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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요약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분)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검증동작시에 다른 3종류의 전압을 순차로 워드선에 인가해서 라이트동작을 실행하고, 메

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을 제어하고, 이 때 3회의 라이트동작 1회마다 라이트할 4진(2비트)의 정보에 대응한 2진(1비트

)의 라이트 데이타를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에서 합성하고,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의 정보를 라이트하는 것에

의해 플래시메모리의 기억용량이 증배하며, 정보리드에서는 다른 3종류의 전압을 워드선에 인가해서 리드된 3종류의

2진(1비트)의 정보를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에서 합성해서 메모리셀의 기억정보를 2비트의 정보로 변환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플래시메모리와 같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대용량화를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대용량

화에 따른 칩면적의 증대를 극력 억제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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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관한 플래시메모리의 블럭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되는 메모리셀 어레이 및 센스래치의 일부분을 상세하게 도시한 1예 회로도,

도 3은 1개의 메모리셀에 대한 4진 라이트에 있어서의 라이트 검증전압과 임계값전압의 관계를 도시한 설명도,

도 4는 라이트시에 있어서의 워드선 인가전압의 1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5는 4진 데이타의 라이트의 1예를 설명하기 위해 4개의 메모리셀과 각각에 라이트되는 4진 라이트 데이타의 대응

관계를 도시한 설명도,

도 6은 도 4의 라이트상태를 얻기 위한 제1단계로서 4개의 메모리셀을 모두 소거상태로 했을 때의 상기 4개의 메모

리셀의 임계값전압을 도시한 설명도,

도 7은 도 4의 라이트상태를 얻기 위한 제2단계로서 4개의 메모리셀을 모두 소거상태로 한 후의 「라이트1」에 의해

서 얻어지는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의 변화를 도시한 설명도,

도 8은 도 4의 라이트상태를 얻기 위한 제3단계로서 「라이트2」에 의해서 얻어지는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의 변화

를 도시한 설명도,

도 9는 도 4의 라이트상태를 얻기 위한 제4단계로서 「라이트3」에 의해서 얻어지는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의 변화

를 도시한 설명도,

도 10은 라이트전압의 인가상태로서 라이트펄스폭을 점증시키는 경우의 전압파형도의 1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11은 라이트전압의 인가상태로서 라이트펄스전압을 점증시키는 경우의 전압파형도의 1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12는 라이트 데이타를 우수 및 기수 비트로 분리하는 회로의 1예를 도시한 논리회로도,

도 13은 도 12에 도시되는 회로의 1예의 동작타이밍도,

도 14는 도 1의 메모리셀 어레이, 센스래치회로, 라이트 변환회로 및 리드변환회로의 접속형태의 1예를 도시한 블럭

도,

도 15는 도 12에 도시되는 회로에서 우수 및 기수로 분리된 데이타에서 「라이트1」∼ 「라이트3」을 위한 데이타를

생성하는 라이트 데이타 합성회로의 1예의 논리회로도,

도 16a∼도 16c는 도 15의 라이트 데이타 합성회로에 의한 합성결과의 1예를 「라이트1」∼「라이트3」의 각각에 

대응해서 도시한 설명도,

도 17은 4진으로 데이타가 라이트된 메모리셀에 대한 리드시에 있어서의 워드선전위와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의 관

계를 도시한 설명도,

도 18은 리드워드선으로 인가하는 전압의 1예의 파형도,

도 19는 4진 데이타의 리드의 1예를 설명하기 위해 4개의 메모리셀과 각각에 라이트된 4진 라이트 데이타의 대응관

계를 도시한 설명도,

도 20은 도 19에 도시되는 메모리셀에 대한 「리드1」에 의해서 얻어지는 2진 데이타를 도시한 설명도,

도 21은 도 19에 도시되는 메모리셀에 대한 「리드2」에 의해서 얻어지는 2진 데이타를 도시한 설명도,

도 22는 도 19에 도시되는 메모리셀에 대한 「리드3」에 의해서 얻어지는 2진 데이타를 도시한 설명도,

도 23은 리드 데이타 합성회로의 1예를 도시한 논리회로도,

도 24는 리드 데이타 합성회로의 출력결과의 1예를 도시한 설명도,

도 25는 리드 데이타 합성회로의 출력에 따라서 상위비트와 하위비트를 교대로 출력하는 회로의 1예의 회로도,

도 26은 도 25에 도시되는 회로의 1예의 동작타이밍도,

도 27은 라이트 데이타 및 리드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버퍼를 구비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형태에 관한 

플래시메모리의 블럭도,

도 28은 CPU를 구비한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관한 플래시메모리의 블럭도,

도 29는 라이트 데이타 및 리드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버퍼와 CPU를 구비한 본 발명의 제4 실시형태에 관한

플래시메모리의 블럭도,

도 30은 버퍼로서의 DRAM과 CPU를 멀티칩에서 갖는 형식의 본 발명의 제5 실시형태에 관한 플래시메모리의 블럭

도,

도 31은 버퍼로서의 SRAM과 CPU를 멀티칩에서 갖는 형식의 본 발명의 제6 실 시형태에 관한 플래시메모리의 블럭

도,

도 32는 메모리셀에 4진의 정보를 라이트하는 동작의 1예 흐름도,

도 33은 4진의 정보가 라이트된 메모리셀에 대한 리드동작의 1예 흐름도,

도 34는 3종류의 검증전압 전환을 위한 구성예를 도시한 블럭도,

도 35는 1개의 메모리셀이 2진의 정보를 기억하는 플래시메모리의 부분적인 구성의 1예를 도시한 회로도,

도 36은 2진의 정보가 라이트된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 분포의 1예를 도시한 설명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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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1개의 메모리셀에 4진의 정보(2비트분의 정보)를 기억가

능하게 해서 기억용량을 증대시킨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예를 들면, 플래시메모리등의

전기적으로 리라이트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적용해서 유효한 기술이다.

종래의 부유게이트 중에 전자를 주입하는 것에 의해 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예를 들면 

플래시메모리에 대해서는 Symposium on VLSI Circuits Digest of Technical Papers, pp. 61∼62, 1994) 등에 기

재되어 있다. 이하, 이 종래의 플래시메모리의 [1] 소거, [2] 라이트, [3] 라이트 검증, [4] 리드의 각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35에는 1개의 플래시메모리로 2진의 정보(1비트분의 정보)를 기억하는 플래시메모리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워

드선WL과 비트선BL에 접속되는 메모리셀MC를 도시한 주요부 회로가 도시되어 있다. N9∼N12는 스위치동작을 하

는 NMOS 트랜지스터(이하, 단지 NMOS 스위치라 한다)를 나타낸다. 또, 소오스선은 SOL로 나타낸다.

또, 메모리셀MC중의 부유게이트 중에 전자가 주입되고 메모리셀MC의 임계값전압이 높은 상태(Vth0)이 소거된 상

태, 즉 라이트된 정보가 '0'인 상태로 한다. 반대로, 부유게이트 중에 전자가 주입되어 있지 않고 메모리셀MC의 임계

값전압이 낮은 상태(Vth1)이 라이트된 상태, 즉 라이트된 정보가 '1'인 상태로 한다.

도 36에는 이와 같이 메모리셀이 2진의 정보를 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 분포가 예시되어 

있다.

[1] 소거동작

이 예에서는 소거동작은 워드선마다 실행된다. 워드선WL을 예를 들면 12V로 하고, 메모리셀MC의 기판전압VWEL

과 소오스선SOL에 예를 들면 -4[V]를 인가하는 것에 의해 소거가 실행된다. 이것에 의해 부유게이트에 전자가 주입

되고, 메모리셀MC의 임계값전압이 높아져 소거된 상태로 된다.

[2] 라이트동작

라이트동작은 부유게이트중의 전자를 빼내어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을 낮게 하는 동작이다.

우선, 메모리셀MC에 라이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입출력선IO를 하이레벨(이하, 하이레벨을 'High'라고도 한다)로, 

라이트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우레벨(이하, 로우레벨을 'Low'라고도 한다)로 하고, 센스래치SL에 'High' 또는 '

Low'의 데이타를 래치시킨다.

다음에, 센스래치SL의 동작전원전압VSA를 전원전압VCC에서 예를 들면 4[V]로 올리고, 제어신호선PG를 상승시켜

서 NMOS 스위치N10을 온시킨다. 이 때, 센스래치SL에 'High'가 래치되어 있으면, 센스래치SL의 노드A측이 'High'

이므로 NMOS 스위치N11이 온하고, NMOS 스위치N10, N11을 통해서 비트선BL이 4V로 프리챠지된다. 한편, 센스

래치SL에 'Low'가 래치되어 있으면 노드A는 'Low'이므로, NMOS 스위치N11은 오프의 상태이고, 비트선BL은 프리

챠지되지 않고 비트선은 0[V]로 된다. 그 후, 제어신호선PG의 전압을 내려서 NMOS 스위치N10을 오프시키고 나서 

제어신호선PG를 상승시켜 NMOS 스위치N12를 온시키고 워드선WL을, 예를 들면 -9[V]로 해서 라이트동작을 실행

한다. 이 때, 소오스선과 메모리셀MC의 기판전압VWEL은 0[V]로 해 둔다. 그 후, 제어신호선TR의 전압을 내려서 N

MOS 스위치N10을 오프로 하고, 워드선WL을 0[V]로한 후, 제어신호선DDC를 상승시키고 NMOS 스위치N9를 온시

켜서 비트선BL을 디스챠지한다. 그리고, 제어신호선DDC의 전압을 내려서 NMOS 스위치N9를 오프시키고 나서 다음

의 라이트 검증동작을 실행한다.

[3] 라이트 검증 동작

라이트 검중 동작은 우선 전압VSA를, 예를 들면 1[V]로 해서 제어신호선 PG를 상승시키고 NMOS 스위치N10을 온

시킨다. 이 때, 항목[2]의 라이트동작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센스래치SL에 'High'가 래치되어 있으면, NMOS 스위치

N11이 온하고 비트선BL은 1[V]로 프리챠지되고, 'Low'가 래치되어 있으면, NMOS 스위치N11은 오 프이므로 비트

선BL을 프리챠지되지 않는다. 다음에, 제어신호선PG의 전압을 내려서 NMOS 스위치N10을 오프시키고, 워드선WL

을 예를 들면 1.5[V], 소오스선과 메모리셀MC의 기판전압VWEL을 0[V]로 하면, 항목[2]의 라이트동작에 의해서 

메모리셀MC의 임계값전압이 낮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메모리셀MC가 온하고, 비트선BL에서 소오스선측으로

전류가 흘러 비트선BL의 전위가 내려간다. 한편, 항목[2]의 라이트동작에 의해 메모리셀 MC의 임계값전압이 낮은 

상태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메모리셀MC는 온하지 않아 비트선BL의 전위는 내려가지 않는다. 워드선의 전압을 

0[V]로 되돌리고 나서 제어신호선TR을 상승시켜서 NMOS 스위치N12를 온시킨다. 이 때, 비트선BL의 전위가 내려

가 있으면 노드A의 전위도 내려가고, 센스래치SL에 래치된 'High'는 'Low'로 반전하지만, 비트선BL의 전위가 내려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노드A의 전위는 내려가지 않고, 센스래치SL에 래치된 'High'는 'High' 상태인 채로 반전하지 않

는다.

메모리셀MC에 대해 [2]의 라이트동작이 실행되고, 메모리셀MC의 임계값 전압이 낮아지면('1'이 라이트된 상태), 라

이트 검중 동작에 의해 센스래치SL에 래치된 'High'가 'Low'로 반전하고, 라이트동작이 종료했다고 판정된다. 이것에

대해 [2]의 라이트동작에 의해 메모리셀MC의 임계값전압이 높은 경우('0'이 라이트된 상태)에는 센스래치SL이 'Hig

h'에서 'Low'로 반전할 때까지 항목[2]와 [3]의 동작이 반복된다.

[4] 리드동작

우선, 제어신호선DDC를 상승시켜 NMOS 스위치N9를 온시키고 비트선BL을 디스 챠지한다. 다음에, 전압VSA를 예

를 들면 1[V]로 하고, 제어신호선SET를 상승시키고 NMOS 스위치N13을 온시켜서 센스래치SL의 노드A측을 1[V]

로 하고, 제어신호선TR을 상승시키고 NMOS 스위치N12를 온시켜서 비트선BL을 1[V]로 프리챠지한다. 제어신호선

TR의 전압을 내려서 NMOS 스위치N12를 오프로 하고, SET선의 전압을 내려서 NMOS 스위치N13을 오프로 하고 

나서 기판전압VWEL과 소오스선의 전압을 예를 들면 0[V]로 하고, 워드선WL을 전원전압VCC로 한다. 메모리셀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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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계값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메모리셀MC가 온하고, 비트선BL에서 소오스선측으로 전류가 흘러 비트선BL의 전

위가 내려간다. 메모리셀MC의 임계값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메모리셀MC는 온하지 않아 비트선BL의 전위는 내려가

지 않는다. 다음에, 워드선WL의 전압을 0[V]로 하고 나서 제어신호선TR을 상승시켜 NMOS 스위치N12를 온시킨다.

이 때, 메모리셀MC가 온한 경우에는 비트선BL의 전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노드A의 전위도 낮아진다. 한편, 메모리

셀MC가 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트선BL의 전위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노드A의 전위도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

서 메모리셀MC에 기억된 정보, 즉 그의 임계값전압이 낮거나('1'이 라이트된 상태) 또는 높거나('0'이 라이트된 상태)

에 따른 정보가 리드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대해서는 대용량화와 함께 소면적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1개의 메모

리셀에 1비트의 정보밖에 기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한층 더 대용량화를 도모하기 위해 메모리셀 어레이를 증가시

키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 때문에, 그와 같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대용량화 를 진행시키면 반도체 

집적회로의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미세가공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칩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분)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대용량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용량화에 따른 래치면적의 증가

를 작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 밖의 목적과 새로운 특징은 본 명세서의 기술 및 첨부도면에서 명확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략적으로는 검증동작시에 다른 3종류의 전압을 순차로 워드선에 인가해서 라이트동작을 실행하고, 메모리셀

의 임계값전압을 제어하고, 이 때 3회의 라이트동작 1회마다 라이트할 4진(2비트)의 정보에 대응한 2진(1비트)의 라

이트 데이타를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1)에서 합성하고,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의 정보를 라이트한다. 기억정

보의 정보리드에서는 다른 3종류의 전압을 워드선에 인가해서 리드된 3종류의 2진(1비트)의 정보를 리드 데이타 변

환회로(2)에서 합성해서 메모리셀의 기억정보를 2비트의 정보로 변환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전기적으로 소거 및 라이트가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셀(MC)을 각각 임계값전압이 다른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 태 또는 제3 라이트상태로 제어해서 1개의 메모리셀에 4진의 정보를 기억가능하게 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데이타 리라이트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소

거상태로 하고, 소거상태로 된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선택적으로 제1 라이트상태로 하는 제1 라이트(「라이트1」), 제

1 라이트 후에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선택적으로 제2 라이트상태로 하는 제2 라이트(「라이트2」) 및 제2 라이

트 후에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선택적으로 제3 라이트상태로 하는 제3 라이트(「라이트3」)의 각 동작을 제어하

는 라이트 제어수단(12)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라이트동작에 의해서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제1 라이트상태로 할지 하

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1비트의 라이트정보, 상기 제2 라이트동작에 의해서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제2 라이트상태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1비트의 라이트정보, 상기 제3 라이트동작에 의해서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제3 라이트

상태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1비트의 라이트정보를 외부에서 인가되는 2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에서 생성하는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1)을 갖는다. 그리고, 상기 라이트 제어수단에 의한 제1∼제3 라이트동작마다 상기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에서 생성된 대응되는 라이트정보를 래치하고, 제1∼제3 라이트동작마다 메모리셀을 대응되는 라이

트상태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선택시키는 데이타 래치수단(센스래치SL)을 구비한다.

상기 메모리셀은 비트선에 결합되고 비트선에 기억노드가 결합된 센스래치를 구비하고, 비트선을 선택적으로 입출력

선과 도통시키는 스위치소자를 구비할 때, 상기 데이타 래치수단은 상기 스위치소자에 의해서 선택된 비트선과 도통

되는 센스 래치(SL)으로 할 수 있다.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및 제3 라이트상태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각각의 임계값전압

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Vth0, Vth1, Vth2, Vth3으로 했을 때 제1∼제3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라이트 검증 전압V

v1, Vv2, Vv3은 각각 다르게 되고, Vth1＜Vv1＜Vth0＜Vth2＜Vv2＜Vth1, Vth3＜Vv3＜Vth2로 할 수 있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제3 라이트상태를 예를 들면 각각 2비트의 라

이트 데이타의 '00', '01, 10', '11'의 상태에 대응되는 것으로 하면, 상기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는 상기 2비트의 라

이트 데이타의 제1 상태('00')에 따라서 제1∼제3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각 라이트정보를 라이트 비선택 레벨('0')로

하고, 상기 2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의 제2 상태('01')에 따라서 제1 라이트 동작에 있어서의 라이트 정보를 라이트 선

택 레벨('1')로, 제2 및 제3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각 라이트 정보를 라이트 비선택 레벨('0')으로 하고, 상기 2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의 제3 상태에 따라서 제1 및 제2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라이트정보를 선택레벨('1')로, 제3 라이트동

작에 있어서의 라이트정보를 라이트 비선택 레벨('0')으로 하고, 상기 2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의 제4 상태에 따라서 제

1∼제3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각 라이트정보를 라이트 선택레벨('1')로 한다.

이와 같이 라이트 검중 전압을 3종류로 나누어서 라이트동작을 실행하고,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을 제어하고, 이들 3

회의 라이트동작 1회마다 라이트하는 4진(2비트)의 정보에 대응한 2진(1비트)의 라이트 데이타를 생성하는 것에 의

해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의 정보를 라이트할 수 있다. 따라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기억용량을 2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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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상기와 같이 해서 기억된 4진(2비트)의 정보를 2진(1비트)의 정보로서 외부로 리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로부터의 데이타 리드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소거상태의 임계

값전압과 상기 제1 라이트상태의 임계값전압 사이의 워드선 선택레벨에 의해서 메모리셀을 선택하는 제1 리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제1 라이트 상태의 임계값전압과 상기 제2 라이트상태의 임계값전압 사이의 워드선 선택레벨에

의해서 메모리셀을 선택하는 제2 리드 및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제2 라이트 상태의 임계값전압과 상기 제3 라이

트상태의 임계값전압 사이의 워드선 선택레벨에 의해서 메모리셀을 선택하는 제1 리드의 각 동작을 제어하는 리드 

제어수단(12)와 상기 리드 제어수단에 의한 제1∼제3 리드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각 1비트의 정보로부터 리드대상으

로 된 메모리셀의 상태가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또는 제3 라이트상태 중의 어느 것에 대응되는

지를 나타내는 2비트의 리드 데이타를 생성하는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2)를 구비한다.

상기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및 제3 라이트상태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각각의 임계값

전압을 높은 것으로부터 순서대로 Vth0, Vth1, Vth2, Vth3로 했을 때 제1∼제3 리드에 있어서의 워드선 선택레벨Vr

1, Vr2, Vr3은 Vth1＜Vr1＜Vth0, Vth2＜Vr2＜Vth1, Vth3＜Vr3＜Vth2로 할 수 있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제3 라이트상태를 예를 들면 각각 2비트의 라

이트 데이타의 '00', '01, 10', '11'의 상태에 대응되는 것으로 하면, 상기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는 상기 제1∼제3 리드

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3비트의 정보가 모두 제1 논리값('0')일 때에 2비트의 리드 데이타를 제1상태('00')로 하고, 상

기 제1 리드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1비트의 정보가 제2 논리값('1')이고 제2 및 제3 리드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2비트

의 정보가 모두 제1 논리값('0')일 때, 2비트의 리드 데이타를 제2 상태('01')로 하고, 상기 제1 및 제2 리드 동작에 의

해서 얻어진 2비트의 정보가 제2 논리값('1')이고 제3 리드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2비트의 정보가 제1 논리값('0')일 

때, 2비트의 리드 데이타를 제3 상태('10')로 하고, 상기 제1∼제3 리드 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2비트의 정보가 모두 

제2 논리값('1')일 때 2비트의 리드 데이타를 제4 상태('11')로 해서 출력한다.

이와 같이, 리드동작시에 워드선에 인가하는 워드선 선택레벨로서의 전압을 3종류로 설정하고, 3회의 리드동작에 의

해 메모리셀에서 리드되는 2진(1비트)의 데이타를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2)에 인가하고, 이것에 의해서 리드 변환회

로는 메모리셀의 기억정보를 2비트의 데이타열로 변환해서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후에 도 10이나 도 11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셀에 전하의 출입을 위한 전압을 인가하는 라

이트 펄스를 각 메모리셀에 인가하는 동작후에 메모리셀이 원하는 임계값전압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메모리셀의 제어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고 이 때의 메모리셀로 흐르는 전류값에 따라서 판정하는 동작을 실행한다. 

이 동작의 조를 1사이클로 해서 여러 사이클을 반복할 때에 순차 라이트 펄스의 폭을 크게 하거나 펄스전압의 절대값

을 크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일한 라이트펄스로 이 동작을 실행하면,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전하의 출입이 어렵게

되지만, 상기와 같이 하면 특히 라이트 동작을 고속으로 할 수 있다.

또, 여러개의 비트정보에 대응하는 1메모리셀에 설정할 수 있는 여러개의 임계값전압 중, 인접하는 임계값전압에 대

응하는 정보 간의 해밍거리가 최소로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러개의 비트정보를 2비트로 했을 때, 2비트의 정보에 대응해서 1메모리셀에 설정할 수 있는

4개의 임계값전압의 제일 낮은 쪽부터 또는 제일 높은쪽부터 순서대로 대응하는 정보를 '00', '01', '11', '10'과 같이 

하면 좋다. 이와 같은 비트정보의 결정방법에 의하면, 임계값전압의 변화에 의한 데이타의 에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기껏해야 1비트 에러로 되므로, 후의 데이타수정이 용이하게 된다. 즉, 예를 들면, 데이타 에러가 있으면 '11'은 '01' 

또는 '10'의 데이타로 변화하므로, 1비트만의 수정에 의해 정확한 데이타로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자외선 조사후의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 또는 열평형상태의 임계값전압이 설정가능한 4개의 임계값전압 중, 가

장 낮은 임계값전압 또는 가장 높은 임계값전압의 근방에 있도록 할 수 있다. 임계값전압은 열평형상태의 임계값전압

으로 변화하기 쉽다. 따라서, 가장 낮은 임계값전압 근방으로 열평형상태의 임계값전압을 결정하면, 데이타 라이트가 

고속으로 된다. 가장 높은 임계값전압 근방으로 결 정하면, 라이트 소거가 고속으로 된다. 후에, 도 6∼도 9에서 설명

하는 바와 같이, 데이타 라이트를 위한 동작 쪽이 회수가 많기 때문에 낮은 임계값전압 근방으로 열평형상태의 임계

값전압을 결정하면 장치전체의 스루풋이 향상한다고 고려된다.

또, 다른 예에 있어서는 임계값전압의 분포의 중앙부 근방으로 열평형상태의 임계값전압Vth를 설정한다. 임계값전압

이 V1, V2, V3, V4이면, V2와 V3사이에 설정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V1과 Vth, V4와 Vth의 전압차가 작으므로 임

계값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임계값전압에 대응하는 정보 간의 해밍 거리가 최대의 임계값 사이에 열평형상태에 있

어서의 임계값전압이 설정되도록 하면 더욱 좋다. 예를 들면, 임계값전압이 높은 쪽 또는 낮은 쪽에서 '00', '01', '10', 

'11'이 대응할 때에는 '01'과 '10' 사이에 자외선 조사후의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을 설정하면 좋다. 즉, '01'과 '10'에 

대응하는 임계값전압 사이에 평형상태가 있으므로, '01'과 '10' 사이에서는 데이타의 천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려

해도 좋기 때문이다.

도 1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관한 1개의 메모리셀에 2비트의 정보를 라이트할 수 있고, 또한 그 정보를 리드

할 수 있는 플래시메모리의 전체적인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메모리셀 어레이(3)은 부유게이트와 제어게이트를 구비한 다수의 메모리셀을 갖고, 메모리셀의 제어게이트는 워드선

(6)에, 메모리셀의 드레인은 비트선(5)에, 메모리셀의 소오스는 도시하지 않은 소오스선에 접속된다. 워드선(6) 및 비

트선(5)는 대표적으로 각각 1개씩 도시되어 있다. 워드 드라이버(7)은 로우 디코더(8)에서 출력되는 선택신호에 따라

서 워드선을 구동한다. 비트선(5)의 한쪽끝에는 센스래치 회로(4)가 마련되고, 또 비트선(5)는 컬럼디코더(11)에서 출

력되는 선택신호에 따라서 컬럼스위치회로에 의해 선택되고, 선택된 비트선이 메인앰프(10)과 도통된다.

도 1에 있어서 컬럼스위치회로는 센스래치회로(4)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컬럼디코더(11) 및 로우

디코더(8)에는 어드레스 버퍼(13)에서 어드레스신호가 공급된다. 소거, 라이트, 리드 등의 동작모드에 따라서 필요로 

되는 워드 드라이버(7)등의 동작전압의 전환은 전원 전환회로(9)에 의해서 실행된다. 제어회로(12)는 도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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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제어신호나 클럭신호(18)을 외부에서 받고, 이것에 따라서 메모리셀의 라이트제어나 리드제어를 위해 플래시

메모리의 내부회로를 전체적으로 제어한다. 플래시메모리의 동작모드는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외부에서 제어회로(1

2)로 공급되는 액세스 제어신호 또는 데이타 버스 등을 거쳐서 제어회로(12)로 공급되는 커맨드 데이타에 의해서 지

시되고, 데이타의 리라이트(소거 및 라이트)나 데이타의 리드 모드를 갖는다.

도 1에 도시되는 플래시메모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기억기술에 있어서, 1개의 메모리셀의 정보기억상태는 소거상

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제3 라이트상태 중에서 선택된 1개의 상태로 된다. 전부 4종류의 정보기억상태

는 2비트의 데이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태로 된다. 즉, 2비트의 데이타를 1개의 메모리셀에서 기억한다. 그 때문에 

라이트 동작시에 워드선에 인가하는 라이트 검증 전압을 서로 다른 3종류로 설정하고, 이들을 순차 전환해서 3회로 

나누어서 라이트동작을 실행하고, 이들 각 라이트 동작에 있어서 라이트를 실행하는 메모리셀에 접속된 센스래치(센

스래치회로(4)에 포함되는 센스래치)에 유지시키는 2진(1비트)의 라이트 데이타'0' 또는 '1'('Low' 또는 'High')을 상

기 3회로 나눈 라이트 동작의 각 라이트 동작마다 제어하는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1)을 마련하고, 1개의 메모리셀

에 4진(2비트)의 정보를 라이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리드 동작시에 워드선에 인가하는 워드선 선택레벨로서

의 전압을 3종류 설정하고, 3회의 리드 동작에 의해 메모리셀에서 리드되는 2진(1비트)의 데이타를 센스래치회로(4)

를 거쳐서 페치하고, 3회의 리드동작 종료후에 4진(2비트)의 정보로 변환하는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2)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도 1을 사용해서 라이트동작 및 리드동작에 대한 개요를 우선 설명한다.

라이트동작은 라이트할 2진(1비트)의 데이타열을 Din(16)에서 메인앰프(10)에 의해 증폭해서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

로(1)로 신호선(17)을 통해서 전송한다. 이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1)은 라이트할 2진(1비트)의 데이타열을 예를 들

면 기수비트, 우수비트로 분리해서 메모리셀 어레이(3) 중의 비선택의 메모리셀에 접속되는 센스래치(비선택 센스래

치라 한다)로 신호선(18)을 통해서 전송하고, 일시적으로 래치시킨다. 이와 같은 비선택 센스래치는 데이타 버퍼로서 

겸용된다. 그리고,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1)은 「라이트1(제1 라이트상태를 얻기 위한 라이트동작)」, 「라이트2(

제2 라이트상태를 얻기 위한 라이트동작)」, 「라이트3(제3 라이트상태를 얻기 위한 라이트동작)」의 각 동작마다 비

선택 센스래치가 유지하고 있는 데이타를 신호선(18)을 통해서 페치하고, 그것을 「라이트1」, 「라이트2」, 「라이

트3」에 따라서 선택된 메모리셀에 라이트하는 4진(2비트)의 데이타에 대응한 2진(1비트)의 데이타'0' 또는 '1'('Low'

또는 'High')로 변환하고, 변환한 데이타를 신호 선(18)을 통해서 선택된 메모리셀에 접속된 센스래치회로(4)중의 센

스래치(선택 센스래치라 한다)로 전송하고, 이것에 래치된 2진 데이타에 따라서 상기 「라이트1」, 「라이트2」, 「

라이트3」의 각 라이트동작이 실행된다.

이렇게 해서 기수비트, 우수비트로 나뉘어진 2진의 데이타를 비선택으로 되는 메모리셀의 센스래치에 일시적으로 유

지시키고, 검증전압이 다른 3회의 라이트동작( 「라이트1」∼「라이트3」)마다 라이트 변환회로(1)을 사용해서 2진(

1비트)의 라이트 데이타를 합성하고, 검증전압이 각각 다른 라이트동작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1개의 메모리셀에 4진(

2비트)의 정보를 라이트할 수 있다. 리드동작에서는 다른 3종류의 전압이 순서대로 워드선(6)에 인가되고, 각 3회의 

리드동작에 의해서 메모리셀 어레이(3) 중의 메모리셀에서 선택센스래치에 리드되는 2진(1비트)의 정보'0' 또는 '1'('

Low' 또는 'High')는 각각 다른 비선택 센스래치로 전송되어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3회의 리드동작에 의해서 리드되

고, 선택 센스래치에서 비선택 센스래치로 전송되고, 래치된 3종류의 2진(1비트)의 데이타'0' 또는 '1'('Low' 또는 'Hi

gh')는 신호선(19)를 통해서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2)로 전송된다.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2)는 그와 같이 해서 전송된

데이타에 따라서 4진(2비트)의 데이타의 상위비트, 하위비트를 합성한다.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2)는 합성된 상위비

트 및 하위비트를 교대로 출력시켜서 2진(1비트)의 데이타열로 하고, 이것이 메인앰프(10)에서 증폭되고 Dout(17)에

서 출력된다.

또한, 메모리셀에 기억되는 비트정보와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의 관계로서는 여러개의 비트정보에 대응하는 1메모

리셀에 설정할 수 있는 여러개의 임계값전압 중, 인접하는 임계값전압에 대응하는 정보 간의 해밍거리가 최소로 되도

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비트정보를 2비트로 했을 때 2비트의 정보에 대응해서 1메모리셀에 설정가능한 4개의 임계값전압V1, V2, 

V3, V4 중 제일 낮은 쪽부터(또는 제일 높은 쪽부터) 순서대로 대응하는 정보를 '10', '11', '01', '00'으로 한다. 또, '0

0', '10', '11', '01'과 같이 한다. 이 때에는 인접하는 임계값전압에 대응하는 데이타 간의 해밍거리가 1로 되므로, 에러

정정의 회로구성이 용이하게 된다. 특히, 메모리셀의 자외선조사시의 임계값전압Vth가 정보에 대응하는 가장 높은 

임계값전압(예를 들면 V4)의 근방 또는 전기적으로 소거했을 때의 임계값전압의 근방에 있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

면, Vth는 메모리셀의 열평형상태에 있어서의 임계값전압이고, 메모리셀을 방치하면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은 Vth를

향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V4가 가장 높은 전압으로 하고 Vth가 그의 근방에 있는 것으로 하면, V1이 가장 임계값

전압이 높고 변화하기 쉬운 메모리셀로 되게 된다. 임계값전압의 변화에 의한 에러를 정정할 때에는 임계값전압사이

의 해밍거리를 1로 설정하는 것에 의해 에러정정의 회로구성이 용이하게 된다. 또, 마찬가지의 견해에 의해 Vth를 가

장 낮은 임계값전압(예를 들면 V1)의 근방에 설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도 2에는 도 1에 도시된 플래시메모리의 메모리셀 어레이(3) 및 센스래치회로(4)에 관한 회로구성의 일부가 대표적

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되는 구성은 센스래치SL을 사이에 두고 비트선BL의 반대측에도 비트선BLa가 배치

되어 있다.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배타적으로 선택되는 여러개의 비트선BL마다 비트선BLa를 1 개 마련하는 경우에

는 상기 비트선BLa는 전용의 기준비트선으로 되고, 상기 기준용의 비트선BLa측의 회로구성은 더미회로로 된다. 또

는 비트선BLa를 비트선BL과 1대1 대응으로 마련해도 좋다. 이 경우, 액세스시에는 서로 한쪽이 다른쪽의 기준용 비

트선으로서 사용되고, 어느것이 기준용의 비트선으로 될지는 액세스 대상으로 되는 메모리셀의 배치에 의해서 상대

적으로 결정된다. 그것에 관한 제어는 상기 제어회로(12)가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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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 있어서, N1∼N8, N1a∼N8a는 NMOS 스위치, SL은 센스래치, MC, MCa는 메모리셀, VCC는 전원전압, VW

EL은 메모리셀의 기판전압, GND는 접지전위, WL, WLa는 워드선, BL, BLa는 비트선, S, Sa는 공통소오스선, DDC, 

DDCa는 비트선을 디스챠지하기 위한 제어신호선, SiS, SiSa는 각각 메모리셀MC, MCa의 소오스측을 공통소오스선S

, Sa로 접속하는 제어신호선, RPC, RPCa는 리드동작시에 비트선을 프리챠지하는 제어신호선, PC, PCa는 라이트 검

증 동작시에 비트선을 프리챠지하는 제어신호선, TR, TRa는 비트선과 센스래치를 접속하는 제어신호선, IOT, IOB는

입출력선, YG는 센스래치와 입출력선을 접속하는 제어신호선, PP, PN은 각각 센스래치SL의 PMOS 트랜지스터, N

MOS 트랜지스터의 동작전원을 나타낸다.

상기 비트선BL, BLa는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알루미늄 배선에 의해서 형성되고, 1개의 비트선BL, BLa에는 특히 제

한되지 않지만, 메모리셀의 직렬회로가 배치되고(도 2에는 메모리셀의 직렬회로는 1개의 비트선에 대해 1개가 대표

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상기 여러개의 메모리셀의 직렬회로중에서 1개를 대응하는 비트선과 도통시키기 위해 NMOS

스위치N2, N2a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메모리셀 어레이(3)은 소위 노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NMOS 스

위치N2, N2a는 제어신호SiD, SiDa에 의해서 스위치 제어된다.

이하, 상술한 라이트동작, 리드동작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1] 라이트동작

도 3∼도 13을 참조하면서 라이트 및 리드 검증을 위한 구성과 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에는 라이트 검증시에

워드선에 인가하는 전압과 4진(2비트)의 정보가 라이트된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의 분포의 관계를 도시한다. 이 경

우의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과 메모리셀에 라이트된 4진(2비트)의 정보의 대응관계는 임계값전압이 제일 높은 Vth0

의 상태(메모리셀의 소거상태)를 정보'00'이 라이트된 상태로 하고, 임계값전압이 2번째로 높은 Vth1의 상태를 정보'

01'이 라이트된 상태, 임계값전압이 3번째로 높은 상태Vth2의 상태를 정보'10'이 라이트된 상태, 임계값전압이 제일 

낮은 상태Vth3의 상태를 정보'11'이 라이트된 상태로 하고 있다.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의 정보를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의 분포를 도 3과 같이 4극화하

면 좋다. 라이트동작 및 그것에 계속되는 라이트 검증 동작에 의해서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의 분포를 제어하기 위해

라이트 검증 전압을 도 3의 4개의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Vth0, Vth1, Vth2, Vth3에 대해 Vth0＞Vv1＞Vth1, Vth1

＞Vv2＞Vth2, Vth2＞Vv3＞Vth3을 만족시키는 3종류의 전압Vv1, Vv2, Vv3으로 하고 라이트 검증 동작시에 워드

선에 인가한다. 도 4에 그의 워드선 인가전압의 예를 도시한다. 도 4중의 「라이트1」, 「라이트2」, 「라이트3」의 

각 동작은 모두 1회의 라이트와 1회의 리드 검증 동작의 2가지를 나타내고 있다. 「라이트1」의 동작에 의해서 4진 

데이타'01', '10', '11'을 라이트하고자 하는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을 Vv1보다 낮게 하고, 「라이트2」의 동작에 의

해서 4진 데이타 '10', '11'을 라이트하고자 하는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을 Vv2보다 낮게 하고, 「라이트3」의 동작

에 의해서는 4진 데이타 '11'을 라이트하고자 하는 메모리셀만의 임계값전압을 Vv3보다 낮게 한다. 「라이트1」∼ 

「라이트3」의 각 동작에 대해서 다음에 기술한다.

「라이트1」,「라이트2」,「라이트3」의 각 동작은 「라이트1」의 동작 전에 소거동작을 실행하는 점과 라이트 검

증시에 워드선에 인가하는 전압이 다른 2점을 제외하고 도 2에 대표적으로 도시된 회로의 동작은 공통이다. 거기서 

우선, 「라이트1」∼「라이트3」의 라이트 및 리드 검중 동작에 있어서의 공통의 동작에 대해서 도 2를 사용해서 설

명한다.

메모리셀MC에 라이트하는 경우에는 비반전측의 입출력선IOT를 하이레벨(이하, 단지 'High'라고도 한다), 반전측의 

입출력선IOB를 로우레벨(이하, 단지 'Low'라고도 한다)로 한다. 모든 동작에 있어서 IOT와 IOB는 항상 상보신호로 

된다. 그리고, 제어신호선YG를 선택레벨로 상승시켜서 NMOS 스위치N8과 N8a를 온시킨다. 이것에 의해서 센스래

치SL에 'High'의 데이타가 래치된다. 이 때, 센스래치SL의 노드A측은 'High', 노드Aa측은 'Low'로 된다. 다음에, 센

스래치(4)의 PMOS 트랜지스터측의 전원전압PP를 전원전압VCC에서 예를 들면 4[V]로 올리고, 제어신호선PC선과 

제어신호선PCa를 선택레벨로 상승시켜서 NMOS 스위치N5와 N5a를 온시킨다. 이 때, 센스래치SL에 'High'가 래치

되고 있으므로, 센스래치SL의 노드A측이 'High'이 고 NMOS 스위치N7이 온하여 NMOS 스위치N5를 통해서 비트선

BL이 4[V]로 프리챠지된다. 한편, 센스래치SL의 노드Aa측은 'Low'이므로 NMOS 스위치N7은 오프 상태이고 비트

선BLa는 프리챠지되지 않으며 비트선BLa는 0[V]로 된다. 그 후, 제어신호선PC와 PCa의 전압이 비선택레벨로 되고,

NMOS 스위치N5와 N5a가 오프되고, 다음에 제어신호선SiD가 상승되고, NMOS 스위치N2가 온상태로 된다. 그리고,

워드선WL에 예를들면 -9[V]가 인가되고, 제어신호선TR, TRa가 선택레벨로 상승되어 NMOS 스위치N6, N6a가 온

상태로 되고, 이것에 의해서 메모리셀MC에 라이트가 실행된다. 이 때 메모리셀MC의 기판전압VWEL은 예를 들면 0[

V]로 된다. 그 후, 워드선WL이 0[V]로 되고, 제어신호선TR, TRa의 전압이 비선택레벨로 하강되어 NMOS 스위치N

6, N6a가 오프로 되고, 그 후에 제어신호선DDC, DDCa가 선택레벨로 상승되어 NMOS 스위치N1, N1a가 온으로 되

는 것에 의해 라이트대상으로 된 비트선BL과 기준측의 비트선BLa가 디스챠지되고, 이들 비트선BL, BLa의 전위가 0

[V]로 초기화된다. 그리고, 제어신호선DDC, DDCa의 전압이 비선택레벨로 하강되어 NMOS 스위치N1, N1a가 오프

상태로 되고 나서 다음에 설명하는 라이트 검증 동작이 실행된다.

라이트 검증 동작에서는 우선 센스래치SL의 PMOS 트랜지스터측의 전원PP의 전압이 전원전압VCC로 되고, 제어신

호선PC선이 선택레벨로 상승되어 NMOS 스위치N5가 온상태로 된다. 이 때, 상기 라이트동작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센스래치SL에 정보'1'('High')가 래치되고 있으면, NMOS 스위치N7이 온하여 비트선BL은 프리챠지되지만, 정보'0'('

Low')이 래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NMOS 스위치N7은 오프이므로, 비트선BL은 프리챠지되지 않는다. 또, 제어신호선

RPCa가 선택레벨로 상승되고 NMOS 스위치N4a가 온상태로 되고, 기준측의 비트선BLa가 비트선BL보다 낮은 전압

으로 프리챠지된다. 다음에, 제어신호선PC, RPCa의 전압이 모두 비선택레벨로 상승되어 NMOS 스위치N5, N4a가 

오프상태로 반전된 후, 센스래치SL의 PMOS 트랜지스터측의 전원PP가 VSS(접지전위와 같은 저전위측의 전원전압)

로, NMOS 트랜지스터측의 전원PN이 VCC(고전위측의 전원전압)로 되고, 센스래치SL이 디스챠지된다. 계속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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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신호선SiD와 SiS가 선택레벨로 상승되고, NMOS 스위치N2와 N3이 온상태로 되고, 워드선WL에 검증전압Vv1, V

v2, Vv3 중 어느 하나가 인가된다. 이 때, 소오스선S와 메모리셀MC의 기판전압VWEL은 0[V]로 된다. 상기 라이트

동작에 의해 메모리셀MC의 임계값전압이 워드선의 선택레벨보다 낮은 상태로 되고 있는 경우에는 메모리셀MC가 온

하고, 비트선BL에서 소오스선S측으로 전류가 흐르고, 비트선BL의 전위가 내려간다. 한편, 라이트동작에서 메모리셀

MC의 임계값전압이 워드선의 선택레벨보다 낮은 상태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메모리셀MC는 온상태로 되지 않

고 비트선BL의 전위는 내려가지 않는다. 워드선의 전압을 0[V]로 되돌리고 나서 제어신호선SiD, SiS의 전압을 내려

서 NMOS 스위치N1과 N3을 오프시키고, 제어신호선TR과 TRa를 선택레벨로 상승시켜서 NMOS 스위치N6과 N6a

를 온시키고, 센스래치SL의 PMOS 트랜지스터측의 전원PP를 VCC로, NMOS 트랜지스터측의 전원PN을 VSS로 해

서 센스래치SL을 활성화하고, 이것에 의해서 센스래치SL은 비트선BL과 기준측의 비트선BLa의 전위차를 증폭한다. 

이 때, 메모리셀MC가 온상태로 되어 있다면, 비트선BL측의 전위가 내려가고 기준측의 비트선BLa에 대해 레벨이 낮

아졌을 때, 센스래치SL에 래치된 'High'는 'Low'로 반전한다. 메모리셀이 오프였던 경우에는 비트선BLa의 전위가 내

려가지 않고 기준측의 비트선BLa에 대해 레벨이 높게 되어 있으므로, 센스래치SL에 래치된 'High'는 'High' 상태인 

채로 반전하지 않는다. 이 검증동작에 의해서 센스래치SL에 래치된 'High'가 'Low'로 반전할 때까지 라이트동작과 라

이트 검증동작이 반복된다. 상기 라이트 및 라이트 검증의 각 동작제어는 제어회로(12)에 의해서 실행된다.

다음에, 메모리셀MC로의 4진(2비트)의 라이트에 있어서의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의 제어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제어방법은 후술하는 라이트 변환회로에 의해서 3회의 라이트동작에 따라 비선택의 센스래치를 사용해서 순차 라

이트하는 4진(2비트)의 데이타에 대응한 2진(1비트)의 신호'0' 또는 '1'('Low' 또는 'High')로 변환하는 것에 의해서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의 라이트를 가능하게 한다.

이하, 도 5와 같이 1개의 워드선WL에 접속하는 4개의 메모리셀MC1, MC2, MC3, MC4의 각각에 4진의 '00', '01', '1

0', '11'을 라이트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이들 4진의 데이타'00', '01', '10', '11'은 1비트의 데이타열'00011011'을 2개

씩 구획한 것이다. 통상, 이 8개의 데이타를 라이트하기 위해서는 8개의 메모리셀이 필요하지만, 상기와 같이 1비트

의 데이타열을 2개씩 구획해서 4진(2비트)의 데이타'00', '01', '10', '11'로 하고, 각각을 1개의 메모리셀에 라이트하

면 4개의 메모리셀밖에 필요하지 않아 메모리의 용량을 2배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 라이트동작 전에 소거동작을 실행하여 메모리셀MC1∼MC4의 임계값전압을 높은 Vth0으로 일치시킨다(도 6).

소거동작은 도 2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워드 선WL과 메모리셀MC의 기판전압VWEL에 각각 예를 들면 12[V]와 -4[

V]를 인가하고 공통소오스선S에 -4[V]를 인가해서, 제어신호선SiS를 선택레벨로 상승시키고 NMOS 스위치N3을 

온시켜서 메모리셀MC의 소오스측을 -4[V]로 하는 것에 의해 실행된다. 이것에 의해서 소거상태로 된 메모리셀MC

의 부유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어 메모리셀MC의 임계값전압이 높은 상태로 된다. 그후에 라이트 및 라이트 검증 동

작을 실행한다. 이 때, 워드선WL에는 도 4에 도시되는 바와 같은 전압을 인가하는 것으로 한다.

「라이트1」의 동작에서는 우선, 메모리셀MC1∼MC4에 각각 접속하는 센스래치SL1∼SL4에 라이트 2진 데이타W1

T를 래치한다. 즉, 메모리셀MC에 접속하는 센스래치SL1을 'Low'('0'을 래치)로 하고, 그 이외의 메모리셀MC2∼MC

4에 접속하는 센스래치SL2∼SL4는 'High'('1'을 래치)로 하고, 메모리셀MC2∼MC4에 라이트를 실행한다. 그 후, 이

미 기술한 바와 같이 라이트 및 라이트 검증 동작을 워드선의 전압을 라이트시에는 예를 들면 -9[V], 라이트 검증시

에는 Vv1로 해서 실행한다. 도 7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메모리셀MC2∼MC4의 임계값전압이 Vth1로 되면, 「라이트

1」의 동작은 종료하고, 계속해서 「라이트2」의 동작으로 이행한다.

「라이트2」의 동작은 우선, 라이트 2진 데이타W2T를 메모리셀MC1∼MC4에 각각 접속하는 센스래치SL1∼SL4에

래치시킨다. 즉, 메모리셀MC1, MC2에 접속하는 센스래치 SL1, SL2는 'Low'('0'을 래치)로 하고, 그 이외의 메모리

셀MC3, MC4에 접속하는 센스래치SL3, SL4는 'High'('1'을 래치)로 하고, 메모리셀MC3, MC4에 라이트를 실행한다.

그 후는 「라이트1」과 마찬가지로 워드선의 전압을 라이트시에는 예 를 들면 -9[V], 라이트 검중시에는 Vv2로 해

서 라이트 및 라이트 검증을 실행한다. 도 8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메모리셀 MC3, MC4의 임계값전압이 Vth2로 되면

, 「라이트2」의 동작은 종료하고, 계속해서 「라이트3」의 동작으로 이행한다.

「라이트3」의 동작은 우선, 라이트 2진 데이타W3T를 메모리셀MC1∼MC4에 각각 접속하는 센스래치SL1∼SL4에

래치시킨다. 즉, 메모리셀MC1∼MC3에 접속하는 센스래치 SL1∼SL3은 'Low'('0'을 래치)로 하고, 메모리셀MC4에 

접속하는 센스래치SL4는 'High'('1'을 래치)로 하고, 메모리셀MC4만 라이트를 실행한다. 이 후는 「라이트1」, 「라

이트2」와 마찬가지로 워드선의 전압을 라이트시에는 예를 들면 -9[V], 라이트 검증시에는 Vv3으로 해서 라이트 및

라이트 검증을 실행한다. 도 9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메모리셀MC4의 임계값전압이 Vth3으로 되면, 「라이트3」의 

동작은 종료하고, 이것으로 전체 라이트동작이 종료하고, 메모리셀MC1∼MC4의 각각에 4진(2비트)의 정보'00', '01',

'10', '11'이 라이트된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해서 상술한 라이트 검증시에 워드선에 인가하는 전압을 Vv1∼Vv3에 

설정한 「라이트1」∼「라이트3」의 3회의 라이트동작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의 정보

를 라이트할 수 있다.

도 4의 워드선 전압인가의 예에서는 각각의 단계(「라이트1」∼「라이트3」)에서의 라이트 동작후의 라이트 검증 

동작을 1회 실행하고 소요의 임계값전압이 얻어진 경우이다. 워드선으로의 라이트 전압의 인가형식은 도 4 이외에 도

10이나 도 11에 도시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도 10의 방식은 1회의 라이트전압의 인가시간, 즉 라이트 펄스폭을

서서히 크게 하는 제어를 의미한다. 도 11의 방식은 1회의 라이트 펄스폭은 일정하게 하고 그 때의 라이트 전압 레벨

을 서서히 크게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에, 2진(1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열에서 「라이트1」∼「라이트3」에 있어서의 4진(2비트) 라이트를 위한 2진데

이타W1T∼W3T 및 그 상보신호W1B∼W3B로의 변환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2에는 2진(1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열을 기수, 우수비트로 분리하는 회로의 1예가 도시된다. 동일도면에 도시되

는 회로의 특징은 라이트할 2진의 데이타열을 DT, DB의 상보신호로 분리한 후에 서로 반주기 어긋난 클럭신호CL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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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K2에 의해서 기수비트의 WOT, WOB(WOT와 WOB는 서로 상보신호), 우수 비트의 WET, WEB(WET와 WEB

는 서로 상보신호)로 분리한다는 점이다.

도 13을 사용해서 도 12에 도시되는 회로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13에는 플래시메모리의 데이타 입력단자(Din)(16)

에 2진(1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열이 '1', '1'로 연속해서('High', 'High'로 연속해서) 입력된 경우가 1예로서 도시되고, 

이 입력된 라이트 데이타열이 인버터회로INV1, INV2에 의해 DT, DB의 상보신호로 분리되고, 분리된 신호DT, DB는

서로 반주기 어긋난 클럭신호CLK1, CLK2와 동기되어 각각 서로 상보신호의 조WOT, WOB(기수비트), WET, WEB(

우수비트)가 형성된다. 이 예에 있어서 상보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상기 센스래치SL의 입력이 차동 또는 상보신호로 

되어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4에는 그와 같이 우수비트와 기수비트로 분리된 상보데이타를 사용해서 4진 라이트를 실행하기 위한 회로구성이

도시된다. 동일도면에 도시되는 구성은 도 1의 메모리셀 어레이(3), 센스래치회로(4), 라이트변환회로(1), 리드변환회

로(2)에 대응되는 구성예이다.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메모리셀 어레이(3)은 4개로 분할된 메모리 어레이3A∼메모리

어레이3D에 의해서 구성되고, 센스래치회로(4)는 4개로 분할된 센스래치회로4A∼센스래치회로4D에 의해서 구성되

고, 라이트 변환회로(1)은 4개로 분할된 라이트 변환회로1A∼라이트 변환회로1D에 의해서 구성된다. 액세스는 4개

의 메모리 어레이3A∼3D중에서 선택된 1개의 메모리 어레이에 대해서 실행되는 것으로 한다. 상기 상보신호WOT, 

WOB, WET, WEB의 신호선은 스위치SW1a∼SW4a를 거쳐서 라이트 변환회로1A에, 스위치SW1b∼SW4b를 거쳐서

라이트 변환회로1B에, 스위치SW1c∼SW4c를 거쳐서 라이트 변환회로1C에, 스위치SW1d∼SW4d를 거쳐서 라이트 

변환회로1D에 접속되어 있다. 또, 입출력선IOTa, IOBa에 결합된 라이트 변환회로1A와 센스래치회로4A는 스위치SB

a, STa를 거쳐서 상기 상보신호WOT, WOB의 신호선에 접속가능하게 되고, 입출력선IOTd, IOBd에 결합된 라이트 

변환회로ID와 센스래치회로4D는 스위치SBd, STd를 거쳐서 상기 상보신호WOT, WOB의 신호선에 접속가능하게 된

다. 마찬가지로, 입출력선IOTb, IOBb에 결합된 라이트 변환회로IB와 센스래치회로4B는 스위치SSb, STb를 거쳐서 

상기 상보신호WET, WEB의 신호선에 접속가능하게 되고, 입출력선IOTc, IOBc에 결합된 라이트 변환회로IC와 센스

래치회로4C는 스위치SBc, STc를 거쳐서 상기 상보신호WET, WEB의 신호선에 접속가능하게 된다. 또, 센스래치회

로4A∼센스래치회로4D는 스위치SRTa, SRBa, SRTb, SRBb, SRTc, SRBc, SRTd, SRBd를 거쳐서 서로 래치신호의

수수를 실행할 수 있다. 상기 각 스위치의 제어는 제어회로(12)에 의해서 실행된다. 또, 각 센스래치회로4A∼4D는 스

위 치SOTa, SOBa, SOTb, SOBb, SOTc, SOBc, SOTd, SOBd를 거쳐서 리드변환회로(2)에 접속가능하게 된다.

도 14에 도시되는 회로는 1개의 선택된 메모리 어레이에 4진(2비트)의 정보를 라이트하기 위해 도 12의 분리회로에 

의해서 기수비트와 우수비트로 분리된 신호를 2개의 비선택 메모리 어레이에 접속하는 센스래치회로에 래치시켜서 

일시적으로 유지시키고, 「라이트1」∼「라이트3」의 각 동작에 있어서 선택된 메모리 어레이에 마련된 라이트 변환

회로를 사용해서 「라이트1」∼「라이트3」에 대응되는 2진 데이타W1T∼W3T 및 그 상보신호W1B∼W3B를 합성

해서 선택 메모리 어레이의 센스래치회로에 래치시켜서 라이트를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메모리 어레이3A를 선택 메모리 어레이로 하고(메모리 어레이 3B∼3D는 비선택 메모리 어레이), 이 선택

메모리 어레이3A에 포함되는 메모리셀에 라이트를 실행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도 9에 도시한 회로에 의해서 분리된 

기수비트WOT, WOB를 스위치STd, SBd를 닫고 센스래치회로4D에 유지시키고, 우수비트WET, WEB를 스위치STb,

SBb를 닫고 센스래치회로B에 유지시킨다. 우수비트는 센스래치회로4C에 유지시켜도 좋지만, 여기서는 센스래치회

로4B에 유지시킨 경우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한다. 「라이트1」∼「라이트3」의 각 동작에 있어서 센스래치회로4D

에 유지된 기수비트의 정보WOT, WOB와 센스래치회로4B에 유지되고 우수비트의 정보WET, WEB를 선택 메모리 

어레이1A의 라이트 변환회로1A에 스위치STd, SBd, STb, SBb와 SW1a∼SW4a를 닫고 전송한다. 전송을 받은 라이

트 변환회로1A는 4진(2비트)의 정보를 메모리셀에 라이트하기 위한 2진(1비트)의 데이타'0' 또는 '1'('High' 또는 'Lo

w')로 변환해서 선택 메모리 어레이3A의 센스래치회로4A로 래치시켜서 라이트 및 라이트 검증을 실행한다. 라이트 

변환회로1A∼1D가 실행하는 데이타합성을 위한 회로구성과 동작예를 다음에 설명한다.

도 15에는 라이트 변환회로가 구비하는 라이트 데이타 합성회로의 1예가 도시된다. 도 14의 라이트 변환회로1A∼1

D는 모두 이 도 15에 도시한 회로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동일도면에 도시되는 라이트 데이타 합성회로는 2비트의 

상보신호 중의 비반전데이타WOT, WET를 합성해서 센스래치Sl.의 입출력선IOT에 인가하는 데이타W1T∼W3T를 

「라이트1」∼「라이트3」에 대응해서 각각 합성하는 회로부분(100), 2비트의 상보신호 중의 반전데이타WOB, WE

B를 합성해서 센스래치SL의 입출력선IOB에 인가하는 데이타W1B∼W3B를 「라이트1」∼「라이트3」에 대응해서 

각각 합성하는 회로부분(101)로 크게 나누어진다. 회로부분(100)은 2비트의 상보신호 중의 비반전데이타WOT, WE

T에 따라서 「라이트1」일 때에는 모드신호MDW1에 의해서 선택된 신호경로를 거쳐서 데이타W1T를 형성하고, 「

라이트2」일 때에는 모드신호MDW2에 의해서 선택된 신호 경로를 거쳐서 데이타W2T를 형성하고, 「라이트3」일 

때에는 모드신호MDW3에 의해서 선택된 신호경로를 거쳐서 데이타W3T를 형성한다. 회로부분(101)은 2비트의 상보

신호 중의 반전데이타WOT, WET에 따라서 「라이트1」일 때에는 모드신호MDW1에 의해서 선택된 신호경로를 거

쳐서 데이타W1B를 형성하고, 「라이트2」일 때에는 모드신호MDW2에 의해서 선택된 신호경로를 거쳐서 데이타W2

B를 형성하고, 「라이트3」일 때에는 모드신호MDW3에 의해서 선택된 신호 경로를 거쳐서 데이타W3B를 형성한다.

「라이트1」에 있어서는 선택된 메모리 어레 이의 센스래치SL의 입출력선IOT, IOB에는 데이타W1T, W1B가 인가

되어 라이트 및 라이트 검증이 실행되고, 「라이트2」에 있어서는 선택된 메모리 어레이의 센스래치SL의 입출력선IO

T, IOB에는 데이타W2T, W2B가 인가되어 라이트 및 라이트 검증이 실행되고, 「라이트3」에 있어서는 선택된 메모

리 어레이의 센스래치SL의 입출력선IOT, IOB에는 데이타W3T, W3B가 인가되어 라이트 및 라이트 검증이 실행된다.

선택측의 라이트 변환회로1A에는 「라이트1」∼「라이트3」의 각각에 있어서 WOT, WET가 비선택측의 센스래치

회로4D에서, WOB, WEB가 비반전측의 센스래치회로4C에서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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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a, 도 16b, 도 16c에는 도 15에 도시되는 데이타 합성회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출력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라

이트1」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도 15의 신호MWD1을 'High'로 한다. 마찬가지로, 「라이트2」, 「라이트3」을 실행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호MWD2, MWD3을 'High'로 한다. 도 16a, 도 16b, 도 16c에 도시된 IOT, IOB의 출력은 「라

이트1」∼「라이트3」의 동작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라이트할 2진의 데이타열('0' '0', '0' '1', '1' '0', '1' '1')에 대해 

도 7∼도 9에 도시한 라이트 2진 데이타W1T∼W3T에 대응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메모리 어레이에 라이트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기수비트, 우수비트로 나뉘어진 데이타를 비선택으로

되는 어레이 중의 2개의 센스래치회로에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유지시키고, 라이트시에 유지된 데이타를 선택메모리

의 라이트 변환회로로 전송하고, 라이트 데이타를 합성하여 선택 메모리 어레이의 센스래치회로에 래치시키면 좋다.

또, 도 12에 도시되는 우수, 기수비트로 분리하는 회로와 도 15에 도시되는 데이타 합성회로는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

로(1)에 포함되어 있다.

[2] 리드동작

다음에, 1개의 메모리셀에 저장된 2비트분의 정보를 리드하기 위한 구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1개의 메모리셀

에 라이트된 2비트(4진)의 데이타를 리드하고, 1비트(2진)의 데이타열로 변환하기 위한 구성을 도 17∼도 26도 참조

하면서 설명한다.

상기 항목[1]의 라이트동작에 의해서 도 17과 같이 4극화된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에 대해 이 예에서는 리드동작시

에 워드선에 인가하는 전압을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은 Vth0＞Vr1＞Vth1, Vth1＞Vr2＞Vth2, Vth2＞Vr3＞Vth3

을 각각 만족시키는 전압Vr1, Vr2, Vr3으로 한다. 그 때에 워드선에 인가하는 전압의 예를 도 18에 도시한다. 워드선

에 전압Vr1을 인가해서 리드를 실행하는 동작을 각각 「리드1」로 하고, 마찬가지로 전압Vr2, Vr3을 인가해서 리드

를 실행하는 동작을 각각 「리드2」, 「리드3」라고 한다. 이와 같이 리드동작을 3회 실행하는 것은 메모리셀에 라이

트된 4진(2비트)의 정보를 「리드1」∼「리드3」의 각 리드동작마다 2진(1비트)의 정보로서 리드하는 것에 불과하

다.

상기 「리드1」∼「리드3」에 있어서의 메모리 어레이, 센스래치회로를 포함하는 주요부회로의 동작은 공통이므로, 

도 2에 따라서 우선 그의 공통부분에 대한 리드동작을 설명한다.

데이타 리드에 관해서는 우선, 센스래치SL의 PMOS 트랜지스터측의 전원PP를 접지전위VSS로, NMOS 트랜지스터

측의 전원PN을 전원전압VCC로 한다. 이 후, 제어신호선RPC, SiD를 선택레벨로 상승시켜서 각각 NMOS 스위치N4, 

N2를 온동작시키고, 선택된 메모리셀MC에 접속되는 비트선BL과 노드A측을 예를 들면 1V로 프리챠지하고 동시에 

제어신호선RPCa를 선택레벨로 상승시켜서 각각 NMOS 스위치N4a를 온시키고, 기준측의 노드Aa를 예를 들면 0.5[

V]로 프리챠지한다. 다음에, 제어신호선RPC, RPCa의 전압을 비선택레벨로 내려서 NMOS 스위치N4, N4a를 오프상

태로 하고 나서 제어신호선SiS를 선택레벨로 상승시켜 NMOS 스위치N3을 온상태로, 그리고 소오스선S와 메모리셀

의 기판전압VWEL을 0[V]로 하고, 워드선에 리드전압을 인가한다. 이 때, 메모리셀MC의 임계값전압이 워드선에 인

가된 전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메모리셀MC가 온상태로 되고, 비트선BL측에서 소오스선측으로 전류가 흘러 비트선BL

과 노드A측의 전압이 저하한다. 한편, 메모리셀MC의 임계값전압이 워드선에 인가된 전압보다 높은 경우에는 메모리

셀MC는 온동작하지 않고 메모리셀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비트선BL과 노드A의 전압은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

고, 워드선WL의 전압을 0[V]로 하고, 제어신호선SiD, SiS의 전압은 비선택레벨로 내려서 각각 NMOS 스위치N2, N

3을 오프시킨 후, 제어신호선TR, TRa를 선택레벨로 상승시켜서 NMOS 스위치N6, N6a를 온동작시키고, 계속해서 

센스래치SL의 PMOS 트랜지스터측의 전원PP를 VCC로, NMOS 트랜지스터측의 전원을 VSS로 하고, 노드A와 기준

측의 노드Aa의 전압차를 증폭한다. 증폭동작이 확정되는 타이밍에서 제어신호선YG를 선택레벨로 상승시켜 NMO2 

스위치N8, N8a를 온동작시키는 것에 의해 센스래치SL이 유지하고 있는 정보가 입출력선IOT, IOB로 출력된다. 입출

력선IOT, IOB에는 서로 상 보신호가 출력된다.

다음에, 「리드1」∼「리드3」의 각 동작에 있어서의 메모리셀에 라이트된 4진(2비트)의 정보의 리드에 대해서 도 1

6a∼도 16c의 경우를 1예로서 설명한다. 도 16a∼도 16c에 있어서는 1개의 워드선WL에 접속된 4개의 메모리셀MC

1∼MC4에 '00', '01, 10', '11'의 각각 4진(2비트)의 데이타가 라이트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들 4개의 값은 이

미 기술한 라이트동작에 의해 2진(1비트)의 데이타열'00011011'이 2개씩 구획되어 '00', '01, 10', '11'로 하고, 각각 

메모리셀 MC1∼MC4에 기억된 것이다. 또, SL1∼SL4는 각각 메모리셀MC1∼MC4에 접속된 센스래치를 나타낸 것

이다. 이 예에서는 간단한 센스래치의 구성에 의해 1개의 메모리셀에 기억된 다진(4진)의 리드를 실현할 수 있다.

도 20은 「리드1」의 동작에 의해서 메모리셀MC1∼MC4의 임계값전압과 워드선에 인가하는 리드전압Vr1의 관계 

및 메모리셀MC1∼MC4에서 리드되고 센스래치SL1∼SL4에 래치되는 2진(1비트)의 데이타R1T의 '0' 또는 '1'('High

' 또는 'Low')을 도시한 도면이다. 마찬가지로, 도 21, 도 22도 각각 메모리셀MC1∼MC4의 임계값전압과 워드선에 

인가하는 리드전압Vr2, Vr3의 관계 및 「리드2」, 「리드3」의 각 동작에 의해서 메모리셀MC1∼MC4에서 리드되

고, 센스래치SL1∼SL4에 래치되는 2진(1비트)의 데이타R2T, R3T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술한 도 14의 구성으로 이

루어지는 플래시메모리에 대해서 이들 2진(1비트)의 정보가 압축되고 4진(2비트)의 정보가 기억된 메모리셀에서 리

드되는 2진(1비트)의 데이타R1T∼R3T 및 이 상보신호R1B∼R3B에서 메모리셀에 4진의 데이타로서 압축되고 기억

되기 전의 2진(1 비트)의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14의 선택 메모리 어레이3A의 정보를 리드하는 경우를 1예로서 설명한다. 「리드1」의 동작에 의해서 리드된 2

진(1비트)의 데이타R1T 및 그 상보신호R1B는 센스래치회로4A에서 스위치SRTa, SRBa, SRTb, SRBb를 닫고 센스

래치회로3B로 전송되고, 그것에 의해서 센스래치3B는 데이타R1T, R1B를 유지한다. 이들 스위치SRTa, SRBa, SRT

b, SRBb를 연 후에 「리드2」의 동작이 실행된다. 「리드2」의 경우에는 스위치SRTa, SRBa, SRTc, SRBc가 닫혀

지는 것에 의해 선택 메모리 어레이3A에서 리드된 2진(1비트)의 데이타R2T, R2B는 센스래치회로4A에서 센스래치4

C로 전송되고, 이것에 의해 센스래치회로4C는 데이타R2T, R2B를 유지한다. 이 후, 이들 스위치를 열고 나서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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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동작을 개시하고 2진(1비트)의 데이타R3T, R3B를 리드하고, 센스래치4A에 유지시킨다. 3개의 센스래치회로

4A, 4B, 4C에 유지된 3개의 리드데이타는 스위치 SOTa, SOBa, SOTb, STBb, SOTd, SOBd를 거쳐서 리드변환회로

(2)에 인가된다. 리드변환회로(2)는 그 데이타를 1비트씩의 데이타열로 변환 또는 복원한다.

도 23에는 「리드1」∼「리드3」의 동작에 의해서 리드된 2진(1비트)의 데이타R1T∼R3T 및 그 상보신호R1B∼R3

B에서 메모리셀에 기억되어 있던 4진(2비트)의 데이타'00', '01', '10', '11'로 변환하는 회로예가 도시되어 있다.

동일도면에 도시되는 리드 데이타 합성회로는 입출력선IOT측의 회로부분(200)과 입출력선IOB측의 회로부분(201)

로 크게 나누어진다. 회로부분(200)은 「리드1」∼「리드3」의 3회의 리드에 의해서 얻어진 반전신호R1T ∼R3T에

따라 2비트의 비반전신호YB, XB를 병렬적으로 형성한다. 회로부분(201)은 「리드1」∼「리드3」의 3회의 리드에 

의해서 얻어진 반전신호R1B∼R3B에 따라 2비트의 반전신호YB, XB를 병렬적으로 형성한다. 즉, 이 리드 데이타 합

성회로는 센스래치회로4A, 4B, 4C에서 전송되는 데이타R1T, R2T, R3T와 그 상보신호 R1B, R2B, R3B를 4진(2비

트)의 데이타열로 변환한다.

XT는 4진(2비트)의 데이타의 상위비트를, YT는 하위비트를 나타낸다. XB, YB는 그 신호의 상보신호이다. 예를 들면

, 4진의 데이타가 '10'인 경우 상위비트는 '1', 하위비트는 '0'으로 된다.

도 24에는 상기 「리드1」∼「리드3」에 의해서 얻어진 데이타R1T∼R3T(R1B∼R3B)와 그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합성출력XT, YT(XB, YB)의 관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리드데이타 합성회로에서 얻어진 상위비트의 XT, XB, 하위비트의 YT, YB는 도 25에 도시되는 회로로서, 서로 

선택되어 2비트의 데이타로서 출력된다. 도 25에 도시되는 회로는 클럭신호CLK3과 동기시켜서 상위비트XT, 하위비

트YT를 서로 IOT로, 상위비트의 상보신호XB, 하위비트의 상보신호YB를 서로 IOB로 출력시키는 CMOS 트랜스퍼 

게이트GXT, GYT가 마련되어 이루어진다. 이것에 의해서 1개의 메모리셀에 기억되어 있는 4개의 정보를 2비트의 데

이타열로서 리드할 수 있다.

도 26에는 도 20의 회로의 1예 동작타이밍도로서, 'XT, YT'가 '11'인 경우(상보신호'XB, YB'는 '00'), 즉 1개의 메모

리셀에 기억된 정보가 4진(2비트)이고 '11'인 경우를 예로 한 IOT, IOB의 출력을 도시한다. XT, XB의 신호는 클럭신

호CLK3이 'High'의 상태일 때에 CMOS 트랜스퍼 게이트GXT, GXB가 열려 각각 입출력선IOT, IOB로 출력된다. 이 

때, CMOS 트랜스퍼 게이트GYT, GYB는 닫혀 있어 YT, YB의 신호는 출력되지 않는다. 한편, 클럭신호CLK3이 'Low

'의 상태일 때에는 CMOS 트랜스퍼 게이트GYT, GYB가 열리고, YT, YB의 신호가 입출력선IOT, IOB로 출력되고, X

T, XB의 신호는 트랜스퍼 게이트GXT, GXB가 닫혀 있으므로 출력되지 않는다.

또한, 도 23에 도시된 리드 데이타 합성회로와 도 25에 도시된 상위 및 하위비트의 교대 출력회로는 상기 리드 변환

회로(2)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 설명해 온 리드동작의 특징은 「리드1」∼「리드3」의 3회의 동작에 의해 메모리셀에 라이트된 4진(2비트)의 

정보에 대응해서 각각에 리드된 2진(1비트)의 데이타를 비선택 메모리 어레이의 센스래치회로로 전송하고, 3회의 리

드가 종료한 후에 이들 2진(1비트)의 데이타를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2)에 의해서 2진(1비트)의 데이타열로 변환해서

4진(2비트)의 정보를 리드할 수 있다.

도 27에는 플래시메모리의 다른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따라서 설명한 플래시메모리는 라이트시, 리드시에 비선

택 센스래치회로에 라이트할 데이타 또는 메모리셀에서 리드된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유지시키고, 메모리셀에 라이트

할 데이타 또는 외부로 리드할 데이타로 변환하지만, 도 27에 도시되는 플래시메모리에서는 플래시메모리의 칩내에 

그들 비선택 메모리측의 센스래치의 기능을 전용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버퍼(21)을 마련하고, 이 버퍼(21)에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유지시키도록 한 것이다. 라이트시, 리드시에 있어서의 동작 및 데이타 변환의 방법의 도 1 의 플래시메모

리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지만, 데이타를 비선택 센스래치회로가 아니고, 버퍼(21)을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이 예의 경우에 4진(2비트)의 라이트 및 리드동작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상술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1)에서 기수비트, 우수 비트로 분리된 라이트 2진 데이타를 버퍼(21)에 신호선(23)을 통해서 전송해서 이들

을 유지시킨다. 「라이트1」∼「라이트3」에 따른 2진(1비트)의 데이타를 합성하기 위해 이들 기수비트, 우수비트로

분리된 데이타를 신호선(23)을 통해서 버퍼(21)에서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1)로 전송한다. 이 라이트 데이타 변환

회로(1)에서 합성된 3종류의 라이트 데이타는 신호선(23)을 통해서 재차 버퍼(21)로 전송해서 유지시킨다. 이 합성된

데이타를 「라이트1」∼「라이트3」의 각 동작시에 신호선(24)를 통해서 센스래치회로(4)로 전송하고 래치시켜서 

라이트 및 라이트 검증 동작을 실행하도록 한다. 한편, 리드동작은 「리드1」∼「리드3」에 의해서 각각 리드된 2진(

1비트)의 데이타를 센스래치회로(4)에서 신호선(24)를 통해서 버퍼(21)로 전송해서 유지시킨다. 이들 2진데이타를 

신호선(25)를 통해서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2)로 전송하고, 상기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2진(1비트)의 데이타열로 변환

해서 메인앰프(10)에 의해 증폭하고 Dout(17)에서 출력한다. 이들 제어는 제어회로(12)에 의해서 실행한다.

도 28에는 또 다른 플래시메모리의 예가 도시된다. 이 플래시메모리는 중앙연산처리기구(CPU)(27)을 내장한다. 증

앙연산처리기구(27)은 중앙처리장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에 상당하는 회로블럭을 의미한다. 이 중앙연산처

리기구(27) 은 도 1의 플래시메모리에 관해서 설명한 라이트 데이타 변환, 리드 데이타 변환 및 그 때의 센스래치회로

사이의 데이타의 전송을 제어하는 기능을 실현한다. 이들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연산처리기구(27)의 동작프로그

램은 그것에 내장된 반도체기억장치 또는 도시를 생략한 다른 온칩 반도체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

기 바란다.

도 29에 도시되는 플래시메모리는 버퍼(21)과 중앙연산처리기구(27)의 쌍방을 동일의 반도체칩에 구비하고 있다.

도 28 및 도 29에 도시되는 플래시메모리는 칩상에 중앙연산처리기구(27)를 갖고, 4진(2비트)의 라이트 및 리드시에

있어서의 각종 데이타변환 등의 연산처리를 중앙연산처리기구(27)에 의해서 실행하고, 비선택의 센스래치회로 또는 

칩상에 마련된 버퍼(21)을 사용해서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의 라이트 및 리드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도 28

에 도시되는 플래시메모리에 있어서의 4진(2비트)의 라이트 및 리드동작은 각각 비선택 메모리 어레이의 센스래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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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사용하는 점에서 도 1의 플래시메모리와 동일하고, 또 도 29의 플래시메모리는 버퍼(21)을 사용하는 점에서 도 

27의 플래시메모리와 동일하지만, 데이타변환에 대해서는 도 1 및 도 27의 플래시메모리는 각각 독립해서 제어되는 

메모리 어레이와 센스래치회로의 각각에 라이트 변환회로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도 28및 도 29의 플래시메모리에

서는 리드 데이타 변환의 기능과 라이트 데이타 변환기능을 중앙연산처리기구(27)에 의해서 실현하고 있다.

도 28에 도시되는 플래시메모리에 있어서의 4진(2비트)의 라이트 및 리드동 작은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Din(16)에

서 라이트 2진(1비트)의 데이타열이 입력되면 이것을 메인앰프(10)에 의해 증폭하고, 중앙연산처리기구(27)로 신호

선(29)를 통해서 전송하고 기수비트, 우수비트로 분리한다. 이 기수비트, 우수비트로 분리된 2진(1비트)의 데이타는 

센스래치회로(4)의 비선택의 메모리셀에 접속하는 센스래치(비선택 센스래치)로 신호선(28)을 통해서 전송되고 유지

된다. 「라이트1」∼「라이트3」에 따른 2진(1비트)의 데이타를 중앙연산처리기구(27)에 의해 합성하므로 이들 기

수비트, 우수비트로 분리된 데이타는 신호선(211)을 통해서 센스래치회로(4)에서 중앙연산처리기구(27)로 전송된다.

중앙연산처리기구(27)에서 변환된 데이타는 「라이트1」∼「라이트3」의 각 동작에 따라서 신호선(28)을 통해 센스

래치회로(4)로 전송되고 래치되어 라이트 및 리드 검증 동작에 이용된다. 한편, 리드동작에서는 「리드1」∼「리드3

」에 의해서 각각 리드된 2진(1비트)의 데이타가 센스래치회로(4)의 비선택 센스래치에 유지된다. 3회의 리드동작에 

의해서 리드되고 센스래치회로(4)에 유지된 2진(1비트)의 데이타는 신호선(28)을 통해서 중앙연산처리기구(27)로 전

송되고, 도 1의 플래시메모리와 마찬가지로 2진(1비트)의 데이타열로 변환되고 신호선(29)를 통해서 메인앰프(10)으

로 전송되어 증폭되고, Dout(17)에서 외부로 출력된다.

도 29에 도시되는 플래시메모리는 4진(2비트)의 라이트 및 리드동작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Din(16)에서 라이트하

는 2진(1비트)의 데이타열이 입력되면, 그 데이타가 메인앰프(10)에 의해 증폭되어 중앙연산처리기구(27)로 신호선(

29)를 통해서 전송되고, 기수비트, 우수비트로 분리된다. 이 기수비트, 우수비트로 분리된 2진(1비트)의 데이타는 버

퍼(21)로 신호선(31)을 통해서 전송되고 유지된다. 「라이트1」∼「라이트3」에 따른 2진(1비트)의 데이타를 중앙

연산처리기구(27)에 의해 합성하므로 이들 기수비트, 우수비트로 분리된 데이타는 신호선(31)을 통해서 버퍼(21)에

서 중앙연산처리기구(27)로 전송된다. 중앙연산처리기구(27)에서 변환된 데이타는 「라이트1」∼「라이트3」의 각 

동작에 따라서 신호선(31)을 통해서 센스래치회로(4)로 전송되고 래치되어 순차 라이트 및 리드 검증동작에 이용된

다. 한편, 리드동작은 「리드1」∼「리드3」에 의해서 각각 메모리셀에서 리드된 2진(1비트)의 데이타가 센스래치회

로(4)에서 신호선(30)을 통해서 버퍼(21)로 전송되고 유지된다. 3회의 리드동작에 의해서 리드되고, 버퍼(21)에 유지

된 2진(1비트)의 데이타는 신호선(31)을 통해서 중앙연산처리기구(27)로 전송되고, 도 1의 플래시메모리와 마찬가지

로 2진(1비트)의 데이타열로 변환되어 신호선(29)를 통해서 메인앰프(10)로 전송되고 증폭되어 Dout(17)에서 외부

로 출력된다. 또한, 중앙연산처리기구(27)을 온칩으로 구비한 플래시메모리는 제어회로(12)의 기능을 상기 중앙연산

처리기구(27)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다.

도 30에는 도 28 및 도 29에 도시되는 단일칩의 플래시메모리를 멀티칩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즉, 플래시메모리(33), 중앙연산처리기구(27) 및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에 의해서 멀티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래시메모리(33)은 도 28의 플래시메모리에 대해 중앙연산처리기구를 내장하지 않고 또는 도 1의 

플래시메모리에 대해 라이트 변환회로와 리드변환회로를 구비하고 있지 않는 회로구성을 갖는다. 라이트동작과 리드

동작시에 있어 서의 데이타 변환시에는 데이타를 DRAM(34)로 전송하여 일시적으로 유지시키고, 그것을 중앙연산처

리기구(27)이 데이타변환을 실행하고 1개의 메모리셀에 대한 4진데이타의 라이트 또는 1개의 메모리셀에 저장된 4

진 데이타의 리드를 실행한다. 도 30에 있어서 (38), (39)는 제어신호, (35), (36), (37)은 어드레스나 데이타를 위한 

신호선을 의미한다.

도 31에 도시되는 회로는 도 30에 도시되는 회로구성에 포함되는 DRAM(34)를 SRAM(Static Random Accsss Mem

ory)(40)으로 변경한 점이 다르다. 이 회로구성에 의하면, 라이트동작과 리드동작시에 있어서의 데이타변환시, 데이

타는 SRAM(40)으로 전송되어 일시적으로 유지되고, 중앙연산처리기구(27)이 그 SRAM(40)에 유지된 데이타의 상기

변환을 실행하고 라이트 또는 리드를 실행한다. 도 31에 있어서 (38) 및 (43)은 제어신호, (36), (41) 및 (42)는 어드

레스나 데이타를 위한 신호선을 의미한다.

도 32, 도 33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각종 플래시메모리에 있어서의 4진(2비트)의 라이트동작 및 리드동작의 수순의 1

예가 도시되어 있다. 즉, 라이트동작에 있어서는 라이트 데이타를 기수비트, 우수비트로 분리하고, 비선택 메모리 어

레이의 센스래치, 버퍼(21) 또는 외부의 DRAM(34) 또는 SRAM(40)에 일시적으로 저장한다(S1). 다음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데이타에서 「라이트1」∼「라이트3」에 따라서 순차 실제로 메모리셀에 라이트하는 라이트 2진 데이타를 

합성하고, 선택 메모리 어레이의 센스래치로 전송한다(22). 그리고, 워드선에 라이트전압을 인가하고 센스래치에 래

치된 데이타에 따라서 메모리셀의 라이트동작을 실행하고(S3), 라이 트동작을 실행한 메모리셀에 대해 라이트 검증

동작을 실행하고(S4), 라이트동작에 의해서 소요의 임계값전압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스텝S3, S4의 동작을 반복한

다(S5). 라이트동작은 「라이트3」까지 실행되었는지가 판정되고(S6), 「라이트3」까지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 라이

트 검증 전압이 다음의 검증전압으로 설정되고(S7), 「라이트3」까지 처리가 종료될때까지 상기 스텝 S1∼S7이 반

복된다.

리드동작에 있어서는 우선 액세스대상으로 되는 메모리셀의 워드선에 리드전압Vr1을 인가해서 「리드1」의 동작을 

실행하고(S11), 이것에 의해서 리드된 2진 데이타가 비선택 메모리 어레이에 대응되는 센스래치, 버퍼(21) 또는 DRA

M(34) 또는 SRAM(40)으로 전송된다(S12). 다음에, 그 워드선에 리드전압Vr2를 인가해서 「리드2」의 동작을 실행

하고(S13), 이것에 의해서 리드된 2진 데이타가 비선택 메모리 어레이에 대응되는 센스래치, 버퍼(21) 또는 DRAM(3

4) 또는 SRAM(40)으로 전송된다(S14). 또, 그 워드선에 리드전압Vr3을 인가해서 「리드3」의 동작을 실행하고(S15

), 이것에 의해서 리드된 2진 데이타가 비선택 메모리 어레이에 대응되는 센스래치, 버퍼(21) 또는 DRAM(34) 또는 S

RAM(40)으로 전송된다(S16). 이와 같이 해서 「리드1」∼「리드3」에서 얻어진 2진 데이타는 리드 데이타 변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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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2) 또는 중앙연산처리기구(27)에서 2진 데이타열의 상위비트와 하위비트로 변환되고, 그것이 교대로 외부로 출력

된다(S17).

도 34에는 라이트동작시의 라이트 검증 전압Vv1, Vv2, Vv3을 전환하기 위한 회로구성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회로

는 도 1, 도 27∼도 29에 도시되는 전원전환회로(9)에 포함된다. 도 1, 도 27∼도 29에 도시되는 검증종료신호(14)는

센스래치 회로(4)에서 출력된다. 즉, 라이트 검증 동작에 있어서의 입출력선IOT로부터의 신호가 검증종료신호(14)로

된다. 이 검증종료신호(14)는 「라이트1」∼「라이트3」의 각각에 있어서의 라이트 검증 동작에 있어서 라이트 상태

가 소정의 임계값전압에 도달했을 때, 바꿔 말하면, 「라이트1」∼「라이트3」의 개개의 라이트동작이 종료했을 때 

소정의 타이밍으로 활성화된다. 상기 검증종료신호(14)는 시프트클럭으로서 시프트레지스터(900)에 공급되고, 「라

이트1」∼「라이트3」의 각 동작이 종료할 때마다 시프트레지스트(900)의 초단의 기억회로에 유지되어 있는 캐리가

순차 후단의 기억회로로 시프트된다. 스위치 Sv1∼Sv3은 각 기억회로의 래치신호에 따라서 스위치 제어되고, 초기상

태에서는 스위치 Sv1이 온상태로 되고, 순차 캐리가 전달되는 순번에 따라서 온상태로 되는 스위치가 변화되도록 되

어 있다. 상기 라이트 검증 전압Vv1∼Vv3은 전압발생회로(901)∼(903)에서 생성되고, 스위치Sv1∼Sv3은 전압발생

회로(901)∼(903)에서 생성되는 검증전압Vv1∼Vv3을 선택해서 워드 드라이버(7)에 인가한다.

이와 같이 검증종료신호(14)가 시프트레지스터(900)에 입력되어 검증전압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라이트1」에 

있어서의 라이트 검증 전압Vv1을 워드선에 인가하므로 스위치SV1을 온시킨다. 「라이트1」의 검증종료신호가 시프

트레지스터(900)에 입력되면 스위치Sv1은 오프로 되고, 스위치Sv2가 온해서 「라이트2」의 라이트 검증 전압Vv2가

검중전압으로서 워드선에 인가된다. 마찬가지로 「라이트2」의 검증이 종료하면, 스위치Sv2가 오프로, 스위치Sv3이

온으로 되고, Vv3이 검증전압으로서 워드선에 인가된다. 「라이트3」의 검증종료신호가 시프 트레지스터에 입력되

면, 시프트레지스터는 리세트되어 스위치Sv3도 오프로 되고 전체 라이트동작이 종료한다.

본 발명은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검증동작시에 다른 3종류의 전압을 워드선에 인가해서 라이트동작을 실행하고, 메

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을 제어하고, 이들 3회의 라이트동작 1회마다 라이트하는 4진(2비트)의 정보에 대응한 2진(1비

트)의 라이트 데이타를 비선택 메모리 어레이에 접속하는 센스래치회로나 칩내에 마련된 버퍼 또는 외부의 DRAM, S

RAM을 사용해서 합성하는 것에 의해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의 정보를 라이트할 수 있고, 플래시메모리의 기

억용량을 2배로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기억된 4진(2비트)의 정보를 리드해서 2진(1비트)의 정보로 하기 위해서

는 리드동작시에 다른 3종류의 전압을 워드선에 인가하고, 이들 리드동작마다 리드되는 2진(1비트)의 정보를 비선택 

메모리 어레이에 접속하는 센스래치회로나 칩내에 마련된 버퍼 또는 외부의 DRAM, SRAM에 일시적으로 기억시키

고, 3종류의 2진(1비트)의 정보를 합성해서 메모리셀에 기억되어 있던 4진(2비트)의 정보에 대응시킨 2진(1비트)의 

정보로 변환하는 것에 의해 실행된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실시형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그것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 변경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도 1 등에 도시한 상기 

플래시메모리는 단일체의 메모리LSI이지만, 마이크로컴퓨터 등의 논리LSI의 온칩메모리로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

다. 또, 도 30, 도 31에 도시한 멀티칩구성의 메모리에 대해서도 이것을 단일칩으로 구성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도 30,

도 31에 도시되는 회로구성을 마이크로컴퓨터와 같은 데이타처리LSI의 하나의 기능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경우에 중앙연산처리기구(27)은 그 밖의 데이타처리에 범용적으로 이용되는 회로로 간주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

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1트랜지스터형의 메모리셀을 갖는 플래시메모리에 한정되지 않고, 기억트랜지스터와

함께 선택트랜지스터에 의해서 메모리셀이 구성되는 EEPROM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원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검증동작시에 다른 3종류의 전압을 워드선에 인가해서 순차 3회의 라이트동작을 실행해서 메모리셀의 임계값전

압을 제어하고, 이 때 라이트동작 1회마다 라이트할 4진(2비트)의 정보에 대응한 2진(1비트)의 라이트 데이타를 예를

들면 비선택 어레이에 접속하는 센스래치회로나 칩내에 마련된 버퍼 또는 외부의 DRAM, SRAM을 사용해서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에서 합성하는 것에 의해 1개의 메모리셀에 4진(2비트)의 정보를 라이트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플

래시메모리의 기억용량을 2배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억된 4진(2비트)의 정보를 리드해서 2진(1비트)의 정보로 하기 위해서는 리드동작시에 다른 3종류의 전

압을 순차 워드선에 인가하고, 이들의 리드동작마다 리드되는 2진(1비트)의 정보를 예를 들면 비선택 어레이에 접속

하는 센스래치회로나 칩내에 마련된 버퍼 또는 외부의 DRAM, SRAM에 일시적으로 기억시키고, 기억된 3종류의 2진

(1비트)의 정보를 리드 변환회로에서 합성하고, 메모리셀에 기억되어 있던 4진(2비트)의 정보에 대응하는 2비트의 정

보열로 변환해서 출력할 수 있다.

상기한 것에 의해 플래시메모리와 같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대용량화를 도모할 수 있음과 동시에 대용량화

에 따른 칩면적의 증대를 극력 억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적으로 소거 및 라이트가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각각 임계값전압의 다른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또는 제3 라이트상태로 제어하고, 1개의 메모리셀에 4진의 정보를 기억가능하게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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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데이타 리라이트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소거상태로 하고, 소거상태로 된 불

휘발성 메모리셀을 선택적으로 제1 라이트상태로 하는 제1 라이트, 제1 라이트 후에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선택

적으로 제2 라이트상태로 하는 제2 라이트 및 제2 라이트 후에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선택적으로 제3 라이트상

태로 하는 제3 라이트의 각 동작을 제어하는 라이트 제어회로,

상기 제1 라이트동작에 의해서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제1 라이트상태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1비트의 라이트

정보, 상기 제2 라이트동작에 의해서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제2 라이트상태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1비트의 

라이트정보, 상기 제3 라이트동작에 의해서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제3 라이트상태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1

비트의 라이트정보를 외부에서 인가되는 2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에서 생성하는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 및

상기 라이트 제어수단에 의한 제1∼제3 라이트동작마다 상기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에서 생성된 대응되는 라이트정

보를 래치하고, 제1∼제3 라이트동작마다 메모리셀을 대응되는 라이트상태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선택시키는 데이타

래치수단을 구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로부터의 데이타 리드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소거상태의 임계값전압과 상기 

제1 라이트상태의 임계값전압 사이의 워드선 선택레벨에 의해서 메모리셀을 선택하는 제1 리드, 상기 불휘발성 메모

리셀의 제1 라이트상태의 임계값전압과 상기 제2 라이트상태의 임계값전압 사이의 워드선 선택레벨에 의해서 메모리

셀을 선택하는 제2 리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제2 라이트상태의 임계값전압과 상기 제3 라이트상태의 임계값

전압 사이의 워드선 선택레벨에 의해서 메모리셀을 선택하는 제3 리드의 각 동작을 제어하는 리드제어회로 및

상기 리드제어회로에 의한 제1∼제3 리드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각 1비트의 정보에서 리드대상으로 된 메모리셀의 상

태가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또는 제3 라이트상태 중 어느 하나에 대응되는지를 나타내는 2비트

의 리드데이타를 생성하는 리드데이타 변환회로를 구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및 제3 라이트상태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각각의 임계값전압

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Vth0, Vth1, Vth2, Vth3로 했을 때 제1∼제3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라이트 검증 전압Vv1

, Vv2, Vv3을 Vth1＜Vv1＜Vth0, Vth2＜Vv2＜Vth1, Vth3＜Vv3＜Vth2로 하고,

상기 제1∼제3 리드에 있어서의 워드선 선택레벨Vr1, Vr2, Vr3을 Vth1＜Vr1＜Vth0, Vth2＜Vr2＜Vth1, Vth3＜V

r3＜Vth2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은 비트선에 결합되고 비트선에 상기 노드가 결합된 센스래치를 구비하고, 비트선을 선택적으로 입출

력선과 도통시키는 스위치소자를 구비하고, 상기 데이타 래치수단은 상기 스위치소자에 의해서 선택된 비트선과 도

통되는 센스래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는 상기 2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의 제1 상태에 따라서 제1∼제3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각 라이트정보를 라이트 비선택 레벨로 하고, 상기 2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의 제2 상태에 따라서 제1 라이트 동작에 

있어서의 라이트 정보를 라이트 선택 레벨로, 제2 및 제3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라이트 정보를 라이트 비선택 레벨

로 하고, 상기 2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의 제3 상태에 따라서 제1 및 제2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라이트정보를 라이트 

선택레벨로, 제3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라이트정보를 라이트 비선택 레벨로 하고, 상기 2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의 제

4 상태에 따라서 제1∼제3 라이트동작에 있어서의 각 라이트정보를 라이트 선택레벨로 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 데이타 변환회로는 상기 제1∼제3 리드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3비트의 정보가 모두 제1 논리값일 때에 2비

트의 리드 데이타를 제1상태로 하고, 상기 제1 리드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1비트의 정보가 제2 논리값이고 제2 및 제3

리드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2비트의 정보가 모두 제1 논리값일 때, 2비트의 리드 데이타를 제2 상태로 하고, 상기 제1

및 제2 리드 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2비트의 정보가 제2 논리값이고 제3 리드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2비트의 정보가 

제1 논리값일 때, 2비트의 리드 데이타를 제3 상태로 하고, 상기 제1∼제3 리드 동작에 의해서 얻어진 2비트의 정보

가 모두 제2 논리값일 때 2비트의 리드 데이타를 제4 상태로 하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

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제3의 각 라이트 동작에 따라서 라이트 검증 전압을 전환하는 전원전환회로를 구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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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라이트 제어회로는 상기 제1 라이트, 제2 라이트, 제3 라이트의 각각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에 여러개 라이트

펄스 전압을 인가하고, 이 펄스전압은 순차 펄스시간폭이 길어지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트 제어회로는 상기 제1 라이트, 제2 라이트, 제3 라이트의 각각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에 여러개 라이트

펄스 전압을 인가하고, 이 펄스전압은 순차 펄스의 절대값이 커지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및 제3 라이트상태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각각의 임계값전압

을 높은 것 또는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Vth0, Vth1, Vth2, Vth3로 했을 때, 인접하는 임계값전압에 대응되는 소거 또

는 어느 하나의 라이트상태에 의해 대표되는 비트정보의 해밍거리가 최소로 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및 제3 라이트상태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각각의 임계값전압

을 높은 것 또는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Vth0, Vth1, Vth2, Vth3로 했을 때, 인접하는 임계값전압에 대응되는 소거 또

는 어느 하나의 라이트상태에 의해 대표되는 비트정보의 해밍거리가 1로 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

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및 제3 라이트상태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각각의 임계값전압

을 높은 것 또는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Vth0, Vth1, Vth2, Vth3로 했을 때, 자외선조사시에 있어서의 메모리셀의 임

계값 전압이 Vth0 또는 Vth3에 가장 근접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및 제3 라이트상태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각각의 임계값전압

을 높은 것 또는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Vth0, Vth1, Vth2, Vth3로 했을 때, 인접하는 임계값전압에 대응되는 소거 또

는 어느 하나의 라이트상태에 의해 대표되는 비트정보의 해밍거리가 최소로 되도록 설정되고, 또한 열평형상태에 있

어서의 메모리셀의 임계값전압이 Vth0 또는 Vth3 중 어느 하나에 근접해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

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4.
전기적 리라이트를 가능하게 하고 3개의 기억상태'0', '1', '2'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개의 메모리셀을 갖는 메모리 어

레이,

상기 여러개의 메모리셀의 기억상태에 대응하는 데이타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타 회로 및

상기 데이타회로의 내용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셀에 라이트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라이트회로를 갖고,

상기 라이트회로는 상기 메모리셀에 기억상태'2'를 유지시킬 때에는 기억상태'1'로 하기 위한 라이트동작을 실행한 후

에 또 기억상태'1'에서 기억상태'2'로 하기 위한 라이트동작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5.
적어도 3개의 임계값전압에 의해서 3개의 다른 기억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개의 메모리셀을 갖는 메모리 어레이,

상기 여러개의 메모리셀의 기억상태에 대응하는 데이타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타회로 및

상기 데이타회로의 내용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셀에 라이트동작을 실행하기 위한 라이트회로를 갖고,

상기 라이트회로는 상기 메모리셀을 제1 임계값전압으로 설정할 때에는 1개의 검증전압으로 검증을 실행하고, 제2 

임계값전압으로 설정할 때에는 여러개의 검증전압으로 검증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6.
부유게이트와 제어게이트를 갖는 여러개의 메모리셀과 이 부유게이트에 전하 의 출입을 실행해서 1메모리셀 당 여러

개의 비트정보를 기억하는 반도체 기억장치로서,

여러개의 전압을 발생하는 전압발생회로,

상기 전하의 출입에 필요한 전압을 인가하는 라이트 펄스를 상기 메모리셀에 인가하는 라이트회로 및

상기 제어게이트에 상기 여러개의 전압을 순차로 인가하고, 메모리셀로 흐르는 전류값에 따라서 메모리셀이 원하는 

임계값전압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를 판정하는 판정회로를 갖고,

상기 라이트펄스를 각 메모리셀에 인가하는 라이트동작과 이 후에 메모리셀이 원하는 전압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를 

판정하는 검증동작을 1사이클로 하고, 이 사이클을 여러회 반복할 때 상기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기 라이트펄스

의 펄스폭을 크게 하도록 상기 라이트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7.
부유게이트와 제어게이트를 갖는 여러개의 메모리셀과 이 부유게이트에 전하의 출입을 실행해서 1메모리셀 당 여러

개의 비트정보를 기억하는 반도체 기억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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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전압을 발생하는 전압발생회로,

상기 전하의 출입에 필요한 전압을 인가하는 라이트 펄스를 상기 메모리셀에 인가하는 라이트회로 및

상기 제어게이트에 상기 여러개의 전압을 순차로 인가하고, 메모리셀로 흐르는 전류값에 따라서 메모리셀이 원하는 

임계값전압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를 판정하는 판정회로를 갖고,

상기 라이트펄스를 각 메모리셀에 인가하는 라이트동작과 이 후에 메모리셀이 원하는 전압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를 

판정하는 검증동작을 1사이클로 하고, 이 사이클을 여러회 반복할 때 상기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기 라이트펄스

의 전압의 절대값을 크게 하도록 상기 라이트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8.
전기적으로 소거 및 라이트가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각각 임계값전압의 다른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또는 제3 라이트상태로 제어하고, 1개의 메모리셀에 4진의 정보를 기억가능하게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로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데이타 리라이트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소거상태 또는 어느 하나의 라이트

상태로 하는 라이트동작을 실행하는 제어회로,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제1 라이트상태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1비트의 라이트정보,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제2

라이트상태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1비트의 라이트정보 및 불휘발성 메모리셀을 제3 라이트상태로 할지 하

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1비트의 라이트정보를 외부에서 인가되는 2비트의 라이트 데이타에 서 생성하는 라이트 데이

타 변환회로 및

상기 라이트 제어회로에 의한 라이트동작마다 상기 라이트 데이타 변환회로에서 생성된 대응되는 라이트 정보를 래

치하고, 메모리셀을 대응되는 라이트상태로 할지 하지 않을지를 선택시키는 데이타회로를 구비하고,

소거상태, 제1 라이트상태, 제2 라이트상태 및 제3 라이트상태에 있어서의 불휘발성 메모리셀의 각각의 임계값전압

을 높은 것 또는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Vth0, Vth1, Vth2, Vth3로 했을 때, 인접하는 임계값전압에 대응되는 소거 또

는 어느 하나의 라이트상태에 의해 대표되는 비트정보의 해밍거리가 최소로 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 라이트 제어회로, 데이타 변환회로 및 데이타 래치회로를 동일 칩에 탑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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