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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기록이나 액세스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는 반도체 기억장치를 제공한다. 데이터 기록 개시시에, 제어신호(CON)를 “H”

로 한 그대로 프로그램 모드 신호(/PGM)를 “L”로 한다. 데이터 기록회로(40Aa, 40Ab)로부터 출력되는 기록신호(BLAa,

BLAb)는, 입력 데이터(DIa, DIb)에 따라, 접지전위(GND) 또는 제어전압(MCD)이 된다. 이때, 워드선 구동회로(20)와 기

록제어회로(30)로부터는, 기록에 필요한 고전압이 출력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택된 메모리셀(11)의 드레인과 소스는 거의

접지전위가 된다. 그 후에 제어신호(CON)를 “H”로 하면, “L”을 기록해야 하는 메모리셀(11)의 드레인과 게이트에 고전압

이 인가된다. 기록 대상 이외의 메모리셀(11)의 드레인과 소스는 접지전위이므로, 방전전류가 흐르지 않고, 오기록이나 임

계치전압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반도체, 기억장치, 메모리, 데이터, 기록, 셀, 지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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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을 나타내는 EPROM의 개략 구성도,

  도 2는 종래의 EPROM의 개략 구성도,

  도 3은 실시예 1의 EPROM의 기록동작시의 신호파형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2를 나타내는 EPROM의 개략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을 나타내는 데이터 기록회로 40B의 회로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 4를 나타내는 데이터 기록회로 40C의 회로도,

  도 7은 실시예 4의 EPROM의 기록동작시의 신호파형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메모리 어레이 11 : 메모리셀

  20 : 워드선 구동회로 30A : 기록제어회로

  40A, 40B, 40C : 데이터 기록회로

  43∼45 : NMOS 50 : 지연회로

  BL : 비트선 DL : 드레인선

  SL : 소스선 WL : 워드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기억장치, 특히 전기적으로 기록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이하, 「EPROM」이라 함)의 기록제어기술에

관한 것이다.

  [특허문헌 1] 일본 특허공개 2000-331486호 공보

  도 2는 상기 특허문헌 1에 기재된 종래의 EPROM의 개략 구성도이다.

  이 도 2에서는, 디코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어드레스 디코더나, 기억된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센스앰프 등의 회로는

생략되어 있다. 이 EPROM은, 동일구성의 복수의 메모리 어레이(100∼10n)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 어레이 100

은 평행하게 배치된 워드선(WL0∼WLn)과, 이들 워드선(WL0∼WLn)에 직교해서 배치된 드레인선 DL0, DL1 … 및 소스

선 SL0, SL1 …을 가지고 있다. 워드선(WL)과 드레인선(DL)의 각 교차 개소에는, 메모리셀(11)이 접속되어 있다. 메모리

셀(11)은, 다른 전극으로부터 절연된 플로팅 게이트를 갖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컨트롤 게이트가 워드선

(WL)에, 드레인이 드레인선(DL)에, 소스가 소스선(SL)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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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드레인선 DL0, DL1 …은 각각 N 채널 MOS 트랜지스터(이하, 「NMOS」라 함)120, 121 … 을 통해, 기록제어선(13)

에 접속되어 있다. 짝수번째의 NMOS 120 …은 짝수선택신호 SE0으로 온/오프 제어되고, 홀수번째의 NMOS 121 …은, 홀

수선택신호 SO0으로 온/오프 제어되게 되어 있다. 또한 각 소스선 SL0, SL1 …은, 메모리 어레이 선택신호 SS0으로 온/

오프 제어되는 NMOS 140, 141 … 을 통해, 비트선 BL0, BL1 …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이 EPROM은 각 워드선(WL0∼WLn)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회로(200∼20n), 기록제어선(13)을 구동하는 기록제

어회로(30), 데이터 기록시에 비트선(BL0, BL1 …)을 구동하는 데이터 기록회로(40a, 40b) 및 지연회로(50)를 가지고 있

다.

  각 워드선 구동회로(200∼20n)는 동일한 구성으로, 예를 들면 워드선 구동회로 200은, 도시하지 않은 어드레스 디코더로

부터 제공되는 디코드 신호 DEC0에 따라, 워드선 WL0에 대한 선택신호를 생성해서 출력하는 것이다. 워드선 구동회로

200은, 디코드 신호 DEC0이 “비선택”을 나타내는 레벨 “L”일 때에는, 워드선 WL0에 접지전압 GND를 출력한다. 또한,

디코드 신호 DEC0이 “선택”을 나타내는 레벨 “H”일 때는,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단, 「/」은 반전을 의미함)에 따라,

기록할 때에는 프로그램 전압 VPP(예를 들면 10V)를, 판독할 때에는 전원전압 VCC를, 각각 워드선 WL0에 출력하게 되

어 있다.

  기록제어회로 30은, 리셋트 신호 RST가 “L”로 되어 기록동작상태로 되었을 때에, VCC+2Vtn(단, Vtn=약 1V : NMOS

의 임계치전압)의 제어전압 MCD를 출력하고, 이 리셋트 RST가 “H”로 되어 판독동작상태로 되었을 때에, 접지전압 GND

의 제어전압 MCD를 출력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록회로 40a, 40b는 동일한 구성으로,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에 의해 기록동작이 지정되었을 때에, 입력 데

이터 DIa, DIb의 레벨 “L”, “H”에 따라, 노드 N40으로부터 접지전압 GND, 또는 전원전압 VCC의 기록신호 BLAa, BLAb

를 출력한다. 또한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에 의해 판독 동작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 데이터 기록회로 40a, 40b의 노드

N40은 하이·임피던스 상태로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기록회로 40a는 입력 데이터 DIa가 제공되는 인버터 41, 이 인버터 41의 출력신호와 프로그램 모드 신

호 /PGM의 논리합을 반전하는 부정적 논리합 게이트(이하, 「NOR」이라 함) 42, 또한 NOR 42의 출력신호와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의 논리합을 반전하는 NOR 43, 노드 N40과 접지전위 GND의 사이에 접속되어 NOR 43의 출력신호로 제

어되는 NMOS 44, 전원전압 VCC와 노드 N40의 사이에 접속되어 NOR 42의 출력신호로 제어되는 NMOS 45 및 노드

N40과 접지전위 GND의 사이에 접속되고, 지연회로 50에서 지연된 리셋트 신호 RST1로 제어되는 NMOS 46으로 구성되

어 있다.

  데이터 기록회로 40a, 40b로부터 출력되는 기록신호 BLAa, BLAb는, 컬럼선택신호 Y0, Y1 …로 선택되는 트랜지스터

60a, 60b 등을 통해 인접하는 비트선 BL0, BL1 등에 제공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EPROM의 기록동작은,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워드선 WLi, 짝수선택신호 SEj 또는 홀수선택신호 SOj, 메모리 어레이 선택신호 SSj 및 컬럼선택신호 Yk로 선택된 메모

리셀(11)에 “L”을 기록하는 경우, 입력 데이터 DIa를 “L”로 함으로써, 이 메모리셀(11)의 게이트 전압 Vg는 10V, 드레인

전압 Vd는 VCC+2Vtn(=6V), 소스전압 Vs는 0V가 된다. 이에 따라, 애벌란쉬(avalanche)·핫캐리어에 의한 플로팅 게이

트에의 전자주입이 행해진다. 이에 비해 “H”를 기록하는 경우, 입력 데이터 DIa를 “H”로 함으로써 메모리셀(11)의 게이

트 전압 Vg는 10V, 드레인 전압 Vd는 VCC+2Vtn(=6V), 소스전압 Vs는 VCC-Vtn(=3V)이 되고, 애벌란쉬·핫캐리어는

발생하지 않고, 플로팅 게이트에의 전자주입은 행해지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EPROM에서는, 컬럼선택신호 Yk에 의해 인접하는 비트선 BLk, BLk+1이 동시에 선택되고, 2개의 메모리셀(11)에

대하여, 각각 입력 데이터 IDa, IDb가 기록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 2에서, 워드선 WLn, 짝수선택신호 SE0, 메모리

어레이 선택신호 SS0 및 컬럼선택신호 Y0으로 선택된 메모리셀 11a, 11d에는, 각각 입력 데이터 IDa, IDb가 동시에 기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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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이 “H”일 때, 데이터 기록회로 40a, 40b의 노드 N40은 하이·임피던스 상태로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는 접지전위 GND에의 전류 패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메모리셀(11a∼11d)이 “H”인 경우, 이들 메모리셀

(11a∼11d)을 통해 드레인선 DL0, DL1, DL2, 소스선 SL0, SL1 및 비트선 BL0, BL1은 제어전압 MCD의 VCC+2Vtn까

지 상승한다.

  여기서, 메모리셀 11a에 “H”, 메모리셀 11d에 “L”의 기록을 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이 “L”이 되고, 기

록신호 BLAa, BLAb에 각각 “H”, “L”이 출력된다. 이에 따라 비트선 BL0, BL1은, 각각 VCC-Vtn, GND의 레벨로 설정

된다. 이때, 드레인선 DL1, 소스선 SL0, 비트선 BL0에 충전되어 있었던 전하는, 메모리셀 11b, 11c를 통해, GND 레벨의

비트선 BL1을 통해 방전된다.

  이 방전전류에 의해, 선택되어 있지 않은 메모리셀 11b, 11c에의 오기록이 발생하거나, 메모리셀의 임계치전압 Vt가 상

승해서 액세스 지연이나 동작전원전압의 범위가 변화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본 발명은 오기록이나 액세스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는 반도체 기억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반도체 기억장치는 메모리셀 선택용의 선택신호가 제공되는 복수의 워드선과, 상기 워드선에 직교해서 배치

된 복수의 드레인선 및 소스선과, 상기 복수의 워드선과 상기 복수의 소스선과의 각 교차 개소에 배치되고, 각각 해당 워드

선에 접속된 컨트롤 게이트, 해당 소스선에 접속된 소스, 상기 드레인선에 접속된 드레인 및 플로팅 게이트를 갖는, 전계효

과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복수의 메모리셀과, 기록동작을 지시하는 프로그램 모드 신호보다도 느리게 제공되는 제어신호

에 따라, 데이터의 기록 대상이 되는 메모리셀을 지정하는 어드레스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선택신호를 생성해서 상기 워드

선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수단과, 상기 제어신호가 제공되었을 때에, 상기 선택신호로 선택된 메모리셀에 상기 드레인선

을 통해 데이터 기록용의 고레벨의 제어전압을 출력하고, 그 제어신호가 제공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제어전압을 저레

벨로 해서 출력하는 기록제어수단과, 상기 프로그램 모드 신호로 기록동작이 지시되었을 때에, 상기 선택된 메모리셀에 기

록해야 하는 데이터의 논리값에 대응한 기록전압을 상기 기록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제어전압을 사용하여 생성

하고, 그 선택된 메모리셀에 상기 소스선을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 기록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기록동작을 지시하는 프로그램 모드 신호보다도 타이밍이 느린 제어신호를, 워드선 구동수단과 기록제어

수단에 제공하는 동시에, 이 기록제어수단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기록용의 고레벨의 제어전압을 데이터 기록수단에 제공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 데이터가 데이터 기록수단에 제공되었을 때에는, 선택된 메모리셀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메모리셀도, 드레인과 소스의 전위가 거의 접지전위가 된다. 그 후에 제어신호에 의해 워드선 구동수단으로부터

데이터 기록용의 고레벨의 선택신호가 출력됨과 동시에, 기록제어수단으로부터 데이터 기록용의 고레벨의 제어전압이 생

성되어 데이터 기록수단에 제공된다. 따라서, 데이터 기록 대상이 아닌 메모리셀의 드레인과 소스의 사이에 고전압이 인가

되는 것이 없어져, 오기록이나 메모리셀의 임계치전압의 변동의 원인을 없앨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예]

  EPROM의 메모리 어레이에 있어서의 워드선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회로를, 프로그램 모드 신호보다도 느린 타이밍의

제어신호로 기동시킴과 동시에, 기록용의 제어전압을 발생하는 기록제어회로도, 이 제어신호에 의해 기동한다. 또한 입력

데이터에 근거하여 기록신호를 출력하는 데이터 기록회로에, 기록제어회로에서 발생한 제어전압을 제공하고, 이 제어전압

을 기록신호로서 출력하도록 구성한다. 이에 따라 실제의 기록동작이 행해지기 직전까지, 각 메모리셀의 드레인과 소스의

전위를, 거의 접지전위로 할 수 있고, 기록동작시에 기록 대상 이외의 메모리셀에 방전전류가 흐르는 것이 없어진다.

  본 발명의 상기 배열에 그 다른 목적과 신규한 특징은, 다음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을 첨부도면과 대조해서 읽으면, 보

다 완전하게 밝혀질 것이다. 단, 도면은, 오로지 해설을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을 나타내는 EPROM의 개략 구성도이고, 디코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어드레스 디코더, 기억

된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센스앰프, 데이터 버스와의 사이에서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 입출력을 행하는 입출력 버퍼 등의

회로는 생략되어 있다. 이 도 1에서, 도 2에서의 요소와 공통인 요소에는 공통의 부호가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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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PROM은, 동일구성의 복수의 메모리 어레이 100, 101 …10n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 어레이 100은, 평행하

게 배치된 워드선 WL0, WL1…WLn과, 이들 워드선(WL0∼WLn)에 직교해서 배치된 드레인선 DL0, DL1… 및 소스선

SL0, SL1 …을 가지고 있다. 워드선(WL)과 드레인선(DL)의 각 교차 개소에는, 메모리셀(11)이 접속되어 있다. 메모리셀

(11)은, 다른 전극으로부터 절연된 플로팅 게이트를 갖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고, 컨트롤 게이트가 워드선(WL)

에, 드레인이 드레인선(DL)에, 소스가 소스선(SL)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각 드레인선 DL0, DL1 …은 각각 NMOS 120, 121…을 통해, 기록제어선(13)에 접속되어 있다. 짝수번째의 NMOS 120

…은, 짝수선택신호 SE0으로 온/오프제어되고, 홀수번째의 NMOS 121 …은, 홀수선택신호 SO0으로 온/오프 제어되게 되

어 있다. 또한 각 소스선 SL0, SL1 …은, 메모리 어레이 선택신호 SS0으로 온/오프 제어되는 NMOS 140, 141…을 통해,

비트선 BL1, BO1 …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이 EPROM은, 각 워드선(WL0∼WLn)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회로 200, 201 …20n, 기록제어선(13)을 구동하는

기록제어회로 30A 및 데이터 기록시에 비트 선 BL0, BL1 …을 구동하는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를 가지고 있다.

  각 워드선 구동회로(200∼20n)는 동일한 구성으로, 예를 들면 워드선 구동회로 200은, 도시하지 않은 어드레스 디코더로

부터 제공되는 디코드 신호 DEC0에 따라, 워드선 WL0에 대한 선택신호를 생성해서 출력하는 것이다. 워드선 구동회로

200은, 디코드 신호 DEC0이 “비선택”을 나타내는 “L”일 때에는, 워드선 WL0에 접지전압 GND를 출력한다. 또한 디코드

신호 DEC0이 “선택”을 나타내는 “H”일 때에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제어신호 CON의 “L”, “H”에 따라, 프로그램 전압

VPP(예를 들면 10V)와 전원전압 VCC를 전환하고, 워드선 WL0에 출력하게 되어 있다.

  기록제어회로 30A는, 기준전위 발생부를 가지고 있고, 워드선 구동회로 20과 동일한 제어신호 CON에 의해 제어되고,

이 제어신호 CON이 “L”일 때에, VCC+2Vtn (단, Vtn=약 1V : NMOS의 임계치전압)의 제어전압 MCD를 출력하고, “H”

일 때에는 0.8V의 제어전압 MCD를 출력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는 동일한 구성으로,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에 의해 기록동작이 지정되었을 때(즉 “L”

일 때)에, 입력 데이터 DIa, DIb의 레벨 “L”, “H”에 따라, 노드 N40으로부터 접지전압 GND 또는 제어전압 MCD의 기록신

호 BLAa, BLAb를 출력한다.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에 의해 판독동작이 지정되어 있을 때(즉 “H”일 때)는, 데이터 기

록회로 40Aa, 40Ab의 노드 N40은 하이·임피던스 상태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기록회로 40Aa는, 입력 데이터 DIa가 제공되는 인버터 41, 이 인버터 41의 출력신호와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의 논리합을 반전하는 NOR 42, 또한 NOR 42의 출력신호와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의 논리합을 반전하는

NOR 43, 노드 N40과 접지전위 GND의 사이에 접속되어 NOR 43의 출력신호로 제어되는 NMOS 44 및 기록제어회로 30A

와 노드 N40의 사이에 접속되어 NOR 42의 출력신호로 제어되는 NMOS 45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로부터 출력되는 기록신호 BLAa, BLAb는 컬럼선택신호 Y0, Y1 …로 선택되는 트랜지스

터 60a, 60b 등을 통해, 인접하는 비트선 BL0, BL1 등에 제공되게 되어 있다.

  도 3은 실시예 1의 EPROM의 기록동작시의 신호 파형도이다.

  이하, 이 도 3을 참조하면서, 도 1의 EPROM의 기록동작을 설명한다.

  기록동작이 행해지고 있지 않을 때, 제어신호 CON과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은, 모두 “H” 로 설정되어 있다.

  기록동작이 개시되면, 도 3의 시간 t0에서, 기록 대상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신호 ADR이, 도시하지 않은 어드

레스 디코더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어드레스 디코더로부터, 특정한 메모리 어레이(예를 들면, 메모리 어레이 100)를 선택

하기 위한 메모리 어레이 선택신호 SS0이 출력된다. 또한 이 메모리 어레이 100 중의 1개의 워드선(예를 들면 워드선

WL0)을 선택하기 위한 디코드 신호 DEC0이 워드선 구동회로 200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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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메모리 어레이 선택신호 SS0으로 선택된 메모리 어레이 100이, 비트선(BL)에 접속되고, 선택되어 있지 않은 메모

리 어레이 101∼10n은 이 비트선(BL)으로부터 절연된다. 또한, 선택된 워드선 WL0에 접속된 메모리셀(11)의 컨트롤 게이

트에, 워드선 구동회로 200으로부터 전원전압 VCC(4V)의 선택신호가 공통으로 인가된다. 구동되어 있지 않은 워드선

WL1∼WLn의 전압은, 접지전압 GND가 된다. 또한 선택된 메모리셀(11)의 드레인에는, 기록제어회로 30A로부터 0.8V의

제어전압 MCD가 인가되고, 소스는 소스선(SL)과 비트선(BL)을 통해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에 접속된다.

  시각 t1에서,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이 “L”이 된다. 이때, 제어신호 CON은, “H” 로 설정된 그대로이다. 프로그램 모

드 신호 /PGM이 “L”이 되면,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의 출력측은, 하이·임피던스 상태에서는 없어지고, 입력 데이

터 DIa, DIb에 대응하고, 접지전압 GND 또는 제어전압 MCD(이 시점에서는, 0.8V)가 된다. 단, 이 시점에서는, 데이터 기

록회로 40Aa, 40Ab는 데이터 버스에 접속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력 데이터 DIa, DIb는 풀업되어 “H”를 나타내고, 기록신

호 BLAa, BLAb는 제어전압 MCD와 동일한 0.8V가 된다. 따라서, 기록 대상의 메모리셀 11a, 11d 뿐만 아니라, 이들 인

접하는 메모리셀 11b, 11c도, 드레인과 소스의 전위가 거의 접지전위 GND가 된다.

  시각 t2에서, 도시하지 않은 입출력 버퍼를 통해, 기록의 대상이 되는 입력 데이터 DIa(예를 들면, “L”), DIb(예를 들면,

“H”)가 각각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L”의 입력 데이터 DIa가 제공된 데이터 기록회로

40Aa의 기록 데이터 신호 BLAa는 접지전위 GND가 된다. 한편, “H”의 입력 데이터 DIb가 제공된 데이터 기록회로 40Ab

의 기록 데이터 신호 BLAb는, 제어전압 MCD인 그대로이다.

  시각 t3에서, 제어신호 CON이 “L”로 전환되면, 워드선 구동회로 200으로부터 워드선 WL0에 출력되는 선택신호는, 프

로그램 전압 VPP(10V)가 된다. 또한, 기록제어회로 30A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전압 MCD는 0.8V로부터 VCC+2Vtn으로

상승하고, 이 제어전압 MCD가 선택된 메모리셀 11a, 11d의 드레인과, 데이터 기록회로40Aa, 40Ab에 제공된다. 따라서,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로부터 비트선 BL0, BL1에 각각 출력되는 기록 전압 BLAa, BLAb는 입력 데이터 DIa, DIb

에 대응하고, 각각 접지전압 GND 및 제어전압 MCD(VCC+2Vtn)가 된다.

  이에 따라 어드레스 신호 ADR로 선택되고, “L”의 입력 데이터 DIa를 기록하도록 지정된 메모리셀 11a에는, 컨트롤 게이

트에 VPP(=10V), 드레인에 MCD(=6V), 소스에 GND(=0V)가, 각각 인가된다. 이 메모리셀 11a에서는, 컨트롤 게이트와

소스의 사이의 전압이 고전압(10V), 또한 드레인과 소스의 사이의 전압이 고전압(6V)이 되므로, 드레인과 소스의 사이에

흐르는 전자의 일부가, 그 고전계에 의해 가속되어 에너지를 획득하고, 게이트 절연막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 플로팅 게이

트에 주입된다.

  한편, 어드레스 신호 ADR로 선택되고, “H”의 입력 데이터 DIb를 기록하도록 지정된 메모리셀 11d에는, 컨트롤 게이트

에 VPP(=10V), 드레인에 MCD(=6V) 및 소스에 VCC-Vtn(=3V)이, 각각 인가된다. 이 경우, 컨트롤 게이트와 소스의 사

이의 전압은 7V, 또한 드레인과 소스의 사이의 전압은 3V가 되므로, 드레인과 소스의 사이에 흐르는 전자의 에너지는 작

고, 이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에 주입되는 경우는 없다.

  시각 t4에서, 데이터 기록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면, 프로그램 모드 신호/PGM이 “H”로 됨과 동시에, 워드선 구동회로

20과 기록제어회로 30A에 제공되어 있는 제어신호 CON이 “H”로 된다. 또한, 어드레스 신호 ADR은, 다른 어드레스로 전

환된다. 제어신호 CON이 “H”가 되면, 기록제어회로 30A의 출력 전압은, 0.8V가 된다. 이에 따라 기록제어선(13) 상에 축

적되어 있었던 전하의 방전이 개시되고, 제어전압 MCD는 일정한 시정수를 따라 저하한다.

  제어전압 MCD가 저하하면, 이것에 따라 데이터 기록회로 40Aa∼40Ab의 출력 전압도 저하하고, 비트선 BL에 전위도 저

하한다.

  이상과 같이, 이 실시예 1의 EPROM은,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제어신호 CON에 의해, 워드선 구동회로 20과 기록제어회

로 30A로부터 출력하는 워드선의 선택신호와 제어전압 MCD의 출력 타이밍을 제어함으로써, 기록 대상의 메모리셀 11a,

11d에 데이터를 기록하기(기록 대상의 메모리셀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고전위를 인가함) 전에, 인접하는 메모리셀 11b,

11c의 드레인과 소스의 전위를 거의 접지전위GND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록시에 기록 대상이 되어 있

지 않은 메모리셀 11b, 11c의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고전압이 인가되는 것이 없어져 방전전류가 흐르지 않고, 오기록이 발

생하거나, 메모리셀의 임계치전압 Vt가 상승해서 액세스 지연이나 동작전원전압의 범위가 변화된다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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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2)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2를 나타내는 EPROM의 개략의 구성도이고, 도 1에서의 요소와 공통인 요소에는 공통인 부호

가 부착되어 있다.

  이 EPROM에서는 지연회로(50)를 설치하고, 이 지연회로(50)에 의해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을 지연시켜, 그 지연시

킨 신호를 제어신호 CON1로서, 워드선 구동회로(200∼20n)와 기록제어회로(30A)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연회로

(50)는, 저항, 커패시터, 버퍼 등으로 구성되고, 그 지연량은, 도 3에서의 시각 t1로부터 시작 t3까지 해당하는 시간으로 설

정되어 있다. 그 밖의 구성은 도 1과 같다.

  이 EPROM의 기록동작시의 신호파형은 도 3의 제어신호 CON을 제어신호 CON1과 다른 음으로 읽으면 거의 동일하다.

단, 제어신호 CON1은, 시각 t4에서 “H”로 되지 않고, 소정의 지연시간 후에 “H”가 된다.

  이때,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이 “L”이 되었을 때에 일정시간 느리게 제어신호 CON1을 “L”로 하고, 이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이 “H”일 때에는 항상 “H”의 제어신호 CON1을 출력하는 논리회로를 추가함으로써, 도 3의 제어신호 CON과

동일한 타이밍의 제어신호를 생성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실시예 2의 EPROM은,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을 지연시켜 제어신호 CON1을 생성하는 지연회로

(50)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의 제어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실시예 1과 동일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실시예 3)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을 나타내는 데이터 기록회로 40B의 회로도이다.

  이 데이터 기록회로 40B는 도 1에서의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들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에서의 신호를 사용하여, 워드선 구동회로(200∼20n)와 기록제어회로(30)에 제공하기 위한 제어신호 CON을

생성하는 것이다.

  즉, 데이터 기록회로 40B는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에 더하여, 이들 내부의 NOR 43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S43의

논리합의 부정을 취하는 NOR 51 및 이 NOR 51의 출력측에 접속된 인버터 52, 53으로 구성되는 지연회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연회로로부터 제어신호 CON이 출력되게 되어 있다.

  이 데이터 기록회로 40B에서는, 유효한 입력 데이터 DIa, DIb가 제공될 때까지, 즉 도 3의 시각 t0∼t2 동안은, 각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S43은 “L”이다. 따라서, NOR 51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S51과 제어신호 CON

은 “H”가 된다.

  시각 t2에서, 유효한 입력 데이터 DIa, DIb가 제공되고, 또한, 그 입력 데이터 DIa, DIb 내 적어도 한쪽이 “L”인 경우에,

NOR 51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S51이 “L”이 된다. 그리고, 신호 S51은 인버터 52, 53에서 지연되고, 시각 t3에 제어신호

CON이 “L”로 되어 출력된다. 그 밖의 동작은, 실시예 2와 동일하다.

  이때, 유효한 입력 데이터 DIa, DIb가 모두 “H”인 경우에는 제어신호 CON은 “H”인 그대로, “L”로는 되지 않는다. 다라

서, 이 경우는, 메모리셀에 대한 전하주입에 의한 기록동작은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메모리셀에 전하가 주입되지 않는

것은, “H”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등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이 실시예 3의 데이터 기록회로 40B는, 입력 데이터 DIa, DIb 내의 적어도 한쪽이 “L”일 때에, 데이터 입력

으로부터 소정의 시간만큼 느리게 제어신호 CON을 출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력 데이터가 전부 “H”인 경우

에는 기록동작이 행해지지 않으므로, 실시예 2와 동일한 이점에 더하여, 필요 없는 기록전압의 인가가 없어지고, 메모리셀

의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이점이 있다.

  (실시예 4)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 4를 나타내는 데이터 기록회로 40C의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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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이터 기록회로 40C는, 도 1에서의 데이터 기록회로 40A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로, 동일도면에서의 요소와 공통의

요소에는 공통의 부호가 부착하고 있다.

  이 데이터 기록회로 40C는 데이터 기록회로 40A의 노드 N40과 접지전위 GND의 사이에, NMOS 45보다도 상호 컨덕턴

스 gm이 충분하게 작은 NMOS 46을 접속하고, 이 NMOS 46의 게이트에 NOR 42의 출력신호를 제공하도록 구성한 것이

다.

  이때, 이 데이터 기록회로 40C를 사용한 EPROM에서는, 워드선 구동회로(201∼20n)와 기록제어회로(30A)에 제공하는

제어신호 CON 대신에,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을 사용할 수 있다.

  도 7은 도 6의 데이터 기록회로 40C를 사용한 실시예 4의 EPROM의 기록동작시의 신호 파형도이다.

  기록동작이 행해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은, “H” 로 설정되어 있다.

  기록동작이 개시되면, 도 7의 시각 t10에서, 기록 대상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신호 ADR이 어드레스 디코더에

제공되고, 이 어드레스 디코더로부터, 예를 들면 메모리 어레이 선택신호 SS0과 짝수선택신호 SE0이 메모리 어레이 100

에 제공되며, 워드선 WL0을 선택하는 디코드 신호 DEC0이 워드선 구동회로 200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선택된 메모리

어레이 100이 비트선 BL에 접속되고, 선택되어 있지 않은 메모리 어레이(101∼10n)는, 이 비트선 BL로부터 절연된다. 또

한 선택된 워드선 WL0에 접속된 메모리셀(11)의 컨트롤 게이트에, 워드선 구동회로 200으로부터 전원전압 VCC의 선택

신호가 공통으로 인가된다. 또한 선택된 메모리셀(11)의 드레인에는, 제어전압 MCD가 인가되고, 소스는 소스선(SL)과 비

트선(BL)을 통해 데이터 기록회로 40C에 접속된다.

  시각 t11에서,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이 “L”로 되고, 기록동작이 개시된다. 데이터 기록회로 40Aa, 40Ab의 출력측

은, 하이·임피던스 상태에서는 없어지고, 입력 데이터 DIa, DIb에 대응하고, 접지전압 GND 또는 제어전압 MCD(이 시점에

서는, 0.8V)가 된다. 단, 이 시점에서는, 데이터 기록회로 40Ca, 40Cb는 데이터 버스에 접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력 데

이터 DIa, DIb는 “H”를 나타내고, 기록신호 BLAa, BLAb는 제어전압 MCD가 된다.

  한편, 워드선 구동회로 200으로부터 워드선 WL0에 출력되는 선택신호는, 프로그램 전압 VPP(10V)까지 상승한다. 또한

기록제어회로 30A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전압 MCD는, 0.8V로부터 VCC+2Vtn까지 상승하고, 이 제어전압 MCD가 선택

된 메모리셀 11a, 11d의 드레인과, 데이터 기록회로 40Ca, 40Cb에 제공된다.

  이때, 데이터 기록회로 40Ca, 40Cb에서는, NMOS 47이 온으로 되어 있으므로, 노드 N40의 전위는, 이 NMOS 47과

NMOS 46과의 gm비에 의해, VCC-Vtn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데이터 기록회로 40Ca, 40Cb로부터 비트선 BL0, BL1에

출력되는 기록 전압 BLAa, BLAb는, VCC-Vtn까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

  시각 t12에서, 도시하지 않은 입출력 버퍼를 통과시켜 데이터 버스로부터, 기록의 대상이 되는 입력 데이터 DIa(예를 들

면 “L”), DIb(예를 들면 “H”)가, 각각 데이터 기록회로 40Ca, 40Cb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L”의 입력 데이터 DIa가 주어

진 데이터 기록회로 40Ca의 기록 데이터 신호 BLAa는, 접지전위 GND가 된다. 한편, “H”의 입력 데이터 DIb가 제공된 데

이터 기록회로 40Cb의 기록 데이터 신호 BLAb는, VCC-Vtn인 그대로이다. 이 상태에서, 메모리셀 11a, 11d에 원하는 데

이터가 기록된다.

  시각 t13에서, 데이터 기록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면, 프로그램 모드 신호 /PGM이 “H”가 되고, 어드레스 신호 ADR은

다른 어드레스로 전환되어, 기록동작이 종료한다.

  이상과 같이, 이 실시예 4의 데이터 기록회로 40C는, 노드 N40과 접지전위 GND 사이에 NMOS 46을 추가하고, 기록 데

이터 신호 BLA가 VCC-Vtn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으므로, 기록 대상의 메모리셀 11a, 11d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에, 인접하는 메모리셀 11b, 11c의 드레인과 소스의 전위를 전원전위 VCC 이하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

터 기록시에 기록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메모리셀 11b, 11c의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고전압이 인가되지 않게 되고, 실

시예 2와 동일한 이점이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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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서는 기록동작을 지시하는 프로그램 모드 신호보다도 타이밍이 느린 제어신호를, 워드선 구동수단과 기록제어

수단에 제공하는 동시에, 이 기록제어수단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기록용의 고레벨의 제어전압을 데이터 기록수단에 제공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 데이터가 데이터 기록수단에 제공되었을 때에는, 선택된 메모리셀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메모리셀도, 드레인과 소스의 전위가 거의 접지전위가 된다. 그 후에 제어신호에 의해 워드선 구동수단으로부터

데이터 기록용의 고레벨의 선택신호가 출력됨과 동시에, 기록제어수단으로부터 데이터 기록용의 고레벨의 제어전압이 생

성되어 데이터 기록수단에 제공된다. 따라서, 데이터 기록 대상이 아닌 메모리셀의 드레인과 소스의 사이에 고전압이 인가

되는 것이 없어져, 오기록이나 메모리셀의 임계치전압의 변동의 원인을 없앨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모리셀 선택용의 선택신호가 제공되는 복수의 워드선과,

  상기 워드선에 교차해서 배치된 복수의 드레인선 및 소스선과,

  상기 복수의 워드선과 상기 복수의 소스선과의 각 교차 개소에 배치되고, 각각 그 워드선에 접속된 컨트롤 게이트, 그 소

스선에 접속된 소스, 상기 드레인선에 접속된 드레인 및 플로팅 게이트를 갖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복수의 메

모리셀과,

  기록동작을 지시하는 프로그램 모드 신호보다도 느리게 제공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데이터의 기록 대상이 되는 메모리셀

을 지정하는 어드레스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선택신호를 생성해서 상기 워드선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수단과,

  상기 제어신호가 제공되었을 때에, 상기 선택신호로 선택된 메모리셀에 상기 드레인선을 통해 데이터 기록용의 고레벨의

제어전압을 출력하고, 그 제어신호가 제공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제어전압을 저레벨로 해서 출력하는 기록제어수단과,

  상기 프로그램 모드 신호로 기록동작이 지시되었을 때에, 상기 선택된 메모리셀에 기록해야 하는 데이터의 논리값에 대

응한 기록전압을 상기 기록제어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제어전압을 사용하여 생성하고, 그 선택된 메모리셀에 상기

소스선을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 기록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모드 신호를 지연시켜 상기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지연수단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

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모드 신호로 기록동작이 지시되었을 때에, 상기 선택된 메모리셀에 기록해야 하

는 데이터에 의해 상기 플로팅 게이트에 전하를 축적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제어신호를 생성해서 출력하

는 논리회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4.

  메모리셀 선택용의 선택신호가 제공되는 복수의 워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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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워드선에 교차해서 배치된 복수의 드레인선 및 소스선과,

  상기 복수의 워드선과 상기 복수의 소스선과의 각 교차 개소에 배치되고, 각각 그 워드선에 접속된 컨트롤 게이트, 그 소

스선에 접속된 소스, 상기 드레인선에 접속된 드레인 및 플로팅 게이트를 갖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복수의 메

모리셀과,

  프로그램 모드 신호로 기록동작이 지시되었을 때에, 데이터의 기록 대상이 되는 메모리셀을 지정하는 어드레스 신호에

근거하여 상기 선택신호를 생성해서 상기 워드선을 구동하는 워드선 구동수단과,

  상기 프로그램 모드 신호로 기록동작이 지시되었을 때에, 상기 선택신호로 선택된 메모리셀에 상기 드레인선을 통해 데

이터 기록용의 고레벨의 제어전압을 출력하고, 그 프로그램 모드 신호로 기록동작이 지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제어

전압을 저레벨로 해서 출력하는 기록제어수단과,

  상기 프로그램 모드 신호로 기록동작이 지시되었을 때에, 상기 선택된 메모리셀에 기록해야 하는 데이터의 논리값에 대

응한 기록 전압을 상기 기록제어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제어전압을 사용하여 생성하고, 그 선택된 메모리셀에 상기

소스선을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 기록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기록수단은,

  상기 기록제어 수단의 출력측과 상기 기록 전압을 출력하는 출력노드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데이터의 논리값에 따

른 신호로 도통상태가 제어되는 제1 트랜지스터와,

  접지전위와 상기 출력노드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데이터와는 반대의 논리값에 따른 신호로 도통상태가 제어되는 제

2 트랜지스터와,

  접지전위와 상기 출력노드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데이터의 논리값에 따른 신호로 도통상태가 제어되는 제3 트랜지

스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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