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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휘발성 메모리 프로그래밍

(57) 요약

본 발명은 메모리 디바이스들(Devices)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기술(Technology)에 관한 것이다.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

밍 연산들(Programming Operations)은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Non-volatile Storage Elements)의 집합(Set)을 수행하

게 된다. 일 예로,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프로그래밍 펄스들의 집합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검증 처리(Verify

Process)는 중간 검증 임계값(Intermediate Verify Threshold)에 도달했지만, 최종 검증 임계값(Final Verify

Threshold)에 도달하지 못한 비휘발성 저장 소자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감소 레벨(Reduced Level) 동안 한 개의 부

가 프로그래밍 연산(One Additional Programming Operation)은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했지만 최종 검증 임계값

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을 위해 수행되고,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은 이후의 프로그래밍이 금지된

다.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은 프로그래밍을 계속한다.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한 비휘

발성 저장 소자들은 프로그래밍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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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휘발성 저장 소자(Non-volatile Storage Element)에 대해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Programming Operations)

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가 중간 검증 임계값(Intermediate Verify Threshold)에 도달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은 최종 검증 임계값(Final Verify Threshold)과는 다르며;

상기 결정 단계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감소 레벨(Reduced Level) 동안 단지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

밍 연산(One Additional Programming Operation)을 수행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비휘발성 소자의 임계 전압(Threshold Voltage)의 변화에 관계

없이 상기 단지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한 후,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프로그래밍을 금지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스텝 사이즈(Step Size)의 크기로 증가하는 프로그래밍 펄스들(Programming

Pulses)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스텝 사이즈의 근사적으로 1/2만큼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임계 전압을 의

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가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한 이후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이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로 하여금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또는 거의 도달하게 하는 양만큼 상기 최

종 검증 임계값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Bit Line Voltage)이 프로그래밍

레벨(Programming Level)에 있는 동안 수행되고;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상기 프로그래밍을 금지하는 단계는,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 대한 상기 비트 라인 전압이

금지 레벨(Inhibit Level)에 있는 동안 수행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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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 대한 상기 비트 라인 전압이 상기 프로그래밍 레벨과 상

기 금지 레벨 사이의 중간 레벨(Intermediate Level)에 있는 동안에 수행되며,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 대한 상기 비트

라인 전압은 정확하게 한 개의 프로그래밍 연산을 위해 상기 중간 레벨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

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을 증가시킴으로써 상기 감소 레벨

동안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프로그래밍 펄스들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위해 프로그래밍 펄스의 폭을 줄이는 것에 의

해 상기 감소 레벨 동안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프로그래밍 펄스들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단지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는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금지하는 단계는 상기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한 후에 수행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을 수행하는 단계와;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만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만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서 감소 레벨

동안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했지만 임의의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해서, 자

동으로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 후에, 프로그래밍을 금지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은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계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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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스텝 사이즈의 크기로 증가하는 프로그래밍 펄스들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리고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했지만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해서,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스텝 사이즈의 근사적으로 1/2만큼 임계 전압들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은,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한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해서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이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로 하여금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또는 거의 도달하게 하는 양만큼 상기 최

종 검증 임계값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들이 프로그래밍 레벨 범위

(Programming Level Range)에 있는 동안 수행되고;

상기 프로그래밍을 금지하는 단계는 비트 라인 전압들이 금지 레벨에 있는 동안 수행되고; 그리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비트 라인 전압들이 상기 프로그래밍 레벨과 상기 금지 레벨 사이의 중간 레벨에 있

는 동안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프로그래밍 펄스들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단지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는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금지하는 단계는 상기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한 후에 수행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프로그래밍 펄스들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단지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는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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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지하는 단계는 상기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한 후에 수행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프로그래밍 펄스들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위해 프로그래밍 펄스의 폭을 줄이는 것에 의

해 상기 감소 레벨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의 어레이(Array)와; 그리고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과 통신하는 제어 회로(Control Circuit)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이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중간 검증 임계값

에 도달하지만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를 결정하고, 감소 레벨 동안 한 개의 부가 프로

그래밍 연산이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했지만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을

수행할 수 있게하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 후에,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는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

자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금지하고,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계속하며,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 후 및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들 이전에 상기 중간 검증 임

계값에 도달하는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금지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저

장 시스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제어기(Controlle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저장 시스템.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상태 머신(State Machine)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저장 시스템.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는 감지 증폭 회로들(Sense Amplification Circuits), 제어기 및 상태 머신의 집합(Set)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저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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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스텝 사이즈의 크기로 증가하는 프로그래밍 펄스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했지만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해서,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스텝 사이즈의 근사적으로 1/2만큼 임계 전압들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저장 시스템.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들이 프로그래밍 레벨 범위에 있

는 동안 수행되고;

상기 프로그래밍을 금지하는 것은 비트 라인 전압들이 금지 레벨 범위에 있는 동안 수행되고; 그리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비트 라인 전압들이 상기 프로그래밍 레벨 범위와 상기 금지 레벨 범위 사이의 중간

레벨 범위에 있는 동안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저장 시스템.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프로그래밍 펄스들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저장 시스템.

청구항 22.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서 프로그래밍 연산들을 수행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증가하는 프로그램 전

압(Increasing Program Voltage)을 포함하며, 상기 증가하는 프로그램 전압은 증가 사이즈(Increment Size)를 가지며;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가 하나 이상의 중간 검증 임계값들의 집합의 특정한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 단계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서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증가 사이즈의 일부분만큼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임계 전압을 변화시키

며, 상기 일부분의 사이즈는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들이 도달하기 위해 결정되는 것에 의존하며; 그리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한 후에,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프로그래밍을 금지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여기서 상기 금지하는 단계는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 후 및 다른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들 이전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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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증가 사이즈의 일부분은 상기 증가 사이즈의 1/2이고 상기 하나 이상의 중간 검증 임계값들의 집합은 한 개의 중간

검증 임계값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증가 사이즈의 일부분은 상기 증가 사이즈의 1/3이고; 그리고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들의 집합은 2개의 중간 검증 임계값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

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증가 사이즈의 일부분은 상기 증가 사이즈의 2/3이고; 그리고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들의 집합은 2개의 중간 검증 임계값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

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들의 집합은 3개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검증 임계값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

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이 프로그래밍 레벨에 있는 동안에 수행되고;

상기 프로그래밍을 금지하는 단계는 상기 비트 라인 전압이 금지 레벨에 있는 동안에 수행되고; 그리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비트 라인 전압이 상기 프로그래밍 레벨과 상기 금지 레벨 사이의 중간 레벨에

있는 동안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8.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프로그래밍 펄스들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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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금지하는 단계는 상기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한 후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

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9.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의 어레이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과 통신하는 제어 회로와;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이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중간 검증 임계값

에 도달하지만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를 결정하고, 감소 레벨 동안 한 개의 부가 프로

그래밍 연산이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했지만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을

수행할 수 있게하고, 자동으로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 후에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한 상기 비휘발성 저

장 소자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금지하고; 그리고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이 증가하는 프로그램 전압을 포함하며, 상기 증가하는 프로그램 전압은 증가 크기를

가지며,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특정한 중간 검증 임계값에 근거해서 상기 증가 사이즈의 일부분만큼

임계 전압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저장 시스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들이 프로그래밍 레벨 범위에 있

는 동안에 수행되고;

상기 프로그래밍을 금지하는 것은 상기 비트 라인 전압들이 금지 레벨 범위에 있는 동안 수행되고; 그리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비트 라인 전압들이 상기 프로그래밍 레벨 범위와 상기 금지 레벨 범위 사이의

중간 레벨 범위에 있는 동안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저장 시스템.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은 프로그래밍 펄스들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금지하는 것은 상기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적용한 후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저장

시스템.

청구항 32.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을 수행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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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가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했는지 결정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결정 단계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서 정확하게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은,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이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가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

하거나 또는 거의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최종 검증 임계값에 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3.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의 어레이를 생성하는 단계와;

프로그래밍 처리를 위한 최종 검증 임계값을 설정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프로그래밍 처리를 위한 중간 검증 임계값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하나 이상의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의 집합이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한 후에, 한 개의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하나

이상의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의 집합이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또는 거의 도달할 수 있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시스템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처리는 프로그래밍 연산들의 집합을 포함하고;

각각의 프로그래밍 연산은 프로그래밍 펄스의 적용(Application)을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래밍 처리는 스텝 사이즈만큼의

크기로 증가하는 프로그래밍 펄스들의 집합을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은 상기 스텝 사이즈의 일부분만큼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과는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시스템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처리는 프로그래밍 연산들의 집합을 포함하고;

각각의 프로그래밍 연산은 프로그래밍 펄스의 적용을 포함하며, 상기 프로그래밍 처리는 스텝 사이즈만큼의 크기로 증가

하는 프로그래밍 펄스들의 집합을 포함하고; 및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은 상기 스텝 사이즈의 1/2만큼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과는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

리 시스템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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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메모리 디바이스들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기술에 관련된 것이다.

배경기술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들은 다양한 전자 디바이스들(Electronic Devices)에서 사용됨으로 인해 대중화되었다. 일 예로,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는 셀룰러 전화기들, 디지털 카메라들,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들(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 이동 컴퓨팅 디바이스들(Mobile Computing Devices), 미이동 컴퓨팅 디바이스들과 다른 디바이스들에 사

용된다. 전기적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 읽기 전용 메모리(EEPROM : Electrical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이하 EEPROM이라 칭함)와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는 가장 대중화된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들 중에

하나이다.

대표적인 EEPROM과 플래시 메모리는 반도체 기판에서 채널 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채널 영역과 절연된 플로팅 게이

트(Floating Gate)를 가지는 메모리 셀을 사용한다. 채널 영역은 소스(Source)와 드레인(Drain) 영역들 사이의 p-웰

(well)에 위치된다. 제어 게이트(Control Gate)는 플로팅 게이트 위에 제공되고, 상기 플로팅 게이트와 절연된다.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Threshold Voltage)은 플로팅 게이트에 유지되는 전하량에 의해서 제어된다. 즉, 플로팅 게이트 상의 전

하의 레벨은 메모리 셀이 상기 메모리 셀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전도(Conduction)를 할 수 있도록 턴온되기 전에 제어 게

이트에 적용돼야만 하는 최소 전압을 결정한다.

일부 EEPROM과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들은 2가지 범위의 전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플로팅 게이트를 가진

다. 상기 플로팅 게이트를 가짐으로써 메모리 셀은 두 개의 상태들 중 하나로 프로그램되거나 또는 소거될 수 있다. 다중

비트(Multi-bit) 또는 다중 상태 플래시 메모리 셀은 디바이스 내에서 다수의 다른 임계 전압 범위들을 식별하는 것에 의해

서 구현된다. 각각의 다른 임계 전압 범위는 데이터 비트들의 집합에 대해 기결정된 값들에 대응한다. 메모리 셀에 프로그

램된 데이터와 셀의 임계 전압 레벨들 간의 특별한 관계는 셀들에 적용된 데이터 인코딩 방법에 의존한다. 일 예로, 본원

명세서에 참조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6,222,762와 2003년 6월 13일 제출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10/

461,244호, "Tracking Cells For A Memory System"은 다중 상태 플래시 메모리 셀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인코딩 방

법들을 기술한다. 다중 상태 셀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다중 상태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 레벨들의 다수

의 범위들은 충분한 마진(Margin)에 의해 각각의 다른 범위들로 분리된다. 상기 분리된 결과, 메모리 셀의 레벨은 프로그

램되거나 소거될 수 있게 된다.

EEP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를 프로그래밍할 때, 프로그램 전압이 제어 게이트에 적용되고, 비트 라인(Bit

Line)은 접지된다. 채널에서의 전자들은 플로팅 게이트로 주입된다. 전자들이 플로팅 게이트에 축적될 때, 상기 플로팅 게

이트는 음으로 충전되고,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올라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어 게이트에 적용된 프로그램 전압 Vpgm은 펄스의 연속된 파형으로 적용된다. 예

를 들면, 0.2V와 같은 펄스들의 크기는 기정의된 스텝 사이즈(Step Size)에 의해서 각각의 연속된 펄스와 함께 증가한다.

펄스들 간의 주기들 동안에, 검증 연산들이 수행된다. 즉, 병행하여 프로그램된 그룹 셀들의 각각의 셀의 프로그래밍 레벨

은 검증 레벨과 동일하거나 또는 더 크게 프로그램된게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프로그래밍 펄스 사이에 판독된

다. 프로그래밍을 검증하는 한가지 방법은 특정한 비교 포인트에서의 테스트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일 예로, 충분히 프로그

램되어 검증된 셀들에 대한 프로그래밍 처리를 멈추기 위해서 0에서 Vdd로 비트 라인 전압을 올리는 것에 의해서, 상기 셀

들은 금지된다. 일 예로, 도2는 임계 전압(Vth) 대 시간과 비트 라인 전압(Vbl) 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메모

리 셀이 도1의 프로그램 전압 Vpgm를 수신하는 동안,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은 증가한다.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예를

들면, Vver1와 같은 검증 레벨에 도달하면, 비트 라인 전압은 예를 들면, Vdd와 같은 Vinhibit로 올라가게 된다. 상기 설명

된 기술들과 본 발명에서 설명된 다른 기술들은 일 예로, 본원 명세서에 참조로 인용되는, 2003년 3월 5일에 제출된 미국

특허 출원 10/379,608호, "Self Boosting Technique"에 기술된 것과 같이, 다양한 자기 부스팅 기술들(Self Boosting

Techniques)과 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본원 명세서에 참조로 인용되는, 2002년 12월 5일 제출된 미국 특허 출

원 제10/314,055호, "Smart Verify for Multi-State Memories"에 기술된 것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도2에 나타낸 것처럼 프로그래밍할 때, 프로그래밍 속도와 프로그래밍 정밀도 간에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있다. 프

로그래밍 정밀도는 프로그래밍 처리 이후의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들의 임계 전압들의 분포와 관련된다. 임계 전압 분포가

더 밀집할수록, 메모리 셀들을 명백하게 판독하기가 더욱 쉬워진다. 판독 처리가 다른 임계 전압 분포들 간에 명백히 구분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밀집한 임계 전압 분포들에 대한 요구는 다중 상태 메모리 셀들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밀집한 임계

전압 분포를 얻기 위해서, 더욱 작은 스텝 사이즈가 프로그램 전압 Vpgm에 사용된다. 그러나 더욱 작은 스텝 사이즈를 사

용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처리를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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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종래의 프로그래밍 처리를 개선한 것을 나타낸다. 도3의 처리는 도1의 프로그램 전압 신호 Vpgm을 프로그램된 메

모리 셀들의 제어 게이트들에 사용한 것이다. 프로그램 펄스들 사이에, 검증 연산들이 수행된다.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셀

의 임계 전압이 Vver2보다 작을 경우, 프로그래밍은 비트 라인 전압을 가진 셀이 예를 들면 0V로, 낮게 유지될 때까지 계

속된다.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Vver2보다 크고 Vver1보다 작을 경우, 예를 들면, 1V인 중간 비트 라인

전압이 적용된다. 중간 비트 라인 전압의 결과로, 각각의 프로그램 펄스에 의해 임계 전압에서의 시프트(Shift)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채널 전압이 1V로 증가하게 되고, 메모리 셀의 프로그래밍은 늦춰지게 된다. 비트 라인은 다수개의 펄

스들에 대해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최종 목표, Vver1에 도달하기 전까지 중간 비트 라인 전압에서 유지되게 된다. 메모

리 셀의 임계 전압이 Vver1에 도달하면, 비트 라인은 이후의 프로그래밍을 금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비트 라인 전압을

Vdd인 Vinhibit까지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 올라가게 된다.

도3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임계 전압의 펄스에 의한 시프트가 임계 전압이 목표 값에 근접하도록, 예를 들면, 임계 전압

이 Vver2보다 크고 Vver1보다 작을 때 감소하기 때문에 도2의 처리보다 더 폭이 좁은 프로그램된 임계 전압 분포를 얻는

다. 그러나 도3의 프로그래밍 처리 속도는 중간 비트 라인 바이어스가 메모리 셀들의 프로그래밍을 늦추는 동안에 예를 들

면, 일반적으로 2에서 3까지의 펄스들과 같이 다수의 부가 펄스들이 프로그래밍 처리를 끝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

에 개선될 수 있다.

종래 메모리 시스템들의 다른 관심은 전력과 관련이 있다. 많은 이전 시스템들은 3V의 Vdd를 사용한다. 더 낮은 Vdd는 메

모리 시스템이 작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하기 때문에, 더 작은 Vdd를 사용하면 장점이 있다. 메모리 시스템이 더 작은 전

력을 사용할 경우,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호스트 디바이스는 더 긴 배터리 수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Vdd가 예

를 들면, 1.8V로 감소할 경우, 메모리 셀들은 1V의 중간 비트 라인 전압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일 예로, 선택 게이

트 트랜지스터(Select Gate Transistor)를 가진 NAND 체인(Chain)에서, 예를 들면, 1.8V와 같은 낮은 Vdd가 선택 게이

트 트랜지스터를 턴온시키기 위해서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적용될 경우, 1V의 비트 라인 전압은 선택 트랜

지스터의 소스측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 소스측에 전달될 수 있는 전압은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 전압

에 의존한다. 일 예로, 선택 게이트가 1.2V의 임계 전압을 가질 경우, 선택 게이트의 소스측에서의 전압은 0.6V-1.8V(게

이트 전압)-1.2V(임계전압)의 값에 도달하게 된다.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 전압을 낮추는 것에 의해서 소스측에

1V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 게이트가 0V와 같이 선택 게이트가 턴오프될 때, 트랜지스터의 누설은 증가하게 된다.

다른 해결책은 일 예로, 2.4V처럼, 선택 게이트의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경우, 프로그래밍 동안

에, 1.8V가 비트 라인에 적용되고 선택된 NAND 스트링에 속하는 채널 영역이 높은 전압으로 증가할 때, 소위 자기-부스

팅 연산(Self-Boosting Operation) 동안에 비트 라인쪽의 채널 영역의 누설이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메모리 디바이스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보다 빠른 프로그래밍

처리를 제공하고, 더욱 밀집한 임계 전압 분포를 나타낸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개선된 프로그래밍 처리는 보다 낮은 중간

비트 라인 전압을 사용하고, 상기 낮은 중간 비트 라인 전압 사용은 보다 낮은 Vdd가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 대해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을 수행하고,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

가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는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 단계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감소 레벨 동

안 단지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하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비휘발성 저

장 소자의 변화에 관계없이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한 후,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프로그래밍을 금

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의 구현 예에서, 프로그래밍 처리는 한 개의 펄스의 적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 각각의 프

로그래밍 연산과 함께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셀들의 제어 게이트들에 대해 시간에 대한 크기로 증가시키는 펄스들의 집합

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프로그래밍 연산은 특정한 메모리 기술에 적당한 펄스의 적용과는 다른 행위

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예로, 펄스들과는 다른 프로그램 신호들이 고정된 증가 사이즈(Increment Size)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고 증가하거나 또는 증가하지 않는 신호들을 포함해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서 증가 사이즈를 가지고 증가하는 프로그램 전압을 포함하는 프로그래

밍 연산들을 수행하고, 중간 검증 임계값들의 집합의 특정한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는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를 결

정하고, 상기 결정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에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을 수행하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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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 후에,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프로그래밍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증가 사이즈의 일부분만큼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의 임계 전압을 변화시킨다. 상기 사이즈의 일부분은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들 중의 하나에 도달하기 위해 결정되는 것에 의존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하나 이상의, 예를 들면, 2개, 3개 이상의, 중간 임계값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구현 예는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의 어레이(Array)와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과 통신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한

다. 상기 제어 회로는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이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중간 검증 임

계값에 도달하지만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를 결정하고, 감소 레벨 동안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이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했지만 상기 최종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상기 비휘발성 저장 소자

들을 수행할 수 있게하고, 자동으로 상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연산 후에,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한 상기 비휘

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금지하고, 상기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한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계속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의 어레이를 생성하고, 프로그래밍 처리를 위한 최종 검증 임계값을 설

정하고, 상기 프로그래밍 처리를 위한 중간 검증 임계값을 설정하며, 하나 이상의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의 집합이 상기 중

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한 후에, 한 개의 프로그래밍 연산은 상기 하나 이상의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의 집합이 상기 최종 검

증 임계값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목적들과 장점들은 도면들과 함께 설명되는 본 발명의 우선한 실시예로부터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을 구현하기에 적당한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두 개의 선택 게이트들(Select Gates) 사이에 직렬로

다중 트랜지스터들을 배열하는 것을 포함하는 NAND 구조를 사용한다. 직렬 트랜지스터들과 선택 게이트들은 NAND 스

트링(String)에 인용된다. 도4는 NAND 스트링의 평면도이다. 도5는 도4의 등가 회로도이다. 도4와 도5에 나타낸 NAND

스트링은 직렬로 연결된 4개의 트랜지스터들(100,102,104,106)을 포함하고, 상기 트랜지스터들은 제1 선택 게이트(120)

와 제2 선택 게이트(122) 사이에 위치된다. 선택 게이트(120)는 NAND 스트링을 비트 라인(126)과 연결한다. 선택 게이

트(122)는 NAND 스트링을 소스 라인(128)과 연결한다. 선택 게이트(120)는 제어 게이트(120CG)에 적용하는 적당한 전

압들에 의해서 제어된다. 선택 게이트(122)는 제어 게이트(122CG)에 적용하는 적당한 전압들에 의해서 제어된다. 각각의

트랜지스터들(100,102,104,106)은 제어 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를 가진다. 트랜지스터(100)는 제어 게이트(100CG)와

플로팅 게이트(100FG)를 가진다. 트랜지스터(102)는 제어 게이트(102CG)와 플로팅 게이트(102FG)를 가진다. 트랜지스

터(104)는 제어 게이트(104CG)와 플로팅 게이트(104FG)를 가진다. 트랜지스터(106)는 제어 게이트(106CG)와 플로팅

게이트(106FG)를 가진다. 제어 게이트(100CG)는 워드 라인(WL3)과 연결되고, 제어 게이트(102CG)는 워드 라인(WL2)

과 연결되고, 제어 게이트(104CG)는 워드 라인(WL1)과 연결되고, 제어 게이트(106CG)는 워드 라인(WL0)과 연결된다.

일 실시예에서, 트랜지스터들(100,102,104,106)은 각각의 메모리 셀들이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메모리 셀들은 다중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도4와 도5에 나타낸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도6은 상기 언급된 NAND 스트링의 단면도이다.

상기 도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NAND 스트링의 트랜지스터들은 p-웰 영역(140)에 형성된다. 각각의 트랜지스터는

제어 게이트(100CG,102CG,104CG,106CG)와 플로팅 게이트(100FG,102FG,104FG,106FG)로 구성된 스택트 게이트 구

조(Stacked Gate Structure)를 포함한다. 플로팅 게이트들은 산화 필름(Oxide Film) 상층의 p-웰의 표면에 형성된다. 제

어 게이트는 제어 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를 분리하는 인터 폴리실리콘(inter-polysilicon) 유전체 층(Dielectric Layer)

을 가지는, 플로팅 게이트 위에 놓인다. 도6은 트랜지스터 120과 122에 대한 제어 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를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러나 트랜지스터 120과 122에 대해서, 제어 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는 함께 연결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일반적

으로, 플로팅 게이트의 상단에 있는 게이트가 연결되지 않는 동안에, 플로팅 게이트로 생각되는 게이트는 연결된다. 메모

리 셀들(100,102,104,106)의 제어 게이트들은 워드 라인들(Word Lines)을 형성한다. N+ 확산층들(Diffused Layers)

(130,132,134,136,138)은 이웃하는 셀들 간에 분배되고, 상기 분배된 셀들은 NAND 스트링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직

렬로 연결된다. 상기 N+ 확산층들은 각각의 셀들의 소스와 드레인을 형성한다. 일 예로, N+ 확산층(130)은 트랜지스터

(122)의 드레인과 트랜지스터(106)의 소스의 역할을 하고, N+ 확산층(132)은 트랜지스터(106)의 드레인과 트랜지스터

(104)의 소스의 역할을 하고, N+ 확산층(134)은 트랜지스터(104)의 드레인과 트랜지스터(102)의 소스의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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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확산층(136)은 트랜지스터(102)의 드레인과 트랜지스터(100)의 소스의 역할을 하고, N+ 확산층(138)은 트랜지스터

(100)의 드레인과 트랜지스터(120)의 소스의 역할을 한다. N+ 확산층(126)은 N+ 확산층(128)이 다중 NAND 스트링들

을 위한 공통 소스 라인에 연결하는 동안에, NAND 스트링의 비트 라인과 연결한다.

도4-도6이 NAND 스트링에서 4개의 메모리 셀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도, 4개의 트랜지스터들의 사용은 단지 실시예에서만

제공되는 것임을 기억해야한다. NAND 스트링은 4개의 메모리 셀들보다 적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 일 예로, 일부 NAND

스트링들은 8개의 메모리 셀들, 16개의 메모리 셀들, 32개의 메모리 셀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된 것은 NAND

스트링에서 메모리 셀들의 임의의 특정한 수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메모리 셀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의 1 비트를 저장할

때, 메모리 셀의 가능한 임계 전압들의 범위는 논리 데이터 "1"과 "0"으로 할당된 두 개의 범위로 나뉜다. NAND 타입 플래

시 메모리의 실시예에서, 메모리 셀이 소거된 후의 전압 임계값은 음으로(Negative) 되고, 논리 "1"로 정의된다. 프로그램

연산 후의 임계 전압은 양으로(Positive) 되고, 논리 "0"으로 정의된다. 임계 전압이 음이고 판독이 시도될 때, 메모리 셀은

저장된 논리 1을 나타내기 위해서 턴온되게 된다. 임계 전압이 양이고 판독 연산이 시도될 때, 메모리 셀은 저장된 논리 0

을 나타내기 위해서 턴온되지 않는다. 또한, 메모리 셀은 일 예로, 디지털 데이터의 다중 비트들을 저장하는 것에 의하여,

정보의 다중 레벨들을 저장할 수 있다. 데이터의 다중 레벨들을 저장하는 경우에, 가능한 임계 전압들의 범위는 저장 레벨

들의 수만큼 나뉘게 된다. 일 예로, 정보의 4개 레벨들이 저장되는 경우, 데이터 값 "11", "10", "01", "00"으로 할당된 4개

의 임계 전압 범위들이 있게 된다. NAND 타입 메모리의 일 예에서, 소거 연산 후의 임계 전압은 음이고, "11"로 정의된다.

양의 임계 전압들은 "10", "01", "00"의 상태들을 사용한다.

NAND 타입 플래시 메모리들에 관련된 예들과 상기 NAND 타입 플래시 메모리들의 연산은 본원 명세서에 참조로 인용되

는, 다음의 미국 특허 출원에서 제공된다: 미국 특허 출원 제5,570,315호; 미국 특허 출원 제5,774,397호; 미국 특허 출원

제6,046,935호; 미국 특허 출원 제5,386,422호; 미국 특허 출원 제6,456,528호; 미국 특허 출원 제09/893,277호(출원 번

호 US2003/0002348). 자기 부스팅 기술들을 포함한 NAND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본원 명

세서에 참조로 인용되는 2003년 3월 5일 제출된 미국 특허 출원 제10/379,608호, "Self Boosting Technique"와; 2003년

7월 29일 제출된 미국 특허 출원 제10/629,068호, "Detecting Over Programmed Memo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들의 다른 타입들도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 예로, 다음의 특허들은 NOR 타입 플래시 메모

리들을 기술한 것이고, 본원 명세서에 참조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출원 제5,095,344호; 제5,172,338호; 제5,890,192호

와 제6,151,248호가 있다. 플래시 메모리 타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본원 명세서에 참조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출원 제

6,151,248호에 개시되어 있다.

도7은 본 발명의 구현에 사용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메모리 셀 어레이(302)는 열 제

어 회로(304), 행 제어 회로(306), c-소스 제어 회로(310) 및 p-웰 제어 회로(308)에 의해 제어된다. 열 제어 회로(304)는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하고, 프로그램 연산 동안 메모리 셀들의 상태를 결정하고, 프로그래밍을 촉진시키거

나 또는 프로그래밍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비트 라인들의 전위 레벨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메모리 셀 어레이(302)의 비트

라인들에 연결된다. 행 제어 회로(306)는 워드 라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판독 전압들을 적용하고, 프로그램 전압들을 적

용하고, 소거 전압을 적용하기 위해 워드 라인들에 연결된다. C-소스 제어 회로(310)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공통 소스

라인(도8에서 "C-소스"로 명칭됨)을 제어한다. P-웰 제어 회로(308)는 p-웰 전압을 제어한다.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데이터는 열 제어 회로(304)에 의해 판독되고, 데이터 입력/출력 버퍼(312)를 통해 외부 I/O 라인들

에 출력된다. 메모리 셀들에 저장되는 프로그램 데이터는 외부 I/O 라인들을 통해 데이터 입력/출력 버퍼(312)에 입력되

고, 열 제어 회로(304)에 전송된다. 외부 I/O 라인들은 제어기(318)에 연결된다.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 데이터는 제어기(318)에 입력된다. 명령 데이터는 무슨 연산이 요청되는지

플래시 메모리에 통보한다. 입력 명령은 열 제어 회로(304), 행 제어 회로(306), c-소스 제어 회로(310), p-웰 제어 회로

(308) 및 데이터 입력/출력 버퍼(312)를 제어하는 상태 머신(316)에 전송된다. 또한, 상태 머신(316)은 READY/BUSY 또

는 PASS/FAIL과 같은, 플래시 메모리의 상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제어기(318)는 퍼스널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또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은 호스

트 시스템에 연결되거나 또는 연결할 수 있다. 제어기(318)는 호스트로부터 명령들을 수신하고, 호스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호스트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호스트에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호스트와 통신한다. 제어기(318)는 호스

트로부터의 명령들을 상태 머신(316)과 통신하는 명령 회로들(314)에 의해서 해석되고 실행될 수 있는 명령 신호들로 변

환한다. 일반적으로, 제어기(318)는 메모리 어레이에 쓰여지거나 또는 상기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판독되는 사용자 데이터

를 위한 버퍼 메모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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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표적인 메모리 시스템은 제어기(318) 및 메모리 어레이와 관련된 제어회로, 입력/출력 및 상태 머신 회로들을 각

각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집적 회로 칩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집적회로를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집적 회로 칩들에 시스템

의 메모리 어레이들과 제어기 회로들을 함께 통합하는 것이 경향이다. 메모리 시스템은 호스트 시스템의 일부로서 내장될

(Embedded) 수 있고, 호스트 시스템들에 제거가능하게 삽입가능한 메모리 카드 또는 다른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제거가능한 카드는 예를 들면,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과 같이, 전체 메모리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고 또는 단지 호스트에 내

장되는 제어기를 가지는 메모리 어레이/어레이들과 관련 주변 회로들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어기는 호스트에 내장

될 수 있거나 또는 제거가능한 메모리 시스템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일부 구현들에서, 도7의 구성 요소들 중 일부가 조합될 수 있다. 다양한 설계들에서, 메모리 셀 어레이(302)와는 다른, 도7

의 구성 요소들 모두 또는 일부가 제어 회로들 또는 제어 회로로 생각될 수 있다.

도8을 참조하면, 메모리 셀 어레이(302)의 실시예 구조가 기술되어 있다. 일 실시예로서, NAND 플래시 EEPROM은 1024

개의 블록들로 분할되어 기술된다. 각각의 블록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동시에 소거된다. 일 실시예에서, 블록은 동시에 소

거되는 셀들의 최소 단위이다. 각각의 블록에서, 일 실시예에서, 짝수 열들과 홀수 열들로 분리된 8512개의 열들이 있다.

또한, 비트 라인들은 짝수 비트 라인(BLe)과 홀수 비트 라인(BLo)으로 분리된다. 도8은 NAND 스트링을 형성하기 위해

직렬로 연결된 4개의 메모리 셀들을 보여준다. 비록 4개의 셀들이 각각의 NAND 스트링을 포함하기 위해서 보이고 있지

만, 4개의 메모리 셀들 이상 또는 이하가 사용될 수 있다. NAND 스트링의 한 단자는 제1 선택 트랜지스터(SGD)를 통해

상응하는 비트 라인에 연결되고, 또 다른 단자는 제2 선택 트랜지스터(SGS)를 통해 상응하는 c-소스에 연결된다.

판독 및 프로그래밍 연산들 중에, 4256개의 메모리 셀들이 동시에 선택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들은 동일한 워드 라인과 동

일한 종류의 비트 라인, 예를 들면, 짝수 비트 라인들 또는 홀수 비트 라인들을 가진다. 그러므로 532 바이트의 데이터는

동시에 판독 또는 프로그램될 수 있다. 동시에 판독 또는 프로그램된 532 바이트의 데이터는 논리적 페이지(Logical

Page)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한 개의 블록은 적어도 4개의 워드 라인들, 각각 짝수와 홀수 페이지들을 가진, 8개의 논리적

페이지들을 저장할 수 있다. 각각의 메모리 셀이 예를 들면, 다중 레벨 셀과 같은 2 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한 개의 블

록은 16개의 논리적 페이지들을 저장한다. 또한, 다른 사이즈의 블록들과 페이지들이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도7과 도8과는 다른 구성들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 셀들은 예를 들면, 20V의 소거 전압까지 p-웰을 올리고, 선택된 블록의 워드 라인들을 접지시키는 것에 의해서 소

거된다. 소스와 비트 라인들은 플로팅한다. 소거하는 것은 전체 메모리 어레이, 분리된 블록들 또는 다른 셀들의 유닛에서

수행될 수 있다. 전자들은 플로팅 게이트에서 p-웰 영역으로 전송되고, 임계 전압은 음으로 된다.

판독 및 검증 연산들 중에, SGD 및 SGS와 같은 선택 게이트들과 예를 들면, WL0, WL1 및 WL3과 같은 미선택된 워드 라

인들은 통과 게이트들(Pass Gates)로서 트랜지스터들 연산을 만들기 위해서 판독 통과 전압을 예를 들면 4.5V로 올리게

된다. 일 예로, WL2과 같은 선택된 워드 라인은 관계된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특정 레벨에 도달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판독 및 검증 연산을 지정하는 레벨의 전압에 연결된다. 일 예로, 두 개의 레벨 메모리 셀에 대한 판독 연산에서, 선

택된 워드 라인 WL2는 접지될 수 있다. 그 결과, 임계 전압이 0V보다 더 높게 검출된다. 두 개의 레벨 메모리 셀에 대한 검

증 연산에서, 선택된 워드 라인 WL2는 0.8V에 연결된다. 그 결과, 임계 전압이 적어도 0.8V에 도달하는지 검증하게 된다.

소스 및 p-웰은 0V이다. 선택된 비트 라인들(BLe)은 일 예로, 0.7V의 레벨로 기충전(pre-charged)된다. 임계 전압이 워

드 라인에서의 판독 또는 검증 레벨보다 더 클 경우, 관계된 비트 라인(BLe)의 전위 레벨은 비전도(non-conductive) 메모

리 셀때문에 하이 레벨(High Level)을 유지한다. 반면에, 임계 전압이 판독 또는 검증 레벨보다 더 낮을 경우, 관계된 비트

라인(BLe)의 전위 레벨은 전도 메모리 셀때문에, 일 예로, 0.5V보다 작은 로우 레벨(Low Level)로 감소한다. 상기 결과,

메모리 셀의 상태는 비트 라인에 연결된 감지 증폭기(Sense Amplifier)에 의해 검출된다.

상기 기술된 소거, 판독 및 검증 연산들은 당업계에서 알려진 기술에 의해서 수행된다. 따라서, 기술된 많은 상세한 설명들

이 당업계에서 하나의 숙달된 기술에 의해서 다양화될 수 있다. 또한, 당업계에서 알려진 다른 판독 및 검증 기술들이 사용

될 수 있다.

도9는 도7의 열 제어 회로(304)의 일부분의 스케매틱 블록도이다. 열 제어 회로(304)에서, 데이터 저장 회로(440)는 짝수

번호 비트 라인(BLe)과 홀수 번호 비트 라인(BLo)을 포함하는 각각 두 개의 비트 라인들로 배열된다. 또한, 열 제어 회로

(304)에서, 감지 증폭기는 메모리 셀들 안에 데이터를 쓰고, 상기 메모리 셀들에서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서 데이터 저장

회로(440)에 배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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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채널 MOS 트랜지스터(442)는 데이터 저장 회로(440)와 짝수 번호 비트 라인(BLe) 간의 열 선택(Column Selection)을

위해서 연결된다. 또 다른 n-채널 MOS 트랜지스터(444)는 데이터 저장 회로(440)와 홀수 번호 비트 라인(BLo) 간의 열

선택을 위해서 연결된다. 짝수 번호 비트 라인(BLe) 또는 홀수 번호 비트 라인(BLo) 중에 어느 하나는 데이터 쓰기 또는

데이터 판독의 연산을 제어하기 위해서 선택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호 짝수BL이 논리 레벨 1이고 신호 홀수BL이 논리

레벨 0일 때, MOS 트랜지스터(442)는 짝수 번호 비트 라인(BLe)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전도되고, 이후에 데이터

저장 회로(440)에 연결된다. 반면에, 신호 짝수BL이 논리 레벨 0이고 신호 홀수BL이 논리 레벨 1일 때, 트랜지스터(444)

는 홀수 번호 비트 라인(BLo)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전도되고, 이후에 데이터 저장 회로(440)에 연결된다. 신호

짝수BL은 짝수 번호 비트 라인들을 통해 연결된 열 선택을 위해 모든 n-채널 MOS 트랜지스터들에 적용되고 반면에, 신호

홀수BL은 홀수 번호 비트 라인들을 통해 연결된 열 선택을 위해 모든 n-채널 MOS 트랜지스터들에 적용된다.

각각의 데이터 저장 회로(440)는 3개의 2진 데이터 저장 섹션들(Sections) DS1, DS2, DS3를 포함한다. 저장 섹션 DS1

은 내부 데이터 입력/출력 라인들을 지나서 데이터 입력/출력(312)에 연결되고, 외부로 출력되는 데이터를 쓰거나 또는 판

독하기 위해서 외부 입력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 저장 섹션 DS2는 쓰기 연산 후에, 메모리 셀의 임계값을 확인하기 위

한 쓰기 검증 연산의 검출 결과를 저장한다. 데이터 저장 섹션 DS3은 임시로 쓰는 순간 및/또는 판독 순간의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또한, 데이터 저장 섹션들은 다른 기능들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DS1, DS2, DS3는 메모리 장치의 일 부분들, 하나 이상의 레지스터들 또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디바이스

들이 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DS1, DS2, DS3는 각각 1비트이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하나 이상의 DS1, DS2, DS3

는 다중 비트들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도9에 나타난 회로와는 다른 회로들이 비트 라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도9가 짝수/홀수 비트 라인 구성을 보여주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각각의 비트 라인이 자기 자신의 감지

증폭기 및/또는 데이터 저장을 가진 구성과 같은, 많은 다른 비트 라인 구성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을 구현하기 알

맞은 일부 구성들에서, 모든 비트 라인들은 짝수 및 홀수 통과들(Passes)보다는 하나의 통과로 프로그램된다. 일 예로, 본

원 명세서에 참조로 인용되는, 2002년 9월 24일 제출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10/254,483호, "Highly Compact Non-

Volatile Memory and Method Thereof"를 참조하면 된다.

도10은 2 비트의 데이터 예를 들면, 4개의 데이터 상태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에 대한 임계 전압 분포들을 도시한다.

일 실시예에서, 분포(460)는 음의 임계 전압 레벨들을 가지는 소거된 상태에 있는, 예를 들면, "11"을 저장하는 셀들의 임

계 전압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분포(462)는 "10"을 저장하는 셀들의 임계 전압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분포(464)는 "00"을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의 임계 전압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분포(466)는 "01"을 저장하는 셀들의 임계 전압들의 분포를 나타

낸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각각의 분포들은 상기 기술된 것과는 다른 데이터 상태들로 대응될 수 있다. 추가로, 본 발명은 2

비트 이상을 저장하는 메모리 셀들을 가지고 동작할 수 있다.

하나의 구현에서, 분포(460)와 같이 소거된 상태에서의 메모리 셀은 분포 462, 464 또는 466와 같이 프로그램 상태들 중

의 임의의 하나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소거된 상태에서의 메모리 셀들은 2단계 방법론(Two-Step

Methodology)에 의해서 프로그램된다. 상기 2단계 방법론에서, 각각의 비트들은 데이터 상태에 대응하는 다른 논리적 페

이지들을 저장하게 된다. 즉, 메모리 셀에 저장되는 각각의 비트는 하위 논리적 페이지(Lower Logical Page)와 상위 논리

적 페이지(Upper Logical Page)에 속하는 다른 논리적 페이지 어드레스를 가진다. 일 예로, 상태 "10"에서, "0"은 하위 논

리적 페이지를 위해 저장되고, "1"은 상위 논리적 페이지를 위해 저장된다. 제1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셀의 임계 전압 레벨

은 하위 논리적 페이지에 프로그램된 비트에 의해서 설정된다. 비트가 논리 "1"일 경우, 초기 소거된 결과로서의 고유한 상

태에 있기 때문에, 임계 전압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트가 논리 "0"으로 프로그램된 경우, 셀의 임계 레벨은 임계 전

압 분포(462) 내에서 증가한다.

제2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셀의 임계 전압 레벨은 상위 논리적 페이지에 프로그램되는 비트에 의해서 설정된다. 상위 논리

적 페이지 비트가 논리 "1"일 경우, 셀이 "1"의 상위 페이지 비트를 전달하는 임계 전압 분포 460 또는 462에 대응하는 상

태들 중의 하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후의 프로그래밍도 발생하지 않는다. 상위 논리적 페이지 비트가 논리 "0"이고,

제1 단계가 임계(460)에 대응하는 소거된 상태에서 유지하는 셀이라면, 프로그래밍 처리의 제2 단계는 임계 분포(466) 내

에서 임계 전압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상위 논리적 페이지 비트가 논리 "0"이고, 셀이 제1 단계의 결과로서 임계 분포

(462)에 대응하는 상태로 프로그램된 경우, 프로그래밍 처리의 제2 단계는 임계 전압 분포(464) 내에서 임계 전압을 올리

는 것을 포함한다. 2단계 처리는 단지 다중 상태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론의 한 실시예이다. 1단계 처리 또는

2단계 이상의 처리를 포함하는 많은 다른 방법론들이 사용될 수 있다. 도8이 2 비트의 4개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

도, 또한, 본 발명은 8개의 상태, 16개의 상태, 32개의 상태 등등을 포함하는 다른 다중 상태 구조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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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래밍 처리를 설명한다. 도11은 임계 전압(Vth) 대 시간과 비트 라인 전압(Vbl)

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로축은 t1, t2, t3, t4, t5를 나타낸다. 각각의 시간에 대응하는 검증 절차는 프로그

램 펄스들 간에 수행된다. 도11에서 기술된 처리는 임의의 다중 상태들에 메모리 셀을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

거나 또는, 2진 메모리 셀을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도1의 프로그램 펄스들과 비슷하게, 프로그래밍 펄스들의 집합이 메모리 셀에 적용됨으로써,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은 도

11에 나타나듯이 시간 t1과 t2 사이에서 증가할 것이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프로그래밍 이전과 소거 이후의 초기 임계 전

압은 음의 임계 전압을 가질 것이다.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하위 중간 임계 전압 검증 포인트 Vver2에 도달할 때, 비트

라인 전압은 0V에서 중간 전압 V1으로 올라갈 것이다. 도11은 임계 전압이 t2 이후 t3 이전에 Vver2보다 더 크게 되는 것

을 보여준다. t3에서,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은 Vver2보다 크게 결정될 것이다. 임계 전압이 Vver2보다 크게 결정되자마

자, 비트 라인 전압은 중간 전압 V1까지 올라가게 된다. 실시예에서, V1은 종래 기술에서 사용되던 중간 전압보다 더 낮

다. 일 예로, 일부 실시예들은 V1을 위해 0.4V 또는 0.5V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메모리 셀이 정확하게 한 개의 프로

그래밍 펄스를 위해 V1의 비트 라인을 가질 것으로 고려한다.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 이전에, 비트 라인은 금지 전압, 예

를 들면, Vdd까지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임계 전압이 Vver2에 도달하자마자, 프로그램 처리는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

동안 늦춰질 것이고, 그 후에 금지된다. 마지막 펄스 동안 프로그래밍 처리를 늦추고, 마지막 펄스를 위한 임계 전압의 많

은 시프트를 감소시키는 것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처리는 더욱 밀집한 임계 전압 분포를 얻을 것이다. 추가로, 더 큰 스텝

사이즈가 사용될 수 있다. 일 예로, 많은 종래 기술에서의 처리들은 0.2V의 Vpgm의 스텝 사이즈를 사용한다. 본 발명은

0.4V의 스텝 사이즈를 고려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전압 V1은 다음의 프로그래밍 펄스 동안에,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 시프트가 프로그램 전압 스텝 사이

즈의 반과 동일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택된다. 즉, 프로그램 스텝이 0.4V일 경우, V1은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에서

시프트가 0.2V와 같게 될 때 선택된다. 임계 전압 다음의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펄스가 Vver2에 도달한 후에, Vver1과

Vver2의 값들은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의 시프트가 목표값인 Vver1보다 더 크게 될 때 적당한 방법으로 선택된다. 따라

서, 일부 실시예들에서, Vver2는 프로그램 전압 스텝 사이즈를 예를 들면, 0.2V인 1/2로 해서 Vver1으로부터 분리된다.

도2의 처리와 비교해서, 상기 기술된 방법의 장점은 더 작은 프로그래밍 펄스들이 요구되고, 그 결과 더 작은 프로그래밍

시간을 생성하는 것이다.

도12는 도11에 대해 상기 기술된 개념들을 사용한 프로그래밍 메모리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기술한 흐름도이다. 단계

500에서, 시스템은 메모리를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명령들과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단계 502에서, 초기화가 수행된다.

일 예로, 일부 실시예들에서, 메모리 셀들은 프로그래밍 이전에 소거된다. 추가로, 소거된 일부 메모리 셀들은 소프트 프로

그래밍 처리(Soft Programming Process)가 필요하고, 소거된 전체 메모리 셀들은 폭이 좁은 소거된 임계 전압 분포 내에

서의 임계 전압을 가지게 된다. 추가로, 상태 레지스터들이 초기화된다. 단계 504에서, 프로그래밍 펄스가 적용된다. 일 예

로, 특정한 NAND 체인들에서 트랜지스터들의 제어 게이트들은 프로그래밍 펄스를 수신하는 제어 게이트들을 가진다. 단

계 506에서, 검증 연산이 수행되고, 메모리 셀들은 상기 메모리 셀들의 임계 전압들이 Vver2에 도달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서 테스트된다(도11 참고). 단계 508에서, 검증 연산이 수행되고, 메모리 셀들은 상기 메모리 셀들의 임계 전압들이

Vver1에 도달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된다(도11 참고). 2진 메모리 셀에서, 단지 하나의 Vver1과 하나의 Vver2만

이 존재하게 된다. 다중 상태 메모리 셀에서, 각각의 상태는 각각의 상태에 대한 Vver1 및 Vver2를 가지게 된다. 일부 실

시예들에서, 각각의 상태에 대한 한 개의 검증 연산들 집합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8개의 상태 메모리 셀에서, Vver2에

대한 검증 절차와 Vver1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가지는 각각의 검증 연산의 집합과 함께 7개의 검증 연산들 집합이 존재하게

된다.

단계 506의 검증 처리가 성공적이고, 단계 508의 검증 처리가 실패한 경우(단계 510 참고),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Vver2보다 크고 Vver1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개의 부가 프로그래밍 펄스가 단계 520에서 메모리 셀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기 프로그래밍 펄스는 감소 레벨 동안 적용된다. 일 예로,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의 비트 라인은 상기

기술되었듯이 중간 전압 V1까지 올라간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비트 라인 전압을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프로그래밍 펄스

가 메모리 셀을 줄이는게 더 낫다. 일 실시예는 프로그래밍 펄스의 시작 때 비트 라인에 Vdd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프

로그래밍 펄스 동안, 비트 라인 전압은 일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Vdd에서 0V으로 감소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

로그래밍 펄스는 8-10 마이크로 초(microsecond)이다. 실시예에서, 감소한 프로그래밍 펄스는 5 마이크로 초이다. 단계

520은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에 단지 하나의 펄스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하나의 펄스가 적용된 후에, 단계 522에

서, 상기 메모리 셀은 이후의 프로그래밍부터 금지될 것이다.

단계 508의 검증 처리가 성공적인 경우(단계 510 참고),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Vver1보다 크고, 단계 512에서, 메모리

셀은 이후의 프로그래밍부터 금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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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06의 검증 처리가 실패하고, 단계 508의 검증 처리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단계 510 참고),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

이 Vver2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 루프들은 다음의 프로그램 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단계 504로 되돌

아간다.

상기 기술되었듯이, 다중 상태 메모리 셀은 다양한 구성들을 가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다중 상태 메모리 셀은 소거된

상태를 임의의 프로그램된 상태로 프로그램할 수 있게 한다. 일 예로, 도10을 보면, 상태 460에서 메모리 셀은 상태 462,

464 또는 466 중에 하나로 직접 프로그램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 셀들은 다중 논리적 페이지들을 사용할

수 있고, 상기 기술된 2단계 프로그래밍 처리에 의해서 프로그램될 수 있다. 도13은 상기 기술된 것처럼, 다중 논리적 페이

지 메모리 셀의 하위 논리적 페이지를 프로그래밍 처리하는 한가지 실시예를 기술하는 흐름도이다. 또한, 더 많은 비트들,

더 많은 페이지들, 다른 상태 지정들(assignments) 등등을 가진 다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도13의 처리

에 대한 다양한 변형들은 임계 상태 지정들과 프로그램 방법론에서의 다른 변화들을 조절시키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도13의 처리는 2진 메모리 셀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도13의 단계 550에서, 연산은 호스트로부터 데이터 입력 명령을 수신하고 상태 머신에 데이터 입력 명령을 위치시키는 것

에 의해서 시작된다. 단계 552에서, 어드레스 데이터는 호스트로부터 수신되고, 쓰기 연산에 사용되는 페이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상태 머신에 저장된다. 단계 554에서, 쓰여지는 데이터는 DS1에 수신되고 저장된다. 단계 556에서, 쓰기 명령은

호스트로부터 수신되고, 상기 쓰기 명령은 상태 머신에 위치된다. 일 실시예에서, 쓰기 명령이 상태 머신에 저장된 후에,

이후 단계들의 연산이 자동으로 상태 머신에 의해서 시작된다. 단계 558에서, DS1에서의 데이터는 DS2로 복사된다. 단계

560에서, 프로그램 전압 Vpgm의 초기값들이 설정된다. 예를 들면, 1V로 설정된다. 그러나 또한, 다른 값들이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프로그램 카운터(PC)는 0으로 초기화된다.

일 실시예에서, 소거된 상태는 논리적 데이터 1에 대응하고, 프로그램 상태는 논리적 데이터 0에 대응한다. 따라서, DS1과

DS2에 데이터가 로딩(Loading) 될 때, 0이 상기 DS1과 DS2 레지스터들에 로드되는 경우, 메모리 셀은 프로그램될 수 있

다. 논리적 데이터 1이 DS1과 DS2에 로드되는 경우, 메모리 셀이 이미 소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 셀은 프로그램될

필요가 없다. 2단계 프로그래밍 처리에서 두 개의 논리적 페이지들을 사용하는 다중 상태 메모리 셀의 실시예에서, 하위

상태가 상태 460에서 상태 462로 변화될 경우, 0이 DS1과 DS2에 로드된다. 메모리 셀이 상태 460을 유지할 경우, 1이

DS1과 DS2에 로드된다.

단계 570에서, DS1이 0과 같고 DS2가 0과 같은지 결정한다. DS1이 0이고 DS2가 0이라면, 비트 라인은 0V로 설정된다.

DS1이 0이고 DS2가 0인 것은 메모리 셀이 다음 상태로 프로그램되고 임계 전압이 Vver2보다 작은 경우이다.

DS1이 0과 같고 DS2가 1과 같은 경우, 비트 라인은 중간 비트 라인 전압, V1으로 설정된다. DS1이 0과 같고 DS2가 1과

같은 것은 임계 전압이 Vver2보다는 크고 Vver1보다는 작은 경우이다.

DS1이 1과 같은 경우,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Vver1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비트 라인은 이후의 프로그

래밍을 금지하기 위해서 Vdd로 설정된다.

단계 572에서, 다음의 프로그램 펄스가 메모리 셀의 제어 게이트에 적용된다. 단계 574에서, DS2가 1과 동일한지 결정된

다. DS2가 1과 동일한 경우, 또한, DS1은 1로 설정된다. 단계 574는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Vver2보다 크지만 Vver1

보다는 작기 때문에, DS2가 1로 설정된 후에 수행된다. 메모리 셀은 단지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펄스를 위해 프로그램

될 것이다. 단계 576에서, 메모리 셀은 Vver2에 대한 검증 처리가 필요하다. 임계 전압이 Vver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검증 처리가 성공적인 경우, DS2는 1로 설정된다. DS2가 이미 1인 경우, 상기 DS2는 1을 유지한다. 단계 578에서, 메모

리 셀은 Vver1에 대한 검증 처리가 필요하다. 임계 전압이 Vver1에 도달했기 때문에, 검증 처리가 통과한 경우, DS1은 1

로 설정된다. DS1이 이미 1인 경우, 상기 DS1은 1을 유지한다. 단계 580에서, 프로그램 전압은 스텝 사이즈에 의해서 증

가한다. 일 실시예에서, 스텝 사이즈는 0.4V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프로그래밍 펄스는 이전 펄스보다 큰 0.4V일 것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스텝 사이즈는 0.2V 또는 다른 값들이다. 단계 582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씩 증가한다. 단계 584

에서, 프로그램되는 모든 메모리 셀들은 DS1 레지스터가 1과 같은 값을 가지는지 결정한다. 상기 모든 DS1 레지스터가 1

과 같은 경우, 프로그래밍 처리는 성공적으로 완료된다. 상기 모든 DS1 레지스터가 1과 같지 않은 경우, 프로그래밍 처리

는 계속된다. 단계 586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20보다 작은지 결정한다.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20보다 큰 경우, 프로그

래밍 처리는 실패된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20보다 작은 경우, 처리 루프는 단계 570으로 되돌아간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반드시 20과 비교되지 않는다.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는 두 개의 레벨 연산을 위해

4 또는 5보다 더 낮을 수 있다. 다중 레벨에 대해서,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는 하위 페이지를 위해 12개의 순서와 상위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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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해 16개의 순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값들은 마찬가지로 스텝 사이즈에 의존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프로그램 카

운터가 최대값에 도달한 경우, 프로그래밍 처리가 반드시 실패하지는 않는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최대값에 도달한 후, 시

스템들은 페이지에서 얼마나 많은 메모리 셀들이 검증 레벨에 도달하지 않았는지를 검사한다. 검증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셀들의 수가 임의의 값보다 작은 경우, 즉, 1 또는 1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면, ECC와 같은 에러 정정(Error Correction)

이 1 비트로 정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처리는 여전히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들에서, 검증 전압을 통과하지 못한 셀은 여전히 하위 게이트 전압에서 수행되는 정상적인 판독 연산을 통과하기

에 충분히 높은 임계 전압을 가질 수 있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두 개의 논리적 페이지들과 2단계 프로그래밍 처리를 사용하는 다중 상태 메모리 셀의 일 실시예

에서, 상태 460은 11과 동일하고, 상태 462는 10과 동일하고, 상태 464는 00과 동일하고, 상태 466은 01과 동일하다. 상

기 실시예에서, 도13의 처리는 상태 11에서 상태 10까지 셀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사용된다. 도14의 처리는 상태 11에

서 상태 01까지 또는 상태 10에서 상태 00까지 중의 하나로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사용된다. 즉, 도14는 메

모리 셀에 상위 페이지 데이터를 쓰는 일 실시예를 위한 제어 알고리즘을 기술한 흐름도이다.

도14의 단계 620에서, 연산은 호스트로부터 데이터 입력 명령을 수신하고 상태 머신에 데이터 입력 명령을 위치시킬 때

시작한다. 단계 622에서, 어드레스 데이터는 호스트로부터 수신되고, 상태 머신에 위치된다. 단계 624에서, 쓰여지는 데이

터는 DS1에 수신되고 저장된다. 단계 626에서, 쓰기 명령은 호스트로부터 수신되고, 일부 실시예들에서, 이후 처리의 시

작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상태 머신에 위치된다. 단계 628에서, 프로그램 데이터는 DS1에서 DS2로 복사된다. 단계 630에

서, 상태 10 판독 연산은 메모리 셀이 상태 11 또는 10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상태 11과 10 사이에 있는 판독 비교 포인트

를 사용해서 수행된다. 메모리 셀이 상태 10으로 결정된 경우, 메모리 셀에 대한 DS3 레지스터는 1로 설정된다. 그외의 경

우, DS3 레지스터는 0으로 설정된다. 단계 632에서, 테스팅에 근거해서 결정된 프로그램 전압은 16V-18V 범위의 값으로

초기 설정된다. 그러나 또한, 다른 초기 전압들이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프로그램 카운터는 초기 0으로 설정된다.

단계 640에서, DS1 레지스터와 DS2 레지스터 모두가 0으로 설정되는지 결정된다. 상기 DS1 레지스터와 DS2 레지스터

모두 0인 경우,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은 프로그램되는 특정한 상태를 위해 Vver2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비트 라인은 0V로 설정된다.

DS1이 0으로 설정되고 DS2가 1로 설정된 경우,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은 Vver2보다 크고 Vver1보다 작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트 라인은 V1의 중간 전압으로 설정된다.

DS1이 1로 설정된 경우,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은 Vver1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트 라인 전압은 임임의

이후의 프로그래밍을 금지하기 위해서 Vdd로 설정된다. 단계 642에서, 다음의 프로그래밍 펄스가 적용된다. 단계 644에

서, DS2 레지스터가 1로 설정되는지 결정한다. DS2 레지스터가 1로 설정된 경우, 또한, DS1 레지스터는 1로 설정된다.

단계 644는 메모리 셀이 Vver2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단지 한 개의 부가 펄스가 메모리 셀을 프로

그램하기 위해 사용된다. 단계 646에서, 검증 처리는 상태 00의 Vver2를 위해 수행된다. DS3가 1과 동일하고, 검증 처리

가 통과한 경우, DS2 레지스터는 1로 설정된다. 단계 648에서, 프로그램 검증 처리는 상태 00에 대한 Vver1을 위해 수행

된다. DS3가 1로 설정되고, 검증 처리가 통과한 경우, DS1 레지스터는 1로 설정된다. 단계 650에서, 검증 처리는 상태 01

의 Vver2를 위해 수행된다. DS3 레지스터가 0으로 설정되고 검증 처리가 통과한 경우, DS1 레지스터는 1로 설정된다. 단

계 652에서, 검증 처리는 상태 01에 대한 Vver1을 위해 수행된다. DS3 레지스터가 0으로 설정되고, 검증 처리가 통과한

경우, DS1 레지스터는 1로 설정된다. 단계 654에서, 프로그램 전압은 스텝 사이즈에 의해서 증가한다.

일부 구현들에서, 단계 650은 수행되지 않는다. 즉, 시스템은 프로그래밍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지 예를 들면, 상태 01

과 같은 가장 높은 프로그램된 상태에 대해 Vver1을 검사한다. 일부 실시예들에서, 더 넓은 임계 전압 분포가 예를 들면,

상태 01와 같은 가장 높은 프로그램된 상태를 위해 다뤄질 수 있다.

단계 656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씩 증가한다. 단계 658에서, 프로그램되는 모든 메모리 셀들은 DS1 레지스터가 1로

설정되는지 결정한다. 상기 모든 DS1 레지스터가 1로 설정된 경우, 프로그래밍 처리는 성공적으로 완료된다. 모든 DS1

레지스터가 1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단계 660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20보다 작은지 결정한다. 상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20보다 큰 경우, 프로그램 처리는 실패된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20보다 작은 경우, 처리 루프는 단계 640으로 되돌아간다.

상기 기술된 실시예에서, 비트 라인 중간 전압은 다음의 프로그래밍 펄스 동안에, 임계 시프트가 스텝 사이즈의 반과 동일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택된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시프트는 한쪽 방향이 약간씩 다양할 수 있다. Vver1과 Vver2

간의 차이는 시간 tn에서 Vver2 레벨을 통과하는 셀이 tn+1에서 Vver1보다 큰 또는 일부 경우들에서는 근사하는 임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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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을 가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택된다. 중간 비트 라인 전압 V1은 임의의 시간 tn에서 단지 Vver2보다 크지만 Vver1보

다 작은 임계 전압을 가지는 셀들에 적용되고, 단지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에 대해 적용된다.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

후에, 이후의 프로그래밍이 금지된다. 따라서, 제조 처리(Manufacturing Process) 동안에, 도7에 의해서 비휘발성 저장

소자들의 어레이와 메모리 시스템을 생성할 때, 특정 상태에 대한 또는 모든 상태들에 대한, 예를 들면, Vver1과 같은 최종

검증 임계값이 설정되고, 관련된 다양한 상태들에 대한 예를 들면, Vver2와 같은 중간 검증 임계값/임계값들이 설정된다.

그 결과 메모리 셀이 중간 검증 임계값에 도달한 후에, 메모리 셀들은 예를 들면, 하나의 프로그래밍 펄스와 같이 최종 검

증 임계값 한 개의 프로그래밍 연산에 도달하는 또는 거의 도달하게 될 것이다. 메모리 셀들의 일부가 Vver1 레벨에 도달

하지 못할 수 있다. 상기 기술된 처리에 이어서, 어떠한 부가 프로그래밍 펄스들도 Vver1 레벨에 도달하지 못하는 메모리

셀들을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Vver1 레벨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Vver1 및/또는 Vver2 단계 동안

에 잡음을 판독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가장 최근의 프로그래밍 펄스 동안에 기대되는 것보다 작은 임계 전압 시프트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경우들에서, 상기 언급된 기술들을 사용하는 특정한 메모리 셀은 Vver1보다 낮은 임계 전압을 가질

수 있다.

상기 기술된 실시예들은 2개의 검증 포인트들을 고려한다. 최종 검증 포인트와 중간 검증 포인트.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는 3개의 검증 레벨들을 사용한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서, 또한, 3개의 검증 레벨들보다 더 많은 레벨들이 사용될 수 있

다.

도15와 도16은 3개의 검증 레벨들을 사용한 실시예를 기술한다. 도15와 도16은 임계 전압(Vth) 대 시간과 비트 라인 전압

(Vbl) 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포함한다. 3개의 검증 레벨들을 가진 실시예에서, 검증 연산 동안에, 목표 전압

(Target Voltage) Vver1보다 큰 임계 전압을 가지는 메모리 셀들은 비트 라인 전압을 Vinhibit까지 올리는 것에 의해서

완전히 금지된다. Vver1과 Vver2 사이의 임계 전압을 가지는 메모리 셀들은 이후의 프로그래밍 단계 동안에 중간 비트 라

인 전압 V1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늦춰지고, 상기 이후 완전히 금지되며, V1에서 비트 라인을 가진 단지 한 개의 프로그

램 임펄스만이 수행된다. V1과 Vver2의 값들은 tn에서 Vver2를 통과하는 셀이 tn+1에서 Vver1에 도달하거나 또는 거의

도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정된다. 검증 연산 동안에, Vver3와 Vver2 사이의 임계 전압을 가지는 메모리 셀들은 이후의

프로그래밍 단계 동안 중간 비트 라인 전압 V2를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늦춰지고, 상기 이후 완전히 금지되며, V2에서 비

트 라인을 가진 단지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만이 수행된다. V2와 Vver3의 값들은 tn에서 Vver3를 통과하는 셀이 tn+1

에서 Vver1에 도달하거나 또는 거의 도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정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V2와 V1은 다음의 프로그래

밍 펄스에서, 메모리 셀이 Vver2를 통과한 경우, 임계 전압 시프트가 프로그램 스텝의 1/3과 같아지고, 메모리 스텝이

Vver3를 통과한 경우, 임계 전압 시프트가 프로그램 스텝의 2/3와 같아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택된다.

도15는 메모리 셀의 임계 전압이 t2와 t3 사이에서 Vver2보다 크게 되는 경우의 프로그램되는 메모리 셀을 나타낸다. 또

한, 임계 전압은 t2와 t3 사이에서 과거 Vver3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검증 처리가 t3에서 수행될 때, 메모리 셀은 Vver2

보다는 크고 Vver1보다는 작게 결정된다. 그러므로 비트 라인 전압은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에 대해 중간 전압 V1까지

올라간다.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 후에, 비트 라인 전압은 Vinhibit까지 올라가고, 메모리 셀은 이후의 프로그래밍부터

금지된다.

도16의 예는 임계 전압이 t2와 t3 사이에서 Vver3를 가로지르는 메모리 셀을 나타낸다. 검증 처리가 t3에서 수행될 때, 메

모리 셀의 임계 전압은 Vver3보다 크고 Vver2보다 작게 결정된다. 그러므로 메모리 셀의 비트 라인 전압은 한 개의 펄스

에 대해 중간 전압 V2까지 올라간다. 한 개의 프로그래밍 펄스 이후에, 비트 라인 전압은 Vinhibit까지 올라간다.

더 많은 검증 레벨들을 가지면, 더 많은 검증 연산들이 필요하게 된다. 더 많은 검증 연산들이 수행된 경우, 프로그래밍 처

리는 더 길어진다.

도3의 처리와 비교했을 때, 본 발명의 한가지 장점은 비트 라인 전압을 올린 이후의 한 개의 프로그램 펄스 뒤에, 어떠한 부

가 프로그래밍 펄스들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래밍 시간이 줄어든다.

도2의 쓰기 처리들과 비교해서, 프로그래밍 처리의 가장 최근 단계가 사실상 사이즈의 반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스텝 사이

즈가 동일한 임계 전압 분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많은 수의 프로그래밍 펄스들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경우들에서는 거의 50% 감소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앞선 상세한 설명은 도면과 설명의 목적들을 위해 소개된다. 또한, 상기 상세한 설명은 정확한 양식으로 출원된

본 발명을 철저하게 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수정들과 변화들이 상기 언급된 설명으로 미

루어보아 가능하다. 기술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원리들을 최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선택되고, 상기 기술된 실시예들에 의

등록특허 10-0751579

- 19 -



한 본 발명의 실질적인 응용은 당업계에서 다른 기술들을 특정한 사용을 고려하기에 적당하도록 다양한 실시예들과 다양

한 수정들을 가진 본 발명을 최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에 첨부된 청구항들에 의해 정의된 발명의 범위 내에서

생각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프로그램 전압 신호를 나타낸 펄스도이다.

도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시간에 대한 임계 전압(Vth) 분포와 시간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Vbl)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3은 종래 기술에 따른 시간에 대한 임계 전압(Vth) 분포와 시간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Vbl)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4는 NAND 스트링의 평면도이다.

도5는 NAND 스트링의 등가 회로도(Equivalent Circuit Diagram)이다.

도6은 NAND 스트링의 단면도이다.

도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양태들이 구현된 비휘발성 메모리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8은 메모리 어레이(Memory Array)의 구성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9는 열 제어 회로(Column Control Circuit)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10은 다중 상태(Multi-State) 메모리 셀들에 대한 메모리 셀 임계값 분포들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11은 시간에 대한 임계 전압(Vth) 분포와 시간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Vbl)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 흐름도이다.

도13은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프로그래밍을 위한 방법을 설명한 흐름도이다.

도14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논리적 페이지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 흐름도이다.

도1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간에 대한 임계 전압(Vth) 분포와 시간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Vbl)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간에 대한 임계 전압(Vth) 분포와 시간에 대한 비트 라인 전압(Vbl)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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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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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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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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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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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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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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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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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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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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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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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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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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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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