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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는 전류 소비의 피크가 제1 값을 갖는 고속 동작 모드와 이 제1 값보다 낮

은 제2 값을 갖는 저소비 전류 모드 중 하나에서 기입, 소거 또는 판독하는 내부 회로(1~ 8, 9A, 9B, 10, 12, 13)와, 고속

동작 모드와 저소비 전류 모드 간에 전환을 제어하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등록특허 10-0662684

- 1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류 소비의 피크가 제1 값을 갖는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제1 값보다도 낮은 제2 값을 갖는 저소비 전류 모드(low

current consumption mode) 중 하나에서 기입, 소거 또는 판독하는 내부 회로와,

상기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전환(switchover)을 제어하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를 포함하며,

비트선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에 비해 상기 고속 동작 모드에서 고속으로 충전 또는 방전되고, 상기 비트선의 충전 또는

방전 동안의 전류 소비의 피크는 상기 고속 동작 모드에 비해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에서 더 낮은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선을 충전 또는 방전하는 속도는 정전류를 발생하는 트랜지스터 또는 상기 정전류를 전송하는

트랜지스터의 사이즈 또는 게이트 전위에 의해 결정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선을 충전 또는 방전하는 속도는 페이지 버퍼의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칩의 외부로부터 입력된 커맨드에 기초

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칩 내의 메모리 셀 어레이 내에 저장된 데

이터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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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칩 내의 퓨즈 소자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

초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웨이퍼 프로세스 동안 또는 칩 본딩 동안

에 값이 고정되는 신호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은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들에서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은 복수의 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4.

제1 페이지 사이즈를 갖는 메모리 셀들에서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이 행해지는 제1 모드와, 상기 제1 페이지 사이즈보다도

큰 제2 페이지 사이즈를 갖는 메모리 셀들에서 상기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이 행해지는 제2 모드 간에 전환하는 페이지 사이

즈 전환 회로와,

상기 제1 모드와 상기 제2 모드 간에 비트선의 프리차지 시간,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또는 기입 시간을 변경하는 모드 전

환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전환 제어 회로는 상기 제1 모드가 선택될 때의 피크 전류가, 상기 제2 모드가 선택될 때의 피

크 전류와 동일하도록, 상기 비트선의 프리차지 시간, 상기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또는 상기 기입 시간을 제어하는 비휘

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선의 프리챠지 시간, 상기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또는 상기 기입 시간은 칩의 외부로부터 입

력된 커맨드, 상기 칩 내부의 메모리 셀 어레이에 기억된 데이터, 상기 칩 내부의 퓨즈 소자에 기억된 데이터, 또는 웨이퍼

프로세스 동안 또는 칩 본딩 동안에 값이 고정되는 신호에 기초하여 변경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은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들에서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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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은 복수 비트 데이터를 기억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9.

제1항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를 포함하는 휴대용 디바이스로서,

상기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는 상기 고속 동작 모드 또는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에서 동작하는 휴대용 디바이스.

청구항 20.

제14항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를 포함하는 휴대용 디바이스로서,

상기 페이지 사이즈 전환 회로는 상기 제1 모드를 선택하고, 상기 모드 전환 제어 회로는 고속 동작 모드를 선택하는 휴대

용 디바이스.

청구항 21.

제14항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를 포함하는 휴대용 디바이스로서,

상기 페이지 사이즈 전환 회로는 상기 제1 모드를 선택하고, 상기 모드 전환 제어 회로는 저소비 전류 모드를 선택하는 휴

대용 디바이스.

청구항 22.

제14항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를 포함하는 휴대용 디바이스로서,

상기 페이지 사이즈 전환 회로는 상기 제2 모드를 선택하고, 상기 모드 전환 제어 회로는 고속 동작 모드를 선택하는 휴대

용 디바이스.

청구항 23.

제14항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를 포함하는 휴대용 디바이스로서,

상기 페이지 사이즈 전환 회로는 상기 제2 모드를 선택하고, 상기 모드 전환 제어 회로는 저소비 전류 모드를 선택하는 휴

대용 디바이스.

청구항 24.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전류 소비의 피크가 제1 값을 갖는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제1 값보다도 낮은 제2 값을 갖는 저소비 전류 모드 중 하나에

서 기입, 소거 또는 판독하는 내부 회로와,

상기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전환을 제어하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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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압 회로는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에 비해 상기 고속 동작 모드에서 고속으로 동작되고, 상기 승압 회로의 동작 동안의 전

류 소비의 피크는 상기 고속 동작 모드에 비해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에서 더 낮은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승압 회로의 동작 속도는 상기 승압 회로를 구동하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비휘발

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승압 회로의 동작 속도는 상기 승압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 전위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비휘발성 반

도체 메모리.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칩의 외부로부터 입력된 커맨드에 기초

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칩 내의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저장된 데

이터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칩 내의 퓨즈 소자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0.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고속 동작 모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웨이퍼 프로세스 동안 또는 칩 본딩 동

안에 값이 고정되는 신호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1.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은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들에서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은 복수의 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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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전류 소비의 피크가 제1 값을 갖는 제1 동작 모드와, 전류 소비의 피크가 상기 제1 값보다도 낮은 제2 값을 갖는 제2 동작

모드 중 하나에서 기입, 소거 또는 판독하는 내부 회로와,

상기 제1 동작 모드와 상기 제2 동작 모드 간의 전환(switchover)을 제어하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비트선의 충전 또는 방전 동안의 전류 소비의 피크는 상기 제1 동작 모드에 비해 제2 동작 모드에서 더

낮은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소비의 피크는 정전류를 발생하는 트랜지스터 또는 상기 정전류를 전송하는 트랜지스터의 사

이즈 또는 게이트 전위에 의해 결정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소비의 피크는 페이지 버퍼의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7.

제33항에 있어서, 승압 회로의 동작 동안의 전류 소비의 피크는 상기 제1 동작 모드에 비해 상기 제2 동작 모드에서 더 낮

은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소비의 피크는 상기 승압 회로를 구동하는 클럭 신호의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는 비휘발성 반

도체 메모리.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전류 소비의 피크는 상기 승압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 전위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40.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동작 모드와 상기 제2 동작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칩의 외부로부터 입력된 커맨드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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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동작 모드와 상기 제2 동작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칩 내의 메모리 셀 어레이 내에 저장된 데이

터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42.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동작 모드와 상기 제2 동작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칩 내의 퓨즈 소자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초

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43.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동작 모드와 상기 제2 동작 모드 간의 상기 전환은 웨이퍼 프로세스 동안 또는 칩 본딩 동안에

값이 고정되는 신호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4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은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들에서 행해지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은 복수의 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치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메모리 셀의 부유 게이트 전극 내에 저장되는 전하의 량을 바꾸는 것에 의해 그 임계값을 바꿔, 데이터를

기억한다. 예를 들면,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마이너스일 때를 "1" 데이터, 플러스일 때를 "0" 데이터에 대응시킨다(예를들

면, 일본특허공개공보 평10-1-777797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최근, 비트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혹은 기억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1개의 메모리 셀에 복수 비트 데이터를 기억시키는 소

위 다치 플래시 메모리가 개발되어 있다. 1개의 메모리 셀에 2 비트 데이터를 기억시키는 경우, 그 메모리 셀의 임계값 분

포는 4치의 데이터에 대응하여 존재하게 된다.

(1) 그런데, 플래시 메모리는 기입 소거 및 판독하는 (검증 판독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의 기본 모드를 갖고 있다. 이들

모드의 개시 시점에서는 고전위(기입 전위 Vpgm, 전송 전위 Vpass, 소거 전위 Vera 등)을 발생시키거나, 또한, 비트선의

충전을 행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입, 소거 및 판독의 개시 시에는 소비 전류의 량이 많아져, 그 피크치, 즉, 피크 전류의 값도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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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큰 피크 전류가 발생하면, 그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 전화 등의 휴대 기기 내의 플래시 메모리에 발생하는 피크 전류는 그 플래시 메모리를 포

함하는 시스템 전체의 전원 전압의 값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시스템 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다른 칩들을 오

동작시킨다고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2) 어떤 플래시 메모리들은 페이지 사이즈(또는 블록 사이즈)가 여러가지 용도로 변화될 수 있는 구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고속의 기입, 소거 및 판독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플래시 메모리의 페이

지 사이즈를 크게 한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의 페이지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1개의 비트선에 발생하는 부하 용량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입, 소거 및 판독의 개시 시에 소비되는 전류의 량이 많아져, 피크 전류의 값 또한 커진다. 이 피크 전류는 상술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하는 시스템 전체의 전원 전압의 값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시스템 내의 마이크로 프

로세서와 같은 다른 칩들을 오동작시킨다.

한편, 플래시 메모리의 페이지 사이즈를 작게 한 경우, 1개의 비트선에 발생하는 부하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원 전압

의 저하 등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페이지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것은 한번에 기입, 소거 또는 판독할 수 있는 비트 수가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이것은 시스템 전체로서 본 경우에는 고속 동작에 불리하여 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는 소비 전류의 피크가 제1 값으로 되는 고속 동작 모드 및 상기 제1 값보다도

낮은 제2 값으로 되는 저소비 전류 모드 중 어느 하나에서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을 행하는 내부 회로와, 상기 고속 동작 모

드와 상기 저소비 전류 모드의 전환을 제어하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는 제1 페이지 사이즈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을 행하는

제1 모드와, 상기 제1 페이지 사이즈보다도 큰 제2 페이지 사이즈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을 행하는

제2 모드 간에 전환하는 페이지 사이즈 전환 회로와, 상기 제1 모드와 상기 제2 모드 간에 비트선의 프리-차지시간,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또는 기입 시간을 바꾸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를 구비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1. 개요

플래시 메모리에 발생하는 피크 전류에 의해 시스템에 오동작이 발생하는가 아닌가는 그 시스템의 특성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큰 용량의 컨덴서를 갖는 휴대 기기(디지털 카메라 등)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큰 피크 전류가 발생해도, 시

스템 전체의 전원 전압의 전압은 감소하지 않거나 미소하게 감소한다. 즉, 플래시 메모리에 발생하는 피크 전류에 의해 시

스템에 오동작이 발생하는 확률은 낮다.

이와는 반대로, 휴대 전화와 같이, 기기의 사이즈가 작고, 실장할 수 있는 부품이 적은 휴대 기기에서는 탑재할 수 있는 컨

덴서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에서 피크 전류가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의 전원 전압의 전압 강하는 커진다. 따

라서, 플래시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피크 전류에 의해 시스템에 오동작이 발생하는 확률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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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 개의 시스템 내에 복수의 플래시 메모리를 신장하고 이들 복수의 플래시 메모리를 동시에 동작시켜 기입 속도를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1개의 플래시 메모리를 동작시키는 경우에 비해 큰 피크 전류가 발생한다. 즉, 시스템에 오동작이 발

생하는 확률은 높다.

이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에 발생하는 피크 전류에 의해 시스템에 오동작이 발생하는 지 여부는 그 시스템의 특성에 의존

한다.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가 오동작을 야기하기 쉬운 시스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크 전류의 값을 감소시키도록

플래시 메모리를 동작시키고, 오동작을 야기시키기 어려운 시스템에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속 동작에 우

선권을 주어 플래시 메모리를 동작시키는 것이 편리하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발명의 예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에, 고속 동작을 우선시킨 고속 동작 모드와, 고속 동작 모드로 발생하는 피크

전류보다도 작게 한 피크 전류를 갖는 저소비 전류 모드를 전환하는 기능을 설치한다. 이 2개의 모드를 시스템의 특성에

대응하여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모드의 전환은 칩 외부로부터의 커맨드나, 메모리 셀 또는 퓨즈 소자에 기억된 데이

터 등에 기초하여 행한다.

예를 들면, 소용량의 컨덴서 밖에 탑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나, 동시에 동작하는 복수의 플래시 메모리가 탑재되는 시스템

등, 큰 피크 전류에 의해 시스템 전체의 전원 전압의 저하가 예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플래시 메모리를 저소비 전류 모

드로 사용하여, 시스템의 오동작을 방지한다.

이들 이외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플래시 메모리를 고속 동작 모드로 사용하여, 시스템 전체의 고속 동작을 실현한다.

또한, 페이지 사이즈(또는 블록 사이즈)를 전환하는 모드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가 큰 페이지 사이즈로 기입, 소거 또는 판

독을 행하는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크 전류에 의한 시스템 전체의 전원 전압의 저하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러한 플래시 메모리에 관해서는 페이지 사이즈(또는 블록 사이즈)를 바꾸더라도, 항상, 피크 전류가 일정해 지도

록, 비트선의 프리차지 시간,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또는 기입 시간을 제어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예에서는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되는 시스템의 특성에 대응하여 플래시 메모리를 저소비 전류 모드

또는 고속 동작 모드로 동작시키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피크 전류에 의한 전원 전압의 저하가 발생하기 쉬운 시스템에서는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고 반면 이외의 시스템에서는 고속 동작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페이지 사이즈(또는 블록 사이즈)를 전환하는 모드를 갖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비트선의 프리차지 시간,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또는 기입 시간을 제어함으로써 페이지 사이즈(또는 blotter 사이즈)가 변하더라도, 피크 전류는 항상

일정해진다.

2. 회로 예

이하, 본 발명의 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회로 예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전체도

[1] 제1 예

도 1은 본 발명의 예에 따른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의 주요부를 나타내고 있다.

메모리 셀 어레이(1)는 예를 들면, 직렬 접속된 복수의 메모리 셀과 그 양단에 접속된 2개의 선택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NAND 셀 유닛을 갖는다. 메모리 셀 어레이(1)의 회로 예 및 구조 예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데이터 회로(2)는 복수의 기억 회로(페이지 버퍼를 포함한다)를 갖고 있다. 데이터 회로(2)의 회로 예에 대해서는 후술한

다. 여기서는 데이터 회로(2)의 기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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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회로(2)는 기입 시에 2 비트(4치)의 기입 데이터를, 판독 시에 2 비트(4치)의 판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기입/판독 동작의 대상이 되는 선택된 메모리 셀에 접속되는 1개의 비트선에 대하여 적어도 2개의 기억 회로들이

설치된다. 2개의 기억 회로들 중의 하나는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를 기억하고, 다른 하나는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를

기억한다.

워드선 제어 회로(3)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및 워드선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다. 워드선 제어 회로(3)는 동작 모드(기

입, 소거, 판독 등)과 로우 어드레스 신호가 지정하는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1) 내의 복수의 워드선의 전

위를 제어한다. 워드선 제어 회로(3)의 회로 예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컬럼 디코더(4)는 컬럼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1)의 컬럼을 선택한다.

기입 시 기입 데이터는 데이터 입출력 버퍼(7) 및 I/O 감지 증폭기(6)를 경유하여, 선택된 컬럼에 속하는 데이터 회로(2)

내의 기억 회로 내에 입력된다. 판독 시 판독 데이터는 선택된 컬럼에 속하는 데이터 회로(2) 내의 기억 회로 내에 일시적

으로 기억된 다음, I/O 감지 증폭기(6) 및 데이터 입출력 버퍼(7)를 경유하여, 메모리 칩(11)의 외부로 출력된다.

로우 어드레스 신호는 어드레스 버퍼(5)를 경유하여 워드선 제어 회로(3)에 입력된다. 컬럼 어드레스 신호는 어드레스 버

퍼(5)를 경유하여 컬럼 디코더(4)에 입력된다.

웰/ 소스선 전위 제어 회로(8)는 동작 모드(기입, 소거, 판독 등)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1)를 구성하는 복수의 블록

에 대응하는 복수의 웰 영역(예를 들면, n 웰과 p 웰로 이루어지는 더블 웰 영역)의 전위들과, 소스선의 전위를 제어한다.

전위 발생 회로(승압 회로) (9A)는 예를 들면, 기입 시에, 기입 전위(예를 들면, 약20 V) Vpgm이나, 전송 전위(예를 들면,

약10 V) Vpass등을 발생한다. 이들의 전위 Vpgm, Vpass는 전환 회로(9B)에 의해, 예를 들면, 메모리 셀 어레이(1)를 구

성하는 복수의 블록들 중, 선택된 블록 내의 복수개의 워드선들에 분류된다.

또한, 전위 발생 회로(9A)는 예를 들면, 소거 시에, 소거 전위(예를 들면, 약20 V) Vera를 발생하여, 이 전위 Vera를 메모

리 셀 어레이(1)를 구성하는 복수의 블록 중, 1개 또는 2개 이상의 선택된 블록들에 대응하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웰 영역

(n 웰과 p 웰 둘다)에 공급한다.

여기서, 기입 전위 Vpgm, 전송 전위 Vpass나, 소거 전위 Vera 등을 발생하면, 시스템의 특성(컨덴서 용량)또는 플래시 메

모리의 모드(페이지 사이즈)에 따라 시스템 전체의 전원 전압이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의 예에서는 메모리 칩(11) 내에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를 설치하고 있다.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는 고

속 동작 모드와 저소비 전류 모드의 전환을 제어한다.

고속 동작 모드에서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을 고속으로 행하는 것을 우선하여 동작이 행해지고, 이 때의 소비 전류의 피크

(피크 전류)를 제1 값으로 한다. 저소비 전류 모드에서, 기입, 소거 또는 판독 시의 소비 전류가 제1 값보다도 낮은 제2 값

으로 된다.

고속 동작 모드와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의 전환은 예를 들면, 비트선에 대한 충전 또는 방전 속도의 제어나, 기입 전위

Vpgm, 전송 전위 Vpass나, 소거 전위 Vera 등을 발생하는 승압 회로의 동작 속도의 제어 등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고속

동작 모드 및 저소비 전류 모드에 있어서의 구체적 동작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모드(고속 동작 모드 및 저소비 전류 모드 중의 1개)는 예를 들면, 플래시 메모리 칩(11)의 외부로부터의 제어 신호(커맨

드), 메모리 셀 어레이(1)에 기억된 데이터나, 퓨즈 소자에 기억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모드는 웨이퍼 프로세스

또는 칩 본딩 시에 배선에 의해 결정해도 된다.

예를 들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은 디지털 카메라(1A)는 그 내부에 큰 용량의 컨덴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칩(11)에 발생하는 피크 전류에 의해 시스템에 오동작이 발생하는 확률은 낮다. 또한,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컴퓨터 시

스템(1B)는 안정된 전원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오동작이 발생하는 확률은 낮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에 의해 고속 동작 모드로 동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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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휴대 전화(1C)는 기기의 사이즈가 작고, 실장할 수 있는 부품도 적기 때문에, 그

내부에 탑재되는 컨덴서의 용량도 작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 칩(11) 내에서 피크 전류가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의 전원

전압의 저하에 의해 시스템에 오동작이 발생하는 확률은 높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에 의해 저소비 전류 모드로 동작시킨다.

일괄 검지 회로(batch detection circuit)(1O)는 기입 시에 메모리 셀들에 소정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입된지 여부를 검

증하고, 소거 시에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적당하게 소거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

커맨드 인터페이스 회로(12)는 플래시 메모리 칩(11)과는 다른 칩(예를 들면,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해 생성되는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데이터 입출력 버퍼(7)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제공된 커맨드 데이터

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7)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커맨드 데이터인 경우, 커맨드 인터페이스 회로(12)

는 커맨드 데이터를 스테이트 머신(제어 회로)(13)으로 전송한다.

스테이트 머신(13)은 커맨드 데이터에 기초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 모드(기입 소거, 판독 등)을 결정하고 또한, 그 동

작 모드에 기초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전체의 동작,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회로(2), 워드선 제어 회로(3), 컬럼 디코더(4), 어

드레스 버퍼(5), I/O 감지 증폭기(6), 데이터 입출력 버퍼(7), 웰/ 소스선 전위 제어 회로(8), 전위 생성 회로(9A), 전환 회

로(9B) 및 일괄 검지 회로(10)의 동작을 제어한다.

[2] 제2 예

도 5는 본 발명의 예에 따른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의 주요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예는 제1 페이지 사이즈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을 행하는 제1 모드와, 제1 페이지 사이즈보다도 더

큰 제2 페이지 사이즈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을 행하는 제2 모드 간에 전환하는 기능을 갖는 플래시

메모리에 적용된다.

최근, 어떤 플래시 메모리들은 페이지 사이즈(또는 블록 사이즈)가 여러가지 용도들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구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기입 소거 및 판독의 고속화가 요구되는 시스템에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플래시 메모리의 페

이지 사이즈를 크게 한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의 페이지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1개의 비트선에 고부하 용량이 발생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입, 소거 및 판독의 개시 시에 발생하는 소비 전류의 량이 많아져, 피크 전류의 값이 커진다. 즉, 이 피크 전류가

시스템 전체의 전원 전압의 값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시스템 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의 다른 칩들의 오동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의 예에서는 메모리 칩(11) 내에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를 설치하고 있다.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는 페

이지 사이즈(또는 블록 사이즈)가 변하더라도 항상 피크 전류가 일정해지도록, 비트선의 프리차지 시간,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또는 기입 시간을 제어한다.

예를 들면, 페이지 사이즈가 작은 모드에서는 비트선의 프리 챠지 시간을 짧게 하여,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을 향상시키거

나 또는 기입 시간을 짧게 한다. 또한, 페이지 사이즈가 큰 모드에서는 비트선의 프리차지 시간을 길게 하여,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기입 시간을 길게 한다. 이것에 의해 피크 전류가 항상 일정해진다.

비트선의 프리차지 시간,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또는 기입 시간의 전환은 페이지 사이즈 전환 회로(24)의 출력 신호에 기

초하여 결정된다. 페이지 사이즈 전환 회로(24)의 출력 신호의 값은 웨이퍼 프로세스 또는 칩 본딩 시에, 페이지 사이즈의

결정에 의해 고정되어 있더라도 좋다.

페이지 사이즈를 전환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 어레이(11)는 예를 들면,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의 서

브 셀 어레이 A, B, C, D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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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서는 각 서브 어레이는 512개의 블록로 구성되고, 각 블록의 페이지 수(여기서는 1개의 블록내에서, 1개의 워드선

에 접속되어, 동시에 판독되는 바이트 수를 의미함)는 256 바이트이다.

우선, 페이지 사이즈 전환 회로(24)가 제1 모드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생각한다.

제1 모드에서는 예를 들면, 도 7 내지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페이지 사이즈(256 바이트)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

입 소거 또는 판독을 행한다.

예를 들면, 선택된 서브 셀 어레이 A 내의 워드선(컨트롤 게이트선) WLlA 에 접속되는 1 페이지(256 바이트)분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데이터 D0, D1, D2, ………D255의 기입을 행한다. 또한, 선택된 서브 셀 어레이 A 내의 워드선 WLlA에 접

속되는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 또는 서브 셀 어레이 A 내의 블록(1A) 내의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동시에 소거한다. 또한,

선택된 서브 셀 어레이 A 내의 워드선 WL1A에 접속되는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에서 데이터 D0, Dl, D2, ………D255을

동시에 판독한다.

이와 같이, 제1 페이지 사이즈(또는 블록 사이즈)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입, 소거 및 판독을 행하는 제1 모드가 선택되

는 경우,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는 또한, 비트선의 프리챠지 시간,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또는 기입 시간이, 제1 값으로

되도록 모드를 전환한다. 이 때, 플래시 메모리 칩(11)에 발생하는 피크 전류는 시스템에 오동작을 야기시키지 않는 정도

의 값이 된다.

다음에, 페이지 사이즈 전환 회로(24)가 제2 모드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생각한다.

제2 모드에서는 예를 들면, 도 10 내지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페이지 사이즈보다도 큰 제2 페이지 사이즈(256×

4 바이트)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을 행한다.

예를 들면, 4개의 서브 셀 어레이 A, B, C, D 내의 워드선 WLlA, WL1B, WL 1C, WLlD에 접속되는 1 페이지(256× 4 바

이트)분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데이터 D0, D1, D2, ……Dl023의 기입을 행한다. 또한, 서브 셀 어레이 A, B, C, D 내의 워

드선 WL1A, WLlB, WL1C, WLlD에 접속되는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 또는 서브 셀 어레이 A, B, C, D 내의 블록 1A,

lB, 1C, lD 내의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동시에 소거한다. 또한, 서브 셀 어레이 A, B, C, D 내의 워드선 WLlA, WLlB,

WLlC, WLlD에 접속되는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들로부터 데이터 D0, Dl, D2, ……D1023을 동시에 판독한다.

이와 같이, 제2 페이지 사이즈(또는 블록 사이즈)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입, 소거 및 판독을 행하는 제2 모드가 선택되

는 경우,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는 또한, 비트선의 프리챠지 시간,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또는 기입 시간이 제2 값으로

되도록 모드를 전환한다. 이 때, 플래시 메모리 칩(1l)에 발생하는 피크 전류는 제1 모드일 때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오동

작을 야기시키지 않는 정도의 값이 된다.

[3] 다른 예들

그 밖의 본 발명의 예에 따르면, 상술의 제1 예와 제2 예를 조합할 수 있다. 표 1은 제1 예와 제2 예를 조합한 경우의 모드

선택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소용량 페이지 사이즈 고용량 페이지 사이즈

시스템 A 고속 동작 모드
고속 동작 모드

또는 저소비 전류 모드

시스템 B
고속 동작 모드

또는 저소비 전류 모드
저소비 전류 모드

시스템 A: 피크 전류에 의한 전압 강하가 발생하기 어려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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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B: 피크 전류에 의한 전압 강하가 발생하기 쉬운 시스템

시스템 A는 큰 컨덴서를 갖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내의 피크 전류에 의한 오동작 발생이 어렵다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 시스템 A에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고속 동작 모드로 설정한다. 그러나,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의 대상이 되는 페이지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피크 전류에 의한 시스템 A 전체의 전원 전압 저하의 가능성

이 있어, 필요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를 저소비 전류 모드로 사용한다.

시스템 B는 작은 컨덴서 밖에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내의 피크 전류에 의해 오동작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

는 특성을 갖는다. 이 시스템 B에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저소비 전류 모드로 설

정한다. 그러나,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의 대상이 되는 페이지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피크 전류에 의한 시스템 B 전체의

전원 전압이 쉽게 저하되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를 고속 동작 모드로 사용한다.

단, 제2 예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페이지 사이즈에 상관없이 피크 전류를 항상 확실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기서는 제1 예와 제2 예를 조합했기 때문에 페이지 사이즈에 대응하여 고속 동작 모드 또는 저소비 전류 모드

가 선택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제1 예의 모드 전환 방법을 적용하여 페이지 사이즈에 상관없이 피크

전류를 항상 일정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에 있다.

(2) 모드 결정의 회로 예들

모드 결정, 즉, 고속 동작 모드 및 저소비 전류 모드 중의 1개를 선택하기 위한 회로 예들, 또는 비트선의 프리챠지 시간, 승

압 회로의 승압 능력, 혹은 기입 시간을 전환하기 위한 회로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예 1

도 13은 모드 결정의 예 1을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 플래시 메모리 칩과는 다른 칩, 예를 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부터의 제어 신호(커맨드)에 기초하여 모드가

결정된다.

제어 신호는 커맨드 인터페이스 회로(12)를 경유하여 스테이트 머신(13)으로 입력된다. 스테이트 머신(13)은 제어 신호를

해독하여 그 결과를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에 공급한다.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는 스테이트 머신(13)의 출력 신호에 기

초하여 모드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제어 신호가 고속 동작 모드의 선택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는 스테이트 머신(13)의

출력 신호에 기초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기능을 고속 동작 모드로 설정한다. 또한, 제어 신호가 저소비 전류 모드를 선택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는 스테이트 머신(13)의 출력 신호에 기초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기

능을 저소비 전류 모드로 설정한다.

[2] 예 2∼ 예 4

도 14 내지 도 16은 모드 결정의 예 2∼ 예 4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예에서, 플래시 메모리칩 내의 기억 소자에 기억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드를 결정한다.

도 14의 예에서는 메모리 셀 어레이(1)의 일부가 기억 소자로서 사용된다. 즉, 모드 결정을 위한 데이터가 미리 메모리 셀

어레이(1)의 일부에 기억되어, 그 데이터가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에 공급된다.

도 15의 예에서는 기억 소자로서 퓨즈 회로(레이저퓨즈)(25A)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웨이퍼 프로세스 동안에 모드가

결정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 16의 예에서는 기억 소자로서 퓨즈 회로(전기적) E-퓨즈, 안티퓨즈(25B)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

우, 웨이퍼 프로세스 동안 뿐아니라 어셈블리 공정 또는 패키징 공정 이후에도 모드의 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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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 5

도 17은 모드 결정의 예 5를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 플래시 메모리 칩 외부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직접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로 입력시켜 모드를 결정한다.

제어 신호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의) 다른 칩으로부터의 신호에 웨이퍼 프로세스 동안 또는 칩 본딩 동안 그 값이 고정된

신호(전원 전위 Vdd, Vss 등)를 포함한다.

(3) 모드 전환의 회로 예

모드의 전환의 회로 예, 즉, 고속 동작 모드 및 저소비 전류 모드 중의 1개를 실행하기 위한 회로 예 또는 비트선의 프리챠

지 시간, 승압 회로의 승압 능력, 혹은 기입 시간을 변경하기 위한 회로 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예 1∼ 예 5

도 18 내지 도 22는 모드 전환의 예 1∼ 예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예에서, 메모리 셀 어레이 내의 비트선에 대한 충전 또는 방전 속도를 제어하는 것에 의해 모드가 전환된다.

예를 들면, 비트선에 대한 충전 또는 방전을 고속으로 행하면 고속으로 기입 소거 또는 판독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동작 모드로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트선에 대한 충전 또는 방전을 저속으로 행하면, 피크 전류의 값이 낮게 되기 때

문에 저소비 전류 모드로 된다. 저소비 전류 모드에서는 그 성질상 고속 동작 모드보다도 동작 속도가 늦어진다.

도 18의 예에서는 실드 전위 BLCRL을 실드 비트선에 충전하는 속도를 제어한다.

예를 들면, 우수 비트선 BLe를 비선택된 실드 비트선으로 하고, 기수 비트선 BLo를 선택된 비트선으로 하면, EVENBLCU

및 ODDBL이 "H"이고, ODDBLCU 및 EVENBL은 "L"로 된다. 그 결과, 우수 비트선 BLe에는 실드 전위(예를 들면, 전원

전위 Vdd) BLCRL이 충전되고, 기수 비트선 BLo에는 데이터 회로(페이지 버퍼)(2)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여기서,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의 출력 신호 MODE는 "H"이 된다. 따라서, N 채널 트

랜지스터 T1, T2는 온이 된다. 즉, EVENBLCU는 고속으로 "L"로부터 "H"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드 비트선 BLe은 실드

전위 BLCRL에 의해 고속으로 충전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저소비 전류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의 출력 신호 MODE는 "L"이 된다. 따라

서, N 채널 트랜지스터 Tl, T2는 오프로 된다. 즉, 저소비 전류 모드에 있어서는 고속 동작 모드에 비해 EVENBLCU가 저

속으로 "L"로부터 "H"로 상승한다. 그 결과, 실드 비트선 BLe은 실드 전위 BLCRL로 저속으로 충전되어 피크 전류의 값을

낮게 할 수 있다.

도 19의 예에서는 실드 전위 BLCRL을 "L"로부터 "H"로 상승시키는 속도 그자체를 제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수 비트선 BLe를 비선택된 실드 비트선으로 하고, 기수 비트선 BLo를 선택된 비트선으로 한다. 이 때,

EVENBLCU 및 ODDBL이 "H"이고, ODDBLCU 및 EVENBL이 "L"이다. 비트선 BLe은 실드 전위 BLCRL로 충전되고, 비

트선 BLo에는 데이터 회로(2)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여기서,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의 출력 신호 MODE는 "H"이고, 클럭드 인버터

(clocked inverter) CI1가 동작 상태가 된다. 따라서, 실드 비트선 BLe는 인버터 I 8 및 클럭드 인버터 CI1에 의해 구동되

고 실드 비트선 BLe는 실드 전위 BLCRL로 고속으로 충전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저소비 전류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의 출력 신호 MODE는 "L"이고, 클럭드

인버터 CI1가 비동작(non-active) 상태가 된다. 따라서, 실드 비트선 BLe는 인버터 I8에 의해서만 구동된다. 즉, 저소비

전류 모드에 있어서는 고속 동작 모드에 비해, 실드 비트선 BLe는 저속으로 실드 전위 BLCRL으로 충전됨으로써 피크 전

류의 값을 낮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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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의 예에서는 도 19의 예와 같이, 실드 전위 BLCRL을 "L"로부터 "H"로 상승시키는 속도 그자체를 제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수 비트선 BLe를 비선택된 실드 비트선으로 하고, 기수 비트선 BLo를 선택된 비트선으로 한다. 그러면,

EVENBLCU 및 ODDBL이 "H"이고, ODDBLCU 및 EVENBL이 "L"이다. 비트선 BLe는 실드 전위 BLCRL로 충전되고 비

트선 BLo에는 데이터 회로(2)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여기서,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로부터 출력되는 VREF의 값은 1 V (모드1)이고, 이

VREF는 실드 비트선 BLc을 전원 전위 Vdd로 충전하기 위한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2의 게이트에 공급된다. 따라서,

이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2는 실드 비트선 BLe를 고속으로 충전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저소비 전류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로부터 출력되는 VREF의 값은 0.5 V(모

드2)이고, 이 VREF는 실드 비트선 BLe를 전원 전위 Vdd로 충전하기 위한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2의 게이트에 공급

된다. 따라서, 저소비 전류 모드에 있어서는 고속 동작 모드에 비해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2는 저속으로 실드 비트선

BLe를 충전하기 때문에, 피크 전류의 값을 낮게 할 수 있다.

도 21의 예에서는 선택된 비트선의 전위를 충전하는 속도를 제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수 비트선 BLe를 비선택된 실드 비트선으로 하고, 기수 비트선 BLo를 선택된 비트선으로 하면, EVENBLCU

및 ODDBL이 "H"이고, ODDBLCU 및 EVENBL이 "L"로 된다. 그 결과, 우수 비트선 BLe에는 실드 전위(예를 들면, 전원

전위 Vdd) BLCRL이 충전되고, 기수 비트선 BLo에는 데이터 회로(페이지 버퍼)(2)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여기서,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의 출력 신호 MODE는 "H"이 된다. 따라서, N 채널 트

랜지스터 T1, T 2는 온이 된다. 즉, ODDBL은 고속으로, "L"로부터 "H"에 상승하기 때문에, 선택된 비트선 BLe의 전위를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저소비 전류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의 출력 신호 MODE는 "L"이 된다. 따라

서, N 채널 트랜지스터 Tl, T2는 오프로 된다. 즉, 저소비 전류 모드에 있어서는 고속 동작 모드에 비해, ODDBL이 저속으

로 "L"로부터 "H"로 상승한다. 그 결과, 선택된 비트선 BLo의 전위를 저속으로 충전하여 피크 전류의 값을 낮게 할 수 있

다.

도 22의 예에서는 선택된 비트선의 전위를 "L"로부터 "H"에 상승시키는 속도 그 자체를 제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수 비트선 BLe를 비선택된 실드 비트선으로 하고, 기수 비트선 BLo를 선택된 비트선으로 한다. 이 때,

EVENBLCU 및 ODDBL이 "H"이고, ODDBLCU 및 EVENBL은 "L"이다. 비트선 BLe에는 실드 전위 BLCRL으로 충전되

고, 비트선 BLo에는 데이터 회로(2)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여기서,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로부터 출력되는 프리차지 신호 BLPRE의 값은 1V (모

드1)이고, 이 BLPRE는 비트선 BLo를 프리챠지 전위 VPRE로 프리차지하기 위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6의 게이트

에 공급된다. 따라서, 이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6은 선택된 비트선 BLo를 고속으로 충전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저소비 전류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로부터 출력되는 프리챠지 신호 BLPRE

의 값은 0.5 V (모드2)이고, 이 BLPRE는 비트선 BLo를 프리차지 전위 VPRE로 프리차지하기 위한 N 채널 MOS 트랜지

스터 N6의 게이트에 공급된다.

따라서, 저소비 전류 모드에 있어서는 고속 동작 모드에 비해, 이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6은 선택된 비트선 BLo를 저

속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피크 전류의 값을 낮게 할 수 있다.

[2] 예 6

도 23은 모드 전환의 예 6을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 모드의 전환이 데이터 회로 내의 페이지 버퍼 PB의 특성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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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버퍼 PB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4, P5, P6, P 7 및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a, Nb로 구성된다. 트랜지스터

P6, P7, Na, Nb에 의해, 플립플롭 접속된 2개의 인버터로 이루어지는 래치 회로가 구성되고, 이 래치 회로는 데이터를 일

시 기억한다. 페이지 버퍼 PB의 능력을 정하는 기준 전위 VREF는 트랜지스터 P4, P5의 게이트에 입력된다.

또, 페이지 버퍼 PB를 포함하는 데이터 회로의 회로 예들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페이지 버퍼 PB에서, 예를 들면, 기준 전위 VREF의 값 또는 전원 전위 Vdd의 값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모드의 전

환을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로부터 출력되는 기준 전위 VREF의 값은 0.5 V (모드1)로 설

정되고, 이 VREF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4, P5의 게이트에 공급된다. 따라서, 페이지 버퍼 PB가 고속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입 데이터의 비트선으로의 전송이나, 판독 데이터의 래치 등의 동작을 고속으로 행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저소비 전류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로부터 출력되는 기준 전위 VREF의 값

은 1 V (모드2)로 설정되고, 이 VREF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4, P5의 게이트에 공급된다. 따라서, 페이지 버퍼 PB는

저속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입 데이터의 비트선으로의 전송이나, 판독 데이터의 래치 등의 동작이 저속으로

행해져, 피크 전류의 값이 낮게 된다.

또, 기준 전위 VREF 대신에 전원 전위 Vdd의 값이 제어됨으로써 모드의 전환을 행할 수도 있다. 즉, 저소비 전류 모드에

있어서의 전원 전위 Vdd의 값을, 고속 동작 모드에 있어서의 전원 전위 Vdd의 값보다도 낮게 설정해도 된다.

[3] 예 7 및 예 8

도 24 및 도 25는 모드 전환의 예 7 및 예 8을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 모드의 전환을 기입, 소거 또는 판독에 필요한 전위를 생성하는 전위 생성 회로 내의 승압 회로의 특성을 제어

하는 것에 의해 실행한다.

도 24a 및 24b의 예에서, 2 종류의 링 발진기α, β를 사용하여, 승압 회로(9A-1)를 구동하는 클럭 주파수의 값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모드를 전환한다.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의 출력 신호 MODE가 "H"가 되기 때문에, 링 발진기α로부터

클럭 신호 C1, C2가 출력되어, 이 클럭 신호 C1, C2가 승압 회로(9A-1)에 공급된다. 여기서, 링 발진기α로부터 출력되는

클럭 신호 C1, C2의 주파수는 링 발진기β로부터 출력되는 그것보다도 높기 때문에, 승압 회로(9A-1)는 고속으로 승압 전

위를 생성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저소비 전류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의 출력 신호 MODE가 "L"가 되기 때문

에, 링 발진기β로부터 클럭 신호 C1, C2가 출력되어, 이 클럭 신호 C1, C2가 승압 회로(9A-1)에 공급된다. 여기서, 링 발

진기β로부터 출력되는 클럭 신호 C1, C2의 주파수는 링 발진기α로부터 출력되는 주파수보다도 낮기 때문에 승압 회로

(9A-l)는 저속으로 승압 전위를 생성한다. 이 때문에, 기입 소거 또는 판독 시의 피크 전류의 값을 작게 할 수 있다.

또, 클럭 신호 C1, C2의 주파수 대신에, 예를 들면, 승압 회로(9A-1) 내의 전원 전위 Vdd의 값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모드

의 전환을 행할 수도 있다. 즉, 저소비 전류 모드에 있어서의 전원 전위 Vdd의 값을, 고속 동작 모드에 있어서의 전원 전위

Vdd의 값보다도 낮게 설정해도 된다.

도 25의 예에서는 복수(본 예에서는 2개)의 승압 회로(9A-1), (9A-2)를 준비하여, 동작시키는 승압 회로(9A-1), (9A-2)

의 수를 제어하는 것에 의해 모드의 전환을 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의 출력 신호 MODE가 "H"가 되기 때문에, 클럭 신호 C1, C2로

부터 클럭 신호 C1', C2'가 생성된다. 따라서, 승압 회로(9A-1), (9A-2)가 동작하여, 이들 2개의 승압 회로가 승압 전위가

생성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승압 정도가 생성된다.

등록특허 10-0662684

- 16 -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저소비 전류 모드일 때는 모드 전환 제어 회로(23)의 출력 신호 MODE가 "L"가 되기 때문

에, 클럭 신호 C1', C2'는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압 회로(9A-1)만이 동작하여, 이 승압 회로에 의해서만 승압 전위가

생성되기 때문에 승압 전위를 저속으로 생성한다. 그 결과, 기입, 소거 또는 판독 시의 피크 전류의 값을 작게 할 수 있다.

(4) 소비 전류와 기입 소거 또는 판독 기간과의 관계

본 발명의 제1 예(도 1 참조)에 관하는 플래시 메모리는 고속 동작을 우선한 고속 동작 모드와 피크 전류의 값의 저하를 목

적으로 한 저소비 전류 모드를 전환하는 기능을 갖는 점에 특징을 갖고 있다.

도 26 및 도 2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입, 소거 또는 판독(검증 판독을 포함한다) 동작에 관해서는 그 동작의 개시 시기에

피크 전류가 발생하기 쉽다(도 26의 (a)). 이 피크 전류의 값이 크면 클수록, 시스템 전체의 전원 전위를 저하시켜, 오동작

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소비 전류 모드에서는상술한 바와 같이, 비트선의 충전 또는 방전 시간을 길게하거나, 페이지 버퍼 또는 승압 회

로의 동작을 느리게 하기도 하여, 기입, 소거 또는 판독 기간을 길게 하여 피크 전류의 값을 저하시킨다(도 26의 (b)).

또, 예를 들면, 피크 전류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시스템인 경우에는 즉 도 26 및 도 27의(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속 동작

을 우선시킨 고속 동작 모드가 행해진다.

또, 도 28 및 도 2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크 전류가 발생하기 쉬운 기입 소거 또는 판독 기간의 전반을 저소비 전류 모드

로 하고, 기입, 소거 또는 판독 기간의 후반에 대해서는 고속 동작 모드로서도 좋다.

즉, 1개의 시스템 내에서 모드를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모드를 전환하여, 고속 동작과 저소비 전류의 요망

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5) 메모리 셀 어레이의 구성

도 30은 메모리 셀 어레이의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31는 도 30에 도시되는 복수의 블록 중의 1개의 블록 BLOCKi를

나타내고 있다.

메모리 셀 어레이(1)는 복수(본 예에서는 1024개)의 블록 BLOCK0∼BL OCKl023로 구성된다. 복수의 블록

BLOCK0∼BLOCKl023은 Y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다. 블록이란 소거의 최소 단위, 즉, 한번에 소거할 수 있는 최소의 메

모리 셀 수를 의미한다.

1개의 블록 BLOCKi는 X 방향으로 배열된 복수(본 예에서는 8512개)의 NAND 셀 유닛U로 구성된다. 1개의 NAND 셀 유

닛 U는 직렬 접속되는 4개의 메모리 셀 Ml, M2, M3, M4으로 이루어지는 NAND 열과, NAND 열의 일단에 접속되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1과, NAND 열의 타단에 접속되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2로 구성된다.

본 예에서는 NAND 열은 4개의 메모리 셀 Ml, M2, M3, M4로 구성되지만, 1개 또는 2개 이상의 메모리 셀로 구성되어 있

으며 특히, 4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1는 비트선 BLek 또는 비트선 BLok(k=0, 1, ……4255)에 접속되고,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2는 공통 소스선 C-source에 접속된다.

워드선(컨트롤 게이트선) WL0-i, WL1-i, WL2-i, WL3-i 는 X 방향으로 연장되고, X 방향의 복수의 메모리 셀에 공통으

로 접속된다. 선택 게이트선 SGD-i는 X 방향에 연장되고, X 방향으로 복수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1에 공통으로 접

속된다. 선택 게이트선 SGS-i도 X 방향으로 연장되어, X 방향으로 복수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2에 공통으로 접속된

다.

본 예에서는 기입/판독 동작 시에 있어서, 블록 BLOCKi의 일단측으로부터 복수의 우수(even) 비트선 BLe0, BLel,

……BLe4255과, 그 일단측으로부터 복수의 기수(odd) 비트선 BLo0, BLo1, ……BLo4255은 상호 독립적으로 구동된다.

단, 비트선은 0으로부터 카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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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의 워드선, 예를 들면, 워드선 WL3-i에 접속되는 8512개의 메모리 셀 중, 복수의 우수 비트선 BLe0, BLel,

……BLe4255에 접속된 4256개의 메모리 셀들(삼각으로 도시한다)에 대하여, 동시에 기입/판독 동작이 실행된다. 또한,

워드선 WL3-i에 접속되는 8512개의 메모리 셀들 중, 복수의 기수 비트선 BLo0, BLo1, ……BLo4255에 접속되는 4256

개의 메모리 셀들(원으로 도시됨)에 대하여, 동시에 기입/판독 동작이 실행된다.

1 메모리 셀이 1 비트 데이터를 기억하는 경우, 1개의 워드선, 예를 들면, 워드선 WL3-i와 복수의 우수 비트선 BLe0,

BLel, ……BLe4255과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4256개의 메모리 셀(삼각으로 도시한다)는 페이지라고 불리는 단위를 구성

한다. 마찬가지로, 워드선 WL3-i와 복수의 기수 비트선 BLo0, BLo1, … BLo4255과의 교점에 위치하는 4256개의 메모

리 셀(원으로 표시됨)도 페이지라고 불리는 단위를 구성한다.

또한, 본 예에서 같이, 1 메모리 셀이 2 비트 데이터를 기억하는 경우, 4256개의 메모리 셀(삼각으로 도시됨)는 2 페이지

분의 데이터를 기억하며 4256개의 메모리 셀(원으로 도시됨)도 2 페이지분의 데이터를 기억한다.

(6) 디바이스 구조의 예

[1] 웰 구조의 예

도 32는 NAND 셀형 플래시 메모리의 웰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p형 실리콘 기판(p-sub)(11-1) 내에, n형 웰 영역(C-n-wel1)(11-2) 및 p형 웰 영역(C-p-wel1)(11-3)으로 구성되는 소

위 더블 웰 영역과; n형 웰 영역(n-wel1)(11-4)과; p형 웰 영역(p-wel1)(11-5)이 형성된다.

더블 웰 영역은 메모리 셀 어레이부에 형성되어, n형 웰 영역(11-4) 및 p형 웰 영역(11-5)은 주변 회로부에 형성된다.

메모리 셀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p형 웰 영역(11-3) 내에 배치된다. n형 웰 영역(11-2) 및 p형 웰 영역

(11-3)은 동 전위로 설정된다.

전원 전압보다도 높은 전압이 인가되는 고전압 n 채널 M0S트랜지스터는 P형 실리콘 기판(p-sub)(11-1) 내에 형성된다.

전원 전압이 인가되는 저전압 p 채널 MOS 트랜지스터는 n형 웰 영역(n-well)(11-4) 내에 형성되고, 전원 전압이 인가되

는 저전압 n 채널 M0S트랜지스터는 p형 웰 영역(p-well)(11-5) 내에 형성된다.

[2] 셀 어레이 구조 예

도 33은 NAND 셀형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 어레이부의 Y 방향의 단면 구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p형 실리콘 기판(11-1) 내에는 n형 웰 영역(11-2) 및 p형 웰 영역(11-3)으로 구성되는 더블 웰 영역이 형성된다.

직렬 접속된 4개의 메모리 셀 Ml, M2, M3, M4은 p형 웰 영역(11-3) 내에 배치된다. 4개의 메모리 셀 M1, M2, M3, M4

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부유 게이트 전극 FG과 컨트롤 게이트 전극 WL0-i, WL1-i, WL2-i, WL3-i로

이루어지는 스택 게이트 구조를 갖는다.

직렬 접속된 4개의 메모리 셀 M1, M2, M3, M4으로 이루어지는 NAND 열의 일단에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1가 접

속되고, 그 타단에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2가 접속된다.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1 및 S2는 N 채널 MOS 트랜지스

터를 포함하고, 메모리 셀 Ml, M2, M3, M4에 근사하는 구조 즉, 이중 구조의 선택 게이트선 SGS-i, SGD-i를 갖는다.

NAND 셀 유닛의 일단, 즉,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1의 확산층(드레인 확산층)(14)은 컨택트 플러그 CB1을 경유하여

제1 메탈 배선층 M0에 접속된다. 또한, 제1 메탈 배선층 M0은 비아 플러그 V1을 경유하여 비트선 BL로서의 제2 메탈 배

선층 M1에 접속된다. 비트선 BL은 데이터 회로에 접속된다.

NAND 셀 유닛의 타단, 즉,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S2의 확산층(소스 확산층)(15)은 컨택트 플러그 CB2를 경유하여 공

통 소스선 C-source로서의 제1 메탈 배선층 M0에 접속된다. 공통 소스선 C-source는 소스 전위 제어 회로에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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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형 웰 영역(C-n-wel1)(11-2)은 n형 확산층(16)을 경유하여 C-p-wel1 전위 설정선(18)에 접속되고, p형 웰 영역(C-p-

wel1)(11-3)은 p형 확산층(17)을 경유하여 C-p-웰 전위 설정선(18)에 접속된다. 즉, n형 웰 영역(11-2)과 p형 웰 영역

(11-3)은 동 전위로 설정된다. C-p-wel1 전위 설정선(18)은 웰 전위 제어 회로에 접속된다.

또, 부유 게이트 전극 FG, 컨트롤 게이트 전극 WL0-i, WL1-i, WL2-i, WL3-i 및 선택 게이트선 SGS-i, SGD-i는 예를

들면, 불순물을 포함하는 도전성 폴리실리콘로 구성된다. 또한, 제1 및 제2 메탈 배선층 M0, M1은 예를 들면, 알루미늄,

구리, 이들의 합금들로 구성된다.

도 34는 메모리 셀의 X 방향의 단면 구조의 예를 도시하고, 도 35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X 방향의 단면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X 방향의 복수의 메모리 셀(FG+ WL)은 STI(Shallow Trench Isolation) 구조의 소자 분리층(19)에 의해서 상호 전기적

으로 분리되어 있다. P형 웰 영역(11-3)상에는 매우 얇은 터널 산화막(20)을 경유하여 부유 게이트 전극 FG이 배치된다.

부유 게이트 전극 FG 상에는 ONO(oxide/nitride/oxide)막(21)을 경유하여 컨트롤 게이트 전극 WL이 배치된다.

선택 게이트선 SGS/SGD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하측의 선택 게이트선 SCS/SGD와 상측의 선택 게이트선 SGS/SGD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단부에서 상호 전기적으로 접속됨과 함께, 메모리 셀 어레이내에서도 상호 일정 간격 예를 들면, 매

512 비트선마다 상호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7) 일괄 검지 회로의 구성 예

도 36은 일괄 검지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일괄 검지 회로(10)는 검증 판독 후 선택된 모든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입 또는 소거가 적절히 행하여지는 지 여부를 조사

하는 기능을 갖춘다(완료 검지).

본 예에서는 메모리 셀 어레이의 구성과 연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기입/판독 동작 시에, 복수의 우수 비트선과 복수의

기수 비트선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1개의 우수 비트선과 1개의 기수 비트선을 포함

하는 2개의 비트선들에 대하여 1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가 설치된다.

구체적으로는 8512 비트선들 BLek, BLok (k=0, 1, ……4225)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회로(2)는 4256개의 서브 데

이터 회로들로 구성된다. 또, 데이터 회로(2) 내의 서브 데이터 회로들의 구성 예들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본 예에서는 4256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들 중, 8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들 REGR1-0, REGRl-1, REGRl-2, REGR1-3,

REGR2-0, REGR2-1 , REGR2-2, REGR2-3만이 도시되어 있다.

서브 데이터 회로 REGRl-y는 2개의 비트선 BLej+ y, BLoj+ y에 접속됨과 함께, I/O 선쌍 IOj+ y, nIOj+ y에 접속된다.

또한, 서브 데이터 회로 REGR2-y는 2개의 비트선 BLej+ y+ 4 및 BLoj+ y+ 4에 접속됨과 함께, I/O 선쌍 IOj+ y+ 4,

nIOj+ y+ 4에 접속된다. 단, y=0, l , 2, 3이다.

제1 내지 제4 서브 데이터 회로 REGRl-0, REGRl-1, REGRl-2 및 RE GRl-3의 출력 노드 RCD1는 공통 접속되고, 그 접

속 노드 RCD1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TP2의 게이트에 접속된다. 마찬가지로, 제5 내지 제8 서브 데이터 회로

REGR2-0, REGR2-1, REGR2-2, REGR2-3의 출력 노드 RCD2도 공통 접속되고, 그 접속 노드 RCD2는 P 채널 MOS 트

랜지스터 TP3의 게이트에 접속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TP13, TP14는 완료 검지 시에, 제어 신호 COMHn에 기초하여 노드 RCD1, RCD2를 프리차지하

는 기능을 갖춘다. 즉, 제어 신호 COMHn을 "L"로 하고 노드 RCDl, RCD2을 전원 전위 Vdd에 설정한 후, 제어 신호

COMHn을 "L"로 하고 노드 RCD1, RCD2를 부유 상태로 한다. 이 때,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TP2, TP3는 오프 상태가

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TN15는 완료 검지 시, 노드 NC0M을 접지 전위 Vss로 설정한 후 부유 상태로 하는 기능을 갖춘

다. M0S 트랜지스터 TN15는 제어 신호 NCOML에 의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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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검지 시, 기입/소거가 충분히 행해지고 있지 않은 메모리 셀에 대응하는 서브 데이터 회로들에 대해 공통 노드 RCD1

또는 공통 노드 RCD2의 전위 레벨을 "H"로부터 "L"로 저하시킨다.

따라서, 기입/소거가 충분히 행해지고 있지 않은 메모리 셀이 적어도 1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TP2

또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TP3가 온 상태로 되어, 노드 NCOM이 "L"로부터 "H"로 된 다음 FLAG가 "L"가 된다.

한편, 모든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입/소거가 충분히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서브 데이터 회로는 공통 노드 RCDl,

RCD2의 전위 레벨을 "H"에 유지한다. 따라서, 노드 NCOM은 "L" 상태로 유지되고, FLAG는 "H"이 된다.

이와 같이, FLAG의 전위 레벨을 검출하는 것에 의해, 선택된 모든 메모리 셀에 대하여, 기입/소거가 적당히 행하여졌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본 예에서는 8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를 1개에 통합하여, 이들 8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마다 완료 검지 즉, FRAG의 전위 레

벨의 검출을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모리 셀들이 8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8 컬럼 단위로 리던던시 회로에 의해 치환되기 때문에 8개

의 서브 데이터 회로들을 조합하여 하나로 한다. 즉, 퓨즈 소자를 절단하면, 이들 8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에 접속되는 메모

리 셀은 항상 비선택 상태가 되고 이것을 대신하여 리던던시 영역의 예비의 메모리 셀이 선택된다.

따라서, 메모리 셀들이 n(n은 자연수)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들에 대응하는 n 컬럼 단위로 리던던시 회로에 의해 치환되는

경우에는 n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들이 조합하여 1개로 된다.

또한, FRAG는 모든 컬럼들에 적응되는 공통 노드이다. 예를 들면, 데이터 회로(2)가 4256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로 구성되

는 경우, 8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들이 리던던시 대체를 위한 1 단위라면, 도 36에 도시된 바와 같은 532개 회로들이 칩 내

에 존재한다. 이들 532개의 회로들은 공통 노드 FRAG에 접속된다.

(8) 데이터 회로의 구성 예

도 37은 데이터 회로 내의 서브 데이터 회로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본 예에서는 데이터 회로는 복수개(예를 들면, 4256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로 구성되고, 각 서브 데이터 회로는 도 37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다.

서브 데이터 회로 REGR는 3개의 데이터 기억부 PB, LATCH, C1을 갖고 있다. 이들 데이터 기억부 PB, LATCH, C1을 사

용하여, 선택된 1개의 메모리 셀에 대하여 2 비트 데이터의 기입 또는 판독 동작을 실행한다.

또한, 1개의 우수 비트선과 1개의 기수 비트선을 포함하는 2개의 비트선들에 대하여 1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가 설치된다.

우수 비트선 BLek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l을 경유하여 서브 데이터 회로 REGR에 접속되고, 기수 비트선 BLok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2를 경유하여 서브 데이터 회로 REGR에 접속된다.

제어 신호 EVENBL이 "H", 제어 신호 ODDBL이 "L"일 때,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이 온 상태로 되기 때문에, 우수 비

트선 BLek은 서브 데이터 회로 REGR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또한, 제어 신호 EVENBL이 "L", 제어 신호 ODDBL이 "H"

일 때,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2가 온 상태로 되기 때문에, 기수 비트선 BLok은 서브 데이터 회로 REGR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또, 제어 신호 EVENBL은 우수 비트선 BLek에 접속되는 MOS 트랜지스터 N1의 게이트에 공통으로 입력되고, 제어 신호

ODDBL은 기수 비트선 BLok에 접속되는 MOS 트랜지스터 N2의 게이트에 공통으로 입력된다.

도 38은 도 37의 서브 데이터 회로의 예를 도시한다.

본 예에서, 도 37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1 컬럼분(2개의 비트선 BLek 및 BLok에 대응)의 서브 데이터 회로를 도시한다.

서브 데이터 회로 REGR는 3개의 데이터 기억부 PB, LATCH, C1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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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억부 C1은 공핍 타입 N 채널 MOS 캐패시터를 포함한다. 데이터 기억부 LATCH는 2개의 인버터로 이루어지는

CMOS 플립플롭 회로를 포함하고, 데이터 기억부 PB도 2개의 인버터를 포함하는 플립플롭 회로를 포함한다. 데이터 기억

부 PB는 도 23의 페이지 버퍼 PB에 대응한다.

MOS 캐패시터 C1의 일단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N5, Nl 및 N2)를 경유하여 비트선 BLek, BLok에 접속되고, 그 타

단은 접지점 Vss에 접속된다. MOS 트랜지스터 N5은 비트선 BLel 및 BLok과 서브데이터 회로 REGR와의 전기적 접속/

절단을 행하는 클램프 트랜지스터이다.

제어 신호 BLCLAMP가 "H"일 때, MOS 트랜지스터 N5는 온 상태로 되고 예를 들면, 우수 비트선 BLek는 MOS 캐패시터

C1의 일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 때, 제어 신호 EVENBL은 "H", 제어 신호 ODDBL은 "L"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

때, 제어 신호 EVENBLCU는 "L", 제어 신호 ODDBL CU는 "H"로 설정되어, 바이어스 전위(예를 들면, 접지 전위) BLCRL

이 기수 비트선 BLok에 공급된다.

또한, 기수 비트선 BLok이 MOS 캐패시터 C1의 일단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경우, 제어 신호 EVENBL은 "L", 제어 신호

ODDBL은 "H"로 설정된다. 또한, 이 때, 제어 신호 EVENBLCU는 "H", 제어 신호 ODDBLCU는 "L"로 설정되고, 바이어스

전위(예를 들면, 접지 전위) BLCRL은 우수 비트선 BLek에 공급된다.

바이어스 전위 BLCRL의 공급 방법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도 18 내지 도 20), 제어 신호 EVENBLCU,

ODDBLCU 또는 바이어스 전위 BLCRL 그 자체를 제어하는 것에 의해,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와 저소비 전류 모드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어 신호 BLCLAMP가 "L"일 때는 MOS 트랜지스터 N5는 오프 상태로 되기 때문에, 비트선 BLek 및 BLok과 서브 데이

터 회로 REGR는 전기적으로 컷 오프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6은 MOS 캐패시터 C1의 일단에 접속된다. MOS 트랜지스터 N6은 MOS 캐패시터 C1의 일단

을 프리차지 전위 VPRE로 충전하기 위한 소자이다. 제어 신호 BLPRE가 "H"일 때, MOS 캐패시터 C1의 일단은 프리챠지

전위 VPRE로 충전된다.

여기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도 21 및 도 22), 비트선 BLek 및 BLok의 프리챠지에 관해서는 제어 신호 EVENBL,

ODDBL 또는 프리챠지 전위 VPRE 그자체를 제어하는 것에 의해,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와 저소비 전류 모드를 전환

하는 것이 가능하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8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7을 경유하여 MOS 캐패시터 C1의 일단에 접속된다. 제어 신호

REG가 "H", 즉, MOS 트랜지스터 N7이 온 상태일 때, MOS 트랜지스터 N8은 그 게이트 레벨(데이터값)에 기초하여 MOS

캐패시터 C1의 일단의 전위를 강제적으로 VREG로 한다.

예를 들면, MOS 트랜지스터 N8의 게이트 레벨이 "H", 즉, 데이터값이 "1"일 때는 제어 신호 REG가 "H"가 되면 MOS 캐패

시터 C1의 일단이 강제적으로 VREG로 설정된다. 또한, MOS 트랜지스터 N8의 게이트 레벨이 "L", 즉, 데이터값이 "0''일

때는 MOS 캐패시터 C1의 일단의 전위는 VREG에 영향받는 것은 없다.

데이터 기억부 LATCH 및 PB는 상술된 바와 같이 함께, CMOS 플립플롭 회로들로 구성된다.

스위치 소자로서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0은 데이터 기억부 C1와 데이터 기억부 LATCH 사이에 접속된다. MOS

트랜지스터 N10은 제어 신호 BLC1에 의해 제어되고 데이터 기억부 C1와 데이터 기억부 LATCH 사이에서의 데이터의

전송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스위치 소자로서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9는 NMOS 트랜지스터 N8의 게이트와 데이터 기억부 LATCH 사이에 접속

된다. MOS 트랜지스터 N9는 제어 신호 DTG에 의해 제어되어 데이터 기억부 LATCH에 기억된 데이터를 MOS 트랜지스

터 N8의 게이트에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데이터 기억부 C1와 데이터 기억부 PB 사이에는 스위치 소자로서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1이 접속된다. MOS 트랜

지스터 N11은 제어 신호 BLC2에 의해 제어되고 데이터 기억부 C1와 데이터 기억부 PB 사이에서의 데이터의 전송을 행

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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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5는 데이터 기억부 PB의 데이터를 리세트하기 위한 소자이다. 예를 들면, 기입 동작시, MOS

트랜지스터 N15는 기입 데이터가 데이터 기억부 PB로 입력하기 전에, 데이터 기억부 PB의 상태 "1"을 유지하는 상태 즉,

노드 NODE를 "H"의 상태로 설정한다.

데이터 기억부 PB는 컬럼 선택 스위치로서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3, N 14을 경유하여 I/O 선들(데이터선들) IO,

nIO에 접속된다.

컬럼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선택된 컬럼에서는 컬럼 선택 신호 CSLk (K=0,1, …4255)가 "H"가 되기 때문에, 그 선택된 컬

럼 내의 데이터 기억부 PB 와 I/O 선 IO 및 nIO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또, 데이터 기억부 PB는 도 23의 페이지 버퍼 PB에 상당한다. 즉, 이 데이터 기억부 PB의 특성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예

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와 저소비 전류 모드 간을 전환할 수 있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2은 데이터 기억부 LATCH에 기억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통 노드 PCD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소자이다.

예를 들면, "0" 기입 시, "0"는 데이터 기억부 LATCH에 기억된다. 즉,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2가 온 상태로 되어 공

통 노드 PCD의 레벨을 "L"로 한다. 검증 판독시, 메모리 셀에 깔끔히 "0"가 적절히 기입되어 있으면, 판독 데이터는 "1"일

것이기 때문에 "1"은 데이터 기억부 PB에 기억된다. 즉,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2는 오프 상태로 되어 공통 노드 PCD

의 레벨을 "H"로 한다.

상술한 설명에 있어서는 데이터에 관해서는 "0"과 "1"이 존재하고, 노드의 레벨에 관해서는 "L"과 "H''가 존재하지만, 양자

의 관계는 "0"이 "L"에 상당하고, "1"이 "H"에 상당한다.

또한, 본 예에서는 1 컬럼 내에 2개의 비트선 BLek, BLok이 배치되고, 1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가 이 2개의 비트선 BLek

및 BLok에 접속된다. 이와 같이, 1 개의 서브 데이터 회로에 2개의 비트선 BLek, BLok을 접속하는 이유는 (1) 판독 시상

호 인접하는 비트선들 사이에 용량 결합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실드 비트선 판독 기술을 채용), (2) 데

이터 회로의 수를 줄여 칩 면적의 축소를 도모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한다.

(9) 워드선 제어 회로의 구성예

도 39는 워드선 제어 회로의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메모리 셀 어레이(1)는 Y 방향으로 배치된 복수개의 메모리 셀 블록들로 구성된다. 각각의 메모리 셀 블록은 X 방향으로

배치된 복수의 NAND 셀 유닛을 갖는다. 메모리 셀 어레이와 NAND 셀 유닛의 회로 예들은 도 31에 도시된 바와 같다.

단, 본 예에서는 1 블록 내의 워드선 WLl, …WL16의 수를 16으로 전제하고 있어, 상술의 예(도 31)와 다르다. 그러나, 이

점은 특히 중요한 점은 아니므로 계속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예에서는 1개의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여 1개의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와 1개의 워드선 드라이버가 설치된다.

예를 들면, 제1 메모리 셀 블록 내의 워드선 WLl, …WL16 및 선택 게이트선 SGl, SG2는 제1 워드선 드라이버 RMAIN1에

접속되어, 제1 워드선 드라이버 RMAIN1는 제1 메모리 셀 블록의 선택/ 비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제1 어드레스 디코더

RADD1의 출력 신호(디코드 결과)를 받는다.

이와 같이, 제 i (i=1, 2,‥·)의 메모리 셀 블록 내의 워드선 WLl, …W L 16 및 선택 게이트선 SGl, SG2은 i번째 워드선 드

라이버 RMAINi에 접속되고, i번째 워드선 드라이버 RMAINi는 i번째 메모리 셀 블록을 선택할지 여부를 판정하는 i번째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i의 출력 신호(디코드 결과)를 받는다.

여기서, 본 예에서는 워드선 드라이버를 메모리 셀 어레이(1)의 양측(X 방향의 2개의 단부)에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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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기수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들에 대응하는 워드선 드라이버 RMAINl, RNlAIN3,…은 메모리 셀 어레이(1)의

X 방향의 2개의 단부 중의 한쪽( 좌측)에 배치되고, 우수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에 대응하는 워드선 드라이버 RMAIN2,

RNlAIN4,…는 메모리 셀 어레이(1)의 X 방향의 2개의 단부 중의 다른 쪽(우측) 에 배치된다.

이와 같이, 워드선 드라이버 RMAINi를 메모리 셀 어레이(1)의 양단에 배치하는 것에 의해, 워드선 드라이버 RMAINi의 설

계를 쉽게 하게 된다(또는 좀더 자유롭게 레이아웃한다). 즉, 본 예의 경우, 1개의 워드선 드라이버는 Y 방향으로 2개의 메

모리 셀 블록들의 레이아웃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1개의 메모리 셀 블록 내의 워드선 WLl, … WL16 및 선택 게이트선 SGl, SG2은 이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는 워드

선 드라이버에 의해 항상, 메모리 셀 어레이(1)의 한쪽 측(또는 다른 쪽측)으로부터 구동되기 때문에, 선택된 블록 내의 소

정의 1개의 NAND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들 및 선택 트랜지스터들에 관하여 구동 신호를 공급하는 데 타이밍의 어긋남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i (i=1, 2, …)는 메모리 셀 어레이(1)의 X 방향으로 2개의 단부들 중의 한쪽(편측)에만

배치된다. 이 경우, 로우 어드레스 신호를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i에 공급하기 위한 신호선(어드레스 버스)를 메모리

셀 어레이(1)의 편측에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 버스의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고 결과로서, 칩 면적 감소에 공

헌할 수 있다.

즉, 임시로(만일), 워드선 드라이버 RMAINi와 같이,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 Di를, 메모리 셀 어레이(1)의 X 방향의 2

개의 단부들에 각각 배치하면, 어드레스 버스에 대해서도 메모리 셀 어레이(1)의 X 방향의 2개의 단부의 각각에 배치될 필

요가 있어 칩 면적의 축소에 관해서는 불리하여 진다.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i를, 메모리 셀 어레이(1)의 X 방향의 2개의 단부 중의 한쪽에만 배치한 결과, 본 예에서는 신

호선(22)이 메모리 셀 어레이(1) 상에 배치된다. 신호선(22)은 우수 메모리 셀 어레이 블록에 대응하는 로우 어드레스 디

코더 RADD2, RADD4, …의 출력 신호(디코드 결과) RDECADS를, 워드선 드라이버 RMAIN2, RMAIN4, …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신호선(22)에는 통상 동작 시에 신호 RDECADS가 전송된다. 따라서, 통상 동작 시, 이 신호선(22)의 전위가 메모리 셀

의 동작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신호선(22)의 전위가 메모리 셀의 동작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은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i 및 워드선 드라이버 RMAINi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전위 발생 회로(9A)는 승압 회로(차지 펌프 회로)를 갖고 예를 들면, 기입 동작 시에 사용하는 기입 전위 Vpgm이나 전송

전위 Vpass를 생성한다.

승압 회로로서는 본 발명의 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인 모드의 전환을 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 24a, 도 24b

및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은 것이 이용된다.

전위 발생 회로(9A)는 전환 회로(9B)에 접속된다. 전환 회로(9B)는 기입 전위 Vpgm, 전송 전위 Vpass, 칩내 전원 전위

Vdd, 접지 전위 Vss등의 전위를, 워드선 WLl, WL16에 대응하는 신호선 CGl, …CG16에 분류한다.

신호선 CG1, …CG16은 워드선 드라이버 RMAINi에 접속된다. 즉, 신호선 CGl, …CG16은 워드선 드라이버 RMAINi 내의

전위 전송용 트랜지스터 HNt, HNt2, …HNt16 (후술한다)를 경유하여 워드선 WLl, …WL16에 접속된다.

(10)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및 워드선 드라이버의 회로 예들

본 발명의 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및 워드선 드라이버의 특성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모드의 전

환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및 워드선 드라이버가 일반적인 구성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0은 기수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의 주요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1는 정확하게는 블록 디코더로서 기능한다. 즉, 예를 들면, 제1 메모리 셀 블록이 선택될

때 로우 어드레스 신호 AROWi, …AROWj의 전부가 "H"이고, 출력 신호 RDECAD가 "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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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은 기수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워드선 드라이버의 주요부를 나타내고 있다.

워드선 드라이버 RMAIN1의 주된 구성 요소는 고전압 스위칭 회로(26)와 전송용 MOS 트랜지스터(HN5, HN6, HNtl,

…HNt16)이다.

고전압 전환 회로(26)는 MOS 캐패시터 DHN4 및 MOS 트랜지스터 IHN1로 이루어지는 제1 승압 유닛과, MOS 캐패시터

DHN5 및 MOS 트랜지스터 IHN2로 이루어지는 제2 승압 유닛을 구비한다.

MOS 트랜지스터 HN3의 게이트는 MOS 트랜지스터 IHNl 및 IHN2의 접속 노드 B에 접속된다. 이 경우, MOS 트랜지스터

HN3의 게이트와 소스의 전위 레벨이 역상을 유지하면서 클럭 신호 Owc에 동기하여, 점차로 각 노드 A, B, Transfer G1

의 전위를 증가시킴으로써 승압 효율이 향상한다.

고전압 스위칭 회로(26)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1의 출력 신호 RDEC AD가 "H"일 때, 동작 상태가 된다. 즉, 출력

신호 RDECAD가 "H"일 때, NAND 회로 NAND1의 출력 신호는 클럭 신호 Owc와 역상의 클럭 신호로 된다. NAND 회로

NAND1의 출력 신호는 MOS 캐패시터 DHN4, DHN5의 일단에 인가된다.

그 결과, 전송용 MOS 트랜지스터 HN5, HN6, HNt1, …HNt16의 게이트들에 승압 전위가 인가되고, 전송용 MOS 트랜지

스터 HN5, HN6, HNt1, …HNt16은 온 상태가 된다.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1의 출력 신호 RDECAD가 "H"일 때, MOS 트랜지스터 HN7, HN8은 오프 상태가 된다. 이

때, 신호선 SGD 및 SGS는 예를 들면, 칩 내(in-chip) 전원 전위 Vdd이고, Vdd는 전송용 MOS 트랜지스터 HN5 및 HN6

을 경유하여 선택 게이트선 SGl, SG2에 공급된다.

또한, 신호선 CG1, CG2, …CG16은 전환 회로(9B) (도 1 참조)에 의해 각각 동작 모드에 대응하여 소정의 전위들로 설정

된다. 그리고, 신호선 CGl, CG2, …CG16의 전위는 전송용 MOS 트랜지스터 HNt1, …HNt16을 경유하여 워드선 WL1,

WL2,‥·WL16에 공급된다.

도 42는 우수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의 주요부를 나타내고 있다.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2는 도 40의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1와 동일한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즉, 파선 X1로

둘러싼 부분의 회로는 도 40의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1와 동일하다. 도 42에 있어서 도 40와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

한 부호가 붙여 있다.

이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2는 인버터 I4, 클럭드 인버터 CINV3, CINV4 및 공핍형 고전압 N-채널 MOS 트랜지스터

DHN6, DHN7을 갖고 있다.

클럭드 인버터 CINV4는 소거 시에, 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의 출력 신호 RDECADS (도

39의 신호선(22)의 전위)를 접지 전위 Vss로 하고,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의 출력 신

호 RDECADS를 칩내 전원 전위 Vdd로 하는 기능을 갖춘다.

MOS 트랜지스터 DHN6는 후술하는 도 43의 트랜지스터 DHN9와 같이, 신호선(22)(도 39 참조)를 부유 상태로 하는 기능

을 갖춘다.

소거시, 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서는 신호 RDECADS1는 "H (Vdd)"이고,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서는 신호

RDECADS1는 "L (Vss)"로 된다.

만일, 이 신호 RDECADS1을 메모리 셀 어레이 상의 신호선(22) (도 39 참조) 에 공급하면,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서

는 메모리 셀 어레이 상의 신호선(22) (도 39 참조)이 "L (Vss) "로 된다.

이 경우, 셀 웰과 워드선의 용량 커플링에 의해 셀 웰에 소거 전위 Vera를 공급했을 때에,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 내의 워

드선의 전위를 상승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접지 전위 Vss인 신호선(22) (도 39)의 영향에 의해 워드선의 전위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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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서는 클럭드 인버터 CINV4를 설치하여 있기 때문에, 소거시, 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서는 출력 신호 RDECADS

는 "L(Vss)"이고,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서는 신호 RDECADS는 "H(Vdd)"로 된다.

즉,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서는 메모리 셀 어레이 상의 신호선(22)(도 39 참조)는 "H(Vdd)"이고, 또한, MOS 트랜지스

터 DHN6와 MOS 트랜지스터 DHN9 (도 43)의 차단에 의해 부유 상태가 된다.

따라서, 셀 웰과 워드선의 용량 커플링에 의해,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 내의 워드선의 전위를 상승시키는 경우, 칩내 전

원 전위 Vdd 인 신호선(22) (도 39)의 영향은 적어져, 워드선의 전위가 충분히 상승한다.

도 43은 우수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워드선 드라이버의 주요부를 나타내고 있다.

워드선 드라이버 RMAIN2의 주된 구성 요소 중, 고전압 스위치 회로(26)와 전송용 MOS 트랜지스터 HN5, HN6, HNtl,

…HNt16에 관해서는 도 41에 도시하는 워드선 드라이버 RMAIN1와 동일하다. 즉, 파선 X2로 둘러싼 부분의 회로들은 도

41의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1의 회로들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도 43에 있어서 도 41와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부

호를 붙이고 있다.

워드선 드라이버 RMAIN2는 클럭드 인버터 CINV5, CINV6, CINV7, 공핍형 고전압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DHN8,

DHN9 및 향상형 P-채널 MOS 트랜지스터 TP6 및 TP7을 갖고 있다.

클럭드 인버터 CINV7은 소거 시에, 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의 출력 신호 RDECADS(도

39의 신호선(22)의 전위)를 접지 전위 Vss로부터 칩 내 전원 전위 Vdd로 복귀시키고,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

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의 출력 신호 RDECADS를 칩내 전원 전위 Vdd에서 접지 전위 Vss로 복귀시킨 다음, 파선 X2 내

의 회로들에 신호 RDECADS2로서 공급하는 기능을 갖춘다.

MOS 트랜지스터 DHN9는 도 42의 트랜지스터 DHN6와 같이, 신호선(22) (도 39 참조)를 부유 상태로 하는 기능을 갖춘

다.

이와 같이, 도 42의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2 내의 클럭드 인버터 CINV3, CINV4 및 공핍형 고전압 N-채널 MOS 트

랜지스터 DHN6 및 DHN7와, 도 43의 워드선 드라이버 RMAIN2 내의 클럭드 인버터 CINV5, CINV6, CINV7, 공핍형 고

전압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DHN8, DHN9 및 향상형 P-채널 MOS 트랜지스터 TP6, TP7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 쌍으로 사용된다.

또, 도 40 내지 도 43에서는 이들의 회로에 전원 전위로서 Vdd (외부 전원 전위 Vcc보다도 낮은 칩 내 전원 전위를 공급했

지만, 이것을 대신하여 예를 들면, 외부 전원 전위 Vcc를 공급해도 된다.

(11) 신호선(22)의 전위 레벨에 관하여

다음에, 각 동작 모드에 있어서, 신호선(22) (도 39 참조)의 전위 레벨이 어떻게 될까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여기서는 신

호선(22)의 전위 레벨에 대해서만 설명함을 주지하기 바란다.

본 예에서는 신호선(22) (도 39)은 우수 메모리 셀 블록에 대응하는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도 42)와 워드선 드라이버(도

43)를 접속한다. 따라서, 도 42 및 도 43을 참조하면서, 신호선(22) (도 39)을 통해 전해지는 워드선 드라이버 선택 신호

RDECADS의 전위 레벨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2의 출력 신호 RDECADS의 전위 레벨은 동작 모드에 의해서 서로 다르다.

소거 동작 이외의 동작들(기입, 판독, 검증 판독)에서는 ROWERASE(1B), ROWPROG1, ROWERASE2B, ROWERASE3n,

ROWGATE를, 각각 전원 전위 Vdd (외부 전원 전위 Vcc보다도 낮은 칩내 전원 전위. 단, 외부 전원 전위 Vcc라도 좋다.)

로 설정하여, ROWERASE1, ROWPROGl B, ROWERASE2를 각각 접지 전위 Vss로 설정한다.

이 때, 클럭드 인버터 CINV3, CINV5, CINV6가 동작 상태가 되고, 클럭드 인버터 CINV4, CINV7은 비 동작 상태가 된다.

또한, MOS 트랜지스터 TP6는 오프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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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서는 파선 X1으로 둘러싼 부분의 출력 신호 RDECADS1는 "H" 즉, 칩내 전원 전위 Vdd가 되고,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2의 출력 신호 RDECADS도 "H" 즉, 칩내 전원 전위 Vdd가 된다.

한편,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서는 파선 X1로 둘러싼 부분의 출력 신호 RDECADS1는 "L" 즉, 접지 전위 Vss가 되고,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2의 출력 신호 RDECADS도 "L" 즉, 접지 전위 Vss가 된다.

따라서, 소거 동작 이외의 동작들에서는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 내의 메모리 셀 어레이상에 배치되는 신호선(22) (도 39

참조)는 접지 전위 Vss이고,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 내의 선택 게이트선 SGl 및 SG2 또한 접지 전위 Vss로 되고, 이들의

신호선(22), SGl, SG2은 비트선과 워드선 사이의 실드선으로서 기능한다. 결과로서, 비트선을 전해지는 데이터에 발생하

는 커플링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다.

소거 동작에서는 ROWERASElB, ROWPROG1, ROWERASE2B, ROWERASE3n, ROWGATE를 각각 접지 전위 Vss로 설

정하고, ROWERASE1, ROWPROGlB, ROWERASE2를 각각 칩 내 전원 전위 Vdd (전원 전위 Vcc라도 좋다.)로 설정한

다.

이 때, 클럭드 인버터 CINV4, CINV7가 동작 상태가 되고, 클럭드 인버터 CINV3, CINV5, CINV6는 비 동작 상태로 된다.

또한, MOS 트랜지스터 TP6는 온 상태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서는 파선 X1로 둘러싼 부분의 출력 신호 RDECADS1는 "H" 즉, 칩 내 전원 전위 Vdd가 되고, 로

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2의 출력 신호 RDECADS는 "L" 즉, 접지 전위 Vss가 된다.

한편,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서는 파선 X1로 둘러싼 부분의 출력 신호 RDECADS1는 "L" 즉, 접지 전위 Vss가 되고,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 RADD2의 출력 신호 RDECADS는 "H" 즉, 칩 내 전원 전위 Vdd가 된다.

또한, ROWGATE가 접지 전위 Vss 이기때문에,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 내의 신호선(22) (도 39 참조)는 그 전위

(RDECADS의 전위)가 1∼1.5 V 정도가 되면, MOS 트랜지스터 DHN6, DHN9를 차단하는 것에 의해 부유 상태로 된다.

이와 같이, 소거 동작에서는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 내의 메모리 셀 어레이상에 배치되는 신호선(22) (도 39 참조)는

1∼1.5 V에서 또한, 부유 상태로 된다. 즉, 셀 웰에 소거 전위 Vera를 공급했을 때에, 신호선(22) (도 39)의 전위도, 워드

선과 같이 용량 커플링에 의해 상승하기 때문에, 신호선(22) (도 39) 이 워드선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셀 웰에 소거 전위 Vera를 공급한 때에, 셀 웰과 워드선의 사이의 용량 커플링에 의해,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 내

의 워드선의 전위가 쉽게 상승해야 된다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것에 수반하여, 비선택된 메모리 셀 블록 내의 메모리 셀의 터널 산화막에 큰 전계가 걸리는 일이 없기 때문, 비선

택된 메모리 셀 블록에 있어서의 오소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도 42의 파선 X1 내의 퓨즈 소자(도 40의 퓨즈 소자도 동일한)은 그 퓨즈 소자(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 블록을 사용자용의 통상의 메모리 영역으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절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퓨즈 소자(로우 어드레스 디코더)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 블록이 예를 들면 디바이스 코드를 기억하는 ROM-

BLOCK 영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퓨즈 소자가 절단됨으로써 사용자가 ROM-BLOCK 영역에서 자유롭게, 기입/소거를

행할 수 없다.

이 ROM-BLOCK 영역은 이하의 의의가 있다.

최근,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가지 전자 기기들의 메모리들에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전화 통신에 의해 음악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메모리 등,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는 저작권에 관한 데이터의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

다.

그래서,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에는 부정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칩의 번호 즉, 디바이스 코드가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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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디바이스 코드는 개개의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에 고유한 것이지만, 사용자가 이 디바이스 코드를 자유롭게 재기

입할 수 있다면 디바이스 코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디바이스 코드는 제품의 출하 전에,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의 ROM-BLOCK 영역에 기입되어, ROM-

BLOCK 영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기입/소거를 행해라 않도록 하고 있다. 즉, ROM-BLOCK 영역이 되는 메모리 셀 블록

에서는 퓨즈 소자가 절단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정보 제공측의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정보 수취측의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에 음악

정보를 복사하려고 하는 경우, 정보 제공측의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디바이스 코드를 판독하고, 이것이 정보

수취측의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의 디바이스 코드와 다른 경우에는 복사가 불가하다.

퓨즈 소자는 ROM-BLOCK 영역이 되는 메모리 셀 블록에 디바이스 코드를 프로그램한 직후에 절단한다.

만일, 퓨즈 소자를 절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하 전 시험을 행하면, 이 시험으로, 디바이스 코드가 소거되기 때문이다.

즉, 출하 전 시험에서는 시험 시간의 단축를 위해, 모든 블록을 동시에 선택하여 기입/소거를 행한다. 즉, 모든 로우 어드레

스 신호 AROWi, …AROWj가 "H"가 되기 때문에, 퓨즈 소자가 절단되어 있지 않으면, CMD ROMBA가 "L"이더라도

RDECADS1가 "H"(도 40에서는 RDECAD가 "H")이고, ROM-BLOCK 영역이 되는 메모리 셀 블록이 선택된다.

한편, 출하 전 시험에 있어서, 모든 로우 어드레스 신호 AROWi, …AROWj가 "H"이더라도, 퓨즈 소자가 절단되어 있으면

CMD ROMBA가 "L"이기때문에, RDECADS1가 "L"(도 40에서는 RDECAD가 "L")이고, ROM-BLOCK 영역이 되는 메모

리 셀 블록은 선택되지 않는다.

퓨즈 소자를 절단해도, ROM-BLOCK 영역에 기억된 디바이스 코드를 판독할 필요가 있다.

ROM-BLOCK 영역에 대한 데이터 판독은 CMD ROMBA를 "H"로 하는 것에 의해달성할 수 있다. 즉, CMD ROMBA가 "H"

이고, ROM-BLOCK 영역 내의 AROVVi, …AROWj가 "H"이면, ROM-BLOCK 영역이 되는 메모리 셀 블록이 선택된다.

또한, 퓨즈 소자를 절단된 후에라도 특수한 커맨드를 입력함으로써 CMD ROMBA 및 ROM-BLOCK 영역 내의 AROWi,

…AROWj를 "H"로 하는 것에 의해, ROM-BLOCK 영역 내의 데이터를 재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CMD

ROMBA를 "H"로 하는 커맨드는 일반의 사용자들에게는 비공개로 함으로써 ROM-BLOCK 영역 내의 데이터가 부정하게

재기입되지 않도록 한다.

또, 본 예에서는 ROM-BLOCK 영역의 퓨즈를 절단하는 경우를 설명했지만, 도 40의 퓨즈나 도 42의 파선 X1 내의 퓨즈는

또한, 메모리 셀 블록이 불량 블록인 경우에도 절단된다. 이 경우, 이 불량 블록은 리던던시 회로에 의해 예비 블록으로 치

환된다.

3. 기본 동작의 설명

이하에서는 기입 및 판독 등의 동작 모드들에 있어서의 본 발명의 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도 1)의 주요부 특히, 데이터

회로(도 38)의 동작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동작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과 기입/ 판독 방법의 일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1) 메모리 셀의 임계값 전압과 기입/ 판독 방법

도 44는 4치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Vth)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1개의 메모리 셀에는 2 비트 데이터(4치 데이터)가 기억된다. 본 예에서는상술한 바와 같이, 2 비트 데이터를 "1 1", "1 0",

"0 1", "0 0"로 한다. 2 비트 데이터 중의 1 비트는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아웃라인만 사각인 것으로 도시한다)로서 또

한, 다른 1 비트는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원으로 도시한다)로서 동일한 메모리 셀에 기억된다.

2 비트 데이터("1 1", "1 0", "0 1", "0 0")와 메모리 셀의 임계값 전압과의 관계는 도 44에 도시하는 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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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는 소거 상태를 나타낸다. 소거 상태에서는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값 및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의 값이 둘다

"1"로 되어있다. 소거 상태의 메모리 셀은 마이너스의 임계값 전압 Vth를 갖는다.

"1 0", "0 1", "0 0"는 기입 상태이다. 기입 상태의 메모리 셀은 정(플러스)의 임계 전압 Vth를 갖는다. 또한, 기입 상태에서

"1 0" 상태는 최저 임계 전압을 갖고, "0 0" 상태는 최고 임계값 전압을 갖고, "0 1" 상태는 "1 0" 상태와 "0 0" 상태의 사이

의 임계값 전압을 갖는다.

2 비트 데이터는 상술된 바와 같이,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와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로 이루어져, 2회의 기입 동작에

의해, 메모리 셀에 기입된다.

우선,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기입된다.

당초, 모든 메모리 셀은 소거 상태 즉, "1 1" 상태에 있다. 이 후, 도 4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

입을 행하면, 메모리 셀의 임계값 전압 Vth의 분포는 기입 데이터(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값("1", "0")에 대응하여 2

개로 나누어진다.

즉,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1"인 경우에는 비트선을 "H"로 함으로써(워드선은 기입 전위로 됨), 메모리 셀의 터널 산

화막에 고전계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 메모리 셀의 임계값 전압 Vth의 상승을 방지한다. 그 결과, 메모리 셀은 소거 상태

("l1" 상태)를 유지한다(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 "1"의 기입).

한편,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0"이라면, 비트선을 "L"로 하는 것으로(워드선은 기입 전위로 됨), 메모리 셀의 터널 산

화막에 고전계를 인가하여, 부유 게이트 전극에 전자들이 주입되어,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 Vth를 소정량만 상승시킨다.

그 결과, 메모리 셀은 기입 상태("1 0" 상태)로 변화한다.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 "0"가 기입됨).

이 후,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이 행해진다.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은 칩의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기입 데이터(즉,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와, 이미 메모리

셀 내에 기입된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또,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기입되기 전에, 메모리 셀에서 데이터 회로로 논리 하

위 페이지 데이터를 판독하고, 보유한다(내부 데이터 로드(Internal data load)).

도 4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1"인 경우에는 비트선을 "H"로 하는 것으로(워드선은 기입 전위),

메모리 셀의 터널 산화막에 고전계가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메모리 셀의 임계값 전압 Vth의 상승을 방지한다. 그 결과,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1"인 "1 1" 상태(소거 상태)의 메모리 셀은 "1 1"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논리 상위 페이지 데

이터 "1"의 기입). 또한,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0"인 "1 0" 상태의 메모리 셀은 "1 0"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 "1"의 기입).

한편, 도 4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0"인 경우에는 비트선을 "L"로 하는 것으로, 메모리 셀의 터

널 산화막에 고전계를 인가하여, 부유 게이트 전극에 전자들을 주입함으로써 메모리 셀의 임계값 전압 Vth를 소정량만 상

승시킨다. 그 결과,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1"인 "1 1" 상태(소거 상태)의 메모리 셀은 "0 1" 상태로 변화한다(논리 상

위 페이지 데이터 "0"의 기입). 또한,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0"인 "1 0" 상태의 메모리 셀은 "0 0" 상태로 변화한다(논

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 "0"가 기입됨).

즉, 본 예에서는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1",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1"일 때, "1 1"가 메모리 셀 내로 기입되고,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0",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1"일 때, "1 0"가 메모리 셀 내로 기입된다. 또한,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1",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0"일 때, "0 1"가 메모리 셀에 기입되고,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0",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0"일 때, "0 0"가 메모리 셀에 기입된다.

이와 같이, 2회의 기입 동작에 의해, 메모리 셀의 임계값 전압 Vth의 분포는 4개("1 1", "1 0", "0 1", "0 0")로 나누어진다.

본 예에서는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0"일 때, "1 1" 상태의 메모리 셀은 "0 1" 상태로 변화하고, "1 0" 상태의 메모리

셀은 "0 0" 상태로 변화한다(도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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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 44에 있어서, VCgv10은 "1 0"의 검증 판독에 이용하는 판독 전위이고, 예를 들면, 0.4 V로 된다. Vcgv01는 "O1"의

검증 판독에 이용하는 판독 전위(예를 들면, 1.4 V)이고, Vcgv0O는 "0 0"의 검증 판독에 이용하는 판독 전위(예를 들면,

2.4 V)이다. Vread는 비선택된 워드선에 공급하는 전송 전위이다.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VcgrlO 미만이면, 메모리 셀의 데이터는 "1 1"이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 전압이 VcgrlO를 초과

하고 VcgrO1을 하회한다면, 메모리 셀의 데이터는 "1O"이고, 메모리 셀의 임계값 전압이 VCgrO1을 초과하고 VcgrOO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는 "O1"이고, 메모리 셀의 임계값 전압이 VcgrOO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셀

의 데이터는 "OO"이다.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통상의 판독은 예를 들면, 2회의 판독 동작("READ 0 0", "READ l0")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READ 0 0은 판독 전위로서 Vcgr0 0 (예를 들면, 2 V)을 이용한 판독 동작을 의미하고, READ l0은 판독 전위로서

VCgr1O (예를 들면, OV)을 이용한 판독 동작을 의미한다. 또,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의 판독은 예를 들면, 1회의 판독

동작(READ "0 1")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READ 0 1는 판독 전위로서 Vc9r01 (예를 들면, 1 V)를 이용한 판독 동작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이, 본 예에서는 합계 3회의 판독 동작에 의해, 2 비트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고, 판독 시간의 단축 또는 판독 동작

의 고속화를 달성할 수 있다.

(2) 기입 소거 및 판독 동작

이하, 기입 소거 및 판독 동작의 구체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표 2 및 표 3은 소거, 기입, 판독 및, 기입 검증에 있어서의 플래시 메모리 내의 각 부의 전위를 도시한다.

[표 2]

 소거 제1 단계 기입 제2 단계 기입
기입

금지

1 0

판독

0 1

판독

0 0

판독

BLe 부유 0V 0.4V Vdd H or L H or L H or L

BLo 부유 Vdd Vdd Vdd 0V 0V 0V

SGD 부유 Vdd Vdd Vdd 4.5V 4.5V 4.5V

WL3 0V 10V 10V 10V 4.5V 4.5V 4.5V

WL2 0V Vpgm Vpgm Vpgm 0V 1V 2V

WL1 0V 0V 0V 0V 4.5V 4.5V 4.5V

WL0 0V 10V 10V 10V 4.5V 4.5V 4.5V

SGS 부유 0V 0V 0V 4.5V 4.5V 4.5V

C-소스 부유 0V 0V 0V 0V 0V 0V

C-p-웰 20V 0V 0V 0V 0V 0V 0V

[표 3]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

0 1 제1 단계 기

입

검증

0 1 제2 단계 기

입

검증

0 0 제1 단계 기

입

검증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BLe H or L H or L H or L H or L H or L H or L

BLo 0V 0V 0V 0V 0V 0V

SGD 4.5V 4.5V 4.5V 4.5V 4.5V 4.5V

WL3 4.5V 4.5V 4.5V 4.5V 4.5V 4.5V

WL2 0.2V 0.4V 1.2V 1.4V 2.2V 2.4V

WL1 4.5V 4.5V 4.5V 4.5V 4.5V 4.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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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0 4.5V 4.5V 4.5V 4.5V 4.5V 4.5V

SGS 4.5V 4.5V 4.5V 4.5V 4.5V 4.5V

C-소스 0V 0V 0V 0V 0V 0V

C-p-웰 0V 0V 0V 0V 0V 0V

단, BLe는 우수 비트선, BLo는 기수 비트선, SG는 드레인측(비트선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선택 게이트선, SGS는

소스측(소스선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선택 게이트선, WLl, WL2, WL3, WL4은 워드선, C-source는 소스선, C-

p-wel1은 메모리 셀이 형성되는 웰(셀 p 웰)을 각각 표하고 있다.

또한, 본 예에서는 기입/ 판독 시에는 워드선 WL2 및 우수 비트선 BLe가 선택된다.

초기 상태에서는 메모리 셀은 "1 1" 상태이다. 또한, 소거 동작에 있어서, 셀 p 웰 C-p-wel1을 20 V로, 선택된 블록 내의

모든 워드선 WL0 , WLl, WL2, WL3을 0 V로 함으로써 그 선택된 블록 내의 메모리 셀에서는 부유 게이트로부터 전자들

이 방출되어, 메모리 셀은 "1 1" 상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소거 동작 시, 비선택 블록 내의 워드선, 모든 비트선 및 컨트롤 게이트선, 및, 소스선은 부유 상태로 된다. 따라서,

이들 도전선들의 전위는 셀 p 웰 C-p-wel1과의 용량 결합에 의해 20 V 근방까지 상승한다.

기입은 선택된 워드선 WL2에 기입 전위 Vpgm으로서 14 V∼20 V를 공급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 선택된 비트선 BLe는

0 V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들 선택된 워드선 WL2 및 비트선 BLe에 접속되는 선택된 메모리 셀에서는 부유 게이트 전극

내로 전자가 주입되어 임계값이 고속으로 상승한다(제1 단계 기입).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목표치 근방까지 상승하면, 그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값을 목표치 근방에 유지하기 위해,

임계값의 상승 속도를 억제하도록, 선택된 비트선 BLe를 0.4 V 정도까지 증가시킨다(제2 단계 기입).

비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그 임계값의 상승을 금지하기 위해, 비트선 BLe를 전원 전위(예를 들면, 약3 V) Vdd로 설정

한다(기입 금지).

판독은 선택된 워드선 WL2에 대한 판독 전위로서, 0 V, 1 V, 또는 2 V(도 44 참조)를 공급함으로써 행해진다.

이 때,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판독 전위보다도 낮으면, 비트선 BLe와 공통 소스선 C-source가 단락되어 비트선

BLe의 전위는 저레벨 "L"이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판독 전위를 초과하면, 비트선 BLe와

공통 소스선 C-source는 비도통이기 때문에 비트선 BLe의 전위는 고레벨 "H"이 된다.

메모리 셀이, "1 1" 상태에 있을까, 또는 "1 0" 상태, "0 1" 상태 혹은"0 0" 상태에 있을까는 판독 전위를 0 V로 설정함으로

써 판단할 수 있다(1 0 판독). 또한, 메모리 셀이 "1 1" 상태 혹은 "1 0" 상태에 있을까 또는 "0 1" 상태 혹은"0 0" 상태에 있

을까는 판독 전위를 1 V에 설정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0 1 판독). 또한, 메모리 셀이, "1 1" 상태, "1 0" 상태 혹은 "0 1"

상태에 있을까 또는 "0 0" 상태에 있을까는 판독 전위를 2 V에 설정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0 0 판독).

"1 0" 상태의 메모리 셀의 임계값 분포의 하한은 예를 들면, 1 0 판독의 판독 전위 0 V에 대하여 0.4 V 이상의 판독 마진을

갖게 하도록 0.4 V 이상의 값 또는, 본 예에서는 0.4 V로 설정된다. "1 0" 상태의 모든 메모리 셀들의 임계값들이 0.4 V 이

상인지의 여부는 10 기입 검증에 의해 검증한다. 그리고, 임계값이 0.4 V에 달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그 후, 기입 금지로

하여 임계값의 상승을 금지하기 위해 기입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0 1" 상태의 메모리 셀의 임계값 분포의 하한은 예를 들면, 0 1 판독의 판독 전위 1 V에 대하여 0.4 V 이상의

판독 마진을 갖도록, 1.4 V 이상의 값, 본 예에서는 1.4 V로 설정된다. "0 1" 상태의 모든 메모리 셀의 임계값들이 1.4 V

이상인지의 여부는 0 1 기입 검증에 의해 검증한다. 그리고, 임계값이 1.4 V에 달한 메모리 셀에서 임계값의 상승을 금지

하기 위해 기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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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0" 상태의 메모리 셀의 임계값 분포의 하한은 예를 들면, 0 0 판독의 판독 전위 2 V에 대하여 0.4 V 이상의 판독

마진을 갖게 되도록, 2.4 V 이상의 값, 본 예에서는 2.4 V로 설정된다. "0 0" 상태의 모든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2.4 V 이

상인지의 여부는 0 0 기입 검증에 의해 검증한다. 그리고, 임계값이 2.4 V 에 달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그 후, 임계값의

상승을 금지하기 위해 기입이 금지된다.

기입 검증은 선택된 워드선 WL2에, 판독 검증 전위로서 Vcgv10 (= 0.4 V), VCgv01 (= 1.4 V), VCgv00 (= 2.4 V)를 공

급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여기서, 임계값 분포의 폭을 좁히기 위해 2 단계의 기입 검증을 행하는 것이 유효하다. 2 단계의 기입 검증이란, 검증 전위

를 정규의 값과 그것보다도 낮은 값의 2 종류를 준비하여, 이 2 종류의 검증 전위를 이용하여 기입 검증을 실행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10 기입 검증에서 우선, 선택된 워드선 WL2에 검증 전위 VCgv10로서 0.2 V를 공급하고,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을 행한다. 그리고,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이 완료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이 후 개별로 검증 전위 VCgv10로서 0.4

V를 공급하여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을 행한다.

마찬가지로, 0 1 기입 검증에서는 검증 전위 Vcgv01로서, 1.2 V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 및 1.4 V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을 이용하고, 0 0 기입 검증에서는 검증 전위 Vcgv00로서, 2.2 V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 및 2.4 V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을 이용한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검증 전위에 달하고 있다면, 비트선 BLe와 공통 소스선 C-source가 단락하기 때문에, 비트선 BLe

의 전위는 저레벨 "L"이 된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검증 전위를 초과하면, 비트선 BLe와 공통 소스선 C-source와가 비

도통이 되기 때문에, 비트선 BLe의 전위는 고레벨 "H"이 된다.

(3)기입과 임계값의 제어

다치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1개의 메모리 셀에 n(n은 복수) 비트 또는 2n 값의 데이터를 기억시킨다. 따라서, 메모리 셀의

임계값 분포로서는 급경사 또한 협소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급경사 또한 협소한 임계값 분포를

얻기 위한 기입 및 임계값의 제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7은 기입 및 임계값의 제어 방법의 제1 예를 나타내고 있다.

아웃라인만 사각인 것은 기입하여 쉬운 메모리 셀로의 기입 시의 임계값의 변화의 모습을 도시하고, 검은 사각은 기입하기

어려운 메모리 셀로의 기입 시의 임계값의 변화의 모습을 도시한다.

이들 2개의 메모리 셀은 동일 페이지 내에 속하여, 또한 동일한 데이터를 기억한다. 예를 들면, 이들 2개의 메모리 셀은 둘

다 소거 상태("1 1" 상태)에 있고, 마이너스의 임계값을 갖고 있다.

기입 전위 Vpgm은 초기치로부터 일정한 비율 Dvpgm (예를 들면, 0.2 V)으로 스텝 업된다. 기입 전위 Vpgm은 펄스 신호

(기입 펄스)로서 메모리 셀에 인가되어, 펄스 신호가 메모리 셀에 공급될 때마다, 그 높이(기입 전위 Vpgm)가 상승해 간

다.

기입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에 접속되는 비트선에 0 V를 공급하면, 수개의 펄스 신호들이 공급된 후, 그 메모리 셀의 임

계값은 기입 전위 Vpgm의 상승율과 동일한 상승율(0.2 V/ 펄스)로 상승해 간다.

펄스 신호를 이용하여 기입을 실행한 후에 기입 검증이 행해진다. 기입 검증에서는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달한 메모

리 셀에 대해서는 그것에 접속되는 비트선의 전위가 Vdd(전원 전위)로 설정된다. 즉, 메모리 셀마다, 기입이 완료하였는지

의 여부가 검증되고, 기입이 완료한 메모리 셀들은 개별로 기입 금지 상태로 설정된다.

이러한 기입 및 임계값 제어 방법에 따르면, 임계값 분포의 폭은 1 펄스당의 임계값의 상승율과 동일한 정도, 즉, 0.2 V로

제한될 수 있다.

도 48은 기입 및 임계값의 제어 방법의 제2 예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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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인만이 사각인 것은 기입이 용이한 메모리 셀로의 기입 시의 임계값의 변화의 모습을 도시하고, 검은 사각은 기입이

어려운 메모리 셀로의 기입 시의 임계값의 변화의 모습을 도시한다.

이들 2개의 메모리 셀은 동일 페이지 내에 속하여, 또한, 동일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이들 2개

의 메모리 셀 둘다 소거 상태("1 1" 상태)에 있어, 마이너스의 임계값을 갖고 있다.

기입 전위 Vpgm은 초기치로부터 일정한 비율 Dvpgm (예를 들면, 0.2 V)으로 스텝 업된다. 기입 전위 Vpgm은 펄스 신호

로서 메모리 셀에 인가되어, 펄스 신호가 메모리 셀에 공급될 때마다 그 높이(기입하여 전위 Vpgm)가 상승해 간다.

기입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에 접속되는 비트선에 0 V를 공급하면 수개의 펄스 신호들이 공급된 후, 그 메모리 셀의 임

계값은 기입 전위 Vpgm의 상승율과 동일한 상승율(0.2 V/ 펄스)로 상승해 간다.

펄스 신호를 이용하여 기입을 실행한 후에, 제1 단계 기입 검증과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행해진다.

제1 단계 기입 검증에서는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달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그것에 접속되는 비트선의 전위가 0.4

V로 설정된다. 제1 단계 기입 검증이 종료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그 이후 메모리 셀마다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행해진

다. 제2 단계 기입 검증에서는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달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그것에 접속되는 비트선의 전위가

예를들면, Vdd(전원 전위)로 설정된다.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종료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메모리 셀마다, 기입이 금지된

다.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되면, 1개의 펄스 신호가 공급되는 것에 의한 임계값의 상승율은 0 V/ 펄스 내지 0.05 V/ 펄스 정도

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입 및 임계값의 제어 방법에 따르면, 임계값 분포의 폭은 제2 단계 기입 검증에 있어서의 1 펄스당의 임

계값의 상승율과 동일한 정도, 즉, 0.05 V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 펄스 신호의 폭을 20 μsec, 1회의 기입 검증에 요하는 시간을 5 μsec로 하면, 도 47의 제1 예에 있어서의 기입 시

간은

(20 μsec+ 5 μsec) × 18 펄스 = 450 μsec 로 된다.

그러나, 제1 예에 있어서, 0.05 V의 임계값 분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입 전위 Vpgm의 상승율을 0.2 V/ 펄스로부터

0.05 V/ 펄스(0.2 V의 4분의 1)로 축소해야 한다. 이것은 기입 완료전까지 필요로 하는 펄스 신호의 수가 4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입 시간은

450 μm × 4 = 1800 μsec 이 된다.

한편, 도 48의 제2 예에 따르면, 기입 전위 Vpgm의 상승율을 0.2 V/ 펄스에 유지한 채로 0.05 V의 임계값 분포 폭을 실현

할 수 있다.

이 때의 기입 시간은

(20 μsec+ 5 μsec+ 5 μsec) × 20 펄스 = 600 μsec로 된다.

이와 같이, 제2 예에서는 제1 예에 비교하여, 동일 조건하에서 0.05 V의 임계값 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입 시간이

3분의 1로 대폭 단축된다.

(4) 하위 페이지로의 기입 및 임계값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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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7의 기입 검증 전위를 Vcgv10 (= 0.4 V)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도 48의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를 VCgv10 (= 0.2

V)로 설정하고, 또한 도 48의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를 VCgv10 (= 0.4 V)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10 기입 즉, 하위 페이

지에 대한 "0" 기입이 행해진다.

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메모리 셀, 다시 말해서, 하위 페이지 데이터로서 "1"을 기입하는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1 1" 상

태를 유지한다.

(5) 상위 페이지로의 기입 및 임계값의 제어 방법

도 49는 상위 페이지로의 기입 및 제어 방법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아웃라인만 사각은 기입하여 쉬운 메모리 셀로의 기입 시의 임계값 변화의 모습을 도시하고, 검은 사각은 기입하기 어려운

메모리 셀로의 기입 시의 임계값 변화의 모습을 도시한다.

또한, 아웃라인만 사각으로 도시되는 메모리 셀은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이 끝나는 시점에서 소거 상태 즉, 마이너스

의 임계값을 갖는 "1 1" 상태로 되고 있고, 상위 페이지 데이터 "0"가 기입되면 "1 1" 상태에서 "0 1" 상태로 변화한다. 또,

"0" 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임계값의 변화는 없고, "1 1" 상태를 유지한다.

검은 사각으로 도시되는 메모리 셀은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1 0" 상태로 되고 있고, 상위 페이지

데이터 "0"가 기입될 때 "1 0" 상태에서 "0 0" 상태로 변화한다. 또, "0" 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임

계값의 변화는 없고, "1 0" 상태를 유지한다.

기입 전위 Vpgm은 초기치로부터 일정한 비율 Dvpgm (예를 들면, 0.2 V)으로 스텝 업된다. 기입 전위 Vpgm은 펄스 신호

로서 메모리 셀에 인가되어, 펄스 신호가 메모리 셀에 공급될 때마다 그 높이(기입 전위 Vpgm)가 상승해 간다.

기입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에 접속되는 비트선에 0 V를 공급하면, 수개의 펄스 신호들이 공급된 후, 그 메모리 셀의 임

계값은 기입 전위 Vpgm의 상승율과 동일한 상승율(0.2 V/ 펄스)로 상승해 간다.

펄스 신호를 이용하여 기입을 실행한 후에, O 1 제1 단계 기입 검증과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행해지고 그 후,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과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행해진다.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에서, 아웃라인만 사각으로 도시되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면 이것에 접

속된 비트선의 전위로 0.4 V로 설정도니다.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이 완료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그 이후, 메모리 셀마

다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실행된다.

또한,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에서, 검은 사각으로 도시되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면, 그것에 접

속되는 비트선의 전위가 0.4 V로 설정된다.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이 종료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그 이후, 메모리 셀마

다,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실행된다.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에서, 아웃라인만 사각으로 도시되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달하면, 그것에 접속

되는 비트선의 전위가 Vdd(전원 전위)에 설정된다.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완료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메모리 셀마다

기입이 금지된다.

또한,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에서, 검은 사각으로 도시되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면, 그것에 접

속되는 비트선의 전위가 Vdd(전원 전위)로 설정된다.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종료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메모리 셀마

다 기입이 금지된다.

아웃라인만 사각으로 된 메모리 셀과 검은 사각으로 된 메모리 셀 둘다를 고려하면, 제2 단계 기입 검증에서 1개의 펄스 신

호를 공급함으로써 얻어진 임계값의 상승율은 0 V/ 펄스 내지 0.05 V/ 펄스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입 및 임계값의 제어 방법에 따르면, 임계값 분포의 폭은 제2 단계 기입 검증에 있어서의 1 펄스당의 임

계값의 상승율과 동일한 정도, 즉, 0.05 V로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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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 시에 있어서의 동작 파형

도 50은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 시에 있어서의 동작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기입 단계는 시간 tp0으로부터 시간 tp7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펄스 신호(기입 펄스)가 메모리 셀에 공급된다.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은 시간 tfv0으로부터 시간 tfv6까지로 계속하고,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은 시간 tsv0으로부터 시간 tsv6

까지 계속한다.

이 파형도에서는 워드선 WL2 및 우수 비트선 BLe가 선택된 경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기입 단계에서, 선택된 비트선 BLe는 기입 제어 전위 즉, 제1 단계 기입의 경우 0 V로 설정된다, 제2 단계 기입의 경우에

선택된 비트선 BLe는 0.4 V로 설정된다. 선택된 비트선 BLe는 기입 금지 상태이면, Vdd (예를 들면, 2.5 V)로 설정된다.

1 0 제1 및 제2 단계 기입 검증 시 우선, 선택된 비트선 BLe는 0.7 V로 충전된다. 이 후, 선택된 워드선 WL2이 기입 검증

전위(0.2 V 또는 0.4 V)에 도달하면, 선택된 비트선 BLe의 전위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에 대응하여 이하와 같이 변화한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0.2 V 또는 0.4 V)에 도달하고 있을 때는 비트선 BLe는 0.7 V를 유지하고,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고 있지 않으면 비트선 BLe의 전위는 0.7 V에서 0 V를 향하여 점차로 저하한다.

시간 tfv4, tsv4의 타이밍에서 비트선 BLe의 전위를 검출하면,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할 수 있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달하고 있으면, 검출 결과는 "패스(pass)"로 된다.

본 발명의 제1 예(예를 들면, 도 1 참조)에서, 저소비 전류 모드와 고속 동작 모드를 전환한다.

여기서,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에서는 도 50에 도시한 바와 같은 동작 파형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동작시킨다.

그리고, 저소비 전류 모드에서는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에 비해, 비트선에 대한 충전을 천천히 행하는 필요가 있기 때

문에, 시간 tp1으로부터 시간 tp2까지의 기간을 도 50의 예보다도 길게 설정한다. 이 경우, 제1 및 제2 단계 기입 검증에

관해서는, 시간 tfv1으로부터 시간 tfv2까지의 기간 및 시간 tsv1으로부터 시간 tsv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길게 설정한

다.

또한, 저소비 전류 모드에서는 예를 들면, 고속 동작 모드에 비해, 워드선의 전위를 승압 전위까지 올리는 속도를 느리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 tp2으로부터 시간 tp4까지의 기간을 도 50의 예보다도 길게 설정한다. 이 경우, 시간 tfv2으

로부터 시간 tfv4까지의 기간, 및, 시간 tsv2으로부터 시간 tsv4까지의 기간 또한 제1 및 제2 단계 기입 검증에 대하여 더

길게 설정한다.

(7)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 알고리즘

도 51은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 알고리즘을 도시한다.

여기서, DS1, DS2, DS3는 각각, 데이터 회로 내에 배치되는 기억 회로들을 도시하고 있고, 예를 들면, DS1은 도 38에 있

어서의 페이지 버퍼 PB에 상당하고, DS2V는 도 38에 있어서의 래치 회로 LATCH에 상당하며, DS3는 도 38에 있어서의

MOS 캐패시터 C1에 상당한다. 또한, PC는 프로그램 사이클, 즉 기입 횟수를 표하고 있다.

우선,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데이터 입력 커맨드를 수취하면, 스테이트 머신에 데이터 입력 커맨드가 설정된다(단

계 S1). 또한,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어드레스 데이터를 수취한다. 스테이트 머신에 기입 페이지를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가 설정된다(단계 S2).

다음에, 1 페이지분의 기입 데이터를 수취하면, 기입 데이터를 데이터 회로 내의 기억 회로 DS1에 기억시켜 기입 데이터

가 설정된다(단계 S3). 이 후,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가 발행한 기입 커맨드를 수취하면, 스테이트 머신에 기입 커맨드가

설정된다(단계 S4).

기입 커맨드가 설정되면, 스테이트 머신이 이하의 단계 S5∼S16를 자동적으로 실행한다.

등록특허 10-0662684

- 34 -



우선,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기억 회로 DS2에 복사된다(단계 S5). 이 후, 기입 전위 Vpgm의 초기치가 약12 V로 설

정되고 또한, 기입 카운터의 카운트 수 PC가 "0"로 설정된다(단계 S6).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 및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가 함께 "0"이면, 제1 단계 기입을 의미함으로써, 선택된 비트선에 기

입 제어 전위인 0 V를 공급한다. 또한,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가 "0"이고,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가 "1"이면, 제2 단계

기입을 의미함으로써 선택된 비트선에 기입 제어 전위로서 0.4 V를 공급한다.

또한,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 및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 둘다 "1"이면, 기입 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택된 비트선에

기입 제어 전위로서 Vdd를 공급한다(단계 S7).

그리고, 기입 전위 Vpgm과 비트선에 공급된 기입 제어 전위를 이용하여,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들로의 기입이 실행된다

(단계 S8).

또한,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에 의해, 1 페이지 내의 기억 회로 DS2의 모든 데이터가 "1"인지의 여부를 검출하여, 모두

"1"인 경우에는 제1 단계 기입(스테이터스)를 "pass"로 하고, 다음으로부터는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을 행한다(단계 S9,

S10, S11).

한편, 1 페이지 내의 기억 회로 DS2의 모든 데이터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제1 단계 기입(스테이터스)를 "pass"로 하지 않

는다.

제1 단계 기입이 "pass"가 아니면,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이 실행된다(단계 S10). 이 때,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 중, 검출

결과가 "pass"로 된 메모리 셀에 대응하는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는 "0"으로부터 "1"로 변화한다. 그 후, 데이터 "1"를 기

억하는 기억 회로 DS2는 계속하여 "1"을 보유한다.

제1 단계 기입이 "pass"인 경우 혹은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이 종료한 경우에는,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실행된다(단계

S11). 이 때,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 중, 검출 결과가 "pass"로 된 메모리 셀에 대응하는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0"으

로부터 "1"로 변화한다. 그 후, 데이터 "1"을 기억하는 기억 회로 DS1는 계속하여 "1"을 보유한다.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 후,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에 의해, 1 페이지 내의 기억 회로 DS1의 모든 데이터가 "1"인지의 여

부를 검출하고, 모두 "1"인 경우에는 제2 단계 기입(스테이터스)을 "pass"로 하고 다음부터는 기입 금지 상태로 설정한다

(단계 S11, S12, S13).

한편, 1 페이지 내의 기억 회로 DS1의 모든 데이터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제2 단계 기입(스테이터스)을 "pass"로 하지 않

는다.

제2 단계 기입이 "pass"인 경우, 정상적으로 기입이 종료했다고 해서 기입하여 스테이터스를 "pass"로 설정하여 기입 종료

로 한다(단계 S13).

제2 단계 기입하여 "pass"가 아닌 경우, 기입 카운터의 카운트치 PC를 조사한다(단계 S14), 그 값이 20를 초과하면 기입

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어, 기입 스테이터스를 "fail"로 설정하여 기입 종료한다(단계 S15). 기입 카운

터의 카운트치 PC가 20 이하이면 기입 카운터의 카운트치 PC를 1씩 늘리고, 또한, 기입 전위 Vpgm의 설정치를 0.2 V씩

늘린다음 (단계 S16), 단계 S7을 지나서, 재차 기입 단계가 실행된다(단계 S8).

표 4는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후 간의 데이터와 메모리 셀의 임계값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메모리 셀의 임계값 Vth

0.2V 이하 0.2 V 이상

n번째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

이전의 데이터 DS1/DS2

0/0 0/0 0/1

0/1 0/1 0/1

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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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번째의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 후의 데이터 DS1/DS2

n 번째의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에, 기억 회로 DS1, DS2는 0/0, 0/1, 또는 1/1의 값을 갖는다.

O/O은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1 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O/1은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1 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지만,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은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l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지만,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

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1/0는 본 예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1번째의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전에 있어, 기억 회로 DS1 및 DS2는 0/0, 또는 1/1의 값을 갖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의 기입 단계에서 1 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0.2 V에 도달하지 않으면, 1 0 제1 단계 기

입 검증에서의 검출 결과는 "pass"가 아니므로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 기입 단계에서 1 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0.2 V에 도달하면, 1 0 제1 단계 기입 검증에

서의 검출 결과는 "pass" 이므로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의 값은 "1"로 변경된다.

기억 회로 DS2의 값이 "1"인 경우에는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과는 상관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표 5는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후의 데이터와 메모리 셀의 임계값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메모리 셀의 임계값 Vth

0.4V 이하 0.4 V 이상

n번째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이전의 데이터 DS1/DS2

0/0 0/0 -

0/1 0/1 0/1

1/1 1/1 1/1

n번째 제2 단계 기입 검증 후의 데이터 DS1/DS2

n 번째의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전에 있어, 기억 회로 DS1, DS2는 0/0, 0/1, 또는 1/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O/O는 n 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1 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O/1는 n 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1 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달했지만, (n-1) 번째의 기입 단계

까지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은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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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지만, n 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

모리 셀의 임계값이 1 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대문에, 상태 1/0은 본 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의 기입 단계에서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0.4 V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면, 1 0 제2 단

계 기입 검증에서의 검출 결과는 "pass"가 아니므로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의 기입 단계에서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0.4 V에 도달한다면, l 0 제2 단계 기입 검

증에서의 검출 결과는 "pass"이므로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1"로 변경된다.

기억 회로 DS1의 값이 "1"인 경우에는,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에 상관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0/0

은 1 0 제2 단계 기입 검증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8) 상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 알고리즘

도 52 및 도 53은 상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도 51에서와 같이 DS1, DS2, DS3는 데이터 회로 내에 배치되는 기억 회로를 도시하고 있고, 예를 들면, DS1은

도 38에 있어서의 페이지 버퍼 PB에 상당하고, DS2는 도 38에 있어서의 래치 회로 LATCH에 상당하며 DS3는 도 38에

있어서의 MOS 캐패시터 C1에 상당한다. 또한, PC는 프로그램 사이클, 즉, 기입 횟수를 표시한다.

우선,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데이터 입력 커맨드를 수취하면, 스테이트 머신에 데이터 입력 커맨드가 설정된다

(단계 S1). 또한,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어드레스 데이터를 수신하면, 스테이트 머신에 기입 페이지를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가 설정된다 (단계 S2).

다음에, 1 페이지분의 기입 데이터가 수신되면, 기입 데이터를 데이터 회로 내의 기억 회로 DS1에 기억시킨 다음 기입 데

이터가 설정된다 (단계 S3). 이 후, 호스트 마이크로컴퓨터에 의해 발행된 기입 커맨드를 수신하면, 스테이트 머신에 기입

커맨드가 설정된다(단계 S4).

기입 커맨드가 설정되면, 스테이트 머신에 의해 이하의 단계 S5∼S20가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우선, 1 0 판독이 행해진다 (단계 S5). 이 판독에 있어,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1 0"일 때는 "pass"로서 판단하고, 기억 회

로 DS3의 데이터의 값을 "0"으로 설정한다. 한편,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1 1"일 때는 "pass"로서 판단하지 않고 기억 회

로 DS3의 데이터의 값을 "1"로 설정한다.

다음에,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를 기억 회로 DS2에 복사한다 (단계 S6). 이 후, 기입 전위 Vpgm의 초기치를 약14 V로

설정하고, 또한, 기입 카운터의 카운트치 PC를 "0"으로 설정한다 (단계 S7).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가 "0"이고, 또한,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가 "0"이면, 제1 단계 기입을 의미함으로써 기입 제어

전위로서 비트선에 0 V를 공급한다.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가 "0"이고, 또한,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가 "1"이면, 제2 단계 기입을 의미함으로써 기입 제어

전위로서, 비트선에 0.4 V를 공급한다.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가 "1"이고, 또한,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가 "1"이면, 기입 금지를 의미하므로 기입 제어 전위로

서 비트선에 전원 전위 Vdd를 공급한다 (단계 S8).

따라서, 기입 전위 Vpgm과 비트선에 공급된 기입 제어 전위를 이용하여,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로의 기입이 행해진다

(단계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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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회로 DS3에 "0"가 기억된 서브 데이터 회로에서, 기억 회로 DS2의 모든 데이터가 "1"인지의 여부를 검출하여 모두

"1"이면, 0 0 제1 단계 기입(스테이터스)을 "pass"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pass"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단계 S10).

기억 회로 DS3에 "0"가 기억된 서브 데이터 회로에서, 기억 회로 DS2의 모든 데이터가 "1"이라면 기입 단계(단계 S9)에

서, 0 0 제1 단계 기입된 메모리 셀은 존재하지 않는다.

0 0 제1 단계 기입이 "pass"가 아니면,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이 실행된다 (단계 Sl1). 이 때,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 중,

검출 결과가 "pass"로 된 메모리 셀에 대응하는 기억 회로 DS3에 "0"가 기억된 서브 데이터 회로에서는,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는 "0"에서 "1"로 변화한다. 데이터 "1"를 기억하는 기억 회로 DS2는 계속하여 "1"을 보유한다.

0 0 제1 단계 기입이 패스인 경우, 또는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이 종료한경우에는,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실행된다

(스텝 S12). 이 때,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들 중, 검출 결과가 "pass"로 된 메모리 셀에 대응하는 기억 회로 DS3에 "0"가

기억된 서브 데이터 회로에서는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0"에서 "1"로 변화한다. 데이터 "1"를 기억하는 기억 회로 DSl

은 계속하여 "1"을 보유한다.

다음에, 기억 회로 DS3에 "1"이 기억된 서브 데이터 회로에서는, 기억 회로 DS2의 모든 데이터가 "1"인지의 여부를 검출

하고, 모두 "1"이면, 0 1 제1 단계 기입(스테이터스)를 "pass"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pass"가 아닌 것으로 한다(단계

S13). 기억 회로 DS3에 "1"이 기억된 서브 데이터 회로에서, 기억 회로 DS2의 모든 데이터가 "1"인 경우에는 기입 단계

(단계 S9)에서, 0 1 제1 단계 기입된 메모리 셀은 존재하지 않는다.

0 1 제1 단계 기입이 "pass"가 아니면,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이 실행된다 (단계 S14). 이 때,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들

중, 검출 결과가 "pass"로 된 메모리 셀에 대응하는 기억 회로 DS3에 "1"이 기억된 서브 데이터 회로에서는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는 "0"에서 "1"로 변화한다. 데이터 "1"를 기억하는 기억 회로 DS2는 계속해서 "1"을 보유한다.

0 1 제1 단계 기입이 "pass"인 경우, 또는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이 종료한다면,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이 실행된다 (단

계 S15). 이 때, 1 페이지분의 메모리 셀들 중 검출 결과가 "pass"로 된 메모리 셀에 대응하는 기억 회로 DS3에 "1"이 기억

된 서브 데이터 회로에서는,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0"에서 "1"로 변화한다. 데이터 "1"을 기억하는 기억 회로 DS1는

계속해서 "1"을 보유한다.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후, 모든 기억 회로 DS1의 모든 데이터가 "1"인지의 여부를 검출하여, 모두 "1"이면 제2 단계 기입

을 "pass"하고 그렇지 않으면 "pass"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단계 S16).

제2 단계 기입이 "pass"이면, 기입이 정상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입 스테이터스를 "pass"로 설정하고 기입 종료한다

(단계 S17).

제2 단계 스테이터가 "pass"가 아니면, 기입 카운터의 카운트치 PC를 조사하여 (단계 S18), 그 값이 20을 초과한 경우에

는 기입이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입 스테이터스를 "fail"로 설정하고 기입 종료한다 (단계 S19). 기

입 카운터의 카운트치 PC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기입 카운터의 카운트치 PC를 1씩 늘려, 또한, 기입 전위 Vpgm의 설정

치를 0.2 V 늘린다음 (단계 S20), 단계 S8을 경유하여 기입 단계(단계 S9)를 재차 실행한다.

표 6은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후의 데이터와 메모리 셀의 임계값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메모리 셀의 임계값 Vth

1.2V 이하 1.2 V 이상

n번째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이전의 데이터 DS1/DS2/DS3

0/0/1 0/0/1 0/1/1

0/1/1 0/1/1 0/1/1

1/1/1 1/1/1 1/1/1

0/0/0 0/0/0 0/0/0

0/1/0 0/1/0 0/1/0

1/1/0 1/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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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번째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 후의 데이터 DS1/DS2/DS3

n 번째의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에 있어, 기억 회로 DS1, DS2, DS3는 0/0/1, 0/1/1, 1/1/1, 0/0/0, 0/1/0, 또는 1/1/0

의 값을 가질 수 있다.

O/O/1는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O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O/1/1는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O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달했지만,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달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1/1/1는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지만,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

위에 도달하지 않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1라는 상태는 본 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의 기입 단계에서 O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1.2 V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에서의 검출 결과는 "pass"가 아니기때문에,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은 n 번째의 기입 단계에서 O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1.2 V에 도달한다면 0 1 제1 단계 기입 검

증에서의 검출 결과는 "pass"이기때문에,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의 값은 "1"로 변경된다.

기억 회로 DS2의 값이 "1"이라면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에 상관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0/0/

0, 0/1/0, 및, 1/1/0은 0 1 제1 단계 기입 검증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각 기억 회로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표 7은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후의 데이터와 메모리 셀의 임계값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메모리 셀의 임계값 Vth

1.4 V 이하 1.4 V 이상

n 번째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이전의 데이터 DS1/

DS2/DS3

0/0/1 0/0/1 -

0/1/1 0/1/1 1/1/1

1/1/1 1/1/1 1/1/1

0/0/0 0/0/0 0/0/0

0/1/0 0/1/0 0/1/0

1/1/0 1/1/0 1/1/0

n 번째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후의 데이터 DS1/DS2/DS3

n 번째의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전에, 기억 회로 DS1, DS2, DS3는 0/0/1, 0/1/1, 1/1/1, 0/0/0, 0/1/0, 또는 1/1/0의 값

을 가질수 있다.

O/O/1은 n 번째의 기입 단계 후에,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O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O/1/1은 n 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O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지만, (n-1)번째의 기입 단

계까지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1는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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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지만, n 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O 1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태 1/0/1는 본 예에

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 기입 단계에서,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1.4 V에 도달하지 않는으면,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에서의 검출 결과는 "pass"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의 기입 단계에서,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1.4 V에 도달한다면, 0 1 제2 단계 기입 검

증에서의 검출 결과는 "pass"이기때문에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1"로 변경된다.

기억 회로 DS1의 값이 "1"이라면,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에 상관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0/0/1는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0/0/0, 0/1/0, 및, 1/1/0은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대상이 아니

기때문에, 각 기억 회로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표 8은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후의 데이터와 메모리 셀의 임계값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메모리 셀의 임계값 Vth

2.2 V 이하 2.2 V 이상

n 번째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 이전의 데이터 DS1/

DS2/DS3

0/0/1 0/0/1 -

0/1/1 0/1/1 -

1/1/1 1/1/1 -

0/0/0 0/0/0 0/1/0

0/1/0 0/1/0 0/1/0

1/1/0 1/1/0 1/1/0

n 번째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 후의 데이터 DS1/DS2/DS3

n 번째의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에, 기억 회로 DS1, DS2, DS3는 0/0/1, 0/1/1, 1/1/1, 0/0/0, 0/1/0, 또는 1/1/0의 값

을 가질 수 있다.

O/O/O는 (n-1)번째의 기입 후,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O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1/O는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O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지만 0 0 제2 단계 기

입 검증 전위에는 도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1/0은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는 도달했지만,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는 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태 1/0/0는 본 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의 기입 단계에서 O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2.2 V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에서의 검출 결과는 "pass"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의 기입 단계에서 O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2.2 V에 도달한다면, 0 0 제1 단계 기입 검

증에서의 검출 결과는 "pass"이기 때문에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의 값은 "1"로 변경된다.

기억 회로 DS2의 값이 "1"이라면, 기억 회로 DS2의 데이터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에 상관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0/

0/1, 0/1/l, 및, 1/1/1은 0 0 제1 단계 기입 검증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각 기억 회로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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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후의 데이터와 메모리 셀의 임계값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메모리 셀의 임계값 Vth

2.4 V 이하 2.4 V 이상

n 번째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이전의 데이터 DS1/

DS2/DS3

0/0/1 0/0/1 -

0/1/1 0/1/1 -

1/1/1 1/1/1 -

0/0/0 0/0/0 -

0/1/0 0/1/0 1/1/0

1/1/0 1/1/0 1/1/0

n 번째의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후의 데이터 DS1/DS2/DS3

n 번째의 0 1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에, 기억 회로 DS1, DS2, DS3는 0/0/1, 0/1/1, 1/1/1, 0/0/0, 0/1/0, 또는 1/1/0의 값

을 갖는다.

O/O/O는 n 번째의 기입 단계후에,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O 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O/1/O는 n 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O 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는 도달했지만,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0은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n-1)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했지만, n 번째의 기입 단계까지 메

모리 셀의 임계값이 OO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태 1/0/0는 본 예에서

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의 기입 단계에서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2.4 V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에서의 검출 결과는 "pass"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 회로 DS1에서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n 번째의 기입 단계에서,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인 2.4 V에 도달한다면 0 0 제2 단계 기입 검

증에서의 검출 결과가 "pass"이기때문에,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1"로 변경된다.

기억 회로 DS1의 값이 "1"이라면, 기억 회로 DS1의 데이터는 메모리 셀의 임계값에 상관없이 변경되지 않는다. 0/0/0은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0/0/1, 0/1/1, 및, 1/1/1은 0 0 제2 단계 기입 검증 대상이 아니

기때문에, 각 기억 회로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9) 메모리 셀의 치수와 임계값 분포와의 관계

도 54 및 도 55은 기수 비트선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로의 기입 전후 부유 게이트 전극 내의 전하의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

고 있다.

초기 상태에서는 모든 메모리 셀이 소거 상태에 있다.

이 후, 도 5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수 비트선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 Ml에 대하여, 예를 들면, 10 기입을 실행하면, 메모리

셀 M1의 부유 게이트 전극 내로 마이너스의 전하가 주입된다. 이 상태는, 기수 비트선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로의 기입 이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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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5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수 비트선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 M2, M3에 대하여, 예를 들면, 10 기입을 실행하면,

메모리 셀 M2 및 M3의 부유 게이트 전극 내로 마이너스의 전하가 주입된다.

이 때, 메모리 셀 M1의 부유 게이트 전극과 메모리 셀 M2, M3의 부유 게이트 전극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 용량 결합에

의해 메모리 셀 M1의 부유 게이트 전극 내에 전하의 변화가 발생한다.

즉, 도 5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수 비트선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 M1의 부유 게이트 전극 내의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증가

하여, 메모리 셀 M1의 임계값이 상승한다.

이 임계값은 메모리 셀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인접하는 메모리 셀들의 부유 게이트 전극 간에 발생하는 기생 용량이 커질

수록 커진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우수 비트선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로의 기입 전후로 있는 기수 비트선에 연결되는 메모

리 셀 M2, M3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와 같이, 메모리 셀의 임계값 분포의 폭은 메모리 셀의 미세화에 수반하여 넓어지는 경향에 있다. 즉, 상술한 바와 같은

임계값 분포의 폭을 좁게 하는 기술은 금후, 매우 중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10) 블록 내 메모리 셀들로의 기입 수순

도 57은 블록 내의 메모리 셀로의 기입 수순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처음에, 워드선 WL0을 선택하여, 우수 비트선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들로 구성되는 1개의 페이지에 하위 데이터(하위 페

이지 데이터)를 기입한다. 다음에, 기수 비트선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들로 구성되는 1개의 페이지에 하위 데이터를 기입한

다.

이 후, 우수 비트선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들로 구성되는 1개의 페이지에 상위 데이터(상위 페이지 데이터)를 기입한다. 마

지막으로, 기수 비트선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들로 구성되는 1개의 페이지에 상위 데이터를 기입한다.

마찬가지로, 워드선 WL1, WL2, WL3을 순차 선택하여, 블록 내의 메모리 셀로의 기입을 완료시킨다.

이러한 기입 수순에 따르면, 인접하는 메모리 셀들의 부유 게이트 전극들 간에 발생하는 간섭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다.

즉, 1 페이지 내의 메모리 셀에 대해서 모두 하위 데이터를 기입한 후, 상위 데이터를 기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입 동안의

인접하는 메모리 셀들의 임계값들 간의 차를 작게 할수 있어, 임계값의 변동량을 작게 할수 있다.

(11) 판독 알고리즘

도 58은 하위 페이지의 판독 알고리즘을 표시한다.

우선, 판독 커맨드가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의 수신하면, 스테이트 머신은 판독 커맨드를 설정한다 (단계 S1). 다

음에,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어드레스 데이터를 수취하면, 스테이트 머신은 판독 페이지를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

스를 설정한다 (단계 S2). 어드레스가 설정되면, 스테이트 머신은 단계 S3로부터 스텝 S5까지가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우선, 0 1 판독이 행해진다 (단계 S3). 판독 데이터는 데이터 회로 내의 기억 회로에 기억된다.

0 1 판독의 결과, 판독 데이터가 "1", 즉,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1"이라면 1 0 판독이 행해진다 (단계 S4). 1 0 판독의 결

과, 판독 데이터가 "1"이라면 하위 페이지 데이터는 "1"로 판단되고, "0"인 경우에는 하위 페이지 데이터는 "0"으로 판단된

다.

또한, 0 1 판독의 결과, 판독 데이터가 "0", 즉,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0"이라면 0 0 판독이 행해진다 (단계 S5). 0 0 판독

의 결과, 판독 데이터가 "1"인 경우에는 하위 페이지 데이터는 "l"로 판단되고, "0 "인 경우에는 하위 페이지 데이터는 "0"으

로 판단된다.

도 59는 상위 페이지의 판독 알고리즘을 도시한다.

등록특허 10-0662684

- 42 -



우선, 스테이트 머신은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의 판독 커맨드를 수취하면, 판독하여 커맨드를 설정한다 (단계 S1).

다음에, 스테이트 머신은 호스트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의 어드레스 데이터를 수신하면, 판독 페이지를 선택하기 위한 어

드레스를 설정한다 (단계 S2).

어드레스가 설정되면, 스테이트 머신은 0 1 판독을 실행한다 (단계 S3). 이 판독 데이터는 데이터 회로 내의 기억 회로에

기억된다. 0 1 판독 결과로서, 판독 데이터가 "1"인 경우에는 상위 페이지 데이터는 "1"로 판단되고, "0"인 경우에는 상위

페이지 데이터는 "0"으로 판단된다.

(12) 기입 단계의 변형

도 60은 도 50의 파형도에 있어서의 기입 단계를 도시한다. 도 61은 도 60의 기입 단계의 변형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60의 예에서는 선택된 비트선 BLe에 기입 제어 전위로서 0.4 V를 공급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 61의 예에서,

기입 전위 Vpgm이 워드선 WL2에 공급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선택된 비트선 BLe를 0 V로 유지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선택된 비트선 BLe를 기입 금지 전위(예를 들면, Vdd)로 설정한다. 이에 의해, 실효적인 기입 펄스

폭이 짧아져, 메모리 셀의 임계값의 상승이 억제된다.

(13) 기입 검증 단계의 변형

도 62는 도 50의 파형도에 있어서의 기입 검증의 변형예를 나타내고 있다.

제1 단계 기입 검증시, 선택된 비트선 BLe는 우선 0.7 V로 충전된다. 이 후, 선택된 워드선 WL2가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

위에 달하면, 메모리 셀의 임계값에 대응하여 비트선 BLe의 전위가 변화한다.

예를 들면,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였다면, 비트선 BLe는 0.7 V를 유지하고, 반대로 도달

하지 않았다면, 비트선 BLe의 전위는 0 V를 향하여 저하한다.

따라서, 시각 tfv4에서, 비트선 BLe의 전위를 검출하면,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달하고 있는지

의 여부 검출할 수 있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한다면, 검출 결과는 "pass"로 된다.

이 후, 시각 tfv5 (시각 tsv3)에 있어서, 선택된 워드선 WL2의 전위를 제1 단계 기입 검증 전위로부터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로 전환한다. 이 때,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였다면, 비트선 BLe는 0.7 V를 유지하

고, 반대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비트선 BLe의 전위는 0 V를 향하여 저하한다.

따라서, 시각 tsv4에 있어서, 비트선 BLe의 전위를 검출하면,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제2 단계 기입 검증 전위에 도달하였

는지 여부를 검출할 수 있다. 메모리 셀의 임계값이 기입 검증 전위에 달하고 있으면, 검출 결과는 "pass"로 된다.

이와 같이, 본 예에 따르면, 제2 단계 기입 검증 시에 비트선 BLe의 충전 시간을 생략가능하기 때문에 고속 기입이 가능하

게 된다.

또, 본 예의 기입 검증 단계는 1 0 제1 및 제2 단계 기입 검증들에 한정되지 않고, 0 1 제1 및 제2 단계 기입 검증이나, 0 0

제1 및 제2 단계 기입 검증들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다.

3. 기타

상술의 실시 형태에서 다치 NAND-구조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예는 통상의 2치 NAND-구조 플

래시 메모리나, NOR형, AND형, DINOR 형 등의 그 밖의 구성의 플래시 메모리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예들은 플래시 메모리 뿐아니라,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들은 특히, 여러가지 시스템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유효하다. 뿐만아니라, 본 발

명의 예들은 상술의 형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요지를 일탈하지않는 범위에서, 구성 요소를 변형하여 구체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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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상술의 형태에 개시되어 있는 복수의 구성 요소가 적당한 조합에보다 여러가지의 발명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술의 형태에 개시되는 전 구성 요소로부터 몇개인가의 구성 요소를 삭제해도 좋고, 다른 형태의 구성 요소를 적절

하게 조합하더라도 좋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예에 따르면, 피크 전류에 의한 시스템 전체의 전원 전압의 저하에 기인하는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의 메모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3은 도 1의 메모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4는 도 1의 메모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5는 본 발명의 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도 5의 메모리에 있어서의 셀 어레이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6의 셀 어레이 내로 기입시의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도 6의 셀 어레이 내에서 소거 시의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도 6의 셀 어레이로부터 판독 시의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도 6의 셀 어레이 내로 기입시의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도 6의 셀 어레이 내에서 소거 시의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도 6의 셀 어레이로부터 판독 시의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모드 결정의 예 1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모드 결정의 예 2를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모드 결정의 예 3을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모드 결정의 예 4를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모드 결정의 예 5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모드 전환의 예 1을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모드 전환의 예 2를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모드 전환의 예 3을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모드 전환의 예 4를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모드 전환의 예 5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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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모드 전환의 예 6을 도시하는 도면.

도 24는 모드 전환의 예 7을 도시하는 도면.

도 25는 모드 전환의 예 8을 도시하는 도면.

도 26은 고속 동작/저소비 전류 모드에 있어서의 기입/소거 시의 소비 전류를 도시하는 도면.

도 27은 고속 동작/저소비 전류 모드에 있어서의 판독 시의 소비 전류를 도시하는 도면.

도 28은 기입/소거 시에, 고속 동작/저소비 전류 모드를 전환하는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29는 판독 시에, 고속 동작/저소비 전류 모드를 전환하는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30은 메모리 셀 어레이의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31은 메모리 셀 어레이의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32는 디바이스 구조의 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33은 디바이스 구조의 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34는 디바이스 구조의 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35는 디바이스 구조의 예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36은 일괄 검지 회로의 예를 도시하는 회로도.

도 37은 데이터 회로의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38은 데이터 회로의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39는 워드선 제어 회로의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40은 도 39의 RADD1의 회로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41은 도 39의 RMAIN1의 회로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42는 도 39의 RADD2의 회로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43은 도 39의 RMAIN2의 회로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44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와 임계값 전압 분포와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45는 논리 하위 페이지 데이터가 프로그램될 때의 임계 전압 변화의 모습을 도시하는 도면.

도 46은 논리 상위 페이지 데이터가 프로그램될 때의 임계값 전압의 변화의 모습을 도시하는 도면.

도 47은 기입 및 임계값의 제어 방법의 제1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48은 기입 및 임계값의 제어 방법의 제2 예를 도시하는 그림.

도 49는 상위 페이지로의 기입 및 임계값의 제어 방법의 예를 도시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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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은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 시에 있어서의 동작 파형을 도시하는 도면.

도 51은 하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면.

도 52는 상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면.

도 53은 상위 페이지 데이터의 기입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면.

도 54는 부유 게이트 전극 내의 전하의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55는 부유 게이트 전극 내의 전하의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56은 메모리 셀의 임계값 분포의 확대(넓이)에 대하여 도시하는 도면.

도 57은 블록 내의 메모리 셀들로의 기입 수순을 도시하는 도면.

도 58은 하위 페이지의 판독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면.

도 59는 상위 페이지의 판독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면.

도 60은 의 예를 도시하는 파형도.

도 61은 기입 단계의 예를 도시하는 파형도.

도 62는 기입 검증 단계의 예를 도시하는 파형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메모리 셀 어레이

2: 데이터 회로

3: 워드선 제어 회로

9A: 전위 생성 회로,

9B: 전환 회로

10: 일괄 검지 회로

23: 모드 전환 제어 회로

24: 페이지 사이즈 전환 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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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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