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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안 리던던시 블록을 구비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보안 리던던시 블록을 구비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는 메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인 블록들, 보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안 블록, 그리고 상기 메인 블록들 또는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될 때 페일된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리던던시 블록들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상기 리던던시 블록들은 퓨즈 정

보에 따라 상기 보안 블록을 보안 리던던시 블록으로 대체한다. 또한, 상기 리던던시 블록들은 별도의 보안 리던던시 블록

을 구비하여 상기 보안 블록을 리페어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를 페일 처리해야 하는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복수의 메인 블록을 갖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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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보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안 블록;

상기 보안 블록에 대한 페일 정보를 저장하는 퓨즈 박스; 및

상기 퓨즈 박스에 저장된 페일 정보에 따라, 페일이 발생한 보안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리던던시 블록을 포함하는 낸드 플

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블록은 OTP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박스는 상기 복수의 메인 블록에 대한 페일 정보를 저장하며,

상기 리던던시 블록은 상기 퓨즈 박스에 저장된 페일 정보에 따라, 페일이 발생한 메인 블록을 대체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

리 장치.

청구항 4.

메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복수의 메인 블록;

보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안 블록;

상기 복수의 메인 블록 또는 상기 보안 블록에 대한 페일 정보를 저장하는 퓨즈 박스;

상기 퓨즈 박스에 저장된 메인 블록의 페일 정보에 따라, 페일이 발생한 메인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메인 리던던시 블록;

및

상기 퓨즈 박스에 저장된 보안 블록의 페일 정보에 따라, 페일이 발생한 보안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보안 리던던시 블록을

포함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블록은 OTP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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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한 경우에, 상기 퓨즈 박스에는 상기 보안 블록에 대한 페일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보안 블

록은 상기 보안 리던던시 블록으로 대체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메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복수의 메인 블록;

한 번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OTP 블록;

상기 복수의 메인 블록 또는 상기 OTP 블록에 대한 페일 정보를 저장하는 퓨즈 박스; 및

상기 퓨즈 박스에 저장된 페일 정보에 따라 페일이 발생한 메인 블록 또는 OTP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리던던시 블록을 포

함하되,

상기 퓨즈 박스가 상기 OTP 블록에 대한 페일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 상기 리던던시 블록은 상기 OTP 블록을 대체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박스가 상기 복수의 메인 블록 중 하나에 대한 페일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 상기 리던던시 블록은 페일이 발생

한 메인 블록을 대체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박스의 퓨즈가 컷(cut) 상태이면, 상기 리던던시 블록은 상기 보안 블록을 대체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퓨즈 박수의 퓨즈가 노 컷(no cut) 상태이면, 상기 리던던시 블록은 상기 페일이 발생한 메인 블록을 대체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보안 리던던시 블록을 구비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

치에 관한 것이다.

등록특허 10-0648281

- 3 -



플래시 메모리 장치(Flash Memory Device)는 전원 없이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Nonvolatile

Memory Device)이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플래시 EEPROM(Flash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또는 플래시 E2PROM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스트링 구조(string structure)를 갖는 많은 수의 메모리 셀들(memory cells)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메모리 셀들의 집합을 셀 어레이(cell array)라고 부른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 어레이는 복수개의

블록들(Blocks)로 구성된다. 각각의 블록은 복수개의 페이지들(Pages)로 구성된다. 각각의 페이지는 하나의 워드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셀들(Memory Cells)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셀 어레이는 통상

1024개 또는 2048개의 블록들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블록은 16개, 32개, 또는 64개 등의 페이지들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페이지는 512 바이트(Byte) 개, 또는 2048 바이트(Byte) 개 등의 메모리 셀들로 이루어진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블록 단위로 소거 동작이 이루어지며, 페이지 단위로 읽기 및 쓰기 동작이 이루어진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공정 과정 또는 동작 과정에서 메모리 셀에 치명적인 페일(fail)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페일이 발생된 메모리 셀을 적어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블록을 배드 블록(Bad Block)이라고 한다. 배드 블록의 수가 규

정치 이상, 가령 5개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불량품(failure article)으로 페일 처리된다.

그러나 배드 블록의 수가 규정치 보다 적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 배드 블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

법을 가지고 있다. 배드 블록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배드 블록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던던시 블록(Redundancy

Block)을 별도로 두는 방법이다. 배드 블록을 대신하여 리던던시 블록이 사용된다.

한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통상적으로 보안 블록(security block)을 가지고 있다. 보안 블록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대한 보안 데이터, 즉 제조업체의 시리얼 번호, 제조일 등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그러나 현재 시중

에 나와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보안 블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페일 처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이를 구

제할 수 있는 보안 리던던시 블록을 구비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삭제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복수개의 메인 블록들; 보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안

블록; 및 상기 복수개의 메인 블록들 또는 상기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선택적으로 페일된 블록을 대체하기 위

한 복수개의 리던던시 블록들을 포함한다.

실시예로서, 상기 보안 블록은 OTP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로서, 상기 복수개의 리던던시 블록들은 퓨즈 정보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기 복수개의 메인 블록들 또는 상기 보안

블록을 대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다른 일면은, 메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복수개의 메인 블록들; 상기 복수개의 메

인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페일된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복수개의 리던던시 블록들; 상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에 대한 보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안 블록; 및 상기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페일된 보안 블록을 대체하기 위

한 보안 리던던시 블록을 포함한다.

실시예로서, 상기 보안 블록은 OTP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로서, 상기 보안 리던던시 블록은 OTP 리던던시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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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보안 블록을 리페어하는 방법은, a) 상기 보안 블록을 테스트하는 단계;

b) 상기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보안 리던던시 블록으로 대체하는 단계; 및 c) 상기 보안 리던던시 블록을 테스

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시예로서, 본 발명에 따른 리페어 방법은, d) 상기 보안 리던던시 블록을 테스트한 결과, 상기 보안 리던던시 블록에 페

일이 발생된 경우에 페일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로서, 상기 보안 블록은 OTP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로서, 상기 보안 리던던시 블록은 OTP 리던던시 블록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셀 어레이를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셀 어레이(100)는 n+1개의 메인 블록들(110), OTP 블록(120), 그리고 4개

의 리던던시 블록들(130)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상기 리던던시 블록들(130)의 개수가 더 많을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

다.

상기 메인 블록들(110)은 메인 데이터를 저장한다. 여기에서, 메인 데이터(main data)는 사용자(user)가 읽고 쓰고 지울

수 있는 통상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상기 OTP 블록(120)은 보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안 블록(security block)이다. 여기에서, 보안 데이터(security data)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보안에 관계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TP 블록(One-Time Programmable Block)

은 단지 한번만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보안 블록이다. 정보처리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사용자(user)

는 사용하고자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ID, 즉, 제조업체의 시리얼 번호, 제조일,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을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내에 저장하기 원한다. 이와 같은 보안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이 OTP 블록이다. OTP 블록에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보안 데이터가 단지 한번만 프로그램 되고, 한번 프로그램된 데이터는 외부의 어떠한 조작에도 안전하

게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OTP 블록에 저장된 보안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전된다.

상기 리던던시 블록들(130)은 상기 메인 블록들(110) 또는 상기 OTP 블록(120)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선택적으로 페

일된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블록들이다. 상기 메인 블록들(110)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상기 OTP 블록(120)에 페일이 발

생된 경우에, 상기 리던던시 블록들(130) 중에서 어느 하나의 리던던시 블록(131)은 퓨즈 박스(140)에 저장된 퓨즈 정보

에 따라 페일이 발생된 블록을 대체한다. 예를 들면, 상기 리던던시 블록(131)은 상기 퓨즈 박스(140)의 퓨즈가 노 컷(NO

CUT) 상태에 있으면, 상기 메인 블록들(110)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면에, 상기 리던던시 블록(131)은 상기 퓨즈

박스(140)의 퓨즈가 컷(CUT) 상태에 있으면, 상기 OTP 블록(120)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셀 어레이를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셀 어레이(200)는 n+1개의 메인 블록들(210), OTP 블록(220), OTP 리던던

시 블록(230), 그리고 3개의 리던던시 블록들(240)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상기 리던던시 블록들(240)의 개수가 더 많을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상기 메인 블록들(210)은 메인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리던던시 블록들(240)은 상기 메인 블록들(210)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페일된 메인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블록들이다. 상기 OTP 블록(220)은 상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대한 보

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안 블록이다. 그리고 상기 OTP 리던던시 블록(230)은 상기 OTP 블록(230)에 페일이 발생된 경

우에, OTP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보안 리던던시 블록이다.

상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셀 어레이(200)는 도 1에 도시된 셀 어레이(100)와 달리 OTP 블록(220)을 리페어

(repair)하기 위한 OTP 리던던시 블록(230)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OTP 블록을 리페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여기에서, OTP

블록은 보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안 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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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310 단계에서는 상기 OTP 블록은 테스트된다. S320 단계에서는 상기 OTP 블록에 페일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

약, S320 단계에서 상기 OTP 블록에 페일이 없으면, OTP 블록을 리페어하는 동작은 종료된다. 그러나, 상기 OTP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S330 단계에서 상기 OTP 블록은 OTP 리던던시 블록으로 대체된다. S340 단계에서는 상기 OTP

리던던시 블록이 테스트된다. S350 단계에서는 상기 OTP 리던던시 블록에 페일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상기 OTP

리던던시 블록에 페일이 있으면, 상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페일 처리된다. 그러나 상기 OTP 리던던시 블록에 페일

이 없으면, OTP 블록을 리페어하는 동작은 종료된다.

종래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페일이 발생된 보안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리던던시

블록이 없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페일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보

안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보안 리던던시 블록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보안 블록을 리

페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페일 처리해야 하는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상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

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보안 블록을 대체하기 위한 보안 리던던시 블록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블록에 페일이 발생된 경우에 보안 블록을 리페어할 수 있다.

삭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셀 어레이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셀 어레이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OTP 블록을 리페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 셀 어레이 110, 210 : 메인 블록

120, 220 : OTP 블록 130, 230, 240 : 리던던시 블록

140 : 퓨즈 박스

도면

등록특허 10-0648281

- 6 -



도면1

등록특허 10-0648281

- 7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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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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