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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제 1 매트에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에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함으로써 별도의 캐쉬 메

모리가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제 1 매트의 페이지 버퍼

및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모두 로딩한 다음에, 상기 제 1 및 제 2 매트에 대해 동시에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의하면, 프로그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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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a) 제 1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

b) 상기 제 1 매트의 제 1 메모리 블록에 데이터를 프로그램하면서,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 2 매트의 제 2 메모리 블록에 데이터를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블록은 소거 동작시 동시에 소거되며, 상기 제 1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와 상기 제 2 메모리 블

록의 어드레스는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력받는 단계; 및

a2)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비지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력받는 단계; 및

b2) 상기 제 2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력받은 다음에, 비지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a) 제 1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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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제 1 매트에 데이터를 로딩한 다음에,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 2 매트에 데이터를 로딩한 다음에, 상기 제 1 매트의 제 1 메모리 블록 및 상기 제 2 매트의 제 2 메모리 블록에

데이터를 동시에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블록은 소거 동작시 동시에 소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력받는 단계; 및

a2)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더미 비지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b2) 더미 비지 신호가 발생된 다음에, 레디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메모리 블록의 어드

레스를 입력받는 단계; 및

b3) 상기 제 2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력받은 다음에, 레디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와 상기 제 2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는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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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모리 장치(semiconductor memory device)는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읽어볼 수 있는 기억장

치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크게 램(Random Access Memory; RAM)과 롬(Read Only Memory; ROM)으로 나눌 수

있다. 램(RAM)은 전원이 끊어지면 저장된 데이터가 소멸되는 휘발성 메모리 장치(volatile memory device)이다. 롬

(ROM)은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저장된 데이터가 소멸되지 않는 불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device)이다. 램

(RAM)은 DRAM(Dynamic RAM), SRAM(Static RAM) 등을 포함한다. 롬(ROM)은 PROM(Programmable ROM),

EPROM(Erasable PROM), EEPROM(Electrically EPROM), 플래시 메모리 장치(flash memory device) 등을 포함한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NAND flash memory device)와 노아 플래시 메모리 장치(NOR flash

memory device) 등으로 구분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이 메트릭스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메모리 셀들은 워드라인과 비트라

인에 연결되어 있다. 워드라인은 행 어드레스(row address)에 의해 선택되고, 비트라인은 열 어드레스(column address)

에 의해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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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셀은 플로팅 게이트와 제어 게이트를 가지며, 플

로팅 게이트에 전자를 축적하거나 상기 축적된 전자를 방출함으로서 전기적으로 소거 동작 및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축적된 메모리 셀을 프로그램된 셀이라고 하며, 플로팅 게이트로부터 전자가 방출된 메모리 셀을

소거된 셀이라고 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셀 어레이는 복수개의 블록들(Blocks)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블록은 다시 복수개의 페이지

들(Pages)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페이지는 하나의 워드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메모리 셀들로 구성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페이지(page) 단위로 읽기(read) 및 쓰기(write) 동작을 수행하고, 블록(block) 단위로 소거(erase) 동작을

수행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셀 어레이에 저장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페이지 버퍼(page buffer)를 포함한다. 페이지

버퍼는 매트(mat) 당 하나의 셋트씩 존재한다. 하나의 페이지 버퍼 셋트는 보통 2kbyte 이다. 여기에서, 매트(mat)는 하나

의 셀 어레이와 하나의 페이지 버퍼 셋트를 포함한다.

종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먼저, 제 1 매트에 대한

데이터 로딩 명령,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터가 차례대로 입출력 라인(I/O)을 통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입력된다. 프

로그램될 데이터 즉, 한 페이지 분량이하의 데이터를 입력한 후, 페이지 버퍼에 입력된 데이터는 프로그램 명령에 의해 제

1 매트의 셀 어레이에 동시에 프로그램 된다. 다음에, 제 2 매트에 대한 프로그램 동작이 제 1 매트에 대한 프로그램 동작

과 동일한 과정에 의해 진행된다.

종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제 2 매트에 프로그램될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에

로딩하는 동작은 제 1 매트에 대한 프로그램 동작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진행된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의하면, 복수개의 매트에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

다.

종래 기술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프로그램 시간을 줄이기 위해 페이지 버퍼 이외에 별도의 캐쉬 메모리(cache

memory)를 두고 있다. 캐쉬 메모리는 페이지 버퍼에서 셀 어레이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음에 프로그램될 데

이터를 페이지 버퍼에 로딩함으로써 프로그램 시간을 단축한다. 그러나 페이지 버퍼 이외에 별도로 캐쉬 메모리를 두는 것

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캐쉬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시

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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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a) 제 1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 b) 상

기 제 1 매트의 제 1 메모리 블록에 데이터를 프로그램하면서,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 2 매트의 제 2 메모리 블록에 데이터를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블록은 소거 동

작시 동시에 소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

력받는 단계; 및 a2)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비지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력받는 단계; 및 b2) 상기 제 2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력받은 다음에, 비지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

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와 상기 제 2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는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의 다른 일면은, a) 제 1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

는 단계; b) 상기 제 1 매트에 데이터를 로딩한 다음에,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 및 c) 상기 제

2 매트에 데이터를 로딩한 다음에, 상기 제 1 매트의 제 1 메모리 블록 및 상기 제 2 매트의 제 2 메모리 블록에 데이터를

동시에 프로그램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블록은 소거 동작시 동시에 소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

력받는 단계; 및 a2)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더미 비지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b2) 더미 비지 신호가 발생된 다음에, 레디 상

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력받는 단계; 및 b3) 상기 제 2 메모

리 블록의 어드레스를 입력받은 다음에, 레디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와 상기 제 2 메모리 블록의 어드레스는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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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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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1)는 메모리 코어(100), 데이터 입출력 회로(200), 그리고 제어회로(300)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코어(100)는 제 1 매트(110)와 제 2 매트(120)를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코어(100)가 이 보다 더 많은 매트들

로 구성될 수 있음은 당업자들에게 자명한 사실이다.

상기 제 1 매트(110)는 셀 어레이(111)와 페이지 버퍼(112)를 포함한다. 상기 셀 어레이(111)는 복수개의 메모리 블록들

로 구성된다. 도 1에서 메모리 블록(BLOCKx)(131)은 복수개의 메모리 블록들 중에서 어느 하나이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각각의 메모리 블록은 소거 동작의 단위를 이룬다. 각각의 메모리 블록은 다시 복수개의 페이지들로 구성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각각의 페이지는 읽기 및 쓰기 동작의 단위를 이룬다.

상기 페이지 버퍼(112)는 페이지에 쓰여질 데이터 또는 페이지로부터 읽혀진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112)에 저장된 데이터는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페이지에 동시에 프로그램된다.

상기 제 2 매트(120)는 상기 제 1 매트(110)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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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제 1 매트(110)의 메모리 블록(BLOCKx)(131)과 상기 제 2 매트(120)의 메모리 블록(BLOCKy)(132)은 하나

의 로직컬 메모리 블록(logical memory block)(130)을 구성한다. 상기 로직컬 메모리 블록은 매트 구분 어드레스를 제외

하고 동일한 어드레스를 갖는다. 상기 로직컬 메모리 블록은 소거 동작시 동시에 소거된다. 즉, 상기 제 1 매트(110)의 메

모리 블록(BLOCKx)(131)과 상기 제 2 매트(120)의 메모리 블록(BLOCKy)(132)의 어드레스는 동일하다.

상기 데이터 입출력 회로(200)는 입출력 라인(I/O)을 통해 커맨드,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상기 데이터 입

출력 회로(200)에 입력된 데이터는 데이터 라인을 통해 페이지 버퍼(112, 122)에 로딩된다.

상기 제어회로(300)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제어신호(CTRL)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코어(100)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 회

로(200)를 제어한다. 예를 들면, 상기 제어회로(300)는 데이터가 입력될 때 상기 데이터 입출력 회로(200)에 쓰기 인에이

블 신호(nWE)를 제공한다. 상기 데이터 입출력 회로(200)는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페이지 버퍼

(112)에 데이터를 로딩한다. 상기 제어회로(300)는 상기 메모리 코어(100)를 제어하여 상기 페이지 버퍼(112)에 로딩된

데이터가 상기 메모리 블록(131)에 프로그램되도록 한다. 이때 상기 제어회로(300)는 호스트(도시되지 않음)에 레디/비지

신호(R/nB)를 제공하여 상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1)가 비지 상태(busy state)에 있음을 알린다. 상기 낸드 플래시 메

모리 장치(1)가 비지 상태에 있을 때 상기 제 1 매트(110)에서는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보여주는 타이밍도이다. 본 발

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별도의 캐쉬 메모리를 두지 않고 서로 다른 매트에

존재하는 페이지 버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데이터는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바이트(byte) 단위로 입출력 라인(I/O)을 통해

입력된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이 설명된다.

먼저,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데이터 로딩 명령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1)에 입력된다. 그리고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제 1 매트(110)의 어드레스가 입력된다.

다음에,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매트(110)의 페이지 버퍼(112)에 한 페이지 분량(예를 들

면, 2Kbyte)의 데이터(D11~D1n)가 로딩된다.

데이터(D11~D1n)가 상기 제 1 매트(110)의 페이지 버퍼(112)에 모두 로딩된 다음에, 상기 페이지 버퍼(112)에 로딩된 데

이터를 셀 어레이(111)에 프로그램하는 동작이 수행된다. 이때 상기 제 1 매트(110)가 프로그램 동작 상태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모니터링(monitoring) 신호가 로우(Low) 상태 즉, 레디/비지 신호(R/nB)가 비지(busy) 상태로 된다. 종래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는 다음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레디/비지 신호가 레디(ready) 상태로 될 때까지 기

다려야 한다. 본 발명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비지 상태에 있을 때,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

어 제 2 매트(120)의 어드레스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상기 제 2 매트(120)의 어드레스를 입력받은 다음에, 비지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매트(120)의 페이지 버퍼(122)에 데이터(D21~D2n)가 로딩된다.

다음에, 데이터(D21~D2n)가 상기 제 2 매트(120)의 페이지 버퍼(122)에 모두 로딩된 다음에, 상기 페이지 버퍼(122)에

로딩된 데이터를 셀 어레이(121)에 프로그램하는 동작이 수행된다. 이때 레디/비지 신호(R/nB)가 비지(busy) 상태로 된

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매트(110) 및 상기 제 2 매

트(120)에 매트 어드레스를 제외하고 동일한 어드레스가 입력된다. 즉, 상기 제 1 매트(110) 및 상기 제 2 매트(120)에 입

력되는 메모리 블록(131, 132)의 어드레스는 동일하다. 상기 제 1 매트(110) 및 상기 제 2 매트(120)의 로직컬 메모리 블

록(130)은 소거 동작시 동시에 소거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제 1 매트에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에

제 2 매트의 페이지 버퍼에 데이터를 로딩함으로써 별도의 캐쉬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 따라서 페이지 버퍼에 데

이터를 로딩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프로그램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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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보여주는 타이밍도이다. 본 발

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제 1 매트(110)에 어드레스 및 데이터를 입력한 후

이어서 제 2 매트(120)에 어드레스 및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 1 매트(110) 및 상기 제 2 매트(120)에 대해 동

시에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하여 프로그램 시간을 단축한다.

도 1 및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이 설명된다.

먼저,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데이터 로딩 명령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1)에 입력된다. 그리고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제 1 매트(110)의 어드레스가 입력된다.

다음에,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1 매트(110)의 페이지 버퍼(112)에 한 페이지 분량(예를 들

면, 2Kbyte)의 데이터(D11~D1n)가 로딩된다.

데이터(D11~D1n)가 상기 제 1 매트(110)의 페이지 버퍼(112)에 모두 로딩된 다음에, 레디/비지 신호(R/nB)는 비지

(busy) 상태로 된다. 이때 레디/비지 신호(R/nB)의 비지 상태는 상기 제 1 매트(110)가 프로그램 동작 모드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즉, 이때의 비지 상태에서는 제 1 매트(110)에서 프로그램 동작이 수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지 상태

를 더미 비지 상태(dummy busy state)라고 정의한다.

더미 비지 상태 다음에, 레디/비지 신호(R/nB)가 레디 상태로 되면,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제 2 매

트(120)의 어드레스가 입력된다. 그리고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제 2 매트(120)의 페이지 버

퍼(122)에 데이터(D21~D2n)가 로딩된다.

데이터(D21~D2n)가 상기 제 2 매트(120)의 페이지 버퍼(122)에 모두 로딩된 다음에, 상기 제 1 매트(110)의 페이지 버퍼

(112) 및 상기 제 2 매트(120)의 페이지 버퍼(122)에 로딩된 데이터는 각각 상기 제 1 매트(110)의 셀 어레이(111) 및 상

기 제 2 매트(120)의 셀 어레이(121)에 동시에 프로그램된다. 이때 레디/비지 신호(R/nB)는 비지(busy) 상태로 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매트(110) 및 상기 제 2 매

트(120)에는 매트를 구분하는 어드레스를 제외하고 동일한 어드레스가 입력된다. 즉, 상기 제 1 매트(110) 및 상기 제 2

매트(120)에 입력되는 메모리 블록(131, 132)의 어드레스는 동일하다. 상기 제 1 매트(110) 및 상기 제 2 매트(120)의 로

직컬 메모리 블록(130)은 소거 동작시 동시에 소거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제 1 매트의 페이지 버퍼 및 제 2 매트의 페이

지 버퍼에 데이터를 모두 로딩한 다음에, 상기 제 1 및 제 2 매트에 대해 동시에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페이지

버퍼에 로딩된 데이터를 프로그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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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서로 다른 매트에 할당되어 있는 페이지 버

퍼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은 캐쉬 메

모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보여주는 타이밍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방법을 보여주는 타이밍도이다.

등록특허 10-0669342

- 7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메모리 코어 110, 120 : 매트

111, 121 : 셀 어레이 112, 122 : 페이지 버퍼

131, 132 : 메모리 블록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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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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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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