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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방법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검증을 

수행하는 자동 검증 프로그램 방법(Autoverify technique 또는 Simultaneously programming and verifying)으로 

실시하되 레지스터에 저장된 프로그램 데이터를 검출하여 프로그램이 완료된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센싱회로의 동작

을 중지시켜 전력 소모를 줄이고,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은 제어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면서 셀의 문턱 전압 상태를 프로그램 동작에서 사용한 센스 앰프로 센싱하여 그 상태에 따라 카운터에서 발생한

레벨값을 레지스터에 저장하되 리드 동작이 완료된 셀에 대해서는 센싱회로의 동작을 중지시켜 전력 소모를 줄이므

로써, 간단한 센스앰프 구조로도 실제 어레이 상에서 단계적으로 멀티레벨 리드를 가능케 하고, 프로그램/리드 동작을

한 센스앰프 회로에서 동시에 구현 가능하도록 하여 회로의 구성을 단순화하면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센싱회로

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3a

색인어

플래시 메모리, 멀티 레벨, 센스앰프, 센스앰프 구동회로, 카운터, 레지스터, 센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 1 실시예로 도

시한 회로도.

도 2는 종래의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 2 실시예로 도

시한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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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

시한 흐름도.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예로써 

도시한 회로도.

도 6은 도 5의 회로도에서 센스앰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전압 조절부 200: 기준전압 발생부

300: 비교부 301: 차동 증폭기

400: 센스앰프 구동 설정부 401: 센스앰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

402: 래치부 500: 레지스터 어레이

501,502: 제1, 제2 레지스터 600: 카운터부

601: 카운터 602: 스위칭부

FMC: 선택된 플래시 메모리 셀 CREF: 기준 셀

PM100,PM101,PM102,PM200: PMOS 트랜지스터

NM100,NM101~NM103,NM401~NM403: NMOS 트랜지스터

ND400: 낸드 게이트 AND400: 엔드 게이트

INV400: 인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간단한 구조의 센스

앰프를 사용하므로 센스앰프의 수를 최대화할 수 있어 한번에 처리되는 셀의 수를 증가시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각 

셀의 복수 개의 비트 정보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저전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

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플래쉬 메모리를 프로그램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프로그램과 검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원하는 문턱 

전압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Iterative program verify technique)을 사용한다.

종래의 멀티레벨 플래쉬 메모리를 리드하는 방법으로는 플래쉬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 레벨 수보다 하나 적은 개수의

비교기(Comparator)를 갖는 센스 앰프로 센싱하여 복수 비트의 데이터를 한번에 처리하거나, 기준 전압을 바꿔가면

서 한 개의 비교기로 여러 번 센싱하여 복수 비트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도 1은 종래의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리드하기 위한 센싱회로의 제 1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로써, 여기서는 4 레벨을 센싱하기 위한 회로를 구성하였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리드하기 위한 센싱회로는, 소오스에 전원전압(VDD)

이 인가되고 게이트와 드레인이 공통 연결되어 선택된 셀의 드레인에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PM1)와, 제 1 내지 

제 3 기준전압(VREF1 내지 VREF3)을 발생하는 기준전압 발생부(5)와, 제 1 입력 단자에는 선택된 셀(FMC)의 드레

인이 연결되고 제 2 입력 단자에는 제 1 내지 제 3 기준전압(VREF1 내지 VREF3)이 각각 인가되어 이를 비교한 결과

(X1 내지 X3)를 출력하는 제 1 내지 제 3 비교부(1 내지 3)와, 제 1 내지 제 3 비교부(1 내지 3)의 출력(X1 내지 X3)

을 디코딩하여 2 비트 데이터(MSB, LSB)로 출력하는 디코딩부(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종래의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리드하기 위한 센싱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개의 문턱전압 분포를 갖는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셀(FMC)의 제어 게이트에 일정한 전압(VG)을 인가하여 드레인

전류가 생성되면, 제 1 내지 제 3 비교부(1 내지 3)에서는 셀(FMC)의 문턱 전압에 상응하게 생성된 드레인 전류값을 

전압으로 바꾸어 3개의 기준전압(VREF1 내지 VREF3)과 동시에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X1 내지 X3)는 디코딩부(4)

에 의해 디코딩되어 셀(FMC)의 문턱 전압이 4개의 레벨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의 정보를 2 비트의 데이터(MSB, LSB

)로 바꾸어 나타낸다.

도 2는 종래의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리드하기 위한 센싱회로의 제 2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로써, 여기서는 4 레벨을 센싱하기 위한 회로를 구성하였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리드하기 위한 센싱회로는, 소오스에 전원전압(VDD)

이 인가되고 게이트와 드레인이 공통 연결되어 선택된 셀의 드레인에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PM11)와, 기준전압(

VREF)을 발생하는 기준전압 발생부(13)와, 한 단자가 선택된 셀(FMC)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다른 한 단자에 기준전

압(VREF)이 인가되는 비교부(11)와, 그 비교부(11)의 출력을 디코딩 하여 2 비트 데이터(MSB, LSB)를 출력하는 디

코딩부(12)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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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종래의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리드하기 위한 센싱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개 문턱전압 중 각각의 문턱 전압의 중간 전압값에 해당하는 3가지 전압들을 3 단계에 걸쳐 플래시 메모리 셀의 제

어 게이트에 순차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인가하고, 비교부(11)에서는 매 단계마다 셀(FMC)에 드레인 전류가

흐르는지 여부를 센싱하여 드레인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거나 전류가 흐르지 않는 단계의 제어 게이트 전압을 감지한

다. 이로부터, 디코딩부(12)는 비교부(11)의 출력을 입력받아 셀(FMC)의 문턱 전압이 4개의 문턱 전압 레벨 중 어디

에 해당하는지의 정보를 2 비트의 데이터(MSB, LSB)로 바꾸어 나타낸다.

상기와 같이, 제 1 실시예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하여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리드하는 방법은 별도의 

프로그램 회로가 필요하고, 수행과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또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리드하는 방법은 회로의

동작이 간단하나 센싱 회로가 커지는 단점이 있으며, 제 2 실시예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하여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

리를 프로그램/리드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단위 셀에서는 적용이 용이하나 실제 메모리 어레이 내에서는 구현이 어려

워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위한 회로와 리드를 위한 회로가 각각 구비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멀티 레벨 플래쉬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동작 시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검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동 검증 프로그램 방법(Autoverify technique 또는 Simultaneously program

ming and verifying)으로 실시하고, 멀티 레벨 플래쉬 메모리 셀의 리드동작 시에는 제어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면서 셀의 문턱 전압 상태를 프로그램 동작에서 사용한 센스 앰프로 센싱하고 그 상태에 따

라 카운터에서 발생한 레벨값을 레지스터에 저장함으로써, 간단한 센스앰프 구조로도 실제 어레이 상에서 단계적으로

멀티레벨 리드를 가능케 하고, 프로그램/리드 동작을 한 센스앰프 회로에서 동시에 구현 가능하도록 하여 회로의 구

성을 단순화하면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방법은 프로그램될 레벨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단계, 워드라인에 제 1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한 후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

가 제 1 데이터인 제 1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상기 센싱 회로를 오프시켜 문턱 전압을 제 1 레벨 전압으로 유지하며, 

제 1 데이터가 아닌 나머지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턱 전압을 제 2 레벨까지 상승시키는 제 2 

레벨 프로그램 단계, 상기 워드라인에 제 2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한 후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 1 또는 

제 2 데이터인 제 1 또는 제 2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상기 센싱회로를 오프시켜 문턱 전압을 유지하며, 제 1 또는 제 2

데이터가 아닌 나머지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턱 전압을 제 3 레벨까지 상승시키는 제 3 레벨 

프로그램 단계, 상기 워드라인에 제 3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한 후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 1, 제 2 또는 

제 3 데이터인 제 1, 제 2 또는 제 3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상기 센싱회로를 오프시켜 문턱 전압을 유지하며, 제 1, 제 

2 또는 제 3 데이터가 아닌 나머지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턱 전압을 제 4 레벨까지 상승시키

는 제 4 레벨 프로그램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은 모든 레지스터에 제 4 데이터를 저장

하고, 워드라인에 제 1 리드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카운터는 제 1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세팅하는 제 1 초기화 단계, 

상기 비교 회로에서 기준 전류 공급부의 제 1 기준 전류와 메모리 셀들의 드레인 전류를 차례로 비교하여, 문턱 전압

이 기준 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기 제 1 데이터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하여 제 1 메모리 셀을 정의하고, 높은 경우

에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제 4 데이터를 유지하여 제 1 메모리 셀의 리드 동작을 완료하는 제 1 리드 단계, 

상기 워드라인에 제 2 리드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카운터는 제 2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세팅하는 제 2 초기화 단계, 

상기 제 1 메모리 셀이 아닌 경우에만 상기 비교 회로에서 기준 전류 공급부의 제 2 기준 전류와 메모리 셀들의 드레

인 전류를 차례로 비교하여, 문턱 전압이 기준 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기 제 2 데이터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하여 

제 2 메모리 셀을 정의하고, 높은 경우에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제 4 데이터를 유지하여 제 2 메모리 셀의 

리드 동작 을 완료하는 제 2 리드 단계, 상기 워드라인에 제 3 리드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카운터는 제 3 데이터가 출

력되도록 세팅하는 제 3 초기화 단계, 상기 제 1 또는 제 2 메모리 셀이 아닌 경우에만 상기 비교 회로에서 기준 전류 

공급부의 제 3 기준 전류와 메모리 셀들의 드레인 전류를 차례로 비교하여, 문턱 전압이 기준 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기 제 3 데이터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하여 제 3 메모리 셀을 정의하고, 높은 경우에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

기 제 4 데이터를 유지하여 제 4 메모리 셀을 정의함으로써 제 3 및 제 4 메모리 셀의 리드 동작을 완료하는 제 3 리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

시한 흐름도이다.

도 3a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메모리 셀을 선별하여 제 2 레벨까지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도 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하기 위하여 셀이 어느 레벨로 프로그램될 것인가에 대한 데이

터를 레지스터에 저장한다.(S101) 각각의 셀에는 프로그램 정도에 따른 레벨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수만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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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터가 구비된다. 예를 들어, 플래시 메모리의 프로그램 되는 정도 즉 문턱 전압에 따라 4단계(제 1 내지 제 4 레벨)

로 나뉘어 질 경우 4단계는 2비트(11, 10, 01, 11)로 표 현되므로 각각의 셀마다 2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의 프로그램 되는 정도가 4단계로 나뉘어지는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하기로 하며, 본 발명

의 실시예는 플래시 메모리의 프로그램 되는 정도가 4단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레지스터에 셀을 프로그램하기 위한 데이터가 저장되면 메모리 셀과 기준 셀에는 제 1 워드라인 전압(Vp1)이 인가된

다.(S102) 제 1 워드라인 전압(Vp1)은 제 2 레벨에 해당하는 셀의 문턱 전압보다는 높고 제 3 레벨의 문턱 전압보다

는 낮은 중간 전압이다.

제 1 워드라인 전압(Vp1)이 인가되면, 첫 번째 셀을 지정한다.(S103)

첫 번째 셀이 지정되면, 해당 셀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셀의 프로그램 여부를 결정한다.(S104) 예를 들

어,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11일 경우에는 셀을 프로그램하지 않고 제 1 레벨의 문턱전압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00일 경우에는 제 4 레벨까지 완전히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11이 아닐 경우에는 최소한 제 2 레벨까지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셀의 문턱 전압을 제 2 레벨까지 상승시키기 위하여 자동 검증 프로그램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S105) 메모

리 셀을 프로그램 하면서, 동시에 센스앰프에서는 프로그램중인 셀의 드레인 전류를 기준 전류 공급 회로의 기준 전

류와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동작을 완료한다. 따라서, 메모리 셀은 프로그램 및 검증이 동시에 실

시된다.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11일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11일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셀의 문턱 전압이 제 1 내

지 제 4 레벨 중 가장 낮은 제 1 전압이 되도록 함으로써, 리드 동작 시 드레인 전류를 가장 많이 흐르게 하여 11에 해

당하는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00일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프로그램

을 모두 실시하여 셀의 문턱 전압이 제 1 내지 제 4 레벨 중 가장 높은 제 4 전압이 되도록 함으로써, 리드 동작 시 드

레인 전류를 가장 적게 흐르게 하여 0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소정의 동작이 모두 완료되면 셀 번호를 증가시킨다.(S106)

셀 번호를 증가시켜 다음 셀이 선택되면, 선택된 셀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상기의 단계(S104 내지 S10

6)들을 재실시하고, 상기의 동작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셀이 마지막 셀이면 제 2 레벨 프로그램 단계를 종료하고, 제

3 레벨 프로그램 단계로 넘어간다.(S107)

상기에서 설명한 프로그램 방법에 의해 메모리 셀을 프로그램하면 레지스터에 11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과 10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 동작이 모두 완료되어 11이 저장된 메모리 셀은 제 1 레벨의 문턱전압을 갖게되

고, 10이 저장된 메모리 셀은 제 2 레벨의 문턱전압을 갖게된다. 따라서, 레지스터에 11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과

10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은 프로그램 동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다음 단계인 제 3 레벨 프로그램 단계에서는 레

지스터에 11 또는 10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에 대한 프로그램 동작을 실시하지 않는다.

도 3b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메모리 셀을 선별하여 제 3 레벨까지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제 3 레벨까지 프로그램하는 방법은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11 또는 10인 셀을 제외하고 나머지 셀에 대

해서만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메모리 셀과 기준 셀에 제 2 워드라인 전압(Vp2)이 인가된

다는 것 이외에는 제 2 레벨까지 프로그램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과 기준 셀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 2 워드라인 전압(Vp2)이 인가된

다.(S111) 제 2 워드라인 전압(Vp2)은 제 3 레벨에 해당하는 셀의 문턱 전압보다는 높고 제 4 레벨의 문턱 전압보다

는 낮은 중간 전압이다.

제 2 워드라인 전압(Vp2)이 인가되면, 첫 번째 셀을 지정한다.(S112)

첫 번째 셀이 지정되면, 해당 셀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셀의 프로그램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레

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11 또는 10일 경우에는 셀이 제 2 레벨 프로그램 단계에서 소정의 문턱 전압으로 프로그

램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이외의 나머지 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실

시한다.(S113)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11 또는 10이 아닐 경우에는 최소한 제 3 레벨까지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판

단하고, 셀의 문턱 전압을 제 3 레벨까지 상승시키기 위하여 자동 검증 프로그램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S11

4) 메모리 셀을 프로그램 하면서, 동시에 센스앰프에서는 프로그램중인 셀의 드레인 전류를 기준 전류 공급 회로의 

기준 전류와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동작을 완료한다. 따라서, 메모리 셀은 프로그램 및 검증이 동

시에 실시된다.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소정의 동작이 모두 완료되면 셀 번호를 증가시킨다.(S115)

셀 번호를 증가시켜 다음 셀이 선택되면, 선택된 셀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상기의 단계(S113 내지 S11

5)들을 재실시하고, 상기의 동작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셀이 마지막 셀이면 제 3 레벨 프로그램 단계를 종료하고, 제

4 레벨 프로그램 단계로 넘어간다.(S116)

상기에서 서술한 제 3 레벨 프로그램 단계를 실시함으로써,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01 또는 00인 셀 모두의 문

턱 전압은 제 3 레벨 전압이 되며, 레지스터에 11, 10 또는 01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 동작이 모두 완

료된 상태가 되므로, 다음 단계인 제 4 레벨 프로그램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이 완료된 메모리 셀에 대해 프로그램 동작

을 실시하지 않는다.

도 3c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메모리 셀을 선별하여 제 4 레벨까지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제 4 레벨까지 프로그램하는 방법은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00인 셀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프

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메모리 셀과 기준 셀에 제 3 워드라인 전압(Vp3)이 인가된다는 것 이외에는 제 3 레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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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도 3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과 기준 셀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 3 워드라인 전압(Vp3)이 인가된

다.(S121) 제 3 워드라인 전압(Vp3)은 제 4 레벨에 해당하는 셀의 문턱 전압보다는 높은 전압이다.

제 3 워드라인 전압(Vp3)이 인가되면, 첫 번째 셀을 지정한다.(S122)

첫 번째 셀이 지정되면, 해당 셀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셀의 프로그램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레

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11, 10 또는 01일 경우에는 셀이 제 3 레벨 프로그램 단계에서 소정의 문턱 전압으로 프로

그램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이외의 나머지 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S123)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00일 경우에는 제 4 레벨까지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셀의 문턱 전

압을 제 4 레벨까지 상승시키기 위하여 자동 검증 프로그램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S124) 메모리 셀을 프로

그램 하면서, 동시에 센스앰프에서는 프로그램중인 셀의 드레인 전류를 기준 전류 공급 회로의 기준 전류와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동작을 완료한다. 따라서, 메모리 셀은 프로그램 및 검증이 동시에 실시된다.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소정의 동작이 모두 완료되면 셀 번호를 증가시킨다.(S125)

셀 번호를 증가시켜 다음 셀이 선택되면, 선택된 셀의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상기의 단계(S123 내지 S12

5)들을 재실시하고, 상기의 동작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셀이 마지막 셀이면 제 4 레벨 프로그램 단계를 종료한다.(S

116)

상기에서 서술한 제 4 레벨 프로그램 단계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메모리 셀은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각각

의 문턱전압으로 프로그램이 완료된다.

각 단계의 프로그램 동작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셀의 드레인 전류가 낮아지면서 기준 전류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센스 앰프 구동 회로가 센스앰프의 동작을 중지시키므로써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흐름도이다.

제 1 리드 단계는 문턱 전압이 제 1 레벨인 메모리 셀을 구분하여 제 1 레벨에 해당하는 제 1 데이터(11)를 해당 레지

스터에 저장하는 단계이다. 제 2 리드 단계는 레지스터에 제 1 데이터가 저장된 셀에 대해서는 리드 동작을 실시하지 

않고, 문턱 전압이 제 2 레벨인 메모리 셀을 구분하여 제 2 레벨에 해당하는 제 2 데이터(10)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

하는 단계이다. 제 3 리드 단계는 레지스터에 제 1 또는 제 2 데이터가 저장된 셀에 대해서는 리드 동작을 실시하지 

않고, 문턱 전압이 제 3 레벨인 메모리 셀을 구분하여 제 3 레벨에 해당하는 제 3 데이터(01)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

하는 단계이다. 제 3 리드 단계가 실시될 때까지 레지스터에 아무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셀의 문턱 전압은 제 4 

레벨로 판단하여 레지스터에 제 4 데이터(00)를 저장한다.

도 4a는 프로그램 된 셀의 문턱전압 레벨에 따라 문턱 전압이 제 1 레벨인 메모리 셀을 구분하여 제 1 레벨에 해당하

는 제 1 데이터(11)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제 1 리드 단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1 리드 단계가 시작되면 모든 레지스터에 제 4 데이터(00)를 저장하고, 카운터의 출력

은 제 1 데이터(11)로 셋팅한다. 그리고, 메모리 셀과 기준 셀에는 제 1 워드라인 전압(Vr1)을 인가한다.(S201)

제 1 워드라인 전압(Vr1)이 인가되면, 첫 번째 셀을 지정한다.(S202)

첫 번째 메모리 셀이 지정되면, 프로그램 단계에서 사용한 센스 앰프는 메모리 셀의 드레인 전류와 기준 셀의 드레인 

전류를 센싱한다.(S203)

메모리 셀의 드레인 전류와 기준 셀의 드레인 전류를 센싱하고 문턱 전압을 비교(S204)하여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 전압보다 낮을 경우에는 카운터에서 생성된 제 1 데이터(11)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한다.(S205) 메

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전압보다 낮으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제 1 레벨 전압에 해당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로 인해, 드레인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이는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 1 데이터(11)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센스 앰프의 신호에 따라 센스 앰프 구동회로는 카운터의 출력 단자에 접속되어 있는 스위칭

부를 동작시키고, 카운터에서 생성된 제 1 데이터(11)는 레지스터로 저장된다.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 전압보다 높을 경우에는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제 4 데이터(00)를 유지

한다.(S206)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전압보다 높으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제 1 레벨 전압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어느 레벨 전압인지 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

에, 정확한 문턱 전압의 레벨이 판명될 때까지 레지스터에 저장된 제 4 데이터(00)를 유지한다.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에 따라 레지스터에 제 1 데이터(11)를 저장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제 4 데이터(00)를 유지하

는 것이 결정되어 리드 동작이 완료되면 다음 메모리 셀을 리드하기 위하여 셀 번호를 증가시킨다.(S207)

셀 번호를 증가시켜 다음 셀이 선택되면, 상기의 단계(S203 내지 S207)들을 재실시하여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에 따

라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저장 또는 유지시키고, 상기의 동작으로 리드를 실시한 셀이 마지막 셀이면 제 1 리드 단계를

종료한다.(S208)

상기에서 설명한 제 1 리드 단계가 완료되면, 문턱 전압이 제 1 레벨 전압인 메모리 셀은 리드 동작이 완료되어 레지

스터에 제 1 데이터(11)가 저장되고, 제 2 리드 단계에서부터는 리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문턱 전압이 

제 1 레벨 전압 이상인 메모리 셀은 레지스터에 제 4 데이터(00)가 유지되고, 정확한 문턱 전압을 센싱하여 레지스터

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제 2 리드 단계에서도 리드 동작이 실시된다.

도 4b는 프로그램 된 셀의 문턱전압 레벨에 따라 문턱 전압이 제 2 레벨인 메모리 셀을 구분하여 제 2 레벨에 해당하

는 제 1 데이터(10)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제 2 리드 단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2 리드 단계가 시작되면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제 4 데이터(00)는 유지하고, 카운

터의 출력은 제 2 데이터(10)로 셋팅한다. 그리고, 메모리 셀과 기준 셀에는 제 2 워드라인 전압(Vr2)을 인가한다.(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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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워드라인 전압(Vr2)이 인가되면, 첫 번째 셀을 지정한다.(S212)

첫 번째 메모리 셀이 지정되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검출(S213

)하고,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제 1 데이터(11)인지를 판단한다.(S214)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

터가 제 1 데이터(11)인 경우에는 센스 앰프 구동회로를 이용하여 센싱회로의 동작을 중지하고, 센싱회로의 출력 단

자를 플로팅 상태로 만든다.(S215) 이는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제 1 데이터(11)인 셀은 제 1 리드 단계

에서 리드 동작이 완료되어 문턱 전압에 대한 정보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셀이므로 리드 동작을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제 4 데이터(00)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므로, 리드 동작을 실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단계에서 사용한 센스 앰프를 이용해 메모리 셀의 드레인

전류와 기준 셀의 드레인 전류를 센싱한다.(S216)

메모리 셀의 드레인 전류와 기준 셀의 드레인 전류를 센싱하고 문턱 전압을 비교(S217)하여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 전압보다 낮을 경우에는 카운터에서 생성된 제 2 데이터(10)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한다.(S218) 메

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전압보다 낮으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제 2 레벨 전압에 해당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로 인해, 제 2 레벨 전압에 상응하는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는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 2 

데이터(10)에 해당하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센스 앰프의 신호에 따라 센스 앰프 구동회로는 카운터의 출력 단자

에 접속되어 있는 스위칭부를 동작시키고, 카운터에서 생성된 제 2 데이터(10)는 레지스터로 저장된다.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 전압보다 높을 경우에는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제 4 데이터(00)를 유지

한다.(S219)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전압보다 높으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제 2 레벨 전압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어느 레벨 전압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

에, 정확한 문턱 전압의 레벨이 판명될 때까지 레지스터에 저장된 제 4 데이터(00)를 유지한다.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에 따라 레지스터에 제 2 데이터(10)를 저장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제 4 데이터(00)를 유지하

는 것이 결정되어 리드 동작이 완료되면 다음 메모리 셀을 리드하기 위하여 셀 번호를 증가시킨다.(S220)

셀 번호를 증가시켜 다음 셀이 선택되면, 상기의 단계(S213 내지 S220)들을 재실시하여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에 따

라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저장 또는 유지시키고, 상기의 동작으로 리드를 실시한 셀이 마지막 셀이면 제 2 리드 단계를

종료한다.(S221)

상기에서 설명한 제 2 리드 단계가 완료되면, 문턱 전압이 제 2 레벨 전압인 메모리 셀도 리드 동작이 완료되어 레지

스터에 제 2 데이터(10)가 저장되고, 제 3 리드 단계에서부터는 리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문턱 전압이 

제 2 레벨 전압 이상인 메모리 셀은 레지스터에 제 4 데이터(00)가 계속 유지되고, 정확한 문턱 전압을 센싱하여 레지

스터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제 3 리드 단계에서도 리드 동작이 실시된다.

도 4c는 프로그램 된 셀의 문턱전압 레벨에 따라 문턱 전압이 제 3 레벨인 메모리 셀을 구분하여 제 3 레벨에 해당하

는 제 3 데이터(01)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제 3 리드 단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3 리드 단계가 시작되면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제 4 데이터(00)는 유지하고, 카운

터의 출력은 제 3 데이터(01)로 셋팅한다. 그리고, 메모리 셀과 기준 셀에는 제 3 워드라인 전압(Vr3)을 인가한다.(S2

31)

제 3 워드라인 전압(Vr3)이 인가되면, 첫 번째 셀을 지정한다.(S232)

첫 번째 메모리 셀이 지정되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검출(S233

)하고,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제 1 또는 제 2 데이터(11 또는 10)인지를 판단한다.(S234)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제 1 또는 제 2 데이터(11 또는 10)인 경우에는 센스 앰프 구동회로를 이용하여 센싱회로의 

동작을 중지하고, 센싱회로의 출력 단자를 플로팅 상태로 만든다.(S235) 이는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제

1 또는 제 2 데이터(11 또는 10)인 셀은 제 1 또는 제 2 리드 단계에서 리드 동작이 완료되어 문턱 전압에 대한 정보

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셀이므로 리드 동작을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리드 동작이 실시된 메모리 셀은 

레지스터에 제 1 또는 제 2 데이터(11 또는 10)가 저장되어 있고, 리드 동작을 실시해야할 메모리 셀은 레지스터에 제

4 데이터(00)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 상위 비트만을 검출하여 상위 비트가 0

인 메모리 셀만 리드 동작을 실시한다면 회로의 구성을 더욱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제 4 데이터(00)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므로, 리드 동작을 실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단계에서 사용한 센스 앰프를 이용해 메모리 셀의 드레인

전류와 기준 셀의 드레인 전류를 센싱한다.(S236)

메모리 셀의 드레인 전류와 기준 셀의 드레인 전류를 센싱하고 문턱 전압을 비교(S237)하여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 전압보다 낮을 경우에는 카운터에서 생성된 제 3 데이터(01)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한다.(S238) 메

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전압보다 낮으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제 3 레벨 전압에 해당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로 인해, 제 3 레벨 전압에 상응하는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는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 3 

데이터(01)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센스 앰프의 신호에 따라 센스 앰프 구동회로는 카운터의 출력 단자에

접속되어 있는 스위칭부를 동작시키고, 카운터에서 생성된 제 3 데이터(01)는 레지스터로 저장된다.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 전압보다 높을 경우에는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제 4 데이터(00)를 유지

한다.(S239)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의 문턱 전압보다 높다는 것은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가장 높은 제 4

레벨 전압임을 의미하므로,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제 4 데이터(00)가 그대로 유지되고,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에 

대한 데이터로 동시에 확정된다. 이로써, 문턱 전압 이 제 3 레벨 전압인 셀과 문턱 전압이 제 4 레벨 전압인 셀이 동

시에 판단되므로 모든 레지스터에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모든 레벨의 메모리 셀에 대한 리드 동작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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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에 따라 레지스터에 제 3 데이터(01)를 저장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제 4 데이터(00)를 유지하

는 것이 결정되어 리드 동작이 완료되면 다음 메모리 셀을 리드하기 위하여 셀 번호를 증가시킨다.(S240)

셀 번호를 증가시켜 다음 셀이 선택되면, 상기의 단계(S233 내지 S240)들을 재실시하여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에 따

라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저장 또는 유지시키고, 상기의 동작으로 리드를 실시한 셀이 마지막 셀이면 제 3 리드 단계를

종료한다.(S241)

이로써, 모든 메모리 셀이 문턱 전압 레벨에 따라 리드 동작이 완료된다. 또한, 모든 메모리 셀은 센싱회로에 접속되

고, 어드레스 신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셀을 선택하여 문턱 전압에 따른 데이터를 검출하므로써 하나의 센싱회로

를 가지고도 모든 레벨의 메모리 셀에 대한 리드 동작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기에서는 2비트(제 1 내지 제 4 레벨)인 경우를 예로써 설명했으나, 비트 수에 따라 레지스터의 수를 늘려주고, 워

드라인에 인가되는 전압을 보다 세분화해서 단계적으로 인가해준다면, 그 이상의 비트에서도 하나의 센싱회로를 이

용한 단순한 회로 구조로 상기에서 서술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하, 하나의 회로를 예로 하여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을 보

충 설명하기 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예로써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6은 도 5의 회로도에서 센스앰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하기 위한 회로는 선택된 셀(FM

C)의 드레인에 인가되는 전압을 제어하는 전압조절부(100)와, 소오스에 프로그래밍 전압(VPP)이 인가되고 게이트가

드레인에 공통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PM100)와, 드레인이 상기 PMOS 트랜지스터(PM100)의 드레인에 연결되

고 게이트가 상기 전압 조절부(100)의 출력단에 연결되며 소오스가 선택된 셀(FMC)의 드레인에 연결된 NMOS 트랜

지스터(NM100)와, 기준전압(VREF)을 발생하는 기준전압 발생부(200)와, 한 단자에 상기 PMOS 트랜지스터(PM10

0)와 NMOS 트랜지스터(NM100)의 공통 연결된 드레인의 전압이 인가되고 다른 한 단자에 상기 기준전압 발생부(20

0)의 기준전압(VREF)이 인가되어 이를 비교하는 비교부(300)와, 프로그램 시에는 2비트의 정보(MSB, LSB)를 입력

받아 프로그램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순간에는 상기 비교부(300)와 전압 조절부(100)의 동작

을 중지시키는 센스앰프 구동 설정부(400)와, 리드 시에 각 단계마다 상기 센스앰프 구동 설정부(400)에 상기 2비트

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센스앰프 하나가 처리해야하는 셀 어레이가 가지는 정보의 비트 수와 동일한 개수의 레지스

터(501,502)로 구 성된 레지스터 어레이(500)와, 리드 모드의 각 단계에서 레지스터 어레이(500)로 저장되는 데이터

를 결정하는 2비트의 출력을 발생하는 카운터부(6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전압 조절부(100)는 소오스에 프로그래밍 전압(VPP)이 인가되고 게이트가 드레인에 공통 연결된 제 1 PMOS 

트랜지스터(PM101)와, 소오스에 프로그래밍 전압(VPP)이 인가되고 게이트가 드레인에 공통 연결되며 게이트가 제 

1 P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공통 연결된 제 2 PMOS 트랜지스터(PM102)와, 게이트가 선택된 셀(FMC)의 드레

인에 연결되고 드레인이 상기 제 1 PMOS 트랜지스터(PM101)의 드레인에 연결된 제 1 NMOS 트랜지스터(NM101)

와, 게이트에 클램프 전압(VCLAMP)이 인가되고 드레인이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PM102)의 드레인에 연결된

제 2 NMOS 트랜지스터(NM102)와, 게이트에 전압조절 인에이블신호(VREN)가 인가되고 제 1 NMOS 트랜지스터(N

M101) 및 제 2 NMOS 트랜지스터(NM102)가 공통으로 연결된 소오스와 접지전압(VSS) 단자간에 접속된 제 3 NM

OS 트랜지스터(NM10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기준전압 발생부(200)는 소오스에 프로그래밍 전압(VPP)이 인가되고 게이트가 드레인에 공통 연결되어 상기 

비교부(300)의 입력단에 연결된 PMOS 트랜지스터(PM200)와, 게이트에 제어 게이트 전압(VG)이 인가되고 PMOS 

트랜지스터(PM200)와 접지전압(VSS) 단자간에 접속된 기준 셀(CREF)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비교부(300)는 프로그래밍 전압(VPP)에 의해 구동되어, 한 단자에 상기 기준전압 발생부(200)의 기준전압(VR

EF)이 인가되고, 다른 한 단자에 셀 전압(VCELL)이 인가되어 이를 비교하는 차동 증폭기(301)로 구성된다.

상기 센스앰프 구동 설정부(400)는 프로그램 시에 상기 레지스터 어레이(500)로부터 2 비트의 데이터(MSB, LSB)를

입력받아 센스앰프 인에이블신호(SAEN)를 출력하는 센스앰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401)와, 상기 센스앰프 인에이

블신호 발생부(401)의 센스앰프 인에이블신호(SAEN)를 래치 하는 래치부(402)와, 상기 비교부(300)의 출력, 상기 

래치부(402)의 출력 및 프로그램/리드 모드 선택신호(PRSEL)가 입력되어 이를 부정 논리곱 하여 스위칭 인에이블신

호(SWEN)를 출력하는 NAND 게이트(ND400)와, 상기 비교부(300)의 출력과 프로그램/리드 모드 선택신호(PRSEL)

가 입력되어 이를 논리곱 하는 AND 게이트(AND400)와, 드레인에 센스앰프 인에이블신호(SAEN)가 인가되고 게이

트에 상기 AND 게이트(AND400)의 출력이 인가되며 소오스가 접지전압(VSS)에 연결된 제 1 NMOS 트랜지스터(N

M401)와, 게이트에 상기 래치부(402)의 출력이 인가되고 드레인이 상기 전압 조절부(100)의 제 2 NMOS 트랜지스

터(NM102)의 게이트에 연결되며 소오스가 접지전압(VSS)에 연결된 제2 NMOS 트랜지스터(NM402)와, 게이트에 

상기 래치부(402)의 출력이 인가되고, NMOS 트랜지스터(NM100)와 접지전압(VSS) 단자간에 접속된 제 3 NMOS 

트랜지스터(NM403)와, 상기 래치부(402)의 출력을 반전시켜 전압조절 인에이블신호(VREN)를 출력하는 인버터(IN

V4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센스앰프 인에이블신호 발생부(410)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1 레벨 인에이블신호(LEN1) 및 그의 반전

된 신호(/LEN1)에 의해 제어되어 전원전압(VDD)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 1 전송게이트(TG1)와, 상기 레지스터 

어레이(500)의 최상위 비트(MSB) 및 최하위 비트(LSB)를 부정 논리곱 하는 NAND 게이트(ND411)와, 그 NAND 게

이트(ND411)의 출력을 제 2 레벨 인에이블신호(LEN2) 및 그의 반전된 신호(/LEN2)에 의해 제어되어 선택적으로 출

력하는 제 2 전송게이트(TG2)와, 상기최상위 비트(MSB)를 반전시키는 인버터(INV411)와, 그 인버터(INV411)의 출

력을 제 3 레벨 인에이블신호(LEN3) 및 그의 반전된 신호(/LEN3)에 의해 제어되어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제 3 전송

게이트(TG3)와, 상기 최상위 비트(MSB) 및 최하위 비트(LSB)를 부정 논리합 하는 NOR 게이트(NOR411)와, 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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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게이트(NOR411)의 출력을 제 4 레벨 인에이블신호(LEN4) 및 그의 반전된 신호(/LEN4)에 의해 제어되어 선택적

으로 출력하는 제 4 전송게이트(TG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카운터부(600)는 실제 카운트를 수행하는 카운터(601)와, 상기 센스앰프 구동 설정부(400)의 스위칭 인에이블

신호(SWEN)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카운터(601)의 출력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스위칭부(602)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

상기와 같이 구성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리드하기 위한 센싱회로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의 구성에 따라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리드하기 위한 센싱회로는 4 개의 레벨을 갖는 플래시 메모

리 어레이를 프로그램/리드하는 경우, 각각 3 단계의 프로그램 동작과 3 단계의 리드 동작이 필요하다.

먼저, 프로그램 시에는, 각 단계별로 제어게이트의 전압(VG)이 증가되고, 기 준 전류(IREF)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단

계적으로 셀의 문턱전압이 상승하면서 프로그램이 수행된다. 레지스터 어레이(500)의 각 레지스터(501,502)에서 각 

단계마다 저장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리드되어 상기 데이터가 해당 레벨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

단하여 프로그램이 수행된다.

상기 데이터가 11이면 초기 문턱 전압값을 유지하고, 10이면, 1 번째 단계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01이면, 1,2 번

째 단계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며, 00이면 1,2,3 번째 단계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된다.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진행

되면서 각 셀의 문턱전압이 높아지고, 기준전류(IREF)보다 셀 전류(ICELL)가 낮아지는 순간 상기 센스앰프구동 설정

부(400)의 제 2, 제 3 NMOS 트랜지스터(NM402,NM403) 및 인버터(INV400)의 출력(VREN)에 의해 프로그램이 중

단된다.

한편, 리드 동작 시에는, 제 1 단계에서 제 1 레벨을 센싱하여 2,3,4 번째 레벨들로부터 구분하고, 제 2 단계에서는 2

번째 레벨을 센싱하여 3,4 번째 레벨들로부터 구분하며, 제 3 단계에서는 3 번째 레벨을 센싱하고, 그 때까지 센싱되

지 않은 셀은 4 번째 레벨로 구분된다.

이러한 리드 동작을 각 단계별로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에서는 우선 모든 레지스터(501,502)를 0으로 리셋하고, 카운터부(600)의 출력을 11로 셋팅한다. 이후 메

모리 셀의 제어게이트 전압(VG)을 제 1 전압(Vr1)으로 설정하여 메모리 셀(FMC)의 문턱전압이 기준 셀(CREF)의 문

턱전압보다 낮으면 상기 카운터부(600)의 출력이 레지스터 어레이(500)에 저장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FMC)의 문턱

전압이 기준 셀(CREF)의 문턱전압보다 높으면 레지스 터 어레이(500)는 0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

기서, 상기 제 1 전압(Vr1)은 1 번째 레벨 셀의 문턱전압보다는 높고, 2,3,4번째 레벨 셀과 기준 셀의 문턱전압보다는

낮은 값으로 설정된다.

제 2 단계에서는 카운터부(600)의 출력이 10으로, 셀의 제어 게이트 전압(VG)이 제 2 전압(Vr2)으로 증가된 후, 센

스앰프에 연결된 셀의 칼럼(CN 개)이 순차적으로 센싱된다. 각 칼럼에서는 그 셀에 해당하는 레지스터의 기존 데이터

가 리드된다. 상기 기존 데이터가 11이면 센스앰프(301)가 동작하지 않고, 센스앰프 출력이 플로우팅되어 카운터부(

600)의 출력이 레지스터 어레이(500)에 저장되지 않도록 카운터부(600)의 스위칭부(601)가 차단된다. 기존의 데이

터가 11이 아니면 센싱을 하는데, 이때 선택된 셀(FMC)의 문턱전압이 기준 셀(CREF)의 문턱전압보다 낮은 경우는 2

번째 레벨 셀로써 센스앰프(301)의 출력이 로직 하이(High)가 되어 카운터부(600)의 출력인 10이 레지스터 어레이(

500)에 저장된다. 만일, 선택된 셀(FMC)의 문턱전압이 기준 셀(CREF)의 문턱전압보다 높은 경우는 3 또는 4 레벨 

셀로써 센스앰프(301)의 출력이 로직 로우(Low)가 되어 카운터부(600)의 출력이 레지스터 어레이(500)에 저장되지 

않도록 카운터부(600)의 스위칭부(601)가 차단된다.

메모리 어레이의 모든 센스앰프가 상기 과정을 동시에 셀 칼럼 수(CN) 회 동안 수행하므로 제 2 단계가 끝나게 되며, 

레지스터 어레이(500)의 각 레지스터(501,502)의 1,2 번째 레벨 셀들은 센싱 되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0으로 리

셋 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제 3 단계에서는 카운터부(600)의 출력을 01로 하고, 셀의 제어게이트 전압을 제 3 전압(Vr3)으로 증가시킨 후, 센스

앰프에 연결된 셀 칼럼(CN 개)을 순차적으로 센싱 한다. 각 칼럼에서는 그 셀에 해당하는 레지스터의 기존 데이터를 

읽어서 상기 기존 데이터가 11 또는 10이면 센스앰프(301)를 동작시키지 않고, 센스앰프 출력을 플로팅시켜 상기 카

운터부(600)의 출력이 레지스터 어레이(500)로 들어가지 못하게 스위칭부(601)가 차단된다. 기존의 데이터가 11 또

는 10이 아니면 센싱을 하는데, 이때 선택된 셀(FMC)의 문턱전압이 기준 셀(CREF)의 문턱전압보다 낮은 경우는 3번

째 레벨 셀로써 센스앰프(301)의 출력이 로직 하이(High)가 되어 레벨 상태 지정회로의 출력인 1을 레지스터 어레이(

500)에 저장한다. 선택된 셀(FMC)의 문턱전압이 기준 셀(CREF)의 문턱전압보다 높은 경우는 4 레벨 셀로서 센스앰

프의 출력이 로직 로우(Low)가 되어 레벨 상태 지정회로의 출력이 레지스터 어레이(500)로 들어가지 못하게 스위칭

부(601)가 차단된다.

메모리 어레이의 모든 센스앰프가 상기 과정을 동시에 셀의 칼럼 수(CN)회 동안 수행하므로 제 3 단계를 마치게 되고

, 레지스터의 상태는 1,2,3 번째 레벨 셀들은 센싱 되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4 번째 레벨 셀들로서 0, 즉 리셋 된 

상태를 유지한다.

상기와 같은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를 프로그램/리드하기 위한 센싱회로는 4레벨(2비트) 셀일 경우에 대해 설명하

였다. 그러나, 4 레벨 이상을 가지는 경우에도 카운터부(600)의 비트 수를 셀의 비트 수와 동일하게 하고, 단계의 수

를 셀의 레벨 수보다 1개 작게 하면, 셀 하나에 2비트 이상의 정보를 가지는 플래시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적용 가능하

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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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리드 방법에 의하면, 단계별 

센셍 시 현 단계와 레지스터에 저장된 이전 데이터를 비교하여 센싱하지 않는 센스 앰프는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소모 전류를 줄일 수 있고, 데이터 처리를 복잡한 연산에 의하지 않고 센싱회로의 센싱결과에 따라 상기 레벨 상

태 지정 회로의 출력을 레지스터로 보내거나 이전 레벨 데이터를 유지하므로써 간단한 회로만으로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메모리 칩 내에 많은 센스 앰프를 둘 수 있어 동시에 처리되는 셀의 수를 늘려 데이터 처리 능력을 향상시

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교회로, 기준 전류 공급부, 센스 앰프 구동 결정 회로, 레지스터 어레이를 포함하여 구성된 센싱회로를 이용하여 멀

티레벨 플래쉬 메모리 셀을 프로그램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램될 레벨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단계,

워드라인에 제 1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한 후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 1 데이터인 제 1 메모리 셀의 경우

에는 상기 센싱 회로를 오프시켜 문턱 전압을 제 1 레벨 전압으로 유지하며, 제 1 데이터가 아닌 나머지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턱 전압을 제 2 레벨까지 상승시키는 제 2 레벨 프로그램 단계,

상기 워드라인에 제 2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한 후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 1 또는 제 2 데이터인 제 1 또

는 제 2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상기 센싱회로를 오프시켜 문턱 전압을 유지하며, 제 1 또는 제 2 데이터가 아닌 나머

지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턱 전압을 제 3 레벨까지 상승시키는 제 3 레벨 프로그램 단계 및

상기 워드라인에 제 3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한 후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가 제 1, 제 2 또는 제 3 데이터인 

제 1, 제 2 또는 제 3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상기 센싱회로를 오프시켜 문턱 전압을 유지하며, 제 1, 제 2 또는 제 3 데

이 터가 아닌 나머지 메모리 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턱 전압을 제 4 레벨까지 상승시키는 제 4 레벨 프

로그램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는 11이고, 상기 제 2 데이터는 10이고, 상기 제 3 데이터는 01이고, 상기 제 4 데이터는 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는 상기 메모리 셀이 프로그램될 수 있는 모든 레벨 수를 나타낼 수 있는 비트 수만큼 구비되어 상기 프

로그램될 레벨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센싱 회로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제 1 내지 제 4 데이터에 따라 상기 센스 앰프 구동 결정 회로에 의해 

온/오프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은 상기 기준 전류 공급부에서 생성된 기준 전류와 상기 메모리 셀의 드레인 전류를 비교 

회로에서 비교하여 상기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상기 기준 전류 공급부의 기준 셀보다 높아지는 순간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자동 검증 프로그램 방법으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

로그램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 라인에 인가되는 제 1 내지 제 3 프로그램 전압은 각각의 문턱 전압의 중간 전압으로 정해지며, 낮은 전압

부터 순차적으로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7.
비교 회로, 전압 레귤레이팅 블록, 기준 전류 공급부, 센스 앰프 구동 결정 회로, 레지스터 어레이, 카운터를 포함하여 

구성된 센싱회로를 이용하여 멀티레벨 플래쉬 메모리 셀을 리드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모든 레지스터에 제 4 데이터를 저장하고, 워드라인에 제 1 리드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카운터는 제 1 데이터가 출력

되도록 세팅하는 제 1 초기화 단계,

상기 비교 회로에서 기준 전류 공급부의 제 1 기준 전류와 메모리 셀들의 드레인 전류를 차례로 비교하여, 문턱 전압

이 기준 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기 제 1 데이터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하여 제 1 메모리 셀을 정의하고, 높은 경우

에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제 4 데이터를 유지하여 제 1 메모리 셀의 리드 동작을 완료하는 제 1 리드 단계,

상기 워드라인에 제 2 리드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카운터는 제 2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세팅하는 제 2 초기화 단계,

상기 제 1 메모리 셀이 아닌 경우에만 상기 비교 회로에서 기준 전류 공급부의 제 2 기준 전류와 메모리 셀들의 드레

인 전류를 차례로 비교하여, 문턱 전압이 기준 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기 제 2 데이터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하여 

제 2 메모리 셀을 정의하고, 높은 경우에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제 4 데이터를 유지하여 제 2 메모리 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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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동작을 완료하는 제 2 리드 단계,

상기 워드라인에 제 3 리드 전압을 인가하며, 상기 카운터는 제 3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세팅하는 제 3 초기화 단계 및

상기 제 1 또는 제 2 메모리 셀이 아닌 경우에만 상기 비교 회로에서 기준 전류 공급부의 제 3 기준 전류와 메모리 셀

들의 드레인 전류를 차례로 비교하여, 문턱 전압이 기준 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기 제 3 데이터를 해당 레지스터에 

저장하여 제 3 메모리 셀을 정의하고, 높은 경우에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제 4 데이터를 유지하여 제 4 메모

리 셀을 정의함으로써 제 3 및 제 4 메모리 셀의 리드 동작을 완료하는 제 3 리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는 상기 메모리 셀이 프로그램된 상태의 모든 레벨 수를 나타낼 수 있는 비트 수만큼 구비되어 멀티 비

트 플래쉬 메모리 셀에 대한 데이터가 2비트 이상인 경우에도 저장이 가능케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

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이 있어서,

상기 센스 앰프 구동 결정 회로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상기 센싱 회로의 동작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내지 제 3 워드 라인 전압은 순차적으로 낮은 전압부터 인가되며, 각각은 문턱 전압 레벨들의 중간 전압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는 11이고, 상기 제 2 데이터는 10이고, 상기 제 3 데이터는 01이고, 상기 제 4 데이터는 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리드 단계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 중 상위 비트의 데이터만을 검출하여 상기 상위 비트의 데이

터가 1인 경우는 제 1 또는 제 2 메모리 셀로 판단하고, 0인 경우는 나머지 셀로 판단하여 회로의 구성을 간소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

청구항 13.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센싱 회로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제 1 내지 제 4 데이터에 따라 상기 센스 앰프 구동 결정 회로에 의해 

온/오프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싱회로를 이용한 멀티레벨 플래시 메모리 리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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