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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출력시 ＤＤＲ 동작을 수행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장치 및 데이터 출력 방법

요약

데이터 출력시 DDR 동작을 수행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및 데이터 출력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

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은 상기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와 제

2 에지에 각각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의 기입을 제어하는 기입 제어 신호와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지로 발생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기입 제어 신호 및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

지로 발생되면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다음 제 2 에지에서 상기 데이터의 출력을 정지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상기 데이터

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독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서브 독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마다 대응되는 어드레스 값을 증가시키는 단계 및 상기

증가되는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 및 비휘발

성 메모리 장치는 독출 제어 신호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 모두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출력함으로써 단위 시간당 데이터의

전송 량(bandwidth)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A)는 일반적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이상적인(ideal) 데이터 출력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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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는 일반적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실제(real) 데이터 출력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3은 도 2의 데이터 출력 단계를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4(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에 따른 데이터 출력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4(B)는 독출 제어 신호와 서브 독출 제어 신호의 파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5의 주파수 제어부의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컨트롤러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9는 도 8의 데이터 출력 단계를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10(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에 따른 데이터 출력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10(B)는 플래시 클럭 신호와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의 파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2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컨트롤러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독출 제어 신호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에서 모두 데이터를 출력

하는 DDR(double data rate) 동작을 수행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및 데이터 출력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비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를 독출(read) 하거나 기입(write) 할 때 독출 제어 신호나 기입 제어 신호의 상

승(rising) 에지나 하강(falling) 에지에 동기 되어 하나의 입출력 핀을 통하여 데이터를 입력 또는 출력한다.

도 1(A)는 일반적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이상적인(ideal) 데이터 출력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SCLK는 시스템 클럭을 의미하며 REB는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독출 제어 신호이다.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독출 제

어 신호(REB)의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입출력 핀(IOP)을 통하여 데이터를 출력한다.

여기서, "응답하여"는 독출 제어 신호(REB)가 직접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인가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의미가 아니며, 독

출 제어 신호(REB)가 다른 구성 요소를 경유하여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입력되거나, 독출 제어 신호(REB)가 다른 신호

를 발생시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서 데이터 독출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을 당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미도시)는 독출 동작 시에 독출 제어 신호(REB)를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인

가하여 데이터를 얻는다. 일반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독출 제어 신호(REB)의 하나의 주기마다 하나의 입출력 핀

을 통하여 하나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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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독출 동작이 종료되면 독출 제어 신호(REB)는 논리 하이 레벨이나 논리 로우 레벨로 고정되고 입출력 핀은 고 저항

(High-impedance) 상태가 된다.

도 1(A)를 참조하면, 독출 제어 신호(REB)의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독출 동작이 수행되고 독출 된 데이터는 독출 제어 신

호(REB)의 상승 에지에 동기되어 입출력 핀(IOP)을 통하여 외부로 출력된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신호지연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이상적인 경우, 도 1(A)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는 독출 제어 신호

(REB)의 하강 에지에서 독출 되고 독출 제어 신호(REB)의 상승 에지에서 입출력 핀(IOP)을 통하여 출력된다.

도 1(B)는 일반적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실제(real) 데이터 출력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B)를 참조하면, 독출 제어 신호(REB)의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독출된 데이터는 독출 제어 신호(REB)의 하강 에지로

부터 일정한 시간(tREA)이 지연된 후 입출력 핀(IOP)으로부터 출력된다. tOH 는 독출 제어 신호(REB)의 상승 에지부터

입출력 핀(IOP)이 고 저항(high-impedance) 상태로 되는데 소비되는 시간이다.

도 1(B)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의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서의 데이터 출력은 독출 제어 신호(REB)에 응답하여 데이터가

출력되는 데 시간 지연이 크다. 또한, 일반적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독출 제어 신호(REB)의 상승 에지 또는 하강 에지

중 하나에만 응답하여 데이터가 출력되므로 독출 동작의 속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독출 제어 신호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 모두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비

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독출 제어 신호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 모두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출력하

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은 상

기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와 제 2 에지에 각각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상

기 데이터의 기입을 제어하는 기입 제어 신호와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지로 발생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기입 제어 신호 및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지로 발생되면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다음 제 2 에지에서

상기 데이터의 출력을 정지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독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서브 독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마다 대응되는 어드레스 값을 증가시키는 단

계 및 상기 증가되는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은 상기 데이터와 동시에 외부로 출력되며 상기 독출 제어 신호를

일정한 지연 시간동안 지연시킨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다.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입력되는 시점부터 상기 데이터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페이지 버퍼, 선택부, 출력부,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 및 데이터 독출 제어부를 구비한다.

페이지 버퍼는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에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를 저장한다. 선택부는 상기 페이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

중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출력부는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활성화되어 상기 선택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를 입출력 핀을 통하여 출력하고,

디스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비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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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 신호 발생부는 초기 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하고 서브 독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

기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을 변화시킨다.

데이터 독출 제어부는 독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를 발생하고 기입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데이터 독출 제어부는 주파수 제어부 및 최종 데이터 검출부를 구비한다. 주파수 제어부는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주

파수를 2배로 증가시켜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최종 데이터 검출부는 상기 기입 제어 신호 및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지이면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를 발생

한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는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가 검출될 때마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

스 값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는 디코딩부 및 카운터를 구비한다. 디코딩부는 상기 초기 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상기 어드레

스 신호를 발생한다. 카운터는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를 계수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을 순

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상기 출력부는 입출력 버퍼 및 출력 드라이버를 구비한다. 입출력 버퍼는 상기 인에이블 신호 및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차단한다. 출력 드라이버는 상기 입출력 버퍼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를 상기 입출

력 핀을 통하여 외부로 출력한다.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상기 출력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와 동시에 외부로 출력되며, 상기 독출 제어 신호를 일정한

지연 시간동안 지연시킨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지연부를 더 구비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

은 독출 인식 신호가 활성화되면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의 수를 카운트하는 단계,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

지의 수가 n(자연수) 개이면, n+1번째 제 1 에지부터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와 제 2 에지에 각각 응답하여 상

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및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의 수가 m(자연수) 개이면 상기 데이터의 출력을 정지하는 단계를 구

비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페이지 버퍼, 선택부, 출력

부, 제 1 카운터,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 및 데이터 독출 제어부를 구비한다.

페이지 버퍼는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에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를 수신하여 저장한다. 선택부는 상기 페이지 버퍼에 저장

된 데이터 중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출력부는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활성화되어 상기 선택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를 입출력 핀을 통하여 출력하고,

디스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비활성화 된다.

제 1 카운터는 상기 출력되는 데이터의 수가 m 개이면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를 발생한다.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는 초기 어

드레스를 디코딩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하고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을 변화시킨다.

데이터 독출 제어부는 독출 인식 신호 및 플래시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의 수가 n(자연

수) 개이면,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를 발생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등록특허 10-0546418

- 4 -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NAND 플래시 메모리에 기초하여 설명되지만, 본 발명은 NAND 플래시 메모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NOR, AND, 분할 비트라인 NOR(Divided bit-line NOR : DINOR), OneNAND 및 강 유전성

RAM(FRAM)과 같은 기술을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등의 어떠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3은 도 2의 데이터 출력 단계를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200)은 데이

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와 제 2 에지에 각각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210 단계, 상기

데이터의 기입을 제어하는 기입 제어 신호와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지로 발생되는지를 판단하는 220 단계

및 상기 기입 제어 신호 및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지로 발생되면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다음 제 2 에지에서

상기 데이터의 출력을 정지하는 230 단계를 구비한다.

도 4(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에 따른 데이터 출력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4(B)는 독출 제어 신호와 서브 독출 제어 신호의 파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200)에 의하면 독출 제어 신호의 하나의 주기 동안 하나의 입출력 핀을 통하여

두개의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다. 즉,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와 제 2 에지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출력한다(210 단계).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제 1 에지는 상승 에지이고 제 2 에지는 하강 에지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제 1 에지와 제 2 에지에

관한 가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가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독출 동작이 끝났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입 제어 신호를 이용한다. 종래에는 데이터 독출 동작이 끝났음을 표시하

기 위하여 독출 제어 신호가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 중 하나의 레벨로 고정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독출 제어 신호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 모두에서 데이터가 출력되므로 독출 제어 신호

를 이용하여 데이터 독출 동작이 정지됨을 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입 제어 신호를 이용한다.

기입 제어 신호 및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지로 발생되면(220 단계), 즉, 동시에 상승 에지로 발생되면 데이터 출

력이 정지된다(230 단계). 이는 도 4(A)에 도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200)을 후술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이용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5의 주파수 제어부의 구조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는 페이지 버퍼(510), 선택부(520), 출력부(530),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540) 및 데이터 독출 제어부(550)를 구비한다.

페이지 버퍼(510)는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미도시)에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를 저장한다. 선택부(520)는 페이지 버퍼

(510)에 저장된 데이터(DATA[2047:0]) 중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출력부(530)는 인에이블 신호(CEB)에 응답하여 활성화되어 선택부(52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DATA[7:0])를 입출력 핀

을 통하여 출력하고, 디스에이블 신호(DIS)에 응답하여 비활성화 된다.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540)는 초기 어드레스(IADD)를 디코딩하여 어드레스 신호(YA)를 발생하고 서브 독출 제어 신호

(S_REB)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을 변화시킨다.

데이터 독출 제어부(550)는 독출 제어 신호(REB)에 응답하여 독출 제어 신호(REB)의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서

브 독출 제어 신호(S_REB)를 발생하고 기입 제어 신호(WEB)에 응답하여 디스에이블 신호(DIS)를 발생한다.

등록특허 10-0546418

- 5 -



이하, 도 2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 및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동작이 상세히 설

명된다.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의 페이지 버퍼(510)는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미도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한다.

페이지 버퍼(510)는 레지스터일 수 있다. 페이지 버퍼(510)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512Byte 나 1KByte 또는 2KByte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도 5에서는 페이지 버퍼(510)의 크기를 2KByte 라고 가정한다.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는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출

력하므로 종래의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라면 페이지 버퍼(510)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출력하는데 독출 제어 신호(REB)

의 2000 주기가 소비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에서는 독출 제어 신호(REB)

의 1000 주기만 소비된다.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와 제 2 에지에 각각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출력한다.(210 단계)

210 단계를 좀 더 설명하면, 먼저, 독출 제어 신호(REB)에 응답하여 독출 제어 신호(REB)의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

지는 서브 독출 제어 신호(S_REB)를 발생한다.(310 단계)

310 단계는 데이터 독출 제어부(550)에서 수행된다. 데이터 독출 제어부(550)는 주파수 제어부(553) 및 최종 데이터 검출

부(555)를 구비한다. 주파수 제어부(553)는 독출 제어 신호(REB)의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켜 서브 독출 제어 신호

(S_REB)를 발생한다.

즉, 주파수 제어부(553)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를 원하는 비율로 증가시키는 주파수 배율기의 역할을 한다. 도 6에 주파수

제어부(553)의 일 실시예가 도시된다. 주파수 제어부(553)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도 6에 도시된 구조에 한

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파수 제어부(553)는 독출 제어 신호(REB)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를 검출하여 서브 독출 제어 신호(S_REB)를 발생한

다. 서브 독출 제어 신호(S_REB)의 파형은 도 4(B)에 도시된다. 독출 제어 신호(REB)의 주파수를 2배 증가시키므로 서브

독출 제어 신호(S_REB)의 주기는 독출 제어 신호(REB)의 절반이 된다.

주파수 제어부(553)는 인버터들(I1 ~ I6)과 논리곱 수단(A1), 반전 논리합 수단(N1) 및 논리합 수단(OR1)을 구비한다. 인

버터들(I1 ~ I6)의 개수는 홀수 개이며 적당한 펄스 폭을 만들기 위하여 임의의 개수를 가질 수 있다.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주파수 제어부(553)의 동작은 당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으므로 동작의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서브 독출 제어 신호(S_REB)의 제 1 에지마다 대응되는 어드레스 값을 증가시킨다.(320 단계) 320 단계는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540)에서 수행된다.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540)는 서브 독출 제어 신호(S_REB)의 제 1 에지가 검출될 때마다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540)는 디코딩부(543) 및 카운터(545)를 구비한다.

디코딩부(543)는 초기 어드레스(IADD)를 디코딩 하여 어드레스 신호(YA)를 발생한다. 초기 어드레스(IADD)는 페이지 버

퍼(510)에 저장된 데이터 중 처음으로 선택되어 출력될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지시한다. 초기 어드레스(IADD)는 외부에서

설계자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다. 디코딩부(543)는 셋 신호(SET)와 리셋 신호(RESET)에 의하여 셋 또는 리셋 된다.

카운터(545)는 서브 독출 제어 신호(S_REB)의 제 1 에지를 계수하여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을 순차적으로 증

가시킨다. 도 4(B)를 참고하면, 서브 독출 제어 신호(S_REB)의 제 1 에지를 계수하는 것은 독출 제어 신호(REB)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를 각각 계수하는 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디코딩부(543)에 의하여 서브 독출 제어 신호(S_REB)의 제 1 에지마다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이 증가하는

것은 독출 제어 신호(REB)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마다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이 증가하는 것과 같다. 어드레

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이 증가되면 증가된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출력된다(330 단계).

어드레스 신호(YA)는 페이지 버퍼(51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중 8개의 데이터(DATA[7:0])를 선택하는 선택부(520)의

제어 신호로서 사용된다. 선택부(52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DATA[7:0])는 출력부(530)를 통하여 외부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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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부(530)는 인에이블 신호(CEB)에 응답하여 활성화되어 선택부(52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DATA[7:0])를 입출력 핀

을 통하여 출력하고, 디스에이블 신호(DIS)에 응답하여 비활성화 된다.

출력부(530)는 입출력 버퍼(533) 및 출력 드라이버(535)를 구비한다. 입출력 버퍼(533)는 인에이블 신호(CEB) 및 디스에

이블 신호(DIS)에 응답하여 데이터(DATA[7:0])를 출력하거나 차단한다. 출력 드라이버(535)는 입출력 버퍼(533)에서

출력되는 데이터(DATA[7:0])를 입출력 핀을 통하여 외부로 출력한다.

인에이블 신호(CEB)는 입출력 버퍼(533)를 활성화시키는 신호이며 인에이블 신호(CEB)가 활성화되어야 만 입출력 버퍼

(533)가 데이터(DATA[7:0])를 출력시키는 동작을 수행한다.

디스에이블 신호(DIS)는 데이터 독출 제어부(550)의 최종 데이터 검출부(555)에서 출력된다. 최종 데이터 검출부(555)는

기입 제어 신호(WEB) 및 독출 제어 신호(REB)가 동시에 제 1 에지로 발생되는 지를 판단하고(220 단계) 기입 제어 신호

(WEB) 및 독출 제어 신호(REB)가 동시에 제 1 에지로 발생되면 디스에이블 신호(DIS)를 발생한다. 디스에이블 신호(DIS)

에 의하여 입출력 버퍼(533)의 동작이 정지되고 데이터(DATA[7:0]) 출력도 정지된다(230 단계)

일반적인 비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독출 제어 신호(REB)를 논리 하이 레벨이나 또는 논리 로우 레벨로 고정시키면 자동으

로 입출력 핀(IOP)이 고 저항(high impedance) 상태로 변환되고 데이터 출력이 정지되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독출

제어 신호(REB)를 이용하여 데이터(DATA[7:0])의 출력이 정지되는 시점을 판단할 수 없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기

입 제어 신호(WEB)를 이용하여 데이터(DATA[7:0])의 출력이 정지되는 시점을 판단한다.

독출 제어 신호(REB)와 기입 제어 신호(WEB)가 모두 최종 데이터 검출부(555)로 인가되고, 최종 데이터 검출부(555)는

두 개의 신호가 모두 제 1 에지로 발생되면 디스에이블 신호(DIS)를 출력한다.

두 개의 신호가 모두 제 1 에지로 발생되는 지를 판단하는 최종 데이터 검출부(555)의 구조는 당업자라면 이해할 수 있으

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독출 제어 신호(REB)와 기입 제어 신호(WEB)가 모두 제 1 에지로 발생되면 디스에이

블 신호(DIS)가 발생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두 신호가 모두 제 2 에지로 발생되는

경우 디스에이블 신호(DIS)가 출력될 수 도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200)은 데이터(DATA[7:0])와 동시에 외부로 출력되며 독출 제

어 신호(REB)를 일정한 지연 시간동안 지연시킨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구비할 수 있다.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를 발생하는 동작은 도 5의 지연부(560)에 의해서 수행된다.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를 발생하는 단계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의 지연부(560)에서 수행된다.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DATA[7:0])는 외부의 컨트롤러(미도시)로 인가되는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500)로부터 컨트롤러(미도시)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 전송 시간(flight time)과 클럭 스큐 등에 기인하는 시간차가 존

재한다.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의 동작 속도가 빨라질수록 컨트롤러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DATA[7:0])를 페치(fetch)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는

컨트롤러가 데이터(DATA[7:0])를 페치(fetch)하는 시점을 알려주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를 데이터

(DATA[7:0])의 출력시에 함께 출력한다.

도 7은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컨트롤러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WEB_CTRL은 컨트롤러(미도시)에서 발생되

는 기입 제어 신호로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로 인가된다. REB_CTRL은 컨트롤러(미도시)에서 발생되는 독출 제어

신호로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로 인가된다.

독출 제어 신호(REB)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입출력 핀(IOP)을 통하여 데이터(DATA[7:0])가 출력됨과 동

시에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도 함께 출력된다.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는 독출 제어 신호(REB)가 일정

한 지연 시간(tD1)만큼 지연되어 출력되는 신호이다.

여기서, 지연 시간(tD1)은 독출 제어 신호(REB)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로 입력되는 시점부터 데이터(DATA[7:0])

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로부터 출력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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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부(560)는 외부의 공정, 전압 및 온도의 변화(PVT variation)에도 항상 일정한 지연 시간(tD1)을 가지도록 설계된다.

지연부(560)는 저항이나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지연 시간(tD1)이 조정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또는 내부 레지스터를 이용

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지연 시간(tD1)이 조정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

D_STRB_CTRL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에서 출력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가 컨트롤러(미도시)에 도착

한 신호를 의미한다. tD2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로부터 컨트롤러(미도시)까지의 전파 지연 시간이다. 컨트롤러에

도착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_CTRL)에 의해서 컨트롤러의 입출력 핀(IOP_CTRL)이 데이터를 페치(fetch) 한

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200) 및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500)는 독출 제어 신호(REB)의 상승 에지와 하

강 에지 모두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출력함으로써 단위 시간당 데이터의 전송 량(bandwidth)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를 이용하여 출력된 데이터를 컨트롤러에 동기 시킬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9는 도 8의 데이터 출력 단계를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이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800)은 독출

인식 신호가 활성화되면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의 수를 카운트하는 810 단계,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

의 수가 n(자연수) 개이면, n+1번째 제 1 에지부터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와 제 2 에지에 각각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820 단계 및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의 수가 m(자연수) 개이면 상기 데이터의 출력을 정지하는 830 및

840 단계를 구비한다.

도 10(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에 따른 데이터 출력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10(B)는 플래시 클럭 신호와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의 파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800)에 의하면 데이터가 출력되려면 먼저 독출 인식 신호가 활성화되어야 한

다. 독출 인식 신호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외부의 컨트롤러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로서 데이터 독출 동작을 시작하는 것을

지시하는 신호이다.

데이터 출력 방법(800)에서 데이터 독출을 제어하는 신호는 플래시 클럭 신호이다. 데이터 출력 방법(800)에서도 도 2의

데이터 출력 방법(200)과 같이 플래시 클럭 신호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 모두에 응답하여 하나의 입출력 핀을 통하여 데

이터가 출력된다.

데이터를 출력하는 820 단계는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n 개의 제 1 에지의 수를 카운트하는 910 단계,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의 수가 n 개이면,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

지는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920 단계, 상기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마다 대응되는 어드레스 값을

증가시키는 930 단계 및 상기 증가되는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940 단계를 구비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제 1 에지는 상승 에지이고 제 2 에지는 하강 에지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제 1 에지와 제 2 에지에

관한 가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가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출력 방법(800)은 데이터 독출 동작이 끝났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 2의 데이터 출력 방법(800)과 같이 기입 제어

신호를 이용하지 않는다. 대신 출력되는 데이터의 수를 카운트하여 정해진 개수의 데이터가 출력되면 데이터 출력을 정지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800)을 후술하는 도 11의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이용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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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1100)는 페이지 버퍼(1110), 선택부(1120), 출력

부(1130), 제 1 카운터(1160),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1140) 및 데이터 독출 제어부(1150)를 구비한다.

페이지 버퍼(1110)는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미도시)에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를 수신하여 저장한다. 선택부(1120)는 페

이지 버퍼(110)에 저장된 데이터(DATA[2047:0]) 중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출력부(1130)는 인에이블 신호(CEB)에 응답하여 활성화되어 선택부(112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DATA[7:0])를 입출력

핀을 통하여 출력하고, 디스에이블 신호(DIS)에 응답하여 비활성화 된다. 출력부(1130)는 입출력 버퍼(1133) 및 출력 드

라이버(1135)를 구비한다.

제 1 카운터(1160)는 출력되는 데이터(DATA[7:0])의 수가 m 개이면 디스에이블 신호(DIS)를 발생한다.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1140)는 초기 어드레스(IADD)를 디코딩하여 어드레스 신호(YA)를 발생하고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S_REB)에 응

답하여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을 변화시킨다.

데이터 독출 제어부(1150)는 독출 인식 신호(AVDB) 및 플래시 클럭 신호(F_CLK)를 수신하고, 플래시 클럭 신호

(F_CLK)의 제 1 에지의 수가 n(자연수) 개이면, 플래시 클럭 신호(F_CLK)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S_REB)를 발생한다.

페이지 버퍼(1110), 선택부(1120), 출력부(1130) 및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1140)의 구조 및 동작은 도 5의 비휘발성 메

모리 장치(500)의 대응되는 구성 요소들의 구조 및 동작과 동일하다. 따라서 동작의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하, 도 8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 및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동작이 상

세히 설명된다.

독출 인식 신호(AVDB)가 활성화되면 플래시 클럭 신호(F_CLK)의 제 1 에지의 수를 카운트한다.

도 10(A)에는 독출 인식 신호(AVDB)가 로우 레벨인 경우 활성화되는 것으로 도시된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하이 레벨인 경우 활성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도 11의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1100)는 독출 인식 신호(AVDB)가 활성화

된 후 플래시 클럭 신호(F_CLK)의 제 1 에지의 수를 카운트하고 정해진 제 1 에지의 수가 카운트 되면 데이터를 출력한다.

여기서 정해진 제 1 에지의 수를 n으로 표시했으며 n은 임의의 자연수이다. 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서는 n을 3으

로 가정한다. 플래시 클럭 신호(F_CLK)의 제 1 에지의 수를 카운트하는 동작은 데이터 독출 제어부(1150)의 제 2 카운터

(1153)에서 수행된다.

제 2 카운터(1153)는 독출 인식 신호(AVDB)가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플래시 클럭 신호(F_CLK)의 제 1 에지의 수를 카운

트한다. 제 2 카운터(1153)는 플래시 클럭 신호(F_CLK)의 제 1 에지의 수가 n 개이면 주파수 제어부(1155)를 동작시키는

활성 신호(ENS)를 출력한다.

제 2 카운터(1153)와 주파수 제어부(1155)는 플래시 클럭 신호(F_CLK)를 동시에 수신하지만 제 2 카운터(1153)가 독출

인식 신호(AVDB)에 응답하여 먼저 동작되고 주파수 제어부(1155)는 활성 신호(ENS)를 수신하면 동작된다.

주파수 제어부(1155)는 활성 신호(ENS)가 수신되면 플래시 클럭 신호(F_CLK)의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켜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S_REB)를 발생한다.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S_REB)의 파형이 도 10(B)에 개시된다. 플래시 클럭 신호(F_CLK)

의 주파수를 2배 증가시키므로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S_REB)의 주기는 독출 제어 신호(REB)의 절반이 된다.

도 10(B)에서 알 수 있듯이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S_REB)는 플래시 클럭 신호(F_CLK)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마다 상

승 에지를 가진다.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1140)의 제 3 카운터(1145)는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S_REB)의 상승 에지를 카

운트하여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을 증가시킨다.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S_REB)의 상승 에지마다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을 증가시키는 것은 플래시 클럭 신호

(F_CLK)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마다 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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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스 신호(YA)의 어드레스 값을 증가시켜 데이터를 출력하는 동작은 앞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

다.

출력된 데이터(DATA[7:0])의 수가 m 개인지를 판단하여 데이터(DATA[7:0])의 수가 m 개이면 데이터 출력을 정지한

다.(840 단계) 840 단계는 제 1 카운터(1160)에서 수행된다. 여기서 m 은 자연수이다.

제 1 카운터(1160)는 출력되는 데이터(DATA[7:0])의 수가 m 개이면 디스에이블 신호(DIS)를 출력부(1130)의 입출력

버퍼(1133)로 인가한다. 그러면 입출력 버퍼(1133)의 동작이 정지되고 데이터(DATA[7:0]) 출력도 정지된다.

도 8의 데이터 출력 방법(800)은 데이터(DATA[7:0])와 동시에 외부로 출력되며 플래시 클럭 신호(F_CLK)를 일정한 지

연 시간동안 지연시킨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구비할 수 있다.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를 발생하는 단계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1100)의 지연부(1170)에서 수행된다. 비휘발

성 메모리 장치(110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DATA[7:0])는 외부의 컨트롤러(미도시)로 인가되는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1100)로부터 컨트롤러(미도시)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 전송 시간(flight time)과 클럭 스큐 등에 기인하는 시간차

가 존재한다.

또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1100)의 동작 속도가 빨라질수록 컨트롤러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1100)에서 출력되는 데이

터(DATA[7:0])를 페치(fetch)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1100)는 컨트롤러가 데이터(DATA[7:0])를 페치(fetch)하는 시점을 알려주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를 데이

터(DATA[7:0])의 출력시에 함께 출력한다.

도 12는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와 컨트롤러의 동작을 설명하는 타이밍도이다.

플래시 클럭 신호(F_CLK)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에 응답하여 입출력 핀을 통하여 데이터(DATA[7:0])가 출력됨과 동

시에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도 함께 출력된다.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는 플래시 클럭 신호(F_CLK)가

일정한 지연 시간(tD1)만큼 지연되어 출력되는 신호이다.

여기서, 지연 시간(tD1)은 플래시 클럭 신호(F_CLK)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1100)로 입력되는 시점부터 데이터

(DATA[7:0])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1100)로부터 출력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다.

지연부(1170)는 도 5의 지연부(560)와 동일한 구성 및 동작을 수행하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D_STRB_CTRL은 비

휘발성 메모리 장치(1100)에서 출력된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D_STRB)가 컨트롤러(미도시)에 도착한 신호를 의미한다.

tD2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1100)로부터 컨트롤러(미도시)까지의 전파 지연 시간이다. 컨트롤러에 도착한 데이터 스트

로브 신호(D_STRB_CTRL)에 의해서 컨트롤러의 입출력 핀(IOP_CTRL)이 데이터를 페치(fetch)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출력 방법 및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독출 제어 신호의 상승 에지와 하강 에지

모두에 응답하여 데이터를 출력함으로써 단위 시간당 데이터의 전송 량(bandwidth)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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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와 제 2 에지에 각각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

상기 데이터의 기입을 제어하는 기입 제어 신호와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지로 발생되는지를 판단하는 단

계 ; 및

상기 기입 제어 신호 및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지로 발생되면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다음 제 2 에지에서 상

기 데이터의 출력을 정지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독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서브 독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마다 대응되는 어드레스 값을 증가시키는 단계 ; 및

상기 증가되는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와 동시에 외부로 출력되며 상기 독출 제어 신호를 일정한 지연 시간동안 지연시킨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

생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입력되는 시점부터 상기 데이터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부터

출력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 방법.

청구항 5.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에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를 저장하는 페이지 버퍼 ;

상기 페이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 중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선택부 ;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활성화되어 상기 선택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를 입출력 핀을 통하여 출력하고, 디스에이

블 신호에 응답하여 비활성화 되는 출력부 ;

초기 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하고 서브 독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

레스 값을 변화시키는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 ; 및

독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를 발생하고

기입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데이터 독출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

성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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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독출 제어부는,

상기 독출 제어 신호의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켜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주파수 제어부 ; 및

상기 기입 제어 신호 및 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동시에 제 1 에지이면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최종 데이터 검출

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는,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가 검출될 때마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는,

상기 초기 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하는 디코딩부 ; 및

상기 서브 독출 제어 신호의 제 1 에지를 계수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카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상기 인에이블 신호 및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차단하는 입출력 버퍼 ; 및

상기 입출력 버퍼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를 상기 입출력 핀을 통하여 외부로 출력하는 출력 드라이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와 동시에 외부로 출력되며, 상기 독출 제어 신호를 일정한 지연 시간동안 지연시킨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지연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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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독출 제어 신호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입력되는 시점부터 상기 데이터가 상기 입출력 핀으로부터 출력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독출 인식 신호가 활성화되면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의 수를 카운트하는 단계 ;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의 수가 n(자연수) 개이면, n+1번째 제 1 에지부터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

와 제 2 에지에 각각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 및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의 수가 m(자연수) 개이면 상기 데이터의 출력을 정지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출력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독출 인식 신호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외부의 컨트롤러로부터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 방법.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n 개의 제 1 에지의 수를 카운트하는 단계 ;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의 수가 n 개이면,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

상기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마다 대응되는 어드레스 값을 증가시키는 단계 ; 및

상기 증가되는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 방법.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와 동시에 외부로 출력되며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를 일정한 지연 시간동안 지연시킨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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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입력되는 시점부터 상기 데이터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부

터 출력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출력 방법.

청구항 17.

비휘발성 메모리 어레이에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페이지 버퍼 ;

상기 페이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 중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선택부 ;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활성화되어 상기 선택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를 입출력 핀을 통하여 출력하고, 디스에이

블 신호에 응답하여 비활성화 되는 출력부 ;

상기 출력되는 데이터의 수가 m 개이면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카운터 ;

초기 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하고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의 어

드레스 값을 변화시키는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 ; 및

독출 인식 신호 및 플래시 클럭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의 수가 n(자연수) 개이면, 상기 플래

시 클럭 신호 주파수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데이터 독출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독출 제어부는,

상기 독출 인식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n 개의 제 1 에지의 수를 카운트하는 제 2 카운터 ; 및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의 수가 n 개이면,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의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켜 상기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주파수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는,

상기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가 검출될 때마다 상기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신호 발생부는,

상기 초기 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를 발생하는 디코딩부 ; 및

상기 서브 플래시 클럭 신호의 제 1 에지를 계수하여 상기 어드레스 신호의 어드레스 값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제 3 카

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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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상기 인에이블 신호 및 상기 디스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차단하는 입출력 버퍼 ; 및

상기 입출력 버퍼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를 상기 입출력 핀을 통하여 외부로 출력하는 출력 드라이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22.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에서 출력되는 상기 데이터와 동시에 외부로 출력되며,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를 일정한 지연 시간동안 지연시

킨 데이터 스트로브 신호를 발생하는 지연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플래시 클럭 신호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입력되는 시점부터 상기 데이터가 상기 입출력 핀으로부터 출력되

는 시점까지의 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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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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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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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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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a

등록특허 10-0546418

- 19 -



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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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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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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