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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의 제어방법 및 그제어회로

요약

본 발명은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의 제어방법 및 그 제어회로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노말 프로그램 동

작시, 독출 동작시 사용하는 'PBDO'를 제어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의 비트라인으로부터 YA 패드로 데이터가 출력되는 데

이터 전송경로와 동일한 데이터 전송경로를 통해 노말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프로그램 동작 시간

을 감소시켜 칩의 전체 프로그램 동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노말 프로그램 동작시 데이터 경로를 단축시켜 소모 전류

를 감소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페이지 버퍼, 노말 프로그램, 캐시 프로그램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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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의 제어회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된 도면

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페이지 버퍼의 상세 회로도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제어회로의 상세 회로도이다.

도 4는 일반적인 페이지 버퍼의 동작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된 상세 회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메모리 셀 어레이

20 : 페이지 버퍼

21 : 비트라인 선택부

22 : 메인 레지스터

23 : 캐시 레지스터

221, 231 : 래치부

30 : 제어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 제어방법 및 그 제어회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노말 프로그램(normal

program) 동작시 프로그램 타임(program time)을 감소시켜 전체 프로그램 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듀얼 레지스터를 갖

는 페이지 버퍼 제어방법 및 그 제어회로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전기적으로 프로그램(program)과 소거(erase)가 가능하며, 일정 주기로 데이터(data)를 재작성하는 리프레시

(refresh) 기능이 필요 없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메모리 소자(memory device)의 개발을 위해서 메모리 소자의 고집적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

서, 프로그램이란 데이터를 메모리 셀에 기입(write)하는 동작을 가리키며, 소거란 메모리 셀에 기입된 데이터를 소거하는

동작을 가리킨다.

메모리 소자의 고집적화를 위해 복수개의 메모리 셀(memory cell)들이 직렬로 접속(즉, 인접한 셀 끼리 드레인 또는 소오

스를 서로 공유하는 구조)되어 한 개의 스트링(string)을 구성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소자(NAND-type flash memory

device)가 개발되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노어 플래시 메모리 소자(NOR-type flash memory device)와 달리

순차적으로 정보를 독출(read)하는 메모리 소자이다. 이러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소자의 프로그램 및 소거는 F-N 터널링

(tunneling) 방식을 이용하여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에 전자를 주입하거나 방출하면서 메모리 셀의 문턱전압

(threshold voltage)을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짧은 시간 내에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하여 페이지 버퍼(page buffer)가 사용된다. 페이

지 버퍼는 입출력 패드(Input/Output PAD, I/O PAD)로부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메모리 셀들로 제공한다.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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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버퍼는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단일 레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소자에서 대용량 데이터 프로그램시 프로그램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듀얼 레지스터(dual register)로 구성하

고 있다.

일례로 도 4에 종래기술에 따른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가 도시되었다. 그리고, 도 4에 도시된 트랜지스터들에

있어서, 'P1 내지 P4'는 PMOS 트랜지스터를 가리키고, 'N1 내지 N18'은 NMOS 트랜지스터를 가리키며, 'HN1 내지 HN4'

는 고전압 NMOS 트랜지스터를 가리킨다.

도 4를 참조하면, 종래기술에 따른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는 프로그램 동작시 입출력 패드로부터 입력되는 데

이터에 따라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메모리 셀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러한 페이지 버퍼는 캐시 레지스터(cash

register, 23)와, 캐시 레지스터(23)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저장한 후 비트라인 선택부(21)의 동작에 따라 메모리 셀 어

레이(10)로 제공하는 메인 레지스터(main register, 22)를 포함한다.

도 4에 도시된 페이지 버퍼의 프로그램 동작시 동작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입출력 패드(YA)가 접지

(ground)상태로 유지된다. 이런 상태에서, 입출력 패드로부터 '1' 데이터가 입력되면 데이터 인(data in) 신호인 제어신호

(DI1)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트랜지스터(N13 및 N14)가 턴-온(turn-ON)되어 캐시 레지스터(23)의 래치부(231)의 입

력단(QAb)은 로우 레벨(LOW level)로 천이된다. 반면, 입출력 패드(YA)로부터 '0' 데이터가 입력되면 데이터 인 신호인

제어신호(nDI)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트랜지스터(N15)가 턴-온되어 캐시 레지스터(23)의 래치부(231)의 출력단(QA)

은 로우 레벨로 천이된다. 즉, 입출력 패드(YA)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 캐시 레지스터(23)의 래치부(231)에는 소

정값을 갖는 데이터가 저장된 후 제어신호(PDUMP)에 의해 턴-온되는 트랜지스터(N16)를 통해 노드(SD)를 경유하여 메

인 레지스터(22)로 전송되어 래치부(221)에 저장된다. 이렇게 메인 레지스터(22)의 래치부(221)에 저장된 데이터는 비트

라인 선택부(21)를 통해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다수의 메모리 셀로 전송되어 프로그램 동작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도 4에 도시된 종래기술에 따른 페이지 버퍼의 경우에는 캐시 프로그램(cache program)시 뿐만 아니라, 노말 프

로그램(normal program)시에도 상기에서 설명한 동작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동작은 노말 프로

그램과 프로그램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데이터를 미리 캐시 레지스터(23)에 저장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캐시 프로

그램으로 분리된다. 여기서, 노말 프로그램이라 함은 한번에 데이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동작을 말한다. 캐시

프로그램이라 함은 여러번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 동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말 프로그램 동작

시에는 입출력 패드로 프로그램 동작 커맨드 신호(command signal), 어드레스 신호(address signal), 데이터, 그리고 노

말 프로그램 동작을 표시하는 노말 프로그램 커맨드 신호(10h)가 입력된다. 반면, 캐시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프로그램 동

작 커맨드 신호, 어드레스 신호, 데이터, 그리고 캐시 프로그램 동작을 표시하는 캐시 프로그램 커맨드 신호(15h)가 입력된

다. 즉, 노말 프로그램 커맨드 신호와 캐시 프로그램 커맨드 신호를 통해 노말 프로그램과 캐시 프로그램을 분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기술에 따른 페이지 버퍼의 경우에는 노말 프로그램 및 캐시 프로그램 동작시 모두 캐시 레지

스터(23)를 경유하여 메인 레지스터(22)로 데이터가 전송된 후 메모리 셀 어레이(10)로 전송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프로그램 동작(노말 프로그램 및 캐시 프로그램 포함)시 캐시 레지스터(23)로부터 메인 레지스터(22)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이 수행되게 된다. 대략 캐시 레지스터(23)로부터 메인 레지스터(22)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3㎲정도가 된다. 물론, 대용량의 데이터를 프로그램하기 위해 사용되는 캐시 레지스터(23)를 사용하는

캐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속도를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노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캐시 레지스터

(23)에서 메인 레지스터(22)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노말 프로그램(normal program) 동작시 프로그램

타임(program time)을 감소시켜 전체 프로그램 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 제어방법 및

그 제어회로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비트라인과 YA 패드 사이에 접속되고, 독출 동작시 독출 인에이

블 신호에 따라 인에이블되는 제1 신호(PBDO)에 따라 동작하여 상기 비트라인으로부터 메모리 셀의 제1 데이터를 상기

YA 패드로 출력하는 트랜지스터와, 제1 및 제2 프로그램 동작시 인에이블되는 제2 신호(DI1 또는 nDI)에 따라 인에이블

되어 상기 YA 패드로부터 제2 데이터를 상기 비트라인으로 전송하는 제1 및 제2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상기 제2 신호를 인에이블시키는 캐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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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제1 레벨로 유지시키며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가 토글될 때마다 상기 제1 신호를 제2 레벨로 출력하여 상기 트랜지

스터를 동작시키고, 상기 제2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상기 캐시 프로그램 신호를 제2 레벨로 유지시켜 상기 제2 신호를 제2

레벨로 출력하여 상기 제1 및 제2 레지스터를 인에이블시키는 페이지 버퍼의 제어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비트라인과 YA 패드 사이에 접속되고, 독출 동작시 독

출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인에이블되는 제1 신호(PBDO)에 따라 동작하여 상기 비트라인으로부터 메모리 셀의 제1 데이

터를 상기 YA 패드로 출력하는 트랜지스터와, 제1 및 제2 프로그램 동작시 인에이블되는 제2 신호(DI1 또는 nDI)에 따라

인에이블되어 상기 YA 패드로부터 제2 데이터를 상기 비트라인으로 전송하는 제 및 제2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듀얼 레지

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 상기 독출 인에이블 신호와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와 캐시 프로그램 신호를 논리 조합

하여 상기 제1 신호를 생성하는 제1 신호 생성부, 및 상기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와 캐시 프로그램 신호를 논리 조합하여 상

기 제2 신호를 생성하는 제2 신호 생성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신호 생성부는 상기 제1 프로그램 동작시 상기 라이트 인

에이블 신호가 토글될때마다 상기 제1 신호를 제1 레벨로 출력하며, 상기 제3 신호 생성부는 상기 제2 프로그램 동작시 상

기 제2 신호를 상기 제1 레벨로 출력하여 상기 제1 및 제2 레지스터를 인에이블시키는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

의 제어회로가 제공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하

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이하에서 개시되는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리킨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 제어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시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구성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페이지 버퍼의 구성도이며,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제어회로의 구성도이

다. 여기서, 도 2에 도시된 참조부호들 중 도 4에 도시된 참조부호와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동일한 요소로

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하에서 설명되는 'REb' 신호는 독출(read)

인에이블 신호이고, 'WEb' 신호는 라이트(write) 인에이블 신호이며, 'CACHE_PGM' 신호는 캐시 프로그램 인에이블 신호

이다. 'CACHE_PGM' 신호는 캐시 프로그램 동작시 '1' 상태로 유지되고, 노말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0' 상태로 유지된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페이지 버퍼 제어방법에서는 노말 프로그램 동작시 제어회

로(30)를 통해 제1 신호(PBDO)를 제어하여 YA 패드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NMOS 트랜지스터(N7)를 통해 메모리 셀 어레

이(10)로 전송한다. 제어회로(30)는 통상 Y-제어회로라 하며, 'REb', 'WEb', 'CACHE_PGM' 신호를 이용하여 노말 프로그

램 동작시 제1 신호(PBDO)를 인에이블('1')시켜 NMOS 트랜지스터(N7)를 턴-온시킨다. NMOS 트랜지스터(N7)가 턴-온

됨에 따라 YA 패드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는 NMOS 트랜지스터(N7)를 통해 메모리 셀 어레이(10)의 비트라인(BLe,

BLo)들 중 어느 하나로 전송된다. 이때, NMOS 트랜지스터(N5)는 턴-온 상태로 유지된다. 이러한, 제어회로(30)는 도 3

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회로(30)는 제1 신호 발생부(31)와 제2 신호 발생부(32)를 포함한

다. 제1 신호 발생부(31)는 낸드 게이트(NAND gate, NAND1), 노아 게이트(NOR gate, NOR1) 및 인버터(INVerter,

INV1 내지 INV3)을 포함한다. 제2 신호 생성부(32)는 낸드 게이트(NAND2 내지 NAND3), 노아 게이트(NOR2), 인버터

(INV4 내지 INV16), PMOS 트랜지스터(P1 내지 P4), NMOS 트랜지스터(N1 내지 N4)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제어회로(30)의 동작특성과 이에 따란 페이지 버퍼 제어방법에 대해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노말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REb'는 하이레벨로 유지되고, 'CACHE_PGM'는 로우레벨로 유지된다. 이런 상태에서

'WEb'가 토글(toggle)될 때마다 제1 신호(PBDO)는 하이레벨로 출력된다. 구체적으로, 'CACHE_PGM'이 로우레벨로 입

력되면, 노아 게이트(NOR1)는 'WEb'에 따라 하이레벨 또는 로우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예컨대, 'WEb'가 로우레벨로 입

력되면, 노아 게이트(NOR1)는 하이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이 신호는 인버터(INV1)에 의해 로우레벨로 반전된다. 낸드

게이트(NAND1)는 하이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제1 신호(PBDO)는 하이레벨로 출력되게 된다. 즉, 'WEb'가 로

우레벨 상태마다 제1 신호(PBDO)는 하이레벨로 출력된다. 제1 신호(PBDO)가 하이레벨로 천이되어 트랜지스터(N7)가

턴-온된다.

한편, 노말 프로그램 동작시 'REb'는 하이레벨로 유지되고, 'CACHE_PGM'는 로우레벨로 유지됨에 따라 제2 신호(DI1과

nDI)는 로우레벨이 된다. 이에 따라, NMOS 트랜지스터(N13 내지 N15)가 턴-오프되어 캐시 레지스터(23)는 인에이블되

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로, 노아 게이트(NOR2)는 'CACHE_PGMb'가 하이레벨로 입력됨에 따라 'WEb'와 무관하게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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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이에 따라, 'DIEN'은 로우레벨로 출력되고, 'DL_DLS'는 하이레벨로 출력되고, 'DOEN'는 로

우레벨로 출력되고, 'DL_SFTb'는 하이레벨로 출력된다. 'DIEN'가 로우레벨로 출력됨에 따라 'DL'의 상태와 무관하게 제2

신호(DI1과 nDI)는 모두 로우레벨이 된다. 따라서, 캐시 레지스터(23)는 인에이블되지 않게 된다.

캐시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REb'는 하이레벨로 유지되고, 'CACHE_PGM'은 하이레벨로 유지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WEb'

의 상태와 무관하게 제1 신호(PBDO)는 항상 로우레벨로 출력된다. 제1 신호(PBDO)가 로우레벨로 출력됨에 따라 트랜지

스터(N7)는 턴-오프되어 NMOS 트랜지스터(N7)를 경유한 데이터 전송경로는 차단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CACHE_

PGM'이 하이레벨로 입력되면 노아 게이트(NOR1)는 'WEb'와 무관하게 로우레벨을 출력한다. 노아 게이트(NOR1)의 출력

신호는 인버터(INV1)에 의해 하이레벨로 반전되어 낸드 게이트(NAND1)로 입력된다. 낸드 게이트(NAND1)는 'REb'가 하

이레벨로 입력됨에 따라 로우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제1 신호(PBDO)는 로우레벨로 출력된다.

한편, 캐시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캐시 레지스터(23)가 인에이블되어 도 4에 도시된 단계(①,②,③,④)로 데이터가 비트라

인(BLe, BLo) 중 어느 하나로 입력된다. YA 패드로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 제2 신호(DI1과 nDI) 중 어느 하나가 하이레

벨이 된다. 통상 데이터가 '1'인 경우 제2 신호(nDI)가 하이레벨이 되어 NMOS 트랜지스터(N15)가 턴-온되고, '0'인 경우

제2 신호(DI1)가 하이레벨이 되어 NMOS 트랜지스터(N13, N14)가 턴-온된다. 구체적으로, 'REb'는 하이레벨로 유지되

고, 'CACHE_PGM'은 하이레벨로 유지된다. 노아 게이트(NOR2)는 'CACHE_PGMb'가 로우레벨로 입력되고, 'WEb'가 로

우레벨로 입력되면 하이레벨의 신호를 출력한다. 이에 따라, 'DIEN'은 하이레벨이 되고, 'DL_DLS'는 로우레벨이 되고,

'DOEN'은 하이레벨이 되고, 'DL_SFTb'는 로우레벨이 된다. 'DL_SFTb'가 로우레벨로 출력됨에 따라 PMOS 트랜지스터

(P7)는 턴-온되어 로우레벨을 갖는 신호를 출력하는 인버터(INV13)에 의해 PMOS 트랜지스터(P10)는 턴-온된다. 이때,

PMOS 트랜지스터(P9)는 하이레벨을 갖는 'DOEN'에 의해 턴-온된다. 이에 따라, 노드(DL)가 하이레벨로 천이하여 제2

신호(DI1)는 하이레벨이 되고, 제2 신호(nDI)는 로우레벨이 된다.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N13, N14)는 턴-온되고,

NMOS 트랜지스터(N15)는 턴-오프되며, 이에 따라, YA 패드로 입력되는 데이터('0')는 NMOS 트랜지스터(N13, N14)를

경유하여 캐시 레지스터(23)의 래치부(231)로 전송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 제어방법은 독출 동작

시와 마찬가지로 노말 프로그램 동작시에 도 2에 도시된 제1 신호(PBDO)를 인에이블시켜 NMOS 트랜지스터(N7)를 턴-

온시키는 한편, 캐시 레지스터(23)를 디스에이블(disable)시킨다. 이에 따라, YA 패드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캐시 레지스

터(23)를 경유하지 않고 NMOS 트랜지스터(N7)를 통해 직접 비트라인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캐시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캐시 레지스터(23)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

이지 버퍼 제어방법은 프로그램 동작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

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

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노말 프로그램 동작시, 독출 동작시 사용하는 제1 신호(PBDO)를 제어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로부터 YA 패드로 데이터가 출력되는 데이터 전송경로와 동일한 전송경로를 통해 노말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 동작 시간을 감소시켜 칩의 전체 프로그램 동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노말 프로그램 동작시

데이터 경로를 단축시켜 소모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트라인과 YA 패드 사이에 접속되고, 독출 동작시 독출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인에이블되는 제1 신호(PBDO)에 따라 동

작하여 상기 비트라인으로부터 메모리 셀의 제1 데이터를 상기 YA 패드로 출력하는 트랜지스터와, 제1 및 제2 프로그램

동작 시 인에이블되는 제2 신호(DI 또는 nDI)에 따라 인에이블되어 상기 YA 패드로부터 제2 데이터를 상기 비트라인으로

전송하는 제1 및 제2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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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프로그램 동작시에는 상기 제2 신호를 인에이블시키는 캐시 프로그램 신호를 제1 레벨로 유지시키며 라이트 인

에이블 신호가 토글될 때마다 상기 제1 신호를 제2 레벨로 출력하여 상기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고, 상기 제2 프로그램 동

작시에는 상기 캐시 프로그램 신호를 제2 레벨로 유지시켜 상기 제2 신호를 제2 레벨로 출력하여 상기 제1 및 제2 레지스

터를 인에이블시키는 페이지 버퍼의 제어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가 NMOS 트랜지스터인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의 제어방법.

청구항 3.

비트라인과 YA 패드 사이에 접속되고, 독출 동작시 독출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인에이블되는 제1 신호(PBDO)에 따라 동

작하여 상기 비트라인으로부터 메모리 셀의 제1 데이터를 상기 YA 패드로 출력하는 트랜지스터와, 제1 및 제2 프로그램

동작시 인에이블되는 제2 신호(DI 또는 nDI)에 따라 인에이블되어 상기 YA 패드로부터 제2 데이터를 상기 비트라인으로

전송하는 제1 및 제2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에 있어서,

상기 독출 인에이블 신호와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와 캐시 프로그램 신호를 논리 조합하여 상기 제1 신호를 생성하는 제1

신호 생성부; 및

상기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와 캐시 프로그램 신호를 논리 조합하여 상기 제2 신호를 생성하는 제2 신호 생성부를 포함하

며,

상기 제1 신호 생성부는 상기 제1 프로그램 동작시 상기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가 토글될때마다 상기 제1 신호를 제1 레벨

로 출력하며,

상기 제2 신호 생성부는 상기 제2 프로그램 동작시 상기 제2 신호를 상기 제1 레벨로 출력하여 상기 제1 및 제2 레지스터

를 인에이블시키는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의 제어회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가 NMOS 트랜지스터인 듀얼 레지스터를 갖는 페이지 버퍼의 제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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