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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셀에 다수상태의 정보를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증, 리이드 동작을 하기 위한 다수상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셀에 다수상태의 정보를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증, 리이드 동작을 하기 위한 다수상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소오스,  드레인,  컨트롤  게이트  및  다수상태의  프로그램된  전하를  저장하기  위한  플로팅  게이트를 
가지며, 상기 소오스, 드레인 및 컨트롤 게이트의 대응된 워드라인에 특정한 전압을 인가하여 셀 데이터
를 리이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증, 소거동작을 하기 위한 메모리 셀을 가지는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
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 중 다수의 선택된 셀들의 비트라인에 연결되고, 상기 선택된 
셀에 흐르는 전류가 임의의 레벨보다 크거나 작은지를 감지할 수 있고, 원하는 상태로 프로그램할 데이터
의 임시 저장 수단을 포함하는 제1수단과, 상기 비트라인과 연결되고 상기 제1수단에 의한 센싱된 데이터
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시여부를 조절하기 위한 제2수단과, 상기 제1수단과 제2수단과 공통 연결되
며 상기 제1수단의 출력치를 비트단위로 변경시키기 위한 제3수단과, 상기 메모리 셀 중 다수의 선택된 
셀들의 상기 워드라인에 연결되고, 상기 셀의 상태에 따른 기준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제4수단과, 상기 워
드라인 및 제4수단에 공통 연결되고 프로그램된 셀 상태를 검증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제4수단을 제어
하기 위한 제5수단을 가짐을 요지로 한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다수상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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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수상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다수상태의 정보를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센스 앰프 및 프
로그램, 검증동작을 위한 회로를 보인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의 기술에 따른 다수상태의 정보를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센스 앰프 및 
프로그램, 검증동작을 위한 회로를 보인 도면.

제3도는 제2도에 따른 동작 순서를 보인 도면.

제4도는 제2도에 따른 상세 회로를 보인 도면.

제5도는 제2 및 제4도의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인가되는 클럭들의 상태를 보인 도면.

제6도는 셀 상태에 따라 리이드 및 프로그램, 검증을 인가되는 기준전압과 셀의 문턱전압을 보인 도면.

제7도는 제2 및 제4도의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인가되는 클럭들의 동작 타이밍을 보인 도면.

제8도는 제2 및 제4도의 각 셀 상태의 프로그램, 검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따른 비트 디코더 105의 
래치 출력을 보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이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한 셀이 다수상태의 
정보를 가지는 다수상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셀에 다수상태의 정보를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증, 리이드 동작을 하기 위한 다수상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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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이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이하 EEPROM이라 칭한
다)의 메모리 셀은 모오스 트랜지스터 구조에서 소오스 드레인은 채널로 이격되고, 채널 위에는 플로팅 
게이트가 있고, 플로팅 게이트 위에는 컨트롤 게이트가 있는 형태이며, 플로팅 게이트는 채널 및 컨트롤 
게이트와 절연막을 통하여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은 플로팅 게이트에 존재하는 전하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 전하량은 컨
트롤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적절한 전압을 인가하여 플로팅 게이트로 주입되거나 빠져나가게 한다.

전하를 주입시키는 것을 프로그램이라 하며 전하를 방전하는 것을 소거라고 한다. 셀이 문턱전압을 리이
드 하는 방법은 셀의 컨트롤 게이트에 일정 전압을 인가하고 소오스, 드레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의 양
을 감지하여 이루어진다.

한 셀이 한 비트의 정보를 갖는 일반적인 EEPROM에서는 하나의 기준전류가 있고 리이드 때 셀의 전류가 
기준 전류보다 클 때 한 상태로 인식되며 작을 때는 다른 한 상태로 인식된다.

한 셀이 다수의 정보를 가지려면 셀의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하의 양을 세분화시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셀의 컨트롤 게이트의 인가되는 전압과 셀의 문턱전압의 비가 커질수록 셀 전류는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하량의 변화에 따른 셀 전류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셀이 1비트의 정보를 가
질 때 셀 상태는 두 개로 구분되고 하나의 기준 전류가 필요하며 2비트의 정보를 가지려면 셀의 상태는 
네 가지로 구분되고 세 가지의 기준 전류가 필요하게 된다.

한 셀이 n개의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 2
n
 개의 셀 상태로 구분되어야 하며 2

n-1
 개의 기준 전류가 필요하다.

제1도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다수상태의 정보를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센스 앰프 및 프
로그램, 검증동작을 위한 회로를 보인 도면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비트라인과 함께 연결된 소오스와 게
이트가 서로 연결된 전류미러형의 피형 트랜지스터 201, 202와, 상기 비트라인에는 다수상태의 정보를 저
장할  수  있는  셀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드레인으로는  상기  피형  트랜지스터를  202의  드레인과 
연결되고, 게이트로는 각기의 클럭신호 CKL1, CKL2, CKL3가 수신되는 엔형 트랜지스터 203, 204, 205와, 
입력단으로는 상기 엔형 전달 트랜지스터 203, 204, 205의 소오스와 각기 연결되고 서로 상보된 출력을 
하는 래치형의 인버터 206, 207, 208, 209, 210, 211로 이루어진 셀 상태를 감지 및 증폭하기 위한 다수
상태 센스 증폭부 200부와, 각기의 소오스로는 상기 다수상태 센스 증폭부 200의 피형 트랜지스터 201의 
드레인과 연결되고 게이트로는 클럭신호 CKL1, CKL2, CKL3가 수신되는 엔형 전달 트랜지스터 218, 219, 
220와, 각기의 엔형 전달 트랜지스터 218, 219, 220의 소오스와 연결되는 제1, 2, 3기준 셀 221, 222, 
223인 다수상태 기준셀부 300과, 상기 다수상태 센스 증폭부 200의 출력단과 연결되고 프로그램 계속 여
부의 데이터를 비트 형태로 변경하기 위한 비트 디코더 217과, 이의 출력단과 연결되고 상기 다수상태 기
준셀부 300에 비트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비트 인코더 224와, 상기 다수상태 센스 증폭부 200의 
출력단과 연결되는 노아게이트 216과, 이의 출력단과 연결되어 센싱된 결과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계속할
지 또는 중단할지를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금지 회로 215과, 상기 피형 트랜지스터 202의 드레인과 접
지전압 사이에 채널이 직렬 접속되는 엔형 트랜지스터 213, 214로 이루어진다.

이에 상기 다수상태 기준셀부 300에 의해 발생된 기준 전류는 셀의 각각의 상태에 대한 셀 전류의 경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셀 상태가 문턱전압이 가장 낮고 네 번째 셀 상태가 문턱전압이 가장 높다
고 하면 기준셀부 300에 의한 기준전류는 첫 번째 셀 상태일 때의 셀 전류보다는 작지만 두 번째 셀 상태
의 셀 전류보다는 크게 된다.

프로그램할 데이터는 비트 디코더부 217을 거쳐 CLK1, CLK2, CLK3도 하나가 선택되어 선택된 셀의 게이트
에 전자를 주입시키는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 펄스를 인가하고 검증하는 동작을 셀이 원하는 문턱전압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면서 이루어진다. 검증 셀 전류가 기준 전류보다 작아지면 선택된 패스의 래치 데이터
는 로우로 바뀌어 SA01, SA02, SA03이 모두 로우 상태가 되면서 노아게이트 216의 출력은 하이가 되어 프
로그램 금지 회로 215를 동작시켜 추가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한다.

이와 같이, 동시에 여러 개의 셀을 리이드 및 프로그램할 때는 상기한 회로가 각 비트라인마다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의 량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하를 주입시키는 프로그래밍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행 프로그램 단위가 늘어
나야 하며 플래시 EEPROM의 새로운 응용 분야인 고체 상태 디스크(solid state disk)에서는 256 바이트나 
512바이트를 한 단위로 하는 페이지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512바이트 페이지 프로그래밍에서는 총 
4,096개의 셀을 동시에 프로그램하며 이 경우에 특히 제1도에 해당하는 종래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엄
청난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게 된다. 메모리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비트 라인 피치는 급격히 줄어
들고 있으며 종래 기술에 의한 리이드 및 프로그램 회로를 비트라인마다 형성하는 레이아웃은 거의 불가
능하며 많은 면적의 실리콘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셀에 다수상태의 정보를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증, 리이드 동작을 하기 위한 다수상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칩 면적이 축소된 다수상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따르면, 소오스, 드레인, 컨
트롤 게이트 및 다수상태의 프로그램된 전하를 저장하기 위한 플로팅 게이트를 가지며, 상기 소오스, 드
레인 및 컨트롤 게이트의 대응된 워드라인에 특정한 전압을 인가하여 셀 데이터를 리이드, 프로그램, 프
로그램 검증, 소거동작을 하기 위한 메모리 셀을 가지는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
서, 상기 메모리 셀 중 다수의 선택된 셀들의 비트라인에 연결되고, 상기 선택된 셀에 흐르는 전류가 임
의의 레벨보다 크거나 작은지를 감지할 수 있고, 원하는 상태로 프로그램할 데이터의 임시 저장 수단을 
포함하는 제1수단과, 상기 비트라인과 연결되고 상기 제1수단에 의한 센싱된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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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실시여부를 조절하기 위한 제2수단과, 상기 제1수단과 제2수단과 공통 연결되며 상기 제1수단의 
출력치를 비트단위로 변경시키기 위한 제3수단과, 상기 메모리 셀 중 다수의 선택된 셀들의 상기 워드라
인에 연결되고, 상기 셀의 상태에 따른 기준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제4수단과, 상기 워드라인 및 제4수단
에 공통 연결되고 프로그램된 셀 상태를 검증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제4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5수단
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2도는 본 발명의 기술에 따른 다수상태의 정보를 가지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센스 앰프 및 
프로그램, 검증동작을 위한 회로를 보인 도면이다. 제2도를 참조하면, 전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소거가능
한 EEPROM 셀 어레이 중에서 선택된 셀 107의 셀 컨트롤 게이트에 기준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기준 드라
이버부 118과, 기준 드라이버부 118의 출력단과 연결되고 이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컨트롤 로
직 회로 109와, 상기 선택된 셀 107의 일단과 연결되어 단위 셀 리이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회로부 100으로 구성된다. 다시 셀 리이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회로부 100는 셀 상태를 리
이드 및 프로그램 검증하는 센스 증폭기 102와, 리이드된 데이터에 대하여 비트1, 비트2를 출력하기 위한 
비트 디코더 105와, 검증결과에 응답하는 프로그램 금지 회로 106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셀 어레이 중에 복수개의 셀을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종래 기술에서처럼 모든 회로가 각각의 프
로그램되는 셀마다 필요했던 반면에 본 발명에 근거한 단위 셀 리이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회로부 100만이 각 셀별로 독립적으로 필요할 뿐, 리이드와 프로그램 검증 셀 컨트롤 게이트에 인가되는 
라이트 전압을 발생하는 다수상태 기준 드라이버 118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다.  다수상태 기준 드라이
버 118은 제1도에 도시된 종래의 회로와 동일하다. 또한 본 발명에 대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4개 상태
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셀로 예를 들었지만 반드시 그 수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단위 셀에 연결된 컨트롤 회로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에, 종래 기
술의 각각의 셀을 독립적으로 프로그램-검증을 함으로 각 셀별로 프로그램 상태에 해당하는 기준 전류와 
셀 전류를 비교하며 프로그램 검증이 수행되는 반면에 본 발명은 각 셀을 순차적으로 문턱전압이 낮은 영
역부터 높은 영역까지 프로그램 검증을 한다.

따라서, 종래 기술의 경우 프로그램 도중의 특정 검증 시점에서 셀별로 프로그램 검증되는 기준전류가 다
른 반면에 본 발명은 동일한 워드라인 기준 전압으로 검증된다. 또한 종래 기술이 셀 게이트의 검증 전압
이 셀 프로그램상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반면에 본 발명은 셀 상태수당-1개의 검증 전압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제3도는 제2도에 따른 동작 순서를 보인 도면이다. 제3도를 참조하면, 프로그램 데이터를 각각의 셀별로 
인코딩하여 데이터를 래치에 로드한다 301. 로딩이 완료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1상태로부터 시작한다 
302. 플로팅 게이트에 전하를 주입시키기 위하여 고전압을 셀 게이트에 일절 시간 동안 인가한 후 303. 
제1상태에 해당되는 제1 기준전압으로 검증한다 304. 셀의 문턱전압이 제1기준 전압보다 높아져 오프 셀 
상태가 되면 센스 증폭기에서 이를 감지하여 해당되는 래치의 데이터를 반전시키고 제1상태로 프로그램되
어야 할 모든 셀이 프로그램되어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프로그램 및 검증이 반복된다 306,  307,  308, 
309. 제1상태의 프로그램 완료 후 제2상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10. 제2상태 검증은 제2기준 전압으로 
검증한다 312. 제2상태 프로그램도 해당되는 셀의 프로그램 및 검증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313, 
314, 315, 316, 317.  이와 같은 방법으로 N번째 상태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6까지 프로
그램 및 검증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325.

각 상태 프로그램 때 프로그램 횟수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제한된 횟수까지도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
을 때에는 다음 상태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 프로그램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음 상태 프로그램으로 진입
하는 이유는 다음 상태로 프로그램되어야 될 셀까지 모두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모든 상태 프로그램에서 패일 플래그가 세트되지 않아야만 패스 상태로 판정된다.

제4도는 제2도에 따른 상세 회로를 보인 도면이다. 제4도를 참조하면, 블록 400은 단위 셀 리이드, 프로
그램 검증 회로 100에 해당된다. 블록 400의 구조는 난드-형 플래시 셀을 전제로 한 것이며 프로그램시 
매 비트라인이 0V이면 프로그램되고, 프로그램 금지는 비트라인을 Vcc로 바이어스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 프로그램 구간에서는 트랜지스터 402, 410 중의 하나가 턴-온 되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SA01 또는 
SA02의 데이터를 비트라인에 전달한다. 비트1은 비트 디코더 출력으로서 로우비트에 해당하며 비트2는 하
이비트에 해당된다. 프로그램은 문턱전압이 낮은 상태부터 높은 상태로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프로그램 
때는 PGM1이나 PGM2중의 하나가 하이가 되어 프로그램 금지를 비트 디코더 래치로부터 선택적으로 시킬 
수 있게 한다. 최초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검증은 비트1에 대하여만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펄스를 인가한 후 비트라인에 기준전류를 흘려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노드 417이 하이상태가 되
면 비트1의 VFY1 클럭을 인에이블시켜 노드 403가 트랜지스터 406, 413, 414 패스로 방전되어 SA01이 하
이로 플립되게 된다. 이후의 프로그램 구간에서 트랜지스터 413의 게이트가 SA02에 의하여 피이드백되어 
있기 때문에 SA02가 로우로 로딩되어 있는 래치는 플립되지 않는다. 즉 초기에 SA01과 SA02가 모두 0로 
로드된 경우 SA01이 계속 패일하게 되므로 프로그램 검증은 SA02가 로우인 디코더를 제외한 SA01이 전부 
하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제1상태 프로그램이 끝나고 제2상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제2상태 프로그램은 비트2 디코더에 의하여 프로그램과 검증이 수행되며 동작은 제1상태 프로그램과 일치
한다. 제3상태 프로그램은 SA01과 SA02가 모두 0으로 로드되어 제1상태 프로그램 때 검증되지 않았던 비
트1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SA02가 제2상태 프로그램 때 하이가 되었으므로 VFY1으로 검증이 가능해진다.

제5도는 제2 및 제4도의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인가되는 클럭들의 상태를 보인 도면이다. 즉, 단일 
리이드, 프로그램 검증 회로 400의 클럭 및 Vcg의 상태를 도시한 테이블이다.제6도는 셀 상태를 따라 리
이드 및 프로그램, 검증을 위하여 인가되는 기준전압과 셀의 문턱전압을 보인 도면이다. 제5 및 6도를 참
조하면, 프로그램 검증 때 Vcg는 제6도와 같이 리이드 때보다 약간 높게 인가한다. 그 이유는 센싱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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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와 플로팅 게이트 내의 차아지 로스에 대한 보상이다.

제7도는 제2 및 제4도의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인가되는 클럭들의 동작 타이밍을 보인 도면이고, 제8
도는 제2 및 제4도의 각 셀 상태의 프로그램, 검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따른 비트 디코더 105의 래
치 출력을 보인 도면이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비트 엔코더, 비트 디코더, 프로그램 검증, 프로그램 금지
가 전부 한 회로로서 수행 가능해질 수 있어 간단화된 다수상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므로 기준의 셀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
에 비하여 프로그램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F-N 터널링 방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경우 프
로그램 시간은 Vt가 가장 높은 셀을 프로그램하는 데 걸리므로 순차적 프로그램이더라도 낮은 문턱전압에
서부터 높은 문턱전압으로 진행하는 경우 실제 프로그램 시간을 차이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프로그램 
문턱전압보다 낮은 경우, 즉 소거 때 Vcg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전하를 주입시키고 프로그램 때 전하를 빼
내는 경우에는 검증 전압은 높은 대로부터 낮은 대로 감소시키는 순서로 진행되면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오스,  드레인,  컨트롤  게이트  및  다수상태의  프로그램된  전하를  저장하기  위한  플로팅  게이트를 
가지며, 상기 소오스, 드레인 및 컨트롤 게이트의 대응된 워드라인에 특정한 전압을 인가하여 셀 데이터
를 리이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증, 소거동작을 하기 위한 메모리 셀을 가지는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
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 중 다수의 선택된 셀들의 비트라인에 연결되고, 상기 선택된 
셀에 흐르는 전류가 임의의 레벨보다 크거나 작은지를 감지할 수 있고, 원하는 상태로 프로그램 할 데이
터의 임시 저장수단을 포함하는 제1수단과; 상기 비트라인과 연결되고 상기 제1수단에 의한 센싱된 데이
터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시여부를 조절하기 위한 제2수단과; 상기 제1수단과 제2수단과 공통 연결
되며 상기 제1수단의 출력치를 비트단위로 변경시키기 위한 제3수단과; 상기 메모리 셀 중 다수의 선택된 
셀들의 상기 워드라인에 연결되고, 상기 셀의 상태에 따른 기준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제4수단과; 상기 워
드라인 및 제4수단에 공통 연결되고 프로그램된 셀 상태를 검증하고 이에 응답하여 상기 제4수단을 제어
하기 위한 제5수단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3, 4수단은 프로그램 검증동작을 수행하는 검증회로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
수상태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회로는 전체 검증 구간을 N-1개의 프로그램 및 검증구간으로 나누어 
소거된 셀 상태와 가장 가까운 상태부터 가장 먼저 순차적으로 검증하고, 각기의 검증 구간에서 상기 다
수개의 선택된 셀 중에서 상기 검증이 완료된 셀에 대해서는 추가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상기 다수개의 
선택된 셀 중에서 해당 검증 구간에서 프로그램되어야 할 모든 셀이 검증 완료되거나 또는 사전에 정해진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프로그램 펄스를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구간의 임의의 K번째에서 프로그램 및 검증되는 셀이 k-1번째 검증 구간에서는 
프로그램이 금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구간의 임의의 K번째 검증 구간에서 사전에 정해진 횟수까지 추가 프로그램 펄
스를 인가하여도 검증되지 않는 경우 k+1번째 검증구간으로 진입하여 레지스터에 패일 플래그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데이터의 임시 저장 수단은 검증 완료된 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금지 상
태의 데이터로 변경되며 상기 임시 저장수단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어드레스 카운터가 
있고 상기 데이터를 프로그램 금지 상태의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상태
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수단은 상기 검증구간의 임의의 K번째 구간에서 검증완료된 셀의 데이터를 리이
드 할 때의 상기 기준전압은 상기 K번째 검증구간에서 인가되는 기준전압과 K-1번째 검증 구간에서 인가
되는 기준전압 사이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은 M비트의 정보(2
M
=N)를 가지며 상기 프로그램할 데이터의 임시 저장수단

이 M 개의 래치를 가지며 각 래치는 최하위 비트부터 최상위 비트까지를 대변하며 임의의 비트 K(1 ≤ K 
≤ M)의 래치 데이터가 래치 데이터가 비트 K-1이하의 모든 비트 래치의 인에이블 게이트로 피이드백 되
어 있어서 비트 K 래치 데이터가 프로그램 금지 상태일 때만 비트 K-1 이하의 모든 비트 래치도 프로그램 
금지 상태로의 변동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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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회로는 제1단계로 비트 0 래치로 검증하고 제2단계의 검증에서는 비트 1 래치
로 검증하고 제3단계의 검증에서는 비트 0 래치로 검증하고 제4단계에서는 비트 2 래치로 검증하고 제5단
계의 검증에서는 비트 0 래치로 검증하고 제6단계의 검증에서는 비트 1 래치로 검증하고, 이와 같은 순서
로 마지막 검증까지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회로는 각기의 상기 검증구간 내의 검증되는 상기 래치의 데이터에 대응해서만 
상기 검증 구간 안의 프로그램 금지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상태의 불휘발성 반도
체 메모리 장치.

도면

    도면1

12-6

1019950047555



    도면2

12-7

1019950047555



    도면3

12-8

1019950047555



    도면4

12-9

1019950047555



    도면5

    도면6

12-10

1019950047555



    도면7

12-11

1019950047555



    도면8

12-12

1019950047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