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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메모리 디바이스를 위한 에러 교정 회로 및 방법

요약
메모리 디바이스를 위한 에러 교정 회로 및 방법은 데이터 바이트들 내에 에러들이 있는 경우 이 에러들을 검출하고 교
정하기 위해, 가령 해밍 코드와 같은 에러 교정 블록 코드를 이용한다. 상기 에러 교정 회로 및 방법은 에러 교정 속도
를 개선하여 외부 데이터 접속 시간에 있어서의 지연을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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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메모리 디바이스, 플래시 메모리, 에러 교정 회로, 시간 지연, 해밍 코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메모리 디바이스에서의 데이터의 에러 교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비휘발성 메모리를 위한 에러 교정 회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가령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들과 같은 반도체 집적 회로 메모리 디바이스들에서는, 메모리 디바이스들에 데이터가
기록되고, 이로부터 데이터가 판독될 때 종종 에러들이 발생한다. 데이터 기억 기억 장치 내에서도 메모리 디바이스들
의 물리적인 특성들로 인하여 종종 에러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에서는, 결함들 또는
프로그램 장애를 제조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내에 저장된 데이터 내에서 에러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전형적인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 내에서, 프로그램 장애는 메모리 게이트들을 프로그램하는 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필드 턴온에 의해 야기
될 수도 있다. 인접하는 비트 라인들 상의 두 개의 메모리 게이트들 간의 선택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필드 산화막 아래
기판 영역 내에서의 필드 턴온은 논리 비트 " 1" 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저지 상태인 것으로 가정되는 메모리 게이트들
중 하나가 논리 비트 " 0" 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상태로 " 턴온" 되게 할 수도 있다. 종래의 비휘발성 메모리 디바이스
에 저장된 데이터 내의 비트 에러들은 또한 다른 많은 요인들에 의해 야기될 수도 있다.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수용가능한 신뢰성 레벨을 제공하기 위하여, 에러 교정 코드들
이 메모리 기억 시스템들에 통합되어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내의 비트 에러들을 교정하여 왔다. 가령 블록 코드들과
같은 종래의 에러 교정 코드들은 종래의 메모리 기억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에러를 교정하는 데에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당업자들에게 널리 공지된 종래의 블록 코드들의 부류 내에 포함되는 해밍 코드들이 종래의 메모리 기억 디바이
스들 내의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일-비트 에러 교정을 제공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의 에러 체킹 및 교정은 데이터가 에러 교정 회로에 의해 메모리로부터 선
판독되는 시간으로부터 에러 교정 회로가 교정된 데이터를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외부적으로 접속될수 있게 하는 시간
까지 시간 지연을 야기시킨다.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러 교정 회로는 메모리 디바이스로부터 판독된 데이
터를 병렬 처리함으로써, 에러 어드레스들, 즉 에러 교정 블록 코드에 의해 발생된 신드롬을 계산하도록 실행되었다. 그
러나, 병렬 처리 능력을 갖는 종래의 에러 교정 회로들은 하드웨어의 복잡성때문에 구현하는 데에 고비용이 든다. 에러
어드레스들의 계산시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게 되면 많은 수의 논리 게이트들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로부터 판독되는 매 1,000 비트들의 데이터에 대하여, 신드롬 계산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의 병렬 처리에 약 5,000개의 XOR 게이트들을 필요로 한다.

어떠한 응용들은 데이터가 에러 교정 회로에 의해 메모리로부터 선판독되는 시간으로부터 에러 교정 회로가 교정된 데
이터를 외부적으로 접속될 수 있게 하는 시간까지의 시간 지연 보다 메모리 기억 시스템의 비용이 최소화될 것을 요구
할 수도 있다. 하드웨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에러 교정 블록 코드를 기초로 에러 어드레스들을 발생시키
기 위해 메모리 어레이 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직렬 처리를 포함하는 종래의 에러 교정 회로들 및 방법들이 구현되어 왔
다. 그러나, 종래의 직렬 처리는 데이터가 호스트 시스템에 의해 판독되기 전에 데이터 접속 시간에 있어서 수백 클록
주기의 지연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데이터의 직렬 처리에 의해 야기되는 긴 시간 지연은 어떠한 응용들에서는 수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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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에러 어드레스들을 발생시키기 위한 종래의 직렬 데이터 처리로부터 야기되는 상당히 긴 시간 지연들과 비교하
여 데이터 접속 시간 지연을 줄이면서, 메모리 디바이스로부터 판독된 데이터의 종래의 병렬 처리에 관련된 하드웨어
비용과 비교하여 에러 어드레스들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하드웨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에러 교정 회로 및 에러 교정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하드웨어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에러를 교정하기 위하여 메모리의 페이지 내에
데이터 워드들 및 에러 교정 바이트들을 할당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상기의 필요성들을 만족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 디바이스를 위한 에러 교정 회로는 일반적으로:
(a)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와;
(b) 제 1, 2 선판독 데이터 바이트들을 각각 수신할 수 있는 제 1, 2 데이터엔코더들과;
(c) 상기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더 및 상기 제 1, 2 데이터 엔코더들에 연결되며, 제 1, 2 다수의 신드롬 비트들을 포
함하는 신드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드롬 누산기와;
(d) 신드롬 발생기에 연결되며, 다수의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비트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와;
(e) 상기 신드롬 누산기와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에 연결되며, 상기 데이터 워드 어드레스 비트들과 상기
제 1 다수의 신드롬 비트들과의 비교에 응답하여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교기와;
(f) 상기 신드롬 누산기에 연결되며, 다수의 디코드된 데이터 입력 비트들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제 2 다수의 신드롬
비트들을 디코딩 할 수 있는 디코더와; 그리고
(g) 상기 비교기 및 디코더에 연결되며, 상기 디코드된 데이터 입력 비트들 및 상기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다수의 교정 비트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교정 인에이블 버퍼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 디바이스 내의 에러 교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a) 다수의 데이터 워드 비트 어드레스들에 의해 확인되는 다수의 바이트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워드를 선판독하는 단
계로서, 데이터 워드 내의 바이트들에 대한 다수의 바이트 서수들을 발생시키기 위해 데이터 워드의 바이트들을 카운트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와;
(b) 코드 워드를 발생시키기 위해 데이터 워드를 코딩하는 단계와;
(c) 코드 워드, 바이트 서수들 및 데이터 워드를 기초로,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 및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신드
롬을 발생시키는 단계와;
(d) 데이터 워드 바이트가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매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상기 데이터 워드 바이트를 비교하는 단계와;
(e) 데이터 워드 바이트가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매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상기 데이터 워드 바이트를 비교하는 상기 단계에 의한 결정에 응답하여,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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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디코드된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디코드하는 단계와; 그리고
(g) 상기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디코드된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기초로 에러 교정된 바이트를 발생
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 디바이스에서 에러 교정을 위해 메모리를 이중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a) 메모리 페이지를 제 1 부분 및 제 2 부분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b) 상기 메모리 페이지의 제 1 부분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단계와; 그리고
(c) 상기 메모리 페이지의 제 2 부분에 다수의 에러 교정 바이트들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유익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기술은 메모리 디바이스 내에서 에러를 교정하기 위한 종래의 직렬 처리 방법들
과 비교하여 외부 데이터 접속 시간에 있어서의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종래의 에러 교정 회로에서의 직렬 데이터 처
리로부터 비롯되는 데이터 접속 시간에 있어서의 수백 클록 주기들의 지연을 필요로 하는 대신에,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방법은 각 메모리 페이지에 대한 외부 데이터 접속 시간에 있어서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은
종래에 에러 교정을 위한 직렬 데이터 처리에 필요했던 논리 게이트들의 수를 줄임으로써 메모리 하드웨어의 비용을 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방법은 종래의 병렬 처리에 대하여 필요했던 것 보다 하드웨어
구조를 더 단순하고 저비용이 들게 하면서, 종래의 직렬 처리 보다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에러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제, 본 발명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메모리 어레이 및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에러 교정 회로를 구비하는 예시적인 메모리 디바이스
의 단순화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에러 교정 회로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의 에러 교정 회로 내의 다수의 XNOR 및 XOR 게이트들을 구비하는 데이터 엔코더의 논리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2의 에러 교정 회로 내의 바이트 어드레스 비교기의 일 실시예의 논리 회로도이다.
도 5는 도 2의 에러 교정 회로 내의 에러 교정 인에이블 버퍼와 함께 결합된 디코더의 일 실시예의 논리 회로도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어레이(2) 및 에러 교정 회로(4)를 포함하는 메모리 디바이스의 단순화된 블록도이다.
메모리 디바이스는 또한 메모리 어레이(2) 및 에러 교정 회로(4)에 연결되는 입/출력 멀티플렉서 버퍼(6)를 포함한다.
또한, 입출력 멀티플렉서 버퍼(6)에 연결된 데이터 입력 버퍼(8) 및 데이터 출력 버퍼(10)는 메모리 어레이(2)로/로
부터 기록 및 판독될 데이터를 입/출력 멀티플렉서 버퍼(6)를 통하여 전송한다. 데이터 입/출력 버퍼들(8, 10)은 데이
터 버스(12)에 연결되며, 이 데이터 버스(12)는 판독 및 기록 연산들을 위해 메모리 어레이(2)와 외부 디바이스 또는
호스트 시스템을 인터페이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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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디바이스는 또한, 에러 교정 회로(4) 및 메모리 어레이(2)에 연결되어 판독 및
기록 연산들 동안 메모리 어레이(2)와 에러 교정 회로(4) 간에 데이터 바이트들을 전송하는 데이터 선판독 입/출력 버
스(14)를 더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입/출력 멀티플렉서 버퍼(6)는 에러 교정 회로(4)에 의해 메모리 어레이(2)로
부터 선판독되는 데이터 워드 내의 에러를 검출할 때, 에러 교정 회로(4)로부터 수신된 교정 비트들을 반전시킬 수 있
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회로(4)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이다. 도 2의 블록도가 8-비트 에러 교정이 되는 실시
예를 도시하기는 하였지만, 본 발명의 원리는 또한 16-비트 에러 교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2의 구조는
한번에 16 비트의 데이터의 에러 교정을 위해 복제될 수도 있다. 에러 교정 회로(4)는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
제 1 데이터 엔코더(18), 제 2 데이터 엔코더(20), 신드롬 누산기(22),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24), 바
이트 어드레스 비교기(26), 디코더(28), 및 에러 교정 인에이블 버퍼(30)를 포함한다. 제 1, 2 데이터 엔코더들(18
및 20)은 각각 PR1 및 PR0으로 표시되는 제 1, 2 선판독 메모리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제 1, 2 데이터 엔코더들(
18 및 20)은 BS1 및 BS0으로 각각 표시되는 제 1, 2 다수의 코드 비트들, 및 BP1 및 BP0으로 표시되는 신드롬 누산
기 내에서의 칸버루션 연산을 위한 제 1, 2 패리티 비트들을 발생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제 1, 2 데이터 엔코더들(18 및 20)은 제 1, 2 블록 엔코더들을 각각 포함하는데, 이들은 종래의 블록
코드를 이용하여 제 1, 2 선판독 메모리 데이터 바이트들을 엔코드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엔코드들(18 및 20) 내에서
선판독 메모리 데이터 바이트들을 엔코드하는 데에 이용되는 블록 코드는 당업자들에게 널리 공지된 종래의 해밍 코드
이다. 도 3은 8비트 바이트를 세 개의 코드 비트들로 코딩하기 위한 비트 어드레스 해밍 엔코더 및 관련된 패리티 비트
의 예를 도시하며, 이에 대해서는 하기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신드롬 누산기(22)에 연결된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는 바이트 카운트의 다수의 홀수 바이
트 서수들 및 다수의 짝수 바이트 서수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바이트 카운트의 홀수 및 짝수 바이트들
은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선판독되는 주어진 데이터 워드 내의 개별적인 바이트들의 바이트 서수들의 번호를 다시매기
고 재정렬함으로써 발생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번호가 다시 매겨지고 재정렬된 바이트 카운트는 다수의 카운터 비트들,
예를 들어 다섯 개의 카운터 비트들을 포함하는데, 이는 이진 포맷 내의 번호가 다시 매겨지고 재정렬된 바이트 서수들
을 나타낸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바이트 서수들의 5-비트 이진 표현은 카운터 비트들 중 적어도 두 개가 이진 번호 "
1" 을 갖도록 코드된다. 24-바이트 데이터의 번호가 다시 매겨지고 재정렬된 바이트 서수들의 5-비트 이진 표현을 갖
는 카운터 비트들의 리스팅 예를 하기의 표 A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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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스트가, 십진 바이트 서수들이 이진 포맷으로 변환될 때 각각 이진 수 " 1" 을 갖는 2개 이하의 카운터 비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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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십진 바이트 서수들 0, 1, 2, 4, 8 및 16을 생략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진 " 1" 을 갖는 카운터 비트들
중 적어도 두 개를 가지며, 5개의 카운터 비트들의 포맷으로 바이트 서수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 워드 내의 데
이터 바이트들의 최대수는 26 바이트이다. 또한, 십진 바이트 서수들 9 및 17은 단지 최대 24 바이트들 만이 상기 설명
된 실시예에서의 데이터 워드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바이트 서수들 0, 1, 2, 4, 8 및 16은 생략되며, 표
A에 리스트된 십진 바이트 서수들은 데이터 워드 내의 26 바이트의 데이터에 할당된다. 바이트 1은 첫 번째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 24는 데이터 워드 내의 마지막 바이트가 되는, 24 바이트의 데이터 워드의 바이트들 1 내지 24에 할당된
십진 바이트 서수들의 리스팅을 하기의 표 B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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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워드 내의 바이트들에 대한 바이트 서수들의 재번호매김은 판독 및 기록 연산들에서의 에러 교정에 적용될 수
있다. 선판독 연산시,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는 하기의 표 C에 리스트한 바와 같이, 상기의 표 B에서 리스트된
번호가 다시 매겨진 십진 바이트 서수들을 짝수 바이트들이 그룹과 홀수 바이트들의 그룹으로 구성된 두 개의 그룹으로
할당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는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로부터 신드롬 누산기(22)로,
도 2에서 EB로 표시된 다섯 개의 짝수 비트들을 전송할 수 있는 제 1 채널(32)을 통하여 신드롬 누산기(22)에 연결된
다. 또한,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와 신드롬 누산기(22) 사이에 연결된 제 2 채널(34)은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로부터 신드롬 누산기(22)로, 도 2에서 OB로 표시된 홀수 바이트들을 전송한다. 번호가 다시 매겨진 바이
트 서수들의 짝수 및 홀수 바이트들이 상기 표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5-비트 이진 포맷으로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홀
수 바이트들을 전송하는 제 2 채널(34)은 단지 4 비트 만을 갖는 반면, 짝수 비트들을 전송하는 제 1 채널(32)은 5 비
트를 필요로 한다. 상기 표 C를 참조하면, 홀수 바이트들에 대한 모든 바이트 서수들은 이진 포맷으로 표현될 때 최하위
비트 " 1" 을 갖는다. 따라서, 제 2 채널(34)은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로부터 신드롬 누산기(22)로 홀수 바이
트들의 바이트 서수들을 전송하는 데에 단지 4 비트만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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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회로에 의해 더 효율적인 선판독 연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 개의 데이터 워드들이 데
이터 엔코더들(18 및 20)에 의해 동시에 코드화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 워드들의 바이트들은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에 의해 카운트될 수도 있다. 도 1에 도시된 메모리 어레이(2) 내에 저장된 각 데이터 페이지
는 세 개의 그룹들 내에 배열된 24개의 데이터 워드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배열될 수도 있다. 제 1 그룹은 각각 20개의
데이터 바이트들을 갖는 10개의 데이터 워드들을 포함하며, 제 2 그룹은 각각 24개의 데이터 바이트들을 갖는 13개의
데이터 워드들을 포함한다. 마지막 그룹은 16개의 바이트들을 갖는 단일 워드를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회로는 또한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와 신드롬 누산기(
22) 사이에 연결된 제 3 채널(36)을 포함한다. 제 3 채널(36)은 데이터 판독 모드에서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
6)로 하여금 신드롬 누산기(22)에 의한 신드롬 누산을 개시할 수 있게 하는 1비트의 데이터 라인이다.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회로는 상기 설명된 데이터 워드 포맷을 갖는 메모리 페이지들 상에서 선판독 연산들을 수행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데이터 페이지 내의 데이터 워드들의 다른 배열들이 또한 이용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
서,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회로는 또한 페이지 기록 연산 동안 메모리 어레이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서,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24)는 신드롬 누산기(22)에 대해 상기 표 B에 리스트된 데이터 워드 내
의 각 바이트들에 대하여 번호가 다시 매겨지고 재배열된 바이트 서수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메모리 어레이에 기록될
데이터 워드에 대한 바이트 서수들은 5-비트 이진 포맷으로 표현되며,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24)로부
터 5-비트 채널(38)을 통하여 신드롬 누산기(22)로 전송된다. 데이터 워드 어드레스 발생기(24)는 또한 데이터 기록
모드에서 신드롬 누산기에 의한 신드롬 누산을 개시하기 위하여 1비트의 채널을 통하여 신드롬 누산기(22)에 연결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회로는 또한 제 2 데이터 엔코더(20)에 대한 다수의 입력 비트들을 발생시
키기 위하여 제 2 데이터 엔코더(20)와 데이터 버스 사이에 연결된 멀티플렉서(42)를 포함한다. 메모리 어레이가 판
독 모드 또는 기록 모드에 있는 지에 따라서, 멀티플렉서(42)는 코드화된 데이터 비트들(BS0) 및 관련된 패리티 비트
(BP0)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데이터 엔코더(20)에 대한 판독 또는 기록 데이터 바이트들을 발생시킨다. 또한, 본 발명
에 따른 에러 교정 회로는 신드롬 래치(44)를 포함하는데, 이 신드롬 래치(44)는 신드롬 누산기(22)와 비교기(26)의
사이에 연결되어 신드롬 누산기(22)에 의해 발생된 제 1, 2 다수의 신드롬 비트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신드롬 누산기(22)로부터의 신드롬 출력이 9-비트 바이트인 일 실시예에서, 신드롬 래치(44)는 비교기(26)로 신드
롬 바이트중 다섯 개의 상위급 비트들을 전송하고, 디코더(28)로 신드롬 바이트중 세 개의 하위 비트들을 전송한다. 또
한, 신드롬 래치(44)와 멀티플렉서(42)의 판독 입력(48) 사이에 연결된 버퍼(46)는 여덟 개의 신드롬 비트들을 신드
롬 래치(44)로부터 멀티플렉서(42)의 판독 입력(R)으로 전송한다. 버퍼(46)는 데이터 판독 모드에서 비트들을 신드
롬 래치(44)로부터 PR0 라인으로 전송한다.

데이터 워드 바이트 발생기(24)는 판독 및 기록 연산들에 대하여 각 데이터 워드 내의 각 바이트들에 대한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를 발생시킨다. 기록 연산 동안,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24)는 신드롬 누산기(22)에 기
록 연산을 개시할 것을 알리며, 번호가 다시 매겨진 바이트 서수들을 5-비트 포맷의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들로
서 상기 설명된 신드롬 누산기(22)로 전송한다.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데이터가 판독되는 데이터 판독 모드에서, 데이
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24)는 바이트 에러 바이트들, 즉 신드롬 래치(44)로부터의 신드롬 바이트중 상위 다
섯 개의 비트들을 수신하도록 연결된 비교기(26)에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비들을 전송한다. 비교기(26)는 데
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24)로부터의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와 신드롬 래치(44)로부터의 바이트 에
러 어드레스를 비교하여,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가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일치하는 지를 결정한다. 만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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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가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일치한다면, 비교기(26)는 1 비트 신호인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
호를 발생시킨 다음, 이를 교정 인에이블 버퍼(30)로 전송하여 판독 데이터 내의 에러를 검출한다.

신드롬 바이트의 세 개의 하위 비트들을 포함하는 비트 에러 어드레스는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8-비트 포맷으로 디코
드하는 디코더(28)로 전송된다. 디코드된 비트 에러 어드레스는 디코더(28)로부터 교정 인에이블 버퍼(30)의 데이터
입력(DIN )으로 전송된다. 만일 비교기(26)의 출력이 입력 데이터 내에 어떠한 에러도 없음을 나타내는 " 1" 이라면,
교정 인에이블 버퍼(30)는 모두 " 0" 인 다수의 교정 인에이블 비트들을 출력한다. 반면에, 비교기(26)의 출력이 입력
데이터 비트들 내에 에러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 0" 이라면, 교정 인에이블 버퍼(30)는 디코더(28)로부터의 디코드된
비트들과 동일한 교정 인에이블 비트들을 발생시킨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제 1 엔코더(18) 또는 제 2 엔코더(20)로서 이용될 수 있는 해밍 코드 발생기의 논리 회로도를
도시한다. 도 3에 도시된 해밍 코드 발생기는 8-비트 바이트 입력 IN(7:0)을 수신할 수 있으며, 이에 응답하여 코드화
된 3-비트의 출력 BS(2:0) 및 코드화된 출력 비트들 BS(2:0)와 관련된 패리티 비트 BP를 발생시킨다. 도 3에 도시
된 실시예에서, 다수의 XNOR 게이트들(52, 54, 56, 58, 60 및 62) 및 XOR 게이트(64)는 논리 게이트들의 제 1 단
에서 입력 비트들 IN(7:0)에 연결된다. XNOR 게이트(52)는 입력 비트들 IN(7:0)의 비트들(4 및 5)에 연결된 입력
들을 가지며, XNOR 게이트(54)는 입력 비트들 IN(7:0)의 비트들(6 및 7)에 연결된 입력들을 갖는다. XNOR 게이트
(56)의 입력들은 비트들(2 및 6)에 연결되며, XNOR 게이트(52)의 입력들은 입력 비트들 IN(7:0)의 비트들(3 및 7)
에 연결된다. XNOR 게이트(60)의 입력들은 비트들(1 및 3)에 연결되며, XNOR 게이트(62)의 입력들은 입력 비트들
IN(7:0)의 비트들(5 및 7)에 연결된다. XOR 게이트(64)는 입력 비트들 IN(7:0)의 비트들(0 및 4)에 연결된 입력들
을 갖는다.

도 3에 도시된 해밍 코드 발생기는 다수의 NXOR 게이트들(66, 68, 70 및 72) 및 XOR 게이트(74)를 포함하는 다수
의 제 2 단의 논리 게이트들을 포함한다. XNOR 게이트(66)는 XNOR 게이트들(52 및 54)의 출력들에 연결된 입력들
을 가지며, XNOR 게이트(68)는 XNOR 게이트들(56 및 58)의 출력들에 연결된 입력들을 갖는다. XNOR 게이트(70)
의 입력들은 XNOR 게이트들(60 및 62)의 출력들에 연결되며, XNOR 게이트(72)의 입력들은 XNOR 게이트(56) 및
XOR 게이트(54)의 출력들에 연결된다. 제 2단의 XOR 게이트(74)는 XNOR 게이트들(60 및 62)의 출력들에 연결된
입력들을 갖는다.

XNOR 게이트들(66, 68 및 70)의 출력들은 인버터들(76, 78 및 70)에 각각 연결되며, 이 인버터들(76, 78 및 70)은
코드화된 출력 비트들 BS(2:0)를 발생시킨다. XNOR 게이트(72) 및 XOR 게이트(74)의 출력들은 제 3 단의 XNOR
게이트(82)에 연결되어 반전된 다음, 인버터(84)에 의해 다시 반전되어 패리티 비트(BP)를 발생시킨다. 패리티 비트
(BP) 및 코드화된 출력 비트들 BS(2:0)는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칸버루션 연산을 위하여 신드롬 누산기로 전송된다.

도 3에 도시되어 상기 설명된, 8-비트 입력 바이트를 코드화된 3-비트 출력으로 엔코딩하고 관련된 패리티 비트를 발
생시키는 해밍 코드 발생기는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회로 내의 데이터 엔코더들(18 및 20)에 대한
많은 가능한 실시예들 중의 하나일 뿐 이다. 다른 에러 교정 코딩 기술들이 또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도 2에 도시된 데이터 엔코더들(18 및 20)에 대한 입력들은 8-비트 바이트 입력들로 한정되지 않는다. 데이터
엔코더들(18 및 20)은 8 비트가 아닌 선판독 입력 비트들을 누산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회로 내의 바이트 어드레스 비교기(26)의 일 실시예의 논리 회로도이다. 바이트 어드
레스 비교기(26)는 두 개의 5-비트 입력들 IN1(7:3) 및 IN2(7:3)를 구비하며, 제 1 입력 IN1(7:3)이 제 2 입력 IN
2(7:3)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에 따라 출력 비트 MATCHB를 출력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이트 어드레스 비교기는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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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1(7:3) 내의 비트들이 입력 IN2(7:3) 내의 해당하는 비트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비트 " 0" 을 출력하거나, 또는 두
개의 입력들 내의 모든 해당하는 비트들 간에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트 " 1" 을 출력한다. 5-비트 입력들
중 하나, 가령 IN1(7:3)은 데이터 워드 바이트어드레스 발생기(24)로부터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를 수신하도록
연결될 수도 있으며, 나머지 입력, 가령 IN2(7:3)는 신드롬 비트들중 다섯 개의 상위 비트들을 수신하도록 도 2의 신
드롬 래치(44)에 연결될 수도 있다.

도 4를 다시 참조하면, 바이트 어드레스 비교기(26)는 다수의 XNOR 게이트들(110, 112, 114, 116 및 118), NAND
게이트들(120 및 122), NOR 게이트(125) 및 인버터(126)를 포함한다. XNOR 게이트들(110, 112, 114, 116 및 1
18)은 각각 제 1, 2 입력들 IN1(7:3) 및 IN2(7:3)로부터 입력 비트들의 각각의 쌍을 수신하도록 연결된 두 개의 입력
들을 갖는다. NAND 게이트(120)는 XNOR 게이트들(110, 112 및 114)의 출력들에 연결된 세 개의 입력들을 갖고,
NAND 게이트(122)는 XNOR 게이트들(116 및 118)의 출력들에 연결된 두 개의 입력들을 갖는다. NAND 게이트들
(120 및 122)의 출력들은 NOR 게이트(124)의 입력들에 연결되며, NOR 게이트(124)의 출력은 인버터(126)에 연결
된다. 인버터(126)의 출력은 출력 에러 신호(MATCHB)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두 개의 입력들 IN1(7:3) 및 IN2(7:
3)가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비트 " 0" , 또는 입력들 IN1(7:3) 및 IN2(7:3) 내의 해당하는 비트들 간에 어
떠한 일치도 없는 경우에는 비트 " 1" 이다. 도 2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회로 내의 바이트 어드레스 비교
기(26)는 도 4에 도시된 논리 회로에 한정되지 않으며;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와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를 비교
하기 위한 다른 논리 회로들이 또한 구현될 수 있다.

도 5는 도 2의 블록도에 도시된 디코더(28)의 기능과 에러 교정 인에이블 버퍼(30)의 기능을 결합한 실시예의 논리
회로도이다. 디코더(28)는 3-비트 입력 BIT(2:0), 및 이 3-비트 입력 BIT(2:0)으로부터 디코드된 여덟개의 비트들
을 출력하기 위한 여덟 개의 병렬 출력들(NXB0, NXB1, NXB2,...NXB7)을 구비한다. 디코더(28)는 입력 BIT(2:0)의
비트들(2, 1 및 0)에 각각 연결된 세 개이 인버터들(128, 130 및 132)을 포함한다. 디코더(28)는 또한 여덟 개의 N
AND 게이트들(134, 136, 138, 140, 142, 144, 146 및 148)을 포함하는데, 이들 각각은 입력 비트들 BIT(2:0)의
비반전된 비트들 및 반전된 비트들의 다른 결합을 수신하도록 연결된 세 개의 입력들을 갖는다. 각 NAND 게이트들(1
34, 136, 138,...148)의 출력들(NXB0, NXB1, NXB2,...NXB7)은 코드화된 입력 비트들 BIT(2:0)의 수신에 응답하
여 디코드된 8-비트 출력을 발생시킨다.

에러 교정 인에이블 버퍼(30)는 디코더(28)로부터 디코드된 비트들을 수신하고 바이트 어드레스 비교기로부터의 1비트 출력인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ENB)를 수신하도록 연결된다. 에러 교정 인에이블 버퍼(30)는 다수의 NOR 게
이트들(150, 152, 154, 156, 158, 160, 162 및 164)을 포함하며, 이들 각각은 두 개의 입력들을 갖는데, 이 두 개의
입력들 중 제 1 입력들은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ENB)를 수신하도록 연결되고 제 2 입력들은 디코더(28) 내의 각각
의 NAND 게이트들(134, 136, 138, 140, 142, 144, 146 및 148)의 출력들에 연결된다. 각각의 NOR 게이트들(15
0, 152, 154,...164)은 두 개의 직렬 인버터들에 연결되며, 이 인버터들은 각 NOR 게이트의 출력에 대한 시간 지연을
제공한다. 8-비트 출력 교정 바이트 CORRECT(7:0)는 각각의 NOR 게이트들(150, 152, 154,...164)의 출력들에 의
해 발생된 비트들과 동일한 비트들(0, 1, 2,...7)을 포함한다. 도 1에 도시한 에러 교정 회로의 출력(COR.ENB)은 에
러 교정 회로(4)로부터 에러 교정 바이트 CORRECT(7:0)를 입/출력 멀티플렉서 버퍼(6)로 전송한다.

도 1 내지 5의 회로들을 이용하는 에러 교정 방법은 메모리 디바이스에 하드웨어의 비용 및 복잡성을 줄이면서 비교적
짧은 외부 데이터 접속 시간 지연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구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
만, 도 1 및 2에 도시된 메모리 디바이스 및 에러 교정 회로의 작동에 적용할 수 있다. 에러 교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a) 다수의 데이터 워드 비트 어드레스들에 의해 확인되는 다수의 바이트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워드를 선판독하는 단
계로서, 데이터 워드 내의 바이트들에 대한 다수의 바이트 서수들을 발생시키기 위해 데이터 워드의 바이트들을 카운트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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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코드 워드를 발생시키기 위해 데이터 워드를 코딩하는 단계와;
(c) 코드 워드, 바이트 서수들 및 데이터 워드를 기초로,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 및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신드
롬을 발생시키는 단계와;
(d) 데이터 워드 바이트가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매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상기 데이터 워드 바이트를 비교하는 단계와;
(e) 데이터 워드 바이트가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매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상기 데이터 워드 바이트를 비교하는 상기 단계에 의한 결정에 응답하여,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와;
(f) 디코드된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디코드하는 단계와; 그리고
(g) 상기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디코드된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기초로 에러 교정된 바이트를 발생
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선판독되는 메모리 페이지 내의 다수의 데이터 워드들의
에러 교정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제 2 데이터 워드는 에러 교정 회로에 의해 선판독될 수도 있고, 동일한
메모리 페이지 내의 제 1 데이터 워드는 메모리에 의해 판독되며, 그리고 제 2 데이터 워드는 제 2 코드를 발생시키기
위해 코드화될 수도 있고, 제 1 데이터 워드는 교정되고 판독된다.

일 실시예에서, 각 메모리 페이지는 세 개의 데이터 그룹들 및 다른 길이를 갖는 에러 교정 워드들로 분할된다. 제 1 그
룹은 각각 20개의 바이트들로 구성된 10개의 데이터 워드들을 포함한다. 순서적으로 제 1 그룹의 데이터 워드들 이후
에 있는 제 2 그룹은 각각 24개의 바이트들로 구성된 13개의 데이터 워드들을 포함한다. 순서적으로 제 2 그룹의 데이
터 워드들의 이후에 있는 마지막 그룹은 에러 교정을 위한 16 바이트 길이를 갖는 단일 워드를 포함한다. 데이터 및 에
러 교정 워드들의 다른 배열들이 또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 바이트들의 에러 교정에 이용될 수 있다.

데이터 워드들 내에 에러가 있는 경우 이 에러를 교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데이터 워드들이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에러
교정 회로로 선판독되는 일 실시예에서, 상기 설명된 방법의 단계들은 각 메모리 페이지 내의 각 데이터 워드들에 대하
여 반복될 수도 있다. 메모리 페이지 내의 제 2 데이터 워드 및 모든 부가적인 데이터 워드들의 데이터 바이트들은 카운
트되고, 번호가 다시 매겨지며 다수의 짝수 및 홀수 바이트들로 재정렬되며, 이의 카운터 비트들은 각각 5-비트 및 4
-비트 채널들(32 및 34)을 통하여 신드롬 누산기(22)로 전송된다. 번호가 다시 매겨지고 재정렬된 바이트 서수들은
다수의 카운터 비트들, 예를 들어 상기 표 A에 리스트된 다섯 개의 카운터 비트들을 포함하는 이진 포맷으로 표현되며,
상기 카운터 비트들 중 적어도 두 개는 이진 1이다. 번호가 다시 매겨진 바이트 서수들은 상기 표 B 및 C에 따라 홀수
및 짝수 바이트들로 재정렬될 수도 있다.

각각의 데이터 워드들을 코딩하는 단계는 해밍 코드와 같은 종래의 에러 교정 블록 코드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해밍 코드를 이용한 블록 엔코딩은 당업자들에게 널리 공지되어 있다. 해밍 코드 발생기의 예가 도 3에 도시되기
는 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기술은 해밍 코드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상기 설명된 신드롬 누산기(22)의 출
력은 5-비트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 및 3-비트 비트 에러 어드레스로 구성되며,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 비트들은
상위 비트들이고 비트 에러 어드레스 비트들은 하위 비트들이다. 데이터 엔코더들(18 및 20)에 의해 이용되는 해밍 코
드와 같은 에러 교정 블록 코드를 기초로 신드롬 계산을 수행하는 신드롬 누산기(22)는 각 데이터 바이트에 대한 신드
롬 벡터를 발생시킨 다음 이 신드롬 벡터들을 누산한다. 신드롬 누산기는 칸벌루션 연산들을 수행하여 해밍 엔코더들(
18 및 20) 및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24)로부터의 입력들을 갖는 데이터 바이트들에 대한 신드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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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한다.

에러 교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이중 이용 방법이 제공된다. 이중 이용 방법은 개략적으로:
(a) 메모리 페이지를 제 1 부분 및 제 2 부분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b) 상기 메모리 페이지의 제 1 부분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단계와; 그리고
(c) 상기 메모리 페이지의 제 2 부분에 다수의 에러 교정 바이트들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메모리 페이지의 제 1 부분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단계는 메모리 페이지의 제 1 부분에 제 1 데이터 워
드 및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데이터 워드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선판독 동작에서, 부가적인 데이터 워드들은
순서적으로 동일한 메모리 페이지 내의 제 1 데이터 워드 이후에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에러 교정 회로로 전송된다. 메
모리 페이지가 512 데이터 바이트들을 포함하는 일 실시예에서, 제 1 부분, 즉 메모리 페이지의 데이터 부분은 20개의
데이터 워드들로 분할될 수 있으며, 상기 20개의 데이터 워드들 중에서 첫 번째 제 1 데이터 워드는 18 바이트의 데이
터를 포함하며 19개의 부가적인 데이터는 각각 26 바이트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각 메모리 페이지의 데이
터 부분 내의 총 메모리 기억장치의 양은 512 바이트가 된다.

또한, 데이터 페이지는 에러 교정 바이트들의 기억장치로 할당된 제 2 부분을 포함한다. 데이터 페이지의 제 1 부분이
20개의 데이터 워드들을 포함하는 실시예에서, 데이터 페이지의 제 2 부분은 20개의 에러 교정 바이트들을 포함할 수
도 있으며, 상기 각각의 에러 교정 바이트들은 20개의 데이터 워드들 각각에 대한 에러 교정을 제공할 수 있다. 전형적
인 메모리 어레이는 각 페이지를 본 발명에 따라 데이터 바이트들 및 에러 교정 바이트들로서 이중 사용하기 위한 할당
을 갖는 다수의 메모리 페이지들을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내에서의 에러 교정을 위한 이중 사용 방법은 데이터 바이트들 및 에러 교정 바이트들이
메모리 어레이 내의 각 메모리 페이지 내에 저장될 수 있게 한다. 이 방법은 상기 설명된 에러 교정 회로에 의해 메모리
페이지 내의 데이터 워드들 상에서 판독 및 기록 연산 동안 에러 교정을 가능하게 한다. 도 2에 도시된 에러 교정 회로
(4) 내의 에러 교정 인에이블 버퍼(30)로부터의 8-비트 출력인 에러 교정 바이트는 에러 교정 바이트들의 저장을 위
해 지정된 메모리 페이지의 제 2 부분에 할당될 수 있다. 에러 교정 회로가 상기 설명된 실시예들에서 각 데이터 워드들
에 대하여 하나의 에러 교정 바이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20개의 데이터 워드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페이지는 상기 설
명된 실시예들에서 메모리 페이지에 할당될 20개의 에러 교정 바이트들을 필요로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 페이지 내의 제 1 데이터 워드는 상기 설명된 에러 교정 회로 내에서의 에러 교정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부가적인 데이터 워드들 보다 적은 수의 바이트들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는 제 1 데이터 워드에 대한 카운터 비트들을 신드롬 누산기(22)로 전송하기 위한 개
별적인 채널(36)을 구비할 수도 있는 반면, 각각의 부가적인 데이터 워드들의 번호가 다시 매겨지고 재정렬된 바이트
서수들의 짝수 및 홀수 바이트들은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16)로부터 각각 라인들(32 및 34)을 통하여 신드롬 누
산기(22)로 전송된다. 또한, 제 1 데이터 워드는 18 바이트의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고 각각의 19개의 부가적인 데이
터 워드들은 26 바이트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메모리 페이지의 데이터 부분 내의 총 데이터 저장
량은 512 데이터 바이트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 페이지의 데이터 부분 내의 각각의 부가적인 데이터 워
드들의 길이는 제 1 데이터 워드의 길이보다는 크지만, 제 1 데이터 워드 길이의 두 배보다는 작다.

- 14 -

공개특허 특2002-0007414

메모리 페이지가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제 1 부분과 에러 교정 바이트들의 저장을 위한 제 2 부분으로 분리된 후, 에러 교
정 회로는 메모리 어레이로부터 판독된 메모리 페이지의 데이터 부분 내에 에러들이 있는 경우 이 에러들을 검출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제 1 데이터 워드 및 부가적인 데이터 워드들에 대하여 선판독 연산들을 수행한다. 메모리 어레이에
기록될 메모리 페이지는 또한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제 1 부분 및 에러 교정 바이트들의 저장을 위한 제 2 부분으로 할당
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되어 상기 설명된 에러 교정 회로는 멀티플렉서(42)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을 위하여 메모리 페
이지의 제 1 부분을 판독하고, 도 1에 도시된 메모리 어레이(2)에 기록될 각 데이터 워드들에 대하여 데이터 워드 바이
트 어드레스 발생기(24)에 의해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내에서 메모리 페이지를 이중 사용하는 방법은 상기 설명된 판독 및 기록 연산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내에서 메모리 페이지들을 이중 사용하는 방법은 상기 설명된 에러 교정 기술들의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에러 교정 모드에서, 메모리 페이지의 제 1, 2 부분들이 데이터 바이트들
의 저장에 이용될 수도 있다. 메모리 페이지의 제 1 부분이 512 바이트들을 포함하고 메모리 페이지의 제 2 부분이 2
0 바이트들을 포함하는 상기 설명된 실시예에서는, 총 532 바이트들이 비-에러 교정 모드에서 데이터 저장에 이용될
수도 있다.

반면에, 메모리 페이지 내의 데이터 바이트들에 대하여 에러 교정이 필요한 경우, 본 실시예에는 20 바이트들을 포함하
는 메모리 페이지의 제 2 부분이 에러 교정 바이트들의 저장을 위해 지정될 수도 있으며, 512 바이트들을 포함하는 제
1 부분은 데이터 저장을 위해 지정될 수도 있다. 에러 교정 모드에서, 가령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호스트 프로세서
에 의해 액세스되는 각 메모리 페이지 내의 데이터의 크기는 512 바이트인 반면, 메모리 페이지의 제 2 부분 내의 20
바이트의 메모리는 동일한 메모리 페이지 내의 512 데이터 바이트들 내에 에러들이 있는 경우 이 에러들을 검출하고 교
정하기 위한 에러 교정 회로에 의해 이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페이지의 이중 사용 방법은 단일 메모리 상의 메
모리 어레이와 통합되는 내부 에러 교정 회로와 함께 이용되거나, 또는 메모리 칩으로부터 분리된 외부 에러 교정 회로
를 지원하여 이용될 수 있다.

유익하게는,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기술은 에러 교정을 위한 종래의 직렬 처리 방법들과 비교하여 외부 데이터 접속
시간에 있어서의 지연을 감소시키면서, 메모리 어레이 상에서 수행될 수 있다. 에러 교정을 위한 종래의 직렬 처리로부
터 비롯되는 외부 데이터 접속 시간에 있어서의 수백 주기의 지연을 필요로 하는 대신에,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외부
데이터 접속 시간에 있어서의 지연 주기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많은 수의 논리 게이트들을 필요로 하는 에러 교정을
위한 종래의 병렬 데이터 처리와 비교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상당히 적은 수의 논리 게이트들을 갖는 에러 교정
회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에러 교정 방법은 종래의 직렬 처리에 의해 야기되는 외부 데이터
접속 시간 지연을 줄이면서, 종래의 병렬 처리에 필요했던 것 보다 더 단순하고 저비용의 하드웨어에 의해 수행될 수 있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메모리 디바이스 내에서의 데이터의 에러 교정, 특히 플래시 메모리 디바이스 내에서의 데이터의 에러 교정
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가령 임의 접속 메모리 디바이스들, 자기 기억 디바이스들, 및 광 기억 장치들과 같
은 다른 메모리 디바이스들에서의 데이터의 에러 교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설명된 에러 교정 회로의 모든 구성 소
자들은 단일 반도체 집적 회로 칩 상의 메모리 칩과 집적될 수도 있다. 변형적으로, 에러 교정 회로의 일부 또는 모든
구성 소자들은 메모리 어레이 외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 회로들 상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
른 방법은 도 1 내지 5에 도시되어 상기 설명된 회로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에러 교정 방법의 다양한 물리적인 실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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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그의 특정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으며, 청구항들에서 규정되는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많은 변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터와;
(b) 제 1, 2 선판독 데이터 바이트들을 각각 수신할 수 있는 제 1, 2 데이터엔코더들과;
(c) 상기 데이터 워드 바이트 카운더 및 상기 제 1, 2 데이터 엔코더들에 연결되며, 제 1, 2 다수의 신드롬 비트들을 포
함하는 신드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드롬 누산기와;
(d) 신드롬 발생기에 연결되며, 다수의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비트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와;
(e) 상기 신드롬 누산기와 데이터 워드 바이트 어드레스 발생기에 연결되며, 상기 데이터 워드 어드레스 비트들과 상기
제 1 다수의 신드롬 비트들과의 비교에 응답하여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교기와;
(f) 상기 신드롬 누산기에 연결되며, 다수의 디코드된 데이터 입력 비트들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제 2 다수의 신드롬
비트들을 디코딩 할 수 있는 디코더와; 그리고
(g) 상기 비교기 및 디코더에 연결되며, 상기 디코드된 데이터 입력 비트들 및 상기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의 수신에
응답하여 다수의 교정 비트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교정 인에이블 버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디바이스
를 위한 에러 교정 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데이터 엔코더에 연결된 멀티플렉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교정 회로.

청구항 3.
제 1 항 내지 제 2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신드롬 누산기 및 상기 비교기의 사이에 연결되며, 상기 제 1, 2
다수의 신드롬 비트들을 저장하는 신드롬 래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교정 회로.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엔코더는 제 1 다수의 코드화된 비트들 및 상기 제
1 다수의 코드화된 비트들과 관련된 제 1 패리티 비트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 1 블록 엔코더와, 그리고 제 2 다수의
코드화된 비트들 및 상기 제 2 다수의 코드화된 비트들과 관련된 제 2 패리티 비트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 2 블록 엔
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교정 회로.

청구항 5.
(a) 다수의 데이터 워드 비트 어드레스들에 의해 확인되는 다수의 바이트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워드를 선판독하는 단
계로서, 데이터 워드 내의 바이트들에 대한 다수의 바이트 서수들을 발생시키기 위해 데이터 워드의 바이트들을 카운트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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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코드 워드를 발생시키기 위해 데이터 워드를 코딩하는 단계와;
(c) 상기 코드 워드, 바이트 서수들 및 데이터 워드를 기초로,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 및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신드롬을 발생시키는 단계와;
(d) 상기 데이터 워드 바이트가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매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
스와 상기 데이터 워드 바이트를 비교하는 단계와;
(e) 상기 데이터 워드 바이트가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스와 매치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바이트 에러 어드레
스와 상기 데이터 워드 바이트를 비교하는 상기 단계에 의한 결정에 응답하여,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f) 디코드된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디코드하는 단계와; 그리고
(g) 상기 에러 교정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디코드된 비트 에러 어드레스를 기초로 에러 교정된 바이트를 발생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교정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적어도 제 1 데이터 워드 및 제 2 데이터 워드를 포함하는 메모리 페이지에 대하여,
(a2) 상기 제 1 데이터 워드가 판독될 때 제 2 데이터를 선판독하는 단계와; 그리고
(b2) 제 2 코드 워드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제 2 데이터 워드를 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
러 교정 방법.

청구항 7.
제 5 항 내지 제 6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트 서수들은 다수의 카운터 비트들을 포함하는 이진 포맷으
로 표현되며, 상기 카운터 비트들 중 적어도 두 개는 이진수 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교정 방법.

청구항 8.
제 5 항 내지 제 7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워드를 코딩하는 단계는 블록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
터 워드를 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러 교정 방법.

청구항 9.
적어도 하나의 메모리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 내에서 이중 이용 방법으로서,
(a) 메모리 페이지를 제 1 부분 및 제 2 부분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b) 상기 메모리 페이지의 제 1 부분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단계와; 그리고
(c) 상기 메모리 페이지의 제 2 부분에 다수의 에러 교정 바이트들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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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페이지의 제 1 부분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메모리 페이지의 제 1 부분에 제
1 데이터 워드 및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데이터 워드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부가적인 데
이터 워드는 순서적으로 상기 제 1 데이터 워드 이후에 있는 제 2 데이터 워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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