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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 및 그에 따른검출방법

요약

본 발명에서는 외부 전원이 공급되는 외부 전원 모드시 시간 지연없이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불휘

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가 개시된다. 상기 전원 검출장치의 구조는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요구

되는 레벨의 전압들을 발생하는 고전압 발생기들과,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발

생된 전압들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제1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고전압 레벨 검출부와,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고, 내부 전원 모드시에는 상기 제1 검출 신호에 응답하여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불휘발성 메모리, 명령 레지스터, 프로그램 콘트롤러, 고전압 발생기, 고전압 레벨 검출부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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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2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내부 전원 모드시 동작 타이밍도

도 3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외부 전원 모드시 동작 타이밍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를 구성하는 고전압 레벨 검출부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를 구성하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내부 전원 모드시 동작 타이밍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외부 전원 모드시 동작 타이밍도

<도면의 주요부분들에 대한 참조 부호들의 설명>

202 : 명령 레지스터 204 : 프로그램 콘트롤러

206 : 고전압 발생기 208 : 타이머

300 : 고전압 레벨 검출부 400 :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

500 : 펄스 발생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인 플래시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

원 검출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소자는 전원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저장된 정보가 소멸되는 휘발성 메모리(volatile

memory)와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정보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불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로 구별된다. 상술한 불휘발성 메모리는 대표적으로 EPROM(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EEPROM

(Ele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및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를 들 수 있다. 이들 중 플

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데이터를 프로그램(program)

할 때에는 EPROM의 구동원리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소거(erase)할 때에는 EEPROM의 구동원리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에 비해 상대적으로 칩(chip)의 크기가 작아 고집적화에 용이하고 고용량화를 구현할 수 있으

며, 시스템 상에서 바로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술한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의 프로그램 및 소거 동작시 전원 전압에 비해서 높은 레벨을 가지는 고전압을 필요로 한

다. 예컨대,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10V 정도의 고전압 및, 5V 내지 6V 정도의 고전압을 필요로 하며, 소거 동작시에는 6V

정도의 고전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3V 정도의 전원 전압에 비하여 높은 레벨의 고전압을 발생하

기 위한 고전압 발생 회로를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이 고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고전압 발생 회로(high voltage

generating circuit)가 미국특허공보 제5280420호에 개시되어 있다.

도 1은 고전압 발생 회로를 구비한 종래 기술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서의 외부 전원장치를 보여주는 블록

도를 도시하고 있다. 또한,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내부 전원 모드시 동작 타이밍도이고, 도 3은 종래

의 기술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외부 전원 모드시 동작 타이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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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기술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기술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는 고전압 발생기들(106a, 106b 및 106c)과, 타이머(108), 고전압 레

벨 검출부(110) 및 펄스 발생기(112)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전원 검출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명령 레지스터

(102)와 프로그램 콘트롤러(104)가 함께 도시되고 있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프로그램 동작시 상기 명령 레지스터(102)는 명령 코드들에 응답하여 프로그램 동작을 알리는 프

로그램 인에이블 신호(PGM)를 발생하며, 프로그램 콘트롤러(104)는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VPP_en)를 발생하고, 상기

고전압 발생기들(106a, 106b 및 106c)은 상기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VPP_en)에 응답하여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

(VPP1, VPP2 및 VPP3)을 각각 발생한다. 상기 고전압 레벨 검출부(110)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Mint) 또는 외부 전원 모

드 신호(Mext)에 응답하여 상기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한 전압들(VPP1, VPP2 및 VPP3)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

달된 경우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검출 신호(VPP_OK)를 출력하고, 상기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한 전압들

(VPP1, VPP2 및 VPP3) 중 어느 하나라도 미리 설정된 시간 내에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설정 시

간(t1)의 경과 후 검출 신호(VPP_OK)를 출력한다. 상기 펄스 발생부(112)는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에서 출력된 검출

신호(VPP_OK)가 인에이블되면 펄스 신호(HV_OK)를 발생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내부 전원 모드시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되는 전압들(1: VPP1, VPP2 및 VPP3)이 요구되는 전압 레

벨(Target Level)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때 검출 신호(VPP_OK)를 출력하고,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되는 전압

들(2: VPP1, VPP2 및 VPP3) 중 어느 하나라도 미리 설정된 시간 내에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

정된 시간(t1)의 경과 후 검출 신호(VPP_OK)를 출력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외부 전원 모드시에도 내부 전원 모드시와 마찬가지로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되는 전압들(3: VPP1,

VPP2 및 VPP3)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Target Level)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때 검출 신호(VPP_OK)를 출력하고,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되는 전압들(4: VPP1, VPP2 및 VPP3) 중 어느 하나라도 미리 설정된 시간 내에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된 시간(t1)의 경과 후 검출 신호(VPP_OK)를 출력한다.

이와 같이 종래의 기술에 의하면, 외부 전원 모드시에도 내부 전원 모드시와 마찬가지로, 고전압 레벨 검출을 함으로써 고

전압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전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된 시간의 경과

후, 프로그램 동작을 위한 검출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외부 전원 모드시에는 불필요한 시간

손실이 발생하고, 전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외부 전원 모드시에는 고전압

레벨 검출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간 지연없이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 셀의 동작이 수행될 수 있는 불휘발성 메모리 소

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 및 그에 따른 검출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외부 전원 모드시 시간 지연없이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이 수행되

도록 하여 시간 손실 및 전원 손실을 저감할 수 있는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 및 그에 따른 검출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테스트 모드시 타임 딜레이 없이 테스트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여 테

스트 타임을 단축하고, 테스트 동작시 사용되는 전원의 손실을 저감할 수 있는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

및 그에 따른 검출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는,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을 발생하는 고전압 발생기들과,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

하여 상기 발생된 전압들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제1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고전압 레벨 검

출부과,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

2 검출 신호를 출력하고, 내부 전원 모드시에는 상기 제1 검출 신호에 응답하여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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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전압 레벨 검출부는 상기 고전압 발생기에서 발생된 전압들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된 경우 이를 각각 검출하

여 제1 제어 신호들을 제공하는 고전압 레벨 검출기들과, 상기 고전압 발생기에서 발생된 전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요구되

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일정 시간의 경과 후 제2 제어 신호를 제공하는 타이머와,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 상기 제1 제어 신호들 및 상기 제2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제1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고전압 검출 신

호 발생기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는 상기 제1 검출 신호와 상기 외부 전원 모드 신호의 반전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낸드 게이트와, 상기 외부 전원 모드 신호와 외부 전원을 입력으로 하는 제2 낸드 게이트와, 상기 제1

및 제2 낸드 게이트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고,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3 낸드 게이트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는,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을 발생하는 고전압 발생기들과, 상기 발생한 전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일정 시간의 경과 후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타이머와,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

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며, 상기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과 상기 제어 신호를 받아들이고, 상기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을

검출하거나 상기 제어 신호를 검출하여 제1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고전압 레벨 검출부와,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고, 내부 전원 모드

시에는 상기 제1 검출 신호에 응답하여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는, 테스트 모드시 외

부 전원이 공급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에서의 전원 검출장치에 사용되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에 있어서: 테스트 모드

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테스트 타임의 딜레이 없이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테스트 동작을 수

행하기 위한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방법은,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을 발생하는 단계와,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발생된 전압들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된 경우 제1 검출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발생된 전압들 중 어느 하나라

도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의 경과 후 제1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외부 전원 모드

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

고, 내부 전원 모드시에는 상기 제1 검출 신호에 응답하여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방법은, 테스트 모드시 외

부 전원이 공급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에서의 외부 전원 검출방법에 있어서: 테스트 모드시 외부 전원 모드 신호를 발

생하는 단계와; 상기 발생한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테스트 타임의 딜레이 없이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테

스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에서의 설명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에게 본 발명의 보다 철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의도없이 예를 들어 도시되고 한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를 구성하는 고전압 레벨 검출부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

원 검출장치를 구성하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상기 첨부된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의 구성 및 동

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는 제1 내지 제3 고전압 발생기들(206a, 206b 및 206c)과,

고전압 레벨 검출부(300)와,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 및 펄스 발생기(50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명령 레지스터(command register, 202) 및 프로그램 콘트롤러(program controller,

204)가 함께 도시되고 있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의 동작시, 예컨대 프로그램 동작시 어드레스 신호들 및 데이터에 의하여 지정된 명령 코드들이 라이

트 인에이블 신호(WEB)에 동기되어 연속적으로 소정 사이클 동안 명령 레지스터(202)에 인가된다. 상기 명령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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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는 상기 어드레스 신호들과 데이터, 즉 명령 코드들에 응답하여 프로그램 동작을 알리는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

(PGM)를 발생하며, 상기 프로그램 콘트롤러(204)는 상기 명령 레지스터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WEB)에 응

답하여 제1 내지 제3 고전압 발생기들(206a, 206b 및 206c)을 인에이블하기 위한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VPP_en)를 발

생한다.

상기 제1 내지 제3 고전압 발생기들(206a, 206b 및 206c)은 상기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VPP_en)에 응답하여 펌핑 동작

을 수행함에 의해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VPP1, VPP2 및 VPP3)을 각각 발생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3개의 고

전압 발생기가 개시되어 있으나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 요구되는 전압 레벨의 수에 따라 고전압 발생기의 수도 조절될

수 있다.

상기 타이머(208)는 상기 제1 내지 제3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한 전압들(VPP1, VPP2 및 VPP3) 중 어느 하나라도 미

리 설정된 시간(t3) 내에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설정된 시간(t3)의 경과 후 제어 신호(VPP_OK1)

를 출력한다. 상기 설정 시간(t3)은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고, 예컨대 5㎲ 내지 15㎲ 정도로 설정될 수

있다.

상기 고전압 레벨 검출부(300)는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Mint)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내지 제3 고

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한 전압들(VPP1, VPP2 및 VPP3)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제1 검출

신호(VPP_OK2)를 출력한다. 또한, 상기 고전압 레벨 검출부(300)는 상기 제1 내지 제3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한 전

압들(VPP1, VPP2 및 VPP3) 중 어느 하나라도 미리 설정된 시간(t3) 내에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으면 상기

설정된 시간(t3)의 경과 후 타이머에서 발생한 제어 신호(VPP_OK1)를 검출하여 제1 검출 신호(VPP_OK2)를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타이머와 고전압 레벨 검출부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나 상기 타이머(208)는 고전압 레벨 검출부에 포

함되어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는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Mext)에 응답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

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2 검출 신호(VPP_OK3)를 출력한다. 또한,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는 내부

전원 모드시 상기 발생한 제1 검출 신호(VPP_OK2)에 응답하여 제2 검출 신호(VPP_OK3)를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는 상기 외부 전원 모드시 고전압 레벨 검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 지연 없는 제2 검출 신호

(VPP_OK3)를 출력한다. 또한,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는 내부 전원의 전압 레벨과 상관없이 상기 외부 전원 모

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Mext)에 응답하여 시간 지연 없는 제2 검출 신호(VPP_OK3)를 출력한다.

상기 펄스 발생부(500)는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에서 출력된 제2 검출 신호(VPP_OK3)가 인에이블되면 상기 불휘발

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바이어스 조건이 달성되었음을 알려주는 펄스 신호(HV_OK)를 발생한다. 상술한 고

전압 레벨 검출부(300) 및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의 구성과 동작들은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를 구성하는 고전압 레벨 검출부(300)는 제1 내지 제3 레벨 검출

기들(302a, 302b 및 302c)과 고전압 검출 신호 발생기(310)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내지 제3 레벨 검출기들(302a, 302b

및 302c)은 상기 제1 내지 제3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되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전압들(VPP1, VPP2 및 VPP3)이 요

구되는 전압 레벨까지 도달하는 것을 검출하고, 그 결과로서 각각의 제어 신호들(VPP1_OK, VPP2_OK 및 VPP3_OK)을

출력한다.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에서 요구되는 전압 레벨의 수에 따라 고전압 발생기의 수가 조절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전압 레벨의 수에 따라 레벨 검출기의 수도 조절될 수 있다.

상기 고전압 검출 신호 발생기(310)는 상기 출력한 제어 신호들(VPP1_OK, VPP2_OK 및 VPP3_OK) 및 내부 전원 모드

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Mint)에 응답하여 제1 검출 신호(VPP_OK2)를 출력한다. 상기 고전압 검출 신호 발생기

(310)는 제1 내부 전원 모드 신호(Mint1)가 인에이블된 경우에는 요구되는 제1 내지 제3 레벨까지 전압들이 모두 도달하

여야 제1 검출 신호(VPP_OK2)를 출력하고, 제2 내부 전원 모드 신호(Mint2)가 인에이블된 경우에는 요구되는 제1 및 제

3 레벨까지 전압들이 도달하여야 제1 검출 신호(VPP_OK2)를 출력한다. 상기 제1 및 제2 내부 전원 모드의 설정은 본 발

명의 일실시예에 불과하며,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 요구되는 내부 전원 모드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한편, 상

기 고전압 검출 신호 발생기(310)는 상기 제1 또는 제2 내부 전원 모드시 요구되는 전압들 중 어느 하나라도 미리 설정된

시간 내에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으면 상기 설정된 시간(t3)의 경과 후 타이머에서 발생한 제어 신호(VPP_

OK1)를 검출하여 제1 검출 신호(VPP_OK2)를 출력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를 구성하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는 제1 내지 제3 낸드

게이트(402, 404 및 406)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낸드 게이트(402)는 상기 제1 검출 신호(VPP_OK2)와 외부 전원 모드 신

호(Mext)의 반전신호를 입력으로 하고, 상기 제2 낸드 게이트(404)는 상기 외부 전원 모드 신호(Mext)와 전원(VC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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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으로 하며, 상기 제3 낸드 게이트(406)는 상기 제1 및 제2 낸드 게이트(402, 404)의 출력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제2

검출 신호(VPP_OK3)를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는 외부 전원 모드시 외부 전원 모드 신호

(Mext)가 인에이블되면 고전압 레벨 검출을 하지 않고, 시간 지연없이 제2 검출 신호(VPP_OK3)를 발생한다. 내부 전원

모드시에는 상기 발생한 제1 검출 신호(VPP_OK2)에 응답하여 제2 검출 신호(VPP_OK3)를 출력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내부 전원 모드시 동작 타이밍도로서, 이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

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내부 전원 모드시 프로그램 콘트롤러(204)는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VPP_en)를 발생하고, 상기 발생한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VPP_en)에 응답하여 제1 내지 제3 고전압 발생기들(206a, 206b 및 206c)은 요구되는 레벨(Target Level)의 전압

들(VPP1, VPP2 및 VPP3)을 각각 발생하기 위하여 펌핑 동작을 수행한다. 이어서, 고전압 레벨 검출부(400)는 제1 내지

제3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되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전압들(5: VPP1, VPP2 및 VPP3)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까지 도

달하는 것(5)을 검출하고, 그 결과로서 발생한 제어 신호와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Mint)에 응답

하여 제1 검출 신호(VPP_OK2)를 출력한다. 한편, 상기 제1 내지 제3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되어 점차적으로 증가하

는 전압들(6: VPP1, VPP2 및 VPP3) 중 어느 하나라도 미리 설정된 시간 내에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으면 설

정된 시간(t3)의 경과 후 제1 검출 신호(VPP_OK2)를 출력한다. 이어서,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는 상기 발생한

제1 검출 신호(VPP_OK2)에 응답하여 제2 검출 신호(VPP_OK3)를 출력하고,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에서 출력된 제

2 검출 신호(VPP_OK3)가 인에이블되면 펄스 발생부(500)에서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펄스 신호

(HV_OK)를 발생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외부 전원 모드시 동작 타이밍도로서, 이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

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술한 내부 전원 모드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 전원 모드시에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에서 외부 전원 모드 신호

(Mext)가 검출되면 고전압 레벨 검출을 하지 않고, 시간 지연없이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 셀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2 검

출 신호(VPP_OK3)를 출력한다. 이어서,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400)에서 출력된 제2 검출 신호(VPP_OK3)가 인에이블

되면 펄스 발생부(500)에서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펄스 신호(HV_OK)를 발생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에 의하면 내부 전원 모드시에는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되는 전압들

이 요구되는 레벨에 도달되면 요구되는 레벨의 도달시 제2 검출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고전압 발생기들에서 발생되는 전

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요구되는 레벨에 도달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제2 검출 신호를 발생한다. 반면, 외부 전

원 모드시에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에서 외부 전원 모드 신호가 검출되는 때에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 셀 동작을 수행하

기 위한 제2 검출 신호가 발생된다. 따라서, 외부 전원 모드시에는 전원이 요구되는 레벨에 도달되는 경우는 물론, 전원이

요구되는 레벨에 도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 지연없이 제2 검출 신호가 발생된다. 따라서,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외부

전원 모드시에는 고전압 레벨 검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 지연없이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여 시간

손실을 저감하고, 전원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테스트 모드시에는 테스트 타임의 딜레이없이 테

스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검출 신호(HV_OK)가 발생되도록 함으로써 테스트 시간을 단축하고, 전원 손실을 줄일 수 있

는 특징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는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다양하게 설계되고, 응용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본 발명에 따른 전원 검출장치는 프로그램 동작 이외에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소거 동작 등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외부 전원 모드시에는 고전압 레벨 검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 지연

없이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외부 전원 모드시 시간 지연없이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여 시

간 손실 및 전원 손실을 저감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은 외부 전원을 사용하는 테스트 모드시 타임 딜레이 없이 테스트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여 테스트 타임을 단

축하고, 테스트 동작시 사용되는 전원의 손실을 저감하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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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 전원 모드시 외부 전원이 공급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불휘발성 메모리 셀을 구비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에 있어서: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을 발생하는 고전압 발생기들;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발생한 전압들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한 경우, 이

를 검출하여 제1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고전압 레벨 검출부; 및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고, 내부 전원 모드시에는 상기 제1 검출 신호에 응답하여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레벨 검출부는 상기 발생된 전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시

간의 경과 후 제1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레벨 검출부는,

상기 고전압 발생기에서 발생된 전압들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된 경우 이를 각각 검출하여 제1 제어 신호들을 제공

하는 고전압 레벨 검출기들;

상기 고전압 발생기에서 발생된 전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일정 시간의 경과 후

제2 제어 신호를 제공하는 타이머; 및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 상기 제1 제어 신호들 및 상기 제2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제1 검출 신호

를 출력하는 고전압 검출 신호 발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4.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 시간의 지연은 5㎲ 내지 15㎲ 정도 지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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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는 상기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시간 지연 없는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는 전원의 전압 레벨과 상관없이 상기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

하여 시간 지연 없는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는

상기 제1 검출 신호와 상기 외부 전원 모드 신호의 반전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제1 낸드 게이트와;

상기 외부 전원 모드 신호와 전원을 입력으로 하는 제2 낸드 게이트와;

상기 제1 및 제2 낸드 게이트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고,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3 낸드 게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검출 신호가 인에이블되면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펄스 발생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전압들은 전원 전압 보다 높은 레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외부 전원 모드시 외부 전원이 공급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불휘발성 메모리 셀을 구비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전원 검출장치에 있어서: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을 발생하는 고전압 발생기들;

상기 발생한 전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일정 시간의 경과 후 제어 신호를 발생하

는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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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며, 상기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과 상기 제어 신호를 받아들이

고, 상기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을 검출하거나 상기 제어 신호를 검출하여 제1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고전압 레벨 검출

부; 및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고, 내부 전원 모드시에는 상기 제1 검출 신호에 응답하여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는 상기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시간 지연 없는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원 모드 검출부는 전원의 전압 레벨과 상관없이 상기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

하여 시간 지연 없는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검출장치.

청구항 14.

외부 전원 모드시 외부 전원이 공급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불휘발성 메모리 셀을 구비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소자에서의

외부 전원 검출방법에 있어서:

고전압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요구되는 레벨의 전압들을 발생하는 단계;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발생된 전압들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된 경우 제1

검출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발생된 전압들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의 경과 후 제1 검

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외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고, 내부 전원 모드시에는 상기 제1 검출 신호에 응답하여 제2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전원 검출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발생된 전압들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된 경우 이를 각각 검출하여 제어 신호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고전압 발생기에서 발생된 전압들이 요구되는 전압 레벨에 도달되지 않는 경우 일정 시간의 경과 후 제어 신호를 제

공하는 단계; 및

내부 전원 모드시 발생하는 내부 전원 모드 신호, 상기 검출된 제어 신호들 및 상기 타이머에서 제공된 제어신호에 응답하

여 제1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전원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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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4항 또는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 시간의 지연은 5㎲ 내지 15㎲ 정도 지연됨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전원 검출방법.

청구항 17.

테스트 모드시 외부 전원이 공급되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에서의 외부 전원 검출방법에 있어서:

테스트 모드시 외부 전원 모드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발생한 외부 전원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테스트 타임의 딜레이 없이 상기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테스트 동작을 수

행하기 위한 검출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전원 검출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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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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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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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558551

- 13 -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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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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