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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은 VDD를 충분히 전송할 수 있는 VSG1(>VDD)로 설정된다(시각 t1). 이 때, 선택 블럭 내

의 모든 워드 라인은 Vread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셀 유닛 내의 전 메모리 셀 채널에 VDD가 공급된다. 이 후, 드

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은 VSG2로 설정되어, 프로그램 전위 Vpgm은 선택 워드 라인에 공급된다(시각 t2∼t3). VS

G2는 충분히 작기 때문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전부 오프 상태이고, 전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

의 전위는 부스트된다. 이 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은 VSG3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 채널은 0V가

된다(시각 t4).

대표도

도 8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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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기록 방식이 적용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의 메모리 셀 어레이의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종래의 기록 방식의 제1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4는 종래의 기록 방식의 제2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5는 종래의 기록 방식의 제3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6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이 적용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도 6의 메모리 셀 어레이의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1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9는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이 적용되는 3Tr-NAND의 메모리 셀 어레이의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2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11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3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12는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4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13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5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14는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6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15는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7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16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8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17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9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18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10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 19는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11 예를 나타내는 파형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메모리 셀 어레이

12 : 로우 디코더

13 : 컬럼 게이트

14 : IO 버퍼

16: 컬럼 디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의 기록 동작에 관한 것으로, 특히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 대표되는 메모리 셀

과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셀 유닛을 갖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적용된다.

도 1은 종래의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주요부를 나타내고 있다.

메모리 셀 어레이(11)는 어레이형으로 배치된 복수의 셀 유닛을 갖는다. 각 셀 유닛은 주지한 바와 같이, 직렬 접속된 

복수의 메모리 셀로 이루어지는 NAND열과, 그 양단에 하나씩 접속되는 두개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메모리 셀 어레이(11) 상에는 로우 방향으로 연장되는 워드 라인 WL 및 컬럼 방향으로 연장되는 비트 라인 BL이 배

치된다. 워드 라인 WL은 로우 디코더(12)에 접속되며, 비트 라인 BL은 기록 데이터나 판독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기 

위한 래치 기능을 갖는 감지 증폭기(15)에 접속된다. 감지 증폭기는 컬럼 게이트(컬럼 선택 스위치 ; 13)를 경유하여 I

/O 버퍼(14)에 접속된다.

컬럼 게이트(13)는 컬럼 디코더(16)의 출력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승압 회로(19)는 기록, 소거, 판독의 각 모드에 필

요한 전압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승압 회로(19)는 기록 시에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생성하고, 이 프로그램 전위 Vp

gm을 로우 디코더(12)에 제공된다.

로우 디코더(12)에는 로우 어드레스 신호가 입력되며, 컬럼 디코더(16)에는 컬럼 어드레스 신호가 입력된다. 제어 회

로(21)는 동작 모드에 따라 로우 디코더(12), 컬럼 게이트(13) 및 컬럼 디코더(16)의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면, 제

어 회로(21)는 기록 시에 워드 라인(컨트롤 게이트 라인) WL이나 선택 게이트 라인에 제공되는 전위의 전환 타이밍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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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메모리 셀 어레이(11)의 회로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는, 셀 유닛은 직렬 접속되는 4개의 메모리 셀로 이루어지는 NAND열과 그 양단에 하나씩 접속되는 두개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셀 유닛의 드레인측의 일단은 1개의 비트 라인 BLj(j=0, 1, …)에 접속된다. 각 비트 라인 BLj는 고전압형 MOS 트랜

지스터를 경유하여 래치 기능을 갖는 감지 증폭기 S/A에 접속된다. 또, 고전압형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제어

신호 BLTR이 입력된다. 셀 유닛의 소스측의 일단은 모든 셀 유닛에 공통된 소스선에 접속된다.

1개의 워드 라인(컨트롤 게이트 라인) WLi(i=0, 1, 2, 3)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의 그룹은 통상 1 페이지라고 불린다. 

1 페이지는, 예를 들면 데이터 기록 모드 및 메모리 셀로부터 감지 증폭기로의 데이터 판독 모드에서 동시에 기록/판

독을 행하는 메모리 셀의 단위가 된다. 또, 칩 밖으로 데이터를 판독할 때는 감지 증폭기 내의 1 페이지 분의 데이터를

1 비트 또는 복수 비트씩 직렬로 칩 밖으로 출력한다.

2개의 선택 게이트 라인 간에 끼워진 복수 라인(본 예에서는 4개)의 워드 라인 WL0, WL1, WL2, WL3에 접속되는 메

모리 셀의 그룹은, 통상 1 블록이라고 불린다. 1 블록은, 예를 들면, 데이터 소거 모드에서, 동시에 소거가 실행되는 

메모리 셀의 단위가 된다. 또, 블록 단위로 행해지는 소거 모드를 블럭 소거 모드라고 하고, 모든 블록을 대상으로 하

는 소거 모드를 칩 소거 모드라고 한다.

다음에,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기본 동작, 즉 소거, 기록, 판독의 각 동작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표 1은 소거 시의 전위 관계, 표 2는 기록 시 및 판독 시의 전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소거

웰 Vera

선택 블럭의 워드 라인 0V

비선택 블럭의 워드 라인 플로팅

SGD 플로팅

SGS 플로팅

[표 2]

기록 판독

선택 비트 라인 0V 클램프 레벨

비선택 비트 라인 VDD ------

선택 워드 라인 Vpgm 0V

비선택 워드 라인 Vpass Vread

SGD VDD/0V Vread

SGS 0V Vread

소거 시에서는 웰은 소거 전위 Vera(예를 들면, 약 20V)로 설정되며 선택 블럭(소거의 대상이 되는 블록) 내의 모든 

워드 라인은 0V로 설정되고, 비선택 블럭(소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블록) 내의 모든 워드 라인은 부유 상태로 설정된

다.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에 대해서도 부유 상태가 된다.

기록 시에는 선택 비트 라인(기록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이 접속되는 비트 라인)은 0V로 설정되며, 비선택 비트 라

인(기록 방지 셀이 접속되는 비트 라인)은, 예를 들면 전원 전위 VDD로 설정된다. 또한, 선택 워드 라인(컨트롤 게이

트 라인)은 프로그램 전위 Vpgm(예를 들면, 약 16V)으로 설정되며 비선택 워드 라인은 중간 전위 Vpass(예를 들면, 

약 8V)로 설정된다.

또한, 선택 블럭에서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는 전원 전위 VDD로 설정되며,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

S는 0V로 설정된다. 비선택 블럭에서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는 모두 0

V로 설정된다.

또, 프로그램 전위 Vpgm은 기록 횟수에 따라, 소정량 dV만큼 스텝 업시켜도 된다.

판독 시에서는 비트 라인은, 예를 들면 비트 라인의 클램프 레벨까지 프리차지된다. 이 후, 선택 워드 라인(컨트롤 게

이트 라인)은 0V로 설정되며 비선택 워드 라인은 판독 전위 Vread(예를 들면, 약 3.5V)로 설정된다.

여기서, 2치(2-level type) 메모리의 경우, "1"-셀의 임계치는 마이너스(0V 미만)이고, "0"-셀의 임계치는 플러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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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고, Vread 미만)이기 때문에, 비선택 워드 라인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은 전부 온 상태가 된다. 따라서, 선택 워드

라인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의 온/오프에 의해 비트 라인의 전위가 결정된다. 이 비트 라인의 전위 변화는 래치 기능을

갖는 감지 증폭기에 의해 검출된다.

또한, 선택 블럭에서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는 모두 Vread로 설정된다.

비선택 블럭에서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는 모두 0V로 설정된다.

다음에, 도 1 및 도 2에 도시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기록 동작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서 도 2의 워드 라인 WL2가 선택되며 또한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중 파선으로

둘러싼 메모리 셀 A가 선택 셀("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로, 그 외의 메모리 셀은 비선택 셀("1"-프로그래밍

의 대상이 되는 셀, 즉 기록 방지 셀)인 것으로 한다.

도 3은 종래의 기록 방식의 제1 예, 즉 셀프 부스트 기록 방식의 신호 파형 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1 페이지 분의 기록 데이터가 칩 외부로부터 감지 증폭기 S/A에 입력된다(데이터 로드). 여기서는, 메모리 셀 A

에 대해서만 "0"-프로그래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

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입력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입력된다.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각 감지 증폭기 S/A는 기록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래치 기능(래치 회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래치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래치된다.

또, 도 3의 신호 파형 도면에서 BL "0"은 "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 A가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2를 나

타내고, BL "1"은 "1"-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기록 방지 셀)이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를 나

타내고 있다.

기록 동작 시, 우선 제어 신호 BLTR이 "H" 레벨(전원 전위 VDD를 충분히 전송할 수 있는 전위)이 되며,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는 비트 라인 BLj(j=0, 1, …)로 전송된다. 즉,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0"인 비트 라인 BL2

는 "0"("L" 레벨=0V)이 되며,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1"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는 "1"("H" 레벨=

VDD)이 된다.

또한, 선택 블럭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가 전원 전위 VDD로 설 정되면, 선택 블럭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된다. 그 결과, 비트 라인의 데이터(전위)는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로

전송된다.

예를 들면, 선택 비트 라인 BL2는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에는 "0"(0V)이 전송된다. 또한,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는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에는 "1"(VDD-Vth)이 전송된다.

단, Vth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이다.

여기서,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의 모든 메모리 셀이 소거 상태("1"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메모리 셀은 노멀 온(

normally on)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의 채널은 "0"(0V)

으로 충전된다. 또,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의 채널은 "1"(V

DD-Vth)로 충전된다.

만일,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의 메모리 셀 중에 "0"-프로그래밍 상태("0" 상태)의 메모리 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워드 라인의 전위는 0V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 셀은 오프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그 메모리 셀보다

도 드레인측에 존재하는 메모리 셀의 채널이 0V("0"-프로그래밍의 경우) 또는 VDD-Vth("1"-프로그래밍의 경우)에 

충전된다.

이 후, 선택 블럭 내에서는 선택 워드 라인 WL2에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제 공되며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WL3에 중간 전위 Vpass(0<Vpass<Vpgm)가 제공된다.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0"(0V)이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 A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는 기록(전하의 이동에 의한 임계치의 상승)에 충분한 전계가 걸린다.

한편,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는 프로그램 전위 Vpg

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워드 라인에 제공되면 용량 커플링에 의해 상승한다. 이 때문에,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는 기록에 충분한 전계가 걸리지 않는다.

또,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는 주로 메모리 셀의 커

플링비 α와 중간 전위 Vpass에 의해 결정되는 기록 방지 전위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1 페이지 분의 메모리 셀 중, 선택 메모리 셀 A에 대해서는 "0"-프로그래

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이 실행되며, 그 외의 비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1"-프로그래밍("1" 상태를 유

지시키는 기록 동작)이 실행된다.

그러나, 상술한 셀프 부스트 기록 방식에서는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로부터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

에 기록 방지 레벨의 전위 VDD("1")를 전송할 때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소위 임계치 저하(이

동 전위(transferring potential)의 저하)가 발생한다. 즉,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전 원 전위 VDD보다도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Vth만큼 낮은 전위 VDD-Vth가 공급된다.

그리고, 이 VDD-Vth가 채널 전위를 상승시킬 때의 초기 전위가 되기 때문에, 초기 전위가 Vth분만큼 낮아지는 것은 

채널 부스트 후의 최종적인 채널 전위도, Vth분만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기록 방지 셀의 채널 전위가 충

분히 상승하지 않고 기록 오류("0"-프로그래밍)가 발생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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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기록 오류를 방지하고 플래시 메모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된 기록 방식이

알려져 있다.

그 중 하나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부스트 방식이라고 불리는 기록 방식으로, 예를 들면 특개평 10-223866호 공

보, 특개평 11-185488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소스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불리는 기록 방식으로

특개평 10-275481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도 4는 종래의 기록 방식의 제2 예, 즉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부스트 방식의 신호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록 방식의 특징은 기록 방지 레벨의 전위 VDD("1")를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의 임계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VDD 전송 시에서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전원 전위 VDD보다도 높은 전위 VSG로 설

정한 점에 있다.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전원 전위 VDD보다도 높은 전위 VSG로 설정하면, 채널 부스트 

전의 메모리 셀 채널의 초기 전위는 적어도 VDD-Vth보다는 커진다. 또한, VSG를 VDD+Vth 이상으로 설정하면 전

원 전위 VDD를 그대로 셀 유닛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부스트 방식에 따르면 채널 부스트 전의 채널의 초기 전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부스트 시에는 기록 방지 셀의 채널 전위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록 오류 ("0"-프

로그래밍)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고신뢰성의 플래시 메모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도 4의 신호 파형에서 VDD 전송 시에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워드 라인의 전위를 미리 Vread("0" 셀 및 "1" 셀이 모

두 온이 되는 전위. 예를 들면, 약 3.5V)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선택 블럭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을 온 상태로 해둠으로

써, 이들 메모리 셀의 채널에 초기 전위를 전달시켜서 채널 부스트 후의 기록 방지 셀의 채널을 충분히 높은 전위로 

하기 때문이다.

도 5는 종래의 기록 방식의 제3 예, 즉 소스 프로그램 방식의 신호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록 방식은 소스선 용량이 비트 라인의 용량보다도 작고, VDD보다 높은 전압을 충전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즉 소스선으로부터 셀 유닛에 채널 부스트 전의 초기 전위를 전송하도록 한 점에 특

징을 갖는다.

우선, 소스선 전위 CELSRC 및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를 각각 Vread(약 3.5V)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전위 Vread는 소스선으로부터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셀 유닛에 전송된다. 그 결과,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의 메모리 셀의 채널이 Vread-Vth에 충전된다. 단지, Vth는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

계치이다.

이 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 중 선택 워드 라인에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제공되어, 비선택 워드 라인에 중간 전

위 Vpass가 제공된다. 그 결과,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기록 방지 전위로 상승한다.

또한, 이 채널 부스트 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즉 비트 라인으로부터 기록 데이터를 셀 유닛으로 전송

한다. 즉,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전원 전위 VDD로 설정한다.

여기서, 기록 데이터가 "0"일 때는 비트 라인의 전위(0V)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셀 유닛으

로 전송된다. 따라서, 이 경우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는 기록 방지 전위로부터 0V로 저하한다.

또한, 기록 데이터가 "1"일 때는 비트 라인의 전위는 전원 전위 VDD이고,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는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기록 데이터가 "0"일 때는 메모리 셀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 기록에 충분한 전계가 걸려 "0"-프

로그래밍이 행해진다. 또한, 기록 데이터가 "1"일 때는 메모리 셀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 기록에 충분한 전

계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1"-프로그래밍이 행해진다.

이와 같이, 소스 프로그램 방식에 따르면, 채널 부스트 전의 초기 전위를 소스선으로부터 셀 유닛으로 전송하고 있다.

따라서, 채널 부스트 전의 채널의 초기 전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부스트 시에는 기록 방지 셀

의 채널 전위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록 오류("0"-프로그래밍)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고신뢰성의 플

래시 메모리를 제공할 수 있다.

도 3의 셀프 부스트 기록 방식 및 도 4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부스트 방식에서는 기록 데이터(0V 또는 VDD)를 

셀 유닛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DD 또는 그 이상의 전위 VSG로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도 5의 소스 프로그램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워드 라인에 제공된 후에 0V를 비트 라

인으로부터 셀 유닛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0V보다도 큰 값(예를 들면, VDD)

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메모리 셀의 미세화가 진행하고 또한 워드 라인 및 선택 게이트 라인의 피치도 매우 좁아지고 있다.

워드 라인(선택 게이트 라인도 포함한다)의 피치가 좁아지면, 예를 들면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채널 길이가 짧아

지고 차단 시의 누설 전류가 증대한다.

동시에, 상호 인접하는 워드 라인(선택 게이트 라인도 포함한다)끼리의 용량 커플링도 증대하고, 이 영향에 의해 프로

그램 전위 Vpgm의 공급 시에, 예를 들면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가 상승하고,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

터가 차단 상태로부터 온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예를 들면 미리 충전해 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의 초기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프로그

램 전위 Vpgm의 공급 시에 비트 라인에 누락되게 되어, 결과로서 채널 부스트 후에 충분한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기록 오류("0"-프로그래밍)가 발생하기 쉬워져서 플래시 메모리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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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초기 전위를 셀 유닛에 제공하고 나서 워드 라인에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를 제

공하고, 채널 부스트를 종료하기까지의 기간, 드레인측/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충분히 차단 상태에서와 같

은 전위를 이들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제공되고, 채널 부스트 시에 누설 전류의 발생에 의한 기록 

방지 전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는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비트 라인 간에 접속되

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기록 동작이 연속하는 제1, 제2 및 제3 기간으로 이루어지고 각 기간에서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각각 제1, 제2 및 제3 전위로 한 경우에 제1 전위>제3 전위>제2 전위가 되

는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 및 장점은 다음의 명세서에 나타나있으며 , 일부는 도면으로부터 명확해질 것이거나, 또는 

본 발명의 실습에 의해 교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은 이하 특별히 지적된 수단들 및 조합을 사용하여 실

현되고 얻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가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제1 예]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이 적용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주요부를 나타내고 있다.

메모리 셀 어레이(11)는 어레이형으로 배치된 복수의 셀 유닛을 갖는다. 각 셀 유닛은 주지한 바와 같이, 직렬 접속된 

복수의 메모리 셀로 이루어지는 NAND열과, 그 양단에 하나씩 접속되는 두개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메모리 셀 어레이(11) 상에는 로우 방향으로 연장되는 워드 라인 WL 및 컬럼 방향으로 연장되는 비트 라인 BL이 배

치된다. 워드 라인 WL은 로우 디코더(12)에 접속되며 비트 라인 BL은 기록 데이터나 판독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기 

위한 래치 기능을 갖는 감지 증폭기(15)에 접속된다. 감지 증폭기는 컬럼 게이트(컬럼 선택 스위치 ; 13)를 경유하여 I

/O 버퍼(14)에 접속된다.

컬럼 게이트(13)는 컬럼 디코더(16)의 출력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승압 회로(19)는 기록, 소거, 판독의 각 모드에 필

요한 전압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승압 회로(19)는 기록 시에서의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생성하고, 이 프로그램 전

위 Vpgm을 로우 디코더(12)에 제공한다.

로우 디코더(12)에는 로우 어드레스 신호가 입력되며, 컬럼 디코더(16)에는 컬럼 어드레스 신호가 입력된다. 제어 회

로(21)는 동작 모드에 따라, 로우 디코더(12), 컬럼 게이트(13) 및 컬럼 디코더(16)의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면, 제

어 회로(21)는 기록 시에 워드 라인(컨트롤 게이트 라인) WL 및 선택 게이트 라인에 제공되는 전위의 전환 타이밍을 

제어한다.

도 7은 도 6의 메모리 셀 어레이(11)의 회로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는 셀 유닛은 직렬 접속되는 4개의 메모리 셀로 이루어지는 NAND 열과, 그 양단에 하나씩 접속되는 두개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셀 유닛의 드레인측 일단은 1개의 비트 라인 BLj(j=0, 1, …)에 접속된다. 각 비트 라인 BLj는 고전압형 MOS 트랜지

스터를 경유하여, 래치 기능을 갖는 감지 증폭기 S/A에 접속된다. 또, 고전압형 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제어 

신호 BLTR이 입력된다. 셀 유닛의 소스측 일단은 모든 셀 유닛에 공통된 소스선에 접속된다.

1개의 워드 라인(컨트롤 게이트 라인) WLi(i=0, 1, 2, 3)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의 그룹은 통상, 1 페이지라고 불린다. 

1 페이지는, 예를 들면 데이터 기록 동작 및 메모리 셀로부터 감지 증폭기에의 데이터 판독 동작에서 동시에 기록/판

독을 행하는 메모리 셀의 단위가 된다. 또, 칩 밖으로 데이터를 판독할 때는 감지 증폭기 내의 1 페이지 분의 데이터를

, 1 비트 또는 복수 비트씩 직렬로 칩 밖으로 출력한다.

2개의 선택 게이트 라인 간에 끼워진 복수 라인(본 예에서는, 4개)의 워드 라인 WL0, WL1, WL2, WL3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의 그룹은, 통상 1 블록이라고 불린다. 1 블록은, 예를 들면, 데이터 소거 동작에서, 동시에 소거가 실행되는

메모리 셀의 단위가 된다. 또, 블록 단위로 행하는 소거 모드를 블럭 소거 모드라고 하여, 모든 블록을 대상으로 하는 

소거 모드를 칩 소거 모드라고 한다.

다음에,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을 상술한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 적용한 경우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전제 조건으로서 도 7의 워드 라인 WL2가 선택되고 또한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중, 파선으로 둘

러싼 메모리 셀 A가 선택 셀("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이고, 그 외의 메모리 셀은 비선택 셀("1"-프로그래밍

의 대상이 되는 셀, 즉 기록 방지 셀)인 것으로 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1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우선, 1 페이지 분의 기록 데이터가 칩 외부로부터 감지 증폭기 S/A에 입력된다(데이터 로드). 여기서는 메모리 셀 A

에 대해서만 "0"-프로그래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

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입력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입력된다.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각 감지 증폭기 S/A는 기록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래치 기능(래치 회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래치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래치된다.

또, 도 8의 신호 파형도에서 BL "0"은 "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 A가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2를 나타

내고, BL "1"은 "1"-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기록 방지 셀)이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를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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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동작 시, 우선, 제어 신호 BLTR이 "H" 레벨(전원 전위 VDD를 충분히 전송할 수 있는 전위)이 되며,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는 비트 라인 BLj(j=0, 1, …)로 전송된다. 즉,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0"의 비트 라인 BL2

는 "0"("L" 레벨=0V)이 되고,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1"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는 "1"("H" 레벨=

VDD)이 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서는 비트 라인의 데이터(감지 증폭기 S/A의 데이터)를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 드

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에는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의 데이터 "1"(=VDD), 즉 기록 방지 전위(

초기 전위)를 충분히 전송, 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전위 VSG1(>전원 전위 VDD)이 제공

된다(시각 t1).

또한, 이 때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서는 비트 라인의 데이터 "1"(>=VDD)또는 "0"(=0V)을,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상태(데이터 패턴)에 상관없이, 항상 그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의 채널로 전송하기 때문에,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워드 라인에는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이 온 상태가 된 전위 Vread(예를 들면, 약 3.5V)를 제공한다.

그 결과, 예를 들면 선택 비트 라인 BL2는 "0"으로 되어 있어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

리 셀의 채널에는 "0"(0V)이 전송된다. 또한,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는 "1"로 되어 있어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1"(예를 들면, VDD)이 전송된다.

이 후,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제공되기 전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1

로부터 VSG2로 저하시킨다(시각 t2). 여기서, VSG2는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

이트 트랜지스터가 항상 차단 상태가 되고,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충전된 전하가 누설되지 않고,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하지 않은 값(예를 들면, 0V)으로 설정된다.

이 후, 선택 블럭 내에서는 선택 워드 라인 WL2에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제공되고,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WL3에 중간 전위 Vpass(0<Vpass<Vpgm)가 제공된다(시각 t3).

이 때,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어 있어,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전위 V

p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워드 라인에 제공되었을 때에 용량 커플링에 의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

위가 상승해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에서의 채널 전위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어 채널 부스

트 후에는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본 발명의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에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며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이 부스트된다. 즉,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

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0V로부터 커플링비 α 등에 의해 결정되는 소정 전위까지 상승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 B

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VDD로부터 커플링비 α등에 의해 결정되는 소정 

전위(기록 방지 전위)까지 충분히 상승한다.

그래서, 이 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2로부터 VSG3에 상승시킨다(시각 t4).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는,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고, 

선택 비트 라인 BL2의 데이터 "0"(=0V)을 그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의 채널에 전송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한,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는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

스터가 차단 상태 그대로이며,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

된다.

또, VSG3은 VSG1>VSG3>VSG2가 되는 대소 관계를 충족시키도록 설정된다.

그 결과,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은 "0"(0V)이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 A의 컨

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는 write(전하의 이동에 의한 임계치의 상승)에 충분한 전계가 걸린다. 한편, 비선택 비

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충분히 큰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

기 때문에, 기록 방지 셀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는 기록에 충분한 전계가 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1 페이지 분의 메모리 셀 중 선택 메모리 셀 A에 대해서는 "0"-프로그래

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이 실행되고, 그 외의 비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1"-프로그래밍("1" 상태를 유

지시 키는 기록 동작)이 실행된다.

이 후, 선택 워드 라인 WL2의 전위 Vpgm 및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WL3의 전위 Vpass를, 각각 0V로 저하

시키고(시각 t5)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 VSG3을 0V로 저하시키면(시각 t6) 기록 동작이 종료

한다.

또, 예를 들면 VSG1은 VDD+Vth 이상의 전위, VSG2는 0V, VSG3은 VDD로 설정된다. 단지, VDD는 내부 전원 전

위로, 메모리 셀의 채널에 전송하는 기록 방지 전위(초기 전위)이다. 또한, Vth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이다.

이상,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1 예를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그 특징을 간단히 통합하면 이하와 같아진다.

① 단계 1(시각 t1)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1로 설정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의 데이터 "1"(=VDD)을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에 충분히(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VDD 그대로) 전송한다. 또, 선택 비트 라인의 데이터 "0"(=0V)은 그대로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로 전송된다.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워드 라인의 전위를 Vread로 설정하고,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을 그 상태(

데이터 패턴)에 상관없이 온 상태로 하고,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 채널에 비트 라인의 데이터 "0" 또는 "1"을 전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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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계 2(시각 t2)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1로부터 VSG2로 저하시켜 선택 블럭 내 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한다.

③ 단계 3(시각 t3)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를 워드 라인에 제공되고, 용량 커플링에 의해,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를 부스트시킨다. 또,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충

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가 된다.

④ 단계 4(시각 t4)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켜,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

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상태로 하고,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를 0

V로 한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과 선택 비트 라인 간에 접속되는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0"-프로그래밍이 

실행된다.

이 때,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차단 상태의 상태로 

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시킨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서는 기록 동작 시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에 3종류의 전위 VSG1, 

VSG2, VSG3을 소정의 타이밍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VSG1의 값은 비선택 비트 라인의 전위 VDD를 충분히 셀 유닛에 전송하는 것(큰 초기 전위를 충전하는 것)

을 목적으로 정해지며, VSG2의 값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에 용량 커플링에 의해 VSG2가 상승해도 드레

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시키지 않는 것(누설 방지)을 목적으로 정하고, VSG3의 값은 선택 비트 라인에 접

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0V를 전송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부스트 후에도 충분히 큰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VSG1>VSG3>VSG2가 되는 대소 관계를 만족시키도록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 따르면, 비트 라인의 기록 데이터를 셀 유닛에 전송할 때에 드레인측 선택 게

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1로 설정함으로써, 채널 부스트 전에 충분히 높은 초기 전위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채널 부스트 시(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로 

설정함으로써 채널 부스트 시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비선택 메모리 셀(기록 방지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채널 부스트에 의해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어, 결과로서 오류 기록의 방지 및 신뢰성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설정함으로써, 비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면서 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데이터 "0"(=0V)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통상 그대로 "0"-프로그래밍이 실행된다.

[제2 예]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이 적용되는 3Tr-NAND에서의 메모리 셀 어레이의 회로 구성예를 나타내고 있다.

본 예에서는 32킬로바이트의 메모리 용량을 갖는 3Tr-NAND에 대하여 설명한다.

3Tr-NAND에서는 메모리 셀 어레이 내의 셀 유닛은 각각 3개의 트랜지스터, 즉 하나의 메모리 셀 M2와, 이것을 끼

우는 두개의 셀렉트 트랜지스터 M1, M3으로 구성된다.

메모리 셀 M2는, 예를 들면, 부유 게이트 전극과 컨트롤 게이트 전극을 갖는 스택 게이트 구조를 갖는다. 셀렉트 트랜

지스터 M1, M3은, 예를 들면 스택 게이트 구조에 유사한 구조를 갖지만, 하층 게이트를 실제 게이트 전극으로서 이용

함으로써, 통상 MOS 트랜지스터로서 기능한다.

셀 유닛의 일단은 비트 라인 BL0, BL1, …에 접속되며, 그 타단은 셀 소스선에 접속된다. 비트 라인 BL1, BL2, …는 

고전압형 MOS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감지 증폭기 S/A에 접속된다. 감지 증폭기 S/A는 비트 라인 BL1, BL2, …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래치 회로(페이지 래치) LATCH를 가지고 있다. 감지 증폭기 S/A는 프로그램 시에 프로그램 데

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3Tr-NAND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수를 하나로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3Tr-NAND는 고속 데이터 리드가 가능, 데이터 소거의 단위가 작고, 저소비 전력, 셀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

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셀 유 닛 내에 하나의 메모리 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독 간섭(read disturb)을 

회피, 즉 비선택 셀의 워드 라인에 판독 전위 Vread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판독 전위 Vread에 의한 스트레스

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제1 예에도 도시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시에 기록 방지 셀에 중간 전위 Vpass를 제

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 방지 셀에는 중간 전압 VPass에 의한 스트레스가 없고 높은 신뢰성을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을 상술한 3Tr-NAND에 적용한 경우의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전제 조건으로서, 선택 워드 라인 WL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중 파선으로 둘러싼 메모리 셀 A가 선택 셀("0"-프로

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이고, 그 밖의 메모리 셀은 비선택 셀("1"-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 즉 기록 방지 셀)인

것으로 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2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우선, 1 페이지 분의 기록 데이터가 칩 외부로부터 감지 증폭기 S/A에 입력된다(데이터 로드). 여기서는, 메모리 셀 A

에 대해서만 "0"-프로그래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

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입력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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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r-NAND에서는 각 감지 증폭기 S/A는 기록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래치 기능(래치 회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래치되고,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

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래치된다.

또, 도 10의 신호 파형도에서 BL "0"은 "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 A가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2를 나

타내고, BL "1"은 "1"-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기록 방지 셀)이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를 나

타내고 있다.

기록 동작 시, 우선, 제어 신호 BLTR이 "H" 레벨(전원 전위 VDD를 충분히 전송할 수 있는 전위)이 되고,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는 비트 라인 BLj(j=0, 1, …)에 전송된다. 즉,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0"의 비트 라인 BL2

는 "0"("L" 레벨=0V)이 되고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1"인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는 "1"("H" 레벨=V

DD)이 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서는 비트 라인의 데이터(감지 증폭기 S/A의 데이터)를 셀 유닛에 전송할 때 드레

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에는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의 데이터 "1"(=VDD), 즉 기록 방지 전위(초

기 전위)를 충분히 전송, 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전위 VSG1(>전원 전위 VDD)이 제공된

다(시각 t1).

또한, 이 전위 VSG1은 감지 증폭기 S/A의 데이터를 비트 라인에 출력하기 전, 예를 들면 블록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 

블럭이 결정된 시점에서부터 제공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 선택 비트 라인 BL2는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에는 "0"(0V)이 전송된다. 또한,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는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1"(예를 들면, VDD)이 전송된다.

이 후,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제공되기 전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1로부터 VSG2로 저하

시킨다(시각 t2).

여기서, VSG2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예를 들면, 0V)으로 설정된다.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

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차단 상태가 된다.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충전된 전하가 누설하

지 않는다.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하지 않는다.

이 후, 선택 블럭 내에서는 선택 워드 라인 WL에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제공된다(시각 t3).

이 때,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워드 라인에 제공되었을 때에 용량 커플링에 의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가 상승해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전위 Vpgm의 공급 시에서의 채

널 전위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고, 채널 부스트 후에는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본 발명의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의 공급 시에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며,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이 부스트된다. 즉,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

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0V로부터, 커플링비 α 등에 의해 정해지는 소정 전위까지 상승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VDD로부터 커플링비 α 등에 의해 결정되는 소

정 전위(기록 방지 전위)까지 충분히 상승한다.

그래서, 이 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킨다(시각 t4).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는,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고, 

선택 비트 라인 BL2의 데이터 "0"(=0V)을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전송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한

,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는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가 차단 상태 그대로,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 VSG3은 VSG1>VSG3>VSG2가 되는 대소 관계를 만족시키도록 설정된다.

그 결과,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0"(0V)이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 A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는 write(전하의 이동에 의한 임계치의 상승)에 충분한 전계가 걸린다. 한편,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충분히 큰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방지 셀의 컨트롤 게이트 전 극과 채널 간에는 기록에 충분한 전계가 걸린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 WL에 접속되는 1 페이지 분의 메모리 셀 중 선택 메모리 셀 A에 대해서는, "0"-프로그래

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이 실행되고, 그 외의 비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1"-프로그래밍("1" 상태를 유

지시키는 기록 동작)이 실행된다.

이 후, 선택 워드 라인 WL의 전위 Vpgm을 0V로 저하시키고(시각 t5)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

를 VSG3으로부터 VSG1로 하면(시각 t6), 기록 동작이 종료한다.

또, 상술한 기록 동작에서는 그 전후에서 드레인측 셀렉터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가 VSG1로 설정된다.

이 이유는 3Tr-NAND가, 예를 들면 JAVA 카드용 코어 메모리로서 사용되는데 있다. 즉, 그 코어 메모리로서의 사양

에서는, 예를 들면 200ns의 고속 액세스(NAND형 플래시 메모리의 액세스 타임은 5μs 정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데이터 리드 시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예를 들면 0V로부터 VSG1로 상승시키면, 그 

전위의 상승을 위한 마진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액세스 타임이 늦어진다. 데이터 리드 시의 액세스 타임을 가능한

한 빨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1로 설정해두면 된다.

그래서, 3Tr-NAND에서는 블록 어드레스의 확정시간으로부터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에 VSG1을 제공하는

논리(또는 시퀀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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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데이터 프로그램 시에서도 블록 어드레스의 확정시부터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에 VSG1을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를 들면, VSG1은 VDD+Vth 이상의 전위, VSG2는 0V, VSG3은 VDD로 설정된다. 단지, VDD는 내부 전원 

전위로, 메모리 셀의 채널에 전송하는 기록 방지 전위(초기 전위)이다. 또한, Vth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의 임계치이다.

이상,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2 예를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그 특징을 간단히 통합하면 이하와 같아진다.

① 단계 1(시각 t1)

미리,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는 VSG1로 설정되며, 비선택 비트 라인의 데이터 "1"(=VDD)은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에 충분히(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VDD 그대로) 전송된다. 선택 비트 라인의 데이터 "0"(=0V)도 그대

로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로 전송된다.

② 단계 2(시각 t2)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1로부터 VSG2로 저하시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한다.

③ 단계 3(시각 t3)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워드 라인에 제공하고, 용량 커플링에 의해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

널 전위를 부스트시킨다. 또,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가 된다.

④ 단계 4(시각 t4)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키고,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

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상태로 하고,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를

0V로 한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과 선택 비트 라인 간에 접속되는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0"-프로그래밍이

실행된다.

이 때,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차단 상태 그대로 하

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시킨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서는 기록 동작 시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에 3종류의 전위 VSGl, 

VSG2, VSG3을 소정의 타이밍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VSG1의 값은 비선택 비트 라인의 전위 VDD를 충분히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것(큰 초기 전위를 충전하는 것

)을 목적으로 정하고, VSG2의 값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에 용량 커플링에 의해 VSG2가 상승해도 드레인

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시키지 않은 것(누설 방지)을 목적으로 정한다. 또한, VSG3의 값은 선택 비트 라인

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0V를 전송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부스트 후에도 충분히 큰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VSG1>VSG3>VSG2가 되는 대소 관계를 만족시키도록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 따르면 비트 라인의 기록 데이터를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 드레인측 선택 게

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1로 설정함으로써, 채널 부스트 전에 충분히 높은 초기 전위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채널 부스트 시(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로 

설정함으로써 채널 부스트 시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비선택 메모리 셀(기록 방지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채널 부스트에 의해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고, 결과로서 기록 오류의 방지 및 신뢰성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설정함으로써, 비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면서, 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데이터 "0"(=0V)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통상대로 "0"-프로그래밍이 실행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서는 선택 블럭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는, 예를 들면 블록 어드레스

가 확정한 시점에 VSG1로 설정되기 때문에, 데이터 리드 시나 데이터 프로그램 시에서 액세스 타임을 고속으로 할 

수 있다.

[제3 예]

본 예의 기록 방식은 소스 프로그램 방식(도 5)의 개량예이다.

이하, 도 6 및 도 7에 도시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예로 들어, 본 예에 따른 기록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제 조건으로서는 도 7의 워드 라인 WL2가 선택되며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중 파선으로 둘러싼 메

모리 셀 A가 선택 셀("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로, 그 외의 메모리 셀은 비선택 셀("1"-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 즉 기록 방지 셀)인 것으로 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3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우선, 1 페이지 분의 기록 데이터가 칩 외부로부터 감지 증폭기 S/A에 입력된다(데이터 로드).

여기서는 메모리 셀 A에 대해서만, "0"-프로그래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

에,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입력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입력된다.

각 감지 증폭기 S/A는 기록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래치 기능(래치 회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

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래치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래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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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 11의 신호 파형 도면에 있어서, BL "0"은 "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 A가 접속되는 비트 라인 B

L2를 나타내고, BL "1"은 "1"-프로그래밍 의 대상이 되는 셀(기록 방지 셀)이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0, BL1, BL3, B

L4를 나 타내고 있다.

기록 동작 시, 우선 소스선 전위 CELSRC가 VSG4로 설정되고,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가 VSG1로 설정된다. 

VSG4는, 예를 들면 내부 전원 전위 VDD 또는 그 이상의 전위이고, VSG1은, 예를 들면 내부 전원 전위 VDD에 소스

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Vth를 더한 값 이상의 전위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VSG4는 소스선으로부터 소

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셀 유닛으로 전송된다.

또한, 블록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선택 블럭 내에서는 모든 워드 라인(선택/비선택 워드 라인)의 전위가 Vread로 

설정된다. Vread(예를 들면, 약 3.5V)는 데이터 패턴, 즉 메모리 셀의 상태("0" 또는 "1")에 상관없이 모든 메모리 셀

을 온 상태로 하는 전위이다.

따라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VSG4에 충전된다(시각 t1).

이 때, 동시에 제어 신호 BLTR이 "H" 레벨(전원 전위 VDD를 충분히 전송할 수 있는 전위)이 되며,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는 비트 라인 BLj(j=0, 1, …)로 전송된다. 즉,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0"의 비트 라인 BL2는 "0"(

"L" 레벨=0V)이 되며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1"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는 "1"("H" 레벨=VDD)이 

된다.

단지, 비트 라인의 전위는 셀 유닛에 전달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0V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항상 오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제공되기 전에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를 VSG1로

부터 VSG2로 저하시킨다. VSG2는, 예를 들면 VSS(=0V)로 설정된다(시각 t2).

여기서, VSG2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예를 들면, 0V)으로 설정된다.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

의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항상 차단 상태가 된다.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충전된 전하가 누

설하지 않는다.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하지 않는다.

이 후, 선택 블럭 내에서는 선택 워드 라인 WL2에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제공되고,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WL3에 중간 전위 Vpass (0<Vpass<Vpgm)가 제공된다(시각 t3).

이 때,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어 있어,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전위 Vp

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워드 라인에 제공되었을 때, 용량 커플링에 의해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가 

상승해도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에서의 채널 전위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고, 채널 부

스트 후에는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에는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

인 SGS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며,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로 되어 있다. 또한, 

드레인 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0V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도 차단 상

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 즉 채널 부스트 시에는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

의 메모리 셀의 채널이 부스트된다.

구체적으로는,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및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모두 VSG4(초기 전위)로부터, 커플링비 α 등에 의해 결정되는 소

정 전위(기록 방지 전위)까지 충분히 상승한다.

이 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S(=0V)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킨다(시각 t4).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는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며, 

선택 비트 라인 BL2의 데이터 "0"(=0V)을 그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의 채널에 전송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한,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는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

스터가 차단 상태 그대로이며,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

된다.

또, VSG3은 VSG1>VSG3>VSG2가 되는 대소 관계를 만족시키도록 설정된다.

그 결과,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0"(0V)이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 A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는 write(전하의 이동에 의한 임계치의 상승)에 충분한 전계가 걸린다. 한편,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충분히 큰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방지 셀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는 기록에 충분한 전계가 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1페이지 분의 메모리 셀 중 선택 메모리 셀 A에 대해서는, "0"-프로그래

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이 실행되며, 그 외의 비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1"-프로그래밍("1" 상태를 유

지하는 기록 동작)이 실행된다.

이 후, 선택 워드 라인 WL2의 전위 Vpgm 및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AVL3의 전위 Vpass를 각각 0V로 저하

시키고(시각 t5),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 VSG3을 0V로 저하시키면(시각 t6), 기록 동작이 종료

한다.

또, 예를 들면 VSG1은 VDD+Vth 이상의 전위, VSG2는 0V, VSG3 및 VSG4는 VDD보다 높은 전압(예를 들면, Vre

ad)으로 설정된다. 단지, VDD는 내부 전원 전위로 메모리 셀의 채널로 전송하는 기록 방지 전위(초기 전위)이다. 또

한, Vth는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이다.

이상,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3 예를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그 특징을 간단히 통합하면, 이하와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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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계 1(시각 t1)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를 VSG1로 설정하고, 소스선 CELSRC를 VSG4로 설정하고, 소스선 CELSRC의 전위 

VSG4를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로 전송한다.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워드 라인의 전위를 Vread로 설정하고,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을 그 상태(

데이터 패턴)에 상관없이, 온 상태로 하고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의 채널로 VSG4를 전송한다.

② 단계 2(시각 t2)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를 VSG1로부터 VSG2로 저하시키고,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한다.

③ 단계 3(시각 t3)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를 워드 라인에 제공되고 용량 커플링에 의해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를 부스트시킨다. 또,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충분

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가 된다.

④ 단계 4(시각 t4)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S(=0V)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켜서,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

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상태로 하고,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를 0V로 한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과 선택 비트 라인간에 접속되는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0"-프로그

래밍이 실행된다.

이 때,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차단 상태의 상태로

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시킨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의 공급 시에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를 VSG

2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택 블럭 내의 2개의 선택 게이트 라인 SGS, SGD 양쪽을 VSS(=0V)로 설정하고 있

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위 Vpgm의 공급 시에 용량 커플링에 의해 2개의 선택 게이트 라인 SGS, SGD의 전위가 다소 상

승하였다고 해도 선택 블럭 내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즉, 프로그램 전위 Vpgm의 공

급 시에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누설의 원인이 되지는 않고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다.

또, VSG1의 값은 소스선 CELSRC의 전위 VSG4를 충분히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것(큰 초기 전위를 충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해지며, VSG2의 값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에 용량 커플링에 의해 VSG2가 상승해도 소스/드

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시키지 않은 것(누설 방지)을 목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VSG3의 값은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0V를 전송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

모리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부스트 후에도 충분히 큰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해진다.

소스 프로그램 방식에서는 VSG1=VSG4라도 된다. 본 예에서 중요한 점은 채널 부스트 시에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

인 SGS가 VSG2(예를 들면, 0V)로 설정되고,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가 0V로 설정되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프로그램 데이터에 상관없이,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의 채널이 부스트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 따르면, 소스선 CELSRC로부터 충전함으로써, 채널 부스트 전에 충분히 높은

초기 전위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채널 부스트 시(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에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로 설정함으로써 채널 부스트 시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비선택 메모리 셀(기록 방지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채널 부스트에 의해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고, 결과로서 기록 오류의 방지 및 신뢰성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S로부터 VSG3으로 설정함으로써, 비선택 메모리 셀의 채

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면서 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데이터 "0"(=0V)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통상대로 "0"-프로그래밍이 실행된다.

[제4 예]

본 예의 기록 방식은 상술한 제1 예에 따른 기록 방식의 개량예이다.

이하, 도 6 및 도 7에 도시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예로 들어, 본 예에 따른 기록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제 조건으로서는 도 7의 워드 라인 WL2가 선택되고 또한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중 파선으로 둘러

싼 메모리 셀 A가 선택 셀("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이고, 그 밖의 메모리 셀은 비선택 셀("1"-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 즉 기록 방지 셀)인 것으로 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4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우선, 1 페이지 분의 기록 데이터가 칩 외부로부터 감지 증폭기 S/A에 입력된다(데이터 로드). 여기서는 메모리 셀 A

에 대해서만 "0"-프로그래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

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입력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입력된다.

NAND형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각 감지 증폭기 S/A는 기록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래치 기능(래치 회로)을 가지고 

있어,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래치 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

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래치된다.

또, 도 12의 신호 파형도에서 BL "0"은 "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 A가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2를 나

타내고, BL "1"은 "1"-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기록 방지 셀)이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를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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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동작 시 우선 제어 신호 BLTR이 "H" 레벨(전원 전위 VDD를 충분히 전송할 수 있는 전위)이 되고,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는 비트 라인 BLj(j=0, 1, …)로 전송된다. 즉,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0"의 비트 라인 BL2

는 "0"("L" 레벨=0V)이 되며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1"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는 "1"("H" 레벨=V

DD)이 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서는 비트 라인의 데이터(감지 증폭기 S/A의 데이터)를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에는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의 데이터 "1"(=VDD), 즉 기록 방지 전

위-(초기 전위)를 충분히 전송, 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전위 VSG1(>전원 전위 VDD)이 

제공된다(시각 t1).

또, 이 때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서는 상술한 제1 예와는 달리,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워드 라인에 Vread(예를 들

면, 약 3.5V)를 제공하지 않고 0V의 상태로 한다.

이 경우,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이 소거 상태("1" 상태)에 있을 때는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의 채널에 프로

그램 데이터에 따른 소정 전위가 전송되지만, 셀 유닛 내에 "0" 상태의 메모리 셀이 존재할 때는 가장 드레인측의 "0" 

상태의 메모리 셀보다도 더욱 드레인측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른 소정 전위가 전송된다.

그 결과, 예를 들면, 선택 비트 라인 BL2는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는 "

0"(0V)이 전송된다. 또한,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는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는, "1"(예를 들면, VDD)이 전송된다.

이 후,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제공되기 전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1

로부터 VSG2로 저하시킨다(시각 t2).

여기서, VSG2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예를 들면, 0V)으로 설정된다.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

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항 상 차단 상태가 된다.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충전된 전하가 

누설되지 않는다.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하지 않는다.

이 후, 선택 블럭 내에서는 선택 워드 라인 WL2에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제공되고,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WL3에 중간 전위 Vpass(0<Vpass<Vpgm)가 제공된다(시각 t3).

이 때,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워드 라인에 제공되었을 때, 용량 커플링에 의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

의 전위가 상승해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에서의 채널 전위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어 채널 부스

트 후에는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에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며,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이 부스트된다. 즉,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

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0V로부터, 커플링비 α 등에 의해 결정되는 소정 전위까지 상승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VDD로부터 커플링비 α 등에 의해 결정되는 소

정 전위(기록 방지 전위)까지 충분히 상승한다.

그래서, 이 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킨다(시각 t4).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는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며 선

택 비트 라인 BL2의 데이터 "0"(=0V)을 그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의 채널에 전송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한,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는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

스터가 차단 상태 그대로이며,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

된다.

또, VSG3은 VSG1>VSG3>VSG2가 되는 대소 관계를 만족시키도록 설정된다.

그 결과,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0"(0V)이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 A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는 write(전하의 이동에 의한 임계치의 상승)에 충분한 전계가 걸린다. 한편,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충분히 큰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어, 기록 방지 셀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간에는 기록에 충분한 전계가 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1페이지 분의 메모리 셀 중 선택 메모리 셀 A에 대해서는 "0"-프로그래

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이 실행되며, 그 외의 비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1"-프로그래밍("1" 상태를 유

지하는 기록 동작)이 실행된다.

이 후, 선택 워드 라인 WL2의 전위 Vpgm 및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WL3 의 전위 Vpass를 각각 0V로 저하

시키고(시각 t5)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 VSG3을 0V로 저하시키면(시각 t 6), 기록 동작이 종료

한다.

또, 예를 들면, VSG1은 VDD+Vth 이상의 전위, VSG2는 0V, VSG3은 VDD로 설정된다. 단지, VDD는 내부 전원 전

위로, 메모리 셀의 채널에 전송하는 기록 방지 전위(초기 전위)이다. 또한, Vth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이다.

이상,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4 예를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그 특징을 간단히 통합하면 이하와 같아진다.

① 단계 1(시각 t1)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1로 설정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의 데이터 "1"(=VDD)을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에 충분히(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VDD 그대로) 전송한다. 또, 선택 비트 라인의 데이터 "0"(=0V)은 그대로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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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계 2(시각 t2)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1로부터 VSG2로 저하시키고,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

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한다.

③ 단계 3(시각 t3)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를 워드 라인에 제공되고, 용량 커플링에 의해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를 부스트시킨다. 또,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은 충

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가 된다.

④ 단계 4(시각 t4)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키고,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

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상태로 하고,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를

0V로 한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과 선택 비트 라인 간에 접속되는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0"-프로그래밍이

실행된다.

이 때,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차단 상태의 상태로 

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시킨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서는 기록 동작 시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에 3 종류의 전위 VSG1,

VSG2, VSG3을 소정의 타이밍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VSG1의 값은 비선택 비트 라인의 전위 VDD를 충분히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것(큰 초기 전위를 충전하는 것

)을 목적으로 정해지며, VSG2의 값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에 용량 커플링에 의해 VSG2가 상승해도 드레

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시키지 않은 것(누설 방지)을 목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VSG3의 값,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0V를 전송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

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부스트 후의 충분히 큰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이들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VSG1>VSG3>VSG2가 되는 대소 관계를 충족시키도록 하면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기록 방식에 따르면 비트 라인의 기록 데이터를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 드레인측 선택 게

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1로 설정함으로써, 채널 부스트 전에 충분히 높은 초기 전위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채널 부스트 시(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로 

설정함으로써 채널 부스트 시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비선택 메모리 셀(기록 방지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채널 부스트에 의해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록 오류의 방지 및 신뢰성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설정함으로써, 비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면서, 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에는 데이터 "0"(=0V)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선

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통상대로 "0"-프로그래밍이 실행된다.

[제5 예]

본 예의 기록 방식은 상술한 제1 예에 따른 기록 방식(도 8)과 상술한 제3 예에 따른 기록 방식(도 11)을 조합한 것이

다.

이하, 도 6 및 도 7에 도시하는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예로 들어, 본 예에 따른 기록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제 조건으로서는, 도 7의 워드 라인 WL2가 선택되며 워드 라인 WL2에 접속 되는 메모리 셀 중 파선으로 둘러싼 

메모리 셀 A가 선택 셀("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로, 그 외의 메모리 셀은 비선택 셀("1"-프로그래밍의 대상

이 되는 셀, 즉 기록 방지 셀)인 것으로 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5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우선, 1 페이지 분의 기록 데이터가 칩 외부로부터 감지 증폭기 S/A에 입력된다(데이터 로드).

여기서는, 메모리 셀 A에 대해서만, "0"-프로그래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2로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입력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

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입력된다.

각 감지 증폭기 S/A는 기록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래치 기능(래치 회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

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래치되며, 그 외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래치된다.

또, 도 13의 신호 파형도에 있어서 BL "0"은 "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 A가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2

를 나타내고, BL "1"은 "1"-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기록 방지 셀)이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

를 나타내고 있다.

기록 동작 시, 우선 소스선 전위 CELSRC가 VSG4로 설정되며,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가 VSG1'로 설정된다. 

VSG4는, 예를 들면 Vread와 같은 내부 전원 전압 VDD 이상의 전위로, VSG1'는, 예를 들면 VSG4나 또는 VSG4에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Vth를 더한 값 이상의 전위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VSG4는 소스선으로부터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셀 유닛으로 전송된다(시각 t1).

또, 이 시점에서, 블록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워드 라인(선택/비선택 워드 라인)의 전위를 Vre

ad로 설정하여도 좋다. 이 경우, 데이터 패턴, 즉, 메모리 셀의 상태("0" 또는 "1")에 상관없이 모든 메모리 셀을 온 상

태로 하여,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을 VSG4로 충전할 수 있다.

이 때, 동시에 제어 신호 BLTR이 "H" 레벨(전원 전위 VDD를 충분히 전송할 수 있는 전위)이 되며,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는 비트 라인 BLj(j=0, 1, …)으로 전송된다. 즉,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0"인 비트 라인 BL2는 "



등록특허  10-0423690

- 15 -

0"("L" 레벨=0V)이 되며,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1"인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은 "1"("H" 레벨=VDD

)이 된다.

단, 비트 라인의 전위는 셀 유닛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0V로 설

정되어 있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항상 오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제공되기 전에,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를 VSG1'로

부터 VSG2'로 저하시킨다(시각 t1').

여기서, VSG2'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으로 설정된다. 비선택 비트 라 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항상 차단 상태가 된다.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에 충전된 전하가 누설되지 않는다.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지 않는다.

이 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가 VSG1로 설정된다(시각 t2).

여기서, 본 발명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 VSG1은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의 데이터 "1"(=VDD), 즉, 기

록 방지 전위(초기 전위)를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경유하여, 충분히 전송, 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전위(예를 들면, 전원 전위 VDD 이상의 전위)로 설정된다.

또, 이 시점에서, 블록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워드 라인(선택/비선택 워드 라인)의 전위를 Vre

ad로 설정하여도 좋다. 이 경우, 데이터 패턴, 즉, 메모리 셀의 상태("0" 또는 "1")에 상관없이 모든 메모리 셀을 온 상

태로 하여,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을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따른 소정치로 충전할 수 있다.

단, 본 예에 있어서는 시각 t1로부터 시각 t3까지의 기간,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워드 라인이 0V이며, 셀 유닛 내에 "0" 

상태의 메모리 셀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즉, 이 경우, 셀 유닛 내의 "0" 상태의 메모리 셀이 오프 상태가 되기 때

문에, 셀 유닛의 양측(소스측 및 드레인측)으로부터 채널을 충전하는 것은 충분히 큰 기록 방지 전위를 얻는 데 매우 

적합하다.

이 후,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제공되기 전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1

로부터 VSG2로 저하시킨다(시각 t2').

여기서, VSG2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예를 들면, 0V)으로 설정된다.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

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항상 차단 상태가 된다.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에 충전된 전하가 누

설되지 않는다.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지 않는다.

이 후, 선택 블럭 내에서는 선택 워드 라인 WL2에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제공되며,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WL3에 중간 전위 Vpass(0<Vpass<Vpgm)가 제공된다(시각 t3).

이 때,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고,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

의 전위도, 충분히 낮은 값 VSG2(예를 들면, VSS)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워드 라인에 제공되었을 때, 용량 커플링에 의해 소스/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 SGD의 전위가

상승하여도, 소스/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에 있어서의 채널 전위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어, 채널

부스트 후에는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에는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

인 SGS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어,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로 되어 있다.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도,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어, 드레인측 선 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도 

차단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 즉, 채널 부스트 시에는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

의 메모리 셀 채널이 부스트된다.

이 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킨다(시각 t4).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는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어, 

선택 비트 라인 BL2의 데이터 "0" (=0V)을 그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한,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는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

스터가 차단 상태이며,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 VSG3은 VSG1>VSG3>VSG2의 대소 관계를 만족하도록 설정된다.

그 결과,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은 "0"(0V)이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 A의 컨

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사이에는 write(전하의 이동에 의한 임계치의 상승)에 충분한 전계가 걸린다. 한편,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은 충분히 큰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

기 때문에, 기록 방지 셀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사이에는 기록에 충분한 전계가 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1 페이지 분량의 메모리 셀 중, 선택 메모리 셀 A에 대해서는 "0"-프로그

래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이 실행되고, 그 밖의 비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1"-프로그래밍("1" 상태를 

유지하는 기록 동작)이 실행된다.

이 후, 선택 워드 라인 WL2의 전위 Vpgm 및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WL3의 전위 Vpass를 각각 0V로 저하시

키고(시각 t5),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 VSG3을 0V로 저하시키면(시각 t6), 기록 동작이 종료

한다.

또, 예를 들면, VSG1 및 VSG1'는 VDD+Vth 이상의 전위, VSG2는 0V, VSG3 및 VSG4는 VDD로 설정된다. 단, VD

D는 내부 전원 전위이고,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는 기록 방지 전위(초기 전위)이다. 또한, Vth는 선택 게이트 트랜

지스터의 임계치이다.

이상,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5 예를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그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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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계 1(시각 t1)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를 VSG1'로 설정하고, 소스선 CELSRC을 VSG4로 설정하고, 소스선 CELSRC의 전위 

VSG4를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으로 충분히(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VSG4로) 전송한다.

② 단계 2(시각 t1')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를 VSG1로부터 VSG2로 저하시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소스측 선택 게

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한다.

③ 단계 3(시각 t2)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1로 설정하여,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따른 소정 전위를 선택 블럭 내의 셀 유

닛으로 충분히(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VDD 또는 VSS로) 전송한다.

④ 단계 4(시각 t2')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1로부터 VSG2로 저하시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한다.

⑤ 단계 5(시각 t3)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를 워드 라인에 제공하여, 용량 커플링에 의해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를 부스트시킨다. 또,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은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가 된다.

⑥ 단계 6(시각 t4)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켜,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

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상태로 하여,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를 0

V로 한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과 선택 비트 라인 사이에 접속되는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0"-프로그래밍

이 실행된다.

이 때,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차단 상태로 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에 대해서는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시킨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의 공급 시에 소스 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를 VSG

2'로 설정하고,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2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위 Vpgm 공급 시, 용량 커플링에 의해 두 개의 선택 게이트 라인 SGS, SGD의 전위가 다소 상승

하였다고 하여도, 선택 블럭 내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지 않는다. 즉, 프로그램 전위 Vpgm의 공급

시,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누설의 원인이 되지 않고,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다.

또, VSG1'의 값은 소스선 CELSRC의 전위 VSG4를 충분히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것(큰 초기 전위를 충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VSG1의 값은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소정 전위를 충분히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것(큰 초기 전위를 충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VSG2' 및 VSG2의 값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 용량 커플링에 의해 VSG2' 및 VSG2가 상승하여도, 

소스/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시키지 않는 것(누설 방지)을 목적으로 하고, VSG3의 값은 선택 비트 라

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에는 0V를 전송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은 부스트 후, 충분히 큰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VSG1>VSG3>VSG2의 대소 관계 및, VSG1'≥VSG4≥VDD의 대소 

관계를 만족시키도록 하면 좋다.

본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는 VSG1=VSG1'=VSG4이여도 좋다. 본 예에 있어 서 중요한 점은 채널 부스트 시, 소스

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가 VSG2',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가 VSG2(예를 들면, 0V)로 설정된다는 점에 있

다. 그리고, 이 경우,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르면,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 채널이 부스트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대한 기록 방식에 따르면, 셀 유닛의 양측(소스측 및 드레인측)으로부터 충전을 행하고 있기 때

문에, 셀 유닛 내에 "0" 상태의 셀이 존재하여도, 채널 부스트 전에 충분히 높은 초기 전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채널 

부스트 시(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에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 VSG2로 설정함으로

써, 채널 부스트 시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전에 있어서는 워드 라인의 전위를 Vread가 아닌 0V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

널 부스트 시에 있어서의 워드 라인에 인가하는 전위를 크게 취할 수 있어, 부스트에 의한 전위 상승을 크게 할 수 있

다.

따라서, 비선택 메모리 셀(기록 방지 셀) 채널에 대해서는 채널 부스트에 의해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어, 그 결과, 기록 오류 방지 및 신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설정함으로써, 비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면서, 선택 메모리 셀 채널에는 데이터 "0"(=0V)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통상대로 "0"-프로그래밍이 실행된다.

[제6 예]

본 예의 기록 방식은 상술한 제5 예에 대한 기록 방식(도 13)의 변형예이다. 본 예의 기록 방식은 상술한 제5 예에 대

한 기록 방식에 비하면, 소스측으로부터의 채널 충전의 타이밍과 드레인측으로부터의 채널 충전의 타이밍을 반대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하, 도 6 및 도 7에 도시한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예로 들어, 본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제 조건으로서는 도 7의 워드 라인 WL2가 선택되어,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중, 파선으로 둘러싼 

메모리 셀 A가 선택 셀("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이고, 그 밖의 메모리 셀은 비선택 셀("0"-프로그래밍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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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셀, 즉, 기록 방지 셀)인 것으로 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6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우선, 1 페이지 분량의 기록 데이터가 칩 외부로부터 감지 증폭기 S/A로 입력된다(데이터 로드).

여기서는 메모리 셀 A에 대해서만, "0"-프로그래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

에,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입력되고, 그 밖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입력된다.

각 감지 증폭기 S/A는 기록 데이터를 일시 기억하는 래치 기능(래치 회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 비트 라인 BL2

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0"이 래치되고, 그 밖의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감지 

증폭기 S/A에는 데이터 "1"이 래치된다.

또, 도 14의 신호 파형도에 있어서, BL "0"은 "0"-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메모리 셀 A가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2

를 나타내고, BL "1"은 "1"-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는 셀(기록 방지 셀)이 접속되는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

를 나타내고 있다.

기록 동작 시, 우선, 제어 신호 BLTR이 "H" 레벨(전원 전위 VDD를 충분히 전송할 수 있는 전위)이 되며,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는 비트 라인 BLj(j=0, 1, …)로 전송된다. 즉,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0"인 비트 라인 BL2

는 "0"("L" 레벨=0V)이 되며, 감지 증폭기 S/A 내의 데이터가 "1"인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는 "1"("H" 레벨=

VDD)이 된다.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가 VSG1로 설정된다(시각 t1).

여기서, 본 발명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는 VSG1은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의 데이터 "1"(=VDD), 즉, 

기록 방지 전위(초기 전위)를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경유하여, 충분히 전송, 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전위(예를 들면, 전원 전위 VDD 이상의 전위)로 설정된다.

이 후,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제공되기 전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1

로부터 VSG2로 저하시킨다(시각 t1'). 여기서, VSG2는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

이트 트랜지스터가 항상 차단 상태가 되어,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에 충전된 전하가 누설되지 않고, 채널 전

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지 않는 값(예를 들면, 0V) 으로 설정된다.

이 후,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가 VSG1'로 설정된다. 또, 소스선 CELSRC은 시각 t1에 있어서, 미리 VSG4로 

설정되어 있다. VSG4는, 예를 들면, Vread와 같은 내부 전원 전압 VDD 이상의 전위이고, VSG1'는 예를 들면, VSG

4이거나, VSG4에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Vth를 더한 값, 또는 그 이상의 전위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VSG4는 소스선으로부터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셀 유닛으로 전송된다(시각 t2).

이 후,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가 제공되기 전에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를 VSG1'로

부터 VSG2'로 저하시킨다(시각 t2').

여기서, VSG2'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으로 설정된다.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항상 차단 상태가 된다.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에 충전된 전하가 누설되지 않는다.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지 않는다.

이 후, 선택 블럭 내에서는 선택 워드 라인 WL2에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제공되고,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WL3에 중간 전위 Vpass(0<Vpass<Vpgm)가 제공된다(시각 t3).

이 때,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고,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

의 전위도 충분히 낮은 값 VSG2(예를 들면, VSS)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 가 워드 라인에 제공되었을 때, 용량 커플링에 의해 소스/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 SGD의 전위가

상승하여도, 소스/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온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에 있어서의 채널 전위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고, 채널

부스트 후에는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에는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

인 SGS의 전위는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어,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로 되어 있다.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도 충분히 낮은 값 VSG2로 설정되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도 차

단 상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의 공급 시, 즉, 채널 부스트 시에도,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이 부스트된다.

이 후,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킨다(시각 t4).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어, 선

택 비트 라인 BL2의 데이터 "0" (=0V)을 그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

한,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에 대해서, VSG3은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

터가 차단 상태이며, 그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 VSG3은 VSG1>VSG3>VSG2의 대소 관계를 만족시키도록 설정된다.

그 결과, 선택 비트 라인 BL2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은 "0"(0V)이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 A의 컨

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사이에는 기록(전하의 이동에 의한 임계치의 상승)에 충분한 전계가 걸린다. 한편, 비선택 

비트 라인 BL0, BL1, BL3, BL4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은 충분히 큰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

기 때문에, 기록 방지 셀의 컨트롤 게이트 전극과 채널 사이에는 write로 충분한 전계가 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 WL2에 접속되는 1 페이지 분량의 메모리 셀 중, 선택 메모리 셀 A에 대해서는 "0"-프로그

래밍(임계치를 상승시키는 기록 동작)이 실행되고, 그 밖의 비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1"- 프로그래밍("1"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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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기록 동작)이 실행된다.

이 후, 선택 워드 라인 WL2의 전위 Vpgm 및 비선택 워드 라인 WL0, WL1, WL3의 전위 Vpass를 각각 0V로 저하시

키고(시각 t5), 또한,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 VSG3을 0V로 저하시키면(시각 t6), 기록 동작이 종료

한다.

또, 예를 들면, VSG1은, VDD+Vth 이상의 전위, VSG2는 0V, VSG3 및 VSG4은 VDD보다 높은 전압 Vread로 설정

된다. 단, VDD는 내부 전원 전위이고,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는 기록 방지 전위(초기 전위)이다. 또한, Vth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이다.

이상,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6 예를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그 특징을 간 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계 1(시각 t1)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1로 설정하여,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따른 소정 전위를 선택 블럭 내의 셀 유

닛으로 충분히(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VDD 또는 VSS로) 전송한다.

② 단계 2(시각 t1')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1로부터 VSG2로 저하시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한다.

③ 단계 3(시각 t2)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를 VSG1'로 설정하고, 소스선 CELSRC을 VSG4로 설정하여, 소스선 CELSRC의 전위 

VSG4를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으로 충분히(예를 들면, 임계치 저하 없이 VSG4로) 전송한다.

④ 단계 4(시각 t2')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를 VSG1로부터 VSG2로 저하시켜,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소스측 선택 게

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한다.

⑤ 단계 5(시각 t3)

프로그램 전위 Vpgm 및 중간 전위 Vpass를 워드 라인에 제공하여, 용량 커플링에 의해 선택 블럭 내의 모든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시킨다. 또,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은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가 된다.

⑥ 단계 6(시각 t4)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켜,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

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상태로 하여, 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0V

로 한다. 이에 따라, 선택 워드 라인과 선택 비트 라인 사이에 접속되는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0"-프로그래밍이 

실행된다.

이 때,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차단 형태로 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에 대해서는 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시킨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의 공급 시에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의 전위를 VSG

2'로 설정하고,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2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택 블럭 내의 두 개의

선택 게이트 라인 SGS, SGD 모두 VSS(=0V)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위 Vpgm의 공급 시, 용량 커플링에 의해 두 개의 선택 게이트 라인 SGS, SGD의 전위가 다소 상

승하였다고 하여도, 선택 블럭 내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지 않는다. 즉, 프로그램 전위 Vpgm의 공

급 시에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누설의 원인이 되지 않고,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다.

또, VSG1'의 값은 소스선 CELSRC의 전위 VSG4를 충분히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것(큰 초기 전위를 충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VSG1의 값은 비 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소정 전위를 충분히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것(큰 초기 전위를 충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VSG2' 및 VSG2의 값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 용량 커플링에 의해 VSG2' 및 VSG2가 상승하여도, 

소스/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온 시키지 않는 것(누설 방지)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VSG3의 값은 select

ed bit line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에는 0V를 전송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에 접속되는 셀 유닛 내의 

메모리 셀 채널에 대해서는 부스트 후에도 충분히 큰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VSG1>VSG3>VSG2의 대소 관계 및, VSG1'≥VSG4≥VDD의 대소 

관계를 만족시킨다.

본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는 VSG1=VSG1'=VSG4이여도 좋다. 본 예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채널 부스트 시, 소스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S가 VSG2'로 설정되고,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가 VSG2(예를 들면, 0V)로 설정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프로그램 데이터에 상관없이 선택 블럭 내의 셀 유닛 내의 모든 메모리 셀 채널이 부스트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대한 기록 방식에 따르면, 셀 유닛의 양측(소스측 및 드레인측)으로부터 충전을 행하고 있기 때

문에, 셀 유닛 내에 "0" 상태의 셀이 존재하고 있어도, 채널 부스트 전에 충분히 높은 초기 전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채널 부스트 시(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에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 VSG2로 설정함

으로써, 채널 부스트 시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전에 있어서는 워드 라인의 전위를 Vread가 아닌 0V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

널 부스트 시에 있어서의 워드 라인에 인가하는 전위를 크게 취할 수 있어, 부스트에 의한 전위 상승을 크게 할 수 있

다.

따라서, 비선택 메모리 셀(기록 방지 셀)의 채널에 대해서는 채널 부스트에 의해 충분히 높은 기록 방지 전위를 얻을 

수 있어, 그 결과, 기록 오류 방지 및 신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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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설정함으로써, 비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를 유지하면서, 선택 메모리 셀 채널에는 데이터 "0"(=0V)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메모리 셀에 대해서는 통상대로, "0"-프로그래밍이 실행된다.

[제7 예]

본 예의 기록 방식은 상술한 제2 예에 대한 기록 방식(도 10)의 변형예이다. 본 예의 기록 방식은 3Tr-NAND에 적용

되는 것으로, 상술한 제2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 비하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키는 타이밍이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인가하는 타이밍보다도 전에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7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이 신호 파형에 도시한 바와 같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시각 t3에 있어서, VSG2로부터 VSG3

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후, 시각 t4에 있어서,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공급한다.

본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제공할 때,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VSG2보다도 높은 VSG3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VSG3의 값을 VSG2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낮은 값으로 설정하면,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 용량 커플

링에 의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가 상승하여,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VSG3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워드 라인의 상승 시)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

랜지스터에 누설 전류가 발생되지 않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한, 본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제공하기 전에 드레인측 선

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2보다도 높은 VSG3으로 설정하여,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를 셀 유닛

으로 전송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제공한 후,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를 셀 유닛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좋다.

따라서, 이 경우,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를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 셀 유닛 사이의 용량 커플링에 의해 기

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제공한 후,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를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경우, 이미 채널 부스트에 의해, 비선택 메모리 셀 채널을 기록 방지 전위로 한 후, 선택 메모리 

셀 채널로 0V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선택 메모리 셀 채널로 0V가 전송되었을 때, 인접하는 셀 유닛 사이의 용량 

커플링에 의해 비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제공하기 전에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

를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경우, 채널 부스트 시에는 비선택 메모리 셀 채널만이 기록 방지 전위에 부스트된다. 또한, 

이미, 선택 메모리 셀 채널은 0V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 부스트 후에 선택 메모리 셀 채널로 0V를 전송할 필

요는 없다. 따라서, 인접하는 셀 유닛 사이의 용량 커플링에 의해, 비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지 않는다.

[제8 예]

본 예의 기록 방식은 상술한 제1 예에 대한 기록 방식(도 8)의 변형예이다. 본 예의 기록 방식은 NAND형 플래시 메

모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술한 제1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 비하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를 VSG2로부터

VSG3으로 상승시키는 타이밍이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인가하는 타이밍보다도 전에 설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8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이 신호 파형에 도시한 바와 같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시각 t3에 있어서, VSG2로부터 VSG3

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후, 시각 t4에 있어서, 프로그램 전위 Vpgm이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공급된다.

본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제공할 때,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는 VSG2보다도 높은 VSG3 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VSG3의 값을 VSG2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낮은 값으로 설정하면,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 용량 커플

링에 의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가 상승하여,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VSG3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 시(워드 라인의 상승 시)에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

랜지스터에 누설 전류가 발생되지 않는 값으로 설정된다.

또한, 본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서는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제공하기 전에 드레인측 선

택 게이트 라인 SGD의 전위를 VSG2보다도 높은 VSG3으로 설정하여,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를 셀 유닛

으로 전송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제공한 후,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를 셀 유닛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좋다.

따라서, 이 경우,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를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 셀 유닛 사이의 용량 커플링에 의해 기

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제공한 후,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를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경우, 이미 채널 부스트에 의해, 비선택 메모리 셀 채널을 기록 방지 전위로 한 후, 선택 메모리 

셀 채널로 0V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선택 메모리 셀 채널로 0V가 전송되었을 때, 인접하는 셀 유닛 사이의 용량 

커플링에 의해 비선택 메모리 셀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 전위 Vpgm을 선택 블럭 내의 워드 라인에 제공하기 전에 비트 라인의 데이터에 대응한 전위

를 셀 유닛으로 전송하는 경우, 채널 부스트 시에는 비선택 메모리 셀 채널만이 기록 방지 전위에 부스트된다. 또한, 

이미 선택 메모리 셀 채널은 0V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 부스트 후, 선택 메모리 셀 채널로 0V를 전송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인접하는 셀 유닛 사이의 용량 커플링에 의해, 비선택 메모리 셀 채널 전위 (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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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예]

도 17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9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이 신호 파형은 상술한 제1 예에 대한 기록 방식의 신호 파형(도 8)과 거의 동일하다.

본 예에 대한 기록 방식의 신호 파형이 상술한 제1 예에 대한 기록 방식의 신호 파형과 다른 점은 비선택 비트 라인 B

L "1"에 있어서의 전위 레벨에만 있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제1 예에서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은 내부 전원 전위 VDD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본 예에서 비

선택 비트 라인 BL "1"은 내부 전원 전위 VDD보다도 낮은 클램프 전위 Vclamp(예를 들면, 1V 정도)로 설정되어 있

다.

이와 같이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의 전위 레벨을 저하시킴으로써, 미세화, 대용량화 등에 따라 증대해 가는 비트 라

인 용량, 비트 라인 사이 용량 등에 의한 충전 시의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다. 즉,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의 전위 레

벨을 저하시키는 것은 소비 전력의 저감, 전원 전위의 변동 방지 등에 유효하게 된다.

여기서, Vclamp에 대하여 검토한다.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에 있어서의 Vclamp은 기록 방지를 위해 비선택 메모리 셀 채널에 제공하는 충전 전위이다.

채널의 충전 전위는 셀 유닛 내의 "0" 셀의 임계치와 "0" 셀의 게이트 전위로부터 정해지는 전송 전위에 기초하여 결정

되기 때문에, Vclamp은 이 전송 전위보다도 큰 값으로 설정하면 좋다. 예를 들면, "0" 셀의 게이트 전위는 Vread(예를

들면, 3.5V)이므로, "0" 셀의 임계치를 1.5V로 하면, "0" 셀은 3.5V-1.5V=2.0V 이하의 전위만을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Vclamp로서는 2.0V 이상으로 설정하면 좋다.

실제로 "0" 셀의 임계치는 0.5V 내지 2.0V까지의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가장 높아지

는 0.5V의 임계치를 갖는 "0" 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다. 또한, write시에는 백 게이트 바이어스 효과도 존재하

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면, "0" 셀의 임계치는 1.5V로 가정할 수 있다.

"0" 셀의 임계치를 1.5V로 한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Vclamp로서는 2.0V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술한 제1 내지 제8 예에서, VSG3은 예를 들면, 내부 전원 전위 VDD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예에서 VSG3은 Vclamp 이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이상이 아니면 안된다. 왜냐하

면, 본 예에서는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은 클램프 전위 Vclamp이다. 이 경우, VSG3를 내부 전원 전위 VDD로 하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전위 관계는 Vg(게이트)=VDD, Vs(소스)= Vboost(채널 부 스트 전위), Vd(드레

인)=Vclamp이 되어, VDD>Vclamp의 경우, 채널의 전하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비트 라인

으로 빠진다.

그래서, 본 예에 있어서는 VSG3은 Vclamp 이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이상으로 설정된다.

또, 본 예에서는 상술한 제1 예를 전제로 하여, 그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을 내부 전원 전위 VDD보다도 낮은 클램

프 전위 Vclamp로 설정하였다.

단,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을 내부 전원 전위 VDD보다도 낮은 클램프 전위 Vclamp로 설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상

술한 제2 내지 제8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 적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경우에 있어서도 본 예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10 예]

도 18은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10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이 신호 파형은 상술한 제1 예에 대한 기록 방식의 신호 파형(도 8)과 거의 동일하다.

본 예에 대한 기록 방식의 신호 파형이 상술한 제1 예에 대한 기록 방식의 신호 파형과 다른 점은 선택 비트 라인 BL 

"0"에 있어서의 신호 파형에만 있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제1 예에서 선택 비트 라인 BL "0"은 항상 VSS (=0V)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본 예에서 선택 비

트 라인 BL "0"은 적어도 채널 부스트 전의 초기 전위를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에는 내부 전원 전위 VDD로 설정된다(

시각 t1∼t2).

본 예와 같이, 초기 충전 시에 프로그램 데이터에 관계없이 모든 비트 라인을 VDD로 설정해 둠으로써, 비트 라인 사

이 용량에 의한 영향을 작게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커플링에 의한 상승 효과로 초기 충전을 고속으로 행할 수 있다. 

또, 모든 비트 라인이 VDD이면, 부하 용량이 저감되어, 소비 전력의 저감, 전원의 변동 방지 등에 유효하다.

또, 본 예에서는 선택 비트 라인 BL "0"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에 의해 채널 부스트를 행한 후에 VSS(=0V)로

설정되지만, 프로그램 데이터를 비트 라인으로 전송하는 시기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가 VSG2의 사이, 즉

,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가 VSG3이 되기 전(프로그램 데이터를 셀 유닛으로 전송하기 전)이면, 언제나 좋다

.

예를 들면, 본 예와 같이, 선택 비트 라인 BL "0"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에 의해 채널 부스트를 행한 후에 VS

S(=0V)로 설정하여도 좋고, 또한,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에 의해 채널 부스트를 행함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V

SS(= 0V)로 설정하여도 좋다.

또, 본 예에서는 상술한 제1 예를 전제로서, 초기 충전 시에 선택 비트 라인 BL "0"을 내부 전원 전위 VDD로 설정하

였다.

단, 초기 충전 시에 선택 비트 라인 BL "0"을 내부 전원 전위 VDD로 설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상술한 제2 내지 제8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 적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경우에 있어서도 본 예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11 예]

도 19는 본 발명의 기록 방식의 제11 예를 나타내는 신호 파형이다.

이 신호 파형은 상술한 제10 예에 대한 기록 방식의 변형예이다. 본 예에 대한 기록 방식의 신호 파형이 상술한 제10 

예에 대한 기록 방식의 신호 파형과 다른 점은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에 있어서의 신호 파형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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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본 예에서 선택 비트 라인 BL "0"은 적어도 채널 부스트 전에 있어 초기 전위를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 

내부 전원 전위 VDD로 설정되고, 마찬가지로, 비선택 비트 라인 BL "1"도 적어도 채널 부스트 전에 있어서 초기 전위

를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 내부 전원 전위 VDD로 설정된다(시각 t1∼t2).

본 예와 같이, 초기 충전 시에 프로그램 데이터에 관계없이 모든 비트 라인을 VDD로 설정해 둠으로써, 비트 라인 사

이 용량에 의한 영향을 작게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커플링에 의한 상승 효과로 초기 충전을 고속으로 행할 수 있다. 

또, 모든 비트 라인이 VDD이면, 부하 용량이 저감되어, 소비 전력의 저감, 전원의 변동 방지 등에 유효하다.

또한, 본 예에서는 선택 비트 라인 BL "0"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에 의해 채널 부스트를 행한 후, 프로그램 데

이터의 전송에 의해 VSS(=0V)로 설정되고,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에 의해 채널 부

스트를 행한 후, 프로그램 데이터의 전송에 의해 Vclamp(<VDD)로 설정된다 (시각 t4).

즉, 채널 부스트 후, 선택 비트 라인 BL "0"의 데이터 "0"을 셀 유닛으로 전송할 때(시각 t5)에 있어서, 비선택 비트 라

인 BL "1"은 VDD보다도 낮은 Vclamp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 라인 사이의 용량 커플링에 의한 데이터 전송의

지연 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예에 따르면, 소비 전력의 저감이나, 전원 전위 VDD의 변동 등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클램프 전위 Vclamp는 누설에 의해, 비선택 메모리 셀의 채널 전위(기록 방지 전위)가 저하되지 않는 값으로 설

정된다.

또, 본 예에서, 선택 비트 라인 BL "0"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에 의해 채널 부스트를 행한 후, VSS(=0V)로 설

정되고, 비선택 비트 라인 BL "1"도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에 의해 채널 부스트를 행한 후, Vclamp로 설정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데이터를 비트 라인으로 전송하는 시기(선택 비트 라인 BL "0"을 VSS로 하여,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을 Vclamp로 하는 시기)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가 VSG2의 사이, 즉,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라인 SGD

가 VSG3이 되기 전(프로그램 데이터를 셀 유닛으로 전송하기 전)이면, 언제나 좋다.

예를 들면, 본 예와 같이, 비트 라인 BL "0", BL "1"은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에 의해 채널 부스트를 행한 후, 각

각, VSS, Vclamp로 설정하여도 좋고, 또한, 프로그램 전위 Vpgm의 인가에 의해 채널 부스트를 행함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각각 VSS, Vclamp로 설정하여도 좋다.

또한, Vclamp의 값에 대해서는 상술한 제9 예와 마찬가지로 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에 있어서의 Vclamp는 "0" 셀의 게이트 전위를 Vread(예를 들면, 3.5V), "0" 셀의

임계치를 1.5V로 하면, "0" 셀은 3.5V-1.5V=2.0V 이하의 전위만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2.0V 이상의 값

으로 설정하면 좋다.

또한, 본 예에서는 상술한 제9 예와 마찬가지로, VSG3은 Vclamp 이하, 드레 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은 클램프 전위 Vclamp이다. 이 경우, VSG3을 내부 전

원 전위 VDD로 하면,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전위 관계는 Vg(게이트)=VDD, Vs(소스)=Vboost(채널 부

스트 전위), Vd(드레인)=Vclamp가 되어, VDD> Vclamp의 경우, 채널의 전하는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비트 라인으로 빠진다.

그래서, 본 예에 있어서, VSG3은 Vclamp 이하, 드레인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이상으로 설정된다.

또, 본 예에서는 상술한 제1 예를 전제로 하여, 초기 충전 시에 모든 비트 라인을 내부 전원 전위 VDD로 설정하고, 이

후, 선택 비트 라인 BL "0"을 VSS로 설정하고, 비선택 비트 라인 BL "1"을 VDD보다도 낮은 Vclamp로 설정하였다.

단, 이러한 기록 방식은 상술한 제1 예뿐만 아니라, 상술한 제2 내지 제8 예에 대한 기록 방식에 조합하여 적용할 수

도 있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본 예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타]

이상, 본 발명에 대한 기록 방식을 제1 내지 제11 예로서 설명하였지만, 이들은 NAND형 플래시 메모리 및 3Tr-NA

ND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갖는 모든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대한 기록 방식은 2치(2-level type) 메모리 외, 다중값(multi-level type) 메모리에도 적용할 수 있

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초기 전위를 셀 유닛에 제공한 후, 워드 라인에 프로그램 전위를 제공하여 

채널 부스트를 종료하기까지의 기간, 드레인측/소스측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충분히 차단 상태로 하는 전위를, 

이들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제공하고 있어, 채널 부스트 시에 누설 전류의 발생에 의한 기록 방지 

전위의 저하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 외의 장점들 및 변경들은 당분야의 업자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넒은 관점에서의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보여지고 기술된 특정의 세부 사항 및 대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변경들이 첨부

된 청구범위들 및 그 등가물들에 의해 정의된 것과 같은 일반적인 발명적 개념의 정신 또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

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비트 라인 사이에 접속되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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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동작은 연속하는 제1, 제2 및 제3 기간에 행해지고, 상기 제1, 제2 및 제3 기간에 있어서의 상기 선택 게이트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각각 제1, 제2 및 제3 전위로 한 경우, 제1 전위>제3 전위>제2 전위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의 양단에 각각 하나씩 접속되는 두 개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기록 동작은 연속하는 제1, 제2 및 제3 기간에 행해지고, 상기 제1, 제2 및 제3 기간에 있어서의 상기 두 개의 선택 게

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각각 제1, 제2 및 제3 전위로 한 경우, 제1 전위>제3 전위>제2 전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간은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른 전위 또는 프로그램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일정 전위를 초기 전위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에 공급하는 기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간은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하고, 선택 워드 라인에 프로그램 전위를 공급하고, 상

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하는 기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기간은 상기 비트 라인이 제4 전위인 경우에는 상기 제4 전위를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5 전위인 경우에는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를 차단 상태로 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유지하는 기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

체 메모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간은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하는 기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

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기간은 상기 비트 라인이 제4 전위인 경우에는 상기 제4 전위를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5 전위인 경우에는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를 차단 상태로 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유지하는 기간 및, 선택 워드 라인에 프로그램 전위를

공급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하는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

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간은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을 차단 상태로 하고, 프로그램 전위에 의존하지 않는 일정 전

위를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을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에 공급하는 기간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9.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비트 라인 사이에 접속되는 제1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소스선 사이에 접속되는 제2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기록 동작은 연속하는 제1, 제2, 제3 및 제4 기간에 행해지고, 상기 제1, 제2, 제3 및 제4 기간에 있어서의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각각 제1, 제2, 제3 및 제4 전위로 한 경우, 제2 전위>제4 전위>제3 전위>
제1 전위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간은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하고, 프로그램 전위에 의존하지 않는 일정 전위를 

상기 소스선으로부터 상기 제2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에 공급하는 

기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간은 상기 제2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하고,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른 전위 또는 프로그램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일정 전위를 초기 전위로서, 상기 비트 라인으로부터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

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에 공급하는 기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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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기간은 상기 제1 및 제2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하고, 선택 워드 라인에 프로그램 전위를 공

급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하는 기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4 기간은 상기 비트 라인이 제5 전위인 경우에는 상기 제5 전위를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

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6 전위인 경우에는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트

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유지하는 기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

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기간은 상기 제1 및 제2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하는 기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4 기간은 상기 비트 라인이 제5 전위인 경우에는 상기 제5 전위를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경유하

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6 전위인 경우에는 상기 제1 선택 게이트 트

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유지하는 기간 및, 선택 워드 라인에 프로그

램 전위를 공급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하는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6.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비트 라인 사이에 접속되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와,

초기 전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에 공급하는 제1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

를 제1 전위로 설정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하는 제2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

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제2 전위로 설정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4 전위일 때, 상기 제4 전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5 전위일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유지하는 제

3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제3 전위로 설정하는 제어 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제1, 제2 및 제3 기간은 상호 연속하고 있어, 상기 제3, 제4 및 제5 전위는 제4 전위>제3 전위>제5 전위의 관계

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7.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의 양단에 각각 하나씩 접속되는 두 개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와,

초기 전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에 공급하는 제1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1 전위로 설정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하는 제2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

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2 전위로 설정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4 전위일 때, 상기 제4 전위를 상기 적어

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5 전위일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유지하는 제3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3 전위로 설정하는 제어 회로를 구비하

며,

상기 제1, 제2 및 제3 기간은 상호 연속하고 있어, 상기 제3, 제4 및 제5 전위는 제4 전위>제3 전위>제5 전위의 관계

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8.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비트 라인 사이에 접속되는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와,

초기 전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에 공급하는 제1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

를 제1 전위로 설정하고,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차단 상태로 하는 제2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

의 게이트 전위를 제2 전위로 설정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4 전위일 때, 상기 제4 전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

리 셀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5 전위일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유지한 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하는 제3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위를 제3 전

위로 설정하는 제어 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제1, 제2 및 제3 기간은 상호 연속하고 있어, 상기 제3, 제4 및 제5 전위는 제4 전위>제3 전위>제5 전위의 관계

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19.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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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의 양단에 각각 하나씩 접속되는 두 개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와,

초기 전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에 공급하는 제1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1 전위로 설정하고,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을 차단 상태로 하는 제2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2 전위로 설정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4 전 위일 때, 상기 제4 전위를 상기 적

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5 전위일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유지한 후,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하는 제3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3 전위로 설정하는 제어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제2 및 제3 기간은 상호 연속하고 있어, 상기 제3, 제4 및 제5 전위는 제4 전위>제3 전위>제5 전위의 관계

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0.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의 양단에 각각 하나씩 접속되는 두 개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와,

초기 전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에 공급하는 제1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1 전위로 설정한 후,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 게이트 전위를 상기 제1 전위로 설정하고, 상

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하는 제2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2 전위로 설정하는 상기 비트 라인이 제4 전위일 때, 상기 제4 전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

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5 전위일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유지하는 제3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

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3 전위로 설정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제2 및 제3 기간은 상호 연속하고 있어, 상기 제3, 제4 및 제5 전위는 제4 전위>제3 전위>제5 전위의 관계

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1.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의 양단에 각각 하나씩 접속되는 두 개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와,

초기 전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에 공급하는 제1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1 전위로 설정한 후,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 게이트 전위를 상기 제1 전위로 설정하고, 상

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을 차단 상태로 하는 제2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

위를 제2 전위로 설정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4 전위일 때, 상기 제4 전위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로 

전송하고, 상기 비트 라인이 제5 전위일 때,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유지한 후, 상기 적어도 하나

의 메모리 셀 채널 전위를 부스트하는 제3 기간에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제3 전위로 설

정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제2 및 제3 기간은 상호 연속하고 있어, 상기 제3, 제4 및 제5 전위는 제4 전위>제3 전위>제5 전위의 관계

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상기 제1 전위로 설정할 때, 프로그램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일정 전위는 소스선으로부터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을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에 공급

되고,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 게이트 전위를 상기 제1 전위로 설정할 때,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른 전

위는 비트 라인으로부터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을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에 공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상기 제1 전위로 설정할 때, 프로그램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일정 전위는 소스선으로부터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을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에 공급

되고,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 게이트 전위를 상기 제1 전위로 설정할 때,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른 전

위는 비트 라인으로부터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을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에 공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상기 제1 전위로 설정할 때,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른 전위는 비

트 라인으로부터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을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에 공급되고,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 게이트 전위를 상기 제1 전위로 설정할 때, 프로그램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일정

전위는 소스선으로부터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을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에 공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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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 게이트 전위를 상기 제1 전위로 설정할 때,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른 전위는 비

트 라인으로부터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한 쪽을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에 공급되고,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 게이트 전위를 상기 제1 전위로 설정할 때, 프로그램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일정

전위는 소스선으로부터 상기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다른 쪽을 경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에 공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른 전위는 내부 전원 전위 및 접지 전위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

는 일정 전위는 상기 내부 전원 전위 이상의 전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른 전위는 내부 전원 전위 및 접지 전위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

는 일정 전위는 상기 내부 전원 전위 이상의 전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위는 내부 전원 전위보다도 큰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2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위는 내부 전원 전위보다도 큰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위는 내부 전원 전위보다도 큰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3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전위는 접지 전위를 전송할 수 있고, 내부 전원 전위 또는 클램프 전위를 전송할 수 없는 값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4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전위는 접지 전위를 전송할 수 있고, 내부 전원 전위 또는 클램프 전위를 전송할 수 없는 값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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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4 전위는 접지 전위를 전송할 수 있고, 내부 전원 전위 또는 클램프 전위를 전송할 수 없는 값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5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간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의 워드 라인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의 데이터 상태

에 관계없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전부를 온 상태로 하는 전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

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5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기간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의 워드 라인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의 데이터 상태

에 관계없이 상기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셀 전부를 온 상태로 하는 전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

성 반도체 메모리.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도면



등록특허  10-0423690

- 27 -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423690

- 28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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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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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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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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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

도면18



등록특허  10-0423690

- 33 -

도면19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