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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기억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동작모드를 설명하기 위한 도표.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독출동작 타이밍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회로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어드레스 입력수단의 회로도.

제6도는 본 발명의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 발생회로의 회로도.

제7도는 시프트 레지스터회로의 회로도.

제8도는 시프트 레지스터회로의 회로도.

제9도는 제5도에 도시된 어드레스 입력수단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내부신호 타이밍차트.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독출제어프로그램 시퀸스도.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를 다수개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의 접속예.

제1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기록동작 타이밍도.

제13도는 본 데이타 레지스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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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기록동작 타이밍도.

제15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기록제어프로그램 시퀸스도.

제1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레지스터 독출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타이밍도.

제17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출력회로의 회로도.

제18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에 설치되는 어드레스 레지스터 독출제어회로의 회로도.

제19도는 제17도에 도시된 출력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내부신호 타이밍차트.

제20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전원투입시의 리세트동작 타이밍도.

제21도는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의  전원투입시의  리세트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명령회로와 
리세트신호 발생회로를 나타낸 회로도.

제22도는 메모리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23도는 메모리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24도는 메모리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25도는 종래의 독출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26도는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장치의 블록도.

제27도는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장치의 동작모드를 설명하기 위한 도표.

제28도는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장치의 독출동작 타이밍도.

제29도는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장치의 기록동작 타이밍도.

제30도는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장치의 독출을 위한 제어프로그램 시퀸스도.

제31도는 종래의 불휘발성 반도체장치의 기록을 위한 제어프로그램 시퀸스도.

제32도는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다른 예.

제33도는 래치회로의 상세도.

제34도는 랜덤 억세스와 시리얼 억세스의 1사이클분에 대한 주요 신호의 타이밍차트.

제35도는 데이타 레지스터내의 데이타를 데이타 출력버퍼에 전송하는 회로.

제36도는 펄스신호(PUL2)를 출력하는 회로.

제37도는 종래의 데이타 레지스터로의 기록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

제38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데이타 레지스터로의 기록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

제39도는 본발명의 실시예로서 감지증폭기/데이타 레지스터의 일예를 나타낸 회로도.

제40도는 종래예의 블록도.

제4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회로도.

제4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블록도.

제4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타이밍차트.

제4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타이밍차트.

제4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회로도.

제4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타이밍차트.

제4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타이밍차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5 : 열어드세스 버퍼회로         107 : 행어드레스 버퍼회로

109 : 명령디코더                        ABUF0∼ABUF8 : 어드레스 버퍼회로

CINV1∼CINV10 : 클럭제어형 인버터 

CM : 전류미러회로                     LAT : 래치회로                       

NAND1∼NAND5 : 낸드게이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기억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페이지 단위로 독출 및  기록 가능한 반도체 기억장
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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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기술 및 그 문제점]

최근의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특히  낸드(NAND)형 EEPROM
에서는  기록·소거시에  메모리셀에  흐르는  전류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  페이지단위(256비트∼수 K비
트)로  독출  및  기록이  행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낸드형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로서는  현재 4M
비트의  기억용량을  갖춘  것이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1989-ISSCC  An  Experimental  4Mb  EEPROM  with  a 
NAND Structured Cell).

제22도(a)는  8개의  부유게이트구조를  갖춘  메모리셀(mc)이  비트선과  소오스간에  접속되어  구성되는 
2개의  낸드속(NAND  束)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독출시  선택된  메모리셀의  선택게이트는 로우레벨
로  설정되고,  낸드속중  나머니  7개의  메모리셀의  선택게이트는  하이레벨로  설정된다.  또  비트선과 
낸드속간의  선택  트랜지스터(T1)의  게이트[선택선  SL(1)]와,  접지(GND)와  낸드속간의 선택트랜지스
터(T2)의  게이트[선택선  SL(2)]는  하이레벨로  설정된다.  낸드구조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제22도(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록된  메모리셀의  임계치가  정(正)으로  분포되지만,  낸드속중의 비
선택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압(H레벨)보다  기록선의  임계치가  낮은  값으로  되도록  메모리셀로의 전자
주입량은  제어된다.  이  때문에  선택메모리셀의  임계치전압이  정인  경우에는  비트선(BL)과 접지(GN
D)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비트선(BL)이  하이레벨로  된다.  그에  반하여  선택메모리셀의 임계치전
압이  부(負)인  경우에는  비트선(BL)과  접지(GND)간에  전류가  흘러서  비트선(BL)이  로우레벨로  된다. 
이러한 비트선의 전위를 감지해서 메모리셀의 독출을 행한다.

이어서  기록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제23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택된  메모리셀의 선택게이트에
는  20V  정도의  고전압(VPP)이  이  행디코더에  의해  공급되고,  동일한  낸드속의  다른  7개의 메모리셀
의  선택게이트에는  10V  정도의  중간전압(VP1)이  공급된다.  또한  다른  낸드속의  선택게이트에는  0V가 
공급된다.  이때  선택된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낸드속과  비트선간의  선택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압은 
12V로  설정되고  낸드속과  소오스선간의  선택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압은  0V로  설정된다.  이러한 상태
에서  비트선을  0V로  하면  선택트랜지스터에  의해  선택된  낸드속중의  모든  메모리셀의  드레인과 소오
스  및  첸널의  전압이  0V로  되기  때문에  선택된  메모리셀의  선택게이트와  첸널간에  20V의  전위차가 
발생하여  기판으로부터  전자가  부유게이트에  주입되게  된다.  이때  동일한  낸드속중의  다른  7개의 메
모리셀의  선택게이트와  첸널간에는  10V의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지만,  10V의  전위차에서는  전자의 주
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부유게이트와  첸널간의  산화막  두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7개의 
메모리셀에는  0의  데이타가  기록되지  않게  된다.  또  비트선을  10V  정도의  기록금지 드레인전압
(VDP1)으로  설정하면,  선택된  메모리셀의  선택게이트와  첸널간의  전위차가  10V  정도로  되어  기록이 
행해지게  된다.  이때  동일한  낸드속중의  다른  7개의  메모리셀의  선택게이트와  첸널간에는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행해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선택된  메모리셀에  0의  데이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비트선에  0V를  공급하고,  1의 
데이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비트선에 VIPI의 전압을 공급함으로써 데이타의 기록을 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거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판을  20V(VPP)로  설정하고 
선택케이트를  0V로  설정해서  부유게이트중의  전자를  기판으로  뽑아냄으로써  소거가  행해진다.  이때 
선택게이트의  게이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선택선은  20V(VPP)로  설정된다.  또  메모리셀 어레
이내의  P-N  접합부가  순바이어스(forward  bias)상태로  되지  않도록  비트선과  소오스선은 개방(ope
n)되어 거의 VPP의 전위로 된다.

이와  같이  턴널전류에  의해  기록이  행해지는  낸드구조의  반도체  메로리에서는  기록시에  비트선에 흐
르는 전류가 작기 때문에 수 1000개의 메모리셀에 동시에 기록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5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4M  낸드구조를  갖춘  반도체  메모리의  동작모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으로,  제25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방향으로  512비트×81/O=4096개의  비트선이  배치되고, 행방
향으로  128낸드속×8비트=1024개의  워드선이  배치되어  있다.  이  메모리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각 비
트선에  접속된  각  데이타  레지스터에  I/O  버퍼회로로부터  512회  데이타를  입력한 다음에[제25도
(b)],  4096비트에  일괄적으로  기록이  행해진다.[제25도(c)].  또  독출시에는  메모리셀의  데이타를 데
이타  레지스터에  전송한  다음에  독출하는  랜덤독출모드[제25도(d)]와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만을 
독출하는  페이지내(page  內)  독출모드[제25도(e)]로  분류된다.  행어드레스(페이지  어드레스)가 절환
되는  경우에는  랜덤독출상태로  되어  메모리셀의  독출에  10μsec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열어드레스
(페이지내  어드레스)가  절환되는  경우에는  페이지독출이  가능하게  되어  70nesc의  고속독출이 행해진
다.  제26도는  이와  같이  구성된  반도체  메모리의  블록계통도로서,  각  비트선에는  비트선의  전위를 
판정하여  메모리셀의  데이타를  독출하는  감지증폭기회로와,  독출  및  기록시의  데이타를  래치시켜 두
는  데이타  레지스터가  접속되어  있다.  또  이러한  데이타  레지스터는  열어드레스에  대응하여  선택된 
열디코더의  출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데이타의  출력  및  입력이  행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행어
드레스  버퍼에  의해  구성되는  행디코더회로는  선택된  워드선과,  선택된  메모리셀을  포함하는 낸드속
의  다른7개의  워드선  및,  다른  낸드속의  워드선에  독출,  기록,  소거의  각  모드  I/O  버퍼회로로부터 
입력되는  명령코드에  의해  제어된다.  명령데이타는  제2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제어신호(NWE)의 
클럭에  의해  명령레지스터에  취입되고,  이렇게  취입된  명령코드에  대응하는  명령디코더의  출력에 의
해  칩의  동작이  결정된다.  제28도는  제27도의  동작모드에서의  페이지독출과  페이지내  출의  타이밍을 
나타낸  도면으로,  행어드레스가  절환된  경우의 억세스시간(tACC )은  10μsec  정도로  늦지만, 열어드레

스가  절환된  경우의  억세스시간(tPAC)은  70nsec  정도로  고속이기  때문에  1페이지  연속독출인  경우의 
평균  억세스  시간은  (10μsec+70μsec×511)/512=89.3nsec  정도로  고속독출이  가능하게  된다. 제29
도는  시리얼  데이타  입력후에  일괄기록을  행하는  경우의  입력파형의  타이밍을  나타낸  것으로,  먼저 
I/O  버퍼로부터  [40]의  명령코드가  입력되면  제어회로에  의해  칩은  512바이트의  시리얼  데이타 입력
모드로  되어  외부제어신호(NWE)의  클럭에  의해  행어드레스  및  512바이트의  데이타  입력을  행하게 된
다.  제512바이트째의  데이타가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4096비트의  데이타  기록이  행해지게  된다.  그후 
데이타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자는  [CO]의  명령을  입력하여  고전압을 방전
하는  복구(recovery)  시간후에  열어드레스를  인크리먼트하고  나서  전체  열어드레스  데이타를 독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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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증동작을  행하게  된다.  독출된  데이타가  이미  기록된  데이타와  다른  경우에는  다시  사용자는 
[40]의  명령을  입력하여  기록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메모리에  있어서 임의
의 번지로부터 임의의 길이를 갖는 데이타를 독출 및  기록할 경우,  메모리 제어칩은 이  메모리의 열
번지와  행번지를  식별해서  페이지  어드레스가  절환될  때에는  10μsec  후에  데이타  독출을  행하고, 
페이지내  어드레스가  절환될  때에는  70nese후에  데이타  독출을  행하도록  EEPROM으로  억세스해야 한
다.  제30도(a)는  3개의  열어드레스(A0∼A2)와  6개의  행어드레스(A3∼A8)로  구성된  반도체  메모리의 
2번지로부터  1F번지까지의  연속데이타를  독출하는  경우의  메모리  제어칩  프로그램의  시퀸스를 나타
낸  도면이고,  제30도(b)는  그  개념을  나타낸  도면이다.  최초의  독출시에는  메모리셀  데이타를 데이
타  레지스터로  전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억세스시간은  10μsec로  된다.  이어서  2번지부터 7번지까
지는  열어드레스만  절환되므로  열어드레스를  인크리먼트하고나서  70nsec로  독출동작을  행한다. 다음
으로  8번지로  도는  행어드레스가  절환되기  때문에  다시  메모리셀  데이타를  데이타  레지스터로 전송
할  필요가  있어  억세스시간은  10μsec로  된다.  또  8번지로부터  F번까지는  70nsec의  연속독출로 

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사용하는  반도체  메모리의  1페이지내의  비트수를  고려하여 
독출속도를  변화시킨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문에  사용할  반도체  메모리의 1페이지
내의 비트수가 변화하면 다시 메모리 제어칩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제31도(a)는  제30도와  마찬가지로  열어드레스  및  행어드레스구성의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기록이 
행할  경우의  메모리  제어칩  프로그램의  시퀸스를  나타낸  것이다.  제29도의  입력파형  타이밍에서도 
나타낸  바와  같이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는  1페이지분의  데이타를  입력함으로써  기록동작이 행해지도
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문에  제31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2번지로부터  7번지까지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0번지와  1번지에  더미(dummy)의  불필요한  데이타를  입력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데 1페이지
가  512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비트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511비트의  불필요한  데이타  입력을 
행할  필요가  있다.  또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프로그램후의  정상적으로  기록이  행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프로그램검증모드에서  독출을  행하여  프로그램  데이타와  비교해서  재차  기록을  행할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에  데이타  기록을  행할  경우에는 
메모리  제어칩의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되어  반도체  메모리로의  데이타  기록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문
제가 있었다. 

그리고  종래의  페이지단위로  독출  및  기록가능한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는  연속데이타  독출시에 이
전의  어드레스와  동일  페이지  어드레스내의  독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메모리  제어칩이  판단하기 위
해  1페이지의  비트수가  다른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제어칩의  프로그램을 변경
할  필요가  있었다.  또  1페이지의  비트수가  다른  반도체  메모리를  다수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제어칩을  각각의  반도체  메모리의  1페이지의  어드레스길이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또
한  기록시에는  1페이지  이하의  데이타  길이의  기록에서도  1페이지분의  데이타를  입력할  필요가 있어
서 기록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하드  디스크의  기억데이타는  512바이트  단위로  관리되는데,  이  512바이트  단위의 데이타
는  디스크내의  임의의  위치에  기억되게  된다.  이때문에  512바이트  이상의  데이타를  기억시켜  두기 
위해서는  512바이트  단위의  데이타의  연속정보를  기억시켜  둘  필요가  있다.  내드형  EEPROM을  하드 
디스크  대신에  사용할  경우에는  열방향의  비트수를  512바이트(4M비트)로  구성하고,  상기  연속정보를 
용장(冗長)  메모리셀(2바이트)에  기억시킨다.  이에  따라  한번의  랜덤독출에서  512바이트(1섹터)의 
정보와  다음의  섹터  어드레스(페이지  어드레스정보)를  데이타  레지스터로  읽어들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40도는  이와  같은  내드형  EEPROM을  2칩  사용하여  구성한  데이타  기억정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
다.  이  데이타  기억장치는  4M비트  EEPROM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페이지  어드레스를  표현하기 
위해  각  페이지에  2바이트(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11비트)의  용장  메모리가  부가되어  있다.  그  결과 
1개의  페이지는  512바이트(1섹터)의  본체  메모리셀과  2바이트의  페이지  어드레스기억용  용장 메모리
셀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데이타  기억장치에서의  연속데이타  독출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CPU로부터 페이지
(1)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데이타가  입력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페이지(1)의  메모리기억정보가 램덤
독출에  의해  데이타  레지스터에  전송되고  외부제어신호의  클럭에  응답해서  512바이트의  본체셀 데이
타가  독출되게  된다.  또  그후의  연속된  외부제어신호의  클럭에  응답하여  계속해서  2바이트의  용장 
메모리셀  데이타가  독출되게  된다.  이때  용장  메모리셀로부터  독출된  다음의  페이지  어드레스정보가 
연속된  페이지(2)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때에는  CPU가  외부제어신호의  클럭을  계속해서 출력하
여  페이지(2)의  메모리셀정보를  연속해서  출력한다.  페이지정보가  연속되고  있으면  외부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자동적으로  랜덤독출이  행해지기  때문에  페이지(2)의  랜덤독출시에  어드레스  데이타를 입
력할  필요는  없다.  페이지(2)의  다음의  페이지  어드레스도  연속되고  있으면  CPU가  외부제어신호의 
클럭을  출력함으로써  페이지(3)의  데이타가  연속해서  독출된다.  페이지(3)의  다음의  페이지는 제32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칩  2의  페이지(1023)이다.  이때문에  CPU는  칩  1을  디스에이블(disable) 상태
로하여  칩  2를  선책하고,  또  페이지(1023)의  어드레스를  출력하여  10μsec의  랜덤독출을  행한다. 그
후  외부제어신호의  클럭에  의해  본체  데이타의  시리얼독출을  행한  다음에  다음의  페이지 어드레스
[칩2의  페이지(1024)]를  독출하고,  이  독출된  페이지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다음의  페이지를 외부제
어신호의  클럭에  의해  독출한다.  칩  2의  페이지(1023)의  다음  페이지  어드레스는  칩  1의 페이지
(1023)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문에  CPU는  칩  2를  디스에이블상태로  하고서  칩  1을  다시  선택하게 된
다.  이와  같이하여  연속된  512바이트의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독출하게  된다.  마지막  페이지의  용장 
메모리셀에는  데이타의  종료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때문에  CPU는  이  종료정보를  독출하게  되면  칩 
1과 2를 디스에이블 상태로 해서 데이타 독출을 종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하드  디스크에서는  데이타의  배치정보를  얻기  위해  각  페이지의  연속정보만을  연속하여 
독출할  필요가  있다.  또  메모리칩을  하드  디스크  대신에  사용할  경우에도  각  페이지의  연소정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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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개량된  낸드형  EEPROM의  경우에는  각  페이지의  페이지 연
속정보를  독출할  때마다  용장셀의  개시  어드레스를  입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메모리칩을 제어
하는 시스템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종래  임의의  어드레스로부터  페이지단위로  연속독출가능한  메모리셀에  있어서,  페이지내의  소정 어
드레스로부터  페이지의  최종  어드레스까지에서의  데이타를  연속된  페이지에  대해  독출할  경우에는 
각  페이지의  독출개시  시점에서  상기  페이지내의  소정  어드레스를  매회  입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스탬의 효율이 저하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목적]

이에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메모리  제어칩의  페이지  어드레스 관리
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페이지  어드레스의  반도체  메모리칩을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어 기록
시간이  짧은  반도체  메모리를  제공하고,  또한  페이지내의  소정  어드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페이
지내의  소정  어드레스로부터  페이지내의  최종  어드레스까지  각  페이지  데이타를  연속해서  독출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는,  독출개시번지로부터 1페이지
의  최종  어드레스까지의  연속독출을  행하여  페이지  최종  어드레스의  데이타  독출을  종료한  후에 다
음의  1페이지분의  데이타를  메모리셀로부터  데이타  레지스터에  전송한다.  이  전송시에  칩이 억세스
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를  칩의  외부로  출력하고,  전송종료후에  자동적으로 1페이지분
의 연속독출을 행한다.

또  데이타  기록시에  1페이지분의  데이타를  데이타  레지스터에  취입하지만,  데이타가  입력되지  않는 
데이타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데이타를 소정의 값으로 설정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기억장치는,  페이지내의  제1의  소정  어드레스로부터  그  페이지의  최종 
어드레스까지의  데이타를  연속된  페이지에  대해  독출함과  더불어  페이지내의  제2의  소정 열어드레스
로부터  그  페이지의  최종  어드레스까지의  데이타를  연속된  페이지에  대해  독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데이타  구조가  제1데이타와  제2데이타의  합의  상태로  되어  있는  데이타의  집합을  기억하는 
경우에  제1데이타와  제2데이타의  합의  데이타  집합을  연속하여  독출함과  더불어  제2데이타만의 집합
을  연속해서  독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도체  기억장치를  사용한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본  발명에  의하면  메모리  제어칩에  의해  프로그램  어드레스관리를  행하지  않고서도  동작할  수  있고, 
또한 기록시간의 단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소정의  열어드레스보다  상위  열어드레스에서  선택되는  메모리셀  블록의  데이타를 
페이지마다  연속해서  독출할  경우에  페이지  어드레스가  변화할때마다  독출개시  어드레스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메모리칩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1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의  1실시예를  나타낸  블럭계통도로서  도면의 간단
화를  위해  열어드레스(페이지내  어드레스)가  A0∼A2이고,  행어드레스(페이지  어드레스)가  A3∼A8인 
1536비트  반도체  메모리(512비트×3I/O)에  대해  도시되어  있다.  메모리셀은  제26도의  종래  회로와 
동일한  8낸드구성으로서,  메모리셀의  독출기록시의  비트선전위와  워드선전위  및  선택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위의  관계는  종래예와  동일하다.  독출시  및  기록시에  외부어드레스는  I/O  버퍼회로를 매개
로  입력되고,  A0∼A2의  열어드레스는  열어드레스  버퍼회로에  래치되며,  또한  A3∼A8의  행어드레스는 
행어드레스  버퍼회로에  래치된다.  명령회로  및  내부동작  제어회로에는  외부제어신호(CLE,  ALE,  NWP, 
NCE,  NWE,  NRE)가  각각의  입력핀으로부터  입력되어  칩의  동작모드가  결정된다.  또  제어회로로부터는 
칩이  억세스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신호가  Ready/Busy  단자를  매개로  외부로 출력된
다.  제2도에는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결정되는  칩의  동작모드가  도시되어  있다. 외부제어신호(CLE)
는  명령입력모드를  결정하고,  외부제어신호(ALE)는  어드레스  입력모드를  결정한다.  또 외부제어신호
(NCE)는  칩선택신호이고,  외부제어신호(NWE)는  명령입력모드와  어드레스  입력모드  및  데이타 입력모
드에서  각각의  입력데이타를  취입하는  클럭신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외부제어신호(NRE)는 데이
타  독출시  입력된  어드레스로부터  연속된  어드레스를  독출할때의  어드레스  인크리먼트와  출력버퍼의 
이네이블기능을  갖는  클럭신호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입력데이타신호에 그리
트(grit)가  발생하여  잘못된  명령이  입력되면  기록  또는  소거상태로  되어  기억데이타가  파괴될 가능
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외부제어신호(NWP)가  L상태인  경우에  칩이 
기록동작  및  소거동작을  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즉  프로그램/소거의  보호(protect)기능을  갖고 있
다.  Ready/Busy  출력단자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칩이  억세스불가능인  경우에  L레벨의  BUSY  신호가 
출력되고 칩이 억세스가능인 경우에 H레벨의 READY 신호가 출력된다.

이어서  본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의  독출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제3도는  열어드레스 N번
지,  페이지  어드레스  M번지로부터  연속독출을  행하는  경우  제어신호의  입력파형과  데이타 출력타이
밍을 나타낸 도면이다. 

최초로  제2도의  어드레스  입력모드에서  열어드레스번지,  페이지  어드레스번지를  어드레스  버퍼내에 
취입함과  동시에  Busy  상태를  나타내는  L레벨의  억세스불가(access  不可)신호를  외부로  출력한다. 
이때  제3도(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택된  워드선에  접속된  메모리셀의  정보가  비트선에  출력되어 
데이타  레지스터회로에  래치된다.  이러한  래치동작이  종료되면  Ready  상태를  나타내는  H레벨의 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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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능신호를  외부로  출력하여  기억데이타를  독출할  수  있다는  것을  칩제어  콘트롤러에  통지한다. 
이어서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의해  입력된  페이지내  어드레스(열어드레스)를  인크리먼트하고 
나서  데이타를  억세스시간  70nsec로  외부로  출력한다[제3도(c)].  다음으로  페이지내  어드레스의 최
종번지의  독출이  종료되면,  페이지  어드레스를  인크리먼트함과  동시에  Busy  상태를  나타내는 L레벨
의  억세스불가신호를  외부로  출력하고,  새로운  페이지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워드선에  접속된 메
모리셀의  정보를  데이타  레지스터회로에  래치한다(제3도(d)].  이러한  래치동작의  종료와  함께  Ready 
상태를  나타내는  H레벨의  억세스가능신호를  외부로  출력하고,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응답하여 
페이지내  어드레스  0번지(열어드레스  0번지)로부터  페이지  어드레스를  인크리먼트하면서  데이타를 
출력한다[제3도(e)].  이러한  연속동작은  독출하고자  하는  연속데이타의  길이만큼  반복되어  최종 데
이타 독출이 종료된 후에 외부제어신호(NCE)를 H레벨로 함으로써 일련의 독출동작을 종료하게 된다.

제4도는  상술한  어드레스  입력  및  어드레스  인크리먼트동작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어드레스 버퍼회로
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이  어드레스  버퍼회로는  CMOS  전송케이트(TG1∼TG4)를  사용한  2진  카운터와, 
이  2진  카운터의  내부를  입력어드레스신호에  대응하는  논리레벨로  설정하는  수단  및,  2진  카운터의 
내부를  소정의  논리로  리세트하는  수단으로  구성된다.  Dn은  I/O  입력단자에  접속되어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이타  입력단자이다.  데이타  래치제어신호(LPn)는  어드레스 입력동작모
드인  때에  외부제어신호(NWE)의  상승에  응답해서  소정의  기간만큼  L레벨로  되는  내부제어신호인데, 
이  LPn이  L레벨인때에  I/O  입력단자의  어드레스정보는  노아게이트(NOR1)와  인버터(INV1), 낸드게이
트(LAND1),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1)  및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2)를  매개로  2진  카운터의 내부노
드(N2,  N4)에  전송된  소정의  기간후에  LPn이  H레벨로  되면  클럭제어형  인버터(INV1,  CINV2)가 비동
작상태로  되고  또한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3,  CINV4)가  동작상태로  되기  때문에  상술한 어드레스정
보가  2진  카운터내에  래치되어,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내부어드레스신호  출력단자(AiS)에서는  래치된 
어드레스정보와는  동위상(同位相)인  신호가  출력되고,  또한  내부어드레스신호  출력단자(AiSB)에서는 
래치된  어드레스정보와는  역위상(逆位相)인  신호가  출력된다.  이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입력단자(Ai-
1S,  Ai-1SB)에는  이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1개  이전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내부어드레스신호 출력단
자가  접속되고,  1개  이전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내부어드레스신호가  2주기  변화하면  이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내부어드레스신호가  1주기  변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각각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내부어드레스신호는  대응하는  디코더회로에  입력되어  종래의  회로와  마찬가지로  내부어드레스신호에 
대응하는  워드선  및  비트선이  선택되도록  구성된다.  리세트신호(RST)는  내부어드세스신호(AiS)를 논
리  L레벨,  내부어드레스신호(AisB)를  논리  H레벨로  리세트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이고, 리세트신
호(RST)가 L→H→L로 변화하면 내부어드레스신호는 상술한 소정의 레벨로 설정되게 된다.

제5도는  열어드레스(A0∼A2),  행어드레스(A3∼A8)로  구성되는  1536비트의  반도체  메모리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이  회로도의  심볼  ABUF0∼ABUF8의  회로는  제4도의 어
드레스 버퍼회로와 동일하게 각각 어드레스(A0∼A8)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버퍼회로를 나타낸다. 

(A0∼A2)의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0∼ABUF2)에는 공통으로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1)가 
입력되고,  (A3∼A5)의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3∼ABUF5)에는  공통으로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2)
가  입력되며,  (A6∼A8)의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6∼ABUF8)에는  공통으로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
(LP3)가  입력된다.  또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0,  ABUF3,  ABUF6)의  데이타  입출력단자(Dn)는 공통으
로  I/O0의  입력단자에  접속되어  있고,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1,  ABUF4,  ABUF7)의  데이타 입출력단
자(Dn)는  공통으로  I/O1의  입출력단자에  접속되어  있으며,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2,  ABUF5, ABUF
8)의  데이타  입출력단자(Dn)는  공통으로  I/O2의  입출력단자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모든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리세트신호  입력단자에는  전원투입시  칩내부를  리세트시키기  위해  H레벨로  되는 신호
(RST)와  후술할  데이타  레지스터  독출모드에서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내용을  클리어하기  위해 H레벨
로 되는 신호(DATARPUL)의 오아(OR)논리의 신호가 입력된다.

다음에는  제3도의  독출모드동작의  경우에  대해  제5도의  회로동작을  설명한다.  어드레스  데이타를 데
이타  입력단자로  입력하기  위해  외부제어신호(NWE)를  H→L→H레벨로  변화시키면  H→L→H레벨로 변화
하는  펄스의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1)가  발생한다.  이때  다른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2, LP3)
는  논리  H로  유지된다.  그  결과,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타  입출력단자(I/O0∼I/O1∼I/O2)에 공급되
고  있는  어드레스정보가  각각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에  래치되고,  내부어드레스신호는  입력된 어드레
스정보에  대응하는  논리레벨로  설정된다.  이어서  A3∼A5의  어드레스  데이타를  입력하기  위해  각 
I/O0∼I/O2에  A3∼A5의  어드레스  데이타를  입력하고  외부제어신호(NWE)를  H→L→H레벨로  변화시키면 
H→L→H레벨로  변화하는  펄스의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2)가  발생한다.  이때  다른  어드레스 래치
제어신호(LP1, LP3)는 논리 H로 유지된다.

그  결과,  데이타  입출력단자(I/O0,  I/O1,  I/O2)에  공급되고  있는  A3∼A5의  어드레스정보가  각각 어
드레스  버퍼회로(ABUF3∼ABUF5)에  래치되어  내부어드레스신호가  입력되는  어드레스정보에  대응하는 
논리레벨로  설정된다.  마지막으로  A6∼A8의  어드레스  데이타를  I/O0∼I/O2에  입력하고 외부제어신호
(NWE)을  H→L→H레벨로  변화하는  펄스의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3)가  발생해서  A6∼A8의  어드레스 
데이타는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6∼ABUF8)에  래치된다.  이와  같이  NWE  펄스의  3스텝에서  I/O 입출
력단자에 공급되는 A0∼A8의 어드레스정보가 각 어드레스 버퍼회로에 입력된다.

제6도는  상술한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1∼LP3)를  발생시키는  회로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여기서 
제1내지  제4시프트  래패지스터는  각각  제7도  및  제8도에  나타낸  시프트  레지스터회로를  나타낸 것인
데,  이  회로는  어드레스  데이타  입력시  외부제어신호(NWE)이  상승에  대응하여  소정의  기간  H레벨로 
되는  LATPULA  신호를  받아서  부(負)  논리의  데이타  래치펄스신호(LP1,  LP2,  LP3)를  형성한다. 전원
투입시  및  외부제어신호(ALE)가  H→L레벨로  변화한때에  리세트신호(ARST)가  소정의  기간동안 H레벨
로  되기  때문에  제1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은  H로  초기화되고  또한  제2  내지  제4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은  L레벨로  초기화된다.  이어서  어드레스  데이타  입력시에  제1스텝의  NWE  클럭에  대응하여 정
(正)  논리의  LATPULA  신호가  출력되면  제1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신호가  H레벨이기  때문에 낸드게이
트(NAND2)를  매개로  부논리의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1)가  출력된다.  또  펄스신호(LATPULA)의 하
강에  대응하여  시프트  레지스터가  1단  진행하면  제2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은  H레벨로  변화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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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1,  제3,  제4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은  L레벨로  변화한다.  다음으로  제2스텝의  NWE  클럭에 대응
하여  다시  LATPULA  신호가  출력되면  제2시프트  레지스터회로의  출력신호가  H레벨이기  때문에 낸드게
이트(NAND3)를  매개로  부논리의  어드레스  제어신호(LP2)가  출력된다.  또  펄스신호(LATPULA)의 하강
에  대응하여  시프트  레지스터가  또  1단  진행하면  제3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신호가  H레벨로 변화하
고  제1,  제2,  제4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신호가  L레벨로  변화한다.  마찬가지로  제3스텝의  NWE 클럭
에  대응하여  낸드게이트(NAND4)를  매개로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3)가  출력된다.  제3스텝의  NWE 
클럭에서  어드레스  입력이  종료되면  제4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신호가  H레벨로  되어 노아게이트
(NOR2)의  출력  신호인  각  시프트  레지스터의  CLOCK  입력신호는  L레벨로  유지된다.  또  이때  각 시프
트  레지스터의  CLOLK  입력신호는  낸드게이트(NAND5)에  의해  H레벨로  유지된다.  이때문에  제4  및 제5
스텝의  NWE  클럭신호가  입력되어  펄스신호(LATPULA)가  발생하더라도  제1,  제2,  제3시프트 레지스터
의 출력신호는 L레벨을 유지하고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는 출력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제3스텝의  NEW  클럭신호에  의해  어드레스  입력이  종료되면  제3래치  데이타 제어신호
(LP3)이  레벨변화를  받아서  Busy  신호가  출력되고,  행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내
부어드레스신호에  대응하는  워드선이  선택된다.  또  소정의  지연시간(예컨대  10μsec)후에  선택왼 워
드선에  제어게이트가  접속된  1페이지분의  메모리셀  데이타가  비트선을  매개로  독출되어  데이타 레지
스터에 래치된다.

다음으로  이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을  독출하기  위해  외부제어신호(NRE)를  H→L→H로  변화시킨 경
우  독출동작에  대해  제5도  및  제9도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펄스신호(PUL)는  시리얼독출동작모드에서 
외부제어신호(NRE)를  H→L레벨로  변화시킨  때에  출력되는  신호이고,  이  신호(PUL)  및  그 반전신호
(PULB)는  각각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0)의  입력단자(Ai-1S,  Ai-1SB)에  공급된다.  단  어드레스 입력
후의  최초  열번지의  독출시  및  페이지  어드레스가  절환되어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이  고쳐쓰기된 
후의  최초  열번지의  독출시에는  Ready/Busy  신호의  L→H레벨로의  변화에  따라  펄스신호(PUL)는 출력
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반도체  메모리에서  어드레스  입력(제9도는 열어드레
스=4번지를  입력한  경우)후에  외부제어신호(NRE)를  H→L레벨로  변화시키면  4번지의  데이타 레지스터
의  내용이  I/O  입출력단자로  출력되어  I/O  출력단자는  고임피던스  상태에서  소정의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상술한  바와  같이  펄스신호(PUL)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2진 출력
신호(내부어드레스신호)는  변화되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외부제어신호(NRE)가  H→L레벨로  변화하면 
I/O  입출력단자는  고임피던스상태로  된다.  다시  외부제어신호(NRE)를  H→L레벨로  변화시키면 이번에
는  펄스신호(PUL)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0)의  내부어드레스신호(AOS)는 L→H레
벨로  변화된다.  그후  이  내부어드레스  신호에  의해  선택되는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열어드레스=5
번지)이  I/O  입출력단자로  출력된다.  그후  외부제어신호(NRE)를  L→H레벨로  변화시키면  I/O 입출력
단자가  고임피던스상태로  된다.  이어서  외부제어신호(NRE)가  H→L로  변화되면  펄스신호(PUL)에  의해 
내부어드레스(A0S)가  H→L레벨로  변화함과  더불어  이  A0S의  변화에  응답해서  어드레스 버퍼회로
(ABUF1)의  출력신호인  내부어드레스신호(A1S)도  L→H레벨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내부어드레스신호
(A0S,  A1S,  A2S)에  의해  결정되는  내부어드레스는  신호(PUL)에  의해  인크리먼트된다.  4스텝째에서 
외부제어신호(NRE)가  H→L레벨로  변화되면  내부어드레스신호는  전부  H레벨로  되기  때문에 신호

(COLEND)가 H→L레벨로 변화한다. 

이  신호(COLEND)가  H레벨인  때에  외부제어신호(NRE)가  L→H레벨로  변화하면(4스텝째), 펄스신호
(PUL)가  출력되어  내부어드레스가  인크리먼트됨과  더불어  Ready/Busy  신호가  H→L레벨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의해  입력된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되는  번지로부터  열의 최
종  번지까지  연속돌출이  행해진  후의  내부열어드레스는  0번지를  나타내게  되고  행어드레스(페이지 
어드레스)가  인크리먼트되게  된다.  또  BUSY  신호의  출력에  응답해서  새롭게  선택된  워드선에 게이트
가  접속된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소정의  독출시간(10μsec)후에  데이타  레지스터로  전송되고,  칩이 
억세스가능인  것을  나타내는  READY  신호가  Ready/Busy  출력단자에서  출력된다.  칩이  Ready  상태로 
변화된  후에  클럭외부신호(NRE)를  입력해서  독출동작을  행하면(5스탭째)  Ready/Busy  신호가 L→H레
벨로  변화한  후의  최종  독출동작이기  때문에  신호(PUL)는  출력되지  않고  0번지의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이 I/O 입출력단자로 출력된다. 

이후  열의  최종  번지까지의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의해  독출을  행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Ready/Busy  출력단자에는  다시  Busy  신호가  출력됨과  더불어  다음의  페이지  어드레스의  메모리셀 데
이타가 데이타로 레지스터로 전송된다. 내부어드레스가 최종 번지인 경우의 독출시에는 신호
(COLEND)가  L→H레벨로  변화함과  더불어  신호(AEND)도  L→H레벨로  변화한다.  최종  번지를  독출한 후
에는  다음의  외부제어신호(NRE)에  의해  독출동작을  행하지  않도록  설정되기  때문에  신호(AEND)가 H
레벨로  변화하면  Ready/Busy  출력단자에는  READY  신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외부제어신호(NRE)가 L→
H레벨로  변화하더라도  펄스신호(PUL)는  출력되지  않도록  구성된다.  또  BUSY  신호가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셀  데이타의  데이타  레지스터로의  전송도  행해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1칩의  최종 
어드레스까지  독출이  행해진  경우에는  어드레스가  인크리먼트되어  어드레스  0번지의  메모리셀 데이
타를 독출하지 않도록 신호(AEND)가 제어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연속데이타  독출을  행하는  경우의  메모리제어칩 프로그램
의  시퀸스를  제10도에  나타냈다.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칩이  억세스가능한  상태이면 통
상  동일한  억세스시간(70nsec)에서  독출이  가능하고,  또  열어드레스(페이지내  어드레스)가  최종 번
지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의의  페이지내 어드레스길
이의  칩을  사용하더라도  메모리제어칩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다수개의  메모리를  사용한 
경우에도 간단한 메모리제어칩 프로그램에서 다수개의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제11도는  이와  같이  구성된  반도체  메모리를  다수개  사용하는  경우의  연속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외
부제어신호(NCE)를  최상위  어드레스로서  사용해서  이  시스템을  1개의  반도체  메모리의  반도체 메모
리의 비트용량 이상의 메모리용량을 갖는 1개의 반도체 메모리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2도는  상술한  반도체  메모리에  기록을  행하는  경우의  외부제어신호의  입력파형과  데이타 입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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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밍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명령데이타  입력모드에서  시리얼  데이타  입력명령(80H)이  입력되면 
칩은  프로그램  할  개시번지를  입력하기  위해  어드레스  입력모드로  된다.  어드레스  입력모드에서는 
상술한  독출모드와  마찬가지로  외부제어신호(NWE)의  3스텝의  클럭에서  열어드레스  및  페이지 어드레
스를  각각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에  취입하고,  각  내부어드레스신호를  입력어드레스  데이타에  대응한 
소정의 논리레벨로 설정한다. 상술한 돌출모드에서는 3스텝째의 어드레스정보가 입력된 후에 
Ready/Busy 출력단자에서는 Busy 신호가 출력되어 메모리셀 데이타가 데이타 레지스터로 
전송되지만,  시리얼  데이타  입력모드에서는  Ready/Busy  출력단자에  Ready  신호가  유지되도록 구성되
어  있으므로,  메모리셀  데이타가  데이타  레지스터로  전송되는  독출동작은  실행되지  않는다.  또 시리
얼  데이타  입력명령(80H)이  입력되면  데이타  레지스터내의  데이타가  전부  H레벨로  초기화된다. 이러
한  동작을  제13도의  데이타  레지스터회로  및  제14도의  타이밍차트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제13도는 
각  비트선에  1개씩  설치된  데이타  레지스터  회로로서,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5,  CINV6)는  데이타 
래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5)는  데이타  독출시에  감지증폭기의  역할을 수
행한다.  또  게이트에  신호(PRE)가  공급된  N첸널  트랜지스터는  데이타  래치부를 선충전(precharge)시
킬때에  사용되고,  이때  비트선과  데이타  래치부는  게이트에  신호(BLCD)가  공급된  N첸널 트랜지스터
에  의해  전기적으로  격리된다.  또한  이  데이타  레지스터회로는  게이트에  열디코더  출력신호(CSLj)가 
입력된  열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매개로  각  I/O마다  1개씩  설치된  공통  버스선(I0i/I0iB)에  접속되어 
있다.  먼저  시리얼  데이타  입력명령(80H)이  I/O  입출력단자에  의해  입력되면,  모든  열게이트 트랜지
스터가  비도통상태에서  신호(SEN,  RLCH)가  H레벨로  변화하고  또  신호(SENB,  RLCHB)가  L레벨로 변화
하기  때문에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5,  CINV6)는  비활성상태로  된다.  이와  동시에 선충전신호(PRE)
가  H레벨로  변화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타  레지스터내의  노드(BLj)는  H레벨로  선충전되게  된다.  이 
선충전동작후에  신호(SEN)가  L→H레벨로  변화하고  또  신호(RLCHB)가  H→L레벨로  변화해서 노드
(NBLj)는  L레벨로  설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하여  노드(BLj,  NBLj)의  설정이  종료된  후에 신호(SEN
B)가  H→L레벨로  변화하고  또  신호(RLCH)가  L→H레벨로  변화해서  상기  설정데이타가  데이타 레지스
터회로에  래치되게  된다.  이  초기화동작에  의해  모든  데이타  레지스터의  노드(BLj)가  H레벨로  되어 
모든  데이타  레지스터의  데이타는  1로  설정된다.  그후  어드레스  입력동작이  종료되면  신호(SDIC)가 
L→H레벨로  변화하기  때문에  공통  버스선(I0i/I0iB)에  기록데이타  및  그  반전데이타가  I/O 입출력단
자로  전송된다.  이어서  외부제어신호(NWE)가  L레벨로  되어  있는  동안  입력된  열어드레스(5번지)에 
대응하는 열디코더 출력신호(CSL6)가 H레벨로 된다. 

공통  버스선을  구동시키는  버퍼  인버터(BUF1,  BUF2)의  전류구동능력이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5, 
CINV6)에  의해  충분히  크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디코더  출력신호(CSL6)에  의해  선택되는  데이타 
레지스터의  래치내용은  공통  버스선상의  기록데이타로  기록된다.  이와  같이  하여  5번지에서 7번지까
지  외부제어신호(NWE)의  클럭에  의해  데이타  입력이  실행된  결과,  열어드레스  0번지로부터 4번지까
지의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은  초기화된  때의  데이타  1이  래치되게  되고,  열어드레스  5번지로부터 
7번지까지는  I/O  입출력단자로부터  입력된  데이타가  래치되게  된다.  이  데이타  입력모드후에 명령입
력모드에서 프로그램명령(10H)을 입력하면 칩은 메모리셀로의 데이타 기록을 행한다.

이러한  데이타  기록시에  래치회로의  전원(VBITH)은  VCC  전원에서  10V의  VDP1  전위로  충전된다.  또 
동시에  신호(BLCD)의  전위는  0V로부터  12V  정도의  고전위로  되어  비트선과  래치회로가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그  결과  데이타  레지스터의  데이타가  1인  비트선은  VDIP  전위로  설정되고  데이타 레지스
터의  데이타가  0인  비트선은  0V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데이타  레지스터의  데이타가  0인  비트선에 
접속되어  있고  워드선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셀의  부유게이트에  전자가  주입되므로  0  데이타가 메모
리셀에  기록된다.  상기  기록동작중에는  Ready/Busy  출력단자로부터  Busy  신호가  출력되고,  소정의 
기록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READY  신호가  출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기록동작이 정상적으
로  종료했는지의  여부는  명령입력모드에서  70H의  플래그(flag)  독출명령을  입력함으로써 내부레지스
터에  기억된  자동검증결과를  I/O  입출력단자로부터  독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플래그독출
기능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에서도 실용화되어 있는 기능이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반도체  메모리의  2번지로부터  7번지까지  데이타를  기록하는  경우의  메모리제어칩 
프로그램의  시퀸스를  제15도에  나타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하므로써 1
페이지내의  도중의  어드레스로부터  데이타를  입력해서  개시  열어드레스  이전의  데이타를  자동적으로 
소정의  데이타로  초기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31도의  종래예에  나타낸  더미(dummy)  데이타 
입력명령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서 프로그램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어서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의  어드레스  레지스터  독출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이  기능은 
데이타  독출시  및  데이타  기록시에  어드레스  입력된  후  내부어드레스가  정상적으로  래치되어  있거나 
또는  외부  제어신호(NWE)  클럭에서  내부어드레스가  인크리먼트되고  있는  도중에  어드레스 레지스터
내에 래치되어 있는 내부어드레스정보를 독출하고자 하는때에 사용된다.

제16도는  본  실시예의  회로에서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내용을  독출할  경우의  외부제어신호의 입력타
이밍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17도는  본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장치의  출력버퍼회로를  나타낸 회로
도이고,  제18도는  제17도의  신호(AREG1∼AREG3)  및  신호(NAREG1∼NAREG3)를  생성하는  어드레스 레지
스터  독출제어회로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제18도중의  제1  내지  제4시프트  레지스터는  각각  제7도  및 
제8도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명령입력모드에서  EOH를  입력하면  칩이  레지스터 
독출모드로  되어  제18도의  신호(ADDR)가  L→H레벨로  변화함과  더불어  소정의  기간동안  정논리의 펄
스신호(ARRST)에  의해  제18도의  각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노드(AS1,  AS2,  AS3,  AS4)가  각각  H,  L, 
L,  L레벨로  리세트된다.  레지스터  독출모드  이전에  칩이  독출모드로  되어  있으면  제17도의 클럭제어
형  인버터(CINV7)의  제어신호(READ/NREAD)는  각각  H/L레벨로  되기  때문에  노드(OUT)에는 전류미러회
로(CM)에서  검출된  공통  버스선(I0oB)의  데이타가  연속해서  전송되게  된다.  이  독출모드후에  상술한 
레지스터  독츨모드로  되면  신호(READ)는  H→L레벨로  변화하기  때문에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7)는 
비활성  상태로  되지만,  노드(OUT)에는  전류구동능력이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7∼CINV10)보다  작게 
설정된  인버터로  형성되는  래치회로(LAT)가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OUT)의  레벨이  유지되게 된
다.  이어서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내용을  독출하기  위해  외부제어신호(NRE)를  L레벨로  변화시키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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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도의  노드(ARD)의  레벨이  L→H레벨로  변화하고  신호(AREG1)가  노드(AS1)의  H레벨에  응답해서 H레
벨로  변화한다.  이  때문에  제17도의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8)는  비활성  상태로  되고, 노드(OUT)에
는 내부어드레스신호(A0S)의 논리레벨에 대응한 데이타가 래치된다. 제17도의 신호(BUS)는 
Ready/Busy  입출력단자에  출력되는  신호와는  역위상인  내부  BUSY  신호인데,  레지스터  독출모드인 때
에  칩이  억세스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BUS)는  L레벨로  되게된다.  이  때문에 외부제어신호
(NRE)가  L레벨로  변화되면  노드(OE)가  L→H레벨로  변화되어  노드(OUT)에  래치되어  있는 내부어드레
스신호(A0S)와는  동위상인  신호가  입출력  단자(I/O0)로  출력된다.  이때  입출력단자(I/O0,  I/O1, 
I/O2)에는  각각  내부어드레스신호(A0S,  A1S,  A2S)와는  동위상인  신호가  출력되도록  구성됨으로써 1
스텝째의  외부제어신호(NRE)  클럭에  의해  내부어드레스(AO∼A2)를  동시에  독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어서  외부제어신호(NRE)를  L→H레벨로  변화시키면  노드(ADR)가  L레벨로  되어  클럭제어형 인
버터(CINV8)가  비활성  상태로  된다.  또  이  외부제어신호(NRE)의  변화에  응답해서  제19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논리의  펄스신호(AREGPUL)가  형성되어  제18도의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노드(AS1)가 H
→L레벨로  변화하고  또한  출력노드(AS2)가  L→H레벨로  변화한다.  이  때문에  2스텝째의 외부제어신호
(NRE)가  H→L레벨로  변화함에  따라  신호(AREG2)가  H레벨로  되고,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9)를 매개
로  내부어드레스신호(A3S)의  논리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타가  노드(OUT)에  래치된다.  또  이때 노드
(OE)의  레벨도  L→H레벨로  변화하기  때문에  입출력단자(I/O0)에는  내부어드레스신호(A3S)와는 동위
상인  신호가  출력된다.  이와  동시에  입출력단자(I/O1,  I/O2)에는  각각  내부어드레스(A4S,  A5S)와는 
동위상인  신호가  출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2스텝째에  외부제어신호(NRE)가  L→H레벨로  변화하면 
펄스신호(AREGPUL)에  의해  제18도에  도시된  시프트  레지스터회로의  출력노드(AS2)가  H→L레벨로 변
화하고 또한 출력노드(AS3)가 L→H레벨로 변화한다. 

3스텝째에서  외부제어신호(NRE)가  L→H레벨로  변화하면  신호(AREG3)에  응답해서 내부어드레스신호
(A6S)와는  동위상인  신호가  입출력단자(I/O0)에  출력된다.  이때  입출력단자(I/O1,  I/O2)에는  각각 
내부어드레스신호(A7S,  A8S)와는  동위상인  신호가  출력되도록  구성된다.  3스텝째에서 외부제어신호
(NRE)가  L→H레벨로  변화하면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노드(AS4)가  H레벨로  변화하기  때문에 신호
(AREGPUL)에  응답해서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레벨이  변화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제4스텝째의 
외부제어신호(NRE)  클럭을  입력하더라도  신호(AREG1∼AREG3)는  H레벨로  되지  않고,  최후로 노드
(OUT)에  래치되는  내부어드레스(A0S)와는  동위상인  신호가  입출력단자(I/O0)로  출력되게  된다.  다시 
레지스터  독출명령(EOH)을  입력하면  펄스신호(ARRST)에  의해  시프트  레지스터의  내용이  리세트되어 
내부어드레스(A0∼A8)까지 독출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데이타  레지스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이  기능은  기록모드에서  데이타  입력후에 데이
타  레지스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16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명령입력모드에서 레지
스터  독출명령(EOH)을  입력하면  제5도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에  래치되어  있는  내부열어드레스를 0번
지로  클리어하는  정논리의  펄스신호(DATARPUL)가  발생된다.  이  때문에  상술한  독출동작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제어신호(NRE)를  클럭에  의해  입력하면  내부어드레스  0번지로부터  최종  열번지까지 
데이타  입력모드에서  입력된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을  연속해서  독출할  수  있다.  단  상술한 독출모
드의  경우에는  최종  열어드레스번지를  독출하면  자동적으로  Ready/Busy  출력단자로부터  Busy  신호가 
출력되지만,  레지스터  독출모드에서는  상술한  신호(ADDR)의  레벨변화에  응답해서  Ready/Busy 출자단
자에는  Ready  신호가  유지되고  Busy  신호가  출력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상술한 독출모드에
서  최종  열어드레스를  독출하면  자동적으로  행어드레스가  인크리먼트되지만,  레지스터 독출모드에서
는  신호(ADDR)에  의해  행어드레스가  인크리먼트되지  않도록  제어된다.  이  때문에  데이타  레지스터 
독출모드에서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기록동작을  실행하더라도  데이타  레지스터 독
출모드 이전에 입력된 소정의 행어드레스의 메모리셀에 정상적으로 기록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계속해서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전원투입시에  내부어드레스  레지스터  및  데이타 레지
스터가  리세트되는  동작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원투입시에  외부제어신호(NWP)를  L레벨로 
설정하고  전원투입후에  외부제어신호(NWP)를  H레벨로  설정함으로써  내부어드레스  레지스터  및 데이
타  레지스터가  리세트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외부제어신호(NWP)는  다른  외부제어신호에  노이즈가 
발생하여  칩이  오동작해서  데이타  레지스터  내용의  고쳐쓰기,  메모리셀로의  데이타  기록/소거를 행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  모드의  실행가능  여부를  제어하기  위해  설치된  외부제어신호이다. 제
2도의  동작모드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제어신호(NWP)가  L레벨인  때에  데이타  입력, 프로그램/소
거,  메모리셀로부터  데이타  레지스터로의  데이타  전송동작이  행해지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데이
타  입력동작을  금지하는데  외부제어신호(NWP)가  L레벨인  때에  제5도의  신호(PUL)를  H레벨로 유지하
고  내부어드레스의  인크리먼트동작이  행해지지  않도록  구성됨과  더불어  제13도에  도시된  데이타 레
지스터회로의  리세트동작을  행하는  선충전신호(PRE)의  발생과  신호(SEN/SENB,  RLCH/RLCHB,  CSLj)에 
의한 공통 버스선으로부터 데이타 레지스터의 데이타전송 및 래치동작이 행해지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21도(a)와  제21도(b)  및  제21도(c)는  프로그램/소거의  명령입력회로의  회로도로서, 신호(CMDWES)
는  명령입력모드인  때에  외부제어신호(NWE)에  응답해서  H→L레벨로  변화한다.  또  신호(CMDWESB)는 
신호(CMDWES)와는  역위상인  신호이기  때문에  명령모드에서  I/O  입출력단자에  소정의  명령코드가 입
력되면  대응하는  명령입력회로의  출력신호가  H레벨로  된다.  프로그램/소거의  내부동작은  제21도에 
나타낸  각각의  명령회로의  출력신호(PROG/ERASE)에  의해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제어신호(NWP)는 
동위상인  내부신호(WPSB)에  의해  신호(PROG/ERASE)가  H레벨로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외부제어신호
(NWP)가  L레벨인  때에  프로그램/소거동작이  실행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메모리셀로부터 
데이타  레지스터로의  테이터  전송동작은  Ready/Busy  출력단자에  출력되는  신호와는  역위상인 내부신
호가  L→H레벨로  변화함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상술한  내부신호(WPSB)에서  이  신호를  L레벨로 유
지시킴으로써  행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제어신호(NWP)는  데이타  레지스터  내용의  고쳐쓰기, 메
모리셀로의  데이타  기록/소거동작을  금지하기  위해  사용됨과  더불어  전원투입시에  내부어드레스 레
지스터  및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을  초기화  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제21도(c)도는  리세트 펄스발
생회로를  나타낸  것으로,  외부제어신호(NWP)가  L→H레벨로  변화할  때에  정논리의  리세트 펄스(RST)
가  발생된다.  이  리세트신호(RST)는  제4도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에  입력되기  때문에  모든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출력신호(AiS)는  L레벨로  변화하고  내부어드레스는  0번지로  리세트된다.  또  제6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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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데이타  래치제어신호발생회로는  이  리세트신호(ARST)도  리세트신호(RST)에  대응해서  출력되기 
때문에  데이타  래치제어신호발생회로의  시프트레지스터의  출력노드의  레벨도  상술한  바와  같이 소정
의  레벨로  설정된다.  또한  제18도에  나타낸  어드레스레지스터  독출제어회로에  입력되는 리세트신호
(ARRST)도  리세트신호(RST)에  대응해서  출력되기  때문에  각  시프트  레지스터회로의  각  출력노드는 
상술한  소정의  레벨로  리세트된다.  또  각  데이타  레지스터의  래치테이터는  리세트신호(RST)에  의해 
1  데이타로  리세트된다.  이  신호(RST)에  의한  리세트동작은  데이타  입력모드에서  데이타 입력명령
(80H)을  입력한  후의  데이타  레지스터의  초기설정  동작과  동일하고,  열게이트  트랜지스터(CSLj)가 
비도통상태에서  신호(PRE)에  의한  선충전동작과,  신호(SEN/SENB)  및  신호(RLCH/RLCHB)에  의한 래치
동작을  행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불휘발성  반도체장치에서는  전원투입시에  외부제어신호(NCE,  CLE, 
ALE)가  불안정한  상태이더라도  외부제어신호(NWP)가  L레벨로  되기  때문에  기록/소거동작이 오동작하
지  않고  전원전압이  소정의  레벨로  된  후에  외부제어신호(NWP)를  L→H레벨로  변화시킴으로써 확실하
게 칩내부의 래치회로를 리세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어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32도는  어드레스  버퍼회로를  나타낸  도면이고, 심
볼표기된  어드레스  버퍼(ABUF)는  제1실시예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어드레스 버퍼
(ABUF0∼ABUF2)의  출력측에  1단의  래치회로(ACLi)가  더  접속되어  있다.  이  심볼표기의  내용은 제33
도에  나타낸  것과  동일하다.  래치제어신호(REP,  REPB)는  서로  역위상인  신호이다.  상기 래치회로
(ACL0∼ACL2)는  래치제어신호(REP)가  H레벨로  되면  어드레스  버퍼(ABUF0∼ABUF2)의 출력신호(A0∼
A2)를  취입하고  래치제어신호(REP)가  L인  동안  데이타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하여  래치에  사용되는 
어드레스를  보존하여  두고  어드레스  버퍼회로  자체의  어드레스  데이타를  인크리먼트함으로써 어드레
서 버퍼회로의 인크리먼트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제35도는  데이타  레지스터에  래치된  데이타를  데이타  출력버퍼까지  전송하는  회로이다.  SDiB는 데이
타  레지스터에  래치된  데이타가  제13도의  버스선(IOi,  IOiB)을  통해서  전류미러형  감지증폭기에 입
력되어  증폭된  후의  신호이다.  SDiB는  신호(CENA)가  H로  됨에  따라  A에  입력되고,  CENA가  L로  되면 
래치 A가 데이타를 보존한다. 

또  CENBB가  H로  되면  래치  B에  데이터가  전송되고,  CENBB가  L로  됨에  따라  래치  B가  데이터를 보존
한다.  이와  같은  회로를  사용함으로써  래치  B의  데이타를  칩의  외부로  출력하고나서  데이타 레지스
터로부터 다음 어드레스의 데이타를 래치 A에 취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회로를  시리얼  억세스에  적용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제34도는  랜덤  억세스와  시리얼 
억세스의  1사이클분에  대해  주요  신호의  동작을  나타낸  타이밍  차트이다.  신호(PRE,  BLCD,  SEN, 
SENB,  RLCH,  RLCHB)는  제13도에  나타낸  신호이고,  램덤  억세스에서는  제3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
작한다.  어드레스  3스텝  입력후  또는  시리얼  억세스후에  랜덤  독출에  들어가서  Ready  상태로  된 후
에  이전의  동작에서  선택된  워드선을  비선택으로  해서  억세스하고자  하는  워드선을  선택한다.  이후 
신호(PRE)가  H로  되어  비트선  및  데이타  레지스터가  선충전되게  된다.  이때  BLCD는  H로  되어  있고 
비트선과  데이타  레지스터는  접속되어  있다.  그후  PRE가  L로  된  다음에  신호(SEN)가  L→H→L로  되고 
RLCHB가  H→L→H로  됨으로써  데이타  레지스터내의  노드(BLj)에  H레벨이  래치되게  된다.  그후 신호
(RDENBR)가  H로  되고,  선택된  8낸드셀에  대응해서  제어게이트가  온상태로  되어  비트선의  방전이 개
시된다.  소정의  시간후에  신호(SEN)가  L→H로  변화하고  SENB가  H→L로  변화함에  따라  CINV5가 활성
화되어  독출데이타를  감지하게  된다.  그후  RLCH가  L→H로  변화하고  RLCHB가  H→L로  변화함에  따라 1
페이지분의  감지데이타를  래치하게  된다.  이후,  본  실시예에서는  열선두(column  先頭)번지의 데이타
를  데이타  레지스터로부터  제35도의  출력래치  A  및  출력래치  B로  전송한다.  즉  신호(CEN)에  의해 선
두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데이타  레지스터의  출력게이트(CSLij)가  개방되어  상기  데이타가  전류미러형 
감지증폭기로  전송되게  된다.  동시에  CENBA를  H→L→H로  함에  따라  이  데이타는  래치  A까지 전송된
다.  CENBB는  NRE와  거의  동위상의  파형으로  동작하는  신호이고,  이때  래치  B의  입력게이트는 개방되
어  있으므로  데이타는  래치  B까지  전송된다.  이와  동시에  열어드레스  버퍼(ABUF0∼ABUF2)는  PUL1에 
의해  1회  인트리먼트해서  다음의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이때  REP는  L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
른  회로에  대해서는  선두어드세스가  표시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상까지의  동작을  본 실시예
에서는  랜덤  억세스의  동작으로서  실행하여  Ready/Busy  신호를  H로  해서  랜덤  억세스가  종료된  것을 
칩의 외부로 통지한다.

시리얼  억세스로  들어가  제어신호(NRE)가  L로  되면,  선두어드레스  데이타는  래치  B로부터  데이타 출
력버퍼를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  이와  동시에  칩은  다음  어드레스의  데이타를  래치  A로  전송하는 동
작을  행한다.  즉  선두어드레스의  데이타를  출력하기  위한  NRE의  클럭입력에  기인하여  신호(REP)가 
출력되어  ABUF0∼ABUF2의  다음  어드레스의  데이타를  어드레스  출력래치(ACL0∼ACL2)로 취입한다.[이
후  신호(PUL1)에  의해  열어드레스  버퍼를  인크리먼트하여  ABUF0∼ABUF2의  데이타는  다음의  번지를 
나타낸다.]  다음의  어드레스에  대응한  데이타  레지스터로부터  신호(CEN,  CENAB)에  의해  래치(A)에 
다음  어드레스의  데이타가  전송된다.  그후  입력(NRE)이  H로  되어  선두어드레스의  데이타  출력이 종
료되면  CENBB가  H로  되어  래치(A)의  다음  어드레스의  데이타가  래치  B로  이전된다.  이와  같이  NRE의 
클럭입력에  대해  n번지의  데이타를  출력하고,  이와  동시에  (n+1)번지의  데이타를  데이타 레지스터로
부터  전송함으로써  칩의  외부에서  본  시리얼  억세스  시간은  칩  B로부터  데이타  출력버퍼를  통해서 
출력하는  시간으로  되므로  데이타  출력의  사이클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어
드레스  버퍼(ABUF0∼ABUF2)의  데이타는  그때  출력되고  있는  데이타에  대해  2어드레스처(處)를 나타
내고,  어드레스  출력래치(ACL0∼ACL2)의  데이타는  1어드레스처를  나타낸다.  이  때문에  최종 열
(column  最終)번지의  데이타  출력을  종료한  후에  행어드레스(A3S∼A8S)를  인크리먼트하기  위한 신호
가  필요하게  된다.  제3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어드레스  버퍼(ABUF3)의 입력신호로
서  신호(PUL2)가  입력되게  된다.  제36도에는  신호(PUL2)를  출력하는  회로가  도시되어  있다.  NRE 클
럭에  의해  시리얼  억세스를  행하여  최종  열번지의  1개  이전의  어드레스의  데이타를  출력할  때에 어
드레스  출력래치(ACL0∼ACL2)는  최종  열번지를  나타낸다.  이에  대응하여  최종  열번지인  것을 나타내
는  신호(COLEND)가  출력된다.  최종  열번지의  데이타를  출력하기  위해  NRE의  클럭이  입력되면, 제36
도의  회로에  있어서  NRE의  상승에  대해  노드(NA)로  펄스가  출력된다.  이때  NAND1의  한쪽  게이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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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플립플롭(F1)이  리세트되어  노드(NB)는  H레벨로  된다.  최종  번지의 출력
을  종료하여  NRE가  H로  되면  NAND2를  통해서  PUL2에  H레벨이  출력되고,  지연회로(delay3)를  통해서 
플립플롭(F1)이  리세트될  때까지  PUL2는  H레벨을  유지하게  된다.  지연회로(delay2)의  지연시간은 최
종  열번지의  1개  이전에서  COLEND가  H레벨로  되기  때문에  그때의  NRE  클럭에  의해  노드(NA)로 출력
되는  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설정된다.  이와  같이  최종  번지의  데이타를  출력한  것을  검지하여 
PUL2가  출력되고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출력(A3∼A8)을  인크리먼트하여  다음의  페이지에  대해  랜덤 
억세스를 실행한다.

계속해서 불량비트선이 존재하는 때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기록을 행하도록 하는 예를 설명한다.

제37도는  데이타  입력명령을  입력한  후의  내부  프리세트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이 
시퀸스에서  기록을  행하면  A1에  배선된  비트선이  소오스선에  쇼트되어  있는  바와  같은  불량비트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통상  이와  같은  불량  비트선의  열어드레스는  퓨즈의  절단  등에  의해  용장회로에  기억되어  있다. 
이  불량비트선의  어드레스가  선택된  경우  이  불량비트선  대신에  열용장비트선이  선택되도록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제37도에  나타낸  선충전동작  및  데이타  레지스터의  초기데이타  프리세트동작은 열
어드레스에  관계없이  모든  비트선에  대해  행해진다.  이  때문에  용장회로에  의해  구제되기  이전의 불
량비트이  데이타  레지스터도  기록금지의  1  데이타로  프리세트된다.  제3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
타  레지스터의  프리세트동작  및  데이타  입력동작후에  기록동작을  행한다고  한다.  이때에는  데이타 
레지스터의  래치회로의  전원(VBITH)은  외부전원(VCC)으로부터  칩에  내장된  승압회로에  의해 공급되
는  전원(VDP1  ;  예컨대  10V)으로  절환되고  신호(BLCD)도  0V로부터  12V로  변환된다.  이때  상술한 불
량비트선이  접속된  데이타  레지스터의  노드(BLj)는  상술한  프리세트동작에  의해  하이레벨로  된다. 
이  때문에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6)의  P챈널  트랜지스터가  도통상태로  되어  전원(VBITH)으로부터 
접지전위로  리크(leak)전류가  흐르게  된다.  여기서  전원(VDP1)은  중앙회로의  출력이다.  따라서 전류
공급능력이  통상  1mA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불량비트선을  매개로  리크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원
(VDP1)의  전위는  12V보다  저하되고,  이에  따라  다른  기록금지의  비트선전위도  12V보다  저하됨으로써 
오기록이 발생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제38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개량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기록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
다.  또한  제39도는  본  실시예의  감지증폭기  및  데이타  레지스터의  회로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데
이타  입력명령이  입력되면  각  N채널  트랜지스터(Tr,  N1)를  매개로  각  비트선을  충전한다.  비트선 충
전후  소정의  독출시간을  두고서  신호(BLCD)를  하이레벨로  하여  비트선의  데이타를  데이타 레지스터
로  전송한다.  이  소정의  시간  동안  모든  선택선은  비선택상태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리크가  있는 
비트선의  레벨은  로우레벨로  저하되고  리크가  없는  정상적인  비트선의  레벨은  하이레벨인  상태로 그
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비트선의 레벨이 데이타 레지스터에 래치된다. 

이와  같은  비트선의  리크점검을  행하여  불량인  비트선이  접속되는  데이타  레지스터에는  메모리셀의 
데이타에  관계없이  기록데이타로서  0  데이타를  래치하기  때문에  그  데이타  레지스터내의 노드(BLj)
의  레벨은  로우레벨로  래치되어  프리세트된다.  또한  정상적인  비트선이  접속되는  데이타 레지스터에
는  기록데이타로서  1  데이타가  래치되어  데이타  레지스터내의  노드(BLj)의  레벨은  하이레벨로 프리
세트된다.  제3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비트선의  리크점검이  종료되면  어드레스  입력모드에서 지
정되는 소정의 어드레스로부터 기록데이타가 데이타 레지스터에 입력되고 그후 기록이 실행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기록시에  불량비트선이  접속되는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은  0  데이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데이타  레지스터내의  클럭제어형  인버터(CINV6)의  P챈널  트랜지스터(Tr, P
1)은  비도통상태로  되게  된다.  이  때문에  기록동작이  개시되어  BLCD가  12V로  되더라도 전원(VBITH)
으로부터  접지로  리크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그에  따라  VBITH의  전원이  VCC로  승압회로출력으로 
절환되더라도 전원전압은 저하되지 않게 된다. 

이  비트선  리크점검에  의한  데이타  레지스터  프리세트동작은  예컨대  FF  등의  리세트명령이  입력된 
때에  수행되도록  구성되어도  된다.  즉,  이  경우에는  기록개시전에  즉  데이타  입력명령을  입력하기 
전에  FF  리세트명령을  실행한다.  이에  따라  불량비트선이  접속된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은  0 데이
타로  프리세트되어  정상적인  비트선이  접속된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은  1  데이타로  프리세트된다. 
이후  데이타  입력명령을  실행하여  소정의  어드레스로부터  데이타를  입력한  후  기록동작을 수행하도
록 구성되어도 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입력된  어드레스번지로부터  1페이지분의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을  연속적으로  독출한  후에  칩이  액세스  불가능인  것을  나타내는  BUSY  신호를  칩의 
외부로  출력함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행어드레스를  증가시켜  메모리셀의  데어터를  데이타  레지스터로 
전송할  수  있으므로,  칩의  외부에서  1페이지분의  어드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임의의 데이타길이
를 갖는 메모리 데이타를 연속해서 독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력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된  소정의  어드레스로부터  임의의  어드레스까지의  데이타를  입력하면 
그  1페이지내의  어드레스의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이  소정의  값으로  자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
페이지보다  작은  크기의  기록을  실행할  때  1페이지분의  데이타를  입력하지  않고서  기록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프로그램/소거  보호신호에  의해 전
원투입시의  칩내부  리세트동작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온(power-on)  리세트회로를  사용하지 않
고서도 확실히 칩내용을 리세트할 수 있게 된다.

이하  도면을  참고해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41도는  페이지(1)로부터 페이지(8)까지
의  메모리셀의  배치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열방향으로  8바이트의  용장메모리셀이 
부가되어  있다.  또,  1개의  낸드속은  직렬로  접속된  8개의  메모리셀과  드레인측  선택선(101)  및 소오
스측  선택선(103)을  갖추고  있다.  열방향으로  병렬  배치된  복수개의  낸드속으로  8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제42도는  본  발명을  적용한  불휘발성  반도체의  블록  계통도로서,  제1도와  다른  곳은 I/O1∼
I/O7,  열어드레스(A0∼A8),  행어드레스(A9∼A18)의  비트선  갯수이고  그  이외는  동일하다.  즉 I/O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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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11)로부터  입력된  열어드레스(A0∼A8)는  열어드레스  버퍼회로(105)에  기억되고, 행어드레스(A9
∼A18)는 행어드레스 버퍼회로(107)에 기억된다. 그 이외는 제1도와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의  독출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본  실시예의 불휘발
성  반도체  메모리가  제1독출모드인  경우의  동작에  대해  제43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43도는 열어
드레스(페이지내  어드레스)  N번지와  페이지  어드레스  M번지가  어드레스  입력되어  이  번지의 메모리
셀로부터  연속독출을  수행하는  경우의  외부제어신호의  입력파형과  데이타  출력타이밍을  나타낸 도면
이다.

최초로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어드레스  입력모드에서  열어드레스번지와  페이지  어드레스번지를 
어드레스  버퍼내에  취입함과  동시에  Busy  상태를  나타내는  L레벨의  억세스불가능  신호를  외부로 출
력한다.  이때  제43도(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선택된  워드선에  접속된  M페이지,  즉  행어드레스가 M번
지인  메모리셀정보가  비트선으로  출력되어  데이타  레지스터회로에  래치된다.  이  래치동작이 종료하
면  Ready  상태를  나타내는  H레벨의  억세스가능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여  기억데이타가  독출가능인 것
을  칩제어  콘트롤러에  통지한다.  이어서  제43도(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칩제어  시스템으로부터 전송
된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응답해서  입력된  페이지내  어드레스(열어드레스  N번지)를 개시번지
로  하여  내부열어드레스를  인크리먼트시키지  않으면서  데이타를  억세스시간(70nsec)에서  외부로 출
력한다.  다음에  페이지내  어드레스  최종  번지(열어드레스  519번지)의  독출이  종료되면  제43도(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내부페이지  어드레스(내부행어드레스)를  인크리먼트시킴과  동시에  Busy  상태를 나
타내는  L레벨의  억세스불가능  신호를  외부로  출력해서  새로운  내부페이지  어드레스(M+1)에  의해 선
택된  워드선에  접속된  메모리셀의  정보를  데이타  레지스터회로에  래치한다.  이  래치동작의  종료와 
더불어  Ready  상태를  나타내는  H레벨의  억세스가능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여  제43도(e)에  나타낸 외
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응답해서  (M+1)의  페이지의  내부페이지내  어드레스  0번지(열어드레스 0번
지)를  개시번지로  하여  내부페이지내의  어드레스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데이타를  출력한다.  이 연
속동작은  독출하고자  하는  연속데이타의  데이타  길이분만큼  반복되어  최종  데이타  독출이  종료된 후
에 외부제어신호(NCE)를 H레벨로 함으로써 일련의 독출동작이 종료된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가  제2독출모드에  있는  경우의  독출동작에  대해 제44도
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44도는  어드레스  입력모드에서  열어드레스  N번지,  페이지  어드레스 M번지
가  입력되고  그후  연속독출을  수행한  경우의  외부제어신호의  입력파형과  데이타  출력타이밍을 나타
낸  도면이다.  제1독출모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입력모드에서  열어드레스번지  및  페이지 
어드레스번지를  어드레스  버퍼내에  취입함과  동시에  Busy  상태를  나타내는  L레벨의  억세스불가능 신
호를  외부로  출력한다.  이때  제44도(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독출모드와  마찬가지로  M페이지의 메
모리셀의  정보가  비트선으로  출력되어  데이타  레지스터에  래치된다.  이  래치동작이  종료하면  Ready 
상태를  나타내는  H레벨의  억세스가능  신호를  외부로  출력해서  데이타  레지스터에  래치된 기억데이타
가  독출가능인  것을  외부에  통지한다.  이어서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응답해서  입력된 페이지
내  어드레스(열어드레스)로부터  데이타출력을  수행한다.  여기서  제2독출모드의  경우  어드레스 입력
모드에서  입력된  N번지의  열어드레스에  응답해서  내부어드레스는  (512+N)번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어드레스  버퍼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용장셀내의  8바이트내의  N번지가  시리얼  독출의 개
시번지로  된다.  제44도(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용장셀내의  N번지로부터  외부제어신호(NRE)의 클
럭에  의해  내부페이지내  어드레스(내부열어드레스)가  순차적으로  인크리먼트되어  데이타 레지스터내
의  메모리셀  데이타를  억세스시간  70nsec에서  순차적으로  외부로  출력한다.  페이지내  어드레스의 최
종  번지(열어드레스  519번지)까지  시리얼  독출이  행해지면  내부페이지  어드레스를  증가시킴과 동시
에  Busy  상태를  나타내는  L레벨의  억세스불가능  신호를  외부로  출력한다.  또  인크리먼트된  다음의 
내부페이지  어드레스(M+1)에  의해  선택된  워드선에  접속된  메모리셀의  정보를  제44도(d)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타  레지스터회로에  래치한다.  이  래치동작의  종료와  더불어  Ready  상태를  나타내는 H
레벨의  억세스가능  신호를  외부로  출력한다.  이때  내부페이지내  어드레스(내부열어드레스)는 제1독
출모드의  경우와  다르게  용장셀의  개시번지(512번지)로  리세트된다.  이  때문에  칩이  Ready  상태로 
된  후에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을  외부로부터  입력하면,  제44도(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외부제어
신호(NRE)에  응답해서  페이지내  어드레스(512번지  ;  용장셀  8바이트의  0번지)로부터  순차적으로 메
모리셀  데이타가  연속해서  독출된다.  어드레스  입력후의  최초의  독출은  지정  열어드레스로부터 시리
얼  독출이  개시된다.  내부페이지  어드레스의  인크리먼트후에  시리얼  독출은  오히려  용장셀이 0번지
(열어드레스  512번지)로부터  개시된다.  이  연속  독출동작은  칩의  최종  번지까지  행해진다.  최종 데
이타 독출후에 외부제어신호(NCE)를 H레벨로 해서 독출동작이 종료된다.

어드레스  버퍼회로로서는  제4도에  도시된  것을  이용한다.  이  어드레스  버퍼회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어드레스입력 및 어드레스의 인크리먼트 동작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제45도는  열어드레스(A0∼A8)와  행어드레스(A9∼A18)로  구성되는  본  발명의  4M비트의  불휘발성 반도
체  메모리에서  내부어드레스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회로도를  나타낸 도면이
다.  이  회로도의  심볼(ABUF0∼ABUF18,  ABUF8E)의  회로구성은  제4도에  도시된  어드레스  버퍼회로와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  ABUF0∼ABUF18은  각각  내부어드세스(A0S∼A18S)를  출력하는  어드레스 버퍼회
로이다.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0∼ABUF7,  ABUF8E)의  래치신호  입력단자(LPn)에는  제어신호(LP1)가 
공급되고,  어드레스  버포회로((ABUF8∼ABUF15)의  래치신호  입력단자에는  제어신호(LP2)가  공급되며, 
어드레스  버포회로(ABUF16∼ABUF18)의  래치신호  입력단자에는  제어신호(LP3)가  공급된다.  그리고 어
드레스  버퍼회로(ABUF0,  ABUF8,  ABUF16)의  데이타  입력단자(Dn)는  공통으로  I/O0의  입력단자에 접속
되고,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1,  ABUF9,  ABUF17)의  데이타  입력단자는  I/O1의  입력단자에  접속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2,  ABUF10,  ABUF18)의  데이타  입력단자는  I/O2의 입력단자
에  접속되고,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3,  ABUF11)의  데이타  입력단자는  I/O3의  입력단자에  접속되며,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4,  ABUF12)의  데이타  입력단자는  I/O4의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어드레스 버
퍼회로(ABUF5, ABUF13)의 데이타 입력단자는 I/O5의 입력단자에 접속되며, 어드레스 버퍼회로
(ABUF6,  ABUF14)의  데이타  입력단자는  I/O6의  입력단자에  접속되고,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7, 
ABUF15)의  데이타  입력단자는  I/O7의  입력단자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A0으로부터  A8까지의 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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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0∼ABUF8)의  리세트단자(RST)에는  전원투입시  칩내부를 리
세트하기  위해  소정의  기간  H레벨로  되는  신호(RST)와,  최종  열어드레스의  데이타독출이  종료된 때
에  H레벨로  되는  신호(COLEND)의  오아(OR)  논리의  신호(COLRST)가  공급된다.  또한  A9로부터 A18까지
의  행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9∼ABUF18)의  리세트단자에는  상기 리세트신호
(RST)가  입력된다.  또  열방향  512바이트째부터  배치되어  있는  용장메모리셀을  선택하기  위해  부가된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8E)의  리세트단자에는  상기신호(COLRST)와는  역위상인  신호와, 제1독출모드
에서는  L레벨로  되고  또한  제2독출모드에서는  H레벨로  되는  내부제어신호(EX)와의  노아(NOR)논리의 
신호가  입력된다.  또한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1∼ABUF8,  ABUF10∼ABUF18)의  입력단자(Ai-1S, Ai-
1SB)에는  하위  어드레스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내부어드레스신호  출력단자(AiS,  AiSB)가  각각 접속
된다.  열어드레스의  최하위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0)의  입력단자(Ai-1S)에는 
외부제어신호(NRE)의  하강에  응답해서  소정의  기간  L레벨로  되는  펄스신호(PUL)가  공급되고,  또한 
그  입력단자(Ai-1SB)에는  상기  펄스신호(PUL)의  반전신호(PULB)가  입력된다.  행의  최하위 어드레스
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9)의  입력단자(Ai-1S)에는  상기  신호(COLRST)와는  역상위인 신
호가  입력된다.  이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입력단자(Ai-1SB)에는  상기  신호(COLRST)가  입력된다.  또한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8E)의  입력단자(Ai-1S)에는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8)의  내부어드레스 출력
단자(AiS)가  접속되고,  입력단자(Ai-1SB)에는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8)의  내부어드레스신호 출력단
자(AiSB)가 접속된다.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0∼ABUF8,  ABUF8E)로부터  출력되는  내부어드레스신호(A0S∼A8S,  A8ES)  및 그
들의  반전신호는  상술한  바와  같이  열데이타회로에  입력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열어드레스가 
10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024바이트내의  1바이트의  비트선을  선택가능하게  된다. 용장
메모리셀은  8바이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열어드레스는  519번지로  된다.  이  때문에 외부제
어신호(NRE)의  클럭에  응답해서  519번지  이후의  내부어드레스가  선택되지  않도록  본  실시예에서는 
519번지의  최종  열이  선택되는  것을  검지하기  위한  최종  열어드레스  검출수단이  설치되어  있다. 최
종  열번지가  선택된  겨우에  각  열어드레스  버퍼의  내부어드레스  출력단자의  레벨은  다음과  같이 되
어 있다. 즉 A0S=H , A0SB=L ; A1S=H , A1SB=L ; A2S=H , A2SB=L ; A3S=L , A3SB=H ; A4S=L , 
A4SB=H ; A5S=L , A5SB=H ; A6S=L , A6SB=H ; A7S=L , A7SB=H ; A8S=L ; A8SB=H ; A8ES=H , 
A8SEB=L.  이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최종  번지가  선택되어  A8ES,  A0S,A1S,  A2S가  모두  H레벨로  된 
경우에  신호(COLEND)가  L레벨로부터  H레벨로  변화하도록  논리회로(A)가  구성되어  있다.  이 신호
(COLEND)의  변화에  의해  최종  열번지가  선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있다.  또한  제37도에 도
시된  신호(REPUL)는  외부제어신호(NRE)가  L레벨로부터  H레벨로  변화할  때에  소정의  기간  H레벨로 되
는 내부펄스신호이다.

다음으로  이  어드레스  버퍼회로에  I/O  입출력단자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  데이타를  기억시키는 어드
레스 입력모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어드레스  데이타를  데이타  입력단자로  입력하기  위해  외부제어신호(NWE)를  H→L→H레벨로 변화시킨
다.  이에  따라  H→L→H레벨로  변화하는  어드레스  칩제어신호(LP1)가  발생한다.  이때  다른  어드레스 
칩제어신호(LP2,  LP3)는  H로  유지된다.  이  결과,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타 입출력단자(I/O0∼I/O7)
에  공급되고  있는  A0∼A7의  어드레스정보가  각각의  어드레스  버퍼회로에  래치되고, 내부어드레스신
호는  입력된  어드레스정보에  대응하는  논리레벨로  설정된다.  이어서  A8로부터  A15까지의  어드레스 
데이타를  입력하기  위해  I/00∼I/O7에  A8로부터  A15까지의  어드레스  데이타를  공급하고, 외부제어신
호(NWE)를  H→L→H레벨로  변화시킨다.  그  결과,  H→L→H레벨로  변화하는  펄스의  어드레스 래치제어
신호(LP2)가  발생한다.  이때  다른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1,  LP3)는  H로  유지된다.  이  경우 데이
타  입출력단자(I/O0∼I/7)에  공급되어  있는  A8∼A15의  어드레스정보가  각각  어드레스 버퍼회로
(ABUF8∼ABUF15)에  래치되고,  내부어드레스신호가  입력된  어드레스정보에  대응하는  논리레벨로 설정
된다.

마지막으로  A16∼A18의  어드레스  데이타를  I/O0∼I/O7에  공급하고  외부제어신호(NWE)를 H→L→H레벨
로  변화시킨다.  그  결과,  H→L→H레벨로  변화하는  펄스의  어드레스  칩제어신호(LP3)가  발생하고, 
A16으로부터  A18까지의  어드레스  데이타는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16∼ABUF18)에  래치된다.  이와 같
이  해서  펄스의  3스텝에서  I/O  입출력단자에  공급되는  A0∼A18의  어드레스정보가  각  어드레스 버퍼
에 입력된다.

상술한 어드레스 칩제어신호(LP1∼LP3)를 발생시키는 회로는 제6도와 같다.

다음으로 제1 및 제2독출모드에서의 시리얼 독출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제1독출모드인  경우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예컨대  제1독출모드와  제2독출모드는  외부로부터 
명령입력모드에서  소정의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이  소정의  명령이  입력되면 내부제
어신호(EX)는  L레벨로부터  H레벨로  변화하게  되고,  다시  소정의  명령이  입력되면 내부제어신호(EX)
는  H레벨로부터  L레벨로  변화하게  된다.  또  명령데이타를  사용하지  않고서  이  내부제어신호(EX)를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외부제어신호로  하여도  된다.  이와  같이  이  내부제어신호를  형성하는  방법은 
칩  설계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랜덤  독출후에  열독출개시번지가 0번
지로  설정되는  제1독출모드에서는  내부제어신호(EX)가  L레벨로  되고,  열독출개시번지가  512번지로 
설정되는  제2독출모드에서는  내부제어신호(EX)가  H레벨로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1독출모드에서는 
내부제어신호(EX)가  L레벨이다.  이  때문에  어드레스  입력모드에서  부논리의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
(LP1)가  출력되면,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8E)에는  L레벨의  내부어드레스신호가  래치되어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출력신호(A8ES)는  L레벨로  설정되고  또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출력신호(A8ESB)는  H레벨로 
설정된다.  제46도는  제1독출모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제1독출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열어드레
스  3번지가  어드레스  입력모드로  설정된  경우의  외부제어신호와  내부제어신호의  타이밍을  나타낸 타
이밍도이다.

이어서  최초의  랜덤  독출후에  외부제어신호(NRE)를  H→L→H로  변화시킨  경우의  독출동작에  대해 설
명한다.  펄스신호(PUL)는  독출동작모드에서  외부제어신호(NRE)를  H→L→H로  변화시킨  때에  출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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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신호(PUL)  및  그  반전신호(PULB)는  각각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0)
의  입력단자(Ai-1S,  Ai-1SB)에  공급된다.  단  어드레스  입력후의  최초  열번지의  독출시  및  페이지 어
드레스가  절환되어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이  절환된  후의  최초  열번지의  독출시에는  Ready/Busy 신
호가  L→H로  레벨이  변화되더라도  펄스신호(PUL)는  출력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
된  반도체  메모리에서  어드레스  입력후에  외부제어신호(NRE)를  H→L레벨로  변화시킨다. 내부어드레
스신호(A8ES)가  L레벨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3번지의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이  I/O  입출력단자로 
출력된다. 이들 단자는 고임피던스상태로부터 출력데이타에 대응하는 소정의 레벨로 변화하게 된다.

최초의  NRE의  클럭신호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펄스신호(PUL)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어드레스  버퍼회로로부터  출력되는  내부어드레스신호는  변화되지  않고서  3번지의 데이타
가  외부로  출력된다.  이어서  외부제어신호(NRE)가  L→H레벨로  변화하면  I/O  출력단자는 고임피던스
상태로  된다.  다시  외부제어신호(NRE)를  H→L레벨로  변화시키면  이번에는  펄스제어신호(PUL)가 발생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0)의  내부어드레스신호(A0S)는  H→L레벨로  변화하게  된다.  또  이 
내부어드레스신호(A0S)의  변화에  응답해서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1)의  내부어드레스신호(A1S)는 H
→L레벨로  변화한다.  또한  어드레스신호(A1S)의  변화에  응답해서  내부어드레스신호(A2S)는 L→H레벨
로 변화한다. 그후 이 내부어드레스신호에 의해 선택되는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열어드레스=4번지)가  I/O  입출력단자로  출력된다.  이어서  외부제어신호(NRE)를  L→H레벨로 변
화시키면 I/O 입출력단자는 고임피던스상태로 된다.

이와  같이  내부열어드레스신호(A0S∼A8ES)에  의해  결정되는  내부어드레스신호는  신호(PUL)에  의해 
순차로  인크리먼트되게  된다.  517스텝째에  외부제어신호(NRE)가  H→L레벨로  변화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내부어드레스신호(A0S,  A1S,  A2S,  A8ES)가  H레벨로  되기  때문에  신호(COLEND)가  H→L레벨로 변
화한다.  펄스신호(REPUL)는  외부제어신호(NRE)의  L→H레벨로의  변화에  응답해서  출력되는  정논리의 
펄스신호이다.  신호(COLEND)가  H레벨인  때에  외부제어신호(NRE)가  L→H레벨로  변화하면 펄스신호
(REPUL)에  대응하는  정논리의  펄스신호(COLRST)가  출력되어  내부행어드레스는  인크리먼트된다.  또 
동시에  랜덤  독출을  개시하기  위해  Busy  신호가  출력된다.  이때  열어드레스  버퍼(ABUF0∼ABUF8, 
ABUF8E)가  리세트되어  내부열어드레스는  0번지를  나타내도록  된다.  이와  같이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응답해서  시리얼  독출이  실행된다.  용장메모리셀을  포함하는  열의  최종  번지까지  독출이 행
해진  후에는  내부열어드레스가  0번지를  나타내게  되고,  내부행어드레스(페이지  어드레스)는 인크리
먼트된  번지를  나타내게  된다.  소정의  랜덤  독출시간후의  인트리먼트된  행어드레스의  메모리셀 데이
타가  데이타  레지스터로  전송되고,  칩이  억세스가능인  것을  나타내는  Ready  신호가  Ready/Busy 출력
신호단자로  출력된다.  이후  클럭  외부제어신호(NRE)를  입력해서  최초의  시리얼  독출동작을  행하면, 
Ready/Busy  신호가  L→H레벨로  변화하기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이  신호(PUL)는  출력되지  않고 0번지
의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이 I/O 입출력단자로 출력된다.

그후  최종  열번지까지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의해  시리얼  독출을  행한다.  이어서  Ready/Busy 
출력단자에서는  다시  Busy  신호가  출력됨과  더불어  다음  페이지  어드레스  메모리셀  데이타가  데이타 
레지스터로 전송된다. 다음으로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의해 시리얼 독출이 계속해서 
행해진다.

다음으로  제2독출모드의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제2독출모드에서는  내부제어신호(EX)가  H레벨로 되
어  있다.  어드레스  입력모드에서  부논리의  어드레스  래치제어신호(LP1)가  출력된다.  이에  따라 어드
레스  버퍼회로(ABUF8E)에는  H레벨의  내부어드레스신호가  래치되어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출력신호
(A8ES)는  H레벨로  설정되고  또한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출력신호(A8ESB)는  L레벨로  설정된다.  이 때
문에 어드레스 입력모드에서 N번지를 지정하면 내부열어드레스는 (512+N)번지를 지정하게 된다. 

즉,  제2독출모드에서  N번지를  지정하면  용장메모리셀  블록내의  N번지를  지정하게  된다.  제47도는 제
2독출모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제2독출모드에  설정된  상태에서  열어드레스  5번지가  어드레스 입
력모드로  지정된  경우의  외부제어신호와  내부제어신호의  타이밍을  나타낸  도면이다.  어드레스 입력
모드  및  그후의  랜덤  독출동작에  대해서는  상술한  제1독출모드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후  시리얼 독
출이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응답해서  개시된다.  이에  따라  A8ES가  H레벨이기  때문에  데이타 
레지스터내의  데이타가  열어드레스  517번지  (512+5)로부터  열어드레스의  최종  519번지까지  순차로 
독출된다.  이  제2독출모드에서  내부열어드레스신호(A8ES)는  H레벨로  고정되고 내부열어드레스신호
(A0S∼A8S)에  의해  결정되는  내부어드레스는  신호(PUL)에  의해  인크리먼트된다.  3스텝째에 외부제어
신호(NRE)가  H→L레벨로  변화하면  내부어드레스신호(A0S,  A1S,  A2S,  A8ES)가  H레벨로  된다.  이 때문
에  제1독출모드와  마찬가지로  신호(COLEND)가  L→H레벨로  변화한다.  이  신호(COLEND)가  H레벨인 때
에  외부제어신호(NRE)가  L→H레벨로  변화하면  펄스신호(COLRST)가  출력되어  제1독출모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어드레스가 인크리먼트됨과 더불어 어드레스 버퍼(ABUF0∼ABUF8)는 리세트신호
(COLRST)에 의해 리세트된다. 그러나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8E)이 리세트단자에는 펄스신호
(COLRST)의  반전신호와  제2독출모드시에  H레벨로  되어있는  신호(EX)  노아(NOR)논리신호가  입력되게 
된다. 이 때문에 펄스신호(COLRST)가 출력되더라도 어드레스 버퍼회로(ABUF8E)는 리세트되지 
않는다.  그  결과,  내부어드레스신호(A0S∼A8S)는  L레벨로  설정되고  내부어드레스신호(A8ES)는 H레벨
로  설정되어  최종  열의  독출이  종료된  후의  열어드레스는  512번지를  나타내게  된다.  그후 제1독출모
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독출이  행해져서  메모리셀  데이타가  데이타  레지스터로  독출된  후에 
READY  신호가  Ready/Busy  단자에서  출력된다.  랜덤  독출후에  외부제어신호(NRE)를  변화시켜 인크리
먼트된 행어드레스의 메모리셀 데이타의 시리얼 독출을 행하면, 용장메모리셀 블록의 열 개시
(collumn  開始)번지인  512번지로부터  순차로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이  독출되게  된다.  이어서  열의 
최종  번지까지의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의해  독출을  행하면  다시  Ready/Busy  단자에는  BUSY 
신호가  출력됨과  더불어  다음의  페이지  어드레스의  메모리셀  데이타가  레지스터로  전송되게  된다. 
이후  외부제어신호(NRE)의  클럭에  응답해서  용장메모리셀  블록의  열  개시번지로부터  다시  독출이 행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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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회로에서는  2개의  모드  즉  데이타가  입력된  본채 어드레스로부
터  독출을  개시해서  용장메모리셀을  포함한  최종  열까지  시리얼  독출을  행한  후에  다음  페이지의 독
출을  본체  열어드레스의  0번지부터  개시하는  제1독출모드와  데이타  입력된  용장메로리셀의  임의의 
어드레스로부터  독출을  개시해서  최종  열까지  시리얼  독출을  행한  후에  다음  페이지의  독출을 용장
열어드레스의  0번지부터  개시하는  제2독출모드를  구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장메모리셀 데이타만
을  연속해서  독출한  경우에  칩의  제어가  용이하고  외부  시스템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는  잇점이 있
다.  제41도의  실시예에서는  본체  메모리셀의  열방향의  구성을  512바이트,  또한  용장메모리셀의 열방
향의  구성을  8바이트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내용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
은  상기  구성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  본  실시예는  용장메모리셀에  페이지의  연속정보를 기억시키
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데이타구조가  (A1+B1)+(A2+B2)+…+(An+Bn)으로  구성되고(여기서  A  및 B
는  각각  모두  동일한  데이타길이),  B1+B2+…+Bn  구조의  데이타도  연속독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본  발명은  유효한  것이다.  이  경우  (A+B)의  데이타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  갯수만큼  열어드레스 버퍼
회로를  준비하고  제2독출모드에서는  최종  열어드레스까지  데이타  독출이  종료한  후에 내부열어드레
스가  B의  데이타의  개시포인트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어드레스  버퍼회로의  리세트동작을  제어하는 
회로를 설치하면 된다. 이것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회로로부터 용이하게 유추될 수 있다. 

예컨대  용장비트에  그  페이지의  고쳐쓰기  횟수를  기억시킨다.  그  칩의  소정  페이지가  낸드셀구조의 
EEPROM에서  보증되는  기록/소거  횟수를  넘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용장비트에  기록하고  그  페이지를 
억세스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한  기억장치의 신뢰
성을  높일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소정  시간마다  용장비트에  기억되어  있는  기록/소거  횟수를 연속적
으로  독출해서  그  횟수가  소정의  횟수를  넘는  경우에는  용장비트에  0레벨의  플래그  데이타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의  제2독출모드에서  용장비트의  기억정보만을  연속해서  독출하면 고
속으로 모든 페이지의 고쳐쓰기 횟수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  데이타구조가  A+B+C인  경우에  본  실시예를  응용하면  1개의  메모리칩의  동일한  기억정보를 
A+B+C,  B+C,  C와  같이 서로 다른 데이타길이로 연속적으로 독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최종 열까
지  데이타독출이  종료된  후의  시리얼  독출시에  제1모드에서는  내부열어드레스가  0번지를  나타내도록 
어드레스  버퍼회로를  제어하고,  제2모드에서는  내부열어드레스가  B의  데이타의  개시포인트를 지정하
도록  어드레스  버로회로를  제어하며,  제3모드에서는  내부열어드레스가  데이타의  개시포인트를 지정
하도록 어드레스 버퍼회로를 제어하면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메모리셀을  갖추고,  선택된  행에서의  상기  메모리셀이  데이타가 
병렬로  복수개의  데이타  레지스터로  전송되며,  이  데이타  레지스터내에  전송된  데이타가  직렬로 외
부회로로 출력되고, 페이지 독출동작을 허용하도록 상기 동작이 반복되는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상기  외부회로로부터  입력된  데이타  독출개시번지를  저장하기  위한  어드레스  입력수단과; 
이  어드레스  입력수단에  저장된  내부어드레스를  인크리먼트하기  위한  어드레스  제어수단;  상기 데이
타  레지스터로부터  1페이지분의  데이타  출력이  종료된  후에  상기  메모리셀의  데이타를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로  전송하는  독출수단  및;  이  독출수단이  데이타를  전송하는  동안  상기  외부회로에  대해 억
세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지(Busy)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비지신호출력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2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열된  북수개의  메모리셀을  갖추고,  페이지  데이타  기록동작을  허용하도록 복수
개의  데이타  레지스터의  외부회로로부터  저장된  복수개의  데이타가  선택된  행에서의  상기 메모리셀
에  동시에  기록되는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상기  외부회로로부터  입력된  데이타  기록개시번지를 
저장하기  위한  어드레스  입력수단과;  이  어드레스  입력수단에  저장된  내부어드레스를 인크리먼트하
기  위한  어드레스  제어수단;  상기  외부회로로부터의  데이타를  상기  내부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된 상
기  복수개의  데이타  레지스터중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로  기록하기  위한  데이타  입력수단  및; 데이타
가  기록되지  않은  다른  데이타  레지스터의  데이타를  소정의  기록데이타로  설정하기  위한  데이타 설
정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3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메모리셀을  갖추고,  선택된  행에서의  상기  메모리셀의  데이타가 
병렬로  복수개의  데이타  레지스터에  전송되며,  이  데이타  레지스터에  전송된  데이타가  직렬로 외부
회로로  출력되며,  페이지  데이타  독출  및  기록동작을  허용하도록  상기한  동작을  반복하고,  상기 복
수개의  데이타  레지스터의  상기  외부회로로부터  저장된  복수개이  데이타가  선택된  행에서의  상기 메
모리셀에  동시에  기록되는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상기  외부회로로부터  입력된  데이타 독출개시
번지를  저장하기  위한  어드레스  입력수단과;  이  어드레스  입력수단에  저장된  내부어드레스를 인크리
먼트하기  위한  어드레스  제어수단;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로부터  1페이지분의  데이타출력이  종료된 
후에  상기  메모리셀의  데이타를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로  전송하기  위한  독출수단;  이  독출수단이 데
이타를  전송하는  동안  상기  외부회로에  대해  억세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지신호를 출력
하기  위한  비지신호  출력수단;  상기  외부회로로터의  데이타를  상기  내부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된 상
기  복수개의  데이타  레지스터중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에  기록하기  위한  데이타  입력수단  및; 데이타
가  기록되지  않은  다른  데이타  레지스터의  데이타를  소정의  기록데이타로  설정하기  위한  데이타 설
정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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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회로로부터  입력된  상기  독출개시번지가  상기  어드레스  입력수단에 저장되
고,  메모리셀의  상기  데이타가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에  자동적으로  전송됨과  더불어  상기 비지신호
가 상기 외부회로로 자동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5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메모리셀과,  각  열에  대해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수
개의  테이터  레지스터  및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의  선택된  행에서의  상기  메모리셀에  페이지 데이타
를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내의  상기  페이지  데이타를  외부회로에  연속적으로 출력하
기  위한  페이지  독출모드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행이  절환될  경우,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을  제1소정의  열로부터  순차로  상기  외부회로로  출력하는  제1모드와;  상기 
선택된  행이  절환될  경우,  상기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을  제2소정의  열로부터  순차로  상기 외부회로
로 출력하는 제2모드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6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메모리셀과,  각  열에  대해  데이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수
개의  데이타  레지스터  및,  이  데이타  레지스터의  선택된  행에서의  상기  메모리셀에  페이지  데이타를 
저장함과  더불어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내의  상기  페이지  데이타를  외부회로에  연속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페이지  독출모드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제1모드에서는  선택된  행이  절환될 
경우,  제1소정의  열로부터  순차로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을  상기  외부회로로  출력하고, 제2모
드에서는  선택된  행이  절환될  경우,  제2소정의  열로부터  순차로  상기  데이타  레지스터의  내용을 상
기 외부회로로 출력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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