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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시스템 온 칩(SOC;System on a chip) 구조에서 강유전체 메모리가 내부 메모리로 사용될 경우 내부 메모

리 덤프(dump)를 제어하기 위한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노말 모드 및

덤프 모드시 내부 메모리 데이타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덤프 모드 제어 회로를 FRAM 코드 셀로 

구성하고, 외부 메모리 영역을 모두 내부 메모리 영역으로 할당하여 처리함으로써 덤프 모드시 모든 내부 어드레스가

포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시스템 온 칩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작 특성을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강유전체의 히스테리시스 특성도.

도 2는 종래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의 셀 소자 구성도.

도 3a는 종래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의 쓰기 모드 동작 타이밍도.

도 3b는 종래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의 읽기 모드 동작 타이밍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의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의 덤프 모드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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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4의 덤프 모드 제어부의 상세 블럭도.

도 7은 도 6의 코드 프로그램 제어부의 파워 업 모드시 동작 타이밍도.

도 8은 도 6의 FRAM 코드셀 어레이의 상세 블럭도.

도 9는 도 8의 단위 코드 셀의 상세 회로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코드 셀의 동작 타이밍도.

도 11은 도 6의 코드 제어부의 상세 회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시스템 온 칩(SOC;System on a chip) 구조에

서 강유전체 메모리가 내부 메모리로 사용될 경우 내부 메모리 덤프(dump)를 제어하기 위한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

리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즉, FeRAM(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은 디램(DRAM;Dynam

ic Random Access Memory) 정도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갖고, 전원의 오프시에도 데이타가 보존되는 특성 때문에 

차세대 기억 소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FRAM은 디램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는 기억소자로써 캐패시터의 재료로 강유전체를 사용하여 강유전체의

특성인 높은 잔류 분극을 이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잔류 분극 특성으로 인하여 전계를 제거하더라도 데이터가 지워

지지 않는다.

도 1은 일반적인 강유전체의 특성인 히스테리시스 루프(Hysteresis loop)를 나타낸다.

히스테리시스 루프는 전계에 의해 유기된 분극이 전계를 제거하더라도 잔류 분극(또는 자활 분극)의 존재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일정량(d,a상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셀은 상기 d,a상태를 각

각 1,0으로 대응시켜 기억소자로 응용한 것이다.

도 2는 종래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의 단위 셀 소자 구성을 나타낸다.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의 단위 셀은, 일방향으로 비트라인 B/L이 형성되고, 비트라인 B/L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워드라인 W/L이 형성되고, 워드라인 W/L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워드라인 W/L과 동일한 방향으로 플레이트 라인 P/

L이 형성된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T1는 게이트가 워드라인 W/L에 연결되고, 소스는 비트라인 B/L에 연결되며, 드레인은 강유전체

캐패시터 FC1의 일단과 연결된다. 또한, 강유전체 캐패시터 FC1의 다른 일단은 플레이트 라인 P/L에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종래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의 데이터 입/출력 동작을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a는 종래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의 쓰기 모드(Write mode)시 동작타이밍도이다.

먼저, 쓰기 모드시 외부에서 인가되는 칩 인에이블 신호 CSBpad가 하이에서 로우로 활성화되고, 이와 동시에 쓰기 

인에이블 신호 WEBpad가 하이에서 로우로 천이하면 쓰기 모드가 시작된다. 이어서, 쓰기 모드에서 어드레스 디코딩

이 시작되면 해당 워드라인 W/L에 인가되는 펄스가 로우에서 하이로 천이되어 셀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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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워드라인 W/L이 하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에서 해당 플레이트 라인 P/L에는 차례로 일정 구간의 

하이 신호와 일정 구간의 로우 신호가 인가된다. 그리고, 선택된 셀에 로직값 1 또는 0을 쓰기 위해 해당 비트라인 B/

L에 쓰기 인에이블 신호 WEBpad에 동기되는 하이 또는 로우 신호를 인가한다.

즉, 비트라인 B/L에 하이 신호가 인가되고 플레이트 라인 P/L에 인가되는 신호가 로우이면 강유전체 캐패시터 FC1

에는 로직값 '1'이 기록된다. 그리고, 비트라인 B/L에 로우 신호가 인가되고 플레이트 라인 P/L에 인가되는 신호가 하

이 신호이면 강유전체 캐패시터 FC1에는 로직값 '0'이 기록된다.

또한, 도 3b는 읽기 모드(Read mode)시 동작 타이밍도를 나타낸다.

읽기 모드시 외부에서 칩 인에이블 신호 CSBpad를 하이에서 로우로 활성화시키면 해당 워드라인 W/L이 선택되기 

이전에 모든 비트라인 B/L은 이퀄라이즈(Equalize) 신호에 의해 로우 전압으로 등전위 된다.

그리고, 각 비트라인 B/L을 비활성화 시킨 다음 어드레스를 디코딩하면 디코딩된 어드레스에 의해 해당 워드라인 W/

L은 로우 신호가 하이 신호로 천이되어 해당 셀을 선택한다. 선택된 셀의 플레이트 라인 P/L에 하이 신호를 인가하여

강유전체 메모리에 저장된 로직값 1에 상응하는 데이터 Qs를 파괴시킨다.

만약, 강유전체 메모리에 로직값 0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 Qns는 파괴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파

괴된 데이터와 파괴되지 않은 데이터는 전술한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원리에 의해 서로 다른 값을 출력하게 되어 센스

앰프는 로직값 1 또는 0을 센싱하게 된다.

즉, 데이터가 파괴된 경우는 도 1의 히스테리시스 루프에서 처럼 d에서 f로 변경되는 경우이고, 데이터가 파괴되지 않

는 경우는 a에서 f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센스앰프가 인에이블 되면 데이터가 파괴된

경우는 증폭되어 로직값 1을 출력하고, 데이타가 파괴되지 않은 경우는 증폭되어 로직 값 0을 출력한다.

이와 같이, 센스앰프에서 데이터를 증폭한 후에는 원래의 데이타로 복원하여야 하므로 해당 워드라인 W/L에 하이 신

호를 인가한 상태에서 플레이트 라인 P/L을 하이에서 로우로 비활성화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는 정상적인 시스템 온 칩의 동작에서 내부 메모리 영역과 외부 메

모리 영역을 자동적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제어 블럭이 있다.

시스템 온 칩에서 내부 메모리 영역과 외부 메모리 영역은 어드레스 사이즈 블럭에서 셋트 함으로써 결정된다. 예를 

들어, 내부 메모리 사이즈가 4K바이트이면 중앙처리장치(CPU;Central Processing Unit)는 A11,A10,....A0의 어드

레스 영역에서는 내부 메모리가 사용되도록 제어하며, 그 이상의 어드레스 영역에서는 자동으로 외부 확장 메모리가 

사용되도록 제어한다.

즉, 내부 메모리의 어드레스 사이즈가 미리 셋업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자동으로 내부 어드레스 영역과 외부 어드레

스 영역이 미리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외부 어드레스 영역에서는 내부 메모리의 데이타가 데이타 입/출력 포트를 통

해서 외부로 출력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덤프(dump) 모드는 내부 메모리 데이타를 차례대로 포트를 통하여 외부로 출력하도록 하는 모드이다. 덤프 모

드시에는 내부의 메모리 데이타가 내부 어드레스에 할당되어 한 사이클 뒤에 그 해당 어드레스의 데이타 포트를 통하

여 외부에 출력되게 된다. 즉, 다음 어드레스가 셋업되었을 때 앞의 어드레스 해당 데 이타가 출력된다.

따라서, 마지막 어드레스의 메모리 데이타는 다음 어드레스 즉, 외부 어드레스 영역에서 출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데, 다음 어드레스는 외부 메모리 영역이므로 데이타 입/출력 포트를 통해 데이타를 출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내

부 메모리 덤프(dump) 모드시 내부 어드레스와 외부 어드레스의 경계 영역에서 마지막 어드레스의 메모리 데이타가 

덤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에는 메모리 어드레스 사이즈를 결정하는 로직을 메탈 옵션 처리 즉, 메탈 레이어를 파워 라인에 하드웨어

적으로 연결하여 테스트할 메모리 어드레스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메모리 사이즈를 변경할 경우 메탈 마스크 레

이어를 변경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공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 덤프 모드시 외부 메모리 영역을 모두 내부 메모리 

영역으로 할당하여 처리함으로써 데이타 입/출력 포트를 통해 모든 내부 어드레스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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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메모리 어드레스 사이즈를 FRAM 코드 셀을 이용하여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하여 메모리 사이즈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 치는, 내부 메모리의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상위 어드레스와, 코드 프로그램 신호 및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덤프 모드 제어신호에 따라 내부 메

모리 영역에 해당하는 내부 어드레스 및 내부/외부 어드레스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중앙처리장치와, 내부 메모리의 덤

프 모드시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에 따라 외부 메모리 영역을 외부 메모리 영역으로 할당하기 위한 덤프 모드 제어신

호를 출력하는 덤프 모드 제어부 및 강유전체 메모리를 내부 메모리로 사용하고, 내부/외부 어드레스 제어신호에 따

라 내부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내부 메모리 데이타를 데이타 버스를 통해 입/출력 포트로 출력시키도록 제어하는 내부

FRAM 메모리 어레이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도 4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시스템 온 칩(SOC;System on a chip;600)에서 덤프 테스트 모드(dump test mode)를 설

명하기 위한 블럭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 온 칩(600)은, 메모리의 마지막 어드레스를 제어하기 위한 덤프 모드 제어신호 DM

C를 출력하는 덤프 모드 제어부(100)와, 중앙처리장치(CPU;Central Processing Unit;200)와, 데이타 버스(300)와, 

내부 FRAM 메모리 어레이(400)와, I/O포트(500)를 구비한다.

그리고, 시스템 온 칩(600)의 덤프 모드를 테스트 하기 위한 외부 FRAM 셀 어레이(700) 및 외부 메모리 테스터(800)

를 추가로 구비한다.

여기서, CPU(200)는 내부 메모리 사이즈를 결정하여 FRAM의 코드 셀에 저장 하도록 제어하는 코드 프로그램 신호 

CPGM(Code Program)와, 메모리 사이즈 결정하기 위한 상위 어드레스 그룹인 어드레스 ADD<n:m>와, 파워 온 리셋

신호 RESET 및 덤프 테스트 제어 신호 DTC(Dump Test Control)를 덤프 모드 제어부(100)로 출력한다.

그리고, CPU(200)는 내부 메모리 영역에 해당하는 내부 어드레스 ADD<m:0>와, 내부 어드레스 ADD<m:0>와 외부 

어드레스 ADD<n:m+1>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 CON<n;0>를 내부 FRAM 메모리 어레이(400)에 출력한다.

또한, 내부 메모리 데이타 <m:0>는 데이타 버스(300)를 통해 I/O포트(500)에 연결되고, 외부 FRAM 셀 어레이(700)

를 통해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 <n:m+1>는 I/O포트(500)를 통해 데이타 버스(300)와 연결된다. 그리고, 덤프 모드 

테스트를 위한 외부 메모리 테스터(800)가 I/O포트(500)에 연결된다. 데이타 버스(300)는 CPU(200)와, 내부 FRAM

메모리 어레이(400) 및 I/O포트(500)가 공유한다.

도 5는 이러한 구성을 갖는 시스템 온 칩에서 덤프 모드시 동작 타이밍도를 나타낸다.

도 5를 보면, 내부 마지막 어드레스 ADD<m>와 대응되는 내부 마지막 데이타 DATA<m>는 다음 외부 어드레스 영역

에서 I/O포트(500)를 통해 출력된다. 따라서, 외부 처음 어드레스 ADD<m+1> 영역에서 내부 마지막 데이타 DATA<
m>가 출력된다.

여기서, 내부 어드레스 유효 신호 ADD_Valid는 마지막 내부 어드레스가 출력될때 까지만 유효하다. 그러나, 덤프 모

드 제어부(100)는 덤프 모드 제어신호 DMC(Dump Mode Control)를 외부 어드레스 영역까지 유효하도록 제어하여 

내부 메모 리 데이타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

도 6은 상술된 덤프 모드 제어신호 DMC를 발생시키기 위한 덤프 모드 제어부(100)의 상세 블럭도이다.

덤프 모드 제어부(100)는 코드 프로그램 제어부(CPC;code program control;110)와 FRAM 코드 셀 어레이(Code c

ell array;120) 및 코드 제어부(130)를 구비한다.

여기서, 코드 프로그램 제어부(110)는 CPU(200)로부터 인가되는 코드 프로그램 신호 CPGM(Code Program)와, 파

워 온 리셋 신호 RESET 및 덤프 테스트 제어 신호 DTC(Dump Test Control)에 따라 FRAM 코드 셀 어레이(120)의

코드 셀을 코딩하기 위한 제어신호인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 CPL와, 풀다운 인에이블 신호 ENN와, 풀업 인에이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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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NP와, 이퀄라이징 신호 EQN 및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ENW를 출력한다.

그리고, FRAM 코드 셀 어레이(120)는 내부 메모리의 사이즈를 FRAM 레지스터에 소프트웨어 방법으로 기억시키기 

위한 회로이다. 이러한 FRAM 코드 셀 어레이(120)는 코드 프로그램 제어부(110)로부터 인가되는 셀 플레이트 제어

신호 CPL와, 풀다운 인에이블 신호 ENN와, 풀업 인에이블 신호 ENP와, 이퀄라이징 신호 EQN와,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ENW 및 메모리 사이즈 결정하기 위한 상위 어드레스 ADD<n:m>에 따라 코드 셀을 코딩하여 코드신호 Code<n

:m>을 코드 제어부(130)로 출력한다.

또한, 코드 제어부(130)는 FRAM 코드 셀 어레이(120)로부터 인가되는 코드신 호 Code<n:m>와, 상위 어드레스 AD

D<n:m>와, 덤프 테스트 제어 신호 DTC에 따라 내부 메모리의 데이타 덤프 모드를 제어하기 위한 덤프 모드 제어신

호 DMC를 외부 어드레스 영역까지 유효하도록 제어한다.

도 7은 도 6의 FRAM 코드 셀 어레이(120)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다.

FRAM 코드 셀 어레이(120)는 복수개의 단위 코드 셀들을 구비하고, 각각의 단위 코드 셀들을 통해 내부 어드레스의 

사이즈를 기억하게 된다. 복수개의 단위 코드 셀들은 코드 프로그램 제어부(110)로부터 각각 인가되는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 CPL와, 풀다운 인에이블 신호 ENN와, 풀업 인에이블 신호 ENP와, 이퀄라이징 신호 EQN와, 라이트 인에

이블 신호 ENW 및 상위 어드레스 ADD<n:m>에 따라 코드 셀을 코딩하여 코드신호들 Code_n~Code_m을 각각 출력

한다.

즉, 단위 코드 셀들은 내부 어드레스의 MSB(Most Significant Bit)내에 있는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코드 셀의 출력은 

항상 0이 되도록 하고, 외부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코드 셀의 출력은 항상 1이 되도록 코드 셀 데이타를 세트한다.

도 8는 도 7의 단위 코드 셀에 대한 상세 구성을 나타낸다.

단위 코드 셀은 전원전압 VCC인가단과 PMOS트랜지스터 P2,P3의 공통 소스 단자 사이에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풀업 인에이블 신호 ENP가 인가되는 PMOS트랜지스터 P1을 구비한다. 여기서, PMOS트랜지스터 P2의 게이트는 P

MOS트랜지스터 P3의 드레인 단자와 연결되고, PMOS트랜지스터 P3의 게이트는 PMOS트랜지스터 P2의 드레인 단

자와 연결된다.

NMOS트랜지터 N1~N3는 공통 게이트 단자를 통해 이퀄라이징 신호 EQN가 인가 되어 셀 양단의 노드 C_N1,C_N2

를 이퀄라이징시킨다.

낸드게이트 ND1는 상위 어드레스 ADD<n:m>와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ENW를 낸드연산하여 그 출력신호를 PMOS

트랜지스터 P4의 게이트에 출력한다. 낸드게이트 ND2는 인버터 IV1에 의해 반전된 상위 어드레스 ADD<n:m>와 라

이트 인에이블 신호 ENW를 낸드연산하여 그 출력신호를 PMOS트랜지스터 P5의 게이트에 출력한다.

인버터 IV2는 낸드게이트 ND1의 출력을 반전하여 NMOS트랜지스터 N4의 게이트에 출력한다. 그리고, 인버터 IV3

는 낸드게이트 ND2의 출력을 반전하여 NMOS트랜지스터 N5의 게이트에 출력한다.

또한, 강유전체 캐패시터 FC2는 그 일단이 노드 C_N2와 연결되고 다른 일단을 통해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 CPL가 인

가된다. 강유전체 캐패시터 FC3는 그 일단이 노드 C_N1과 연결되고 다른 일단을 통해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 CPL가 

인가된다.

여기서, 강유전체 캐패시터 FC4,FC5는 셀 양단의 로딩 레벨 제어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되어 사용될수도 있다.

또한, NMOS트랜지스터 N8은 NMOS트랜지스터 N6 및 NMOS트랜지스터 N7의 공통 소스 단자와 접지전압 VSS 인

가단 사이에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풀다운 인에이블 신호 ENN가 인가된다. 여기서, NMOS트랜지스터 N6 게이트

는 NMOS트랜지스터 N7의 드레인 단자와 연결되고, NMOS트랜지스터 N7의 게이트는 NMOS트랜지스터 N6의 드레

인 단자와 연결된다.

인버터 IV5는 노드 C_N1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반전하여 코드신호 Code<n:m>를 출력한다. 또한, 인버터 IV4는 노

드 C_N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반 전하여 미도시된 더미셀에 출력한다.

도 9는 이러한 구성을 갖는 단위 코드 셀의 파워 업 모드시 제어신호들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다.

초기 전원의 투입시에는 FRAM의 단위 코드 셀에 저장된 데이타를 센싱하여 리드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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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0구간 이후에 전원전압 VCC이 안정된 레벨에 도달하면 파워 온 리셋 신호 RESET가 발생한다.

코드 프로그램 제어부(110)는 이 파워 온 리셋신호 RESET를 이용하여 T1의 구간에서 이퀄라이징 신호 EQN를 하이

에서 로우로 천이시켜 이퀄라이즈를 해제시킨 후에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 CPL를 로우에서 하이로 천이시키게 된다.

이어서,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 CPL이 하이로 인에이블 되면, 도 8에 도시된 단위 코드 셀의 강유전체 캐패시터 FC2,

FC3에 저장되었던 차지가 강유전체 캐패시터 FC4,FC5의 캐패시턴스 로드에 의해 셀의 양단 즉, 노드 C_N1 및 C_N

2에 전압차를 발생시킨다.

이후에, T2의 구간에서 셀의 양단 노드 C_N1, C_N2에 충분한 전압 차가 발생하면 풀다운 인에이블 신호 ENN를 하

이로 활성화시키고, 풀업 인에이블 신호 ENP를 로우로 활성화 시킴으로써 셀 양단의 데이타를 증폭시킨다.

다음에, 셀 양단의 데이타 증폭이 완료되면 T3의 구간에서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 CPL을 다시 로우로 천이시켜 파괴

되었던 강유전체 캐패시터 FC2,FC3의 하이 데이타를 다시 복구하게 된다. 이때,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ENW는 로우

의 상태로 비활성화 되어 외부 데이타가 다시 라이트 되는 것을 방지한다.

도 10은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 DTC의 셋업시 단위 코드 셀에서의 코드 셀 프로그램 사이클 동작을 나타낸다.

먼저, T0구간 이후에 T1구간에서는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 DTC가 셋업되고, T2구간이 시작되면 코드 셀 프로그램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때, T2구간에서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 DTC가 하이로 인에이블 되면 코드 프로그램 신호 CPG

M가 인에이블 되고,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 ENW가 T2 구간동안 인에이블 된다. 그리고,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 CPL

가 T2,T3의 구간동안 인에이블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풀다운 인에이블 신호 ENN는 하이 상태를 유지하고, 풀업 인에이블 신호 ENP 및 이퀄라이징 신호 EQN는 로

우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단위 코드 셀은 이퀄라이징이 해제된 상태에서 센스앰프가 활성화되어 데이타를 코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내부 마지막 어드레스 ADD<m>가 1일 경우 노드 C_N1가 하이가 되어 해당하는 코드신호 Code<m>는 로

우가 된다. 즉, 내부 어드레스의 MSB가 ADD<m>일 경우 내부 어드레스 MSB를 셋트 하면 코드신호 Code<m>신호가

로우가 되어 내부 어드레스 MSB까지는 내부 어드레스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 해당 어드레스인 내부 마지막 어드레스 ADD<m>가 리셋되면 코드신호 Code<m>신호가 하이가

되어 이 어드레스를 외부 어드레스로 인식하게 된다.

도 11은 도 6의 코드 제어부(130)에 관한 상세 구성도이다.

코드 제어부(130)는 외부 어드레스 ADD<n>와 단위 코드 셀로부터 인가되는 코드신호 Code_n를 앤드연산하는 앤드

게이트 AD1과, 내부 어드레스 ADD<m>와 단위 코드 셀로부터 인가되는 코드신호 Code_m를 앤드연산하는 앤드게

이트 AD2를 구비한다. 오아게이트 OR는 앤드게이트 AD1,AD2로부터 인가되는 신호를 오아연산하여 내부 어드레스 

유효 신호 ADD_Valid를 출력한다.

앤드게이트 AD3는 내부 어드레스 유효 신호 ADD_Valid와 인버터 IV6에 의해 반전된 덤프 테스트 제어 신호 DTC를

앤드연산하여 덤프 모드 제어신호 DMC를 출력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코드 제어부(130)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 DTC가 0인 정상 동작 모드일 경우, 코드신호 Code_m가 0이면 내부 어드레스 ADD<m>
로 어느 신호가 입력되더라도 내부 어드레스 유효 신호 ADD_Valid는 0이 된다. 이때, 덤프 모드 제어신호 DMC도 0

이 되어 내부 메모리 모드에서 동작하게 된다.

그리고, 코드신호 Code_m가 1인 상태에서 내부 어드레스 ADD<m>가 0일 경우 덤프 모드 제어신호 DMC가 0이 되

어 내부 메모리 모드에서 동작하게 된다. 또한, 내부 어드레스 ADD<m>가 1이면 덤프 모드 제어신호 DMC가 1이 되

어 외부 메모리 모드에서 동작하게 된다.

한편,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 DTC가 하이로써 내부 메모리 덤프 모드일 경우, 코드신호 Code_m 및 내부 어드레스 A

DD<m>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덤프 모드 제어신호 DMC가 0이 된다. 따라서, 모든 메모리 어드레스가 내부 어드레

스 모드로 동작함으로써 내부 메모리 데이타를 외부 I/O포트로 정상적으로 덤프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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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덤프 모드시 외부 메모리 영역을 모두 내부 메모리 영역으로 할당하여 처리함

으로써 데이타 입/출력 포트를 통해 모든 내부 어드레스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메모리 어드레스 사이즈를 FRAM 코드 셀을 이용하여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하여 메모리 사이즈를 외부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 메모리의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상위 어드레스와, 코드 프로그램 신호 및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덤프 모드 제어신호에 따라 내부 메모리 영역에 해당하는 내부 어드레스 및 내부/외부 어드레스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중앙처리장치;

상기 내부 메모리의 덤프 모드시 상기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에 따라 외부 메모리 영역을 외부 메모리 영역으로 할당

하기 위한 덤프 모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덤프 모드 제어부; 및

강유전체 메모리를 상기 내부 메모리로 사용하고, 상기 내부/외부 어드레스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내부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내부 메모리 데이타를 데이타 버스를 통해 입/출력 포트로 출력시키도록 제어하는 내부 FRAM 메모리 어레

이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덤프 모드 제어부는

상기 내부 메모리의 사이즈를 저장하기 위한 상기 코드 프로그램 신호와, 파워 온 리셋신호와, 상기 덤프 테스트 제어

신호에 따라 FRAM 코드 셀을 코딩하기 위한 제어신호들을 출력하는 코드 프로그램 제어부;

상기 제어신호들의 상태에 따라 상기 내부 메모리의 사이즈를 상기 FRAM 코드 셀에 저장하기 위한 코드신호들을 출

력하는 FRAM 코드셀 어레이; 및

상기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의 상태에 따라 상기 덤프 모드 제어신호를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코드 제어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들은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 풀업 인에이블 신호, 풀다운 인에이블 신호, 이퀄라이징 신호, 라이트 인에

이블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FRAM 코드셀 어레이는 복수개의 단위 코드 셀들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개의 단위 코들 셀들은 상기 제어신호

들의 상태에 따라 상기 상위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코드신호들을 각각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

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단위 코들 셀들은

상기 풀업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셀의 양단에 전원전압을 인가시키는 풀업 구동부;

셀 양단에 크로스 커플드 구조로 연결되는 PMOS트랜지스터쌍 및 NMOS트랜지스터쌍;

상기 이퀄라이징 신호에 따라 상기 셀의 양단 전압을 이퀄라이징시키는 이퀄라이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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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위 어드레스와 상기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를 논리연산하는 논리 제어부;

상기 논리 제어부의 결과에 따라 상기 셀의 양단에 선택적인 전압을 인가시키는 전압 구동부;

상기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에 따라 셀 양단에 전압 차를 발생시키는 강유전체 캐패시터부; 및

상기 풀다운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셀의 양단에 접지전압을 인가시키는 풀다운 구동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이퀄라이징부는

상기 셀의 양단 노드와 접지단 사이에 각각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상기 이퀄라이징 신호가 인가되는 제 1 및 제 2N

MOS트랜지스터; 및

상기 셀의 양단 사이에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상기 이퀄라이징 신호가 인가되는 제 3NMOS트랜지스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 제어부는

상기 상위 어드레스와 상기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를 낸드연산하는 제 1낸드 게이트;

상기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와 제 1인버터에 의해 반전된 상기 상위 어드레스를 낸드연산하는 제 2낸드게이트;

상기 제 1낸드게이트의 출력을 반전하여 출력하는 제 2인버터; 및

상기 제 2낸드게이트의 출력을 반전하여 출력하는 제 3인버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구동부는

상기 셀의 제 1노드와 접지단 사이에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상기 제 2인버터의 출력신호가 인가되는 제 4NMOS트

랜지스터;

상기 셀의 제 2노드와 전원전압단 사이에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상기 제 1낸드게이트의 출력신호가 인가되는 제 1

PMOS트랜지스터;

상기 셀의 제 1노드와 전원전압단 사이에 연결되어 상기 제 2낸드게이트의 출력신호가 인가되는 제 2PMOS트랜지스

터; 및

상기 셀의 제 2노드와 접지단 사이에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제 3인버터의 출력신호가 인가되는 제 5NMOS트랜지

스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강유전체 캐패시터부는 그 일단이 상기 셀의 양단과 각각 연결되고 다 른 일단을 통해 상기 플레이트 제어신호

가 공통으로 인가되는 제 1 및 제 2강유전체 캐패시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

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강유전체 캐패시터부는 상기 셀의 양단과 접지전압단 사이에 각각 연결되는 제 3 및 제 4강유전체 캐패시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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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FRAM 코드셀 어레이는 상기 내부 어드레스의 최상위 비트 내에 있는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단위 코드 셀의 출

력과, 외부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단위 코드 셀의 출력이 상이하게 출력되도록 단위 코드 셀 데이타를 세트시킴을 특

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제어부는

상기 상위 어드레스와 각각 대응되는 상기 코드신호들을 논리연산하는 제 1논리부;

상기 제 1논리부의 출력을 논리연산하여 내부 어드레스 유효신호를 출력하는 제 2논리부; 및

상기 내부 어드레스 유효신호와 반전된 상기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를 논리연 산하여 상기 덤프 모드 제어신호를 출력

하는 제 3논리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논리부는 해당하는 내부 어드레스와 대응하는 코드신호를 앤드연산하는 복수개의 앤드게이트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논리부는 오아게이트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논리부는 앤드게이트 소자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16.
불휘발성 강유전체 레지스터를 구비하고 내부 어드레스와 외부 어드레스 영역의 설정시 상기 불휘발성 강유전체 레

지스터를 프로그래밍하여 저장된 어드레스 사이즈를 변경함으로써 유효한 내부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프로그램밍 수

단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 수단은

내부 메모리의 사이즈를 저장하기 위해 상위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코드신호들을 각각 출력하는 FRAM 코드셀 어레

이; 및

상기 상위 어드레스 및 상기 상위 어드레스와 각각 대응되는 상기 코드신호들을 논리연산하여 유효한 내부 어드레스 

영역을 설정하는 내부 어드레스 유효신호를 출력하고, 제 1제어신호의 입력시 상기 내부 어드레스 유효신호와 상관없

이 그 출력신호를 로우 레벨로 고정시켜 출력하는 코드 제어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제어신호는 덤프 모드 테스트시 인에이블되는 덤프 테스트 제어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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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FRAM 코드셀 어레이는 복수개의 단위 코드 셀들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개의 단위 코들 셀들은 제 2제어신호들

의 상태에 따라 상기 상위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코드신호들을 각각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

리 제어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제어신호들은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 풀업 인에이블 신호, 풀다운 인에이블 신호, 이퀄라이징 신호, 라이트 

인에이블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단위 코들 셀들은

상기 풀업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셀의 양단에 전원전압을 인가시키는 풀업 구동부;

셀 양단에 크로스 커플드 구조로 연결되는 PMOS트랜지스터쌍 및 NMOS트랜지스터쌍;

상기 이퀄라이징 신호에 따라 상기 셀의 양단 전압을 이퀄라이징시키는 이퀄라이징부;

상기 상위 어드레스와 상기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를 논리연산하는 논리 제어부;

상기 논리 제어부의 결과에 따라 상기 셀의 양단에 선택적인 전압을 인가시키는 전압 구동부;

상기 셀 플레이트 제어신호에 따라 셀 양단에 전압 차를 발생시키는 강유전체 캐패시터부; 및

상기 풀다운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셀의 양단에 접지전압을 인가시키는 풀다운 구동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이퀄라이징부는

상기 셀의 양단 노드와 접지단 사이에 각각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상기 이퀄라이징 신호가 인가되는 제 1 및 제 2N

MOS트랜지스터; 및

상기 셀의 양단 사이에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상기 이퀄라이징 신호가 인가되는 제 3NMOS트랜지스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논리 제어부는

상기 상위 어드레스와 상기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를 낸드연산하는 제 1낸드게이트;

상기 라이트 인에이블 신호와 제 1인버터에 의해 반전된 상기 상위 어드레스를 낸드연산하는 제 2낸드게이트;

상기 제 1낸드게이트의 출력을 반전하여 출력하는 제 2인버터; 및

상기 제 2낸드게이트의 출력을 반전하여 출력하는 제 3인버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구동부는

상기 셀의 제 1노드와 접지단 사이에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상기 제 2인버터의 출력신호가 인가되는 제 4NMOS트

랜지스터;

상기 셀의 제 2노드와 전원전압단 사이에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상기 제 1낸드게이트의 출력신호가 인가되는 제 1

PMOS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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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셀의 제 1노드와 전원전압단 사이에 연결되어 상기 제 2낸드게이트의 출력신호가 인가되는 제 2PMOS트랜지스

터; 및

상기 셀의 제 2노드와 접지단 사이에 연결되어 게이트를 통해 제 3인버터의 출력신호가 인가되는 제 5NMOS트랜지

스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25.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강유전체 캐패시터부는 그 일단이 상기 셀의 양단과 각각 연결되고 다른 일단을 통해 상기 플레이트 제어신호가

공통으로 인가되는 제 1 및 제 2강유전체 캐패시터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강유전체 캐패시터부는 상기 셀의 양단과 접지전압단 사이에 각각 연결되는 제 3 및 제 4강유전체 캐패시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27.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FRAM 코드셀 어레이는 상기 내부 어드레스의 최상위 비트 내에 있는 어 드레스에 해당되는 단위 코드 셀의 출

력과, 외부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단위 코드 셀의 출력이 상이하게 출력되도록 단위 코드 셀 데이타를 세트시킴을 특

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2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코드 제어부는

상기 상위 어드레스와 각각 대응되는 상기 코드신호들을 논리연산하는 제 1논리부;

상기 제 1논리부의 출력을 논리연산하여 상기 내부 어드레스 유효신호를 출력하는 제 2논리부; 및

상기 내부 어드레스 유효신호와 반전된 상기 제 1제어신호를 논리연산하여 상기 덤프 모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 

3논리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논리부는 해당하는 내부 어드레스와 대응하는 코드신호를 앤드연산하는 복수개의 앤드게이트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논리부는 오아게이트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논리부는 앤드게이트 소자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제어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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