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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장치 및 그 최적화 기입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 제 1 세대 플래쉬 EEPROM의 NAND형 셀 스트링의 평면도 및 등가회로도.

제 2 도는 제 1 세대 NAND형 셀 스트링의 독출동작, 소거 및 기입동작시 인가되는 전압파형도.

제 3 도는 제 2 세대 플래쉬 EEPROM의 소거 및 기입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  4  도는  제  2  세대  플래쉬  EEPROM의  기입전압  변동에  대한  기입된  셀의  스레쉬홀드전압분포특성을 
나타낸 그래프로,

a)는 기입검증이 없는 경우,

b)는 기입검증이 있는 경우이다.

제 5 도는 제 2 세대 플래쉬 EEPROM의 기입검증 알고리즘을 나타낸 흐름도.

제 6 도는 제 5 도의 기입검증 알고리즘에 의한 기입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  7  도는  본  발명에 의한 제  2  세대  플래쉬 EEPROM의  셀  어레이의 기입상태 검출회로를 나타낸 구
성도.

제 8 도는 데이타기입 및 기입상태검증시 제 7 도의 각부 파형상태를 나타낸 상태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장치  및  그  최적화  기입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타기입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NAND형 셀구조를 가진 EEPROM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  1  도는  종래 제  1  세대  NAND형  셀구조의 평면도 및  등가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제  2  도는  제  1 
세대  NAND형  셀구조를  가진  플래쉬메모리(flash  memory)의  독출동작시  제어전압조건과  소거  및 기입
동작시  제어전압타이밍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제  1  세대  플레쉬메모리에서  소거  및  기입동작시 
선택된  셀의  동작  조건은  먼저,  소거시  선택된  셀(CT6)의  게이트(CL6)에  소거전압(17V)을  인가하고 
셀의  드레인에  0V를  가하면  드레인에서  셀의  부유게이트로  F-N  tunneling에  의해  전자가 주입됨으로
써  셀의  스레쉬홀드전압(Vth)이  포지티브로  된다.  기입시에는  선택된  셀(CT6)의  게이트에0V를 인가
하고  셀의  드레인에  기입전압(22V)를  가하며  셀의  부유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F-N  tunneling에  의해 
전자가  방출됨으로써  셀의스레쉬홀드전압(Vth)이  네가티브로  된다(IEEE  journal  of  slid-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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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s,  Oct.  1989.  PP  1238∼1243  참조).  따라서  소거  및  기입시에  셀의  드레인쪽의  tunnel용 얇
은  게이트산화막에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가해져  셀의  내성(endurance  ;  Write  cycling  횟수)  및 데
이타보존력(retention)(부유게이트의  전화보존특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고집적  및 대용량화
에 의한 셀사이즈가 스케일다운(scale down)되면 상술한 셀의 신뢰성특성이 더욱더 저하될 것이다.

제 3  도는 종래의 제 2  세대 NAND형  셀구조를 가진 플레쉬메모리의 소거 및 기입동작을 설명하기 위
한  개략적인  셀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  2  세대  플레쉬메모리는  소거시에  선택된  셀의 게이트
(CG)에  0V,  셀의  기판(SU),  소스(S)  및  드레인(D)에  소거전압(20V)을  인가하여  셀의 부유게이트(F
G)에서  기판으로  전자가  방출되도록  함으로써  셀의  스레쉬홀드전압이  네가티브로  된다.  기입시에는 
선택된  셀의  게이트(CG)에  기입전압(18V)이  가해지고  셀의  기판(SU),  소스(S)  및  드레인(D)에  0V가 
가해져  기판에서  셀의  부유게이트(FG)로  전자가  주입됨으로써  셀의  스레쉬홀드전압이  포지티브로 된
다.  즉,  제  1  세대  플레쉬메모리와  동작조건이  반대가  되고  전자의  주입  및  방출이  셀의 드레인(D)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셀의  부유게이트(FG)와  기판(SU),  소스(S)  및  드레인(D)  전체에  걸쳐서 발
생된다.  따라서  소거  및  기입시의  스트레스에  따른  터널용  얇은  게이트산화막의  누설전류(leakage 
current)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셀의  신뢰성특성을  트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소거상태에서 
셀의 스레쉬홀드전압을 네가티브로 함으로써 과소거문제점을 해결하였다(Symposium on VLSI 
Technology/1990.  PP  129∼130  참조).  그러나  제  2  세대  플레쉬메모리에서도  셀기입시 공정변수
(process  parameter)의  변화에  따른  고전압레벨의  변화등으로  인해  제  4  도  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입된  셀의  스레쉬홀드접압  분포특성이  저하되므로  과기입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NAND형 플레
쉬메모리의  셀스트링내에  한  셀이라도  과기입이되어  있으면  셀스트링의  전체가  판독되지  않는다. 따
라서 과기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화된 기입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제  4  도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입검증을  통해  재기입할  경우에는  셀의  스레쉬홀드전압분포가 균
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래에는  제  5  도의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외부검증콘트롤러에  의해  플래쉬  EEPROM의 데이타
기입상태를  검증하고  재기입함으로써  데이타기입의  최적화를  꾀하였다.  데이타기입  검증알고리즘은 
페이지  모드에서  데이타를  로드하고,  입력된  데이타를  래치한다.  이어서  래치된  데이타를  선택된 셀
형의  각  셀에  기입한  후,  데이타기입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기입된  데이타를  리드한다.  리드된 데이
타가  기대치와  동일하면  기입동작을  종료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제  6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1" 데
이타  기입이  실패한  셀에  대응하는  데이타를  "1"그대로  유지하고  "1"또는  "0"데이타  기입이 정상적
으로  된  셀에  대응하는  데이타를  "0"으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처리된  데이타를  페이지모드에서 다
시  조정하고  조정된  데이타를  선택된  셀행의  각셀들에  재차  기입한다.  재기입후  데이타를  독출해서 
각  셀들의  기입상태를  체크해서  정상이면  기입동작을  종료시키고  비정상이면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
타를 리드해서 수정한 수정된 데이타를 재기입하는 순환과정을 반복수행한다(IEEE journal of 
Solid-Stste-states Circuit/Apr. 1991. PP 492∼496 참조).

그러나  상술한  종래의  검증알고리즘은  외부  콘트롤러에  의해  기입된  데이타를  리드해서  체크하고 재
기입을  위해  데이타를  재차  로딩하는  과정을  모든  셀의  정상적인  기입상태가  검출될때까지 반복수행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시스템전체의 성능(performance) 저하를 초래하였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한번의  데이타로딩에 
의해  자동적으로  데이타기입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장치를  제공하는데 있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타  과기입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장치를 제공하
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칩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타기입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
도체 메모리의 최적화 기입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반도체기판상에  전하축적층과  제어게이트가 적층형성
되어,  전하축적층과  기판사이의  전하수수에  의해  전기적소거를  가능케한  메모리셀의  복수개씩 직렬
접속되어  NAND셀을  구성해서  매트릭스  배열된  메모리셀어레이와,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의  비트선에 
기입데이타를  부여하는  데이타래치회로와,  상기  데이타래치회로의  데이타상태에  따라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비트선에  소정  고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고전압공급회로와,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에 데이타
를  기입한  후  기입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전류를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의  비트선에  공급하기  위한 
전류소스회로와,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의  검증하고자  하는  메모리셀의  제어게이트에  검증전위가 인가
된  상태에서  상기  비트선에  공급된  검증전류가  상기  메모리셀을  통해서  흐르는지의  여부에  응답해서 
상기  데이타래치회로의  데이타상태를  반전시키는  기입체크수단을  구비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복수의  NAND형  셀스트링을  블록소거하고 페이지
버퍼에  래치된  입력데이타를  선택된  셀행의  셀들에  동시기입하는  블록페이지모드를  수행하는 불휘발
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셀형의  각  셀들에  검증콘트롤전압과  검증전류를  인가해서 
각  셀들의  데이타  기입상태를  체크하고,  이  체크동작에  응답하여  각  셀들의  데이타기입동작이 수행
된  셀들중  정상적으로  데이타가  기입된  셀에  대응하는  상기  페이지버퍼의  데이타만을  반전시키는 기
입검증과정  ;  상기  기입검증에  의해  수정된  페이지버퍼의  데이타를  상기  선택된  셀행의  각  셀들에 
다시  기입하는  재기입과정  ;  상기  선택된  셀행의  각  셀들중  데이타기입동작이  수행된  셀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데이타가  기입되어  페이지버퍼의  대응하는  데이타번전이  모두  수행될  때까지  상기 기입
검증  및  재기입과정을  자동적으로  반복수행함으로써  한번의  외부데이타  입력으로  과기입없이 페이지
길이의 데이타기입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의 최적화 기입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  7  도는  본  발명에  의한  NAND형  셀구조를  가진  플레쉬메모리의  셀어레이와  기입상태검출회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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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낸다.  각  비트라인(B/L1∼B/L1024)에는  스프링선택트랜지스터(ST)와  8개의 셀트랜지스터
(CT1∼CT8)와  그라운드선택트랜지스터(GT)가  직렬로  연결된  스트링단위의  NAND형  셀(CE)이  연결되어 
있다.  ST와  GT는  MOS  트랜지스터구조를  하며  그들의  게이트들은  각각  선택라인(SL1,  SL2)에 연결되
어  있다.  CT1∼CT8은  콘트롤게이트와  기판사이에  부유게이트를  가진  디플리션  MOS  트랜지스터구조를 
하며,  그들의  콘트롤게이트들은  각각  콘트롤라인(CL1∼CL8)에  연결되어  있다.  각 비트라인들(B/LI∼
B/L1024)에는  데이타기입시  비트라인에  고전위의  기입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고전압공급회로(HV), 외
부입력데이타가  로딩될  비트라인래치회로(LT),  기입검증시  검증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전류원회로
(CS),  및  기입검증시  불충분한  기입에  응답하여  상기  비트라인래치회로(LT)의  데이타상태를 반전시
키는  기입체크수단(PC)이  연결되어  있다.  고전압공급회로(HV)는  통상의  고전압펌핑회로로서 트랜지
스터(PT1,  PT2)와  펌핑캐패시터(C)로  구성한다.  트랜지스터(PT1)는  드레인에  기입전원전압(Vpp)이 
결합되고  게이트가  비트라인(BL1)에  연결되며  소오스가  트랜지스터(PT2)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트랜
지스터(PT2)의  드레인은  그의  게이트에  연결되고  또한  펌핑캐패시터(C)의  일측단자에  연결되며, 소
스는  비트라인(BL1)에  연결된다.  펌핑캐패시터(C)의  타측단자에는  클럭신호(ψpp)가  고전위상태로 
될  때  트랜지스터(PT2)를  통해  펌핑캐패시터(C)에  충전된  전하를  비트라인(BL1)에  10V의  소거전압 
또는  기입금지전압을  제공한다.  비트라인래치회로(LT)는  두  개의  인버터(INV1,  INV2)  및 전달트랜지
스터(TT1)로  구성한다.  두  개의  인버터(INV1,  INV2)는  일측의  입력단가  타측의  출력단자가  상호 연
결되며  전달트랜지스터(TT1)의  게이트에는  클럭신호(ψ1)가  결합되고  제  1  전류단자(드레인  또는 소
오스)는  비트라인에  연결되며,  제  2  전류단자(소오스  또는  드레인)는  인버터(INV1)의  입력단자에 연
결된다.

따라서  클럭신호(ψ1)의  고전위상태에서  턴온되는  전달트랜지스터(TT1)를  통해서 비트라인래치회로
는  비트라인에  가해진  외부데이타를  입력해서  래치한다.  전류원회로(CS)는  잘  알려진 전류미러회로
로서  결합되고  각  비트라인에  연결되는  복수의  출력부(OS)와  모든  출력부들에  기준전류를  설정하기 
위한  공통기준전류  설정부(RC)로  구성한다.  공통기준전류설정부(RC)는  제  1  전원전압(Vcc)와  제  2 
전원전압(Vss=GND)사이에  직렬연결된  p채널  MOS  트랜지스터(M1),  n채널  MOS  트랜지스터(M2,  M3)로 
구성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M1)의  드레인과  게이트는  상호  연결되며,  n채널  MOS 트랜지스터
(M2)의  게이트에는  기준전압(Vref)이  결합되며,  n채널  MOS  트랜지스터(M3)의  게이트에는 클릭신호
(ψ2)가  결합된다.  각  출력부(OS)는  제  1  전원전압(Vcc)과  각  비트라인사이에  직렬연결된  p채널  MOS 
트랜지스터(M4),  n채널  MOS  트랜지스터(M5)로  구성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M4)의  게이트는  M1의 
게이트에  연결되고  n채널  MOS  트랜지스터(M5)의  게이트에는  클럭신호(ψ2)가  결합된다.  따라서, 전
류회로(CS)는  클럭신호(ψ2)가  고전위상태일  때  인에이블되어  M1의  드레인  전류에  대해서  M1과  M4의 
모양비에 비례하는 M4의 드레인전류를 검증전류로서 비트라인(BL1)에 제공한다.

기입체크수단(PC)은  MOS  트랜지스터(M6)로  구성하며  MOS  트랜지스터(M6)는  드레인이 비트라인래치회
로(1LT)의  인버터(INV2)의  입력단자에  연결되고  소스가  제  2  전원전압(Vss=GND)에  결합되고 게이트
가  비트라인에  연결된다.  따라서,  기입체크수단인  MOS  트랜지스터(M6)는  비트라인에  공급된 검증전
류가,  선택된  셀에  검증전위가  인가된  NAND형  셀구조를  통해  그라운드로  흐르지  않을  때에는 비트라
인의  전위가  고전위가  되므로,  턴온되어  래치회로(LT)의  INV2의  입력단자를  그라운드레벨인 저전위
로  다운시킨다.  그러므로  선택된  셀의  기입이  불충분할  때에는  기입체크수단(PC)이  이를  체크해서 
래치회로(LT)의 데이타 상태를 발전시키게 된다. 

상술한  NAND형  셀(CE)은  1024개  단위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며  한  블록은  8페이지의  정보  즉,  10 
Kbyte 데이타량을 가진다. 1페이지의 길이는 1024bits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4Mbit  플레쉬메모리는  512블럭을  구비한다.  이와같은  플레쉬메모리는 블록페이지모
드로 데이타의 기입이 가능하며, 이때 각 비트라인래치회로(LT)들이 페이지버퍼(PB)로서 제공된다. 

제  7도에서  참조부호  VD는  기입상태검출회로  (VD)는  기입검증회로에서  모든  선택된  셀들이  최적으로 
프로그램완료  되었을  때  정상검출신호를  출력하고  어느  한  셀이라도  기입이  불충할때에는 비정상검
출신호를  출력한다.   기입상태검출회로(VD)는  노드(N1)를  풀업시키기  위한  풀업수단(PU)으로서   p채
널  MOS  트랜지스터(M7)  및  풀업부하로  사용되는  디플리션  MOS  트랜지스터(M8)를  구비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M7)는  소스가  제  1  전원전압(Vcc)에  결합되고  게이트가  클럭신호(ψ3)에  결합되며 
드레인이  디플리션  MOS  트랜지스터(M8)의  소오스에  연결된다.  디플리션  MOS  트랜지스터(M8)는 게이
트와  드레인이  상호  연결되고  또한  상기  노드(N1)에  연결된다.  상기  노드와  제 2전원전압(Vss=GND)
사이에는  풀다운수단(PD)으로서  복수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PD1∼PD1024)가  병렬접속된다.  각  MOS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에는  각  비트라인래치회로(LT)의  부출력단자(Q)가  연결된다.  상기  노드(N1)는 
인버터(INV3)를  통해  출력게이트인  NOR  게이트(G)의  일측단자에  연결되며  NOR  게이트(G)의 타측단자

에는 클럭신호 가  결합된다.  따라서  기입상태검출회로(VD)는  검증모드에서  풀다운 트랜지스터
(PD1∼PD1024)들이  모두  턴오프될  때  고전위상태의  정상검출회로(ψ5)를  발생한다. 컬럼(COL2∼

COL1024)는 컬럼(COL1)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구성한 제 7  도의 본 발명에 대해 제 8  도의 〈표 1〉을 참조하여 기입동작과 기입검증동
작을 설명한다.

먼저  셀어레이내에  데이타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블록단위로  소거동작을  수행하는데,  소거동작시에는 
각  셀의  콘트롤게이트에  0V를  가하고  기판,  소스  및  드레인에  소거전압(20V)을  가하면  셀의 부유게
이트에서  기판으로  전자가  방출되어  셀의  스레쉬홀드전압이  네가티브로  된다.  소거동작이  완료되면 
외부데이타를  입력하여  비트라인래치회로(LT)에  입력데이타를  로딩한다.  이때  "0"  데이타(-Vth)로 

기입하기 위해서는 "H(Vcc level)로 로딩하고 "1" 데이타(-Vth)로 기입하기 위해서는 "L"(GND 
lerel)로  로딩한다.   클럭신호(ψ1)가  고전위로  될  때  래치회로(LT)에  데이타가  로딩된다. 래치회로
(LT)에  로딩된  데이타가  "H"이면  고전압공급회로(HV)가  동작하여  비트라인(BL)이  기입억제전압인 
10V로  된다.  따라서  선택된  셀(CT6)의  게이트와  드레인사이의  전위차가  F-N  터널링을  여기시킬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된  셀(CT6)은  계속해서  -Vth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래치회로(L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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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딩된  데이타가  "L"이면  고전압공급회로(HV)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비트라인(BL)이  0V로  유지된다. 
따라서  선택된  셀(CT6)의  게이트와  드레인사이의  전위치에  위해  F-N  터널링이  여기되어 부유게이트
로  전자가  주입되므로  셀의  스레쉬홀드전압이  포지티브로  된다.  그러나  만약  '1"  데이타가 불충분하
게  기입되었다면  선택된  셀(CT6)은  소정의  -Vth를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은  기입동작은 페이지모드
에서는  페이지단위로  동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  블록  (1024×8)을  기입하기  위해서는  8번의 기
입동작이 수행된다. 

기입동작이  완료되면  기입검증을  위해  크럭신호(ψ2)의  고전위에  응답해서  전류원회로(CS)가 동작해
서 비트라인(BL)에 검증 전류가 공급된다. 이때 선택라인(SL1,SL2) 및 비선택된 셀(CT∼CT5, 
CT7,CT8)의  콘트롤라인(CL1∼CL5,  CL7,  CL8)에는  Vcc전압이  인가되고  선택된  셀행의 콘트롤라인
(CL6)에는  소정의  검증전압,  예컨대  +0.8V가  인가된다.  따라서  선택된  셀(CT6)의  스레쉬홀드전압이 
-Vth("0"  데이타)이면  검증전류가  셀스트링(CE)을  통해  그라운드로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비트라인
(BL)은  "0"를  유지한다.  한편  선택된  셀의  스레쉬홀드전압이  +Vth(〉0.8V이상  :  "1"  데이타)이면 검
증전류가  셀스트링(CE)를  통해  흐리지  못하므로  비트라인(BL)은  "H"레벨로  된다.  그러나  "1" 데이타
로  기입된  셀이  불충분하게  기입되어  셀의  스레쉬홀드전압이  Vth〈0.8V일  경우에는  검증전류가 그라
운드로 흐르게 되므로 비트라인(BL)은 계속해서 0V를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검증동작시  선택된  셀에  "1"  데이타가  기입된  비트라인의  전위가  저전위상태를  유지하면 
기입  체크수단인  트랜지스터(M6)가  턴온되지  못하므로  비트라인래치회로(LT)의  데이타반전이 일어나
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  로딩상태의  "0"  데이터가  정출력단자(Q)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래치회

로(LT)의 부출력단자( )에서는  "1"  데이타가  유지되므로  이 부출력단자( )에  게이트가  연결된 기
입상태검출회로(VD)의  풀다운트랜지스터(PD1)는  계속  턴온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기입동
작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기입상태검출회로(VD)의  검출신호(ψ5)는  저전위상태를  유지한다. 재기
입동작시  클럭신호(ψ1)의  고전위상태에서  래치회로(LT)의  "0"  데이타가  비트라인(BL)에  다시 공급
되므로  불충분하게  기입된  선택된  셀의  부유게이트에  재차  전자가  주입되어  셀의  스레쉬홀드전압이 
포지티브로  상승해서  검증전압(0.8V)에  의해  턴온되지  않게  되면  비트라인전위가  "H"레벨로  되므로 
트랜지스터(M9)가  턴온된다.  따라서  비트라인  래치회로(LT)에  로딩된  정추력단자의  "0"  데이타가 
"I"  데이타로  반전되고  부출력단자의  "1"  데이타가  "0"  데이타로  되므로  기입상태검출회로(VD)의 풀
다운트랜지스터(PD1)가  턴오프된다.  이와  같은  반복동작에  의해  페이지버퍼(PB)  즉,  모든 래치회로
의  부출력단자(Q)의  데이타가  모드  "0"  상태로  되었을때  즉,  최초  입력된  모든  "1"데이타가  "0" 데
이타로  반전되었을  때,  기입상태검출회로(VD)의  검출신호(ψ5)가  "H"  (Vcc레벨)로  나타나게  된다. 
즉, 주어진 입력 데이타에 의해 선택된 셀들이 최적상태로 기입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서는  외부제어없이  한번의  데이타입력에  의해  페이지버퍼  즉, 비트라인래치회
로들과  전류원회로에  의해  선택된  셀들이  모두  최적으로  프로그램  될  때가지  페이지버퍼의  데이타에 
의해 기입 및 검증이 자동적으로 반복수행된다. 

따라서,  공정변수변화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적화된  기입상태를  확보할  수  있고  검증전위에  의해 
과기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칩내부의  검증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최적화  기입이  이루어지므로  칩의 
성능(performace)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외부제어가  필요없으므로  이러한  칩을  이용한  시스템 전체
의  성능(performace)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페이지모드기능이  있는  기존  플레쉬메모리의 페이지버
퍼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제품에 적용이 용이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기판상에  전하축적층과  제어게이트가  적층형성되어,  전하축적층과  기판사이의  전하수수에 의
해  전기적소거를  가능케한  메모리셀의  복수개씩  직렬접속되어  NAND셀을  구성해서  매트릭스  배열된 
메모리셀어레이와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의  비트선에  기입데이타를  부여하는  데이타래치회로와  상기 
데이타래치회로의  데이타  상태에  따라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의  비트선에  소정  고전압을  공급하기 위
한  고전압공급회로와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에  데이타를  기입한  후  기입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전
류를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의  비트선에  공급하기  위한  전류소스회로와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의 검증하
고자  하는  메모리셀의  제어게이트에  검증전위가  인가된  상태에서  상기  비트선에  공급된  검증전류가 
상기  메모리셀을  통해서  흐르는지의  여부에  응답해서  상기  데이타래치회로의  데이타상태를 반전시키
는 기입체크수단을 구비한 불휘발성 반도체기억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소스회로는  제  1  전원전압에  소스가  연결되고  드레인과  게이트가  상호 
연결된  기준전류소스용  p채널  MOS  트랜지스터  ;  상기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그의 드레인
이  연결되고  기준전압이  게이트에  연결된  부하용  n채널  MOS  트랜지스터  ;  상기  n채널  MOS 트랜지스
터의  소스에  그의  드레인이  연결되고  기준전압이  게이트에  연결된  부하용  n채널  MOS  트랜지스터; 상
기  n채널  MOS트랜지스터의  소스에  그의  드레인이  연결되고  상기  검증동작시  고전위가  되는 클럭신호
가 게이트에 결합되며 소스가 제  2  전원전압(접지)과  결합된 스위치용 n채널 MOS  트랜지스터 ;  제  1 
전원  전압에  소스가  연결되고  게이트가  상기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연결된 출력전류소스
용  p채널  MOS  트랜지스터  ;  상기  출력전류소스용  p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그의  드레인이 
연결되고,  상기  비트선에  소스가  연결되며,  상기  클럭신호가  게이트에  결합된  출력스위치용  n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하는 불휘발성 반도체기억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상태검출회로는  제  1  전원전압과  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제어클럭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는  풀업수단  ;  상기  노드와  제  2  전원전압사이에  연결되어  상기  데이타래치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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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상태의  반전동작에  응답해서  턴온/오프되는  풀다운수단  ;  및  상기  노드의  전위를  버퍼링하고 
출력제어클럭신호에  의해  버퍼링된  노드전위를  상기  기입상태검출신호로  출력하는  출력수단을 구비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기억장치.

청구항 4 

반도체기판상에  전하축적층과  제어게이트가  적층형성되어  전하축적층과  기판사이의  전하수수에  의해 
전기적소거를  가능케한  메모리셀의  복수개씩  직렬접속되어  NAND셀  스트링을  구성해서  매트릭스 배열
된  메모리셀어레이  ;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의  비트선들에  페이지길이를  가진  기입데이타열을 부여하
는  페이지  버퍼  ;  상기  페이지퍼버의  데이타상태에  따라  상기  비트선들에  소정의  고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고전압공급회로들과,  상기  메모리셀어레이의  선택된  셀행에  데이타를  기입한  후  기입상태를 확
인하기  위해  검증전류를  상기  각  비트선들에  공급하기  위한  전류소스회로들  ;  상기  선택된  셀행의 
제어라인에  검증전위가  인가되  상태에서  각  비트선들에  공급된  검증전류가  각  선택된  셀들을  통해서 
흐르는지의  여부에  응답해서  상기  페이지버퍼의  대응하는  데이타를  반전시키는  기입체크수단들  ;  및 
상기  각  기입체크수단들에  의한  상기  페이지버퍼의  데이타열의  상태에  응답해서  기입상태검출신호를 
발생하는 기입상태검출회로를 구비한 불휘발성 반도체기억장치.

청구항 5 

복수의  NAND형  셀스트링을  블록소거하고  페이지버퍼에  래치된  입력데이타를  선택된  셀행의  셀들에 
동시기입하는  블럭페이지  모드를  수행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셀행의 
각  셀들에  검증콘트롤전압과  검증전류를  인가해서  각  셀들의  데이타  기입상태를  체크하고,  이 체크
동작에  응답하여  각  셀들의  데이타기입동작이  수행된  셀들중  정상적으로  데이타가  기입된  셀에 대응
하는  상기  페이지버퍼의  데이타만을  반전시키는  기입검증과정  ;  상기  기입검증에  의해  수정된 페이
지버퍼의  데이타를  상기  선택된  셀행의  각  셀들에  다시  기입하는  재기입과정  ;  상기  선택된  셀행의 
각  셀들중  데이타기입동작이  수행된  셀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데이타가  기입되어  페이지버퍼의 대응
하는  데이타반전이  모두  수행될  때까지  상기  기입검증  및  재기입과정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함으로
써  한번의  외부데이타  입력으로  과기입없이  페이지길이의  데이타기입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의 최적화 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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