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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멀티_비트 프로그램 방법은, LSB 데이터를 메모리 셀에 프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셀에서 읽은 LSB 데이터를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 메인 레지스터에 저장된 MSB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에 프로그램하는 단계; 제 1 검증 동작

동안에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 제 2 검증 동작 동안에 상기 메모리 셀

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캐쉬 레지스터 내의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멀티_비트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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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멀티_비트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LSB 데이터를 메모리 셀에 프로그램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셀에서 읽은 LSB 데이터를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

메인 레지스터에 저장된 MSB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에 프로그램하는 단계;

제 1 검증 동작 동안에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

제 2 검증 동작 동안에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캐쉬 레지스터 내의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검증 동작은 '00' 검증 동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00'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00' 상태에 있으면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동작을 금지하도

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검증 동작은 '01' 검증 동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01'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01' 상태에 있으면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데이터는 변경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변경된 데이터에 따라 프로그램 동작을 금지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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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01'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00' 검증 전압보다 높고 '01' 검증 전압보다 낮으면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데이터는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데이터에 따라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

로그램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SB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에 프로그램한 다음에,

상기 캐쉬 레지스터를 리셋하는 단계;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상기 MSB 데이터를 로드하는 단계;

상기 메인 레지스터를 리셋하는 단계;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MSB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MSB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전달한 다음에,

상기 캐쉬 레지스터를 초기화하지 않고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LSB 데이터를 읽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SB 데이터를 프로그램하는 단계는,

상기 캐쉬 레지스터를 리셋하는 단계;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상기 LSB 데이터를 로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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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인 레지스터를 리셋하는 단계;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LSB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덤프하는 단계; 및

상기 메인 레지스터의 LSB 데이터에 따라 LSB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2.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LSB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한 다음에,

상기 제 1 검증 전압보다 낮은 제 3 검증 전압을 인가하고 제 3 검증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검증 동작은 '10' 검증 동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10'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10' 상태에 있으면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동작을 금지하도

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15.

문턱 전압 분포에 따라, '11','10','00' 및 '01' 상태의 2비트 데이터(2bit data)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

상기 메모리 셀에 프로그램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인 레지스터;

외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쉬 레지스터;

초기 읽기 동작 시에 상기 메모리 셀에서 읽은 데이터가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하는, '00' 동작 시에 상기 메모

리 셀에서 읽은 데이터가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하는, 그리고 '01' 검증 동작 시에 상기 메모리 셀에서 읽은 데

이터가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하는 센스 회로; 및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전달하는 덤프 회로를 포함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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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00'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00' 상태에 있으면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동작을 금지하도

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01'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01' 상태에 있으면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동작을 금지하도

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01'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00' 검증 전압보다 높고 '01' 검증 전압보다 낮으면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데이터에 따라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

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멀티-비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

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semiconductor memory device)는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읽어볼 수 있는 기억장

치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크게 램(Random Access Memory; RAM)과 롬(Read Only Memory; ROM)으로 나눌 수

있다. 램(RAM)은 전원이 끊어지면 저장된 데이터가 소멸하는 휘발성 메모리 장치(volatile memory device)이다. 롬

(ROM)은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저장된 데이터가 소멸하지 않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nonvolatile memory device)이다.

램(RAM)은 DRAM(Dynamic RAM), SRAM(Static RAM) 등을 포함한다. 롬(ROM)은 PROM(Programmable ROM),

EPROM(Erasable PROM), EEPROM(Electrically EPROM), 플래시 메모리 장치(flash memory device) 등을 포함한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크게 낸드(NAND) 타입(type)과 노아(NOR) 타입으로 구분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노아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비해 집적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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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장

치(10)는 메모리 셀 어레이(12), 행 디코더(14), 그리고 페이지 버퍼(16)를 포함한다. 메모리 셀 어레이(12)는 워드라인

(WL0~WLn-1) 및 비트라인(BL0~BLm-1)에 연결된 복수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한다. 워드라인(WL0~WLn-1)은 행 디코

더(14)에 의해서 구동되고, 비트라인(BL0~BLm-1)은 페이지 버퍼(16)에 의해서 구동된다.

최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하나의 메모리 셀에 멀티_비트 데이터(multi_bit data)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

고 있다. 메모리 셀은 저장된 멀티_비트 데이터에 따라 멀티_상태(multi_state) 중 하나의 상태를 가진다. 멀티_상태를 갖

는 메모리 셀은 보통 멀티 레벨 셀(Multi_Level Cell; MLC)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2_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은 문턱 전압에 따라 '11', '10', '00', '01'과 같은 4개의 멀티_상태(multi_state)를 갖는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은 1_비트 데이터(single_bit data) 또는 멀티_비트 데이터(multi_bit data)를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멀티_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페이지 버퍼는 1_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페이지 버퍼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_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페이지 버퍼는 하나의 래치를 갖는 반면에, 2_비트 데이터

를 저장하기 위한 페이지 버퍼는 2개의 래치를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멀티_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페이지 버퍼를 포함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

램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멀티_비트 프로그램 방법은, LSB 데이터를 메모리 셀에 프로그램하는 단계; 상

기 메모리 셀에서 읽은 LSB 데이터를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 메인 레지스터에 저장된 MSB 데이터를 상기 메모

리 셀에 프로그램하는 단계; 제 1 검증 동작 동안에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 제 2 검증 동작 동안에 상기 메모리 셀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캐쉬 레지

스터 내의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검증 동작은 '00' 검증 동작이다. 상기 '00'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메모리 셀이 '00' 상태

에 있으면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동작을 금지하도록 설정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검증 동작은 '01' 검증 동작이다. 상기 '01'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메모리 셀이 '01' 상태

에 있으면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데이터는 변경된다. 이때,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변경된 데이터에

따라 프로그램 동작을 금지하도록 설정된다. 반면에, 상기 '01'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00' 검

증 전압보다 높고 '01' 검증 전압보다 낮으면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데이터는 유지된다. 이때,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데이터에 따라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하도록 설정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방법은, 상기 LSB 데이터를 프로그램한 다음에, 상기 캐쉬 레지스터를 리셋

하는 단계;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상기 MSB 데이터를 로드하는 단계; 상기 메인 레지스터를 리셋하는 단계; 상기 캐쉬 레

지스터의 MSB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덤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LSB 데이터를 프로그램하는 단계는, 상기 캐쉬 레지스터를 리셋하는 단계; 상기 캐쉬 레지스터

에 상기 LSB 데이터를 로드하는 단계; 상기 메인 레지스터를 리셋하는 단계;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LSB 데이터를 상기 메

인 레지스터에 덤프하는 단계; 및 상기 메인 레지스터의 LSB 데이터에 따라 LSB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상기 LSB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한 다음에, 상기 제 1 검증 전압보다 낮은 제 3 검증 전압을 인가하고 제 3 검증 동작

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제 3 검증 동작은 '10' 검증 동작이다. 상기 '10'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메모리 셀

이 '10' 상태에 있으면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동작을 금지하도록 설정된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멀티_비트 데이터(multi_bit data)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 상기 메모리 셀에 프

로그램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인 레지스터; 외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쉬 레지스터; 초기 읽기 동작 시에 상

기 메모리 셀에서 읽은 데이터가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하는, 제 1 검증 동작 시에 상기 메모리 셀에서 읽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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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하는, 그리고 제 2 검증 동작 시에 상기 메모리 셀에서 읽은 데이터가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하는 센스 회로; 및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상기 메인 레지스터에 전달하는 덤프 회로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검증 동작은 '00' 검증 동작이다. 상기 '00'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00'

상태에 있으면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동작을 금지하도록 설정된다. 그리고 상기 제 2 검증 동작은 '01' 검증 동작

이다. 상기 '01'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이 '01' 상태에 있으면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동작을 금

지하도록 설정된다. 그러나 상기 '01' 검증 동작을 수행한 결과, 상기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00' 검증 전압보다 높고 '01'

검증 전압보다 낮으면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하도록 설정된다. 이때 상기 메인 레지스터는 상기 캐쉬

레지스터의 데이터에 따라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하도록 설정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멀티 레벨 셀(Multi_Level Cell: MLC)을 갖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이하, 'MLC 프로그램 방

법'이라 한다.)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2에서는 2_비트의 데이터를 메모리 셀에 프로그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MLC 프로그램 방법에 의하면, 하나의 메모리 셀은 '11', '10', '00' 및 '01' 상태들 중 어느 하나의 상태를 갖게 된다. '11' 상

태의 메모리 셀은 소거된 셀이며, 가장 낮은 문턱 전압을 갖는다. '10' 상태의 메모리 셀은 '11' 상태의 메모리 셀보다 높은

문턱 전압을 가지며, '00' 상태의 메모리 셀은 '10' 상태의 메모리 셀보다 높은 문턱 전압을 갖고, '01' 상태의 메모리 셀은

'00' 상태의 메모리 셀보다 높은 문턱 전압을 갖는다.

도 2a는 LSB 프로그램 동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도 2b는 MSB 프로그램 동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프

로그램할 데이터가 '10'인 경우에, '0'은 LSB 데이터라 하고, '1'는 MSB 데이터라 한다. LSB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되면,

메모리 셀은 '11' 상태 또는 '10' 상태를 갖는다. MSB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되면, '10' 상태의 메모리 셀은 '00' 상태로 프로

그램되고, '11' 상태의 메모리 셀은 '01' 상태로 프로그램된다.

도 2a에서, '10' 검증 전압('10' verify voltage; V10)은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10' 상태보다 높은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

압이다. 도 2b에서, '00' 검증 전압(V00)과 '01' 검증 전압(V01)은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각각 '00' 상태와 '01' 상태보다

높은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압이다. 그리고 초기 읽기 전압(initial read voltage; Vrd)은 LSB 프로그램 결과, 메모리 셀이

'11'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10' 상태에 있는지를 센싱하기 위한 전압이다.

'10' 상태에서 '00' 상태로 프로그램하는 메모리 셀이 '00' 검증 전압(V00)보다 낮은 문턱 전압을 가지면, 그 메모리 셀은 페

일(Fail)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MSB 프로그램 동작 결과, 그 메모리 셀이 '00' 검증 전압(V00)보다 높은 문턱 전압

을 가지면, 그 메모리 셀은 패스(Pass)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00' 검증 동작 결과, 메모리 셀이 패스 상태에 있으면, '00'

상태의 메모리 셀은 이후의 프로그램 동작에서 프로그램 금지(program inhibit)된다. 그러나 메모리 셀이 페일 상태에 있

으면 그 메모리 셀은 '00'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프로그램 동작이 반복된다.

'11' 상태에서 '01' 상태로 프로그램하고자 하는 메모리 셀이 '00' 검증 전압(V00)보다 높고 '01' 검증 전압(V01)보다 낮은

문턱 전압을 가진다고 가정하자. 이때 그 메모리 셀은 '00' 검증 동작 시에는 패스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메모리 셀

은 '01' 검증 동작 시에는 페일 상태에 있어야 한다. 만약, '01' 검증 동작 시에도 패스 상태에 있으면, 그 메모리 셀은 '01'

상태로 프로그램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 메모리 셀은 이후 프로그램 동작에서 프로그램 금지(program inhibit) 되기

때문이다. MSB 프로그램 동작 결과, 그 메모리 셀이 '01' 검증 전압(V01)보다 높은 문턱 전압을 가지면, 그 메모리 셀은 패

스(Pass) 상태에 있을 것이다. '01' 상태에 도달한 메모리 셀은 프로그램 금지된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은 프로그램 방법은, 특히 '11' 상태에서 '01' 상태로 MSB 프로그램하고자

할 때, 메모리 셀이 '01'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프로그램 금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

모리 장치(1000)는 메모리 셀 어레이(100), 행 디코더(200), 비트라인 선택 및 바이어스 블록(300), 페이지 버퍼 블록

(400), 제어 로직 블록(500), 그리고 페이지 버퍼 디코더 블록(600)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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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셀 어레이(100)는 워드라인들 및 비트라인들에 연결된 복수의 메모리 셀들(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한다. 각각의 메

모리 셀은 1-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멀티-비트 데이터(예를 들면, 2-비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행 디코더(200)는 복수의 워드라인들 중에서 하나의 워드라인을 선택하고, 선택된 워드라인에 워드라인 전압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동작 시에 행 디코더(200)는 선택된 워드라인에 프로그램 전압(Vpgm)을 제공하고, 비선택된 워드라

인들에 패스 전압(Vpass)을 제공한다.

비트라인 선택 및 바이어스 블록(300)은 제어 로직 블록(500)에 의해서 제어되며, 복수의 비트라인들 중 일부를 선택하도

록 구성된다. 예를 들면, 비트라인 선택 및 바이어스 블록(300)은 프로그램 동작 시에 비트라인들 중 홀수 번째 비트라인들

(BLo) 또는 짝수 번째 비트라인들(BLe)을 선택하도록 구성된다. 비트라인 선택 및 바이어스 블록(300)은 복수의 비트라

인 선택 및 바이어스 회로들(300a∼300b)로 구성된다. 비트라인 선택 및 바이어스 회로들(300a∼300b) 각각은 비트라인

들(BLe, BLo)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된다.

페이지 버퍼 블록(400)은 동작 모드에 따라 감지 증폭기(sense amplifier)로서 또는 기입 드라이버(write driver)로서 동

작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동작 시에 페이지 버퍼 블록(400)은 페이지 버퍼 디코더 블록(600)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

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선택된 비트라인들을 프로그램 전압(예를 들면, 접지 전압) 또는 프로그램 금지 전압

(예를 들면, 전원 전압)으로 구동한다. 페이지 버퍼 블록(400)은 제어 로직 블록(500)에 의해서 제어되며, 비트라인 선택

및 바이어스 회로들(300a∼300b)에 각각 대응하는 복수의 페이지 버퍼들(400a∼400b)로 구성된다. 페이지 버퍼들

(400a∼400b)이 서로 동일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페이지 버퍼(예를 들면, 400a)와 관련된 구성 요소들이 이

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페이지 버퍼(400a)는 캐쉬 레지스터(410), 메인 레지스터(420), 로드 회로(430), 센스 회로(445), 덤프 회로(446), 그리고

데이터 출력 회로(450)를 포함한다. 페이지 버퍼(400a)는 특히 '11' 상태에서 '01' 상태로 MSB 프로그램하고자 할 때, 대

응하는 메모리 셀이 '01'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프로그램 금지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된다.

캐쉬 레지스터(410)는 가상 전원 노드(virtual power node)(VPN)에 직접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메인 레지스터

(420)는 센스 노드(SO) 및 가상 전원 노드(VPN)에 직접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로드 회로(430)는 센스 노드(SO)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센스 노드(SO)에 전류를 공급하도록 구성된다. 데이터 출력 회로(450)는 메인 레지스터(420)에 저

장된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 디코더 회로(600)로 출력하도록 구성된다. 센스 회로(445)는 센스 노드(SO) 및 가상 전원 노

드(VPN)에 연결되어 있다. 덤프 회로(446)는 캐쉬 및 메인 레지스터(410, 420)에 의해서 공유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도 3의 페이지 버퍼를 이용하여 도 2에서 설명한 MLC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페이지 버퍼(400a)를 예로서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페이지 버퍼(400a)는 캐쉬 레

지스터(410), 메인 레지스터(420), 로드 회로(430), 센스 회로(445), 덤프 회로(446), 그리고 데이터 출력 회로(450)를 포

함한다.

캐쉬 레지스터(410)는 캐쉬 래치(417)와 4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411, 412, 413, 416)을 포함한다. 캐쉬 래치(417)는

제 1 및 제 2 인버터(414, 415)로 구성된다. 제 1 및 제 2 인버터(414, 415)는 제 1 노드(N1)와 제 2 노드(N2) 사이에 연

결되어 있다.

NMOS 트랜지스터(411)는 제 1 노드(N1)와 제 3 노드(N3)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며, 제 1 제어신호(C1)에 응답하여 온

(on) 또는 오프(off) 된다. NMOS 트랜지스터(412)는 제 2 노드(N1)와 제 3 노드(N3)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며, 제 2 제어

신호(C2)에 응답하여 온 또는 오프 된다. NMOS 트랜지스터(413)는 제 3 노드(N3)와 접지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며, 제 3

제어신호(C3)에 응답하여 온 또는 오프 된다. 그리고 MOS 트랜지스터(416)는 가상 전원 노드(VPN)와 제 1 노드(N1) 사

이에 연결되어 있으며, 제 4 제어신호(C4)에 응답하여 온 또는 오프 된다. 여기에서, 제 1 및 제 2 제어신호(C1, C2)는 페

이지 버퍼 디코더 블록(600)에서 제공되며, 제 3 및 제 4 제어신호(C3, C4)는 도 3에 도시된 제어 로직 블록(500)에서 제

공된다.

메인 레지스터(420)는 메인 래치(427)와 4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421, 422, 423, 426)을 포함한다. 메인 래치(427)는

제 3 및 제 4 인버터(424, 425)로 구성된다. 제 3 및 제 4 인버터(424, 425)는 제 4 노드(N4)와 제 5 노드(N5) 사이에 연

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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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OS 트랜지스터(421)는 제 4 노드(N4)와 제 6 노드(N6)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며, 제 5 제어신호(C5)에 응답하여 온 또

는 오프 된다. NMOS 트랜지스터(422)는 제 5 노드(N5)와 제 6 노드(N6)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며, 제 6 제어신호(C6)에

응답하여 온 또는 오프 된다. NMOS 트랜지스터(423)는 제 6 노드(N6)와 접지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며, 제 7 제어신호

(C7)에 응답하여 온 또는 오프 된다. 그리고 MOS 트랜지스터(426)는 센스 노드(SO)와 제 4 노드(N4) 사이에 연결되어 있

으며, 제 8 제어신호(C8)에 응답하여 온 또는 오프 된다. 여기에서, 제 5 내지 제 8 제어신호(C5~C8)는 도 3에 도시된 제

어 로직 블록(500)에서 제공된다.

로드 회로(430)는 한 개의 PMOS 트랜지스터(431)로 구성된다. PMOS 트랜지스터(431)는 전원 단자와 센스 노드(SO) 사

이에 연결되며, 제 9 제어신호(C9)에 응답하여, 센스 노드(SO)에 전원전압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제 9 제어신호(C9)는 도

3에 도시된 제어 로직 블록(500)에서 제공된다.

센스 회로(445)는 2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441, 443)로 구성된다. NMOS 트랜지스터(441)는 가상 전원 노드(VPN)에

연결되며, 제 10 제어신호(C10)에 응답하여 온 또는 오프 된다. 여기에서, 제 10 제어신호(C10)는 도 3에 도시된 제어 로

직 블록(500)에서 제공된다. NMOS 트랜지스터(443)는 NMOS 트랜지스터(441)와 접지 사이에 연결되며, 센스 노드(SO)

의 전압 레벨에 따라 온 또는 오프 된다.

덤프 회로(446)는 2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442, 444)로 구성된다. NMOS 트랜지스터(442)는 가상 전원 노드(VPN)에

연결되며, 제 1 노드(N1)의 전압 레벨에 따라 온 또는 오프 된다. NMOS 트랜지스터(444)는 NMOS 트랜지스터(442)와 접

지 사이에 연결되며, 제 11 제어신호(C11)에 응답하여 온 또는 오프 된다. 여기에서, 제 11 제어신호(C11)는 도 3에 도시

된 제어 로직 블록(500)에서 제공된다.

데이터 출력 회로(450)는 2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451, 452)로 구성된다. NMOS 트랜지스터(452)는 데이터 출력 라

인(DOL)에 연결되며, 제 7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온 또는 오프 된다. NMOS 트랜지스터(451)는 NMOS 트랜지스터(452)

와 접지 사이에 연결되며, 제 5 노드(N5)의 전압 레벨에 따라 온 또는 오프 된다.

도 4에 도시된 페이지 버퍼(400a)에서 제 1 내지 제 11 제어신호(C1~C11)는 각각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할 때 활성화

된다.

제 1 내지 제 3 제어신호(C1~C3)는 캐쉬 래치(417)의 리셋 동작(reset operation) 및 데이터 로드 동작(data load

operation)을 수행하는 동안에 활성화된다. 여기에서, 데이터 로드 동작이라 함은 프로그램될 데이터가 캐쉬 래치(417)에

입력되는 동작을 뜻한다. 제 1 및 제 2 제어신호(C1, C2)는 서로 상보적인 로직 레벨들을 갖는다. 즉, 제 1 제어신호(C1)가

로직 하이 레벨(H)이면, 제 2 제어신호(C2)는 로직 로우 레벨(L)을 갖는다.

제 4 제어신호(C4)는 초기 읽기 동작(initial read operation) 및 '01' 검증 동작('01' verify operation)을 수행하는 동안에

활성화된다. 제 5 제어신호(C5)는 덤프 동작(dump operation)을 수행하는 동안에 활성화된다. 여기에서, 덤프 동작이라

함은 캐쉬 래치(417)의 데이터를 메인 래치(427)로 전달하는 동작을 뜻한다. 제 6 제어신호(C6)는 메인 래치(427)의 리셋

동작, '10' 검증 동작, 그리고 '00' 검증 동작 동안에 활성화된다. 제 7 제어신호(C7)는 메인 래치(427)의 리셋 동작 및 데이

터 출력 동작(data output operation) 동안에 활성화된다. 제 8 제어신호(C8)는 프로그램 실행 동작(program execute

operation) 동안에 활성화된다. 제 9 제어신호(C9)는 프리차지 동작(precharge operation) 동안에 활성화된다. 제 10 제

어신호(C10)는 초기 읽기 동작, '10' 검증 동작, '00' 검증 동작, 그리고 '01' 검증 동작 동안에 활성화된다. 제 11 제어신호

(C11)는 덤프 동작 동안에 활성화된다.

이하, 도 4에 도시된 페이지 버퍼의 동작이 도 5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LSB 프로그램 동작을 보여주는 순서도이고, 도 6은 도 4에 도시된 페이

지 버퍼의 LSB 프로그램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하,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LSB 프로그램 동작을 설명한다.

S510 단계는 캐쉬 레지스터(410)를 리셋하는 단계이다. S510 단계에서는 제 1 및 제 3 제어신호(C1, C3)가 활성화되고,

제 1 패스(①)가 형성된다. 이때, 제 1 노드(N1)는 로직 로우 레벨(L)로 되고, 제 2 노드(N2)는 로직 하이 레벨(H)로 된다.

S520 단계는 캐쉬 레지스터(410)에 LSB 데이터를 로드하는 단계이다. LSB 데이터가 '1'이면, 제 1 제어신호(C1)가 활성

화된다. 이때 제 1 및 제 2 노드(N1, N2)는 각각 로직 로우 레벨(L)과 로직 하이 레벨(H)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제 1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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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가 로직 로우 레벨(L)로 된다는 것은 이후의 LSB 프로그램 동작에서 캐쉬 레지스터(410)는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LSB 데이터가 '0'이면, 제 2 제어신호(C2)가 활성화된다. 이때 제 1 노드(N1)는 로직

하이 레벨(H)로 바뀌고, 제 2 노드(N2)는 로직 로우 레벨(L)로 바뀐다.

S530 단계는 메인 레지스터(420)를 리셋하는 단계이다. S530 단계에서는 제 6 및 제 7 제어신호(C6, C7)가 활성화되고,

제 2 패스(②)가 형성된다. 이때, 제 4 노드(N4)는 로직 하이 레벨(H)로 되고, 제 5 노드(N5)는 로직 로우 레벨(L)로 된다.

S540 단계는 캐쉬 레지스터(410)의 LSB 데이터를 메인 레지스터(420)로 덤프하는 단계이다. S540 단계에서는 제 5 및

제 11 제어신호(C5, C11)가 활성화되고, 제 3 패스(③)가 형성된다. 다만, 제 3 패스(③)는 제 1 노드(N1)의 전압 레벨에

따라 차단될 수 있다. 즉, 제 1 노드(N1)가 로직 하이 레벨(H)이면, 제 3 패스(③)는 형성된다. 그러나 제 1 노드(N1)가 로

직 로우 레벨(L)이면, 제 3 패스(③)는 차단된다.

LSB 데이터 '1'이 캐쉬 레지스터(410)에 로드된 경우에, 제 1 노드(N1)는 로직 로우 레벨(L)이다. 이때 제 3 패스(③)는 차

단되기 때문에 제 4 노드(N4)는 로직 하이 레벨(H)을 유지한다. 반면에, LSB 데이터 '0'이 캐쉬 레지스터(410)에 로드된

경우에, 제 1 노드(N1)는 로직 하이 레벨(H)이다. 이때 제 3 패스(③)가 형성되기 때문에 제 4 노드(N4)는 로직 로우 레벨

(L)로 바뀐다.

즉, 데이터 덤프 동작에 의하면, 제 4 노드(N4)는 LSB 데이터가 '1'일 때 로직 하이 레벨(H)로 되고, LSB 데이터가 '0'일

때 로직 로우 레벨(L)로 된다.

S550 단계는 LSB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S550 단계에서는 제 8 제어신호(C8)가 활성화되고, 제 5 패스(⑤)

가 형성된다. LSB 프로그램 동작의 결과는 제 4 노드(N4)의 전압 레벨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제 4 노드(N4)가 로직 하이

레벨(H)이면 프로그램 금지(program inhibit)된다. 이때 메모리 셀은 소거 상태(또는 데이터 '1')를 유지한다. 반면에, 제 4

노드(N4)가 로직 로우 레벨(L)이면 메모리 셀은 데이터 '0'으로 프로그램된다. 기타의 프로그램 동작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S560 단계는 '10' 검증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S560 단계에서는 제 6 및 제 10 제어신호(C6, C10)가 활성화되고, 제

7 패스(⑦)가 형성된다. 다만, 제 7 패스(⑦)는 센스 노드(SO)의 전압 레벨에 따라 차단될 수 있다. 즉, 센스 노드(SO)가 로

직 하이 레벨(H)이면, 제 7 패스(⑦)는 형성된다. 그러나 센스 노드(SO)가 로직 로우 레벨(L)이면, 제 7 패스(⑦)는 차단된

다. 여기에서, '10' 검증 동작은 메모리 셀을 '10' 상태로 LSB 프로그램하는 경우에 수행된다. LSB 데이터 '0'이 입력되면,

제 4 노드(N4)는 로직 로우 레벨(L)로 설정된다.

먼저, 메모리 셀이 '10'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살펴본다. '10' 검증 전압(V10)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보다 높기 때

문에 센스 노드(SO)는 로직 로우 레벨(L)로 된다. 이때 제 7 패스(⑦)는 차단되기 때문에 제 4 노드(N4)는 로직 로우 레벨

(L)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제 4 노드(N4)가 로직 로우 레벨(L)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후 프로그램 동작을 다시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메모리 셀이 '10' 상태에 도달한 경우를 살펴본다. '10' 검증 전압(V10)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보다 낮기 때문

에 센스 노드(SO)는 로직 하이 레벨(H)로 된다. 이때 제 7 패스(⑦)가 형성되기 때문에 제 4 노드(N4)는 로직 하이 레벨

(H)로 바뀐다. 여기에서, 제 4 노드(N4)가 로직 하이 레벨(H)로 된다는 것은 이후 프로그램 동작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S570 단계는 패스 또는 페일을 체크하는 단계이다. S570 단계에서는 제 7 제어신호(C7)가 활성화되고, 제 8 패스(⑧)가

형성된다. 다만, 제 8 패스(⑧)는 제 5 노드(N5)의 전압 레벨에 따라 차단될 수 있다. 즉, 제 5 노드(N5)가 로직 하이 레벨

(H)이면, 제 8 패스(⑧)는 형성된다. 그러나 제 5 노드(N5)가 로직 로우 레벨(L)이면, 제 8 패스(⑧)는 차단된다.

제 5 노드(N5)가 로직 로우 레벨(L)일 때, 데이터 출력 라인(DOL)은 프리챠지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에, 제 5 노드(N5)가

로직 하이 레벨(H)일 때, 데이터 출력 라인(DOL)은 디스차지된다. 데이터 출력 라인(DOL)의 전압 레벨은 페이지 버퍼 디

코더 회로(600)를 통해 패스/페일 점검 회로(미도시됨)로 전달된다. 패스/페일 점검 회로는 패스 또는 페일 여부를 판별한

다. 판별 결과, 페일(Fail)이면 S550 단계 내지 S570 단계를 다시 실행하고, 패스(Pass)이면 프로그램 동작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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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MSB 프로그램 동작을 보여주는 순서도이고, 도 8은 도 4에 도시된 페

이지 버퍼의 MSB 프로그램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하,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MSB 프로그램 동작을 설명

한다.

S710 단계는 캐쉬 레지스터를 리셋하고(S711), 캐쉬 레지스터에 MSB 데이터를 로드하고(S712), 메인 레지스터를 리셋

하고(S713), 캐쉬 레지스터의 MSB 데이터를 메인 레지스터에 덤프하는(S714) 단계이다. S710 단계는 도 5에서 설명한

LSB 프로그램 동작(S510~S540)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MSB 데이터가 '0'일 때, 제 1 노드(N1)는 로직 하이 레벨

(H)로 설정되고, 제 4 노드(N4)는 로직 로우 레벨(L)로 설정된다.

S720 단계는 초기 읽기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S720 단계에서는 제 4 및 제 10 제어신호(C4, C10)가 활성화되고, 제

4 패스(④)가 형성된다. 다만, 제 4 패스(④)는 센스 노드(SO)의 전압 레벨에 따라 차단될 수 있다. 즉, 센스 노드(SO)가 로

직 하이 레벨(H)이면, 제 4 패스(④)는 형성된다. 그러나 센스 노드(SO)가 로직 로우 레벨(L)이면, 제 4 패스(④)는 차단된

다.

여기에서, 초기 읽기 동작(initial read operation)은 LSB 데이터를 읽기 위한 동작이다. 즉, 초기 읽기 동작은 메모리 셀이

'11'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10'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위한 동작이다. 초기 읽기 동작은 캐쉬 레지스터(410)를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다. 초기 읽기 동작 시에 읽은 LSB 데이터는 캐쉬 레지스터(410)에 저장된다. 즉, S710 단계에서 캐

쉬 레지스터(410)의 MSB 데이터를 메인 레지스터(420)에 전달한 다음에, 캐쉬 레지스터(410)를 초기화하지 않고 초기

읽기 동작을 실행한다. 초기 읽기 동작에 의하면, 메모리 셀에 저장된 LSB 데이터에 따라 제 4 패스(④)는 형성되거나 차

단된다.

먼저, 메모리 셀이 LSB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10' 상태로 프로그램된 경우를 살펴본다. 초기 읽기 전압(Vrd, 도 2 참조)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센스 노드(SO)는 로직 하이 레벨(H)로 된다. 이때 제 4 패스(④)가 형성되기 때문

에 제 1 노드(N1)는 로직 로우 레벨(L)로 바뀐다. 여기에서, 제 1 노드(N1)가 로직 로우 레벨(L)로 된다는 것은 이후의

MSB 프로그램 동작에서 캐쉬 레지스터(410)는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메모리 셀이 '11' 상태인 경우를 살펴본다. 초기 읽기 전압(Vrd)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센스

노드(SO)는 로직 로우 레벨(L)로 된다. 이때 제 4 패스(④)가 차단되기 때문에 제 1 노드(N1)는 로직 하이 레벨(H)을 유지

한다.

즉, 초기 읽기 동작 결과, 메모리 셀이 '11' 상태이면 제 1 노드(N1)는 로직 하이 레벨(H)을 유지하지만, 메모리 셀이 '10'

상태이면 제 1 노드(N1)는 로직 로우 레벨(L)로 바뀐다.

S730 단계는 MSB 프로그램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S730 단계는 도 5에서 설명한 LSB 프로그램 동작(S550)과 동일

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즉, 4 노드(N4)가 로직 하이 레벨(H)이면 프로그램 금지(program inhibit)된다. 이때 메모리 셀은

'10' 상태 또는 '11'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에, 제 4 노드(N4)가 로직 로우 레벨(L)이면 메모리 셀은 '00' 상태 또는 '01' 상태

로 프로그램된다.

S740 단계는 '00' 검증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00' 검증 동작은 '10' 상태의 메모리 셀이 '00' 상태로 프로그램되었는지

를 검증하는 동작이다. S740 단계는 도 5에서 설명한 '10' 검증 동작(S560)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즉, 제 6 및 제

10 제어신호(C6, C10)가 활성화되고, 제 7 패스(⑦)가 형성된다. 다만, 제 7 패스(⑦)는 센스 노드(SO)의 전압 레벨에 따

라 차단될 수 있다.

메모리 셀이 '00'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00' 검증 전압(V00)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보다 높다. 이때 센스 노드(SO)는

로직 로우 레벨(L)이기 때문에 제 7 패스(⑦)는 차단된다. 따라서 제 4 노드(N4)는 로직 로우 레벨(L)을 유지한다. 여기에

서, 제 4 노드(N4)가 로직 로우 레벨(L)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후 프로그램 동작을 다시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모리

셀이 '10' 상태에 도달하면, '10' 검증 전압(V10)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보다 낮다. 이때 센스 노드(SO)는 로직 하이 레벨

(H)이기 때문에 제 7 패스(⑦)가 형성된다. 따라서 제 4 노드(N4)는 로직 하이 레벨(H)로 바뀐다. 여기에서, 제 4 노드

(N4)가 로직 하이 레벨(H)로 된다는 것은 이후 프로그램 동작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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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태에서 '00' 상태로 MSB 프로그램된 다음에 '00' 검증 동작을 수행하면, 제 1 노드(N1)는 로직 로우 레벨(L)로 되고

제 4 노드(N4)는 로직 하이 레벨(H)로 된다. 제 4 노드(N4)의 전압 레벨은 이후 MSB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바뀌지 않는

다. 왜냐하면, 제 1 노드(N1)가 로직 로우 레벨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S750 단계는 '01' 검증 동작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01' 검증 동작은 '11' 상태의 메모리 셀이 '01' 상태로 프로그램되었는지

를 검증하는 동작이다. S750 단계에서는 제 4 및 제 10 제어신호(C4, C10)가 활성화되고, 제 4 패스(④)가 형성된다. 다

만, 제 4 패스(④)는 센스 노드(SO)의 전압 레벨에 따라 차단될 수 있다.

한편, '01' 검증 동작을 실행하기 전, 캐쉬 레지스터(410)의 제 1 노드(N1)와 메인 레지스터(420)의 제 4 노드(N4)는 다음

과 같은 전압 레벨을 갖는다. 초기 읽기 동작 시에 메모리 셀은 '11'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캐쉬 레지스터(410)의 제 1 노

드(N1)는 로직 하이 레벨(H)을 유지하고 있다. '00' 검증 동작 시에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은 '00' 검증 전압(V00)보다 높기

때문에, 메인 레지스터(420)의 제 4 노드(N4)는 로직 하이 레벨(H)로 설정되어 있다.

먼저,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00' 검증 전압(V00)보다 높고 '01' 검증 전압(V01)보다 낮은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메모리

셀에 '01' 검증 전압(V01)이 인가되면, '01' 검증 전압(V01)은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센스 노드(SO)는 로

직 로우 레벨(L)로 된다. 센스 노드(SO)가 로직 로우 레벨(L)이므로 제 4 패스(④)는 차단되고, 제 1 노드(N1)는 로직 하이

레벨(H)을 유지한다. S760 단계에서는 캐쉬 레지스터(410)의 데이터를 메인 레지스터(420)로 덤프한다. S760 단계에서,

제 1 노드(N1)가 로직 하이 레벨(H)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3 패스(③)가 형성된다. 이때 제 4 노드(N4)는 로직 로우

레벨(L)로 바뀐다. 제 4 노드(N4)가 로직 로우 레벨(L)이면, S770 단계에서 페일(Fail)로 판정된다. 그리고 S730 단계 내

지 S770 단계가 다시 실행된다.

다음으로,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이 '01' 검증 전압(V01)보다 높은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MSB 프로그램 동작을 반복해서

실행하면,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은 '01' 검증 전압(V01)보다 높아진다. 메모리 셀에 '01' 검증 전압(V01)이 인가되면, '01'

검증 전압(V01)은 메모리 셀의 문턱 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센스 노드(SO)는 로직 하이 레벨(H)로 된다. 이때 제 4 패스(④)

가 형성되어, 제 1 노드(N1)는 로직 로우 레벨(L)로 바뀐다. S760 단계에서, 제 1 노드(N1)가 로직 로우 레벨(L)로 바뀌었

기 때문에 제 3 패스(③)가 차단된다. 이때 제 4 노드(N4)는 로직 하이 레벨(H)을 유지하게 된다. 제 4 노드(N4)가 로직 하

이 레벨(H)이면, S770 단계에서 패스(Pass)로 판정되고, MSB 프로그램 동작은 종료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

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프로그램 방법에 의하면, 멀티_비트 프로그램 동작

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의하면, '11' 상태에서 '01' 상태로 MSB 프로그램하고자 할 때, 메모리 셀이 '01' 상태

에 도달하기 전에 프로그램 금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MLC 프로그램 동작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페이지 버퍼를 예로서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LSB 프로그램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6은 LSB 프로그램 동작시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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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MSB 프로그램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8은 MSB 프로그램 동작시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메모리 셀 어레이 200: 행 디코더

300: 비트라인 선택 및 바이어스 블록 400: 페이지 버퍼 블록

500: 제어 로직 블록 600: 페이지 버퍼 디코더 블록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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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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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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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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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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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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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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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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