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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의 약하게 프로그램된 셀을 검출하고 교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이루어진다. 방법은 복

수의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선택된 셀을 판독하는 수단은 기준 셀의 성능과 선택된 셀의

성능을 비교한다. 선택된 셀의 판독 상태는 선택된 셀이 기준 셀을 초과할 때 높다. 선택된 셀의 판독 상태는 선택된 

셀이 기준 셀을 초과할 때 낮다. 제 1 판독 상태는 제 1 값으로 바이어스된 기준 셀을 갖는 선택된 셀을 판독하는 것에

의해 얻어진다. 제 2 판독 상태는 제 1 값보다 큰 제 2 값으로 바이어스된 기준 셀을 갖는 선택된 셀을 판독하는 것에 

의해 얻어진다. 선택된 셀은 제 1 및 제 2 판독 상태들이 매칭하지 않을 때 약하게 프로그램된, 높은 것으로서 플래그

된다. 제 3 판독 상태는 제 1 값보다 작은 제 3 값으로 바이어스된 기준 셀을 갖는 선택된 셀을 판독하는 것에 의해 얻

어진다. 선택된 셀은 제 1 및 제 3 판독 상태들이 매칭하지 않을 때 약하게 프로그램된, 낮은 것으로서 플래그된다. 선

택된 셀은 선택된 셀이 약하게 프로그램되었을 때 리프레시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플래시 메모리, 플래그, 셀, 판독 상태, 바이어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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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비휘발성 메모리 셀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선택된 셀을 판독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디바이스의 제 1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디바이스의 제 2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디바이스의 제 3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디바이스의 제 4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플래시 셀 14 드레인

16 소스 18 플로팅 게이트

20 제어 게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의 데이터 보유 에러

들(data retention errors)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회로에 관한 것이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들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최대의 시스템 유연성은 플래시 메모리

와 같은 비휘발성, 재프로그램가능한 메모리들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작 프로그램들 또는 주요 시스템 파라메

터들을 플래시 메모리들에 저장하는 것에 의해, 필드에서 시스템 성능이 빨라지고, 영구적이 되며, 변화될 수 있다.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개략적인(22) 및 단면(10)의 형태들로 전형적인 플래시 메모리 셀이 도시된다. 플래시 셀(10)

은 서브기판 영역(12)에 형성된 소스(16) 및 드레인(14)을 갖는 MOS 트랜지스터의 형태이다. 복합 게이트는 제어 게

이트(CG)(20)와 플로팅 게이트(FG)(18)를 포함하여 형성된다. 트랜지스터는 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제어 게이트(2

0), 드레인(14) 및 소스(16)를 바이어싱하는 것에 의해 동작될 수 있다. 플로팅 게이트(18)는 제 1 유전 영역(17)에 

의해 서브기판(12)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되고 제 2 유전 영역(19)에 의해 제어 게이트(20)로부터 전기적으로 절

연된 도전 영역을 포함한다. 임의의 MOS 트랜지스터에서와 같이, 드레인(14)으로부터 소스(16)로 전하를 운반하기 

위한 채널 영역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바이어스가 제어 게이트(20)로 적용될 때 바이어스가 턴온된다. 필요한 제어 게

이트 바이어스는 임계 전압(V TH )으로 정의된다. 분야에 알려져 있는 바와 같 이, 전자들의 형태인 전하는 플로팅 게

이트(18)내로 주입되거나 그 밖으로 내보내질 수 있다. 플로팅 게이트(18) 상의 전하의 존재는 디바이스(10)의 V TH

를 변경시킬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 1 상태가 전하의 큰 존재에 의해 정의되고 제 2 상태가 전하의 부재에 의해 정

의되는 디지털 메모리 셀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셀(10)의 상태를 프로그램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플로팅 게이

트(18)로의 전하의 주입을 유발시키거나 플로팅 게이트(18)로부터의 전하의 제거를 유발시키는 상대적으로 큰 전압 

바이어스들이 제어 게이트(20), 드레인(14), 및 소스(16)의 조합으로 인가될 수 있다. 셀(10)의 상태를 판독하기 위해,

플로팅 게이트의 충전된 상태에 따라 디바이스가 온 또는 오프되어야 하는 전압으로 제어 게이트(20)가 바이어스될 

수 있다. 드레인(14)으로부터 소스(16)로의 전압 바이어스는 디바이스가 온될 때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원인이 될 것

이다. 이러한 전류 흐름, 또는 이러한 전류 흐름의 부재는 분야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셀(10)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검출될 수 있다.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플래시 셀을 판독하기 위한 회로의 전형적인 도면이 도시된다. 집적 회로 디바이스의 단면(30)

이 비휘발성 셀들의 어레이(32)를 나타내며 도시된다. 메모리 어레이의 특정 셀(34)이 분야에 잘 알려진 방법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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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의 워드라인(WL)(42)과 비트라인(BL)을 어서트하는 것에 의해 선택된다. WL 전압은 셀(34)의 제어 게이트로 

접속되고 BL 전압(V BL )이 드레인으로 접속된다. 셀 전류(I CELL )은 셀(34)의 드레인-소스 전류(I DS )이다. 셀 임

계 전압(V TH )이 WL 전압을 초과하면, 셀(34)은 오프될 것이고 I CELL 이 매우 작아질 것이다. 셀 V TH 가 WL 전

압보다 작으면, 셀(34)은 온되고 I CELL 은 매우 커질 것이다.

상대적인 V TH , 따라서 셀(34) 논리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기준 셀(36)이 사용된다. 기준 셀(36)은 고정된 V TH 를

갖는 비교가능한 플래시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기준 셀(36) 제어 게이트는 기준 전압(V REF )으로 바이어스되고 드레

인은 비트라인 전압(V BL )으로 바이어스된다. 기준 전류(I REF )가 생성된다. 기준 전류(I REF )를 셀 전류(I CELL )와

비교하기 위해 비교기(40)가 사용된다. 비교기 출력(46)은 높거나 낮은 디코딩된 셀 상태이다.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의 각 셀의 논리 상태는 전형적으로 프로그래밍 후에 공장에서 테스트된다. 이론적으로, 절연된

플로팅 게이트 및 디바이스의 고체 상태 특성은 배우 긴 데이터 보유 시간을 생성해야 한다. 그러나, 셀들의 보유 능

력들로의 이론적인 분포와, 일부 데이터 셀들이 평균보다 실질적으로 짧은 데이터 보유 시간들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

이 분야에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새나가는 셀들이 시간을 통해 일정하지 않은 양의 플로팅 게이트 전하를 갖는다는 것

이 또한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셀이 프로그래밍동안 전체적으로 충전될 때, 셀은 처음으로 'X'의 교정 셀 상태를 판

독할 것이나, 플로팅 게이트가 실질적으로 방전될 때 후자는 'Y'의 비교정 셀 상태를 판독할 것이다. 필드에서, 이러한

짧아진 데이터 보유 셀은 그룹된 또는 버스트 실패와 반대로, 단일 비트 실패를 생성할 것이다. 어떠한 어플 리케이션

들에서, 특히 자동 또는 산업적인 제어 시스템들에서, 이러한 메모리 에러로 인한 제품 제작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

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메모리 에러들을 방지하기 위한 큰 장점이 된다.

몇몇 종래 발명들은 비휘발 메모리들의 비트 에러들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Sacki에게로의 U.S. 특

허 6,483,745 B2는 비휘발성 셀의 소프트 에러들을 검출하고 교정하기 위한 방법 및 회로를 교시한다. 셀은 3개의 

상이한 기준 트랜지스터들을 사용하여 3번 판독된다. 한 기준은 표준 판독 기준이며, 한 기준은 프로그램된 상태 임계

를 위한 것이고, 한 기준은 삭제 상태 임계를 위한 것이다. 세 판독들의 각각의 결과들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 셀 상태 

및 마진이 결정될 수 있다. Auclair 등에게로의 U.S. 특허 6,049,899는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의 소프트 에러들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 및 회로를 설명한다. 셀들은 가변 제어 게이트 전압들 또는 가변 기준 전류들을 사용하여 판독되

고 셀의 상태 및 마진을 평가한다. 부적절한 마진을 가진 셀들은 리프레시된다. Yoshida 등에게로의 U.S. 특허 6,525,

060 B2는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의 다중 값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 및 회로를 설명한다. 표이성(erratic) 셀들을 교

정하기 위한 방법이 설명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원리적인 목적은 효율적이고 매우 생산적인 집적 회로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약한 셀 상태들을 검출하고 교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비트 에러들을 방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선택적으로 메모리 셀들을 리프레시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약한 셀 상태들을 연속적으로 검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2진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뿐만 아니라 다중 레벨 비휘발성 메모리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약한 셀 상태들을 검출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들에 따라,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약하게 프로그램된 셀을 검출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진다. 방법은 복수의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선택된 셀을 판독하는 수단은 선택된

셀의 성능과 기준 셀의 성능을 비교한다. 선택된 셀의 판독 상태는 선택된 셀이 기준 셀을 초과할 때 높다. 선택된 셀

의 판독 상태는 선택된 셀이 기준 셀을 초과할 때 낮다. 제 1 판독 상태는 제 1 값으로 바이어스된 기준 셀을 갖는 선

택된 셀을 판독하는 것에 의해 얻어진다. 제 2 판독 상태는 제 1 값보다 큰 제 2 값으로 바이어스된 기준 셀을 갖는 선

택된 셀을 판독하는 것에 의해 얻어진다. 선택된 셀은 제 1 및 제 2 판독 상태들이 매칭하지 않을 때 선택된 셀을 약하

게 프로그램된, 높은 것으로 플래그된다. 제 3 판독 상태는 제 1 값보다 작은 제 3 값으로 바이어스된 기준 셀 을 갖는

선택된 셀을 판독하는 것에 의해 얻어진다. 선택된 셀은 제 1 및 제 3 판독 상태들이 매칭하지 않을 때 선택된 셀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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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프로그램된, 낮은 것으로 플래그된다. 선택된 셀은 선택된 셀이 약하게 프로그램되었을 때 리프레시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들에 따라,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가 이루어진다. 디바이스는 복수의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과,

선택된 셀과 기준 셀의 성능들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 선택된 셀을 판독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기준 셀은 

판독 값으로 바이어스된 게이트를 갖는다. 판독 상태는 비교에 기초하여 상부 값 또는 하부 값이다. 판독 상태를 결정

하기 위한 수단은 또한 제 1 값으로 설정된 게이트를 갖는 제 1 기준 셀을 포함한다. 제 1 비교기는 기준 셀과 선택된 

셀에 결합된다. 제 1 판독 상태는 제 1 비교기의 출력이다. 제 2 기준 셀은 제 2 값으로 설정된 게이트를 갖는다. 제 2 

비교기는 기준 셀과 선택된 셀에 결합된다. 제 2 판독 상태는 제 2 비교기의 출력이다. 제 3 기준 셀은 제 3 값으로 설

정된 게이트를 갖는다. 제 3 비교기는 기준 셀과 선택된 셀에 결합된다. 제 3 판독 상태는 제 3 비교기의 출력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약하게 프로그램된 플래시 메모리 셀들을 검출하고 교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한

다. 플래시 메모리 셀들을 판독하기 위한 아키텍처들이 도시된다.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적

용될 수 있고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명백해야 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60)가 도시된다. 본 발명의 몇몇의 중요한 특성들이 이하로

도시되고 논의된다. 이러한 방법(60)은 또한 본 명세서에서 참조되는 도 4에 도시된 제 1 실시예 디바이스에 의해 도

시된다. 도 4를 다시 참조하면, 집적 회로 디바이스(100)의 제 1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된다. 이러한 디바이스(100)

는 비휘발성 디바이스들의 어레이(104)를 포함한다. 비휘발성 셀들은 임의의 잘 알려진 구성들 및 방법들을 사용하여

형성된 플래시 셀들을 포함할 수 있다. 스텍된(stacked) 게이트 또는 스플리트-게이트 디바이스들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어드레싱 아키텍처들이 분야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셀이(106)이 어레이 내의 '선

택된' 셀로 도시된다. 주요 특징들로서, 어드레싱 및 바이어싱 수단은 고정된 판독 바이어스가 셀(106)에 대하여 WL(

122) 상으로 모이게 하고 고정된 BL 바이어스(V BL )가 셀(106)의 드레인 상으로 모이게 하여 셀 전류(I CELL )가 생

성된다. 위에서 설명된 종래 디바이스에서와 같이, 상대적인 셀 전류(I CELL )는 선택된 셀(106)의 임계 전압(V TH )

에 의존할 것으로 가정된다. 마지막으로, V TH 는 또한 셀(106)의 플로팅 게이트 상의 저장된 전하에 의존할 것이다.

선택된 셀(108)의 성능과 몇몇 기준 셀들(110, 114 및 118)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선택된 셀(106)의 판독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108)이 포함된다. 특히, 판독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108)은 제 1 기준 셀(110)과 제 1 비교

기(138), 제 2 기준 셀(114)과 제 2 비교기(146), 및 제 3 기준 셀(118)과 제 3 비교기(154) 를 포함한다. 이러한 새

로운 배열로, 선택된 셀(106)의 드레인 전류(I CELL )는 세개의 다른 기준 셀 드레인 전류들(I NORM , I UPPER , I LOW

ER )과 독립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제 1 기준 셀 제어 게이트는 제 1 판독 값(V NORM )으로 바이어스된다. 이러한 제 

1 판독 값(V NORM )(126)은 바람직하게 상부 상태 값과 하부 상태 값 사이의 중간 점과 동일하다. 제 1 기준 셀(110)

드레인 전류(I NORM )는 제 1 비교기(138)를 사용하여 선택된 셀(106)과 비교된다. 제 1 비교기(138)의 출력(142)은

제 1 판독 상태(셀 상태1)이다. 예를 들어, I CELL 이 I NORM 을 초과하면, 셀 상태1은 ('1' 또는 '0'으로 또한 정의될 

수 있는) '상부 상태'이다. I CELL 이 I NORM 보다 작으면, 셀 상태1은 '하부 상태'이다. 따라서 제 1 비교기는 종래 기

술과 같이 전형적인 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중요한 특성으로서, 제 2 기준 셀(114) 및 제 2 비교기(138)는 일반적인, 제 1 판독 임계(V NORM )(126)보다 높은 제

2 임계 레벨(V UPPER )(130)에 대하여 선택된 셀(106)을 테스트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제 2 기준 셀(114)의 제

어 게이트는 판독 동작 동안 제 2 판독 값(V UPPER )(130)으로 설정된다. 제 2 기준 셀(114)에 의해 생성된 드레인 전

류(I UPPER )는 제 2 비교기(146)를 사용하여 선택된 셀(106) 드레인 전류(I CELL )와 비교될 수 있다. 제 2 판독 상태

인 셀 상태2는 제 2 비교기(146)의 출 력(150)이다. 바람직한 구성에서, 셀 상태2는 I CELL 이 I UPPER 을 초과하면 '

상부 상태'이고, I CELL 이 I UPPER 보다 작으면 셀 상태2는 '하부 상태'이다. 유사한 형식에서, 제 3 기준 셀(118)과 

제 3 비교기(154)가 V NORM (126)의 표준 판독 값보다 낮은 제 3 임계 레벨(V LOWER )(134)에 대하여 선택된 셀을 

테스트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제 3 참조 셀(118)의 제어 게이트는 판독 동작 동안 제 3 판독 값(V LOWER )(134)

으로 설정된다. 제 3 기준 셀(118)에 의해 생성된 드레인 전류(I LOWER )는 제 3 비교기(154)를 사용하여 선택된 셀(

106) 드레인 전류(I CELL )와 비교될 수 있다. 제 3 판독 상태인 셀 상태3은 제 3 비교기(154)의 출력(158)이다. 바람

직한 구성에서, 셀 상태3은 I CELL 이 I LOWER 를 초과할 때 '상부 상태'이며, 셀 상태3은 I CELL 이 I LOWER 보다 작

을 때 '하부 상태'이다.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위에서 설명된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의 약한 셀들의 상태들을 검출하고 교정하기 위한 바

람직한 방법(60)이 이제 설명된다. 방법(60)은 먼저, 단계(65)에서 제 1 판독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제 1 판독 값을 

사용하여 선택된 셀들을 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택된 셀들은 1 바이트(8 비트) 또는 1 워드(16 비트)와 같은, 셀

들의 그룹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셀 또는 비트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기준 셀(110)과 비교기(138)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판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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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다시 참조하면, 단계(70)에서, 선택된 셀들이 제 2 판독 값이 제 1 판독 값보다 큰 제 2 판독 값에서 판독된다. 

도 4를 다시 참조하면, 이러한 제 2 판독은 제 2 기준 값(V UPPER )에서 바이어스된 제 2 기준 셀(114)을 사용하는 것

과 대응하며, 제 2 비교기(146)를 사용하여 비교된다.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중요한 단계로서 단계(75)에서, 제 2 판

독 단계가 제 1 판독 단계와 매칭하지 않는 임의의 셀들이 약한, 상부 상태 셀들로서 플래그된다. 도 4의 실시예를 다

시 참조하면, 셀 상태2가 선택된 셀(106)에 대하여 셀 상태1과 같지 않다면 셀 상태2(150) 판독과 셀 상태1(142) 판

독의 비교가 생성되고, 이후 셀(106)은 '상부' 상태로 프로그램되는 것으로 결과될 수있다. 부가적으로, 셀이 '상부' 상

태로만 약하게 프로그램되는 것으로 결과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제 1 판독 비교기(142)가 셀이 '상부' 상태에 있

다는 것을 나타내면, 셀(106)은 더이상 더욱 엄격한 V LOWER 임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크기로의 방전을 경험한

다. 본 발명의 교시들에 따라, 셀(106)은 실패의 위험이 있다. 대안적으로 셀 상태2가 셀 상태1과 동일하면, 셀(106)

은 '하부' 상태에 있거나 셀(106)이 강하게 '상부' 상태에 있게 되며, 따라서 실패의 위험이 없다.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단계(80)에서 제 1 판독 값보다 작은 제 3 판독 값에서 선택된 셀들이 판독된다. 도 4를 다시 

참조하면, 이러한 제 3 판독은 제 3 기준 값(V LOWER )에서 바이어싱된 제 3 기준 셀(118)을 사용한 판독에 대응하고

제 3 비교기(154)를 사용하여 비교된다.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중요한 단계로서 단계(85)에 서 제 3 판독 상태가 제 

1 판독 상태와 매칭하지 않는 임의의 셀들이 약하고, 낮은 상태 셀들로 플래그된다. 도 4의 실시예로 다시 참조하면, 

셀 상태3이 선택된 셀(106)에 대하여 셀 상태1과 동일하지 않으면 셀 상태3(158) 판독과 셀 상태1(142) 판독의 비교

가 생성되며, 이후 셀(106)이 '하부' 상태로 프로그램되는 것으로 결과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셀(106)은 '하부' 상태

로만 약하게 프로그램되는 것으로 결과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 1 판독 비교기(142)가 셀이 '상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 셀(106)은 더이상 더욱 엄격한 V LOWER 임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크기로의 방전을 경험한다. 본 

발명의 교시들에 따라, 셀(106)은 실패의 위험이 있다. 대안적으로 셀 상태3이 셀 상태1과 동일하면, 셀(106)은 '상부'

상태에 있거나 셀(106)이 강하게 '하부' 상태에 있게 되며, 따라서 실패의 위험이 없다.

도 3을 다시 참조하면, 임의의 약한, '상부' 상태 또는 약한, '하부' 상태 셀들이 단계(90)에서 리프레시된다. 즉, 제 1, 

제 2, 제 3 판독들은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비교를 통해 본 발명의 방법이 비휘발성 어레이의 특정, 약하게 프로그

램된 비트 셀들을 검출할 수 있다. 이러한 약하게 프로그램된 셀들은 메모리 시스템으로의 잠재적인 비트 에러들을 

표현한다. 메모리 시스템은 이러한 셀들이 강하게 프로그램된 조건으로 '상부' 또는 '하부'로 리턴되는 그들의 존재 상

태로 이러한 셀들을 재프로그램하는 것에 의해 응답한다.

도 5 및 도 6을 이제 참조하면, 본 발명의 디바이스들의 제 2 및 제 3 바람 직한 실시예들이 도시된다. 이러한 실시예

들의 각각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를 따라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3개의 판독 비교기들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를 도시한다. 도 5를 특히 참조하면, 제 2 실시예가 플래시 메모리(200)와 마이크로프로세서(232)를 

도시한다. 플래시 메모리(200)는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204)와, 일반 비교기(212), 상부 비교기(208), 및 하부 비

교기(216)를 또한 포함하는 판독 섹션을 포함한다. 부가적인 중요한 특성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 출력(224)으로의 특

정 판독 채널을 선택하고 제공하기 위한 수단(220)이 도시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의 신호(228)는 마이크로프

로세서(232)로 입력될 1 바이트(8 비트) 또는 1 워드(16 비트) 기반으로서 데이터 판독 값(224)과 같은 일반, 상부, 

하부 임계 데이터 판독들의 임의의 것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232)는 일반적으로 일반 임계 비교기(212)를 사용하여 데이터 판독 채널(224)를 통해 

데이터 값을 판독한다. 메모리 어레이(204)의 전체적인 섹션, 또는 블럭은 따라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232)

로 전달되고 이후 RAM과 같은 2차 메모리 구조에 저장될 것이다. 다음,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232)는 데이터 

판독을 위하여 비교기 제어 신호(228)가 상부 기준 비교기 또는 하부 기준 비교기를 선택하는 테스트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어레이(204)의 섹션은 상부 임계 기준 비교기(208)를 사용하여 판독될 수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바이스는 이후 상부 임계 데이터 판독들을 RAM에 저장된 일반 임계 데이터 판독들과 비교한다. 마이크

로프로세서 디바이스(232)는 이후 일반 및 상부 임계 판독들이 리프레시되어야 하는 '약한' 비트로서 동의하지 않는 

임 의의 비트를 플래그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232)는 이후 데이터 기록 라인(226)을 통해 이러한 위

치들을 기록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비트 위치들을 리프레시할 수 있다.

유사하게,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232)는 비교기 제어 신호(228)가 하부 기준 비교기인 하부 REF(216)를 선택

하는 테스트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는 이후 하부 임계 데이터 판독들을 RAM에 저장된 

일반 임계 데이터 판독들과 비교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232)는 이후 일반 및 상부 임계 판독들이 리

프레시되어야 하는 '약한' 비트로서 동의하지 않는 임의의 비트를 플래그할 수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232

)는 이후 데이터 기록 라인(226)을 통해 이러한 위치들을 기록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비트 위치들을 리프레시할 수 있

다.

도 6을 다시 참조하면, 본 발명의 디바이스의 제 3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300)는 메모리 어레이(304)와, 일반 임계 비교기(312), 상부 임계 비교기(308), 및 하부 임계 비교기(316)

를 또한 포함하는 판독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임계 비교기들(308,312, 및 316)의 각각은 상부 판독(3

20), 일반 판독(324), 및 하부 판독(328) 버스들을 통한 모든 판독 동작의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300)로부터의 출

력이다. 따라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332)를 위해 지속적으로 '약한' 데이터 비트들에 대한 들어오는 판독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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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람직한 접근으로서, 상부 판독(320), 일반 판독(324), 및 하부 판독(328) 라인

들 상의 들어오는 데이터 바이 트/워드의 모든 비트는 다음의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약한 비트들을 검출하고 교정

하기 위한 투표 스킴을 사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332)에 의해 필터링된다. 데이터 비트들은 '약한' 것으

로 검출되고, 이후 이러한 비트들은 데이터 기록 버스(326)를 사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332)에 의해 리

프레시된다.

상부 임계 일반 임계 하부 임계 투표 값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리프레시 필요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리프레시 필요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도 1. 약한 비트들의 검출 및 교정을 위한 투표 스킴.

도 7을 이제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가 도시된다. 앞선 실시예들에서,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은 '0' 또는 '1'의

2진 레벨들로 프로그램된다. 본 발명은 다중 레벨들로 프로그램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들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셀은 임의의 3개 레벨들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셀은 값들 0,1, 또는 2가 될 수 있다. 아이디어의 

다른 범위가 도 7에 도시된다. 여기서 선택된 셀(404)이 임의의 4 레벨들(0,1,2, 또는 3)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이러

한 셀(404)을 판독하기 위해, 3개의 비교기들 CN1(467), CN2(464), 및 CN3(461)이 필요하다. 약하게 프로그램된 

셀의 새로운 검출 및 교정을 수행하기 위해 6개의 부가적인 비교기들 CL1(468), CU1(466), CL2(465), CU2(463), 

CL3(462), 및 CU3(460)이 필요하다.

선택된 셀(404)은 셀 전류(I CELL )를 생성하기 위해 워드라인 신호 WL(408)에 의해 바이어스된다. 기준 전류들은 9

개의 기준 셀들 REF1-REF9(450-458)에서 생성 된다. 각 기준 셀은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게이트 바이어스로 바이

어스된다. 특히, 레벨1 바이어스(V LEVEL1 )(440)는 I LEVEL1 전류를 생성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I LEVEL1 은 레벨1 

CN1(467)에 대한 일반 레벨 비교기에 의해 I CELL 과 비교된다. 셀 상태 레벨1 신호는 레벨1 상태와, 제 1 실시예에

서 설명된 제 1 판독에 대응한다. 레벨1 상태의 상부 마진은 레벨1 CU1(466)에 대한 상부 비교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다. 레벨1 V UPPER1 (436)에 대한 상부 기준은 I UPPER1 을 생성하기 위해 REF7셀을 바이어스한다. I UPPER1 은 신

호 셀 상태 레벨1 상부 마진(476)에 대응하고 제 1 실시예의 제 2 판독에 또한 대응하는 레벨1 상부 마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제 1 실시예의 제 3 판독은 셀 상태 레벨1 하부 마진(478)에 대응한다. V LOWER1 신호(446)는 REF9(4

58)의 I LOWER1 전류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레벨들 1, 2, 및 3은 각각 상태 검출 및 약한 프로그래밍 상태 검출을 수행하기 위해 세개의 비교기들을 필요로 한다. 

레벨1은 CL1(468), CN1(467), 및 CU1(466)을 사용한다. 레벨2는 셀 상태 레벨2 하부 마진(475), 셀 상태 레벨2 (4

74), 및 셀 상태 레벨2 상부 마진(473)을 생성하기 위해 CL2(465), CN2(464), 및 CU2(463)를 사용한다. 레벨3은 셀

상태 레벨3 하부 마진(472), 셀 상태 레벨3 (471), 및 셀 상태 레벨3 상부 마진(470)을 생성하기 위해 CL3(462), CN

3(461), 및 CU3(460)을 사용한다. 레벨0은 부가적인 비교기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가능한 

셀은 '0' 레벨을 제외하고 각각의 프로그래밍 레벨에 대해 3개 의 비교기들을 필요로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n-레벨 

셀에 대하여 3 x (n-1)개의 비교기들이 필요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장점들이 이제 요약된다. 효율적이고 매우 생산적인 집적 회로 디바이스가 이루어진다.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의 약한 셀 상태들을 검출하고 교정하기 위한 방법이 이루어진다. 비트 에러들이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에서 방지된다.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메모리 셀들을 선택적으로 리프레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이루

어진다.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들에서 지속적으로 약한 셀 상태들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이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다중 레벨 메모리 디바이스들로 확장가능하다. 약한 셀 상태들을 검출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가 이루어

진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새로운 방법 및 디바이스들은 종래와 달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 및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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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그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로 특별히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

남이 없이 다양한 형태들과 상세한 설명들의 변화들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의 약하게 프로그램된 셀을 검출하고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을 제공하는 단계와;

선택된 셀의 성능과 기준 셀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 상기 선택된 셀을 판독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

기 선택된 셀의 판독 상태는 상기 선택된 셀이 상기 기준 셀을 초과할 때 높고, 상기 선택된 셀의 상기 판독 상태는 상

기 선택된 셀이 상기 기준 셀을 초과할 때 낮은, 상기 제공 단계와;

제 1 값으로 바이어스된 상기 기준 셀을 갖는 상기 선택된 셀을 판독하는 것에 의해 제 1 판독 상태를 얻는 단계와;

상기 제 1 값보다 큰 제 2 값으로 바이어스된 상기 기준 셀을 갖는 상기 선택된 셀을 판독하는 것에 의해 제 2 판독 상

태를 얻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판독 상태들이 매칭하지 않을 때 상기 선택된 셀을 약하게 프로그램된, 높은 것으로 플래그하는 단

계와;

상기 제 1 값보다 작은 제 3 값으로 바이어스된 상기 기준 셀을 갖는 상기 선택된 셀을 판독하는 것에 의해 제 3 판독 

상태를 얻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3 판독 상태들이 매칭하지 않을 때 상기 선택된 셀을 약하게 프로그램된, 낮은 것으로 플래그하는 단

계와;

상기 선택된 셀이 약하게 프로그램되었을 때 상기 선택된 셀을 리프레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판독 상태를 얻는 상기 단계는 항상 수행되며 모든 다른 상기 단계들은 테스트 모드에서만 수

행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 모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에 의해 제어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판독 상태들이 매칭하지 않을 때 상기 선택된 셀을 약하게 프로그램된, 높은 것

으로 플래그하는 상기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3 판독 상태들이 매칭하지 않을 때 상기 선택된 셀을 약하게 프로그램

된, 낮은 것으로 플래그하는 상기 단계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은 각각 두 메모리 상태들보다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을 얻는 상기 단계와, 상기 선택된 셀을 약하게 프로그램된, 높은 것으로 플래그하는 상기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셀을 약하게 프로그램된, 낮은 것으로 플래그하는 상기 단계는 두 개보다 많은 각각의 상기 메모리 상태에 대

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또는 제 2 판독 상태를 얻는 단계 전에 개별적인 메모리 디바이스의 상기 선택된 셀의 상

기 제 1 판독 상태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의 다수결 투표(majority vote)에 의해 상기 선택된 셀의 필터

링된 판독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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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상기 선택된 셀의 필터링된 판독 상태

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은 각각 두 메모리 상태들보다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며, 필터링된 판독 상

태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두 개보다 많은 각각의 상기 메모리 상태에 대해 반복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선택된 셀을 판독하기 위한 상기 단계는:

상기 제 1 값으로 설정된 게이트를 갖는 제 1 상기 기준 셀과;

상기 기준 셀과 상기 선택된 셀에 결합된 제 1 비교기로서, 상기 제 1 판독 상태는 상기 제 1 비교기의 상기 출력인, 

상기 제 1 비교기와;

상기 제 2 값으로 설정된 상기 게이트를 갖는 제 2 상기 기준 셀과;

상기 기준 셀과 상기 선택된 셀에 결합된 제 2 비교기로서, 상기 제 2 판독 상태는 상기 제 2 비교기의 상기 출력인, 

상기 제 2 비교기와;

상기 제 3 값으로 설정된 상기 게이트를 갖는 제 3 상기 기준 셀과;

상기 기준 셀과 상기 선택된 셀에 결합된 제 3 비교기로서, 상기 제 3 판독 상태는 상기 제 3 비교기의 상기 출력인, 

상기 제 3 비교기를 포함하는 회로에 의한 것인,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은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로부터의 신호에 기초한 판독 

동작동안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로 선택적으로 출력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은 판독 동작 동안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로부터 마

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로 항상 출력되는, 방법.

청구항 13.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에 있어서:

복수의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과;

선택된 셀과 기준 셀의 성능들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 상기 선택된 셀의 판독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기준 

셀은 판독 값으로 바이어스된 게이트를 갖 고, 상기 선택된 셀의 판독 상태는 상기 선택된 셀이 상기 기준 셀을 초과할

때 높고, 상기 선택된 셀의 상기 판독 상태는 상기 선택된 셀이 상기 기준 셀을 초과할 때 낮은, 상기 결정 수단을 포

함하며, 또한:

상기 제 1 값으로 설정된 상기 게이트를 갖는 제 1 상기 기준 셀과;

상기 기준 셀과 상기 선택된 셀에 결합된 제 1 비교기로서, 상기 제 1 판독 상태는 상기 제 1 비교기의 상기 출력인, 

상기 제 1 비교기와;

상기 제 2 값으로 설정된 상기 게이트를 갖는 제 2 상기 기준 셀과;

상기 기준 셀과 상기 선택된 셀에 결합된 제 2 비교기로서, 상기 제 2 판독 상태는 상기 제 2 비교기의 상기 출력인, 

상기 제 2 비교기와;

상기 제 3 값으로 설정된 상기 게이트를 갖는 제 3 상기 기준 셀과;

상기 기준 셀과 상기 선택된 셀에 결합된 제 3 비교기로서, 상기 제 3 판독 상태는 상기 제 3 비교기의 상기 출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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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3 비교기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은 각각 두 메모리 상태들 보다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며, 판독 상태를 결

정하기 위한 부가적인 상기 단계는 두 개보다 많은 각각의 상기 메모리 상태에 대해 포함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

이스.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을 마이크로프로 세서 디바이스로부터의 외부 신호에 기초한

판독 동작동안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로 선택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은 판독 동작 동안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로부터 마

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로 항상 출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를 더 포함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는 임의의 상기 셀들을 플래그할 수 있으며, 상기 제 2 판독 상태

는 약하게 프로그램된 높은 판독 상태로서 상기 제 1 판독 상태와 매칭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는 임의의 상기 셀들을 플래그할 수 있으며, 상기 제 3 판독 상태

는 약하게 프로그램된 낮은 판독 상태로서 상기 제 1 판독 상태와 매칭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는 개별적인 메모리 디 바이스의 상기 셀들의 상기 제 1 판독 상

태들을 저장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는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임의의 상기 선택된 셀의 필터링된 판독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은 각각 두 메모리 상태들보다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상기 

다수결 투표는 두 개보다 많은 각각의 상기 메모리 상태들에 대해 수행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청구항 23.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회로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는 또한:

복수의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과;

선택된 셀과 기준 셀의 성능들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 상기 선택된 셀의 판독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기준 

셀은 판독 값으로 바이어스된 게이트를 갖고, 상기 선택된 셀의 판독 상태는 상기 선택된 셀이 상기 기준 셀을 초과할

때 높고, 상기 선택된 셀의 상기 판독 상태는 상기 선택된 셀이 상기 기준을 초과할 때 낮은, 상기 결정 수단을 포함하

며, 또한:

상기 제 1 값으로 설정된 상기 게이트를 갖는 제 1 상기 기준 셀과;

상기 기준 셀과 상기 선택된 셀에 결합된 제 1 비교기로서, 상기 제 1 판독 상태는 상기 제 1 비교기의 상기 출력인, 

상기 제 1 비교기와;

상기 제 2 값으로 설정된 상기 게이트를 갖는 제 2 상기 기준 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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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 셀과 상기 선택된 셀에 결합된 제 2 비교기로서, 상기 제 2 판독 상태는 상기 제 2 비교기의 상기 출력인, 

상기 제 2 비교기와;

상기 제 3 값으로 설정된 상기 게이트를 갖는 제 3 상기 기준 셀과;

상기 기준 셀과 상기 선택된 셀에 결합된 제 3 비교기로서, 상기 제 3 판독 상태는 상기 제 3 비교기의 상기 출력인, 

상기 제 3 비교기를 포함하고;

임의의 상기 선택된 셀을 플래그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로서, 상기 제 2 판독 상태는 약하게 프로그램

된 높은 판독 상태로서 상기 제 1 판독 상태와 매칭하지 않고, 임의의 상기 선택된 셀을 플래그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

로세서 디바이스로서, 상기 제 3 판독 상태는 약하게 프로그램된 낮은 판독 상태로서 상기 제 1 판독 상태와 매칭하지

않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회로 디바이스.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은 각각 두 메모리 상태들보다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며, 판독 상태를 결

정하기 위한 부가적인 상기 수단은 두 개보다 많은 각각의 상기 메모리 상태에 대해 포함되는, 회로 디바이스.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은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바이스로부터의 신호에 기초한

판독 동작동안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로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로 선택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수단

을 더 포함하는, 회로 디바이스.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은 판독 동작 동안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로부터 상

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로 항상 출력되는, 회로 디바이스.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에 결합된 개별적인 메모리 디바이스를 더 포함하는, 회로 디바

이스.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는 상기 개별적인 메모리 디바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갖는 상기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을 비교할 수 있는, 회로 디바이스.

청구항 29.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바이스는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판독 상태들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임의의 상기 선택된 셀의 필터링된 판독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회로 디바이스.

청구항 30.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셀들은 각각 두 메모리 상태들보 다 많이 저장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상기 

다수결 투표는 두 개보다 많은 각각의 상기 메모리 상태들에 대해 수행되는, 회로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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