, 래치 회로(2)의 노드 N5가 'L'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전술의 내부 데이터 로드에 

있어서는, 선택 워드선 전압을 Vr1O로 하기 위해서, '11' 상태의 메모리셀은 도통하여 비트선의 프리차지 전위를 전

하여, 감지 후에 'L'가 취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01' 상태로 기입을 행하고 있는 페이지 버퍼에서는, 'L' 레벨을 프

리차지한다. '01' 상태로 기입하는 메모리셀에서는, VerifyOO의 곳에서, 반드시 기입 검증 리드의 결과가 페일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일하는 프리차지를 행한다. 한편, '10' 상태에서 '00'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페이지 버

퍼에서는, 래치 회로(2)의 노드 N5가 'H'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판독 동작과 마찬가지의 비트선 프리

차지를 행한다. 래치 회로(2)는, 기입 단위로 되는 페이지내의 각 페이지 버퍼에 갖고 있기 때문에, 'O0' 상태로 기입

하고 있는 페이지 버퍼에서는, 선택 비트선으로 통상의 프리차지를 행하여, '01' 상태로 기입하고 있는 페이지 버퍼에

서는, 페일하는 프리차지를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된다.

VerifyOO의 동작전에, 비트선을 OV에 보유하여 놓으면, Verify00가 개시되어 이 래치 회로(2)로부터의 선택적인 프

리차지를 행하는 기간중에, 불필요한 프리차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소비 전류가 작아지는 장점도 있다. 도 17

의 노드 N5과 비트선 BLe의 파형은, 내부 데이터 로드의 결과, 실선이 '00' 상태로의 기입, 처음부터 GND 레벨을 보

유하고 있는 파선이'01' 상태에의 기입의 경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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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R7 이후는, 전술의 기입 검증 리드와 마찬가지이다. '00'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는, 비트선 

BLe 파형의 실선과 같이, 시각 R7까지의 기간에 비트선 BLe가 프리차지된다. 선택된 메모리셀의 도통 상태에 의해

서, 비트선 BLe가 방전, 혹은 방전되지 않고, 시각 S7 이후에 감지용 전압 Vsen에 의해서 증폭, 감지되어, 기입한 결

과가 래치 회로(1)에 취입된다.

한편으로, 마찬가지로, 래치 회로(2)에 'H'가 보유되어 있는 '10' 상태를'10' 상태로 보유하는 '1' 기입에 있어서는, 래

치(1)의 노드 N1에는' H' 레벨이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전술의 비트마다 검증 동작에 의해서, 시각 S9에서, 노드 N1

이 노드 N3의 데이터에 의해서 'H' 레벨에 충전되기 때문에, '1' 기입 상태를 보유한다.

다음에, 계속하여 행해지는 단계 S26의 '01' 상태에의 기입 검증 리드(Verify01)에 관해서 설명한다. 그 타이밍을 도 

18에 도시한다. 여기서는, 선택 워드선 전위를 Vv01(도 43(b) 참조)에 설정하여 판독을 행한다. 이 경우에는, 선택 워

드선 전위를 제외하고, 전술의 Verify1O와 마찬가지이다.

'11'로부터 '01' 상태로 기입하는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는, 선택 워드선 전 위 VvO1에 있어서 비트선 전위를 감지하

면 좋고, '11' 상태 그대로 보유하는 '1' 기입에 있어서는,노드 N1이 재충전되어 '1' 기입 상태를 보유한다.

한편으로, '10' 상태로부터 '00' 상태로 기입하는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는, VerifyOO에서 기입하여 페일하고 있는 메

모리셀은 VerifyO1이라도 반드시 페일한다. 왜냐하면, VverifyOO에서 페일하는 메모리셀의 Vt는, VvOO보다 낮기 

때문에, VverifyO1 시의 선택 워드선 전압 VvO1으로서는보다 페일하기 쉬운 판독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한, '00' 상

태를 보유하는 '1' 기입의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는, 전술의 비트마다 검증의 동작에 의해서'1' 기입 상태를 보유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상으로부터, VerifyOO 시와, VerifyO1시에 원하는 기입 검증 리드가 실현할 수 있고, 페이지내의 모든 페이지 버

퍼로 기입이 종료할 때까지(단계 S27), 기입 펄스 인가 동작과 기입 검증 리드로 이루어지는 기입 사이클을 반복하고,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기입이 실행될 수 있다.

다음에, 판독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43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치 동작 시의 2 비트의 논리 데이터가, 상

위 비트는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데이터, 하위 비트는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데이터이도

록, 로우 어드레스에 할당되고 있기 때문에, 로우 어드레스에 의해서, 판독하는 방법이 다르다. 다치 동작 시의 판독 

동작의 플로우차트를 도 19의 (a) 및 도 (b)에 도시한다.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가 입력된 상위 비트 판독의 경우에는, 선택 워드선 전위를 Vr00(도 43의 (b) 참조)로 하여

판독하는 것에 의해, 도 19의 (b)와 같 이, 단계 S41에 도시하는 1회의 판독 동작 Read00을 행할 뿐이고, '0' 또는 '1'

의 2치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다.

제2 다치 로우 어드레스가 입력된 경우에는, 선택 워드선 전위를 VrO1과 Vr10 (도 43의 (b) 참조)로 하여 판독할 필

요가 있어, 도 19의 (a)에 도시하는 단계 S31, S32의 2회의 판독 동작 Read01과 Read10가 필요하게 된다.

우선, 제1 다치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판독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판독 동작 Read00의 타이밍을 도 20에 도

시한다.

시각 R7까지의 비트선 프리차지 기간에, NMOS 트랜지스터(47, 41), 비트선 선택 트랜지스터(60)를 온시킨다. NMO

S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에는, Vpre를 인가하기 때문에, 비트선 BLe에는 Vpre-Vt이 프리차지된다. 시각 R7로, N

AND 셀 유닛의 소스측 선택 트랜지스터 SG2를 온시키면, 셀의 임계치 상태에 의해서, 선택 비트선의 방전이 개시된

다.

시각 S4에서, LAT, SEN을 'L' 레벨로 하여, 래치 회로(1)를 비활성 상태로 하여, NMOS 트랜지스터(42)를 온시켜, 

노드 N1과 N4를 동 전위로 하면서, MOS 트랜지스터(47)를 온하여 Vdd로 충전한다. 시각 S7에서, NMOS 트랜지스

터(41)의 게이트 BLCLAMP를 Vsen로 하여, 비트선 전위를 클램프하여 판독한다. 이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소 진

폭 Vpre-Vsen (약0.4V)의 비트선 전위를, 노드 N1으로서는 증폭하여 판독할 수 있다. 그 후 시각 S11, S 12에서, S

EN과 LAT를 순서대로 'H'로 하여, 래치 회로(1)의 클럭드 인버터를 순서대로 활성화하여, 노드 N1의 데이터를 래치 

회로(1)에 취입하여 보유한다.

래치 회로(1)에 판독 데이터가 취입된 후, 1 페이지분의 래치 회로(1)에 보유되고 있는 판독 데이터를 래치 회로(2)에

동시에 전송한다(단계 S42). 1 페이지가 512 바이트인 경우에는, 512 바이트분의 각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 래치 회

로(1)로부터 래치 회로(2)로 전송한다. 이 래치 회로(1)로부터 래치 회로(2)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타이밍을 도 10의 (

b)에 도시한다.

래치 회로(2)는, 컬럼 선택 트랜지스터(51, 52)에 의해서 데이터 입출력 버퍼(50)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컬럼 어드

레스에 따라 칼럼 디코드 신호 CSL이 'H'가 되면, 각각의 래치 회로(2)로부터 데이터 신호선 io/ion, 데이터 입출력 버

퍼(50)를 통해 외부에 데이터가 출력된다.

메모리셀 어레이가 도 45의 (b)와 같이 2 어레이로 구성되어 있고, 1개의 로우 어드레스에서 각각의 셀 어레이의 1 

페이지를 선택하여 동시에 전술의 판독 동작을 행한 경우에는, 2 페이지분의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 이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후에, 우선, 셀 어레이(100a)의 1 페이지분의 데이터를 래치 회로(2)

로부터 출력한 후, 셀 어레이(100b)의 1 페이지 데이터를 외부에 출력하도록 데이터 입출력 버퍼(50)가 제어된다.

이와 같이, 다치 동작 모드에서의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데이터는, 1회의 판독 동작과 데이터 전송으로

, 데이터를 외부에 출력할 수가 있다.

다음에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판독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판독

동작은, 도 19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계 S31, S32의 2회의 판독 동작 Read01, Read10로 된다.

그 판독 Read01의 타이밍을 도 21에 도시한다. 선택 워드선 전위가 Vr01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전술의 판독 R

ead00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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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Read01후는, 판독된 데이터는 래치 회로(1)에 보유된다. 계속해서, 판독 Read10를 행한다. 이 판독 Read10의 

타이밍을 도 22에 도시한다.

선택 워드선 전위를 Vr10 (도 43의 (b) 참조)로 하여 판독을 행하여, 비트선 프리차지로부터 시각 S9까지는, 판독하

고 Read10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Read00이나, Read01와 다르고, COMRST를 'H'로 하여, 노드 COM을 'L' 레벨로 

유지한다. 또한, Read00이나, Read01에서는, 노드 N3의 전위가 판독 동작에 관계하지 않았지만, Read10에서는, 노

드 N3의 전위가 동작에 영향을 준다. Read01에 계속해서 행하는 Read10에서는, 시각 S4까지의 사이에, 래치 회로(1

)에 Read01에서의 판독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다.

시각 S2까지의 사이에, 노드 N3은 Vdd+α의 전압으로 충전되어 플로팅되어 있다. 시각 S2에서 DTG가 Vdd로 되면,

래치 회로(1)의 노드 N1이 'H'이면, 노드 N3은, Vdd+α을 보유하지만, 노드 N1이 'L'이면, 노드 N3의 전위는 방전되

어 0V로 된다.

시각 S7에서 비트선 전위를 증폭한 후, 시각 S9에서 REG가 'H' 레벨이 되면, Read01에 있어서 노드 N1에 'H'를 래

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N3이 'H' 레벨이기 때문에 MOS 트랜지스터(44)가 온하여 노드 N1, N4은 노드 COM 측으로 

방전되어, 시각 S12에서 노드 N1에는 'L'이 취입된다. 즉, 메모리셀이 도 43의 (b)의 '01'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1' '

L'를 N1에 래치한다.

판독 Read01에 있어서, 노드 N1에 'L'를 래치한 경우에는, 시각 S9에서 NMOS 트랜지스터(44)가 온하지 않고 노드 

N1, N4이 방전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선 전위가 증폭된 노드 N1의 전위를 시각 S11, S12에서 감지하여 래치한다.

Read01, Read10를 종료하면,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하여 판독된 데이터가 래치 회로(1)에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 10의 (b)에 도시하는 타이밍에서 래치 회로(2)에 데이터 전송하여(단계 S33), 래치 회로(2)로부터 

외부에의 데이터 출력을 가능한 상태로 하여 종료한다.

이상의 다치 동작 모드의 판독 중의 상태를 도 38∼도 41에 도시한다. 도 38은 상위 비트 판독 동작시이고, 도 39∼4

1는 하위 비트 판독시이다. 또한 도 40, 41은, 1 회째의 하위 비트 판독 결과의 노드 N1이 'H', 'L'일 때의 제 2회째의 

하위 비트 판독 동작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 실효 기입 속도 향상를 위해, 래치 회로(2)를 캐시로서 사용하는 경우의 설명을 한다. 이 때의, 메모리셀의 Vt

분포와 데이터의 관계는, 도 23과 같이 되어 있다. 판독 시에는, 1회의 판독 동작으로 끝나기 때문에, 선택 워드선 전

압을, 도 23의 Vr0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술의 판독 Read00과 마찬가지의 제어로 판독을 행한다.

도 24에 캐시를 사용한 판독 동작의 타이밍도를 도시한다. 도 24의 (a)는 1 어레이만에서의 판독 동작이다.

우선, 판독 커맨드 00H를 접수하여, 제1 로우어드레스를 입력한 후에, Ready//Busy (이후 R/BB라 한다)를 'L', 즉 비

지 상태를 출력하여 '페이지 판독 1'을 행한다. 이 페이지 판독 1은, 전술의 판독 Read00과 마찬가지의 판독 동작이다

. 페이지판독 1이 종료하면,판독된 제1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512 바이트의 데이터가, 개개의 페이지 버퍼의 래

치 회로(1)에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전술의 데이터 전송으로 래치 회로(1)의 데이터를 래치 회로(2)에 전송한다.

그 후, R/BB를 'H', 즉 레디 상태로 하면, 판독 인에이블 신호 ReadEnableB에 의해서, 직렬 데이터 출력이 가능하게 

되어, ReadEnabl 신호에 동기하여 제1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데이터 입출력 단자에 출력된다. 또한, 내

부에서는,제2 로우 어드레스가 선택되어, '페이지 판독 2'가 실행된다. 이 때, 내부의 R/BB는 'L', 즉 Busy가 된다.

래치 회로(2)로부터 직렬 데이터 출력1이 종료하지않으면, 페이지 판독 2의 결과인 래치 회로(1)의 데이터를 래치 회

로(2)에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직렬 출력 1의 종료를 검출하여, R/BB를 'L' ,즉 Busy로 하여, 래치 회로(1)로부터 래

치 회로(2)의 데이터 전송을 행한다. 데이터 전송이 종료하면, 다시, R/BB를 'H',즉, Ready로 하여직렬 데이터 출력 2

을 개시함과 함께, 제3 로우 어드레스를 선택하여, '페이지 판독 3'을 내부에서 실행한다.

이 판독 동작에 의해 제1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출력중에, 제2 로우 어드레스의 판독 동작을 행하기 위

해서, 직렬 데이터 출력 1과 직렬 데이터 출력 2의 사이의 시간 tdb를 단축할 수 있다.

1 페이지 용량을 512 바이트로 하여, 페이지 판독 시간을 10㎲, 직렬 데이터 출력 사이클을 50ns로 하면, 종래의 실

효 판독 속도는, 14 MByte/s 이었다. 이것에 대하여 이 실시 형태에 따르면, 예를 들면, tdb=1us로 하면, 최고로 실효

판독 속도가 19 MByte/s로 고속화할 수 있다.

여기서, R/BB는, 이 플래시 EEPROM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데이터의 입출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Ready//B

usy 신호이지만, 도 24에 도시한 내부 R/BB는, 도 1의 블록도로 도시한 제어 회로(110)가 동작 제어를 판단하는 플

래그 신호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후술의 동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도 24의 (b)는, 2 어레이 구성인 경우에, 2 어레이로 동시에, 판독을 행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판독 커맨드00H, 어드레스 입력후, 셀 어레이(100a)에서는, 입력된 제1 로우 어드레스에 대하여 '페이지 판독 1'를 

행한다. 셀 어레이(100b)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 로우 어드레스에 대하여 '페이지 판독 2'를 행한다. 이 경우, 제1의 

로우 어드레스에 대하여, 2 페이지가 선택되는 것으로 되어, 칩 외부에는 페이지 용량이 2배로 되어 보이는 것으로 된

다. 도 24의 (a)와 마찬가지로, 판독이 종료하여, 데이터 전송할 때까지는, R/BB는 'L' 즉, Busy이다.

이 경우, 데이터 출력시에는, 셀 어레이(1OOa)의 '데이터 출력 1', 셀 어레이(100b)의 '데이터 출력 2'을 순서대로 행

한다. 데이터 출력이 시작되면, 제2 로우 어드레스가 선택되어, 셀 어레이(100a)에서는, '페이지 판독 3', 셀 어레이(1

00b)에서는, '페이지 판독 4'를 행한다.

이 경우도 tdb=1us로서, 실효 판독 속도를 비교하여 보면, 종래는 17 MByte/s 이지만, 최고로 20 MByte/s로 향상할

수가 있다.

다음에, 캐시를 사용한 기입 동작에 관해서, 도 25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는, 도 45의 (b)과 같이 셀 어레이(10

0a, 100b)에서 동시에 기입을 하는 경우에 관해서 도시한다.

데이터 입력 커맨드 80 H, 어드레스 입력후에, 우선, 셀 어레이(100a)에서 제1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데이

터(Data1)를 입력하여 ('Load1'),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셀 어레이(100b)에 대하여도, 80H, 어드레스 입력후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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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데이터 입력을 행한다('Load2'). 2개의 셀 어레이로 동시에 기입을 행하기 때문에, 10

Hd는 더미의 기입 실행 커맨드로 실제로는 기입 동작에 들어 가지 않는다. 또한, 연속한 데이터 로드 'Load3', 'Load4

'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R/BB는 Busy 신호 'L'를 출력하여, 곧 의사적인 Ready 신호 'H'를 출력한다. 최초의 데이

터 입력 80H시의 후에, 모든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 캐시로 되는 래치 회로(2)를 리셋한다(도면 중의 C.Rst).

도 2의 PMOS 트랜지스터(82)는, 이 때 래치 회로(2)를 리셋하기 위한 트랜지스터이다. 데이터 로드 'Load2'후의 기

입 실행 커맨드(10Hc)에서, 두개의 셀 어레이로 동시에 기입이 개시된다. 여기서, 각 페이지 버퍼의 래치 회로(2)로부

터 래치 회로(1)로 데이터 전송을 행하여, 그 후, 전술의 기입 펄스 인가 동작 및, 기입 검증 리드를 행한다.

데이터 전송은, 도 1O의 (a)에 도시한 타이밍에서 실행하여, 기입 펄스 인가 동작은, 도 11에 도시한 타이밍에서 실행

하여, 기입 검증 리드는, 선택 워드선 전 압을 Vv0로 하여, 도 13의 검증 판독 Verify10과 마찬가지의 타이밍에서 실

행한다.

그 사이에, 내부에서는, 기입 실행중으로 되기 때문에, 내부의 R/BB는 Busy 상태'L'로 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 전송후는, 모든 래치 회로(2)는, 기입 펄스 인가 동작과는 절단하여 분리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R/BB에

는 의사적인 Ready 상태의 'H'를 출력하여, 래치 회로(2)에 대한 데이터 로드를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로드 'Load4' 후에, 다시, 기입 실행 커맨드 10Hc를 입력하면, 이 때, Data1, Data2의 동시 기입이 종료하지 

않으면, 이 때 래치 회로(2)에 보유되어 있는 Data3, Data4의 데이터를 래치 회로(1)에 데이터 전송할 수 없기 때문, 

Data1과 Data2의 기입이 종료하여, 내부의 R/BB가 Ready 'H'로 되고나서, 데이터 전송을 행한다. 그리고, Data3, D

ata4의 기입을 실행함과 함께, 외부의 R/BB에는 Ready 'H'을 출력하여, 다시, 래치 회로(2)에의 데이터 로드를 가능

하게 한다.

또한, 판독의 경우에 설명한 바와 같이, 1개의 로우 어드레스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어레이로 각각 1 페이지씩 선택되

는 것 같은 구성이더라도 좋다. 그 경우의 캐시를 사용한 기입 동작을 도 25의 (b)에 도시한다. 셀 어레이(100a)의 데

이터 로드 Load1에 계속해서, 셀 어레이(100b)의 데이터 로드 Load1가 실행된다. 이 경우에는, 기입 실행 커맨드 10

Hc에 의해서, 내부에서는 Data1과 Data2의 기입 동작을 개시하여, 외부에서는 다음의 데이터 로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1 어레이 구성에 캐시를 사용한 경우의 기입 동작을 도 25의 (c)에 도시한다. 이 경우도, 커맨드 10Hc에서 내부

에서의 기입 동작 실행과, 외부의 데이 터 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제어된다. (b), (c)의 경우도 (a)와 같이, 캐시(래치 회

로(2))에 로드한 데이터를 래치 회로(1)에 전송할 수 있는 것은, 내부 R/BB가 Ready 상태로 되고나서이다.

실효 기입 속도는 다음과 같이 된다. 직렬 데이터 입력 사이클을 50㎲, 1 페이지를 512 바이트, 1 페이지분의 기입이 

종료하는 시간을 200㎲로 하면, 캐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2 어레이 구성의 동시 기입이더라도, 4.1MByte/s 이다. 

이것에 대하여 이 실시 형태와 같이 캐시를 사용한 경우에는, 2 페이지분의 데이터 로드 시간이 기입 시간에 숨어 보

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5.1MByte/s로 된다. 더욱 4 어레이 구성의 동시 기입의 경우에는, 종래의 6.8MByte/s에 대

하여, 10 MByte/s로 매우 효과가 커진다.

도 2의 페이지 버퍼는, 이와 같이 다치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2치 동작에 있어서는, 실효 기입 속도나,

판독 속도를 향상시키는 캐시 기능도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도 2의 구성에서는, 래치 회로(2)와 NMOS 트랜지스터(

30)를 생략하면, 거의 2치 동작용의 페이지 버퍼와 동일 구성이 된다. 노드 COM에 접속된 PMOS 트랜지스터(90)와, 

NMOS 트랜지스터(91)는, 복수의 페이지 버퍼로 공유하면 좋다. 예를 들면, I/O 수와 동일한 8개의 페이지 버퍼로 1

개씩 있으면 좋다. 따라서, 이 회로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다치 동작과 캐시 기능을 실현한 것으로 된다.

또한 동일 회로 구성으로 다치 동작과 캐시 기능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판독 기입 동작의 제어를 변경함으로써, 양

기능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 제어는, 제어 회로(110)에 의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커맨드 입력에 의해서 제어 방법 

및 어드레스 공간을 변경하여, 시간적으로, 다치 동작 기능을 실현하거나, 2치 동작 시에 캐시 기능을 실현하는 것 같

은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 형태 2]

전술의 캐시 동작에 있어서는, 2 어레이 구성의 경우에 관해서 설명하여, 캐시로 되는 래치 회로(2)의 리셋에 관하여

서는, 2 페이지분의 데이터를 로드하기 전의 어드레스 입력시에 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도 25의 'Load1' 전의 어

드레스 입력시, 'Load3'의 어드레스 입력시에 리셋를 행하고 있었다. 데이터 로드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래치 회로(2

)를 리셋 상태로 놓을 필요가 있지만, 데이터 전송후에 기입 동작이 개시되어, 그 사이에 실행되는 데이터 로드 커맨

드후에 래치 회로(2)를 리셋하는 것으로 하면, 데이터 로드 커맨드가 들어 가는 타이밍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기입 

동작중의 임의의 타이밍에서, 래치 회로(2)의 리셋 동작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기입 검증 리드의 감지 동

작을 하고 있는 중에 래치 회로(2)의 리셋 동작에 의한 전원 노이즈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

다.

그래서, 도 2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래치 회로(2)로부터 래치 회로(1)에의 데이터 전송후에, 계속하여 래치 회로(2)의 

리셋 동작을 행하면 좋다. 즉, 래치 회로(2)의 리셋 동작은, 항상 기입 동작전에 실행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가장 최초의 데이터 로드 이전에는, 래치 회로(2)의 리셋가 필요로 되기때문에, 내부 R/BB와의 관계에서, 기

입 동작이 실행중의 사이에 들어가는 80H, 어드레스 입력시에 있어서는, 리셋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입 중에 부정

의 타이밍에서 행해지고 있는 래치 회로(2)의 리셋를 없앨 수 있다.

이 경우의 캐시를 사용한 기입 동작을 도 27에 도시한다. 도 27에서는,도 25의 (a)의 경우에 적용한 경우를 보이고 있

지만, 도 25의 (b) 및 (c)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의 제어가 가능하다.

2 페이지분의 데이터 로드 'Load1', 'Load2' 후에, 2 페이지 동시의 기입 동작을 개시하고, 래치 회로(2)로부터 래치 

회로(1)에의 데이터 전송, 래치 회로(2)의 리셋(C. Rst)를 끝낸 직후, R/BB를 의사적인 Ready 상태 'H'로 한다. 그 후 

접수가능해졌던 Data1, Data2의 기입 중의 데이터 로드 커맨드의 타이밍 t1이나, 그 후의 t2가 변화하더라도, 래치 

회로(2)에의 리셋는 항상,기입 동작 전 이외에는 들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캐시를 사용한 기입에 있어서,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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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

[실시 형태 3]

실시 형태 1에서는,도 2의 재기입/판독 회로(페이지 버퍼)(140)에 의해, 2 비트의 논리 데이터를 하나의 비휘발성 메

모리 셀에 기억하는 다치 동작과, 2치 동작의 경우의 캐시 동작으로 전환 가능한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다치 동작

중에 있더라도, 래치 회로(2)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이 래치 회로(2)를 이용한 캐시 동작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치 동작 모드의 판독 동작에 있어서는, 래치 회로(2)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 28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래치 회로(1)를 포함하는 메인 재기입/판독 회로가 선택 비트선에 접속되어 판독 동작을 행하고 있는 사이

에, 래치 회로(2)로부터는, 데이터 출력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다치 동작 모드의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기입 동작에 있어서는, 래치 회로(2)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 28의 (b)와 같이, 기입 중에, 래치 회로(2)로의 다음의 기입 데이터를 로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기입에 있어서는, 래치 회로(2)에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 시의 

데이터를 전술의 내부 데이터 로드에 의해 판독하여,보유한 채로 기입 동작을 행하기 때문에, 캐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상술한 다치 동작 모드 시의 캐시를 사용한 기입 동작을 도 29에 도시한다.

도면중, '하위 Data'란,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데이터를 의미하고, '상위 Data'란, 제1 다치용 로

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다.

도 29에서는 우선, 데이터 로드 'Load1', 'Load2'로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데이터인 하위 Data1

, 하위 Data2를 순차 입력한다. 1회째의 기입 실행 커맨드 10Hc가 입력되면, 2 어레이로 동시에 래치 회로(2)로부터 

래치 회로(1)에 데이터 전송하여, 내부에서는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동작을 실행한다. 그 사이에

, 다음의 데이터 로드 'Load3', 'Load4'를 행한다. 도 29에서는,이것들의 데이터 로드로,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데이터인 상위 Data1, 상위 Data2를 입력하고 있다.

전번의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동작이 종료하면,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 데

이터를 래치 회로(2)로부터 래치 회로(1)에 전송하여 기입을 개시한다.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기입에

서는,도 29에는 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전술의 내부 데이터 로드에 의해서, 래치 회로(2)에는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

스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셀에서 판독되어 유지되어 있다. 따라서, 상위 비트(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 선택시

간)의 기입이 종료할 때까지, 다음의 데이터 로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속한 기입을 행하면, 기

입을 행하는 로우 어드레스에 따라서, 캐시 기능이 쓰여질 수 있는 경우와 쓰여질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반의 데이터

로드 시간이 캐시 동작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다.

다치 동작 모드의 기입 시간이 길기 때문에, 1 비트의 논리 데이터를 하나의 비휘발성 메모리셀에 기억하는 통상의 2

치 동작 모드에 비교하면 효과는 작지만, 이 실시 형태에 의해서도 반의 데이터 로드 시간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 기입 속도가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실시 형태 4]

도 30은, 캐시로 되는 래치 회로(2)의 접속 상태를 도 2과는 다르게 했던 실시 형태의 재기입/판독 회로(140)를 보이

고 있다. 이 경우, 스위치 소자인 NMOS 트랜지스터(31)는,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과 제2 래치 회로(2)의 노드 

N5의 사이에 개재시키고 있다.

이러한 접속으로 한 경우, 다치 동작 기능은 없지만, 전술의 캐시 기능이 실 현할 수 있다. 래치 회로(1)와 래치 회로(

2)와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하는 경우에는, MOS 트랜지스터(31)를 'L' 레벨, 'H' 레벨 전송 가능한 도통 상태로 제어

하면 좋다. 캐시 기능으로서는, 전술의 동작과 동일하다.

[실시 형태 5]

NAND 형 플래시 EEPROM에서는, 페이지내 512 바이트의 셀이 전부 기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입 펄스 인가 동작과

기입 검증 리드를 반복하여 실행한다. 도 14에 도시하는 선택 워드선의 인가 전압 파형은, 기입 펄스 인가 동작과 기

입 검증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사이, 기입 전압 Vpgm을 서서히 증가하여 가는 스텝 업 펄스 기입을 도시하고 있다. 이

동작은, 제어 회로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페이지 버퍼(140)를 도 2의 구성으로 함으로써, 도중에서 중

단하고 그 때의 셀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2치 동작 시의 기입 검증 동작은, 메인 재기입/판독 회로부(10)로 제어하고 있고, 기입 검증 판독 

후의 데이터는 래치 회로(1)에 유지되어 있다. 그래서, 1회의 기입 펄스 인가 동작과 기입 검증 판독의 사이클이 종료

한 후, 검증 결과에 따라서 다음의 기입 펄스 인가 동작을 실행하는 통상의 기입 제어를 중단해서, 기입중의 래치 회로

(1)의 데이터를 파괴하지 않고, 셀 전류의 측정을 행하는 테스트 동작이 가능하다.

이 셀 전류의 측정시에는, 스위치 소자(42)를 비도통 상태로 하기 때문에 BLCD를 'L'로 하여 래치 회로(1)의 데이터

를 유지하고, CSEN과 CLAT를 'L', 동시에 CSENB와 CLATB를 'H'로 하여 래치 회로(2)를 비활성 상태로 하여, 선택

비트선으로 부터 데이터선 io까지의 모든 전송 스위치, 즉 비트선 선택 트랜지스터(60), 전송 트랜지스터(41, 30), 컬

럼 게이트 트랜지스터(51)를 도통 상태로 하고, 데이터 신호선 io로부터 외부 데이터 입출력 단자 사이에도 도통 상태

로 한다. 이에 따라서, 셀 전류를 외부 데이터 입출력 단자로부터 측정할 수가 있다.

이 동작을, 종래 방법의 경우의 도 31의 (a)와 대응되어 도 31의 (b)에 도시한다. 종래의 테스트 모드에 있어서도, 기

입 전압의 설정이나, 기입만 행하는 동작 모드, 셀 전류의 측정 모드 등이 있고, 도 31의 (a)와 같이 유사의 동작이 가

능하였다. 그러나, 종래는 셀 전류 측정 모드를 입력하면, 기입 검증 결과가 유지되고 있는 래치 회로(1)의 데이터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셀 전류와 검증 결과의 판정의 상관 관계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증 결과를 래치 회로(1)로

부터 판독하고, 셀 전류의 판독을 끝낸 뒤에 다시 검증 결과를 데이터 로드하고 나서 다음의 기입을 행하는 등, 복잡한

제어가 필요하였다. 또한, 기입 동작마다 설정된 전압까지 승압하기 위해서, 도 31의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택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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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선 전압의 상승 특성에, 승압 회로의 상승 특성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택 워드선에 인가되는 전압 파형도 변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에 대하여, 도 31의 (b)의 본 실시 형태에서는,기입중의 검증 결과 등을 유지한 채로, 기입 사이클을 일시 중단하

여 셀 전류 측정 모드를 행할 수 있다. 셀 전류 측정 종료 후에는, 다음 사이클의 기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시 형태 6]

도 46은, 다치 논리 동작과 캐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페이지 버퍼(140)의 다른 구성 예이다. 도 2의 구성과 다르고, 

이 실시 형태에서는, 제1 래치 회로(1)와 제2 래치 회로(2)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은,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N2)와 

제2 래치 회로(2)의 노드(N6)사이에 직렬로 개재된 NMOS 트랜지스터(203, 204)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일단이 선택 비트선에 접속되는 클램프용 NMOS 트랜지스터(41b)의 타단은, 감지 노드 N4b이다. 이 감지 노드 N4b

는, 도 2의 경우와 같이,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에는 직접 접속되지 않고, 감지용의 NMOS 트랜지스터(201)의 

게이트에 접속된다. NMOS 트랜지스터(201)의 소스는 접지되고, 드레인은 NMOS 트랜지스터(202, 203)를 통해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 N2에 접속된다.

즉, 클램프용 NMOS 트랜지스터(41b)에 의해 감지 노드 N4b에 판독된 데이터에 의해, 감지용 NMOS 트랜지스터(20

1)가 온 또는 오프로 된다. 이 트랜지스터(201)의 상태는, 신호 BLSEN0 또는 BLSEN1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

는 NMOS 트랜지스터(202 또는 203)을 통해, 노드 N1 또는 N2로 전송된다. 이에 따라, 감지 데이터가 래치 회로(1)

에 판독된다. 또한, 래치 회로 1과 2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은, 신호 BLSEN1, 2에 의해 온 구동되는 NMOS 트랜지스

터(203, 204)를 통해 노드 N2, N6사이에서 행해진다.

데이터 기입시, 제1 래치 회로(1)의 유지 데이터에 따라서, 노드 N1의 전위를 선택 비트선에 전송하기 위한 NMOS 

트랜지스터(42b)는, 클램프용 NMOS 트랜지스터(41b)와는 다른 경로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제2 래치 회로(2)의 노

드 N5는, NMOS 트랜지스터(30b)를 통해 감지 노드 N4b에 접속되어 있다. 이 NMOS 트랜지스 터(30b)는, 다치 논리

동작 모드에 있어서, 제2 래치 회로(2)의 유지 데이터에 따라서 선택 비트선의 프리차지를 행하는 경우에 도통시키는

것이다.

또한, 감지 노드 N4b에는, 이 감지 노드 N4b의 전위를 용량 커플링에 의해 제어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을 제어 

단자 CAPG로 하는 캐패시터(48)가 접속되어 있다.

이 페이지 버퍼(140)를 이용하는 경우의 다치 논리 동작을 설명한다. 다치 논리 동작의 메모리 셀의 임계치 전압 Vt

과 데이터의 관계는, 도 43의 (b)의 관계를 사용한다. 기입 동작에 대해서는, 제1 비트(상위 비트)의 기입 동작, 및 제2

비트(하위 비트)의 기입 동작과도, 그 동작 플로우는 앞의 실시 형태의 도 9와 동일하다. 판독 동작에 관하여서는, 도 

4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앞의 실시 형태의 도 9와는, 제2 비트의 판독 동작이 다르다. 즉, 선택 워드선에 Vr10를 인가

하는 Read10이 먼저 되고(스텝S31'), 계속해서, 선택 워드선에 Vr01를 인가하는 Read01가 실행된다(스텝S32'). 그

것 이외는, 도 19와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기입 및 기입 검증 판독 동작을, 도 9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우선, 하위 비트(제2 비트)에 관해서 설명

하면, 데이터 입력 단자로부터 데이터 신호선 io, ion을 통해 제2 래치 회로(2)에 기입 데이터를 입력한다(S11). 그리

고, 앞의 실시 형태와 같이, 그 기입 데이터를 제2 래치 회로(2)로부터 제1 래치 회로(1)로 전송한다(S12).

이 때, 제1 래치 회로(1)의 제어 신호 SEN, LAT을 'H', SENB, LATB를 'L'로서, 클럭되는 인버터(CI1, CI2)를 비활

성으로 한 상태에서, 제어 신호 BLSEN1, BLSEN2를 'H'로 한다. 이에 따라, 온한 NMOS 트랜지스터(203, 204)를 통

해, 래치 회로(2)의 노드 N6의 전위를 래치 회로(1)의 노드 N2에 전송한 후, 클럭되는 인버터(CI1, CI2)의 순으로 활

성화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유지한다. 제1 래치 회로(1)로부터 제2 래치 회로(2)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도 마찬가

지로, 제2 래치 회로(2)를 비활성으로 하고 나서, 데이터 전송을 행한다.

다음에 기입 펄스 인가 동작을 행한다(S13). 이 기입 펄스 인가 동작에서는, 이 페이지 버퍼(140)의 경우, NMOS 트

랜지스터(42b)를 온으로 하여,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의 데이터를 선택 비트선으로 전송한다. 이 때, 노드 N1의

'L' 레벨(0V), 'H' 레벨(Vdd)을 레벨 저하없이 전송하기 위해서는, NMOS 트랜지스터(42 b)의 게이트에 제공하는 제

어 신호 BLCD에는, Vdd보다 승압된 전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입 동작후, 선택 워드선에, 도 43에 도시하는 전압 Vv10을 인가하고, 기입 검증 판독하여 Verify10를 행한다(S14)

. 도 48은,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에 'L' 데이터가 있는 경우의 동작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검증 판독 하기 위한 비

트선 프리차지는, 프리차지용 NMOS 트랜지스터(47b)를 온, 또한 클램프용 NMOS 트랜지스터(41 b)를 온으로 하여 

행한다. NMOS 트랜지스터(41b)를 이용한 비트선 데이터 감지 동작은 앞의 실시 형태와 마찬가지이다.

도 48중의 리셋 동작은, 통상의 판독 동작에 필요한 동작이고, 감지 데이터를 래치 회로에 저장하기 전에 래치의 상태

를 리셋하는 동작이다. 기입 검증 판독의 동작에서는, 이 리셋 동작은 행하지 않는다.

노드 N4b에 증폭된 판독 데이터 전위가 나타난 뒤, 제어 신호 BLSEN1를 'H',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203)를 온

함으로써, 이진값 데이터로서 제1 래치 회로(1)에 저장한다. 즉, 노드 N4b의 전위가 Vdd에 가까운 레벨의 경우, 감지

용 NMOS 트랜지스터(201)가 온하여, NMOS 트랜지스터(203, 201)를 통해 노드 N2의 전위가 'L' 레벨로 인하된다. 

노드 N4b의 전위가 낮은 경우에는, NMOS 트랜지스터(201)는 온하지 않고, 혹은 온 저항이 높고, 래치 회로(1)의 노

드 N2의 전위는 유지된다.

이상의 동작은, 제1 래치 회로(1)가 활성 상태에서 행해진다. 그리고 이 동작이 확실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NMOS 

트랜지스터(201, 202, 203, 204)의 온 저항이, 래치 회로(1)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11, 13, 15, 17)보다 충

분히 작아지도록,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 셀에 대해 판독을 행하여, 기입 펄스 인가 뒤의 메모리셀의 임계치가 높게 되는 것에 따라 비트선의 방전이 행하

여지지 않고, 비트선 전위가 'H'를 유지함으로써,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2에 'L'이 받아들이면, 기입 종료된다. 한

편,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기입 펄스 인가후도 낮은 경우에는 비트선이 방전되어, 검증 판독하는 래치 회로(1)의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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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은 'H'를 유지한다. 이 때는, 노드 N2가 'L'이 될 때까지, 기입 펄스 인가와 검증 판독을 반복한다.

도 49는, 도 48에 대하여,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에 'H' 데이터가 있는 경우 ('1' 기입의 경우, 즉, 비기입의 경우

)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 기입 펄스 인가로 메모리 셀의 임계치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기입 검증 판독의

결과를 무시할 수 있다.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2는 처음부터 'L' 레벨이고, 비트선의 감지 데이터를 제1 래치 회

로(1)에 저장하는 동작으로 상태 변화는 없다.

앞의 실시 형태와 같이, 1 페이지분의 동시 기입에서, 모든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2가 'L',

노드 N1이 'H'가 될 때까지, 기입 동작과 검증판독 동작이 반복된다. 또한, 모든 셀의 기입을 판정하여(S15), 기입 종

료된다.

다음에, 상위 비트(제1 비트)의 기입 동작에 관해서, 도 9b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각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 상위 비트

의 데이터를 I/0 신호선을 통해 제2 래치 회로(2)에 기입(S 21), 그 후 이 기입 데이터를 제1 래치 회로(1)에 전송한다

(S22). 다음에, 내부 데이터 로드를 행한다(S23). 이 내부 데이터 로드는, 앞의 실시 형태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메모리 셀에 기입되고 있는 하위 비트 데이터를, 제2 래치 회로(2)에 판독하는 동작이다.

이전 실시 형태와 같이, 하나의 메모리 셀에 기억되는 제1 비트와 제2 비트의 데이터는,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와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에 대응한다. 그리고,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와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가 선택하는 

워드선 및 메모리 셀은 같은 것으로 한다.

도 50은, 내부 데이터 로드 시의 동작 상태를 보이고 있다. 비트선 프리차지로부터 비트선 전위의 감지까지의 사이에,

제2 래치 회로(2)의 리셋이 행하여진다. 즉, 리셋용 NMOS 트랜지스터(84)를 온함으로써, 노드 N5을 'L', 노드 N6를 '

H'의 상태에 리셋한다. 이 후, 선택 워드선에 도 43의 (b)에 도시하는 판독 전압 Vr10을 제공하여, 비트선 전위를 노

드 N4b로 판독한다. 그리고, 제어 신호 BLSEN2 를 'H'로 하여, NMOS 트랜지스터(204)를 온시키는 것에 의해, 노드

N4b의 감지 결과를, 제2 래치 회로(2)에 저장한다. 선택 셀이 '11'이면, 노드 N5가 'L'이 되고, 선택 셀이 '10'이면, 노

드 N5가 'H'가 된다.

그리고, 기입 펄스 인가 동작(S24) 다음, '00'에 대한 기입 검증 판독 Verify00를 행하고(S25), 계속해서 '01'에 대한 

기입 검증 Verify01을 행한다(S26).

도 51은, '11' 상태의 셀에서, 제1 비트의 '0' 기입의 동작을 행하는 경우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0' 기입을 위

한 기입 개시시의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은 'L'로 되어 있다. 검증 판독 Verify00에 있어서는, 비트선 프리차지

를 제2 래치 회로(2)의 노드 N5로부터 행한다. 이 때, 제2 래치 회로(2)의 노드 N5와 제1 래치 회로(1)측의 노드 N4b

와의 사이에 개재시킨 NMOS 트랜지스터(30b)를 온으로 하여, NMOS 트랜지스터(41b)를 온으로 한다. 트랜지스터(

30b)의 게이트에는, 'H'레벨 Vdd를 전위 저하없이 전송할 수 있는 승압 전위가 주어지고, 트랜지스터(41b)의 게이트

에는 판독 동작 시의 비트선 프리차지 전위를 정하는 Vpre가 주어진다.

전술한 내부 데이터 로드로서, '11' 셀을 판독한 경우에는, 노드 N5에 'L'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선은 0V

로 프리차지된다. 따라서, 검증 판독 Verify00에 의해, 노드 N4b에 나타나는 비트선 전위 감지 결과는 'L'이다. 이 때,

NMOS 트랜지스터(203)를 온으로 하여도, 제1 래치 회로(1)의 유지 데이터는 변화하지 않는다.

다음의 검증 판독 Veryfy01에서는, 비트선 프리차지를 NMOS 트랜지스터(47b)에 의해 행한다. 즉, 통상의 판독시에

비트선 프리차지와 같이, 노드 N4b를 Vdd로 하여, 비트선을 프리차지한다. 이 경우, 기입 펄스 인가뒤의 선택 셀의 

임계치에 따른 비트선 전위가 노드 N4b에 판독된다.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203)를 온으로 하면, 검증 판독 결과

가, 제1 래치 회로(1)에 받아들인다.

'11' 셀로부터 'O1' 셀로의 기입의 경우, 검증 판독 Verify01에 있어서,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에 'H'가 받아들

이면, 기입 종료된다.

도 52는, '10' 상태의 셀로부터, 제1 비트의 '0' 기입 동작을 행하는 경우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0' 기입을 위

한 기입 개시시의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은 'L'로 되어 있다. 검증 판독 Verify00에 있어서는, 비트선 프리차지

를 제2 래치 회로(2)의 노드 N5으로부터 행한다. 이 때, 제2 래치 회로(2)의 노드 N5와 제1 래치 회로(1)측의 노드 N

4b와의 사이에 개재되는 NMOS 트랜지스터(30b)를 온으로 하여, NMOS 트랜지스터(41b)를 온으로 한다. 이 때, 상

술한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41b)의 게이트에는, Vpre가 주어진다.

'11' 셀로부터의 기입과 다르고, '01' 셀의 경우에는, 노드 N5가 'H' 레벨이고, 통상의 판독 경우와 같이 비트선 프리

차지가 행하여진다. 그 후, 기입 펄스 인가 동작뒤의 선택 셀의 임계치에 따라서 피트선 전위가 노드 N4b에 판독된다.

이 데이터가, NMOS 트랜지스터(203)를 온으로 하는 것에 의해, 제1 래치 회로(1)에 받아들인다.

'1O' 셀에서 'OO' 셀로의 기입의 경우, 검증 판독 Verify00에 있어서,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에 “H'가 받아들이

면, 기입 종료된다. 계속해서, 검증 판독 VerifyO1를 행하지만, 이 경우 도 43의 (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택 워드선

의 판독 전압 Vv01이 높다. 따라서, '00' 셀은 이 검증 판독으로서 온하여, 비트선이 'L' 전위가 되어, 노드 N4b에 나

타나는 감지 데이터는 'L'이 된다. 이에 따라, 제1 래치 회로(1)에 데이터 저장을 행하더라도 상태 변화는 없다.

이상에 의해, 검증 판독 VerifyO1에 있어서, 기입이 종료하는 것은, 노드 N1에 'H'가 유지되어, 미종료의 것은 노드 

N1에 'L'이 유지된다.

도 53 및 도 54은, 각각 '11' 셀 및 '10' 셀에서의 “1' 기입의 동작의 상태변화를 나타낸다. '0' 기입 경우와 같이, 기입 

펄스 인가후, 기입 검증 판독 VerifyOO, VerifyO1이 순차적으로 행해지지만,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에는 'H' 

레벨이 유지되어, 노드 N2에는 'L'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검증 판독시, NMOS 트랜지스터(203)를 온으로 하여도, 

제1 래치 회로(1)의 상태 변화는 없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 버퍼의 노드 N1이 'H'로 되는 것이 판정될 때까지(S27), 기입과 검증 판독을 반복하여, 기입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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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46의 페이지 버퍼(140)를 이용하였다. 다치 데이터의 통상의 판독 동작을 설명한다. 도 55는, 제1 비트의 

판독 동작 시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제1 비트의 판독 동작은, 제1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가 선택된 경우의 판

독 동작이고, 그 플로우는 도 47b가 된다.

선택 워드선에, 도 43의 (b)에 도시하는 판독 전압 Vr00을 제공하여, 판독 동작을 행한다(S41). 이 때, 비트선 프리차

지로부터, 비트선 전위 감지까지의 사 이에, 제어 신호 BLSEN0를 'H'로 하여 NMOS 트랜지스터(202)를 온, 또한 프

리차지용 트랜지스터(47b)에 의해 NMOS 트랜지스터(201)를 온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1 래치 회로(1)는 리셋된다. 

리셋 상태는, 노드 N1이 'L', 노드 N2가 'H'이다.

그리고, 비트선 데이터 감지의 결과, 노드 N4b는, 'H' 또는 'L'이 된다. 이것을, 제어 신호 BLSEN1를 'H'로서, NMOS 

트랜지스터(203)를 온함으로써, 제1 래치 회로(1)에 저장한다. 선택 셀이 '11' 또는 '10'의 경우, 비트선 데이터 감지 

결과는 노드 N4b가 'L'이고, 이 때 NMOS 트랜지스터(201, 203)에 의한 노드 N2의 방전은 없고, 제1 래치 회로(1)는,

노드 N1이 'L'을 유지한다. 이것이 외부에 '1'로서 판독된다.

한편, 선택 셀이 '00' 또는 '01'의 경우에는, 비트선 데이터 감지 결과는 노드 N4b가 'H'이다. 이 때, NMOS 트랜지스

터(201, 203)에 의해 노드 N2가 방전되어, 제1 래치 회로(1)는, 데이터 반전하고 노드 N1이 'H'가 된다. 이것이 외부

에 '0'으로 판독된다.

또한, 실제의 외부 입출력 단자로의 데이터 판독은, 제1 래치 회로(1)의 데이터를 제2 래치 회로(2)로 전송하여(S42),

컬럼 어드레스 선택을 행하는 것으로, 컬럼 게이트 트랜지스터(51, 52)를 통해 행해진다.

도 56∼도 58은, 도 47의 (a)에 도시하는 플로우에 의한 제2 비트 판독 시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제2 판독 동

작은, 제2 다치용 로우 어드레스가 선택된 경우의 판독 동작이고, 도 47의 (a)와 바와 같이, 2회의 판독 Read10(S31'

), Read01(S32')을 실행한다. 이중, 1회째의 판독 Read10일 때의 상태 변화가 도 56 이다.

이 1회째의 판독 Read10에서는, 선택 워드선에, 도 44b에 도시하는 판독 전압 Vr1O를 인가한다. 그 동작은, 선택 워

드선의 판독 전압을 제외하고, 먼저 설명한 판독 Read00와 동일하다. 판독 결과는, '11' 셀의 경우, 제1 래치 회로(1)

의 노드 N1이 'L'가 되고, '10', '00', '10' 셀의 경우,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이 'H'가 된다.

다음에, 선택 워드선에, 도 43의 (b)에 도시하는 판독 전압 Vr01을 인가한 2회째의 판독 Read01을 행한다. 도 57는 

이 판독 동작에 있어서, 1회째의 판독으로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이 'L'(즉, '11'의 경우)인 경우의 상태 변화이

고, 도 58은, 1회째의 판독으로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이 'H'(즉, '10', '00', '10'의 경우)이다.

이 2회째의 판독 read01에서는, 비트선 전위 감지 이전의 리셋 동작은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1회째의 판독 Read10

의 판독 결과가 제1 래치 회로(1)에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노드 N4b에 얻어진 비트선 데이터 감지의 결과를, 제어 

신호 BLSEN0를 'H',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202)를 온함으로써, 제1 래치 회로(1)에 저장한다.

선택 셀이 '11'의 경우에는, 제1 래치 회로(1)의 노드 N1에 'L'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N4b의 상태에 상관없이

, 노드 N1은 'L'을 유지한다(도 57).

선택 셀이 '1O' 또는 'OO'의 경우, 선택 워드선 전압이 VrO1인 것부터, 선택 셀이 온하여 노드 N4b의 감지 데이터는 '

L'이 된다.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201)는 오프 또는 온하더라도 고저항 상태이고, NMOS 트랜지스터(202)를 온

하더라도 노드 N1의 전위는 변화하지 않는다. 즉, 이전의 판독 Read00의 데이터를 유지한다(도 58).

선택 셀이 “O1'의 경우, 선택 워드선 전압 VrO1로서는 온하지 않고, 비트선이 방전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선 전위 감

지뒤의 노드 N4b는 'H'이다.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201)는 온하고, NMOS 트랜지스터(202)를 온하면, 노드 N1

은 방전되어 'L'로 인하된다(도 58).

이상의 결과, 제2 비트가 '1'의 경우, 노드 N1이 'L', 제2 비트가 '0'의 경우, 노드 N1이 'H'가 되도록, 데이터가 제1 래

치 회로(1)에 받아들인다. 이 후, 제1 래치 회로(1)의 데이터를 제2 래치 회로(2)에 전송하여(S33), 해당하는 컬럼 어

드레스 선택에 의해, 판독 데이터가 외부 단자에 출력된다.

이상과 같이하여, 다치 논리기억의 판독 동작이 가능하다.

이진값 기억의 경우에는, 앞의 실시 형태와 같이, 제1 래치 회로(2)를 캐시로서 동작시킬 수 있다. 제1 래치 회로(1)를

포함하는 재기입/판독 회로(10)가 메인페이지 버퍼로 되어 있고, 이진값 동작에 있어서는, 제2 래치 회로(2)를 통해 

데이터의 입출력을 행할뿐이다. 판독 동작에서는, 이진값 데이터의 임계치 분포사이에 있는 판독 전압을 선택 워드선

에 인가하여, 도 47b 및 도 55에 도시하는 판독 Read00와 동일 제어를 행하면 좋다. 기입 동작시에는, 도 9a와 마찬

가지의 제어를 행하면 좋다.

상기 실시 형태로 설명한 바와 같이, 판독 동작에 있어서는, 판독 데이터를 제1 래치 회로(1)로부터 제2 래치 회로(2)

로 전송한 후에는, 메인 페이지 버퍼(10)에 의해 다음의 페이지 판독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기입 동작에서는, 기

입 데이터를 제2 래치 회로(2)로부터 제1 래치 회로(1)에 전송한 후에는, 다음의 페이지 어드레스의 기입 데이터를 제

2 래치 회로(2)에 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으로서, 캐시 기능이 실현할 수 있다.

도 46의 실시 형태의 회로에서는, 활성 상태에 있는 래치 회로(1)의 데이터 반전에 이용되는 NMOS 트랜지스터(201,

202, 203, 204)의 사이즈가 중요하다. 도 46의 회로의 경우, 도 2의 회로와는 달리, 감지 노드 N4b의 'H', 'L'의 비트

선 데이터 감지 결과를 NMOS 트랜지스터(201)의 게이트에서 받는다. 감지 노드 N4b의 데이터 감지시의 'H' 레벨은 

Vdd이고, 'L' 레벨은 온 상태의 셀에 의해 방전된 비트선의 전위와 거의 같은 전위이다. 그리고, NMOS 트랜지스터(2

01)는, 감지 노드 N4b가 'H' 레벨일 때 충분히 저저항 상태에서 온하고, 'L' 레벨일 때는 오프, 혹은 적어도 충분한 고

저항 상태인 것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래치 데이터의 반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NMOS 트랜지스터(201, 202,

203)의 온 저항이 작은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사이즈의 설계만으로 충분한 마진을 얻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 점의 대책으로서, 도 

46에 도시하는 캐패시터(48)를 이용한 용량 커플링에 의해 감지 노드 N4b의 전위를 제어하는 것이 유효하게 된다. 

즉, 트랜지스터(47b)를 이용한 비트선 프리차지후, 데이터 감지전에, 단자 CAPG에 예를 들면 플러스 전위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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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지 노드 N4b를 부스트함으로써, 'H' 출력시와 'L' 출력시의 NMOS 트랜지스터(201)의 채널 저항비가 최대가 되

도록 전위 제어함으로써, 큰 감지 마진을 얻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2에 도시한 페이지 버퍼(140)에 있어서는, 제1 래치 회로(1)를 포함하는 메인 페이지 버퍼(10)

가, 비트선 데이터 감지를 행하는 래치 기능을 구비한 감지 증폭기 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NAND형 플래시 메모리는, 

대용량화하기 쉬운 반면, 그 메모리 셀 구성으로부터 셀 전류가 적어, NOR형 메모리 등에 비교하여 고속 판독이 어렵

다. 그 때문에, 하나의 선택 워드선에 의해 선택되는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예를 들면 512 바이트)의 데이터를 동시

에 판독하여, 이 판독 데이터를 직렬 전송하여 출력하는 방식이 통상 이용된다.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512 바

이트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512 바이트분의 감지 증폭기 회로가 배치된다.

그리고, 감지 증폭기 회로 방식으로서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를 이용하여, 비트선 전

위의 클램프 동작과 프리 감지 동작을 행하는 것에 의해, 가능한 한 고속 판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클램프 

동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0', '1' 데이터의 감지 마진은 작다. 특히, 전원 전압이 저전압화되어, 감지 증폭기 

회로를 구성하는 래치 회로(1)의 회로 임계치가 낮게 되면, 감지 마진은 보다 작아진다.

구체적으로, 도 59의 감지 동작 파형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판독시, NAND형셀 블록의 선택된 워드선에 판독용 전압

이 인가되어, 남은 비선택용 워드선에는, 직렬로 접속되는 메모리 셀을 패스 트랜지스터로 하기 위한 판독용 패스 전

압이 인 가된다. 비트선의 방전을 NAND형 셀의 소스측의 선택 게이트선 SGS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선 SGD는 항상 온, 소스측 선택 게이트선 SGS를 오프로서, 비트선 프리차지를 행한다(시각T0 - 시각T1). 즉,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를 온으로 하여, 프리차지용 트랜지스터(47)를 온하여, 비트선 프리차지를 행한다.

이 때, 도 5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리차지용 트랜지스터(47)의 게이트 단자 BLPRE에는 전원 Vdd보다 승압된 전위

Vdd + Vtn을 제공하고, 감지 노드 N4에 Vdd를 제공하고, 또한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 단자 BLCLAMP

에는 Vpre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비트선을 Vpre - Vtn까지 프리차지한다. 여기서, Vtn은 NMOS 트랜지스터의 임계

치이다.

그 후, BLCLAMP를 0V로 복귀하여, 소스측 선택 게이트를 온으로 하면, 선택 셀의 데이터에 따라서, 비트선이 방전

될지, 또는 방전되지 않고서 프리차지 전위를 유지한다. 그리고, 시각 T2에서, 트랜지스터(42)를 온하여, 감지 노드 N

4와 래치 회로(1)의 노드 N1을 접속하여, 노드 N1을 Vdd에 프리차지한다. 시각 T2에서, 노드 N1을 Vdd로 프리차지

하기 전에, SEN과 LAT를 'L' 레벨로 하여, 래치 회로(1)를 비활성 상태로 한다.

시각 T3에서 프리차지용 트랜지스터(41)를 오프로 하여, 노드 N1을 플로팅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각 T4 - T5의 

사이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7)의 게이트 단자 BLCLAMP에 판독용 전위 Vsen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선택 셀의 데

이터가 '1'의 경우, 비트선 전위는 방전에 의해 저하하여, Vsen - Vtn이하로 되어 있고, 노드 N4 및 N1은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가 온하여, 비트선 전위까지 저하한다. 한편, 선택 셀이 '0' 데이터의 경우, 비트선이 프리차지 전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는 오프이고, 노드 N1 및 N4은, Vdd의 프리차지 전위를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1' 셀의 경우, 비트선 진폭 Vpre - Vsen이 노드 N1, N4에서는, Vdd - (Vsen-Vtn)으로서 증폭되어 판

독된다. 예를 들면, 비트선 프리차지 전위를 0.7V로 하면, 비트선의 판독 진폭을 약0.25V로 설정했을 때, 노드 N1, N

4의 진폭은 약 2V까지 증폭된다.

이 클램프 동작후, 노드 N1의 전위를 'H' 또는 'L'로서, 래치 회로(1)에 저장한다. 통상의 판독 동작에서는,시각 T7에

서 래치 회로(1)의 클럭된 인버터(CI2)를 활성화하고, 계속해서 시각 T8에서 클럭된 인버터(CI1)를 활성화함으로써, 

데이터 저장을 행한다.

이상의 동작 설명으로부터, 클램프 동작에 의한 비트선 전위 증폭후, 노드 N1, N4에 얻어지는 'L' 레벨 전위(도 59의 

파형 q)는, 래치 회로(1)의 회로 임계치보다 낮지 않으면 안된다. 반대로 말하면, 래치 회로(1)의 회로 임계치는, 노드 

N1, N4에 판독되는 'L' 레벨보다 높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전원 전압이 저전압화되어, 클럭된 인버터의 회로

임계치가 저하한 경우에도, 변동을 고려한 최악의 케이스로 오판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독 시 비트선의 'H', 'L' 레

벨을 설정해야만 한다.

한편, 판독 시에 비트선 프리차지 전위를 너무 낮게 되고, 셀 전류의 드레인 전압 의존성에 의해, 셀 전류가 작게 되어,

판독 시간이 길게 된다. 반대로, 고속 판독을 행하기 위해서, '1' 데이터 셀의 온 전류를 증가시키려 하여도, 래치 회로

(1)의 회로 임계치에 의해 제한되어 버린다. 그래서, 감지 증폭기 회로의 회로 임계치에 의해 비트선 프리차지 전위나

진폭이 제한되지 않은 것과 같은 감지 증폭기 회로 방식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도 2의 메인 페이지 버퍼(10)에 대응하는 감지 증폭기 회로로서,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아래

에 설명한다. 또한, 아래의 각 실시 형태로 설명하는 감지 증폭기 회로는, 다치 논리 동작이나 캐시 기능을 실현하는 

상기 각 실시 형태의 메인 페이지 버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일반적으로 이진값 기억을 행하는 통상의 N

AND형 플래시 메모리에도 유효하다. 또한,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에 한하지 않고, 비트선의 전류 인

입의 유무 혹은 대소에 의해 데이터 기억을 행하는 형식의 메모리 셀을 갖는 것이면, 다른 비휘발성 메모리의 감지 증

폭기 회로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아래의 각 실시 형태의 감지 증폭기 회로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이진값 데이터의 판독 동작에 주목하

여 설명한다.

[실시 형태 7]

도 60는, 그와 같은 실시 형태의 감지 증폭기 회로(141a)를, 도 2의 페이지 버퍼(10)에 대응시켜 보이고 있다. 비트선

선택 스위치 회로(141b)는, 두개의 비트선 BLo, BLe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지 증폭기 회로(141a)에 접속하기 위한 

것이다. 2개의 클럭된 인버터 CI1, CI2에 의해 구성되는 래치 회로(1)는, 판독 동작에 있어서,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

데이터를 동시에 판독한 뒤, 이것을 직렬 전송하여 출력할 때까지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래치 회로(1)는, 데이

터 기입시, 페이지 단위의 기입 데이터를 기입 동작이 종료할 때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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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1는, 구체적으로 이진값 데이터 기억을 행하는 경우에 관해서, 감지 증폭기 회로(141a)와 셀 어레이의 접속 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1 페이지분의 감지 증폭 회로(B/P)(141a)가 선택 스위치 회로(141b)를 통해, 비트선 BLo 또는 BL

e에 접속된다. 셀 어레이는, 그림에서는, 두개의 NAND 셀 블록(101,102)을 보이고 있다. 감지 증폭기 회로(141a)는,

컬럼 게이트(150)를 통해, 데이터 입출력 버퍼(50)와 접속된다. 감지 증폭기 회로(141a)에 유지된 판독 데이터는, 컬

럼 어드레스에 의해 전환되는 컬럼 게이트(150)에 의해 직렬 데이터로 변환되고, 추출된다.

감지 증폭기 회로(141a)에서, 감지 노드 N4가 클램프용 NMOS 트랜지스터(41)를 통해 선택 비트선에 접속되는 것, 

감지 노드 N4에 프리차지용 NMOS 트랜지스터(47)가 설치되고 있는 것, 감지 노드 N4와 래치 회로(1)의 노드 N1 (

클럭된 인버터 CI2의 입력 단자임)의 사이에 전송용 NMOS 트랜지스터(42)가 설치되고 있는 것은, 도 2의 경우와 마

찬가지이다. 또한, 검증 회로(20)는, 기입 검증 시에 이용되는 회로이고, 도 2의 트랜지스터(44, 45, 46) 및 캐패시터(

49)의 부분에 상당한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 데이터 감지 노드(N4)에는 캐패시터(48c)가 접속되어, 이 캐패시터(31)의 단자(BOOST2)가,

데이터 감지 시에 용량 커플링에 의해 감지 노드(N4)의 전위 제어를 행하는 구동 단자로서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도 62는, 도 60의 감지 증폭기 회로(141a)의 데이터 감지 시의 동작 파형을, 도 59에 대응시켜서 나타내고 있다. 우선

통상대로, 시각(T0)에서, 프리차지용 트랜지스터(47)의 게이트(BLPRE)에 Vdd+Vtn을 인가하고, 동시에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BLCLAMP)에 Vpre를 인가하여, 감지 증폭기 회로(141a)로부터 비트선을 프리차지한다. 

이 때, 트랜지스터(42)는 오프이고, 래치 회로(1)는 활성 상태로 유지한다. 이 프리차지 동작에 의해, 감지 증폭기 회

로(141a) 내의 감지 노드(N4)은 Vdd로, 비트선은 Vpre-Vtn으로 설정된다.

다음에 시각(T1)에서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를 오프로 하고, NAND 셀의 선택 게이트를 온으로 하여, 선택 셀의 

데이터에 따라서 비트선을 방전한다. 비트선 방전을 개시하고 나서, 시각(T2)에서 NMOS 트랜지스터(42)의 게이트(

BLCD)에 Vdd+Vtn을 인가하여, 이것을 온으로 한다. 또한, SEN과 LAT를 'L' 레벨로 하여 래치 회로(1)를 비활성 상

태로 한다. 이에 따라, 노드(N1)은 노드(N4)으로부터 Vdd로 충전된다. 시각(T3)에서 BLPRE를 0V로 하여, 프리차지

용 트랜지스터(47)를 오프로 하고, 동시에 캐패시터(48c)의 단자(BOOST2)를 제1 전위로부터 제2 전위로 상승시킨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0V에서 1V에 올린다.

이 때, 노드(N4)은 부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 커플링에 의해 노드(N4)은 전위 상승한다. 노드(N4)의 전위 상승

은, 캐패시터(48c)와 노드(N4)의 용량비로 결정된다. 노드(N1)은, 트랜지스터(42)의 게이트(BLCD)가 Vdd+Vtn 이

기 때문에, Vdd까지 밖에 상승할 수 없고, 용량 커플링에 의한 전위 상승은 없다.

또 캐패시터(48c)는, 종래부터, 노드(N4)을 부유 상태로 유지할 때에 누설 전류나 기생 용량의 영향을 제외하는 의미

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것을 승압에 이용 하는 것은 없었다.

이 후, 시각(T4)에서,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BLCLAMP)에 Vsen을 인가하고, 선택 비트선과 감지 노드(

N4)을 접속한다. 도 62에서는,이 때의 노드(N4)의 전위 변화의 몇개인가의 케이스(a)∼(d)를, 선택 셀의 데이터에 따

른 비트선 전위 변화에 대응시켜 나타내고 있다. 케이스(a)는 선택 셀이 충분히 임계치가 높은 데이터'0' 상태의 경우

이다. 이 때, 비트선 전위는 거의 프리차지 전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는 도통하지 않고, 노드(

N4)은 승압된 전위를 유지한다.

케이스(d)는, 선택 셀이 데이터 '1'이고 그와 같이 임계치가 현저하고 낮은 경우이다. 이 때, 비트선이 대략 0V까지 방

전한 상태에서 노드(N4)과 접속되기때문에, 노드(N4)은 비트선과 동일 대략 0V까지 방전된다. 케이스(c)는 선택 셀

이 '1'이지만, 임계치가 높은 경우이다. 이 경우, 비트선의 방전은 느리고, 노드(N4)은 비트선과 대략 같은 중간적인 

전위가 된다. 케이스(b)는, 선택 셀이'0'이지만 임계치가 선택 워드선 전위에 가까이, 서브 임계 전류가 흐르는 경우이

다. 이 경우, 비트선 전위가 약간 저하하고, 노드(N4)도 약간 저하한다.

이와 같이, 시각(T4)에서의 동작은, 종래법과 다르고, 노드(N4)을 고전위의 상태에서 비트선 전위증폭을 행하는 것으

로 된다. 그리고 시각(T5)에서는,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BLCLAMP)를 Vsen보다 간신히 낮은 Vsup으

로 변경한다. 이 전압 Vsup은, Vsen보다는 낮고 임계치보다 높은 전압이고,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를 0V 부근에

서 도통하게 한다. 이에 따라, Vsen을 인가하고 있었 을 때에 비교하여, 낮은 비트선 전위가 아니면, 노드(N4)과 비트

선이 도통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리고, 시각(T6)에서는, 캐패시터 단자(BOOST2)를 0V에 복귀시킨다.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 전압을 

내린 것에 의해, 노드(N4)과 비트선과 도통하여 어렵고, 따라서 노드(N4)은 부유가 되기 쉽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

a)(b)(c)의 케이스에서는, BOOST2의 전위하강에 따라, 노드(N4)의 전위는 저하한다. 한편, 시각(T4)의 후에 노드(N

4)이 대략 0V가 된 (d)의 경우에는, 노드(N4)이 부유이면 마이너스 전위까지 저하하지만,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의

도통에 의해 비트선으로부터 전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위까지의 저하는 억제된다. 이것은, 캐패시터(48c)

의 용량이 비트선 용량에 비교하여 작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a)와 같은 '0' 데이터 판독의 경우에는, 노드(N1)의 전위는 캐패시터(41)에 의한 승압전의 Vdd로 되

돌아간다. 한편, (c)와 같은, 비트선 방전이 느린 '1' 셀의 경우, 노드(N1)의 전위를 비트선 전위보다도 강압할 수가 있

다. 즉, 본 실시 형태의 감지 증폭기 회로에서는, 비트선 진폭에 대하여 노드(N1)을 고전위측으로 증폭하는 것뿐만 아

니라, 저전위측으로도 증폭하였다면 등가가 되어, 노드(N1)의 'H', 'L'의 차가 크게 된다.

그리고, 시각(T7)에서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BLCLAMP)를 0V로 하여, 비트선과 노드(N4)의 사이를 완

전히 분리한다. 그 후, 시각(T9)에서 클럭드 인버터(CI2)를 활성화하고, 계속해서 시각(T10)에서 클럭드 인버터(CI1)

를 활성화 한다. 이에 따라, 노드(N1)의 'H', 'L'에 의한 이치 데이터를 래치 회로(1)에 저장한다.

도 62에는, 래치 회로(1)의 CMOS 클럭드 인버터의 회로 임계치(반전 임계치)의 범위를, 전원 Vdd나 프로세스의 변

동을 고려하여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 형태의 경우, 캐패시터(48c)를 이용하여 노드(N4)의 전위를 승압한 상태에서 

클램프 동작에 의한 비트선 데이터 감지를 행하고, 그 후 노드(N4)를 강압함으로써, '1' 셀을 판독하였을 때의 노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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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L' 레벨을 비트선 레벨보다 저전위까지 시프트하고 있으므로, 비트선 전위의 'L' 레벨이 회로 임계치보다 높은 

경우에도 판독 오류가 없고, 정상적으로 판독 동작을 할수 있다. 비트선의 'H' 레벨 프리차지 전위나 'L'의 판독 전위

의 설정치를보다 높게 하고싶은 경우에는, 캐패시터(48c)에 제공하는 전위 진폭을 보다 크게하면 좋다.

또, 노드(N4)과 노드(N1)의 사이의 트랜지스터(42)의 게이트(BLCD)를 Vdd+Vtn으로 하고, 노드(N1, N4) 중, 노드(

N4)만을 승압하도록 한 것은, 노드(N1)에는 래치 회로(1)의 PMOS 트랜지스터(13)의 드레인이 접속되고 있기 때문

이다. 즉, 노드(N1)을 노드(N4)과 동시에 승압하면, PMOS 트랜지스터의 pn 접합이 순 바이어스가 되어, 노드(N4)이

승압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 때 트랜지스터(42)의 게이트(BLCD)에 제공하는 전압은, Vdd

+Vtn이 아니더라도 좋고, 클럭드 인버터의 회로 임계치보다 높고, Vdd보다 낮은 전압이 전송할 수 있는 게이트 전압

이면 좋다.

도 62에 있어서의 시각(T8)에서의 제어 신호(REG)는, 기입 검증 등의 판독 동작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도 60의 검증

회로(20)와 노드(N4)의 사이의 트랜지스터(43)의 게이트 제어 신호이다. 즉, NAND 형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 기입을 행하지만, 기입 데이터의 임계치 범위를 소정 범위로 모으기 때문에, 기입 펄스 인가 동작과 기

입 검증 판독을 수회반복한다. 그리고, 기입이 종료한 비트마다, 다음의 기입 펄스 인가 동작으로서는 비기입 상태가 

되도록 데이터를 세트한다.

구체적으로, '0' 데이터 기입에서는, 노드(N1)의 'L' 레벨로 비트선 프리차지를 행하고, '0' 기입(부유 게이트로의 전자

주입)이 충분하면, 그 비트는 검증 판독에서 노드(N1)이 'H'가 된다. 즉, 이후 기입 금지의 상태가 된다. '0' 기입이 불

충분하면, 검증판독에서 노드(N1)은 'L'이 되고, 이 비트에 대하여는 재차의 '0' 기입이 행해진다.

한편, '1' 데이터 기입(즉 기입 금지)의 비트에서는, 노드(N1)의 'H' 레벨로 비트선 프리차지가 행하여져, 셀 데이터가 

'1'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이 때, 검증 판독에 의해, 노드(N1)은, 'L'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비트선

프리차지를 행하고 다음의 기입을 하면, '0' 기입에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증판독 동작으로, 노드(N4)의

판독 데이터를 반전하여, 비기입 상태의 'H'로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입 검증 판독 시에 노드(N1, N2)의 데이

터 제어를 행하는 것이, 검증 회로(20)이다. 즉, 기입 펄스 인가 시의 노드(N1)의 데이터가 'H'의 경우에 한하여, NMO

S 트랜지스터(43)의 게이트(REG)에 'H'가 인가되었을 때에, 노드(N1, N4)을 'H' 상태로 세트하도록 검증 회로(20)가

기능하게 된 다.

[제8 실시 형태]

도 63은, 도 60의 회로를 조금 변형한 실시 형태의 감지 증폭기 회로(141a)이다. 도 60와 다른 점은, 감지 노드(N4)

에 승압 전압을 제공하는 캐패시터(48c)와 달리, 일단(一端)이 접지된 캐패시터(48a)를 부가하고 있는 것이다. 감지 

증폭기 회로 동작은, 도 60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본 실시 형태의 경우, 캐패시터(48c)의 단자(BOOST2)에 구동 전압을 제공하여, 노드(N4)을 승압할 때, 노드(N4)의 

용량이 실질적으로 캐패시터(48a)에 의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번의 경우와 같은 승압 전압을 얻는 데도, 전번의

경우보다 높은 구동 전압이 필요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도 60의 회로에서는 필요한 노드(N4)의 승압 전압을 얻기 

위해서, 구동 전압으로서 중간적인 전압이 필요하여지는 경우라도, 본 실시 형태의 경우, 캐패시터(48c, 48a)의 값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 전원 전압(Vdd)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캐패시터 단자(BOOT2)의 전압 진폭

을 OV와 Vdd라고 하면, 주변 회로를 복잡하게 하는 일이 없고, 바람직하다.

[제9 실시 형태]

도 64는, 도 63의 회로를 더욱 조금 변형한 실시 형태의 감지 증폭기 회로(141a)이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노드(N1)

에, 프리차지 회로로서, 게이트가 제어 신호(PPRE)에 의해 제어되는 PMOS 트랜지스터(82b)가 부가되어 있다. 또한 

노드(N1)의 전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이 접지된 캐패시터(48b)가 노드(N1)에 부가되어 있다.

도 60의 감지 증폭기 회로에서는, 캐패시터 단자(BOOST2)의 제어에 의해 노드(N4)을 승압할 때, 노드(N1)을 승압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42)의 게이트(BLCD)에 Vdd+Vtn을 인가하였다. 이 전압이 정밀도잘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회로(1)의 PM0S 트랜지스터의 pn 접합이 순 바이어스가 되어, 노드(N4)의 승압을 할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게이트(BLCD)의 전압은, 노드(N1)이 Vdd 이하로 또한 래치 회로(1)의 회로 임계치보다 높게 되도록 설정하

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도 64의 실시 형태는,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42)의 제어를 보다 간단히 하기 위해서, 노드(N1)을 노드(N4)와는 독립

적으로 프리차지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경우, 트랜지스터(42)의 게이트(BLCD)의 전압은, 클램프 동작에 의해 비트

선과 노드(N4)이 접속되어 노드(N4)에 얻어진 판독 전압을 노드(N1)에 전송할 수 있는 것이면 좋고, Vsen 이상의 전

압이면 좋다. 예를 들면 전원 전압(Vdd)를 소정의 타이밍으로 인가하면 좋다.

도 65는, 본 실시 형태의 감지 증폭기 회로의 동작 파형을 보이고 있다. 시각(T0)으로부터 시각(T1)까지의 비트선 프

리차지 동작은, 도 60의 회로의 경우와 동일하다. 시각(T2)에서 제어 단자(PPRE)를 'L' (Vss)로 하고, 트랜지스터(82

b)에 의해 노드(N1)을 Vdd로 프리차지한다. 이 때, BLCD는 'L'이고, 노드(N4)와는 독립적으로 노드(N1)이 프리차지

된다. 시각(T3)에서 BLCD를 Vsen 이상의 전압, 예를 들면 Vdd로 설정한다. BLCD, 노드(N1) 및 노드(N4)이 어느것

이나 Vdd일 때, NMOS 트랜지스터(42)는 오프이다. 이 상태에서, BOOST2에 의해 노드(N4)을 승압한다.

또한, 도 64의 경우, 노드(N4)의 승압 회로로서, 도 63와 같이 두개의 캐패시터(48c, 48a)를 이용하고 있지만, 도 60

과 같이 하나의 캐패시터(48c)만을 이용하여도 좋다.

시각(T4)에서, 프리차지 제어 신호(PPRE)를 'H'로서 노드(N1)의 프리차지 동작을 정지하여, 노드(N1)을 부유시킨다.

이렇게 하면, NMOS 트랜지스터(42)의 차단이 잘 되기 때문에, 노드(N4)을 안정적으로 승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단지, 상술한 바와 같이 '0' 기입 후의 검증 판독에 있어서와 같이, 노드(N4, N1)이 'L'에 방전된 후, 재차'H'로 충전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래치 회로(1)의 활성화 전에, 시각(T8)에서 트랜지스터(42)의 게이트(BLCD)를 Vdd+Vtn

에 상승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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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실시 형태]

도 66는 또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한 감지 증폭기 회로(141a)이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노드(N4)의 승압 제어는 행하

지 않는다. 노드(N4, N1)에는 일단이 접지된 캐패시터(48a, 48b)가 접속되고, 또한 노드(N1)에는, 리셋용의 NMOS 

트랜지스터(82c)가 설치된다.

도 67는 본 실시 형태의 경우의 동작 파형이다. 본 실시 형태의 경우에는, 감지 노드(N4)을 승압하지 않고, 비트선 프

리차지와 클램프에 의한 비트선 데이터 감지를 행한다. 그 사이, BLCD는 0V로 하여, 트랜지스터(42)를 오프로 한 상

태에서, 노드(N4)과 비트선을 클램프 동작으로 접속한다. 노드(N4)에 비트선 전위가 나타난 후, 시각(T5)에서 BLCD

에 Vdd+Vtn을 제공한다. 이 시각(T5) 까지의 사이에, 리셋 신호(NRST)를 'H'로 하고, 노드(N1)은 0V에 리셋하여 

둔다.

이와 같은 제어를 행하면, 트랜지스터(42)가 도통함으로써, 노드(N4)의 캐패시터(48a)에 유지되어 있던 전하가 노드

(N1)의 캐패시터(48b)에 분배된다. 이에 따라, 도 6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노드(N4)의 전위가 저하하여, 노드(N1)의 

전위가 상승한다. 따라서, 노드(N4)에 판독되는 비트선 데이터의 'L' 레벨이 래치 회로(1)의 회로 임계치보다 높은 경

우에도, 이것을 'L'로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 실시 형태의 감지 증폭기 회로는, 도 60, 도 63, 도 64의 회로에 비교하여 동작 제어는 간단하다. 단지, 시각(T5)에

서 노드(N4)으로부터의 전하 분배에 의해 결정되는 노드(N1)의 'H' 레벨 전위가 너무 낮아서, 래치 회로(1)의 회로 임

계치보다 낮게 되면, '0' 판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판독 시의 비트선 전위의 설정의 자유도가, 도 60, 63, 64

의 회로에 비교하여 작다.

[제11 실시 형태]

도 68는, 더욱 다른 실시 형태에 의한 감지 증폭기 회로(141a)이다. 도 60, 도 63, 도 64 및 도 66의 회로에서는, 감지

노드(N4)의 데이터를 트랜지스터(42)를 통해 래치 회로(1)의 노드(N1)에 직접 전송하도록 하였지만, 본 실시 형태에

서는, 노드(N4)의 데이터를 게이트에서 받는 감지용 NMOS 트랜지스터(70)를 이용하고 있다. 이 트랜지스터(70)의 

소스는 접지되고, 드레인이 스위치용 NMOS 트랜지스터(71, 72)를 통해 래치 회로(1)의 노드(N2, N1)에 접속된다.

데이터 기입 시, 래치 회로(1)의 노드(N1)의 데이터를 비트선에 전송하는 NMOS 트랜지스터(42)는, 클램프용 트랜지

스터(41)와는 별도의 경로로 설치되고 있 다. 이 감지 증폭기 회로 방식은, 도 46의 그것와 마찬가지이다.

본 실시 형태의 회로에서, 감지 노드(N4)에는, 도 60의 회로와 같이, 일단 BOOST2을 구동 단자로 한 승압용 캐패시

터(48c)가 접속되어 있다.

본 실시 형태에 의한 감지 증폭기 회로(141a)의 통상의 데이터 판독의 동작을, 도 69의 동작 파형을 이용하여 설명한

다. 시각(T0)에서 프리차지용 트랜지스터(47)의 게이트(BLPRE)에 Vdd+Vtn을 인가하여, 클램프용 트랜스터(41)의 

게이트(BLCLAMP)에 Vpre를 인가하여, 선택 비트선을 Vpre-Vtn에 프리차지한다. 이 때 노드(N4)은 Vdd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제어 신호(BLSEN0)를 Vdd로 하면, 래치 회로(1)의 노드(N1)은 'L', 노드(N2)은 'H'의 상태로 리셋된

다.

시각(T1)에서 비트선 프리차지 동작을 종료하여, NAND 셀프록의 선택 게이트를 온으로 하면, 선택 셀의 데이터 상

태에 따라서, 비트선은 방전하거나 혹은 방전하지 않고서 프리차지 전위를 유지한다. 시각(T2)까지, 프리차지용 트랜

지스터(47)의 온 상태를 유지하여 그 후 이것을 오프로 하고, 시각(T3)에서 BOOST2를 예를 들면 1V 정도 상승시키

면, 노드(N4)은 용량 커플링에 의해 승압된다.

그리고, 시각(T4)에서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의 게이트(BLCLAMP)를 Vsen으로 하면, 비트선측에서는 Vpre-Vs

en의 진폭으로 판독이 행해진다. 이 때 노드(N4)에서는, 셀의 임계치 상태에 따라서, 도 62와 대응되어 (a)∼(d)와 같

은 전위변화를 나타낸다. 즉, 비트선 진폭이 클램프용 트랜지스터(41)에 의해 증폭되어 노드(N4)에 출력된다.

(a), (b)의 경우, 트랜지스터(70)가 온, (c), (d)의 경우 트랜지스터(70)가 오프로 한다. 시각(T5)에서, 제어 신호(BLS

EN1)를 Vdd로 하여, 트랜지스터(71)를 온으로 하면, 래치 회로(1)는, (a), (b)의 경우, 노드(N2)이 'L'로 반전하고, (c)

,(d)의 경우, 노드(N2)이 'H'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 감지 증폭기 회로 방식의 경우, 래치 회로를 강제적으로 반전시키는 동작을 행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70, 71, 72

)의 치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실시 형태의 경우, 노드(N4)을 데이터 감지시 승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들의 트랜지스터 치수를 작게 할 수가 있다.

또한, 도 69의 동작에서는, 노드(N4)을 승압한 상태대로, 래치 회로(1)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만, 도 60의 실시 형

태의 경우와 같이, 노드(N4)의 승압 상태를 해제하고 나서, 래치 회로(1)에 데이터 저장을 행하도록 하더라도 좋다. 

또한, 도 63의 실시 형태와 같이, 노드(N4)에 승압용 캐패시터와 별도로, 일단이 접지된 캐패시터를 부가하더라도 좋

다.

도 70는, 도 60 이하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 이용되는 캐패시터(48c, 48a, 48b)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70의 (

a)는, D 타입의 N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MOS 캐패시터이고, 게이트를 노드(N4, N1)등에 접속하고, 드레인, 소스

를 공통 접속하여, BOOST2 단자(혹은 접지 단자)로 한다. 이 경우, BOOST2를 0V에서 플러스 전압에 상승시킨 상

태에서도,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0의 (b)는, 제1층 다결정 실리콘(515)(1 poly)과, 제2층 다결정 실리콘(514)(2 poly)의 사이에서 캐패시터를 구

성하는 예이다. 비휘발성 메모리 셀에는 통상 스택 게이트 구조가 이용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이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캐패시터를 만드는 것은 쉽다.

도 70의 (c)는, n형 웰(517)과 이 위에 절연막을 통해 형성한 전극(515)의 사이에서 캐패시터를 구성한 예이다. n형 

웰(517)에는, n + 형 확산층(516)을 형성하여, 여기를 BOOST2 단자에 접속한다. BOOST2의 전위에 상관없이, 안

정된 용량을 얻기 위해서는, n형 웰(517)의 표면에 이것보다 고농도의 n형층(518)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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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 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두개의 래치 회로를 구비한 재기입/판독 회로에 의해, 캐시 기능에 의한 기

입 속도 우선의 플래시 EEPROM이나, 다치 논리 기능에 의한 대용량화 우선의 플래시 EEPROM을 실현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셀이 배열된 메모리셀 어레이;

이 메모리셀 어레이에 기입해야 되는 데이터를 일시 보유하여,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는 복

수의 재기입/판독 회로;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데이터 재기입 동작, 및 판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각 재기입/판독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는 동시에, 상호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제1

래치 회로와 제2 래치 회로를 포함하고, 또한

2 비트의 4치 데이터를 하나의 메모리셀에 다른 임계치 전압의 범위로서 기억하도록 하여, 상기 제1 및 제2 래치 회

로를 이용하여 4치 데이터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의 재기입/판독을 행하는 다치 논리 동작 모드와, 하나의 메모리셀에

기억되는 1 비트의 2치 데이터에 관하여, 제1 어드레스에서 선택된 메모리셀과 상기 제1 래치 회로와의 사이에서 데

이터 송수신이 행해지는 기간에, 제2 어드레스에 대해 상기 제2 래치 회로와 입출력 단자의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

이 행해지는 캐시 동작 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치 논리 동작 모드와 상기 캐시 동작 모드는, 커맨드 입력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전환되어 실

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치 논리 동작 모드와 상기 캐시 동작 모드는, 데이터의 어드레스에 의존하여 일부 중첩되는 

상태에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셀이 배열된 메모리셀 어레이;

이 메모리셀 어레이에 기입해야 되는 데이터를 일시 보유하여,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는 복

수의 재기입/판독 회로; 및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데이터 재기입 동작, 및 판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각 재기입/판독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선택 비트선에 제1 전송 스위치 소자 및 제2 전송 스위치 소자

를 직렬로 개재하여 접속되는 제1 래치 회로와, 상기 제1 전송 스위치 소자와 제2 전송 스위치 소자의 접속 노드에 제

3 전송 스위치 소자를 통해 접속되는 제2 래치 회로를 포함하고, 또한

상기 제2 래치 회로의 데이터 노드가 컬럼 선택 스위치를 통해 데이터 입출력선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선택 메모리셀로의 데이터 기입 후, 그 기입 데이터를 판독하여 확인하는 검증 판독 동작을 포함하고

, 상기 검증 판독 동작에서의 데이터 감지와 데이터 보유는 제1 래치 회로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

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재기입/판독 회로는, 2 비트의 4치 데이터를 하나의 메모리셀에 다른 임계치 전압의 범위로서 

기억하도록 하여, 상기 제1 및 제2 래치 회로를 이용하여 4치 데이터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의 재기입/판독을 행하

는 다치 논리 동작 모드와, 하나의 메모리셀에 기억되는 1 비트의 2치 데이터에 관하여, 제1 어드레스에서 선택된 메

모리셀과 상기 제1 래치 회로의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행해지는 기간에, 제2 어드레스에 대해 상기 제2 래치 회

로와 입출력 단자의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행해지는 캐시 동작 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

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다치 논리 동작 모드에 있어서, 제1 전송 스위치 소자와 제3 전송 스위치 소자를 도통시켜 제2 

래치 회로와 비트선을 접속하고, 제2 래치 회로에 보유한 데이터에 의해 비트선 프리차지를 행하는 기입 검증 동작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4치 데이터는, 메모리셀의 임계치 전압 분포가 낮은 쪽에서부터, '11', '10', '00', '0

1'로서 정의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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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4치 데이터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는 상이한 로우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기입 및 

판독이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다치 논리 동작 모드의 데이터 기입 동작은,

하위 비트 데이터를 상기 제2 래치 회로에 로드한 후, 상기 제1 래치 회로에 전송 보유하여, 상기 제1 래치 회로의 보

유 데이터에 기초하여 선택 메모리셀에 기입을 행하는 제1 데이터 기입 동작, 및

상위 비트 데이터를 상기 제2 래치 회로에 로드한 후, 상기 제1 래치 회로에 전송 보유하는 동시에, 이미 기입된 선택 

메모리셀의 하위 비트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제2 래치 회로에 전송 보유하고, 상기 제2 래치 회로의 보유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되는 조건에서 상기 제1 래치 회로의 보유 데이터에 기초하여 선택 메모리셀에 기입을 행하는 제2 기입 

동작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다치 논리 동작 모드의 데이터 판독 동작은,

선택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에 제공하는 판독 전압을 상기 4치 데이터의 '10'와 '00'의 임계치 전압 분포 사이에 설

정하여 상위 비트의 '0', '1'을 판정하는 제1 판독 동작,

선택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에 제공하는 판독 전압을 상기 4치 데이터의 '00'과 '01'의 임계치 전압 분포의 사이에 

설정하여 상위 비트의 'O'일 때의 하위 비트의 '0', '1'을 판정하는 제2 판독 동작, 및

선택 메모리셀의 제어 게이트에 제공하는 판독 전압을 상기 4치 데이터의 '11'과 '10'의 임계치 전압 분포의 사이에 

설정하여 상위 비트의 '1'일 때의 하위 비트의 '0', '1'을 판정하는 제3 판독 동작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2.
제1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각 재기입/판독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복수개의 비트선에 대하여 비트선 선택 스위치 소자에 의해 접

속 전환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3.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재기입/판독 회로는, 상기 제1 전송 스위치 소자와 제2 전송 스위치 소자의 접속 노드에 제4 전

송 스위치 소자를 통해, 소정 전위가 제공되는 공통 신호선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

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재기입/판독 회로는, 상기 제1 래치 회로의 데이터 노드의 전위를 대피(待避)시켜 일시 기억하

기 위한 일시 기억 노드와, 상기 제4 전송 스위치 소자와 공통 신호선 사이에 삽입되어 상기 일시 기억 노드의 전위에 

의해 제어되는 제5 전송 스위치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5.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셀이 배열된 메모리셀 어레이,

이 메모리셀 어레이에 기입해야 되는 데이터를 일시 보유하여,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는 복

수의 재기입/판독 회로, 및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데이터 재기입 동작, 및 판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각 재기입/판독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에 선택적으로 접속되는 동시에, 상호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제1

래치 회로와 제2 래치 회로를 포함하고, 또한

하나의 메모리셀에 기억되는 2치 데이터에 관하여, 제1 어드레스에서 선택된 메모리셀과 상기 제1 래치 회로의 사이

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행해지는 기간에, 제2 어드레스에 대하여 상기 제2 래치 회로와 입출력 단자의 사이에서 데이

터 송수신이 행해지는 캐시 동작 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6.
제1항, 제4항, 및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선택 메모리셀에 대한 데이터 기입 동작 사이클이 기입 펄스 인가와 기입 검증 판독의 반복

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기입 검증 판독 데이터를 상기 제1 래치 회로에 보유한 상태에서 기입 동작 사이클을 중단

하고, 또한 상기 제2 래치 회로를 비활성으로 유지하여, 선택되어 있는 메모리셀의 셀 전류를 입출력 단자로 판독하는

테스트 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7.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셀이 배열된 메모리셀 어레이,

이 메모리셀 어레이에 기입해야 되는 데이터를 일시 보유하여, 메모리셀 어레이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는 복

수의 재기입/판독 회로, 및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데이터 재기입 동작, 및 판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회로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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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재기입/판독 회로는,

감지 노드와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선택 비트선의 사이에 개재된 제1 트랜지스터,

게이트가 상기 감지 노드에 접속되고 소스가 기준 전위에 접속되어 상기 감지 노드의 레벨 검출을 행하는 제2 트랜지

스터,

이 제2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선택적으로 온 구동되는 제3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속된 제1 래치 회로,

상기 제2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선택적으로 온 구동되는 제4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속되는 동시에, 선택 게이트 회로

를 통해 데이터 입출력선에 접속되는 제2 래치 회로,

상기 제1 래치 회로를 선택적으로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선택 비트선에 접속하기 위한 제5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2 래치 회로를 선택적으로 상기 감지 노드에 접속하기 위한 제6 트랜지스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재기입/판독 회로는, 2 비트의 4치 데이터를 하나의 메모리셀에 다른 임계치 전압의 범위로서

기억하도록 하여, 상기 제1 및 제2 래치 회로를 이용하여 4치 데이터의 상위 비트와 하위 비트의 재기입/판독을 행하

는 다치 논리 동작 모드와, 하나의 메모리셀에 기억되는 1 비트의 2치 데이터에 관하여, 제1 어드레스에서 선택된 메

모리셀과 상기 제1 래치 회로의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행해지는 기간에, 제2 어드레스에 대해서 상기 제2 래치 

회로와 입출력 단자 의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행해지는 캐시 동작 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다치 논리 동작 모드에 있어서, 상기 제1 트랜지스터와 제6 트랜지스터를 온으로 하여, 상기 

제2 래치 회로에 보유한 데이터에 의해 비트선 프리차지를 행하는 기입 검증 판독 동작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일단이 상기 감지 노드에 접속되고, 타단을 구동 단자로 하여, 상기 감지 노드의 전압 제어를 행하

는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1.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비트선의 전류 인입의 유무 또는 대소(大小)에 의해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셀 어레

이, 및

이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 데이터를 판독하는 감지 증폭기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감지 증폭기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에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속되는 감지 노드,

이 감지 노드에 접속된,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상기 비트선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프리차지 회로,

상기 감지 노드에 입력 단자가 접속되는 인버터를 포함하는 감지 증폭기 본체, 및

상기 감지 노드에 일단이 접속되고, 타단을 구동 단자로 하여 상기 비트선 데이터의 감지 시에 상기 감지 노드를 승압

하기 위한 승압용 캐패시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 회로는,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가 온인 상태에서 상기 프리차지 회로에 의해 비트선을 프리차지하고,

프리차지된 비트선이 선택된 메모리셀의 데이터에 따라 전위 변화하는 동안,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오프, 상기

프리차지 회로를 온으로 유지하여 상기 감지 노드의 프리차지를 계속하고,

상기 프리차지 회로를 오프로 하여, 상기 승압용 캐패시터를 구동하여 상기 감지 노드를 승압하고,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판독 전압을 제공하고 상기 비트선 데이터를 상기 감지 노드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 회로는,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가 온인 상태에서 상기 프리차지 회로에 의해 비트선을 프리차지하고,

프리차지된 비트선이 선택된 메모리셀의 데이터에 따라 전위 변화하는 동안,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오프, 상기

프리차지 회로를 온으로 유지하여 상기 감지 노드의 프리차지 동작을 계속하고,

상기 프리차지 회로를 오프로 하여 상기 승압용 캐패시터를 구동하여 상기 감지 노드를 승압하고,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판독 전압을 제공하고 상기 비트선 데이터를 상기 감지 노드에 전송하며,

상기 판독 전압을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보다 높은 전압까지 저하시킨 후에, 상기 승압용 캐패시터

에 의한 상기 감지 노드의 승압 동작을 정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노드에 일단이 접속되고 타단이 기준 전위에 고정된 보조 캐패시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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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노드와 상기 감지 증폭기 본체의 입력 단자의 사이에,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오프

로 하여 상기 프리차지 회로에 의해 상기 감지 노드의 프리차지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온 구동되는 전송용 트

랜지스터를 개재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용 트랜지스터는, 상기 감지 증폭기 본체의 입력 단자를 전원 전압까지 프리차지하는데 

필요한 게이트 전압으로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 본체의 입력 단자에 일단이 접속되고, 타단이 기준 전위에 고정된 보조 캐패시터, 및

상기 감지 증폭기 본체의 입력 단자를 전원 전압까지 프리차지하기 위한 보조 프리차지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8.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 본체는, 판독 데이터를 보유하는 래치 회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

체 기억 장치.

청구항 29.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비트선의 전류 인입의 유무 또는 대소에 의해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메모리셀 어레이, 및

이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 데이터를 판독하는 감지 증폭기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감지 증폭기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에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속되는 감지 노드,

이 감지 노드에 접속된,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상기 비트선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프리차지 회로,

상기 감지 노드에 전송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입력 단자가 접속되는 래치 회로,

상기 감지 노드에 일단이 접속되고, 타단이 기준 전위에 고정된 제1 캐패시터, 및

상기 래치 회로의 입력 단자에 일단이 접속되고, 타단이 기준 전위에 고정된 제2 캐패시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0.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비트선의 전류 인입의 유무 또는 대소에 의해 데이터가 기억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셀을 갖는 메모리셀 어레이, 및

이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 데이터를 판독하는 감지 증폭기 회로

를 포함하고,

상기 감지 증폭기 회로는,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에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속되는 감지 노드,

이 감지 노드에 접속된,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상기 비트선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프리차지 회로,

상기 감지 노드에 게이트가 접속되고, 소스가 기준 전위에 고정된 감지용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감지 증폭기 본체, 

및

상기 감지 노드에 일단이 접속되고, 타단을 구동 단자로서 상기 비트선 데이터의 감지 시에 상기 감지 노드를 승압하

기 위한 승압용 캐패시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 회로는,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가 온인 상태에서 상기 프리차지 회로에 의해 비트선을 프리차지하고,

프리차지된 비트선이 선택된 메모리셀의 데이터에 따라 전위 변화하는 동안,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오프, 상기

프리차지 회로를 온으로 유지하여 상기 감지 노드의 프리차지를 계속하고,

상기 프리차지 회로를 오프로 하고, 상기 승압용 캐패시터를 구동하여 상기 감지 노드를 승압하며,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판독 전압을 제공하고 상기 비트선 데이터를 상기 감지 노드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 회로는,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가 온인 상태에서 상기 프리차지 회로에 의해 비트선을 프리차지하고,

프리차지된 비트선이 선택된 메모리셀의 데이터에 따라 전위 변화하는 동안,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를 오프, 상기

프리차지 회로를 온으로 유지하여 상기 감지 노드의 프리차지 동작을 계속하고,

상기 프리차지 회로를 오프로 하여 상기 승압용 캐패시터를 구동하여 상기 감지 노드를 승압하고,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판독 전압을 제공하여 상기 비트선 데이터를 상기 감지 노드에 전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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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독 전압을 상기 클램프용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보다 높은 전압까지 저하시킨 후에, 상기 승압용 캐패시터

에 의한 상기 감지 노드의 승압 동작을 정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3.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증폭기 본체는, 상기 감지용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전송용 트랜지스터를 통해 데이터 

노드가 접속된 래치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4.
제21항, 제29항 및 제3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는, 전기적 재기입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셀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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