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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인가 횟수(n)가 12회까지는 전반 펄스로서 펄스 폭이 고정인 2ms로 설정되고, 또한 1회마다 펄스 전압이 증가된다.

또한, 후반 펄스로서 전압이 최대 전압에 도달하기까지는 3ms의 고정 펄스 폭이며, 또한 1회마다 펄스 전압이 증가된다.

최대 전압 도달 이후에는 먼저 펄스 폭 3ms로 2회 펄스가 인가되고, 다음에 최대 전압에서 펄스 폭 4ms로 2회 펄스가 인

가되며, 이어 최대 전압에서 펄스 폭 5ms로 2회 펄스가 인가된다. 최대 전압 도달 이후에도 임계치 전압의 시간적 변화를

리니어로 근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동작이나 소거 동작을 단시간에 또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메모리 블록, 전원 회로, 제어부, 소거 펄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2는 본 발명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의 블록 소거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3은 도2의 스텝S1에서 판독되는 변수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4는 도2의 소거 펄스 인가를 수행하는 스텝S4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5는 소거 펄스 인가가 반복되는 경과를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도6은 펄스 폭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펄스 인가를 수행하는 경우의 메모리 셀의 임계치 전압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

다.

도7은 도5에 도시된 것과 같은 파형을 인가하는 경우의 임계치 전압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8은 과소거 상태를 해소하는 오버 이레이즈 리커버리(OER)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9는 OER시의 전압 인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10은 실시예 2의 OER 동작에 있어서 펄스의 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11은 실시예 2에 있어서의 복수 비트 선택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12는 메모리 셀 어레이(20)내의 메모리 블록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13은 도11의 디코더(14)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14는 실시예 2의 블록 소거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15는 채널 핫 일렉트론 주입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16은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축소에 따른 셀렉트 트랜지스터의 축소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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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7은 메모리 트랜지스터와 셀렉트 트랜지스터의 단면을 도시한 모식도이다.

도18은 실시예 3에 있어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컨트롤 게이트 전위(Vcg)를 제어하는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도이다.

도19는 기입 펄스 인가의 검토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20은 도19에 도시된 흐름도에 따라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의 파형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이다.

도21은 실시예 3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이용되는 기입 펄스의 제어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22는 도21에 도시된 흐름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파형도이다.

도23은 도20에 도시된 파형을 부여하는 경우의 임계치 전압 변화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24는 도22에 도시된 파형을 부여하는 경우의 임계치 전압 변화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25는 로크 비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26은 로크 비트를 유지하는 2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단면도이다.

도27은 실시예 4에 있어서의 로크 비트를 프로그램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28은 도27의 스텝S63 내지 S67가 반복하여 인가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도29는 스텝S69에서 사다리꼴파 2가 인가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도30은 ACC 모드에 관련된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31은 도30의 검증 회로(16)의 프로그램에 관한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32는 실시예 5의 기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33은 도32에서의 노멀 기입을 실행하는 스텝S72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 흐름도이다.

도34는 첫회 펄스 인가 파형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도35는 도32의 스텝S73의 ACC 기입의 상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36은 ACC 기입시의 첫회 펄스를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도37은 차지 펌프의 셋업 시간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38은 블록 소거시의 차지 펌프의 제어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검토예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39는 도38에 도시딘 검토예의 블록 소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40은 실시예 6의 블록 소거시의 차지 펌프의 제어에 관한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41은 도40의 카운터(212)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42는 실시예 6의 블록 소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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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3은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에 대한 기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44는 도43의 노멀 디코더(260),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264) 및 스페어 디코더(262),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266)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도45는 도44의 셀렉터(282)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46은 도44에 도시된 구성의 스페어 선택에 관한 변형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47은 도46의 4분의 1 선택 회로(374)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2, 2a :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부

4 : 내부 클럭 발생부

6, 6a : CPU

8 : ROM

10, 10a : 전원 제어 회로

12, 142, 144, 258 : 전원 회로

14 : 디코더

16 : 검증 회로

18 : 페이지 버퍼

20 : 메모리 셀 어레이

22, 24, 26, 28 : 트랜지스터

30 - 69 : 메모리 트랜지스터

82 : 비트선 디코드 회로

84 : 워드선 디코드 회로

86 : 게이트 회로

90 - 93, 100 - 113, 164, 174, 208, 256, 256a, 292 - 298, 362, 364 : OR 회로

168 : 게이트 회로

98 : 워드선 드라이브

120 - 123, 180, 202 - 206, 302 - 308, 366, 370 : AND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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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10, 212 : 카운터

146 : 검출기

148 : 차지 펌프

150 : 내부 회로

152 : 비교 회로

162, 166, 232, 236 : 래치회로

170, 172, 178 : NAND 회로

176 : 게이트

179 : 셀렉터

192 : 튜닝 퓨즈 회로

194 : 선택 신호 발생 회로

196 - 200 : 디코드 회로

221 - 226 : 보유 회로

228 : 가산기

234, 238, 282 - 288 : 셀렉터

252 : 중복 판정 회로

254 : TEST 회로

260 : 노멀 디코더

262, 262a : 스페어 디코더

264 :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

266 :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

272 - 278, 312 - 318, 368, 372 : 버퍼 회로

322 - 328, 342 - 350, 382 - 390 : 트랜지스터

374, 376 : 선택 회로

BLO - BL3 : 비트선

LBL : 로크 비트선

MBL : 메인 비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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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L[0] - MBL[31] : 비트선

MBLSP[0] - MBLSP[7] : 스페어 비트선

SG[0] - SG[3] : 셀렉트 게이트선

SL : 소스선

WL : 워드선

WL0 - WL255 : 워드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메모리 블록의 일괄 소거가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것이

다.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특히 플래시 메모리는 전지 구동의 휴대형 기기에 최근 활발히 탑재되며, 보다 효율이 좋은 기

입 방법이나 소거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일례로서, 특개평11-191296호 공보에는 불휘발성 메모리 셀을 위한 제어된 핫 일렉트론 기입 방법에 관한 기술이 개

시되어 있다. 이 기입 방법에서는 셀 기입의 최적화가 도모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과 소거후의 소프트 기입에 대응하여

셀의 기판은 소스 영역에 대하여 마이너스의 전압으로 바이어스되고, 또한 셀의 제어 게이트 영역은 평형 조건을 만족시키

는 선택된 미리 정해진 경사를 갖는 램프 전압을 입력받는다.

휴대 단말기의 보다 경쾌한 동작이나 장시간의 동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의 내부 동작 시퀀스, 예를 들면 프

로그램 동작이나 소거 동작을 한층 효율 좋게 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프로그램 동작이나 소거 동작을 단시간에 또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불휘발성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과, 복수의 메모리 셀로 인가되는 전압을 발생하는 전원 회로와, 전원 회로를 제어하여 메모리 블록의 복수의 메모리

셀에 일괄적으로 소거 펄스를 인가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제어부는 소거 펄스를 반복하여 인가할 때에 소거 펄스의 전압

이 인가 최대 전압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1 고정 펄스 폭으로 소거 펄스의 전압을 인가 횟수에 대응하여 증가시키고, 소

거 펄스의 전압이 인가 최대 전압치에 도달하면 인가 횟수에 대응하여 소거 펄스의 펄스 폭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에 따르면,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불휘발성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

을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과, 복수의 메모리 셀로 인가되는 전압을 발생하는 전원 회로와, 복수의 메모리 셀의 일부를 선택

하기 위하여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드하는 디코드 회로를 구비한다. 디코드 회로는 어드레스 신호에 대응하여 일부를 선택

하는 제1 동작과, 어드레스 신호에 대응하여 일부에 더하여 다른 영역을 다중으로 선택하는 제2 동작을 제어 신호에 따라

전환 실행한다.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전원 회로 및 상기 디코드 회로를 제어하여 메모리 블록의 소거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더 구비한다. 제어부는 메모리 블록이 제1 소거 상태가 된 이후에 제어 신호를 통해 디코드 회로에 제2 동작을 수

행시키고, 메모리 블록에 대하여 과소거 리커버리 펄스를 인가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불휘발성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과, 복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컨트롤 게이트로 인가되는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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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되는 드레인 전압을 발생하는 전원 회로와, 게이트 전압의 목표 전압치에 상당하는 카운터 값을 클럭 신호에 대응하여

카운트 업하는 카운터와, 전원 회로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제어부는 전원 회로에 드레인 전압의 활성화를 지시하

고, 그 후 카운트 값의 초기치를 카운터에 세트시키고, 카운터의 카운트 업 동작의 스타트 및 스톱을 제어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통상의 기입 모드와 가속 기입 모드를 갖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불휘

발성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과, 기입시 처음에 기입 데이터가 세트되며 일시적

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완충 기억부와, 메모리 블록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와 상기 완충 기억부의 유지값을 입력받아 메

모리 블록에 기입 펄스를 인가하기 위한 정보를 출력하는 검증 회로를 구비한다. 검증 회로는 완충 기억부의 유지값과 판

독 데이터를 비교하여 완충 기억부의 유지값을 갱신하고 정보를 출력하는 제1 동작과, 완충 기억부의 유지값을 그대로 정

보로서 출력하는 제2 동작을 실행한다.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검증 회로의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더 구비한다.

제어부는 통상의 기입 모드에서 검증 회로에 제1 동작을 실행시키므로써 첫번째 기입 펄스를 위한 정보를 출력하고, 가속

기입 모드에서 검증 회로에 제2 동작을 실행시키므로써 첫번째 기입 펄스를 위한 정보를 출력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불휘발성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과, 복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로 인가되는 전압을 발생하는 전원 회로와, 전압의 목표

전압치에 상당하는 카운트 값을 클럭 신호에 대응하여 카운트 업하는 카운터와, 전원 회로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제어부는 메모리 블록의 일괄 소거가 지시되면 카운트 값의 초기치를 카운터에 세트시키고, 카운터의 카운트 업 동작의 스

타트 및 스톱을 제어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와,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

이와, 어드레스 신호에 대응하여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의 일부를 선택하는 노멀 디코드 회로와, 어드레스 신호를 입력받

아 중복 판정을 수행하는 중복 판정 회로와, 중복 판정 회로의 출력을 테스트 신호에 대응하여 강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이트 회로와, 게이트 회로의 출력과 어드레스 신호에 대응하여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의 일부를 선택하는 스페어 디코

드 회로를 구비한다. 스페어 디코드 회로는 테스트 신호의 활성화시 어드레스 신호가 인크리먼트되면 복수회에서 1회의

비율로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의 특정 부분을 선택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최대 전압에 펄스 전압이 도달한 이후에도 임계치 전압의 변화를 리니어로 근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블록 소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고속으로 소거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 특징, 국면 및 이점이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이해되는 본 발명에 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

서 명확해질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도면중 동일 부호는 동일 또는 상당 부분을 도

시한다.

[실시예 1]

도1은 본 발명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1을 참조하면,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데이터 신호(DIN), 어드레스 신호(ADR) 및 커맨

드 신호(CMD)를 입력받아 내부 블록으로 분배하는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부(2)와,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부(2)로부터

의 지시에 응답하여 내부 클럭(ICLK)을 발생하는 내부 클럭 발생부(4)와,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부(2)로부터 커맨드 신

호(CMD)를 입력받고 내부 클럭 발생부(4)로부터 내부 클럭 신호(ICLK)를 입력받아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의 전체

제어를 수행하는 CPU(중앙 연산 유니트)(6)와, CPU(6)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리드 온리 메모리(ROM)(8)를 포함한다.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는 또한 전원 회로(12)와, CPU(6)의 지시에 따라 전원 회로(12)를 제어하는 전원 제어 회로

(10)와, 전원 회로(12)에서 발생되는 고전압이나 마이너스 전압을 전원 제어 회로(10)를 경유하여 주어지는 어드레스 신호

(ADR)에 대응하여 분배하는 디코더(14)를 포함한다.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는 또한 페이지 버퍼(18)와, 검증 회로(16)와, 메모리 셀 어레이(2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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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회로(16)는 소거시에 메모리 셀 어레이에 소거 펄스를 인가한 후, 메모리 셀 어레이의 데이터를 판독하여 소거가 완

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검증 회로(16)는 기입시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데이터 신호(DIN)와 메모리 셀 어레

이의 유지 데이터의 판독 결과를 비교하여 프로그램 펄스를 인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페이지 버퍼(18)는 완충 기억부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보유한다. 페이지 버퍼(18)에는 기입시에 검증 회로(16)를 경유하

여 기입 데이터가 처음에 세트되며, 그 후 계속해서 검증 회로(16)에 의해 비교된 결과가 기입된다.

메모리 셀 어레이(20)는 복수의 메모리 블록을 포함한다. ROM(8)에 기록된 소프트웨어의 명령에 따라 CPU(6)가 전원 제

어 회로(10)에 제어 신호를 보내어 전원 회로(12)를 제어한다. 구체적으로, 전원 제어 회로(10)는 전원 회로(12)내에 있는

도시되지 않은 차지 펌프 회로에 대한 목표 전압치을 설정하고, 차지 펌프 회로는 그 목표 전압치에 따른 전압을 발생시킨

다. 여기서 발생된 전압을 최종적으로 메모리 셀 어레이내의 메모리 블록에 일괄 인가함으로써, FN(Fowler-Nordheim)

터널 현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전압 인가를 소거 펄스의 인가라 한다.

도2는 본 발명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의 블록 소거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2를 참조하면, 소정의 소거 커맨드가 입력되어 블록 소거 동작이 개시되면 스텝S1에서 변수의 판독이 이루어진다.

도3은 도2의 스텝S1에서 판독되는 변수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3을 참조하면, 변수 X는 펄스 인가 횟수로, 예를 들면 13회와 같이 설정된다. 변수 △V1은 소거 펄스 전압의 증가분치를

도시하며, 예를 들면 O.1, O.1, O.2···(V)와 같은 배열이 설정된다. 변수 △V1은 배열이 아니라 O.1(V) 고정이어도 된다.

변수 △V2는 소거 펄스 전압의 증가분치를 도시하며, 예를 들면 O.2, O.3, 0.5···(V)와 같은 배열이 설정된다. 변수 △V2

는 배열이 아니라 O.2(V) 고정이어도 된다.

변수 A는 펄스 폭을 나타내며, 예를 들면 2(ms)와 같은 값이 설정된다. 변수 B는 펄스 폭을 나타내며, 예를 들면 3(ms)와

같은 값이 설정된다. 변수 K는 펄스 연속 인가 횟수를 나타내며, 예를 들면 2(회)와 같은 값이 설정된다. 변수 △t는 펄스

폭의 증가분치를 나타내며, 예를 들면 1, 1, 1···(ms)와 같은 배열이 설정된다. 이와 같이 각종 파라미터를 변수로 하고 판

독되도록 하면,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변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시 도2를 참조하면, 스텝S1의 변수 판독이 종료되면 계속해서 스텝S2로 나아간다. 스텝S2에서는 펄스 인가 횟수나 펄

스 전압의 초기화가 수행된다. 그리고 스텝S3로 나아간다. 스텝S3에서는 소거 검증이 이루어진다. 소거 검증 스텝에서는

도1의 검증 회로(16)가 메모리 셀 어레이(20)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함으로써 소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그리

고, 스텝S3에서 소거 검증이 페일되면 스텝S4로 나아가 후술되는 소거 펄스의 인가가 수행된다. 그리고, 스텝S3로 다시

되돌아가 소거 검증이 이루어진다.

스텝S3에서 소거 검증이 패스되면 블록 소거 동작이 종료된다.

도4는 도2의 소거 펄스 인가를 수행하는 스텝S4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4를 참조하면, 스텝S4의 소거 펄스 인가 동작이 스타트되면 먼저 스텝S11에서 펄스 인가 횟수(n)가 X보다 작은지 여부

가 판단된다. X는 도3의 변수에 대한 설명의 예에서 예를 들면 13회이었다. 스텝S11에서 펄스 인가 횟수(n)가 변수 X보다

작은 경우에는 스텝S12로 나아가 펄스 폭 고정(A)이고 펄스 전압 V인 펄스 인가가 수행된다. 그리고, 스텝S13으로 나아가

펄스 전압(V)을 1스텝 증가되도록 설정한다.

도5는 소거 펄스 인가가 반복되는 경과를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변수 X가 13인 경우, 펄스 인가 횟수(n)가 12회까지는 펄스 폭이 고정인 A(예를 들면 2ms)로 설정되며 또한 1회 마다 펄

스 전압이 증가된다. 예를 들면, 이 펄스 전압의 증가는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수 △V1로 유지되어 있는 배열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배열이 아니더라도 증가분을 고정치로 하여도 된다.

다시 도4를 참조하면, 스텝S13가 종료되면 스텝S20으로 나아가 펄스 인가 횟수(n)는 1 증가된다. 그리고,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펄스 인가가 종료되면 다시 스텝S3의 소거 검증이 수행된다. 이와 같이 펄스 인가 횟수가 X를 넘을 때까지는 스

텝S11, S12, S13, S20의 순서로 펄스 인가가 반복된다. 이는 도5에 전반 펄스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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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S11에서 펄스 인가 횟수(n)가 X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14로 나아가 펄스 전압(V)이 최대 전압(Vmax)으로 되

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펄스 전압(V)이 아직 최대 전압(Vmax)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15로 나아가 펄스 폭 고

정(B)이고 펄스 전압 V인 펄스 인가가 이루어지고, 스텝S16으로 나아가 펄스 전압(V)을 1 스텝 증가시킨다. 스텝S16가

종료되면 스텝S20으로 나아가 펄스 인가 횟수(n)의 인크리먼트가 이루어진다.

스텝S15, S16를 통과하는 처리 경로는 도5의 후반 펄스의 인가에 상당한다. 후반 펄스의 인가에서는, 예를 들어 도3에 도

시된 바와 같이 펄스 폭을 나타내는 변수 B가 3ms로 설정된 경우에 3ms의 펄스 폭이고 펄스 전압이 최대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펄스가 인가된다.

다시 도4를 참조하면, 스텝S14에서 펄스 전압(V)이 최대 전압(Vmax)에 도달한 경우에는 스텝S17로 나아간다. 스텝S17

에서는 현재의 펄스 폭으로 K회 인가되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도5의 파형은 K가 2인 경우의 예이다. 아직 K회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18로 나아가 현재의 펄스 폭으로 다시 한번 펄스 전압(Vmax)을 인가한다. 스텝S18이 종료되면 스텝

S20으로 나아가 펄스 인가 횟수(n)가 인크리먼트된다.

한편, 스텝S17에서 현재의 펄스 폭으로 K회 인가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스텝S19로 나아가 펄스 폭을 1스텝 만큼 증가

시킨다. 그리고, 펄스 전압(Vmax)을 인가한다. 스텝S19가 종료되면 스텝S20으로 나아가 펄스 인가 횟수(n)가 인크리먼트

된다.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텝S18, S19를 통과하는 경로는 최대 전압 도달후 먼저 펄스 폭 3ms로 2회 펄스가 인가되고,

다음에는 최대 전압인 펄스 폭 4ms로 2회 펄스가 인가되며, 또한 계속해서 최대 전압인 펄스 폭 5ms로 2회 펄스가 인가되

는 펄스 인가 동작에 상당한다. 이와 같이 최대 전압(Vmax)을 넘을 때까지는 펄스 인가 전압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는

도1의 전원 회로로부터 디코더를 통해 메모리 셀 어레이(20)에 전압을 인가하는 경로의 트랜지스터 내압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6은 펄스 폭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펄스 인가를 수행하는 경우의 메모리 셀의 임계치 전압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

다.

도7은 도5에 도시된 것과 같은 파형을 인가하는 경우의 임계치 전압의 변화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6, 도7을 참조하면, 펄스 폭을 고정하여 계속 인가하는 경우에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대 전압으로 인가 펄스의 전압

치가 도달한 이후에는 임계치 전압의 변화가 펄스 인가 횟수에 대하여 리니어하지 않는다. 한편,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대 전압 도달 이후에 1회당 펄스 폭을 서서히 길게하면 최대 전압으로 펄스 전압이 도달한 이후에도 임계치 전압의 변화

를 도6의 경우보다 리니어에 근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블록 소거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으므로, 고속으로 소거 가능하

고 효율적으로 동작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 2]

도8은 과소거 상태를 해소하는 오버 이레이즈 리커버리(OER)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8을 참조하면, 프로그램 상태에 있으며 임계치가 높게 되어 있는 메모리 블록내의 메모리 셀에 소거 펄스를 일괄 인가하

면, 임계치 전압이 작아지는 쪽으로 메모리 셀의 임계치 전압의 분포가 이동한다. 메모리 블록내의 모든 메모리 셀이 임계

치 전압(Vth) 이하로 그 임계치가 변화될 때까지 소거 펄스를 일괄 인가하면, 소거시의 임계치 전압의 하한인 임계치 전압

(Vth1)보다 임계치 전압이 작아지는 메모리 셀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메모리 셀을 과소거 비트라 한다면, 메모리 셀

의 비트마다 채널 핫 일렉트론(CHE)을 발생시켜 이 과소거 비트를 임계치 전압(Vth1)보다 임계치 전압이 커지도록 소정

의 임계치 전압의 분포내로 되돌리기 위한 동작이 있다. 이 동작을 오버 이레이즈 리커버리(이하 OER)라 부른다.

도9는 OER시의 전압 인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9를 참조하면,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위(Vs)는 0V로 설정된다. 기판 전위(Vsub)는 마이너스 전위, 예를 들면

-1.2V로 설정된다. 드레인 전위는 플러스 전위, 예를 들면 +4.8V로 설정된다.

이 상태에서 제어 전극(컨트롤 게이트라고도 부른다)의 전위(Vcg)를, 예를 들면 2V 정도로 설정하면 임계치 전압이 작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는 많은 드레인 전류(Id)가 흐르고, 임계치 전압이 비교적 높은 트랜지스터에는 드레인 전류(I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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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흐르지 않는다. 복수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 이러한 전압 인가를 동시에 수행하면, 임계치 전압이 낮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 선택적으로 임계치 전압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드레인 전류를 흘려 채널 핫 일렉트론을 발생시

켜 임계치 전압을 상승시키면 비트마다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드레인 전류가 크기 때문에 블록

에 일괄적으로 이러한 채널 핫 일렉트론에 의한 기입을 실시할 수는 없다.

한편, 소거 펄스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FN 터널 전류를 기판으로부터 부유 게이트(플로팅 게이트라고도 부른다)로 흘려 보

내 임계치 전압을 변화시킨다. 이 FN 터널 전류의 전류치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블록에 일괄적으로 소거나 기

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다지 정밀하게 기입할 수는 없다. 정밀하게 기입을 수행하기 위하여 블록보다 작은 단위로 전류

를 인가하려면 인가 단위마다 메모리 셀을 형성하는 웰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메모리 셀 어레이의 레이아웃 면적이

커져 현실적이지 않다.

도10은 실시예 2의 OER 동작에서의 펄스 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10을 참조하면, 통상 OER 동작에서는 펄스를 비트마다 인가하고, 그 때마다 검증 동작을 수행하여 임계치 전압이 소정

의 전압보다 높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더욱 펄스를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어 전

극의 전위(Vcg)를 넘어서까지 임계치 전압이 시프트하는 일은 없다. 이는 드레인 전류가 임계치 전압의 상승에 의해 흐르

지 않게 되기 때문에 채널 핫 일렉트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단축을 위하여 펄스 인가마다 검증 동작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깃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펄스를 계속 인가하고, 타깃 시간에 도달하면 펄스 인가를 정지시키

는 것이 좋다. 첫번째 펄스 인가에 의해 P1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임계치 전압은 상승한다. 2회째 펄스 인가시(P2)에는 P1

만큼의 임계치 전압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타깃 시간에 상당하는 횟수 인가시(Pmax)에는 임계치 전압의 변화가 거의 발

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시예 2에서는 소거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OER 동작시에 복수의 비트에 대하여 동시에 펄스를 인가한다. 드레인

전류를 블록에 일괄적으로 흘려 보내는 것은 전류 공급 능력 사정상 곤란하지만, 수 비트 정도라면 드레인 전류를 흘려 보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11은 실시예 2의 복수 비트 선택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11을 참조하면, CPU(6)는 복수 비트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MM1 내지 MM3)를 디코더(14)로 출력한다. 디코더

(14)는 어드레스 신호(A0 내지 A22)와 제어 신호(MM1 내지 MM3)를 입력받아 워드선(WL), 셀렉트 게이트선(SG) 및 메

인 비트선(MBL)을 선택하고, 메모리 셀 어레이(20)중에서 OER를 수행할 메모리 셀을 지정한다.

도12는 메모리 셀 어레이(20)내의 메모리 블록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12를 참조하여 메인 비트선(MBL) 1개당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20)는 선택용 트랜지스터(22, 24, 26, 28)를 포함한다. 선택용 트랜지스터(22, 24, 26, 28)는 셀렉트 게

이트선(SG0 내지 SG3)에 대응하여 각각 비트선(BL0 내지 BL3)을 선택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20)는 또한 소스선(SL)에 각각의 소스가 접속되고, 비트선(BL0)에 각각의 드레인이 접속되며, 워드선

(WL0, WLl, WL2, WL3)에 각각의 게이트가 접속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30, 31, 32, 33)를 포함한다. 메모리 트랜지스

터는 컨트롤 게이트와 기판 사이에 부유 게이트가 개재된 2층 게이트(M0S) 트랜지스터이다.

메모리 셀 어레이(20)는 또한 소스선(SL)에 각각의 소스가 접속되고, 비트선(BL0)에 각각의 드레인이 접속되고, 워드선

(WL252, WL253, WL254, WL255)에 각각의 게이트가 접속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36, 37, 38, 39)를 포함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20)는 또한 소스선(SL)에 각각의 소스가 접속되고, 비트선(BL1)에 각각의 드레인이 접속되고, 워드선

(WL0, WL1, WL2, WL3)에 각각의 게이트가 접속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40, 41, 42, 43)를 포함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20)는 또한 소스선(SL)에 각각의 소스가 접속되고, 비트선(BL1)에 각각의 드레인이 접속되고, 워드선

(WL252, WL253, WL254, WL255)에 각각의 게이트가 접속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46, 47, 48, 49)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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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셀 어레이(20)는 또한 소스선(SL)에 각각의 소스가 접속되고, 비트선(BL2)에 각각의 드레인이 접속되고, 워드선

(WL0, WL1, WL2, WL3)에 각각의 게이트가 접속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50, 51, 52, 53)를 포함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20)는 또한 소스선(SL)에 각각의 소스가 접속되고, 비트선(BL2)에 각각의 드레인이 접속되고, 워드선

(WL252, WL253, WL254, WL255)에 각각의 게이트가 접속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56, 57, 58, 59)를 포함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20)는 또한 소스선(SL)에 각각의 소스가 접속되고, 비트선(BL3)에 각각의 드레인이 접속되고, 워드선

(WL0, WL1, WL2, WL3)에 각각의 게이트가 접속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60, 61, 62, 63)를 포함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20)는 또한 소스선(SL)에 각각의 소스가 접속되고, 비트선(BL3)에 각각의 드레인이 접속되고, 워드선

(WL252, WL253, WL254, WL255)에 각각의 게이트가 접속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66, 67, 68, 69)를 포함한다.

도13은 도11의 디코더(14)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13을 참조하면, 디코더(14)는 어드레스 신호(A5, A7)에 대응하여 셀렉트 게이트선(SG0 내지 SG3)을 활성화시키는 비

트선 디코드 회로(82)와, 어드레스 신호(A6, A8)에 대응하여 워드선(WLO 내지 WL3)을 선택하는 워드선 디코드 회로

(84)를 포함한다.

비트선 디코드 회로(82)는 도시되지 않은 프리 디코드 회로에서 프리 디코드된 신호를 제어 신호(MM1)로 마스크하고, 셀

렉트 게이트선(SG0 내지 SG3)을 일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이트 회로(86)를 포함한다.

게이트 회로(86)는 프리 디코드 신호(/A5·/A7)와 제어 신호(MM1)를 입력받아 셀렉트 게이트선(SG0)을 활성화시키는

OR 회로(90)와, 프리 디코드 신호(A5·/A7)와 제어 신호(MM1)를 입력받아 셀렉트 게이트선(SG1)을 활성화시키는 OR 회

로(91)와, 프리 디코드 신호(/A5·A7)와 제어 신호(MM1)를 입력받아 셀렉트 게이트선(SG2)을 활성화시키는 OR 회로(92)

와, 프리 디코드 신호(A5·A7)와 제어 신호(MM1)를 입력받아 셀렉트 게이트선(SG3)을 활성화시키는 OR 회로(93)를 포함

한다.

워드선 디코드 회로(84)는 글로벌 워드선(GWL0)이 선택되었을 때에 선택 신호(SLO 내지 SL3)에 대응하여 워드선(WL0

내지 WL3)을 각각 선택하는 워드선 드라이버(98)와, 어드레스 신호(A6, A8) 및 제어 신호(MM2, MM3)에 대응하여 선택

신호(SLO 내지 SL3)를 출력하는 게이트 회로(96)를 포함한다.

게이트 회로(96)는 어드레스 신호(/A6)와 제어 신호(MM2)를 입력받는 OR 회로(100)와, 어드레스 신호(A6)와 제어 신호

(MM2)를 입력받는 OR 회로(101)와, 어드레스 신호(/A6)와 제어 신호(MM2)를 입력받는 OR 회로(102)와, 어드레스 신호

(A6)와 제어 신호(MM2)를 입력받는 OR 회로(103)를 포함한다.

게이트 회로(96)는 또한 어드레스 신호(/A8)와 제어 신호(MM3)를 입력받는 OR 회로(110)와, 어드레스 신호(/A8)와 제어

신호(MM3)를 입력받는 OR 회로(111)와, 어드레스 신호(A8)와 제어 신호(MM3)를 입력받는 OR 회로(112)와, 어드레스

신호(A8)와 제어 신호(MM3)를 입려받는 OR 회로(113)를 포함한다.

게이트 회로(96)는 또한 OR 회로(100)의 출력과 OR 회로(110)의 출력을 입력받아 선택 신호(SL0)를 출력하는 AND 회로

(120)와, OR 회로(101)의 출력과 OR 회로(111)의 출력을 입력받아 선택 신호(SL1)를 출력하는 AND 회로(121)와, OR 회

로(102)의 출력과 OR 회로(112)의 출력을 입력받아 선택 신호(SL2)를 출력하는 AND 회로(122)와, OR 회로(103)의 출력

과 OR 회로(113)의 출력을 입력받아 선택 신호(SL3)를 출력하는 AND 회로(123)를 포함한다.

도12, 도13에서 알 수 있듯이, 제어 신호(MM1)가 활성화되면 셀렉트 게이트선(SG0 내지 SG3)이 일괄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4개의 비트선이 동시에 선택되고 이에 기입 데이터가 전달된다.

또한, 제어 신호(MM2)가 H레벨이고 제어 신호(MM3)가 L레벨인 경우에는 어드레스 신호(A6)에 관계 없이 어드레스 신

호(A8)가 H레벨인 경우에 워드선(WL2, WL3)이 동시에 선택된다. 또한, 어드레스 신호(/A8)가 H레벨인 경우에는 워드선

(WL0, WL1)이 동시에 선택된다.

제어 신호(MM2, MM3)가 모두 H레벨로 선택되면 선택 신호(SL0 내지 SL3)는 H레벨로 모두 활성화되며, 글로벌 워드선

(GWL0)이 선택된 때에는 워드선(WLO 내지 WL3)이 일괄적으로 선택된다. 이와 같이 제어 신호(MM1 내지 MM3)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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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함으로써, OER시에 선택되는 메모리 셀의 수를 바꿀 수 있다. 메모리 셀의 전류 특성과 전원 회로의 전원 전류 공급 능

력의 밸런스에 의해 한번에 선택할 수 있는 셀의 수가 변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멀티 선택하는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수를 CPU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선택 수의 설정은 제어 신호(MM1 내지 MM3)를 변화시킴으로써, 출력이 16비트인 경우, 즉 데이터 출력 단자가 16

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

먼저, 제어 신호(MM1 내지 MM3)가 모두 L레벨인 경우에는 1워드, 즉 1개의 출력 단자당 1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에 대

한 OER 동작이 이루어진다. 이는 통상의 OER과 동일하여 시간은 걸리지만 전원 회로의 전류 공급 능력에 여유가 있으므

로, 확실하게 임계치 전압을 시프트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제어 신호(MM1)를 H레벨로 설정하고 제어 신호(MM2, MM3)를 L레벨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워드 멀티 선택

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OER 동작에 있어서의 어드레스 인크리먼트로서, 어드레스 신호 비트(A<14:8>, A<6>,

A<4:0>)를 순차 인크리먼트할 필요가 있다.

제어 신호(MMl, MM2)를 H레벨로 설정하고 제어 신호(MM3)를 L레벨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8워드의 멀티 선택이 가능하

다. 이 경우에 어드레스 인크리먼트는 어드레스 신호 비트(A<14:8>, A<4:0>)를 순차 인크리먼트한다.

제어 신호(MM1 내지 MM3)를 전부 H레벨로 설정하면 16워드의 멀티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어드레스 신호 비트

(A<14:9>, A<4:0>)를 순차 인크리먼트한다. 이들 모든 어드레스 인크리먼트 방법은 ROM(8)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의 코

드가 CPU(6)에서 판독되는 것에 의해 제어된다.

도14는 실시예 2의 블록 소거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14를 참조하면, 블록 소거가 개시되면 먼저 스텝S30에서 소거 검증이 이루어진다. 소거 검증이 페일인 경우에는 도8의

임계치 전압(Vth2)보다 임계치 전압이 작아질 때까지 스텝S31에서 소거 펄스의 인가가 메모리 블록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소거 펄스의 인가는 FN 터널 전류에 의한 임계치 전압의 변화를 일으킨다.

스텝S30에서 소거 검증이 패스되면 스텝S32로 나아가 초기 설정 동작이 수행된다. 이 초기 설정 동작에서는 OER 펄스의

인가 횟수의 최대 수(MAX)의 설정이나 제어 신호(MM1 내지 MM3)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스텝S33으로 나아가 OER 펄스의 인가 횟수(n)가 타깃 시간에 대응하는 횟수(MAX)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판단된

다. 아직 횟수가 MAX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스텝S34로 나아가 도10의 P1으로 도시한 것처럼 오버 이레이즈 리커버리

기입 펄스의 인가가 이루어져 임계치 전압은 상승된다. 그리고, 스텝S35로 나아가 OER 펄스 인가 횟수(n) 인크리먼트가

이루어지고 스텝S33으로 되돌아간다.

이와 같이 스텝S33 내지 스텝S35가 도10의 타깃 시간에 상당할 때까지 반복된다. 인가 횟수가 MAX에 도달하여 과소거된

비트의 임계치 전압이 임계치 전압의 하한치 부근으로 변화되었다고 상정되면, 스텝S36으로 나아가 과소거 검증이 이루어

진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분산이 있기 때문에 과소거 검증이 페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다시 한번 스

텝S32로 되돌아가 소정 횟수의 OER 기입 펄스의 인가가 이루어진다.

한편, 스텝S36에서 과소거 검증이 패스되면 스텝S37로 나아가 OER 처리를 수행한 비트의 어드레스가 최종 어드레스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어드레스가 최종 어드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스텝S38로 나아가 어드레스의 인크리먼트가 이루어진다. 이

때, 제어 신호(MM1 내지 MM3)의 설정에 따라 인크리먼트되는 비트가 달라진다. 어드레스의 인크리먼트가 이루어지면

스텝S32로 나아가 다시 OER 펄스의 인가가 이루어진다.

스텝S37에서 어드레스가 최종 어드레스인 경우에는 스텝S39로 나아가 소거 검증이 이루어진다. 소거 검증이 패스되면 종

료하고, 페일되면 페일 엔드가 된다.

또한, 스텝S30과 스텝S32 사이에서 과소거 비트의 임계치 전압을 블록 일괄로 조금 크게 하는 소프트 플래시 프로그램 동

작을 수행하여도 된다.

통상의 OER 동작에서는 먼저 모든 어드레스에 대하여 과소거되어 있는지 아닌지 검증을 수행하고, 필요한 비트에만 OER

펄스를 인가한다. 따라서, 모든 어드레스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만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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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페일된 비트에 대하여 OER 펄스를 인가하기 때문에 페일 비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비트씩의 펄스 인가 시간이 증

가하여 블록 소거를 위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길어져 버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거 타임 오버로 칩이 페일되는 경우도 있

다.

그에 반하여 실시예 2에서 설명된 OER 동작에서는 복수 비트를 선택하여 과소거 리커버리 펄스를 인가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도14의 스텝S30의 소거 검증이 패스된 이후에는 과소거 검증없이 모든 메모리 셀을 대상으로 한번에 여러 개씩 선

택하여 OER 펄스를 인가함에 따라 블록 소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한번에 선택할 수 있는 메모리 셀의 수를 제어 신호(MM1 내지 MM3)로 변경할 수 있고, 또한 타깃 시간이나 초기 설

정으로 변수(MAX)를 바꾸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특성이 다른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도 변수를 변경하는 것만으

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제어 신호 MM1 = H로 하고 SG0 내지 SG3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면, 그 이상 선택 수를 늘리려는 경

우에는 메인 비트선을 복수 선택하여 메모리 컬럼을 더욱 다중으로 선택하는 방법과, 워드선을 복수 선택하여 메모리 로우

를 다중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메인 비트선을 복수 선택하는 방법은 메모리 셀로 흘려 보내는 전류

의 합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더욱 선택 수를 늘리려는 경우에는 메모리 컬럼을 추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 신호(MM2, MM3)을 통해 워드선을 다중으로 선택하고 있다.

즉, 추가의 멀티 선택을 비트선측에서 수행하지 않고 워드선측에서 수행하는 것은 셀렉트 게이트(22 내지 28)의 사이즈에

의해 원래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셀렉트 게이트(22 내지 28)에서의 전압 강하를 생각하면 비트선을 더욱 멀티 선택하는

것보다는 워드선을 멀티 선택함으로써 전체의 전류를 줄이는 편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실시예 3]

실시예 3은 채널 핫 일렉트론 기입 방법을 통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를 축적하고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임계치를 제어하

여 정보를 기억시키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전압 인가 방법의 변경을 통해 제어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

이다.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의 임계치 전압 제어 동작의 하나로 채널 핫 일렉트론 주입 방법이 있다.

도15는 채널 핫 일렉트론의 주입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15를 참조하면,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소스를 0V로 설정하고 드레인에 전압 Vd를 인가하고 제어 전극에 전위 Vcg를 인

가하면, 드레인으로부터 소스로 드레인 전류가 흐른다. 이때, 전자의 일부가 플로팅 게이트에 주입된다. 이것이 채널 핫 일

렉트론 주입이다. 이 경우, 플로팅 게이트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전자를 채널 영역의 드레인측 근방에 충분히 생성하도록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충분한 전위차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도16은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축소에 따라 셀렉트 트랜지스터도 축소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16을 참조하면, 미세화에 의한 메모리 트랜지스터 사이즈의 축소에 따라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전압을 공급하

는 측의 트랜지스터, 즉 셀렉트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도 축소된다. 셀렉트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축소되면 메모리 트랜지

스터의 드레인으로의 전압 공급 능력이 저하된다. 즉, 전류가 흐르면 저항치가 크기 때문에 전압 강하가 커져 버린다. 따라

서,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축소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수행되던 제어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스 드레인간에 전류를 흘려

보내면,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이 강하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17은 메모리 트랜지스터와 셀렉트 트랜지스터의 단면을 도시한 모식도이다.

도17을 참조하면, 사이즈 축소에 의해 셀렉트 트랜지스터의 저항이 증대되면 셀렉트 트랜지스터의 저항치에 의한 전압 강

하도 커진다. 셀렉트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드레인 전압(STrVd)에 비해 메모리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드레인 전압

(MTrVd)이 저하되어 메모리 트랜지스터에 드레인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채널 핫 일렉트론 주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전자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임계치 전압의 제어가 곤란하다.

다시 말해, 셀렉트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변하면. 특히 채널 폭이 좁아지면 온 저항이 증대되어 전압 공급 능력이 저하된다.

이 경우에 드레인 전류(Id)가 일정 레벨을 넘으면 충분한 전압(MTrVd)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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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치 전압의 제어 시간을 길게 하고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간에 흐르는 전류를 억제하여 조금씩 임계치를 변

동시키는 수단도 있다. 그러나, 이 제어 시간은 제품의 사양에 따라 임의의 소정 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함부로 연

장시킬 수 없다. 따라서, 드레인 전압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간에 흐르는 드레인 전

류를 억제하면서 지금까지의 제품과 동일한 제어 시간 내에서 제어 동작이 완료되도록 제어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도18은 실시예 3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컨트롤 게이트 전위(Vcg)를 제어하는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18을 참조하면,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부(2)는 제어 전극에 인가되는 전위(Vcg)를 설정하기 위한 설정치(CNUMBER)

를 발생하는 카운터(140)를 포함한다. CPU(6)는 카운터(140)로 리세트 신호(RESET), 인에이블 신호(C-ENABLE) 및 초

기치를 로드하는 로드 신호(LOAD) 및 로드하기 위한 초기치를 나타내는 신호(DSET)를 송출한다. 전원 제어 회로(10)는

카운터(140)로부터 카운트 값(CNUMBER)를 입력받으며, 카운트 값(CNUMBER)과 CPU(6)로부터의 제어 신호(CSIG)에

의거하여 전원 회로(12)에 대한 제어를 수행한다.

전원 회로(12)는 컨트롤 게이트용 전위(Vcg)를 발생하는 전원 회로(142)와 소스 전압(Vs), 드레인 전압(Vd) 및 기판 전압

(Vsub)을 출력하는 전원 회로(144)를 포함한다. 전원 회로(142)는 검출기(146)와 차지 펌프(148)를 포함한다. 검출기

(146)는 내부 회로(150)를 통해 전원 제어 회로(10)로부터 인가되는 수치(VNUMBER)를 디지털 값으로부터 아날로그 전

압으로 변환하고, 비교 회로(152)를 통해 차지 펌프(148)가 출력하는 전위(Vcg)와 비교하여 차지 펌프를 제어하는 인에이

블 신호(ENABLE)를 발생한다.

전원 회로(144)는 전원 제어 회로(10)로부터 지시되는 타이밍에 의거하여 전위 Vd, Vs 및 Vsub의 활성화/비활성화 제어

를 수행한다.

도19는 기입 펄스 인가의 검토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20은 도19에 도시된 흐름도에 따라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의 파형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이다.

도19, 도20을 참조하면, 기입 펄스가 스타트되면 먼저 스텝S41에서 Vcg용 카운터(140)가 리세트되어 카운트 값

(CNUMBER)는 0으로 리세트된다. 그리고, 스텝S42에서 전위 Vsub, Vd 및 Vs의 전압 인가가 개시된다. 그 결과, 도20의

시각 0㎲ 내지 1㎲ 부근에서 선택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STrVd) 및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MTrVd)는 모

두 4.8V가 된다.

이어 스텝S43으로 나아가 Vcg용 카운터의 카운트가 개시된다. CPU(6)가 인에이블 신호(C-ENABLE)를 L레벨에서 H레

벨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카운터(140)가 도시되지 않은 클럭 신호에 의거하여 카운트 값(CNUMBER)을 순차적으로 인크

리먼트한다. 그리고, 스텝S44로 나아가 카운터(140)의 카운트 값이 목표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며 목표치가 아

니면 스텝S45로 나아가 카운트 값의 증가가 더 이어진다. 그리고, 스텝S44에서 카운트 값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스텝S46

으로 나아가 Vcg용 카운터(140)는 카운트를 정지한다. 이에 따라, 도20의 시각 1㎲ 부근에서 3㎲ 직전 부근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전위 Vcg는 점차 증가되며 9V 부근이 되면 상승을 정지한다.

그리고, 도20의 시각 4.75㎲ 부근에서 스텝S47의 전압 인가 정지가 CPU에 의해 지시된다. 이 검토 예에서는 도20의 드레

인 전류(Id)의 피크 전류치가 109㎂이었다. 드레인 전류(Id)가 피크일 때, 셀렉트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위(STrVd)에서

전압 강하된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위(MTrVd)의 값이 가장 낮게 된다.

도21은 실시예 3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이용되는 기입 펄스의 제어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22는 도21에 도시된 흐름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파형도이다.

도21, 도22를 참조하면, 먼저 기입 펄스의 인가 동작이 스타트되면 스텝S51에서 Vcg용 카운터(140)가 리세트되고, 이어

스텝S52에서 전위 Vsub, Vd 및 Vs의 인가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도22의 시각 0㎲에서 1㎲의 사이에서 전위 Vcg는 0V

이고, 전위 STrVd 및 MTrVd는 모두 4.8V로 설정된다.

이어, 스텝S53에서 Vcg용 카운터(140)에 초기치가 세트된다. 이에 따라 시각 1㎲에서 컨트롤 게이트 전위(Vcg)는 증가되

고, 드레인 전류(ld)는 소정의 최대 전류(Idmax)를 넘지 않을 정도까지 흐른다. 또한, 컨트롤 게이트 전위(Vcg)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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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정성적으로는 저온일수록 또한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초기 임계치 전압이 낮을수록 제어 동작 개시시의 드레인 전

류(Id)의 값은 커진다. 도22에서 설명된 경우는 이들 특성을 근거로 하고, 도20의 경우에서는 0V였던 제어 동작 개시시의

컨트롤 제어 전위(Vcg)의 초기치를 4.5V로 하였다.

스텝S53에서 초기치가 세트된 이후에는 스텝S54로 나아가 Vcg용 카운터의 카운트가 개시된다. 카운트 개시는 CPU(6)에

의해 인에이블 신호(C-ENABLE)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CPU(6)는 카운터의 1클럭당 증가분치를 나타내는

제어 신호(DV)를 변경하여 도20에 도시된 경우보다 전위(Vcg)의 기울기를 변경한다.

도20의 경우에는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의 거동에 대하여 인가되고 있는 전위(Vcg)의 기울기가 급경사이다. 이

경우에는 아직 임계치 전압이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위(Vcg)가 컨트롤 게이트에 인가되기 때문에 드레인 전류

(Id)가 보다 많이 흐르게 된다. 이에 반해 도22에 도시된 경우는 전위(Vcg)의 변화 기울기가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의 거동에 맞도록 완만하다. 임계치 전압의 거동(기울기)에 전위(Vcg)의 기울기를 근접시킴으로써, 급격한 드레인 전

류(Id)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제어 동작 개시시, 제어 동작 중반, 제어 동작 종반에서 거의 동등하게 채널 핫 일렉트론을 플

로팅 게이트에 주입할 수 있다.

카운터의 카운트가 개시된 이후에는 스텝S55에서 카운터의 카운트 값이 목표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고, 목표치

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56에서 카운트 값이 증가된다. 그리고, 스텝S55에서 카운트 값이 목표치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스텝S57로 나아가 카운터의 카운트가 정지된다. 그리고, 스텝S58에서 Vcg, Vsub, Vd 및 Vs의 각 전위의 인가가

정지된다.

동일한 임계치 전압 제어 방법(여기서는 핫 일렉트론 주입)하에서도 그 제어 대상인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복수가 되면, 분

산의 범위에서 임계치 전압의 변화에 차이가 생긴다. 동일한 전압을 동일한 시간 인가한 후라도 복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

가 있으면 그 수에 상당하게 각 요소에 분산이 생긴다. 이 요소는, 예를 들면 플로팅 게이트 내의 전자의 축적, 플로팅 게이

트 전위,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등이다.

예를 들면, 플로팅 게이트내의 전자의 축적이 비교적 적은 메모리 트랜지스터(임계치 전압이 낮다)에 다른 메모리 트랜지

스터와 동일한 전위(Vcg)를 인가하면 드레인 전류가 필요 이상으로 흐르게 된다. 따라서, 채널 핫 일렉트론을 발생하는 효

율이 떨어져 다른 메모리 트랜지스터와 비교하면 임계치가 효율적으로 상승되지 않는다.

도23은 도20에 도시된 파형을 부여한 경우의 임계치 전압의 변화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24는 도22에 도시된 파형을 부여한 경우의 임계치 전압의 변화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23, 도24에는 각각 500K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의 변화가 도시되어 있다.

도23의 경우와 도24의 경우에서는 각 메모리 트랜지스터간의 동일한 제어 시간(도면의 횡축)에 있어서의 임계치 전압의

차(도면의 종축)에 차이가 보인다. 전위(Vcg)의 상승을 완만하게 하면 플로팅 게이트내로의 전자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 Vcg의 절대값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는 일이 없으므로, 드레인 전류가 지나치게 흐르는 현상을 비교

적 억제시킬 수 있다.

도23의 경우에서는 표준 변화를 나타내는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이 6V에 도달하였을 때(시각 6.4㎲ 부근), 가

장 변화가 느린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약 4V이었다. 양자의 차이가 약 2V이었다.

이에 반해, 도24에 도시된 경우에서는 컨트롤 게이트 전위(Vcg)의 변화를 완만하게 함으로써, 그 차이를 약 1.5V까지 좁

힐 수 있었다(시각 7.8㎲ 부근).

즉, 도23에 도시된 수치 약 2.0V에 비해 도24에 도시된 수치가 약 1.5V이므로, 분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실시예 3에서는 램프 파형을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입의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즉, 컨트롤 게이트 전위

(Vcg)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함으로써, 임계치 전압의 변화의 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얻어지므로, 보다 안정된 임계치 전

압 제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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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시예 3에서는 먼저 기판, 드레인 및 소스에 대한 전압을 설정하고 그 후에 컨트롤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한다. 이를

통해 채널 영역의 드레인측으로 미리 전자를 생성하여 둘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핫 일렉트론 주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실시예 3에서는 복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간에 발생하는 임계치 변화의 분산을 억제함으로

써, 안정된 기입 시간의 제품 스펙을 달성하는 데에 유효하다. 또한, 다중 레벨의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임계치의 분포 폭을

협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여도 효과가 있다.

[실시예 4]

실시예 4에서는 로크 비트를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25는 로크 비트 설명을 하기 위한 도면이다.

로크 비트는 메모리 어레이내에 존재하며, 각 메모리 블록에 대하여 내부 오페레이션을 수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

기 위한 비트이다. 도25의 노멀 영역에는 워드선(WL0 내지 WLn)과 비트선(BL0, BL1,…)의 각 교점에 노멀 메모리 트랜

지스터가 배치되어 있다. 노멀 영역에서는 1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로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한다. 이에 반하여 로크 비트

는 노멀 영역에 인접한 스페어 영역의 로크 비트선(LBL)과 워드선(WL1, WL0)의 교점 2개에 배치되는 메모리 트랜지스

터를 이용하여 1비트가 유지된다. 이와 같이 로크 비트는 2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1비트를 기억하고 있기 때

문에 그 프로그램은 2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도26은 로크 비트를 유지하는 2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단면도이다.

도26를 참조하면, 로크 비트선(LBL)과 워드선(WLO, WL1)의 2개의 교점에 2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존재하며 로크 비

트를 유지한다. 로크 비트를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소스를 0V로 설정하고 기판을 -1.2V로 설정하고 로크 비

트선(LBL)의 전위를 4.8V로 설정하고 워드선(WL0 및 WL1)의 전위를 3 내지 9V로 설정한다. 이에 의해, 2개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에 동시에 채널 핫 일렉트론이 발생하여 임계치 전압이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2셀을 동시에 프로그램하면 노멀 영역에 배치된 통상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프로그램하는 경우에 비해 로크 비

트선으로부터 소스로 흐르는 드레인 전류가 2배가 된다. 따라서, 실시예 3에서 도22를 통해 설명된 사다리꼴파 프로그램

에서는 드레인 전류가 지나치게 흐르며 전원 회로에 내장된 차지 펌프의 능력이 부족하여 안정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실시예 4에서는 로크 비트의 프로그램 커맨드가 입력되면 CPU(6)가 로크 비트인지 여부를 판정하여 사다리꼴파

의 전위 상승 스피드를 절반으로 한다.

도27은 실시예 4에서의 로크 비트를 프로그램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27을 참조하면, 커맨드가 입력되어 기입 동작이 스타트되면 먼저 스텝S61에서 지정된 비트가 로크 비트인지 여부가 판

단된다.

스텝S61에서 지정된 비트가 통상의 비트인 경우에는 먼저 스텝S62에서 기입 검증이 실행된다. 그리고, 스텝S63으로 나아

가 기입 펄스의 인가 횟수가 첫번째인지 그 이후인지 판단된다. 첫번째인 경우에는 스텝S64로 나아가 실시예 3에서 설명

된 바와 같은 사다리꼴파1이 인가된다.

한편, 스텝S63에서 인가 횟수가 2회째인 경우에는 스텝S65에서 전압 V의 방형파가 인가된다. 스텝S64 또는 스텝S65가

종료되면, 도18의 카운터(140)가 인크리먼트됨에 따라 전압의 설정치가 증가되고, 스텝S67에서 인가 횟수(n)가 인크리먼

트된다.

도28은 도27의 스텝 S63 내지 S67이 반복하여 인가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도2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첫번째 펄스는 실시예 3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사다리꼴파 펄스가 인가되고, 2회째, 3회째, 4회

째, 5회째의 순으로 방형파 펄스가 전압치가 증가되면서 반복하여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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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27을 참조하면, 스텝S61에서 로크 비트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스텝S68로 나아가 먼저 기입 검증이 실행된다. 그리

고, 기입 검증이 페일인 경우에는 스텝S69로 나아가 사다리꼴파2가 인가된다.

도29는 스텝S69에서 사다리꼴파2가 인가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CPU(6)가 로크 비트인 것을 판정하면 도18의 카운터(140)에 대한 1클럭당의 카운트 증가치를 나타내는 증가분치(DV)를

변화시킴으로써, 도29에서는 사다리꼴파의 전압 상승 스피드를 도28에 도시된 노멀 인가 펄스에 비해 절반으로 하고 있

다. 즉, 도28의 기울기(G1)에 비해 도29의 기울기(G2)는 절반의 값이 된다. 그리고, 1펄스당의 인가 시간은 T1에서 T2로

증가된다. 이와 같이, 스텝S68에서 기입 검증이 패스될 때까지 반복하여 동일한 사다리꼴파가 인가된다.

이는 첫번째 사다리꼴파로 로크 비트의 임계치 전압이 프로그램 영역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 2회째 이후의 인가를 노멀인

경우와 동일하게 방형파로 수행하면 임계치 전압이 시프트되지 않을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드레인 전류가

지나치게 많이 흐름에 따라 충분한 전압이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인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시예 4에서는 2회째 이후의 로크 비트 펄스에도 동일한 사다리꼴파를 사용함으로써, 임계치 전압의 시프트가

확실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실시예 4에서는 로크 비트인지 여부에 따라 기입 펄스의 인가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복수

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로크 비트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기입을 수행할 수 있다.

[실시예 5]

실시예 5에서는 ACC(accelerate) 모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한다. ACC 모드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메모리

셀 어레이의 데이터가 소거 완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고속으로 기입하는 모드이다. ACC 모드는, 예를 들면 불휘발성 반

도체 기억 장치를 구입한 업체가 대량의 디바이스에 기입 장치를 통해 양산용 프로그램을 연이어 기입할 때에 이용된다.

도30은 ACC 모드에 관련된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30을 참조하면, 메모리 셀 어레이(20)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에는 먼저 기입 데이터(SD[15:0])가 검증 회로(16)를 그대

로 통과하여 페이지 버퍼(18)에 기입된다.

그 후, 페이지 버퍼(18)의 출력(PD[15:0])과 메모리 셀 어레이(20)로부터 판독된 데이터(RD[15:0])가 검증 회로(16)에서

비교된다. 검증 회로(16)는 검증이 패스되면 CPU(6)로 기입 완료를 나타내는 신호(CD_ALL)를 출력한다. 검증 회로(16)

는 검증이 페일되면 기입 펄스를 인가할 필요가 있는 비트에 대해서는 “0"을, 기입 펄스를 인가할 필요가 없는 비트에 대해

서는 “1"로 설정된 신호(CD[15:0])를 출력한다. 이 결과에 대응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20)에는 기입 펄스가 인가된다. 이

값은 동시에 페이지 버퍼(18)에 유지되어 다음번 검증 회로(16)에서의 비교의 기대치(PD[15:0])가 된다.

통상의 기입 동작은 처음에 검증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입 시간이 길다. 그러나, 메모리 셀 어레이(20)의 데이터가 소

거된 상태인 것을 알고 있다면 첫번째 검증 동작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입력되어 그대로 페이지

버퍼에 유지되는 기입 데이터를 직접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음에 검증 회로(16)가 출력하는 신

호 CD[15:0]에 신호 PD[15:0]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검증 회로(16)는 CPU(6)로부터 출력되는 각종 제어 신호(VCS1, VCS2, ENl, EN2, RESET, SACC)에 대응하

여 동작 모드마다 다른 동작을 수행한다.

도31은 도30의 검증 회로(16)의 프로그램에 관한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31을 참조하면, 검증 회로(16)는 페이지 버퍼로부터의 데이터 PD[15:0]를 인에이블 신호(EN1)에 대응하여 입력받고

출력이 리세트 신호(RESET)에 대응하여 “0"으로 리세트되는 래치 회로(162)와, 메모리 셀 어레이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RD[15:0]를 ACC 모드시에 활성화되는 신호(SACC)에 의해 “1"로 고정하기 위한 OR 회로(164)와, OR 회로(164)의 출력

을 인에이블 신호(EN2)에 대응하여 입력받고 리세트 신호(RESET)에 대응하여 출력이 “0"으로 리세트되는 래치 회로

(166)를 포함한다.

검증 회로(16)는 또한 신호(VCS1, VCS2)에 대응하여 래치 회로(162)의 출력 및 래치 회로(166)의 출력을 처리하는 게이

트 회로(168)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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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회로(168)는 래치 회로(166)의 출력과 제어 신호(VCS1)를 입력받는 NAND 회로(l70)와, 래치 회로(162)의 출력

과 제어 신호(VCS2 및 VCS1)를 받는 NAND 회로(172)와, 래치 회로(166)의 출력과 제어 신호(VCS1)를 받는 OR 회로

(174)와, 래치 회로(162)의 출력과 제어 신호(VCS1, VCS2)를 받는 게이트(176)를 포함한다. 게이트(176)는 래치 회로

(162)의 출력 및 제어 신호(VCS2)가 H레벨이고 제어 신호(VCS1)가 L레벨인 경우에만 L레벨을 출력하고, 다른 경우에는

H레벨을 출력한다.

검증 회로(16)는 또한 NAND 회로(170)의 출력과 NAND 회로(172)의 출력과 OR 회로(174)의 출력과 게이트(176)의 출

력을 입력받아 데이터 WD[15:0]를 출력하는 4입력 NAND 회로(178)와, 데이터 WD[15:0]와 외부로부터 기입 커맨드와

함께 입력되는 기입 데이터 SD[15:0]중 어느 한쪽을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부(2)로부터의 제어 신호(SETUP)에 따라

선택하여 신호 CD[15:0]를 출력하는 셀렉터(179)와, 셀렉터(179)가 출력하는 16비트의 신호 CD[15:0]의 모든 논리곱

을 연산하여 신호 CD_ALL를 출력하는 AND 회로(180)를 포함한다.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부(2)는 기입 커맨드가 입력되면 일단 제어 신호(SETUP)를 활성화하여 기입 데이터 SD[15:0]를

CD[15:0]로 출력하고, 이를 페이지 버퍼(18)에 유지시킨다. 그 후,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부(2)는 제어 신호(SETUP)를

비활성화시키고, 이후 페이지 버퍼(18)에는 비교 결과를 반영한 데이터 WD[15:0]가 CD[15:0]로서 기입된다.

검증 회로(16)는 OEV, PV, VLC, EV, Flash to PB 등의 각 모드에 겸용으로 이용되는 회로이다. 따라서, 제어 신호

(VCS1, VCS2)에 의해 동작 전환을 수행하고 있다.

OEV(0ver Erase Verify) 모드는 과소거 검증을 수행하는 모드이다. PV(Program Verify) 모드는 기입 검증을 수행하는

모드이다. VLC(Vth Lower Check) 모드는 과소거 비트 기입후의 하부 검증을 수행하는 모드이다. EV(Erase Verify) 모

드는 소거 검증을 수행하는 모드이다. Flash to PB 모드는 메모리 셀의 내용을 검증 경로를 이용하여 페이지 버퍼에 기입

하기 위하여 검증 회로(16)에서의 비교 없이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모드이다.

제어 신호(VCS1, VCS2)를 변경함으로써, 각 모드에 대응하는 동작이 수행된다. OEV 모드에서 신호(VCS1, VCS2)는 모

두 L레벨로 설정된다. PV 모드 및 VLC 모드에서 신호(VCS1)는 L레벨로 설정되고, 신호(VCS2)는 H레벨로 설정된다. EV

모드 및 Flash to PB 모드에서 신호(VCS1)는 H레벨로 설정되고, 신호(VCS2)는 L레벨로 설정된다.

실시예 5에서 설명되는 ACC 모드시에는 PV 모드에서의 제어가 된다. 이 경우에 NAND 회로(170, 172)의 출력은 모두 H

레벨로 고정되고, OR 회로(174) 및 게이트(176)의 조합 논리에 의해 검증의 판정이 이루어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CC 모드에서는 첫번째 검증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를 위해 OR 회로

(164)가 설치되어 있다. 통상의 프로그램에서는 래치 회로(162)가 첫번째 검증시에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기대치, 즉 프로

그램해야 할 기입치를 출력하는데, 이 출력은 게이트(176)를 경유하여 NAND 회로(178)로 전달된다. 한편, 메모리 셀에서

판독된 데이터 RD[15:0]는 래치 회로(166)와 OR 회로(174)를 경유하여 NAND 회로(178)로 전달된다.

ACC 모드에서 처음에 검증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모리 셀 어레이로부터 메모리 셀 데이터 RD[15:0]가 입력

되지 않기 때문에 래치 회로(166)는 리세트된 상태로 “0"을 유지한다. 따라서, OR 회로(174)에서 출력되는 16비트가 모두

“0"이 되므로, NAND 회로(178)에서 출력되는 신호 WD[15:0]의 16비트는 모두 “1"이 되고, CD[15:0]의 비트도 모두

“1"이 된다.

신호 CD[15:0]의 비트가 “0"인 경우에는 메모리 셀에 기입 펄스가 인가된다. 한편, 이 비트가 “1"이면 프로그램이 완료되

었다고 간주되어 더 이상 펄스가 인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ACC 모드시에는 신호 SACC를 H레벨로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OR 회로(174)가 H레벨을 출력함으로써, 첫번째 검증을 수행하지 않아도 래치 회로(162)의 출력에 대응하는 펄스 인

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도32는 실시예 5의 기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30, 도32를 참조하면, 기입 동작이 개시되면 먼저 스텝S71에서 CPU(6)는 동작 모드가 ACC 모드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ACC 모드가 아닌 경우에는 스텝S72로 나아가 노멀 기입이 실행된다.

한편, 모드가 ACC 모드인 경우에는 스텝S73에서 ACC 기입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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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3은 도32의 노멀 기입을 실행하는 스텝S72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 흐름도이다.

도30, 도33을 참조하면, 노멀 기입이 스타트되면 먼저 스텝S81에서 CPU(6)는 검증 회로(16)에 대한 신호(SACC)를 L레

벨로 설정한다. 그리고, 스텝S82에서 기입 검증이 이루어진다. 기입 검증이 패스된 경우에는 스텝S90으로 나아간다. 한편,

기입 검증이 페일된 경우에는 첫번째 펄스 인가 동작이 수행된다.

첫번째 펄스 인가 동작은 스텝S83, S84에서 수행된다.

도34는 첫번째 펄스 인가 파형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도33, 도34를 참조하면, 먼저 스텝S83에서 펄스 전압이 소정치에 도달할 때까지 전압이 상승된다. 전압이 목표치에 도달

하면 계속해서 스텝S84에서 서스펜드/어보트 판정이 수행된다. 서스펜드란, 예를 들면 15㎲ 이내에 외부로부터 인터럽트

처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입 동작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어보트 처리란, 예를 들면 기입 시간이 소정치보다

길어지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기입을 종료시키는 처리를 말한다.

스텝S83, S84에서 첫번째 펄스 인가가 종료되면 스텝S86으로 나아가 기입 검증이 이루어진다. 기입 검증이 페일되면 두

번째 펄스 인가가 수행된다.

두번째 이후의 펄스 인가에서는 먼저 스텝S87에서 프로그램 전압의 인가가 스타트되고, 그것에 이어 스텝S88에서 서스펜

드/어보트 판정이 이루어진다. 스텝S88에서 서스펜드 또는 어보트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텝S89로 나아가 서스펜드

/어보트 처리가 이루어진다. 한편, 스텝S88에서 서스펜드/어보트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스텝S86으로 나

아가 기입 검증이 수행된다.

스텝S86에서 기입 검증이 패스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스텝S90으로 나아간다.

스텝S90에서는 기입 어드레스의 하위 4비트의 인크리먼트가 수행되고, 이어서 스텝S91에서 서스펜드/어보트 판정이 수

행된다. 스텝S91에서 서스펜드 또는 어보트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스텝S92로 나아가 서스펜드/어보트 처리가 수행된다.

한편, 스텝S91에서 서스펜드 및 어보트라고 판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93으로 나아가 4비트의 어드레스를 인크리먼

트한 결과에 자릿수 올림, 즉 캐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캐리가 “1"인 경우에는 스텝S94로 나아가 어드레스

의 상위 4비트가 인크리먼트된다. 한편, 스텝S93에서 캐리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어드레스에 대한 기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스텝S81로 되돌아간다.

스텝S94에서 어드레스의 상위 4비트의 인크리먼트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스텝S95로 나아가 인크리먼트한 결과에 캐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캐리가 발생한 경우, 즉 캐리가 “1"이면 기입이 종료된다. 캐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어드레스에 대한 기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스텝S81로 되돌아간다.

도35는 도32의 스텝S73의 ACC 기입의 상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30, 도35를 참조하면, ACC 기입에서는 첫번째 기입 검증이 수행되지 않고 첫번째 펄스 인가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서스

펜드 처리의 판정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도33에 도시된 노멀 기입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노멀 기입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인터럽트 요구에 대비하여 내부 동작중이더라도 동작을 일시 중단시키기 위한 포인트가 프

로그램상에 준비되어 있다. 인터럽트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인터럽트 요구를

접수하는 간격의 규격치, 예를 들면 15㎲에 대하여 마진을 지니게 하여 10㎲ 정도마다 ROM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삽입하여 두었다.

도33의 처리에서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하여 매회 서스펜드가 걸렸는지 조사하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이 길어졌다.

양산시의 기입과 같이 통상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 소거 완료된 플래시 메모리에 기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서스펜

드 포인트를 삭제한 도35에 도시된 ACC 모드의 처리 흐름으로 프로그램 시간의 고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서스펜드 요구 판정 루틴과 함께 삽입되어 있는 어보트 판정 루틴까지 동시에 삭제하면 문제가 생긴다.

등록특허 10-0566848

- 19 -



가령,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나빠 프로그램 동작이 규격 시간내에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타임 오버로 처리를

어보트시킬 필요가 있다. 도33에서 설명된 노멀 기입의 경우에는 이들 판정 포인트가 서스펜드와 동일한 루틴으로 수행되

고 있다. 따라서, 도33의 흐름도서 서스펜드/어보트 판정을 단순히 삭제해 버리면 타임 오버시의 어보트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하, 도35의 흐름도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한다.

ACC 기입이 개시되면 스텝S101에서 CPU는 제어 신호(SACC)를 H레벨로 설정한다. 기입 커맨드가 커맨드 유저 인터페

이스부(2)로 입력되면 제어 신호(SETUP)가 활성화되어 페이지 버퍼(18)로 기입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 기입 데이터는 그

후 제어 신호(SETUP)가 비활성화되면 검증 회로(16)를 그대로 통과하여 CD[ 15:0]로서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전달된다.

그리고, 첫번째 펄스 인가가 검증 동작 없이 수행된다. 첫번째 펄스 인가시에 스텝S102에서 어보트 판정이 수행되고, 스텝

S104에서 전압 판정이 수행된다.

도36은 ACC 기입시의 첫번째 펄스를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이다.

도36을 참조하면, ACC 기입시에 실시예 3에서 설명되었던 사다리꼴파 펄스가 인가된다. 처음에 카운터를 소정치로 세트

하는 것으로 초기 전압이 인가되고, 그리고 그 후 카운터가 목표치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전압 판정이 수행된다. 그

때, 초기 단계에서는 카운트 값을 관측하지 않아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펄스 인가의 전반에

서 어보트 판정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어보트 루틴은 10코드 정도이므로, 전압은 그 사이에 2V 정도밖에 상승되지 않는다. 따라서, 3V에서 전압 인

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어보트 루틴을 처리하는 동안 5V 정도까지밖에 상승되지 않는다. 따라서, CPU(6)가 일부러 카운

트 값을 참조하여 전압 판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설정 도달 전압의 목표치(9V 정도)를 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첫

번째 펄스로 사다리꼴파 이후에 방형파가 인가되는 도34의 파형을 ACC 모드의 첫번째 펄스에 이용하여도 되는데, 그 때

는 램프파에 이어지는 방형파 인가 부분에서 어보트 판정을 수행한다.

다시 도35를 참조하면, 스텝S102에서 타임 오버 등에 의한 어보트라고 판정되면 스텝S103으로 나아가 어보트 처리가 이

루어진다.

스텝S102에서 어보트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104로 나아가 전압 판정이 수행되며 전압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

지 상승한다. 스텝S104에서 전압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스텝S105로 나아간다.

스텝S105에서 CPU(6)는 신호(SACC)를 L레벨로 비활성화시킨다. 이에 따라, 검증 회로(16)는 통상의 검증을 수행하도록

설정된다. 그리고, 스텝S106에서 기입 검증이 이루어진다. 기입 검증이 페일인 경우에는 두번째 이후의 펄스 인가가 스텝

S107, S108에서 수행된다. 스텝S107에서 프로그램 전압의 인가가 스타트되고, 이어 스텝S108에서 어보트 판정이 이루

어진다.

스텝S108에서 어보트로 판정된 경우에는 스텝S109로 나아가 어보트 처리가 이루어진다. 한편, 스텝S108에서 어보트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스텝S105로 되돌아간다.

스텝S106에서 기입 검증이 패스되면 다음 어드레스에 대한 기입을 수행한다.

페이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28워드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따라서, 반드시 어드레스 인크리먼트 루틴이 필요하다. 본

명세서에서의 플래시 메모리의 CPU(6)는 4비트 마이크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한번의 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4비트

폭, 즉 4비트 카운터로 최고 16회이다. 즉, CPU의 소프트웨어로 어드레스 인크리먼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위 4비트가

꽉 차면 다른 루틴을 사용하여 3비트의 카운터 연산을 더 해줄 필요가 있다.

스텝S106이 패스되면 먼저 스텝S110으로 나아가 기입 어드레스의 하위 4비트의 인크리먼트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크리먼트에 의해 캐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스텝S111에서 판단된다. 캐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텝S112로 나

아가 어드레스의 상위 4비트의 인크리먼트가 이루어진다. 한편, 캐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101로 되돌아가 다

음 어드레스에 대한 기입 처리가 이루어진다.

스텝S112에서 어드레스의 상위 4비트의 인크리먼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텝S113에서 어보트 판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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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비트의 연산은 128회중 7회밖에 수행되지 않으며, 그 연산 루틴에 10코드의 어보트 판정 루틴을 삽입한다 하여도

10 × 70ns = 700ns가 합계치가 된다. 이를 128회로 나누면 1워드당 5.5ns의 시간밖에 되기 않으므로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이다.

스텝S113에서 어보트로 판정된 경우에는 스텝S114로 나아가 어보트 처리가 이루어진다.

한편, 스텝S113에서 어보트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115로 나아가 스텝S112의 인크리먼트에 의해 캐리가 발생

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캐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101로 되돌아가 인크리먼트 이후의 어드레스에 대한 기

입 처리가 수행된다. 한편, 스텝S115에서 캐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입 처리는 종료된다.

실시예 5에서는 ACC 모드를 설치하고 첫번째 펄스 인가 이전에는 기입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드레스 인크리

먼트 처리시 상위 3비트의 인크리먼트 처리 직후에 어보트 판정 루틴을 삽입하여 두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증가를 방지

하고 또한 어보트가 가능한 기입 제어 시퀀스가 실현되어 있다. 즉, 시간 단축이 달성된 가속 기입 모드를 구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기 쉬운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실시예 6]

실시예 6에서는 블록 소거시 전원 회로내의 차지 펌프의 제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37는 차지 펌프의 셋업 시간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37를 참조하면, CPU가 카운터를 0부터 증가시켜 전압 목표치를 0부터 카운트 업시키면 셋업 시간이 길어진다. 이에 반

하여, 차지 펌프의 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셋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도38은 블록 소거시의 차지 펌프의 제어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검토 예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38을 참조하면, 이 검토 예에서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부(2A)내의 카운터(210)는 소거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맞춘 사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카운터(210)는 CPU(6A)에서 리세트 신호가 보내지면 출력치(CNUMBER)가 “0"으로 리세트

되고, CPU(6A)가 출력하는 제어 신호(C-ENABLE)가 활성화되면 카운트를 개시하며, 비활성화되면 카운트를 정지한다.

이는 프로그램시에 삼각파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카운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각파란 램프파라고도 불리우는데,

OV에서 설정치까지 설정 전압을 시간 스텝으로 올려 가는 파형이다.

전원 제어 회로(10A)는 CPU(6A)로부터 보내어지는 동작 모드와 튜닝 퓨즈 회로(192)에 설정되어 있는 튜닝 신호에 대응

하여 카운터(210)의 출력이 소정치가 되었을 때에 CPU(6A)로 정지 신호(C-STOP)를 출력한다. 디코드 회로(196,

198,·‥, 200)는 각종 조건에 대응하는 전압치를 검출하는 디코드 회로이다. 그리고, 선택 신호 발생 회로(194)는 동작 모

드와 튜닝 신호에 의거하여 디코드 회로(196 내지 200)의 출력중 어느 하나를 AND 회로(202 내지 206) 및 OR 회로(208)

를 통해 선택한다.

그러나, 블록 소거로서 소거 펄스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삼각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며, 일정한 전압의 펄스 인가가 필

요하다. 도38에 도시된 구성에서는 설정 목표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전압 제어 회로(10A)가 카운트 값을 판정하고, 전압

제어 회로가 출력하는 신호(C-STOP)에 대응하여 CPU(6A)가 인에이블 신호(C-ENABLE)를 제어하여 카운터(210)를 동

작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8V의 전압이 필요하여 0.1V/70ns의 스텝으로 0부터 8V까지 Vcg를 상승시키는 경우에는 80회 × 70ns = 5.6

㎲의 셋업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전압의 세트마다 수행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전압의 도달을 CPU

(6A)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거 동작시의 전압 설정마다 도달 전압 판정용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디코드 회로(196,

198,···, 200)가 필요하므로, 큰 면적을 필요로 한다.

도39는 도38에 도시된 검토 예의 블록 소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39를 참조하면, 블록 소거가 개시되면 먼저 스텝S121에서 소거 검증이 수행된다. 스텝S121에서 소거 검증이 패스되면

그대로 블록 소거 동작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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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S121에서 소거 검증이 페일된 경우에는 스텝S122로 나아가 CPU는 카운터를 리세트한 이후에 “0"부터 카운트를 스

타트시킨다. 그리고, 스텝S123에서 카운트 값이 목표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그리고, 카운터가 목표치에 도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S124에서 카운트 값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다시 스텝S123에서 카운트 값이 목표치에 도달하였

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스텝S123에서 카운트 값이 목표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 제어 회로(10A)로부터 카운터 스톱 신호가 CPU(6A)

로 인가되므로, 카운터(210)는 카운트 동작을 정지한다(스텝S125). 그리고, 스텝S126에서 소정 시간 펄스 인가가 수행되

고, 스텝S127에서 소거 검증이 수행된다.

스텝S127에서 소거 검증이 페일된 경우에는 스텝S128에서 카운트 값이 증가되어, 즉 CPU(6A)로부터의 인에이블 신호에

의해 카운터(210)가 동작을 개시하고, 전원 제어 회로(10A)로부터 인가되는 스톱 신호(C-STOP)에 대응하여 CPU(6A)는

카운터(210)를 스톱시킨다. 그리고, 소정 시간 펄스 인가가 스텝S129에서 수행된다. 펄스 인가가 스텝S129에서 수행된

이후에 다시 소거 검증이 스텝S127에서 수행된다.

그리고, 스텝S127의 소거 검증이 패스되면 블록 소거가 완료된다.

도40은 실시예 6의 블록 소거시의 차지 펌프의 제어에 관한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40을 참조하면,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부(2)에 포함되는 카운터(212)는 CPU(6)로부터 인가되는 신호(LOAD)에 따라

초기치(DSET)를 세트할 수 있다. 또한, 카운터(212)는 CPU(6)가 출력하는 리세트 신호(RESET)에 대응하여 카운트 값을

“0"으로 리세트하며, 신호(C-ENABLE)가 활성화되면 카운트 업을 수행하고 비활성화되면 카운트 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카운터(212)는 신호(DV)에 대응하여 카운트 업을 수행하는 1스텝의 카운트 값의 증가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도41은 도40의 카운터(212)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41을 참조하면, 카운터(212)는 6비트분의 유지 회로(221 내지 226)와 가산기(228)를 포함한다.

유지 회로(221)는 리세트 신호(RESET)에 대응하여 리세트되고 클럭 신호(P2)에 대응하여 입력치를 입력받는 래치 회로

(232)와, 래치 회로(232)의 출력과 초기 설정치(DSET)를 로드 신호(LOAD)에 대응하여 전환 출력하는 셀렉터(234)와, 셀

렉터(234)의 출력을 클럭 신호(P1)에 대응하여 입력받는 래치 회로(236)를 포함한다. 래치 회로(236)는 리세트 신호

(RESET)에 대응하여 리세트된다.

유지 회로(221)는 또한 래치 회로(236)의 출력과 가산기(228)의 6비트의 출력중 대응하는 비트를 C-ENABLE 신호에 대

응하여 전환하는 셀렉터(238)를 포함한다. 셀렉터(238)의 출력은 래치 회로(232)의 입력이 된다.

가산기(228)는 유지 회로(221 내지 226)의 6비트의 출력에 증가분치(DV)를 가산하고 다시 유지 회로(221 내지 226)로

출력한다. 증가분치는, 예를 들면 +1인 경우에 카운터(212)는 1클럭당 카운트 값을 하나씩 증가시킨다. 또한, 증가분치가

+2인 경우에 카운터(212)는 1클럭당 카운트 값을 2씩 증가시킨다. 따라서, 램프 파형의 기울기를 바꿀 수 있다.

도42는 실시예 6의 블록 소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42를 참조하면, 블록 소거가 커맨드에 의해 지시되면 먼저 스텝S131에서 소거 검증이 수행된다. 소거 검증이 패스되면

그대로 블록 소거는 종료된다.

한편, 소거 검증이 페일되면 스텝S132에서 CPU(6)는 카운터(212)에 목표 전압치를 세트한다. 따라서, 차지 펌프의 전류

공급 능력에 따른 스피드에 의해 전압이 상승하여 스텝S133에서 단축된 셋업 시간으로 펄스 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스텝S134에서 소거 검증이 수행되고, 소거 검증이 페일된 경우에는 스텝S135에서 카운트 값의 증가에 의해 전압

이 상승되며, 스텝S136에서 펄스 인가가 수행되고, 스텝S134에서 다시 소거 검증이 수행된다. 스텝S134에서 소거 검증이

패스되면 블록 소거가 완료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시예 6에서는 전압치를 카운트 업하는 카운터에 초기치를 세트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기 때

문에 전원 회로내의 차지 펌프의 능력에 따른 속도로 재빠르게 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가 전압으로 8V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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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에는 종래 5.6㎲이던 셋업 시간이 1.5㎲로 단축된다. 또한, 도38의 경우에는 복수의 디코드 회로(196 내지 200)

가 필요하지만, 도40의 경우에는 카운터에 초기치를 직접 세트할 수 있기 때문에 회로 규모도 작게 할 수 있어 레이아웃 면

적의 삭감이 가능해진다.

[실시예 7]

실시예 7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의 스페어 메모리 셀에 대한 기입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종래에는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에서 불량이 발견되면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에 대한 동작 기입의 체크를 수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치환을 수행하고, 이 치환 동작을 수행한 스페어 메모리 셀에 대한 기입 및 판독 동작의 체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수율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 부분을 동작 체크하고 나서, 즉 불량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나서 치환을 수행하는 편이 좋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는 특히 기입 동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래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의 기입 및 판독을 수행하고

더욱이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리를 별도로 수행한다면 기입 시간이 길어져 버린다. 따라서, 기입

을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와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에 대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 기입을 수행하면 기입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도43은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에 대한 기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43를 참조하면, 입력되는 어드레스(ADDRESS)는 노멀 디코더(260)와 중복 판정 회로(252)에 주어진다. 어드레스가 노

멀 메모리 셀 어레이내의 불량 메모리 셀에 상당하는 경우에 중복 판정 회로(252)는 신호(HIT)를 활성화한다. 이에 대응하

여 스페어 디코더(262)는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266)의 일부를 선택한다.

한편,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266)의 기입 체크를 사전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TEST 회로(254)에서 테스트 신호(TEST)

를 활성화시켜 스페어 디코더(262)에 테스트 동작을 수행하게 한다. 테스트 동작시 스페어 디코더(262)는 어드레스 신호

(ADDRESS)에 대응하여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266)를 선택한다. 스페어 디코더(262)가 테스트 동작시에 어드레스 신

호(ADDRESS)에 대응하여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의 일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선택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선택률의 문제란, 후술되는 바와 같이 노멀 디코더가 어드레스에 대응하여 32분의 1의 선택률로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의

일부를 선택한다. 한편, 테스트 동작시에 히트 신호만을 강제적으로 활성화시켜 스페어 디코더가 일대일의 선택을 수행한

다면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에 기입 펄스가 노멀 셀 어레이의 32배의 빈도로 인가된다. 따라서,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

가 열화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원 회로(258)는 고전압(VPY)을 노멀 디코더(260)와 스페어 디코더(262)로 공급하는데, 신호(HIT)를 강제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때에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를 모두 선택한다면 전원 회로(258)의 전류 공급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문

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통상의 동작으로 노멀 메모리 셀(16)에 비트를 동시 기입하는 경우에 비해 테스트 동작시에 8비트

의 스페어에도 동시에 기입한다면 전원 회로(258)의 차지 펌프의 능력은 1.5배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16비트를 동시에

기입하는 경우에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를 여분으로 1비트 기입한다면 그만큼 차지 펌프의 능력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도44는 도43의 노멀 디코더(260),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264) 및 스페어 디코더(262),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266)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도44를 참조하면, 노멀 디코더(260)는 기입 데이터 D[0]에 대응하는 출력 신호 BDO[0]를 고전압(VPY)에 따라 출력하는

버퍼 회로(272)와, 기입 데이터 D[1]에 대응하는 출력 신호 BDO[1]를 고전압(VPY)에 따라 출력하는 버퍼 회로(274)와,

기입 데이터 D[2]에 대응하는 출력 신호 BDO[2]를 고전압(VPY)에 따라 출력하는 버퍼 회로(276)와, 기입 데이터 D

[15]에 대응하는 출력 신호 BDO[15]를 고전압(VPY)에 따라 출력하는 버퍼 회로(278)를 포함한다.

노멀 디코더(260)는 또한 어드레스 신호(A0 내지 A4)에 대응하여 32개의 메인 비트선중 1개를 선택하여 신호 BDO[0]를

전달하는 셀렉터(282)와, 어드레스 신호(A0 내지 A4)에 대응하여 32개의 메인 비트선중 1개를 선택하여 신호 BDO[1]를

전달하는 셀렉터(284)와, 어드레스 신호(A0 내지 A4)에 대응하여 32개의 메인 비트선중 1개를 선택하여 신호 BDO[2]를

전달하는 셀렉터(286)와, 어드레스 신호(A0 내지 A4)에 대응하여 32개의 메인 비트선중 1개를 선택하여 신호 BDO[15]

를 전달하는 셀렉터(288)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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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264)에는 각 셀렉터(282, 284, 286, 288)에 대응하는 메인 비트선 MBL[31:0]이 설치되고, 행렬

형으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배치된다.

OR 회로(256)는 신호 HIT[0]와 신호 TEST를 입력받는 OR 회로(292)와, 신호 HIT[1]와 신호 TEST를 입력받는 OR 회

로(294)와, 신호 HIT[2]와 신호 TEST를 입력받는 OR 회로(296)와, 신호 HIT[7]와 신호 TEST를 입력받는 OR 회로

(298)를 포함한다.

스페어 디코더(262)는 신호 DSP[0]와 OR 회로(292)의 출력과 프리 디코드 신호 /A4·/A3·/A2·/Al·/A0를 입력받는 AND

회로(302)와, 신호 DSP[1]와 OR 회로(294)의 출력과 프리 디코드 신호 /A4·/A3·/A2·/Al·A0를 입력받는 AND 회로

(304)와, 신호 DSP[2]와 OR 회로(296)의 출력과 프리 디코드 신호 /A4·/A3·/A2·A1·/A0를 입력받는 AND 회로(306)와,

신호 DSP[7]와 OR 회로(298)의 출력과 프리 디코드 신호 /A4·/A3·A2·A1·A0를 입력받는 AND 회로(308)를 포함한다.

스페어 디코더(262)는 또한 AND 회로(302, 304, 306, 308)의 출력을 각각 입력받는 버퍼 회로(312, 314, 316, 318)를

포함한다. 버퍼 회로(312, 314, 316, 3l8)는 고전압(VPY)을 전원 전압으로 입력받고, 각각 출력 신호 BDOSP[0],

BDOSP[1], BDOSP[2], BDOSP[7]를 출력한다.

스페어 디코더(262)는 또한 신호 CAU0를 게이트로 입력받아 신호 BDOSP[0], BDOSP[1], BDOSP[2], BDOSP[7]를

각각 스페어 비트선 MBLSP[0], MBLSP[1], MBLSP[2], MBLSP[7]으로 전달하기 위한 N채널 MOS 트랜지스터(322,

324, 326, 328)를 포함한다.

도45는 도44의 셀렉터(282)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45를 참조하면, 셀렉터(282)는 프로그램시에 활성화되는 신호 BDO를 신호 CAUO의 활성화시에 노드(N1)로 전달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42)와, 리드시에 노드(N1)의 신호를 신호 BDE로 출력하기 위해 설치되며 게이트로 신호 CAUE

를 입력받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44)를 포함한다.

셀렉터(282)는 또한 노드(N1)와 비트선 MBL[0]의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로 프리 디코드 신호 /A4·/A3·/A2·/Al·/A0를

입력받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46)와, 노드(N1)와 메인 비트선 MBL[1]의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로 프리 디코드 신

호 /A4·/A3·/A2·/A1·A0를 입력받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48)와, 노드(N1)와 비트선 MBL[31]의 사이에 설치되며

게이트로 프리 디코드 신호 A4·A3·A2·Al·A0를 입력받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50)를 포함한다.

다시 도44를 참조하면, 셀렉터(282 내지 288)는 32분의 1의 선택률로 비트선(MBL)을 선택한다. 멀티 기입시에는 스페어

판정 신호(HlT)에 상관없이 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테스트 신호(TEST)를 H레벨로 활성화한다. 스페어 비트선(MBLSP

[0] 내지 MBLSP[7])에 고전압을 인가하는 경우에 어드레스 신호(A4 내지 A0)를 이용하여 선택률을 32분의 1로 강제적

으로 설정한다.

도44에서 신호 A[4:0]가 “00000"인 경우에는 비트선 MBLSP[0]이 선택된다. 또한, 신호 A[4:0]가 “00001"인 경우에

는 비트선 MBLSP[1]이 선택되어 프로그램시에 고전압이 인가된다.

도46은 도44에 도시된 구성의 스페어 선택에 관한 변형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46을 참조하면, OR 회로(256A)는 신호 HIT[0]와 신호 TEST를 입력받는 OR 회로(362)와, 신호 HIT[1]와 신호

TEST를 입력받는 OR 회로(364)를 포함한다.

스페어 디코더(262A)는 데이터 신호 DSP[0]와 OR 회로(362)의 출력과 프리 디코드 신호 /A4·/A3·/A2를 입력받는 AND

회로(366)와, 데이터 신호 DSP[1]와 OR 회로(364)의 출력과 프리 디코드 신호 /A4·/A3·A2를 입력받는 AND 회로(370)

와, 전원 전압으로 고전압(VPY)을 입력받고 입력으로 AND 회로(366)의 출력을 입력받아 신호 BDOSP[0]를 출력하는 버

퍼 회로(368)와, 전원 전압으로 고전압(VPY)을 입력받고 입력으로 AND 회로(370)의 출력을 입력받아 신호 BDOSP[1]

를 출력하는 버퍼 회로(372)와, 어드레스 신호 A0, A1에 대응하여 비트선 MBLSP[0] 내지 MBLSP[3]중 1개를 선택하

고 이것으로 신호 BDOSP[0]를 인가하는 4분의 1 선택 회로(374)와, 어드레스 신호 A0, A1에 대응하여 비트선 MBLSP

[4] 내지 MBLSP[7]중 1개를 선택하고 이것으로 신호 BDOSP[1]를 인가하는 4분의 1 선택 회로(376)를 포함한다.

도47은 도46의 4분의 1 선택 회로(374)의 구성을 도시한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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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7를 참조하면, 4분의 1 선택 회로(374)는 프로그램시에 활성화되는 신호 BDO를 신호 CAUO의 활성화시에 노드(N2)

로 전달하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2)와, 리드시에 노드(N2)의 신호를 신호 BDE로서 출력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게이

트로 신호 CAUE를 입력받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4)를 포함한다.

4분의 1 선택 회로(374)는 또한 노드(N2)와 비트선 MBLSP[0]의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로 프리 디코드 신호 /Al·/A0를

입력받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6)와, 노드(N2)와 메인 비트선 MBLSP[1]의 사이에 접속되며 게이트로 프리 디코드

신호 /A1·A0를 입력받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88)와, 노드(N1)와 비트선 MBLSP[3]의 사이에 설치되며 게이트로

프리 디코드 신호 A1·A0를 입력받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390)를 포함한다.

도46, 도47에 도시된 변형예에서는 신호 BDO[7:0]의 고전압 신호를 디코드할 뿐만 아니라 컬럼 디코드측에서 어드레스

A[1:0]에 따라 4분의 1로 선택하고, 또한 AND 회로(366, 370)에서 어드레스 A[4:2]에 따라 8분의 1로 선택을 수행하는

것으로 도44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7에서는 스페어 메모리 셀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어 전원 회로의 능력을 그다지 증대시키지 않아도 노멀 메모리

셀과 스페어 메모리 셀에 대한 동시 기입이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를 위한 것으로 한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발명의 정신과 범위는 첨부의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것으로 분명히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최대 전압에 펄스 전압이 도달한 이후에도 임계치 전압의 변화를 리니어로 근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블록 소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고속으로 소거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불휘발성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과,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에 인가되는 전압을 발생하는 전원 회로와,

상기 전원 회로를 제어하여 상기 메모리 블록의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에 일괄적으로 소거 펄스를 인가하는 제어부를 구비

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소거 펄스를 반복하여 인가할 때에 상기 소거 펄스의 전압이 인가 최대 전압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1

고정 펄스 폭으로 상기 소거 펄스의 전압을 인가 횟수에 대응하여 증가시키고, 상기 소거 펄스의 전압이 상기 인가 최대 전

압치에 도달하면 상기 인가 횟수에 대응하여 상기 소거 펄스의 펄스 폭을 증가시키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가 횟수가 소정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2 고정 펄스 폭으로 상기 소거 펄스를 인가하고, 상기 인

가 횟수가 상기 소정 횟수에 도달하면 상기 제1 펄스 폭으로 상기 소거 펄스를 인가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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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소거 펄스의 전압이 상기 인가 최대 전압치에 도달하면 동일한 펄스 폭의 상기 소거 펄스를 소정 횟수

인가시킨 이후에 펄스 폭을 증가시키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가 최대 전압치와, 상기 제1 고정 펄스 폭과, 상기 소거 펄스 전압의 증가분과, 상기 펄스 폭의 증가

분을 변수로서 판독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불휘발성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과,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에 인가되는 전압을 발생하는 전원 회로와,

상기 복수의 메모리 셀의 일부를 선택하기 위하여 어드레스 신호를 디코드하는 디코드 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디코드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일부를 선택하는 제1 동작과, 상기 어드레스 신호에 대응하여 상

기 일부에 더하여 다른 영역을 다중으로 선택하는 제2 동작을 제어 신호에 따라 전환 실행하며,

상기 전원 회로 및 상기 디코드 회로를 제어하여 상기 메모리 블록의 소거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더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메모리 블록이 제1 소거 상태가 된 이후에 상기 제어 신호를 통해 상기 디코드 회로에 상기 제2 동작을

수행시키고, 상기 메모리 블록에 대하여 과소거 리커버리 펄스를 인가시키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타깃 시간에 상당하는 수의 상기 과소거 리커버리 펄스를 연속하여 인가하고, 그 후 과소거 검증을 실행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7.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불휘발성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과,

상기 복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의 컨트롤 게이트로 인가되는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으로 인가되는 드레인 전압을 발생하는

전원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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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게이트 전압의 목표 전압치에 상당하는 카운터 값을 클럭 신호에 대응하여 카운트 업하는 카운터와,

상기 전원 회로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원 회로에 상기 드레인 전압의 활성화를 지시하고, 그 후 상기 카운트 값의 초기치를 상기 카운터에

세트시키고, 상기 카운터의 카운트 업 동작의 스타트 및 스톱을 제어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의 카운트 업 속도는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지시 신호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상기 메모리 블록은,

상기 메모리 블록이 기입 허가 상태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로크 비트를 기억하는 한 쌍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더 포함하

고,

상기 제어부는 기입 대상이 상기 로크 비트인 경우에 상기 기입 대상이 상기 로크 비트가 아닌 경우에 비해 상기 카운트 업

속도가 늦어지도록 상기 지시 신호를 출력하고, 또한 상기 기입 대상이 상기 로크 비트가 아닌 경우에 비해 1회의 펄스 폭

이 길어지도록 기입 펄스를 인가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입 대상이 상기 로크 비트인 경우에 기입 펄스의 인가시 마다 상기 카운터에 상기 카운트 값의 초기

치를 세트시키고 상기 카운터의 카운트 업 동작을 스타트시키며, 상기 기입 대상이 상기 로크 비트가 아닌 경우에는 두번

째 이후의 기입 펄스로서 방형파를 인가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0.

통상의 기입 모드와 가속 기입 모드를 갖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불휘발성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과,

기입시 처음에 기입 데이터가 세트되며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완충 기억부와,

상기 메모리 블록으로부터의 판독 데이터와 상기 완충 기억부의 유지값을 입력받아 상기 메모리 블록에 기입 펄스를 인가

하기 위한 정보를 출력하는 검증 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검증 회로는 상기 완충 기억부의 상기 유지값과 상기 판독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완충 기억부의 유지값을 갱신하고

상기 정보를 출력하는 제1 동작과, 상기 완충 기억부의 상기 유지값을 그대로 상기 정보로서 출력하는 제2 동작을 실행하

며,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상기 검증 회로의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더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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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상기 통상의 기입 모드에서 상기 검증 회로에 상기 제1 동작을 실행시키므로써 첫번째 기입 펄스를 위한 상

기 정보를 출력하고, 상기 가속 기입 모드에서 상기 검증 회로에 상기 제2 동작을 실행시키므로써 첫번째 기입 펄스를 위

한 상기 정보를 출력시키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기입을 위한 연속되는 어드레스를 발생하며, 상기 통상의 기입 모드에서는 상기 어드레스의 인크리먼트시

마다 인터럽트 요구의 유무와 시간 초과를 판별하고, 상기 가속 기입 모드에서는 인터럽트 요구의 유무 판별을 수행하지

않고 상기 어드레스의 인크리먼트 복수회에서 1회의 비율로 시간 초과를 판별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불휘발성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복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메모리 블록과,

상기 복수의 메모리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전압을 발생하는 전원 회로와,

상기 전압의 목표 전압치에 상당하는 카운트 값을 클럭 신호에 대응하여 카운트 업하는 카운터와,

상기 전원 회로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메모리 블록의 일괄 소거가 지시되면 상기 카운트 값의 초기치를 상기 카운터에 세트시키고, 상기 카

운터의 카운트 업 동작의 스타트 및 스톱을 제어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카운터는,

복수 비트의 입력값에 상기 제어부로부터 주어지는 값을 가산하는 가산기와,

로드 신호에 대응하여 유지값이 세트되고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에 대응하여 상기 가산기의 출력을 입력받으며 인에이블

신호의 비활성화에 대응하여 현재의 유지값을 유지하고, 유지값을 상기 복수 비트의 입력값으로서 상기 가산기로 출력하

는 유지 회로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4.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와,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와,

어드레스 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의 일부를 선택하는 노멀 디코드 회로와,

등록특허 10-0566848

- 28 -



상기 어드레스 신호를 입력받아 중복 판정을 수행하는 중복 판정 회로와,

상기 중복 판정 회로의 출력을 테스트 신호에 대응하여 강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이트 회로와,

상기 게이트 회로의 출력과 상기 어드레스 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의 일부를 선택하는 스페어 디코

드 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스페어 디코드 회로는 상기 테스트 신호의 활성화시 상기 어드레스 신호가 인크리먼트되면 복수회에서 1회의 비율로

상기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신호의 활성화시 상기 어드레스 신호가 소정의 범위만큼 인크리먼트될 때에 상기 스페어 메모리 셀 어레이내

의 특정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선택되는 비율은 상기 노멀 메모리 셀 어레이내의 특정 메모리 트랜지스터가 선택되는 비율

과 동일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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