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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장치 및 방법

요약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장치(20) 및 방법에서, 아날로그 전압은 전형적으로 병렬 출력
버퍼(26)를 통한 출력을 위해 비-휘발성 방식으로 샘플 및 기억될 수 있다.

한 형태 및 단일집적회로에 있어서, 회로에 제공된 입력(VIN)은 또한 회로에 제공된 주소(CS0-CS2)에 의
해 결정되는 어떤 아날로그 기억장소에 기억될 수 있으며, 상기 기억장소는 기억된 값이 발생할 회로의 
출력단을 결정한다.

부동 게이트 MOSFET장치에서 차동 전압의 기억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억(22)은 비휘발성이고 원하는 경우
에 전기적으로 가변성이 있다.

아날로그 신호의 기억 및 그 기억의 각 페이지의 선택적 병렬 출력을 위한 아날로그 기억장소의 다중 페
이지에 주소를 지정하는 능력, 출력 인에이블 기능, 병렬 입력단 및 디지탈 입력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대
안적인 실시예 및 방법들이 개시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단일집적회로에서 구현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의 핀아웃(Pinout)을 설명하는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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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제1도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블럭도.

제3도는 단일집적회로에서 구현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핀아웃을 설명하는 다이아그램.

제4도는 제3도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블럭도.

제5도는 단일집적회로에서 구현된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의 핀아웃을 설명하는 다이 아그램.

제6도는 제5도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블럭도.

제7도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의 블럭도.

제8도는 한 시스템에서 어떤 소정의 파라미터가 영점 조정되는 선택된 채널인 출력 CH에 알맞은 기억전압
을 설정하는 적절한 VIN 전압을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샘플·홀드(sample and hold)의 출력 VSH
이 선택된 아날로그 출력버퍼에 직접적으로 출력되게 하는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

제9도는 한쌍의 차동 기억소자(differential storage cell)의 프로그램 기록, 역판독경로 및 정상역판독
경로의 상세된 회로도.

제10도는 보다 세밀한 분해능 및 정확성을 성취하기 위해 부가 프로그래밍 순서에 사용되며, 선택된 아날
로그 버퍼의 출력 CH를 샘플·홀드의 전압 VSH에 비교하는 부가 루프가 제공되는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
의 블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아날로그 전압기억 및 출력장치, 및 아날로그 전압을 감지하며, 기억하고 그리고 출력하는 회
로 및 방법의 분야에 관한 것이다.

[ 종래의 기술]

아날로그 전자공학계에 있어서, 시스템 트리밍(system trimmins), 시스템 제어, 및 응용장치를 세팅하는 
시스템 파라미터를 위한 프로그램가능 DC 아날로그 전압의 요구가 있곤 한다.

전형적으로, 이들 전압은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DAC)  를 통해서 또는 기계식 트림 전위차계(trim Po
t.)를 통해서 설정되며, 여기에서 디지탈 비트는 어떤 형의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를 통해서, 또는 단기
(short term) 아날로그 기억을 위한 샘플·홀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합한 아날로그 전압기억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대부분 이러한 시스템들은 하나이상의 프로그램가능 전압원을 요구하며, 실상, 어떤 시스템은 자동 테스
터와 같이 100 이상의 프로그램가능 전압원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어떤 시스템은 이들 프로그램가능 전압원으로 공장 프로그래밍을 한번에 수행시키며, 다른 시스템은 사용
자 제어하에서 이들 프로그램가능 전압원을 빈번히 설정시키고, 그리고 또다른 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
서 제어하에서 자동교정기능을 주기적으로 실행시킨다.

전압원의 프로그래밍은 예를들면, 장기(long term) 시스템 파라미터 드리프트(drift) 를보상하거나, 최적 
시스템 성능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의 제조공차를 트리밍하거나, 또는 다목적 프로그램
가능 시스템의 기능성을 제어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통상적으로 실행된다.

기계식 트림 전위차계는 부피가 크고 값이 비싸며, 기계적인 진동에 민감하고, 그리고 표면 장착 PC 보드 
본딩시에 노출되어 높은 납땜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기계식 조정 프로브(probe) 를 위한 물리적 액세스 경로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PC 보드 및 패키징의 
배치(layout)는 또한 방해가 된다.

샘플·홀드  네트워크는  대부분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지만  전하누설의  문제를  가지며,  빈번한 재생
(refreshing)이 요구된다. 모놀리식(monolithic) 형태로 집적된 경우에, 다중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와 
함께 아날로그 전압의 디지탈 기억장치는 많은 실리콘 실영역을 사용하고, 따라서 비용이 많이든다.

샘플·홀드 네트워크는 빈번하게 재생되어야 하고, 그리고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의 입력비트들이 각각 
고정된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샘플·홀드 네트워크 및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는 모두 휘발성 
전압원이다.

다중 DAC 시스템에서는, 입력 디지탈 비트상태를 유지하는 비휘발성 기억매체(EEPROM, EPROMs, disk, 기
타등등) 의 일부 종류의 사용을 통해서 비휘발성이 이루어진다.

요구되는 것은 부피가 작으며,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비용의 효과적인 해결을 가지는 다중-출력 프로그램
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DC 전압원이다.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번호 4,890,259는 아날로그 신호를 기억하는 어레이를 기본으
로 하는 고밀도 집적회로 아날로그 신호 기록 및 재생용 시스템(playback system) 을 개시한다.

상기의 어레이는 신호 정보를 기억하는 행과 열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가진다.

아날로그  열의  판독/  기록  회로소자는  실시간에  근거하여  아날로그  정보를  기억하고  검색하는데 
사용되며, 처리능력(throughput)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레이내의 기억에 앞서, 다수의 샘플·홀드 회로에 
대한 아날로그 정보를 인터리빙(interleaving)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 본 발명의 양수인은 ISD 1016으로 알려진 상기의 형인 비휘발성 아날로그 기억 칩을 소개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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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칩 ISD 1016은 아날로그 신호를 기록 및 재생(Playback)하도록 설계되었고, 그리고 단일 28-핀 패키지
에 있어서, 완벽한 모놀리식 기록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온-칩, 아날로그 신호 특성보상(conditionin
g)회로 및 디지탈 제어기능을 포함한다. CMOS EEPROM기술로 증명된 제품에 근거한 비휘발성 기억 어레이
는 전원없이 10년 또는 그이상동안 샘플된 신호를 기억한다.

아날로그 신호를 기록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구성요소들의 집적화는 디지탈 기법에 의한 기억 밀도의 유효
증가로 가능하게 된다. 기억하는데 있어서, 상기의 장치는 마이크로폰 또는 유사한 변환기(transducer)로
부터 직접 작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재생하는데 있어서, 상기의 장치는 스피커를 직접 구동할 것이다.

전 디지탈 주소가능 메시지는 기억된 워드로 메시지를 구성하는 능력을 제공하도록 쉽게 액세스(access)
되고, 그리고 다수의 1016장치는 증가된 기억 및 재생시간동안 함께 접속될 수 있다.

[발명의 간단한 요약]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장치 및 방법에서, 아날로그 전압은 전형적으로 병렬 출력버퍼를 
통한 출력을 위해 비휘발성 방식으로 샘플 및 기억될 수 있다.

한 형태 및 단일집적회로에 있어서, 회로에 제공된 입력은 또한 회로에 제공된 주소에 의해 결정되는 어
떤 아날로그 기억장소에 기억될 수 있으며, 상기의 기억 장소는 기억된 값이 발생할 회로의 출력단을 결
정한다.

부동 게이트(floating mate) MOSFET장치에서 차동 전압의 기억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억은 비휘발성이고 
또한 원하는 경우에 전기적으로 가변성이 있다. 아날로그 신호의 기억 및 그 기억의 각 페이지(page)의 
선택적  병렬  출력을  위한  아날로그  기억장소의  다중  페이지에  주소를  지정하는  능력,  출력 이네이블
(enable)  기능,  병렬  입력단  및  디지탈  입력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대안적인  실시예  및  방법들이 
개시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전형적인 바람직한 실시예의 특징 및 구조를 먼저 설명함에 의해, 아마도 최선으로 
설명된다.

그후에, 다른 실시예 및 설계 상세가 설명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의 설계 상세는 소망의 어떤 실시예에 
쉽사리 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제1도 및 제2도를 참조하면, 2중 인라인(dual in-line: DIP), SOIC 또는 PLCC 패키지로 패
키지될 수 있는 집적회로 및 회로안에 회로소자에 대한 블럭도가 각각 도시된다. 일반적으로, 제1도에 번
호 20으로 표시되는 집적회로는 비-휘발성 부동 게이트 차동 아날로그 기억 어레이(22)를 이안에 포함하
며, 이 실시예에서는  8 아날로그 전압을 차동 형태로 기억하는 기능을 가진다.

출력을  위해,  8  차동  전압은  8  단일  종단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제공하는  8  차동-단일  종단 변환기
(differential  to  single  ended  convertor)(24)에  제공되며,  차례로,  8  저임피던스 아날로그 전압출력
(CH0 내지 CH7)을 제공하기 위해 아날로그 출력버퍼 증폭기(26)에 의해 완충 기억(buffer)된다.

제1도 및 제2도의 집적회로를 프로그램하는데 있어서, 기억될 각각의 아날로그 전압은 개별적으로 샘플되
고 한번에 하나씩 기억되며,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기억된 아날로그 전압은 다른 기억된 전압을 교란하
지 않고 소정의 출력 채널의 기억장소에 새로운 값을 단지 기록함으로써 언제라도 변화될 수 있다.

그점에 관해, 더욱 상세하게 여기에서 계속 설명하면, 부동 게이트 차동 아날로그 기억 어레이(22)에서 
각각의 기록 작동은 소거 사이클이 선행하여, 소정의 장소에 앞서 기억된 값은 더 높은 전압이든 더 낮은 
전압이든,  그  장소에  다음  값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2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전압VIN은 샘플·홀드 네트워크(28)에 제공된다.

기록 작동이 기록신호 WR/의 제어를 통해 개시될 때, 샘플·홀드 네트워크(28)는 입력전압 VIN을 샘플하
고 단일 종단-차동 변환기(single ended to differential convertor)(30)에 샘플·홀드된 출력전압 VSH을 
제공한다. 차례로, 차동 변환기는 차동 출력전압 VIP 및 VIN을 입력전압 VIN에 비례하는 차동 전압(VPI-
VNI)과 함께 제공한다.

샘플·홀드 네트워크 출력 VSH의 증가된 출력에 대해 VREF에 관해서 VPI는 증가하고 VNI 는 감소한다.

단일 종단-차동 변환기의 출력(30)은 고전압 스위치(32 및 34)에 제공되며, 여기에서 고전압 스위치(32 
및 34)는 어레이용 디코더(38)에 제공되는 3-비트 주소(CS0 내지 CS2)로 결정되는 아날로그 기억 어레이
(22)의 소정의 가억장소에 차동 전압을 기억시키도록 하는 보조 회로소자(support circuitry) (36)에 의
해 제어된다. 상기의 실시예에서, 각각의 기억장소는 전압 VPI의 기억을 위한 한 소자 및 전압 VNI의 기
억을 위한 다른 소자로, 즉 두개의 기억장소로 구성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차동 기억은 단일집적회로 칩상에 동일 처리로 형성되는 개별 기억셀이 서로 잘 트랙킹될 때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온도, 시간 또는 다른 요소들에 기인하는 어떤 한 셀에서의 프로그램된 전압의 
어떤 드리프트는 다른 연관된 셀의 동일한 드리프트에 의해 잘 비교될 것이며, 어떤 한 셀에서의 프로그
램된 전압의 절대값이 유효하게 드리프트할 동안에, 소정의 기억장소(예를들면, 기억주소) 에서의 두개의 
기억셀 사이에는 차동값이 최소로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에 차동 기억은 다른 일반 형태의 에러원 뿐만 아니라 전원공급 잡음의 실질적인 배
제를 또한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가 제3도 및 제4도에 도시된다.

상기의 실시예에서, 비-휘발성 부동 게이트 차동 아날로그 기억 어레이(22)는 8개의 기억장소로 다시 구
성되지만, 논리적으로 각각의 4개의 기억장소를 가지는 2개의 플레인(Plane) 또는 페이지(22a 및 22b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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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된다.

상기의 경우에, 차동-단일 종단 변환기(24a)는 4개의 차동 신호를 4개의 단일 종단 신호로 변환하며, 아
날로그 출력버퍼(26a) 는 변환된 4개의 단일 종단 신호를 4개의 단일 종단 저임피던스 전압출력(CH0 내지 
CH3)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에, 주소(CH0 내지 CH2)중의 1비트인, 전형적으로 최상위 비트는 4개의 아날로그 신
호의 두 페이지중 어느 것이 출력(CH0 내지 CH3)에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그점에 관
해,  상기의  실시예에서  아날로그  출력버퍼(26a  및  26b)는  출력을  이네이블(enable)  또는 디스에이블
(disable) 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출력 이네이블 OEN을 포함하며, 원한다면 서로 다투는 장치들이 동시에 
사용하게 되지 않는한, 4개의 출력중에 일부 또는 전부는 원하는 경우에 유사장치 또는 다른 장치에 병렬
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스에이블 상태는 개방회로출력을 제공한다. 물론, 제3도 및 제4도는 
단지 두 페이지의 아날로그 신호 기억을 설명하는데, 임의의 수의 페이지가 원하는 경우에 더 제공될 수 
있다.

그점에 관해서, 제4도의 구체도에 대한 16-핀 패키지의 제3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3 개의 핀은 접속을 
이루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서, 둘 이상의 페이지의 아날로그 기억 및 출력은 예컨대 주소에 1비트 이상을 부가함에 의해 
단순히 제공될 수 있다.

더욱 원한다면 페이지당 부가 출력 채널을 즉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제3도 및 제4도에 보여진 실시예에서, 원한다면 준비 핀 RDY/에 출력 이네이블 을 단순히 결합하여 
아날로그 출력버퍼상에 출력 이네이블을 효과적으로 디스에이블할 수 있다.

특히, RDY/ 신호는 아날로그 기억 어레이의 기록 작동이 완료되는 직후에 표명되고, 따라서, RDY/신호가 
출력 이네이블 핀 OEN에 결합되면 아날로그 기억 데이타가 생성되거나 수정되고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에 출력을 이네이블하게 된다.

이제, 제5도 및 제6도에 또다른 실시예가 도시된다.

제3도 및 제4도와 유사한 이 실시예는 출력 이네이블 OEN으로 제어되는 두 페이지의  4개의 아날로그 전
압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두 페이지의 4개의 차동 아날로그 기억 장소를 사용한다.

그러나, 상기의 실시예에서 4개의 입력전압(VIN0 내지 VIN3)은 기록신호 WR/로 제어되는 기록 작동시에 
샘플·홀드 네트워크(28a) 에 의해 동시적으로 샘플·홀드된다.

따라서, 기록 작동시에, 4개의 아날로그 신호는 샘플되고, 그후 주소 에 의해 제어되는 비-휘발성 부동 
게이트 차동 아날로그 기억 어레이로 병렬 로드(load)되도록 단일 종단-차동 변환기(30a)에 의해 4개의 
차동 신호로 변환된다.

그점에 관해, 근본적으로, 아날로그 전압의 모든 페이지는 한번에 어레이안에 저장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며, 그결과 상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단지 단일 주소 비트 CSO 만이 요구되며, 물론 제5도에 도
시된 바에도 불구하고, 16-핀 패키지는 3개 까지의 주소 비트를 쉽사리 수용할 것이어서, 8개의 페이지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이 원한다면 제공될 수 있다.

대안으로, 부가 채널이 원한다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명백히 더 큰 패키지(더 많은 핀아웃)는 원하는 경우에 더 큰 및/또는 더 많은 페이지용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병렬 입력을 허용하는 제5도 및 제6도의 실시예 또는 다른 실시예는, 저장될 다중 아날로그 전압이 동시
적으로 이용가능한 응용물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떤 소정의 시간에 다양한 아날로그 전압 사이의 관계
가 다른 시간에서의 같은 아날로그 전압의 절대값보다 더 큰 응용물에 특히 효과적이다.

이제 제7도에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가 도시된다.

이 실시예는 아날로그 출력버퍼(26a) 상에 출력 이네이블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2도의 실시예와 
유사하다.

그러나 제7도의 단일 종단-차동 변환기(30)는 샘플·홀드 회로의 출력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 실시예에서
는, 8-비트 디지탈 신호에 반응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40)의 출력으로 작동한다. 이 8-비트 디지탈 
신호는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에 제공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8-비트 버스 또는 8-비
트의 보다 큰 버스에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입력을 직접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어떤 집적회로형태에서,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는 집적회로패키지상에 핀 접속을 통해 디지탈-
아날로그 변환기에 제공되는 8개의 입력(D0내지 D7)을 갖추어 칩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제7도에 
도시된 특정 실시예에서, 클럭신호 CLK의 이동 제어하에 DATA IN 신호를 수신하는 시프트 레지스터(42)가 
칩상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클럭신호 CLK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40)에 8-비트 병렬 출력을 제공하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로드하기 위한 8-비트 직렬 신호이다.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40)에 병렬 입력이든 시프트 레지스터(42)에 직렬 입력이든, 디지탈 입력을 사용
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는 디지탈 신호들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를 이용하여 
종래의 기술보다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

특히, 제7도에서 단일 온-칩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40)는 이 실시예에서 8개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하
는데 사용된다는 것으로 주목될 것이다.

또한 이 실시예(또는 본 발명의 어떤 다른 실시예)에서 일단 기억된 아날로그 전압은 비-휘발성이고 아날
로그  기억장치  메모리안에  아날로그  전압을  재적재할  필요없이  시스템의  가동상에서  즉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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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7도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본 발명의 디지탈 입력장치는 단일 칩 비-휘발성 집적장치이며, 제공
될 각각의 아날로그 출력을 위한 다수의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각각의 디지탈-아날
로그 변환기에 대한 디지탈 입력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개별적인 레지스터를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소정
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별개의 비-휘발성 메모리 및 다양한 다른 별개의 집적회로 및 이산소자들을 요
구하지 않는다.

디지탈 입력을 사용하는 실시예는 예를들어, 감지 및 데이타 획득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에 매우 
유용하며, 그 이유는 많은 상기의 시스템이 프로세서 제어하에 디지탈 신호를 처리 및 기억하는 동안에, 
아직까지 바이아스(bias)를 배치하거나 오프세트(offset)를 공백으로 하는 등에 아날로그 전압을 요구하
는 아날로그 감지기(sensor) 및 변환기(transducer)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제1도 및 제2도의 실시예는 8진 샘플·무한 홀드 아날로그(Octal Sample and Infinite Hold Analog) 전압
기억 시스템으로 인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의 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들 실시예는 8개의 프로그램가
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DC 전압원 출력단(CH7-CH0)을 가진다.

전압원의 프로그래밍은 채널 선택 입력단(CS2-CS0)을 통해 적합한 전압원의 선택으로 실행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디지탈-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한, VIN 핀에 적합한 아날로그 레벨을 적용함으
로써 실행된다.

WR/ 이 낮게 풀(Pull)되는 경우에, VIN의 아날로그 레벨이 샘플·홀드 네트워크에 의해 샘플되고 동시에 
기록 사이클이 채널 선택 입력단(CS2-CS0)에 의해 선택된 비-휘발성 기억소자중의 하나에 샘플된 아날로
그 전압레벨을 기록함으로써 개시된다.

기록 사이클 후에, RDY/핀은 로우(low) 로 되고 어레이로부터의 기억된 아날로그 전압은 아날로그 출력버
퍼를 통한 출력단에서 동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이네이블 제어를 가질 수 있는 아날로그 출력버퍼는 저
임피던스 전압원의 기능을 제공한다.

보조회로블럭(Support Circuit Block)은 채널 선택 핀(CS2-CS0)에 의해 선택된 어레이의 부동 게이트 아
날로그 기억소자중의 한 소자에, 단일 종단-차동 변환기의 입력으로부터의 아날로그 전압레벨의 기억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회로소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제어-주소 인터페이스 논리소자(보조 회로소자의 일부) 는 내부 디지탈 제어 기능 및 순차 기능을 실행한
다.

테스트 논리소자(도시안됨) 는 또한 시스템의 모든 기능 제품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된다. 앞
서 진술한 것처럼, 이 시스템 구현은 다중 채널 샘플·홀드 네트워크의 종래의 구현보다 많은 효과를 가
진다.

전압이  부동  게이트  기억소자에  기억되기  때문에,  기억된  전압은  비-휘발성이고,  반면에  종래의 
구현에서, 전압은 캐패시터상에 기억되어, 누설 및 그에 따른 빈번한 재생이 정확하게 전압을 유지하는데 
요구된다.

또한, 보다 장기간으로 전압의 유지 정확도를 증가하기 위해, 모놀리식 구현 외부에 큰 용량의 커패시터
가 다양하게 이용된다.

이것은 시스템을 큰 부피 및 저 신뢰성으로 만든다.

바람직한 구현은 시스템을 매우 소형으로 만드는 완벽한 모놀리식 시스템이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비용에 
관련된다.

제7도의 실시예는 샘플·홀드 블럭이 8-비트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로 대체된 구현을 보인다. 이 형태에
서 시스템은 8진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DAC)시스템으로 작동하여,  부동  게이트 아날로그 기억소자는 
DAC의 기능을 에뮬레이트(emulate) 한다.

또한, 종래의 다중 DAC 모놀리식 시스템보다 이 시스템에 많은 효과가 있다.

본 시스템은 비-휘발성 시스템이다. 종래의 다중 DAC 시스템은 휘발성이다.

종래의 시스템에서, 입력 디지탈 비트는 비-휘발성을 이루기 위해 별개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되어, 
시스템을 비-모놀리식으로 만든다.

본 구현은 종래의 모놀리식 형태에 비교되는 모놀리식 형태로 매우 소형이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비용에 
관련된다.

또한, 본 모놀리식 형태에서 부가 에뮬레이트된 DAC를 구현하는 비용은 종래의 구현에 비교되는 경우에 
본 시스템에 대해 훨씬 저가이다.

본 시스템에 대해, 각각의 부가 DAC는 단지 하나의 부동 게이트 아날로그 기억소자 및 하나의 아날로그 
출력버퍼가 있는 반면에, 종래의 시스템에서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DAC 및 하나의 아날로그 출력버퍼를 
의미한다.

이것은 큰 수의 DAC(예를들어, 16) 의 모놀리식 구현을 의미하여, 본 시스템은 다이(die) 크기가 작아 보
다 큰 산출량을 가지기 때문에 훨씬 적은 비용이 들 것이다.

또한, 여러 쌍의 부동 게이트 소자는 완전하게 차동 양식으로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하는데 사용될 것임을 
주시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기준치를 요구하지 않는 효과를 가지며, 시스템 잡음에 덜 민감하고 그리고 온도 영향에 덜 
민감하다.

또한, 제한된 전원 공급 범위(5V시스템) 안에서, 더 넓은 동적 범위가 완전한 차동 구현을 통해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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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보다 큰 정확도가 성취된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블럭도가 제8도에 도시된다.

디코드 블럭(44)은 샘플·홀드 출력 VSH이 선택된 아날로그 출력버퍼에 직접적으로 출력되게 한다. 상기
의 상태는 기록신호 WR/이 언제나 하이(high)상태인 소위 트랙 모드(track mode)에서 발생할 것이다. 상
기의 트랙 모드(WR/ high)에서, 샘플·홀드 네트워크(28)의 출력전압 VSH는 입력 전압 VIN을 뒤따른다.

또한, 동시에 VSH 전압은 디코드 블럭(44)을 통해 채널 입력단(CS2-CS0)으로 선택된각각의 아날로그 출력
버퍼로 통과된다.

기록신호 WR/이 로우상태로 되는 경우에, 내부의 기억 루틴은 개시되고 RDY/ 신호가 로우상태로 될 때까
지 지속된다. RDY/신호가 로우상태로 되는 것은 VSH전압이 선택된 비-휘발성 기억장소중의 하나에 성공적
으로 기억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선택된 출력버퍼의 입력은 VSH입력에서 선택된 비-휘발성 아날로그 기억소자의 출력으로 스위
칭된다. RDY/ 신호가 로우상태로 되는 경우에만, 선택된 아날로그 출력버퍼는 샘플·홀드된 VSH 신호(WR/ 
신호가 로우상태로 되는 때에 샘플된 VSH) 에서 내부의 기억소자 출력으로 스위칭됨을 주목해야 한다.

상기의 트랙 모드의 특징은 한 시스템에서 어떤 소정의 파라미터가 영점 조정되도록 선택된 채널의 출력 
CH에 적합한 기억전압을 설정하는 적절한 VIN 전압을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
하는 경우에, 상기의 트랙 모드의 특징은 설명된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 모두에 포함될 수 있다.

제2도, 제4도, 제6도 및 제8도의 실시예에서, 전압 Vsh는 단일 종단-차동 변환기 네트워크의 입력이다(제
7도의 실시예에서는VIN).

단일 종단-차동 네트워크는 두 전압 Vpi 및 Vpn을 생성한다.

다음의 등식은 Vsh, Vref, Vpi 및 Vpn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Vpi = (Vsh-Vref)/AV +Vref  AV = 감쇠 요소(Attenuation Factor)

Vpn = (Vref-Vsh)/AV +Vref

이 등식은 Vsh 전압이 Vref 주위에 대칭적으로 생성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한다.

감쇠요소(Av)는 비-휘발성 기억범위의 최적동적범위효율을 제공하는데 적합하게 선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또한 Vref(기준 전압) 은 최적동적범위효율에 적합하게 선택될 수 있다.

그다음에, 차동 전압(Vpi, Vpn)은 각각의 고전압 스위치(Vphv스위치, Vnhv 스위치) 로진행한다. 고전압 
스위치인 Vphv 스위치 및 Vnhv스위치는 고전압 프로그래밍 전압 Vhv(보조회로블럭에서 생성) 이 각각의 
Vphv 및 Vnhv 프로그래밍 고전압으로 통과하도록 ON하거나, 고전압 프로그래밍 전압 Vhv이 각각의 Vphv 
및 Vnhv 프로그래밍 고전압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OFF한다.

각 고전압 스위치 Vphv및 Vnhv는 각각의 입력전압 Vpi 및 Vni가 각각의 기억된 전압 Vpo 및 Vno보다 높은 
경우에는 언제나 ON된다.

각 고전압 스위치 Vphv및 Vnhv는 각각의 입력전압 VPp 및 Vni가 각각의 기억된 전압 Vpo 및 Vno보다 낮은 
경우에는 언제나 OFF된다.

디코드 네트워크는 전압기억에 대한 채널 선택 입력단(CS2-CS0)의 제어하에 적합한 쌍의 차동 기억소자를 
선택한다. 보조회로블럭은 차동 기억소자를 프로그램하기 위해 적합한 고전압 프로그래밍 전압 Vhv를 생
성한다.

전압기준블럭은 Vref 전압을 생성한다.

차동-단일 종단 변환기는 각 쌍의 차동 기억소자에서 Vpo 및 Vno를 받아들이고 단일 종단 전압 Vse를 생
성한다.

그다음에 단일 종단 전압 Vse는 아날로그 출력버퍼로 진행한다.

그다음에, 아날로그 출력버퍼는 버퍼된 출력 CH를 제공한다.

각 쌍의 차동 기억소자에 대해, 하나의 차동-단일 종단 변환기 및 하나의 아날로그 출력버퍼가 있다.

차동-단일 종단 변환기는 단일 종단 출력 Vse를 생성하는데 다음의 관계를 이용한다.

Vse = 1/2 AV(Vpi-Vpn) + Vref

AV = 단일 종단-차동 변환기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감쇠요소

상기의 관계를 통해, 단일 종단 출력은 샘플된 아날로그 전압과 같게된다(Vse = Vsh).

제9도는 한쌍의 차동 기억소자의 프로그램 기억, 역판독경로 및 정상역판독경로에 대한 상세 회로도를 도
시한다. 점선 블럭 Al에서 회로소자는 모든 차동 기억소자에 공통이다. Vphv 및 Vnhv 고전압 스위치는 선
택된 차동 기억소자에 Vphv 및 Vnhv 고전압 프로그래밍 전압을 제공한다.

Vpo및 Vno선은 선택된 차동 기억소자에서 역판독으로 기억된 전압을 제공하고 고전압 스위치를 ON하거나 
고전압 스위치를 OFF하기 위해 Vpi 및 Vni 전압과 비교된다.

S11, S21, 및 S31은 디코드 논리로 해독된 신호이다.

S11 은 고전압 프로그래밍 전압이 기억소자에 통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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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 은 기억셀이 역판독 모드에 있을 경우에, 트랜지스터 T3를 통해 기억셀에 그리고 트랜지스터 T4 및 
T5를 통해 같은 전류 로드(load)에 Vcc 전압을 제공한다.

전압 S11 및 S21은 상호 배타적으로, 둘은 동시에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S31 은 단지 프로그래밍 역판독모드 동안 정상역판독모드가 아닌 동안에 활동한다.

프로그래밍 시퀸스동안, 선택된 쌍의 기억셀은 기억셀에 적합한 고전압을 제공함으로써 소거된다. 그후, 
반복된 증분 고전압 프로그램 펄스 및 프로그램 역판독 시퀸스를 통해, 기억셀은 프로그램된다. 증분 고
전압 Vphv 및 Vnhv는 기억셀에 각각 인가되며, 그후, 기억된 전압은 Vpo및 Vno로써 역판독된다. 전압Vpi, 
Vni 및 Vpo,Vno는 고전압 스위치에서 각각 비교되고, 역판독전압 Vpo, Vno가 입력전압 Vpi, Vni 와 각각 
동일할 때까지, 증분 프로그래밍이 각각의 셀에 대해 독립적으로 계속된다.

이 시점에서 상기의 쌍의 차동 기억소자는 활동중의 S21 및 비활동중의 S11, S31을 가짐으로써 정상역판
독모드로 교체된다. 정상역판독모드에서, 역판독전압 Vpol 및 Vnol은 차동-단일종단변환기로 통과하고 전
압 Vse를 생성한다.

그후, Vse는 전압 CH1을 제공하기 위해 아날로그 출력버퍼로 통과한다.

트랜지스터 T1-T7은 N 채널 인헨스먼트(enhancement) 장치이다.

제10도의 블럭도로 도시된 실시예에서, 부가 루프는 선택된 아날로그 버퍼의 출력 CH를 샘플·홀드된 전
압 VSH와 비교하도록 제공된다.

이 루프는 보다 세밀한 분해능 및 정확성을 이루기 위해 부가 프로그래밍 시퀸스에서 사용될 것이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시퀸스에 대해 상기에서 설명된 것처럼, 한쌍의 차동 기억소자의 각 셀이 각각의 전압 
Vpo및 Vno로 프로그램된 후에, 선택된 출력전압 CH는 샘플·홀드된 전압VSH와 비교되고, 그리고 비교기
(46)의 출력에 의존하여 적합한 셀이 프로그래밍 고전압의 보다 세밀한 증분 세트로 프로그램된다.

보다 세밀한 증분 프로그래밍 전압은 적합한 셀에 인가되고 비교기(46)의 출력이 스위칭될 때까지 각 증
분 고전압장치 사이에서 CH출력이 전압VSH와 비교된다.

상기의 시간동안에, 보다 세밀한 증분 고전압을 수신하지 않는 셀은, 고전압 프로그래밍의 첫 시퀸스동안 
소자에 인가된 것과 같은 세밀한 고전압을 수신한다.

프로그래밍 시퀸스는 비교기(46)가 다시 스위칭할 때까지 고전압 프로그래밍의 보다 세밀한 증분 단계로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부가 시퀸스는 보다 큰 출력전압 분해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날로그 버퍼출력 CH와 샘플·홀드
된 전압 VSH의 비교는 어떤 출력경로 오프세트를 공백으로 하고 아날로그 출력전압 CH에 보다 나은 정확
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바람직하고 대안적인 실시예가 여기에 상세하게 공개 및 설명되고 있지만, 형식 및 세
부사항에 다양한 변화가 본 발명의 정신 및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업자
에게 명백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에 있어서, 단일집적회로에, 차동 아날로그전압 기억셀에 기억된 
한쌍의 전압간의 차이로서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하고,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최소한 하나의 아날로그 전
압 출력을 출력으로서 제공하는, 한쌍의 전기적으로 소거가능한 부동 게이트 차동 아날로그전압 기억셀;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저임피던스 아날로그 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차동 아날로그전압 기억셀의 출력에 
반응하는 버퍼수단; 및 상기 한쌍의 전기적으로 소거가능한 부동 게이트 차동 아날로그전압 기억셀에 아
날로그전압 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기록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수단은 상기 버퍼수단 출력을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하는 인에이블 머퍼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3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에 있어서,  단일집적회로에,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전압 기억장
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고,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최소한 하나의 아발로그 전압출력을 출
력으로서 제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 주소지정수단으로의 입력에 의존하여 상기 비휘
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신
호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지정수단; 및 상기 주소지정수단에의 현재의 입력에 의존하여, 상기 비휘발성 아
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기억되
도록 하는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기록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는 기억 소자들의 
쌍들을 포함하며,  상기 아날로그 전압은 상기 소자들의 쌍들에 의하여 유지되는 전압간의 차로서 기억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쌍의 첫번째는 양의 전압치를 기억하고, 상기 쌍의 두번째는 음의 전압치를 기억하
며, 상기 기억된 양 및 음의 전압은, 상기 기억된 양 및 음의 전압간의 차이가 상기 아날로그 전압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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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도복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쌍의 첫번째는 양의 전압치를 기억하고, 상기 쌍의 두번째는 기준 전압치를 기억하
며, 상기 기억된 양의 전압 및 기준 전압은, 상기 기억된 양의 전압 및 기준 전압 간의 차이가 상기 아날
로그 전압을 나타내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6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에 있어서, 단일집적회로에,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전압 기억장
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고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출력으
로서 제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 주소지정수단에로의 입력에 의하여 구별되는,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신호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지정수단; 및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
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기록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각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는, 차동 아날
로그 전압 기억셀을 포함하고, 이에 의하여,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에 기억된 아날로
그 전압은 두개의 전압으로, 즉 기억된 아날로그전압을 나타내는 둘간의 차이로 기억되며, 그리고 상기 
차동 아날로그 전압 기억셀에 샘플된 전압에 반응하는 차동전압을 가지는 두 전압을 제공하는 단일종단 
입력신호의 전압에 반응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
압원.

청구항 7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에 있어서, 단일집적회로에,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전압 기억장
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고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출력으
로서 제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 주소지정수단에로의 입력에 의하여 구별되는,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신호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지정수단;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기록 수
단; 및 아날로그 입력신호의 전압을 샘플하고 샘플된 전압에  반응하는 전압을 샘플·홀드 회로의 출력에
서 일시적으로 홀드하는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샘플·홀드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기록수단은 주소지정수
단에로의 현재의 입력에 의존하여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
압기억장소중의 하나에 상기 샘플 홀드 회로에 홀드된 아날로그 전압 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8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각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는 차동 아날로
그 전압 기억셀로 구성되며, 이에 의해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에 기억된 아날로그 전
압은 두 전압으로, 즉 기억된 아날로그 전압을 나타내는 둘간의 차이로 기억되며, 그리고 샘플·홀드 회
로는 단일종단 입력신호의 전압을 샘플하고 샘플된 전압에 반응하여 차동전압을 가지는 두 전압을 일시적
으로 홀드하기 위해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9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지정수단은 주소지정수단의 코드화 입력에 의존하여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 기억장소중의 하나에 상기 샘플·홀드 회로의 
출력을 직접 지정하는 수단이며, 상기 주소지정수단은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각각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코드화 입력을 디코드하는 디코딩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는 전기적으로 
소거가능한 아날로그 전압기억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는 부동 게이
트 기억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수단은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기억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하나에 기억되기전에,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각
각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기억된 전압을 소거하도록 기록신호에 먼저 반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는 그에 반응하여 다수의 저임피던스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제공하는 다수의 버퍼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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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수단은 상기 버퍼수단 출력을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하는 인에이블 버퍼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은 첫번째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
를 가지고, 그에 반응하여 다수의 버퍼된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제공하는 상기 다수의 버퍼수단은, 그에 
반응하여 두번째 다수의 버퍼된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제공하는 두번째 다수의 버퍼수단이며, 상기 첫번째 
다수는 실질적으로 상기 두번째 다수보다 숫적으로 크고, 그리고, 상기 첫번째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
장소의 두번째 다수중 어느 것이 상기 두번째 다수의 버퍼된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두
번째 다수의 버퍼수단에 결합되는가를 선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
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첫번째 다수는 상기 두번째 다수의 정수 N배 이고, 상기 첫번째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의 두번째 다수중 어느 것이 상기 두번째 다수의 버퍼된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두번째 다수의 버퍼수단에 결합되는가를 선택하는 상기 수단은 상기 주소지정수단으로 구성되며, 이
에 의해 상기 첫번째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의 N 페이지는 동시에 상기 두번째 다수의 버퍼된 아
날로그 전압출력의 임의의 N 페이지를 제공하도록 주소지정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17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에 있어서, 단일집적회로에,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전압 기억장
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고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출력으
로서 제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 주소지정수단에로의 입력에 의하여 구별되는,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신호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지정수단;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기록수
단; 및 상기 기록수단에 의한 기록작동의 완료를 지시하는 출력신호를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18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에 있어서, 단일집적회로에,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전압 기억장
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고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출력으
로서 제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 주소지정수단에로의 입력에 의하여 구별되는,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신호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지정수단;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기록수
단; 및 다중-비트 병렬 디지탈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다중-비트 병렬 디지탈 신호를 상기 기록수단으로의 
상기 아날로그 입력신호로서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다중-비트 직렬 디지탈 신호를 수신하고 이것을 상기 다중-비트 병렬 디지탈 신호로서 
상기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수단에 제공하는 레지스터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
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20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에 있어서, 단일집적회로에,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전압 기억장
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고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출력으
로서 제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 주소지정수단에로의 입력에 의하여 구별되는,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신호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지정수단; 및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
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기록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는 첫번째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하는 
수단이며;상기 주소지정수단은 주소지정수단으로의 입력에 의존하여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두번째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입력신호를 직접 지정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상기 기록수단은 주소지정수단으로의 현재의 입력에 의존하여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첫번째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의 두번째 다수에 두번째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  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것을  특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첫번째 다수는 상기 두번째 다수의 정수 N배이고, 이에 의하여 두번째 다수의 아
날로그 전압의 N 페이지중의 임의의 하나는 한번에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품 기억 어레이에 동시에 기억될 
수 있으며, 두번째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 출력의 N 페이지중의 임의의 하나는 한번에 상기 비휘발성 아날
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
원.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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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에 있어서, 단일집적회로에,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전압 기억장
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고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출력으
로서 제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 주소지정수단에로의 입력에 의하여 구별되는,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신호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지정수단; 및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
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기록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주소지정수단은 주소지정수단으로의 입력에 의존하여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
출력의 각각의 하나에 대한 출력으로써 아날로그 전압 입력신호를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23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에 있어서, 단일집적회로에,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전압 기억장
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고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출력으
로서 제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 주소지정수단에로의 입력에 의하여 구별되는,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신호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지정수단; 및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
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기록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기록수단은 기록신호에 반응하여 각각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의 아날로그 전압
출력과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비교되고, 그에 반응하여 각각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아날로그 전압입
력이 더 정확하게 기억되도록 세밀한 프로그래밍 시퀸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
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24 

복수의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를 제공하고, 다수의 병렬 아날로
그 전압출력을 출력으로서 제공하는 단계; (b)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선택된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는 단계; 및 (c)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 출력을 제
공하기 위하여,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선택된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기억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정적으로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단계 (a)에서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
이내의 각 기억 장소는 한쌍의 차동 아날로그 전압 기억셀이며; 단계 (b)에서,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에 기억된 각 아날로그 전압은 두 전압으로, 즉 기억된 아날로그 전압을 나타내는 둘간의 차
이로 기억되며; 그리고 단계 (c)에서, 각 쌍의 전압을 각 쌍의 전압간의 차이에 비례하는 아날로그 전압
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복수의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를 제공하고, 다수의 병렬 아날로
그 전압출력을 출력으로서 제공하는 단계; (b)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선택된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는 단계; 및 (c)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 출력을 제
공하기 위하여,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선택된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기억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정적으로 판독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단계 (b)에서, 기억될 아날로그 전압은 먼저 디
지탈 형태로 제공 되고, 그후 기억을 위해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되고; 그리고 단계 (b)에서, 기억될 아날
로그 전압은 비트 병렬 디지탈 형태로 제공되고, 그 후 기억을 위해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단계 (b)에서, 기억될 아날로그 전압은 비트 직렬 디지탈 형태로 제공되며, 그후 비트 
병렬 형태로 변환되고, 다시 기억을 위해 아날로그 형태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복수의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3)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를 제공하고, 다수의 병렬 아날로
그 전압출력을 출력으로서 제공하는 단계; (b)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선택된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는 단계; 및 (C)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 출력을 제
공하기 위하여,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선택된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기억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정적으로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단계 (a)의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는 어느 
한때에 단계 (C) 에 제공된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 출력의 N배이므로, 병렬 아날로그 전압 출력의 
임의의 N 페이지는 단계 (c)에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단계 (b)에서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기억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은 한번에 다수로 기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단계 (b)에서,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기억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은 한번에 하나씩 기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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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를 제공하고, 다수의 병렬 아날로
그 전압출력을 출력으로서 제공하는 단계; (b)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선택된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는 단계; (c)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 출력을 제공하
기 위하여,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선택된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기억된 다수의 아날
로그 전압을 정적으로 판독하는 단계; 및 (d) 주소지정수단으로의 입력에 의존하여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 출력의 각각의 하나에 대한 출력으로써 기억될 아날로그 전압입력신호를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복수의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를 제공하고, 다수의 병렬 아날로
그 전압출력을 출력으로서 제공하는 단계; (b)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선택된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는 단계; 및 (c) 다수의 병렬 아날로그 전압 출력을 제
공하기 위하여,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선택된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기억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정적으로 판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아날로그 전압의 기억동안에, 아날로그 전압은 각
각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의 아날로그 전압출력과 비교되고, 그에 반응하여 세밀한 프로그래밍 시퀸스
가 각각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보다 정확하게 기억되도록 수행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에 있어서, 단일집적회로에, 동일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 기억장
소에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을 기억시키고 상기 전압에 반응하여 최소한 하나의 아날로그 전압출력을 출력
으로서 제공하는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 주소지정수단에로의 입력에 의하여 구별되는, 상
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
그 전압입력신호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지정수단; 및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
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선택된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기억되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기
록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각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는, 차동 아
날로그 전압 기억셀을 포함하고, 이에 의하여,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에 기억된 아날
로그 전압은두개의 전압으로, 즉 기억된 아날로그 전압을 나타내는 둘간의 차이로 기억되며, 그리고 상기 
차동 아날로그 전압 기억셀에 샘플된 전압에 반응하는 차동전압을 가지는 두 전압을 제공하는 단일종단 
입력신호의 전압에 반응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
압원.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주소지정수단은 또한 기억된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중 어느 것이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
플 기억 어레이의 출력으로 제공되는가를 결정하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
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아날로그 입력신호의 전압을 샘플하고 샘플된 전압에 반응하여 전압을 샘플·홀드 회로
의 출력에 일시적으로 홀드하기 위한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샘플·홀드 회로로 더 구성되며, 여기에서 상
기 기록수단은 주소지정수단의 현 입력에 의존하여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
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중의 하나에 상기 샘플·홀드 회로에서 홀드된 아날로그 전압 입력이 기억되
도록 기록신호에 반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는 전기적으로 
소거가능한 부동 게이트 기억셀이고, 상기 기록수단은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상기 
다수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 중의 하나에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기억되도록 하기전에, 상기 비휘발성 아
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의 각각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기억된 전압을 소거하도록 기록신호에 먼저 
반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아날로그 샘플 기억 어레이는 그에 반응하여 다수의 저임피던스 아날로
그 전압 출력을 제공하는 버퍼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버퍼수단은 버퍼수단출력을 인에이블 및 디스에이블
하는 인에이블 버퍼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37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주소지정수단은 주소지정수단으로의 입력에 의존하여 다수의 병렬 아날로
그 전압출력의 각각의 하나에 대한 출력으로써 아날로그 전압 입력신호를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청구항 38 

제32항 또는 제35항에 있어서, 기록수단은 기록신호에 반응하여 각각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의 아날로
그 전압출력과 아날로그 전압입력이 비교되도록 하고 그에 반응하여 각각의 아날로그 전압기억장소에 아
날로그 전압입력이 보다 정확하게 기억 되도록 하는 세밀한 프로그래밍 시퀸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능 비휘발성 아날로그 전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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