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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스트링부, 페이지 버퍼부, 데이터 전달부 및 프리챠지부를 포함한
다. 상기 페이지 버퍼부는 복수 개의 페이지 버퍼들을 포함하며, 각 페이지 버퍼들은 래치 회로, 차단 트랜지스터, 전달 
트랜지스터, 전류원, 방전 트랜지스터, 제 1 및 제 2 센싱 트랜지스터들 그리고 입/출력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상기 
래치 회로는 제 1 및 제 2 인버터들을 포함하며, 대응되는 메모리 셀 스트링 및 데이터 라인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저장
한다. 상기 제 2 인버터는 독출 동작 동안에, 메모리 셀로부터 독출되어 저장된 로직 하이 레벨의 데이터를 데이터 라인
으로 전달할 때, 데이터 라인을 챠지시키기에 충분한 전류 구동 능력을 가짐으로써, 독출 동작시 발생되는 페이지 버퍼
와 데이터 라인 간의 챠지 쉐어링에 의한 데이터 상실을 방지한다. 상기 프리챠지부는 프로그램 동작 중의 Y-Scannin
g 동작 이전에, 데이터 라인을 소정의 전압 레벨로 프리챠지시킴으로써, Y-Scanning 동작시 발생되는 페이지 버퍼와 
데이터 라인 간의 챠지 쉐어링에 의한 데이터 상실을 방지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페이지 버퍼의 데이터 입/출력 경로들을 통합하여 전체 트랜지스터들의 수를 줄임으로써,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전
체의 칩 사이즈가 크게 감소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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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회로도;

도 2는 도 1의 페이지 버퍼 내의 래치 회로의 구조를 보여주는 상세 회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도 3의 페이지 버퍼 내의 래치 회로의 구조를 보여주는 상세 회로도 및;

도 5는 도 3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을 보여주는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 메모리 셀 어레이부 200 : 페이지 버퍼부

300 : 데이터 전달부 400 : 프리챠지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버퍼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전기적으로 프로그램(program)과 소거(erase)가 가능하며, 전원(power)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데이터
가 소거되지 않고 저장 가능한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데이터(data)를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메모리 소자의 개발을 위해서 메모리 셀(memory cell)의 고집적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한 개의 스트링(string)으로 구성되고, 복수 개의 스트링들이 하나의 메모리 
셀 어레이(memory cell array)를 이루는 낸드(NAND) 타입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제안되었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상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플래시 메모리 셀들은 반도체 기판(semiconductor substrate) 
위에 소오스-드레인(source-drain)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current pass) 및 상기 반도체 기판 위에 절연막(i
nsulator)들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는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와 제어 게이트(control gate)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플래시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program) 동작은 일반적으로, 메모리 셀의 소오스 영역과 반도체 기판 즉, 벌크 영
역을 접지시키고, 제어 게이트에 양의 고전압(program voltage; Vpp, 예를 들어, 15V ∼ 20V)을 인가하고 그리고 메
모리 셀의 드레인에 프로그램하기 위한 전압(예를 들어, 5 ∼ 6V)을 인가하여 핫 캐리어(hot carrier)들을 발생시킴으
로써 수행된다. 상기 핫 캐리어들은 제어 게이트에 인가되는 고전압(Vpp)의 전계(electric field)에 의해 벌크 영역의 
전자들이 플로팅 게이트에 축적되고, 드레인 영역에 공급되는 전하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된다.
    

    
상기 플래시 메모리 셀의 소거(erase) 동작은 제어 게이트에 음의 고전압(erase voltage; Vera, 예를 들어, -10V)을 
인가하고, 벌크 영역에 소정의 전압(예를 들어, 5V)을 인가하여 F-N 터널링(Fowler-Nordheim tunneling)을 발생
시킴으로써, 벌크 영역을 공유하는 섹터(sector) 단위로 동시에 수행된다. 상기 F-N 터널링은 플로팅 게이트에 축적
된 전자들을 소오스 영역으로 방출시킴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셀들이 약 '1V'에서 '3V'까지의 소거 드레솔드 전압(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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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threshold voltage) 분포를 가지게 한다. 상기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드레솔드 전압이 높아진 메모리 셀은 독출 동
작시 드레인 영역으로부터 소오스 영역으로 전류가 주입되는 것이 방지되어 오프(off)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상기 
소거 동작에 의해 드레솔드 전압이 낮아진 셀은 드레인 영역으로부터 소오스 영역으로 전류가 주입되어 온(on)된 것처
럼 보인다.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구조는 U.
S. Pat. No. 5,541,897 "NONVOLATILE SEMICONDUCTOR MEMORY HAVING PROGRAM VERIFYING CIRC
UIT"에 개시되어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어레이부(10), 페이지 버퍼부(20) 및 데이터 전달부(
30)로 구성된다.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부(10)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 스트링들(S0, S1, ..., Sn-1, Sn)로 구성된다. 
상기 각 메모리 셀 스트링들(S0, S1, ..., Sn-1, Sn)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M0),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M1) 및 
메모리 셀들(MC0, MC1, ..., MCm-1, MCm)을 구비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부(20)는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부(10)의 각 메모리 셀 스트링들(S0, S1, ..., Sn-1, Sn)에 대응되
는 복수 개의 페이지 버퍼들(P0, P1, ..., Pn-1, Pn)을 구비한다. 상기 각 페이지 버퍼들(P0, P1, ..., Pn-1, Pn)은 
래치 회로(21), 차단 트랜지스터(22), 전달 트랜지스터(23), 전류원(24), 방전 트랜지스터(25), 제 1 및 제 2 센싱 
트랜지스터들(26, 27), 입력 트랜지스터(28) 그리고 삼상 인버터(29)를 구비한다. 상기 래치 회로(21)는 두 개의 인
버터들(21a, 21b)을 구비하며, 독출 동작 동안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 스트링으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 동
작 동안에, 데이터 라인(data line; DL) 및 데이터 전달부(30)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임시 저장한다.
    

    
상기 차단 트랜지스터(22)는 메모리 셀 어레이부(10)의 대응되는 메모리 셀 스트링들(S0, S1, ..., Sn-1, Sn)에 연
결된 비트 라인(BL)과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 사이에 연결되며, 신호(BLSHF)의 제어에 의해 비트 라인(BL)의 발전 
레벨(develop level)을 제어하거나, 비트 라인(BL)에 고전압이 인가될 때, 고전압이 페이지 버퍼로 공급되는 것을 차
단한다. 상기 전달 트랜지스터(23)는 대응되는 비트 라인(BL)과 대응되는 래치 회로(21) 사이에 연결되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신호(SBL)의 제어에 의해 래치 회로(21)에 저장된 데이터를 대응되는 비트 라인(BL)으로 전달한다.
    

    
상기 전류원(24)은 독출 동작 동안에, 신호(CURMIR)의 제어에 의해 대응되는 비트 라인(BL)으로 일정한 센싱 전류
를 공급한다. 상기 방전 트랜지스터(25)는 프로그램이나 독출 동작 이전에, 신호(DCB)의 제어에 의해 대응되는 비트 
라인(BL)과 대응되는 래치 회로(21)에 챠지된 전하들을 접지 전압(VSS)으로 디스챠지한다. 상기 제 1 센싱 트랜지스
터(26)는 독출 동작 동안에, 대응되는 비트 라인(BL)에 챠지되는 전류들의 양에 따라, 대응되는 래치 회로(21)의 인
버터(21a)의 출력 단자에 챠지된 전류를 디스챠지함으로써, 비트 라인(BL)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래치 회로(21)에 저
장한다. 상기 독출 동작 동안에, 상기 제 2 센싱 트랜지스터(27)는 신호(Olatch)의 제어에 의해 상기 제 1 센싱 트랜
지스터(26)를 통해 전달되는 전류를 접지 전압(VSS)으로 디스챠지한다.
    

상기 입력 트랜지스터(28)는 데이터 전달부(30)와 래치 회로(21)의 사이에 연결되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신호(S
PB)의 제어에 의해 데이터 전달부(30)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래치 회로(21)에 전달한다. 상기 삼상 인버터(29)
는 데이터 전달부(30)와 대응되는 래치 회로(21)의 사이에 연결되며, 독출 동작 동안에, 신호들(nOsac, Osac)의 제
어에 의해 래치 회로(21)로부터의 데이터를 데이터 전달부(30)로 전달한다.

    
상기 데이터 전달부(30)는 제 1 전달 회로(31) 및 제 2 전달 회로(32)를 구비한다. 상기 제 1 전달 회로(31)는 대응
되는 페이지 버퍼(P0, P1, ..., Pn-1, Pn)와 제 2 전달 회로(32) 사이에 연결되는 복수 개의 전달 트랜지스터들(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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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M1 ..., TMn-1, TMn)을 구비한다. 상기 각 전달 트랜지스터들(TM0, TM1 ..., TMn-1, TMn)은 전달 신호들
(YA0, YA1, ..., YAn-1, YAn)의 제어에 의해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로부터의 데이터를 제 2 전달 회로(32)로 전달한
다. 상기 제 2 전달 회로(32)는 제 1 전달 회로(31)와 데이터 라인(DL) 사이에 연결되며, 신호(YB)의 제어에 의해 
제 1 전달 회로(31)로부터의 데이터를 데이터 라인(DL)으로 전달한다.
    

이하, 종래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독출 및 프로그램 동작들이 설명된다.

    
우선, 종래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독출 동작을 살펴보면(예를 들어, 메모리 셀 스트링들(P0, P1, ..., 
Pn-1, Pn) 중 메모리 셀 스트링(P0)의 메모리 셀(MC10)이 선택된다고 가정한다), 선택된 메모리 셀(MC10)에 연결
된 워드 라인(word line; WL1)은 접지 전압 레벨(VSS)로 비활성화되고, 나머지 워드 라인들(WL0, WL2, WL3, ..., 
WLm-1, WLm)과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M00) 및 접지 라인 선택 트랜지스터(M10)는 전원 전압 레벨(VCC) 이상
의 소정의 전압 레벨(Vpass; 예를 들어, 10V)로 활성화된다. 이때, 페이지 버퍼(P0)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선택된 메
모리 셀(MC10)의 프로그램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선택된 메모리 셀(MC10)에 '1'의 데이터가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메모리 셀(MC10)의 전류 통로
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비트 라인(BL0)을 통해 공급되는 센싱 전류가 비트 라인(BL0)에 누적되어 페이지 버퍼(P0)의 
래치 회로(21)에는 '1'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반대로, 선택된 메모리 셀(MC10)에 '0'의 데이터가 프로그램되어 있으
면, 메모리 셀(MC10)의 전류 통로가 도통됨으로 인해서, 비트 라인(BL0)을 통해 공급되는 센싱 전류보다 메모리 셀
(MC10)의 전류 통로를 통해 접지 라인(common source line; CSL)으로 디스챠지되는 전류의 양이 많아, 페이지 버
퍼(P0)의 래치 회로(21)에는 '0'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어서, 종래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을 살펴보면(예를 들어, 메모리 셀 스트링들(P0, 
P1, ..., Pn-1, Pn) 중 메모리 셀 스트링(P0)의 메모리 셀(MC10)에 '1'의 데이터를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메모리 셀 
스트링(Pn)의 메모리 셀(MC10)은 프로그램 방지 상태라고 가정한다), 메모리 셀 스트링들(P0, Pn)의 선택된 메모리 
셀들(MC10, MC1n)에 연결된 워드 라인(word line; WL1)은 고전압(Vpp) 레벨로 활성화되고, 나머지 워드 라인들(
WL0, WL2, WL3, ..., WLm-1, WLm)과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M01, M0n) 및 접지 라인 선택 트랜지스터들(
M11, M1n)은 전원 전압 레벨(VCC) 이상의 소정의 전압 레벨(Vpass)로 활성화된다. 이때, 메모리 셀 스트링(P0)에
는 외부로부터 데이터 라인(DL)을 통해 래치 회로(21)에 저장된 '1'의 데이터에 상응하는 전류가 전달되고 그리고 나
머지 메모리 셀 스트링들(P1, P2, ...,Pm-1, Pm)에는 프로그램 방지 동작으로서, 고전압(Vpp; 예를 들어, 10V)에 상
응하는 전류가 전달된다.
    

이로써, 선택된 워드 라인(WL1) 및 비트 라인(BL0)에 연결된 메모리 셀(MC10)의 드레솔드 전압은 약 1 ∼ 3V의 드
레솔드 전압 분포 내에 위치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방지된 메모리 셀들(MC11, MC12, ..., MC1n-1, MC1n)의 드레
솔드 전압은 0V 이하의 전압 레벨을 갖는다.

    
상기한 바와 같은, 독출 동작에 의해 페이지 버퍼(P0)의 래치 회로(21)에 저장된 데이터는 삼상 인버터(29) 및 데이
터 전달부(30)를 통해 데이터 라인(DL)으로 출력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기 각 삼상 인버터들(29)이 하는 역할
은 데이터의 프로그램 및 독출 동작 동안에, 각 페이지 버퍼(P0, P1, ..., Pn-1, Pn) 내의 각 래치 회로들(21)에 저장
된 데이터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래치 회로(21)에 저장된 데이터가 삼상 인버터(29)를 통해 데이터 
전달부(30)를 통해 데이터 라인(DL)으로 출력될 때, 삼상 인버터(29)는 래치 회로(21)와 데이터 라인(DL)을 분리함
으로써, 데이터 라인(DL)이 접지 전압 레벨(VSS)로 디스챠지되어 있는 경우에, 페이지 버퍼(P0)와 데이터 라인(DL)
간의 챠지 쉐어링에 의해 래치 회로(21)의 데이터가 '1'에서 '0'으로 상실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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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프로그램 동작 동안의 Y-Scanning 동작 동안에도 래치 회로(21)에 저장된 데이터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Y-Scanning 동작은 프로그램하고자 하는 메모리 셀의 오버 프로그램(over program)을 방지하는 동작으로서, 프로그
램 동작이 일정 시간 진행된 후에, 모든 페이지 버퍼(P0, P1, ..., Pn-1, Pn) 내의 래치 회로들(21)에 저장된 데이터
가 '1'인지를 확인하는 동작이다. 그러므로, 상기 삼상 인버터(29)는 상기 독출 동작에서와 같이, Y-Scanning 동작 동
안에 데이터 라인(DL)이 접지 전압 레벨(VSS)로 디스챠지되어 있을 때, 페이지 버퍼(P0)와 데이터 라인(DL)간의 챠
지 쉐어링에 의해 래치 회로(21)의 데이터가 '1'에서 '0'으로 상실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고집적화는 그 메모리 장치의 소자들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전체 칩 크기를 줄임으로
써, 단위 면적 내에 많은 수의 소자들을 집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고집적화되기에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버퍼
부 내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삼상 인버터들이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고집적화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집적화되기에 적절한 적은 면적을 가지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특징에 의하면, 복수 개의 메모리 셀 스트링들을 포함하는 낸드 플
래시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 라인, 래치들 및 프리챠지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라인은 입/출력 데이터를 전달하고, 
상기 래치들은 상기 메모리 셀 스트링들 및 상기 데이터 라인 사이에 연결되며, 상기 입/출력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상기 프리챠지 수단은 기입 동작의 열 스캔 이전에, 상기 데이터 라인을 소정의 전압 레벨로 프리챠지시킨다. 상기 각 
래치는 독출 동작 동안에, 상기 데이터 라인의 커패시턴스를 챠지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전하들을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공급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각 래치는 선택된 비트 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감지할 때 제 2 전류 구동 능력
을 갖고 상기 래치된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전달할 때, 상기 제 1 전류 구동 능력보다 큰, 제 2 전류 구동 능
력을 갖는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하 공급 수단은 제 1, 제 2, 제 3 및 제 4의 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한다. 상기 제 1의 
MOS 트랜지스터는 소오스와 전원 전압에 연결되는 드레인 및 상기 기입 및 독출 동작을 알리는 제 1의 제어 신호에 의
해 제어되는 게이트를 가지고, 상기 제 2의 MOS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및 상기 제 1의 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와 대
응되는 메모리 셀 스트링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를 가지고, 상기 제 2의 MOS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및 상기 제 2의 
MOS 트랜지스터와 접지 전압과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를 가지고 그리고 상기 제 4의 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전
원 전압과 상기 제 2의 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사이에 상기 제 1의 MOS 트랜지스터와 병렬로 연결되는 전류 통로 
및 상기 기입 및 독출 동작 동안에, 저장된 데이터의 출력을 알리는 상기 제 2의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게이트를 
가진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리챠지 수단은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며, 상기 MOS 트랜지스터는 전원 전압과 상기 
데이터 라인의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 및 상기 기입 동작 중의 검증 동작을 알리는 상기 제 3의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게이트를 가진다.

 - 5 -



등록특허 10-0347866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리챠지 수단의 상기 MOS 트랜지스터는 PMOS 트랜지스터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4의 MOS 트랜지스터의 전류 통로 크기는 상기 제 1의 MOS 트랜지스터의 전류 통로 크
기의 약 5배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4의 MOS 트랜지스터는 PMOS 트랜지스터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의 MOS 트랜지스터의 전류 통로의 크기는 상기 제 3 및 제 4의 MOS 트랜지스터들의 
전류 통로들을 더한 크기 이상이다.

(작용)

이와 같은 장치에 의해서, 데이터 입/출력 경로들을 통합하여 페이지 버퍼 내의 트랜지스터들의 수를 줄임으로써,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전체 칩 사이즈가 크게 감소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참조도면 도 2 내지 도 5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신규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스트링부(100), 페이지 버퍼부(200), 데이
터 전달부(300) 및 프리챠지부(400)를 포함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부(200)는 복수 개의 페이지 버퍼들(P0, P1, ..., 
Pn-1, Pn)을 포함하며, 각 페이지 버퍼들(P0, P1, ..., Pn-1, Pn)은 래치 회로(210), 차단 트랜지스터(220), 전달 
트랜지스터(230), 전류원(240), 방전 트랜지스터(250), 제 1 및 제 2 센싱 트랜지스터들(260, 270) 그리고 입/출력 
트랜지스터(280)를 포함한다. 상기 래치 회로(210)는 제 1 및 제 2 인버터들(211, 212)을 포함하며, 대응되는 메모
리 셀 스트링 및 데이터 라인(DL)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제 2 인버터(212)는 독출 동작 동안에, 메모리 
셀로부터 독출되어 저장된 로직 하이 레벨의 데이터를 데이터 라인(DL)으로 전달할 때, 데이터 라인(DL)을 챠지시키
기에 충분한 전류 구동 능력을 가짐으로써, 독출 동작시 발생되는 페이지 버퍼와 데이터 라인(DL) 간의 챠지 쉐어링에 
의한 데이터 상실을 방지한다.
    

    
상기 프리챠지부(400)는 프로그램 동작 중의 Y-Scanning 동작 이전에, 데이터 라인(DL)을 소정의 전압 레벨로 프리
챠지시킴으로써, Y-Scanning 동작시 발생되는 페이지 버퍼와 데이터 라인(DL) 간의 챠지 쉐어링에 의한 데이터 상실
을 방지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상기 페이지 버퍼(200)의 데이터 입/출력 경로들
을 통합하여 전체 트랜지스터들의 수를 줄이고 그리고 상기 제 2 인버터(212) 및 프리챠지부(400)를 이용하여 입/출
력 경로들의 통합에 따라 발생되는 챠지 쉐어링에 의한 데이터 상실을 방지함으로써,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전체의 
칩 사이즈가 크게 감소된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스트링부(100), 페이지 버퍼부(200), 
데이터 전달부(300) 및 프리챠지부(400)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셀 스트링부(100)는 플로팅 게이트 타입의 메모리 
셀들이 직렬로 연결된 복수 개의 메모리 셀 스트링들(S0, S1, ..., Sn-1, Sn)을 포함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부(200)
는 메모리 셀 스트링부(100)의 각 메모리 셀 스트링들(S0, S1, ..., Sn-1, Sn)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페이지 버퍼들
(P0, P1, ..., Pn-1, Pn)을 포함한다. 상기 각 페이지 버퍼들(P0, P1, ..., Pn-1, Pn)은 래치 회로(210), 차단 트랜
지스터(220), 전달 트랜지스터(230), 전류원(240), 방전 트랜지스터(250), 제 1 및 제 2 센싱 트랜지스터들(260, 
270) 및 입/출력 트랜지스터(28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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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래치 회로(210)는 입/출력 단자들이 상호 교차 연결된 제 1 및 제 2 인버터들(211, 212)을 포함하며, 독출 동작 
동안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 스트링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제 1 인버터(211)의 입력 단자는 전달 트랜지
스터(230)의 소오스 및 입/출력 트랜지스터(280)의 드레인 사이에 연결되며, 출력 단자는 제 1 센싱 트랜지스터(26
0)의 드레인 및 제 2 인버터(212)의 입력 단자 사이에 연결된다. 상기 제 2 인버터(212)의 입력 단자는 제 1 인버터
(211)의 출력 단자에 연결되며, 출력 단자는 전달 트랜지스터(230)의 소오스 및 제 1 인버터(211)의 입력 단자 사이
에 연결된다.
    

    
상기 제 2 인버터(212)의 상세한 회로의 구조는 도 4와 같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제 2 인버터(212)는 PMO
S 트랜지스터들(PM1, PM2, PM3) 및 NMOS 트랜지스터(NM1)를 포함한다. 상기 PMOS 트랜지스터(PM1)는 전원 
전압(VCC) 및 PMOS 트랜지스터(PM2)의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 및 신호(PBset)에 의해 제어되는 게이트를 가
진다. 상기 PMOS 트랜지스터(PM2)는 PMOS 트랜지스터(PM1)와 NMOS 트랜지스터(NM1)의 사이에 형성되는 전
류 통로 및 상기 제 1 인버터(211)의 출력 단자에 연결되는 게이트를 가진다.
    

    
상기 PMOS 트랜지스터(PM3)는 전원 전압(VCC) 및 PMOS 트랜지스터(PM2)의 사이에 상기 PMOS 트랜지스터(P
M1)의 전류 통로와 병렬 관계로 형성되는 전류 통로 및 신호(nDouten)에 의해 제어되는 게이트를 가진다. 상기 NM
OS 트랜지스터(NM1)는 PMOS 트랜지스터(PM2)와 접지 전압(VSS)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 및 상기 제 1 인버
터(211)의 출력 단자에 연결되는 게이트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상기 PMOS 트랜지스터(PM
3)의 전류 통로의 크기(채널비 W/L; 여기서, W는 채널 폭이고, L은 채널 길이이다)는 상기 PMOS 트랜지스터(PM1)
의 전류 통로의 크기에 비해 약 5 배 크고 그리고 PMOS 트랜지스터(PM2)의 전류 통로의 크기는 PMOS 트랜지스터들
(PM1, PM3)의 전류 통로들의 크기들을 더한 크기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각 래치(2
10)는 조절 가능한 전류 구동 능력을 갖는다. 즉, 페이지 버퍼에 의해서 데이터가 감지되고 래치될 때의 래치(210) (
구체적으로는 인버터(212))의 전류 통로의 크기는 그렇게 래치된 데이터가 데이터 라인으로 전달될 때의 래치(210)
(구체적으로는 인버터(212))의 전류 통로의 크기보다 작다. 이는 각 래치(210)의 전류 구동 능력이 조절 가능함을 의
미한다.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차단 트랜지스터(220)는 대응되는 메모리 셀 스트링과 연결된 비트 라인(BL)과 페이지 
버퍼 사이에 연결되며, 독출 동작 동안에, 신호(BLSHF)의 제어에 의해 센싱 전압 발전 레벨을 제어하거나, 비트 라인
(BL)에 고전압이 인가될 때, 고전압이 페이지 버퍼로 공급되는 것을 차단한다. 상기 전달 트랜지스터(230)는 대응되
는 비트 라인(BL)과 각 래치 회로들(210) 사이에 연결되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신호(SBL)의 제어에 의해 프로그
램될 메모리 셀 스트링에 연결된 비트 라인(BL)으로 프로그램 데이터를 전달한다. 상기 전류원(240)은 독출 동작 동
안에, 신호(CURMIR)의 제어에 의해 대응되는 비트 라인(BL)으로 일정한 센싱 전류를 공급한다.
    

    
상기 방전 트랜지스터(250)는 프로그램이나 독출 동작 이전에, 신호(DCB)의 제어에 의해 대응되는 비트 라인(BL)과 
대응되는 래치 회로(210)에 챠지된 전하들을 접지 전압(VSS)으로 디스챠지한다. 상기 제 1 센싱 트랜지스터(260)는 
독출 동작 동안에, 대응되는 비트 라인(BL)에 챠지되는 전류들의 양에 따라, 제 1 인버터(211)의 출력 단자에 챠지된 
전하들을 디스챠지하여 비트 라인(BL)으로부터의 데이터를 래치 회로(210)에 저장한다. 상기 독출 동작 동안에, 상기 
제 2 센싱 트랜지스터(270)는 신호(Olatch)의 제어에 의해 상기 제 1 센싱 트랜지스터(260)를 통해 전달되는 전하들
을 접지 전압(VSS)으로 디스챠지한다. 상기 입/출력 트랜지스터(280)는 데이터 전달부(300)와 래치 회로(210) 사이
에 연결되며,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신호(SPB)의 제어에 의해 데이터 전달부(300)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래치 
회로(210)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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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전달부(300)는 제 1 및 제 2 전달 회로들(310, 320)을 포함하며, 독출 동작 동안에, 페이지 버퍼부(200)
로부터의 데이터를 데이터 라인(DL)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데이터 라인(DL)으로부터의 프로그
램 데이터를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부(200)로 전달한다. 상기 제 1 전달 회로(310)는 복수 개의 전달 트랜지스터들(T
M0, TM1, ..., TMn-1, TMn)을 포함한다. 상기 각 전달 트랜지스터들(TM0, TM1, ..., TMn-1, TMn)은 대응되는 
각 페이지 버퍼의 입력 트랜지스터들(280)과 제 2 전달 회로(320) 사이에 연결되며, 프로그램 및 독출 동작 동안에 
신호들(YA0, YA1, ..., YAn-1, YAn)에 의해 제어에 의해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상기 제 2 전달 회로(320)는 제 1 전달 회로(310)와 데이터 라인(DL) 사이에 연결되는 전달 트랜지스터(320)를 포
함하며, 프로그램 및 독출 동작 동안에, 신호(YB)의 제어에 의해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전달한다. 상기 프리챠지부(40
0)는 전원 전압(VCC)과 데이터 라인(DL) 사이에 연결되는 PMOS 트랜지스터(400)를 포함하며, 프로그램 동작 중 
Y-Scanning 동작 이전에, 신호(nCharge_en)의 제어에 의해 데이터 라인(DL)을 소정의 전압 레벨(VCC-Vth400)
로 챠지시킨다.
    

이하, 도 2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동작이 설명된다.

    
도 2 내지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페이지 버퍼(200)의 데이
터 입/출력 경로들을 통합하여 전체 트랜지스터들의 수를 줄이고 그리고 상기 제 2 인버터(212) 및 프리챠지부(400)
를 이용하여 입/출력 경로들의 통합에 따라 발생되는 챠지 쉐어링에 의한 데이터 상실을 방지함으로써, 전체 칩 사이즈
가 크게 감소된다는 것이다. 종래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고집적화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삼상 인
버터(29)는 독출 및 프로그램 동작 중의 Y-Scanning 동작 동안에, 페이지 버퍼와 데이터 라인(DL)을 분리하는 역할
을 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상기 삼상 인버터(29)는 전원 전압(VCC)과 접지 전압(VSS)사이에 직렬로 연결되는 4 개의 M
OS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상의 이유로 인해, 상기 삼상 인버터(29)를 회로적으로 구현하고자 할 때에
는, 많은 수의 메탈 라인들(metal lines; 예를 들어, 전원 전압, 접지 전압 등을 만들기 위한 라인들) 및 폴리 라인들(
poly lines; 예를 들어, MOS 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들, 소오스들 및 게이트들을 만들기 위한 라인들)이 요구되므로, 
상기 삼상 인버터(29)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고집적화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
    

    
물론, 도 1에서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구조에서 상기 삼상 인버터(29)를 제거하고, 래치 회로(21)의 제 1 인버
터(21b)의 전류 통로의 크기를 키우면, 독출 동작 동안에 발생되는 페이지 버퍼와 데이터 라인(DL)간의 챠지 쉐어링
은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도 2와 같이 직렬의 MOS 트랜지스터들(PM1, PM2, NM1)로 이루어진 인버터 구조에서 
MOS 트랜지스터들(PM1, PM2)의 전류 통로들의 크기들을 증가시키면, 전원 전압(VCC) 및 접지 전압(VSS)의 파워 
딥(power deep) 현상으로 인해 파워 노이즈(power noise)가 발생되고 그리고 메모리 장치의 오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는 도 4와 같은 구조의 인버터(212)를 
제시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인버터(212)는 MOS 트랜지스터들(PM1, PM2, PM3, NM1)을 포함한다. 상기 인
버터(212)의 상기 PMOS 트랜지스터(PM3)의 전류 통로의 크기는 상기 PMOS 트랜지스터(PM1)의 전류 통로의 크
기에 비해 약 5 배 크고 그리고 PMOS 트랜지스터(PM2)의 전류 통로의 크기는 PMOS 트랜지스터들(PM1, PM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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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통로들의 크기들을 더한 크기 이상이다.
    

    
그리고, 상기 PMOS 트랜지스터(PM3)의 전류 통로는 신호(nDouten)의 제어에 의해 독출 동작 중 래치 회로(210)에 
저장된 '1'의 데이터가 데이터 라인(DL)으로 전달될 때에만 도통된다. 이로써, 종래의 기술에 따른 인버터(21b)의 M
OS 트랜지스터들(PM1, PM2)의 전류 통로의 크기를 키울 때, 발생되는 파워 노이즈 및 메모리 장치의 오동작은 방지
된다. 또한, 프로그램 동작 중의 Y-Scanning 동작 동안에 발생되는 페이지 버퍼와 데이터 라인(DL)간의 챠지 쉐어링
은 Y-Scanning 동작 이전에, 상기 프리챠지부(400)를 통해 데이터 라인(DL)을 소정의 프리챠지 전압 레벨로 프리챠
지시켜서, 데이터 라인(DL)의 커패시턴스를 줄임으로써 방지된다.
    

    
다시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프로그램 및 독출 동작이 수행되어 데이터를 저장하
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한다. 우선,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을 살펴보면, 일반적으
로, 상기 프로그램 동작은 프리챠지 구간, 프로그램 구간 Y-Scanning 구간 및 검증 구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도 3
의 메모리 셀 스트링부(100)의 메모리 셀 스트링(S0)의 메모리 셀(MC10)이 '1'의 데이터로 프로그램되고 나머지 메
모리 셀 스트링들(P1, P2, ..., Pn-1, Pn)의 메모리 셀들(MC11, MC12, ..., MC1n-1, MC1n)은 프로그램 방지(pr
ogram inhibition) 상태라고 가정한다. 상기 프리챠지 동작 이전에는 상기 프리챠지부(400)의 MOS 트랜지스터(400)
의 전류 통로가 신호(nCharge_en)의 제어에 의해 도통되어, 데이터 라인(DL)이 전원 전압 레벨(VCC)로 프리챠지된
다.
    

    
상기 프리챠지 구간에서는, 페이지 버퍼(P0)의 전류원(240)은 신호(CURMIR)의 제어에 의해 노드(SO0)로 일정한 
전류를 공급한다. 이때, 제 1 센싱 트랜지스터(260)의 전류 통로는 노드(SO0)에 챠지되는 전하들에 의해 도통되고 그
리고 제 2 센싱 트랜지스터(270)의 전류 통로 또한 신호(Olatch)의 제어에 의해 도통된다. 이에 따라, 인버터(211)의 
출력 단자는 로직 로우 레벨로 유지되고 그리고 인버터(212)의 PMOS 트랜지스터(PM1)의 전류 통로들이 PBset 신
호의 제어에 의해 도통되어, 노드(SO0)가 소정의 전압 레벨로 챠지된다. 이어서, 신호들(BLSHF, SBL)의 제어에 의해 
트랜지스터들(220, 230)의 전류 통로들이 도통되면, 비트 라인(BL0)이 소정의 전압 레벨로 챠지된다.이렇게, 비트 라
인(BL0)이 소정의 전압 레벨로 챠지되면, 프로그램 동작이 시작된다. 프로그램 동작은 메모리 셀 스트링(S0)의 메모
리 셀(MC10)을 선택하기 위해 워드 라인(WL1)에 고전압이 인가되고,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접지 선택 라인(GS
L)은 및 나머지 워드 라인들(WL0, WL2, WL3, ..., WLm-1, WLm)에는 전원 전압 레벨(VSS)로 활성화된다. 이로
써,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M01) 및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M11) 및 메모리 셀들(MC00, MC10, ..., MCm-10, M
Cm0)의 전류 통로들은 도통된다. 그리고, 나머지 메모리 셀 스트링들(P1, P2, ..., Pn-1, Pn)에 연결된 비트 라인들
(BL1, BL2, ..., BLn-1, BLn)로는 메모리 셀들(MC11, MC12, ..., MC1n-1, MC1n)이 프로그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전압(예를 들어, 10V)이 공급된다.
    

    
이렇게, 소정 시간동안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된 후에는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의 오버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한 Y-Sc
anning 동작이 수행된다. 상기 Y-Scanning 동작은 전달 회로부(300)의 MOS 트랜지스터들(TM0, TM1, ..., TMn-
1, TMn, 310)의 스위칭 동작에 의해 메모리 셀(MC10)에 연결된 페이지 버퍼(P0) 내의 래치 회로(210)에 저장된 데
이터를 독출하여 프로그램 정도를 확인하는 동작이다. 또한, 이때에도 프리챠지부(400)에 의해 데이터 라인(DL)이 프
리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기 PMOS 트랜지스터들(PM1, PM2, PM3)이 데이터 라인의 커패시턴스를 빠르게 
챠지시키기에 충분한 전류 구동 능력을 갖기 때문에, 페이지 버퍼(P0)와 데이터 라인(DL)간의 챠지 쉐어링에 의해 래
치 회로(210)에 저장된 데이터는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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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 동작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검증(program verify) 동작이 시작된다. 상기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프로그
램된 메모리 셀(MC10)의 드레솔드 전압이 요구되는 드레솔드 전압 분포 내에 위치되는지를 확인하는 동작이다. 상기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아래의 독출 동작과 동일하게 수행된다.

    
다음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독출 동작을 살펴보면(메모리 셀 스트링들 중 메모리 셀 스트링(S0)의 메모리 
셀(MC10)이 선택되었다고 가정한다), 독출 동작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 버퍼(P0)의 트랜지스터들(220, 230, 250)
의 각 전류 통로들은 신호들(BLSHF, SBL, DCB)의 제어에 의해 도통된다. 이로써, 선택된 메모리 셀 스트링(S0)에 
연결된 비트 라인(BL0)과 페이지 버퍼(P0)의 래치 회로(210)에 형성된 노드(set0)는 접지 전압(VSS) 레벨로 디스
챠지된다. 이후, 메모리 셀 스트링(S0)의 메모리 셀(MC10)을 선택하기 위해 워드 라인(WL1)이 접지 전압 레벨(VS
S)로 비활성화되고 그리고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접지 선택 라인(GSL) 및 나머지 워드 라인들(WL0, WL2, WL
3, ..., WLm-1, WLm)이 소정의 전압(Vpass) 레벨로 활성화된다.
    

    
이로써,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M01)와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M11) 및 메모리 셀들(MC00, MC20, MC30, ..., M
Cm-1, MCm)의 전류 통로들은 도통되고 그리고 메모리 셀(MC10)의 전류 통로는 데이터의 저장 유무에 따라 도통되
거나 차단된다. 이때, 전류원(240)은 신호(CURMIR)의 제어에 의해 선택된 비트 라인(BL0)으로 소정의 센싱 전압을 
공급한다. 만약, 선택된 메모리 셀(MC10)에 저장된 데이터가 '1' 이라고 가정하면, 메모리 셀(MC10)의 전류 통로가 
차단되므로 비트 라인(BL0)을 통해 메모리 셀 스트링(S0)으로 공급되는 센싱 전류는 비트 라인(BL0)에 계속적으로 
누적된다.
    

    
이때, 신호(Olatch)의 제어에 의해 제 2 센싱 트랜지스터(270)의 전류 통로가 도통되고 그리고 비트 라인(BL0)이 센
싱 전압 레벨로 챠지됨에 따라 제 1 센싱 트랜지스터(260)의 전류 통로가 도통된다. 이로써, 방전 트랜지스터(250)의 
방전 동작에 의해 로직 하이 레벨로 천이된 인버터(211)의 출력 단자의 전압 레벨은 로직 로우 레벨로 천이된다. 상기 
인버터(211)의 출력 단자의 전압 레벨이 로직 로우 레벨로 천이됨에 따라 인버터(212)의 출력 단자에 연결된 노드(s
et0)는 로직 하이 레벨로 천이된다.
    

    
이후, 데이터의 출력을 알리는 nDouten 신호가 활성화되면, 상기 입/출력 트랜지스터(280)는 신호(SPB)의 제어에 의
해 상기 래치 회로(210)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전달 회로(300)로 출력한다. 상기 데이터 전달 회로(300)는 신호
들(YA0, YB)의 제어에 의해 페이지 버퍼(P0)로부터의 데이터를 데이터 라인(DL)으로 전달한다. 이로써, 메모리 셀 
스트링(S0)에 저장된 데이터는 상기 독출 동작 동안에, 데이터 라인(DL)을 통해 출력된다. 또한, 이때에도 상기 인버
터(212)의 PMOS 트랜지스터들(PM1, PM2, PM3)의 전류 통로들은 모두 도통되어 빠르게 데이터 라인을 챠지시킴으
로써, 챠지 쉐어링에 의해 발생되는 데이터의 상실이 방지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 입/출력 경로들을 통합하여 전체 트랜지스터들의 
수를 줄이고 그리고 입/출력 경로들의 통합에 따라 발생되는 챠지 쉐어링에 의한 데이터 상실을 래치 회로의 제 2 인버
터와 프리챠지부를 이용하여 방지함으로써,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전체의 칩 사이즈가 크게 감소된다. 물론, 제 2 인
버터의 PMOS 트랜지스터(PM3)와 프리챠지부(400)의 PMOS 트랜지스터(400)는 NMOS 트랜지스터로도 구현될 수 
있다.
    

    
실제로, 256Mb(mega bit) 급의 종래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하나의 페이지 버퍼가 차지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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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약 7.2μ㎡이다. 그런데,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사용되는 한 개의 페이지 버퍼가 차지하는 
면적은 256Mb급의 경우 종래의 기술에 따른 페이지 버퍼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약 20% 줄어든 약 5.76μ㎡이다. 이와 
같은 경우, 256Mb급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는 약 16k 개의 페이지 버퍼가 존재하므로, 전체 칩 면적으로 볼 때,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전체 페이지 버퍼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전체 페이지 버퍼가 차지하는 면적
보다 약 23.04㎟의 적은 면적을 차지함으로써, 전체 칩 사이즈가 크게 줄어든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회로의 구성 및 동작을 상기한 설명 및 도면에 따라 도시하였지만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
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데이터 입/출력 경로들을 통합하여 전체 트랜지스터들의 수를 줄임으로써,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의 전체 칩 사이즈가 크게 감소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개의 메모리 셀 스트링들을 포함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 스트링들에 각각 연결되는 복수 개의 비트 라인들과;

입/출력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이터 라인과;

상기 비트 라인들 및 상기 데이터 라인 사이에 연결되며, 상기 입/출력 데이터를 저장하는 복수 개의 래치들 및;

기입 동작의 열 스캔 이전에, 상기 데이터 라인을 소정의 전압 레벨로 프리챠지시키는 프리챠지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각 래치는 독출 동작 동안에, 상기 데이터 라인의 커패시턴스를 챠지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전하들을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공급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그리고 상기 각 래치는 조절 가능한 전류 구동 능력을 갖되, 선택된 비트 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감지할 때 제 1 전류 구동 능력을 갖고 상기 래치된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전달할 때, 상기 제 
1 전류 구동 능력보다 큰, 제 2 전류 구동 능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공급 수단은,

전원 전압에 연결되며, 상기 기입 및 독출 동작을 알리는 제 1의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게이트를 가지는 제 1의 M
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의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비트 라인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를 가지는 제 2의 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2의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접지 전압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를 가지는 제 3의 MOS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전원 전압과 상기 제 2의 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사이에, 상기 제 1의 MOS 트랜지스터와 병렬로 연결되는 전
류 통로 및 상기 기입 및 독출 동작 동안에, 저장된 데이터의 출력을 알리는 제 2의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게이트
를 가지는 제 4의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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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챠지 수단은 전원 전압과 상기 데이터 라인의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 및 상기 기입 동작 중의 검증 동작을 
알리는 상기 제 3의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게이트를 가지는 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
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MOS 트랜지스터는 PMOS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의 MOS 트랜지스터의 전류 통로 크기는 상기 제 1의 MOS 트랜지스터의 전류 통로 크기의 약 5배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의 MOS 트랜지스터는 PMOS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의 MOS 트랜지스터의 전류 통로의 크기는 상기 제 3 및 제 4의 MOS 트랜지스터들의 전류 통로들을 더한 크
기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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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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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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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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