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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그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

(57) 요약

여기에 개시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워드라인들 및 비트라인들의 교차 영역에 배열된 메모리 셀들을 갖는 메모리 셀

어레이,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을 제공하는 행 디코더 회로, 상기 프로그램 전압에 의해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들의 프로그램 정상 유무를 소정의 비트 단위로 검증하는 제 1 검증회로, 상기 검증되는 메모리 셀들 중 상기 행 디코더

회로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 정상 유무를 검증하는 제 2 검증회로, 상기 제 1 및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다음 프로그램 루프에 적용될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과 인가 시간을 결정하는 컨트롤러, 상기 결정된

레벨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전압을 발생하는 워드라인 전압 발생회로, 그리고 상기 워드라인 전압 발생회로에서 발생된 상

기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결정된 인가 시간 동안 상기 행 디코더 회로로 제공하는 워드라인 드라이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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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워드라인들 및 비트라인들의 교차 영역에 배열된 메모리 셀들을 갖는 메모리 셀 어레이;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을 제공하는 행 디코더 회로;

상기 프로그램 전압에 의해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들의 프로그램 정상 유무를 소정의 비트 단위로 검증하는 제 1 검증회로;

상기 검증되는 메모리 셀들 중 상기 행 디코더 회로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 정상 유무를 검증하는

제 2 검증회로;

상기 제 1 및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다음 프로그램 루프에 적용될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과 인가 시간을 결

정하는 컨트롤러;

상기 결정된 레벨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전압을 발생하는 워드라인 전압 발생회로; 그리고

상기 워드라인 전압 발생회로에서 발생된 상기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결정된 인가 시간 동안 상기 행 디코더 회로로 제공

하는 워드라인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는 복수 개의 데이터 입출력 영역들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검증회로는 상기 복수 개의 데이터 입출력 영역들 각각으로부터 제공된 각각의 비트에 대해 병렬로 프로그램 정

상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검증회로와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동작은 병렬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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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루프를 카운트하는 카운트-업 신호와, 상기 다음 프로그램 루프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

상기 카운트-업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스텝 코드를 발생하는 프로그램 전압

조절부; 그리고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와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프로그램 루프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

는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결정된 종료 시점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를 비활성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현재의 프로그램 사이클 동작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상

태 머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는,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가 활성화된 이후부터 경과된 시간을 카운트하는 카운터; 그리고

상기 카운터에서 카운트된 값과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를 디코딩하는 디코

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는, 상기 제 2 검증회로에서 검증된 상기 메모리 셀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았으면 상기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가 소정 시간 늦게 발생되도록 디코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는, 상기 제 2 검증회로에서 검증된 상기 메모리 셀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으면 상기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가 소정 시간 일찍 발생되도록 디코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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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워드라인 드라이버는,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가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 동안 상기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행

디코더 회로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검증회로들은 와이어드-오어 방식 및 열 스캔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워드 라인들 및 비트 라인들로 배열된 메모리 셀들을 갖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있어서:

행 디코더를 통해서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제 1 검증회로를 통해 상기 프로그램 전압에 의해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들의 프로그램 정상 유무를 소정의 비트 단위로 검

증하는 단계;

상기 검증이 수행되는 동안 제 2 검증회로를 통해 상기 검증되는 메모리 셀들 중 상기 행 디코더 회로와 가장 먼 거리에 위

치한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 정상 유무를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검증회로들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다음 프로그램 루프에 적용될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 및 인가 시간

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 및 인가 시간을 조절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루프를 카운트하는 카운트-업 신호와, 상기 다음 프로그램 루프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카운트-업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스텝 코드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와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프로그램 루프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

는 단계; 그리고

상기 결정된 종료 시점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를 비활성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

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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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가 활성화된 이후부터 경과된 시간을 카운트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카운터에서 카운트된 값과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았으면 상기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가 소

정 시간 늦게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으면 상기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가 소정 시

간 늦게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크게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volatile semiconductor memory device)와 불 휘발성 반도체 메

모리 장치(non-volatile semiconductor memory device)로 구분된다.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읽고 쓰는 속도가 빠

르지만 외부 전원 공급이 끊기면 저장된 내용이 사라져 버리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불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그 내용을 보존한다. 그러므로, 불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전원이 공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되어야 할 내용을 기억시키는 데 쓰인다. 불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로는 마스크 롬(mask read-only

memory, MROM), 프로그램 가능한 롬(programmable read-only memory, PROM),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롬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EPROM),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롬(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EEPROM)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MROM, PROM 및 EPROM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소거 및 쓰기가 자유롭지 않아서 일반 사용자들이 기억 내용

을 갱신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반해 EEPROM은 전기적으로 소거 및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갱신이 필요

한 시스템 프로그래밍(system programming)이나 보조 기억 장치로의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래시(flash)

EEPROM은 기존의 EEPROM에 비해 집적도가 높아, 대용량 보조 기억 장치로의 응용에 매우 유리하다. 플래시 EEPROM

중에서도 낸드형(NAND-type) 플래시 EEPROM(이하,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라 칭함)은 다른 플래시 EEPROM에 비해

집적도가 매우 높은 장점을 가진다.

도 1은 EEPROM 셀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플

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어레이(110), 행 디코더 회로(120), 및 페이지 버퍼 회로(130)를 포함한다. 메모리 셀 어레

이(110)의 행(row)들은 행 디코더 회로(120)에 의해서 구동되고, 열(column)들은 페이지 버퍼 회로(130)에 의해서 구동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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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셀 어레이(110)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 블럭들로 구성된다. 각 메모리 셀 블럭은 복수 개의 메모리 셀 스트링들("낸

드 스트링들")을 포함하며, 각각의 셀 스트링은 메모리 셀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 개의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들(M0-Mn-1)을 포함한다. 각 스트링의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M0-Mn-1)의 채널들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

(SST)의 채널과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GST)의 채널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메모리 셀 어레이(110)의 각 블럭에는 스트링 선택 라인(String Select Line: SSL), 그라운드 선택 라인(Ground Select

Line: GSL), 복수 개의 워드라인들(WL0-WLn-1), 그리고 복수 개의 비트라인들(BL0-BLn-1)이 구비된다. 스트링 선택 라

인(SSL)은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SST)의 게이트들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각 워드라인(WL0-WLn-1)은 복

수 개의 대응하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M0-Mn-1)의 제어 게이트들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그라운드 선택 라인

(GSL)은 복수 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GST)의 게이트들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각 비트라인(BL0, ..., 또는 BLn-

1)은 대응하는 하나의 셀 스트링과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 상기 워드라인들(WL0-WLn-1), 및

상기 스트링 선택 라인(SSL)은 대응하는 블럭 선택 트랜지스터들(BST)을 통해 대응하는 선택 신호들(GS, Si0-Sin-1, SS)

을 각각 받아들인다. 상기 블럭 선택 트랜지스터들(BST)은 행 디코더 회로(120)에 포함되며, 블럭 선택 제어 신호(BS)에

의해서 공통으로 제어되도록 연결된다.

행 디코더 회로(120)는 행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워드라인들(WL0-WLn-1) 중 하나의 워드라인을 선택하고, 선택된 워드

라인과 비선택된 워드라인들로 각 동작 모드에 따른 워드라인 전압들을 공급한다. 예를 들면, 행 디코더 회로(120)는 프로

그램 동작 모드시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program voltage)을 공급하고, 비선택된 워드라인들로 패스 전압

(pass voltage)을 공급한다. 그리고, 행 디코더 회로(120)는 읽기 동작 모드시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접지 전압(GND)을 공

급하고, 비선택된 워드라인들로 읽기 전압(read voltage)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행 디코더 회로(120)는 워드라인 드라이

버(미 도시됨)로부터 선택 신호들(Si0-Sin-1)을 입력받는다. 그리고, 행 디코더 회로(120)는 입력된 선택 신호들(Si0-Sin-

1)을 대응되는 워드라인들(WL0-WLn-1)에게 제공한다. 상기 선택 신호들(Si0-Sin-1)은 프로그램 전압, 패스 전압, 그리고

읽기 전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압 레벨을 가지며, 대응되는 워드라인들(WL0-WLn-1)에게 워드라인 전압으

로서 제공된다.

메모리 셀 어레이(110) 상에 배열된 비트라인들(BL0-BLn-1)은 페이지 버퍼 회로(13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페이지 버

퍼 회로(130)에는 비트라인들(BL0-BLn-1)에 각각 대응하는 페이지 버퍼들이 제공될 수 있으며, 각각의 페이지 버퍼는 한

쌍의 비트라인들을 공유하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페이지 버퍼 회로(130)는 프로그램 동작 모드시 프로그램될 데이터에

따라 비트라인들(BL0-BLn-1)로 전원 전압(또는, 프로그램 금지 전압: program-inhibited voltage) 또는 접지 전압(또는,

프로그램 전압: program voltage)을 각각 공급한다. 그리고, 페이지 버퍼 회로(130)는 읽기/검증 동작 모드시 비트라인들

(BL0-BLn-1)을 통해 선택된 워드라인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데이터를 감지한다. 페이지 버퍼 회로(130)의 감지 동작을 통

해 메모리 셀이 프로그램된 셀인지 소거된 셀인지 여부가 확인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은 F-N 터널링 전류(Fowler-Nordheim tunneling current)를 이

용하여 소거 및 프로그램된다. 낸드형 플래시 EEPROM의 소거 및 프로그램 방법들은 미국특허공보 5,473,563호에

"NONVOLATILE SEMICONDUCTOR MEMORY"라는 제목으로, 미국특허공보 5,696,717호에 "NONVOLATILE

INTEGRATED CIRCUIT MEMORY DEVICES HAVING ADJUSTABLE ERASE/PROGRAM THRESHOLD VOLTAGE

VERIFICATION CAPABILITY"라는 제목으로 각각 게재되어 있다. 한편,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들의 문턱 전압

산포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 증가형 스텝 펄스 프로그래밍(incremental step pulse programming: ISPP) 방식에 의해

프로그램된다. ISPP 방식에 따라 프로그램 전압을 생성하는 회로의 예는, 미국특허공보 5,642,309호에 "AUTO-

PROGRAM CIRCUIT IN A NONVOLATILE SEMICONDUCTOR MEMORY DEVICE"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

도 2는 증가형 스텝 펄스 프로그램(ISPP) 스킴에 따라 프로그램되는 일반적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전

압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데이터를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로딩 명령이 플래시 메모리에 주

어지고, 어드레스 및 데이터가 플래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입력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될 데이터는 바이트 또는 워드

단위로 페이지 버퍼 회로(130)로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프로그램될 데이터 즉, 한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가 모두 페이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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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회로(130)에 로드되면, 페이지 버퍼 회로(130)에 보관된 데이터는 프로그램 명령에 따라 메모리 셀 어레이(110)의 선

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에 동시에 프로그램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프로그램되는 사이클은 복수의 프로그램 루프

들로 이루어지며, 각 프로그램 루프는 프로그램 구간(P)과 프로그램 검증 구간(V)으로 나눠진다.

프로그램 구간(P)에서는, 잘 알려진 방식에 따라 메모리 셀들이 주어진 바이어스 조건하에서 프로그램된다. ISPP 프로그

래밍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루프들이 반복됨에 따라 프로그램 전압(Vpgm1-Vpgm5)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프로그램 전

압(Vpgm2-Vpgm5)은, 소정의 초기 프로그램 전압(Vpgm1)으로부터 매 프로그램 루프마다 정해진 증가분(△Vpgm)만큼

증가하게 된다. 선택된 워드라인(WL0-WLn-1)으로 인가되는 각각의 프로그램 전압(Vpgm1-Vpgm5)은, 각 프로그램 루

프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t) 일정한 레벨로 제공된다. 프로그램 검증 구간(V)에서는 메모리 셀들이 원하는 문턱 전압까

지 프로그램되었는 지의 여부가 검증된다. 정해진 횟수 내에서 메모리 셀들이 모두 프로그램될 때까지 상술한 프로그램 루

프들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읽혀진 데이터가 외부로 출력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읽기 동작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하나의 워드라인에 연

결된 메모리 셀들(즉, 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메모리 셀들)은 동시에 프로그램될 수 있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집

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워드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메모리 셀의 위치에 따라서

로드 커패시턴스 성분의 차이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워드라인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프로그램 전압이

인가되기 시작하는 행 디코더 회로(120)와 멀리 떨어지게 되면, 해당 셀에 전달되는 프로그램 전압(Vpgm1-Vpgm5) 세기

가 약해지게 되고, 프로그램 전압(Vpgm1-Vpgm5)이 목표로 하는 레벨에 이르게 되는 시간 또한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압(Vpgm1-Vpgm5)이 목표로 하는 레벨에 이르기 전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행

하게 되면,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프로그램 루프에서 각각의 프로그램

전압(Vpgm1-Vpgm5)이 인가되는 시간(t)은 행 디코더 회로(120)와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메모리 셀을 기준으로 설계된

다. 그 결과, 각각의 워드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각 프로그램 루프에서 프로그램 전압(Vpgm1-

Vpgm5)이 인가되는 시간(t)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보장하면서도 프로그

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워드라인들 및 비트라인들의 교차 영역

에 배열된 메모리 셀들을 갖는 메모리 셀 어레이;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을 제공하는 행 디코더 회로; 상기 프

로그램 전압에 의해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들의 프로그램 정상 유무를 소정의 비트 단위로 검증하는 제 1 검증회로; 상기

검증되는 메모리 셀들 중 상기 행 디코더 회로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 정상 유무를 검증하는 제 2

검증회로; 상기 제 1 및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다음 프로그램 루프에 적용될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과 인가

시간을 결정하는 컨트롤러; 상기 결정된 레벨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전압을 발생하는 워드라인 전압 발생회로; 그리고 상기

워드라인 전압 발생회로에서 발생된 상기 프로그램 전압을 상기 결정된 인가 시간 동안 상기 행 디코더 회로로 제공하는

워드라인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는 복수 개의 데이터 입출력 영역들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검증회로는 상기 복수 개의 데이터 입출력 영역들 각각으로부터 제공된 각각의 비트에 대

해 병렬로 프로그램 정상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검증회로와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동작은 병렬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제 1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루프를 카운트하는 카운트-

업 신호와, 상기 다음 프로그램 루프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 상기 카운트-업 신

호에 응답해서 상기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스텝 코드를 발생하는 프로그램 전압 조절부; 그리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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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와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프로그램 루프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프

로그램 시간 조절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결정된 종료 시점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를 비활

성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현재의 프로그램 사이클 동작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상태 머신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는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가 활성화된 이후부터 경과된 시간을

카운트하는 카운터; 그리고 상기 카운터에서 카운트된 값과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상태 종

료 신호를 디코딩하는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는 상기 제 2 검증회로에서 검증된 상기 메모리 셀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았으면

상기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가 소정 시간 늦게 발생되도록 디코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는 상기 제 2 검증회로에서 검증된 상기 메모리 셀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으면 상기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가 소정 시간 일찍 발생되도록 디코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워드라인 드라이버는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가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 동안 상기 프로

그램 전압을 상기 행 디코더 회로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검증회로들은 와이어드-오어 방식 및 열 스캔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이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워드 라인들 및 비트 라인들로 배열된 메모리 셀들을 갖는 불휘발

성 메모리 장치를 프로그램하는 방법은, 행 디코더를 통해서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제 1

검증회로를 통해 상기 프로그램 전압에 의해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들의 프로그램 정상 유무를 소정의 비트 단위로 검증하

는 단계; 상기 검증이 수행되는 동안 제 2 검증회로를 통해 상기 검증되는 메모리 셀들 중 상기 행 디코더 회로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 정상 유무를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검증회로들의 검증 결과에 응

답해서, 다음 프로그램 루프에 적용될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 및 인가 시간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 및 인가 시간을 조절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

해서, 프로그램 루프를 카운트하는 카운트-업 신호와, 상기 다음 프로그램 루프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

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카운트-업 신호에 응답해서 상기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에 대응되는 프로그램 스텝 코드를 발생하

는 단계;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와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프로그램 루프의 종료 시점

을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결정된 종료 시점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를 비활성화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가 활성화된 이후

부터 경과된 시간을 카운트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카운터에서 카운트된 값과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았으면 상기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가 소정 시간 늦게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검증회로의 검증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으면 상기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가 소정 시간 늦게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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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신규한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은, 행 디코더 회로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는 메모

리 셀의 프로그램 패스/페일 여부에 따라서 각 프로그램 루프에서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이 인가되는 시간을

조절한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보장하면서도 프로그램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

른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100)의 상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100)의 블럭도로서,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구성이 예시적으

로 설명되었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100)는, 메모리 셀 어레이(110), 행 디코더 회로(120), 페이지 버

퍼 회로(130), 열 게이트 회로(140)(도면에는, 'Y-GATE'로 표기됨), 데이터 입출력 버퍼 회로(150)(도면에는, 'DIN/

DOUT BUF'로 표기됨), 제 1 및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 162)(도면에는, 'P/F 검증회로'로 표기됨), 컨트롤러(170)

, 워드라인 전압 발생 회로(180), 그리고 워드라인 드라이버(190)를 포함한다. 도 3에 도시된 메모리 셀 어레이(110), 행

디코더 회로(120) 및 페이지 버퍼 회로(130)는 도 1에 도시된 회로 구성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도 1과 동

일한 참조 번호를 부가하였고,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3에서, 행 디코더 회로(120)는 행 어드레스 정보에 따라 메모리 셀 어레이(110)의 메모리 블록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하고, 워드라인 전압 발생 회로(180)로부터 발생된 워드라인 전압을 선택된 행으로 전달한다. 상기 워드라인 전압은 워드

라인 전압 발생 회로(180)에서 행 디코더 회로(120)로 직접 인가되지 않고, 워드라인 드라이버(190)를 통해서 각 행에 대

응되는 워드라인 전압과 인가 시점이 조절된 선택 신호들(Si)로 변환된 후 행 디코더 회로(120)로 인가된다. 상기 선택 신

호들(Si)은 프로그램 전압, 패스 전압, 그리고 읽기 전압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압 레벨을 가지며, 대응되는 워

드라인들에게 워드라인 전압으로서 제공된다.

페이지 버퍼 회로(130)는 복수 개의 페이지 버퍼들로 구성된다. 페이지 버퍼 회로(130)는 컨트롤러(170)에 의해 제어되

며, 각각의 페이지 버퍼는 동작 모드에 따라 감지 증폭기의 기능과, 기입 드라이버의 기능을 수행한다. 읽기 동작시 페이지

버퍼 회로(130)로부터 읽혀진 데이터는 열 게이트 회로(140) 및 데이터 입출력 버퍼 회로(150)를 통해 외부로 출력되는

반면, 검증 동작시 읽혀진 데이터는 열 게이트 회로(140)를 통해 제 1 및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 162)로 제공된다.

페이지 버퍼 회로(130)는 프로그램 동작시 메모리 셀 어레이(110)에 쓰일 데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버퍼 회로(150) 및 열

게이트 회로(140)를 통해 입력받고,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비트라인들을 프로그램 전압(예를 들면, 접지 전압) 또는 프로

그램 금지 전압(예를 들면, 전원 전압)으로 대응되는 열을 각각 구동한다.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는 컨트롤러(170)의 제어에 응답해서 각 프로그램 루프의 검증 구간에서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이 모두 프로그램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된 결과를 컨트롤러(170)로 출력한다. 제 2 패스/페일 검

증 회로(162)는 컨트롤러(170)의 제어에 응답해서 상기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 중 행 디코더 회로(120)와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메모리 셀(이하, Far Cell 이라 칭함)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된 결과를 컨

트롤러(170)로 출력한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는 메모리 셀 어레이(110)에 구비된 복수 개의 물리적 IO들

각각으로부터 제공된 각각의 비트에 대해 병렬로 프로그램 검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메모리 셀 어레이(110)에 128개의

IO가 구비되는 경우,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는 128 개의 IO로부터 각각 1개씩 제공된 총 128 비트들에 대한 프로

그램 검증 동작을 병렬로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는 128 개의 IO로부터 각각 제공된 총 128

비트들에 대한 논리 연산(예를 들면, XOR 연산)을 통해 상기 128 비트들 중 어느 하나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를 검증한다.

그리고,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는 128개의 IO들로부터 제공된 128 비트들 중 행 디코더 회로(120)와 가장 먼 곳

에 위치한 IO로부터 제공된 비트(즉, Far Cell로부터 읽혀진 비트)에 대한 프로그램 검증을 수행한다.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과 병렬로 수행된다. 따라서, 제

2 패스/페일 검증회로(162)의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별도의 시간은 필요치 않게 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 중 적어도 하나의 셀에서 페일이 검출될 때까지, 또는 선택된 페이지의 모든 메

모리 셀들이 패스인 것이 확인될 때까지 각 IO 내부의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컨트롤러(170)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어 로직(171),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172)(도면에는 'PGM 시간 조절부'로 표기됨), 및 프로그램 전압 조절부(175)(도면에는 'PGM 전압 조절부'로

표기됨)를 포함한다. 컨트롤러(170)는 입출력 핀들(I/Oi)을 통해 입력되는 프로그램 명령(CMD)과 제 1 및 제 2 패스/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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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회로(161, 162)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전압 활성화 신호(PGM_EN), 프로그램 스텝 코드

(STEPi), 및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를 발생한다. 프로그램전압 활성화 신호(PGM_EN)는 워드라

인 전압 발생 회로(180)의 전압 발생 동작을 활성화하는데 사용된다. 프로그램 스텝 코드(STEPi)는 각 프로그램 루프 동

안에 인가될 프로그램 전압(Vpgm)의 레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

(PGM_STATE_EN)는 상기 프로그램 검증 동작 다음의 프로그램 루프를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된다.

프로그램 전압(Vpgm)은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가 활성화된 구간 동안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인가

되며,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가 활성화된 구간의 길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전압의 인가 시간

이 달라지게된다.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의 활성화 구간의 길이는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

(162)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즉, Far Cell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본 발명에 따른 컨트롤러(170)의 상세

구성 및 동작은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3에서, 워드라인 전압 발생 회로(180)는 컨트롤러(170)로부터 발생된 프로그램전압 활성화 신호(PGM_EN)와 프로그

램 스텝 코드(STEPi)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전압을 발생한다. 본 발명에 따른 워드라인 전압 발생 회로(180)는 증가형 스

텝 펄스 프로그램(ISPP) 스킴에 따라서 프로그램 전압을 발생한다. 상기 프로그램 전압은 다수의 프로그램 루프들로 구성

된 프로그램 사이클 동안 소정의 전압 증가분(△Vpgm) 만큼씩 단계적으로 증가된다.

워드라인 전압 드라이버(190)는 워드라인 전압 발생 회로(180)로부터 프로그램 전압(Vpgm)과 패스 전압 등을 받아들여,

행 디코더 회로(120)로 제공될 복수 개의 선택 신호들(SS, Si, GS)을 발생한다. 워드라인 전압 드라이버(190)로부터 발생

되는 선택 신호들(Si)은 대응되는 워드라인으로 인가될 워드라인 전압에 해당된다. 상기 워드라인 전압에는 선택된 워드라

인으로 제공될 프로그램 전압과, 비선택된 워드라인으로 인가될 패스 전압 등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른 워드라인 전압 드라이버(190)는 프로그램 전압(Vpgm)에 대응되는 선택 신호(Si)를 발생함에 있어서, 컨트

롤러(170)로부터 발생된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의 제어를 받는다. 상기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

호(PGM_STATE_EN)의 활성화 구간은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즉, Far Cell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워드라인 전압 드라이버(190)로부터 발생되는 선택 신호(Si)의 활성화 구간은 결국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즉, Far Cell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이상과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100)에 따르면, 행 디코더 회로(120)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는 메모리 셀(즉, Far Cell)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택된 워드라인의 프로그램 전압 인가 시간

이 조절된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보장하면서도 프로그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컨트롤러(170)의 상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에는 컨트롤러(170)와 제 1 및 제 2 패스/페

일 검증 회로(161, 162) 사이에 송수신되는 제어신호들이 도시되어 있다. 메모리 셀 어레이(110)에 구비된 각각의 IO로부

터 제 1 및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 162)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도 5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 4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제 1 및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 162)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표시는 생략하였

다.

도 4를 참조하면, 컨트롤러(170)는 제어 로직(171),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172), 및 프로그램 전압 조절부(175)를 포함한

다. 제어 로직(171)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동작을 제어한다. 프로그램 전압 조절부(175)는 각

프로그램 루프에서 인가되는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을 조절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172)는 행 디코더 회로

(120)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는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 패스/페일 여부에 따라서 선택된 워드라인의 프로그램 전압

인가 시간을 조절한다. 컨트롤러(170)의 상세 구성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어 로직(171)은 상태 머신(state machine)으로 구성된다. 제어 로직(171)에는 현재의 프로그램 사이클 동작이 정상적

으로 완료되었는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저장된다. 제어 로직(171)에 저장된 상태 정보에 따라 각각의 프로그

램 루프의 실행이 제어된다. 제어 로직(171)은 프로그램 사이클을 알리는 명령(CMD)에 응답해서 프로그램전압 활성화 신

호(PGM_EN)를 발생한다. 워드라인 전압 발생 회로(180)는 프로그램전압 활성화 신호(PGM_EN)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전압(Vpgm)을 발생한다. 하나의 프로그램 사이클 동안 상기 프로그램 전압(Vpgm)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나면,

제어 로직(171)은 프로그램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스캔 시작 신호(YSCAN_START)를 발생한다. 제 1 및 제 2 패스/페

일 검증 회로(161, 162)는 스캔 시작 신호(YSCAN_START)에 응답해서, 선택된 워드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이 정상

적으로 프로그램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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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및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 162)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검증 방법으로, 와이어드-오어 방식(wired-OR

type)과 열 스캔 방식(column scan type)(이하, Y-스캔 방식이라 칭함)이 있다. 도 3 및 도 4에서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실시예로서 열 스캔 방식의 프로그램 검증 방법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데이터 입출력 방식만 다르게 구성되면 본 발명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검증 방법으로 와이어드-오어 방식이 사용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

자명하다. 제 1 및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 162)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 중 적어도

하나의 셀에서 페일이 검출될 때까지, 또는 선택된 페이지의 모든 메모리 셀들이 패스인 것이 확인될 때까지 수행된다.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의 검증 결과(YSCAN_END, YSCAN_FAIL, YSCAN_PASS)는 제어 로직(171)으로 입력되

고,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의 검증 결과(FARCELL_FAIL, FARCELL_PASS)는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172)로 각

각 입력된다.

제어 로직(171)은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의 검증 결과(YSCAN_END, YSCAN_FAIL, YSCAN_PASS)에 응답하

여 활성화된 카운트-업 신호(CNT_UP)와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를 발생한다. 카운트-업 신호

(CNT_UP)는 프로그램 전압 조절부(175)로 인가되어, 다음번에 수행될 프로그램 루프의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을 조절하

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는 워드라인 드라이버(190)로 인가됨과 동시에 프

로그램 시간 조절부(172)로 인가된다.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172)는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의 검증 결과

(FARCELL_FAIL, FARCELL_PASS)에 응답하여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의 종료 시점(즉, 검증

동작 다음에 수행되는 프로그램 루프에서 프로그램 전압이 인가되는 시간)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을 조절하는 프로그램 전압 조절부(175)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전압 조절부(175)는 루프 카운터(176)와 디코더(177)로 구성된다. 제어 로직(171)은 프로그램 검증 결과 현재

의 프로그램 루프의 프로그램 동작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으면,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로부터 발생된

YSCAN_FAIL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카운트-업 신호(CNT_UP)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제어 로직(171)은 프로그램

검증 결과 현재의 프로그램 루프의 프로그램 동작이 모두 올바르게 수행되었거나, 또는 마지막 프로그램 루프에 대한 프로

그램 검증 동작이 종료되었으면,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로부터 발생된 YSCAN_PASS 또는 YSCAN_END 검증 신

호에 응답해서 카운트-업 신호(CNT_UP)를 비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 사이클을 종료한다.

루프 카운터(176)는, 제어 로직(171)으로부터 발생된 카운트-업 신호(CNT_UP)에 응답하여 프로그램 루프 횟수를 카운

트한다. 디코더(177)는, 루프 카운터(176)의 출력을 디코딩하여 스텝 제어 신호들(STEPi)(i=0-n)을 발생한다. 스텝 제어

신호들(STEPi)은 워드라인 전압 발생 회로(180)로 입력된다. 루프 카운터(176)의 출력값이 증가됨에 따라, 스텝 제어 신

호들(STEPi)(i=0-n)은 순차적으로 활성화된다. 스텝 제어 신호들(STEPi)(i=0-n)이 순차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워드라

인 전압 발생 회로(180)는 각각의 프로그램 루프에 대해 소정의 레벨(△Vpgm)만큼 상승된 프로그램 전압을 발생하게 된

다. 상기 전압 증가분(△Vpgm)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한편,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워드라인 전압 발생 회로(180)로부터 발생된

프로그램 전압이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인가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활성화된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

(PGM_STATE_EN)가 비활성화된다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 전압의 인가가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시점을 조절하게 되면,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인가되는 프로

그램 전압의 인가 시간이 조절된다. 본 발명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의 비활성화 시

점은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즉, Far Cell에 대한 프로그램 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172)는 카운터(173)와 디코더(174)로 구성된다. 카운터(173)는 제어 로직(171)으로부터

발생된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에 응답해서 초기화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부 클럭 신호에

동기되어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 즉, 카운터(173)는 프로그램 상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경과된 시간을 카운트한다. 카운

터(173)에서 카운트된 값(PGM_STATE_CNT)은 디코더(174)로 입력된다. 디코더(174)는 상기 카운트 값(PGM_

STATE_CNT)과, 바로 이전에 수행된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즉, Far Cell에 대한 프로그

램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PGM_STATE_END)를 발생한다. 예를 들어, Far Cell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은 경우, 디코더(174)는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로부터 발생된 FARCELL_FAIL의 검증 결과에 응

답해서,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PGM_STATE_END)가 소정 시간 늦게 발생되도록 디코딩을 수행한다. 반면에, Far

Cell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된 경우, 디코더(174)는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로부터 발생된 FARCELL_PASS의 검

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PGM_STATE_END)가 소정 시간 일찍 발생되도록 디코딩을 수행한다. 제

어 로직(171)은 디코더(174)로부터 발생된 프로그램 상태 종료 신호(PGM_STATE_END)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상태 활

성화 신호(PGM_STATE_EN)를 비활성화시킨다.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가 비활성화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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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워드라인에 대한 프로그램 전압의 공급이 중지된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172)의 동작에 따르면, 검

증 구간 바로 다음에 수행되는 프로그램 구간에서 프로그램 전압이 인가되는 시간이 Far Cell의 프로그램 상태에 따라 조

절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불 휘발성 메모리 장치(100)는 행 디코더 회로(120)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는 IO에 속한 메모리 셀(즉, Far Cell)의 프로그램 패스/페일 여부에 따라서 각 루프별 프로그램 전압 인가 시간을 조절

한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보장하면서도 프로그램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제 1 및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 162)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

에는 메모리 셀 어레이(110)에 128개의 물리적인 IO들이 구비된 경우와, 하나의 행 디코더(120)에 하나의 메모리 셀 어레

이(110)가 대응되는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일 예에 불과하며 하나의 행 디코더(120)에

두 개의 메모리 셀 어레이들이 대응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 셀 어레이(110)에 구비

되는 물리적 IO들의 개수 또한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메모리 셀 어레이(110)는 복수 개의 물리적인 IO들(IO_0, IO_1, …, IO_126, IO_127)로 구분되며, 각각

의 IO(IO_0, IO_1, …, IO_126, IO_127) 내부에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이 포함된다. 각각의 IO(IO_0, IO_1, …, IO_126,

IO_127)에 포함된 메모리 셀들은 열 게이트 회로(140)의 제어에 의해 순차적으로 스캐닝되어 프로그램 상태가 검증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수행되는 제 1 패스/페일 검증회로(161)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IO 단위로 순차적

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 개의 물리적인 IO들(IO_0, IO_1, …, IO_126, IO_127) 각각으로부터 1개씩 제공된 비트

들(즉, 128 비트)에 대한 검증 동작이 병렬로 수행된다. 그리고,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에서는 128개의 IO들로부

터 제공된 128 비트들 중 행 디코더 회로(120)와 가장 먼 곳에 위치한 IO로부터 제공된 비트(즉, Far Cell로부터 읽혀진 비

트)에 대한 프로그램 검증 동작이 수행된다.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과 병렬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선택된 페이지의 메

모리 셀들 중 적어도 하나의 셀에서 페일이 검출될 때까지, 또는 선택된 페이지의 모든 메모리 셀들이 패스인 것이 확인될

때까지 각 IO 내부의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면, 제 1 패스/페일 검증회로(161)는 각각의 IO들(IO_0, IO_1, …, IO_126, IO_127)에 포함되어 있는 1번째 메모

리 셀 128개(ADD1_IO_127, …,ADD1_IO_O)에 대한 프로그램 상태를 병렬로 검증한 다음, 각각의 IO들(IO_0, IO_1, …,

IO_126, IO_127)에 포함되어 있는 2번째 메모리 셀 128개(ADD2_IO_127, …,ADD2_IO_O)에 대한 프로그램 상태를 병

렬로 검증한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 검증 방식은 각각의 IO들(IO_0, IO_1, …, IO_126, IO_127)에 포함되어 있는 3번

째, …j번째 등의 메모리 셀 각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

시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은 셀이 검출되면, 상기 검증 동작은 중지되고 다음번 루프의 프로그램 동작이 수

행된다. 이때 검증 동작이 중단된 각 IO 내부의 어드레스는 제어 로직(170)의 제어에 의해서 레지스터와 같은 데이터 저장

수단(미 도시됨)에 저장되었다가, 다음에 수행될 검증 동작의 시작 어드레스로서 제공된다.

도 6a 내지 6c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방법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전압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면이

다.

먼저 도 4 내지 도 6a를 참조하면, 1번째 루프의 프로그램 구간(P)에서는 t-α의 시간만큼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여 프로

그램이 수행된다. 그리고 나서, 1번째 프로그램 루프의 프로그램 검증 구간(V)이 수행된다. 이때 각각의 IO들(IO_0, IO_1,

…, IO_126, IO_127)에 포함되어 있는 2번째 메모리 셀들(ADD2_IO_127, …,ADD2_IO_O)의 그룹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검출되면, 제어 로직(171)은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로부터 발생된 YSCAN_FAIL의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카운트

-업 신호(CNT_UP)와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를 활성화한다. 이때, 프로그램 검증 동작이 중단된

메모리 셀의 어드레스 정보는 제어 로직(171)의 제어에 의해서 레지스터와 같은 데이터 저장 수단에 저장된다.

프로그램 전압 조절부(175)는 활성화된 카운트-업 신호(CNT_UP)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전압의 레벨을 결정하는 프로그

램 스텝 코드(STEPi)를 디코딩한다. 워드라인 전압 발생회로(180)는 디코딩된 프로그램 스텝 코드(STEPi)에 응답해서 다

음번 프로그램 루프에서 적용될 프로그램 전압을 발생한다. 프로그램 시간 조절부(172)는 활성화된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와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즉, Far Cell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의 비활성화 시점을 조절함에 의해서 프로그램 전압의 인가 시

간을 조절한다. 이 경우 검증 동작은 각 IO의 2번째 셀까지 수행되었으므로, 행 디코더 회로(120)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IO(IO_0)의 2번째 셀(ADD2_IO_O)이 Far Cell이 된다. 만일 1번째 프로그램 루프에서의 검증 결과 상기 Far Cell(ADD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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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_O)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았으면,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는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

호(PGM_STATE_EN)가 활성화된 후 t+α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비활성화된다. 즉, 2번째 루프의 프로그램

구간(P)의 길이(즉, 프로그램 전압이 인가되는 시간)는 결국 t+α의 시간이 된다.

계속해서, 2번째 프로그램 루프의 프로그램 검증 구간(V)에서는 프로그램 검증 동작이 중지되었던 2번째 메모리 셀들

(ADD2_IO_127, …,ADD2_IO_O)부터 프로그램 검증이 다시 시작된다. 검증 결과, 만일 각각의 IO들(IO_0, IO_1, …, IO_

126, IO_127)에 포함되어 있는 j번째 메모리 셀들(ADDj_IO_127, …,ADDj_IO_O)의 그룹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검출되면,

제어 로직(171)은 상기 검증 동작을 중지한다. 이 경우, 행 디코더 회로(120)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IO(IO_0)의 j번째

셀(ADDj_IO_O)이 Far Cell이 된다. 만일 2번째 프로그램 루프에서의 검증 결과 상기 Far Cell(ADDj_IO_O)이 정상적으

로 프로그램되었으면, 프로그램 상태 활성화 신호(PGM_STATE_EN)는가 활성화되는 구간(즉, 프로그램 전압이 인가되

는 시간)은 t-α의 시간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3번째 프로그램 루프의 검증 동작은 j번째 메모리 셀들(ADDj_IO_

127, …,ADDj_IO_O)부터 시작된다.

도 6a 내지 도 6c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서 적용되는 프로그램 시간은 Far Cell의 프로그램 상태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되

며, 증가 또는 감소되는 양은 다양한 형태로 변경 및 변형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각각의 프로그램 루프의 프로그램 구간(P)

은 t-α, t+α, t-β, t+β, t-γ, t+γ 등의 시간으로 설정될 수 있다. 여기서, α,β,γ의 값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100)의 프로그램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100)는 증가형 스텝 펄스 프로그램(ISPP) 스킴에 따라서 프로그램

을 수행하고(S1100 단계), 상기 프로그램 동작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읽기 동작을 수행

한다(S1200 단계). 이때, 상기 프로그램 동작 및 검증 읽기 동작은 컨트롤러(170)의 제어에 의해서 페이지 버퍼 회로(130)

에 의해 수행된다. 검증 읽기 동작에서 읽혀진 데이터는 페이지 버퍼 회로(130)에 저장되었다가 열 게이트 회로(140)를 통

해 소정의 비트 단위(예를 들면, 128 비트)로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로 제공된다. 이때 상기 소정 비트 단위(예를

들면, 128 비트)의 데이터 중 행 디코더 회로(120)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셀(즉, Far Cell)의 데이터는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로 제공된다.

제 1 및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 162)는 열 게이트 회로(140)를 통해 제공되는 소정의 비트 단위(예를 들면, 128 비

트)의 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 패스/페일 검증을 수행한다(S1300 단계). S1300 단계에서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

는 메모리 셀 어레이(110)에 구비된 복수 개의 물리적 IO들에서 각각 1비트씩 제공된 복수 개의 비트들(즉, 128 비트)에

대한 프로그램 검증 동작을 병렬로 수행한다. 그리고,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는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Far Cell에 대한 프로그램 검증을 수행한다.

S1300 단계에서 제 1 및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1, 162)가 프로그램 검증을 수행하고 나면, 검증 읽기 동작에서 읽혀

진 모든 셀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는지 여부가 판별된다(S1400 단계). S14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모든 셀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으면, 프로그램 과정은 패스 상태로 종료된다. 그리고, S14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모든 셀들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았으면(즉, 하나라도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된 셀이 존재하면), 현재의 프로그램 루프가 마지

막 프로그램 루프인지 여부가 판별된다(S1500 단계).

S15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현재의 프로그램 루프가 마지막 프로그램 루프이면, 프로그램 과정은 페일 상태로 종료된다.

그리고, S15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현재의 프로그램 루프가 마지막 프로그램 루프가 아니면, S1300 단계에서 수행된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162)의 프로그램 검증 결과(FARCELL_FAIL/FARCELL_PASS)를 근거로 하여 Far Cell이 정

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는지 여부가 판별된다(S1600 단계).

S16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Far Cell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았으면, 다음번 프로그램 루프에서 인가될 프로그램

전압의 인가 시간이 증가되고(S1700 단계), 수순은 S1100 단계로 되돌아 간다. 그리고, S160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Far Cell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되었으면, 다음번 프로그램 루프에서 인가될 프로그램 전압의 인가 시간이 감소되고

(S1800 단계), 수순은 S1100 단계로 되돌아 간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에 따르면, 행 디코더 회로(120)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는 메모리 셀(즉, Far Cell)의 프로그램 패스/페일 여부에 따라서 선택된 워드라인의 프로그램 전압 인가 시

간이 조절된다. 그 결과, 프로그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프로그램 전압 인가되는 시간은 이 분야의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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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메모리 셀의 오버 프로그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발명에서는 프로

그램 전압의 인가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프로그램시 과도한 시간 동안 프로그램 전압이 메모리 셀로 인가되는 것을 방지

한다. 따라서, 오버 프로그램 문제가 방지되어, 프로그램 신뢰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을 제공하는 행 디코더 회로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전압의 인가 시간이 조절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보장하면서도 프

로그램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어레이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증가형 스텝 펄스 프로그램(ISPP) 스킴에 따라 프로그램되는 일반적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전

압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블럭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컨트롤러의 상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제 1 및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a 내지 6c는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전압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면; 그리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 110 : 메모리 셀 어레이

120 : 행 디코더 회로 130 : 페이지 버퍼 회로

140 : 열 게이트 회로 150 : 데이터 입출력 버퍼 회로

161 : 제 1 패스/페일 검증 회로 162 : 제 2 패스/페일 검증 회로

170 : 컨트롤러 180 : 워드라인 전압 발생 회로

190 : 워드라인 드라이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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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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