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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시스템의 구성도,

제 2 도는 제 1 도에 나타낸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장치의 회로도,

제 3 도는 제 2 도에 나타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단면도,

제 4 도는 제 3 도에 나타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 분포도,

제 5 도는 다양한 모드에 있어서 소오스와 드레인 및 제어게이트에 전압의 적용올 나타낸 테이블,

제 6a 도는 제 1 도에 나타낸 리플래시 콘트롤러와 레지스터를 상세히 나타낸 구성도,

제 6b 도는 제 6a 도에 나타낸 어드레스 카운터의 회로도,

제 6c 도는 제 6a 도에 나타낸 레지스터의 회로도,

제 7 도는 제 6a 도에 나타낸 시퀀서의 소거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챠트,

제 8 도는 종래 기술과 비교된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의 변동특성을 나타낸 
그래프,

제  9  도는  본  발명의  제  2  및  제  3  실시예에  따른  리플래시  콘트롤러와  레지스터를  상세히  나타낸 
구성도,

제 10 도는 제 9 도에 나타낸 시퀀서의 파워-온과 파워-다운 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챠트,

제 11 도는 제 9 도에 나타낸 시퀀서의 소거동작을 나타낸 플로우챠트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메모리장치                               2 : 레지스터

3 : 리플래시 콘트롤러                    4 : 어드레스스위치 어레이

5 : 데이터스위치 어레이                 11,121 : 디코더회로

13 : 열게이트 트렌지스터               14 : 감지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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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프로그래밍회로                      12,16,112,152,162 : 구동회로

31 : 시퀀서회로                             33 :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

101 : P형 기판                              102 : 제 1 유전막

103 : 부유게이트                           104 : 제 2 유전막

105 : 제어게이트                           106 : 드레인영억

107 : 소오스영역                           109 : 채널영역

151 : 인버터회로                            211 : 래치회로

212 : 전송게이트 트랜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1개의 트랜지스터셀을 이용하는 플래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의  
메모리셀 어레이는 1개의  UVEPROM(Ultra Violet ray Erasable Proggrammable Read Only Memory)과 거의 
동일한 크기인 바, 이는 2개의 트랜지스터셀을 이용하는 종래의 EEPROM보다 적은 비용으로 플래시 EEPROM
의 칩제조를 할 수 있다. 상기 플래시 EEPROM에 있어서,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가 전송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갖추지  않고서  비트선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플래시 EEPROM을 갖춘 자기 스테이지 
장치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사용자에 의해 오래동안 기다려진 작은 섹터소거동작을 얻기 위한 구조적인 장
벽이다.

모든 플래시 EEPROM은 드레인 교란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바, 이는 이전의 것과 동일하게 연결된 다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프로그래밍 동작에 의해 야기된 1개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내에 저장된 프로그램
된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상기 플래시 EEPROM의 프로그래밍 동작은 선택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전극을 5V로 세팅함과 더
불어 게이트전극을 10V로 세팅함으로써 수행되는데, 이는 드레인으로부터 부유게이트로 핫 캐리어주입을 
야기시켜 임계치 전압을 더 높게 만든다. 그리고, 선택된 비트선에 연결된 비선택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에 대해 드레인전극을 5V로 세트하고, 제어게이트를 0V로 세트하면, 부유게이트로부터 드레인으로 원하지 
않는 터널링 전류가 야기되게 되는데, 이러한 터널링 전류로 인해 비선택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임계
치 전압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드레인 스트레스 시간은 소거블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증가되게 된다. 여기서, 1개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가 한번만 프로그램된 경우 가장 나쁜 상태가 발생하고, 비트선에 대해 이전의 메모
리셀 트랜지스터와 연결된 모든 다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는 소거됨과 더불어 100000번(플래시 EEPROM의 
제조작에 의해 보장된 제한 설정) 프로그램되게 된다.

이 경우, 상기 드레인 스트레스 시간은 1개의 소거블록만을 갖춘 종래의 EEPROM보다 100000배 길어지게 
된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발명된 것으로, 드레인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오래된 프로그램 데이터의 점진적인 사라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동일한 열에 배열된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연결된 다수의 비트선과 동일한 행의 상기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에 연결된 다수
의 워드선을 구비한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다수의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갖춘 메모리셀 어
레이와,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상기 비트선에 연결
된 레지스터수단 및,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터 수
단에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상기 데이터를 오버-프로그래밍
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리플래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리플래시 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리플래시 동작을 수행하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
터의 오버-프로그래밍에 의해 상승되고, 따라서 오래된 데이터의 점진적인 사라짐을 완전히 파지할 수 있
게 된다.

상기 리플래시 동작은 모든 소거동작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드레인 교란으로 인한 임계치 전압의 점진적인 
감소가 리플래시 동작으로 인한 임계치 전압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례하게 되어 임계치 전압의 이득의 변
동이 적절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리플래시 제어수단은 리플래시의 동작이 수행되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지정
하는 어드레스 카운터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어드레스 카운터는 다음의 리플래시 동작을 수행하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지
정하는 어드레스를 증가시켜 모든 메모리셀 트랜지스터가 동일하게 리플래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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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본 발명에 있어서 리플래시 제어수단은 어드레스 카운터에 대한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를 저장하
기 위한 불휘발성 어드레스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본 시스템의 파워-다운전에 상기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
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저장되고, 상기 시스템의 파워-온후 
상기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가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어드레스  카운터로  로드되게 
된다. 또는, 상기 리플래시 동작 종료후 상기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저장되고, 상기 리플래시 동작이 시작되게 전에 상기 백-업 어드레스 데이
터가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 로드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전력공급없이 다음의 리플래시 동작을 수행하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데이터를 유지하게 된다.

[실시예]

이하, 예시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 1 도 내지 제 8 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 1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 1 도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메모
리시스템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장치(l)와, 레지스터(2), 리플래시 콘트롤러(3), 어드레스스위치 어레
이(4) 및, 데이터스위치 어레이(5)를 포함한다.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장치(1)는 4096개의 행과 2048개의 열로 구성된 다수의 불휘발성 메모리셀 
트랜지스터(MC)의 8M비트 메모리셀 어레이를 포함한다. 동일 행내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는 워드선(WL)에 
의해 연결되고, 동일 열내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는 비트선(BL)에 의해 연결된다.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는 2048개의 소거블록(EB)으로 분할되고, 동일 소거블록(EB)내의 메모리셀 트랜지스
터는 동시에 소거된다. 각 소거블록은 2개의 워드선(WL)과 4096개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MC)를 포함하게 
되어 4K비트의 소거블록으로 된다.

상기 레지스터(2)는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1)에 연결되고, 더욱이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MC)
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버스(DATA)를 통해 비트선(BL)에 연결된다.

상기 리플래시 콘트롤러(3)는 리플래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소정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바, 이들 제어
신호는 ADDRESS, ERASE, PROG, READ, SET등이다. 상기 ADDRESS는 프로그램/독출동작에서 8백만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로부터 8개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는 선택함과 더불어 2048개의 소거블록으로부터 1개의 소거
블록을 선택하기 위해 이용되는 20비트 신호이다. 그리고, 상기 ERASE는 ADDRESS에 의해 선택된 소거블록
(EB)에 대해 소거동작을 트리거하는데에 이용되고,  상기 PROG.는 선택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대해 프
로그램 동작을 트리거하는데에 이용되며,  상기 READ는 선택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로부터 독출동작을 트
리거하는데에 이용된다. 또한, 상기 SET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로부터 레지스터(2)로 독출된 데이터를 세
트하는데에 이용된다.

상기 리플래시 동작은 항상 상기 소거동작에 의해 수행되는 바, 이는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 1 개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MC)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고,

(2) 레지스터(1)에 데이터를 세팅하며,

(3) 상기 레지스터(1)의 데이터를 동일 메모리셀 트랜지스터(MC)에 오버-프로그래밍한다.

상기 어드레스스위치 어레이(4)는 REF.신호에 의해 어드레스신호의 흐름을 제어하는 바, 상기 리플래시동
작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신호는  리플래시  콘트롤러(3)로부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1)로  흐르게 
된다.

상기 데이터스위치 어레이(5)는 REF.신호에 의해 상기 데이터신호의 흐름을 제어하는 바, 상기 리플래시 
동작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신호는 반대로 상기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장치(1)로부터 상기 레지스터(2)로 
흐르게 된다.

제 2 도는 1개의 비트선(BL)에 대해 언급된 제 1 도에 나타낸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장치(1)의 회로도로
서, 여기서 모든 비트선은 디코더회로(11)와 구동회로(112)를 포함하는 워드선 구동회로에 연결되어 구동
되게 된다. 소거동작에 있어서 모든 워드선은 0V로 세트되고, 프로그램 동작에 있어서 10V의 고전압이 선
택된 워드선에 인가되면서 0V가 비선택된 워드선에 인가된다. 그리고, 독출동작에 있어서 5V가 선택된 워
드선에 인가되고, 0V가 비선택된 워드선에 인가된다.

모든 비트선은 디코더회로(121)와 구동회로(122)를 포함하는 열게이트 구동회로(12)에 연결되어 구동되는 
열게이트 트랜지스터(13)를 매개로 감지증폭기(14)와 프로그램회로(15)에 연결된다. 상기 열게이트 트랜
지스터(13)는 비트선(BL)을 감지증폭기(14)와 프로그래밍회로(15)에 선택적으로 접속하는데에 이용된다. 
소거동작에 있어서 상기 열게이트 트랜지스터(13)의 모든 게이트전극이 0V로 세트되어 비트선을 부유상태
로 만들고, 프로그램 동작에 있어서 10V의 고전압이 선택된 열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극에 인가됨
과 더불어 0V가 비선택된 열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인가되게 된다.  그리고, 독출동작에 있어서 5V가 상기 
선택된 열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인가됨과 더블어 0V가 비선택된 열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인가된다.

전류미러 감지증폭기로 잘 알려진 감지증폭기(14)가 열게이트 트랜지스터(13)를 매개로 비트선에 연결되
고, 이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MC)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출하는 검출신호를 증폭하는 I/0 버퍼회로(15)를 
통해 레지스터(2)에 출력하는 대응 검출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프로그램회로(15)는 인버터회로(l51)와 
구동회로(152)를 포함하면서 I/O 버퍼회로를 통해 레지스터(2)로부터 전송된 입력데이터에 대응하는 프로
그램 전압을 발생시키는데에 이용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동작에 있어서 입력데이터가 0인 경우 5V가 비
트선(BL)에 인가되고, 입력데이터가 1인 경우 0V가 비트선(BL)에 인가된다.

동일 소거블록내의 모든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전극이 공통 소오스선(CS)에 공통으로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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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통 소오스선은 디코더회로(161)와 구동회로(162)를 포함하는 공통 소오스선 구동회로(16)에 연결
되어 구동되게 된다. 그러고, 소거동작에 있어서 l0V의 고전압이 선택된 공통 소오스선에 인가됨과 더불
어, 0V가 비선택된 공통 소오스선에 인가되게 되고, 프로그램/독출동작에 있어서 0V가 모든 공통 소오스
선에 인가되게 된다.

제 3 도는 제 2 도에 나타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MC)의 단면도로서, 여기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는 P형
기판(101)과, 채널영역(109)에 의해 분리된 두개의 영역을 갖춘 N형 확산의 드레인영역(106)과 소오스영
역(107),  상기 채널영역(109)의  기판상에 배치된 제 1 N학산 다결정  실리콘층의 부유게이트(103),  제 
2 N확산 다결정실리콘층의 제어게이트(105),  기판(101)과 제 1 다결정 실리콘층(103)간에 삽입된 제 1 
유전체막(102) 및, 제 1 다결정 실리콘층(103)과 제 2 다결정 실리콘층(105)간에 삽입된 제 2 유전체막
(104)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는 부유게이트내에 충전된 전자의 양에 의해 결정된 임계치 전압의 2진 데이터
를 저장하는 부유게이트 MOS트랜지스터이다. 특히, 상기 임계치 전압은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저장
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소정 범위에 존재하게 되는 바,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가 논리 1 데이터를 저장
하는 경우에는 임계치 전압이 0V와 5V간에 존재하고,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가 논리 0 데이터를 저장
하는 경우에는 임계치 전압이 약 5V이다. 여기서, 상기 소거동작은 0V와 5V간의 임계치 전압을 낮추기 위
해 설계되는 바, 1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소거된 셀이라 칭한다. 그리고, 상기 프로
그램 동작은 임계치전압을 약 5V 증가시키기 위해 설계되는 바, 논리 0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셀 트랜
지스터를 프로그램된 셀이라 칭한다.  제 4 도는 3 도에 나타낸 부유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 분
포도이다.

제 5 도는 다양한 동작에 있어서 소오스와 드레인 및 제어게이트에 인가된 전압의 레벨을 나타낸 전압적
용의 테이블로서, 소거동작에 있어서 소오스전극이 10V로 세트되고, 드레인전극이 부유상태로 세트되며, 
제어게이트가 0V가 세트되는 바, 이는 소오스로부터 부유게이트로 터널전류를 야기시켜 임계치 전압을 더 
낮게 만든다.  그리고, 프로그램 동작에 있어서, 상기 소오스전극은 0V로 세트되고, 드레인전극은 5V로 
세트되며, 제어게이트가 10V로 세트되는 바, 이는 드레인으로부터 부유게이트로 핫캐리어 주입을 야기시
켜 임계치 전압을 더 높게 만든다. 또, 독출동작에 있어서, 상기 소오스전극이 0V로 세트되고, 상기 드레
인전극이 1V 또는 감지전극으로 세트되며, 제어게이트가 5V로 세트되는 바, 이는 임계치 전압 또는 저장
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소정 레지스턴스에 따라 드레인으로부터 소오스로 전류통로를 야기시킨다.

제 6a 도는 제 1 도에 나타낸 리플래시 콘트롤러와 레지스터의 상세한 구성도로서, 레지스터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장치(1)의 메모러셀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8비트 레지스터로 이
루어지고, 상기 리플래시 콘트롤러는 12비트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와 8비트 제 2 어드레스 카운터
(AL)를 갖춘 20비트 어드레스 카운터(32)를 포함한다. 여기서, INC(AU)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제 1 어드레
스 카운터(AU)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증가되고, INC(AL)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제 2 어드레스 카운
터(AL)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증가되게 되며, 시퀀서회로(31)는 소정 순서에 따라 제어신호를 발생
시키는 것이다.

제 6b 도는 제 6a 도에 나타낸 제 1 및 제 2 어드레스 카운터의 회로도로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는 주
기적인 카운터를 갖춘 직렬 연결된 J-K 플립플롭회로를 포함한다. 8비트 주기카운터의 어드레스 데이터가 
00H, 02H,···,FEH, FFH, 00H, 01H,···, 와 같이 증가적 또는 주기적으로 되고, 12비트 주기 카운터
의 어드레스 데이터가 000H, 001H, 002H,···, FFEH, FFFH, 000H, 001H,···,로 된다.

제 6c 도는 제 6a 도에 나타낸 레지스터의 회로도로서, 상기 레지스터는 2개의 인버터회로를 갖춘 8개의 
래치회로(211)를 갖춘다. 상기 래치회로(211)의 하나는 전송게이트 트랜지스터(212)를 메개로 데이터선에 
연결되고, 상기 전송게이트 트랜지스터(212)의 게이트는 PROG, 또는 SET 신호를 활성화시키면서 5V에 의
해 구동된다.

제 7 도는 제 6a 도에 나타낸 시퀀서의 동작을 나타내는 소거동작의 플로우챠트로서, 여기서 시퀀서회로
(31)는 리플래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소정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바, 이들 신호 ADDRESS, ERASE, PROG, 
READ, SET, INC(AL), INC(AU).이다. ERASE신호 ADDRESS에 의해 선택된 소거블록(EB)에 대한 소거동작을 
트리거하는데 이용된다. 상기 PROG.는 프로그램동작을 선택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트리거하는데에 이
용되고, 상기 READ는 선택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로부터 독출동작을 트리거하는데에 이용되며, SET는 메
모리셀 트랜지스터로부터 레지스터(2)로 독출된 데이터로 독출된 데이터를 세트시키는데 이용된다. 또, 
INC(AL)는  8비트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에  저장된  어드레스의  증가를  트리거하는데에  이용되고, 
INC(AU)는 12비트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에 저장된 어드레스의 증가를 트리거하는데에 이용된다.

상기 리플래시 동작은 소거동작후 수행된다. 상기 소거 모드에 있어서, 시퀀서회로(31)는 다음의 소정 순
서에 따라 이들 제어신호를 발생시킨다.

(1)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1 단계(311)에서 ERASE펄스를 출력한다.

상기 소거동작은 선택된 하나의 소거블록(EB)을 트리거한다.

(2)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2 단계(312)에서 READ펄스를 출력한다. 상기 독출동작이 트리거되어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와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의 어드레스에 의해 지장된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저장된 데이터가 레지스터(2)로 독출되어 저장된다.

(3)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3 단계(313)에서 SET펄스를 출력한다. 상기 세트동작이 트리거되어 상기 
레지스터(2)에 데이터를 세트시킨다.

(4)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4 단계(314)에서 PROG.펄스를 출력한다.

상기 프로그램 동작은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와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의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의해 트리거되고, 상기 프로그램동작의 방법은 0 셀 또는 프로그램된 셀의 임계치 
전압을 더 높이고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미리 저장된 동일 데이터를 오버-프로그램하는 것이다. 1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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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거된 셀의 임계치 전압이 동일 레벨로 유지됨에 따라 리플래시된 메모리셀의 데이터가 상승되게 
된다.

(5)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5 단계(315)에서 INC(AL)펄스를 출력한다.

이는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의 어드레스 데이터의 증가를 트리거하여 다음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지
정하는 어드레스를 리플래시하게 된다.

(6) 다음에, 제 6 단계(316)에서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
이터와 00H를 비교한다. 상기 어드레스 데이터가 00H와 동일한 경우, 리플래시 동작은 제 7 단계(317)로 
진행되어 종료되게 된다.   상기 어드레스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다음 리플래시 동작은 제 2 단
계(312)로 진행되어 다시 시작되게 된다.

(7) 다음에,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7 단계(317)에서 INV(AL)펄스를 출력한다. 이는 제 1 어드레스카
운터(AL)의 어드레스 데이터의 증가를 트리거하여 다음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지정하는 어드레스를 리플
래시하게 된다.

제 8 도는 종래 기술과 비교한 본 발명에 있어서의 0 데이터 또는 소거된 메모리셀을 저장하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의 변동특성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프로그램/소거 사이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리플래시 동작을 갖추지 않은 종래의 메모리시스템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소정 상태에 있어서, 상기 임계치 전압은 5V보다 낮아지게 되어 저장된 데이터를 반전시
킨다.

한편, 상기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의 변동은 매우 작고, 더욱이 상기 
데이터는 점차적으로 상승되게 된다. 상기 리플래시 동작은 모든 소거동작에 대해 수행됨으로써 드레인 
교란에 의한 임계치 전압의 점진적인 감소가 상기 리플래시 동작에 의한 임계치 전압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례하게 되어 임계치 전압의 마진의 변동이 적절하게 된다. 따라서, 상승은 제 8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다지 커지지 않게 되어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절연막에 스트레스를 주는 임계치 전압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제 9 도는 본 발명의 제 2 및 제 3 실시예에 따른 리플래시 콘트롤러의 상세한 구성도러서, 여기서 리플
래시 콘트롤러(3)는 12비트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와 8비트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를 구비한 20비
트 어드레스 카운터를 포함한다.  INC(AU)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증가되고, INC(AL)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에 저장된 어
드레스 데이터가 증가되게 되며, 상기 제 2 어드레스 카운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RESET(AL)신호에 의해 
00H로 리세트된다.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소정 순서에 따라 소정 제어신호를 발생시키고, 더욱이 상기 
리플래시 콘트롤러(3)가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와 연결된 12비트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33)를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NR-READ 펄스가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로 독출 및 전송하는 불휘발성 어드레
스 레지스터(33)에 저장된 데이터를 트리거하고, NR-PROG.펄스가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33)에 전송
되어 축적된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에 저장된 데이터를 트리거하며, NR-ERASE펄스가 상기 불휘발성 레
지스터의 소거동작을 트리거한다.

제 10 도는 제 9 도에 나타낸 시퀀서의 동작을 나타낸 파워-온(POWER-ON)과 파워-다운(POWER-DOWN)의 플
로우챠트로서, 상기 시스템의 파워-온에 따라 불휘발성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제 1 어드
레스 카운터에 로드되고, 파워-온(POWER-ON) 모드에 있어서 시퀀서회로(31)가 소정 순서에 따라 소정 제
어신호를 발생시킨다.

(1)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1 단계(34)에서 NR-READ펄스를 출력하고,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3
3)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되어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로 전송된다.

(2) 다음에,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2 단계(342)에서 RESET(AL)펄스를 출력하고, 제 2 어드레스 카운
터(AL)에 저장된 데이터가 소정 메모리셀 트랜지스터가 리플래시된 것을 지정하면서 0HH로 리세트된다.

상기 시스템의 파워-다운(POWER-DOWN)에 대해 제 1 어드레스 카운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가 불휘발
성 레지스터에 축적된다. 그러고, 상기 파워-다운(POWER-DOWN) 모드에 있어서 상기 시퀀서회로(31)가 소
정 순서에 따라 소정 제어신호를 발생시킨다. 즉,

(1)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1 단계(343)에서 NR-ERASE펄스를 출력하고,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
(33)의 데이터가 소거된다.

(2) 다음에,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2 단계(344)에서 NR-PROG.펄스를 출력하고, 제 1 어드레스 카운터
(AL)에 저장된 데이터가 전송되어 불휘발성 레지스터(33)에 축적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리플래시 콘트롤러(3)는 어드레스 카운터
에 대한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33)를 포함함다. 상기 시스
템의 파워-다운전에 상기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불휘발성 레지스터로 저
장되고, 상기 시스템의 파위-온 후 상기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가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어
드레스 카운터로 로드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전원공급없이 다음의 리플
래시 동작을 수행하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데이터를 유지하게 된다.

제 10 도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시퀀서의 동작을 나타낸 소거동작의 플로우챠트로서, 리플래시 
동작은 소거동작 후 수행된다. 소거동작과, 어드레스 로드동작, 리플래시 동작 및, 어드레스 축적동작으
로 구성된 소거 모드에 있어서, 시퀀서회로(31)는 소정 순서에 따라 소정 제어신호를 발생시킨다. 즉,

(1)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1 단계(351)에서 ERASE펄스를 출력하고, 상기 소거동작은 상기 소거블록
(EB)중 선택된 하나에 의해 트리거된다.

(2)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2  단계(352)에서 NR-READ펄스를 출력하고,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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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 저장된 데이터가 독출되어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에 전송된다.

(3) 다음에,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3단계(353)에서 RESET(AL) 펄스를 출력하고, 제 2 어드레스 카운터
(AL)에 저장된 데이터는 소정 메모리셀 트랜지스터가 리플래시되도록 지정하는 0HH로 리세트된다.

(4)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4 단계(354)에서 READ펄스를 출력한다. 상기 독출동작이 트리거되어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와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의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저장
된 데이터를 독출하여 레지스터(2)에 전송한다.

(5)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5 단계(355)에서 SET펄스를 출력하고,  상기 세트동작이 트리거되어 데이
터를 상기 레지스터(2)에 세트시킨다.

(6)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6 단계(356)에서 PROG.펄스를 출력한다.

상기 프로그램 동작은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U)와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의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의해 트리거되고, 상기 프로그램 동작의 방법은 0셀 또는 프로그램된 셀의 임계치 
전압을 더 높이고서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미리 저장된 동일 데이터를 오버-프로그램하는 것이다. 1셀 
또는 소거된 셀의 임계치 전압이 동일 레벨로 유지됨에 따라 리플래시된 메모리셀의 데이터가 상승된다.

(7)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7 단계(357)에서 INC(AL)펄스를 출력한다.

이는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의 어드레스 데이터의 증가를 트리거하여 다음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지
정하는 어드레스를 리플래시하게 된다.

(8) 다음에, 제 8 단계(358)에서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2 어드레스 카운터(AL)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
이터와 00H를 비교하고, 상기 어드레스 데이터가 00H와 동일한 경우, 리플래시 동작은 제 9 단계(359)로 
진행해서 종료되게 된다.  상기 어드레스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러플래시 동작은 제 4 단
계(354)로 진행하여 다시 시작되게 된다.

(9) 다음에,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9 단계(359)에서 INV(AL) 펄스를 출력한다. 이는 제 1 어드레스 
카운터(AL)의 어드레스 데이터의 증가를 트리거 하여 다음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지정하는 어드레스를 
리플래시하게 된다.

(10) 상기 시퀀서회로(31)는 제 10 단계(360)애서 NR-ERASE펄스를 출력하고,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
(33)의 데이터가 소거된다.

(11) 다음에, 상기 시퀀서회로(31)가 제 11 단계(361)에서 NR-PROG.펄스를 출력하고, 제 1 어드레스 카운
터(AL)에 저장된 데이터가 전송되어 불휘발성 레지스터(33)에 축적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리플래시 콘트롤러(3)는 상기 어드레스 카
운터에 대한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33)를 포함한다. 상기 
리플래시 동작이 종료된 후 상기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불휘발성 어드레
스 레지스터로 저장되고, 상기 리플래시 동작이 시작되기전에 상기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가 상기 불휘발
성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 로드된다. 따라서,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
는 전원공급없이 다음의 리플래시 동작을 수행하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데이터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본원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에 병기된 도면 참조부호는 본원 발명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원 발명의 기술적인 범위를 도면에 도시한 실시예를 한정할 의도에서 병기한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일한  열에  배열된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드레인(106)에  연결된  다수의   비트선(BL1∼
BL4096)을 구비한 행 및 열의 매트릭스로 배열된 다수의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MC)를 갖춘 메
모리셀 어레이(1)와, 동일한 열에 배열된 상기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의 제어게이트(105)에 연
결된 다수의 워드선(WL1∼WL4096) 및, 각 소거블록의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 저장된 데이터가 
소거동작에서 소거됨과 더불어 각 리플래시블록의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리
플래시동작에서 리플래시되는 소거 및 리플래시 동작을 연속적인 수행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2,3)을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메모리셀 트랜지스터가 상기 다수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다수의 소거
블록과 상기 다수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다수의 리플래시블록으로 분할되고, 각 소거블록의 메
모리셀 트랜지스터가 저장된 데이터를 소거하기 위해 어드레스됨과 더블어 각 리플래시 블록의 메모리셀 
트랜지스터가 저장된 데이터를 리플래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어드레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이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로부터 독출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
해 상기 비트선에 연결된 레지스터수단(2)과 ; 상기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로부터의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터수단에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독출된 상기 데이터로부터 상기
데이터를 상기 부유게이트 메모리셀 트랜지스터(MC)에 오버-프로그레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리플래시 동
작을 제어하기 위한 리플래시 제어수단(3)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플래시 제어수단(3)이 상기 리플래시 동작이 수행되는 메모리셀 트랜지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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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어드레스를 지정하기 위한 어드레스 카운터수단(32)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플래시 제어수단(3)이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수단(32)에 대한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수단(33)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플래시 제어수단(3)이 파워 다운전에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수단
(33)에 대한 어드레스 데이터로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수단의 내용을 저장하는 제 1 제어신호와, 상기 
파워 다운후 파워가 복귀될 경우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수단에 저장된 상기 어드레스 데이터를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수단에 전송하기 위한 제 2 제어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플래시 동작과 전력 손실의 경우 및 연속적인 전력 복귀후, 상기 리플래시 제
어수단(3)이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수단(33)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상기 어드레스 카운
터수단(32)으로 전송하는 제어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각 리플래시블록이(EB1∼EB2048)이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수단(32)의 각 어드레스에 대
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플래시 제어수단(3)이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수단(32)에 대한 백-업 어드레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수단(33)을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플래시 제어수단(3)이 파워 다운전에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수단
(33)에 대한 어드레스 데이터로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수단(32)의 내용을 저장하는 제 1 제어신호와, 상
기파워 다운 후 파워가 복귀될 경우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수단에 저장된 상기 어드레스 데이
터를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수단에 전송하기 위한 제 2 제어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여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리플래시 동작과 전력 손실의 경우 및 연속적인 전력 복귀후, 상기 리플래시 제
어수단(3)이 상기 불휘발성 어드레스 레지스터수단(33)에 저장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상기 어드레스 카운
터수단으로 전송하는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소거블록을 갖춘 불휘발성 반도
체 메모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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