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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워드라인 또는 비트라인과 같은 라인의 딜레이를 모니터링하는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메모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노멀 워드라인과 별도로 형성되는 더미 워드라인; 노멀 비트라인과 별도로 형성되는 더미 비트라

인; 상기 더미 워드라인과 더미 비트라인에 연결되어 상기 더미 워드라인 또는 더미 비트라인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

하기 위한 모니터링수단; 상기 모니터링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모니터링회로를 구현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반도체메모리장치, RC딜레이, 워드라인, 비트라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반도체메모리장치의 메모리셀구조의 간략한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모니터링회로를 가지는 반도체메모리장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3은 도 2의 구조에 따른 워드라인딜레이를 측정하는 모니터링회로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상세 회로도,

도 4는 도 2의 측정용 더미셀의 일 예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5는 도 2의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의 일 예를 보여주는 회로도,

도 6은 도 2의 제어회로의 회로도,

도 7은 도 2의 동작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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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셀 어레이 WD : 노멀 워드라인드라이버

WLn : 노멀 워드라인 Dummy WL : 더미 워드라인

10 :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 20 :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22 : 차동증폭기 24 : 비트라인프리차지수단

30A,30B,30C : 비교수단 40 : 제어회로

50 : 구동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메모리장치(Semiconductor Memory Device)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워드라인이나 비

트라인과 같은 라인딜레이를 측정하거나 또는 모델 파라미터와 같은 디바이스 특성을 측정가능하게 하는 모니터링회

로(monitoring circuit)을 구비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메모리장치의 집적도(density)가 크게 높아지면서, 워드라인(word line)이나 비트라인(bit line)의 RC딜레이, 

모델파라미터(model parameter) 등 디바이스특성(device characteristic)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디바이스의

내부동작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timing)을 맞추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칩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factor)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바이스특성에 대해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측정방법도 예컨대 라인딜레이를 직접 측정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등 부정확

한 데이터를 얻을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 1은 종래의 메모리 셀 블록의 일부분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도 1은 디램 셀(DRAM cell) 구조

의 일반적인 구성으로서, 로오디코더(Row Decoder; 도시되지 않음)로부터 출력되는 메인워드라인신호 mwlz가 워

드라인드라이버 WD를 구동하면, 상기 워드라인드라이버 WD가 메모리셀 2에 연결된 워드라인 WLn에 워드라인부스

팅신호 Px를 공급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공정(process)의 안정을 위해 워드라인 W

Ln의 에지(edge)에 워드라인WLn과 똑같은 폭(width)과 스페이스(space)를 가진 더미(Dummy) 워드라인을 더 구성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 1의 동작을 살펴보면, 로오어드레스(row address)에 의해 메인워드라인(mwlz)이 선택

되고, 로오어드레스 0,1에 의해 Px0 내지 3 중 하나의 Px가 선택되면 워드라인 WLn의 레벨이 Vpp레벨(이는 전원전

압보다 높은 승압전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술임)로 바뀌며, 이 전압이 선택된 메인워드라인신호 mwlz에 

의해 하나의 워드라인 WLn이 Vpp레벨로 구동된다. 그러나 공정상 들어가 있는 더미워드라인 Dummy WL은 사용하

지 않는 워드라인이기 때문에 접지(ground)레벨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더미 비트라인 Dummy BL 역시 비트라인프

리차지전압인 Vblp레벨로 바이어스(bias)가 잡혀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실제로 제품을 만든 후, 워드라인 WLn 또는 비트라인 BL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가 제품의 특성

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칩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비트라인센스앰프(BL Sense Amplifier

)의 인에이블(enable) 시간, tRCD_min, 모델파라미터와 실제 디바이스와의 일치성등을 판단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에는 이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고, 대개는 메탈(metal) 로 되어 측정가능한 데이터라인(data line)을 측정한 후, 

이를 간접적으로 추측했으므로 부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밖에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워드라인이나 비트라인과 같은 라인딜

레이를 측정하거나 또는 모델 파라미터와 같은 디바이스 특성을 측정가능하게 하는 모니터링회로를 구비하는 반도체

메모리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더미워드라인 또는 더미비트라인을 이용하여 디바이스 특성을 측정가능하게 하는 모니터링회

로를 구비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워드라인 또는 비트라인의 RC 딜레이 및 모델파라미터의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모

니터링회로를 구비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특징은, 반도체메모리장치에 있어서, 노멀 워드라인과 별도로 형

성되는 더미 워드라인; 상기 더미 워드라인을 구동하는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 상기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를 제어

하는 제어회로; 상기 더미 워드라인에 실리는 전압레벨을 소정의 기준전압과 비교하는 비 교수단; 상기 비교수단으로

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모니터링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반도체메모리장치에 있어서, 노멀 비트라인과 별도로 형성되는 더미 비트라인; 상기 더미 비트라인에



등록특허  10-0454259

- 3 -

실리는 데이터를 증폭하는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상기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를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공급하는 제

어회로; 상기 더미 비트라인에 실리는 전압을 소정의 기준전압과 비교하는 비교수단; 상기 비교수단으로부터 출력되

는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모니터링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반도체메모리장치에 있어서, 노멀 워드라인과 별도로 형성되는 더미 워드라인; 노멀 비트라인과 별

도로 형성되는 더미 비트라인; 상기 더미 워드라인과 더미 비트라인에 연결되어 상기 더미 워드라인 또는 더미 비트

라인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수단; 상기 모니터링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회로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모니터링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모니터링회로를 가지는 반도체메모리장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2의 구성은 발명

의 용이한 이해를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모니터링회로가 워드라인에 대한 모니터링수단과, 비트라인에 대한 모니터

링수단을 모두 구비한 최적의 실시예 구성을 개시하였다. 칩 설계 또는 제품의 리비젼(revision) 등 목적에 따라서는 

워드라인 모니터링회로만 또는 비트라인 모 니터링회로만 별도로 구비하여 디바이스특성을 측정할 수도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이들 모두를 구비한 실시예를 구현하여 설명하겠다.

그 구성은, 셀어레이 CA와(본 발명의 요지에 대한 용이한 이해를 위해, 도 2에서 노멀 셀(narmal cell)의 구성에 대해

서는 생략하였음), 노멀 워드라인과 별도로 형성되고 더미 셀(Dummy cell)에 연결되는 더미 워드라인 Dummy WL과

, 노멀 비트라인과 별도로 형성되고 상기 더미 셀에 연결되는 더미 비트라인 Dummy BL과, 상기 더미 워드라인 Dum

my WL을 구동하는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 10과, 상기 더미 비트라인 Dummy BL에 실리는 데이터를 증폭하는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20과, 상기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에 실리는 전압을 제1기준전압 Vref 1과 비교하는 제1비교

수단 30A와, 상기 더미 비트라인 Dummy BL에 실리는 전압을 제2기준전압 Vref 2와 비교하는 제2비교수단 30B와, 

상기 더미 비트라인 Dummy BL에 실리는 전압을 제3기준전압 Vref 3과 비교하는 제3비교수단 30C와, 상기 더미 워

드라인 Dummy WL 또는 더미 비트라인 Dummy BL의 전압을 측정하도록 제어하는 다수의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

어회로 40으로 이루어진다.

도 2의 구성에서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 10과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20과, 제1 내지 제3 비교수단 30A,30B,30C와

,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회로 40이 본 발명에 의한 모니터링회로를 구성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회로 40은, 더미 워드

라인드라이버 10과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20과, 제1 내지 제3 비교수단 30A,30B,30C를 제어하는 다수의 제어신호

in1, in2,...,in8을 발생하게 되는데, 본 발명에서는 이 제어회로 40을 도 6과 같은 타이밍신호발생회로(timing genera

tor)로 구현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그리고 도 2의 구성에서 출력신호 out1, out2, out3은 칩 외부로 연결되는 단자(terminal) 또는 패드(pad)를 통해 외

부로 연결되는 신호들로서, 본 발명에서 모니터링된 측정값 또는 소정의 필요값을 의미한다.

먼저 도 2의 구성에 따라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도 2의 구조에 따른 워드라인딜레이를 측정하는 모니터링회로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상세 회로도이다. 도 3의 

구성은, 셀어레이 CA와, 상기 셀 어레이 CA내의 노멀 워드라인 WLn을 구동하는 워드라인드라이버 WD와, 도 2의 제

어회로 40의 제어신호 in1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셀 어레이 CA내의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을 구동하는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 10과, 상기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에 실리는 전압을 제1기준전압 Vref 1과 비교하는 제1비교

수단 30A와, 상기 제어신호 in1을 입력하여 상기 제1비교수단 30A를 구동하는 구동수단 50으로 구성된다.

상기 구성에서 상기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 10을 구성하는 씨모스회로(P2,N3)는 상기 노멀 워드라인드라이버 WD를

구성하는 씨모스회로(P1,N1)와 그 크기를 동일하게 구현함이 바람직하며, 이는 노멀 워드라인을 측정함에 있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다. 또한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 10에 공급되는 전원레벨도 노멀 워드라인부스팅신호 P

x의 전압레벨과 동일하도록 승압전압 Vpp를 공급하도록 구성하였다. 제1비교수단 30A의 구성은, 제어신호 in1의 입

력에 응답하여 더미 워드라인 Dummy WL과 제1기준전압 Vref를 입력하는 차 동증폭기 30A-1과, 상기 차동증폭기 

30A-1의 출력신호를 증폭하여 out2단자로 출력하는 드라이버 30A-2로 구성된다. 상기 차동증폭기 30A-1은 공지

의 차동증폭기(Differential Amplifier)로 구성하였고, 상기 드라이버 30A-2는 3개의 직렬연결된 씨모스인버터로 구

성하였다.

도 4는 도 2의 측정용 더미셀(4)의 일 예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그 구성은 통상의 디램셀 구조의 더미셀에, 제어회

로 40의 출력신호 in2의 제어를 받는 엔모스트랜지스터 N4를 통해 셀어레이용 전원전압 CVdd를 공급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컨대 측정모드시에 활성화되는 in2신호에 의해 더미셀에 CVdd의 전압 즉, 논리 '하이(high)'레

벨의 데이터가 라이트(write)되도록 한다.

도 5는 도 2의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20의 일 예를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본 발명에 의한 비트라인센스앰프 20의 

구성은, 통상의 노멀 비트라인센스앰프와 동일하게 구현하면서 본 발명에 의한 제어회로 40의 제어에 따라 동작하도

록 구현한 것이다. 이는 노멀 비트라인의 딜레이와 같은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즉, 그 구성은, 더미 비

트라인 Dummy BL,BLb에 실리는 데이터를 증폭하기 위한 센스앰프수단 22와, 상기 더미 비트라인 Dummy BL,BLb

을 프리차지(precharge) 및 등화(equalization)하기 위한 프리차지수단 24와, 센싱동작시 셀쪽의 더미 비트라인 Du

mmy BL,BLb와 센스앰프수단 22쪽의 더미 비트라인 Dummy BL,BLb를 서로 격리시키기 위한 아이솔레이션트랜지

스터 26A, 26B로 이루어진다.

도 5에서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20은, 제어시호 in8에 의해 그 동작이 제어되며, 센싱 및 프리차지동작에 대해서는 

통상의 센스앰프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 므로 자세한 회로동작 설명은 생략하겠다.

도 6은 도 2의 제어회로 40 즉, 타이밍신호발생회로의 상세회로도이다. 도 6에서 in_teat 신호는 스페셜테스트(sprec

ial test) 모드(mode)와 같은 특정 모드시에 인에이블(enable)되는 신호로서, tRAS후에 디세이블(disable)되는 신호

이다. 이 in_test신호를 이용해서, 도 7의 타이밍도를 만족하는 회로를 간략하게 구현한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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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모드시에 여러 제어신호들 in1, 1n2,1n4,1n6,1n8,1n9가 발생하게 된다.

도 7은 도 2의 동작타이밍도이다.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모니터링회로의 동작을 살펴보겠다.

먼저 테스트모드시에 활성화되는 in_test신호에 의해 제어신호 in1이 발생하게 되면, 도 3에서 더미 워드라인드라이

버 10이 구동되어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이 Vpp레벨로 구동된다. 이때 제1비교수단 30A에서 더미 워드라인 Du

mmy WL과 제1기준전압 Vref1(이때 Vref1 단자를 통해 입력됨)를 서로 비교한다. 그래서 예컨대 더미 워드라인 Du

mmy WL의 전압레벨이 제1기준전압 Vref1보다 높아지면 차동증폭기 30A-1의 출력노드 38은 논리 '하이'레벨에서 

논리 '로우(low)'레벨로 변화된다.(이전 동작에서는 제1기준전압 Vref1이 더 높은 상태였으므로 논리 '하이'레벨을 유

지하고 있었음)

상기 차동증폭기 30A-1의 동작과정을 자세히 살피면, 상기 차동증폭기 30A-1의 구동수단 50에 의해 그 출력노드 n

50이 논리 '하이'로 되면, 차동증폭기 30A-1의 T5의 게이트가 논리 '하이'로 되면서 노드 36으로부터 전류가 접지(gr

ound)로 흐르기 시작한다. 여기서 차동증폭기 30A-1을 구성하는 2개의 피모스트랜지스터 T1, T2는 서로 크기가 같

고, 2개의 엔모스트랜지스터 T3, T4도 크기가 서로 같게 구성한다. 그래서 상기 2개의 피모스트랜지스터 T1, T2는 

노드 32, 38에 걸리느 전압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류를 구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 10이 동작하게 되면, 먼저 초기동작시 아직 더미 워드라인 Dummy W

L의 레벨이 제1기준전압 Vref1보다 낮으면, 트랜지스터 T4가 트랜지스터 T3보다 더 크게 턴온(turn-on)되어 트랜

지스터 T4로 흐르는 전류가 더 클 것이다. 그러면 노드 32보다 노드 38이 더 low 레벨로 떨어진다. 그리고 노드 32의

전압레벨에 의해 트랜지스터 T1, T2의 게이트전압이 상승하므로, 이들 T1, T2로 흐르는 전류는 감소하게 된다. 그

래서 결과적으로 차동증폭기 30A-1의 출력노드인 38은 논리 '로우'가 된다.

다음에, 상기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의 레벨이 계속 상승하여 제1기준전압 Vref1보다 더 높게 되면, 트랜지스터 

T3가 트랜지스터 T4보다 더 크게 '턴온'되어 노드 32의 전압레벨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트랜지스터 T1, T2의 게

이트가 더욱 '로우(low)'로 떨어지므로, 트랜지스터 T2의 전류구동능력이 트랜지스터 T4보다 더 커서 출력노드 38의

레벨은 논리 '하이'로 될 것이다.

한편 차동증폭기 30A-1의 출력노드인 38은 비교적 전류구동능력이 약한 구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측정

패드인 out2를 통해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증폭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드라이버 30A-2가 담당한다.

그리고 도 3의 제1비교수단 30A는 노멀 동작시에 계속 비교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전류를 사용하게 되어 대기전류(st

and-by current)가 커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멀 동작시 제1비교수단 30A를 오프(off)시키고, 더미 워드라

인 Dummy WL 구동시에만 온(on)하여 비교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신호 in1의 출력을 이용하여 비교수단 30A의 구

동을 인에이블되도록 하였다. 이는 차동증폭기 30A-1의 구동트랜지스터 T5가 in1신호의 인에이블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워드라인 측정동작에서, 본 발명은 단순히 더미 워드라인이 어느 정해진 전압레벨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

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즉, 기준전압 Vref1을 변화시키면서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이 상기

기준전압 Vref1보다 올라가는 바로 그 시점을 판단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측정자가 워드라인이 1V, 3V, Vext 

레벨 등 원하는 전압을 Vref에 인가하면, 비교수단 30A에서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이 이보다 더 높아지면 출력

을 이를 내보낸다. 아날로그(analog)로 움직이는 워드라인을 디지털(digital)로 변화시키고, 제어신호 in1에서 측정용

패드(out2)까지의 딜레이(delay)를 측정하면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의 RC 딜레이를 검출할 수 있다. 그래서 향

후 디바이스를 설계시 정확한 워드라인 RC 딜레이 값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을 구동하기 전에 측정용 더미 셀에 논리 '하이'레벨의 데이터를 라이트(write)해야 

하는데, 이는 제어신호 in2에 의해 실행된다. 즉, 도 7의 타이밍도와 같이, in_test신호가 '하이'레벨인 경우에는 in2신

호가 '하이'레벨을 유지하여 도 4의 엔모스트랜지스터 N4가 온 상태로 되어 더미 셀에 CVdd레벨의 데이터가 라이트

된다. 그러다가 in_test신호에 의해 테스트동작이 실행 되면, in2신호가 논리 '로우'로 되어 도 4의 엔모스트랜지스터 

N4가 오프된다. 그래서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이 인에이블되면 노멀 셀처럼 순전히 셀 캐패시턴스(cell capacita

nce)에 의해서만 더미 비트라인에 차아지 셰어링(cahrge sharing)동작이 진행된다.

여기서 도 2 및 도 5를 참조하면, 여기서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이 인에이블되면, 더미 비트라인 Dummy BL은 

더미셀의 차아지 셰어링에 의해 항상 'Vblp(비트라인프리차지전압)+dv(차아지셰어링에 의해 더해진 전압)'레벨로 되

고, 반면에 더미 비트라인 Dummy BLb는 항상 Vblp레벨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비교수단 30B를 통해, 사용자

가 인가한 패드(Vref2)보다 더미 비트라인 Dummy BL이 높아지면 출력 out1이 발생된다. 이 out1신호가 논리 '로우'

레벨로 되면 사용자가 목표로 한 레벨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out1신호를 받아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20을 구동

한다. 즉, out1신호가 논리 '로우'로 되면 도 6의 제어회로도에서 in8신호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5 및 도 7을

참조하면, 제어신호 in8은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20의 구동트랜지스터인 22A, 22B를 구동시켜 더미 비트라인 BL, 

BLb를 센싱하도록 한다. 이때 타이밍적으로 더미 비트라인 BL, BLb를 프리차지전압 Vblp로 유지시키는 프리차지수

단 24의 제어신호 in4를 제어신호 in8보다 먼저 논리 '로우'로 만들어야 한다.

센싱(sensing)동작이 시작되면, 더미 비트라인 BL은 논리 '하이'로, 더미 비트라인 BLb는 논리 '로우'로 디벨로프(de

velope)된다. 물론 이것은 더미셀에 항상 논리 '하이'의 데이터를 라이트하기 위함이다. 상기 더미 비트라인 BL을 외

부에서 인가한 제3기준전압 Vref3과 비교하여, 더미 비트라인 BL이 제3기준전압 Vref3보다 더 높으면 이를 감지하

게 되고, 그 결과를 out3신호로서 출력하게 된다.

한편 도 7에서와 같이, 제어회로 40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 in4는 디세이블시에 제어신호 in1보다 더 늦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미 비트라인 BL,BLb가 비트라인 프리차지전압 Vblp로 프리차지되고, 이때 더미 워드라인 Dummy WL이

인에이블되어 있게 되면, 제어신호 in4에 의해 연결된 Vblp가 제어신호 in2에 의해 연결된 CVdd로 전류경로(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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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제어신호 in4가 디세이블시에 in_test에 딜레이를 주어 이를 해결하였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회로구성에서 제1비교수단 30A와 제2비교수단 30B와 제3비교수단 30C는 모두 같은 구조로 

구현하였으며, 또한 그렇게 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모두 같은 환경 조건하에서 감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 5

에서의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20의 아이솔레이션트랜지스터 26A, 26B를 추가한 것도 실제로 노멀 비트라인센스앰

프와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더미 비트라인 또는 더미 워드라인의 환경이 

노멀 비트라인 또는 노멀 워드라인의 환경과 동일화시켜 보다 그 측정값의 정확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모니터링회로를 구성하는 각 회로들을 가급적이면 간략한 구성으로 구현하도록 하였지만, 이는 

그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설계가능한 것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 새로운 회로의 추가를

통해 또 다른 디바이스특성을 측정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모니터링회로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한 워드라인 또는 비트라인의 RC 딜레이

를 알 수 있으므로 워드라인 모델 파라미터와의 비교, 디바이스 내부 동작상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갖는 제품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제품개발시의 리비젼(revision)시에 유용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메모리장치에 있어서,

노멀 워드라인과 별도로 형성되는 더미 워드라인;

상기 더미 워드라인을 구동하는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

상기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를 제어하는 제어회로;

상기 더미 워드라인에 실리는 전압레벨을 소정의 기준전압과 비교하는 비교수단;

상기 비교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

모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가, 타이밍신호발생회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수단이, 상기 더미 워드라인에 실리는 전압레벨을 소정의 기준전압과 비교하는 차동증폭기와, 상기 차동증

폭기의 출력을 증폭하는 드라이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노멀 워드라인을 구동하는 노멀 워드라인드라이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와 노멀 워드라인드라이버의 구성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서로 동일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전압의 전압레벨을 테스트모드와 같은 특정 모드에서 임의로 변화가능하도록 패드 또는 단자와 같은 수단

을 통해 외부에서 입력가능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7.
반도체메모리장치에 있어서,

노멀 비트라인과 별도로 형성되는 더미 비트라인;

상기 더미 비트라인에 실리는 데이터를 증폭하는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상기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를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공급하는 제어회로;

상기 더미 비트라인에 실리는 전압을 소정의 기준전압과 비교하는 비교수단;

상기 비교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

모리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가, 타이밍신호발생회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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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교수단이, 상기 더미 워드라인에 실리는 전압레벨을 소정의 기준전압과 비교하는 차동증폭기와, 상기 차동증

폭기의 출력을 증폭하는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노멀 비트라인을 센싱하는 노멀 비트라인센스앰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와 노멀 비트라인센스앰프의 구성트랜지스터를 서로 동일하게 구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12.
제7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전압의 전압레벨을 테스트모드와 같은 특정 모드에서 임의로 변화가능하도록 패드 또는 단자와 같은 수단

을 통해 외부에서 입력가능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13.
반도체메모리장치에 있어서,

노멀 워드라인과 별도로 형성되는 더미 워드라인;

노멀 비트라인과 별도로 형성되는 더미 비트라인;

상기 더미 워드라인과 더미 비트라인에 연결되어 상기 더미 워드라인 또는 더미 비트라인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수단;

상기 모니터링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모니터링회로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메모리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회로가, 타이밍신호발생회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수단이,

상기 더미 워드라인을 구동하는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 상기 더미 워드라인에 실리는 전압레벨을 소정의 제1기준전

압과 비교하는 제1비교수단; 상기 제1비교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제1수단; 상기 더미 

비트라인에 실리는 데이터를 증폭하는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 상기 더미 비트라인에 실리는 전압을 소정의 제2기준

전압과 비교하는 제2비교수단; 상기 제2비교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기 위한 제2수단을 포함하

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비교수단이, 상기 더미 워드라인에 실리는 전압레벨을 소정의 기준전압과 비교하는 차동증폭기와, 상

기 차동증폭기의 출력을 증폭하는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구성으로 각각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노멀 워드라인을 구동하는 노멀 워드라인드라이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워드라인드라이버와 노멀 워드라인드라이버의 구성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서로 동일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노멀 비트라인을 센싱하는 노멀 비트라인센스앰프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비트라인센스앰프와 노멀 비트라인센스앰프의 구성트랜지스터를 서로 동일하게 구현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메모리장치.

도면



등록특허  10-0454259

- 7 -

도면1



등록특허  10-0454259

- 8 -

도면2



등록특허  10-0454259

- 9 -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454259

- 10 -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454259

- 11 -

도면7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