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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스트링과; 상기 스트링은 직렬 접속된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셀들 각각은 부유 게이트(floating gate)와 제어 게이트(control gate)을 
갖고 상기 부유 게이트에 전하를 축적하거나 상기 축적된 전하를 방출함으로써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
그램 가능한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며; 상기 스트링에 접속된 비트 라인과; 상기 비트 라인에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과; 상기 데이터 라인을 통해 외부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데이터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데이터를 유지하는 제 1 래치와; 프로그램 동작에 따른 상기 선택된 메모
리 셀의 상태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동작의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라인에 래치시키기 위
한 제 2 래치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어레이 및 페이지 버퍼의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2는 일반적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을 위한 흐름도;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프로그램 검증 동작시 도 1의 페이지 버퍼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들의 타이밍도;

도 4는 종래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에 따른 셀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어레이 및 페이지 버퍼의 회로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검증 동작시 도 5의 페이지 버퍼를 제어하기 위한 신
호들의 타이밍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매 프로그램 사이클에서 프로그램 검증 동작의 결과를 비교하
기 위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에 따른 셀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보여주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메모리 셀 어레이                    20 : 행 디코더

30 : 페이지 버퍼 그룹                    40 : 열 패스 게이트 회로

110 : 제 1 래치 회로                     120 : 제 2 래치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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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롬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 EEPROM) 셀들을 구비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
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를 전기적으로 쓰고 지울 수 있을 뿐만아니라 리프레시 기능이 필요없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치환 및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메모리 소자 
개발을 위해 메모리 셀의 고집적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 개의 
셀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스트링을 구성하고, 두 개의 스트링들이 하나의 컨택(contact)을 공유하
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NAND type flash memory device)가 제안되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어레이 및 페이지 버퍼에 대한 회로를 보여주는 회
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셀 어레이 (cell array) (10), 행 디코더 (row decoder) 
(20), 페이지 버퍼 그룹 (page buffer group) (30), 그리고 열 패스 게이트 회로 (Y-pass gate circuit) 
(40)을 포함한다.  상기 셀 어레이 (10)는 열 방향으로 신장하는 복수 개의 스트링들 (strings) (12)로 
구성된다.  상기 각 스트링 (12)은 스트링 선택 라인 (string selection line : SSL)에 제어되는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  (string  selection  transistor)  (SSTm  :  m=0,  1,  2,  …,  i),  그라운드  선택  라인 
(ground  selection  line  :  GSL)에 제어되는 그라운드 선택 트랜지스터 (ground  selection  transistor) 
(GSTm),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들 (SSTi, GSTi)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고 대응되는 워드 라인들 (WLn) (n 
= 0, 1, 2, …, j) (j=0∼15)에 각각 제어되는 메모리 셀들 (MCj)로 구성된다.  상기 그라운드 선택 트랜
지스터들 (GSTm)의 소오스는 공통 소오스 라인 (common source line : CSL)에 공통으로 접속되고, 상기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들 (SSTm)의 드레인들은 대응되는 비트 라인들 (BLm)에 각각 접속된다.

상기 행 디코더 (20)는 상기 선택 라인들 (SSL) 및 (GSL)과 상기 워드 라인들 (WL0)∼(WL15)에 접속되고, 
상기 워드 라인들 (WLj)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성화시킨다.  상기 페이지 버퍼 그룹 (30)은 상기 비트 라
인들 (BLi)에 각각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들 (30_m)로 구성된다.  상기 각 페이지 버퍼 (30_m)은 독출 동
작시 선택된 셀의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열 패스 게이트 회로 (40)를 통해 외부로 출력하고, 기입 동작
시 상기 열 패스 게이트 회로 (40)를 통해 외부로부터 인가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
다.

편의상, 하나의 비트 라인 (BL0)에 대응되는 하나의 페이지 버퍼 (30_0)에 대한 회로가 이하 설명되지만, 
나머지 비트 라인들 (BL1∼BLi)에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들 (30_1 ∼ 30_i) 역시 동일한 회로로 구성된다.

상기 페이지 버퍼 (30_0)은 하나의 PMOS 트랜지스터 (M2), 6 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 (M1), (M3)∼(M7), 
상호 래치된 2 개의 인버터들 (IV1) 및 (IV2)로 이루어진 래치부 (50), 그리고 3상 인버터 (IV3)를 포함
한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1)은 비트 라인 (BL0)의 발전 레벨을 제어하거나 상기 비트 라인 (BL0)에 
고전압이 인가될 때 상기 고전압이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 (30_0)로 인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서,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1)의 소오스는 상기 비트 라인 (BL0)에 접속되고,  그것의 드레인은 노드 
(N1)에 연결되며, 그것의 게이트는 신호 (BLSHF)에 의해서 제어된다.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 (M1)의 
드레인, 즉 상기 노드 (N1)에 드레인이 접속된 상기 PMOS 트랜지스터 (M2)는 상기 전원 전압 (Vcc)이 인
가되는  소오스  및  신호  (CURMIR)가  인가되는  게이트를  갖는다.   상기  트랜지스터  (M2)는  상기  신호 
(CURMIR)의 전압 레벨에 따라 상기 비트 라인 (BL0)으로 일정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노드 (N1)과 그라운드 전위 (Vss)에 사이에 채널이 형성되는 NMOS 트랜지스터 (M3)는 그것의 소오스
가 접지되고 신호 (DCB)에 제어됨에 따라 상기 비트 라인 (BL0)을 방전시키거나 상기 페이지 버퍼 (30_
0)의 상태를 그라운드 전위로 설정한다.  신호 (SBL)에 제어되는 NMOS 트랜지스터 (M4)는 상기 래치부 
(50)의 일 노드 (N2)와 상기 노드 (N1) 사이에 전류 통로가 형성된다.  아울러, 상기 트랜지스터 (M4)의 

드레인은 신호들 (Osac) 및 ( )에 제어되는 상기 3상 인버터 (tri-state inverter)을 통
해 상기 입출력 게이트 회로 (40)에 접속된다.   그리고,  프로그램될 데이터는 신호 (SPB)에 제어되는 
NMOS 트랜지스터 (M7)을 통해 상기 래치부 (50)의 일 노드 (N2)로 전달된다.  상기 래치부 (50)의 상기 
타 노드 (N3)은 상기 노드 (N1)에 게이트가 접속된 NMOS 트랜지스터 (M5)와 신호 (Olatch)에 제어되는 
NMOS 트랜지스터 (M6)의 채널들을 통해 접지된다.  상기 트랜지스터들 (M5) 및 (M6)은 비트 라인 (BL0)이 
발전된 결과에 따라 상기 래치부 (50)의 데이터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 2는 일반적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동작을 위한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낸드 
셀들을  위한  프로그램  동작은  데이터  로딩  단계  (S10),  프로그램  동작  수행  단계  (S20),  검증  단계 
(S30), 그리고 판별 단계 (S40)를 포함한다.  도 2의 흐름도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플래시 메모리의 프로
그램 및 검증 동작이 이하 설명된다.

먼저, 프로그램에 진입하기 이전에 프로그램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로딩 단계 (S10)에서 상기 
페이지 버퍼 (예를들면, 30_0)의 래치부 (50)에 로딩된다.  따라서, 프로그램하고자 하는 메모리 셀에 대
응되는 상기 페이지 버퍼 (30_0)의 래치부 (50)는 그라운드 전위 (ground potential) (0V)로 설정되고, 
이와 반대로 프로그램이 금지된 셀에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 (예를들면, 30_1_의 래치부 (50)는 전원 전압 
(Vcc)으로 설정된다.  상기 단계 (S10)에 의해서 페이지 버퍼의 래치부 (50)가 설정되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택된 워드 라인으로 프로그램 전압 (program voltage : Vpgm)을 인가하고 비선택된 워드 라인들
에는 패스 전압 (pass voltage : Vpass)을 인가한다.  그 결과, 그라운드 전위에 대응되는 데이터로 설정
된 래치부 (50)에 관련된 메모리 셀은 F-N 터널링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가 주입되며, 상기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 (threshold voltage : Vth)이 높아진다.  즉,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은 
프로그램된다.

이와 반대로, 전원 전압 (Vcc)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설정된 래치부 (50)에 관련된 메모리 셀은 상기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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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  발생되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선택된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  (Vth)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상기 단계 (S20)에서 수행된다.  계속해서, 상기 프로그램 단계 (S20)에
서 선택된 메모리 셀이 요구되는 드레솔드 전압 (Vth)으로 프로그램되었느지를 판단하기 위한 상기 프로
그램 검증 단계 (S30)가 수행된다.  상기 단계 (S30)를 수행함에 따라 요구되는 레벨로 프로그램이 수행
된 메모리 셀에 대응되는 래치부 (50)는 상기 그라운드 전위 (Vss)에서 상기 전원 전압 (Vcc)로 바뀐다.

따라서, 프로그램 종료 또는 다음 프로그램 루프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는 상기 래치부 (50)에 래치된 상태
에 의해서 판별된다.  즉, 페이지 버퍼들 (30_i)의 각 래치부 (50)에 래치된 데이터에 대응되는 레벨이 
모두 전원 전압 (Vcc)의 레벨이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이와 반대로, 상기 래치부들 (50) 중 적어도 하
나에 그라운드 전위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그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이 충분하게 프로그램될 
때까지 상기 프로그램 루프를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프로그램 검증 동작시 도 3의 페이지 버퍼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들의 타이밍도
이고, 도 4는 종래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에 따른 셀 트랜지스터의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보여주는 도면이
다.

종래 기술에 따른 프로그램 검증 동작이 이하 참조도면들 도 1 내지 도 4에 의거하여 설명된다.  먼저, 
워드 라인 (WL1)이 선택되고, 비트 라인들 (BL0)  및 (BL1)에 각각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들 (30_0)  및 
(30_1)의 각 래치부 (50)에 프로그램될 데이터인 논리적으로 '0'가 로딩되고, 상기 비트 라인 (BL0) 및 
상기 워드 라인 (WL1)에 관련된 메모리 셀 (MC1)이 프로그램 동작 단계 (S20)를 통해 그것의 드레솔드 전
압 (Vth)이 약 1V로 프로그램되고, 그리고 상기 비트 라인 (BL1) 및 상기 워드 라인 (WL1)에 관련된 메모
리 셀 (MC1)의 드레솔드 전압 (Vth)은 0.3V로 프로그램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하에서, 상기 프
로그램 검증 단계 (S30)가 수행되면, 도 3에 도시된 바와같이, 스트링 선택 라인 (SSL), 그라운드 선택 
라인 (GSL), 그리고 비선택된 워드 라인들 (WL0, WL2∼WL15)은 전원 전압 (Vcc)으로 또는 그 보다 높은 
레벨의 전압으로 천이되고,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WL1) 및 상기 공통 소오스 라인 (CSL)은 0V로 유지된
다.

계속해서, 신호 (BLSHF)의 전압 레벨은 소정의 전압 (예를들면, 2.2V)로, 신호들 (SBL) 및 (DCB)의 전압 
레벨은 0V로, 그리고 신호 (CURMIR)의 전압 레벨은 상기 전원 전압 (Vcc)에서 소정 전압으로 천이된다.  
상기한 바이어스 조건에 따라, 상기 비트 라인 (BL0)은 약 0.7V의 드레솔드 전압 (Vth)을 갖는 NMOS 트랜
지스터 (M1)에 의해서 대략 1.5V의 레벨로 챠아지-업되지만, 상기 비트 라인 (BL1)은 셀이 프로그램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셀이 오프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0V로 방전된다.  따라서, 페이지 버퍼 (30_0)의 
노드 (N1)와 페이지 버퍼 (30_1)의 노드 (N1')은 각각 전원 전압 (Vcc)과 그라운드 전위 (Vss)의 레벨로 
천이된다.

다음, 트랜지스터들 (M6) 및 (M14)의 게이트로 인가되는 신호 (Olatch)가 0V에서 전원 전압 (Vcc)로 천이
되면, 상기 비트 라인 (BL0)에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 (30_0) 내의 래치부 (50)의 출력 (set1)은 상기 트
랜지스터들 (M5) 및 (M6)을 통해 상기 그라운드 전위 (Vss)에서 상기 전원 전압 (Vcc)로 바뀌게 된다.  
반면에, 상기 그라운드 전위 (Vss)의 상기 노드 (N1')에 게이트가 접속된 상기 트랜지스터 (M13)이 턴-오
프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비트 라인 (BL1)에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 (30_1)  내의 래치부 (50)의 출력 
(set2)은 계속해서 상기 그라운드 전위 (Vss)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다음 프로그램 사이클에서 페이지 
버퍼 (30_0)에 대응되는 상기 비트 라인 (BL0)의 레벨이 프로그램 금지 조건이 형성되는 전원 전압 (Vc
c)의 레벨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기 비트 라인 (BL0)에 대응되는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 (MC1)은 이후 계
속되는 프로그램 루프에서 그것의 드레솔드 전압 (Vth)이 증가하지 않고 1V의 레벨로 유지된다.  이와 반
대로, 상기 비트 라인 (BL1)에 대응되는 상기 메모리 셀 (MC1)은 그것의 드레솔드 전압 (Vth)이 0.7V 이
상이 될 때까지 반복적인 프로그램 루프에 의해 프로그램된다.  이와같이, 비트-바이-비트(bit-by-bit)로 
상기 검증 단계 (S30)을 수행함으로써 메모리 셀이 과도하게 프로그램 (over-program)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하나의 워드 라인에 공통으로 연결된 메모리 셀들을 동시에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최초의 프로그램 사이클에서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완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램 검증 동작 동안에 선택된 메모리 셀을 통해 흐르는 전류[이하, 셀 전류 (cell 
currrent)라 칭한다.]가 증가하여 공통 소오스 라인 (CSL)의 레벨이 높아지게 된다.  이하, 상기한 바와
같은 CSL 레벨이 증가하는 것을 CSL 노이즈(noise)라 칭한다.  상기 CSL 노이즈는 프로그램 검증 단계 
(S30)에서 실제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 (Vth)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드레솔드 전압 (Vth)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되도록 하기 때문에, 불충분하게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은 상기 프로그램 검증 단계 (S30)
에서 프로그램이 완료된 것으로 판별된다.

예를들면, 상기한 바와같이, 상기 셀 전류 (cell current)에 의해서 상기 CSL 레벨이 약 0.7V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메모리 셀 (예를들면, MC0)이 약 0.3V의 드레솔드 전압 (Vth)으로 프로그램된 경우, 상기 CSL 
레벨의 증가로 인해 상기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 (Vth)이 마치 0.7V인 것처럼 상기 검증 단계 (S30)
에서 판단된다.  이로인해, 상기 비트 라인 (BL1)에 대응되는 상기 메모리 셀 (M0)에 관련된 래치부의 출
력이 그라운드 전위 (Vss)에서 전원 전압 (Vcc)로 바뀌게 된다.  결국,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을 경우 약 
0.3V의  드레솔드  전압  (Vth)을  가지는  상기  메모리  셀  (MC0)은  충분히  프로그램되지  않은 (under-
program)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독출 동작시 온-셀 (on cell)로 판단되어, 디바이스 페일(device fail)을 
유발하게 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비트 라인 (BL1)에  대응되는 상기 메모리 셀  (MC21)의  드레솔드 전압 
(Vth)이 오프-셀 (off cell)의 판단 기준이 되는 드레솔드 전압 (Vth=0.7V)보다 낮은 영역에서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종래 페이지 버퍼들 (30_i)  내부의 각 래치부 
(50)의 출력 (set1)이 한 번 전원 전압 (Vcc)으로 천이되면 신호 (DCB)에 제어되는 NMOS 트랜지스터 (M
3)을 통해 그라운드 전위로 천이되기 이전에 대응되는 비트 라인들 상의 레벨에 관계없이 계속 전원 전압 
(Vcc)으로 유지되는 단향성 (unidirectional) 래치 구조를 갖는 페이지 버퍼 (30_i)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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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양 방향성 (bidirectional) 래치 구조의 페이지 버퍼를 갖는 낸드 플래시 메모
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언더-프로그램 (under-program)을 방지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프로그램 동작시 요구되는 레벨보다 낮거나 높지 않게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바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특징에 의하면,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스트링과; 상기 스트링은 직렬 접속된 복수 개의 메모리 셀
들을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셀들 각각은 부유 게이트(floating gate)와 제어 게이트(control gate)을 갖
고 상기 부유 게이트에 전하를 축적하거나 상기 축적된 전하를 방출함으로써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
램 가능한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며; 상기 스트링에 접속된 비트 라인과; 상기 비트 라인에 대응되는 데
이터 라인과; 상기 데이터 라인을 통해 외부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데이터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의 프
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데이터를 유지하는 제 1 래치 수단과; 프로그램 동작에 따른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의 상태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동작의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라인에 래치시키
기 위한 제 2 래치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 2 래치 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검증 동작의 결과에 따라 상
기 비트 라인에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이 프로그램 금지 상태로 설정된 후, 계속되는 프로그램 동작에서 
상기 비트 라인이 상기 프로그램 금지 상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상태로 재 설정될 때, 상기 제 1 래치 
수단에 의해서 래치된 상기 데이터의 상태를 입력받아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이 충분히 프로그램될 때까
지 상기 데이터 라인의 레벨을 상기 프로그램 상태에 대응되는 레벨로 래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는 낸드 구조로 된 상기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금지 상태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은 전원 전압의 레벨인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상태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은 그라운드 전위의 레벨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래치 수단은, 제 1 제어 신호 (SPB)에 응답하여 온/오프되는 제 1 스위치
와; 상기 제 1 스위치를 통해 전달된 상기 데이터를 래치하는 제 3 래치 수단과; 상기 제 3 래치 수단을 
초기화시키기 위한 제 2 제어 신호 (PBset)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 수단을 상기 그라운드 전위에 연결시키
는 제 2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스위치들은 MOS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래치 수단은, 상기 데이터 라인의 레벨과 상기 제 1 래치 수단의 데이터
의 레벨을 입력받고 제 3 제어 신호 (CTL1)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라인의 레벨이 반전된 신호를 출력하

는 1 반전 수단과; 한 쌍의 제 4 제어 신호들 (Osac, )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반전 수단
의 상기 반전 신호의 위상을 반전시켜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출력하는 제 2 반전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제 3 제어 신호는 상기 한 쌍의 제 4 제어 신호들이 적어도 활성화되기 이전에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반전 수단은, 상기 전원 전압을 위한 제 1 단자와; 상기 그라운드 전위을 
위한 제 2 단자와; 상기 데이터 라인에 접속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단자에 접속된 소오스를 갖는 제 1 
P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소오스와, 상기 제 1 래치 수단에 접
속된 게이트를 갖는 제 2 P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3 제어 신호 (CTL1)가 인가되는 게이트와,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드레인을 갖는 제 1 N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데이터 라인에 접속
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N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에 접속된 드레인 및, 상기 제 2 단자에 접속된 소오스
를 갖는 제 2 NMOS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1 래치 수단에 접속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NMOS 트랜지스터
의 소오스에 접속된 드레인 및, 상기 제 2 단자에 접속된 소오스를 갖는 제 3 N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반전  수단은,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입력 
단자와, 상기 한 쌍의 제 4 제어 신호들이 각각 인가되는 제어 단자들 및, 상기 데이터 라인에 접속된 출
력단자를 갖는 인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프로그램 동작과 상기 프로그램 동작의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 동작을 반
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워드 라인들, 비트 라
인들, 그리고 복수 개의 스트링들을 포함한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각 스트링은 상기 워드 라인들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며, 상기 메모리 셀들 각각은 부유 게이트(floating gat
e)와 제어 게이트(control gate)을 갖고 상기 부유 게이트에 전하를 축적하거나 상기 축적된 전하를 방출
함으로써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며; 상기 비트 라인들에 각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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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데이터 라인들과;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기입될 데이터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의 프로
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 저장 수단 및; 검증 동작의 결과에 대응되는 상기 선
택된 메모리 셀에 관련된 비트 라인의 제 1 레벨과 상기 제 1 저장 수단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응되는 제 
2 레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기 데이터 라인을 프로그램 금지 상태의 레벨로 유지시키고, 상기 제 1 
레벨과 상기 제 2 레벨이 일치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 라인의 레벨을 상기 제 2 레벨로 유지시키는 제 2 
저장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저장 수단은 상기 검증 동작 동안에 상기 비트 라인이 프로그램 금지 
상태의 레벨로 유지된 후, 계속되는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비트 라인 상의 레벨이 가변될 때 상기 
변화된 비트 라인 상의 레벨과 상기 제 2 레벨이 일치되는 경우 상기 비트 라인 상의 레벨이 상기 제 2 
레벨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금지 상태의 레벨은 그라운드 전위에 해당하는 레벨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싱예에 있어서, 상기 제 2 레벨은 전원 전압의 레벨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같은 장치에 의해서, 양 방향성 구조로 된 제 1 및 제 2 래치들을 통해 CSL 노이즈로 인한 언더 프로
그램된 셀들이 계속되는 프로그램 동작에서 재 프로그램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참조도면들 도 5 내지 도 8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신규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기입 데이터를 입력
받아 프로그램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상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 1 래치부 (110)와 메모리 셀의 상
태 (즉, 온 셀 또는 오프 셀)을 판독하여 그 결과를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결과에 대응되는 데이터 (Vcc 
또는 OV)를 데이터 라인으로 전달하는 제 2 래치부 (120)를 갖는 양 방향성 래치 구조의 페이지 버퍼 
(100)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페이지 버퍼 (100)에 의해서, 프로그램 검증 동작시 셀 전류로 인한 CSL 노이즈에 
의해 상기 CSL 레벨이 증가하여 불충분하게 프로그램된 셀이 오프 셀로 판독되더라도 이후 반복되는 프로
그램 사이클에서 상기 불충분하게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이 요구되는 드레솔드 전압 레벨로 안정되게 프로
그램된다.  즉, 프로그램 동작시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의 드레솔드 전압을 요구되는 드레솔드 전압 레벨
보다 낮거나 높지 않게 상기 제 1 및 제 2 래치부들 (110) 및 (120)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함으
로써 상기  불충분하게 프로그램된 셀에  의한  디바이스 에러와 상기  메모리  셀의 오버-프로그램(over-
program) 및 언더-프로그램(under-program)을 방지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어레이 및 페이지 버퍼의 회로를 보여주
는 회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어레이 (10), 행 디코더 (20), 
페이지 버퍼 그룹 (30), 그리고 열 패스 게이트 회로 (40)를 포함한다.  상기 어레이 (10), 상기 행 디코
더 (20), 그리고 상기 열 패스 게이트 회로 (40)는 도 1의 그것들과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갖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된다.  그리고, 도 1의 구성 요소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도 5의 구성 요소
에 대해서 동일한 참조 번호를 병기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 그룹 (30)은 상기 어레이 (10)의 비트 라인들 (BLi)에 각각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들 
(100)로 구성되며, 상기 각 페이지 버퍼 (100)는 2  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 (M17)  및 (M27)과 하나의 
PMOS 트랜지스터들 (M18)과 제 1 및 제 2 래치부들 (110) 및 (120)을 포함한다.  상기 PMOS 트랜지스터 
(M18)와 상기 NMOS 트랜지스터들 (M17) 및 (M27)은 도 1의 MOS 트랜지스터들 (M1), (M2), 그리고 (M3)과 
동일한 기능과 접속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상기 트랜지스터들 (M17), (M18), 그리고 (M27)에 대한 설
명은 여기서 생략된다.  

상기 제 1 래치부 (110)는 상기 열 패스 게이트 회로 (40)를 통해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데이터를 입력받
아 프로그램 동작이 완료될 때 까지 상기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제 1 래치부 (110)는 2 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  (M24)  및  (M25)과  2  개의  인버터들  (IV8)  및  (IV9)로  이루어진  래치  회로  (112)를 
포함한다.  상기 트랜지스터 (M24)는 신호 (SPB)에 응답하여 프로그램 동작시 상기 열 패스 게이트 회로 
(40)을 통해 프로그램될 데이터를 상기 래치 회로 (112)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NMOS 트랜지스
터 (M24)의 채널은 상기 열 패스 게이트 회로 (40)와 상기 래치 회로 (112)의 일 노드 (N5) 사이에 형성
된다.  신호 (PBset)에 제어되는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25)의 채널은 상기 래치 회로 (112)의 타 노드 
(N6)와 접지 사이에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 (M25)는 상기 신호 (PBset)에 응답하여 상기 래
치 회로 (112)의 상기 일 노드 (N5)를 전원 전압 (Vcc)으로 챠아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인
버터 (IV8)의 입력단과 상기 인버터 (IV9)의 출력단은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25)의 드레인, 즉 상기 노
드 (N6)에 공통 접속되고, 상기 인버터 (IV8)의 출력단과 상기 인버터 (IV9)의 입력단은 상기 트랜지스터 
(M24)의 소오스, 즉 상기 노드 (N5)에 공통 접속된다.

상기 제 2 래치부 (120)는 반전부 (122) 및 3상 인버터 (IV7)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반전부 (122)는 2 
개의 PMOS 트랜지스터들 (M19) 및 (M20)과 3 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 (M21), (M22) 및 (M23)로 이루어졌
다.  상기 PMOS 트랜지스터 (M19)의 게이트는 상기 신호 (BLSHF)에 제어되는 상기 트랜지스터 (M17)을 통
해 대응되는 비트 라인 (BLi)에 접속되고, 전원 전압 (Vcc)이 인가되는 소오스를 갖는다.  상기 래치 회
로 (112)의 상기 일 노드 (N5)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 상기 PMOS 트랜지스터 (M22)의 소오스는 상기 트

랜지스터 (M19)의 드레인에 접속되고, 그것의 드레인은 신호들 (Osac) 및 ( )에 제어되는 
상기 3상 인버터 (IV7)을 통해 상기 트랜지스터 (M17)의 드레인, 즉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17)을 통해 
비트 라인 (BLi)에 연결된 노드 (N4)에 접속된다.  신호 (CTL1)에 제어되는 상기 트랜지스터 (M21)의 드
레인은 상기 3상 인버터 (IV7)의 입력단과 상기 노드 (N5)에 접속된 PMOS 트랜지스터 (M20)의 드레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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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접속된 노드 (N7)에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트랜지스터 (M17)을 통해 대응되는 비트 라인 (BLi)에 
게이트가 접속된 상기 트랜지스터 (M22)와 상기 래치 회로 (112)의 일 노드 (N5)에 게이트가 접속된 상기 
트랜지스터 (M23)의 채널들은 상기 트랜지스터 (M21)의 드레인과 접지 사이에 병렬로 형성된다.

도 2의 로딩 단계 (S10)에서 상기 제 1 래치부 (110)에 데이터 '0'이 래치되었을 경우, 프로그램 동작 단
계 (S20)에서 상기 제 1 래치부 (110)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 (예를들면, MC0)은 프로그램된다.  이때, 셀 
전류로 인해 CSL 레벨이 0.7볼트 정도 상승되고 상기 메모리 셀 (MC0)이 불충분하게 프로그램되어 그것의 
드레솔드 전압 (Vth)이 약 0.3볼트인 조건에서, 상기 메모리 셀 (MC0)은 검증 및 판별 단계 (S30)  및 
(S40)을 통해 프로그램된 상태 (즉, 오프 셀)로 판별된다.  이 경우, 상기 셀 (MC0)에 대응되는 비트 라
인 (BL0)의 레벨은 약 1.5볼트로 챠아지-업되고, 그 결과 노드 (N4)의 레벨이 전압 전압 (Vcc)이 된다.  
그 결과, 상기 제 2 래치부 (120)의 트랜지스터들 (M22)가 턴-온되고, 상기 제 1 래치부 (110)에 저장된 
데이터 '0'에 의해서 PMOS 트랜지스터 (M20)가 턴-온된다.  이후, 상기 신호 (CTL1)이 전원 전압 (Vcc)으
로  인가됨에 따라 상기 노드 (N4)는  트랜지스터들 (M21)  및  (M22)과  인버터 (IV7)을  통해 전원 전압 
(Vcc)으로 유지된다.

이후 계속되는 프로그램 사이클에서 프로그램된 셀들이 증가함에 따라 상기 CSL 노이즈는 감소되기 때문
에, 상기 메모리 셀 (MC0)은 오프-셀에서 온-셀로 판별되고, 그리고 상기 비트 라인 (BL0)은 그라운드 전
위  (Vss)로  방전된다.   따라서,  상기  노드  (N4)의  전압은  전원  전압  (Vcc)에서  그라운드  전위로 
천이되고, 상기 제 1 래치부 (110)에 저장된 데이터 '0'와 상기 노드 (N4)의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제 2 
래치부 (120)는 상기 노드 (N4)을 그라운드 전위로 래치시키게 된다.  이로써, 계속되는 프로그램 사이클
에서 상기 불충분하게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 (MC0)은 요구되는 드레솔드 전압 (Vth = 약 1V)을 갖도록 충
분히 프로그램된다.

이와같이, 상기 제 1 래치부 (110)는 외부로부터 인가된 데이터를 프로그램 동작이 완료될 때 까지 저장
하고,  상기  제  2  래치부  (120)는  선택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판별하여  저장하도록  구현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동작 중 셀 전류로 인해 CSL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선택된 메모리 셀들 중 언더-프로그
램된 셀이 존재하더라도, 상기 CSL 레벨이 다시 낮아질 때 상기 언더-프로그램된 셀을 상기 제 1 래치부 
(110)에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 동작되는 상기 제 2 래치부 (120)에 의해 재 프로그램함으로써 언더-프로
그램된 셀들의 드레솔드 전압을 요구되는 레벨로 프로그램하게 된다.  또한, 메모리 셀이 과다하게 프로
그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검증 동작시 도 6의 페이지 버퍼를 제어하기 위한 신
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램 검증 동작의 래치부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도면이다. 그리고, 도 8은 본 발명의 프로그램 검증 동작에 따른 셀 트랜지스터의 드레솔
드 전압 분포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검증 동작은 참조도면들 도 5 내지 도 8에 
의거하여 이하 설명된다.

도 7을 참조하면,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하기 이전에 선택된 메모리 셀들에 저장될 데이터가 단계 (S100)
에서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들에 대응되는 페이지 버퍼들 (100)의 제 1 래치부 (110)에 로딩된다.  다음 
단계 (S100')는 상기 단계 (S100)에서 로딩된 데이터가 저장된 페이지 버퍼들 (100)의 데이터 상태, 즉 
논리적으로 '1' 또는 논리적으로 '0'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0'인 페이지 버퍼
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은 프로그램되지만,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1'인 페이지 버퍼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
은 프로그램 구간 중 프로그램 금지 상태 (program inhibit state), 즉 상기 메모리 셀에 대응되는 비트 
라인을 전원 전압 (Vcc)의 레벨로 유지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은 프로그램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단계 (S110)에서 상기 단계 (S100')의 데이터 상태에 따라 선택된 메모리 셀들에 대한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된다.   상기  프로그램  동작은  앞서  설명된  바와같은  방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하 
생략된다.  계속해서, 상기 단계 (S110)가 수행된 후 검증 단계 (S120)가 수행됨에 따라 단계 (S120')과 
같은 페이지 버퍼의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요구되는 드레솔드 전압 
(Vth)로 충분하게 프로그램된 셀 (SP  :  sufficient  program)과 아직 불충분하게 프로그램된 셀 (IP  : 
insufficient program)로서 CSL 노이즈로 인해 프로그램된 것으로 판단된 메모리 셀들에 대응되는 각 페
이지 버퍼는 논리적으로 '0'에서 '1'로 상태가 변경되고,  아직 프로그램되지 않은 메모리 셀은 상기 단
계 (S100)에서 로딩된 상태 (논리적으로 '0')로 유지되며, 상기 단계 (S100)에서 논리적으로 '1'인 상태
의 페이지 버퍼는 그대로 이전 상태로 유지된다.

상기 검증 단계 (S120)의 동작은 이하 도 6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먼저, 프로그램되지 않는 많은 셀들을 
통해 흐르는 전류, 즉 셀 전류에 의해 CSL 레벨이 0.7V 정도 상승되고, 상기 불충분하게 프로그램된 메모
리 셀 (IP)의 드레솔드 전압 (Vth)이 0.3V라고 가정하자.  상기 단계 (S120)가 수행되기 위한 신호들의 
레벨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다.  즉, 스트링 선택 라인 (SSL), 그라운드 선택 라인 (GSL), 그리고 비선
택된 워드라인들 (예를들면, WL0, WL2∼WL15)은 전원 전압 (Vcc) 또는 그 보다 높은 전압으로 인가되고, 
선택된 워드라인 (예를들면, WL1)은 0V로 인가된다.  이와 동시에, 신호 (BLSHF)의 전압 레벨은 소정 전
압  (예를들면,  2.2V)으로,  신호들  (CTL1),  (SPB),  그리고  (DCB)의  전압  레벨은  0V로,  그리고  신호 
(CURMIR)의 전압 레벨은 전원 전압 (Vcc)에서 소정 전압으로 인가된다.  이로써, CSL 레벨의 상승에 의해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 (MC1)이 오프 셀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 (예를들면, 
MC1)에 관련된 비트 라인 (BL0)은 페이지 버퍼 (100)의 NMOS  트랜지스터들 (M18)  및 (M17)을 통해 약 
1.5V로 챠아지-업되고, 그 결과 노드 (N4)는 전원 전압 (Vcc)의 레벨로 챠아지된다.  상술한 바와같은 검
증 동작을 위한 감지 동작 (sensing operation)이 완료되면, 상기 신호 (CTL1)와 상기 신호들 (Osac) 및 

( )은 순차적으로 0V에서 전원 전압 (Vcc)으로 또는 전원 전압 (Vcc)에서 0V로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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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상기 신호 (CTL1)가 활성화된 후 상기 신호들 (Osac) 및 ( )이 활성화되도록 하
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제 1 래치부 (110)에 접속된 PMOS 트랜지스터 (M20)과 상기 노드 (N4)에 접속
된 NMOS 트랜지스터 (M22)와 상기 신호 (CTL1)에 제어되는 NMOS 트랜지스터 (M21)이 턴-온되고, 상기 신

호들 (Osac) 및 ( )에 제어되는 3상 인버터 (IV7)을 통해 상기 노드 (N4)는 전원 전압 
(Vcc)의 레벨로 래치된다.  따라서, 상기 불충분하게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 (IP)은 계속되는 프로그램 사
이클에서 프로그램 금지 조건이 형성되어 더 이상 프로그램되지 않는다.

이후, 두 번째 프로그램 사이클의 프로그램 단계 (S140)가 수행됨에 따라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들이 증가
되고, 그 결과 상기 CSL 노이즈가 감소된다.  따라서, 상기 두 번째 프로그램 사이클의 검증 단계 (S15
0)에서 상기 불충분하게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 (IP)은 다시 오프-셀에서 온-셀로 판정된다.  즉, 상기 메
모리 셀 (IP)에 대응되는 비트 라인 (BL0) 상의 전압은 상기 메모리 셀 (IP)을 통해 그라운드 전위로 방
전된다.  그리고, 상기 노드 (N4) 역시 그라운드 전위로 방전됨에 따라 상기 제 2 래치부 (120)를 통해 
상기 노드 (N4)는 전원 전압 (Vcc)에서 그라운드 전위로 래치된다.  상기 단계 (S150)의 결과에 따른 페
이지 버퍼의 상태가 단계 (S150')과  같다.   계속해서,  세  번째 프로그램 및  검증 사이클을 수행하게 
되면, 도 7에 도시된 바와같이, 모든 메모리 셀들의 각 드레솔드 전압, 즉 데이터가 요구되는 레벨(예를
들면, 1V)에 대응되는 상태, 즉 논리적으로 '1'로 프로그램된다.  결과적으로, 도 8에 도시된 바와같이, 
프로그램된 메모리 셀들은 샤프한 드레솔드 전압 분포를 가지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같이, 외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 래치 회로와 선택된 셀의 상태를 판별한 데이터를 저장하
고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라인으로 출력하는 제 2 래치 회로를 갖는 양 방향성 래치 구조의 페이
지 버퍼에 의해서 오버-프로그램, 언더-프로그램, 그리고 디바이스 페일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정된 프
로그램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스트링과;

상기 스트링은 직렬 접속된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셀들 각각은 부유 게이트
(floating gate)와 제어 게이트(control gate)을 갖고 상기 부유 게이트에 전하를 축적하거나 상기 축적
된 전하를 방출함으로써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트랜지스터들을 구비하며;

상기 스트링에 접속된 비트 라인과;

상기 비트 라인에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과;

상기 데이터 라인을 통해 외부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데이터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이 완료
될 때까지 상기 데이터를 유지하는 제 1 래치 수단과;

프로그램 동작에 따른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의 상태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동작의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
터를 상기 데이터 라인에 래치시키기 위한 제 2 래치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 2 래치 수단은 상기 프로그램 검증 동작의 결과에 따라 상기 비트 라인에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
이 프로그램 금지 상태로 설정된 후, 계속되는 프로그램 동작에서 상기 비트 라인이 상기 프로그램 금지 
상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상태로 재 설정될 때, 상기 제 1 래치 수단에 의해서 래치된 상기 데이터의 상
태를 입력받아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이 충분히 프로그램될 때까지 상기 데이터 라인의 레벨을 상기 프로
그램 상태에 대응되는 레벨로 래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는 낸드 구조로 된 상기 메모리 셀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
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금지 상태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은 전원 전압의 레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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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 상태에 해당하는 전압 레벨은 그라운드 전위의 레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래치 수단은,

제 1 제어 신호 (SPB)에 응답하여 온/오프되는 제 1 스위치와;

상기 제 1 스위치를 통해 전달된 상기 데이터를 래치하는 제 3 래치 수단과;

상기 제 3 래치 수단을 초기화시키기 위한 제 2 제어 신호 (PBset)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 수단을 상기 그
라운드 전위에 연결시키는 제 2 스위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스위치들은 MOS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래치 수단은,

상기 데이터 라인의 레벨과 상기 제 1 래치 수단의 데이터의 레벨을 입력받고 제 3 제어 신호 (CTL1)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 라인의 레벨이 반전된 신호를 출력하는 1 반전 수단과;

한 쌍의 제 4 제어 신호들 (Osac, )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반전 수단의 상기 반전 신호
의 위상을 반전시켜 상기 데이터 라인으로 출력하는 제 2 반전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
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제어 신호는 상기 한 쌍의 제 4 제어 신호들이 적어도 활성화되기 이전에 활성화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반전 수단은,

상기 전원 전압을 위한 제 1 단자와;

상기 그라운드 전위을 위한 제 2 단자와;

상기 데이터 라인에 접속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단자에 접속된 소오스를 갖는 제 1 P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1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소오스와, 상기 제 1 래치 수단에 접속된 게이트를 갖는 
제 2 P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 3 제어 신호 (CTL1)가 인가되는 게이트와,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드레인
을 갖는 제 1 NMOS 트랜지스터와;

상기 데이터 라인에 접속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N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에 접속된 드레인 및, 상기 제 
2 단자에 접속된 소오스를 갖는 제 2 NMOS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1 래치 수단에 접속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NMOS 트랜지스터의 소오스에 접속된 드레인 및, 상기 
제 2 단자에 접속된 소오스를 갖는 제 3 NMOS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반전 수단은,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입력 단자와, 상기 한 쌍의 제 4 제어 신호들이 각각 인가
되는 제어 단자들 및, 상기 데이터 라인에 접속된 출력단자를 갖는 인버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프로그램 동작과 상기 프로그램 동작의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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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워드 라인들, 비트 라인들, 그리고 복수 개의 스트링들을 포함한 메모리 셀 어레이와;

상기 각 스트링은 상기 워드 라인들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며, 상기 메모리 셀
들 각각은 부유 게이트(floating gate)와 제어 게이트(control gate)을 갖고 상기 부유 게이트에 전하를 
축적하거나 상기 축적된 전하를 방출함으로써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트랜지스터들을 포함
하며;

상기 비트 라인들에 각각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들과;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상기 기입될 데이터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의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상
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 저장 수단 및;

검증 동작의 결과에 대응되는 상기 선택된 메모리 셀에 관련된 비트 라인의 제 1 레벨과 상기 제 1 저장 
수단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응되는 제 2 레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기 데이터 라인을 프로그램 금지 상
태의 레벨로 유지시키고, 상기 제 1 레벨과 상기 제 2 레벨이 일치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 라인의 레벨을 
상기 제 2 레벨로 유지시키는 제 2 저장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 2 저장 수단은 상기 검증 동작 동안에 상기 비트 라인이 프로그램 금지 상태의 레벨로 유지된 
후, 계속되는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비트 라인 상의 레벨이 가변될 때 상기 변화된 비트 라인 상의 
레벨과 상기 제 2 레벨이 일치되는 경우 상기 비트 라인 상의 레벨이 상기 제 2 레벨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 금지 상태의 레벨은 그라운드 전위에 해당하는 레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레벨은 전원 전압의 레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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