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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데이터 입출력선과 하나의 비트선(BL)을 서로 접속하는 비트선 제어 회로가 마련된다. 비트선 제어 회로
는,  데이터  입출력선으로부터  입력된  메모리  셀로의  다치(多置)의  기입  데이터를  래치하는  데이터 
래치와, 하나의 비트선(BL)에 출력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여, 래치하는 

센스 앰프를 포함한다. 비트선 제어 회로에서, 하나의 비트선(BL)에 출력되는 다치의 데이터의 수를 2
m
(m

은 2 이상의 자연수)= n 치로 했을 때,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의 수는 각각 m개로 된다. 구체적으로는 2
2
 

= 4로 했을 때,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의 수를 각각 2개로 한다. 이로써, 칼럼계 회로의 회로 규모를 작
게 하여, 고집적화에 적합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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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2도는 제1도에 도시한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3a도는 제2도에 도시한 NAND형 셀의 회로도이고, 제3b도는 그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

제4a도는 NAND형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의 전압의 입력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고, 제4b도는 전압의 
입력 파형과 비트선으로 나타내는 출력 파형을 도시한 도면.

제5도는 비트선으로 표현되는 전압의 모양을 도시한 도면.

제6도는 NAND형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의 전압의 입력 상태를 도시한 도면.

제7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NAND형 EEPROM이 갖는 비트선 제어 회로내의 데이터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8도는 제7도의 기입 회로의 회로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관한 NAND형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10도는 제9도에 도시한 비트선 제어 회로의 회로도.

제11도는 제10도에 도시한 플립 플롭 회로의 일 예의 회로도.

제12도는 제10도에 도시한 플립 플롭 회로의 다른 예의 회로도.

제13도는 데이터 판독시의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14도는 데이터 기입시의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15도는 4치의 데이터를 판독한 후의 노드 VL1-1, VL2-1, VL1-2, VL2-2의 상태를 도시한 도면.

제16도는 4치의 데이터를 기입할 때의 노드 VL1-1, VL2-1, VL1-2, VL2-2의 상태를 도시한 도면.

제17도는 4치의 데이터의 검증중의 노드 VL1-1, VL2-1, VL1-2, VL2-2의 상태를 도시한 도면.

제18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
도.

제19도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20도는 제19도에 도시한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21도는 다치 기억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분포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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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도는 제20도에 도시한 비트선 제어 회로의 회로도.

제23도는 통상의 판독 동작 및 검증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24도는 통상의 판독 동작 및 검증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25도는 통상의 판독 동작 및 검증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26도는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27도는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28도는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29도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레벨과 래치 데이터와의 대응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30도는 래치 데이터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와의 대응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31도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32도는 제31도에 도시한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33도는 제31도에 도시한 비트선 제어 회로의 회로도.

제34도는 통상의 판독 동작 및 검증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35도는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36도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37도는 제36도에 도시한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38a도는 제37도에 도시한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의 전압의 입력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며, 
제38b도는 전압의 입력 파형과 비트선으로 표현되는 출력 파형을 도시한 도면.

제39도는 비트선으로 표현되는 출력 전압과 메모리 셀의 수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40도는 제37도에 도시한 비트선 제어 회로의 회로도.

제41도는 판독 동작을 나타낸 동작 파형도.

제42도는 플립 플롭이 감지하여 래치하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43도는 플립 플롭이 래치하는 기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44도는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45도는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46도는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서, 4치 기억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분호를 도시한 도면.

제47도는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비트선 제어 회로의 회로도.

제48도는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49도는 플립 플롭이 감지하여 래치하고 있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50도는 플립 플롭이 감지하여 래치하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51도는 기입 동작의 개략을 도시한 개략도.

제52도는 플립 플롭이 래치하는 기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53도는 기입 동작(프로그램 제1 사이클)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54도는 검증 판독 동작(검증 판독 제1 사이클)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55도는 플립 플롭이 래치하고 있는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56도는 기입 종료 일괄 검지 트랜지스터를 갖는 데이터 회로의 회로도.

제57도는 기입 동작(프로그램 제1 사이클)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58도는 검증 판독 동작(검증 판독 제2 사이클)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59도는 플립 플롭이 래치하고 있는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60도는 다른 검증 판독 동작(검증 판독 제1 사이클)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61도는 데이터 회로의 다른 회로도.

제62도는 데이터 회로의 또 다른 회로도.

제63도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비트선 제어 회로의 회로도.

제64도는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65도는 플립 플롭이 감지하여 래치하고 있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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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도는 플립 플롭이 감지하여 래치하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67도는 플립 플롭이 래치하는 기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68도는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69도는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70도는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71도는 다른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72도는 데이터 회로의 다른 회로도.

제73도는 데이터 회로의 또 다른 회로도.

제74도는 데이터 회로의 또 다른 회로도.

제75도는 데이터 회로의 또 다른 회로도.

제76도는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비트선 제어 회로의 회로도.

제77도는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78도는 플립 플롭이 감지하여 래치하고 있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79도는 플립 플롭이 감지하여, 래치하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

제80도는 변형된 칼럼 구성을 갖는 EEPROM의 구성도.

제81도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82도는 제81도에 도시한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83도는 EEPROM이 4치 기억식일 때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과, 4개의 기입 상태와의 관
계를 도시한 도면.

제84도는 제82도에 도시한 비트선 제어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85도는 기입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의 전위 레벨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86도는 판독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의 전위 레벨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87도는 제84도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를 구비하는 EEPROM의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88a도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제어 회로의 구성을 도시
한 구성도, 제88b도는 제88a도에 도시한 플립 플롭 회로의 회로도.

제89도는 제88a도 및 제88b도에 도시한 데이터 제어 회로를 구비하는 EEPROM의 판독 동작과, 기입 동작의 
후에 행해지는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90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반도체 기억 장치의 데이터 제어 회로의 다른 예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91도는 제90a도 및 제90b도에 도시한 데이터 제어 회로를 구비하는 EEPROM의 판독 동작과, 기입 동작의 
후에 행해지는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92도는 데이터 회로의 기입 데이터의 변경의 모양을 도시한 도면.

제93도는 데이터 기입 종료 검지 회로의 회로도.

제94도는 본 발명의 제11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의 데이터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95도는 제94도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를 구비하는 EEPROM의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96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97도는 제96도에 도시한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98도는 EEPROM이 3치 기억식일 때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과, 3개의 기입 상태와의 관
계를 도시한 도면.

제99도는 제97도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

제100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반도체 기억 장치가 갖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의 구성을 도시
한 구성도.

제101도는 제100도에 도시한 제1 플립 플롭 회로의 회로도.

제102도는 제100도에 도시한 제2 플립 플롭 회로의 회로도.

제103도는 기입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의 전위 레벨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104도는 판독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의 전위 레벨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

제105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106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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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108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제109도는 데이터 회로의 기입 데이터의 변경의 모양을 도시한 도면.

제110도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
성도.

제111도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
성도.

제112도는 NOR형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113도는 다른 NOR형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114도는 그랜드 어레이형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115도는 다른 그랜드 어레이형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116도는 또 다른 그랜드 어레이형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117도는 또 다른 그랜드 어레이형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118도는 DINOR형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제119도는 AND형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101-1, 101-2 : 메모리 셀 어레이          2A : 로우 디코더

2B : 워드선 구동 회로                       3, 103 : 칼럼계 회로

6-0 ~ 6-m, 106 : 데이터 회로                7A :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

14-1, 14-2, 114-1, 114-2 : 플립 플롭 회로

18, 118 : 기입 종료 검지 회로

20-0 ~ 20-m : 비선택 비트선 제어 회로        102 : 로우계 회로

102A : 로우 디코더                           102B : 워드선 구동 회로

103 : 칼럼계 회로                            103A : 칼럼 디코더

103B : 칼럼 선택선 구동 회로(103B)           103C : 비트선 제어 회로

104 : 어드레스 버퍼                          105 : 데이터 입출력 버퍼

116 : 기입겸 검증 회로(116)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기적으로 변경 기입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EEPROM)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하나의 메모리 셀에 1비트 보다 많은 정보를 기억시키는 다치(多置) 기억 EEPROM에 관한 것이다.

본 출원은 일본 특허 출원 평8-61352호, 평8-61443호, 평8-61444호, 평8-61449호에 기초하며, 이들의 내
용은 참조로서 본 명세서에 삽입된다.

EEPROM의 대용량화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하나의 메모리 셀에 n(n 3) 치의 정보를 기억시키는 
다치 기억 EEPROM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4치 기억식에서는, 4종류의 임계치 전압 중의 하나를 각각
의 셀이 가지며, 이것을 "0, 0", "0,1", "1,0", "1,1"로 표현되는 2비트의 정보로 대응시키는 것이다.

n치의 정보를 기억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읽는데에는, 셀로부터 판독된 데이터를, (n-1)개의 기준 전압
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종래, (n-1)개의 센스 앰프를 필요로 하였다(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
개 공보 소61-117796호 참조). 4치 기억식의 EEPROM에서는 3개의 센스 앰프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4치 기억식의 EEPROM은 2치 기억식 셀의 EEPROM과 비교하여, 메모리 셀의 기억 밀도는 2 배가 
되며, 메모리 셀이 점유하는 면적은 1/2가 되었던 것에 대하여, 센스 앰프가 점유하는 면적은 3 배가 되
어, 고밀도화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특히, 페이지 판독을 행하기 위하여 비트선 마다 센스 앰프를 설치하
는 종류의 EEPROM에서는, 센스 앰프 수의 증가가 대용량화의 장애가 된다.

또한, 일본 특허 공개 공보 소62-54896호에는, 셀 데이터를 판별한 센스 앰프의 출력에 의하여, 다른 센
스 앰프의 기준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센스 앰프의 수를 감소할 수 있는 판독 전용 메모리가 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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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이 기술은 기입도 할 수 있는 메모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메모리 셀에 n(n 3) 종류의 임계치 전압을 기억하는 다치 기억 EEPROM에서는, 기억 데이터를 기입
할 때, 각각의 임계치 전압을, 보다 좁은 범위 마다 분포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기입 단위를 작게 
나누어서 행하고, 기입과 기입의 사이에, 각각의 메모리 셀이 목적으로 하는 임계치 범위에 기입되었는지
의 여부를 체크하며, 기입 부족의 셀이 있으면 그 셀에만 추가 기입을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각각의 메모리 셀 마다, 최적의 기입이 행해지도록 제어하는 것이며, 비트 마다 검증하는 것으로서 알려
져 있다. 비트 마다 검증하는 개념은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3-295098호에 기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 공개 공보 평3-295098호는 2치 기억의 EEPROM에 관한 것이며, 다치 기억 EEPROM에 대한 비트 
마다 검증하는 것은, 특허 공개 공보 평7-93979호에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특허 공개 공보 평7-93979호
에 개시된 장치에서는, 센스 앰프 및 검증 회로를 각각, (n-1)개씩 필요로 하고 있다. 이로써, 메모리 셀
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 기억함으로써, 동일 면적의 칩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판독/기입을 제어하는 회로가 대규모가 되며, 고집적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다치 기억 EEPROM에서는, 그 내부, 특히 입출력 데이터선에 사용되고 있는 신호의 비트수가, 장치
의 외부, 예를 들면 다치 기억 EEPROM을 프로세서 등 기타의 집적 회로 장치에 접속하기 위한 회로 기판
에 사용되고 있는 신호의 비트수와 상이하다. 이 때문에 다치 기억 EEPROM에는, 장치의 외부에서 사용되
는 신호의 비트수를, 장치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신호의 비트수로 변환하는 비트수 변환 회로를, 인터페이
스로서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증 수단을 갖는 종래의 다치 기억 EEPROM에서는, 다치 데이터의 수를 n(n은 3 이상의 자연
수)로 했을 때, (n-1)개의 검증 회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센스 앰프, 데이터 래치도, 검증 
회로에 따라, (n-1)개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비트선에 접속되는 회로, 즉 칼럼계 회로의 회로 
규모, 특히 센스 앰프, 데이터 래치의 수가 방대해져, 고집적화의 애로 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장치의 외부에서 사용되는 신호의 비트수와 장치의 내부에서 사용되는 신호의 비트수를 교환하기 
위한 비트수 변환 회로를 필요로 하며, 고집적화 뿐만 아니라, 고속 입출력 동작화도 달성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칼럼계 회로의 회로 규모를 작게 할 수 있으며, 고집적화에 적합한 불휘발성 반도
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비트수 변환 회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고집적화와 고속 입출력 동작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및 제2 목적은 다음과 같은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의하여 실현된다. 본 발명에 관
한 제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
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래
치하는 래치 수단, 및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고 래치하는 센스 래치 수단을 포함하는 비트선 제어회로와, 상기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을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으로부터 상기 메
모리 셀로 상기 기입 데이터를 유도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
터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유도하는 비트선을 구비하고,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n(n은 4 이상의 자연수)으로 했을 때, 상기 래치 수단, 상기 센스 래치 수단의 수가 m[m은 2
m-1
＜n≤2(m은 

2 이상의 자연수)]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n으로 하고, 또한 n=2
m
을 만족할 때, 상기 

m은 상기 비트선 제어 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데이터 입출력선의 비트수와 동수이고, 상기 m개의 래
치 수단 및 상기 m개의 센스 래치 수단에는 각각 1비트씩의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다.

제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m개의 센스 래치 
수단은 최상위의 제1 비트에 할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된 
제m 센스 래치 수단을 향하여 동작해 간다.

제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최상위의 제1 비트에 할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은 상기 비트
선에 의해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유도된 판독 데이터를 제1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기 판독 데이터가 
제1 기준 전압보다도 높은지 낮은지의 비교 결과를 출력하고, 이 출력에 따라서 차위(次位)의 제2 비트에 
할당된 제2 센스 래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을 전환한다.

제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된 센스 래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m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위의 제(m-1)비트에 할당된 센스 래치 수단에 있어서의 제(m-1) 기준 전압과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와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2
m-1
회 전환된다.

제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데이터 입출력선의 비트수는 장치 외부로부터 장치 내부에 입
력되는 기입 데이터의 비트수 및 장치 내부에서 장치 외부로 출력되는 판독 데이터의 비트수와 각각 동일
하다.

제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기입 데이터는 비트수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장치의 외부로부
터 상기 래치 수단에 입력되고, 상기 판독 데이터는 비트수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
로부터 장치의 외부로 출력된다.

제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1개의 비트선에 나타나는 2
m
 = n치의 데이터를 상기 m비트로서 상기 

n치의 데이터로, 상기 래치 수단 및 상기 센스 래치 수단에 의해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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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래치 수단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비트선에 의해 유도되는 
기입 데이터 및 상기 메모리 셀에서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상기 비트선에 유도되는 판독 데이터는 각
각 n개의 다치 데이터이고, 상기 비트선은 n개의 다치 데이터 각각을 전압 레벨에 따라 서로 구별하여 상
기 래치 수단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및 상기 메모리 셀에서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유도한다.

제1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은 임계치 가변형 트랜지스
터를 포함하고, 상기 임계치 가변형 트랜지스터는 상기 n개의 다치 데이터 각각을 임계치 레벨에 따라 서
로 구별하여 기억한다.

본 발명에 관한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돠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래치하는 래치 수단과,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고 래치하는 센스 래치 수단과, 상기 래치 수단에 래치된 상기 메모리 셀에의 기입 데이
터를 참조하여 검증 동작을 행하는 검증 수단을 포함하는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을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기입 데이터를 유도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센스 래
치 수단으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유도하는 비트선을 구비하고,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n(n은 4 이상의 

자연수)으로 했을 때, 상기 래치 수단, 상기 센스 래치 수단, 상기 검증 수단의 수가 m[m은 2
m-1
＜n≤2

m
(m

은 2 이상의 자연수)]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n으로 하고,  또한 n = 2
m
을 만족할 때, 상

기 m은 상기 비트선 제어 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데이터 입출력선의 비트수와 동수이고, 상기 m개의 
래치 수단 및 상기 m개의 센스 래치 수단에는 각각 1비트씩의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다.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m개의 센스 래치 
수단은 최상위의 제1 비트에 할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
된 제m 센스 래치 수단을 향하여 동작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
기 m개의 센스 래치 수단은 상기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된 제m 센스 래치 수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최상위의 제1 비트에 할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을 향하여 동작한다.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최상위의 제1 비트
에 할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은 상기 비트선에 의해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유도된 판독 데이터를 제1번
째의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기 판독 데이터가 제1 기준 전압보다도 높은지 낮은지의 비교 결과를 출력
하고, 이 출력에 따라서 차위(次位)의 제2 비트에 할당된 제2 래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을 전환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최상위의 제1 비트에 
할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은 제1 래치 수단에 래치되어 있는 상기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차위의 제2 비
트에 할당된 제2 센스 래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2 기준 전압 레벨을 전환한다.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최하위의 제m 비트
에 할당된 센스 래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m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위의 제(m-1)비트에 할당된 센스 래치 

수단에 있어서의 제(m-1) 기준전압과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와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2
m-1

회 전환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
된 센스 래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m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위의 제(m-1)비트에 할당된 래치 수단에 래치

되어 있는 상기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2
m-1
회 전환된다.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센스 래치 수단은 

1개의 비트선에 판독된 2
m
 = n치의 판독 데이터를, 상기 m비트로서 상기 n치의 판독 데이터로 변환하고,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은 상기 m비트로 상기 n치의 기입 데이터를, 1개의 

비트선에 2
m
 = n치의 기입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기입 회로에 공급하고, 상기 m비트로 상기 n치

의 판독 데이터와, 상기 m비트로 상기 n치의 기입 데이터를 서로 상이한 데이터로 공급한다.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래

치 수단은 상기 m비트로 상기 n치의 기입 데이터와, 상기 1개의 비트선에 판독된 2
m
 = n치의 판독 데이터

를 비교하여, 상기 기입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이터가 일치할 때 상기 검증 수단을 활성으로 하고, 상기 
기입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이터가 불일치할 때 상기 검증 수단을 비활성으로 한다.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데이터 입출력선의 비트수는 장치 외부로부터 장치 내부에 입
력되는 기입 데이터의 비트수 및 장치 내부에서 장치 외부로 출력되는 판독 데이터의 비트수와 각각 동일
하다.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기입 데이터는 비트수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장치의 외부로부
터 데이터 수단으로 입력되고, 상기 판독 데이터는 비트수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상기 센스 래치 수단에
서 장치 외부로 출력된다.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래치 수단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비트선에 의해 유도되는 
기입 데이터 및 상기 메모리 셀에서 상기 센스 래치수단으로 상기 비트선에 의해 유도되는 판독 데이터는 
각각 n개의 다치 데이터이며, 상기 비트선은 n개의 다치 데이터 각각을 전압 레벨에 따라 서로 구별하여, 
상기 래치 수단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및 상기 메모리 셀에서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유도한다.

제2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은 임계치 가변형 트랜지스
터를 포함하고, 상기 임계치 가변형 트랜지스터는 상기 n개의 다치 데이터 각각을 임계치의 레벨에 따라 
서로 구별하여 기억한다.

본 발명의 제3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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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
터를 래치하는 래치 수단과,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
이터를 감지하고 래치하는 센스 래치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n으로 했을 때 상기 래

치 수단, 센스 래치 수단의 수가 m[m은 2
m-1
＜n≤2

m
(m은 2 이상의 자연수)]개인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을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기입 데이터를 유도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
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에서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유도하는 비트선과, 상기 메모
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에 래치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다치 데이터에 따르
는 기입 제어 전압을 선택하고, 선택된 기입 제어 전압을 비트선에 공급하는 기입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한 후, 상기 기입된 데이터를 검증하는 검증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검증 회로 및 상기 
기입 회로를 상기 래치 수단에 래치된 n개의 기입 데이터에 의해 제어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3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래치 수단은 상기 검증 판독 동작의 결과가 양호할 때, 상기 
래치 기능으로 래치된 기입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했을 때,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
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의 데이터로 갱신한다.

제3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검증 판독 동작중, 일단 갱신된 기입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도
록 상기 래치되어 있는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검증회로 및 상기 기입 회로에 의해 상기 래치 기능
으로의 입력 데이터를 제어한다.

본 발명의 제4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n치(n≥3) 데이터를 기억 가능한 전하 축적부를 갖는 복수
의 메모리로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복수의 비트선과, 복수의 워드선과, 복수의 프로그램 제어 회
로와, 복수의 데이터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프로그램 제어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을 선택하고, 선택한 

메모리 셀에 기입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데이터 회로는 m을 2
m-1
＜n≤2

m
을 만족하는 자연수로 할 때에 m개

의 래치로 구성되고, 상기 프로그램 제어 회로에 의해 선택된 각각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 셀에 인가되는 
기입 제어 전압을 제어하는 제1, 제2, …, 제n의 논리 레벨의 기입 제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상기 기입 
제어 전압을 각각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 셀에 인가하고, 상기 제1 이외의 논리 레벨의 기입 제어 데이터
를 보유하고 있는 상기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상태만 선택적으로 검출하고, 미
리 결정된 기입 상태에 도달한 메모리 셀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 회로의 상기 기입 제어 데이터의 논리 
레벨을 상기 제1 논리 레벨로 변경하고, 미리 결정된 기입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메모리 셀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 회로의 상기 기입 제어 데이터의 논리 레벨을 보유하고, 상기 제1 논리 레벨의 기입 제어 데
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기 데이터 회로의 기입 제어 데이터의 논리 레벨을 상기 제1 논리 레벨로 보유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있어서, 상기 m개의 래치 상태의 조합에 의해 상기 
기입 데이터의 갱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4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상기 기입 데이터를 갱신하는 검증 회로는 기입 제어 전압을 발생한
다.

본 발명의 제5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
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
터를 래치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

여 래치하고,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2
m
(m은 2이상의 자연수)=n치로 했을 때 그 수가 m개로 설정된 데이

터 래치 센스 앰프를 포함하는 비트선 제어회로와, 상기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와 상기 메모리 셀을 서로 
접속하고,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로 상
기 기입 데이터를 유도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상기 데이
터 래치 센스 앰프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유도하는 비트선과,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
기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래치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다치 데이터에 따르는 기입 제어 전압을 
선택하고, 선택된 기입 제어 전압을 비트선에 공급하는 기입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한 
후, 상기 기입된 데이터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회로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기적 개서가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에 접속된 비트선을 상기 메모리 셀을 통하여 충전하며, 또한 
메모리 셀의 다치 데이터를 다치 레벨의 전위로서 비트선으로 출력하는 임계치 검출 수단과, 상기 임계치 
검출 수단에 의해 충전된 다치 레벨의 비트선 전위를 감지하는 센스 앰프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
터를 보유하는 제1, 제2, …, 제m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
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임계치 검출 수단을 이용하는 기입 검증 
수단과, 상기 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로부터 기입 불충분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일괄 갱신하는 데이터 갱신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
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갱신 회로는 1개의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참조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그리고, 본 발명은 전기적 개서가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
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에 접속된 비트선을 상기 메모리 셀을 통하여 충전하며, 
또한 메모리 셀의 다치 데이터를 다치 레벨의 전위로서 비트선으로 출력하는 임계치 검출 수단과, 상기 
임계치 검출 수단에 의해 충전된 다치 레벨의 비트선 전위를 참조 전압을 비교함으로써 비트선 전위를 감
지하는 센스 앰프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제1, 제2, …, 제m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임계치 검출 수단을 이용하는 기입 검증 수단과, 상기 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로부터 기입 불충분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일괄 갱
신하는 데이터 갱신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갱신 
회로는 1개의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참조하고, 상기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 수단은 비트선 전위가 
재기입 데이터로서 감지, 기억되도록,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출력되는 비트선 및 참조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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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데이터 회로의 내용에 따라서 수정하고, 비트선 전위가 수정될 때까지는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 기억 
상태를 유지하고, 수정된 비트선 전위를 유지한 채 데이터 회로를 센스 앰프로서 동작시켜 데이터 회로 
내용의 일괄 갱신을 행하고, 데이터 회로의 내용에 기초하는 기입 동작과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을 
메모리 셀이 소정의 기입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행함으로써 전기적으로 데이터 기입을 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본 발명의 장기 메모리 셀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복수개씩 직렬 접속된 NAND형 셀이고, 상기 NAND형 
셀의 일단은 제1 선택 게이트를 통하여 비트선에 접속되고, 상기 NAND형 셀의 다른 단은 제2 선택 게이트
를 통하여 소스선에 접속되고, 상기 임계치 검출 수단은 소스선 전압을 상기 NAND형 셀을 통하여 비트선
으로 전송시켜 비트선을 충전하고, 선택되지 않은 제어 게이트 전압 및 제1, 제2 선택 게이트 전압은 선
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로 비트선 전압이 결정되도록 비선택 메모리 셀 및 제1, 제2 선택 트랜지스터의 
전압 전송 능력을 충분히 높이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4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제1, 제2, …, 제m[m은 2
(m-1)

＜n≤

2
m
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
억 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전지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제1, 제2, …, 제m[m은 2
(m-1)

＜n≤

2
m
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과, 상기 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후의 상태로부터 기입 불충분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갱
신하는 데이터 갱신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갱신 
회로는 1개의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4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의 임계치 전압을 검출하는 임계치 검출 수단과, 메모리 셀에 기입

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제1, 제2, …, 제m[m은 2
(m-1)

＜n≤2
m
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임계치 검출은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1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가함으
로써, 상기 메모리 셀이 "1"상태인지, 또는 "2" 또는 "3" 또는 … "n"상태인지를 판정하고, 또,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2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이 "1" 또는 "2"상태인지, 또
는 "3", …, "n"상태인지를 판정하도록,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1, 제2, …, 제(n-1)의 임계치 검
출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하고, n종류의 기입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기입 동작시에 k(k는 2≤k＜n을 만족하는 자연수)종류의 
기입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메모리 셀에 대하여 거의 동시에 제1 기입을 행하고, 제1 기입 동작의 전 또
는 후에 n-k종류의 기입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메모리 셀에 기입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또, 본 발명은, "1"상태가 소거 상태이고, "2" 상태, "3" 상태, …, "n" 상태가 기입 상태인, 전기적 개
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
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하고, 기입시에 n종류의 
기입 동작중, "3" 상태, …, 및 "n"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메모리 셀에 거의 동시에 제1 기입 동작을 행
하고, 상기 제1 기입 동작의 전 또는 후에 "2"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
체 기억 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은, n치의 기입 상태에서, "1" 상태, "2" 상태, "3" 상태, …, "n" 상태의 순으로 기입 임
계치 전압이 큰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본 발명은, "1" 상태, "2" 상태, "3" 상태, …, "n" 상태(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 상태로 하는,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 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
과 데이터의 수수를 행하는 신호선과,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한 정보를 보유하는 판독 데이터 보유 회로를 
구비하고,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i" 상태와 거의 동일한지 또는 "i" 상태 이상인지, 혹은 "i" 상태보다
도 작은지를 조사하는 제i의 판독 동작을 행하여, 판독 데이터를 데이터 보유 회로에 보유하고, 그 후,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j" 상태와 거의 동일한지 또한 "j" 상태 이상인지, 혹은 "j" 상태보다도 작은지를 
조사하는 제j의 판독 동작시에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한 신호선의 전위를, 상기 데이터 보유 회로
에 보유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바꾼 후에 신호선의 전위를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과 데이터의 수수를 행하는 신호선과,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
터를 보유하는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
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하고, 메모리 셀의 기입 데이터를 출력한 신호선의 
전위를 2번 이상 참조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후의 상태로부터 기입
이 불충분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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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한 본 발명은,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
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의 임계치 전압을 검출하는 임계치 검출 수단과, 메모리 셀
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
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임계치 검출은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1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이 "1" 상태인지, 또는 "2" 또
는 "3" 또는 …, "n" 상태인지를 판정하고, 또,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2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가
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이 "1" 또는 "2" 상태인지, 또는 "3", …, "n" 상태인지를 판정하도록,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1, 제2, …, 제(n-1)의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가하고, 메모리 셀의 기입 데이터를 
출력한 신호선의 전위를 2번 이상 참조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후의 
상태로부터 기입이 불충분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본 발명은 n은 4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m개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
단과, 상기 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후의 상태로부터 기입 불충분한 메모리 셀에 대
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갱신하는 데이터 갱신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갱신 회로는 1개의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본 발명에 관한 제5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다치 데이터를 메모리 셀에 기입할 때, 다치 데이터 
각각에 따른 비트선 기입 전위의 하나를 비트선에 충전하고, 충전한 후 비트선을 전기적으로 플로팅된 상
태로 하는 수단과,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비트선의 충전량을 증가, 감소, 유지시키는 것 중의 어느 한 상
태를 취함으로써, 다치의 데이터에 따라서 설정되는, 비트선 기입 제어 전위로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은 2치 이상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로의 데이터의 기입 및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데이터의 판독에 사용되는 
비트선을 구비하고, 상기 비트선을 소정의 전위로 한 후, 상기 비트선을 전기적으로 플로팅한 상태로 하
고,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비트선의 소정 전위를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의 하나로서 
이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은, 2치 이상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에 기입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전달
하기 위한 비트선과, 상기 비트선에 접속된,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하기 전에 상기 비트선을 소
정 전위로 하고, 상기 소정 전위의 비트선을 전기적으로 플로팅한 상태로 하는 제1 회로와, 상기 비트선
에 접속된, 상기 2치 이상의 데이터의 하나를 선택된 메모리 셀에 기입할 때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소정의 전위인 채로 하고, 상기 2치 이상의 데이터의 다른 하나를 선택된 메모리 셀에 기입할 때 상기 비
트선의 전위를 상기 소정 전위와는 상이한 전위로 시프트시키는 제2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이다.

본 발명의 상기 제2 회로는 플립 플롭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플립 플롭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
를 기입할 때 기입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플립 플롭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 할 때, 기억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소정의 전위인 채로 하든지,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소정의 전위
와는 상이한 전위로 시프트 시키든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플립 플롭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판독 데이터를 증폭
하여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메모리 셀이 기억하는 데이터의 수를 n(n≥2)으로 했을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
입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증폭하여 기억하기 위한 상기 플립 플롭 
회로의 수는 n-1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의 상기 n-1개의 플립 플롭 회로가 기억하는 기입 데이터는 검증 동작이 완료한 후, 다른 데이터
로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n-1개의 플립 플롭 회로가 기억하는 기입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로 변경된 것을 검지하여 기
입 동작을 종료시키는 기입 종료 검지 회로를 더욱 구비한다.

또한, 본 발명은, 2치 이상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의 소스/드레인의 한쪽을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로부터 도출하는 비트선과, 
상기 비트선과 데이터 입출력선과의 사이에 개재하는 비트선 제어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비트선 제어 회
로는, 기입 동작전에 상기 비트선을 충전하는 충전 회로와, 데이터 출력선에 공급된 기입 데이터를 기억
하는 기입 데이터 기억부와, 상기 기입 데이터 기억부에 기입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충전 전위인 상태인 채, 또는 상기 충전 전위로부터 시프트시킨 상태로 제어하는 데이터 제어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상기 데이터 제어 회로는, 플립 플롭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플립 플롭 회로는 상기 메
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데이터 입출력선에 공급된 기입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플립 플롭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비트선에 판독
된 판독 데이터를 증폭하여 상기 데이터 입출력선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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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상기 메모리 셀이 기억하는 데이터의 수를 n(n≥2)으로 했을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
입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증폭하여 기억하기 위한 상기 플립 플롭 
회로의 수는 n-1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n-1개의 플립 플롭 회로가 기억하는 기입 데이터는 검증 동작이 완료한 후, 다른 
데이터로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본 발명은, 상기 n-1개의 플립 플롭 회로가 기억하는 기입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로 변경된 것을 검
지하여 기입 동작을 종료시키는 기입 종료 검지 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충전 회로는, 상기 비트선을 전원 전위로 충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데이터 제어 회로는 상기 데이터 제어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기입 데이터 기
억부에 기억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전원 전위인 채로, 또는 상기 전원 전
위보다도 낮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충전 회로는, 상기 비트선을 접지와 전원 전압과의 중간에 있는 전위로 충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데이터 제어 회로는 상기 데이터 제어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기입 데이터 기
억부에 기억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중간에 있는 전위인 채이거나, 상기 중
간에 있는 전위보다도 낮게 하든지 또는 상기 중간에 있는 전위보다도 높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
다.

본 발명의 여러 목적 및 이점들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에서 구체화되고, 각 구성부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
여 명확해질 것이며, 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여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 및 이점은 첨부된 청구 범위에 특정된 수단 및 조합에 의하여 실현되며 달성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상의 일반적인 설명 및 이하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명세서에 포함되
어 그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 도면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도시하며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관한 다치(多置) 기억식 EEPROM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 1에서는 도
시하지 않은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1)에 대해서, 로우(row)계 
회로, 칼럼(column)계 회로(3)가 접속되어 있다.

로우계 회로(2)에는, 어드레스 입출력 회로(이하, 어드레스 버퍼라 한다)(4)로 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
호를 받아서, 받은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해서 메모리 셀 어레이의 로우를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2A)와, 
로우 디코더(2A)의 출력에 기초해서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워드선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 회로(2B)가 포함
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는 NAND형 EEPROM의 경우를 설명하지만, NAND형 EEPROM에서는 워드선이라는 것
을 선택 게이트 SG 및 제어 게이트 CG를 지칭하므로, 워드선 구동 회로(2B)는 이하 제어 게이트/선택 게
이트 구동 회로라고도 칭한다.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B)는,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서 선택 
게이트 SG 및 제어 게이트 CG를 선택, 선택된 선택 게이트 및 제어 게이트에 기입 전압 및 판독 전압 등
을 인가한다.

칼럼계 회로(3)에는, 어드레스 버퍼(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를 받아서, 받은 어드레스 신호에 기
초해서 메모리 셀 어레이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3A)와, 칼럼 디코더(3A)의 출력에 기초해서, 메
모리 셀 어레이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선택선을 구동하는 칼럼 선택선 구동 회로(3B)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칼럼계 회로(3)에는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거나,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하기 위한 비트선 제어 회로(후술하는 데이터 회로 포함)(3C)가 포함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3C)는, 데이터 입출력 회로(데이터 입출력 버퍼)(5)에 접속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3C)는, 데
이터를 기입할 때, 데이터 입출력 버퍼(5)로부터 기입 데이터를 받아서, 받은 기입 데이터를 메모리 셀 
어레이(1)로 출력한다.

한편, 비트선 제어 회로(3C)는, 데이터를 판독할 때,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 데이터를 받아서, 받은 판독 
데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버퍼(5)로 출력한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5)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를 행하는 것
이므로, EEPROM 외부에서 입력된 기입 데이터를 메모리 코어부(1A)로 유도하거나, 메모리 코어부(1A)로부
터 판독된 판독 데이터를 EEPROM 외부로 출력하거나 한다. 기입 종료 검지 회로(18)는 비트선 제어 회로
(3C)의 출력에 기초해서, 데이터 기입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지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한 메모리 셀 어레이(1), 및 칼럼계 회로(3)(특히, 비트선 제어 회로(3C))의 구성을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하듯이, 메모리 셀 어레이(1)에는, 메모리 셀 MC가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실시예
에 따른 EEPROM에서는 한개의 셀 MC가 서로 직렬로 접속된 복수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1~M4)를 포함하
며, NAND형의 셀 MC를 구성하고 있다. 셀 MC의 일단은 선택 트랜지스터(S1)를 개재하여 비트선 BL0~BLm에 
접속되고, 그 타단은 선택 트랜지스터(S2)를 개재하여 소스선 VS에 접속된다. 제어 게이트 CG를 공유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그룹은 페이지라고 부르는 단위를 형성한다.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은 페이지
로 동시에 행해진다. 또, 4개의 제어 게이트(CG1~CG4)에 접속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그룹은 블록이
라고 부르는 단위를 형성한다. 페이지, 및 블록은 각기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도시 생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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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선택된다.

데이터 회로(6-0~6-m)는 각기 비트선 BL0~BLm과, 데이터 입출력선 I/O와의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데이터 
회로(6-0~6-m)는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수단, 및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
이터를 감지 및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수단을 갖고 있다.

이어서, 도 2에 도시한 NAND형의 셀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3a는 회로도, 도 3b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의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의 메모리 셀 어레이(1)는 P형 웰 또는 P형 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다. 
도 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레이(1)에 집적된 NAND형 셀은 예를 들면 4개의 메모리 셀 트랜
지스터(M1~M4)를 직렬 접속한 구성이다. 그리고, 셀 MC의 일단은 선택 트랜지스터(S1)를 개재하여 비트선 
BL에 접속되고, 그 타단은 선택 트랜지스터(S2)를 개재하여 공통 소스선 VS에 접속된다. 선택 트랜지스터
(S1, S2)의 게이트는 각기 선택 게이트(SG1, SG2)에 접속되어 있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1~M4)의 게이
트는 각기 제어 게이트(CG1~CG4)에 접속되어 있다.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한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은, 적층 형성된 부유 게이트(전하 축적층)와 
제어 게이트 CG를 갖고, 부유 게이트에 축적된 전자량으로 데이터를 기억한다. 축적된 전자량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로서 판독할 수 있다.

이어서,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한 NAND형의 셀 MC의 동작을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2)가 선택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먼저, NAND형의 셀 MC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동작을 설명한다. 도 4a는 전압의 인가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4b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 파형과, 비트선에 나타나는 출력 파형을 도시한 도면이다.

우선, 비트선 BL을 미리 0 V로 리세트한다. 리세트 후, 플로팅 상태로 해준다. 그 후에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전압을 NAND형의 셀의 각 부에 인가하므로써 데이터의 판독을 행한다. 비트선 
BL은  공통  소스선  VS으로부터  선택  트랜지스터(S1,  S2),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1~M4)를  통해서 
충전된다. 이렇게 충전된 비트선 BL의 전위가,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에 의해서 정해지
도록 선택 게이트, 제어 게이트의 전압이 제어된다.

이 예에서는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은 파형으로, 선택 게이트(SG1, SG2), 제어 게이트(CG1, CG3, CG4)를 
각기 6 V로, 선택된 제어 게이트(CG2)를 3 V로, 그리고 공통 소스선 VS를 3 V 로 한다. 이로써, 비트선 
BL에는 제어 게이트(CG2)의 전압으로부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2)의 임계치를 감한 전압이 생성된다.

한편,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하나의 예는 하기 하는 바와 같이, 데이터 "1"을 기억하고 있
던 때는 -2 V, 데이터 "2"를 기억하고 있던 때는 1 V, 데이터 "3"을 기억하고 있던 때는 2 V, 데이터 "
4"를 기억하고 있던 때는 3 V 이다.

이 때문에, 상기 하나의 예의 경우, 데이터의 판독을 행하면, 비트선 BL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2가 
데이터 "1"을 기억하고 있던 때는 3 V, 데이터 "2"를 기억하고 있던 때는 2 V, 데이터 "3"을 기억하고 있
던 때는 1 V, 데이터 "4"를 기억하고 있던 때는 0 V의 전압이 생성된다. 이 모양을 도 5에 도시하였다. 
도 6은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한 NAND형의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의 전압의 압력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데이터의 기입은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은 데이터에 따른 전압을 비트선 BL에 인가하고, 선택 게이트
(SG1), 제어 게이트(CG1, CG3~CG4)를 10 V로, 선택된 제어 게이트(CG2)를 20 V로, 제어 게이트(SG2) 및 
공통 소스선 VS를 각기 0 V로 한다. 비트선 BL에는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1"을 기입할 때는 8V, 
데이터 "2"를 기입할 때는 2 V, 데이터 "3"을 기입할 때는 1 V, 데이터 "4"를 기입할 때는 0 V의 전압을 
각각 제공한다.

데이터 "4"를 기입할 때에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제어 게이트 CG와 채널과의 전위차가 20 V로 크
게 되어, 전자가 주지의 터널 전류에 의해 채널로부터 부유 게이트로 주입되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
의 임계치는 정(+)의 방향으로 크게 시프트된다. 이 결과,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는 예를 들면 
3V가 된다. 데이터 "3"을 기입할 때, 데이터 "2"를 기입할 때는 각각, 제어 게이트(CG2)와 채널과의 전위
차가 데이터 "4"를 기입할 때에 비교해서 작게 되므로, 부유 게이트로 주입되는 전자의 량은 작게 된다. 
이 때문에 임계치는 예를 들면 2 V, 1 V로 된다.

데이터 "1"을 기입할 때에는, 제어 게이트(CG2)와 채널과의 전위차는 12 V로 작아서, 터널 전류는 흐르지 
않고,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는 데이터가 소거된 상태로 변동하지 않는다.

데이터 소거는, 제어 게이트(CG1~CG4)를 0 V로 하고, P형 웰 또는 P형 기판에 20 V를 인가한다. 이로써, 
기입시와는 역의 방향으로 터널 전류가 흘러, 부유 게이트로부터 P형 웰 또는 P형 기판으로 전자가 방출
된다. 데이터가 소거된 상태에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하나의 예는 예를 들면 -2 V이다.

이어서, 도 2에 도시된 데이터 회로(6)의 상세를 도 7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도 7은 4치 기억의 경우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회로(6)는 비트선 BL에 취출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데이터를 검지
하고, 증폭하기 위한 제1, 제2의 센스 앰프(6A1, 6A2)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로의 기입 데이터를 유지
하는 제1, 제2 데이터 래치(6B1, 6B2)와, 검증시에 센스 앰프(6A1, 6A2)에 의해서 검지된 데이터와 데이
터 래치(6B1, 6B2)의 데이터로부터, 셀로의 충분한 기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고, 이어서 기입할 데이
터를 작성해서 데이터 래치(6B1, 6B2)로 보내는 제1, 제2 검증 회로(6C1, 6C2)를 갖는다. 더우기, 제1, 
제2 데이터 래치(6B1, 6B2)의 내용에 의해, 셀로 기입할 데이터를 전압으로서 비트선 BL로 제공하는 기입 
회로(6D)를 갖고 있다.

칩 외부와 데이터 회로(6)와의 사이에서는 제1, 제2 데이터 입출력선을 개재하여 각각 1 비트의 데이터의 
수수가 행해져 모두 2 비트의 데이터의 수수가 행해진다.

판독 동작시에는 센스 앰프(6A1, 6A2)로부터 제1, 제2 데이터 입출력선을 각각 개재하여 칩 외부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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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판독되고, 기입 동작시에는 칩 외부로부터 제1, 제2 데이터 입출력선을 개재하여 데이터 래치(6B1, 
6B2)로 각각 데이터가 보내진다.

센스 앰프(6A1)에는, 데이터 검지의 참조 전압이 되는 제2 기준 전압이 제공된다. 센스 앰프(6A2)에는 제
1, 제3 기준 전압의 어느 것이 제1의 센스 앰프(6A1) 혹은 제1의 데이터 래치(6B1)의 내용에 따라 전환되
어 제공된다.

이어서, 그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최초에 판독 동작을 설명한다.

워드선(제어 게이트)에 의해서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으로부터는 4치 데이터 "1", "2", "3", "4" 
중 어느 것이 판독되고, 판독된 4치 데이터에 따라서, 3 V, 2 V, 1 V, 0 V의 어느 것의 전압이 비트선 BL
에 나타난다. 비트선 BL에 나타난 판독 데이터는 센스 앰프(6A1, 6A2)의 양쪽으로 보내진다.

먼저, 센스 앰프(6A1)가 동작한다. 센스 앰프(6A1)에는, 제2 기준 전압(=1.5 V)이 참조 전압으로서 제공
된다. 판독 데이터는, 센스 앰프(6A1)에 의해서, 제2 기준 전압과 비교된다. 판독 데이터가 "1", "2"의 
경우, 그 전압은 제2 기준 전압보다 높다. 이 때문에, 센스 앰프(1)는 "H"로 검출하며 증폭한다.

또, 데이터가 "3", "4"의 경우, 그 전압은 제2 기준 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센스 앰프(6A1)는 "L"로 검출
하여 증폭한다.

이어서, 센스 앰프(6A2)가 동작한다.

센스 앰프(6A1)의 출력이 "H"일 때, 센스 앰프(6A2)에는, 제1 기준 전압(=2.5 V)이 참조 전압으로서 제공
된다. 데이터가 "1"의 경우, 그 전압은 제1 기준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센스 앰프(6A2)는 "H"로 검출하며 
증폭한다. 데이터가 "2"의 경우 그 전압은 제1 기준 전압보다도 낮기 때문에 센스 앰프(6A2)는 "L"로 검
지하여 증폭한다.

한편, 센스 앰프(6A1)의 출력이 "L"일 때, 센스 앰프(6A2)에는, 제3 기준전압(=0.5 V)이 참조 전압으로서 
제공된다. 데이터가 "3"의 경우, 그 전압은 제3 기준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센스 앰프(6A2)는 "H"로 검지
해서 증폭한다. 데이터가 "4"의 경우, 그 전압은 제3 기준 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센스 앰프(6A2)는 "L"로 
검지해서 증폭한다.

이와 같이 1개의 비트선 BL 상에 전압 레벨로서 표현된 4치 데이터 "1", "2", "3", "4"는 센스 앰프(6A
1)의 출력 레벨, 센스 앰프(6A2)의 출력 레벨에 따라서, "H, H", "H,L", "L,H", "L,L"로 2 비트로 표시되
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1개의 비트선 BL에 나타난 4치 데이터는 2 비트의 2치 데이터로 변환된다. 2 
비트의 2치 데이터는 그 후에 제1, 제2 데이터 입출력선을 개재하여 칩 외부에 판독된다.

이어서, 기입 동작을 설명한다.

2 비트의 2치 데이터가 제1, 제2 데이터 입출력선을 개재해서 데이터 래치(6B1, 6B2)로 보내진다. 그 후
에 데이터 래치(6B1, 6B2)의 내용은 기입 회로(6D)로 보내진다.

도 8은 기입 회로(6D)의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8에 도시하는 기입 회로는, 기입 신호 WRT에 동기해서 데이터 래치(6B1)의 출력 레벨, 데이터 래치
(6B2)의 출력 레벨에 따라서, 2 비트의 데이터, "L, L", "L, H", "H, L", "H,H"에 대응해서, 4치 데이터 
"1"=8 V, "2"=2 V, "3"=1 V, "4"=0 V의 전압을 비트선 BL에 제공한다.

선택된 워드선에 예를 들면 20 V의 고전압을 제공한다. 비트선 BL의 전압에 따라 전자가 부유 게이트로 
주입되고, 기입이 진행된다. 데이터 "1"의 경우에는 전자의 주입은 일어나지 않고 셀의 임계치는 변화하
지 않는다.

기입을  정밀도  좋게  행하기  위해서,  환언하면  가능한  좁은  전압  범위로  임계치  전압을  분포시키기 
위해서, 기입 후 검증 동작을 행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행한다. 특히 정밀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각 비
트 각각에 최적의 기입이 행해지도록 비트마다 검증을 행한다.

이하, 검증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판독시와 동일하게, 비트선 BL을 0 V로 리세트한다. 이어서, 공통 소트선을 3 V로 하고, 워드선(제
어 게이트)에도 3 V를 인가한다. 혹시, 기입 후의 임계치에 마진을 취한다면 워드선(제어 게이트)의 전압
을 판독시와 비교해서 약간 낮게, 예를 들면 2.8 V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비트선 BL에는 기입에 따른 전압이 나타나고, 센스 앰프(6A1, 6A2)로 보내진다. 검증 동작시에는 먼저, 
센스 앰프(6A2)로부터 먼저 동작된다. 이 때, 데이터 래치(6B1)의 내용에 따라서, 센스 앰프(6A2)로, 제1 
기준 전압을 제공하던가, 제3 기준 전압을 제공하던가의 어느쪽이 결정된다. 데이터 래치(6B1)의 출력이 
"L"의 경우에는 센스 앰프(6A2)에는, 제1 기준 전압(=2.5 V)이 제공된다. 데이터 래치(6B1)의 출력이 "
H"의 경우에는 센스 앰프(6A2)에는 제3 기준 전압(=0.5 V)이 제공된다.

이어서, 센스 앰프(6A2)를 동작시킨다.

먼저, 데이터 래치(6B2)의 내용이 "H"의 경우, 환언하면 기입 데이터가 "2"나 "4"의 경우에는, 센스 앰프
(6A2)는 상기의 판독 동작과 동일하게, 제1 기준 전압, 또는 제3 기준 전압을 참조해서, 비트선 BL의 전
압을 검지하고 그리고 증폭한다. 이 결과, 센스 앰프(6A2)의 출력이 "H"로 된 때에는 "2"나 "4"의 기입이 
불충분하다고 판정된다. 이 때는 센스 앰프(6A1)를 동작시키지 않고, 기입 동작을 다시 행한다. 반대로, 
센스 앰프(6A2)의 출력이 "L"로 된 때에는 데이터 "2"나 "4"의 기입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 데이터 래치(6B2)의 내용이 "L"인 경우, 환원하면 기입 데이터가 "1"이나 "3"의 경우에는 센스 앰프
(6A2)의 출력은 강제적으로 "L"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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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앰프(6A2)의 출력이 강제적으로 "L"이 되는 때에는 데이터 "3"의 기입 정도의 판단이 행해지지 않는
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에 센스 앰프(6A1)를 동작시킨다.

먼저, 데이터 래치(6B1)의 내용이 "H"인 경우, 환원하면 기입 데이터가 "3"이나 "4"의 경우에는 센스 앰
프(6A1)는 상기의 판독 동작과 동일하게, 제2 기준 전압을 참조해서 비트선 BL의 전압을 검지하여 증폭한
다. 이 결과, 센스 앰프(6A1)의 출력이 "H"로 된 때에는 데이터 "3"의 기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때는 기입 동작을 다시 행한다. 반대로 센스 앰프(6A1)의 출력이 "L"로 된 때에는 데이터 "3"의 기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데이터 래치(6B1)의 내용이 "L"인 경우, 다시 말하면 기입 데이터가 "1"이나 "2"의 경우에는 센스 앰
프(6A1)의 출력은 강제적으로 "L"로 된다.

이와 같이, 데이터 "2", "3", "4"의 기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기입전과 동일한 2 비트의 데이
터 "L, H", "H, L", "H, H"이, 데이터 래치(6B1) 및 데이터 래치(6B2)에 유지되어 다음의 기입시에 전회
와 동일한 기입 동작이 실행된다.

한편, 데이터 "1"의 기입, 요컨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을 변화시키지 않은 때와 데이터 
"2", "3", "4"의 기입이 충분하게 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데이터 "L, L"이, 데이터 래치(6B1) 및 데이터 
래치(6B2)에 기억되고, 다음 기입시에는 임계치를 변화시키지 않게 된다.

기입 및 검증은 복수의 메모리 셀에 대해서 동시에 행해지며, 기입 불충분의 메모리 셀이 있는 동안은 기
입 및 검증은 반복해서 행해지고, 모든 메모리 셀이 기입 완료(충분)가 된 경우는 기입 종료 검지 회로
(18)가 그것을 검지해서, 기입 동작을 완료시킨다. 또, 미리 정해놓은 회수만큼 기입 및 검증을 반복해도 
기입이 불충분한 메모리 셀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입 불량이라고 판단하여 기입 동작을 종료한다.

상술한 제1 실시예에 따른 비트마다 검증 수단을 가진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에 의하면, 다치의 데이터

의 수를 n(n=2
m
, m=log2

n
(m은 2 이상의 자연수))로 한 때에,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 및 검증 회로의 수

를 각각 m개로 한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치의 데이터수를 n으로 한 때, (n-1)개의 데이터 래치, 센
스 앰프, 및 검증 회로를 필요로 하는 종래와 비교해 그 수를 대폭으로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치의 데이터수를 4로 한 때, 종래의 장치에서는 4-1=3조의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 및 
검증 회로가 필요했으나, 제1 실시예에 따른 장치에서는 log24=2조로 끝난다. 이 때문에, 센스 앰프, 데이

터 래치수를 줄임으로써 칼럼계 회로의 회로 규모가 작게 되어 고집적화에 적합하다.

또,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의 수 m은,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접속되는 데이터 입출력선의 비트수와, 
동일한 수로 할 수 있다. 이 때, m개의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각각 1 비트씩의 데이터를 할당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면, 회로 구성이 간단하게 된다. 간단한 회로 구성은, 다치 기억이 반도체 기억 장치
의 기본이 되는 하나의 구성을 제공하므로, 향후 고기능화 및 고성능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m개의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를 순차적으로 데이터의 최상위의 제1 비트로부터 최하위의 제m 비트로 
할당되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구성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로부터의 데이터 판독은 
제1 비트로 할당된 제1의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로부터 순차적으로 최하위의 제m 비트로 할당된 제m의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를  향해서  동작시켜  행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  구성은  비트수를  예를  들면 
"3","4", …로 순차적으로 증가시킬 때, 비트수의 증가에 맞추어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의 증가를 간단
하게 행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상기의 실시예에서는, 비트수가 "2"이고, 판독 데이터가, 먼저 최상위의 제1 비트로 할당된 제1의 데이터 
래치(6B1), 센스 앰프(6A1)에 의해서, 상기 제2 기준 전압과 비교되어, 판독 데이터가 상기 제2 기준 전
압보다 높은지 낮은지의 비교 결과가 먼저 출력된다. 그리고, 이 출력에 따라, 하위 제2 비트로 할당된 
제2 데이터 래치(6B2), 센스 앰프(6A2)에 제공되는 기준 전압의 레벨을, 제1 기준 전압, 또는 제3 기준 
전압으로 전환해서, 판독 데이터가 상기 제1 기준 전압, 또는 제3 기준 전압 보다도 높은지 낮은지의 비
교 결과를 출력한다. 이와 같이 해서, 4치의 데이터를 각각 식별하고, 또한 4치의 데이터를 2 비트의 데
이터로 변환하고 있다.

이것을 비트수를 "3"으로 증가시킨 때에는, 상기의 최상위 비트로부터 최하위 비트를 향해서 동작시키는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먼저 판독 데이터를 최상위의 제1 비트로 할당된 제1의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의해서, 제4 기준 전압과 비교해서 판독 데이터가 제4 기준 전압보다도 높은지 낮은지의 비교 결과를 출
력한다. 그리고, 이 출력에 따라서, 그 다음 상위의 제2 비트로 할당된 제2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제
공되는 기준 전압의 레벨을 제2 기준 전압, 또는 제6 기준 전압으로 전환, 판독 데이터가 제2 기준 전압 
또는 제4 기준 전압보다도 높은지 낮은지의 비교 결과를 이어서 출력한다. 그리고, 이 출력에 응답하여, 
다시 다음 상위의 제3 비트로 할당된 제3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제공되는 기준 전압의 레벨을 제1 기
준 전압, 제3 기준 전압, 제5  기준 전압, 제7 기준 전압 중 어느 하나로 전환한다. 이와 같이 하면, 8치
의 데이터를 각기 판별하고, 또한 8치의 데이터를 3 비트의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또, 메모리 셀로부터, 검증을 위해서 데이터를 판독할 때, m개의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를 각기 최하위
의 제m 비트로 할당된 제m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로 부터 순차적으로 최하위의 제1 비트로 할당된 제1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를 향해 동작되게 구성한다. 이 구성은, 기준 전압을 설정하기 위한 데이터, 요컨
대 기입 데이터가 검증 판독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없는 회로 구성을 실현한다. 이 때문에 동일한 기입 
데이터를 래치하고 있는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를 사용해서 검증의 결과 판정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m 비트로 n치의 판독 데이터와, m 비트로 n치의 기입 데이터를 서로 다른 데이터에 의해 제공하게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래치된 기입 데이터를, 판독 데이터와 비교하므로써 검
증 결과의 양호·불량을 알 수 있는 구성이 제공된다.

상기 실시예에 따른 검증 결과의 양호·불량의 판정 방법을, 간단히 기술하면,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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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치된 기입 데이터와 판독 데이터를 비교하고, 기입 데이터가 판독 데이터에 의해서 변경된 때에 검증 
결과가 양호하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다시, 상기 실시예에서는, 검증 회로의 활성 및 비활성의 제어가,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래치된 기입 
데이터에 의해서 행해지게 하고 있다. 이것은, 검증 회로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회로의 회로 규모를 작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검증 회로는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래치된 기입 데이터가 변경되었
다면, 순시에 비활성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증 회로를 민감하게 제어할 수 있고, 검증 회로
의 동작 속도를 고속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증 회로의 완만한 동작을 원인으로 하는 바와 같은 오버 
라이트의 가능성도 작게 된다.

이와 같은 상기 실시예에서, 데이터 입출력선의 비트수를, 장치의 외부로부터 장치의 내부로 입력되는 기
입 데이터의 비트수, 및 장치의 내부에서 장치의 외부로 출력되는 판독 데이터의 비트수를 각기 동일하게 
하면, 비트수를 변환하기 위한 비트수 변환 회로를 생략할 수 있는 구성을 실현할 수 있다. 비트수 변환 
회로를 생략하면 고집적화와 고속 입출력 동작화가 동시에 달성된다.

또한,  이점에  대해서는  비트수  변환  회로를  미세화하고,  또한  고속으로  동작시키는  것도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비트수 변환 회로를 더욱 미세화하고, 고속으로 동작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집적 
회로의 내부에서 발생되는 노이즈의 문제가 크게 된다. 만일, 비트수 변환 회로가 상기 노이즈를 받으면, 
데이터가 오변환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요컨대, 현재의 비트수 변환 회로가 갖고 있는 충분한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결과가 생길지 모른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비트수 변환 회로는 향후 가능하면 생략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실시예에 따른 NAND형 EEPROM은 비트수 변환 회로를 생략 가능한 구성을 
갖고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기입 데이터를 비트수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장치의 외부에서 데이터 래치, 센스 앰
프로 입력하고, 또 판독 데이터는 비트수의 변환을 행하지 않고,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로부터 장치의 
외부로 출력하도록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구성하므로써,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고집적
화, 고속 입출력 동작화를 달성할 수 있는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을 얻을 수 있다.

이어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하의 실시예에서 제1 실시예와 대응하는 부분은 동일한 참
조 번호를 부여하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2 실시예]

비트선 제어 회로(3C)의 구체적인 구성의 변형에 관한 제2의 실시예를 설명 한다.

도 9는 제2의 실시예에 관한 NAND형 EEPROM의 구성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10은 도 9에 도시한 비트선 제
어 회로(3D)의 회로도, 도 11은 도 10에 도시한 플립 플롭 회로(14-1)의 회로도, 도 12는 도 10에 도시한 
플립 플롭 회로(14-2)의 회로도이다.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트선 제어 회로(3D)는, 2 비트(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에서 1비트, 데이
터 입출력선 I/OC, I/OD에서 1비트)의 데이터 입출력선 I/O와 1개의 비트선 BL을 서로 접속하고 있다. 
또, 비트선 제어 회로(3D) 내의 데이터 회로(6E)와 데이터 입출력선 I/O와의 사이에 칼럼 선택 신호 CSL
을 게이트로 받는 칼럼 게이트 회로(12)가 설치되어 있고, 데이터 회로(6E)는 칼럼 선택 신호 CSL에 의해
서 선택된 때, 데이터 입출력선 I/O에 접속된다. 데이터 회로(6E)와 비트선 BL과의 사이에는 트랜스퍼 게
이트 구동 신호 BLC를 게이트로 받는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7)가 설치되어 있으며 데이터 회로(6E)는 트
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가 "H" 레벨일 때, 비트선 BL에 접속된다.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회로(6E)에는 2개의 플립 플롭 회로(14-1, 14-2)가 포함되어 있다. 제
1 플립 플롭 회로(14-1)는 2개의 노드(VL1-1, VL2-1)를 갖고, 이들 노드(VL-1, VL2-1)를 각각 데이터 입
출력선 I/OB, 데이터 입출력선 I/OA에 접속하고 있다. 동일하게, 제2 플립 플롭 회로(14-2)는 2개의 노드
(VL1-2, VL2-2)를 갖고, 이들 노드(VL1-2, VL2-2)를 각각, 데이터 입출력선 I/OD, 데이터 입출력선 I/OC
에 접속하고 있다.

도 11 및 도 12에 도시하듯이, 플립 플롭 회로(14-1, 14-2)는 각각 트랜지스터(Q1-1~Q6-1, Q1-2~Q6-2)로 
구성된다.

플립 플롭 회로(14-1)는 도 7에 도시한 데이터 래치(6B1) 및 센스 앰프(6A1)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판독
할 때, 플립 플롭(14-1)은 센스 앰프(6A1)로서 동작하고, 데이터를 기입할 때, 데이터 래치(6B1)로서 동
작한다. 동일하게, 플립 플롭 회로(14-2)는 도 7에 도시한 데이터 래치(6B2) 및 센스 앰프(6A2)를 구성하
고, 데이터를 판독할 때, 플립 플롭 회로(14-2)는 센스 앰프(6A2)로서 동작하며 데이터를 기입할 때 데이
터 래치(6B2)로서 동작한다.

플립 플롭 회로(14-1)의 제1 노드(VL1-1)는 구동 신호(RV1)를 게이트로 받는 트랜지스터(Q7-1), 구동 신
호(LH1)를 게이트로 받은 트랜지스터(Q9-1)를 개재하여 데이터 회로(6E)의 노드(N2-1)에 접속된다. 노드
(N2-1)에는 제2 기준 전압(Vref2)이 제공된다. 또, 플립 플롭 회로(14-1)의 제2 노드(VL2-1)는 구동 신호
(RV1)를 게이트로 받는 트랜지스터(Q8-1), 구동 신호(LH1)를 게이트로 받는 트랜지스터(Q10-1)를 개재하
여 데이터 회로(6E)의 노드(N1)에 접속된다. 노드(N1)는 비트선 BL에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7)를 개재하
여 접속된다.

플립 플롭 회로(14-2)의 제1 노드(VL1-2)는 구동 신호(RV2)를 게이트로 받는 트랜지스터(Q7-2), 구동 신
호(LH2)를 게이트로 받는 트랜지스터(Q9-2)를 개재하여, 데이터 회로(6E)의 노드(N2-2)에 접속된다. 노드
(N2-2)에는 제1 기준 전압(Vref1) 또는 제3 기준 전압(Vref3)이 제공된다. 또, 플립 플롭 회로(14-2)의 
제2 노드(VL2-2)는 구동 신호(RV2)를 게이트로 받는 트랜지스터(Q8-2), 구동 신호(LH2)를 게이트로 받는 
트랜지스터(Q10-2)를 개재하여 데이터 회로(6E)의 노드(N1)에 접속된다.

트랜지스터(Q8-1)와  트랜지스터(Q10-1)와의  사이의 노드(VN2-1)와  노드(VL1-1)와의  사이에는,  제1  검증 
회로(16-1)가 접속되어 있다. 제1 검증 회로(16-1)는 게이트로 검증 신호(VRFY1)를 받는 트랜지스터(Q11-
1)와,  게이트를 노드(VL1-1)에  접속한 트랜지스터(Q12-1)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Q11-1)와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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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1)는 서로 직렬로 접속되고, 그리고 저 전위 전원(접지 전위 Vss)과 노드(VN2-1)사이에 접속된다.

또, 트랜지스터(Q8-2)와 트랜지스터(Q10-2)와의 사이의 노드(VN2-2)와 노드(VL1-2)와의 사이에는 제2 검
증 회로(16-2)가 접속되어 있다. 제2 검증 회로(16-2)는 게이트로 검증 신호(VRFY2)를 받는 트랜지스터
(Q11-2)와, 게이트를 노드(VL1-2)에 접속한 트랜지스터(Q12-2)를 포함한다. 트랜지스터(Q11-2)와 트랜지
스터(Q12-2)와는 서로 직렬 접속되며, 그리고 저 전위 전원(접지 전원 Vss)과 노드(VN2-2)와의 사이에 접
속된다.

이어서, 동작을 설명한다.

도 13은 데이터 판독시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파형도이다.

데이터 판독시, 플립 플롭 회로(14-1, 14-2)는 각기 센스 앰프로서 동작한다. 그리고, 데이터 판독 전에, 
플립 플롭 회로(14-1,  14-2)의 노드(VL1-1,  VL2-1,  VL1-2,  VL2-2),  그리고 노드(VN1-1,  VN2-1,  VN1-2, 
VN2-2)는 각기 전원 전위 Vcc와 접지 전압 Vss와의 중간에 있는 전압으로 초기화된다. 단, 초기화 회로는 
도시하지 않았다. 입력된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일의적(一義的)으로 정해놓은 1개의 워드선이 
활성화되고,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로부터 데이터가 비트선 BL로 취출되어, 비트선이 충전된다. 예
를 들면, 데이터 "1"에서는 3 V, 데이터 "2"에서는 2 V, 데이터 "3"에서는 1 V, 데이터 "4"에서는 0 V가 
각각 비트선 BL에 충전된다.

도 10에 도시하는 플립 플롭 회로(14-1)에는 제2 기준 전압(Vref2)으로서 1.5 V가 제공된다. 또, 플립 플
롭 회로(14-2)에는 제1 기준 전압(Vref1)으로서 0.5 V 또는 제3 기준 전압(Vref3)으로서 2.5 V의 어느 것
이 제공된다. 제1 기준 전압(Vref1)과 제3 기준 전압(Vref3)의 전환은, 제1의 실시예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플립 플롭 회로(14-1)의 검지 결과에 기초해서 전환된다. 단, 셀렉터는 도시 생략한다.

워드선과 동일한 타이밍에서, 구동 신호(LH1)가 "H"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의 전압이 노드(VN2-1, VL2-
1)로 전달되고, 또, 제2 기준 전압(Vref2)이 노드(VN1-1, VL1-1)에 각기 전달된다. 각각의 전달이 완료되
면 구동 신호(LH1)는 "L" 레벨이 되고, 플립 플롭 회로(14-1)는 비트선 BL, 제2 기준 전압(Vref2)으로부
터 각각 분리된다. 그 후,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SAN1, (반전) SAP1)를 입력하고, 플립 플롭 회로(14-
1)를 활성화시켜 판독된 데이터의 센스 증폭 동작을 개시한다. 이것에 의해서 노드(VL2-1)에 전달된 비트
선 BL의 전압과, 노드(VL1-1)에 전달된 제2 기준 전압(Vref2)과의 대소가 비교 검지되고, 노드(VL1-1, 
VL2-1)의 상태가 "H,L" 또는 "L, H"의 어느 것으로 결정된다.

그 후, 플립 플롭 회로(14-1)의 검지 결과에 기초해서 제1 기준 전압(Vref1)과 제3 기준 전압(Vref3)을 
전환한다.

이 후, 플립 플롭 회로(14-2)를 동작시킨다. 먼저, 위와 마찬가지로 구동 신호 LH2를 "H"레벨로 하여 비
트선 BL의 전압을 노드 VN2-2, VL2-2로 전달하며 또 기준 전압 Vref1, Vref3 중의 어느 하나를 노드 VN1-
2, VL1-2로 각각 전달한다. 각각의 전달이 완료되면, 구동 신호 LH2를 "L"레벨로 하여 플립 플롭 회로
(14-2)를 비트선 BL 및 기준 전압 Vref1 또는 Vref3로부터 각각 분리시킨다. 그 후, 센스 앰프 활성화 신
호 SAN2, (반전) SAP2를 입력하고 플립 플롭 회로(14-2)를 활성화시켜 판독된 데이터의 센스 증폭 동작을 
개시한다. 이로써, 노드 VL2-2에 전달된 비트선 BL의 전압과 노드 VL1-2에 전달된 기준 전압 Vref1 또는 
Vref3의 대소가 비교 검지되어 노드 VL1-2, VL2-2의 상태가 "H, L" 또는 "L, H"중의 어느 하나로 결정된
다.

도 15는 4치의 데이터를 판독한 후의 센스 앰프(플립 플롭 회로)의 노드 VL1-1, VL2-1, VL1-2, VL2-2의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판독된 데이터는 데이터 입출력선 I/O를 통해 데이
터 입출력 회로(5)로 보내져서 칩 외부로 판독된다.

도 14는 데이터 기입시의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이다.

데이터 기입시, 플립 플롭 회로(14-1, 14-2)는 각각 데이터 래치로서 동작한다. 우선, 칩 외부로부터 데
이터 회로(6E)에 입력된 데이터가 데이터 입출력선 I/O를 통해 노드 VL1-1, VL2-1, VL1-2, VL2-2로 보낸
다.

도 16은 4치 데이터를 기입할 때의 노드 VL1-1, VL2-1, VL1-2, VL2-2의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노드 VL1-1, VL2-1, VL1-2, VL2-2로 전송된 데이터는 도 9에 도시하는 기입 회로로 보내지고 데이터에 대
응한 전압, 예를 들면 8V, 2V, 1V, 0V를 비트선 BL에 준다. 그 후,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 상술한 기입 전압이 주어져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 대한 기입이 행해진다. 기입후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의 분포를 작게 하기 위해 이 기입은 조금씩 반복되며 기입과 기입 
사이에 검증 동작을 행한다.

검증 동작은 판독 동작과 아주 비슷한 동작을 행하는데, 플립 플롭 회로(14-1, 14-2)에 래치되어 있는 기
입 데이터에 의해 노드 VN2-1, VN2-2로 전송된 비트선 BL의 전압을 수식하는 동작이 다르다.

도 10을 참조하여 검증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플립 플롭 회로(14-1, 14-2)는 각각 기입 데이터를 래치하고 있다. 검증에 앞서 구동 신호 RV1, 
RV2를 저 전압으로 하고 트랜지스터 Q7-1, Q7-2, Q8-1, Q8-2를 각각 비 도통으로 하며 노드 VL1-1와 VN1-
1, VL1-2와 VN1-2, VL2-1와 VL2-1, VL2-2와 VN2-2를 각각 분리한다.

다음에, 판독 동작시와 마찬가지로 워드선이 활성화되고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로부터 데이터가 비
트선 BL로 인출된다. 예를 들면, 데이터 "1"에서는 3V, 데이터 "2"에서는 2V, 데이터 "3"에서는 1V, 데이
터 "4"에서는 0V가 각각 비트선 BL에 충전된다.  플립 플롭 회로(14-1)에 주어지는 기준 전압 Vref2는 
1.5V이다. 또, 플립 플롭 회로(14-2)에는 0.5V의 기준 전압 Vref1이나 2.5V의 기준 전압 Vref3 중 어느 
하나가 플립 플롭 회로(14-1)에 래치된 데이터에 따라 주어진다. 노드 VL1-1, VL1-2의 데이터가 "H, L"일 
때는 Vref3, 그리고 노드 VL1-1, VL1-2의 데이터가 "L, H"일 때는 Vref1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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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선과 마찬가지의 타이밍으로 구동 신호 LH2가 "H"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의 전압이 노드 VN2-2로, 또 
기준 전압 Vref1, Vref3 중 하나가 노드 VN1-2로 각각 전달된다. 각각의 전달이 완료되면 신호 LH2는 "L" 
레벨이 되어 플립 플롭 회로(14-2)는 비트선 BL 및 기준 전압 Vref1 또는 Vref3로부터 각각 분리된다.

다음에, 검증 신호 VRFY2를 입력하고 래치된 데이터에 의해 노드 VN2-2에 걸린 전압을 수식한다. 이 때문
에, 검증 신호 VRFY2를 고전압으로 하고 트랜지스터 Q11-2를 도통시킨다. 이 때, 노드 VL1-2, VL2-2에 래
치된 데이터가 "H, L"이면 트랜지스터 Q12-2도 도통하여 노드 VN2-2는 접지 전압으로 방전된다. 또, 노드 
"VL1-2, VL2-2"에 래치된 데이터가 "L, H"이면 트랜지스터 Q12-2는 비 도통으로 노드 VN2-2의 전압은 변
하지 않고 비트선 BL로부터 전송된 전압 그대로이다.

이 후,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2, (반전) SAP2를 입력하고 플립 플롭 회로(14-2)를 활성화시켜 판독된 
데이터의 센스 증폭 동작을 개시한다. 이로써, 노드 VL1-2에 전달된 비트선 BL의 전압과 노드 VL1-1에 전
달된 기준 전압 Vref1 또는 Vref3의 대소가 비교 검지되어 노드 VL1-2, VL2-2의 상태가 "H, L" 또는 "L, 
H" 중의 하나로 결정된다. 이것이 다음 기입을 위한 데이터로서 래치된다.

기준 전압이 2.5V(Vref3)의 경우, 센스 동작 종료후 플립 플롭 회로(14-2)의 노드 VL1-2, VL2-2의 상태가 
"H, L" 일 때는 기입 데이터가 "1"이거나 또는 기입 데이터가 "2"로서 소망 기입이 행해지는 것을 나타낸
다.

다음에, 플립 플롭 회로(14-1)의 동작을 이행한다. 플립 플롭 회로(14-1)의 노드 VL1-1은 "H"이므로 검증 
신호 VRFY1이 입력되면 노드 VN2-1은 접지 전압으로 방전된다. 따라서, 플립 플롭 회로(14-1)의 동작후의 
상태는 노드 VL1-1, VL2-1이 "H, L"이 되고, 기입 데이터가 "1"(데이터가 "1"인 경우는 기입을 행하지 않
으므로 판독 데이터와 기준 전압 Vref2 사이에 비교되는 일없이 기입 완료로 판단됨) 및 "2"의 기입을 완
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플립 플롭 회로(14-1, 14-2)의 데이터는 노드 VL1-1, VL2-1과 노드 VL1-2, 
VL2-2 모두 "H, L"이 된다.

기준 전압이 2.5V(Vref3)일 때 센스 동작 종료후 플립 플롭 회로(14-2)의 상태가 노드 VL1-2, VL2-2가 
"L,  H"일  때는  기입  데이터가  "2"로서  아직  소망  기입이  행해지지  않아서  기입이  불충분한  것을 
나타낸다. 이 때는 플립 플롭 회로(14-1)는 동작되는 일이 없으며 따라서 플립 플롭 회로(14-1)의 노드 
VL1-1, VL2-1은 검증전의 "H, L" 그대로 다음 기입 동작으로 이행한다.

이 때, 플립 플롭 회로(14-1, 14-2)의 상태는 노드 VL1-1, VL2-1이 "H, L", 노드 VL1-2, VL2-2가 "L, H"
로 되어 기입 전과 동일 데이터가 된다.

한편, 기준 전압이 0.5V(Vref1)일 때 센스 동작 종료후 플립 플롭 회로(14-2)의 상태가 "H, L"일 때는 기
입 데이터가 "3"이거나 또는 기입 데이터가 "4"로서 소망 기입이 행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에, 플립 플롭 회로(14-1)의 동작으로 이행한다. 플립 플롭 회로(14-1)의 노드 VL1-1은 "L"이므로 검
증 신호 VRFY1이 입력되어도 트랜지스터 Q12-1은 비 도통이며 노드 VN2-1의 전압은 변하지 않아서 비트선
으로부터 전송된 전압 그대로 이다. 그 후,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1, (반전) SAP1을 입력하여 센스 
증폭 동작을 개시한다. 노드 VL2-1과 노드 VL1-1에 전달된 데이터와 기준 전압 Vref2의 대소가 비교 검지
되고 노드 VL1-1, VL2-1의 상태가 "H, L" 또는 "L, H"중의 어느 하나로 결정된다. 이것이 다음 기입을 위
한 데이터로서 래치된다.

기입 데이터가 "3"으로 플립 플롭 회로(14-1)의 노드 VL1-1, VL2-1의 데이터가 "H, L"인 때는 데이터 "
3"에 대응하는 소망 기입이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어 다음 재기입 사이클에서는 기입을 행하지 않는다. 그
리고, 노드 VL1-1, VL2-1 및 노드 VL1-2, VL2-2의 데이터 "H, L"이 플립 플롭 회로(14-1, 14-2)에 세트된
다. 한편, 플립 플롭 회로(14-1)의 노드 VL1-1, VL2-1의 데이터가 "L, H"인 때는 데이터 "3"에 대응하는 
기입이 아직 불충분한 것을 나타내어 다음 재기입 사이클에서 또 "3"의 데이터를 기입하도록 기입 전과 
동일한 노드 VL1-1, VL2-1의 데이터 "L, H", 노드 VL1-2, VL2-2의 데이터 "H, L"이 플립 플롭 회로(14-1, 
14-2)에 세트된다.

플립 플롭 회로(14-2)의 상태가 "L, H"일 때는 기입 데이터가 "4"로서 아직 기입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는 플립 플롭 회로(14-1)를 동작 시키지 않아서 플립 플롭 회로(14-1, 14-2)의 데이
터는 노드 VL1-1, VL2-1의 데이터 = 노드 VL1-2, VL2-2의 데이터(= "L, H") 그대로 다시 기입 동작으로 
이행된다. 도 17은 4치 데이터의 검증 중의 노드 VL1-1, VL2-1, VL1-2, VL2-2의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데이터의 기입~데이터의 검증 판독~데이터의 기입, …, 의 동작을 선택된 모든 메모리 셀 트랜지스
터에 데이터가 충분히 기입될 때까지 반복한다. 또, 소정 횟수만 반복하여도 아직 기입이 불충분한 셀이 
남아있을 때는 불량 칩으로 판단하여 기입 동작을 종료한다.

또, 메모리 셀의 기입이 충분히 행해진 때는 모든 플립 플롭 회로(14-1, 14-2)의 데이터가 노드 VL1-1, 
VL2-1의 데이터 = 노드 VL1-2, VL2-2의 데이터 = "H, L"이 되고 기입 종료 신호를 기입 종료 검지 회로
(18)로 보내어 기입 동작을 종료한다.

또, 소정 횟수 기입을 반복해도 기입이 불충분한 셀이 있을 때는 기입 횟수를 카운트하는 회로(도시하지 
않음)가 그러한 의미의 신호를 기입 종료 검지 회로로 보내고 기입 종료 검지 회로(18)가 기입 에러 신호
를 발생시켜서 기입 동작을 종료 한다.

[제3 실시예]

도 1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EEPROM의 메모리 셀 어레이(1) 및 칼럼계 회로(3)의 구성을 도시하
는 구성도이다.

상기 제1 및 제2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비트선 BL에 하나의 데이터 회로(6)가 대응한 것을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복수의 비트선 BL에 하나의 데이터 회로(6)가 대응하도록 변형할 수 있다.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3 실시예에 따른 EEPROM에서는 4개의 비트선 BLi-1 ~ BLi-4(i는 0 ~ m)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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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1 실시예의 데이터 회로(6-0 ~ 6-m)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다. 4개의 비트선 BLi-1 ~ BLi-4 중 예를 
들면 BLi-1을 선택할 때에는 데이터 회로측의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7B)를 구동하는 구동 신호 BLC1 ~ 
BLC4 중 BLC1을 "H" 레벨로 하고 다른 신호 BLC2~4를 각각 "L"레벨로 한다. 또 동시에 비선택 비트선 제
어 회로(20) 측의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7A)를 구동하는 구동 신호 BLC1D ~ BLC4D 중 신호 BLC1D를 "L" 
레벨로 하고 다른 신호 BLC2D~4D를 각각 "H" 레벨로 한다. 이로써, 선택된 비트선 BLi-1만이 데이터 회로
(6-0 ~ 6-m)에 접속된다.

이로써, 선택된 비트선 BLi-1 만이 데이터 회로(6-0 ~ 6-m)에 접속되고 선택되지 않은 비트선 BLi-2 ~ 
BLi-4는 각각 비선택 비트선 제어 회로(20-0 ~ 20-m)에 접속된다. 비선택 비트선 제어 회로(20-0 ~ 20-
m)는 선택되지 않은 비트선 BLi-2 ~  BLi-4의 전위를 제어한다.

[제4 실시예]

도 19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의 구성을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도 1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4 실시예에 따른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은 오픈 비트형이라 불리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오픈 비트형의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은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101-1,  101-2)  각각에  대해  설치된  로우계  회로(102-1,  102-2)와  메모리  셀  어레이(101-1, 
101-2) 각각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칼럼계 회로(103)를 구비하고 있다.

로우계 회로(102-1, 102-2)에는 어드레스 입력 회로(어드레스 버퍼)(10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로우를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102A)
와 로우 디코더(102A)의 출력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101-1, 101-2)의 워드선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 회로(102B)가 포함된다. NAND형 EEPROM의 경우, 워드선은 선택 게이트 SG(SGA, SGB) 및 제어 게이트 
CG(CGA, CGB)를 가리킨다. 그리고, 워드선 구동 회로(102B)는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로도 불
려진다.

또,  메모리  셀  어레이(101-1,  101-2)  각각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칼럼계 회로(103)에는  어드레스 버퍼
(10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
(101-1, 101-2)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103A)와 칼럼 디코더(103A)의 출력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101-1, 101-2)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선택선을 구동하는 칼럼 선택선 구동 회로(103B)가 포함된
다.

또, 칼럼계 회로(103)에는 메모리 셀에 대한 기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거나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데이터 회로를 포함하는 비트선 제어 회로(103C)도 설치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103C)는 데이터 입출력선 I/O를 통해 데이터 입출력 회로(데이터 입출력 버퍼)(105)에 
접속되어 있다. 또, 비트선 제어 회로(103C)는 비트선 BLa를 통해 메모리 셀 어레이(101-1)의 메모리 셀
에 비트선 BLb를 통해 메모리 셀 어레이(101-2)의 메모리 셀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103C)는 데이터를 기입할 때에는 기입 데이터를 데이터 입 출력 버퍼(105)로부터 받아
들이고  받아들인  기입  데이터를  메모리  셀  어레이(101-1,  101-2)로  출력한다.  또,  비트선  제어 회로
(103C)는 데이터를 판독할 때에는 판독 데이터를 메모리 셀로부터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판독 데이터를 데
이터 입출력 버퍼(105)로 출력한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105)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를 행하므로 EEPROM의 외부로부터 입력된 기입 데이터를 
메모리 코어부로 유도하거나 메모리 코어부로부터 판독된 판독 데이터를 EEPROM의 외부로 출력한다.

기입 종료 검지 회로(118)는 비트선 제어 회로의 출력에 기초하여 데이터 기입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지한다.

도 20은 도 19에 도시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레이(101-1, 101-2)에는 각각 메모리 셀 MC가 매트릭스상으로 배
치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103C)에는 m개의 데이터 회로(106)가 포함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106)는 1개의 
비트선 BLa 및 1개의 비트선 BLb에 접속되어 있다.

도 21은 다치 기억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분포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횡축은 임계치 전압이
고 종축은 메모리 셀의 수이다.

도 21에 하나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의 4치를 기억
시키는 경우가 도시되어 있다.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가 소거되어 있을 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는 예를 들면 부
가 된다. 데이터 "1"은 임계치가 부인 때에 대응한다. 데이터 "2"는 임계치가 0.5V 이상 0.8V 이하인 때
에 대응한다. 데이터 "3"은 임계치가 1.5V 이상 1.8V 이하인 때에 대응한다. 데이터 "4"는 임계치가 2.5V 
이상 2.8V 이하인 때에 대응한다.

도 22는 도 20에 도시하는 칼럼계 회로의 상세한 회로도이다. 또, 도 20에는 데이터 회로(106)를 1개의 
비트선 BL에 접속한 구성을 예시했지만, 도 22에서는 데이터 회로(106)를 4개의 비트선 BL1 ~ BL4에 접속
한 구성을 예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한다.

도 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회로(106)는 2개의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를 포함하고 있다. 플
립 플롭 회로(114-1, 114-2)는 좌우 4개씩의 비트선에 접속된다. 그리고, 동작시에는 4개의 비트선 중에
서 좌우 1개씩의 비트선이 선택되고 선택된 비트선이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에 접속된다. 플립 플
롭 회로(114-1, 114-2)는 모두 데이터를 판독할 때에는 판독 데이터를 증폭하며 또 래치하는 센스 앰프로
서  기능하고,  데이터를  기입할  때에는  기입  데이터를  래치하는  데이터  래치로서  기능한다.  바꾸어 
말하면,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는 센스 앰프 이면서 데이터 래치이다. 또, 플립 플롭 회로(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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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는 데이터 기입 회로와 검증 회로를 겸한 기입겸 회로(116)에 접속되어 있다.

기입겸 검증 회로(116)는 데이터를 기입할 때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가 래치하고 있는 래치 데이
터의 조합에 따라 기입 제어 전압 VA1, VA2, VB1, VB2 중 하나를 비트선에 출력한다. 또, 데이터를 판독
할 때, 또는 검증을 위해 데이터 를 판독할 때에는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가 래치한 래치 데이터
의 조합에 따라 비트선의 전압을 제어한다.

또, 기입 제어 전압 VA1, VA2, VB1, VB2는 도시하지 않은 기입 제어 전압 발생 회로에서 발생한다.

다음에, 도 22에서 나타내는 데이터 회로(106)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23, 도 24, 도 25는 각각 통상의 판독 동작 및 검증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파형도이다. 도 23, 도 24, 
도 25의 동작 파형도에서는 통상의 판독 동작을 실선으로 나타내고, 검증 동작을 통상의 판독과 다르게 
한 것만 파선으로 나타낸다. 도면중 T1 ~ T38은 동작 타이밍을 나타내고, T의 첨자 크기가 클수록 시각이 
지연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 도 26, 도 27, 도 28은 각각 기입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파형도이다. 도면중 T1 ~ T4은 동작 타이밍
의 전후 관계를 나타낸다.

먼저, 통상의 판독 동작을 설명한다.

도 23, 도 24, 도 2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선택된 비트선 BLa가 1.2V로, 참조 비트선 BLb가 1.0V
로 각각 충전되고, 그 후, 플로팅된다. 선택된 로우 중 두 개의 선택 게이트 SG1a, SG2a의 전위와, 비선
택의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는 각각 4V가 된다.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는 순서대로 0V, 1V, 2V가 
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이 데이터 "1"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은 선택된 제어 게
이트 CG의 전위가 0V일 때에 도통한다. 따라서, 비트선은 방전되고(즉, 소스선 VS를 향하여 전류가 흐
름),  비트선의  전압은  0V가  된다.  이  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이  다른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비트선 BLa의 전압은 1.2V 그대로이다.

그 후, 선택된 비트선 BLa의 전압 및 참조 비트선 BLb의 전압(1.0V)은 두 개의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 각각에 동시에 부여된다. 그리고 데이터 "1"일 때에는 플립 플롭 회로(114-1)의 노드 D1A, 플립 
플롭 회로(114-2)의 노드 D2A는 모두 "L"로 다른 데이터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모두 "H"로 된다.

이어서,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0V에서 1V로 올리고, 비트선 BLa에 전류가 흐르는지의 여부가 
조사된다.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1V로 상승시킬 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이 데이터 "1", 또
는 데이터 "2"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 비트선 BLa의 전압은 0V가 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가 데이터 
"3", 또는 데이터 "4"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 비트선 BLa의 전압은 1.2V 그대로이다.

그 후, 선택된 비트선 BLa의 전압 및 참조 비트선 BLb의 전압은 제1 플립플롭 회로(114-1)에 접속된다. 
그리고,데이터 "1"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모두 "L"인 채로, 데이터 "2"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각
각 "L, H", 다른 데이터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모두 "H"레벨이 된다.

이어서,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1V로부터 2V로 상승시키고, 비트선 BLa로 전류가 흐르는지의 여
부가 조사된다.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2V로 상승시킬 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가 데이터 
"1", 또는 데이터 "2", 또는 데이터 "3"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 비트선 BLa의 전압은 0V가 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가 데이터 "4"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 비트선 BLa의 전압은 1.2V 그대로 이다. 

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가 데이터 "2"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 즉 노드 D1A, D2A가 각각 "L, H"인 경
우에는, 전압 VB2를 "H"으로 함으로써 비트선의 전압은 "H"으로 수정된다.

그 후, 선택된 비트선 BLa의 전압 및 참조 비트선 BLb의 전압은 각각 제2 플립 플롭 회로(114-2)에 접속
된다. 그리고, 데이터 "1"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모두 "L" 그대로, 데이터 "2"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각각 "L, H"가 된다. (데이터 "2"일 때, 본래에는, 노드 D2A는 "L"이 되지만, 이것을 노드 D1A의 
"L"을 사용하여 비트선 BLa의 전위를 "H" 레벨로 수정하고 있다.) 또, 데이터 "3"일 때에는 노드 D1A, 
D2A은 각각 "H, L", 데이터 "4"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모두 "H"가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으로부터 판독된 4종류의 임계치 레벨을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 4종류의 래치 데이터 각각에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있다.

도 29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레벨과, 래치 데이터(판독 데이터)와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도
면이다.

다음에 도 26, 도 27, 도 28을 참조하여 기입 동작을 설명한다.

선택된 비트선 BLa에는 데이터 회로(106)로부터 전압 VA1=VM8(8V정도), 전압 VA2=2V, 전압 VB1=1V, 전압 
VB2=0V중 어느 것인가가 공급된다. 전압 VA1, VA2, VB1, VB2의 선택은 기입 데이터, 즉 두 개의 플립 플
롭 회로(114-1, 114-2)에 래치된 4 종류의 래치 데이터에 따라서 행해진다.

도 30은 래치 데이터(기입 데이터)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와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
다.

전압 VA1, VA2, VB1, VB2는 데이터 "1"~"4"의 기입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전압 VA1의 전위치 VM8은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 VPP와, 기판(채널)의 전위와의 전위차가 (VPP-VM8)일 때,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
어 있지 않도록 하는 값으로 설정된다.

선택되어 있는 로우에 속하고 있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선택되어 있
는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고전압 VPP(20V 정도)로 선택되어 있지 않는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전위
치 VM8을 전송하기 위해서 전압 VM10CG(10V 정도)으로, 선택 게이트 SG1의 전위를 비트선으로부터의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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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0V로,  선택 게이트 SG2의  전위를 전위치 VM8을  전송하기 위해서 전압 
VM10SG(10V 정도)로, 각각 설정한다.

또, 비선택의 비트선에는 선택되어 있지 않는 칼럼에 속하고 있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 전압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위치 VM8을 인가한다. 이것은 전압 VBLA를 전위치 VM8, 전위치 VM8을 전송하
기 위해서,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 구동 신호 BLC2D-BLC4D, 신호 DTCBB를 전압 VM10BL(10V 정도)으로 함으
로써 행해진다. 동일하게, 전압 VA1=VM8을 전송하기 위해서, 플립 플롭 회로를 구성하는 P채널형 트랜지
스터가 형성되어 N형 웰 전압 VBITH 및 신호 BLC1, 신호 VRFY101-1, 신호 VRFTA를 각각 전압 VM10BL로 한
다.

또, 자기 부스트 기입 방식(K. D. Suh et al., 1995 ISSCC Digest of Technical Papers, pp. 128-129)을 
채용한 경우에는 전위치 VM8, 전압 VM10SG, 전압 VM10BL은 각각 3V, 3V, 5V 정도가 좋다.

즉, 본 실시예중에서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을 Vcc(예를 들면, 3V 또는 5V)로서 기입을 행하고 있는 경우
는, 기입하고 싶지 않은 셀의 채널 전위를 자기 승압 시켜 부유 게이트에의 전자의 주입에 의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의 변화를 억제하고 있다.

이하, K. D. Suh 등의 자기 승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선택된 비트선 BL1에는 0V을 인가하고, 비선택의 비트선 BL2에는 3V를 인가한다.

이어서, 드레인측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선택 게이트 SG1를 0V에서 3V로 승압시켜 트랜지스터를 온시키고, 
메모리 셀열을 비트선 BL1, BL2에 각각 접속한다. 한편, 소스측의 선택 게이트 SG2 에는 OV를 인가하고, 
이 선택 트랜지스터를 OFF 시키고, 메모리 셀열과 공통 소스선 CSL과의 접속을 절단하여 둔다. 그 결과, 
두개의 선택 트랜지스터 SG1, SG2 사이의 셀열의 채널 전위 Vch는 비트선 BL1에 접속된 선택된 셀 열에서
는 동일하게 0V가 된다. 한편, 비선택 셀 열에는 비트선 BL2로부터 3V가 공급된다.

선택된 셀열에서의 기입에 대해서 설명하면, 선택된 셀의 제어 게이트 전극에만, 기입용 고전압(Vpp ; 예
를 들면 18V)을 인가한다. 이 선택된 셀의 상태는, 제어 게이트 전극이 18V, 채널 전위는 0V가 된다. 여
기에서 셀의 커플링비가 0.6인 경우, 부유 게이트 전극과 반도체 기판와의 전위차는 11V가 되고, 터널 산
화막을 거쳐 전자가 부유 게이트 전극(14)에 주입되어 셀의 역치가 양의 값이 되어, 선택 셀에 기입이 행
해진다. 선택된 셀열의 비선택 셀에 대해서는, 제어 게이트 전극에 중간 전위(VM 예를 들면 10V)를 인가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커플링비가 0.6V이기 때문에, 부유 게이트 전극과 반도체 기판과의 전위차는 6V
가 된다. 이 전위에서는 통상의 기입 시간내에 터널 전류의 주입에 의한 기입은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된 셀 이외의 셀에는 기입이 행해지지 않는다.

한편, 비선택의 비트선 BL2에 접속된 NAND형 셀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 기입 동작이 금지된다. 
기술한 바와 같이 비선택의 비트선 BL2에는 3V(전원 전압 Vcc)을 인가한다. SG1이 0V에서 Vcc=3V로 상승
하면, 선택 트랜지스터가 ON되고, 비트선 BL2에 접속된 셀열에는 이 비트선으로부터 3V의 전위가 공급된
다. 이 NAND 셀 칼럼 모두의 데이터가 노말 온이면, 이 셀열의 모든 셀의 채널 전위(Vch)는 선택 게이트 
SG1의  역치를 Vths로  하여 Vch=Vcc-Vths가  되고,  그  후에 선택 게이트 SG1가  OFF  된다.  즉,  Vcc=3V, 
Vths=1V로 하면, 비선택 셀열의 모든 셀의 채널 전위는 Vch=3-1=2V가 된다. 이로서, 채널 전위는 2V까지 
충전된다. 한편, 선택 게이트 SG2는 OFF되어 있기 때문에(SG2의 전압은 0), 이 시점에서 비선택 NAND 셀
열의 채널 전위 Vch(소스·드레인 영역 및 셀간 확산층의 전위)는 부유 상태가 된다. 이로써 채널 전위가 
부유 상태가 된 후, 제어 게이트의 전압은 기입 전압(Vpp=18V) 또는 중간 전위(VM=10V) 까지 상승한다. 
이 때, 채널 전위가 부유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제어 게이트에 가해진 전압에 의해서 채널 전위는 초기
치 2V로 부터 8V로 부트 스트랩된다.

이 자기 승압(self-boost)의 크기는 Vpp=18V가 아니라, VM=10V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4
개의 메모리 셀을 직렬 접속하여 NAND 셀열을 구성했다고 하면, Vpp=18V가 인가되는 것은 하나의 제어 게
이트만에 불과하고, 그 외 3개의 제어 게이트에는 모두 VM=10V가 인가되기 때문에, VM=10V의 영향 쪽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상기 자기 승압의 결과, 비선택 NAND 셀열에서는, 제어 게이트 전극에 가해진 기입 전압 Vpp=18V이고, 부
유 게이트 전극의 전위는 11V(18V×0.6)이어도, 기판과 부유 게이트 전극 사이의 채널 산화막에 가해진 
전압은 약 3V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터널 전류는 흐르지 않고, 비선택 NAND 셀열에서의 기입이 방지
된다.

또한, 비선택 NAND 셀열의 다른 셀에서는, 제어 게이트 전극의 전압은 VM=10V, 부유 게이트 전극의 전압
은 6V(10V×0.6), 채널 전위는 약 8V이기 때문에, 터널 산화막에 가해진 전위차는 2V가 되어, 기입은 일
어나지 않는다.

다음에, 도 23, 도 24, 도 25를 참조하여 검증 판독 동작을 설명한다.

선택된 비트선 BLa 및 참조 비트선 BLb은 판독시에 동일하게, 각각 1.2V, 1.0V로 충전되고, 그 후, 플로
팅이 된다. 선택된 로우의 두 개의 선택 게이트 SG1, SG2의 전위와, 비선택의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는 
4V가 된다.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는 순서대로 0.5V, 1.5V, 2.5V가 된다. 이들 전위는 데이터 "
2"의 검증, 데이터 "3"의 검증, 데이터 "4"의 검증 각각에 대응한다.

도 30에서 나타내고 있는 기입 데이터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레벨과의 대응 관계로부터, 데이
터 "2"의 기입이 충분하면 제2 플립 플롭 회로(114-2)의 래치 데이터를 반전시키고, 데이터 "1"의 기입 
데이터로 변경하고, 데이터 "2"의 기입이 불충분하면 플립 플롭 회로(114-2)의 래치 데이터를 그대로 하
여 두면 좋다.

동일하게 데이터 "3"의 기입이 충분하면, 제1 플립 플롭 회로(114-1)의 래치  데이터를 반전시켜 데이터 
"1"의 기입 데이터로 변경하고, 데이터 "3"의 기입이 불충분하면, 플립 플롭 회로(114-1)의 래치 데이터
를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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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데이터 "4"의 기입이 충분하면 제1, 제2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의 래치 데이터를 각각 반전시
켜 데이터 "1"의 기입 데이터로 변경하고, 데이터 "4"의 기입이 불충분하면, 두 개의 플립 플롭 회로
(114-1, 114-2)의 래치 데이터를 그대로 둔다.

먼저,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0.5V로 하여 데이터 "2"의 검증을 행한다. 판독된 메모리 셀 트랜
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1"에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비트선
의 전압은 0V가 된다. 또, 판독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2", "3", "4"으로 
각각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에 전류는 흐르지 않고, 비트선의 전압은 1.2V로 유지된다.

데이터 "1", 데이터 "3", 또는 데이터 "4"의 기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 플립 플롭 회로의 래치 상태를 변
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비트선의 전압을 "H", "H", "L"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비트선 BLa
의 전압 및 참조 비트선 BLb의 전압을 각각 제2 플립 플롭 회로(114-2)에 부여한다. 이 때, 데이터 "2"의 
기입이 래치 되어 있지 않은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는 그 래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2"의 기
입이 래치된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는 만약 데이터 "2"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데
이터 "1"기입의 래치 상태로 변경되고, 반대로 데이터 "2"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그대로가 된다.

이어서,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1.5V로 하여 데이터 "3"의 검증을 행한다. 판독된 메모리 셀 트
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1", 또는 데이터 "2"에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 BLa에 전류
가 흐르기 때문에, 비트선 BLa의 전압은 0V가 된다. 또, 판독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
가 데이터 "3", 또는 데이터 "4"에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 BLa에 전류는 흐르지 않고, 비트선 BLa
의 전압은 1.2V 그대로가 된다.

데이터 "1", 데이터 "2", 또는 데이터 "4"의 기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플립 플롭 회로의 래치 상태를 변
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비트선의 전압을 "H", "H", "L"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비트선 BLa
의 전압 및 참조 비트선 BLb의 전압을 각각 제1 플립 플롭 회로(114-1)에 부여한다. 이 때, 데이터 "3"의 
기입이 래치되어 있지 않은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는 그 래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3"의 기
입이 래치된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는 만약 데이터 "3"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으면 래치 상태는 데이터 
"1"기입의 래치 상태로 변경되고, 반대로 데이터 "3"이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그대로
가 된다.

최후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2.5V로 하여 데이터 "4"의 검증을 행한다. 판독된 메모리 셀 트
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1", 또는 데이터 "2" 또는 데이터 "3"에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
트선 BLa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비트선 BLa의 전압은 0V가 된다. 또, 판독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
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4"에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 BLa에 전류는 흐르지 않고, 비트선 BLa의 
전압은 1.2V 그대로가 된다.

데이터 "1", 데이터 "2", 또는 데이터 "3"의 기입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제2 플립 플롭 회로(114-2)의 래
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비트선 전압을 "H", "L", "H"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비트선 BLa의 전압 및 참조 비트선 BLb의 전압을 각각 제2 플립 플롭 회로(114-2)에 부여한다. 이 때, 데
이터 "4"의 기입이 래치되어 있지 않은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는 그 래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4"의 기입이 래치된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는 만약 데이터 "4"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데이터 "3" 기입만의 래치 상태로 변경되고, 반대로 데이터 "4"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그대로가 된다.

그 후, 데이터 "1", 데이터 "2", 또는 "3"의 기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플립 플롭 회로(114-1)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비트선의 전압을 "H", "H", "L"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비트선 
BLa의 전압 및 참조 비트선 BLb의 전압을 플립 플롭 회로(114-1)에 접속한다. 이 때, 데이터 "4"의 기입
이 래치되어 있지 않은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는 그 래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4"의 기입이 
래치된 플립 플롭에 대해서는 만약 데이터 "4"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데이터 "1"기
입의 래치 상태로 변경되고, 반대로 데이터 "4"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그대로가 된
다.

이들 동작 후,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 모두의 래치 상태가 데이터 "1" 기입의 래치 상태가 될 때, 
충전 후 플로팅이 된 기입 종료 검지 신호 PENDA는 "H" 레벨을 유지하고, 이에 의해 기입 동작을 종료할 
수 있다.

한편,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중, 하나라도 데이터 "2"~"4"의 기입의 래치 상태의 것이 있으면, 기
입 종료 검지 신호 PENDA는 "L"레벨이 되어 다시 기입 동작으로 이행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4 실시예에 의하면 비트선에 부여되는 4치의 전압을 센스 앰프 겸 데이터 래치
인 플립 플롭 회로(114-1, 114-2), 데이터 기입 회로와 검증 회로를 겸하는 기입 겸 검증 회로(116)로 이
루어진 데이터 회로(106)에 의해 전환하고, DC 바이어스로서 선택적으로 비트선에 부여함으로써 비트선에 
접속되는 칼럼계 회로, 특히 센스 앰프 겸 데이터 래치, 기입 겸 검증 회로의 수를 감소할 수 있으며, 고
집적화에 적당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가 제공된다.

[제5 실시예]

도 31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의 구성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본 제5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은 제4 실시예의 오픈비트형 구성과는 달리, 싱글앤드형의 
구성이다.

도 3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5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은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101)에 대해서 설치된 로우계 회로(102)과 칼럼계 회로(103)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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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계 회로(102)에는 어드레스 버퍼(10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어드레스 신
호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101)의 로우를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102A)와, 로우 디코더(102A)의 출
력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101)의 워드선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 회로(102B)가 포함되어 있다. 
NAND형 EEPROM의 경우, 워드선은 선택 게이트 및 제어 게이트를 지시한다. 그리고, 워드선 구동 회로는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라고도 칭한다.

또, 칼럼계 회로(103)에는 어드레스 버퍼(10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103A)와, 칼럼 디코더의 출력에 기초
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선택선을 구동하는 칼럼 선택선 구동 회로(103B)가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칼럼계 회로(103)에는 메모리 셀에의 기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도 하고, 메모리 셀의 데
이터를 판독하기도 하기 위한 데이터 회로를 포함하는 비트선 제어 회로(103C)도 설치된다.

비트선 제어 회로(103C)는 데이터 입출력선 I/O을 거쳐 데이터 입출력 회로(데이터 입출력 버퍼)(105)에 
접속되어 있다. 또, 비트선 제어 회로(103C)는 비트선 BL을 거쳐 메모리 셀 어레이(101)의 메모리 셀에 
접속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103C)은  데이터를  기입할  때,  기입  데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버퍼(105)로  부터 
수신하고, 수신한 기입 데이터를 메모리 셀에 출력한다. 또, 비트선 제어 회로(103C)은 데이터를 판독할 
때, 판독 데이터를 메모리 셀 로부터 수신하고 수신한 판독 데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버퍼(105)에 출력한
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105)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를 행하는 것으로, EEPROM의 외부로부터 입력된 기입 데이
터를 메모리 코어부로 도입하기도 하고, 메모리 코어부로부터 판독된 판독 데이터를 EEPROM의 외부로 출
력하기도 한다.

판독 종료 검지 회로(118)은 비트선 제어 회로의 출력에 기초하여 데이터 기입이 종료했는지의 여부를 검
지한다.

도 32는 도 31에서 나타낸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 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레이(101)에는 메모리 셀 MC가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 비트선 제어 회로(103C)에는 m개의 데이터 회로(106A)가 포함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106A)는 1
개의 비트선 BL에 접속되어 있다.

도 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셀 MC의 회로는 제4 실시예, 즉 제1 실시예와 동일하다. 또, 제어 게이트 
CG를 공유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그룹이 페이지로 불리는 단위를 형성하는 것,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이 페이지에서 동시에 행해지는 것, 또 4개의 제어 게이트 CG1~CG4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그룹이 블록으로 칭해지는 단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에 의해 페
이지 및 블록이 선택되는 것도 동일하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구조는 도 3a에서 나타낸 것과 동일
하다. 또 하나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4치의 데이터를 기억시킬 때의 임계치의 레벨의 설정에 대해
서도 도 21에서 나타낸 것이어도 된다.

도 33는 도 32에서 나타내는 비트선 제어 회로(106A)의 회로도이다.

또, 도 32에서는 비트선 제어 회로(106A)를 하나의 비트선에 접속한 구성을 예시했지만, 도 33에서는 비
트선 제어 회로(106A)를 4개의 비트선에 접속한 구성을 예시하여 설명한다.

도 3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비트선 제어 회로(106A)는 두 개의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를 포함
하고 있다.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2)는 4개의 비트선에 접속된다. 그리고, 동작시에는 4개의 비트
선중에서 1개의 비트선이 선택되고, 선택된 비트선이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에 접속된다.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는 모두 데이터를 판독할 때에는 판독 데이터를 증폭하고, 또한 래치하는 센스 
앰프로서 기능하고, 데이터를 기입할 때에는 기입 데이터를 래치하는 데이터 래치로서 기능한다. 즉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는 센스 앰프 겸 데이터 래치이다.

또,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는 제4 실시예의 것과는 달리, 강제 반전형 셈스 앰프의 구성을 갖고 
있다. 강제 반전형 센스 앰프를 예를 들면 다음의 문헌에 기재가 있다.

K.D.Suh et al., 1995 ISSCC Digest of Technical Papers, pp. 128-129

또한,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는  데이터 기입 회로와 검증 회로를 겸한,  기입 겸  검증 회로
(116A)에 접속되어 있다.

기입 겸 검증 회로(116A)는 데이터를 기입할 때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가 래치되어 있는 래치 
데이터의 조합에 따라서 기입 제어 전압(V1, V2)중 어느 하나를 비트선에 출력한다. 또, 데이터를 판독 
할 때, 또는 검증을 위해 데이터를 판독할 때에는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가 래치한 래치 데이터
의 조합에 따라서 비트선의 전압을 제어한다.

다음에, 도 33에서 나타내는 비트선 제어 회로의 동작을 설명한다.

도 34는 통상의 판독 동작 및 검증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파형도이다. 도 34의 동작 파형도에서는 통상의 
판독 동작을 실선으로 나타내고, 검증 동작을 통상의 판독과 다른 것만 파선으로 나타낸다.

또, 도 35는 기입 동작을 나타내는 파형도이다.

먼저, 통상의 판독 동작을 설명한다.

도 3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선택된 비트선 BL이 프리차지되고, 그 후 플로팅이 된다. 동시에 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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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롭 회로(114A-1)의 노드 D1A, 플립 플롭 회로(114-2)의 노드 D2A는 각각 "L"로 리세트된다. 선택된 로
우의 두 개의 선택 게이트 SG1, SG2의 전위와 비선택의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는 각각 4V가 된다.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는 순서대로 2V, 1V, 0V가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이 데이터 "4"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은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가 2V일 때에 도통되지 않고, 비트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비트선의 전압은 "H" 
그대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이 데이터 "1", "2", "3"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가 2V일 때에 도통되며 비트선에 전류가 흘러, 비트선의 전압은 OV가 
된다. 그 후, 선택된 비트선의 전압은 두 개의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에 입력된다. 그리고, 데
이터 "4"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모두 "H"으로, 다른 데이터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모두 "L"이 된
다.

이어서, 비트선 BL을 다시 프리차지한다. 그리고, 선택된 제어 게이트의 전위를 1V로 한다. 선택된 메모
리 트랜지스터 M이 데이터 "1", 또는 데이터 "2"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의 전위는 0V로, 또 선
택된 메모리 트랜지스터 M이 데이터 "3", 또는 데이터 "4"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의 전위는 "H" 
그대로가 된다. 그 후, 선택된 비트선의 전압은 플립 플롭 회로(114A-1)에 입력된다. 데이터 "4"일 때에
는 노드 D1A, D2A는 모두 "H" 그대로, 데이터 "3"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각각 "H", "L", 데이터 "2" 
또는 데이터 "1"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모두 "L" 그대로가 된다.

이어서, 비트선 BL을 다시 프리차지한다. 그리고, 선택된 제어 게이트를 0V로 한다. 데이터 "2", 또는 데
이터 "3", 또는 데이터 "4"일 때에는, 비트선은 "H" 그대로, 데이터 "1"일 때에는 비트선은 "L"이 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이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가 "3"일 때, 즉 노드 D1A, D2A가 각각 "H, L"인 경우에
는, 전압 V2=0V를 전송함으로써, 비트선의 전압을 "L"로 수정한다. 그 후, 선택된 비트선의 전압을 플립 
플롭 회로(114A-2)에 입력한다. 데이터 "4"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모두 "H" 그대로, 데이터 "3"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각각 "H,L" 그대로, 데이터 "2"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각각 "L, H"으로 데이
터가 "1"일 때에는 노드 D1A, D2A는 모두 "L" 그대로가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도 29에서 나타내는 제4 실시예의 것과 동일하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으로부터 판독
된 4종류의 임계치 레벨을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의 4종류의 래치 데이터 각각에 일대일로 대응
시킬 수 있다.

기입 동작은 도 3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도 26 ~ 도 28를 참조하여 설명한 제4 실시예의 기입 동작과 
동일한 동작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검증 판독 동작을 설명한다.

선택된 비트선 BL은 판독시와 동일하게 충전되고, 그 후, 플로팅된다. 선택된 로우의 두 개의 선택 게이
트 SG1, SG2의 전위와,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는 4V가 된다.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는 순
서대로 2.5V, 1.5V, 0.5V가 된다. 이들의 전위는 각각 데이터 "4"의 검증, 데이터 "3"의 검증, 데이터 
"2"의 검증 각각에 대응한다.

먼저,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2.5V로 하여 데이터 "4"의 검증을 행한다. 판독된 메모리 셀 트랜
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4"에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비트선의 전압은 프리차지된 채 유지되게 된다. 또, 판독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일 때에는 비트선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비트선의 전압은 0V가 된
다.

데이터 "1", 데이터 "2", 또는 데이터 "3"의 기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플립 플롭 회로의 래치 상태를 변
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트선의 전압을 "L"으로 하고 있어,  선택된 비트선의 전압을 플립 플롭 회로
(114A-1, 114A-2)에 입력한다. 이 때, 데이터 "4"의 기입이 래치되어 있지 않은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
는 그 래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4"의 기입이 래치된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는 만약 데이터 
"4"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데이터 "1" 기입의 래치 상태로 변경되고, 반대로 데이
터 "4"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그대로가 된다.

이어서,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1.5V로 하여 데이터 "3"의 검증을 행한다. 판독된 메모리 셀 트
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1" 또는 데이터 "2"에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에 전류가 흐
르기 때문에, 비트선의 전압은 0V가 된다. 또, 판독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3" 또는 데이터 "4"에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에 전류는 흐르지 않고, 비트선의 전압은 프리차지 
레벨 그대로가 된다.

데이터 "1", 데이터 "2", 또는 데이터 "4"의 기입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플립 플롭 회로의 래치 상태를 
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비트선 전압을 "L"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비트선의 전압을 플립 
플롭 회로(114A-1)에 입력한다. 이 때, 데이터 "3"의 기입이 래치되어 있지 않은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
서는 그 래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3"이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데이터 
"1" 기입의 래치 상태로 변경되고, 반대로 데이터 "3"이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그대
로가 된다.

최후로,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의 전위를 0.5V로 하여, 데이터 "2"의 검증을 행한다. 판독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2", 데이터 "3", 또는 데이터 "4"에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
트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비트선의 전압은 프리차지 레벨 그대로가 된다. 또, 판독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의 상태가 데이터 "1"에 대응하고 있을 때에는, 비트선에 전류는 흐르지 않고 
비트선의 전압은 OV가 된다.

데이터 "1", 데이터 "3", 또는 데이터 "4"의 기입이 래치된 플립 플롭 회로(114A-2)의 래치 상태를 변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비트선의 전압을 "L"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비트선의 전압을 플립 플롭 
회로(114A-2)에 접속한다. 이 때, 데이터 "2"의 기입이 래치되어 있지 않은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는 
그 래치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데이터 "2"의 기입이 래치된 플립 플롭 회로에 대해서는 만약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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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데이터 "1" 기입의 래치 상태로 변경되고, 반대로 데이
터 "2"가 충분히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래치 상태는 그대로가 된다.

이들 동작 후,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 모두의 래치 상태가 데이터 "1" 기입의 래치 상태가 될 
때, 충전후 플로팅이 된 기입 종류 검지 신호 PEND는 "H" 레벨을 유지하고, 이에 의해 기입 동작을 종료
할 수 있다.

한편, 플립 플롭 회로(114A-1, 114A-2)중, 하나라도 데이터 "2"~"4"의 기입의 래치 상태인 것이 있으면, 
기입 종료 검지 신호 PEND는 "L"이 되어 다시 기입 동작으로 이행된다.

상기 제4, 제5 실시예에 관한 4치 기억 NAND형 EEPROM에 의하면, 검증 회로 및 기입 회로를 플립 플롭(데
이터 래치 겸 센스 앰프 회로)에 래치된 n개의 기입 데이터에 의해 제어된다. 이에 의해, 다치의 데이터

의 수를 "2
m
"(m은 2 이상의 자연수)=n치로 할 때, 데이터 래치·센스 앰프의 회로의 수를 m개로 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는 4치일 때,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로서의 플립 플롭 회로를 2개만으로, 검증 기능을 갖
는 비트선 제어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칼럼계 회로의 규모, 특히 센스 앰프·데이터 래치, 검
증 회로의 수를 감할 수 있고, 고 집적화에 적합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얻을 수 있다.

또, 플립 플롭 회로는 검증 판독 동작의 결과가 양호할 때, 래치된 기입 데이터를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의 기입 데이터, 구체적으로는 4치의 임계치 레벨 각각에 따라 "기입 충
분"의 결과가 나올 때, 플립 플롭 회로의 4치의 데이터가 기입 데이터 "1"이 되도록 순차 갱신된다. 이에 
의해, 검증 회로 및 기입 회로는 데이터 "1"을 기입할 때와 동일한 제어가 행해진다.

또, 검증 판독 동작중, 다치의 데이터의 수를 2
m
으로 할 때, 플립 플롭 회로의 수를 m개로 한 장치에서는, 

일단 갱신된 기입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상기 실시예에 의해 설명한 검증 회로 및 기입 
회로는 플립 플롭 회로에 래치되어 있는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일단 갱신된 기입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도
록 다른 데이터를 플립 플롭 회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 "기입 충분"의 결과가 나올 때에, 플립 플롭 회로가 래치되는 n치의 데이터를 기입 데이터 "1"로 
순차 갱신되고, 또한 일단 갱신된 기입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에 의해 플립 플롭 회로
가 래치하는 n치의 데이터가 모두 기입 데이터 "1"로 갱신되어, 기입이 종료한 것을 자동적으로 알릴 수 
있다.

또, 판독 동작시에도, 플립 플롭 회로에서는 일단 검출한 판독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있다. 상기 실시
예에서는, 검증 회로 및 기입 회로는 플립 플롭 회로에 이미 래치되어 있는 판독 데이터의 일부를 사용하
여 일단 검출한 판독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데이터를 플립 플롭 회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구성도 또한 다치의 데이터의 수를 2
m
로 할 때, 플립 플롭 회로의 수를 m개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

을 부여하고 있다.

[제6 실시예]

도 36은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따른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의 구성을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도 3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6 실시예에 따른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은 오프 비트형이라 불리는 구
성을 갖고 있다. 오픈 비트형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은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201-1,  201-2)  각각에 대해 설치된 로우계 회로(202-1,  202-2)와, 메모리 셀 어레이
(201-1, 201-2) 각각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칼럼계 회로(203)를 갖고 있다.

로우계 회로(202-1, 202-2)에는, 어드레스 입력 회로(어드레스 버퍼 ; 204)로 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
를 수신하고, 수신한 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로우를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202A) 
및 로우 디코더의 출력에 응답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워드선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 회로(202B)가 포
함되어 있다. NAND형 EEPROM일 경우, 워드선은 선택 게이트(SG ; SGA, SGB) 및 제어 게이트(CG ; CGA, 
CGB)를 가리킨다. 그리고, 워드선 구동 회로는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라고도 칭한다.

또한, 메모리 셀 어레이(201-1, 201-2) 각각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칼럼계 회로(203)에는 어드레스 버퍼
(20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어드레스 신호에 응답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칼
럼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203A)와 칼럼 디코더(203A)의 출력에 응답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칼럼을 선
택하는 칼럼 선택선을 구동하는 칼럼 선택선 구동 회로(203B)가 포함되어 있다.

또, 칼럼계 회로(203)에는,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데이터 회로를 포함한 비트선 제어 회로(203C)도 설치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203C)는 데이터 입출력선(I/O)을 통해 데이터 입출력 회로(데이터 입출력 버퍼 ; 205)
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비트선 제어 회로(203C)는 비트선(BLa)을 통해 메모리 셀 어레이(201-1)의 메모
리 셀에, 비트선(BLb)을 통해 메모리 셀 어레이(201-2)의 메모리 셀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203C)는 데이터를 기입할 때, 기입 데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버터(205)로부터 수신하고, 
수신한 기입 데이터를 메모리 셀로 출력한다. 또한, 비트선 제어 회로(203C)는 데이터를 판독할 때, 판독
할 데이터를 메모리 셀로부터 수신하고, 수신한 판독 데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버퍼(205)로 출력한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205)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를 행하는 것으로, EEPROM의 외부로부터 입력된 기입 데
이터를 메모리 코어부로 유도하거나 메모리 코어부로 부터 판독된 판독 데이터를 EEPROM의 외부로 출력하
거나 한다.

기입 종료 검지 회로(218)는 비트선 제어 회로의 출력에 기초하여 데이터 기입이 종료했는가의 여부를 검
지한다.

도 37은 도 36에 도시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을 도시하는 구성도이다. 도 38a는 도 
37에 도시하는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의 전압의 입력 상태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38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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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의 입력 파형과 비트선에 나타나는 출력 파형을 도시하는 파형도이다.

도 3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레이(201-1, 201-2)에는 각각 메모리 셀(MC)이 매트릭스 상으
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비트선 제어 회로(203C)에는, m개의 데이터 회로(206)가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회로(206)는 한 개
의 비트선(BLa) 및 한 개의 비트선(BLb)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도 38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NAND형 EEPROM에서는, 하나의 셀(MC)에는 서로 직렬로 접속된 복수
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1~M4)가 포함되어 NAND형의 셀(MC)을 구성하고 있다. 셀(MC)의 일 단은 선택 
트랜지스터(S1)를 통해 비트선(BL)에 접속되고, 다른 단은 선택 트랜지스터(S2)를 통해 소스선(VS)에 접
속된다. 제어 게이트(CG)를 공유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의 그룹은 페이지라고 불리는 단위를 형성
한다.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은 페이지로 동시에 행하여진다. 또한, 4개의 제어 게이트(CG1~CG4)에 접속
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의 그룹은 블록이라 불리는 단위를 형성한다. 페이지 및 블록은 각각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로서 선택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는, 다치(多置)의 데이터는 임계치의 레벨로 기억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장치에서는, 임계치의 레벨을 도 38a 및 도 38b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하여 판독한다. 여기서는, 제어 게
이트(CG2)를 갖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2)가 선택되어 있다. 도 38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전압을 각 
부분으로 인가하고, 비트선(BL)은 플로팅으로 한다. 비트선(BL)을 앞에서 0V로 리셋하고 있으면, 비트선
(BL)은 공통 소스선(VS)에 의해 NAND 셀을 통해 충전된다. 이 충전된 비트선(BL)의 전위가 선택된 메모리 
셀(M2)의 임계치로서 결정되도록 각 선택 게이트, 제어 게이트 전압은 제어된다.

이 예에서는, 선택 게이트(SG1, SG2), 제어 게이트(CG1, CG3, CG4)를 6V로, 선택된 제어 게이트(CG2)를 
2V로, 공통 소스선(VS)을 6V로 한다. 각 부분의 전압 파형은 도 3b에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트선
(BL)의 전위가 OV이면 임계치는 2V 이상, 비트선 전위가 3.5V이면 임계치는 -1.5V 이하이다. 다만, 이하
의 실시예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기 위해 임계치라는 표현은 백 바이어스를 고려한 것으로 한다.

소거 동작에 의해 메모리 셀의 부유 게이트로부터 전자가 방출된 후, 기입 데이터에 따른 기입 동작에 의
해 전자가 부유 게이트로 주입된다.

도 39는 비트선에 나타나는 출력 전압과 메모리 셀의 수와의 관계통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하나의 메모리 셀에 3개의 상태(데이터 "0", "1", "2")를 갖게 했을 경우, 예를 들어 도 39와 같은 형태
로 판독할 때의 비트선 출력 전압이 3.5~4.5V로 되는 상태(임계치에서 약 -2.5V~-1.5V)를 데이터 "0"(소
거 상태), 비트선 출력 전압이 1.5~2.5V로 되는 상태(임계치에서 약 -0.5V~0.5V)를 데이터 "1", 비트선 
출력 전압이 0~0.5V로 되는 상태(임계치에서 약 1.5V~2.5V)를 데이터 "2"로 하면 된다.

도 40는 도 37에 도시하는 데이터 회로(206)의 상세를 도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40에 도시하는 데이터 회
로(206)는 3치 기억일 경우를 도시한다.

도 4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1,  Qn22,  Qn23)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Qp9, 
Qp10, Qp11)로 구성되는 플립 플롭(FF1)과,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9, Qn30, Qn31)와 p채널 MOS 트랜지
스터(Qp16, Qp17, Qp18)로 구성되는 플립 플롭(FF2)에는 기입/판독 데이터가 래치된다. 또한, 이들은 센
스 앰프로서도 동작한다.

플립 플롭(FF1)은 「"0" 기입을 하는가 혹은 "1" 또는 "2" 기입을 하는가」를 기입 데이터 정보로서 래치
하고, 메모리 셀이 「"0"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혹은 "1" 또는 "2"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판
독 데이터 정보로서 감지해 래치한다. 플립 플롭(FF2)은 「"1" 기입을 하는가 혹은 "2" 기입을 하는가」
를 기입 데이터 정보로서 래치하고, 메모리 셀이 「"1"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혹은 "2"의 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가」를 판독 데이터 정보로서 감지해 래치한다.

데이터 입출력선(I/OA, I/OB)과 플립 플롭(FF1)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8, Qn27)를 통해 접속된다. 
데이터 입출력선(I/OC, I/OD)과 플립 플롭(FF2)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35, Qn36)를 통해 접속된다. 
데이터 입출력선(I/OA, I/OB, I/OC, I/OD)은 도 36중의 데이터 입출력 버퍼(205)에도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7, Qn28, Qn35, Qn36)의 게이트 NAND 논리 회로(G2)와 인버터(14)로 구성되는 
칼럼 어드레스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6, Qn34)는 신호(ECH1, ECH2)가 "H" 
일 때, 플립 플롭(FF1,  FF2)을 이퀄라이즈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4,  Qn32)는,  플립 플롭(FF1, 
FF2)과 MOS 캐패시터(Qd1)의 접속을 제어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5, Qn33)는 플립 플롭(FF1, FF
2)과 MOS 캐패시터(Qd2)의 접속을 제어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Qp12, Qp13)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VRFYBA)에 의해 플립 플롭(FF1)의 데
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Qp14, Qp15)로 구성되
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VRFYBB)에 의하여 플립 플롭(FF1)의 데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1, Qn2)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VRFYBA1)에 의하여 
플립 플롭(FF2)의 데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 Qn4)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VRFYBB1)에 의하여 플립 플롭(FF2)의 데이터에 따라 MOS 캐
패시터(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MOS 캐패시터(Qd1, Qd2)는 디프리션형 n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비트선 용량보다 충분히 적게 된
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37)는 신호(PREA)에 의하여 MOS 캐패시터(Qd1)를 전압 VA로 충전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38)는 신호(PREB)에 의하여 MOS 캐패시터(Qd2)를 전압 VB로 충전한다. n채널 MOS 트랜
지스터(Qn39, Qn40)는 신호(BLCA, BLCB)에 의하여 데이터 회로(206)와 비트선(BLa, BLb)의 접속을 각각 
제어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37, Qn38)로 구성되는 회로는 비트선 전압 제어 회로를 겸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Qp12, Qp13)로 구성되는 회로, p채널 MOS 트랜지스터(Qp14, Qp15)로 구성되는 회로, n채
널 MOS 트랜지스터(Qn1, Qn2)로 구성되는 회로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3, Qn4)로 구성되는 회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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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선 전압 제어 회로도 겸한다.

다음에, 이와 같이 구성된 EEPROM의 동작을 동작 파형도에 따라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제어 게이트(CG2
A)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를 나타낸다.

[판독 동작]

도 41은 판독 동작을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먼저 시각(t1R)에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하여 선택

된 블록의 선택된 제어 게이트(CG2A)는 2V, 비선택 제어 게이트(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SG1A, 
SG2A)는 6V로 된다.  메모리 셀의 소스 전위는 6V로 된다.  메모리 셀이 "0"일 경우에는 비트선(BLa)은 
3.5V 이상으로 "1"일 경우에는 비트선(BLa)은 1.5V 이상 2.5V 이하로, "2"일 경우에는 0.5V 이하로 된다. 
더미 비트선(BLb)은 VB로부터 3V로 충전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40)의 임계치 만큼의 전하 강하분
이 문제로 될 때는 신호(BLCA)를 승압하면 된다.

시각(t2R )에  캐패시터(Qd1,  Qd2)의  노드(N1,  N2)가  1.5V로  된  후,  플로팅으로 된다. 시각(t3R )에  BLCA, 

BLCB가 Vcc(예를 들어 5V)로 되고, 비트선(BLa,  BLb)의 전위가 N1,  N2로 전송된다. 그 후, 다시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BLa)과 MOS 캐패시터(Qd1), 비트선(BLb)과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
된다. 신호(SAN1, SAP1)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FF1)이 비활성화되고, 신호(ECH1)가 "H"로 되
어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RV1A, RV1B)가 "H"로 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4, Qn25)의 임계치 
만큼의 전압 강하분이 문제로 될 때는 신호(RV1A, RV1B)를 승압하면 된다. 시각(t4R)에 다시 신호(SAN1, 

SAP1)가 각각 "H", "L"로 되는 것으로, 노드(1N, N2)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 된다. 이로써, 「메모리 셀
의 데이터가 "0" 혹은 "1" 또는 "2" 인지」가 플립 플롭(FF1)으로 감지되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다음에, 메모리 셀이 "1" 인가 또는 "2" 인가가 감지된다.

시각(t5R)에 더미 비트선(BLb)이 VB로부터 1V로 충전된다. 시각(t6R)에 캐패시터(Qd1, Qd2)의 노드(N1, N

2)가 1.5V로 된 후, 플로팅으로 된다. 다시, 신호(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BLa)과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BLb)과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된다. 신호(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
롭(FF2)이 비활성화되고, 신호(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RV2A, RV2B)가 "H"로 된
다. 시각(t7R)에 다시, 신호(SAN2, SAP2)가 각각 "H", "L"로 되는 것으로, 노드(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

치된다. 이로써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1" 인가 "2" 인가가 플립 플롭(FF2)에 의해 감지되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도 42는 플립 플롭(FF1, FF2)이 감지하여 래치하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 때의 플립 플롭(FF1, FF2)의 데이터는 도 42와 같이 되고, 데이터 입출력선(I/OA, I/OB, I/OC, I/OD)
으로 판독하는 데이터가 출력된다.

칩 외부로의 출력 데이터는 입출력 버퍼(250)로서 데이터 입력선(I/OA, I/OB, I/OC, I/OD)으로 출력된 신
호를 기초로 변환한 것도 된다.

[기입 동작]

기입 동작 전에, 입력된 2비트분의 데이터는 데이터 입출력 버퍼(205)로 변환되어 비트선 제어 회로(203C 
; 데이터 회로(206))로 입력된다.

도 43은 데이터 회로(206)로 입력되고, 플립 플롭(FF1, FF2)이 래치하는 기입 데이터를 도시하는 도면이
다. 4치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I/OA, I/OB, I/OC, I/OD)의 관계는 도 43과 마찬가지이다.

변환된 3치 데이터는 칼럼 활성화 신호(CENB)가 "H" 로서, 어드레스 신호로 지정된 칼럼 번지의 데이터 
회로로 전송된다.

도 44는 기입 동작을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시각(t1W)에, 전압 VA가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1V)으로 되어 비트선(BLa)이 1V로 된다. n채널 MOS 트랜지

스터(Qn39)의 임계치 만큼의 전압 강하분이 문제로 될 때에는 신호(BLCA)를 승압하면 된다. 이어서, 신호
(PRE)가 "L"로 되어 비트선이 플로팅으로 된다. 다음에 시각(t2W)에 신호(RV2A)가 1.5V로 된다. 이로써, 

데이터 "2"가 보유되어 있는 칼럼에서는 비트선 제어 전압(0V)이 비트선으로 인가된다. n채널 MOS 트랜지
스터(Qn32)의 임계치를 1V로 하면, "0" 또는 "1" 기입시에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32)는 "오프", "2" 
기입시에는 온으로 된다. 그 후, 시각(t3W)에 VRFYBA가 OV로 되고, 데이터 "0"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

로에서는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Vcc ; 예를 들어 5V)이 비트선으로 출력된다.

그 결과, "0" 기입하는 비트선은 Vcc, "1" 기입하는 비트선은 1V, "2" 기입하는 비트선은 0V로 된다.

시각(t1W)에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선택 게이트(SG1A), 제어 
게이트(CG1A~CG4A)가 Vcc로 된다. 선택 게이트(SG2A)는 0V이다. 다음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CG2A)가 고
전압(VPP ; 예를들어 20V), 비선택 제어 게이트(CG1A, CG3A, CG4A)가 중간 전압(VM ; 예들 들어 10V)로 
된다. 데이터 "2"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O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
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 부유 게이트로 전자가 주입되어 임계치가 상승한다. 데이터 "1"가 보유되어 있
는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1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 부유 
게이트로 주입되어 임계치가 상승한다. 채널 전위를 1V로 하고 있는 것은 "2" 데이터 기입보다 전자의 주
입량이 적게 되어도 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0"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
는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가 적기 때문에, 실효적으로는 부유 게이트에 전자는 주입되
지 않는다.  따라서,  메모리 셀의 임계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기입 동작중,  신호(SAN1,  SAN2,  VRFYBB, 

142-26

1019970009155



PREB, BLCB)는 "H", 신호(SAP1, SAP2, RV1A, RV1B, RV2B, ECH1, ECH2)는 "L", 전압(VB)은 OV이다.

[검증 판독 동작]

도 45는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먼저, 시작(t1RV)에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는 2V, 비선택 게이트(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SG1A, SG2A)는 6V로 된다. 메모리 셀의 소
스 전위는 6V로 된다. "0" 기입의 경우에는 비트선(BLa)은 3.5V 이상으로 된다. "1" 기입이 충분할 경우
에는 비트선(BLa)은 2.5V 이하로, "1" 기입이 충분할 경우에는 1.5V 이상으로 된다. "2" 기입이 충분할 
경우에는 0.5V  이하로 "2"  기입이 충분할 경우에는 0.5V  이상으로 된다. 더미 비트선(BLb)은 VB로부터 
2.5V로 충전된다. 더미 비트선(BLb)의 전위를 "1" 판독시의 3V 보다도 0.5V만 작게 하고 있는 것은 메모
리 셀을 충분히 기입하기 위함이다. 또한,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40)의 임계치만큼의 전압 강하분이 문
제로 될 때는 신호(BLCA)를 승압하면 된다.

시각(t2RV)에, 캐패시터(Qd1, Qd2)의 노드(N1, N2)가 1.5V로 된 후, 플로팅으로 된다. 그리고 시각(t3RV)에 

VRFYBB가 "H"로 된다. 이 때, 도 42로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노드(N6)가 "H"인 것은 "2" 기입의 경우 
뿐이다.  따라서,  "2"  기입하는 더미 비트선(BLb)은  Vref로부터 0.5V로  된다.  "2"  기입의 더미 비트선
(BLb)의 전위를 "2" 판독할 때의 1V보다도 0.5V만 작게 하고 있는 것은 메모리 셀을 충분히 기입하기 위
함이다. "0" 또는 "1" 기입의 경우에는 노드(N6)가 "L" 이기 때문에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4)는 오프하
고, 더미 비트선(BLb)은 2.5V를 보유한다.

시각(t4RV )에, 트랜스퍼 게이트(207-1,  207-2)의 신호(BLCA,  BLCB)가 Vcc(예들 들어 5V)로 되고, 비트선

(BLa, BLb)의 전위가 노드(N1, N2)로 전송된다. 그 후, 다시 신호(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BL
a)과 MOS 캐패시터(Qd1), 비트선(BLb)과 MOS 캐패시터(Qd2)는 분리된다.

시각(t5RV)에 신호(RV1A)가 1.5V로 된다. 이로써, 데이터 "0" 기입하는 칼럼에서는 N1이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4)의 임계치를 1로 하면, "1" 또는 "2" 기입시에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4)는 "오
프", "0" 기입시에는 온으로 된다.

신호(SAN1, SAP1)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FF1)이 비활성화 되고, 신호(ECH1)가 "H"로 되어 이
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RV1A, RV1B)가 "H" 로 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4, Qn25)의 임계치만큼
의  전압  강하분이  문제로  될  때는  신호(RV1A,  RV1B)를  승압하면  된다. 시각(t4R )에  다시,  신호(SAN1, 

SAP1)가 각각 "H","L" 로 되는 것으로 노드(N1, N2)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1"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는,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충분히 "1" 기입 상태로 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출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1"이면, 플립 플롭(FF1)에
서 노드(N1)의 전압을 감지해 래치하는 것으로 기입 데이터는 "1"로 변경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
1"로 된다면, 플립 플롭(FF1)에서 노드(N1)의 전압을 감지해 래치하는 것으로 기입 데이터는 "1"로 보유
된다. 또한, "2"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는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충분히 
"2" 기입 상태로 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출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2" 이면, 플립 플롭(FF1)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해 래치하는 것으로 기입 데이터는 "0"으로 변경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2"로 된
다면, 플립 플롭(FF1)에서 노드(N1)의 전압을 감지해 래치하는 것으로 기입 데이터는 "2" 로 보유된다. 
"0"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의 기입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기입 검증중, 신호(VRFYBB)는 "H", 전압(VS)은 0V로 한다.

"1" 기입 또는 "2" 기입하는 모든 선택된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이르면, 모든 데이터 회로의 노드
(N4)는 "L"로 된다. 요컨대, "1" 기입 또는 "2" 기입하는 선택된 전체의 메모리 셀이 충분히 기입되면, 
전체의 데이터 회로(206-0, 206-1, …, 206-m-1, 206-m)의 노드(N3)가 "H", N4가 "L"로 된다. 이를 검출
하면, "2" 기입 또는 "3" 기입하는 전체의 선택된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이르렀는가의 여부를 알
게 된다. "2" 기입 및 "3" 기입 종료의 검출은 예를 들어, 도 40과 같이 "2", "3" 기입 종료 일괄 검지 
트랜지스터(Qn5)를 이용하면 된다. 검증 리드 후, VRT를, 예를 들어 Vcc로 프리챠지한다. "1" 또는 "2" 
기입이 불충분한 메모리 셀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데이터 회로의 노드(N4)는 "H" 이기 때문에,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5)는 온하고, VRT은 접지된다. 전체의 "1" 또는 "2" 기입하는 메모리 셀이 충분히 기입
되면, 데이터 회로(206-0, 206-1, …, 206-m-, 206-m)의 노드(N4)가 "L"로 된다. 그 결과, 전체의 데이터 
회로 내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5)가 오프로 되기 때문에, VRT는 프리챠지 전위를 갖는다.

상기 제6 실시예에 따른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에서는, 데이터의 기입을 행할 때에 적어도 하나의 비트
선 전압 제어 회로에 의해 비트선을 원하는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으로 충전한다. 이와 같은 장치이면, 
단순한 회로 구성을 갖고, n(n≥2)치 기입 데이터에 따른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을 비트선에 인가하는 비
트선 전압 제어 회로를 실현 할 수 있다.

따라서, 칼럼계 회로(3)의 회로 규모가, 특히 센스 앰프, 데이터 래치, 검증 회로의 수가 줄어듬으로써 
적게 되고, 고집적화에 적당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얻을 수 있다.

[제7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을 설명한다.

제6 실시예에 따른 EEPROM은, 다치의 데이터 수를 3치로 한 예를 설명했지만, 제7 실시예에 따른 EEPROM 
이후는 다치의 데이터수를 4치로 한 예를 설명한다.

또한, 제7 실시예에 따른 EEPROM은 도 36, 도 37에 도시한 제6 실시예와 마찬가지인 구성을 갖는다.

도 46은 4치 기억일 때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분포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EEPROM을 4치 기억식으로 할 때에는, 하나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에 4개의 기입 상태를 설치한다. 4

142-27

1019970009155



개의 기입 상태는 각각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의 임계치 전압에 의해 서로 구분된다.

도 4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전원 전압(Vcc)이 3V인 EEPROM에서는, 데이터 "0"의 상태는 데이터 소거 후
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하고, 예를 들어 부(-)의 임계치를 갖게 한다. 또한, 데이터 "1"의 상태에는, 예를 
들어 0.5V로부터 0.8V 사이의 임계치를 갖게 한다. 데이터 "2"의 상태에는, 예를 들어 1.5V로부터 1.8V 
사이의 임계치를 갖게 한다. 데이터 "3"의 상태에는, 예를 들어 2.5V로부터 2.8V 사이의 임계치를 갖게 
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로  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에는 제어 게이트(CG)에  3개의 판독 전압 VCG2R, 
VCG3R, VCG1R의 순서로 인가한다.

먼저, 제어 게이트(CG)에, 판독 전압(VCG2R)을 인가한다. 이로써,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가 온하는가 
오프하는가로서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0,  1"  인가,  "2,  3"  인가가  검출된다.  이어서,  판독 전압
(VCG3R)을 인가하면,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2" 인가 "3" 인가가 검출되고, 또 판독 전압(VCG1)을 인가
하면, 데이터가 "0" 인가, "1" 인가가 검출된다. 판독 전압(VCG1R, VCG2R, VCG3R)의 하나의 예는 각각 
0V, 1V, 2V 이다.

또한, 도 46에 도시하는 전압(VCG1V, VCG2V, VCG3V)은 검증 판독 전압이라 부르는 것으로, 데이터가 충분
히 기입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때(검증 동작)에 사용되는 판독 전압이다. 검증 판독 전압은, 데이터를 
기입한 후에 제어 게이트(CG)로 인가된다. 검증 판독 전압이 제어 게이트(CG)로 인가되었을 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가 온하는가 오프하는가로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M)의 임계치가 기입된 데이터에 따른 
범위까지 시프트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충분한 기입이 행하여졌는가의 여부를 
검토한다. 검증 판독 전압 VCG1V, VCG2V, VCG3V의 하나의 예는 각각 0.5V, 1.5V, 2.5V 이다.

도 47은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EEPROM이 갖는 데이터 회로(206B)의 회로도이다. 도 47에 도시하는 
데이터 회로(206B)는 4치 기억을 예로 구성되어 있다.

도 4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1,  Qn22,  Qn23)와  p채널 MOS  트랜지스터(Qp9, 
Qp10, Qp11)로 구성되는 플립 플롭(FF1)과, n채널 MOS 트랜지스터(Qn29, Qn30, Qn31)와 n채널 MOS 트랜지
스터(Qp16, Qp17, Qp18)로 구성되는 FF2에는 기입/판독 데이터가 래치된다. 또한, 이들은 센스 앰프로서
도 동작한다.

플립 플롭(FF1, FF2)은 "0" 기입을 하든가, "1" 기입을 하든가, "2" 기입을 하는가 혹은 "3" 기입을 하는
가를 기입 데이터 정보로서 래치하고, 메모리 셀이 "0" 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1" 인 정보를 보유
하고 있는가, "2" 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혹은 "3"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판독 데이터 정보로
서 감지해 래치한다.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와 플립 플롭 FF1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8, Qn27를 거쳐 접속된다. 데이
터 입출력선 I/OC, I/OD와 플립 플롭 FF2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5, Qn36를 거쳐 접속된다.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 I/OC, I/OD는 도 36에 도시된 데이터 입출력 버퍼(205)에도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7, Qn28, Qn35, Qn36의 게이트는 NAND 논리회로 G2와 인버터(14)로 구성되는 칼
럼 어드레스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6, Qn34는 신호 ECH1, ECH2가 "H"인 때 
플립 플롭 FF1, FF2를 이퀄라이즈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4, Qn32는 플립 플롭 FF1, FF2와 MOS 캐
패시터 Qd1의 접속을 제어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5, Qn33은 플립 플롭 FF1, FF2 와 MOS 캐패시터 
Qd2의 접속을 제어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2, Qp13으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A에 의해, 플립 플롭 FF1의 데
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4, Qp15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B에 의해 플립 플롭 FF1의 데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
경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 Qn2으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A1에 의해, 플립 플롭 
FF2의 데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 Qn4로 구
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B1에 의해 플립 플롭 FF2의 데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MOS 캐패시터 Qd1, Qd2은 디플리션형 n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비트선 용량보다 충분히 작게 된
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7은 신호 PREA에 의해 MOS 캐패시터 Qd1을 전압 VA으로 충전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8은 신호 PREB에 의해 MOS 캐패시터 Qd2를 전압 VB으로 충전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
터 Qn39, Qn40은 신호 BLCA, BLCB에 의해 데이터 회로(206B)와 비트선 BLa, BLb의 접속을 각각 제어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7, Qn38로 구성되는 회로는 비트선 전압 제어 회로를 겸한다. p채널 MOS 트랜지
스터 Qp12, Qp13은로 구성되는 회로,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4, Qp15로 구성되는 회로, n채널 MOS 트랜
지스터 Qn1, Qn2로 구성되는 회로, 및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 Qn4로 구성되는 회로는 비트선 전압 제
어 회로도 겸한다. 또, 플립 플롭 FF2와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 Qn33으로 구성되는 회로도 비트선 
전압 제어 회로를 겸한다.

다음에, 이와 같이 구성된 EEPROM의 동작을 동작 파형도에 따라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제어 게이트 CG2A
가 선택되는 경우를 도시한다.

[판독 동작]

도 48은 판독 동작을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도 4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먼저, 시각 t1R 에, 전압 VA, VB가 각각 1.8V, 1.5V로 되어 비트선 BLa, BLb

는 각각 1.8V, 1.5V로 된다.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
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되고, 비트선 BLa, BLb는 플로팅으로 된다. 신호 PREA, PREB가 "L"로 되어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플로팅 상태로 된다. 이어서, 시각 t2R에서,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는 1V, 비선택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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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1V 이하
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1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 
그대로 된다. 이후, 시각 t3R에서, 신호 BLCA, BLCB가 "H"로 되어 비트선의 데이터가 MOS 캐패시터 Qd1, 

Qd2로 전송된다. 그후, 다시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
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H" 로 되고 플립 플롭 FF1이 비활성화되
어, 신호 ECH1이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후, 신호 RV1A, RV1B가 "H" 로 된다. 시각 t4R에서, 다시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L"로 됨으로써, 노드 N1, N2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따라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0" 또는 "1" 인지 혹은 "2" 또는 "3" 인지가 플립 플롭 FF1에 의해 감지되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다음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가 2V로 된다. 시각 t5R에, 신호 PREA, PREB가 "H" 로 되어, MOS 캐패시

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각각 1.8N, 1.5V로 된다. 신호 PREA, PREB가 "L"로 되어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플로팅 상태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2V
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2V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 그대로 된다. 이후, 시각 t6R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된다. 다시, 신호 BLCA, BLCB가 "L"로 되

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2가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후, 신호 
RV2A, RV2B가 "H"로 된다. 시각 t7R에, 다시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L"로 되기 때문에,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이 때문에,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3" 인지 아닌지가 플립 플롭 FF2에 의해 
감지되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도 49는 시각 t7R에서, 플립 플롭 FF1, FF2가 감지하고, 래치하고 있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최후에 메모리 셀에 기입된 데이터가 "0"인지 아닌지가 감지된다. 먼저, 시각 t8R에서, 비트선 BLa, BLb는 

각각 1.8V, 1.5V로 충전된 후, 플로팅으로 된다. 또,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도 플로팅 상태로 된다. 이어서, 시각 t9R에서,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 선택

된 블록의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는 0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V 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 진다. 선택
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 그대로 된다.

이후, 시각 t10R에서, 신호 BLCA, BLCB가 "H"로 되어 비트선의 데이터가 MOS 캐패시터 Qd1, Qd2로 전송된

다. 그후, 다시,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
시터 Qd2는 분리된다. MOS 캐패시터의 데이터를 감지하기 전에, 시각 t11R에서 VRFYBA1이 Vcc로 된다.

도 49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드 N5가 "H"인 것은 "3" 데이터의 경우만이다. 따라서 "3"데이터의 
경우만 n채널 MOS 캐패시터 Qn2가 온하고, 노드 N1은 접지된다. 그리고,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2가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후, 신호 RV2A, 
RV2B가 "H"로 된다.

시각 t12R에서, 다시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L"로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이것으로,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0"인지 아닌지가 플립 플롭 FF2에 의해 감지되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도 50은 플립 플롭 FF1, FF2가 감지하고 래치하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상의 판독 동작의 결과, 4치의 데이터가 도 50과 같이 플립 플롭 FF1, FF2로 래치된다.

도면중의 각 데이터의 임계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0" ··· 임계치 : 0V 이하

데이터 "1" ··· 임계치 : 0.5V 이상 0.8V 이하

데이터 "2" ··· 임계치 : 1.5V 이상 1.8V 이하

데이터 "3" ··· 임계치 : 2.5V 이상 2.8V 이하

판독중, 신호 VRFYBA, VRFYBB는 "H"이다. 또 전압 Vs(Vsa, Vsb)는 0V로 한다.

칼럼 어드레스 디코더에 입력되는 칼럼 활성화 신호 CENB가 "H"로 되면,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선택된 데
이터 회로에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 I/OC, I/OD로 출력되고, 데이터 입출
력 버퍼(205)를 거쳐 EEPROM 외부로 출력된다.

메모리 셀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임계치,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 I/OC, I/OD로 판독한 후에 출
력되는 레벨의 관계는 도 50과 같다.

칩 외부로의 출력 데이터는 데이터 입출력 버퍼(205)에서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 I/OC, I/OD로 출
력된 신호를 근거로 변환한 것도 좋다.

[기입 동작]

도 51은 기입 동작의 개략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스텝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먼저 기입 데이터가 플립 플롭 FF1, FF2로 로드된다.

스텝 #4에서, 프로그램 제1 사이클에서 "2" 데이터 및 "3" 데이터가 거의 동시에 기입된다.

스텝 #6에서, "2" 데이터 "3" 데이터가 충분히 기입되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검증 리드 제1 사이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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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져, 기입 불충분의 메모리 셀인 경우에는 다시 기입이 행해진다. (스텝 #8, #10)

"2" 기입 및 "3" 기입되는 메모리 셀이 모두 충분히 기입되면, 스텝 #12에서 "1" 기입되는 메모리 셀에 
거의 동시에 기입이 행해진다 (프로그램 제2 사이클), 스텝 #14에서 "1" 기입이 충분히 행해졌는지를 조
사하는 검증 리드 제2 사이클이 행해진다. "1" 기입 불충분인 메모리 셀에는 다시 기입이 행해지고(스텝 
#16, #18), 또 모든 메모리 셀이 충분히 기입되면 기입이 종료한다.

이하, 프로그램 제1 사이클, 검증 리드 제1 사이클, 프로그램 제2 사이클, 검증 리드 제2 사이클의 순서
로 상세히 설명한다.

(1) 프로그램 제1 사이클

기입 동작 전에, 입력된 2 비트분의 데이터는 데이터 입출력 버퍼(4)에서 변환되어 데이터 회로(206B)에 
입력된다.

도  52는  데이터  회로(206B)에  입력되고  플립  플롭  FF1,  FF2가  래치하는  기입  데이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4치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 I/OC, I/OD의 관계는 도 52와 같다.

변환된 4치 데이터는 칼럼 활성화 신호 CENB가 "H"이고 어드레스 신호로 지정된 칼럼 번지의 데이터 회로
로 전송된다.

도 53은 기입 동작(프로그램 제1 사이클)을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시각 t1W에서, 전압 VA가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1V로 되어 비트선 BLa가 1V로 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

터 Qn39의 임계치분의 전압 강하분이 문제가 되는 때는 신호 BLCA를 승압하면 좋다. 이어서, 신호 PRE가 
"L"로 되어 비트선이 플로팅하게 된다. 다음에, 시각 t2W에서, 신호 RV2A가 1.5V로 된다. 이로 인해, 데이

터 "1" 또는 "3"이 유지되어 있는 칼럼에서는 비트선 제어 전압 0V가 비트선에 인가된다. n채널 MOS 트랜
지스터 Qn32의 임계치를 1V로 하면. "0" 또는 "2" 기입시에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는 "오프", "1" 
또는 "3", 기입 시에는 온으로 된다. 그후, 시각 t3RW에서, VRFYBA가 0V로 되고, 데이터 "0" 또는 데이터 

"1"가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로부터는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cc가 비트선으로 출력 된다.

그 결과, "0" 기입 또는 "1" 기입하는 비트선은 Vcc "2" 기입하는 비트선은 1V, "3" 기입하는 비트선은 
0V로 된다. 시각 t1W에서,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선택 게이트 

SG1A, 제어 게이트 CG1A 내지 CG4A가 Vcc로 된다. 선택 게이트 SG2A는 0V이다. 다음에, 선택된 제어 게이
트 CG2A가 고전압 VPP(예를 들면 20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가 VM(예를 들면 10V)로 된
다. 데이터 "3"이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0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
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어 임계치가 상승한다. 데이터 "2"가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1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 부유 게
이트에 전자가 주입되어 임계치가 상승한다. 채널 전위를 1V로 하는 것은 "3" 데이터 기입으로부터 전자
의 주입양이 적게 되어도 좋기 때문이다. 데이터 "0" 또는 데이터 "1"이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 대
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가 작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부유 게이
트에 전자는 주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모리 셀의 임계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기입 동작중, 신호 SAN1, 
SA2, VRFYBB, PREB, BCLB는 "H", 신호 SAP1, SAP2, RV1A, RV1B, RV2B, ECH1, ECH2는 "L", 전압 VB는 0V이
다.

(2) 검증 판독 제1 사이클

기입  동작후,  "2"  기입하는  메모리  셀과  "3"  기입하는  메모리  셀의  임계치를  검출한다  (기입  검증). 
만약,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를 "0"으로 변경한다. 만약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
하지 않으면,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를 유지하여 다시 기입 동작을 행한다. 기입 제1 사이클과 기입 검증 
제1 사이클은 모두의 "2" 기입하는 메모리 셀 및 "3" 기입하는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
지 반복된다.

도 54는 검증 판독 동작(검증 판독 제1 사이클)을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먼저, 시각 t1v에서, 전압 VA, VB가 각각 1.8V, 1.5V로 되어 비트선 BLa, BLb는 각각 1.8V, 1.5V로 된다. 

신호 BLCA, BLCB가 "L"로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되
어 비트선 BLa, BLb는 플로팅으로 된다. 신호 PREA, PREB가 "L"로 되어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플로팅 상태로 된다. 이어서 시각 t2v에서,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

(202B)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는 1.5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1.5V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
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1.5V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 그대로 된다.

시각 t3v에서, 신호선 BLCA, BLCB가 "H"로 되어 비트선의 전위가 N1, N2로 전송된다. 그 후,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가 분리된다. 그후, 
시각 t4v에서, 신호 RV2A가 예를 들면 Vcc이하의 1.5V로 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의 임계치가 1V

인 경우, "3"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는 온이고 노드 
N1은 0V로 된다. "2"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는 메모리 셀이 충분히 "2"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 "오프" 이고 노드 N1은 1.5V 이상으로 유지된다. "2" 기입 불충
분인 경우에는 노드 N1은 1.5V 이하이다.

시각 t5v에서, 신호 VRFYBA가 "L"로 되면, "0" 또는 "1"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3이 온이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1이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1이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후, 신호 RV1A, RV1B가 "H"로 
된다. 다시,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L"로 되기 때문에 시각 t6v에서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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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다. 이것으로, "2" 기입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만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충분 
"2" 기입 상태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검출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2" 이면, 플립 플롭 FF1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여 래치함으로써 기입 데이터는 "0"으로 변경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2"가 아니
면, 플립 플롭 FF1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여 래치하기 때문에 기입 데이터는 "2"에 유지된다. "0" 
또는 "1" 혹은 "3" 기입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의 기입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다음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가 2.5V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2.5V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2.5V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 그대로 된다. 이후, 
시각 t7v에서, 신호 BLCA, BLCB가 "H"로 되어 비트선의 전위가 N1, N2로 전송된다. 다시, 신호 BLCA, BLCB

가 "L"로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이후, 신호 
VRFYBC가 "L"로 되면, "0" 또는 "1"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 및, "2" 기입이 충분히 행
해진 데이터 회로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2c가 온이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신호 SAN1, SAP1
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1이  비활성화되어  신호  ECH1이  "H"으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후, 신호 RV1A, RV1B가 "H"로 된다. 그후 시각 t8v에서,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L"로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이후, 도 5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기입 데이터의 변환이 더 행해진다. 시각 t9v에서, 신호 BLCA, BLCB가 

"H"로 되어 비트선의 전위가 N1, N2로 전송된다.다시,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이후 시각 t10v에서, 신호 VRFYBA1이 "H"로 되

면, "0" 또는 "2"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가 온이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2가 비활성화되어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후,  신호 RV2A,  RV2B가  "H"로  된다.  그후,  시각 t11v 에서,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L"로 됨으로서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상기 제7 실시예에서는 시각 t10v에서 VRFYBA1을 Vcc로 함으로서 "0" 기입 및 "2" 기입하는 경우의 MOS 캐

패시터 Qd1의 노드 N1를 노드 N2의 전위(1.5V)보다 높게 되도록 충전하고 있다. 시각 t10v에서, RV2B를 예

를 들면 1.5V로 하여도 좋다. 이 경우, "0" 기입 또는 "2" 기입의 경우에는 노드 N6이 0V이기 때문에 n채
널 MOS 트랜지스터 Qn33이 온하고 노드 N2는 0V로 된다. 한편, "1" 또는 "3" 기입의 경우에는 노드 N6이 
Vcc, 노드 N2가 1.5V이기 때문에,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3은 오프하고 노드 N2는 1.5V로 유지된다. 시
각 t10v에서, VRFYBA1을 Vcc로 하여 행하는 "0" 기입 및 "2" 기입하는 경우의 노드 N1에의 충전은 노드 N2

의 전위(0V) 보다 크면 좋기 때문에 노드 N1의 충전은 예를 들면 0.5V 정도의 낮은 전압이어도 좋다.

이상과 같이 하여, "3" 기입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만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충분 
"3" 기입 상태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검출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3" 이면, 플립 플롭 FF1, FF2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여 래치 함으로써 기입 데이터는 "0"으로 변경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3"이 
아니면,  플립  플롭  FF1,  FF2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여  래치함으로서  기입  데이터는  "3"에 
유지된다. "0" 또는 "1" 또는 "2" 기입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의 기입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기입 검증중, 신호 VRFYBB는 "H" 전압 VS 0V로 한다.

도 55는 "2" 또는 "3" 기입이 충분히 행해진 후, 플립 플롭 FF1, FF2가 래치하고 있는 데이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2" 기입 또는 "3" 기입하는 모든 선택된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
는 도 55와 같이 된다. 결국, "2" 기입 또는 "3" 기입하는 선택된 모든 메모리 셀이 충분히 기입되면, 모
든 데이터 회로(206B-0, 206B-1, …, 206N-m-1, 206B-m)의 노드 N3가 "H", 노드 N4가 "L"로 된다. 이것을 
검출하면, "2" 기입 또는 "3" 기입하는 모든 선택된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하였는지 아닌 지
를 알 수 있다.

도 56은 데이터 회로의 변경예로, 기입 종료 일괄 검지 트랜지스터를 갖는 데이터 회로(206C)의 회로도이
다.

"2" 기입 및 "3" 기입 종료의 검출은 예를 들면 도 56에 도시된 바와 같은 "2", "3" 기입 종료 일괄 검지 
트랜지스터 Qn5를 이용하면 좋다. VRT는 검증 리드 제1 사이클 후, 예를 들면 Vcc로 프리차지된다. "2" 
또는 "3" 기입이 불충분한 메모리 셀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데이터 회로의 노드 N4은 "H"이기 때문에,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5는 온하고 VRT는 접지된다. 모든 "2" 혹은 "3" 기입하는 메모리 셀이 충분히 기
입되면 데이터 회로(206C-0, 206C-1, … 206C-m-1, 206C-m)의 노드 N4가 "L"로 된다. 그 결과 모든 데이
터 회로내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5가 오프하고, VTR은 프리차지 전위를 유지한다.

(3) 프로그램 제2 사이클

"2" 및 "3" 기입이 전부 종료한 후에는 "1" 기입(프로그램 제2 사이클)이 행해진다. "1" 기입시의 플립 
플롭의 노드 전위는 도 55이다. 결국, "1" 기입 경우에는 노드 N5가 "L"이 되어 비트선에 기입 전위가 인
가되고, "1" 기입 이외에서는 노드 N5가 "H"로 되고 비트선에 기입 비선택 전위가 인가된다.

도 57은 기입 동작(프로그램 제2 사이클)을 나타내는 동작 파형도이다. 시작 t1p에, 전압 VRFYBA1이 "H"가 

되고, "0" 또는 "2" 또는 "3" 기입하는 비트선 BLa가 기입 비선택 전압 Vcc에 충전된다. n채널 MOS 트랜
지스터 Qn39의 임계치분의 전압 강하분이 문제가 될 때에는 신호 BLCA를 승압하면 된다. 계속해서 신호 
RV2A가 Vcc가 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0" 또는 "2" 또는 "3"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로부터는 기입 
비선택 전압 Vcc가 비트선 BLa에 인가된다. 데이터 "1"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로부터는 비트선 BLa
에 기입 비트선 전위 OV가 인가된다.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선택  게이트  SG1A,  제어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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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A~CG4A가 Vcc가 된다. 선택 게이트 SG2A는 0V이다. 다음으로, 시각 t2p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가 

고전압 VPP(예컨대, 20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가 중간 전압 VM(예컨대, 10V)가 된다. 
데이터 "1"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0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 전위차에 의해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어 임계치가 상승한다. 데이터 "0" 또는 "2" 또는 "3"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 전위차가 작기 
때문에, 실효적으로는 부유 게이트에 전자는 주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모리 셀의 임계치는 변동하지 않
는다. 기입 동작 중 신호 SAN1, SAN2, VRFYBB, PREB, BLCB는 "H", 신호 SAP1, SAP2, RV1A, RV1B, ECH1, 
ECH2는 "L", 전압 VB는 0V이다.

(4) 검증 판독 제2 사이클

기입 제2 사이클 종료후, "1" 기입하는 메모리 셀의 임계치를 검출한다(기입 검증 제2 사이클). 만약, 원
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를 "0"으로 변경한다. 만약,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
으면,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를 보유하여 다시 기입 동작을 행한다. 기입 동작과 기입 검증은 전부 "1" 기
입하는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다.

도 58은 검증 판독 동작(검증 판독 제2 사이클)을 나타내는 동작 파형도이다.

우선 시각 t1y에서 전압 VA, VB가 각각 1.8V, 1.5V로 되고, 비트선 BLa, BLb 는 각각 1.8V, 1.5V가 된다. 

신호 BLCA, BLCB가 "L"이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되
고 비트선 BLa, BLb는 플로팅이 된다. 신호 PREA, PREB가 "L"이 되고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
극인 노드 N1, N2는 플로팅 상태가 된다.

계속해서 시각 t2y에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선택된 제어 게이

트 CG2A는 0.5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5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5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시각 t3y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노드 N1,  N2에 전송된다.  그 후에,  신호 

BLCA, BLCB가 "L"로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이후에 시각 t4y에 신호 VRFYBA1이 "H"가 되면 "0" 또는 "2" 또는 "3" 기입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

터 회로에서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가 온으로 노드 N1은 Vcc가 된다.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2가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
이즈된다. 이후에 신호 RV2A, RV2B가 "H"로 된다.

다시,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L"로 되어 각각 t5y에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그래서, 

"1"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만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충분 "1" 기입 상태로 
되었는지 여부를 검출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1" 이면 플립 플롭 FF2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
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는 "0"으로 변경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1"이 아니면 플립 플롭 FF1에서 노
드 N2의 전압을 감지하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는 "1"로 유지된다. "0" 또는 "2" 또는 "3"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의 기입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도 59는 "3" 기입이 충분히 행해진 후 플립 플롭 FF1, FF2가 래치되고 있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1" 기입하는 모든 선택된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는 도 59와 같이 
된다. 결국 "1" 기입하는 모든 메모리 셀이 충분히 기입되면 모든 데이터 회로(206C-0, 206C-1, … 206C-
m-1, 206C-m)의 노드 N5가 "H", 노드 N6이 "L"이 된다. 이것을 검출하면 모든 선택된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제2 사이클의 기입 종료 검출은 예컨대 도 56에 도시한 바와 같은 기입 종료 일괄 검지 트랜지
스터 Qn6을 이용하면 된다. VRED는 검증 리드 제2 사이클 후, 예컨대 Vcc에 프리차지된다. "1" 기입이 불
충분한 메모리 셀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데이터 회로의 노드 N6은 "H"이므로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6은 
온하고, VRED는 접지된다. 모든 메모리 셀이 충분히 기입되면 데이터 회로(206C-0, 206C-1, … 206C-m-1, 
206C-m)의  노드  N6이  "L"이  된다.  그  결과,  모든  데이터  회로  내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6이 
오프하고, VRED는 프리차지 전위를 유지한다.

이상, 제7 실시예에 관한 EEPROM 을 설명했으나, 검증 판독, 기입, 통상의 기입 등은 상술한 동작예에 한
정되지 않고 다른 동작도 가능하다.

도 60은 다른 검증 판독 동작(검증 판독 제1 사이클)을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예컨대, 검증 판독 제1 사이클은 도 60의 동작 파형도와 같이 동작시켜도 된다.

도 60에 도시한 검증 판독 제1 사이클에서는 시각 t7v까지의 동작은 도 54에 도시한 검증 판독 제1 사이클

과 동일하고, 시각 t7v이후의 동작이 다르다.

시각 t7v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노드 N1, N2에 전송된다. 메모리 셀의 임계치

가 2.5V 이상인 경우에는 비트선 BLa는 1.5V 이상, 2.5V 이하인 경우에는 비트선 BLb는 1.5V 이하이다. 
그 후에, 신호 BLCA, BLCB가 "L"로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
는 분리된다. 이 후에 시각 t8Z에 신호 VRFYBA1이 "H"가 되면 "0" 또는 "2" 기입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가 온으로 노드 N1은 1.5V 이상이 된다.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2가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후에 
신호 RV2A, RV2B가 "H"로 된다. 그 후 시각 t9z에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L"로 되어 노드 N1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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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이 감지되고 래치된다.

이후에, 도 60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입 데이터의 변환이 다시 행해진다. 시각 t10z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노드 N1, N2에 전송된다. 다시, 신호 BLCA, BLCB가 "L"로 되고, 비트선 BLa
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이 후에 시각 t11z에 신호 VRFYBA가 "L"이 되면 "0" 또는 "1" 기입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 

및 "2" 기입이 충분히 행해진 데이터 회로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3이 온으로 노드 N1은 Vcc가 
된다.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1이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1이 "H"로 되어 
이퀄라이즈 된다. 이후에 신호 RV1A, RV1B가 "H"로 된다. 그 후에 시각 t12z에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L"로 되어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고 래치된다.

이상과 같이 "3"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만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충분히 "3" 
기입 상태로 되었는지 여부를 검출할 수 있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3"이면 플립 플롭 FF1, FF2에서 노
드 N1의 전압이 감지하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는 "0"으로 변경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3"이 아니면 
플립 플롭 FF1, FF2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는 "3"으로 유지된다. "0" 또는 
"1" 또는 "2"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의 기입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2" 기입 또
는 "3" 기입하는 모든 선택된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는 도 55와 같
이 된다. 결국 "2" 기입 또는 "3" 기입하는 모든 선택된 메모리 셀이 충분히 기입되면 모든 데이터 회로
(206C-0, 206C-1, …, 206C-m-1, 206C-m)의 노드 N3이 "H", 노드 N4가 "L"이 된다. 이것을 검출함으로써 
"2" 기입 또는 "3" 기입하는 모든 선택된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데이터 회로(206)의 회로 구성도 도 47, 도 56에 도시한 회로 구성(206B, 206C)에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회로 구성으로도 된다.

도 61 및 도 62는 각각 데이터 회로의 다른 회로도이다.

도 61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206D)의 VRFYBA1, VRFYBB1의 동작 타이밍은 도 47, 도 56의 데이터 회로와 
동일한 동작 타이밍을 이용한 경우(동작 파형도 : 도 48, 도 53, 도 57, 도 48, 도 60)에 있어서, Vcc를 
OV, OV를 Vcc로 하면 된다. 또한, VRFYBA, VRFYBB의 동작 타이밍은 도 47, 도 56의 데이터 회로를 이용한 
경우와 동일하다.

또, 도 62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206E)의 VRFYBA, VRFYBB의 동작 타이밍은 도 47, 도 56의 데이터 회로와 
동일한 동작 타이밍을 이용한 경우(동작 파형도 : 도 48, 도 53, 도 54, 도 57, 도 48, 도 60)에 있어서, 
Vcc를 0V, 0V를 Vcc로 하면 된다. 또한 VRFYBA1, VRFYBB1의 동작 타이밍은 도 47, 도 56의 데이터 회로를 
이용한 경우와 동일하다.

상기 제7 실시예에서는 우선 "2", "3" 데이터를 동시에 기입하고나서 다음에 "1" 데이터의 기입을 행하였
으나, 기입 순번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임의로 해도 된다. 예컨대 "1", "2"를 기입하고 나서 다음에 "3"
을 기입해도 되고, "1", "3"을 기입하고나서 다음에 "2"를 기입해도 된다.

[제8 실시예]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을 설명한다.

상기 제7 실시예에서는 "2" 상태 및 "3" 상태를 거의 동시에 기입하고 나서 "1" 상태를 기입하는 것을 예
시했으나, 상기 제8 실시예에서는 "1" 상태, "2" 상태 및 "3" 상태를 거의 동시에 기입하는 것이다.

또한, 제8 실시예에 관한 EEPROM은 제7 실시예에 관한 EEPROM과 마찬가지로 도 36, 도 37에 도시한 제6 
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도 63은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관한 EEPROM이 갖는 데이터 회로(206F)의 회로도이다. 도 63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206F)는 4치 기억을 예로 구성되어 있다.

도 6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 M1~M4가 직렬로 접속되고, NAND형 셀을 구성하고 있다. 그 양단은 
선택 트랜지스터 S1, S2를 통하여 각각 비트선 BL, 소스선 VS에 접속된다. 제어 게이트 CG를 공유하는 메
모리 셀 M군은 페이지라 불리는 단위를 형성하고 동시에 데이터 기입·판독된다. 또, 4개의 제어 게이트 
CG1~CG4에 연결되는 메모리 셀군으로 블록을 형성한다. 페이지, 블록은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 선택된다. 각 비트선 BL0~BLm에는 데이터 회로(206F-0, 206F-1, …, 206F-m-1, 206F-
m)이 접속되고, 대응하는 메모리셀에의 기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거나 한다.

메모리 셀의 기입 상태와 임계치의 관계는 제7 실시예와 동일하고 예컨대 도 46에 도시한 바와 같다.

도 63에 도시한 바와 같이,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1, Qn22, Qn23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9, Qp10, 
Qp11로  구성되는  플립  플롭  FF1과,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9,  Qn30,  Qn31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6, Qp17, Qp18로 구성되어 플립 플롭 FF2에는 기입/판독 데이터가 래치된다. 또, 이들은 센스 앰프로
서 동작한다.

플립 플롭 FF1, FF2는 "0" 기입을 하는지, "1" 기입을 하는지, "2" 기입을 하는지 "3" 기입을 하는지를 
기입 데이터 정보로서 래치하고, 메모리 셀이 "0"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1" 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
는지 "2"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3"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독 데이터 정보로서 감지하여 래
치한다.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와 플립 플롭 FF1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8, Qn27을 통하여 접속된다. 데
이터 입출력선 I/OC, I/OD와 플립 플롭 FF2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5, Qn36을 통하여 접속된다. 데이
터 입출력선 I/OA, I/OB, I/OC, I/OD는 도 36중의 데이터 입출력 버퍼(205)에도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7, Qn28, Qn35, Qn36의 게이트는 NAND 논리회로 G2와 인버터(14)로 구성되는 칼
럼 어드레스 디코더의 출력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6, Qn34는 신호 ECH1, ECH2가 "H"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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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플립 플롭 FF1, FF2을 이퀄라이즈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4, Qn32는 플립 플롭 FF1, FF2와 
MOS 캐패시터 Qd1의 접속을 제어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5, Qn33은 플립 플롭 FF1, FF2와 MOS 캐
패시터 Qd2의 접속을 제어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2C, Qp13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AC에 의해 플립 플롭 FF1의 데
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4C, Qp15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BC에 의해 플립 플롭 FF1의 데
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2C, Qp19C, Qp20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A2C에 의해 플립 플롭 FF1 및 FF2의 데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 Qd1
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4C, Qp21C, Qp22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B2C에 의해 플립 플롭 FF1 및 FF2의 데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C, Qn2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A1C에 의해 플립 플롭 FF2의 데이
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C, Qn14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B1C에 의해 플립 플롭 FF2의 데이터에 따라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MOS 캐패시터 Qd1, Qd2는 디프리션형 n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비트선 용량보다 충분히 작게 된
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7은 신호 PREA에 의해 MOS 캐패시터 Qd1을 전압 VA로 충전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8은 신호 PREB에 의해 MOS  캐패시터 Qd2를 전압 VB로 충전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9, Qn40은 신호 BLCA, BLCB에 의해 데이터 회로(206F)와 비트선 BLa, BLb의 접속을 각각 제어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7, Qn38로 구성되는 회로는 비트선 전압 제어 회로를 겸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구성된 EEPROM의  동작을 동작 파형도에 따라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제어 게이트 
CG2A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판독 동작]

도 64는 판독 동작을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도 6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전압 VA, VB가 각각 1.8V, 1.5V로 되고, 비트선 BLa, BLb는 각각 1.8V, 
1.5V로 된다. 시각 t1RC 신호 각각 BLCA, BLCB가 "L"이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

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되며, 비트선 BLa, BLb는 플로팅된다. 신호 PREA, PREB가 "L"이 되고, MOS 캐
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플로팅 상태가 된다.

계속해서, 시각 t2RC에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선택된 제어 게

이트 CG2A는 0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V 이하라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이 후에, 시각 t3RC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되고 비트선 데이터가 MOS 캐패시터 Qd1, Qd2에 전송된다. 

그 후에, 다시 신호 BLCA, BLCB가 "L"이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
터 Qd2는 분리된다.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1이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1
이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후에 신호 RV1A, RV1B가 "H"로 된다.

시각 t4RC에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L"로 되어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고 래치된다. 그래서, 메모

리 셀의 데이터가 "0"인지 또는 "1" 또는 "2" 또는 "3" 인지가 플립 플롭 FF1에 의해 감지되고, 그 정보
는 래치된다. 다음으로, 선택된 제어 게이트가 1V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1V 이하라면 비
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1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시각 t5RC에 신호 PREA, PREB가 "H"로 되고,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각각 

1.8V, 1.5V로 된다. 신호 PREA, PREB가 "L"로 되고,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
는 플로팅 상태로 된다.

이 후에, 시각 t6RC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된다. 다시 신호 BLCA, BLCB가 "L"이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2이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후에 신호 RV2A, RV2B가 "H"
로 된다. 시각 t7RC에 신호 SAN2, SAP2이 각각 "H", "L"로 되어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고 래치된다. 그

래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0" 또는 "1" 인지 또는 "2" 또는 "3" 인지가 플립 플롭 FF2에 의해 감지되
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도 65는 시각 t7RC일 때의 플립 플롭 FF1, FF2가 감지되고 래치되어 있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 때의 플립 플롭 FF1, FF2의 노드 N3C, N5C의 전위는 도 65와 같이 된다.

메모리 셀에 기입된 데이터가 "2" 또는 "3" 인지가 감지된다. 선택된 제어 게이트가 2V가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2V 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2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시각 t8RC에 신호 PREA, PREB가 "H"로 되고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각각 

1.8V, 1.5V로 된다. 신호 PREA, PREB가 "L"로 되고,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
는 플로팅 상태로 된다.

이후에, 시각 t10RC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된다. 그 후에 다시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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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 캐패시터의 데이터를 감지하는데 앞서 시각 t11RC에 VRFYBA2C가 0V로 된다. 도 6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드 N5C가 "L" 및 노드 N3C가 "H"(결국 노드 N4C가 "L")이 되는 것은 "1" 데이터의 경우뿐이다. 따
라서  "1"  데이터의  경우에만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2C,  Qp19C,  Qp20C가  온하고,  노드  N1이  Vcc로 
된다. 그 후에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1이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1이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후에 신호 RV1A, RV1B가 "H"로 된다.

시각 t12RC에 다시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L"로 되어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고 래치된다. 그래서,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2" 인지 "3" 인지가 플립 플롭 FF1에 의해 감지되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도 66은 플립 플롭 FF1, FF2가 감지되고 래치되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상의 판독 동작 결과, 4치의 데이터가 도 66과 같이 플립 플롭 FF1, FF2에 래치된다. 도면 중의 각 데
이터의 임계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0" ··· 임계치 : 0V 이하

데이터 "1" ··· 임계치 : 0.5V 이상, 0.8V 이하

데이터 "2" ··· 임계치 : 1.5V 이상, 1.8V 이하

데이터 "3" ··· 임계치 : 2.5V 이상, 2.8V 이하

판독 중, 신호 VRFYBAC, VRFYBBC는 "H", 신호 VRFYBA1C, VRFYBB1C는 "L"이다. 또, 전압 Vs는 0V로 한다.

칼럼 어드레스 디코더에 입력되는 칼럼 활성화 신호 CENB가 "H"로 되면,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선택된 데
이터 회로에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 I/OC, I/OD에 출력되고, 데이터 입출
력 버퍼(4)를 동일한 EEPROM 외부로 출력된다.

메모리 셀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임계치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 I/OC, I/OD로 판독 후에 출력되
는 레벨의 관계는 도 66과 같다.

칩 외부로의 출력 데이터는 데이터 입출력 버퍼(5)에서 데이터 입력선 I/OA, I/OB, I/OC, I/OD로 출력된 
신호를 기초로 변환한 것도 된다.

[기입 동작]

우선, 기입 데이터가 플립 플롭 FF1, FF2에 로드된다. 그 후에 "1" 데이터, "2" 데이터 및 "3" 데이터가 
거의 동시에 기입된다. 그리고,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가 충분히 기입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검증 리드가 행해지고, 기입분 충분인 메모리 셀이 있는 경우에는 재기입이 행해진다. 모든 메모리 셀이 
충분히 기입되는 것을 기입 종료 검지 회로가 검지함으로써 기입이 종료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하고, 다음으로 검증 리드에 관하여 설명한다.

(1) 프로그램

기입 동작 전에, 입력된 1 비트분의 데이터는 데이터 입출력 버퍼(205)에서 변환되고 데이터 회로(206F)
에 입력된다.

도 67은 데이터 회로(206F)에 입력되고, 플립 플롭 FF1, FF2가 래치하는 기입 데이터를 도시하는 도면이
다. 4치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 I/OC, I/OD의 관계는 도 67과 같다.

변환된 4치 데이터는 칼럼 활성화 신호 CENB가 "H"이고, 어드레스 신호로 지정된 칼럼 번지의 데이터 회
로로 전송된다.

도 68은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이다.

우선, 시각 t1S에, 전압 VA가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1V로 되어 비트선 BLa가 1V로 된다. n채널 MOS 트랜

지스터 Qn39의 임계치분의 전압 강하분이 문제가 될 때에는 신호 BLCA를 승압시키면 된다. 계속해서 신호 
PRE가 "L"로 되고 비트선이 플로팅으로 된다.

다음으로, 시각 t2S에 신호 RV2A가 1.5V로 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1" 또는 "3"이 보유되어 데이터 회로

로부터 비트선 제어 전압 0V가 비트선에 인가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의 임계치를 1V로 하면 "0" 
또는 "2" 기입시에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는 "오프", "1" 또는 "3" 기입시에는 온으로 된다.

그  후에, 시각 t3S에 VRFYBAC가 0V로 되고, 데이터 "0" 또는 데이터 "1"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로

부터는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cc이 비트선에 출력된다. 그리고, 시각 t4S에 VRFYBA2C가 0V로 되고, 데이

터 "1"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로부터 V1에 바이어스되고 비트선 "1" 기입 전위 2V가 비트선으로 출
력된다.

그 결과, "0" 기입하는 비트선은 Vcc, "1" 기입하는 비트선은 2V, "2" 기입하는 비트선은 1V, "3" 기입하
는 비트선은 0V로 된다.

시각 t1S에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3B)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선택 게이트 SG1A, 제어 게

이트 CG1A~CG4A가 Vcc로 된다. 선택 게이트 SG2A는 0V이다.

다음으로,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가 고전압 VPP(예컨대 20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가 
VM(예컨대 10V)로 된다. 데이터 "3"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0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고 임계치가 상승한다. 데이터 
"2"가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1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
위차에 의해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어 임계치가 상승한다. 데이터 "1"이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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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2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 부유 게이트에 전
자가 주입되고 임계치가 상승한다. "2" 기입의 경우의 채널 전위를 1V, "1" 기입의 경우의 채널 전위를 
2V로 하는 것은 전자의 주입량을 "3" 데이터 기입의 경우, "2" 기입의 경우, "1" 기입의 경우의 순번으로 
작게 하기 위해서이다. 데이터 "0"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에서는 채널 전위
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가 작기 때문에, 실효적으로는 부유 게이트에 전자는 주입되지 않는다. 따
라서, 메모리 셀의 임계치는 변동하지 않는다. 기입 동작 중, 신호 SAN1, SAN2, PREB, BCLB는 "H", 신호 
SAP1, SAP2, VRFYBA1C, RV1A, RV1B, RV2B, ECH1, ECH2는 "L", 전압 VB는 0V이다.

(2) 검증 판독

기입 동작 후, 기입이 충분히 행해졌는지를 검출한다(기입 검증). 만약,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 데이
터 회로의 데이터를 "0"으로 변경한다. 만약,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를 
보유하여 다시 기입 동작을 행한다. 기입 동작과 기입 검증은 모든 "1" 기입하는 메모리 셀, "2" 기입하
는 메모리 셀 및 "3" 기입하는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다.

제 69 및 도 70은 각각 검증 판독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파형도이다.

이하, 도 69 및 도 70을 참조해서 판독 검증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1" 기입하는 메모리 셀이 소정의 임계치에 도달했는지를 검출한다.

우선, 도 69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각 t1yC에서 전압 VA, VB가 각각 1.8V, 1.5V로 되고, 비트선 BLa, BLb 

는 각각 1.8V, 1.5V가 된다. 신호 BLCA, BLCB가 "L"로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
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되고, 비트선 BLa, BLb는 플로팅으로 된다. 신호 PREA, PREB가 "L"이 되고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N2는 플로팅 상태로 된다.

이어서, 시각 t2yC에서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 선택된 블록의 선택된 제어 게

이트 CG2A는 0.5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2A는 0.5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
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5V 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아
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5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 그대로가 된다.

시각 t3yc 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노드 N1,  N2로  전송된다.  그  후,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이후에, 시각 t4yc에 신호 RV1A가 1.5V로 되고, "2" 기입의 경우에, 및 "3" 기입의 경우에는 노드 N1, 0V

로 방전된다.

시각 t5yc에, 신호 VRFYBA1C가 "H"로 되면, "0" 또는 "2"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가 온이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그 결과 노드 N1은 "0" 기입 또는 "2" 기입
의 경우에 Vcc, "3" 기입의 경우에 OV로 된다.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2가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
이즈된다. 이 후에 신호 RV2A, RV2B가 "H"로 된다. 또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L"로 되어, 시각 
t6yc에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그래서, "1" 기입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만,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충분한 "1" 기입 상태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메모리 셀의 데이
터가 "1" 이면 플립 플롭 FF2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는 "0"으로 변경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1"이 아니면, 플립 플롭 FF1에서 노드 N2의 전압을 감지하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
터는 "1"로 유지된다. "0", "2" 또는 "3"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의 기입 데이터는 변
경되지 않는다.

다음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가 1.5V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1.5V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 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1.5V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 그대로가 된다. 시
각 t7yc에 PREA, PREB가 Vcc로 되고 노드 N1, N2가 1.8V, 1.5V로 된 후, 플로팅으로 된다.

이 후 시각 t8yc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노드 N1, N2로 전송된다. 그 후, 신호 

BLCA, BLCB가 "L"로 되고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이 후에, 시각 t9yc에 신호 RV2A가 Vcc 이하의 전압, 예를 들면 1.5V로 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

의 임계치가 1V인 경우에, "3"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는 온이고, 노드 N1은 OV로 된다. "2"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 메모리 셀이 충
분히 "2" 기입되고 있는 경우에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는 오프되고 노드 N1은 1.5V 이상으로 유지
된다. "2" 기입 불충분의 경우, 노드 N1은 1.5V 이하이다.

시각 t10yc에 신호 VRFYBAC가 "L"로 되면, "0" 또는 "1"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는 데이터 회로에서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3이 온이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신호 SAN1, SAP1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1이 비활성화되며, 신호 ECH1가 "H"로 되어 이퀄라
이즈된다. 이 후에, 신호 RV1A, RV1B가 "H"로 된다. 또, 신호 SAN1, SAP1가 각각 "H", "L"로 되므로, 시
각 t11yc에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여기에서, "2"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

만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충분한 "2" 기입 상태로 되었는지 여부를 검출한다. 메모리 셀의 데이
터가  "2"  이면,  플립  플롭  FF1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는  "0"으로 
변경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2"이 아니면 플립 플롭 FF1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는 "2"로 유지된다. "0", "1" 또는 "3" 기입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의 기입 데
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어서, 선택된 제어 게이트가 2.5V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2.5V 이하로 되면, 비트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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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은 1.5V보다 낮아진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2.5V 이하로 되면 비트선 전압은 1.8V 그대로가 
된다. 이 후에, 시각 t12yc에서, 신호선 BLCA, BLCB가 "H"로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N1, N2로 전송된다. 

또,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가 분

리된다.

이 후, 시각 t13yc에서, 신호 VRFYBAC가 "L"로 되면, "0" 또는 "1"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는 데이터 회로, 

및 "2" 기입이 충분히 행해진 데이터 회로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3c가 온이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1이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1이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 RV1A, RV1B가 "H"로 된다. 이 후 시각 t14yc에서,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L"로 되어,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이후, 도 7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기입 데이터이 다시 행해진다. 시각 t15yc에서, 신호 BLCA, BLCB가 "

H"로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노드 N1, N2로 전송된다. 다시,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
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가 분리된다. 이 후 시각 t16yc에서, 신호 VRFYBA1C가  

"H"로 되면, "0" 또는 "2" 기입 데이터가 유지되는 데이터 회로 및 "1" 기입  충분 데이터 회로에서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C가 온이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
립 플롭 FF2가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 RV2A, RV2B가 "H"로 
된다. 이 후, 시각 t17yc에서,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L"로 되어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

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시각 t16yc에 VRFYBA1C를 Vcc로 함으로서 "0" 기입 및 "2" 기입하는 경우의 MOS 캐패시

터 Qd1의 노드 N1을, 노드 N2의 전위(1.5V)  보다도 커지도록 충전하고 있다. t16yc에 RV2B를 예를 들어 

1.5V로 하여도 좋다. 이 경우, "0" 기입 또는 "2" 기입의 경우에는 노드 N6C가 0V이므로 n채널 MOS 트랜
지스터 Qn33이 온이고 노드 N2는 0V로 된다. 한편, "1" 또는 "3" 기입의 경우에는 노드 N6C가 Vcc, N2가 
1.5V이므로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3은 오프이고, 노드 N2는 1.5V를 유지한다. 시각 t16yc에서 VRFYBA1C

를 Vcc로 하여 행하고 "0" 기입 및 "2" 기입하는 경우의 노드 N1로의 충전은 N2의 전위(0V) 보다도, 크면 
좋으므로, N1의 충전은 예를 들면 0.5V 정도 낮은 전압에서 양호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3"  기입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터 회로만, 대응하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충분한 
"3" 기입 상태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3" 이면, 플립 플롭 FF1, FF2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한 뒤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는 "0"으로 변경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3"이면 
플립 플롭 FF1, FF2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는 "0"으로 변경된다.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3"이 아니면, 플립 플롭 FF1, FF2에서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
는 "3"으로 유지된다. "0", "1", 또는 "2" 기입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이터 회로의 기입 데이터는 변경되
지 않는다.

기입 검증 중, 신호 VRFYBBC는 "H", 신호 VRFYBB1C는 "L", 전압 VS는 0V로 한다.

전부 선택된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는 "0" 데이터로 된다. 즉 기
입이 종료하면, 노드 N4C, N6C가 "L"로 된다. 이것을 검출함으로서 전부 선택된 메모리 셀이 원하는 임계
치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알게 된다.

기입  및  검증  후에,  모든  칼럼에서  기입이  종료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기입  종료를  일괄하여  검지를 
행한다.

도 63은 기입 종료 일괄 검지 트랜지스터를 갖는 데이트 회로(206F)의 회로도이다.

기입 종료 검출은 예를 들면, 도 6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입 종료 일괄 검지, 트랜지스터, Qn5C 및 Qn6C
를 이용하면 된다. 검증 판독 후, 먼저 VRTC를 예를 들어 Vcc에 프리차지 한다. 기입이 불충분한 메모리 
셀이 1개라도 있으면, 그 데이터 회로의 노드 N4C 또는 N6C의 적어도 한 쪽은 "H"이므로 n채널 MOS 트랜
지스터 Qn5C와 Qn6C의 적어도 1개는 온하고 VRTC는 프리차지 전위로부터 저하한다. 모든 메모리 셀이 충
분히 기입되면, 데이터 회로(206F-0, 206F-1, …, 206F-m-1)의 노드 N4C, N6C가 "L"로 된다. 그 결과, 모
든 데이터 회로 내의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5C 및 Qn6C가 오프로 되므로 VRTC는 프리차지 전위를 유지
한다.

이상 제8 실시예에 관한 EEPROM을 설명하였지만, 검증, 판독, 기입, 통상의 판독 등의 동작은 상술한 동
작 예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동작이 가능하다.

도 71은, 다른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파형도이다.

예를 들면 검증 판독은, 도 71의 동작 파형도와 같이 동작시키더라도 좋다. 도 71에 도시한 검증 판독에
서는, 시각 t12c까지의 동작은, 도 70에 도시한 검증 판독과 동일하고, 시각 t12yc 이후의 동작이 다르다.

시각 t12yc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되고, 비트선의 전위가 노드 N1, N2에 전송된다. 메모리 셀의 임계

치가 2.5V 이상인 경우에는 비트선 BLa는 1.5V 이상, 2.5V 이하인 경우에는 비트선 BLb는 1.5V 이하이다. 
그 후,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
는 분리된다.

이 후, 시각 t13zc에 신호 VRFYBA1C가 "H"로 되면, "0" 또는 "2", 또는 기입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

터 회로 및 "1" 기입이 충분한 데이터 회로에서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가 온이고, 노드 N1은 1.5V 
이상으로 된다.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2가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 RV2A, RV2B가 "H"로 된다. 그 후 시각 t14zc에, 신호 SAN2, SAP2

가 각각 "H", "L"로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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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도 7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입 데이터의 변환이 더욱 행해진다. 시각 t15zc에, 신호 BLCA, BLCB가 

"H"로 되어, 비트선의 전위가 노드 N1, N2로 전송된다. 다시, 신호 BLCA, BLCB가 "L"로 되어, 비트선 BLa
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는 분리된다.

이 후 시각 t16zc에, 신호 VRFYBAC가 "L"이 되면, "0" 또는 "1" 기입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 

및 "2" 기입이 충분히 행해진 데이터 회로에서는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13이 온이고, 노드 N1은 Vcc로 
된다.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1이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1이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신호 RV1A, RV1B가 "H"로 된다. 그 후, 시각 t17zc에,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L"로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고 래치된다.

또한, 제8 실시예의 데이터 회로의 회로 구성도, 도 63에 도시한 회로 구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로 구성이어도 좋다.

도 72, 도 73, 도 74 및 제 75 는 각각, 데이터 회로의 다른 회로도이다.

도 72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206G)의 VRFYBA1C, VRFYBB1C의 동작 타이밍은 도 63의 데이터 회로(206F)와 
동일한 동작 타이밍(동작 파형도 ; 도 65, 도 68, 도 69, 도 70, 도 71)에서, Vcc를 OV, OV를 Vcc로 하면 
좋다. 또 VRFYBAC, VRFYBBC, VRFYBA2C, VRFYBB2C의 타이밍은, 도 63의 데이터 회로(206F)를 이용한 경우
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도 73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206H)의 VRFYBAC, VRFYBBC, VRFYBA2C, VRFYBB2C의 동작 타이밍은, 도 
63의 데이터 회로(206F)와 같은 타이밍(동작 파형도 ; 도 65, 도 68, 도 69, 도 70, 도 71)에서, Vcc를 
0V, 0V를 Vcc로 하면 된다. 또한 VRFYBA1C, VRFYBB1C의 동작 타이밍은, 도 63의 데이터 회로(206F)를 이
용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도 74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206I)의 VRFYBAC,  VRFYBBC의 동작 타이밍은,  도 63의 데이터 회로
(206F)와 같은 동작 타이밍(동작 파형도 ; 도 65, 도 68, 도 69, 도 70, 도 71)에서, Vcc를 0V, 0V를 Vcc
로  하면  좋다.  또,  VRFYBA1C,  VRFYBB1C,  VRFYBA2C,  VRFYBB2C의  동작  타이밍은,  도  63의  데이터 회로
(206F)를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도 75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206J)의 VRFYBA2C, VRFYBB2C의 동작 타이밍은, 도 63의 데이터 회로
(206F)와 같은 동작 타이밍(동작 파형도 ; 도 65, 도 68, 도 69, 도 70, 도 71)에서, Vcc를 0V, 0V를 Vcc
로 하면 좋다. 또, VRFYBA1C, VRFYBB1C, VRFYBAC, VRFYBBC의 동작 타이밍은 도 63의 데이터 회로(206F)를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또한, VRFYBA2C, VRFYBB2C, VRFYBA1C, VRFYBB1C를 Vcc로 하는 경우에, Vcc
를 대신해서, Vcc+Vth(Vth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 혹은 Vcc+2Vth로 하더라도 좋다. 이 
경우, n채널 MOS 트랜지스터는, 실질적인 "임계치 강하"를 발생시키지 않고서, 전위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8 실시예에서는 판독 및 검증 판독시에, 비트선을 프리차지한 후, 비선택 콘트롤 게이트 
CG1A, CG3A, CG4A를 Vcc로 함으로써, CG1A, CG3A, CG4A를 게이트 전극으로 하는 메모리 셀을 온시키고 있
다.

이것을, 예를 들면 비선택 콘트롤 게이트 CG1A, CG3A, CG4A를 Vcc로 한 후, 플로팅으로 하고, 그 후, 비
트선으로 프리차지 하여도 좋다. 혹은, 비트선을 프리차지한 후, 비선택 콘트롤 게이트를 Vcc로 하고, 그 
후, 비선택 콘트롤 게이트를 플로팅하여도 좋다. 이 경우, 메모리 셀을 통하여, 비트선으로부터 소스선으
로 판독 전류가 흐르는 사이에 비선택 콘트롤 게이트는 부유 상태이다. 판독 전류가 흐르는 사이는, 비선
택 콘트롤 게이트를 게이트 전극으로 하는 메모리 셀의 채널은 OV 보다 크게 되고, 그 결과, 채널과 비선
택 콘트롤 게이트간의 용량 결합에 의해서 비선택 콘트롤 게이트의 전위는 Vcc보다도 크게 된다. 이와 같
이 비선택 콘트롤 게이트의 전위가 Vcc보다도 크게 되면, 비선택 콘트롤 게이트를 게이트 전극으로 하는 
메모리 셀의 저항이 작게 되고, 그 결과 판독 전류가 크게 되어, 판독이 고속화된다.

[제9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 NAND형 EEPROM을 설명한다.

또, 제9 실시예에 관한 EEPROM은, 제8 실시예에 관한 EEPROM 등과 마찬가지로 도 36, 도 37에 도시한 제6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구성을 갖는다.

도 76은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관한 EEPROM이 갖는 데이터 회로(206K)의 회로도이다. 도 76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206K)는, 4치 기억을 예로 구성되어 있다.

도 76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206K)는, 2개의 래치(제1 래치 및 제2 래치를 포함한다. 기입시에는, 2비트
의  기입  데이터는  이  2개의  래치에  기억된다.  판독시에는  판독한  4치  데이터는  이  2개의  래치에 
기억되고, 그 후 I/OA 내지 I/OD를 통해 칩의 외부로 출력된다.

도 7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 21, Qn 22, Qn 23과 p채널 MOS 트랜지스터 Qp9, 
Qp10, Qp11에 의해 구성되는 플립 플롭FF1과,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9, Qn30, Qn31과 p채널 MOS 트랜
지스터 Qp16, Qp17, Qp18 에 의해 구성되는 FF2에, 기입/판독 데이터가 래치된다. 또한, 이들은 센스 앰
프로서도 동작한다.

플립 플롭 FF1, FF2는, "0" 기입을 할지, "1" 기입을 할지, "2" 기입을 할지, "3" 기입을 하는지를 기입 
데이터 정보로서 래치하고, 메모리 셀이 "0"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1" 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2"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3"의  정보를  보유하여  있는지를  판독  데이터  정보로서  감지하여 
래치한다.

데이터 입출력선 I/OA, I/OB와 플립 플롭 FF1은,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8, Qn27 을 통해 접속된다. 데
이터 입출력선 I/OC, I/OD 와 플립 플롭 FF2는,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5, Qn36을 통해 접속된다. 데이
터 입출력선 I/OA, I/OB, I/OC, I/OD 는, 도 36에 도시된 데이터 입출력 버퍼(205)로도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7, Qn28의 게이트는, NAND 논리 회로(G2)와 인버터(14)로 구성되는 칼럼 어드레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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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더의 출력에 접속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6, Qn34는, 각각 플립 플롭 FF1, FF2를 신호 ECH1,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
즈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4,  Qn32는,  플립  플롭  FF1,  FF2와  MOS  캐패시터  Qd1의  접속을 
제어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5, Qn33은, 플립 플롭 FF1, FF2와 MOS 캐패시터 Qd2의 접속을 제어한
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50C, Qn51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VRFYBAC에 의해서, 플립 플롭 FF1의 
데이터에 따라서,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52C, Qn53D로 구
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BC에 의해서, 플립 플롭 FF1의 데이터에 따라서,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53C,  Qn54C,  Qn55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A2C에 의해서, 플립 플롭 FF1 및 FF2의 데이터에 따라서,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
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56C, Qn57C, Qn58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B2C에 의해서, 플
립 플롭 FF1 및 FF2의 데이터에 따라서,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n채널 MOS 캐패시
터 Qn1C, Qn2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화 신호 VRFYBA1C에 의해서, 플립 플롭 FF2의 데이터에 따라서,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C, Qn4C로 구성되는 회로는 활성
화 신호 VRFYBB1C에 의해서, 플립 플롭 FF2의 데이터에 따라서,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압을 변경
한다.

MOS 캐패시터 Qd1, Qd2는, 디프리션형 n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비트선 용량보다 충분히 작아진
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7은, 신호 PREA에 의해서 MOS 캐패시터 Qd1을 전압 VA로 충전한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 38은, 신호 PREB에 의해서 MOS 캐패시터 Qd2를 전압 VB로 충전한다. n채널 MOS 트랜지
스터 Qn39, Qn40은, 신호 BLCA, BLCB에 의해서, 데이터 회로(3)와 비트선 BLa, BLb의 접속을 각각 제어한
다. n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7, Qn38로 구성되는 회로는 비트선 전압 제어 회로를 겸한다.

다음에 이와같이 구성된 EEPROM의 동작을, 동작 파형도에 따라서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제어 게이트 CG2A
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를 도시한다.

[판독 동작]

도 77은, 판독 동작을 도시하는 동작 파형도이다.

도 7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시각 tW1에, 전압 VA, VB가 각각 1.8V, 1.5V로 되고, 비트선 BLa, BLb는 

플로팅된다.

계속해서, 시각 tw2에,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202B)에 의해서 선택된 블록의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는 1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는 Vcc로 된다. 선택
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1V 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 보다 낮게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
가 1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그 후, 신호 SAN1, SAP1이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1이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1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시각 tW3에, 신호 RV1A, RV1B 가 "H"로 된다. 시각 tW4에, 다시, 신호 SAN1, SAP1이 각각 "H", "L"

로 됨으로써, 노드 1N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 된다. 이로써,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0" 또는 "1" 인지, 
혹은 "2" 또는 "3" 인지가 플립 플롭 VFF1에 의해서, 감지되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다음에,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V 이상인지 혹은, OV 이하인지가 판정된다.

시각 tW5에, 비트선 BLa가 1.8V로, 더미 비트선 BLb가 1.5V로 프리차지되고, 그 후 플로팅된다.

그 후, 시각 tW6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가 OV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V 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보다  낮게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0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2가 비활성화되고,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시각 tW7에 신호 RV2A, RV2B가 "H"로 된다.

시각 tW8에, 신호 SAN2, SAP2가 각각 "H", "L"로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이로써,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0" 인지, 혹은 "1" 또는 "2" 또는 "3" 인지가 플립 플롭 FF2에 의해서 감지되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도 78은, 시각 tW8일 때에 플립 플롭 FF1, FF2가 감지하고, 래치하고 있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하는 도면

이다. 이 때의 플립 플롭 FF1, FF2의 노드 N3C, N5C의 전위는 도 78과 같이 된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셀에 기입된 데이터가 "0" 또는 "1" 또는 "2" 인지, 혹은 "3" 인지가 감지된다. 시각 
tW9에 비트선 BLa가 1.8V로, 더미 비트선 BLb가 1.5V로 프리차지되고, 그 후 플로팅된다. 그 후, 시각 tW10

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가 2V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2V 이하이면, 비트선 전압은 1.5V 보
다 낮게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2V 이상이면, 비트선 전압은 1.8V인 채로 된다.시각 tW11에 

VRFYBA2C가 Vcc로 된다.

도 78로부터 알 수 있듯이, 노드 N5C가 "H" 및 노드 N3C 가 "L" (즉 노드 N4C가 "H")가 되는 것은 "1" 데
이터의 경우만이다. 따라서 "1" 데이터의 경우만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54C, Qn55C, Qn53C가 온하고, 
노드 N1이 Vcc로 된다. 그 후, 신호 SAN2, SAP2가 각각 "L" "H"로 되어 플립 플롭 FF2가 비활성화 되고, 
신호  ECH2가  "H"로  되어  이퀄라이즈된다.  이  후,  시각 tW12 에  신호  RV2A,  RV2B가  "H"  로  된다.  시각 

tW13에, 다시 신호 SAN2와 SAP2가 각각 "H", "L"로 됨으로써, 노드 N1의 전압이 감지되어 래치된다. 이로

써,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0" 또는 "1" 또는 "2" 인지, 혹은 "3" 인지가 플립 플롭 FF2에 의해서 감지되
고 그 정보는 래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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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9는, 플립 플롭 FF1, FF2가 감지하고, 래치하는 판독 데이터를 도시한 도면이다.

플립 플롭 FF1 및 FF2에 보유된 2 비트의 데이터는 시각 tW14에 CENB가 활성화됨으로써, 칩 외부로 출력된

다.

기입 동작, 및 기입 검증 판독 동작은 각각, 제8 실시예와, 거의 마찬가지로 행하면 좋다.

또한, 제9 실시예에서는, 워드선에 소정의 판독 전압(예를 들면 0V, 1V, 2V)을 인가하기 전에, 매번 비트
선 및 더미 비트선을 프리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8 실시예에서는, 판독 및 검증 판독시에, 우선 최초로 비트선 및 더미 비트선을 프리차지
하고, 그 후는 프리차지하지 않고, 워드선의 판독 전압을 변화(예를 들면 0V로부터 1V, 2V)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8 실시예에서도, 판독, 혹은 검증 판독시에, 워드선에 판독 전압(예를 들면 0V, 1V, 2V)를 인가
할 때마다, 상기 제9 실시예와 같이 비트선 및 더미 비트선을 프리차지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상,  본  발명을 제6  내지 제9  실시예에 의해 설명하였지만,  이들 제6  내지 제9  실시예에서,  하기와 
같은, 변형이 더욱 가능하다.

도 80은, 변형된 칼럼 구성을 갖는 EEPROM의 구성도이다.

상기 제6 내지 제9 실시예에서는, 좌우 하나씩의 비트선 BL에, 하나의 데이터 회로(206)가 대응한 것을 
설명하였지만, 좌우 복수씩의 비트선 BL에, 하나의 데이터 회로(206L)가 대응한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도 8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형된 칼럼 구성을 갖는 EEPROM에서는, 4개의 비트선 BLai-1 내지 BLai-4, 
또는 BLbi - 1 내지 BLbi - 4(i는 0 내지 3)에 대하여, 데이터 회로(206L-0 내지 206L-m) 중 하나가 설치
되어 있다.

이하, 메모리 셀 어레이(201-1) 측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4개의 비트선 BLai-1 내지 BLai-4 중, 예를 들면 BLai-1을 선택하는 때에는, 비트선 제어 회로(203C) 측
의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207A-1)를 구동하는 구동 신호 BLC1 내지 BLC4 중, 신호 BLC1를 "H" 레벨로 하
고, 다른 신호 BLC2 내지 4를 각각, "L" 레벨로 한다. 또한, 동시에, 비선택 비트선 제어 회로(20) 측의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207B-1)를 구동하는 구동 신호 BLC1D 내지 BLC4D 중, 신호 BLC1D를 "L" 레벨로 하
고, 다른 신호 BLC2D 내지 4D를 각각, "H" 레벨로 한다.

이에 따라, 선택된 비트선 BLai-1 만이 데이터 회로(206L-0 내지 206L-m)으로 접속된다.

이에 따라, 선택된 비트선 BLai-1 만이 데이터 회로(206L-0 내지 206L-m)으로 접속되고, 선택되어 있지 
않은 비트선 BLai-2 내지 BLai-4는 각각, 비선택 비트선 제어 회로(20-0A 내지 20-mA)로 접속된다. 비선
택  비트선  제어  회로(20-0A  내지  20-mA)는,  선택되지  않는  비트선  BLai-2  내지  BLai-4의  전위를 
제어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제6 내지 제9 실시예에 따르면, 데이터 기입을 행할 때에, 적어도 하나의 
비트선 제어 회로에 의해서, 비트선을 원하는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으로 충전한다. 이에 따라,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n 치 기입 데이터에 따른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을 비트선에 인가하는 비트선 전압 제어 
회로가 실현된다. 따라서, 칼럼계 회로의 규모가 작아지고, 칩사이즈를 작게 할 수 있어, 고집적화에 알
맞는 저렴한 n 치 기억 EEPROM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래치, 및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래치하는, 다

치의 데이터 수를 2
m
(m은 2 이상의 자연수) = n 치로 했을 때, 플립 플롭 회로의 수를 m개로 할 수 있으므

로, 칼럼계 회로의 회로 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증 중, 다시 기입을 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는 판단 회로를 구비하는데, 이 판단 회로를, 상기 검증 중에, 데이터 래치·센스 앰프에, 검증 판독 
결과에 따라서, 갱신되어 가는 기입 데이터에 의해서 제어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 상기 다치의 데이터의 수 n은 2
m-1
＜n≤2

m
을 만족하는 자연수이면 좋다.

[제10 실시예]

도 81은,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8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301)에 대
하여, 로우계 회로(302), 칼럼계 회로(303)가 설치된다.

로우계 회로(302)에는, 어드레스 버퍼(30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를 수취하고, 수취한 어드레스 신
호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301)의 로우를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302A)와, 로우 디코더(302A)의 출
력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301)의 워드선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 회로(302B)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 관한 NAND형 EEPROM의 경우, 워드선은, 선택 게이트(SG) 및 제어 게이트(CG)를 선택하고, 워
드선 구동 회로(302B)는,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로도 불리운다.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
동 회로(302B)는,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서 선택 게이트(SG) 및 제어 게이트(CG)를 선택하고, 선택된 선택 
게이트 및 제어 게이트에, 기입 전압 및 판독 전압 등을 인가한다.

칼럼계 회로(303)에는, 어드레스 버퍼(30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를 수취하고, 수취한 어드레스 신
호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303A)와, 칼럼 디코더(303A)의 출력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301)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선택선을 구동하는 칼럼 선택선 구동 회로
(303B)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칼럼계 회로(303)에는,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거나, 메모리 셀의 데이터
를 판독하거나 하기 위한 비트선 제어 회로(303C)가 포함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303C)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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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회로(데이터 입출력 버퍼)(305)에  접속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303C)는,  데이터를 기입할 
때,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로부터 기입 데이터를 수취하고, 수취한 기입 데이터를 메모리 셀로 출력한
다. 한편, 비트선 제어 회로(303C)는, 데이터를 판독할 때,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 데이터를 수취하고, 수
취한 판독 데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로 출력한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를 행함으로써, EEPROM의 외부로부터 입력된 기입 데이터
를 메모리 코어부로 유도하거나, 메모리 코어부로부터 판독된 판독 데이터를 EEPROM의 외부로 출력하거나 
한다.

또한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는, EEPROM의 외부와 메모리 코어부와의 인터페이스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면 메모리 코어부로부터 판독되어온 4치 데이터를, 2비트의 데이터에 엔코드하여 외부로 출력하는 
기능이나, EEPROM의 외부로 부터 2비트로 입력된 데이터를, 4치 데이터에 디코드하여, 메모리 코어부로 
유도하는 기능 등을 갖고 있다.

도 82는, 도 81에 도시한 메모리 셀 어레이(301), 및 칼럼계 회로(303)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8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레이(301)에는, 메모리 셀 MC가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 따른 EEPROM에서는, 하나의 셀 MC가, 상호 직렬로 접속된 복수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1 
내지 M4를 포함하고, NAND형의 셀 MC를 구성하고 있다. 셀 MC의 일단은, 선택 트랜지스터 S1을 통해 비트
선 BL에 접속되고, 그 타단은 선택 트랜지스터 S2를 통해, 소스선 VS에 접속된다. 제어 게이트 CG를 공유
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그룹은 페이지라고 불리는 단위를 형성한다.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은, 
페이지에서 동시에 행해진다. 또한, 4개의 제어 게이트 CG1 내지 CG4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
의 그룹은, 블록이라고 불리우는 단위를 형성한다. 페이지 및 블록은 각각,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
동 회로에 의해서 선택된다.

데이터 회로(306-0 내지 306-m)은 각각, 비트선 BL0 내지 BLm과, 데이터 입출력선 I/O와의 사이에 접속되
어 있다. 데이터 회로(306-0 내지 306-m)는,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기능, 및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 및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도 83은, EEPROM이 4치 기억식일 때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 의 임계치 전압과, 4개의 기입상태(4치 
데이터 "0", "1", "2", "3")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EEPROM을 4치 기억으로 할 때에는, 하나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4개의 기입 상태를 설치한다. 4개
의 기입 상태는 각각,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 전압에 의해, 상호 구별된다.

도 8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원 전압 Vcc가 3V인 EEPROM에서는, 데이터 "0"의 상태는, 데이터 소거 후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하고, 예를 들면 부의 임계치를 갖게 한다. 또한, 데이터 "1"의 상태에는, 예를 들면 
0.5V로부터 0.8V 사이의 임계치를 갖게 한다. 데이터 "2"의 상태에는 예를 들면, 1.5V로부터 1.8V 사이 
임계치를 갖게 한다. 데이터 "3"의 상태에는, 예를 들면 2.5V로부터 2.8V 사이의 임계치를 갖게 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시에는, 제어 게이트 CG에, 3개의 판독 전압 VCG1R 내지 
VCG3R을 순차 인가한다.

우선, 제어 게이트 CG에, 판독 전압 VCG1R을 인가한다. 이 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이 온할지, 오프할
지로,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0" 인지, "1", "2", "3" 인지가 검출된다. 계속하여, 판독 전압 VCG2R을 
인가한다. 이에 따라,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1", "2", "3" 인지가 검출된다. 또한 계속하여, 판독 전
압 VCG3R을 인가하면,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2" 인지, "3" 인지가 검출된다. 판독 전압 VCG1R, VCG2R, 
VCG3R 중 하나의 예는, 각각 0V, 1V, 2V이다.

또한, 도 83에 도시한 전압 VCG1V, VCG2V, VCG3V는, 검증 판독 전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데이터가 충분
히 기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할 (검증 동작) 때에 사용되는 판독 전압이다. 검증 판독 전압은, 데이터
를 기입한 후에 제어 게이트 CG에 인가된다. 검증 판독 전압이 제어 게이트 CG에 인가되었을 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이 온할지 오프할지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가, 기입된 데이터에 따른 범위
까지 시프트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충분한 기입이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체
크한다. 검증 판독 전압 VCG1V, VCG2V, VCG3V 중 하나의 예는, 각각0. 5V,1. 55V, 2.5V이다.

도 84는 도 82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306)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8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회로(306)는, 비트선 BL에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307)를 통해 접속된
다. 데이터 회로(306)는, 비트선 BL을 프리차지하기 위한 비트선 프리 차지 회로(308)와, 비트선 BL을 리
세트하기 위한 비트선 리세트 회로(309)와, 기입 데이터 및 판독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능을 갖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와, 데이터 제어 회로(310)가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비트선 BL의 전압을, 비트
선 기입 제어 전압으로 설정하기 위한 비트선 기입 전압 제어 회로(311)와, 데이터 제어 회로(310)와 데
이터 입출력선 I/O를 접속하기 위한 칼럼 게이트 회로(312)를 포함하고 있다.

3개의 데이터 제어 회로(310-1, 310-2, 310-3)는 각각, 데이터 "1"의 기입을 하는지의 여부, 데이터 "2"
의 기입을 하는지의 여부, 데이터 "3"의 기입을 하는지의 여부를 기억한다.

칼럼 게이트 회로(312)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 Qn2, Qn3에 의해 구성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
터 Qn1, Qn2, Qn3은 각각, 칼럼 선택 신호 CSL에 따라서, 3개의 데이터 제어 회로(310-1, 310-2, 310-
3)와, 3개의 데이터 입출력선 I/O1, I/O2, I/O3 선과의 접속을 제어한다.

칼럼 디코더(313)은, 인버터 회로Ⅱ와 NAND 회로(G1)로 구성된다. 칼럼 디코더(313)는, 칼럼 선택 신호 
CSL을 출력하고, 칼럼 활성화 신호 CENB가 "H" 레베일 때, 어드레스 신호에 따라서 데이터 회로(306-0 내
지 306-m)중 어느 하나, 혹은 데이터 회로(306-0 내지 306-m) 중 몇개인가를 선택한다.

칼럼 디코더(313)에 의해서 선택된 데이터 회로(306)에서는, 데이터 제어 회로 310-1 내지 310-3과, 데이
터 입출력선 I/O1 내지 I/O3이 상호 접속된다. 이에 따라, 기입 데이터가, 데이터 입출력선 I/O1, 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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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3으로부터 데이터 제어 회로(310-1 내지 310-3)로 입력할 수 있게 된다.

도 85는 데이터를 기입할 때의 기입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 I/O1 내지 I/O3의 전위 레벨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마찬가지로, 판독 데이터가 데이터 제어 회로(310-1 내지 310-3)로부터 데이터 입출력선 I/O1 내지 I/O3
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도 86은, 데이터를 판독할 때의 판독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 I/O1 내지 I/O3의 전위 레벨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비트선 기입 전압 제어 회로(311-1 내지 311-3)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1 내지 310-3) 마다 설치된다. 
비트선 기입 전압 제어 회로(311-1 내지 311-3)는 각각, 데이터 제어 회로(310-1 내지 310-3)의 노드 Nai
에  접속된다.  노드  Nai  (i=1,  2,  3)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1  내지  310-3)의  노드  Nci의  반전 
신호이다.

기입 전압 제어 회로(311-1 내지 311-3)는 각각,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4와 Qn5, Qn6과 Qn7, Qn8와 
Qn9에 의해 구성된다. 비트선 기입 전압 제어 회로(311-1 내지 311-3)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1 내지 
310-3)에 기억된 데이터에 따라서,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1, VBL2, VBL3을 비트선 BL로 출력한다.

비트선 프리 차지 회로(308)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에 의해 구성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
은, 비트선 프리 차지 신호 PRE에 따라서, 비트선 BL을 전원 전압 Vcc로 충전한다.

본 발명에 관한 EEPROM에서는, 비트선 프리 차지 회로(308)가, 비트선 기입 전압 제어 회로의 하나로서 
위치가 부여되고 있고, 비트선 프리 차지 회로(308)가 비트선 BL에 부여하는 전원 전압 Vcc는, 비트선 기
입 제어 전압 VBL의 하나(후술하는 바와 같이, "0" 기입시의 전압)으로서 사용된다. 이 때문에,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발생 회로는 4개의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을 전부 발생할 필요없이,  3개만 발생하면 
좋고, 회로 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

비트선 리세트 회로(309)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0에 의해 구성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0
은, 비트선 리세트 신호 RSET에 따라서, 비트선 BL을 접지 전압 OV로 방전시킨다.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307)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1, Qn12, Qn13에 의해 구성된다. n 채널 MOS 트
랜지스터 Q11, Qn12, Qn13는 각각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에 따라서, 데이터 회로(306)와 비트선 
BL과의 전기적인 접속을 제어한다.

도 87은, 도 84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306)를 구비하는 EEPROM의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이다.

이하, 도 87에 따라서, 제어 게이트 CG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예로 들고, 제10 실시예에 관한 EEPROM
의 기입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비트선 리세트 신호 RESET가 "L" 레벨로 되고,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0이 오프하고, 비트선 BL
은 플로팅된다.

계속해서, 비트선 프리 차지 신호 PRE가 "L" 레벨로 되고,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이 온하고, 비트선 
BL은,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의 하나인 전압 Vcc로 충전된다. 여기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1의 
임계치 분의 전압 강하가 문제가 될 때는,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를 승압하면 좋다. 계속해서, 
비트선 프리 차지 신호 PRE가 "H"레벨로 되고, 비트선 BL은, 다시 플로팅된다. 플로팅된 비트선 BL의 전
압은, 전압 Vcc(예를 들면 3V) 그대로이다.

계속해서,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1이 예를 들면 2V,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2이 예를 들면 1V, 비
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3이 예를 들면 0V로 된다.

이  후,  기입  제어  신호  PRO1,  PRO2,  PRO3이  순차,  "H"  레벨로  된다.  그리고,  데이터  "1"을  기입할 
때에는, n 채널 트랜지스터 Qn5가 온, n 채널 트랜지스터 Qn7, Qn9가 오프하므로, 비트선 BL의 전압은 
2V(VBL1)가 된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2"를 기입할 때에는, n 채널 트랜지스터 Qn7이 온, n 채널 트랜지
스터 Qn5, Qn9가 오프하므로, 비트선 BL의 전압은 1V(VBL2)가 된다. 또한, 데이터 "3"을 기입할 때에는, 
n 채널 트랜지스터 Qn9가 온, n 채널 트랜지스터 Qn5, Qn7이 오프하므로, 비트선 BL의 전압은 0V(VBL3)가 
된다. 또한, 데이터 "0"을 기입할 때에는, n 채널 트랜지스터 Qn5, Qn7, Qn9가 각각 오프하므로, 비트선 
BL의 전압은 변화하지 않고, 3V(Vcc) 그대로이다.

계속해서, 선택된 블록의 선택 게이트 SG1이 전원 전압 Vcc에, 비선택의 제어 게이트 CG1, CG3, CG4가 제
어 게이트 기입 제어 전압 VM(예를 들면 10V)로,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가 제어 게이트 기입 전압 VPP
(예를 들면 18V)로, 선택 게이트 SG2가 0V로 되어 기입이 행해진다.

이와 같이, 제10 실시예에 관한 EEPROM에서는, 데이터 "0"을 기입하기 위한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을 
다음과 같이 하여 인가하므로, 이 전압을 일부러 발생할 회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비트선 프리 차
지 회로(308)을 사용하여 비트선 BL을 미리 전압 Vcc로 충전해 놓는다. 이 후, 비트선 BL의 전압을 기입 
데이터에 따른 전압으로 하기 전에, 충전된 비트선 BL을 플로팅하고, 비트선 BL의 전위를 충전 상태인 채
로 한다. 충전된 비트선 BL의 전위는, 그대로, 데이터 "0"을 기입 할 때의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으로서 
이용한다. 따라서, 비트선 BL의 전압을, 데이터 "0"의 기입에 따른 전압으로 하기 위한 회로를 생략할 수 
있다.

만일, 비트선 BL을 플로팅하지 않고 데이터 "0"을 기입하고자 하면, 노드 Na1, Na2, Na3이 전부 "L"이면, 
비트선 BL의 전압을 데이터 "0"의 기입에 따른 전압으로 하기 위한 회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트랜지
스터의 수, 및 배선의 수가 많아져서, 회로의 면적이 커지고, 집적도의 향상이라는 기술적인 요구를 달성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제10 실시예에서는, 상기 회로의 면적이 커진다고 하는 사정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집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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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이라는 기술적인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

또, 제10 실시예에 관한 EEPROM은, 하기하는 바와 같은 변형이 가능하다.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을,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2의 부유 게이
트에 기억하는 전하량을, 기입 데이터에 의해서 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부유 게이트에 전하가 
주입되는 원리로부터 생각하면, 데이터 "0"을 기입할 때를 제외하고, 데이터 "1", "2", "3"을 기입할 때
의 비트선 기입제어 전압 VBL은, 전부 동일하(예를 들면 0V)더라도 상관없다. 이와 같은 때에는, 제어 게
이트 CG에 부여하는 전압을 기입 데이터에 의해서 바꾸는, 혹은 제어 게이트 CG에 전압을 부여할 때(일반
적으로, 기입 펄스폭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시간)를, 기입 데이터에 의해서 바꾸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1"을 기입할 때의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을 상기한 전압 VBL2, 데이터 "2", "3"를 기
입할 때의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을 상기한 전압 VBL3으로서 좋다. 혹은, 예를 들면 데이터 "1", "2"를 
기입할 때의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을 상기한 전압 VBL2, 데이터 "3"을 기입할 때의 비트선 기입 제어 전
압을 상기한 전압 VBL3으로서도 좋다.

또한, 도 87의 동작 파형도에 도시한 동작에서는, 시각 t1로부터 시각 t2의 사이, 기입 제어 신호 PRO1이 
"H" 레벨로 되고, 데이터 "1"을 기입할 때에는, 비트선 BL의 전압을 상기한 전압 VBL1로 하고, 시각 t3으
로부터 시각 t4의 사이, 기입 제어 신호 PRO2가 "H" 레벨로 되고, 데이터 "2"을 기입할 때에는, 비트선 
BL의 전압을 상기한 전압 VBL2로 하여 시각 t5로부터 시각 t6의 사이, 기입 제어 신호 PRO3이 "H" 레벨로 
되고, 데이터 "3"을 기입할 때에는, 비트선 BL의 전압을 상기한 전압 VBL3로 한다.

이것을, 전압 VBL1의 전압원, 전압 VBL2의 전압원, 전압 VBL3의 전압원을 각각 공통화하고, 시각 t1로부
터 시각 t3의 사이, 전압 VBL1을, 시각 t3으로부터 시각 t5의 사이, 전압 VBL2를, 시각 t5로부터 시각 t7
의  사이,  전압  VBL3을,  공통화된  전압원으로부터  발생시키도록  하여도  좋다.  혹은,  기입  신호  PRO1, 
PRO2, PRO3을 각각 공통화하고, 시각 t1로부터 시각 t2의 사이만, 모든 신호를 일괄해서 "H" 레벨로해도 
좋다.

또한, 미리 충전되고, 플로팅되는 비트선 BL의 전압은 Vcc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예를 들면 충전되는 비
트선 BL의 전압을,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전압 2V, 1V, 0V로 해도 좋
다. 이 때에는, 예를 들면 검증 회로, 비트선 리세트 회로 등 비트선 BL에 접속되어 있는 기존의 회로를 
사용하여, 비트선 BL을, 데이터에 따른 전압으로 충전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회로의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서 끝나기 때문이다.

다음에, 데이터 제어 회로(310)의 구체적인 회로의, 하나의 예를 설명한다.

도 88a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반도체 기억 장치가 갖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의 구성을 도시
한 도면이다.

도 8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어터 제어 회로310-i (i=1, 2, 3)는, 노드 Nai에 접속되는 입출력 단자
(315)와, 노드 Nci에 접속되는 반전 입출력 단자(315B)를 갖는 플립 플롭 회로(314i)와, 검증 회로(316
i)를 포함한다.

플립 플롭 회로(314i)의 반전 입출력 단자(315B)의 신호 레벨은, 입출력 단자(315)의 신호 레벨과 역상
(逆相)이다. 플립 플롭 회로(314i)의 반전 입출력 단자(315B)는, 데이터 입출력선 I/O 및 비트선 BL에 각
각, 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때문에, 플립 플롭 회로(314i)는 각각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 정
보, 및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 정보를 각각 기억할 수 있다.

검증 회로(316i)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2, Qp3로 구성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2의 게이트에
는, 노드 Nai의 전위가 공급되고,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3의 게이트에는, 검증 신호 VRFYBi가 공급된
다. 검증 회로(316i)는, 노드 Nai(i=1, 2, 3)가 "L" 레벨일 때, 검증 신호 VRFYBi가 "L"레벨로 되면, 노
드 Nbi에 전원 전압 Vcc를 공급한다.

또한, 노드 Nci와 노드 Nai와의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4는,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이고,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Vi(i=1, 2, 3)에 따라서, 노드 Nci와 노드 Nbi와의 전기적
인 접속을 제어한다.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Yi가 "H" 레벨로 되면 노드 Nci와 노드 Nbi는 전기적으
로 접속된다.

도 88b는 도 88a에 도시한 플립 플롭 회로(314i)의 회로도이다. 플립 플롭 회로(314i)는, p 채널 MOS 트
랜지스터 Qp4, Qp5, Qp6, Qp7과,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5, Qn16, Qn17, Qn18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
고, 데이터를 기입할 때에는, 기입 데이터 정보를 래치, 또한 데이터를 판독할 때에는, 비트선의 전위를 
감지하고, 판독 데이터 정보를 래치한다.

도 89는, 도 88a에 도시한 데이터 제어 회로(310i)를 구비하는 EEPROM의 판독 동작과, 기입 동작 후에 행
해지는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이다.

이하, 도 89에 따라서, 제10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판독 동작, 및 검증 판독 동작을, 제어 게이트 CG2
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우선, 비트선 리세트 신호 RESET가 "L"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이 플로팅된다. 계속해서, 비트선 프리차
지 신호 PRE가 "L"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이 전원 전압 Vcc로 충전된다. 이 후,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가 "L"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이 다시 플로팅된다.

이 후, 통상의 판독 동작을 행할 때에는,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에, 판독 전압 VCGiR(1=1, 2, 3)이 인가
된다. 판독 전압 VCGiR중 하나의 예는, 도 83에 표시되어 있다. 비선택의 제어 게이트 CG1, CG3, CG4, 선
택 게이트 SG1, SG2에는 각각, 전압 Vcc이 인가된다.

또한, 검증 판독 동작을 행할 때에는,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에, 검증 판독 전압 VCGiV(i=1,2,3)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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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검증 판독 전압 VCGiV중 하나의 예는, 판독 전압 VCGiR과 같이, 도 83에 표시되어 있다. 검증 판독 
동작을 행할 때에도 또,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 CG3, CG4, 선택 게이트 SG1, SG2에는 각각, 전압 Vcc이 
인가된다.

이러한 통상의 판독, 및 검증 판독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2 임계치가, 판독 전압 VCGiR이하, 
또는 검증 판독 전압 VCGiV 이하의 경우는, 비트선 BL의 전위는 "L" 레벨이 된다. 한편, 메모리 셀 트랜
지스터 M2의 임계치가, 판독 전압 VCGiR이상, 또는 검증 판독 VCGiV 이상의 경우는, 비트선의 전위는 "H" 
레벨이 된다.

 이 후, 검증 판독 동작일 때에는, 파선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검증 신호 VRFYBi가 "L" 레벨이 되고, 노
드 Nai가 "L" 레벨인 경우에만, 비트선 BL의 전위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2의 상태에 관계 없이, "H" 
레벨이 된다. 계속해서, 센스 앰프 활성 신호 SENi가 "L" 레벨, SENBi가 "H" 레벨, 래치 활성 신호 LATi
가 "L" 레벨, LATBi가 "H" 레벨이 되고, 플립 플롭 회로(314i)가 비활성화된다. 플립 플롭 회로(314i)가, 
비활성이 된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RVi가 "H" 레벨이 되고, 노드 Nbi와 노드 Nci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노드 Nbi와 노드 Nci가 전기적으로 접속된 후, 센스 앰프 활성 신호SENi를 "H" 레벨, SENBi를 
"L" 로 하고, 플립 플롭 회로(314i)를 활성화한다. 플립 플롭 회로(314i)가 활성화 되고, 또한 비트선 BL
에 접속됨으로써, 비트선 BL의 전압이 감지된다. 또한 이 후, 래치 활성 신호(LATi)를 "H" 레벨, LATBi를 
"L" 레벨로 함으로써, 감지된 비트선 BL의 전압(정보)이, 플립 플롭 회로(314i)에 래치된다.

또한, 비트선 BL의 전압중, (*1)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VCGi 이상의 경우, (*2)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VCGi 이하의 경우, (*3)는 검증 판독 시에 노드 Nai가 "L" 레벨의 경우이다.

이러한 동작을, 데이터 제어 회로(310-1, 310-2, 310-3)에 관해서 반복함으로써, 데이터의 판독, 및 기입
된 데이터의 검증 판독이 각각 실행된다.

데이터 제어 회로(310-1)는, 통상의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1" 혹
은 "2" 혹은 "3"인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또한, 검증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입된 데이터
가  "1"  상태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제어  회로(310-2)는,  통상의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2"  혹은  "3"인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또한, 검증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입된 데이터가 "2" 상태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검출
한다. 또한, 데이터 제어 회로(310-3)는, 통상의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억되어 있는 데
이터가 "3"인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또한, 검증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입된 데이터가 
"3" 상태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다음에, 데이터 제어 회로(310)가 구체적인 회로의, 다른 예를 설명한다.

도 90a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에 관한 반도체 기억 장치가 갖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의 다른 예의 구
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9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제어 회로(310A-i (i=1,2,3))는, 노드 Nai에 접속되는 입출력 단자
(315)와, 노드 Nci에 접속되는 반전 입출력 단자(315B)를 갖는 플립 플롭 회로(314Ai)와, 비트선 BL의 데
이터의 플립 플롭 회로(314Ai)에의 전달을 제어하는 데이터 전달 제어 회로(317i(i=1,2,3))를 포함한다.

플립 플롭 회로(314Ai)의 반전 입출력 단자가 단자(315B)의 신호 레벨은, 입출력 단자(315)의 신호 레벨
과 역상이다. 플립 플롭 회로(314Ai)의 입출력 단자(315)는 전달 제어 회로(317i)에 접속되고, 반전 입출
력 단자(315B)는 데이터 입출력선 I/O에 접속되어 있다. 이 때문에, 플립 플롭 회로(314Ai)는 각각, 도 
88a 및 도 88b에 표시된 플립 플롭 회로(314i)와 같이, 메모리 셀에의 기입 데이터 정보, 및 메모리 셀로
부터의 판독 데이터 정보를 각각 기억할 수 있다.

데이터 전달 제어 회로(317i)는 전원 전위Vcc와 접속 전위Vss 사이에 직렬로 접속된 p 채널 MOS 트랜지스
터 Qp8,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9, Qn20으로 구성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8는, 신호 LTRSTi가 
"L" 레벨이 될 때, 노드 Nai를 "H" 레벨로 리세트한다. 또한,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9, Qn20은 노드 
Nbi 의 전위가 "H" 레벨이고, 또한 신호DTCi가 "H" 레벨이 될 때, 노드 Nai를 "L"레벨로 한다.

도 90b는 도 90a에 도시한 플립 플롭 회로(314Ai)의 회로도이다. 플립 플롭 회로(314Ai)는, CMOS형 인버
터(12)의 출력을 CMOS형 인버터(13)의 입력에 접속하고, CMOS형 인버터(13)의 출력을 CMOS형 인버터(12)
의 입력에 접속한 크로스커플형 래치로 구성된다.

도 91는 도 90a에 도시한 데이터 제어 회로(314i)를 구비한 EEPROM의 판독 동작과, 기입 동작 후에 행해
지는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파형도이다.

이하, 도 91에 따라서, EEPROM의 판독 동작, 및 검증 판독 동작을, 제어 게이트 CG2가 선택되어 있는 상
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우선, 비트선 리세트 신호RESET가 "L"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이 플로팅된다. 이 후, 통상의 판독일 때에
는, 신호LTRSTi가 "L"레벨이 되고, 노드 Nai가 "H" 레벨로 리세트된다. 계속해서,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가 "L"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이 전원 전압 Vcc에 충전된다. 이 후,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가 "H" 
레벨이 되고, 비트선 BL이 다시 플로팅된다.

이 후, 통상의 판독 동작을 행할 때에는,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에, 판독 전압VCGiR (i=1,2,3)이 인가된
다. 판독 전압VCGiR중 하나의 예는, 도 83에 표시되어 있다. 비선택의 제어 게이트 CG1, CG3, CG4 선택 
게이트 SG1, SG2에는 각각, 전압Vcc이 인가된다.

또한, 검증 판독 동작을 행할 때에는,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에, 검증 판독 전압VCGiV (i=1,2,3)가 인가
된다. 검증 판독 전압VCGiV중 하나의 예는, 판독 전압VCGiR 과 같이, 도 83에 표시되어 있다. 검증 판독 
동작을 행할 때에도 또, 비선택의 제어 게이트 CG1, CG3, CG4, 선택 게이트 SG1, SG2에는 각각, 전압 Vcc
이 인가된다.

이러한  통상의  판독,  및  검증  판독에  있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2의  임계치가,  판독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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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GiR이하, 또는 검증 판독 전압VCGiV 이하의 경우는, 비트선 BL의 전위는 "L" 레벨이 된다. 한편, 메모
리 셀 트랜지스터 M2 임계치가, 판독 전압VCGiR이상, 또는 검증 판독VCGiV 이상의 경우는, 비트선의 전위
는 "H" 레벨이 된다.

이 후, 검증 판독 동작일 때에는, 신호DTCi가 "H"이 되고, 또한, 비트선 BL의 전위가 "H" 레벨인 경우에
만,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9가 온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 Nai의 전위는 "L" 레벨이 된다. 비트선 BL
의 전위가 "L" 레벨의 경우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9가 "오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 Nai의 전위
는 변하지 않는다. 또, 비트선 BL의 전압중, (*4)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VCGi 이상의 경우, 
(*5)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VCGi 이하의 경우, 통상 판독시의 노드 Nai의 전압중, (*6)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VCGi 이하의 경우(*7)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VCGi 이상의 
경우, 검증 판독시의 노드 Nai의 전압중, (*8)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임계치가 VCGi 이하의 경우, (*
9)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임계치가 VCGi 이상의 경우이다.

이러한 동작을, 데이터 제어 회로(310A-1, 310A-2, 310A-3)에 관해서 반복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판독, 
및 기입된 데이터의 검증 판독이 각각 실행된다. 데이터 제어 회로(310A-1)는, 통상의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1" 혹은 "2" 혹은 "3"인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또한, 검증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입된 데이터가 "1" 상태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마찬가
지로, 데이터 제어 회로(310A-2)는, 통상의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2" 혹은 "3" 인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또한, 검증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입된 데이터가 
"2" 상태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또한, 데이터 제어 회로(310A-3)는, 통상의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3"인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또한, 검증 판독시에,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에 기입된 데이터가 "3" 상태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도 84에 도시한 데이터 제어 회로(310)가, 도 88a에 표시된 회로, 및 도 90a에 표시된 회로중 어느 하나
로 구성되어 있어도, 기입 동작과 검증 판독 동작을 반복해가면, 4치의 데이터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
에 기입된다. 페이지를 구성하는 메모리 셀의 전부에 관해서 데이터의 기입이 완료하면, 모든 데이터 회
로(306-0 내지 306-m)의 기입 데이터는, 전부 "0"이 된다. 이것은, 검증 판독의 결과, 기입이 성공한 것
이 확인되면, 기입 데이터가, 도 9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도 92는 데이터 회로(306)의 기입 데이터의 변경의 모습을 도시한 도면이다. 모든 데이터 회로(306-0 내
지 306-m)의 기입 데이터를 검출하고, 검출한 결과, 전부 "0" 레벨이면, 데이터의 기입 동작은 종료된다. 
또, 기입 동작은, 데이터가 충분히 원하는 상태로 도달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행해진다.

도 93은, 데이터 회로(306)의 기입 데이터를 검지하고, 데이터의 기입 동작이 종료하는지의 여부를 검출
하는 데이터 기입 종료 검지 회로(318)의 상세한 회로도이다.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기입 종료 검지 회로(318)는, 각 데이터 회로(306)마다 설치된다. 검
지 회로(318-1 내지 318-m)는 각각, 데이터 회로(306-0 내지 306-m)의 기입 데이터를 검출하고, 전부 "0" 
레벨인 경우는, 데이터 기입 종료 신호를 출력한다.

검지 회로(318-1 내지 318-m) 각각,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00 내지 Qn105로 구성된다. n 채널 MOS 트
랜지스터 Qn100와 Qn101은, 데이터 제어 회로 310-1의 노드 Na1가 "L"레벨인지의 여부를 검출한다. n 채
널 MOS 트랜지스터 Qn102와 Qn103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2)의 노드 Na2가 "L" 레벨인지의 여부를 검출
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104와 Qn105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3)의 노드 Na3이 "L"레벨인지의 여
부를 검출한다. 신호 PCHK1, PCHK2, PCHK3가 전부 "H"로 되어 신호선 PEND1, PEND2, PEND3이 전부 접지 
전위Vss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기입 종료 신호가 출력되고, 데이터의 기입은 종료
된다. 여기서는, 신호 PCHK1, PCHK2, PCHK3를 별도로 하였지만, 공통적인 신호라도 좋다. 또한, 신호선 
PEND1, PEND2, PEND3을 별도로 하였지만, 공통적인 신호라도 좋다.

[제11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11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에 관해서 설명한다. 또, 이 설명은, 제10 실
시예에 관한 EEPROM과 동일한 부분에 관해서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붙여서,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행하기
로 한다.

도 94는, 본 발명의 제11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을 구비한 데이터 회로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
도이다.

제11 실시예에 관한 EEPROM과 제10 실시예에 관한 EEPROM과의 제1 상위점은, 데이터 회로(306)에 포함되
어 있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1 내지 310-3)를, 비트선 BL의 양끝에 분산시켜서 배치한 것이다.

또한, 제2 상위점은, 제10 실시예의 3개의 비트선 기입 전압 제어 회로(311)중, 0V의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VBL3을 출력하는 회로(311-3)를 생략하고, 데이터 제어 회로(310-3)에 포함되어 있는 플립 플롭 회로
의 "L" 레벨의 출력(0V)을, 전압 VBL3에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제3  상위점은,  데이터  제어  회로(310-3)에  포함되어  있는  플립  플롭  회로의  "H"  레벨의 출력
(Vcc=3V)을, 데이터 "0"을 기입하기 위한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에 이용한 것이다.

또한, 도 94에 도시한 데이터 제어 회로(310-1 내지 310-3)의 회로는, 예를 들면 도 88a에 도시한 데이터 
제어 회로(310-1 내지 310-3)의 회로와 동일하다.

도 95는 도 94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를 구비하는 EEPROM의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이다.

이하, 도 95에 따라서, 제어 게이트 CG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예로 들어, 제11 실시예에 관한 EEPROM
의 기입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비트선 리세트 신호RESET가 "L" 레벨로 되고, 비트선 BL은 플로팅된다. 계속해서,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RV3가 "H" 레벨, 검증 신호VRFYB3가 "L" 레벨이 된다. 데이터 "0" 또는 데이터 "1" 또는 데이터 
"2"를 기입할 때에는 각각, 플립 플롭 회로(314-3)로부터 "H" 레벨의 출력이 비트선 BL로 공급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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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트선 BL은,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중 1개인 전압 Vcc로 충전된다. 한편, 데이터 "3"을 기입할 
때에는, 플립 플롭 회로(314-3)로부터 "L" 레벨의 출력이 비트선 BL에 공급된다. 그리고, 비트선 BL은,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중 다른 하나인 0V가 된다. 계속해서,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RV3이 "L" 레
벨, 검증 신호VRFYB3가 "L" 레벨이 되면,  비트선 BL은 다시 플로팅된다.

이 후, 기입 제어 신호PRO1, PRO2가 각각 "H" 레벨이 된다. 그리고, 데이터 "1"을 기입할 때에는, n 채널 
트랜지스터 Qn5가 온, Qn7이 오프하기 때문에, 비트선 BL의 전압은 2V(VBL1)가 된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2"를  기입할  때에는,  n  채널  트랜지스터  Qn5가  오프,  Qn7가  온하기  때문에,  비트선  BL의  전압은 
1V(VBL2)가 된다. 또한, 데이터 "3"을 기입할 때에는, n 채널 트랜지스터 Qn5, Qn7가 모두 오프하기 때문
에, 비트선 BL의 전압은 변화하지 않고, 0V인 채로 있다. 동시에, 데이터 "0"을 기입할 때에는, n 채널 
트랜지스터 Qn5, Qn7가 모두 오프하기 때문에, 비트선 BL의 전압은 변화하지 않고, 전압Vcc인 채로 있다.

계속해서, 선택된 블록의 선택 게이트 SG1이 전원 전압Vcc에, 비선택의 제어 게이트 CG1, CG3, CG4가 제
어 게이트 기입 제어 전압VM(예를 들면 10V)이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가 제어 게이트 기입 전압VPP(예를 
들면 18V)에, 선택 게이트 SG2가 0V가 되어 기입이 행해진다.

또한, 판독 동작, 기입 동작 후에 행해지는 검증 판독 동작은, 각각 도 89, 혹은 도 91에 도시한 동작에 
의해, 행해진다.

이와 같이, 제11 실시예에 관한 EEPROM에서는, 데이터 "0"을 기입하기 위한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VBL을 
플립 플롭 회로(314-3)의 "H" 레벨의 출력을 이용하고, 미리 비트선 BL을 전압Vcc로 충전해 놓는다. 마찬
가지로, 데이터"3"을 기입하기 위한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을 플립 플롭 회로(314-3)의 "L" 레벨의 
출력을 이용하고, 미리 비트선 BL을 방전해 놓는다. 이 후, 비트선 BL의 전압을, 기입 데이터에 따른 전
압으로 하기 전에, 충전, 또는 방전된 비트선 BL을 플로팅하고, 비트선 BL의 전위를 충전 상태, 또는 방
전 상태대로 한다. 충전 상태의 비트선 BL의 전위는, 그대로, 데이터 "0"을 기입 할 때의 비트선 기입 제
어 전압에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방전 상태의 비트선 BL의 전위는, 그대로, 데이터 "3"을 기입할 때의 비
트선 기입 제어 전압에 이용한다. 따라서, 제11 실시예에서도, 제10 실시예와 같이, 비트선 BL의 전압을, 
데이터 "0"의 기입에 따른 전압으로 하기 위한 회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제11 실시예에서는, 비트선 
BL의 전압을, 데이터 "3"의 기입에 따른 전압으로 하기 위한 회로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11 실시예에서도, 제10 실시예와 같이, 회로의 면적이 커진다고 하는 결점을 해소할 수 있
고, 집적도의 향상이라는 기술적인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

또, 제11 실시예에 관한 EEPROM 에서도, 제10 실시예에 관한 EEPROM과 같은 변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VBL1, VBL2을 각각 2V, 1V로 하였지만, 모두 0V라도 좋다.

[제12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에 관해서 설명한다.

도 96은,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에 관한 다치 기억식 EEPROM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9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2 실시예에 관한 EEPROM은, 도 81에 표시된 구성을 갖는 EEPROM과 다르고, 
오픈 비트형이라고 불리는 구성을 갖고 있다. 오픈 비트형의 구성으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셀이 매트릭
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310a,  310b)  각각에  대해서  설치된  로우계  회로(302a, 
302b)와, 메모리 셀 어레이(310a, 310b) 각각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칼럼계 회로(303)를 갖고 있다. 로
우계 회로(302a, 302b)에는, 어드레스 버퍼(304)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를 수취하고, 수취한 어드레
스 신호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로우를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302A)와, 로우 디코더(302A)의 출
력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워드선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 회로(302B)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 관한 NAND형 EEPROM의 경우, 워드선은, 선택 게이트 및 제어 게이트를 가리킨다. 그 때문에, 
워드선 구동 회로(302B)는, 제어 게이트/게이트 구동 회로라고도 칭한다.

또한, 메모리 셀 어레이(301a, 301b)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칼럼계 회로(303)에는, 어드레스 버퍼(304)
로부터 출력된 어드레스 신호를 수취하고, 수취한 어드레스 신호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칼럼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303A)와, 칼럼 디코더(303A)의 출력에 기초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칼럼을 선택
하는 칼럼 선택선을 구동하는 칼럼 선택선 구동 회로(303B)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칼럼계 회로(303)에
는,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존하거나,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하기 위한 
비트선 제어 회로(데이터 회로를 포함)(303C)가 포함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303C)는, 데이터 입출
력 회로(데이터 입출력 버퍼)(305)에 접속되어 있다. 비트선 제어 회로(303C)는, 데이터를 기입할 때, 데
이터 입출력 버퍼(305)로부터 기입 데이터를 수취하고, 수취한 기입 데이터를 메모리 셀로 출력한다. 한
편, 비트선 제어 회로(303C)는, 데이터를 판독할 때,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 데이터를 수취하고, 수취한 
판독 데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로 출력한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를 행함으로써, EEPROM의 외부로부터 입력된 기입 데이터
를 메모리 코어부에 인도되거나, 메모리 코어부로부터 판독된 판독 데이터를, EEPROM의 외부로 출력하거
나 한다. 또한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는, EEPROM의 외부와 메모리 코어부와의 인터페이스 회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인터페이스 회로 기능 중 하나의 예는, 메모리 코어부에서 판독되는 2개의 3치 데이터를 
3비트의 데이터에 엔코드하여 외부로 출력하는 기능이나, EEPROM의 외부에서부터 3비트로 입력된 데이터
를 2개의 3치 데이터에 디코드하고, 메모리 코어부에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
는, 인터페이스 회로 기능의 다른 예를 설명한다.

도 97은, 도 96에 도시한 메모리 셀 어레이(301a, 301b) 및 칼럼계 회로(303)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
다.

도 9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 어레이(301a, 301b)에는 각각, 메모리 셀 MC이 매트릭스상으로 배
치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 관한 EEPROM에서는, 1개의 셀 MC가, 서로에 직렬로 접속된 복수의 메모리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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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NAND형의 셀 MC를 구성하고 있다. 셀 MC의 일단은, 선택 트랜지스터 S1을 통해 
비트선 BL에 접속되고, 그 타단은, 선택 트랜지스터 S2를 통해, 소스선 VS에 접속된다. 제어 게이트 CG를 
공유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그룹은, 페이지라고 하는 단위를 형성한다. 데이터의 기입 및 판독은, 
페이지로 동시에 행해진다. 또한, 4개의 제어 게이트 CG1 내지 CG4에 접속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그룹은, 블록 이라고 하는 단위를 형성한다. 페이지, 및 블록은 각각, 제어 게이트/선택 게이트 구동 회
로에 의해서 선택된다.  데이터 회로(306A-0  내지 306A-m)는 각각,  비트선 BLa0  내지 BLam,  BLb0  내지 
BLbm 과, 데이터 입출력 선 I/O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데이터 회로(306A-0 내지 306A-m)는, 메모리 셀로
부터의 기입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기능, 및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 및 일시적으
로 기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도 98은, EEPROM이 3치 기억식일 때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 전압과, 3개의 기입 상태(3치 데
이터 "0", "1", "2")와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EEPROM을 3치 기억식으로 할 때에는, 1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 3개의 기입 상태를 설치한다. 3개의 
기입 상태는 각각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M의 임계치 전압에 의해, 상호 구별된다.

도 9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원 전압Vcc이 3V인 EEPROM에서는, 데이터 "0" 상태는, 데이터 소거 후의 상
태와 동일하고, 예를 들면 부의 임계치를 갖게 한다. 또한, 데이터 "1" 상태에는, 예를 들면 0.5V로부터 
0.8V 사이의 임계치를 갖게 한다. 데이터 "2" 상태에는, 예를 들면 2.0V로부터 2.3V 사이의 임계치를 갖
게 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에는,  제어 게이트 CG에,  3개의 판독 전압VCG1R  내지 
VCG2R을 순차 인가한다.

우선, 제어 게이트 CG에, 판독 전압VCG1R을 인가한다. 이 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온할지 오프할지,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가 "0"인지 "1", "2"인지가 검출된다. 계속해서, 판독 전압VCG2R을 인가한다. 이에 
따라, 기억되는 데이터가 "1"인지, "2"인지가 검출된다. 판독 전압VCG1R, VCG2R중 하나의 예는, 각각 0V 
1.5V이다.

또한, 도 98에 도시한 전압VCG1V, VCG2V는, 검증 판독 전압이라고 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기입되
는지의 여부를 체크할 때(검증 동작)에 사용되는판독 전압이다. 검증 판독 전압은, 데이터를 기입한 후에 
제어 게이트 CG에 인가된다. 검증 판독 전압이 제어 게이트 CG에 인가될 때,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온
할지 오프할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기입된 데이터에 따른 범위까지 시프트되는지의 여부
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충분한 기입이 행해지는지의 여부가 체크된다. 검증 판독 전압VCG1V, 
VCG2V 중 하나의 예는, 각각 0.5V, 2.5V이다.

도 99는, 도 97에 도시한 데이터 회로(306A)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9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회로(306A)는, 비트선 BLa에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307A)를 통해 접속
되고, 비트선 BLb에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307B)를 통해 접속된다.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307A)는, n 채
널 MOS 트랜지스터 Qn36에 의해 구성되고,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BLCA에 의해서 데이터 회로(306A)와 
비트선 BLa의 접속을 제어한다.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307B)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7)에 의해 구
성되고,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에  의해서  데이터  회로(306A)와  비트선  BLb와의  접속을 
제어한다. 데이터 회로(306A)는, 비트선 BLa를 프리차지하기 위한 비트선 프리차지 회로(308A)와, 비트선 
BLb를 프리차지하기 위한 비트선 프리차지 회로(308B)와, 기입 데이터, 및 판독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능
을 갖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A)와, 데이터 제어 회로(310A)와 데이터 입출력선(110)을 접속하기 위한 칼
럼 게이트 회로(312)와, 데이터 입출력선 I/OA에 접속되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A)의 노드 N3와, 데이터 
입출력선 I/OB에 접속되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A)의 노드 N4를 이퀄라이즈하는 이퀄라이즈 회로321-1과, 
데이터 입출력선 I/OC 에 접속되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A)의 노드 N5와, 데이터 입출력선 I/OD에 접속되
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A)의 노드 N6을 이퀄라이즈하는 이퀄라이즈 회로(321-2)를 포함하고 있다.

비트선 프리차지 회로(308A)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8에 의해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비트선 프리
차지 회로(308B)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9에 의해 구성된다. MOS 트랜지스터 Qn38은, 비트선 프리
차지 신호 PREA에 따라서, 비트선 BLa를 전압 VA로 충전한다. 마찬가지로, MOS 트랜지스터 Qn39는, 비트
선 프리차지 신호 PREB에 따라서, 비트선 BLb를 전압 VB로 충전한다.

칼럼 게이트 회로(312)는, n 채널형 MOS 트랜지스터 Qn28, Qn29, Qn30, Qn31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MOS 
트랜지스터 Qn28, Qn29, Qn30, Qn31은, 칼럼 디코더(313)의 출력 CSL에 의해서, 데이터 회로(306A)와 데
이터 입출력선 I/OA 내지 I/OD와의 접속을 제어한다. 데이터 입출력선 I/OA의 일단은, n 채널 MOS 트랜지
스터 Qn28를 통해 노드 N3에 접속되고, 데이터 입출력선 I/OB의 일단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9를 
통해 노드 N4에 접속되고, 데이터 입출력선 I/OC의 일단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0를 통해 노드 N5
에 접속되고, 데이터 입출력선 I/OD의 일단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1를 통해 노드 N6에 접속된다. 
데이터 입출력선 I/OA 내지 I/OD 각각의 타단은, 도 96에 표시된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에 접속된다.

칼럼 디코더(313)에 의해서 선택된 데이터 회로(306A)에서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A)와, 데이터 입출력
선 I/OA 내지 I/OD가 상호 접속된다. 이에 따라, 기입 데이터를, 데이터 입출력선 I/OA 내지 I/OD로부터 
데이터 제어 회로(310A)로 입력할 수 있게 된다.

도 103은 데이터를 기입할 때의 기입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 I/OA 내지 I/OD 의 전위 레벨과의 관계
를 도시한 도면이다.

마찬가지로, 판독 데이터를, 데이터 제어 회로(310A)에서 데이터 입출력선 I/OA 내지 I/OD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도 104는, 데이터를 판독할 때의 판독 데이터와, 데이터 입출력선 I/OA 내지 I/OD의 전위 레벨과의 관계
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퀄라이즈 회로(321-1)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40에 의해 구성되고, 이퀄라이즈 신호 ECH1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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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드 N3와 노드 N4를 이퀄라이즈한다. 마찬가지로, 이퀄라이즈 회로(321-2)는, n 채널 MOS 트랜지스
터 Qn43에 의해 구성되고, 이퀄라이즈 신호 ECH2에 응답하여 노드 N5와 노드 N6을 이퀄라이즈한다.

이 제12 실시예에 관한 EEPROM에서는 비트선 프리차지 회로(308A, 308B)가 각각, 비트선 기입 전압 제어 
회로중  하나로서  위치가  부여되고  있고,  비트선  프리차지  회로(308A)가  비트선  BLa에  부여하는  전압 
VA는,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중 하나로서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비트선 프리차지 회로(308B)가 비트
선 BLb에 부여되는 전압 VB은,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VBL 중 하나로서 사용된다.

다음에, 데이터 제어 회로(310A)의 구체적인 회로 중, 하나의 예를 설명한다.

도 100은,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에 관한 반도체 기억 장치가 갖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A)의 구성을 도
시한 구성도, 도 101은 도 100에 도시한 제1 플립 플롭 회로의 회로도, 도 102는, 도 100에 도시한 제2 
플립 플롭 회로의 회로도이다.

도 10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제어 회로(310A)는, 노드 N3에 접속되는 입출력 단자와, 노드 N4에 
접속되는 반전 입출력 단자를 갖는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과, 노드 N5에 접속되는 입출력 단자와, 노
드 N6에 접속되는 반전 입출력단자를 갖는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와, 검증 회로(316A)를 포함한다.

또한, 도 10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2, Qn23, 
Qn24와,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9, Qp10, Qp11에 의해 구성된다. 또한, 도 10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2 플립 플롭 회로(314A-2)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25, Qn26, Qn27과,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2, 
Qp13, Qp14에 의해 구성된다.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는 각각, 데이터
를 기입할때, 기입 데이터 정보를 래치하고, 데이터를 판독할 때, 비트선 BLa, 혹은 BLb의 전위를 감지하
고, 판독 데이터 정보를 래치한다.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는, 기입 데이터 정보로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 데이터 "0"을 기입할지, 
"1" 또는 "2"를 기입하는지를, 래치한다. 또한, 판독 데이터 정보로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데이터 
"0"을 유지하고 있는지, "1" 또는 "2"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지해서 래치한다.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는, 기입 데이터 정보로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데이터 "2"를 기입할지, 
"1"  또는 "0"을 기입하는지를 래치한다. 또한, 판독 데이터 정보로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데이터 
"2"를 유지하고 있는지, "1" 또는 "0"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센스해서 래치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2, Qn33, Qn34, Qn35는 각각,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를 구성한다. MOS 트랜지스
터 Qn32는,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RV1A가 "H" 레벨이 될 때,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의 노드 N3
을, 노드 N1에 접속된 MOS 캐패시터 Qd1에 접속한다. MOS 트랜지스터 On33은,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V2A가 "H" 레벨이 될 때,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의 노드 N5를, MOS 캐패시터 Qd1에 접속한다. MOS 
트랜지스터 On34는,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RV1B가 "H" 레벨이 될 때,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2)의 
노드 N4를 노드 N2에 접속된 MOS 캐패시터 Qd2에 접속한다. MOS 트랜지스터 Qn35는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RV2B가 "H" 레벨이 될 때,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의 노드 N6을, MOS 캐패시터 Qd2에 접속한다. 
MOS 캐패시터 Qd1, Qd2는 각각, 디프리션형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그 용량은, 비트선 용
량보다도 충분히 작아진다. 검증 회로(316A)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2, Qp13, Qp14, Qp15에 의해 
구성된다.

검증 회로(316A)를 구성하는 MOS 트랜지스터 Qp14는, 활성화 신호VRFYBA가 "L"레벨이 될 때에 도통한다. 
MOS 트랜지스터 Qp15는,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의 노드 N4가 "L"레벨이 될 때에 도통한다. MOS 트랜
지스터 Qp14, Qp15의 쌍방이 모두 도통할 때,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 즉 노드 N1에는 전압 Vcc이 공
급된다. 검증 회로(316A)를 구성하는 MOS 트랜지스터 Qp12는, 활성화 신호VRFYBB가 "L"레벨이 될 때에 도
통한다. MOS 트랜지스터 Qp13은,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의 노드 N3이 "L"레벨이 될 때에 도통한다. 
MOS 트랜지스터 Qp12, Qp13의 쌍방이 모두 도통할 때,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즉 노드 N2에는, 전압 
Vcc가 공급된다.

또한, 도 99에 도시한 MOS 트랜지스터 Qn38이 도통할 때,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에는 전압 VA가 공급
되고, MOS 캐패시터 Qd1이 충전된다. 마찬가지로, 도 99에 도시한 MOS 트랜지스터 Qn39가 도통할 때,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에는 전압 VB가 공급되고, MOS 캐패시터 Qd2가 충전된다.

이와 같이, MOS 트랜지스터 Qn38, Qn39로 구성되는 비트선 프리차지 회로(308A, 308B)는 비트선 기입 전
압 제어 회로를 겸한다. 또한,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위를 변경시키는 검증 회로(316A)도, 
비트선 기입 전압 제어 회로를 겸한 회로이다.

또한,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 MOS 트랜지스터 Qn33에 의해 구성되는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 및 MOS 
트랜지스터 Qn35에 의해 구성되는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도, MOS 캐패시터 Qd1, Qd2의 게이트 전위를 변경
시킨다. 따라서, 이들 회로도, 비트선 기입 전압 제어 회로를 겸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동작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설명은, 2개의 메모리 셀 
어레이(301a, 301b) 중, 메모리 셀 어레이(301a)를 액세스 하고, 제어 게이트 CG2A가 선택되는 경우를 예
로 설명한다. 또한, 메모리 셀 어레이(301b)를 액세스할 때의 동작에 관해서는, 메모리 셀 어레이(301a)
를 액세스할 때의 동작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도 105는,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기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이다.

우선, EEPROM의 외부에서부터 데이터 입출력이 버퍼(305)에, 예를 들면 3비트의 외부용 기입 데이터가 입
력된다. 3비트의 외부용 기입 데이터는, 8치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는 3치 기억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용 기입 데이터를,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에 의해서, 
EEPROM의 내부에서 유효한 2개의 3치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3치 데이터의 각각은, 예를 들면 도 103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나타내고, 데이터 회로(306A)에 입력된다. 이러한 유효한 3치의 데이터를 2개 준비하고, 
각각 인접하는 짝수, 홀수 칼럼의 데이터 회로(306A)에 입력한다. 이와 같이 3비트로 8치의 데이터를, 데
이터 입출력 버퍼(305)에 의해서, 3치의 데이터×2, 즉 데이터치로서는 9치로 하고, 그 중의 8치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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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유효가 되도록 변환한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에 의해서 변환된, 내부에서 유효한 2개의 3치의 
데이터 중 하나는, 칼럼 활성화 신호 CENB가 "H" 레벨일 때, 어드레스 신호로 지정된 칼럼 어드레스에 대
응한 데이터 회로(306A) 중 하나로 전송된다. 그리고, 3치의 데이터 중 어느 하나가, 기입 데이터로서, 
데이터 회로(306A) 중 하나에 기억된다.

이 후,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A가 "H" 레벨로 되고 전압 VA가 1.5V가 된다. 이에 따라, 비트선 BLa는,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 중 하나인 1.5V로 충전된다. 계속해서,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A가 "L"레벨로 
되고, 비트선 BLa가 플로팅된다. 다음에, 검증 신호 VRFYBA가 "L"레벨,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VA2A
가 1.5V로 된다. 여기서, 구동 신호 RVA2A를 게이트에 수취되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3의 임계치를 
1V로 하면, MOS 트랜지스터 On33은, 데이터 "0", 또는 데이터 "1"을 기입할 때에 "오프", 데이터 "2"를 
기입 시간에 온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어 회로(310A)가 데이터 "0"을 기억할 때에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A)로부터 비트
선 BLa에,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으로서, 전압 Vcc이 공급된다. 또한, 데이터 제어 회로(310A)가 데이터 
"2"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는, 데이터 제어(310A)에서부터 비트선 BLa에,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으로서, 
전압Vss(OV)가 공급된다. 또, 비트선 BLa의 전위에,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307A)의 MOS 트랜지스터 Qn36 
임계치만큼 강하하는, 소위 "임계치 강하"가 문제가 될 때에는, 구동 신호 BLCA를, 도 10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승압 전위VM에 승압하면 된다. 또한, 비트선 전압BLa중, (*1)은 데이터 "0"기입시, (*2)는 데이터 
"1"기입시, (*3)은 데이터 "2"기입시의 전압이다.

다음에, 제어 게이트/ 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303B)에 의해서, 선택된 블록의 선택 게이트 SG1A, 제어 게
이트 CG1A내지 CG4A의 전위가 전압 Vcc이 된다. 선택 게이트 SG2A는 0V이다. 다음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가 고전압 VPP(예들 들면 20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가 중간 전압VM(예를 들면 10
V)가 된다. 데이터 "2"가 기억되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A)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로는, O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서,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고, 그 임계치가 상승한
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1"이 기억되는 데이터 제어 회로(310A)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서는, 1.5V의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에 의해서,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
입되고, 그 임계치가 상승한다. 또, 채널 전위를 1.5V로 하는 이유는, 데이터 "2"를 기입할 때보다도, 부
유 게이트에 주입하는 전자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이다. 데이터 "0"이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제어 회로
(310A)에  대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서는,  채널  전위와  제어  게이트의  Vpp의  전위차가  작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부유 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임계치는 변
동하지 않는다.

기입 동작중,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SAN1, SAN2, 검증 신호VRFYBB,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B,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B는 각각 "H"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P1, SAP2,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V1A, RV1B, RV2B, 이퀄라이즈 신호ECH1, ECH2는 각각 "L" 레벨이다. 또한, 전압 VB는 OV이다.

상기 기입 동작 후,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판독 동작이 행해진다. 검증 
판독 동작에 의해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원하는 값에 도달하는 것이 검증되면 데이터 제
어 회로(310A)가 기억하고 있는 기입 데이터는, 데이터 "0"으로 변경된다. 반대로, 원하는 값에 도달하지 
않으면, 데이터 제어 회로(310A)는, 기억하고 있는 기입 데이터를 기억한 채로, 상기한 기입 동작을, 재
차 행한다. 기입 동작과, 검증 판독 동작은,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모든 임계치가, 원하는 값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행해진다.

도 106은,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이다.

우선, 전압 VA를 1. 8V로, 전압VB를 1. 5V로 한다. 이에 따라, 비트선 BLa가 1. 8V로, 비트선 BLb가 1. 
5V로 각각 충전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 BLCB를 각각 "L" 레벨로서,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l,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를 각각 분리한다. 이에 따라, 비트선 BLa, BLb는 각각 
전기적으로 플로팅 상태로 된다.

이 후,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A, PREB를 각각 "L" 레벨로서,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2를 각각, 전기적으로 플로팅 상태로 한다. 계속해서, 제어 
게이트/ 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303B)에 의해서 선택된 블록의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를 OV, 비선택의 
제어 게이트 CG1A, CG3A, CG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를 각각 전압 Vcc로 한다. 선택된 메모리 셀 트
랜지스터의 임계치가 0V 이하이면, 비트선의 전압은 1. 5V보다 낮게 된다. 또한,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
지스터의 임계치가 0V 이상이면, 비트선의 전압은 1. 8V 인 채로가 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 BLCB를 각각 "H" 레벨로 하고, 비트선 BLa, BLb를 각각, 일단, 노드 N1, N2에 접속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 BLCB를 각각 "L" 레벨로서, 비트선 BLa, BLb와, 노드 N1, N2를, 
다시 분리한다.

이 후,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1을 "L"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P1를 "H" 레벨로서,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을 비활성 상태로 한다. 또한, 이퀄라이즈 신호 ECH1을 "H" 레벨로서, 노드 N3과 노드 
N4를 이퀄라이즈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V1A, RV1B를 각각 "H" 레벨로 한다. 또한, 센
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1을 "H"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P1을 "L" 레벨로서, 제1 플립 플롭 회로
(314A-1)를 활성 상태로 한다. 이에 따라, 노드 N1의 전압이,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에 의해 감지되
고 래치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로부터 판독된 데이터가 "0" 인지, "1" 또는 "2" 인지가,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에 의해 감지되고 래치된다.

다음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가  1.5V로  된다.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A,  PREB를  각각  "H" 
레벨로서, MOS 캐패시터 Qd1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를 1.8V로,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2를 1. 5V로 충전한다. 이 후,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A, PREB를 각각 "L" 레벨로서, 노드 N1, N2를 
각각 전기적으로 플로팅 상태로 한다.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1. 5V 이하이면, 비트선
의 전압은 1. 5V 보다 낮게 된다. 또한,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1. 5V 이상이면, 비트
선의 전압은 1. 8V인 채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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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 BLCB를 각각 "H" 레벨로 하고, 비트선 BLa, BLb를 각각, 일단, 
노드 N1, N2에 접속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 BLCB를 각각 "L" 레벨로서, 비트선 
BLa, BLb와, 노드 N1, N2를, 다시 분리한다. 이 후,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2를 "L"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P2를 "H" 레벨로서,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를 비활성 상태로 한다. 또한 이퀄라이즈 
신호 ECH2를 "H"  레벨로서, 노드 N5와 노드 N6을 이퀄라이즈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V2A, RV2B를 각각 "H" 레벨로 한다. 또한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2를 "H"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
호 SAP2를 "L"레벨로서,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를 활성 상태로 한다. 이에 따라, 노드 N1의 전압이,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에 의해 감지되고, 그리고, 래치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로부
터 판독된 데이터가 "2" 인지, "0" 또는 "1" 인지가,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에 의해 감지되고, 그리
고,  래치된다.  이와 같이,  2개의 플립 플롭 회로(314A-1,  314A-2)에 의해 구성되는 데이터 제어 회로
(310A)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로부터 판독된 데이터가 "0" 인지, "1" 인지, "2" 인지를 구별하고 기억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회로(306A)는, 판독 데이터를 기억한다. 

또, 비트선 전압 BLa 중, (*4)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데이터가 "1" 및 "2" 일 때, (*5)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데이터가 "0" 일 때, (*6)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데이터가 "2" 일 때, (*7)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데이터가 "0" 및 "1" 일 때이다.

또, 상기한 판독 동작 중, 검증 신호 VRFY8A, VRFYBB는 모두 "H" 레벨이다. 또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의 소스선의 전압 VSa, VSb는 각각 0V이다. 

계속해서, 칼럼 어드레스 디코더에 입력되는 칼럼 활성화 신호 CEVB가 "H" 레벨로 되면, 어드레스 신호에 
의해서 선택된 데이터 회로(306A)  중 하나로부터, 판독 데이터가, 데이터 입출력선 I/0A,  I/OB,  I/OC, 
I/OD로 출력된다. 이 때, 인접하는 짝수, 홀수 칼럼의 데이터 회로(306A)에서 각각, 예를 들면 도 104에 
도시한 바와 같은 2개의 3치의 데이터가 출력되고,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로 입력된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에는, 3치의 데이터 ×2의 데이터가 입력되어진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305)는, 입력된 2개의 3
치의 데이터를, 3비트로 8치의 외부용 판독 데이터로 변환하고, EEPROM의 외부를 향해 출력한다.

도 107 및 도 108은 각각,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검증 판독 동작을 도시한 동작 파형도
이다.

우선, 전압 VA를 1. 8V로, 전압 VB를 1. 5V로 한다. 이에 따라, 비트선 BLa가 1. 8V로, 비트선 BLb가 1. 
5V로 각각 충전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 BLCB를 각각 "L" 레벨로서, 비트선 BLa와 
MOS 캐패시터 Qd1, 비트선 BLb와 MOS 캐패시터 Qd2를 각각 분리한다. 이에 따라, 비트선 BLa, BLb는 각각 
전기적으로 플로팅 상태가 된다. 이 후,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A, PREB를 각각 "L" 레벨로서, MOS 캐
패시터 Qd1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1, MOS 캐패시터 Qd2의 게이트 전극인 노드 N2를 각각, 전기적으로 플
로팅 상태로 한다. 

계속해서, 제어 게이트/ 선택 게이트 구동 회로에 의해서 선택된 블록이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를 0. 
5V, 비선택 제어 게이트 CG1A, CC3A, CC4A와, 선택 게이트 SG1A, SG2A를 각각 전압 Vcc로 한다.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0. 5V 이하이면, 비트선의 전압은 1. 5V보다 낮게 된다. 또한,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0. 5V 이상이면, 비트선의 전압은 1. 8V인 채로 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 BLCB를 각각 "H" 레벨로 하여, 비트선 BLa, BLb를 각각, 일단, 노드 N1, N2에 접
속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 BLCB를 각각 "L" 레벨로서, 비트선 BLa, BLb와, 노드 
N1, N2를, 다시 분리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VA2A가, 예를 들면 전압 Vcc 이하의 1. 5V로 된다. 여기서, 구동 신
호 RVA2A를 게이트에 수취하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Qn33의 임계치를 1V로 하면, 기입 데이터 "2" 가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306A)의 MOS 트랜지스터 Qn33은 온하고, 노드 N1은 0V로 된다. 한편, 기입 데
이터 "0" 또는 "1"이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회로(306A)의 MOS 트랜지스터 Qn33은 "오프" 하고, 노드 N1은 
0. 5V 이상의 전압으로 보유된다. 이 후, 검증 신호 VRFYBA를 "L" 레벨로 한다. 그렇게 하면, 기입 데이
터 "0" 이 데이터 회로(306A)에서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5가 온이고, 노드 N1은 전압 Vcc로 된다.

이 후,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1을 "L" 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P1을 "H" 레벨로서, 제 1 플립 
플롭 회로(314A-1)를 비활성 상태로 한다. 또한, 이퀄라이즈 신호 ECH1을 "H" 레벨로서, 노드 N3과 노드 
N4를 이퀄라이즈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V1A, RV1B를 각각 "H" 레벨로 한다. 또한, 센
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1을 "H"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P1을 "L" 레벨로서, 제 1 플립 플롭 회로
(314A-1)를 활성 상태로 한다. 이에 따라, 노드 N1의 전압이, 제 1 플립 플롭 회로(314A-1)에 의해 감지
되고, 그리고, 래치된다. 이에 따라, 기입 데이터 "1"을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306A)만, 대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데이터가 충분히 데이터 "1"의 상태로 되었는지의 여부가 검출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데이터 "1"의 상태로 되어 있으면, 제 1 플립 플롭 회로(314A-1)는, 노드 N1의 전압을 감
지하고, 래치한다. 이에 따라, 기입 데이터는 "0"으로 변경된다. 반대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데이
터 "1"의 상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는,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고, 래치하
여, 기입 데이터 "1"을 계속 기억한다. 또한, 기입 데이터 "0", 또는 기입 데이터 "2"를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306A)에서는, 데이터 변경은 되지 않는다.

도 107 중, 참조 번호(1)은 데이터 "0" 이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경우, 참조 번호(2)는 
데이터 "1" 또는 데이터 "2"가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경우, 참조 번호(3)는 데이터 "1" 
이 기억될 예정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서 아직 데이터 "1"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참조 번호
(4)는  데이터  "1"이  기억될  예정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서  정확하게  데이터  "1"의  상태에  도달한 
경우, 참조 번호(5)는 데이터 "2" 가 기억될 예정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서 데이터 "1"의 상태에 도달
하고 있는 경우, 참조 번호(6)는 데이터 "2"가 기억될 예정의 메모리 셀에서 데이터 "1"의 상태에 도달하
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비트선 BLa의 전압 중, 참조 번호(*8)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데이터 "1" 의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경우, 참조 번호(*9)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데이터 "1"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
는 경우, 참조 번호(*10)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데이터 "2"의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경우, 참조 번호
(*11)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데이터 "2"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이다. 

142-50

1019970009155



다음에, 선택된 제어 게이트 CG2A가 2V로 된다.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2V 이하이면, 
비트선의 전압은 1. 5V보다 낮게 된다. 또한,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임계치가 2V 이상이면, 비
트선의 전압은 1. 8V인 채로 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 BLCB를 각각 "H" 로서, 비트
선 BLa, BLb를 각각, 일단, 노드 N1, N2에 접속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BLCA, BLCB를 각
각 "L" 레벨로서, 비트선 BLa, BLb와, 노드 N1, N2를, 다시 분리한다.

이 후, 검증 신호 VRFYBA가 "L" 레벨로 한다. 그렇게 하면, 기입 데이터 "0" 이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 회
로(306A) 만,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Qp15가 온이고, 노드 N1은 전압 Vcc로 된다. 이 후, 센스 앰프 활성
화 신호 SAN1을 "L"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P1을 "H" 레벨로서,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를 비
활성 상태로 한다. 

또한, 이퀄라이즈 신호 ECH1을 "H" 레벨로서, 노드 N3과 노드 N4를 이퀄라이즈한다. 이 후, 트랜스퍼 게
이트 구동 신호 RV1A, RV1B를 각각 "H" 레벨로 한다. 또한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1을 "H"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SAP1을 "L" 레벨로서,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를 활성 상태로 한다. 이에 따라, 노
드 N1의 전압이,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에 의해 감지되고, 그리고, 래치된다.

도 107 중, 참조 번호(7)는 데이터 "0" 또는 데이터 "1"이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경우, 
참조 번호(8)는 데이터 "2"가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경우, (9)는 데이터 "1" 이 기억될 
예정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서 아직 데이터 "1" 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참조 번호(10)는 데이
터 "1" 이 기억될 예정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서 정확하게 데이터 "1"의 상태에 도달한 경우, 참조 번
호(11)는 데이터 "2"가 기억될 예정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서 정확하게 데이터 "2"의 상태에 도달한 
경우, 참조 번호(12)는 데이터 "2"가 기억될 예정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에서 아직 데이터 "2"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후, 도 10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입 데이터의 변경이, 더욱 행해진다.

우선, 비트선 프리차지 신호 PREB,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V2A를 각각 "H" 레벨로 한다. 이에 따라, 
노드 N2의 전위는 1. 5V로, 노드 N1의 전위는,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의 데이터에 따른 전위로 제어
된다. 이 후, 검증 신호 VRFYBA를 "L" 레벨로 한다. 이에 따라, 노드 N1의 전위는, 제1 플립 플롭 회로
(314A-1)의 데이터에 따른 전위로 제어된다. 이 후,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2를 "L"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P2를 "H" 레벨로서,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를 비활성 상태로 한다. 또한 이퀄라이즈 
신호 ECH2를 "H" 레벨로서, 노드 N5와 노드 N6을 이퀄라이즈한다.

이 후, 트랜스퍼 게이트 구동 신호 RV2A,  RV2B를 각각 "H" 레벨로 한다. 또한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N2를 "H"레벨, 센스 앰프 활성화 신호 SAP2를 "L" 레벨로서,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를 활성 상태
로  한다.  이에  따라,  노드  N1의  전압이,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에  의해  감지되고,  그리고, 
래치된다.

이에 따라, 기입 데이터 "2"를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306A)만, 대응하는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데
이터가 충분히 데이터 "2"의 상태로 되었는지의 여부가 검출된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데이터 "2"의 
상태로 되어 있으면,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 제2 플립 플롭 회로(314A-2)는 각각, 노드 N1의 전압
을 감지하고, 래치한다. 이에 따라, 기입 데이터는 "0" 으로 변경된다. 반대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데이터 "2"의 상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1 플립 플롭 회로(314A-1), 제 2 플립 플롭 회로(314A-2)는 각
각 노드 N1의 전압을 감지하고, 래치하여, 기입 데이터 "2"를 계속 기억한다. 또한, 기입 데이터 "0", 또
는 기입 데이터 "1"을 기억하고있는 데이터 회로(306A)에서는, 데이터의 변경은 되지 않는다.

상기 검증 판독 동작 중, 검증 신호 VRFYBB는 "H" 레벨,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소스선의 전압 VS는 0V
이다.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전부가,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으면,  데이터  회로(306A-0  내지 
306A-m)의 모든 기입 데이터가 "0" 으로 된다.

이것을 검출하면, 선택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전부가, 원하는 임계치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도 109는, 데이터 회로(306A)의 기입 데이터의 변경의 모습을 도시한 도면이다.

또, 이 제12 실시예에 관한 EEPROM에서는, 기입 데이터 "1" 을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 회로(306A)에 대응
한 비트선의 전위는, 1. 5V의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으로 되지만, 이것은 0V라도 가능하다. 또, 도 92의 
경우와 같이, 여기서도, 기입 동작은 데이터가 충분히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행
해진다.

[제13 실시예]

도 110은, 본 발명의 제13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메모리 셀 어레이(301) 및 칼럼계 회로(303)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상기 제10, 제11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비트선 BL에, 하나의 데이터 회로(306)가 대응한 것을 설명하였지
만, 복수의 비트선 BL에, 하나의 데이터 회로(306)가 대응한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도 1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3 실시예에 관한 EEPROM에서는, 4개의 비트선(BLi-1 내지 BLi-4)(i는 0 
내지 3)에 대하여, 데이터 회로(306-O 내지 306-m)중 하나가 설치된다. 4개의 비트선 BLi - 1 내지 BLi - 
4 중, 예를 들면 BLi - 1을 선택할 때에는, 데이터 회로 측의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307-1)를 구동하는 
구동 신호 BLC1 내지 BLC4 중, 신호 BLC1을 "H" 레벨로 하고, 다른 신호 BLC2 내지 BLC4를 각각 "L" 레벨
로 한다.

또한, 동시에, 비선택 비트선 제어 회로(320) 측의 트랜스퍼 게이트 회로(307-2)를 구동하는 구동 신호 
BLC1D 내지 BLC4D 중, 신호 BLC1D를 "L" 레벨로 하고, 다른 신호 BLC2D 내지 4D를 각각 "H" 레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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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택된 비트선 BLi - 1만이 데이터 회로(306-O 내지 306-m)에 접속되고, 선택되어 있지 않는 
비트선 BLi-2 내지 BLi-4는 각각, 비선택 비트선 제어 회로(320-O 내지 320-m)에 접속된다. 비선택 비트
선 제어 회로(320-O 내지 320-m)는, 선택되어 있지 않는 비트선 BLi-2 내지 BLi-4의 전위를 제어한다.

[제14 실시예]

도 111은, 본 발명의 제14 실시예에 관한 EEPROM의 메모리 셀 어레이 301A, 301B 및 칼럼계 회로의 구성
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제12 실시예에서도, 제10, 제1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트선 BLa (또는 BLb)에, 하나의 데이터 
회로(306)가 대응한 것을 설명하였지만, 복수의 비트선 8La(또는 BLb)에, 하나의 데이터 회로(306)가 대
응한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도 11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제14 실시예에 관한 EEPROM에서도, 제13 실시예에 관한 EEPROM과 마찬가지로 
하여, 4개의 비트선 BLi - 1 내지 BLi - 4(i는 0 내지 3)중, 선택된 1개의 비트선과 데이터 회로(306-O 
내지 306-m)와의 접속, 및 비선택의 3개의 비트선과 비선택 비트선 제어 회로(320- O 내지 320- m)와의 
접속이 행해진다.

[변형례]

본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본 발명에 따른 부가적인 이점과 변형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본 발명은 본 명세서내에서 예시적으로 설명된 실시예나 특정한 세부 
사항들 또는 대표적인 장치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첨부된 청구 범위나 이에 상당하는 것에 의
해 정의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일반적인 개념의 사상 또는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의 
변형이 행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술의 설명에서는, 메로리 셀 어레이에 집적되는 메로리 셀은, 
NAND 형의 셀로 하였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하에 설명하는 것과 같은 셀이라도, 본 발명의 
실시가 가능하다.

도 112는, NOR 형의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2에 도시한 NOR형의 셀은, 
비트선 BL에,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속되어 있다.

도 113은, 다른 NOR형의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3에 도시한 NOR형의 셀
은, 비트선 BL에, 직접 접속되어 있다. 도 114는, 접지 어레이형의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
한 도면이다. 도 1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지 어레이형의 셀은, 비트선 BL과 소스선 VS를 병행으로 배
치한 것이다. 접지 어레이형의 셀은, NOR 형의 메모리의 하나이다.

도 115는, 다른 접지 어레이형의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이다. 도 115에 도시한 접지 
어레이형의 셀이, 데이터를 소거할 때에 사용되는 소거 게이트 EG를 갖고 있다. 또한, 제어 게이트 CG의 
일부를,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의 채널에 오버랩시킨, 소위 스플리트 채널형으로 되어 있다.

도 116은, 교호 접지 어레이형의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6에 도시한 바
와 같이, 교호 접지 어레이형의 셀은, 비트선 BL과 소스선 VS를 병행으로 배치한 점에서 접지 어레이형의 
셀과 일치하지만, 비트선 BL과 소스선 VS를 상호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점이 상위하고 있다. 

도 117은, 다른 교호 접지 어레이형의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7에 도시
한 교호 접지 어레이형의 셀은, 도 117에 도시한 접지 어레이형의 셀과 동일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도 118은, DINOR (Divided NOR)형의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DINOR형의 셀은, 비트선 BL과 소스선 VS와의 사이에, 비트선측 선택 트랜지스터를 통해, 예를 
들면 4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접속되어 구성된다.

도 119는, AND 형의 셀이 집적된 메모리 셀 어레이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9에 도시한 바와 같이, AND
형의 셀은, 비트선 BL과 소스선 VS와의 사이에, 비트선측 선택 트랜지스터 및 소스선측 선택 트랜지스터
를 통해, 예를 들면 4개의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접속되어 구성된다.

또한,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4치 기억식의 EEPROM에 관해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n 치( n≥3 ) 기억
식 EEPROM에서도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비트선 BL에 나타낸 전압치로 판독하는 예를 설명하였
지만, 데이터를 비트선 BL에 흐르는 전류로서 판독하는 방법에도 유효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칼럼계 회로의 회로 규모가, 특히 센스 앰프·데이터 래치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작아지는, 고집적화에 알맞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비트수 변환 회로를 생략할 수 있고, 고집적화와, 고속 입출력 동작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
능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
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래치하는 래치 수단, 및 상기 메모리 셀
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고 래치하는 센스 래치 수단을 
포함하는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을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상
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으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기입 데이터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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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상기 판
독 데이터를 유도하는 비트선을 구비하고,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n(n은 4 이상의 자연수)으로 했을 

때, 상기 래치 수단, 상기 센스 래치 수단의 수가 m[m은 2
m-1
〈n≤2

m
(m은 2 이상의 자연수)]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n으로 하고, 또한 n=2
m
을 만족할 때, 상기 m은 상기 비트선 제

어 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데이터 입출력선의 비트수와 동수이고, 상기 m개의 래치 수단 및 상기 m
개의 센스 래치 수단에는 각각 1비트씩의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m개의 센스 래치 수단은 최상위의 제1 
비트에 할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된 제m 센스 래치 수단
을 향하여 동작해 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최상위의 제1 비트에 할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은 상기 비트선에 의해 상기 메모
리 셀로부터 유도된 판독 데이터를 제1번째의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기 판독 데이터가 제1번째의 기준 
전압보다도 높은지 낮은지의 비교 결과를 출력하고, 이 출력에 따라서 차위(次位)의 제2 비트에 할당된 
제2 센스 래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을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된 센스 래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m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위의 제(m-1)비트에 할당된 센스 래치 수단에 있어서의 제(m-1) 기준 전압과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와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2
m-1 

회전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출력선의 비트수는 장치 외부로부터 장치 내부에 입력되는 기입 데이터의 
비트수 및 장치 내부에서 장치 외부로 출력되는 판독 데이터의 비트수와 각각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데이터는 비트수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장치의 외부로부터 상기 래치 수단에 
입력되고, 상기 판독 데이터는 비트수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부터 장치의 외부로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1개의 비트선에 나타나는 2
m
=n치의 데이터를 상기 m비트로서 상기 n치의 데이터로, 상기 

래치 수단 및 상기 센스 래치 수단에 의해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수단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비트선에 의해 유도되는 기입 데이터 및 상
기 메모리 셀에서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상기 비트선에 의해 유도되는 판독 데이터는 각각 n개의 다치 
데이터이고, 상기 비트선은 n개의 다치 데이터 각각을 전압 레벨에 따라 서로 구별하여 상기 래치 수단에
서 상기 메모리 셀로, 및 상기 메모리 셀에서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은 임계치 가변형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임계치 가변형 트랜지스터는 상기 n개의 다치 데이터 각각을 임계치 레벨에 따라 서로 구별하여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1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메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
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래치하는 래치 수단과, 상기 메모리 셀로
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고 래치하는 센스 래치 수단과, 
상기 래치 수단에 래치된 상기 메모리 셀에의 기입 데이터를 참조하여 검증 동작을 행하는 검증 수단을 
포함하는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을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상
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기입 데이터를 유도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유도하는 비트선
을 구비하고,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n(n은 4 이상의 자연수)으로 했을 때, 상기 래치 수단, 상기 센스 

래치 수단, 상기 검증 수단의 수가 m[m은 2
m-1
〈n≤2

m
(m은 2 이상의 자연수)]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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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n으로 하고, 또한 n=2
m
을 만족할 때, 상기 m은 상기 비트선 제

어 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데이터 입출력선의 비트수와 동수이고, 상기 m개의 래치 수단 및 상기 m
개의 센스 래치 수단에는 각각 1비트씩의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m개의 센스 래치 수단은 최상위의 제1 
비트에 할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된 제m 센스 래치 수단
을 향하여 동작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m개의 센스 래치 수
단은 상기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된 제m 센스 래치 수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최상위의 제1비트에 할
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을 향하여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최상위의 제1비트에 할당된 제1 센스 
래치 수단은 상기 비트선에 의해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유도된 판독 데이터를 제1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상기 판독 데이터가 제1 기준 전압보다도 높은지 낮은지의 비교 결과를 출력하고, 이 출력에 따라서 차위
(次位)의 제2 비트에 할당된 제2 센스 래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2 기준 전압의 레벨을 전환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최상위의 제1비트에 할당된 제1 래치 수단에 
래치되어 있는 상기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차위의 제2비트에 할당된 제2 센스 래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2 기준 전압 레벨을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된 센스 래
치 수단으로 공급되는 제m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위의 제(m-1)비트에 할당된 센스 래치 수단에 있어서의 

제(m-1) 기준 전압과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와의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2
m-1
회 전환되고, 상

기 메모리 셀로부터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최하위의 제m 비트에 할당된 센스 래치 수
단으로 공급되는 제m 기준 전압의 레벨은 상위의 제(m-1)비트에 할당된 래치 수단에 래치되어 있는 상기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2
m-1
회 전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센스 래치 수단은 1개의 비트선에 판

독된 2
m
=n치의 판독 데이터를, 상기 m비트로서 상기 n치의 판독 데이터로 변환하고, 상기 메모리 셀에 데

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은 상기 m비트로 상기 n치의 기입 데이터를, 1개의 비트선에 2
m
=n치의 

기입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기입 회로에 공급하고, 상기 m비트로 상기 n치의 판독 데이터와, 상
기 m비트로 상기 n치의 기입 데이터를 서로 상이한 데이터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
체 기억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검증을 위하여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은 상기 m비

트로 상기 n치의 기입 데이터와, 상기 1개의 비트선에 판독된 2
m
=n치의 판독 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기

입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이터가 일치할 때 상기 검증 수단을 활성으로 하고, 상기 기입 데이터와 상기 
판독 데이터가 불일치할 때 상기 검증 수단을 비활성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입출력선의 비트수는 장치 외부로부터 장치 내부에 입력되는 기입 데이터
의 비트수 및 장치 내부에서 장치 외부로 출력되는 판독 데이터의 비트수와 각각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데이터는 비트수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장치의 외부로부터 데이터 수단으로 
입력되고, 상기 판독 데이터는 비트수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상기 센스 래치 수단에서 장치 외부로 출력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수단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비트선에 의해 유도되는 기입 데이터 및 상
기 메모리 셀에서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상기 비트선에 의해 유도되는 판독 데이터는 각각 n개의 다치 
데이터이며, 상기 비트선은 n개의 다치 데이터 각각을 전압 레벨에 따라 서로 구별하여, 상기 래치 수단
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및 상기 메모리 셀에서 상기 센스 래치 수단으로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1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은 임계치 가변형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상기 
임계치 가변형 트랜지스터는 상기 n개의 다치 데이터 각각을 임계치의 레벨에 따라 서로 구별하여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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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2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
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래치하는 래치 수단과, 상기 메모리 셀로
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고 래치하는 센스 래치 수단을 포

함하고,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n으로 했을 때 상기 래치 수단, 센스 래치 수단의 수가 m[m은 2
m-1
〈n≤

2
m
(m은 2 이상의 자연수)]개인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비트선 제어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을 서로 전기

적으로 접속하여,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에서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기입 
데이터를 유도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에서 상기 센스 래치 수단
으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유도하는 비트선과,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래치 수단에 
래치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다치 데이터에 따르는 기입 제어 전압을 선택하고, 선택된 기입 제어 
전압을 비트선에 공급하는 기입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한 후, 상기 기입된 데이터를 검
증하는 검증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검증 회로 및 상기 기입 회로를 상기 래치 수단에 래치된 n개의 기입 
데이터에 의해 제어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 기능은 상기 검증 판독 동작의 결과가 양호할 때, 상기 래치 기능으로 래치
된 기입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했을 때, 상기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의 데이터로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판독 동작중, 일단 갱신된 기입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도록 상기 래치되어 있
는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검증 회로 및 상기 기입 회로에 의해 상기 래치 기능으로의 입력 데이터
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5 

n치(n≥3) 데이터를 기억 가능한 전하 축적부를 갖는 복수의 메모리로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복
수의 비트선과, 복수의 워드선과, 복수의 프로그램 제어 회로와, 복수의 데이터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프로그램 제어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을 선택하고, 선택한 메모리 셀에 기입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데이

터 회로는 m을 2
m-1
〈n≤2

m
을 만족하는 자연수로 할 때에 m개의 래치로 구성되고, 상기 프로그램 제어 회로

에 의해 선택된 각각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 셀에 인가되는 기입 제어 전압을 제어하는 제1, 제2, …, 제n
의 논리 레벨의 기입 제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상기 기입 제어 전압을 각각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 셀에 
인가하고, 상기 제1 이외의 논리 레벨의 기입 제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기 데이터 회로에 대응하는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상태만 선택적으로 검출하고, 미리 결정된 기입 상태에 도달한 메모리 셀에 대응
하는 상기 데이터 회로의 상기 기입 제어 데이터의 논리 레벨을 상기 제1 논리 레벨로 변경하고, 미리 결
정된 기입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메모리 셀에 대응하는 상기 데이터 회로의 상기 기입 제어 데이터의 논
리 레벨을 보유하고, 상기 제1 논리 레벨의 기입 제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기 데이터 회로의 기입 
제어 데이터의 논리 레벨을 상기 제1 논리 레벨로 보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
치에 있어서, 상기 m개의 래치 상태의 조합에 의해 상기 기입 데이터의 갱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데이터를 갱신하는 검증 회로는 기입 제어 전압을 발생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7 

다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
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래치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

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감지하여 래치하고, 상기 다치 데이터의 수를 2
m
(m은 

2이상의 자연수)=n치로 했을때 그 수가 m개로 설정된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를 포함하는 비트선 제어 회
로와, 상기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와 상기 메모리 셀을 서로 접속하고,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
할 때 상기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로부터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기입 데이터를 유도하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상기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로 상기 판독 데이터를 
유도하는 비트선과,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데이터 래치 센스 앰프에 래치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다치 데이터에 따르는 기입 제어 전압을 선택하고, 선택된 기입 제어 전압을 비트
선에 공급하는 기입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한 후, 상기 기입된 데이터가 원하는 데이터
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
체 기억 장치.

청구항 28 

전기적 개서가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에 접속된 비트선을 상기 메모리 셀을 통하여 충전하며, 또한 메모리 셀의 
다치 데이터를 다치 레벨의 전위로서 비트선으로 출력하는 임계치 검출수단과, 상기 임계치 검출 수단에 
의해 충전된 다치 레벨의 비트선 전위를 감지하는 센스 앰프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제1, 제2, …, 제m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
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임계치 검출 수단을 이용하는 기입 검증 수단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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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로부터 기입 불충분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재기
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일괄 갱신하는 데이터 갱신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갱신 회로는 1개의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9 

전기적 개서가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에 접속된 비트선을 상기 메모리 셀을 통하여 충전하며, 또한 메모리 셀의 
다치 데이터를 다치 레벨의 전위로서 비트선으로 출력하는 임계치 검출 수단과, 상기 임계치 검출 수단에 
의해 충전된 다치 레벨의 비트선 전위를 참조 전압을 비교함으로써 비트선 전위를 감지하는 센스 앰프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제1, 제2, …, 제m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
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임계치 검출 
수단을 이용하는 기입 검증 수단과, 상기 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로부터 
기입 불충분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일괄 갱신하는 데이터 갱
신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갱신 회로는 1개의 데
이터 회로의 내용을 참조하고, 상기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 수단은 비트선 전위가 재기입 데이터로
서 감지, 기억되도록,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출력되는 비트선 및 참조 전위를 데이터 회로
의  내용에  따라서  수정하고,  비트선  전위가  수정될  때까지는  데이터  회로의  데이터  기억  상태를 
유지하고, 수정된 비트선 전위를 유지한 채 데이터 회로를 센스 앰프로서 동작시켜 데이터 회로 내용의 
일괄 갱신을 행하고, 데이터 회로의 내용에 기초하는 기입 동작과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을 메모리 
셀이 소정의 기입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행함으로써 전기적으로 데이터 기입을 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은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가 복수개씩 직렬 접속된 NAND형 셀이고, 상기 
NAND형 셀의 일단은 제1 선택 게이트를 통하여 비트선에 접속되고, 상기 NAND형 셀의 다른 단은 제2 선택 
게이트를 통하여 소스선에 접속되고, 상기 임계치 검출 수단은 소스선 전압을 상기 NAND형 셀을 통하여 
비트선으로 전송시켜 비트선을 충전하고, 선택되지 않은 제어 게이트 전압 및 제1, 제2 선택 게이트 전압
은 선택된 메모리 셀의 임계치로 비트선 전압이 결정되도록 비선택 메모리 셀 및 제1, 제2 선택 트랜지스
터의 전압 전송 능력을 충분히 높이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1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4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제1, 제2, …, 제m[m은 2
(m-1)

〈n≤2
m
을 만족하는 자연

수]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2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제1, 제2, …, 제m[m은 2
(m-1)

〈n≤2
m
을 만족하는 자연

수]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과, 상기 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후의 상태로
부터 기입 불충분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갱신하는 데이터 갱
신 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갱신 회로는 1개의 데
이터 회로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3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4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의 임계치 전압을 검출하는 임계치 검출 수단과,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

유하는 제1, 제2, …, 제m[m은 2
(m-1)

＜n≤2
m
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하
고, 상기 임계치 검출은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1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이 "1" 상태인지,또는 "2" 또는, "3" 또는, …, "n" 상태 인지를 판정하고, 또,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
극에 제2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이 "1" 또는 "2" 상태인지, 또는 "3" , …, 
"n" 상태인지를 판정하도록,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1, 제2, …, 제(n-1)의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
가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4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
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하고, n종류의 
기입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기입 동작시에 k(k는 2≤k〈n을 만족하는 자연수)종류의 기입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메모리 셀에 대하여 거의 동시에 제1 기입을 행하고, 제1 기입 동작의 전 또는 후에 n-k종류의 기
입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메모리 셀에 기입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5 

"1" 상태가 소거 상태이고, "2" 상태, "3" 상태, …, "n" 상태가 기입 상태인,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
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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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
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하고, 기입시에 n종류의 기입 동작중, 
"3" 상태, …, 및 "n"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메모리 셀에 거의 동시에 제1 기입 동작을 행하고, 상기 제1 
기입 동작의 전 또는 후에 "2" 상태로 기입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n치의 기입 상태에서, "1" 상태, "2" 상태, "3" 상태, …, "n" 상태의 순으로 기입 임
계치 전압이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7 

"1" 상태, "2" 상태, "3" 상태, …, "n" 상태(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 상태로 하는, 전기적 개서 가
능한 n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과 데이터의 수
수를 행하는 신호선과, 메모리 셀로부터 판독한 정보를 보유하는 판독 데이터 보유 회로를 구비하고, 메
모리 셀의 임계치가 "i" 상태와 거의 동일한지 또는 "i" 상태 이상인지, 혹은 "i" 상태보다도 작은지를 
조사하는 제i의 판독 동작을 행하여, 판독 데이터를 데이터 보유 회로에 보유하고, 그 후, 메모리 셀의 
임계치가 "j" 상태와 거의 동일한지 또는 "j" 상태 이상인지, 혹은 "j" 상태보다도 작은지를 조사하는 제
j의 판독 동작시에는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한 신호선의 전위를, 상기 데이터 보유 회로에 보유된 데
이터를 참조하여 바꾼 후에 신호선의 전위를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8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과 데이터의 수수를 행하는 신호선과,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데이
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하고, 메모리 셀의 기입 데이터를 출력한 신호선의 전위를 2번 이상 참조
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후의 상태로부터 기입이 불충분한 메모리 셀
에 대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
억 장치.

청구항 39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의 임계치 전압을 검출하는 임계치 검출 수단과,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
유하는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임계치 검출은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1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이 "1" 상태인지, 또는 "2"또는 "3" 또는 …, "n" 상태
인지를 판정하고, 또,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2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
이 "1" 또는 "2" 상태인지, 또는 "3", …, "n" 상태인지를 판정하도록, 메모리 셀의 게이트 전극에 제1, 
제2, …, 제(n-1)의 임계치 검출 전압을 인가하고, 메모리 셀의 기입 데이터를 출력한 신호선의 전위를 2
번 이상 참조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후의 상태로부터 기입이 불충분
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갱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
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n 은 4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1 

전기적 개서 가능한 n치(n은 3이상의 자연수)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된 메모리 셀 
어레이와, 메모리 셀에 기입하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m개의 데이터 회로와, 상기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 
후의 상태가 원하는 데이터의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입 검증 수단과, 상기 데이
터 회로의 내용과 메모리 셀의 기입 동작후의 상태로부터 기입 불충분한 메모리 셀에 대해서만 재기입을 
행하도록,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갱신하는 데이터 갱신회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회로 내용 일괄 갱신 수
단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갱신 회로는 1개의 데이터 회로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
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2 

다치 데이터를 메모리 셀에 기입할 때, 다치 데이터 각각에 따른 비트선 기입 전위의 하나를 비트선에 충
전하고, 충전한 후 비트선을 전기적으로 플로팅된 상태로 하는 수단과,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비트선의 
충전량을  증가,  감소,  유지시키는  것  중의  어느  한  상태를  취함으로써,  다치의  데이터에  따라서 
설정되는, 비트선 기입 제어 전위로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
치. 

청구항 43 

2치 이상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로의 데이터의 기입 및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데이터의 판독에 사용되는 비트선을 구비하고, 
상기 비트선을 소정의 전위로 한후, 상기 비트선을 전기적으로 플로팅한 상태로 하고,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비트선의 소정 전위를 비트선 기입 제어 전압의 하나로서 이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4 

142-57

1019970009155



2치 이상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메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에 기입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비트선과, 
상기 비트선에 접속된,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하기 전에 상기 비트선을 소정 전위로 하고, 상기 
소정전위의 비트선을 전기적으로 플로팅한 상태로 하는 제1 회로와, 상기 비트선에 접속된, 상기 2치 이
상의 데이터의 하나를 선택된 메모리 셀에 기입할 때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소정 전위인 채로 하고, 
상기 2치 이상의 데이터 기입할 때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소정 전위와는 상이한 전위로 시프트시키
는 제2 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회로는 플립 플롭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플립 플롭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기입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 플롭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때, 기억된 기입 데이터에 따
라서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소정의 전위인 채로 하든지,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소정의 전위와
는 상이한 전위로 시프트 시키든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 플롭 회로는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판독 데이터를 증폭하여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8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이 기억하는 데이터의 수를 n(n≥2)으로 했을 때, 상기 메모리 셀로의 
기입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증폭하여 기억하기 위한 상기 플립 플
롭 회로의 수는 n-1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n-1개의 플립 플롭 회로가 기억하는 기입 데이터는 검증 동작이 완료한 후, 다른 
데이터로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n-1개의 플립 플롭 회로가 기억하는 기입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로 변경된 것을 검
지하여 기입 동작을 종료시키는 기입 종료 검지 회로를 더욱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
체 기억 장치.

청구항 51 

2치 이상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셀이 매트릭스상으로 배치되어 구성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셀의 소스/드레인의 한쪽의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로부터 도출하는 비트선과, 상기 비트선과 데이
터 입출력선과의 사이에 개재하는 비트선 제어 회로를 구비하고, 상기 비트선 제어 회로는, 기입 동작전
에 상기 비트선을 충전하는 충전 회로와, 데이터 출력선에 공급된 기입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입 데이터 
기억부와, 상기 기입 데이터 기억부에 기입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충전 전위인 
상태인 채, 또는 상기 충전 전위로부터 시프트시킨 상태로 제어하는 데이터 제어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제어 회로는 플립 플롭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플립 플롭 회로는 상기 메
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할 때 상기 데이터 입출력선에 공급된 기입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플립 플롭 회로는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때, 상기 비트선에 판독
된 판독 데이터를 증폭하여 상기 데이터 입출력선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이 기억하는 데이터의 수를 n(n≥2)으로 했을 때, 상기 메모리셀로의 기
입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의 판독 데이터를 증폭하여 기억하기 위한 상기 플립 플롭 
회로의 수는 n-1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n-1개의 플립 플롭 회로가 기억하는 기입 데이터는 검증 동작이 완료한 후, 다른 
데이터로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n-1개의  플립 플롭 회로가 기억하는 기입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로 변경된 것을 
검지하여 기입 동작을 종료시키는 기입 종료 검지 회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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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억 장치.

청구항 57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 회로는 상기 비트선을 전원 전위로 충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8 

제 5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제어 회로는 상기 데이터 제어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기입 데이터 
기억부에 기억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전원 전위인 채로, 또는 상기 전원 
전위보다도 낮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9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 회로는 상기 비트선을 접지와 전원 전압과의 중간에 있는 전위로 충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제어 회로는 상기 데이터 제어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기입 데이터 기
억부에 기억된 기입 데이터에 따라서, 상기 비트선의 전위를 상기 중간에 있는 전위인 채이거나, 상기 중
간에 있는 전위보다도 낮게 하든지 또는 상기 중간에 있는 전위보다도 높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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