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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장된 각 칩들의 성능을 충분히 동작시킬 수 있는 멀티 칩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멀티칩은 제1 칩 선택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제1 레디/비지 신호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제1 칩과, 제2 칩 선택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제2 레

디/비지 신호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제2 칩을 포함한다. 멀티 칩은 외부 호스트와의 상호 동작을 위해 제어 신호들

이 제1 및 제2 칩으로 연결된다. 본 발명의 멀티 칩에 의하면, 멀티 칩에 내장되는 칩들에 각각 대응되어 해당 칩의 상

태를 나타내는 레디/비지 신호들을 갖는다. 레디 상태의 칩은 다른 칩의 비지 상태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외부 

호스트로부터 명령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멀티 칩을 내장하는 메모리 시스템은 종래의 tloss와 같은 

시간 손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멀티 칩, 레디/비지 신호, 칩 선택 신호, 호스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멀티 칩을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타이밍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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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을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도 3의 메모리 시스템의 동작 타이밍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을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개의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구성되는 멀티 칩에 관한 것이

다.

최근 전기적으로 프로그램/소거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

장하기 위한 메모리 셀의 고집적화와 고속동작을 위한 고성능화를 갖춘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더욱 각광 받는다. 

디지털 멀티 미디어 중 데이터 저장 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디스크(Solid-State-Disk: 이하 'SSD'라고 칭한다)와 

확장 메모리 카드에서의 고용량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개의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하나의 칩에 내장하는 멀티 칩

이 개발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멀티 칩을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멀티 칩(100) 내부에는 제1

칩과 제2 칩(102, 104)를 포함하고, 호스트(110)와 멀티 칩(100)은 제어 신호들(Control signals)과 레디/비지 신호(

Ready/Busy), 입출력 버스(I/O Bus), 그리고 칩 인에이블 신호들(CE1, CE2)을 통해 연결된다. 제1 칩 인에이블 신호

(CE1)은 제1 칩(102)을 선택하는 신호이고, 제2 칩 인에이블 신호(CE2)는 제2 칩(104)를 선택하는 신호이다. 레디/

비지 신호(Ready/Busy)는 제1 칩(102)과 제2 칩(104)에 연결되는 데, 제1 칩(102)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1 레디/비

지 신호(Ready/Busy1)와 제2 칩(104)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2 레디/비지 신호(Ready/Busy2)와 연결된다. 도 1의 메

모리 시스템의 동작 타이밍을 살펴보면 도 2와 같다.

도 2를 참조하면, 입출력 버스(I/O BUS)의 데이터 로딩에 앞서, 메모리 시스템의 셋업 커맨드와 제1 및 제2 칩에 각

각 대응되는 어드레스가 입력된다. 이어서 제1 및 제2 칩에 대응되는 데이터들이 입력되는 데, DATA10, DATA11, 

DATA12 데이터들은 제1 칩에 대응되고 DATA20, DAT21, DATA22 데이터들은 제2 칩에 대응된다. 예를 들어, 입

출력 라인(I/O BUS)에 로딩되는 DATA10 내지 DATA22 데이터들이 제1 및 제2 칩(102, 104, 도 1)에 각각 프로그

래밍되는 데이터라고 가정하면, DATA10, DATA11, DATA12 데이터들이 제1 칩(102, 도 1)에 완전히 프로그램될 

때까지 제1 레 디/비지 신호(Ready/Busy1)는 로우레벨로 활성화되는 구간(Busy_10, Busy_11, Busy_12)을 갖는다.

그리고 DATA20, DATA21, DATA22 데이터들이 제2 칩(104, 도 1)에 완전히 프로그램될 때까지 제2 레디/비지 신

호(Ready/Busy2)는 로우레벨로 활성화되는 구간(Busy_20, Busy_21, Busy_22)을 갖는다. 이에 따라, 멀티 칩(100)

의 출력인 레디/비지 신호(Ready/Busy)는 제1 레디/비지 신호(Ready/Busy2)와 제2 레디/비지 신호(Ready/Busy2) 

어느 하나라도 로우레벨로 활성화이면 로우레벨로 발생된다. 로우레벨의 레디/비지 신호(Ready/Busy)는 멀티 칩(10

0, 도 1)의 상태가 비지(busy) 상태이므로 다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메모리 시스템은 멀티 칩(100, 도 1) 내 제1 칩(102, 도 1)이 비지(busy) 상태가 끝나 다른 명령을 받

아들일 수 있는 레디(ready)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 칩(100, 도 1) 내 제2 칩(104, 도 1)의 비지(busy) 상태

에 의해 발생되는 멀티 칩(100)의 레디/비지 신호(Ready/Busy)로 인하여 제1 칩(102, 도 1)은 제2 칩(104, 도 1)의 

비지(busy) 상태가 끝날 때까지 tloss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 이 tloss 시간은 메모리 시스템의 입장에서 일종의 시

간 손실이 되어 멀티 칩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내장된 각 칩들의 성능을 충분히 동작시킬 수 있는 멀티 칩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내장된 각 칩들의 성능을 충분히 동작시킬 수 있는 멀티 칩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은 다수개의 칩을 내장하는 멀티칩에 있어서, 제1 칩 선택 신

호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제1 레디/비지 신호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제1 칩과, 제2 칩 선택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

고 제2 레디/비지 신호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제2 칩을 포함한다. 멀티 칩은 외부 호스트와의 상호 동작을 위해 제

어 신호들이 제1 및 제2 칩으로 연결된다.

다른 실시예의 멀티 칩에서는 제1 칩 선택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제1 레디/비지 신호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제

1 칩과 제3 칩이 병렬로 연결되고, 제2 칩 선택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제2 레디/비지 신호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

는 제2 칩과 제4 칩이 병렬로 연결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멀티 칩에 내장되는 칩들에 각각 대응되어 해당 칩의 상태를 나타내는 레디/비지 신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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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레디 상태의 칩은 다른 칩의 비지 상태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외부 호스트로부터 명령되는 동작을 수

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멀티 칩을 내장하는 메모리 시스템은 종래의 tloss와 같은 시간 손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된다.

이하, 본 발명은 다수개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내장한 멀티 칩에 대하여 기술된다. 멀티 칩 내에 내장되는 칩들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들 중에서도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인 것을 예로 들어 기슬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을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멀티 칩(300)은 내부

적으로 제1 및 제2 칩(302, 304)을 내장하 고 외부적으로 제어 신호들(control Signals), 제1 칩 선택 신호(CE1), 제2

칩 선택 신호(CE2), 제1 레디/비지 신호(Ready/Busy1), 제2 레디/비지 신호(Ready/Busy2) 그리고 입출력 버스(I/O 

BUS)와 연결되는 입출력 데이터(DIO)를 통해 호스트(310)와 연결된다. 호스트(310)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

여 메모리 시스템을 제어한다. 제1 칩(302)은 제1 칩 선택 신호(CE1)와 제1 레디/비지 신호(Ready/Busy1)에, 그리

고 제2 칩(304)은 제2 칩 선택 신호(CE2)와 제2 레디/비지 신호(Ready/Busy2)에 각각 연결되고, 제1 및 제2 칩(302

, 304)은 제어 신호들(Control Signals)과 입출력 데이터(DIO)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 동

작은 도 4에 나타낸다.

도 4를 참조하면, 제1 칩(302)에 프로그래밍될 제1 데이터들(DATA10, DATA11, DATA12)과 제2 칩(304)에 프로

그래밍될 제2 데이터들(DATA20, DATA21, DATA22)이 입출력 버스(I/O BUS)에 로딩된다. 제1 데이터들(DATA1

0, DATA11, DATA12)가 제1 칩(302)에 프로그램되는 동안, 제1 레디/비지 신호(Ready/Busy1)가 로우레벨로 활성

화(Busy_10, Busy_11, Busy_12) 되어 제1 칩(302)이 비지(busy) 상태에 있음을 호스트(310)에게 전달한다. 제2 데

이터들(DATA20, DATA21, DATA22)가 제2 칩(304)에 프로그램되는 동안, 제2 레디/비지 신호(Ready/Busy2)가 

로우레벨로 활성화(Busy_20, Busy_21, Busy_22) 되어 제2 칩(304)이 비지(busy) 상태에 있음을 호스트(310)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제1 및 제2 레디/비지 신호(Ready/Busy1, Ready/Busy2)가 제1 및 제2 

칩(302, 304)의 상태를 호스트(310)에게 독립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제2 칩(304)이 비지(busy) 상태에 있더라도 제1

칩(302)이 레디(ready) 상태에 있으면 호스트(310)는 제1 칩(302)으로 명령을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 칩(302)

은 종래 제2 칩(304)의 비지 상태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호스트(310)로부터 명령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멀티 칩을 포함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멀티

칩(500)은 제1 내지 제4 칩(502, 504, 506, 508)을 내장한다. 멀티 칩(500)은 외부적으로 제어 신호들(control Sign

als), 제1 칩 선택 신호(CE1), 제2 칩 선택 신호(CE2), 제1 레디/비지 신호(Ready/Busy1), 제2 레디/비지 신호(Read

y/Busy2) 그리고 입출력 버스(I/O BUS)와 연결되는 입출력 데이터(DIO)를 통해 호스트(510)와 연결된다. 제1 및 제

2 칩(502, 504)는 제1 칩 선택 신호(CE1)와 제1 레디/비지 신호(Ready/Busy1)에 연결되고, 제3 및 제4 칩(506, 50

8)은 제2 칩 선택 신호(CE2)와 제2 레디/비지 신호(Ready/Busy2)에 연결된다. 제어 신호들(Control Signals)과 입

출력 데이터(DIO)는 공통으로 제1 내지 제4 칩들(502, 504, 506, 508)에 연결된다.

본 실시예의 멀티칩(500)은 도 3의 멀티 칩(300)과 비교하여, 도 3의 제1 칩(302)이 제1 및 제2 칩(502, 504)으로 구

성되고 도 3의 제2 칩(304)이 제3 및 제4 칩(506, 508)으로 구성된다. 이는 도 3의 멀티 칩(300)에 비하여 2배로 대

용량화한 멀티 칩(500)이다. 그리고, 제1 레디/비지 신호(Ready/Busy1)가 제1 및 제2 칩(302, 304)의 상태를, 그리

고 제2 레디/비지 신호(Ready/Busy2)가 제3 및 제4 칩(306, 308)의 상태를 각각 호스트(310)에게 독립적으로 알린

다. 제3 및 제4 칩(506, 508)이 비지(busy) 상태에 있더라도 제1 및 제2 칩(502, 504)이 레디(ready) 상태에 있으면 

호스트(510)는 제1 및 제2 칩(502, 504)으로 명령을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 및 제2 칩(502, 504)은 제3 및 제4

칩(506, 508)의 비지 상태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호스트(510)로부터 명령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실시예들을 들어 기술하였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멀티 칩에 내장되는 칩들에 각각 대응되는 레디/비지 신호(Ready/Busy)

를 두어 각 칩들의 상태를 외부 호스트에서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

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의 멀티 칩에 의하면, 멀티 칩에 내장되는 칩들에 각각 대응되어 해당 칩의 상태를 나타내는 레디/비지

신호들을 갖는다. 레디 상태의 칩은 다른 칩의 비지 상태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외부 호스트로부터 명령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멀티 칩을 내장하는 메모리 시스템은 종래의 tloss와 같은 시간 손실을 없앨 수 있

기 때문에,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개의 칩을 내장하는 멀티칩에 있어서,

제1 칩 선택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제1 레디/비지 신호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제1 칩; 및

제2 칩 선택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제2 레디/비지 신호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제2 칩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멀티 칩.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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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칩은

외부 호스트와의 상호 동작을 위해 제어 신호들이 상기 제1 및 제2 칩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칩.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칩은

상기 제1 칩 선택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상기 제1 레디/비지 신호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상기 제1 칩과 병렬로

연결되는 제3 칩; 및

상기 제2 칩 선택 신호에 의해 인에이블되고 상기 제2 레디/비지 신호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상기 제2 칩과 병렬로

연결되는 제4 칩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칩.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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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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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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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442091

- 8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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