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11C 16/12 (2006.01)

     G11C 16/34 (2006.01)

     G11C 16/04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9월07일

10-0621634

2006년08월31일

(21) 출원번호 10-2005-0037933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5년05월06일 (43) 공개일자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이창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신성아파트 524동 1905호

(74) 대리인 임창현

권혁수

송윤호

오세준

심사관 : 조명관

(54)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

요약

여기에 개시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따르면, 먼저 선택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접 워드라인들에게 블로킹 전압이 인가된다. 그리고, 디커플링 전압이 인가되는 워드라인과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워드라인들, 또는 블로킹 전압이 인가되지 아니하는 해당 인접 워드라인으로 디커플링 전압이 각각 인가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선택 워드라인들에게 패스 전압이 인가되고, 선택된 워드라인에게 프로그램 전압이 인가된다. 여기서, 상

기 디커플링 전압은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고 상기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소 문턱전압 보다 낮게

설정된다. 그리고, 상기 블로킹 전압은 상기 디커플링 전압 보다 높고 상기 패스 전압과 같거나 낮게 설정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 어레이의 회로도;

도 2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 문

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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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전압 인가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전압들이 인가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타이밍도;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전압 인가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전압들이 인가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타이밍도;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전압 인가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전압들이 인가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타이밍도; 그리고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방법에 따른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 및 인접 메모리 셀들의 채널에 형성된 포텐셜

형성 결과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메모리 셀 어레이 20 : 페이지 버퍼 회로

30 : 행 선택회로 40 : 고전압 발생회로

50 : 제어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드라이브 전원이 인가되지 않아도 셀에 기록된 데이터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 불휘발성 메모

리들 중에서도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으로 셀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소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및 메

모리 카드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셀과 비트 라인의 연결 상태에 따라 노어형과 낸드형으로 구분된다.

노어형 플래시 메모리는 1개의 비트 라인에 2개 이상의 셀 트랜지스터가 병렬로 연결된 형태로서, 채널 핫 일렉트론

(channel hot electron)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F-N 터널링(Fowler-Nordheim tunneling) 방식을 사용하

여 데이터를 소거한다. 그리고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는 1개의 비트 라인에 2개 이상의 셀 트랜지스터가 직렬로 연결된 형

태로서, F-N 터널링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및 소거한다. 일반적으로, 노어형 플래시 메모리는 전류 소모가 크기

때문에 고집적화에는 불리하지만, 고속화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는 노어형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적은 셀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집적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회로도이다.

플래시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일반적으로 복수 개의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된 메모리 셀 어레이(10)를 포함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10)는

복수 개의 메모리 블록들로 구성되며, 복수 개의 메모리 블록들에는 복수 개의 비트라인들(BL1-BLm)이 병렬로 배열된다.

각 메모리 블록에는, 상기 비트라인들(BL1-BLm)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의 스트링들(또는, "낸드 스트링"이라 불림)이 구

비된다. 도 1에는 하나의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복수 개의 스트링들에 대한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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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각 스트링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GST), 그리고 상기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의 소오스와 상기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GST)의 드레인 사이에 직렬로 연결된 복수의(예를 들면,

32개의)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M0-M31)로 구성된다. 각 스트링에 포함된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GST)의 드레

인은 대응하는 비트 라인에 연결되고, 상기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GST)의 소오스는 공통 소오스 라인(common

source line; CSL)(또는 공통 신호 라인; common signal line)에 연결된다. 각 스트링에 포함된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

(SST)의 게이트들은 스트링 선택 라인(SSL)에 공통으로 연결되고,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GST)의 게이트들은 그라

운드 선택 라인(GSL)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각각의 스트링에 포함된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M0-M31)의 제어 게이트

들은 대응하는 워드 라인(WL0-WL31)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각각의 비트 라인(BL1-BLm)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

지 버퍼 회로(2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 워드 라인들(WL0-WL31), 및 스트링 선택 라인(SSL)은, 대응하는 블럭 선택 트랜지스

터들(BS0-BS33)을 통해 대응하는 선택 신호 라인들(GS, Si0-Si31,SS)과 각각 연결된다. 상기 블럭 선택 트랜지스터들

(BS0-BS33)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행 디코더 회로(미 도시됨) 내에 포함되며, 블럭 선택 제어 신호(BS)에 의해 공통으

로 제어된다. 상기 선택 신호 라인들(GS,Si0-Si31,SS)은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될 때 각각 대응하는 선택 회로들(또는, 구

동 회로들)에 의해 구동된다. 이 경우, 선택된 블럭 선택 제어 신호(BS)는 고전압 레벨을 갖도록 구성되어, 선택 신호 라인

들(Si0-Si31)을 통해 인가되는 프로그램 전압 또는 패스 전압이 대응하는 워드 라인들(WL0-WL31)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M0-M31)을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기 메모리 셀들(M0-M31)이 소정의 문턱 전압

(예를 들면, -3V)을 갖도록 소거한다. 그리고 나서, 선택된 메모리 셀의 워드 라인으로 소정 시간 동안 고전압(예를 들면,

20V)을 인가하여, 선택된 메모리 셀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선택된 메모리 셀이 정확하게 프로그램되기

위해서는, 선택된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은 더 높은 레벨로 변화되는 반면, 나머지(선택되지 않은) 메모리 셀들의 문턱 전

압들은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스트링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플로팅 게이

트 트랜지스터들(M0-M31)의 제어 게이트들은 대응하는 워드 라인들(WL0-WL31)에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

로그램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선택된 워드 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이 인가될 때, 상기 프로그램 전압

은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 뿐만 아니라 동일한 워드 라인을 따라 배열된 선택되지 않은 메모리 셀들에도 인가된다. 그 결

과, 동일한 워드 라인을 따라 배열된 선택되지 않은 메모리 셀, 특히,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에 인접한 메모리 셀이 프로그

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선택된 워드 라인에 연결된 비선택 메모리 셀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디스터브"라 한다.

프로그램 디스터브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셀프-부스팅 스킴(self-boosting scheme)을 이용한 프로그램 금지 방법과,

로컬 셀프-부스팅 스킴(local self-boosting scheme)을 이용한 프로그램 금지 방법이 있다. 셀프-부스팅 스킴을 이용한

프로그램 금지 방법은 U.S. Patent No. 5,677,873에 "METHOD OF PROGRAMMING FLASH EEPROM INTEGRATED

CIRCUIT MEMORY DEVICES TO PREVENT INADVERTENT PROGRAMMING OF NONDESIGNATED NAND

MEMORY CELLS THEREIN"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U.S. Patent No. 5,991,202에 "METHOD FOR REDUCING

PROGRAM DISTURB DURING SELF-BOOSTING IN A NAND FLASH MEMORY"라는 제목으로 개제되어 있다. 그리

고, 로컬 셀프-부스팅 스킴을 이용한 프로그램 금지 방법은 U.S. Patent No. 5,715,194에 "BIAS SCHEME OF

PROGRAM INHIBIT FOR RANDOM PROGRAMMING IN A NAND FLASH MEMORY"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U.S.

Patent No. 6,061,270에 "METHOD FOR PROGRAMMING A NON-VOLATILE MEMORY DEVICE WITH PROGRAM

DISTURB CONTROL"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 로컬 셀프-부스팅 스킴을 이용한 프로그램 금지 방법은, 프로그램

금지된 셀 트랜지스터의 채널 부스팅 전압을 셀프-부스팅 스킴을 이용한 프로그램 금지 방법 보다 높게 향상시켜준다. 따

라서, 멀티-레벨 셀 프로그램(Multi-level cell program) 등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프로그램 금지 방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집적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디스터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왜냐하면,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집적도가 증가할수록 인접한 메모리

셀들간의 간격과 인접한 신호 라인들 사이의 간격이 감소되고, 커플링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인가되는 프로그램 전압은 워낙 고전압이기 때문에, 상기 프로그램 전압이 선택된 워드라인과 인접해 있는

워드라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도 2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 문

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에는 로컬 셀프-부스팅 스킴을 이용한 프로그램 금지 스킴이 적용되었을 때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 및 인접 셀들(110, 130)의 채널에 형성된 포텐셜(potential, 또는 전위) 형성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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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로컬 셀프-부스팅 스킴을 이용한 프로그램 금지 방법에서는, 먼저 선택된 비트라인(즉, 프로그램

되어야 할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에 연결된 비트라인)에는 0V의 비트라인 전압을 인가하고, 비선택된 비트라인(즉,

프로그램이 방지되어야 하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에 연결된 비트라인)에는 전원 전압(Vcc)을 각각 인가 한다.

그리고 나서, 선택된 워드 라인(WLn)에 인접해 있는 2개의 비선택된 워드 라인들(WLn-1, WLn+1)에게는 디커플링 전압

(decoupling voltage)으로 0V의 전압을 인가하고, 그 외의 다른 비선택된 워드 라인들에게는 패스 전압(Vpass, 예를 들면

10V)을 인가한다. 이 때, 선택된 워드 라인(WLn)의 상위 워드라인(WLn+1)에 연결된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130)의

드레인 전압과, 선택된 워드 라인(WLn)의 하부에 배치된 워드라인(WLn-1)에 연결된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110)의

소오스 전압은, 주변에 위치한 비선택 워드라인(WLn-2, WLn+2 등)으로 인가되는 패스 전압(Vpass)에 의해 부스팅되어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디커플링 전압이 인가되는 메모리 셀들(110, 130)이 셧-오프 되어,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

되는 셀(120)의 채널과 그외의 셀들의 채널이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소오스 및 드레인

과 가장 인접해 있는 양쪽 셀들(110, 130)로 공급되는 전류의 흐름이 차단된다.

이 경우,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소오스 및 드레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양쪽 셀들(110, 130)의 채널에서 형성된 포텐

셜은 각각 도 2의 P1과 P4와 같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하부에 위치한 셀(110)의 채널에

형성된 포텐셜(P1)은,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상부에 위치한 셀(130)의 채널에 형성된 포텐셜(P4) 보다 높다. 그 이유

는, 상기 하부 셀(110)의 문턱 전압이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WLn)으로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되기 이전에 이미 1V

의 문턱전압으로 상승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텐셜이란 전계(electric field) 내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한 점에

서 다른 점으로 전하를 움직이는데 필요로 하는 힘(force)을 의미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상기 메모리 셀들(M0-

M31)은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에 가까운 메모리 셀부터 프로그램되기 시작하여, 스트링 선택 라인(SSL) 방향으로 순

차적으로 프로그램 된다. 따라서, 임의의 워드라인(WLn)에 연결된 메모리 셀이 프로그램 될 때 상기 워드라인(WLn)의 상

부 워드라인(WLn+1)에 연결된 셀(130)은 -3V의 문턱 전압을 갖는 소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즉, 낮은 포텐셜을 가짐)

반면, 상기 워드라인(WLn)의 하부 워드라인(WLn-1)에 연결된 셀(110)은 1V의 문턱전압으로 프로그램된 상태(즉, 높은

포텐셜을 가짐)로 존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선택된 워드 라인(WLn)으로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되면,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채널 전압은 프로

그램 전압(Vpgm)에 의해 부스팅된다.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에서 부스팅된 채널 전압(Vbst)을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수학식 1

Vbst = (Vcc - Vth_SSL)/n+Vpgm*Cin/(Cin+Cch)

여기서, Vth_SSL는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Vth)을 의미하고, Cch는 채널 커패시턴스(channel

capacitance)를 의미한다. 그리고, Cono는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플로팅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 사이에 개재되어 있

는 ONO(oxide-nitride-oxide) 절연막에 대한 커패시턴스를 의미하고, Ctunn는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플로팅 게이

트와 기판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터널 옥사이드(tunnel oxide) 층의 커패시턴스를 각각 의미한다. Cin은

Cin=Cono*Ctunn/(Cono+Ctunn)으로 정의되고, n은 스트링에 포함된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의 개수(예를 들면, 32

개)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되는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채널 전압이 [수학식 1]과 같이 상승함에 따라,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플로팅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걸리는 포텐셜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도 2의 P3 참조). 그 결과, 프로그

램 금지된 셀(120)의 플로팅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F-N 터널링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프로그램이 방지된다.

한편, 상기 프로그램 전압(Vpgm)은 20V에 달하는 매우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선택된 워드 라인(WLn)에 접속되어 있는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은 물론 상기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과 인접해 있는 메모리 셀들(110, 130)의 채널 전압까지

부스팅시킨다. 이 때,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과 인접한 메모리 셀, 특히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하부에 배치된 메모

리 셀(110)의 채널에서 부스팅될 수 있는 전압의 크기(△VB1)는,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채널에서 부스팅될 수 있는

전압의 크기(△VB3) 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과, 하부에 배치된 메모리 셀(110)이 연결되

는 N웰 영역(115)(즉, 인접한 메모리 셀들(110, 120)의 공통 소오스-드레인 영역)에는 일정 레벨 이상의 전위차(즉, 포텐

셜 차 ; △P)가 발생하게 된다. 그로 인해, 전자들이 가속되어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120)의 플로팅 게이트로 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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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화살표 1 참조). 한편,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플로팅 게이트로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됨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플로팅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버티칼 필드(vertical field)가 발생되고(화살표 2 참조), 이

로 인해 상기 전자들이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플로팅 게이트로 주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핫 캐리어

(Hot-Carrie)에 의해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문턱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을 "소프트 프로그램"이라 한다. 이는 프로그

램 금지된 셀(120)의 문턱 전압을 증가시켜, 의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집적

도가 증가하더라도, 소프트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디스터브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요구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에 대한 프로그

램 디스터브를 방지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선택

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접 워드라인에게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상기 블로킹 전압이 인

가되는 상기 인접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워드라인에게 디커플링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상기 블로킹

전압 및 상기 디커플링 전압이 인가되지 아니하는 복수 개의 비선택 워드라인들에게 패스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에게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디커플링 전압은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고 상기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소 문턱전압 보다 낮으며, 상기 블로킹 전압

은 상기 디커플링 전압 보다 높고 상기 패스 전압 보다 같거나 낮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구비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상기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에 최인접해 있는 메모리 셀을 프로그램하는 방법은, 상기 메모리 셀과 최인접한

스트링 선택 라인에게 제 1 전압을, 그리고 나머지 스트링 선택 라인들에게는 프로그램 방지가 되는 비트라인으로 인가되

는 전압과 같거나 높은 제 2 전압을 각각 인가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제 1 전압 보다 높은 프로그램 전압

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의하면, 복수 개의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구비된 플래시 메모리 장

치에서 상기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들에 최인접해 있는 메모리 셀을 프로그램하는 방법은, 상기 메모리 셀과 최인접한 접지

선택 라인에게 프로그램 방지가 되는 비트라인에 인가되는 전압과 같거나 높은 제 1 전압을, 그리고 나머지 접지 선택 라

인들에게는 상기 제 1 전압 보다 낮은 제 2 전압을 각각 인가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제 1 전압 보다 높은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으나 상기 블로킹 전압이 인가되지 아니하는 해당 인접 워드

라인에게 상기 디커플링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블로킹 전압은 독출 전압과 같거나 높고 상기 패스 전압 보다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블로킹 전압은 전원 전압과 같거나 높고 상기 패스 전압 보다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디커플링 전압은 상기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고 접지 전압과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선택된 비트라인에게 제 1 전압을, 그리고 비선택된 비트라인에게 제 2 전압을 각각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 1 전압은 접지 전압이고, 상기 제 2 전압은 전원 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등록특허 10-0621634

- 5 -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최하위 워드라인의 하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그라운드 선택 라인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상기 각각의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는 각각의 비트라인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접속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최하위 워드라인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게 상기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제 1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게 접지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최상위 워드라인의 상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스트링 선택 라인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상

기 각각의 스트링 선택 라인에는 각각의 비트라인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접속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최상위 워드라인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스트링 선택 라인에게 상기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제 1 스트링 선택 라인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스트링 선택 라인에게 전원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은 메모리 셀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전하 저장층이 구비되지 아니한 싱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어레이, 제어부, 전압 발

생부, 및 행 선택회로를 포함한다. 여기서, 메모리 셀 어레이는 복수 개의 비트라인들 및 워드라인들과, 상기 비트라인들

및 상기 워드라인들이 교차하는 영역에 배치된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한다. 제어부는 프로그램 동작을 제어하는 복

수 개의 제어 신호들을 발생한다. 전압 발생부는 상기 제어 신호들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전압과, 상기 프로그램 전압 보다

낮은 패스 전압과, 상기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소 문턱 전압 보다 낮고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은

디커플링 전압과, 그리고 상기 디커플링 전압 보다 높고 상기 패스 전압 보다 같거나 낮은 블로킹 전압을 발생한다. 그리고

행 선택회로는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의 행 어드레스를 디코딩하고, 상기 디코딩 결과 및 상기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선

택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접 워드라인에게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블로킹 전압이 인가되

는 상기 인접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워드라인들에게 디커플링 전압을 인가하고, 나머지 비선택된 워

드라인들에게 상기 패스 전압을 인가하고, 그리고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에게 상기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회로는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으나 상기 블로킹 전압이 인가되지 아니

하는 해당 인접 워드라인에게 상기 디커플링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블로킹 전압은 독출 전압과 같거나 높고 상기 패스 전압 보다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블로킹 전압은 전원 전압과 같거나 높고 상기 패스 전압 보다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디커플링 전압은 상기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고 접지 전압과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의 열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비트라인에게 제 1 전압을, 그리고 상기 비트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비트라인에게 제 2 전압을 각각 인가하는 페이지 버퍼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 1 전압은 접지 전압이

고, 상기 제 2 전압은 전원 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최하위 워드라인의 하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그라운드 선택 라인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상기 각각의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는 각각의 비트라인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접속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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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회로는, 상기 최하위 워드라인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

게 상기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제 1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게

접지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은 메모리 셀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

터, 및 전하 저장층이 구비되지 아니한 싱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최상위 워드라인의 상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스트링 선택 라인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상

기 각각의 스트링 선택 라인에는 각각의 비트라인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접속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회로는, 상기 최상위 워드라인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스트링 선택 라인에게

상기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행 선택회로는, 상기 제 1 스트링 선택 라인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스트링 선택 라

인에게 전원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은 메모리 셀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전하 저장층이 구비되지 아니한 싱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층은 실리콘 질화막, 고유전 물질 형태의 절연막, 실리콘 도트, 메탈 도트, 실리

콘-게르마늄(SiGe) 도트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도전성 플로팅 게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신규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따르면, 먼저 선택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

의 인접 워드라인들에게 블로킹 전압이 인가된다. 그리고, 디커플링 전압이 인가되는 워드라인과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워드라인들, 또는 블로킹 전압이 인가되지 아니하는 해당 인접 워드라인으로 디커플링 전압이 각각 인가된다. 그리

고 나서, 나머지 비선택 워드라인들에게 패스 전압이 인가되고, 선택된 워드라인에게 프로그램 전압이 인가된다. 여기서,

상기 디커플링 전압은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고 상기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소 문턱전압 보다 낮

게 설정된다. 그리고, 상기 블로킹 전압은 상기 디커플링 전압 보다 높고 상기 패스 전압과 같거나 낮게 설정된다. 이와 같

은 전압 인가 방식에 따르면, 선택된 워드라인과 접속되어 있는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과, 상기 프로그램 금지

된 메모리 셀과 인접한 셀의 채널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시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문턱전압이 변동되지 않게 되어, 소프트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디스터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100)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100)는 메모리 셀 어레이(10), 페이지 버퍼 회로(20), 행 선택회로(row selecting

circuit ; 30), 고전압 발생회로(40), 및 제어회로(50)를 포함한다.

제어 회로(50)는 고전압 발생 회로(40)의 고전압 발생 기능과, 행 선택회로(30)의 고전압 인가 기능을 제어한다. 제어 회로

(50)는 행 선택회로(30)로 하여금, 선택된 워드라인과 최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워드라인에게 블로킹 전압

(Vblock)을 인가하고,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되는 워드라인과 인접해 있는 워드라인에게 디커플링 전압(Vdcp)을 인

가하도록 제어한다. 그 결과, 플래시 메모리의 집적도가 높아지더라도, 소프트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디스터브가 발생

하지 않게 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전압 프로그램 방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과, 상기 프로그램 금

지된 메모리 셀에 인접해 있는 셀의 채널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소프트 프로그램을 발생시키는 원인(즉, 채

널들간에 발생된 전위차)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100)에 포함된 각 블록들에 대한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모리 셀 어레이(10)는, 복수 개의 비트라인들 및 워드라인들과, 상기 비트라인들 및 상기 워드라인들이 교차하는 영역에

배치된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한다. 도 3에 도시된 메모리 셀 어레이(10)는 기본적으로 도 1에 도시된 메모리 셀 어

레이(10)와 동일한 낸드 스트링 회로 구조를 가진다. 상기 낸드 스트링 구조는 하나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와 하

나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GST)를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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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리고 프로그램에 사용될 전압들을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도 6, 7 및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스트링 내에 2

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201, 203)이 구비될 수도 있고, 하나의 스트링 내에 2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

(211, 213)이 구비될 수도 있다.

페이지 버퍼 회로(20)는, 메모리 셀 어레이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페이지 버퍼회로(20)는 복수 개의 비트라인들을 통해 메모리 셀 어레이(10)와 연결된다. 페이지 버퍼회로(20) 내에는 각각

의 비트라인과 대응되는 복수 개의 페이지 버퍼들(미 도시됨)이 구비된다. 각각의 페이지 버퍼에는 프로그램될 데이터 또

는 읽혀진 데이터가 저장된다. 페이지 버퍼회로(20)는, 프로그램시 각각의 페이지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에 따라

서, 비트라인에게 접지 전압(0V) 또는 전원 전압(Vcc)을 인가한다. 예를 들어, 0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버퍼와

연결된 비트라인(즉,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과 연결된 비트라인)에게는 접지 전압(0V)을 인가한다. 그리고, 1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버퍼와 연결된 비트라인(즉,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과 연결된 비트라인)에게는 전원 전압(Vcc)

을 인가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에 대한 소거 동작이 선행된 이후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된다. 소거된 메모리 셀에는 1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따라서, 페이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가 1의 데이터 값을 가진다

는 것은 대응되는 메모리 셀이 프로그램되지 아니할 메모리 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페이지 버퍼에 저장된 데이

터가 0의 데이터 값을 가진다는 것은 대응되는 메모리 셀이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압 발생 회로(40)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100)에 데이터를 기입 및 독출하는데 필요한 고전압, 예컨대 프로그램 전압

(Vpgm), 패스 전압(Vpass), 블로킹 전압(Vblock), 디커플링 전압(Vdcp), 및 독출 전압(Vread) 등을 발생한다. 프로그램

전압(Vpgm)은 프로그램시, 선택된 워드라인으로 인가되는 전압으로, 20V에 가까운 고전압 레벨을 가진다. 패스 전압

(Vpass)은 프로그램시 블로킹 전압(Vblock) 및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되는 워드라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선택 워

드라인들로 인가되는 전압으로, 프로그램 전압 (Vpgm) 보다 낮고 블로킹 전압(Vblock)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갖는다.

블로킹 전압(Vblock)은, 프로그램시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과, 인접 셀의 채널에서 소정 레벨 이상의 전위차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전압이다. 블로킹 전압(Vblock)은 선택된 워드라인과 최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워드라인으로 인가된다. 블로킹 전압(Vblock)은 패스 전압(Vpass) 보다 같거나 낮고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갖는다. 블로킹 전압(Vblock)으로는, 패스 전압(Vpass)이 사용될 수도 있고, 전원 전압

(Vcc)이 사용될 수도 있고, 독출 전압(Vread)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패스 전압(Vpass), 전원 전압(Vcc), 또는 독출

전압(Vread)과 같이 고정된 레벨로 정의된 전압이 아니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블로킹 전압(Vblock)의 범위를 만족하는 다

양한 레벨의 전압이 블로킹 전압(Vblock)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시 동일 스트링에 인가되는 복수 개의 블

로킹 전압(Vblock)들은, 그 전압 레벨이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디커플링 전압(Vdcp)은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과 인접해 있는 메모리 셀들과 타 메모리 셀들 간의 전류 흐름을 차단

하기 위한 전압이다. 디커플링 전압(Vdcp)은,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되는 워드라인과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

의 워드라인, 또는 프로그램시 선택된 워드라인의 상부에 최인접해 있는 워드라인으로 인가된다. 디커플링 전압(Vdcp)은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소 문턱 전압 보다 낮고,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갖는다. 디

커플링 전압(Vdcp)으로는, 접지 전압(0V), 또는 그 보다 낮은 전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디커플링 전압

(Vdcp)의 범위를 만족하는 다양한 레벨의 전압이 사용될 수 있다.

행 선택회로(30)는,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의 행 어드레스를 디코딩하는 디코딩 기능과, 디코딩된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워

드라인을 선택하는 워드라인 선택 기능, 그리고 선택된 워드라인과,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워드라인들에게

대응되는 전압을 인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행 선택회로(30)의 기능은 제어 회로(50)의 제어에 의해 수행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행 선택회로(30)는 프로그램시 선택된 워드라인의 하부에 순차적으로 인접해 있는 워드라인들에게 블

로킹 전압(Vblock)과 디커플링 전압(Vdcp)을 각각 인가하고, 나머지 비선택된 워드라인들에게 패스 전압(Vpass)을 인가

한다, 그리고 나서, 선택된 워드라인에게 프로그램 전압(Vpgm)을 인가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전압 인가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전압들이 인가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타이밍도이다. 도 4 및 도 5에는 낸드 스트링 내에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

스터(GST) 및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가 각각 1개씩 구비된 경우,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이 소프트 프로그램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전압 인가 방식이 도시되어 있다.

도 4 및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t0 시점에서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과 접속된 비트라인(즉, 선택된 비트라인)으로 접지 전압

(0V)이 인가되고,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과 접속된 비트라인(즉, 비선택된 비트라인)으로 전원 전압(Vcc)이 각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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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또한, 상기 t0 시점에서는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공통 소오스 라인(CSL)에게 전원 전압(Vcc)이 인가되고, 그

라운드 선택 라인(GSL)으로는 접지 전압(0V)이 인가된다. 그 결과, 프로그램이 방지되어야 하는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

(SSL)는 Vcc-Vth(Vth는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까지 충전(precharge)된 후 셧 오프되고, 스트링 선택 트

랜지스터(SSL)의 소오스는 플로팅 상태가 된다.

계속해서, t1 시점에서는 블로킹 전압(Vblock), 디커플링 전압(Vdcp), 및 패스 전압(Vpass)이 해당되는 워드라인으로 인

가된다. 구체적으로, 선택된 워드라인(WLn)과 최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워드라인(WLn-1, 또는 WLn-1, WLn+1)

으로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된다. 여기서, WLn-1으로 표기된 워드라인은 선택된 워드라인(WLn)의 하부에 최인접해

있는 워드라인을 의미한다(이하,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이라 칭함). 그리고, WLn+1으로 표기된 워드라인은 선택된 워드

라인(WLn)의 상부에 최인접해 있는 워드라인을 의미한다(이하, 제 1 상부 인접 워드라인이라 칭함). 선택된 워드라인

(WLn)과 최인접해 있는 2 개의 워드라인들(WLn-1, WLn+1) 중 하나에만 블로킹 전압(Vblock)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바람직하게는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으로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된다. 이처럼,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

(WLn-1)으로 블로킹 전압(Vblock)이 반드시 인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프트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디스터브 문제가

주로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에 연결된 메모리 셀의 채널과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 사이에서 주로 발

생되기 때문이다.

선택된 워드라인(WLn)과 최인접해 있는 2 개의 워드라인들(WLn-1, WLn+1) 중 하나(즉,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

1))에만 블로킹 전압(Vblock)을 인가하는 경우와, 2 개의 워드라인들(WLn-1, WLn+1) 모두에 블로킹 전압(Vblock)을 인

가하는 경우의 전압 인가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에만 블로킹 전압(Vblock)을 인가하는 경우,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

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워드라인(이하, 제 2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2)이라 칭함)과, 제 1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1)으

로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된다. 그리고, 나머지 워드라인들로는 패스 전압(Vpass)이 인가된다. 그 결과, 제 1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1)에 연결된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과, 제 2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2)에 연결된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전압은, 주변에 위치한 비선택 워드라인으로 인가되는 패스 전압(Vpass)에 의해 부스

팅되어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되는 메모리 셀들(즉, 제 1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1) 및 제

2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2)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이 셧-오프 되어,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되는 셀의 채널과 그

외의 셀들의 채널이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제 1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1)과 제 2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2)

에 연결된 셀들로 공급되는 전류의 흐름이 차단된다.

그리고 나서, t3 시점에서 선택된 워드라인(WLn)으로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되면, 선택된 워드라인(WLn)과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에 접속된 셀의 채널은 도통된다. 따라서, 상기 셀들의 채널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게 되

어, 전자를 가속시킬 수 있는 전계가 형성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상기 셀들 사이에 전자들이 이동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에 대한 소프트 프로그램 현상이 방지된다. 왜냐하면, 비록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에

연결된 메모리 셀이 프로그램되어 문턱 전압이 상승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기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으로 인가

되는 블로킹 전압(Vblock)에 의해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에 접속된 셀이 턴 온 되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서, 블

로킹 전압(Vblock)은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전압 보다 높고 상기 패스 전압(Vpass)과 같거나 낮은 레벨로 정

의된다. 이 경우,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과 인접해 있는 메모리 셀들과 타 메모리 셀들 간의 전류 흐름을 차단하는 기

능은,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되는 제 2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2)에 접속된 셀과 제 1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1)

에 연결된 셀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압(Vpgm)에 의해 부스팅되어야 하는 채널 커패시턴스(channel

capacitance)는,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되는 메모리 셀의 채널과,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에 접속된 셀의

채널에만 존재하게 된다. 그 결과, 프로그램 방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 전압이 효과적으로 상승되어, 프로그램이 방지된다.

한편, 상기 프로그램 전압(Vpgm)은 워낙 고전압이기 때문에, t3 시점에서 인가될 때 0V에서 갑자기 20V에 달하는 고전압

이 인가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패스 전압(Vpass)과 같은 일정 레벨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다가 t3 시점에서 비로소 20V

에 달하는 고전압이 인가된다. 그리고, 상기 t3 시점에서 인가되는 고전압은 인접한 메모리 셀들 사이의 디커플링 현상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목표로 하는 전압 레벨까지 계단 형태로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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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과 제 1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1) 모두에게 블로킹 전압(Vblock)을 인가하

는 경우, 제 2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2)과, 제 1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1)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워드라인(이하, 제 2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2)이라 칭함)으로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된다. 그리고, 나머지 워드라인들로는 패스 전압

(Vpass)이 인가된다. 그 결과, 제 2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2)에 연결된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압과, 제

2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2)에 연결된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전압은, 주변에 위치한 비선택 워드라인으로

인가되는 패스 전압(Vpass)에 의해 부스팅되어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되는 메모리 셀들이

셧-오프 되어,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되는 셀의 채널과 그외의 셀들의 채널이 전기적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제 2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2)과 제 2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2)에 연결된 셀들로 공급되는 전류의 흐름이 차단된다.

계속해서, t3 시점에서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되면, 선택된 워드라인(WLn)과 제 1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1)에

접속된 셀의 채널과, 선택된 워드라인(WLn)과 제 1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1)에 접속된 셀의 채널은 각각 도통되어, 프

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과 인접 메모리 셀의 채널 간에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전자들이 이동이

원천적으로 방지되어, 소프트 프로그램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과 인접해 있는 메

모리 셀들과 타 메모리 셀들 간의 전류 흐름을 차단하는 기능은,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되는 제 2 하부 인접 워드라

인(WLn-2)과 제 2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2)에 연결된 셀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 때, 프로그램 금지된 셀에서 부스팅된

채널 전압(Vbst)을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2

Vbst = (Vcc - Vth_SSL)/n+Vpgm*Cin/(Cin+3*Cch)+2*Vblock*Cin/(Cin+3*Cch)

여기서, Vth_SSL는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Vth)을 의미하고, Cch는 채널 커패시턴스(channel

capacitance)를 의미한다. 그리고, Cono는 프로그램 금지된 셀의 플로팅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ONO(oxide-nitride-oxide) 절연막에 대한 커패시턴스를 의미하고, Ctunn는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플로팅 게이트

와 기판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터널 옥사이드(tunnel oxide) 층의 커패시턴스를 각각 의미한다. Cin은 Cin=Cono*Ctunn/

(Cono+Ctunn)으로 정의되고, n은 스트링에 포함된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들의 개수(예를 들면, 32개)를 의미한다.

[수학식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압 인가 방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 전압

이 프로그램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높은 전압으로 부스팅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이 프로그램되지 않게 된

다.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전압 인가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8

은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전압들이 인가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타이밍도이다. 도 6 내지 도 8에는 낸드 스트링 내에 그라운

드 선택 트랜지스터(201, 203)가 2개 구비된 경우의 전압 인가 방식이 도시되어 있다. 도 6 내지 도 8에 도시된 전압 인가

방식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전압 인가 방식과 비교할 때, 2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201, 203) 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제 1 및 제 2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 GSL2)에 대한 전압 인가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외의 전압 인가 방식은

도 4 및 도 5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복되는 설명을 피하기 위해, 제 1 및 제 2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 GSL2)을 제외한

타 워드라인들에 대한 전압 인가 방식에 대한 설명은 이하 생략하기로 한다.

먼저 도 6 및 도 8을 참조하면, n번째 워드라인(WLn)으로 프로그램 전압(Vpgm)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t1 시점에서 최

하위 워드라인(WL0)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으로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된다. 이 때,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으로 인가되는 블로킹 전압(Vblock)은 프로그램 방지가 되는 비트라인으로 인가되는 전압

(예를 들면, Vcc) 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갖는다. 그리고,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그라

운드 선택 라인(GSL2)으로는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에 인가되는 전압 보다 낮은 전압, 예를 들면 접지 전압(0V)

또는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된다. 그리고, 선택된 워드라인(WLn)과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워드라인

(WLn-1, 또는 WLn-1, WLn+1)으로는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된다. 그리고,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되는 워드라

인과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워드라인(WLn-2, 또는 WLn-2, WLn+2), 또는 프로그램시 선택된 워드라인의 상부

에 최인접해 있는 워드라인(WLn+1)으로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된다. 또한 상기 t1 시점에서는, 나머지 비선택 워드

라인들에게 패스 전압(Vpass)이 인가된다. 그리고 나서, t3 시점에서, 선택된 워드라인(WLn)으로 프로그램 전압(Vpgm)

이 인가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로킹 전압(Vblock)은 선택된 워드라인(WLn)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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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WLn-1, 또는 WLn-1, WLn+1)과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으로 인가된다. 이 때, 인가되는 각각의 블로킹 전압

(Vblock)은 동일한 레벨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레벨을 가질 수도 있다. 즉, 상기 블로킹 전압(Vblock)은, 프로그램

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전압 보다 높고 상기 패스 전압과 같거나 낮은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계속해서,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0번째 워드라인(WL0, 즉 최하위 워드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Vpgm)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0번째 워드라인(WL0)과 최인접해 있는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으로, 또는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

(GSL1)과 1번째 워드라인(WL1)으로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된다. 그리고,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의 하부

에 인접해 있는 제 2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2)으로 접지 전압(0V) 또는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된다. 만일, 1번째

워드라인(WL1)으로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2번째 워드라인(WL2)으로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

된다. 그리고, 1번째 워드라인(WL1)으로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1번째 워드라인(WL1)으로 디

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된다. 그리고, 상기 t1 시점에서 나머지 비선택 워드라인들로는 패스 전압(Vpass) 전압이 인가

된다. 그리고 나서, t3 시점에서 0번째 워드라인(WL0)으로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된다. 이 경우, 상기 블로킹 전압

(Vblock)은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으로, 또는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과 1번째 워드라인(WL1)으로 인

가되며, 각각의 블로킹 전압(Vblock)은 동일한 레벨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레벨을 가질 수도 있다. 즉, 블로킹 전압

(Vblock)은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전압 보다 높고 상기 패스 전압과 같거나 낮은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낸드 스트링 내에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201, 203)가 2개 구비된 경우, 프로그램 전압

(Vpgm)이 n번째 워드라인(WLn)으로 인가되든, 0번째 워드라인(WL0, 즉 최하위 워드라인)으로 인가되든 상관 없이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1)으로는 항상 블로킹 전압(Vblock)이 인가되고, 제 2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2)으로는 항상 접

지전압이 인가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으로는 0V의 접지 전압이 인가된다. 따라서,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과 최인접한 워드라인, 즉 0번째 워드라인(WL0)으로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되는 경우, 0번째 워드라인

(WL0)에 연결된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과, 그라운드 선택 라인(GSL)에 연결된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

(GST)의 채널 사이에 고 전계가 형성되어,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이 소프트 프로그램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

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낸드 스트링 내에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201, 203)를 적어도 2

개 이상 구비한다. 그리고, 낸드 스트링의 최하위 워드라인(WL0)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

(201)에게는 블로킹 전압(Vblock)을 인가하여, 상기 제 1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201)의 채널과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

리 셀의 채널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제 1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201)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203)에게 접지 전압(0V) 또는 디커플링 전압(Vdcp)을 인가하여 턴 오프 되도록 한다. 그

로 인해,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이 부스팅될 때 전하들이 공통 소오스 라인(CSL)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제 1 및 제 2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201, 203)은 메모리 셀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

터로 구성될 수도 있고, 전하 저장층이 구비되지 아니한 싱글 트랜지스터(single transistor)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전하 저장층은, 실리콘 질화막, 고유전 물질 형태의 절연막, 실리콘 도트, 메탈 도트, 실리콘-게르마늄(SiGe) 도트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도전성 플로팅 게이트로 구성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낸드 스트링 내에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

(201, 203)가 2개 구비된 경우에 대한 프로그램시의 전압 인가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회로의 구성에 따라 상

기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의 개수는 2개 이상으로 변형 가능하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전압 인가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10은 도 9

에 도시된 전압들이 인가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타이밍도이다. 도 9 및 도 10에는 낸드 스트링 내에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

스터(201, 203)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211, 213)가 각각 2개씩 구비된 경우,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이 소프트 프

로그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전압 인가 방식이 도시되어 있다.

도 9 및 도 10에 도시된 전압 인가 방식은 도 6 내지 도 8에 도시된 전압 인가 방식과 비교할 때, 2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

스터(211, 213) 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제 1 및 제 2 스트링 선택 라인(SSL1, SSL2)에 대한 전압 인가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외의 전압 인가 방식은 도 6 내지 도 8과 동일하다. 따라서, 중복되는 설명을 피하기 위해, 제 1 및 제 2 스트링 선택

라인(SSL1, SSL2)을 제외한 타 워드라인들에 대한 전압 인가 방식에 대한 설명은 이하 생략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스트링 선택 라인(SSL)으로는 전원전압(Vcc)이 인가된다. 따라서, 스트링 선택 라인

(SSL)과 최인접한 워드라인, 예를 들면 31번째 워드라인(WL31)으로 프로그램 전압(Vpgm)이 인가되는 경우, 스트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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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라인(SSL)에 연결된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ST)는 턴 오프되고, 31번째 워드라인(WL31)에 연결된 프로그램 금지

된 메모리 셀의 채널 전압은 부스팅 되어, 상기 메모리 셀들의 채널 사이에 고전계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메모리 셀들의

채널 사이에 형성된 고전계는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소프트 프로그램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스트링 선택 라인(SSL)과 최인접한 워드라인과 연결된 메모리 셀에 대한 소프트 프로그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낸드 스트링 내에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211, 213)를 적어도 2개 이상 구비한다. 그리고, 낸드 스트링의

최상위 워드라인(WL31)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211)에게는 블로킹 전압(Vblock)을 인가하

여, 상기 제 1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211)의 채널과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도

록 한다. 그리고, 제 1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211)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213)에게 전원

전압(Vcc)을 인가하여, 턴 오프 상태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제 1 및 제 2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211, 213)은 메모리 셀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로 구성될 수도 있고, 전하 저장층이 구비되지 아니한 싱글 트랜지스터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전하 저장층은,

실리콘 질화막, 고유전 물질 형태의 절연막, 실리콘 도트, 메탈 도트, 실리콘-게르마늄(SiGe) 도트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도전성 플로팅 게이트로 구성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낸드 스트링 내에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201, 203)와 스트링 선

택 트랜지스터(211, 213)가 각각 2개씩 구비된 경우에 대한 프로그램시의 전압 인가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회로의 구성에 따라, 낸드 스트링 내에 1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와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구비될

수 있다. 그리고. 낸드 스트링 내에 복수 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과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구비

될 수도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방법에 따른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 및 인접 메모리 셀들의 채널에 형성된 포텐셜

형성 결과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 및 도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방법에 의해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220)의 채널과 최인접해 있

는 메모리 셀들(210, 230)의 채널 사이의 전위차(△P)는,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프로그램 방식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음

을 알 수 있다.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120)이 소프트 프로그램되는 문제의 주요 원인은, 프로그램 전압

(Vpgm)이 인가될 때 메모리 셀(120)과 인접 메모리 셀(110)이 연결되는 N웰 영역(115)에 일정 레벨 이상의 전위차(즉,

포텐셜 차 ; △P)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플래시 메모리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메모리 셀들간의 간격

(d)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가 주입될 확률은,

(P1-P2)/d의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d는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과 인접 메모리 셀(특히, 프로그램 금지

된 셀(120)의 하부에 최인접해 있는 메모리 셀(110))간의 거리를 의미하고, P2는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채널에 형성

된 포텐셜(P3)에서 Vth(예를 들면, 0.7V)의 값을 뺀 값을 의미한다. 즉,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의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

가 주입될 확률은, 프로그램 금지된 셀(120)과 주변 메모리 셀(110) 간의 거리(d)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하게 되고, 상기 메

모리 셀들(120, 110)의 채널에 형성된 포텐셜의 차이(△P)가 클 수록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프로그램시 선택된 워드라인(WLn)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접 워드라인들(WLn-1,

WLn+1)에게 블로킹 전압(Vblock)을 인가함으로써,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220)과 최인접해 있는 메모리 셀들(210,

230)이 도통되도록 한다. 그 결과, 상기 메모리 셀들의 채널에 형성된 포텐셜의 차이(△P)가 최소화 되어, 소프트 프로그램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 즉, 고 집적화로 인해 메모리 셀들 사이의 간격(d1, d2)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상기 메모리 셀

들의 채널에 형성되는 포텐셜의 차이(△P)가 최소화 되므로, 소프트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디스터브 문제가 원천적으

로 방지된다. 이 경우, 인접에 있는 메모리 셀들의 물리적인 간격은 d1와 d2에 해당되지만, 마치 프로그램 금지된 셀(220)

과 인접 메모리 셀의 간격이 d'로 확장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

그밖에도, 소자의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메모리 셀의 채널의 길이가 점차 감소하게 되고, 펀치드루(punchthrough) 현

상이 발생하는 드레인 전압의 레벨 또한 점차 감소하게 된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이 부스팅될 때

전하들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디커플링 전압(Vdcp)

이 인가되는 메모리 셀들의 개수를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전압(Vpgm) 전압이 인가되는 워드라인의 상부 및 하

부에서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되는 워드라인들의 개수를 복수 개로 증가시킨다. 일 예로, 도 4에서는 선택된 워드라

인(WLn)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는 제 2 하부 인접 워드라인(WLn-2)과 제 1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1)(또는 제 2 하부 인

접 워드라인(WLn-2)과 제 2 상부 인접 워드라인(WLn+2))으로 디커플링 전압(Vdcp)이 인가되는 예가 설명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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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앞에서 설명한 펀치드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워드라인(WLn)의 하부에 배치되어 있는 제 2 및 제 3 하

부 인접 워드라인들(WLn-2, WLn-3)과 제 1 및 제 2 상부 인접 워드라인들(WLn+1, WLn+2)(또는, 제 2 및 제 3 하부 인접

워드라인들(WLn-2, WLn-3)과 제 2 및 제 3 상부 인접 워드라인들(WLn+2, WLn+3), 또는 그 이상의 워드라인들)으로 디커

플링 전압(Vdcp)이 인가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따르면, 먼저 선택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접 워드라인들에게 블로킹 전압이 인가된다. 그리고, 디커플링 전압이 인가되는 워드라인과 인

접해 있는 워드라인, 또는 선택된 워드라인의 상부에 인접한 워드라인으로 디커플링 전압이 각각 인가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선택 워드라인들에게 패스 전압이 인가되고, 선택된 워드라인에게 프로그램 전압이 인가된다. 여기서, 상기 블로

킹 전압은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전압 보다 높고 상기 패스 전압과 같거나 낮게 설정된다. 그리고, 상기 디커플

링 전압은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고 상기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소 문턱전압 보다 낮게 설정된다.

이와 같은 전압 인가 방식에 따르면, 선택된 워드라인과 접속되어 있는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리 셀의 채널과, 상기 프로그

램 금지된 메모리 셀과 인접한 셀의 채널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시 프로그램 금지된 메모

리 셀의 문턱전압이 변동되지 않게 되어, 소프트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디스터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상기 디커플링 전압이 인가되는 워드라인들의 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펀치드루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플래시 메모리의 집적도가 증가하여 셀들간의 간격이 줄어들고, 채널의 길이가 감소하더라

도 소프트 프로그램이나 펀치드루 현상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방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선택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접 워드라인에게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

상기 블로킹 전압이 인가되는 상기 인접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워드라인에게 디커플링 전압을 인가

하는 단계;

상기 블로킹 전압 및 상기 디커플링 전압이 인가되지 아니하는 복수 개의 비선택 워드라인들에게 패스 전압을 인가하는 단

계; 그리고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에게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디커플링 전압은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고 상기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소 문턱전압 보다 낮

으며, 상기 블로킹 전압은 상기 디커플링 전압 보다 높고 상기 패스 전압 보다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

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으나 상기 블로킹 전압이 인가되지 아니하는 해당 인접 워드라인에게 상기 디커플링 전

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등록특허 10-0621634

- 13 -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블로킹 전압은 독출 전압과 같거나 높고 상기 패스 전압과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

로그램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블로킹 전압은 전원 전압과 같거나 높고 상기 패스 전압과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

로그램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커플링 전압은 상기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고 접지 전압과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

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선택된 비트라인에게 제 1 전압을, 그리고 비선택된 비트라인에게 제 2 전압을 각각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압은 접지 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압은 전원 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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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워드라인의 하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그라운드 선택 라인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상기 각각의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는 각각의 비트라인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

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최하위 워드라인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게 상기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게 접지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은 메모리 셀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전하 저장층이 구비되

지 아니한 싱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최상위 워드라인의 상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스트링 선택 라인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상기 각각의 스트링 선택 라인

에는 각각의 비트라인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

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최상위 워드라인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스트링 선택 라인에게 상기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트링 선택 라인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스트링 선택 라인에게 전원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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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은 메모리 셀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전하 저장층이 구비되지

아니한 싱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7.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구비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상기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에 최인접해 있는

메모리 셀을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과 최인접한 스트링 선택 라인에게 제 1 전압을, 그리고 나머지 스트링 선택 라인들에게는 프로그램 방지가

되는 비트라인으로 인가되는 전압과 같거나 높은 제 2 전압을 각각 인가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제 1 전압 보다 높은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

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압은 독출 전압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압은 상기 제 2 전압과 같거나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0.

복수 개의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구비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상기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들에 최인접해 있는 메모

리 셀을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과 최인접한 접지 선택 라인에게 프로그램 방지가 되는 비트라인에 인가되는 전압과 같거나 높은 제 1 전압

을, 그리고 나머지 접지 선택 라인들에게는 상기 제 1 전압 보다 낮은 제 2 전압을 각각 인가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메모리 셀로 상기 제 1 전압 보다 높은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

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압은 독출 전압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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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압은 접지 전압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3.

복수 개의 비트라인들 및 워드라인들과, 상기 비트라인들 및 상기 워드라인들이 교차하는 영역에 배치된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셀 어레이;

프로그램 동작을 제어하는 복수 개의 제어 신호들을 발생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 신호들에 응답해서, 프로그램 전압과, 상기 프로그램 전압 보다 낮은 패스 전압과, 상기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의

최소 문턱 전압 보다 낮고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은 디커플링 전압과, 그리고 상기 디커플링 전압 보

다 높고 상기 패스 전압 보다 같거나 낮은 블로킹 전압을 발생하는 전압 발생부; 그리고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의 행 어드레스를 디코딩하고, 상기 디코딩 결과 및 상기 제어 신호들에 응답하여, 선택된 워드라인

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접 워드라인에게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블로킹 전압이 인가되는 상기 인접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워드라인들에게 디커플링 전압을 인가하고, 나머지 비선택된 워드라인들에게

상기 패스 전압을 인가하고, 그리고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에게 상기 프로그램 전압을 인가하는 행 선택회로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회로는, 상기 선택된 워드라인에 인접해 있으나 상기 블로킹 전압이 인가되지 아니하는 해당 인접 워드라인에

게 상기 디커플링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블로킹 전압은 독출 전압과 같거나 높고 상기 패스 전압과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블로킹 전압은 전원 전압과 같거나 높고 상기 패스 전압과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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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커플링 전압은 상기 소거된 메모리 셀의 최대 문턱 전압 보다 높고 접지 전압과 같거나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

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의 열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비트라인에게 제 1 전압을, 그리고 상기 비트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비트

라인에게 제 2 전압을 각각 인가하는 페이지 버퍼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압은 접지 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압은 전원 전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1.

제 23 항에 있어서,

최하위 워드라인의 하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그라운드 선택 라인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상기 각각의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는 각각의 비트라인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

모리 장치.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회로는, 상기 최하위 워드라인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게 상기 블로킹 전압을 인가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회로는, 상기 제 1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의 하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그라운드 선택 라인에게 접지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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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들은 메모리 셀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전하 저장층이 구비되

지 아니한 싱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하 저장층은, 실리콘 질화막, 고유전 물질 형태의 절연막, 실리콘 도트, 메탈 도트, 실리콘-게르마늄(SiGe) 도트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도전성 플로팅 게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6.

제 23 항에 있어서,

최상위 워드라인의 상부에는 적어도 둘 이상의 스트링 선택 라인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상기 각각의 스트링 선택 라인

에는 각각의 비트라인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이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

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회로는, 상기 최상위 워드라인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제 1 스트링 선택 라인에게 상기 블로킹 전압을 인가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행 선택회로는, 상기 제 1 스트링 선택 라인의 상부에 인접해 있는 제 2 스트링 선택 라인에게 전원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9.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은 메모리 셀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및 전하 저장층이 구비되지

아니한 싱글 트랜지스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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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하 저장층은, 실리콘 질화막, 고유전 물질 형태의 절연막, 실리콘 도트, 메탈 도트, 실리콘-게르마늄(SiGe) 도트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도전성 플로팅 게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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