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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확한 메모리 읽기 연산을 위한 회로

요약

  읽기 연산 동안 타겟 셀(305)에서 전류를 감지하기 위한 메모리 회로 배열이 개시된다. 예시적인 일 실시예에 따르면, 메

모리 회로 배열은 타겟 셀(305)과, 상기 타겟 셀(305)에 인접한 제1 이웃 셀(355)을 포함한다. 제1 타겟 셀(305)은 접지에

연결된 제1 비트 라인(316)을 가진다. 상기 타겟 셀(305)은 또한, 감지 회로(360)에 연결된 제2 비트 라인(321)을 가진다.

제1 이웃 셀은 상기 타겟 셀(305)과 상기 제2 비트 라인을 공유한다. 제1 이웃 셀(355)은 또한, 상기 읽기 연산 동안 감지

회로(360)에 연결된다. 상기 메모리 회로 배열은 상기 타겟 셀(305)의 읽기 연산 동안 빠르고 정확한 방식으로 에러 마진

을 증가시킨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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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디바이스의 분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들에 관한 것이

다.

배경기술

  메모리 디바이스들은 양한 전자 디바이스들 및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술분야에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전자 메모리는 다양한 상업용 및 가전용 전자 제품에 폭넓게 사용된다. 일반적인 메모리 디바이스는 다수의 메

모리 셀들을 포함한다. 흔히, 메모리 셀들은 어래이(array) 포맷에 정렬되며, 여기서 상기 어래이 포맷은 메모리 셀들의 행

이 워드 라인(word line)에 대응되고 메모리 셀들의 열이 비트 라인(bit line)에 대응되며, 각 메모리 셀은 바이너리 비트

(binary bit), 즉 영 ("0") 비트 또는 일("1") 비트 중 어느 하나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메모리 셀은 "프로그래밍된

(programmed)" 셀 또는 "소거된(erased)" 셀 중 어느 하나로 정의될 수 있다. 하나의 특정 규정(convention)에 따르면, 프

로그래밍된 셀은 "0" 비트로 대표되고, 소거된 셀은 "1" 비트로 대표된다. 한 타입의 메모리 셀에서, 각 셀은 두 바이너리

비트들, 즉 "왼쪽 비트" 및 "오른쪽 비트"를 저장한다. 상기 왼쪽 비트는 "0" 또는 "1"을 표현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기 오른

쪽 비트는 왼쪽 비트와는 독립적인 "0" 또는 "1"을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셀의 상태는 메모리 셀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를 감지함으로써 읽기 연산 동안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메모리 셀에 의해 유도된 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모리 셀의 드레인 단자는 감지 회로에 연결되고, 메모리 셀의 소

스 단자는 접지에 연결되며, 상기 메모리 셀의 게이트가 선택된다. 상기 감지 회로는 메모리 셀에 의해 유도된 전류를 검출

하고자 하며, 감지된 메모리 셀 전류를 기준 전류와 비교한다. 상기 감지된 메모리 셀 전류가 상기 기준 전류를 초과하면,

상기 메모리 셀은 ("1" 비트에 대응하는) 소거된 셀이라 간주된다. 그러나, 만약 상기 감지된 메모리 셀 전류가 상기 기준

전류보다 적으면, 메모리 셀은 ("0" 비트에 대응하는) 프로그래밍 된 셀이라 간주된다.

  실제로, 에러 마진(error margin)에 의해 기준 전류보다 더 크거나 더 적은 감지된 메모리 셀 전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

다. 에러 마진을 사용하여, 예컨대 메모리 셀 전류의 검출 시 노이즈와 같은 외부적인 인자들의 영향이 감소된다. 예를 들

어, 비교에 사용되는 기준 전류는 특정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십오(15) 마이크로암페어(㎂)라고 가정해보라. 이러한 경우,

("1" 비트에 대응하는) 소거된 셀에 대해 이십(20)㎂ 또는 그보다 큰 메모리 셀 전류와, ("0" 비트에 대응하는) 프로그래밍

된 셀에 대해 십(10)㎂ 또는 그보다 작은 메모리 셀 전류를 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5)㎂ 에러 마진을 사용하

여, 노이즈와 같은 인자들의 영향이 상당히 감소된다.

  그러나, 종래의 메모리 읽기 회로들은 읽기 연산 동안 메모리 셀 전류를 감지하기 위해 에러 마진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에러 마진이 상당히 감소될 때, 노이즈와 같은 인자들이 더욱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모리 셀 전류를 감지하는 신뢰도 역

시 감소된다. 따라서, 읽기 연산의 신뢰도는 감소되어, 저하된 성능의 메모리 디바이스를 초래한다. 따라서, 알려진 메모리

읽기 회로들의 결함들을 극복하고, 메모리 읽기 연산 동안 빠르고 정확한 방식으로 에러 마진을 증가시키는 메모리 읽기

회로 및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본 기술분야에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발명은 정확한 메모리 읽기 연산들을 위한 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메모리 읽기 연산 동안 빠르고 정확한 방

식으로 에러 마진을 증가시키는 메모리 회로 정렬을 위한 기술분야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해결한다. 예시적인 일 실시예

에 따르면, 읽기 연산 동안 타겟 셀(target cell)에서 전류를 감지하기 위한 메모리 회로 정렬은 타겟 셀과, 상기 타겟 셀에

인접한 제1 이웃 셀을 포함한다. 예시적인 실시예로서, 상기 타겟 셀은 접지에 연결된 제1 비트 라인을 가진다; 상기 타겟

셀은 또한 감지 회로에 연결된 제2 비트 라인을 가진다. 제1 이웃 셀은 상기 타겟 셀과 제2 비트 라인을 공유하고, 추가로

상기 감지 회로에 연결된 제3 비트 라인을 가진다. 타겟 셀 및 제1 이웃 셀 각각은 공통 워드 라인에 연결된 각 게이트 단자

를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들로서, 타겟 셀은 또한, 제1 비트 및 제2 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메모리 회로 배열은 제1 이웃 셀에 인접한 제2 이웃 셀을 더 포함한다. 이러한 특정 실시

예로서, 제2 이웃 셀은 제1 이웃 셀과 제3 비트 라인을 공유하며, 읽기 연산 동안 프리차지 회로(precharge circuit)에 연

결되는 제4 비트 라인을 더 가진다. 타겟 셀, 제1 이웃 셀, 및 제2 이웃 셀 각각은 공통 워드 라인에 연결된 각각의 게이트

단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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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메모리 회로 배열은 제2 이웃 셀에 인접한 제3 이웃 셀을 더 포함한다. 이러한 특정 실시

예로서, 제3 이웃 셀은 제2 이웃 셀과 제4 비트 라인을 공유하며, 읽기 연산 동안 프리차지 회로에 연결된 제5 비트 라인을

더 가진다. 타겟 셀, 제1 이웃 셀, 제2 이웃 셀, 및 제3 이웃 셀 각각은 공통 워드 라인에 연결된 각각의 게이트 단자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및 이점들은, 후술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들을 검토한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더욱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개략적인 공지된 메모리 회로 배열의 회로를 도시한다.

  도 1B는 Y-경로로 명명되는 단순화된 Y-디코더 또는 Y-선택 경로를 도시한다.

  도 2는 개략적인 다른 공지된 메모리 회로 배열의 회로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개략적인 메모리 회로 배열의 일 실시예의 회로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개략적인 메모리 회로 배열의 다른 실시예의 회로를 도시한다.

실시예

  본원 발명은 정확한 메모리 읽기 연산을 위한 회로에 관한 것이다. 후술하는 설명은 본 발명의 구현과 연관된 특정 정보

를 포함한다.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본원 발명이 본원 출원에서 특별히 논의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구

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의 특정한 구체적인 사항들 중 몇몇은, 본 발명을 불명확하게 하지 않

도록 논의되지 않는다.

  본원 출원 및 본원 출원의 상세한 설명에 수반된 도면들은 단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에 관한 것이다. 간결성을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은 본원 출원에서 특별히 설명되지 않으며, 본 도면들에 의해 특별히 도시되지 않는다. 후

술하는 설명에 있어서, 비록 본원 발명은 대안적인 규정들에 대한 사용에도 적합하나, 프로그래밍된 상태가 "0" 비트를 대

표하고, 소거된 상태가 "1" 비트를 대표하는 특정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본원 발명의 특징들 및 이점들을 예시하기 위하여, 공지된 메모리 회로 배열의 간단한 설명이 도 1A, 1B 및 2를 참조하여

제공된다. 먼저 도 1A를 참조하면, 메모리 디바이스의 일부분에 대응하는 도시된 공지된 메모리 회로 배열(100)이 존재한

다. 회로 배열(100)에서 비트 라인들(116 및 121)은, 메모리 셀(105)에 의해 유도된 메모리 셀 전류(110)를 감지하기 위

한 방식으로, Y-경로들(166a 및 166b)로 일반적으로 도시된 선택 회로를 통해 연결된다. 상기 배열은, 메모리 셀(105)과

연관된 읽기 연산이 수행되어야 할 때 구현될 수 있다. Y-경로들(166a 및 166b)은 회로 배열(100)에서 비트 라인들(116

및 121)에 대한 결선들을 각각 형성하며, 간결성을 위하여 도 1B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단순화된 Y-경로(166)로 표현될

수 있다. 도 1B는 단순하게 "Y-경로"(166)로 언급되는 단순화된 "Y-디코더" 또는 "Y-선택 경로"를 도시한다. 도 1B에서,

Y-경로(166)는 두 트랜지스터들(167 및 164)가 활성화될 때, 예컨대, 트랜지스터들(167 및 164)의 각각의 게이트들에 활

성화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저항(169), 트랜지스터(167), 저항(168), 및 트랜지스터(164)를 통해 노드(117)와 노드(118)

사이에 결선을 제공한다. 저항들(168 및 169)은 전역 금속 비트 라인들 및 확산 비트 라인으로 인한 저항을 나타낸다.

  도 1A를 참조하면, 비트 라인(121)은 Y-경로(166b)를 통해 감지 회로(160)에 노드(123)를 연결시킴으로써 (도 1에서

"D"로 명명된) "드레인" 비트 라인으로 구성된다. 비트 라인(116)은 Y-경로(166a)를 통해 접지(165)에 노드(117)를 연결

시킴으로써 (도 1에서 "S"로 명명된) "소스" 비트 라인으로 구성된다. 비트 라인들(141 및 151)은 "플로팅(floating)"되고,

이웃 메모리 셀들을 통해 접지로의 패턴-종속 경로를 가질 수 있다. (도 1에서 "WL"로 명명된) 워드 라인(125)은 메모리

셀(105)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고, 메모리 셀(105)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용된다. 메모리 셀(105)이 활성화될 때, 메모리

셀(105)에 의해 유도된 전류(110) 양은 메모리 셀(105)의 "프로그래밍된" 또는 "소거된" 상태를 나타낸다. 예시적인 실시

예로서, 만약 메모리 셀(105)이 "프로그래밍"(즉, "0" 비트를 표현함) 된다면, 적은 전류, 예컨대 10㎂보다 적은 전류가 메

모리 셀(105)에 의해 유도된다. 반대로, 만약 메모리 셀(105)이 "소거"(즉, "1" 비트를 표현함) 된다면, 많은 전류, 예컨대

20㎂보다 더 큰 전류가 메모리 셀(105)에 의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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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회로 배열(100)을 사용하여, 감지 회로(160)는 메모리 셀(105)을 통해 메모리 셀 전류(110)를 확인하기 위한 시

도로서 전류(130)를 감지한다. 그러나, 메모리 셀(105)이 ("0" 비트에 대응하는) 프로그래밍된 셀일 때, 노드(123)에서 노

드(143)로의 누설 전류(135)는 메모리 셀(155)과, 메모리 셀(155)과 접지 사이의 모든 그들의 이웃 셀들이 ("1" 비트에 대

응하는) 소거된 셀들일 때 유도될 수 있다. 또한, 도 1A에서 누설 전류(135)에 대한 다른 전위 소스는, 메모리 셀(155)의

우측에 위치된 메모리 셀들에 대한 몇몇 비트 라인들을 충전시키기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과도 전류이다. 이러한 경우에, 감

지 회로(160)에 의해 검출된 전류(130)는 메모리 셀 전류(110) 및 누설 전류(135)의 합이 될 것이며, 메모리 셀(105)이 프

로그래밍된 셀일 때 읽기 연산 동안 실질적으로 전류(130)를 증가시키고 에러 마진을 감소시킬 것이다.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읽기 연산 동안 이러한 에러 마진을 감소시키는 것은 읽기 연산의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이어서 도 2를 참조하면, 메모리 디바이스의 일부분에 대응하는 도시된 다른 공지된 메모리 회로 배열(220)이 존재한다.

도 1의 메모리 회로 배열(100)과 유사하게, 메모리 셀(205)에 의해 유도된 메모리 셀 전류(210)를 감지하기 위한 방식으

로, 메모리 셀(205)의 비트 라인(221)은 Y-경로(266b)를 통해 감지 회로(260)에 노드(223)를 연결시킴으로써 (도 2에서

"D"로 명명된) "드레인" 비트 라인으로 구성되며, 아울러 비트 라인(216)은 Y-경로(266a)를 통해 접지(265)에 노드(217)

를 연결시킴으로써 (도 2에서 "S"로 명명된) "소스" 비트 라인으로 구성된다. (도 2에서 "WL"로 명명된) 워드 라인(225)은

메모리 셀(205)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며, 메모리 셀(205)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용된다. 메모리 셀(205)이 활성화될 때,

메모리 셀(205)에 의해 유도된 전류(210)의 양은 메모리 셀(205)의 "프로그래밍된" 또는 "소거된" 상태를 나타낸다.

  메모리 회로 배열(200)로서, 이웃 셀(255)의 비트 라인(241)은 Y-경로(266c)를 통해 프리차지 회로(280)에 노드(243)

를 연결시킴으로써 (도 2에서 "P"로 명명된) "프리차지" 비트 라인으로 구성된다. 비트 라인(251)은 "플로팅"되고, 이웃 메

모리 셀들을 통해 접지로의 패턴-종속된 경로를 가질 수 있다. Y-경로(266a) 내지 Y-경로(266c)는 도 1B에서 보여지고

상기에서 설명된 Y-경로(166)로 표현될 수 있다.

  비트 라인(241)에 연결된 노드(243)는, 메모리 셀(205)이 ("0" 비트에 대응되는) 프로그래밍된 셀이고 이웃 메모리 셀

(255)이 ("1" 비트에 대응되는) 소거된 비트일 때, 노드(223)에서 노드(243)로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프리차지

전압을 공급받는다. 예를 들어, 프리차지 회로(280)는 감지 회로(260)에 의해 노드(223)에 공급되는 것과 대략 동일한 레

벨에서 전압을 노드(243)에 공급할 수 있다. 메모리 셀(205)이 ("0" 비트에 대응되는) 프로그래밍된 셀이고 이웃 메모리

셀(255)이 ("1" 비트에 대응되는) 소거된 셀일 때, 노드(223)에 프리차지 전압을 공급하는 것이 노드(223)에서 노드(243)

로의 누설 전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메모리 셀(205)이 ("1" 비트에 대응하는) 소거된 셀이고 이웃 메

모리 셀(255)이 ("1" 비트에 대응하는) 소거된 셀일 때 노드(243)에서 노드(223)로 누설 전류(235) 발생할 수 있다. 그 이

유는, 메모리 셀(205)이 소거된 셀일 때, 메모리 셀 전류(210)가 Y-경로(266b)를 통해 노드(223)에 공급된 전압을 감소시

키도록 동작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드(243)와 노드(223) 사이의 전압 차이는 소거된 메모리 셀(255)을 통해 노드(243)

에서 노드(223)로의 누설 전류(235)를 유도하도록 동작한다. 이러한 경우, 감지 회로(260)는 메모리 셀 전류(210)와 누설

전류(235) 간의 차이에 대응하는 전류(230)를 감지할 것이며, 메모리 셀(205)이 소거된 셀일때 실질적으로 전류(230)를

감소시키며, 그에 따라 읽기 연산 동안 에러 마진을 감소시킬 것이다.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읽기 연산 동안 이러한 에러

마진을 감소시키는 것은 읽기 연산의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메모리 읽기 연산 동안 빠르고 정확한 방식으로 에러 마진들을 감소시키는 본 발명에 따른 개략적

인 메모리 회로 배열(300)의 일 실시예의 도시된 회로가 존재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두

바이너리 비트들, 즉 "왼쪽" 비트와 "오른쪽"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셀들에 대해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왼쪽 비트는

"0" 또는 "1"로 표현될 수 있고, 아울러 오른쪽 비트는 왼쪽 비트에 독립적인 "0" 또는 "1"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본원

발명은 예컨대, 오직 단일 비트를 저장하는 것과 같은 다른 타입의 메모리 셀들에 대해 사용하는데도 적합하다. 도 3에서

보여지고 이하에서 설명된 Y-경로(366a) 내지 Y-경로(366e)는, 도 1B에서 보여지고 상기에서 설명된 Y-경로(166)에 의

해 표현될 수 있다.

  메모리 회로 배열(300)은 (도 3에서 "WL"로 명명된) 동일한 워드 라인(325)을 따라 인접한 메모리 셀들(305, 355, 370

및 372)을 포함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일부분을 도시한다. 도 3에 도시된 특정 실시예로서, 메모리 회로 배열(300)은 메

모리 셀(305)의 왼쪽 비트(382)와 연관된 읽기 연산이 수행되어야 할 때의 예시적인 배열을 도시한다. 비록 간결함을 위해

여기서 설명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메모리 회로 배열(도시되지 않음)은 메모리 셀(305)의 오른쪽 비트(384)와 연관된

읽기 연산이 수행되어야 할 때, 본 발명에 따라 구현될 수 있다. 본원 출원에서, 읽기 연산이 수행되어야 하는 메모리 셀

(305)은 또한 "타겟 셀"이라 언급될 수 있고, 아울러 메모리 셀(305)에 인접한 각 메모리 셀(355, 370, 및 372)은 "이웃 셀

"로도 언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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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회로 배열(300)에서, 비트 라인(316)은 Y-경로(336a)를 통해 접지(365)에 노드(317)를 연결시킴으로써 메모리

셀(305)의 (도 3에서 "S"로 지정된) "소스" 비트 라인으로 구성된다. 감지 회로(360)가 노드(320)에 연결되는 Y-경로

(366b)를 통해 노드(320)에 노드(323)를 연결시킴으로써, 비트 라인(321)은 메모리 셀(305)의 (도 3에서 "D"로 지정된) "

드레인" 비트 라인으로 구성된다. 워드 라인(325)은 메모리 셀(305)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며, 읽기 연산 동안 메모리 셀

(305)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용된다. 본 예시로서, 메모리 셀(305)이 활성화될 때, 메모리 셀(305)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

(310) 양은 메모리 셀(305) 왼쪽 비트(382)의 "프로그래밍된" 또는 "소거된" 상태를 나타낸다.

  메모리 셀(355)은 메모리 셀(305)에 이웃하며, 노드(323)에서 메모리 셀(305)과 비트 라인(321)을 공유한다. 본원 발명

에 따르면, 메모리 셀(355)의 비트 라인(341)은 드레인 비트 라인으로 구성된다. 더욱 특히, 메모리 회로 배열(32)에서, 비

트 라인(341)의 노드(343)는 Y-경로(366c)를 통해 노드(320)에 연결된다. 노드(320)에 연결된 비트 라인(321)이 드레인

비트 라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노드(320)에 연결된 비트 라인(341)은 드레인 비트 라인으로도 구성되며, Y-경로(366c)

를 통해 감지 회로(360)에도 연결된다. 메모리 셀(305)의 왼쪽 비트(382)가 ("1" 비트에 대응하는) 소거된 비트이고 이웃

메모리 셀(355)이 ("1" 비트에 대응하는) 소거된 셀일때, 이웃 메모리 셀(355)을 통과하는 누설 전류(335)는 노드(320)에

서 노드(343)로의 전류(333)와 대체로 동일하다. 따라서, 누설 전류(335)로 인한 전류(330)의 감소는, 감지 회로(360)에

의해 감지된 총 전류(332)가 변화지 않도록 노드(343) 및 노드(320)의 결선을 통해 전류(333)가 전류(330)에 부가되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복원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한 누설 전류의 복원은, 메모리 셀(305)의 왼쪽 비트(382)의 상태를 감지할

때 읽기 에러 마진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15㎂의 예시적인 기준 전류 값을 사용하여, 메모리 셀(305)이 소거된 셀일 때 메

모리 셀 전류(310)는 약 21㎂이며, 메모리 셀(355)을 통과하는 누설 전류(335)는 약 6㎂라고 가정하자. 상기 경우에, 전류

(330)는 누설 전류(355)를 뺀 메모리 셀 전류(310)에 대응하며, 약 15㎂이다. 전류(333)가 약 5㎂일 것이며, 이웃 셀(370)

로부터 흐르는 누설 전류(340)는 약 1㎂이다. 따라서, 감지 회로(360)에 의해 검출된 총 전류(332)는 전류(333)(5㎂)를 더

한 전류(3330)(15㎂)에 대응할 것이고, 약 20㎂일 것이며, 메모리 셀(305)의 왼쪽 비트(382)에 의해 유도된 전류(310)에

매우 근접하다. 게다가, 15㎂의 기준 전류를 초과하는 약 5㎂의 바람직한 에러 마진이 제공된다.

  메모리 셀(370)은 메모리 셀(355)에 이웃하고, 노드(343)에서 메모리 셀(355)과 비트 라인(341)을 공유한다. 도 3의 특

정 실시예로서, 메모리 셀(370)의 비트 라인(351)은, 노드(350)가 프리차지 회로(380)에 연결되는 Y-경로(366d)를 통해

노드(350)에 노드(353)를 연결시킴으로써 (도 3에서 "P"로 명명된) "프리차지" 비트 라인으로 구성된다. 메모리 셀(372)

은 메모리 셀(370)에 이웃하며, 노드(353)에서 메모리 셀(370)과 비트 라인(351)을 공유한다. 메모리 셀(372)의 비트 라

인(375)은, Y-경로(366e)를 통해 노드(350)에 노드(376)를 연결시킴으로써 상기 특정 실시예에서 "프리차지" 비트 라인

으로도 구성된다. 예시적인 방식으로, 프리차지 회로(380)는, 노드(343)에서 Y-경로(366c)를 통해 감지 회로(360)에 의

해 제공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레벨에서 노드(353 및 376)에 전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사용하여, 도 3에서 메

모리 셀(305)의 왼쪽 비트(382)는 ("0" 비트에 대응하는) 프로그래밍된 비트이고 이웃 메모리 셀(370) 및, 메모리 셀(370)

과 접지 사이의 모든 이웃 셀들이 ("1" 비트에 대응하는) 소거된 셀이고/거나, 메모리 셀(372)의 우측에 위치된 메모리 셀

들에 대한 일부 비트 라인들을 충전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과도 전류로 인하여 누설 전류(337)가 메모리 셀(370)을 통

해 유도될 때, 노드들(353 및 376)에서의 프리차지 전압은 메모리 셀(370)(즉, 노드(343)부터 노드(353)까지)을 통과하는

누설 전류(337)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노드(376)에서 노드(353)의 우측에 부가적인 프리차지 전압을 제공함으로써 노드

(353)가 접지 경로 및/또는 노드(376) 우측으로의 과도 전류 경로에 의해 상당히 덜 영향 받기 때문에 누설 전류(337)가

감소된다. 실질적으로, 노드(376)에서의 전압은 접지 경로 및/또는 과도 전류 경로로부터 노드(376)의 우측으로 노드

(353)에서의 전압을 버퍼링하도록 동작한다. 노드(353)는 노드(376)의 우측으로의 접지 경로 및/또는 과도 전류 경로에

의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노드(353)에서의 전압은 노드(343)에서의 전압에 근접하며, 그에 따라 전류(337)는 상당히

감소된다. 따라서, 누설 전류(337)가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감지 회로(360)에 의해 검출되는 총 전류(332)는 메모리 셀

(305)의 왼쪽 비트(382)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310)에 매우 근접하다. 게다가, 이웃 메모리 셀들(355, 370, 372)들이 소

거된 셀들인 때에도, 메모리 셀(305)의 왼쪽 비트(382)가 프로그래밍된 비트거나 소거된 비트인 어느 한 경우의 메모리 회

로 배열(300)로 인하여 에러 마진 손실이 상당히 감소된다. 따라서, 전류(332)를 기준 전류(도시되지 않음)와 비교하는 것

은, 메모리 셀(305)의 왼쪽 비트(382)와 연관된 읽기 연산 동안 더 큰 정확성과 신뢰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

  도 3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읽어져야 하는 메모리 셀의 비트가 소거된 비트이고, 이웃한 메모리 셀들

과 연관된 비트들이 소거된 비트들인 경우, 읽어져야 하는 메모리 셀(예컨대, 메모리 셀(305))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의 이

웃 메모리 셀(예컨대, 메모리 셀(355))로 구성된 부가적인 "드레인" 비트 라인(예컨대, 비트 라인(341))이 에러 마진 손실

을 감소시킨다. 한편, 읽어져야 하는 메모리 셀의 비트가 프로그래밍된 비트이고 이웃한 메모리 셀들과 연관된 비트가 소

거된 비트인 경우, 다른 인접한 이웃 메모리 셀들(예컨대, 메모리 셀들(370 및 372))로 구성된 부가적인 "프리차지" 비트

라인들(예컨대, 비트 라인들(351 및 375))은 에러 마진 손실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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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메모리 회로 배열(400)로서 개략적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도시된 회로가 존재한다. 메모리

회로 배열(400)은 동일한 (도 4에서 "WL"으로 지정된) 워드 라인을 따라 인접한 메모리 셀들(405, 455, 470, 472, 및

492)을 포함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일부분을 도시한다. 도 4에 도시된 특정 실시예들은, 메모리 셀(405)의 왼쪽 비트

(482)와 연관된 읽기 연산이 수행되어야 할 때의 예시적인 배열을 도시한다. 유사한 메모리 회로 배열(도시되지 않음)은,

메모리 셀(405)의 오른쪽 비트(484)와 연관된 읽기 연산이 수행되어야 할 때 본 발명에 따라 구현될 수 있다. 본원 출원에

서, 읽기 연산이 수행되어야 하는 메모리 셀(405)은 "타겟 셀"로 언급될 수 있으며, 메모리 셀(405)에 인접한 각 메모리 셀

(455, 470, 472, 490, 및 492)은 "이웃 셀"로 언급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되고 이하에서 설명된 Y-경로들(446a 내지

446g)은 도 1B에서 보여지고 상기에서 설명된 Y-경로(166)로 표현될 수 있다.

  메모리 회로 배열(400)에서, 비트 라인(416)은 Y-경로(466a)를 통해 접지(465)에 노드(417)를 연결시킴으로써 메모리

셀(405)의 (도 4에서 "S"로 명명된) "소스" 비트 라인으로 구성된다. 비트 라인(421)은, 노드(420)가 감지 회로(460)에 연

결되는 Y-경로(466b)를 통해 노드(420)에 노드(423)를 연결시킴으로써 메모리 셀(405)의 (도 4에서 "D"로 지정된) "드레

인" 비트 라인으로 구성된다. 워드 라인(425)은 메모리 셀(405)의 게이트 단자에 연결되고, 읽기 연산 동안 메모리 셀

(405)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용된다. 본 예시로서, 메모리 셀(405)이 활성화될 때, 메모리 셀(405)에 의해 유도된 전류(410)

양은 메모리 셀(405)의 메모리 왼쪽 비트(482)의 "프로그래밍된" 또는 "소거된" 상태를 나타낸다.

  도 4에 도시된 특정 실시예로서, 메모리 셀들(455 및 470)의 비트 라인들(441 및 451)은 각각 "드레인" 비트 라인들로

구성된다. 그와 같이, 비트 라인(441)의 노드(443) 및 비트 라인(451)의 노드(453)는 각각 노드(420)에서 Y-경로들(466c

및 466d)을 통해 감지 회로(460)에 연결된다. 메모리 회로 배열(400)에서 비트 라인들(441 및 451)을 "드레인" 비트 라인

들로 더 구성함으로써, 전류(432)는 메모리 셀(405)의 왼쪽 비트(482)와 연관된 메모리 셀 전류(410)를 더 정확히 표현하

며, 더욱이, 특히 메모리 셀(405)의 왼쪽 비트(482)가 ("1" 비트에 대응하는) 소거된 비트이고 메모리 셀들(455 및 470)이

(각각 "1"에 대응하는) 소거된 셀 들일 때, 에러 마진 손실을 감소시킨다. 그 이유는 전류(433)가 총 전류(432)를 형성하기

위해 전류(430)에 추가되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누설 전류(437)를 보상한다. 더욱이, 전류(438)는 전류(433)를 형성하기

위해 전류(493)에 추가되며, 그에 따라 누설 전류(437)를 보상한다. 이웃 메모리 셀들을 통과하는 부가적인 누설 전류, 예

컨대 메모리 셀(472)을 통과하는 전류의 크기는 메모리 셀(410)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410)와 비교하여 매우 작으며, 그

에 따라 그러한 부가적인 누설 전류는 총 전류(432)에 더 적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감지 회로(460)에 의해 검출되는 총

전류(432)는, 누설 전류들(435 및 437)에 대한 보상으로 인하여 메모리 셀(405)의 왼쪽 비트(482)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

(410)에 매우 근접하다. 게다가, 15㎂의 기준 전압을 초과하는 약 5㎂의 바람직한 에러 마진이 제공된다.

  도 4의 특정 실시예로서, 메모리 셀들(472, 490, 및 492)의 비트 라인들(475, 496, 및 498)은 각각 (도 4에서 "P"로 명명

된) "프리차지" 비트 라인들로 구성된다. 그와 같이, 비트 라인(475)의 노드(476), 비트 라인(496)의 노드(495), 및 비트

라인(498)의 노드(497)는 노드(474)에서 각각 Y-경로들(466e, 466f 및 466g)을 통해 프리차지 회로에 연결된다. 예시적

인 방식으로, 프리차지 회로(480)는 노드(453)에서 Y-경로(466d)를 통해 감지 회로(460)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거의 동

일한 레벨에서 노드(476, 495 및 497)에 전압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사용하여, 도 4에서 특히 메모리 셀(405)

의 왼쪽 비트(482)가 ("0" 비트에 대응하는) 프로그래밍된 비트이고 이웃 메모리 셀(472) 및, 메모리 셀(472)과 접지 사이

의 모든 이웃 셀들이 ("1" 비트에 대응하는) 소거된 셀이고/거나, 메모리 셀(472)의 우측에 위치된 메모리 셀들에 대한 일

부 비트 라인들을 충전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과도 전류로 인하여 누설 전류(439)가 메모리 셀(370)을 통해 유도될 때,

노드들(476, 495 및 497)에서의 프리차지 전압은 메모리 셀(472)(즉, 노드(343)부터 노드(353)까지)을 통과하는 누설 전

류(439)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노드(476)의 우측 즉, 노드들(495 및 497)에 부가적인 프리차지 전압을 제공함으로써 노드

(476)가 접지 경로 및/또는 노드(497)의 우측으로 과도 전류 경로에 의한 영향을 상당히 덜 받기 때문에 누설 전류(439)가

감소된다. 사실상, 노드들(495 및 497)에서의 전압은 접지 경로 및/또는 과도 전류 경로에서 노드(497)의 우측으로 노드

(476)에서의 전압을 버퍼링하도록 동작한다. 노드(476)는 노드(497) 우측으로의 접지 경로 및/또는 과도 전류 경로에 의

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노드(476)에서의 전압은 노드(453)에서의 전압에 근접하며, 그에 따라 전류(439)는 상당히 감

소된다. 따라서, 누설 전류(439)가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감지 회로(460)에 의해 검출되는 총 전류(432)는 메모리 셀

(405)에 의해 유도되는 메모리 셀 전류(410)에 매우 근접하다

  그 결과, 이웃 메모리 셀들(455, 470, 472, 490, 및 492)이 소거된 셀들인 때에도, 메모리 셀(405)의 왼쪽 비트(482)가

프로그래밍된 비트거나 소거된 비트인 어느 한 경우에 메모리 회로 배열(400)로 인하여 에러 마진 손실이 상당히 감소된

다. 따라서, 전류(432)를 기준 전류(도시되지 않음)와 비교하는 것은, 메모리 셀(405)의 왼쪽 비트(482)와 연관된 읽기 연

산 동안 더 큰 정확성과 신뢰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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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의 메모리 회로 배열(400)은 제3 "드레인" 비트 라인(451) 및 제3 "프리차지" 비트 라인(498)의 부가로 인하여, 도 3

의 메모리 회로 배열(300) 이상의 정확성을 제공하나, 부가적인 전력 소비 및 접근 속도를 희생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다

른 실시예로서, "드레인" 비트 라인들 및/또는 "프리차지" 비트 라인들의 개수는 특정한 바람직한 정확성, 전력 예산, 및 액

세스 속도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상기 설명으로부터, 다양한 기술들이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 없이 본 발명의 개념

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더욱이,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들에 대한 특정 기준으로 설명되었으나,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남 없이 변형물들이 형태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개수의 "드레인" 비트 라인들 및 "프리차지" 비트 라인

은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어남 없이 수정될 수 있다. 상기 설명된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예시적이나 비제한적인 모든 관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여기서 설명된 특정한 예시적인 실시예들로 제한되지 않으나, 본 발명의 범위로

부터 벗어남 없이 많은 재배열, 변형물, 및 대체물이 가능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정확한 메모리 읽기 연산을 위한 회로가 설명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읽기 연산 동안 타겟 셀(305)에서 전류를 감지하기 위한 메모리 회로 배열로서,

  접지(365)에 연결된 제1 비트 라인(316)을 가지는 상기 타겟 셀(305)과, 상기 타겟 셀(305)은 감지 회로(360)에 연결된

제2 비트 라인(321)을 가지며;

  상기 타겟 셀(305)에 인접한 제1 이웃 셀(355)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이웃 셀(355)은 상기 타겟 셀(305)과 상기 제2 비

트 라인(321)을 공유하며, 상기 제1 이웃 셀(355)은 상기 읽기 연산 동안 상기 감지 회로(360)에 연결되는 제3 비트 라인

(341)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회로 배열.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웃 셀(355)에 인접한 제2 이웃 셀(370)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2 이웃 셀(370)은 상기 제1

이웃 셀(355)과 상기 제3 비트 라인(341)을 공유하며, 상기 제2 이웃 셀(370)은 상기 읽기 연산 동안 프리차지 회로(380)

에 연결되는 제4 비트 라인(351)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회로 배열.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이웃 셀(370)에 인접한 제3 이웃 셀(372)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3 이웃 셀(372)은 상기 제2

이웃 셀(370)과 상기 제4 비트 라인(351)을 공유하며, 상기 제3 이웃 셀(372)은 상기 읽기 연산 동안 상기 프리차지 회로

(38)에 연결된 제5 비트 라인(375)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회로 배열.

청구항 4.

  적어도 하나의 비트를 저장하기 위한 타겟 셀 수단(305)과, 상기 타겟 셀 수단(305)은 접지(365)에 연결된 제1 비트 라인

(316)을 가지고, 상기 타겟 셀 수단(305)은 감지 회로(360)에 연결된 제2 비트 라인(321)을 가지며;

  적어도 하나의 비트를 저장하기 위한 제1 이웃 셀 수단(355)과, 상기 제1 이웃 셀 수단(355)은 상기 타겟 셀 수단(305)과

상기 제2 비트 라인(321)을 공유하며, 상기 제1 이웃 셀 수단(355)은 상기 읽기 연산 동안 상기 감지 회로(360)에 연결된

제3 비트 라인(341)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회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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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비트를 저장하기 위한 제2 이웃 셀 수단(370)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이웃 셀 수단(370)

은 상기 제1 이웃 셀 수단(355)에 인접하며, 상기 제2 이웃 셀 수단(370)은 상기 제1 이웃 셀 수단(355)과 상기 제3 비트

라인(341)을 공유하며, 상기 제2 이웃 셀 수단(370)은 상기 읽기 연산 동안 프리차지 회로(380)에 연결된 제4 비트 라인

(351)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회로 배열.

청구항 6.

  읽기 연산 동안 타겟 셀(305)에서 전류를 감지하기 위한 메모리 회로 배열로서, 상기 메모리 회로 배열은 접지(365)에 연

결된 제1 비트 라인(3160)을 가지는 상기 타겟 셀(305)을 포함하며, 상기 타겟 셀(305)은 감지 회로(360)에 연결된 제2

비트 라인(321)을 가지며, 여기서,

  제1 이웃 셀(355)은 상기 타겟 셀(305)에 인접하고, 상기 제1 이웃 셀(335)은 상기 타겟 셀(305)과 상기 제2 비트 라인

(321)을 공유하며, 상기 제1 이웃 셀(355)은 상기 읽기 연산 동안 상기 감지 회로(360)에 연결된 제3 비트 라인(341)을 가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회로 배열.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이웃 셀(355)에 인접한 제2 이웃 셀(370)을 더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제2 이웃 셀(370)은 상

기 제1 이웃 셀(355)과 제3 비트 라인(341)을 공유하고, 상기 제2 이웃 셀(370)은 상기 읽기 연산 동안 프리차지 회로

(380)에 연결되는 제4 비트 라인(351)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회로 배열.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이웃 셀(370)에 인접한 제3 이웃 셀(372)을 더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제3 이웃 셀(372)은 상

기 제2 이웃 셀(370)과 상기 제4 비트 라인(351)을 공유하고, 상기 제3 이웃 셀(372)은 상기 읽기 연산 동안 상기 프리차

지 회로(380)에 연결된 제4 비트 라인(375)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회로 배열.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셀(305) 및 상기 제1 이웃 셀(355) 각각은 공통 워드 라인(325)에 연결된 개별적인 게이트

단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회로 배열.

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셀(305), 상기 제1 이웃 셀(355) 및 상기 제2 이웃 셀(370) 각각은 공통 워드 라인(325)에 연

결된 각각의 게이트 단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회로 배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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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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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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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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