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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휘발성 집적회로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프로그램 전압이 워드 라인으로 공급되는 동안에 스트링 선택 라

인으로 전원전압보다 낮도록 제한되는 선택전압을 공급하는 선택 라인 드라이버, 그리고 프로그램 동작 동안 스트링 

선택 라인과 선택된 워드 라인 간에 커패시티브 커플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전압의 라이징 슬롭을 제어하는 

슬롭 제어회로를 구비한다. 선택 라인 드라이버가 스트링 선택 라인으로 공급하는 선택전압은 전원전압보다 적어도 

스트링 선택 라인과 선택된 워드 라인 간의 커플링 전압만큼 낮다. 또, 슬롭 제어회로는 선택된 워드 라인으로 공급하

는 프로그램 전압은,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계단형태로 증가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커패시티브 커플링, 라이징 슬롭, 선택 라인 드라이버, 슬롭 제어회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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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의 타이밍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

도 4는 도 3의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 타이밍도;

도 5는 도 3의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의 회로도;

도 6은 도 5의 고전압 펌프의 회로도;

도 7은 도 5의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의 동작 타이밍도;

도 8은 도 3의 고전압 램프 회로의 제1예의 회로도;

도 9는 도 8의 회로의 동작 타이밍도;

도 10은 도 3의 고전압 램프 회로의 제2예의 회로도;

도 11은 도 3의 고전압 램프 회로의 제3예의 회로도;

도 12는 도 11의 회로의 동작 타이밍도;

도 13은 도 3의 고전압 램프 회로의 제4예의 회로도;

도 14는 도 3의 로우 디코더의 회로도; 그리고

도 15는 도 14의 고전압제어회로의 회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메모리 셀 어레이 200: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

300: 고전압 펌프 400: 고전압 램프 회로

500: 로우 프리디코더 600: 로우 디코더

700: 페이지 버퍼 및 칼럼 디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Nonvolatile Semiconductor Memory Device)에 관한 것으로, 더 구체적으

로는 향상된 프로그램 방지 특성을 갖는 낸드 타입 플래시(NAND type flash)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낸드 타입 플래시 EEPROM 장치를 프로그

램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낸드 타입 플래시 EEPROM 장치의 블럭도이다. 도 1을 참조하여, 종래의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어레이(10), 고전압 펌프 회로(20), 로우 프리디코더(30), 로우 디코더(40), 그리고 페이지 

버퍼 및 칼럼 디코더(50)를 구비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10)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 블럭들로 구성된다. 각 메모리 셀 블럭은 복수 개의 메모리 셀 스트링들

('낸드 스트링들')을 포함한다. 또, 각 셀 스트링은 메모리 셀들로서 역할하는 복수 개의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

TC1-TC16 또는 TC17-TC32)을 포함한다. 각 스트링의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TC1-TC16 또는 TC17-TC

32)의 채널들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 또는 TS2)의 채널과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TG1 또는 TG2)의 채

널 사이에 직렬 연결된다.

또,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각 블럭은 스트링 선택 라인(String Select Line: SSL), 그라운드 선택 라인(Ground Sel

ect Line: GSL), 복수 개의 워드 라인들(WL1-WL16), 그리고 복수 개의 비트 라인들(BL1-BLn)을 더 구비한다. 스

트링 선택 라인(SSL)은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TS1, ..., TS2)의 게이트들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각 워

드 라인(WL1, WL2, ..., 또는 WL16)은 복수 개의 대응하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예컨대, TC1, ..., TC17)의 

제어 게이트들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하나의 워드 라인과 거기에 연결된 복수 개의 대응하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

터들은 통상적으로 '페이지(page)'라 불린다. 또, 적절한 개수(예컨대, 8개 또는 16개)의 페이지들이 모여서 메모리 셀

어레이(10) 내의 하나의 셀 블럭을 구성한다.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은 복수 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TG

1, ..., TG2)의 게이트들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각 비트 라인(BL1, ..., 또는 BLn)은 대응하는 하나의 셀 스트링과 연결

된다.

고전압 펌프 회로(20)는 메모리 셀들의 기입 동작(소거 및 프로그램 동작)에 필요한 고전압(VPP)을 발생한다. 로우 

프리디코더(30)는 고전압 펌프 회로(20)로부터 고전압(VPP)을 공급받는다. 로우 프리디코더(30)는 스트링 선택 라인

인에이블 신호 및 그라운드 선택 라인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해서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 및 글로벌 그라운드 선택 

라인을 각각 구동한다. 또, 로우 프리디코더(30)는 어드레스 신호들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의 메모리 셀 블럭에 대응하

는 글로벌 워드 라인들을 구동한다. 로우 디코더(40)는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 글로벌 워드 라인들, 그리고 글로벌 

그라운드 선택 라인 상의 전압들이 선택된 메모리 셀 블럭의 대응하는 라인들(즉, 스트링 선택 라인(SSL), 워드 라인

들(WL1-WL16), 그리고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로 각각 전달되도록 한다. 페이지 버퍼 및 칼럼 디코더(50)는 비

트 라인들 상의 전압들을 감지하여 외부로 출력하거나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전압들을 비트 라인들 상으로 전달한다.

이상에 기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종래의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원하지 않는 메

모리 셀들이 프로그램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셀프-부스팅 또는 로컬 셀프-부스팅에 의한 프로그램 방지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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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다. 셀프-부스팅을 이용한 프로그램 방지 기술은, 예컨대, U.S. Patent No. 5,677,873, U.S. Patent N

o. 5,991,202에 개시되어 있다. 또, 로컬 셀프-부스팅에 의한 프로그램 방지 기술은, 예컨대, U.S. Patent No. 5,715,

194, U.S. Patent No. 6,061,270에 개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술들을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장치 집적도의 증가에 따라 인접한 신호 라인들 간의 간격이 감소

됨으로 인해 인접한 신호 라인들 간의 커패시티브 커플링(Capacitive Coupling)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방지 실패 또는 프로그램 실패를 유발한다.

도 2는 도 1의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의 타이밍도이다. 다음에는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종래의 낸드 타입 플

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에 앞서, 통상적으로 셀 

트랜지스터들(TC1-TC32)은 음의 문턱전압을 갖도록 소거된다.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에는 전원

전압(VCC)과 접지전압(VSS 또는 0V)이 각각 인가된다. 또, 프로그램 방지되는 스트링(TS1, TC1-TC16, TG1)에 

대응하는 비트 라인(BL1)에는 전원전압(VCC)이 그리고 프로그램 되는 스트링(TS2, TC17-TC32, TG2)에 대응하는

비트 라인(BLn)에는 접지전압(0V)이 각각 인가된다. 따라서, 셀 트랜지스터들(TC1-TC16) 각각의 채널 전압은 VC

C-Vth까지 증가한다. 여기서, Vth는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의 문턱전압이다.

각 셀 트랜지스터들(TC1-TC16)의 채널 전압이 VCC-Vth에 이르면,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의 소오스-게이

트 전압이 그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Vth)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는 실질적으로 셧-오

프 된다. 이로써, 셀 트랜지스터들(TC1-TC16)과 비트 라인(BL1)은 전기적으로 절연된다. 또한, 그라운드 선택 라인

(GSL)으로는 접지전압(0V)이 인가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TG1)는 턴-오프 상태에 있다. 따라서, 셀 

트랜지스터들(TC1-TC16)의 채널들은 부유상태(Floating State)에 있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프로그램 되지 않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TC2-TC16, TC18-TC32)과 연결된 워드 라인들(WL2

-WL16)으로 패스 전압(Vpass)이 인가되면, 워드 라인들(WL2-WL16)과 셀 트랜지스터들(TC1-TC16) 간의 커패시

티브 커플링에 의해서 부유상태에 있는 각 셀 트랜지스터들(TC1-TC16)의 채널전압들이 부스트 된다. 이는 프로그

램 방지된 셀 트랜지스터들(TC1-TC16)의 플로팅 게이트들과 그들의 채널들 간의 전압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들의 플로팅 게이트들과 그들의 채널들 간의 F-N 터널링의 발생을 방지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방지된 셀 트랜지

스터들(TC1-TC16)은 소거 상태로 유지된다.

이후,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TC17)를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되는 셀 트랜지스터(TC17)와 연결된 워드라인

(WL1)에는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전압의 상승시간(rise time)은 1 내지 2　마이크

로 초(μsec)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접한 신호 라인들 간의 간격이 감소할 수록 인접한

신호 라인들 간의 커패시티브 커플링이 증가한다. 도 1에서, 참조부호 12로 표시된 부분은 신호 라인들 간의 기생 커

패시터들(C1-C16)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집적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특히,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이에 인접한 워드 라인(WL1)에 

연결된 셀 트랜지스터(예컨대, TC17)의 프로그램을 위해, 프로그램 전압(Vpgm)이 워드 라인(WL1)으로 인가될 때, 

프로그램 전압(Vpgm)의 급격한 상승으로 야기되는 워드 라인(WL1)과 스트링 선택 라인(SSL) 간의 커패시티브 커플

링 또는 기생 커패시터(C1)에 의해 스트링 선택 라인(SSL)의 전압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원전압(VCC)으로

부터 커플링 전압(Vcpl)만큼 상승하여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가 턴-온 된다. 이는 프로그램 방지된 셀 트랜지

스터들(TC1-TC16)의 부스트 된 채널들 상에 유기된 전하들의 비트 라인(BL1)으로의 이동을 유발하여 셀 트랜지스

터들(TC1-TC16)의 채널 전압들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채널 전압 감소는 워드 라인들(WL1-WL1

6)과 셀 트랜지스터들(TC1-TC16)의 채널들 간의 전압차가 더 커지도록 하며, 이는 셀 트랜지스터들(TC1-TC16)의

프로그램 방지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 즉, 프로그램 방지된 셀 트랜지스터가 프로그램 되는 '프로그램 디스터브'가 유

발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향상된 프로그램 방지 특성을 갖는 프로그램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

그램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향상된 프로그램 방지 특성을 갖는 고집적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르면, 제1선택 라인, 제1선택 트랜지스터, 제1선택 라인과 인접하게 나란히 배치되는 워드 라

인,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제2선택 라인, 제2선택 트랜지스터, 그리고 고전압 펌프 회로를 구비하는 불휘발

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가 제공된다.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제어전극(control electrode)은 제1선택 라인에 연결되

고, 그것의 전류통로(current path)의 일단은 비트 라인에 연결된다.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제어전극은 워

드 라인에 연결되고, 그것의 전류통로의 일단은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된다. 제2선택 트랜지

스터의 제어전극은 제2선택 라인에 연결되고, 그것의 전류통로의 일단은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전류통로

의 타단에 연결된다. 또, 제2선택 트랜지스터의 전류통로의 타단은 접지전압(VSS)에 연결된다. 고전압 펌프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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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프로그램 동작 동안 소정의 라이징 슬롭(rising slope)을 갖고 전원전압(VCC)보다 

높은 프로그램 전압(Vpgm)을 발생한다.

특히,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는 프로그램 전압(Vpgm)이 워드 라인으로 공급되는 동안에 제1선택 라인으로 

전원전압(VCC)보다 낮도록 제한되는 선택전압(Vsel)을 공급하는 선택 라인 드라이버, 그리고 프로그램 동작 동안 제

1선택 라인과 워드 라인 간에 커패시티브 커플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전압(Vpgm)의 라이징 슬롭을 제어하

는 슬롭 제어회로를 구비한다.

선택 라인 드라이버가 제1선택 라인으로 공급하는 선택전압(Vsel)은 전원전압(VCC)보다 적어도 제1선택 라인과 워

드 라인 간의 커플링 전압(Vcpl)만큼 낮다. 또, 선택전압은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Vth)보다 높다. 또, 슬롭 

제어회로가 워드 라인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 전압(Vpgm)은,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계단형태로 증가된다.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가적인 워드 라인들,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가적인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을 더 포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적인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

의 제어전극들이 부가적인 워드 라인들에 각각 연결되고, 부가적인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의 전류통로들을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전류통로와 제2선택 트랜지스터의 전류통로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복수 개의 비트 라인들, 제1선택 라인, 복수 개의 워드 라인들, 제2선택 라인, 복수 개

의 메모리 셀 스트링들, 선택 라인 드라이버, 고전압 펌프 회로, 고전압 램프 회로, 그리고 워드 라인 디코딩 회로로 구

성되는 불휘발성 메모리 집적회로 장치가 제공된다. 셀 스트링들 각각은 제1선택 트랜지스터, 워드 라인들에 대응하

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 그리고 제2선택 트랜지스터를 구비한다. 제1선택 트랜지스터, 메모리 셀 트랜

지스터들 그리고 제2선택 트랜지스터들의 전류통로들은 비트 라인들 중의 대응하는 하나와 접지전압(VSS)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또,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제어전극,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의 제어전극들 그리고 제2선택 트랜지

스터의 제어전극은 제1선택 라인, 워드 라인들 그리고 제2선택 라인에 각각 연결된다.

특히, 선택 라인 드라이버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의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제1선택 라인으로 제1선택전압과 이 제

1선택전압보다 낮는 제2선택전압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1선택전압은 전원전압(VCC)이고, 제2선택전압은 전원전압(VCC)보다 적어도 제1선택 라인

과 상기 워드 라인 간의 커플링 전압(Vcpl)만큼 낮은 전압이다. 고전압 펌프 회로는 프로그램 동작 동안 소정의 라이

징 슬롭을 갖고 전원전압(VCC)보다 높은 프로그램 전압(Vpgm)을 발생한다. 고전압 램프 회로는 프로그램 동작 동안

에 고전압 펌프 회로로부터 제공된 프로그램 전압의 라이징 슬롭을 감소시킨다. 워드 라인 디코딩 회로는 워드 라인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선택된 워드 라인으로 감소된 라이징 슬롭의 프로그램 전압(Vpgm

)을 공급하여 제1선택 라인과 선택된 워드 라인 간의 커패시티브 커플링을 방지한다. 선택 라인 드라이버는 감소된 

라이징 슬롭의 프로그램 전압(Vpgm)이 선택된 워드 라인으로 인가되는 동안에 제1선택 라인으로 제2선택전압을 공

급한다. 제2선택 전압은 VCC-Vcpl에서 Vth(여기서, VCC는 상기 전원전압, Vcpl은 프로그램 동작시 제1선택 라인

과 선택된 워드 라인 간의 커플링 전압, Vth는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비트 라인, 제1선택 라인, 제1선택 트랜지스터, 워드 라인,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

랜지스터, 제2선택 라인, 그리고 제2선택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를 프로그램 하는 방

법이 제공된다. 이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소정의 라이징 슬롭을 

갖는 그리고 전원전압보다 높은 프로그램 전압을 발생하는 단계, 프로그램 전압의 라이징 슬롭을 감소시키는 단계, 

그리고 감소된 라이징 슬롭의 프로그램 전압이 워드 라인으로 인가되는 동안에 제1선택 라인으로 전원전압 이하로 

제한되는 선택전압을 공급하여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제1선택 라인과 워드 라인 사이에 커패시티브 커플링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위의 특징들에 따른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들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 터들은 바람직하게는 플로팅 게이트 트

랜지스터들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슬롭 제어회로로부터 출력되는 프로그램 전압의 상승시간(rise time)은 프로그램 시간의 1/10 내

지 2/10(또는 10% 내지 20%)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시간이 40 마이크로 초이라면, 본 발명의 슬롭 제어회로로부

터 출력되는 프로그램 전압(Vpgm)의 상승시간은 4 내지 8 마이크로 초 정도가 된다. 슬롭 제어회로에 의해 제어되는

프로그램 전압(Vpgm)의 상승시간은 페이지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페이지 사이즈가 클수록 프로그램 전압(V

pgm)의 상승시간은 더 길어진다.

<실시예>
다음에는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고집적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고집적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어레이(100)를 구비한다. 도 3에는 도

시되어 있지 않지만, 메모리 셀 어레이(100)는 복수 개의 블럭들로 구성된다.

각 메모리 셀 블럭은 스트링 선택 라인(SSL),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 복수 개의 워드 라인들(WL1-WL16), 그리고

복수 개의 비트 라인들(BL1-BLn)을 구비한다. 또, 각 메모리 셀 블럭은 복수 개의 메모리 셀 스트링들('낸드 스트링

들')을 포함한다. 각 셀 스트링은 메모리 셀들로서 역할하는 복수 개의 플로팅 게이트 트 랜지스터들(T1-T16 또는 T

17-T32)을 포함한다. 각 스트링의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T1-T16 또는 T17-T32)의 채널들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0 또는 TS11)의 채널과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TG10 또는 TG11)의 채널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다.

스트링 선택 라인(SSL)은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TS10, ..., TS11)의 게이트들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각 워드 라인(WL1, WL2, ..., 또는 WL16)은 복수 개의 대응하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예컨대, T1, ..., T17)

의 제어 게이트들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은 복수 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TG10, .



등록특허  10-0453854

- 5 -

.., TG11)의 게이트들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각 비트 라인(BL1, ..., 또는 BLn)은 대응하는 하나의 셀 스트링과 연결

된다. 도 3에서, 참조부호 112로 표시된 부분은 신호 라인들(SSL, WL1-WL16, GSL) 간의 기생 커패시터들(C101-

C116)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본 발명의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전압 펌프 회로(200),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300), 고전압 램프 회로(400), 로우 프리디코더(500), 로우 디코더(600), 그리고 페이지 버퍼 및 칼럼 디코

더(700)을 구비한다. 고전압 펌프 회로(200)는 기입 인에이블 신호(WRTEN)에 응답하여 고전압(VPP) 또는 프로그

램 전압(Vpgm)을 발생한다. 고전압 펌프 회로(200)로부터의 고전압(VPP)은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300), 고전

압 램프 회로(400), 그리고 로우 디코더(600)로 공급된다.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300)는 스트링 선택 라인 인에이블 신호들(SSLEN)에 응답하여 프로그램 전압(Vpgm)이 

워드 라인(WL)으로 공급되는 동안에 선택 라인(SSL)으로 전원전압(VCC)보다 낮도록 제한되는 선택전압(Vsel)을 공

급하기 위한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 구동신호(SSLDRV)를 생성하는데, 이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 구동신호(SSL

DRV)는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GSSL)을 통해 로우 디코더(600)로 제공된다.

고전압 램프 회로(400)는 램프 인에이블 신호들(RMPEN)에 응답하여 프로그램 동작 동안 선택 라인(SSL)과 워드 라

인(WL, 특히, WL1) 간에 커패시티브 커플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전압(Vpgm)의 라이징 슬롭을 제어하는 슬

롭 제어회로로서 기능한다. 상기 고전압 램프 회로(400)의 출력 신호(Rout)는 로우 프리디코더(500)로 제공된다.

로우 프리디코더(500)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로우 어드레스(RADD)에 응답하여 워드 라인들(WL1-WL16)에 각각 

대응하는 글로벌 워드 라인들(S1-S16)을 구동한다. 이때, 로우 프리디코더(500)는 선택된 글로벌 워드 라인(들)으로

고전압 램프 회로(400)의 출력전압(Rout)을 전달한다. 또한, 로우 프리디코더(500)는 그라운드 선택 라인 인에이블 

신호들(GSLEN)에 응답하여 글로벌 그라운드 선택 라인(GGSL)을 구동하기 위한 글로벌 그라운드 선택 라인 구동신

호(GSLDRV)를 생성한다.

로우 디코더(600)는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GSSL), 글로벌 워드 라인(S1-S16), 그리고 글로벌 그라운드 선택 라

인(GGSL)에 연결되고, 이 라인들 상의 전압들이 셀 어레이(100) 상의 대응하는 라인들 즉, 스트링 선택 라인(SSL), 

워드 라인들(WL1-WL16), 그리고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로 각각 전달되도록 한다.

페이지 버퍼 및 칼럼 디코더(700)는 컬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비트 라인들(BL1-BLn)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된 

비트 라인으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거나 선택된 비트 라인으로 데이터를 기입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인에이블 신호들(WRTEN, SSLEN, RMPEN, GSLEN)은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제어 

블럭(도시 되지 않음)으로부터 제공되는 신호들이라는 것을 이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는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4는 도 3의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 타이밍도이다. 다음에는 도 3 및 도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낸드 타입 플

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단위 프로그램 동작은 다음의 7 가지 서브동작들(suboperations), 즉, 고전압을 생성하는 '고전

압 셋업(high voltage setup)', 비트 라인들에 필요한 전압들을 공급하는 '비트 라인 셋업(bit line setup)', 워드 라인

들을 부스팅하는 '워드 라인 부스트(word line boost)', 선택된 셀들을 프로그램하는 '셀 프로그램(cell program)', 고

전압 생성 중단 그리고 비트 라인 및 워드 라인들을 원래의 상태들로 되돌리는 '리커브리(recovery)', 프로그램된 셀

들로부터 데이터를 독출하는 '베러파이(verify)', 그리고 독출된 데이터에 의거 셀들의 프로그램 성공/실패를 판정하

는 '스캔(scan)'으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하는데는 대략 40 내지 50 마이크로 초(

μsec)가 소요되며, 이를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시간'이라 부른다.

따라서,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되는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한 페이지의 프로그램 동작은 

단위 프로그램 동작을 7회 내지 8회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에 의해 완료된다. 따라서, 낸드 타입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프로그램 타임은 대략 200 내지 500 마이크로 초이다.

이 기술분야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프로그램 동작에 앞서, 셀 트랜지스터들(T1-T16)은 영(z

ero) 또는 음의 문턱전압을 갖도록 소거된다.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에는 전원전압(VCC)과 접지전압(VSS 또

는 0V)이 각각 인가된다. 또, 프로그램 방지되는 스트링(TS10, T1-T16, TG10)에 대응하는 비트 라인(BL1)에는 전

원전압(VCC)이 그리고 프로그램 되는 스트링(TS11, T17-T32, TG11)에 대응하는 비트 라인(BLn)에는 접지전압(V

SS)이 각각 인가된다.

스트링 선택 라인(SSL)으로의 전원전압(VCC)의 인가에 의해,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0)가 턴-온 되고, 이에 따

라 셀 트랜지스터들(T1-T16) 각각의 채널 전압은 VCC-Vth까지 증가한다. 여기서, Vth는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

TS1)의 문턱전압이다.

각 셀 트랜지스터들(T1-T16)의 채널 전압이 VCC-Vth에 이르면,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0)의 소오스-게이트 

전압이 그 트랜지스터의 Vth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0)는 실질적으로 셧-오프 된다. 이

로써, 셀 트랜지스터들(T1-T16)과 비트 라인(BL1)은 전기적으로 절연된다. 또한,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으로는 

접지전압(0V)이 인가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TG10)는 턴-오프 상태에 있다. 따라서, 셀 트랜지스터

들(T1-T16)의 채널들은 부유상태에 있게 된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되지 않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T2-T16)과 연결된 워드 라인들(WL2-WL16)에는 패스 

전압(Vpass)이 인가되면, 워드 라인들(WL2-WL16)과 셀 트랜지스터들(T1-T16) 간의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해서

부유상태에 있는 각 셀 트랜지스터들(T1-T16)의 채널전압들이 부스트 된다. 이는 프로그램 방지된 셀 트랜지스터들

(T1-T16)의 플로팅 게이트들과 그들의 채널들 간의 전압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들의 플로팅 게이트들과 그

들의 채널들 간의 F-N 터널링의 발생을 방지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방지된 셀 트랜지스터들(T1-T16)은 소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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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된다.

이후,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T17)를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되는 셀 트랜지스터(T17)와 연결된 워드라인(W

L1)에는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된다. 이때, 즉 프로그램 전압(Vpgm) 인가 전 또는 인가와 동시에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300)에 의해 스트링 선택 라인(SSL)은 전원전압(VCC)보다 낮도록 제한되는 선택전압(Vsel)을 공급

받는다. 선택전압(Vsel)은 전원전압(VCC)보다 적어도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워드 라인(WL1) 간의 커플링 전압(

Vcpl)만큼 낮다. 또, 선택전압(Vsel)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0)의 문턱전압(Vth)보다 높다. 또, 워드 라인(WL

1)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 전압(Vpgm)은 계단형태로 증가된다. 이때, 프로그램 전압의 상승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의 

1/10(또는 10%) 내지 2/10(또는 20%) 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선택된 셀 트랜지스터의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스트링 선택 라인(SSL)에는 VCC-V

cpl 보다 낮은 전압(Vsel)이 인가되고, 선택된 워드 라인에는 프로그램 전압(Vpgm)이 계단 형태로 서서히 증가한다. 

이는 고집적 장치에서도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그에 인접한 신호 라인(예컨대, WL1) 간의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해서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가 턴-온 되지 않도록 하여 프로그램 전압(Vpgm)의 인가 시에 프로그램 방지된

셀 트랜지스터들(T1-T16)의 채널 전압(Vchannel)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한다. 결국, 본 발명에 의하면, 프로그램 방

지된 셀 트랜지스터들(T1-T16)의 채널 전압 감소로 인한 그 셀 트랜지스터들(T1-T16)의 프로그램 방지 실패가 생

기지 않는다.

도 5는 도 3의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300)의 회로도이다. 도 5를 참조하여,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300)는, 

전압 펌프(302), 인핸스먼트 타입(enhancement type) NMOS 트랜지스터들(304, 310), 디플리션 타입(depletion ty

pe) NMOS 트랜지스터(308), 인핸스먼트 타입 PMOS 트랜지스터들(312, 314), CMOS 인버터들(316, 318), 그리고 

노어 게이트(320)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304)의 게이트 전극(즉, 제어전극)은 전압 펌프(302)의 출력단에 연결되고, 그것의 소오스-드레인 채널(

즉, 전류통로)은 전압(VPP)과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306) 사이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08)의 전류통로와 트랜

지스터(310)의 전류통로는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306)과 접지전압(VSS)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0

8)의 제어전극은 제1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PGM_enable1)와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12)의 전류통로는 트랜지스

터들(308, 310)의 전류통로들의 접합점과 전원전압(VCC) 사이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14)의 전류통로는 트랜지

스터들(308, 310)의 전류통로들의 접합점과 전압(Vsel)(이 전압은 전원전압(VCC)보다 낮음) 사이에 연결된다.

인버터(316)의 입력단은 제1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PGM_enable1)에 연결되고, 그것의 출력단은 트랜지스터(312

)의 제어단자에 연결된다. 인버터(318)의 입력단은 제2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PGM_enable2)에 연결되고, 그것의 

출력단은 트랜지스터(314)의 제어단자에 연결된다. 노어 게이트(320)의 제1입력단은 제1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P

GM_enable1)와 연결되고, 그것의 제2입력단은 제2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PGM_enable2)와 연결된다. 노어 게이

트(320)의 출력단은 트랜지스터(310)의 제어단자와 연결된다.

전압 펌프(302)는 고전압 펌프 회로(200)로부터의 전압(VPP), 클럭 발생기(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클럭 신호(CLK)

, 제어 블럭(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의 독출 인에이블 신호(READ_enable)(ENBL)를 공급받아서 소정의 전압(HVO)

을 출력할 수 있다.

도 6은 도 5의 전압 펌프(302)의 구체적인 회로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 6을 참조하여, 전압 펌프(302)는, 입력단자

들(322, 324, 326), 출력단자(328), CMOS 커패시터들(330, 334), NMOS 트랜지스터들(332, 338, 340, 342), 그리

고 CMOS 인버터(336)를 포함한다.

입력단자들(322, 324, 326)은 클럭 신호(CLK), 독출 인에이블 신호(ENBL), 전압(VPP)을 각각 공급받는다. 출력단

자(328)는 소정의 출력전압(HVO)를 제공한다. 클럭 신호(CLK)는 대략 접지전압 레벨(VSS 또는 0V)과 전원전압(VC

C) 레벨 사이에서 스윙 한다.

커패시터(330)의 제1전극은 입력단자(322)와 연결되고, 그것의 제2전극은 트랜지스터(332)의 전류통로의 제1단 및 

트랜지스터(332)의 제어전극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32)의 전류통로의 제2단은 커패시터(334)의 제1전

극, 트랜지스터(338)의 전류통로의 제1단 및 출력단자(HVO)와 공통으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38)의 전류통로의 

제2단은 입력단자(324)와 연결된다. 또, 트랜지스터(338)의 제어전극은 전원전압(VCC)과 연결된다.

인버터(336)의 입력단은 입력단자(322)와 연결되고, 그것의 출력단은 커패시터(334)의 제2전극과 연결된다. 트랜지

스터(340)의 전류통로는 입력단자(326)와 트랜지스터(332)의 제어전극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전극은 출력단

자(328)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342)의 전류통로는 입력단자(326)과 출력단자(328) 사이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

342)의 제어전극은 출력단자(328)에 연결된다.

커패시터(334)와 인버터(336)는 스위칭 전압 안정화 회로(switching voltage stabilization circuit)로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클럭 신호(CLK)는 커패시터(330)로 인가되고, 클럭 신호(CLK)와 반대의 위상을 갖는 인버터(336)의 출

력신호는 커패시터(334)로 인가된다. 클럭 신호(CLK)가 전원전압(VCC) 레벨로 되어 커패시터(330)의 커플링 전압

이 트랜지스터(332)를 통하여 출력단자(328)로 전달될 때, 접지전압(VSS) 레벨의 인버터(336) 출력신호에 의해 디

커플링(decoupling) 된 커패시터(334)를 통해 출력단자(328)의 방전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출력단자(328)의 스위칭

전압 레벨이 낮아진다. 반대로, 클럭 신호(CLK)가 접지전압(VSS) 레벨로 되어 커패시터(330)가 디커플링 될 때, 전

원전압(VCC) 레벨의 인버터 출력신호에 의해 커패시터(334)가 출력단자(328)로 커플링 전압을 인가한다. 결국, 스위

칭 전압 안정화 회로(334, 336)는 클럭 발생기(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클럭 신호(CLK)가 전원전압 레벨을 유지하는

동안 출력단자(328)를 방전시키고 클럭 신호(CLK)가 접지전압(VSS) 레벨을 유지하는 동안 출력단자(328)를 충전시

켜 출력단자(328) 상의 전압(HVO)이 일정한 크기를 갖도록 한다.

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300) 내의 전압 펌프(302)

는 동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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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도 5의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300)의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7을 참조하여,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독출 

인에이블 신호(READ_enable)(ENBL)와 클럭 신호(CLK)는 비활성 상태에 있다. 즉, 전압 펌프(302)는 동작하지 않

는다. 또한, 이때,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300)는 고전압 펌프 회로(200)로부터 전원전압(VCC) 레벨의 전압(VP

P)를 공급받는다.

먼저, 프로그램 동작의 초기에, 제1 및 제2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들(PGM_enable1, PGM_enable2) 둘다 비활성화 

상태(또는 0V)에 있다. 노어 게이트 회로(320)의 출력은 전원전압(VCC) 레벨로 된다. 트랜지스터(310)가 턴-온 되

어서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306) 또는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 구동신호(SSLDRV)가 접지전압(VSS 또는 0V) 레

벨로 된다.

이어, 제1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PGM_enable1)가 전원전압(VCC) 레벨로 활성화 되면, 트랜지스터(310)는 턴-오

프 되고 트랜지스터들(308, 312)이 턴-온 된다.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306) 또는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 구동신

호(SSLDRV)는 전원전압(VCC) 레벨로 상승한다.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306) 상의 전원전압(VCC)은 로우 디코더

(600)를 통해서 선택된 메모리 셀 블럭의 스트링 선택 라인(SSL)으로 전달된다.

다음, 제1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PGM_enable1)는 비활성화 되고 제2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PGM_enable2)가 

전원전압(VCC) 레벨로 활성화 된다. 제2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PGM_enable2)는 선택된 워드 라인(예컨대, 도 4

의 WL1)으로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될 때 활성화 된다. 이때, 트랜지스터(312)는 턴-오프 되고, 트랜지스터(3

14)가 턴-온 된다.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306) 또는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 구동신호(SSLDRV)는 선택전압(Vs

el) 레벨로 떨어진다.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306) 상의 전압(Vsel)은 로우 디코더(600)를 통해서 선택된 메모리 셀

블럭의 스트링 선택 라인(SSL)으로 전달된다. 선택전압(Vsel)은 전원전압(VCC)보다 적어도 스트링 선택 라인(SSL)

과 워드 라인(WL1) 간의 커플링 전압(Vcpl)만큼 낮고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0)의 문턱전압(Vth)보다 높은 것

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선택된 셀 트랜지스터의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스트링 선택 라인(SSL)으로 VCC-Vcpl 보다 낮은 전압(V

sel)이 인가되도록 하므로 고집적 장치에서도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그에 인접한 워드 라인(예컨대, WL1) 간의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해서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가 턴-온 되지 않는다. 이는 프로그램 전압(Vpgm)의 인가

시에 프로그램 방지된 셀 트랜지스터들(T1-T16)의 채널 전압(Vchannel)이 감소하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프로그램

방지된 셀 트랜지스터들(T1-T16)의 채널 전압 감소로 인한 셀 트랜지스터들(T1-T16)의 프로그램 방지 실패가 생

기지 않는다.

도 8은 도 3의 고전압 램프 회로(400)의 제1예의 회로도이다. 도 8을 참조하여, 고전압 램프 회로(400a)는, 3개의 부

하소자들(402, 404, 406)로 이루어지는 부하회로(또는 전압 클램프 회로), 4개의 인핸스먼트 타입 NMOS 트랜지스

터들(408, 410, 412, 414), 4개의 전압 펌프들(416, 418, 420, 422), 인핸스먼트 타입 PMOS 트랜지스터(424), 디플

리션 타입 NMOS 트랜지스터(426), 그리고 인버터(428)로 구성된다.

다시 도 3을 참조하여, 로우 프리디코더(500)는 로우 어드레스(RADD)에 응답하여 워드 라인들(WL1-WL16)에 각각

대응하는 글로벌 워드 라인들(S1-S16)을 구동한다. 특히, 로우 프리디코더(500)는 선택된 글로벌 워드 라인(S i )으

로 고전압 램프 회로(400)의 출력전압(Rout)을 전달한다. 선택된 글로벌 워드 라인(S i ) 상의 전압(Rout)은 로우 디

코더(600)를 통해 선택된 워드 라인(WL i )(예컨대, WL1)으로 전달된다(도 14 참조). 결국, 고전압 램프 회로(400)의

출력전압(Rout)은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선택된 워드 라인(WL i )(예컨대, WL1)으로 전달된다.

다시 도 8을 참조하여, 고전압 램프 회로(400a)는 고전압 펌프 회로(200)로 부터의 고전압(VPP)(또는 프로그램 전압

(Vpgm)), 제어 블럭(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의 인에이블 신호들(ENBL1, ENBL2, ENBL3, ENBL4), 그리고 클럭 발

생기(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클럭 신호(CLK)를 받아들인다. 인에이블 신호들(ENBL1, ENBL2, ENBL3, ENBL4)은

전압 펌프들(416, 418, 420, 422)로 각각 인가된다. 전압 펌프들(416, 418, 420, 422) 각각은 도 6에 도시된 회로(3

02)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부하회로의 부하소자들로서는 다이오드-연결의 NMOS 트랜지스터들(402, 404, 406)이 사용된다. 트랜지스터들(40

2, 404, 406)의 전류통로들은 직렬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들(402, 404, 406)의 직렬연결된 전류통로들의 일단은 고

전압(VPP)과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08)의 전류통로는 트랜지스터들(402, 404, 406)의 직렬연결된 전류통로들의 타단과 출력단자(

429)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단자는 전압 펌프(416)의 출력단(HVO1)과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10)의 

전류통로는 트랜지스터들(404, 406)의 전류통로들의 접합점과 출력단자(429)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단자는 

전압 펌프(418)의 출력단(HVO2)과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12)의 전류통로는 트랜지스터들(402, 404)의 전

류통로들의 접합점과 출력단자(429)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단자는 전압 펌프(420)의 출력단(HVO3)과 연결

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14)의 전류통로는 고전압(VPP)과 출력단자(429)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단자는 전

압 펌프(422)의 출력단(HVO4)과 연결된다.

트랜지스터들(424, 426)의 전류통로들은 전원전압(VCC)과 출력단자(429)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424

)의 제어단자와 인버터(428)의 입력단은 인에이블 신호(ENBL1)에 연결된다. 인버터(428)의 출력단은 트랜지스터(4

26)의 제어단자와 연결된다.

도 9는 도 8의 고전압 램프 회로(400a)의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인에이블 신호들(ENBL1-EN

BL4)은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순차적으로 활성화된다. 인에이블 신호들(ENBL1-ENBL4)의 활성기간들은 상호 중첩

된다.

전압 펌프들(416, 418, 420, 422) 각각은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대응하는 인에이블 신호(ENBL1, ENBL2, ENBL3, 

또는 ENBL4)에 응답하여 VPP + Vth의 공급전압을 공급한다. 여기서, VPP는 약 18V 내지 20V이고, Vth는 부하소

자인 트랜지스터(402, 404, 또는 406)의 문턱전압이다. 이와는 달리, 전압 펌프(416)는 VPP - 2Vth의 전압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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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압 펌프(418)는 VPP - Vth의 전압을, 전압 펌프(420)는 VPP의 전압을, 그리고 전압 펌프(422)는 VPP + Vt

h의 전압을 출력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인에이블 신호들(ENBL1-ENBL4)이 순차로 활성화 됨에 따라 선택된 글로벌 워드 라인(S i ) 

상의 전압(Rout)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단 형상으로 증가된다. 선택된 글로벌 워드 라인(S i ) 상의 전압(Rou

t)은 로우 디코더(600)를 통해 선택된 워드 라인(WL i )(예컨대, WL1)으로 전달되므로,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선택된

워드 라인(WL i )(예컨대, WL1)으로 전달되는 프로그램 전압도 계단 형상으로 증가된다. 이때, 프로그램 전압의 상

승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의 1/10(또는 10%) 내지 2/10(또는 20%)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

램 전압의 완만한 증가는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인접한 워드 라인(예컨대, WL1) 간의 커패시티브 커플링 효과를 

감소시켜서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TS1)가 턴-온 되는 것을 억제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선택된 셀 트랜지스터의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스트링 선택 라인(SSL)

으로 VCC-Vcpl보다 낮은 전압(Vsel)이 인가됨과 동시에 프로그램 전압(Vpgm)이 계단형태로 서서히 증가되므로,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그에 인접한 워드 라인(예컨대, WL1) 간에 존재하는 기생 커패시터에 의한 프로그램 간섭

현상이 감소된다. 즉, 비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의 프로그램 방지 효율이 증대되고, 프로그램 실패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도 10은 도 3의 고전압 램프 회로(400)의 제2예의 회로도이다. 도 10을 참조하여, 고전압 램프 회로(400b)는, 3개의 

부하소자들(432, 434, 436)로 구성되는 제1부하회로(또는 전압 클램프 회로), 2개의 부하소자들(440, 442)로 구성되

는 제2부하회로, 1개의 부하소자(446)로 구성되는 제3부하회로, 4개의 인핸스먼트 타입 NMOS 트랜지스터들(430, 

438, 444, 448), 4개의 전압 펌프들(450, 452, 454, 456), 인핸스먼트 타입 PMOS 트랜지스터(458), 디플리션 타입 

NMOS 트랜지스터(460), 그리고 인버터(462)를 포함한다.

고전압 램프 회로(400b)는, 도 8의 회로와 마찬가지로, 고전압 펌프 회로(200)로부터의 고전압(VPP)(또는 프로그램 

전압(Vpgm)), 제어 블럭(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의 인에이블 신호들(ENBL5, ENBL6, ENBL7, ENBL8), 그리고 클

럭 발생기(도시되지 않음)로부터의 클럭 신호(CLK)를 받아들인다. 인에이블 신호들(ENBL5-ENBL8)은 도 8 및 9의 

인에이블 신호들(ENBL1-ENBL4)에 각각 대응하는 신호들로서 이들은 전압 펌프들(450, 452, 454, 456)로 각각 인

가된다.

전압 펌프들(450, 452, 454, 456) 각각은 도 6에 도시된 회로(302)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부하소자들로서는 다이

오드-연결의 NMOS 트랜지스터들(432, 434, 436, 440, 442, 446)이 사용된다.

트랜지스터들(432, 434, 436)의 전류통로들은 직렬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들(432, 434, 436)의 직렬연결된 전류통

로들의 일단은 출력단자(463)과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30)의 전류통로는 트랜지스터들(432, 434, 436)의 

직렬연결된 전류통로들의 타단과 고전압(VPP)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단자는 전압 펌프(450)의 출력단(HVO5

)과 연결된다.

트랜지스터들(440, 442)의 전류통로들 또한 직렬로 연결되고, 이렇게 직렬연결된 전류통로들의 일단은 출력단자(46

3)과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38)의 전류통로는 트랜지스터들(440, 442)의 직렬연결된 전류통로들의 타단과 

고전압(VPP)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단자는 전압 펌프(452)의 출력단(HVO6)과 연결된다.

트랜지스터(446)의 전류통로의 일단은 출력단자(463)와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44)의 전류통로는 트랜지스

터(446)의 전류통로의 타단과 고전압(VPP)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단자는 전압 펌프(454)의 출력단(HV07)과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48)의 전류통로는 고전압(VPP)와 출력단자(463)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단자는 전압 스

위치 펌프(456)의 출력단(HVO8)과 연결된다.

트랜지스터들(458, 460)의 전류통로들은 전원전압(VCC)과 출력단자(463)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458

)의 제어단자와 인버터(462)의 입력단은 인에이블 신호(ENBL5)와 연결된다. 인버터(462)의 출력단은 트랜지스터(4

60)의 제어단자와 연결된다.

고전압 램프 회로(400b)는 도 8의 회로(400a)와 동일한 타이밍으로 동작한다. 즉, 인에이블 신호들(ENBL5-ENBL8)

의 타이밍은 도 8 및 9의 인에이블 신호들(ENBL1-ENBL4)의 그것과 동일하고, 출력단자(463) 상의 출력신호(Rout)

의 파형도 도 8 및 9의 신호(Rout)의 그것과 동일하다.

도 11은 도 3의 고전압 램프 회로(400)의 제3예의 회로도이다. 도 11을 참조하여, 고전압 램프 회로(400c)는, 3개의 

인핸스먼트 타입 NMOS 트랜지스터들(466, 468, 470), 3개의 전압 펌프들(472, 474, 476), 인핸스먼트 타입 PMOS 

트랜지스터(478), 디플리션 타입 NMOS 트랜지스터(480), 그리고 인버터(482)를 포함한다.

고전압 램프 회로(400c)는 고전압 펌프(200) 등으로부터 서로 다른 전압들(VPP1, VPP2, VPP3)을 공급받는다. 예

컨대, 전압 VPP1 4V 내지 5V이고, VPP2는 8V 내지 9V이고, 그리고 VPP3는 18V 내지 20V이다. 또, 고전압 램프 

회로(400c)는 제어 블럭(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 3개의 인에이블 신호들(ENBL9, ENBL10, ENBL11)을 공급받는데

, 이들 신호들(ENBL9, ENBL10, ENBL11)은 전압 펌프들(472, 474, 476)로 각각 제공된다. 또, 고전압 램프 회로(4

00c)는 클럭 발생기(도시 되지 않음)로부터 클럭 신호(CLK)를 공급받으며, 이 클럭 신호(CLK)는 각 전압 펌프들(47

2, 474, 476)로 제공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66)의 전류통로는 고전압(VPP)(예컨대, 18V 내지 20V)과 출력단자(483) 사이에 연결되고, 그

것의 제어전극은 전압 펌프(472)의 출력단(HVO9)에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68)의 전류통로는 고전압(VPP)

과 출력단자(483)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전극은 전압 펌프(474)의 출력단(HVO10)에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

지스터(470)의 전류통로는 고전압(VPP)과 출력단자(483)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전극은 전압 펌프(476)의 출

력단(HVO11)에 연결된다.

전압 펌프들(472, 474, 476) 각각은 도 6에 도시된 회로(302)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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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들(478, 480)의 전류통로들은 전원전압(VCC)와 출력단자(483)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478

)의 제어단자와 인버터(482)의 입력단은 인에이블 신호(ENBL9)와 연결된다. 인버터(482)의 출력단은 트랜지스터(4

80)의 제어단자와 연결된다.

도 12는 도11의 고전압 램프 회로(400c)의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11 및 도 12를 참조하여, 인에이블 신호들(ENBL9

-ENBL11)은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순차적으로 활성화된다. 인에이블 신호들(ENBL9-ENBL11)의 활성기간들은 상

호 중첩된다.

전압 펌프들(472, 474, 476) 각각은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대응하는 인에이블 신호(ENBL9, ENBL10, 또는 ENBL1

1)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전압(VPP1, VPP2, 또는 VPP3) + Vth의 공급전압을 공급한다. 여기서, Vth는 스위치 트랜

지스터(466, 468, 또는 470)의 문턱전압이다.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인에이블 신호들(ENBL9-ENBL11)이 순차로 활성화 됨에 따라 선택된 글로벌 워드 라인(S i

) 상의 전압(Rout)은,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단 형상으로 증가된다. 선택된 글로벌 워드 라인(S i ) 상의 전압(R

out)은 로우 디코더(600)를 통해 선택된 워드 라인(WL i )(예컨대, WL1)으로 전달되므로,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선

택된 워드 라인(WL i )(예컨대, WL1)으로 전달되는 프로그램 전압도 계단 형상으로 증가된다.

도 13은 도 3의 고전압 램프 회로(400)의 제4예의 회로도이다. 도 13을 참조하여, 고전압 램프 회로(400d) 또한 도 1

1의 회로(400c)와 마찬가지로, 3개의 인핸스먼트 타입 NMOS 트랜지스터들(484, 486, 488), 3개의 전압 펌프들(49

2, 494, 496), 인핸스먼트 타입 PMOS 트랜지스터(498), 디플리션 타입 NMOS 트랜지스터(502), 그리고 인버터(504

)를 포함한다.

고전압 램프 회로(400d)는 고전압 펌프(200) 등으로부터 서로 다른 전압들(VPP1, VPP2, VPP3)를 공급받는다. 예

컨대, 전압 VPP1는 4V 내지 5V이고, VPP2는 8V 내지 9V, 그리고 VPP3는 18V 내지 20V이다. 또, 고전압 램프 회

로(400d)는 제어 블럭(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 3개의 인에이블 신호들(ENBL12, ENBL13, ENBL14)을 공급받는데,

이들 신호들(ENBL12, ENBL13, ENBL14)은 전압 펌프들(492, 494, 496)로 각각 제공된다. 또, 고전압 램프 회로(4

00d)는 클럭 발생기(도시 되지 않음)로부터 클럭 신호(CLK)와 고전압 펌프(200)로부터의 고전압(VPP)을 공급받으

며, 이들 클럭 신호(CLK)와 고전압(VPP)은 각 전압 펌프들(492, 494, 496)로 제공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84)의 전류통로는 전압(VPP1)과 출력단자(505)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전극은 전압 펌프

(492)의 출력단(HVO12)에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86)의 전류통로는 전압(VPP2)과 출력단자(505)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전극은 전압 펌프(494)의 출력단(HVO13)에 연결된다. 스위치 트랜지스터(488)의 전류통로는 

전압(VPP3)과 출력단자(505)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전극은 전압 펌프(496)의 출력단(HVO14에 연결된다.

전압 펌프들(492, 494, 496) 각각은 도 6에 도시된 회로(302)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트랜지스터들(498, 502)의 전류통로들은 전원전압(VCC)과 출력단자(505)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498

)의 제어단자와 인버터(504)의 입력단은 인에이블 신호(ENBL12)와 연결된다. 인버터(504)의 출력단은 트랜지스터(

502)의 제어단자와 연결된다.

고전압 램프 회로(400d)는 도 11의 회로(400c)와 동일한 타이밍으로 동작한다. 즉, 인에이블 신호들(ENBL12-ENB

L14)의 타이밍은 도 11 및 12의 인에이블 신호들(ENBL9-ENBL11)의 그것과 동일하고, 출력단자(505) 상의 출력신

호(Rout)의 파형도 도 11 및 12의 출력신호(Rout)의 그것과 동일하다.

도 14는 도 3의 로우 디코더(600)의 회로도이다. 도 14를 참조하여, 로우 디 코더(600)는 고전압제어회로(650), 그리

고 NMOS 트랜지스터들(602, 604, 606, 608, ..., 636, 638, 640)을 포함한다.

도 15는 도 14의 고전압제어회로(650)의 회로도이다. 도 15를 참조하여, 고전압제어회로(650)는 입력단자들(641, 6

42, 643), 커패시터들(652, 656), NMOS 트랜지스터들(654, 660, 662, 664, 666), 인버터들(658, 668), 그리고 출력

단자들(671, 672)을 포함한다.

입력단자들(641, 642, 643)은 클럭 신호(CLK), 고전압(VPP), 그리고 어드레스 신호(ADD[i])를 각각 공급받는다. 출

력단자들(671, 672)은 디스챠지 신호(DSCG)와 소정의 출력전압(VPPout)(예컨대, Vpgm + Vth)을 각각 제공한다.

커패시터(652)의 제1전극은 입력단자(641)와 연결되고, 그것의 제2전극은 트랜지스터(654)의 전류통로의 제1단 및 

트랜지스터(654)의 제어전극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트랜지스터(654)의 전류통로의 제2단은 커패시터(656)의 제1전

극, 트랜지스터(660)의 전류통로의 제1단, 그리고 트랜지스터들(662, 664)의 제어전극들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트랜

지스터(660)의 전류통로의 제2단은 입력단자(643)와 연결된다. 또, 트랜지스터(660)의 제어전극은 전원전압(VCC)

과 연결된다.

인버터(658)의 입력단은 입력단자(641)와 연결되고, 그것의 출력단은 커패시터(656)의 제2전극과 연결된다. 트랜지

스터(662)의 전류통로는 입력단자(642)와 트랜지스터(654)의 제어전극 사이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664)의 전류통

로는 입력단자(642)과 출력단자(672) 사이에 연결된다. 트랜지스터(666)의 전류통로는 출력단자(672)와 접지전압(V

SS) 사이에 연결된다. 인버터(668)의 입력단은 입력단자(643) 에 연결되고, 그것의 출력단은 트랜지스터(666)의 제

어단자 및 출력단자(671)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도 15의 고전압제어회로(650)의 구성요소들(652, 654, 656, 658, 660, 662, 664) 는 도 6의 전압 펌프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들(666, 668)은 어드레스 신호(ADD[i])의 비활성화 시에 출력단자(672)를 방전시키

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도 14를 참조하여, 트랜지스터(602)의 전류통로는 접지전압(VSS) 레벨의 스트링 선택 라인 그라운드 신호(SSL

GND)와 스트링 선택 라인(SSL)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전극은 디스챠지 신호(DSCG)와 연결된다. 디스챠지 

신호(DSCG)가 활성화 되면, 스트링 선택 라인(SSL)은 방전되어서 접지전압 레벨로 된다.

트랜지스터(604)의 전류통로는 스트링 선택 라인 드라이버(300)로부터의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 구동신호(SSLDR

V)와 스트링 선택 라인(SSL) 사이에 연결되고, 그것의 제어전극은 고전압제어회로(650)로부터의 고전압(VPPou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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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트랜지스터들(604-640)의 전류통로들은 로우 프리디코더(500)로부터의 글로벌 워드 라인들(S1-S16), 글

로벌 그라운드 선택 라인 구동신호(GSLDRV)와 워드 라인들(WL1-WL15),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 사이에 각각 

연결되고, 그들의 제어전극들은 고전압제어회로(650)으로부터의 고전압(VPPout)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로우 디코더(600)는 어드레스 신호(ADD[i])에 응답하여 글로벌 스트링 선택 라인(GSSL), 글로벌 워드 라인(S1-S16

), 그리고 글로벌 그라운드 선택 라인(GGSL) 상의 전압들을 셀 어레이(100) 상의 스트링 선택 라인(SSL), 워드 라인

들(WL1- WL16), 그리고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로 각각 전달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선택된 셀 트랜지스터의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스트링 선택 라인에는 VCC-Vcpl 보

다 낮은 전압(Vsel)이 인가되고, 선택된 워드 라인에는 프로그램 전압(Vpgm)이 계단 형태로 서서히 증가된다. 이는 

고집적 장치에서도 스트링 선택 라인과 그에 인접한 신호 라인 간의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해서 스트링 선택 트랜지

스터가 턴-온 되지 않도록 하여 프로그램 전압(Vpgm)의 인가 시에 프로그램 방지된 셀 트랜지스터들의 채널 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한다. 결국, 본 발명에 의하면, 프로그램 방지된 셀 트랜지스터들의 채널 전압 감소로 인한 그 셀 

트랜지스터들의 프로그램 방지 실패가 생기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트 라인;

제1선택 라인;

상기 제1선택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비트 라인에 일단이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1선택 트랜

지스터;

상기 제1선택 라인에 인접하게 그리고 상기 제1선택 라인과 나란히 배치되는 워드 라인;

상기 워드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일단이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제2선택 라인;

상기 제2선택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일단이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되고 타단이 접지전압에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2선택 트랜지스터;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프로그램 동작 동안 전원전압보다 높은 고전압을 발생하는 고전압 펌프 회로;

상기 고전압이 상기 워드 라인으로 공급되는 동안에 상기 제1선택 라인으로 상기 전원전압보다 낮도록 제한되는 선

택전압을 공급하는 선택 라인 드라이버;

상기 고전압 및 상기 선택전압을 공급받아서 상기 워드 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는 워드 라인 디코더; 그리

고

상기 프로그램 전압의 라이징 슬롭을 제어하는 슬롭 제어회로를 포함하되,

상기 슬롭 제어회로는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 상기 제1선택 라인과 상기 워드 라인 간의 커패시티브 커플링을 방지

하기에 충분한 소정의 시간 동안에 상기 프로그램 전압이 상승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

모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전압은 상기 전원전압보다 적어도 상기 제1선택 라인과 상기 워드 라인 간의 커플링 전압만큼 낮고, 그리고

상기 선택전압은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보다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가적인 워드 라인들과;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가적인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들을 더 포함하되,

상기 부가적인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의 제어전극들은 상기 부가적인 워드 라인들에 각각 연결되고, 상기 

부가적인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의 전류통로들이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와

상기 제2선택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전압은 계단형태로 증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의 1/10 내지 2/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453854

- 11 -

상기 슬롭제어 회로는 상기 고전압을 받아들여서 복수 개의 전압들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

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전압들은 서로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전압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고전압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복수 개의 비트 라인들;

제1선택 라인;

복수 개의 워드 라인들;

제2선택 라인;

복수 개의 메모리 셀 스트링들;

상기 셀 스트링들 각각은 제1선택 트랜지스터, 상기 워드 라인들에 대응하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 그리

고 제2선택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 그리고 상기 제2선택 트랜지스터들의 전류통로들은 상기 비

트 라인들 중의 대응하는 하나와 접지전압 사이에 직렬로 연결되고,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제어전극,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의 제어전극들 그리고 상기 제2선택 트랜지스터

의 제어전극은 상기 제1선택 라인, 상기 워드 라인들 그리고 상기 제2선택 라인에 각각 연결되며,

상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의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제1선택 라인으로 제1선택전압과 이 제1선택전압보다 낮

은 제2선택전압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선택 라인 드라이버;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 전원전압보다 높은 그리고 소정의 상승시간을 갖는 고전압을 발생하는 고전압 펌프 회로;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고전압의 상승시간을 증가시키는 고전압 램 프 회로; 그리고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제1선택 라인과 인접한 워드 라인을 선택하고, 상기 증가된 상승시간의 상기 고전압

을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으로 공급하는 것에 의해 상기 제1선택 라인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간의 커패시티브 커

플링을 막는 워드 라인 디코딩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선택전압은, 상기 증가된 상승시간의 상기 고전압이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으로 인가되는 동안에, 상기 제1

선택 라인으로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증가된 상승시간의 상기 고전압은,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계단 형상으로 증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선택 전압은 VCC-Vcpl에서 Vth(여기서, VCC는 상기 전원전압, Vcpl는 프로그램 동작시 상기 제1선택 라

인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간의 커플링 전압, Vth는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라인 드라이버는,

제1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선택 라인으로 상기 제1선택전압을 공급하는 제1전압공급회로, 그

리고

제2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선택 라인으로 상기 제2선택전압을 공급하는 제2전압공급회로를 

포함하되,

상기 제1 및 제2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들은 교대로 활성화되고, 그리고 상기 제2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는 상기 

증가된 상승시간의 상기 고전압이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으로 인가되는 동안에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

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는, 상기 제2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될 때, 비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장치.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증가된 상승시간은 대략 프로그램 시간의 1/10 내지 2/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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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비트 라인;

제1선택 라인;

상기 제1선택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비트 라인에 일단이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1선택 트랜

지스터;

상기 제1선택 라인에 인접하게 그리고 상기 제1선택 라인과 나란히 배치되는 워드 라인;

상기 워드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일단이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제2선택 라인;

상기 제2선택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일단이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되고 타단이 접지전압에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2선택 트랜지스터;

전원전압보다 높은 고전압을 발생하는 고전압 펌프 회로;

상기 고전압 펌프 회로와 연결되고,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복수 개의 램프 인에이블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워드 라

인으로 프로그램 전압을 공급하는 고전압 램프 회로;

상기 램프 인에이블 신호들은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되 상기 램프 인에이블 신호들의 활성화 기간들이 상호 중첩되어

서 상기 워드 라인 상의 상기 프로그램 전압이 계단 형상으로 증가되며; 그리고

상기 프로그램 전압이 상기 워드 라인으로 공급되는 동안에, 복수 개의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제1선택 라인으로 전원전압보다 낮은 선택전압을 공급하는 선택 라인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

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램프 회로는 상기 램프 인에이블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워드 라인 상으로 복수 개의 전압들을 공급하

고, 상기 복수 개의 전압들은 서로 상이하며, 상기 복수 개의 전압들 중 하나는 상기 고전압 또는 상기 프로그램 전압

과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비트 라인;

제1선택 라인;

상기 제1선택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비트 라인에 일단이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1선택 트랜

지스터;

상기 제1선택 라인에 인접하게 그리고 상기 제1선택 라인과 나란히 배치되는 워드 라인;

상기 워드 라인과 연결되고 상기 워드 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워드 라인 디코더;

상기 워드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일단이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제2선택 라인;

상기 제2선택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일단이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되고 타단이 접지전압에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2선택 트랜지스터;

프로그램 동작 동안 전원전압보다 높은 고전압을 발생하는 고전압 펌프 회로;

상기 고전압 펌프 회로와 상기 워드 라인 더코더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 복수 개의 부하소자들을 구비하고, 복수 개

의 램프 인에이블 신호들에 응답하여 상기 워드 라인 디코더에 상기 부하소자들을 통해 복수 개의 공급전압들을 차례

로 공급하는 고전압 램프 회로; 그리고

상기 복수의 공급전압들이 상기 워드 라인 디코더를 통해 워드 라인으로 공급되는 동안에 상기 제1선택 라인으로 소

정의 선택전압을 공급하는 선택 라인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선택전압은 VCC-Vcpl에서 Vth(여기서, VCC는 상기 전원전압, Vcpl는 프로그램 동작시 상기 제1선택 

라인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간의 커플링 전압, Vth는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램프 인에이블 신호들은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호 중첩되어서 상기 워드 라인의 전위가 소정

의 시간 동안 계단 형상으로 증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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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의 1/10 내지 2/10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램프회로는,

상기 고전압 펌프 회로와 상기 워드 라인 디코더 사이에서 직렬로 순서대로 접속되는 제1 내지 제3부하소자들;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제1 램프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제1공급전압을 공급하는 제1전압 펌프;

상기 제1공급전압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제3부하소자와 상기 워드 라인 디코더 사이에 연결되는 전류

통로를 갖는 제1 스위치 트랜지스터;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제2 램프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제2공급전압을 공급하는 제2전압 펌프;

상기 제2공급전압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제2부하소자와 상기 워드 라인 디코더 사이에 연결되는 전류

통로를 갖는 제2 스위치 트랜지스터;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제3 램프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제3공급전압을 공급하는 제3전압 펌프;

상기 제3공급전압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제1부하소자와 상기 워드 라인 디코더 사이에 연결되는 전류

통로를 갖는 제3 스위치 트랜지스터;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제4 램프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제4공급전압을 공급하는 제4전압 펌프; 그리고

상기 제4공급전압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고전압 펌프 회로와 상기 워드 라인 디코더 사이에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4 스위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되,

상기 제1 내지 제4 램프인에이블 신호들은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

치.

청구항 26.
비트 라인;

제1선택 라인;

상기 제1선택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비트 라인에 일단이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1선택 트랜

지스터;

상기 제1선택 라인에 인접하게 그리고 상기 제1선택 라인과 나란히 배치되는 워드 라인;

상기 워드 라인과 연결되고 상기 워드 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워드 라인 디코더;

상기 워드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일단이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제2선택 라인;

상기 제2선택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일단이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되고 타단이 접지전압에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2선택 트랜지스터;

전원전압보다 높은 고전압을 발생하는 고전압 펌프 회로;

상기 고전압 펌프 회로와 상기 워드라인 디코더 사이에 병렬로 접속되는 복수 개의 부하회로들을 구비하고, 복수 개

의 램프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워드 라인 디코더에 상기 부하소자들을 통해 복수 개의 공급전압들을 차례로

공급하는 고전압 램프 회로; 그리고

상기 복수의 공급전압들이 상기 워드 라인으로 공급되는 동안에 상기 제1선택 라인으로 소정의 선택전압을 공급하는

선택 라인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선택전압은 VCC-Vcpl에서 Vth(여기서, VCC는 상기 전원전압, Vcpl는 프로그램 동작시 상기 제1선택 

라인과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간의 커플링 전압, Vth는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램프 인에이블 신호는 상호 중첩되어서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워드 라인 상의 상기 프로그

램 전압이 소정의 시간동안 계단 형상으로 증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의 1/10 내지 2/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부하회로들의 부하값들은 서로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1.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램프 회로는,

상기 고전압 펌프 회로와 상기 워드 라인 디코더 사이에 병렬로 순서대로 접속되는 제1 내지 제3부하회로들;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제1 램프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제1공급전압을 공급하는 제1전압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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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공급전압을 입력받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고전압 펌프 회로와 상기 제1부하회로 사이에 연결되는 전류

통로를 갖는 제1 스위치 트랜지스터;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제2 램프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제2공급전압을 공급하는 제2전압 펌프;

상기 제2공급전압을 입력받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고전압 펌프 회로와 상기 제2부하회로 사이에 연결되는 전류

통로를 갖는 제2 스위치 트랜지스터;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제3 램프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제3공급전압을 공급하는 제3전압 펌프;

상기 제3공급전압을 입력받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고전압 펌프 회로와 상기 제3부하회로 사이에 연결되는 전류

통로를 갖는 제3 스위치 트랜지스터;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제4 램프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제4공급전압을 공급하는 제4전압 펌프; 그리고

상기 제4공급전압을 입력받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고전압 펌프 회로와 상기 워드 라인 디코더 사이에 연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4 스위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내지 제4 램프인에이블 신호들은 순차적으로 활성화되어 상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워드 라인의 전위

가 계단 형상으로 증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2.
비트 라인; 제1선택 라인; 이 제1선택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상기 비트 라인에 일단이 연결되는 전류통

로를 갖는 제1선택 트랜지스터; 상기 제1선택 라인에 인접하게 그리고 상기 제1선택 라인과 나란히 배치되는 워드 라

인; 상기 워드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극과, 그리고 일단이 상기 제1선택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

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제2선택 라인; 그리고 상기 제2선택 라인에 연결되는 제어전

극과, 그리고 일단이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상기 전류통로의 타단에 연결되고 타단이 접지전압에 연

결되는 전류통로를 갖는 제2선택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를 프로그램 하는 방법에 있

어서: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전원전압보다 높은 소정의 라이징 슬롭의 프로그램 전압을 발생하는 단계;

상기 프로그램 전압의 상기 라이징 슬롭을 감소시키는 단계; 그리고

상기 감소된 라이징 슬롭의 프로그램 전압이 상기 워드 라인으로 인가되는 동안에 상기 제1선택 라인으로 상기 전원

전압 이하의 선택전압을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감소된 라이징 슬롭의 프로그램 전압의 상승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의 1/10 내지 2/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집적회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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