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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셜 카피 백 동작 모드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파셜 카피 백 동작 모드를 갖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것으로, 단위 페이지들로 이루어지는 셀 어레이와;

상기 단위 페이지들에 각각 대응되는 단위 페이지 버퍼들로 이루어지며 데이타를 저장하는 페이지 버퍼와; 파셜 카피 백

동작시 상기 단위 페이지 버퍼들 중에서 초기화 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 페이지 버퍼들을 선택하는 선택회

로와; 상기 페이지 버퍼 및 선택회로를 제어하는 신호들을 발생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카피 백 동작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읽기 동작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파셜 카피 백 동작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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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파셜 카피 백 동작 모드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5는 도 4의 페이지 버퍼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6은 도 4의 선택회로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7은 도 4의 입력장치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8은 도 7의 제 1 입력버퍼의 출력신호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9는 도 7의 제 2 입력버퍼의 출력신호를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파셜 카피 백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메모리 컨트롤러 200 : 플래시 메모리

210 : 셀 어레이 220 : 페이지 버퍼

221, 222, 223, 224 : 단위 페이지 버퍼

230 : 선택회로 240 : 입력장치

241, 242 : 입력버퍼 243 : 디코더

250 :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 300 : 칼럼 디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상세하게는 파셜 카피 백 동작 모드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이 가능한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데이타를 전기적으로 소거하

고 새로운 데이타를 프로그램할 수 있다. 특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잘 알려진 다른 타입들의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

리 장치들 보다 더 높은 집적도를 제공한다.

고집적 대용량에 유용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현재 이동통신환경, 셋톱박스 또는 게임기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 그 응용범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또는 프로그램) 및 소

거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응용에 부합하기 위하여 카피 백(copy back) 기능이 요구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카피 백 동작은 소스 페이지에 저장된 데이타를 목표 페이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카피

백 동작은 소스 페이지에 저장된 데이타를 페이지 버퍼에 임시로 저장한 다음, 메모리 외부로 읽어 내는 과정 없이 곧바로

목표 페이지에 다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카피 백 기능을 이용하면, 소스 페이지의 데이타를 외부로 독출해 내는 과정과

외부의 데이타를 로딩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구조상 겹쳐쓰기 동작(overwrite mode)을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페이지

에 데이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거 상태에 있는 페이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데이타가 쓰여져 있는

페이지에 쓰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거 동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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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소거 시간은 일반적으로 수 msec 이므로, 상기와 같이 쓰기 동작 전에 매번 소거 동작을 수

행한다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메모리 컨트롤러는 관리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데이타를 소거 상태의

특정 어드레스로 카피하여 옮기고 그 원본 데이타가 포함된 영역을 여가 시간에 한꺼번에 블록 단위로 지우게 된다.

도 1은 잘 알려진 카피 백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컨트롤러(10)

와 플래시 메모리(20)로 구성된다.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10)는 동작모드에 따라 어드레스 및 제어신호 등을 상기 플래시

메모리(20)에 인가한다. 상기 플래시 메모리(20)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셀 어레이(21)와 카피 백 동작시 상기 데이타를 임

시로 저장하는 페이지 버퍼(22)를 포함한다.

상기 셀 어레이(21)는 복수개의 페이지들로 구성된다. 각각의 페이지는 동일한 워드 라인을 공유하는 셀들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페이지는 보통 512 바이트이며, 최근에는 2k 바이트의 대용량 메모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상기 페이지는 읽기 및

쓰기 동작의 기본 단위가 된다.

카피 백 동작은 소스 페이지(S)의 데이타를 페이지 버퍼(22)로 읽어 내는 동작과 상기 페이지 버퍼(22)에 저장된 데이타를

목표 페이지(D)에 프로그램하는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10)로부터 카피 커맨드(CMD)와 소스 페이지(S)에 해당하는 어드레스(Addr)가 입력되면, 상기 소

스 페이지(S)에 저장된 데이타(Unit k)는 상기 페이지 버퍼(22)에 카피된다. 카피 백 커맨드(CMD)와 목표 페이지(D)에 해

당하는 어드레스가 입력되면, 상기 페이지 버퍼(22)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Unit k)는 상기 목표 페이지(D)에 카피 백 된

다.

한편, 최근에는 동작 속도를 빠르게 하고 칩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읽기 및 쓰기 동작의 기본 단위인 단위 페이지들을 합쳐

서 하나의 큰 페이지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카피 백 동작시, 복수개의 단위 페이지들의 데이

타를 동시에 페이지 버퍼에 카피하고, 상기 페이지 버퍼에 저장된 데이타를 동시에 목표 페이지에 카피 백 한다.

만약 메모리 컨트롤러(10)가 복수 개의 단위 페이지들에 저장된 데이타들( Unit k-3, Unit k-2, Unit k-1, Unit k)을 동시

에 관리할 수 있으면, 상기 동작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10)가 단위 페이지만을 관리할 수

있다면 상기 동작은 불필요한 단위 페이지의 데이타도 함께 카피 백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예를 들면, 페이지 버퍼에 저장된 단위 페이지들의 데이타 중에서 일부만을 카피 백 하고자 해도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동

작 원리상 동일한 워드 라인을 공유하는 나머지 단위 페이지들의 데이타도 함께 카피 백 된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한 페이지는 기존의 512 바이트에서 2k 바이트로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

나 기존의 컨트롤러들은 대부분 512 바이트 단위로 데이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상기 문제점들을 현질적으로 직면하게 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단위 페이지 단위로 카피 백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소스 및 목표 페이지를 포함하는 페이지들로

구성된 셀 어레이와; 상기 소스 페이지의 데이타를 저장하는 페이지 버퍼와; 그리고 파셜 카피 백 동작시, 상기 페이지 버

퍼에 저장된 데이타 중에서 초기화하는 데이타를 선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들 각각은 읽기 및 쓰기 동작의 기본 단위인 단위 페이지들로 구분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버퍼는 상기 단위 페이지들에 각각 대응되며 초기화의 기본 단위인 단위 페이지 버퍼들

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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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다른 일면은, 단위 페이지들로 이루어지는 셀 어레이와; 상기 단위 페이지들에 각각

대응되는 단위 페이지 버퍼들로 이루어지며, 데이타를 저장하는 페이지 버퍼와; 파셜 카피 백 동작시, 상기 단위 페이지 버

퍼들 중에서 초기화 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 페이지 버퍼들을 선택하는 선택회로와; 그리고 상기 페이지 버

퍼 및 선택회로를 제어하는 신호들을 발생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단위 페이지는, 읽기 및 쓰기 동작의 기본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버퍼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와; 상기 래치를 초기화하는 리셋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리셋회로는, 상기 선택회로로부터 출력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를 초기화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리셋회로는,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페이지 버퍼로 입력되는 신호들을 제어하는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와; 상기 선

택회로로 입력되는 신호들을 제어하는 입력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는, 동작모드에 따라 상기 페이지 버퍼를 초기화하는 제어신호(LAT)를 발

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LAT)는, 상기 선택회로를 통해 상기 페이지 버퍼로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장치는, 제 1 및 제 2 커맨드 신호에 동기 되어 제 1 제어신호(SET)를 발생하는 제 1 입력버

퍼와; 상기 제 1 커맨드 신호 후에 입력되는 어드레스를 감지하여 제 2 제어신호(ADDR2)를 발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제 2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수단은, 상기 단위 페이지를 구분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감지하여 제어신호

(ADDR)를 발생하는 제 2 입력버퍼와; 상기 제어신호(ADDR)를 디코딩하여 상기 제 2 제어신호(ADDR2)를 발생하는 디코

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ADDR)는, 쓰기 인에이블 신호에 동기 되어 감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또 다른 일면은, 단위 페이지들로 이루어지는 셀 어레이와; 상기 단위 페이지들에 각

각 대응되는 단위 페이지 버퍼들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위 페이지 버퍼들은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와 상기 래치를 초기

화하는 리셋회로를 포함하는 페이지 버퍼와; 상기 페이지 버퍼로 입력되는 신호들을 제어하는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와; 파

셜 카피 백 동작시, 초기화 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 페이지 버퍼들을 선택하여, 상기 선택된 단위 페이지 버

퍼들의 리셋회로들을 인에이블 하는 선택회로와; 파셜 카피 백 동작시, 상기 선택회로로 입력되는 신호들을 제어하는 입력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단위 페이지는, 읽기 및 쓰기 동작의 기본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리셋회로는,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는, 동작모드에 따라 상기 페이지 버퍼를 초기화하는 제어신호(LAT)를 발

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LAT)는, 상기 선택회로를 통해 상기 페이지 버퍼로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장치는, 제 1 및 제 2 커맨드 신호에 동기 되어 제 1 제어신호(SET)를 발생하는 제 1 입력버

퍼와; 상기 제 1 커맨드 신호 후에 입력되는 어드레스를 감지하여 제 2 제어신호(ADDR2)를 발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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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에 있어서, 제 2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수단은, 상기 단위 페이지를 구분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감지하여 제어신호

(ADDR)를 발생하는 제 2 입력버퍼와; 상기 제어신호(ADDR)를 디코딩하여 상기 제 2 제어신호(ADDR2)를 발생하는 디코

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ADDR)는, 쓰기 인에이블 신호에 동기 되어 감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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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소스 페이지의 데이타를 페이지 버퍼에 카피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플래시 메모리 장치

는 메모리 컨트롤러(100)와 플래시 메모리(200)로 구성된다. 상기 플래시 메모리(200)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셀 어레이

(210)와 카피 백 동작시 상기 셀 어레이(210)의 데이타를 임시로 저장하는 페이지 버퍼(220)를 포함한다.

상기 셀 어레이(210)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일한 워드라인을 공유하는 복수개의 페이지들로 구성된다. 상기 페이지들

중에는 소스 페이지(S)와 목표 페이지(D)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 하나의 페이지는 읽기 및 쓰기 동작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복수개의 단위 페이지들로 구성된다. 도 2에서 하나의 페이지는 4개의 단위 페이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페이지 버퍼(220)는 카피 동작시 소스 페이지(S)의 데이타를 임시로 저장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220)에 저장된 데이

타는 카피 백 동작에 의해 목표 페이지(D)에 옮겨진다.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100)로부터 카피 동작을 명하는 커맨드(CMD0)와 소스 페이지(S)에 해당하는 어드레스(Addr(S))

가 인가되면, 상기 소스 페이지(S)에 저장된 데이타(Unit k-3, Unit k-2, Unit k-1, Unit k)는 상기 페이지 버퍼(220)에 카

피된다.

도 3은 페이지 버퍼에 저장된 데이타를 목표 페이지에 카피 백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본 발명의 핵심은 목표 페

이지(D)에 카피 백 하기 전에 상기 페이지 버퍼(220)에 카피된 데이타(Unit k-3, Unit k-2, Unit k-1, Unit k) 중에서 카피

백 하기를 원치 않는 데이타(Unit k-1, Unit k)를 초기화 한 다음에 카피 백이 이루어지는데 있다. 그 결과 목표 페이지(D)

에는 데이타(Unit k-3, Unit k-2)만 카피 백 되고, 이전 데이타(Unit l-1, Unit l)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상기 페이지

버퍼(220)에서 카피 백 하고자 하는 데이타와 초기화 하고자 하는 데이타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단위 페이지 별로 카피 백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카피 백 하기를 원하지 않는 데이타를 초기화 한 다음에,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100)로부터 카피 백 동작을 명하는 커맨드

(CMD1)와 목표 페이지(D)에 해당하는 어드레스(Addr(D))가 입력된다. 상기 커맨드(CMD1)와 어드레스(Addr(D))는 반복

될 수 있으며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카피 백 되는 단위 페이지의 수가 결정된다. 상기 카피 백 동작에 의하여 상기 페이지

버퍼(220)에 저장된 데이타(Unit k-3, Unit k-2)는 상기 목표 페이지(D)에 카피 백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파셜 카피 백 동

작을 수행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셀 어레이(210), 페이지 버퍼(220),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250) 외에 파셜 카피 백

동작시 카피 백 하고자 하는 데이타와 초기화 하고자 데이타를 고르는 선택회로(230)와 상기 선택회로(230)에 입력되는

신호들을 제어하는 입력장치(240)를 더 포함한다.

상기 셀 어레이(210)는 복수개의 페이지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페이지는 동일한 워드라인을 공유하며 읽기 및 쓰기 동작

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단위 페이지들로 구성된다. 예로서, 하나의 페이지는 2k 바이트의 메모리 용량을 가지며, 하나의 단

위 페이지는 512 바이트의 메모리 용량을 가진다.

상기 페이지 버퍼(220)는 상기 단위 페이지들에 각각 대응되는 단위 페이지 버퍼들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단위 페이지 버

퍼(221)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와 상기 래치를 초기화하는 리셋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220)의 구성 및 동

작원리는 후술되는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250)는 상기 페이지 버퍼(220)로 입력되는 신호들(PLOAD, BLSHF, BLSLT)과 상기 선택회

로(230)를 통해 상기 페이지 버퍼(220)로 입력되는 신호(LAT)를 제어한다. 상기 제어신호들에 대한 타이밍도가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250)의 동작 및 상기 제어신호들에 대한 사항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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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회로(230)는 본 발명의 핵심을 이루는 파셜 카피 백 동작시 카피 백 하는 데이타와 초기화 하는 데이타를 선택하

는 수단을 제공한다. 상기 선택회로(230)는 카피 백 하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단위 페이지 버퍼와 초기화 하는 데이타를 저

장하는 단위 페이지 버퍼에 각각 상응하는 신호들을 제공한다. 상기 선택회로(230)의 구성 및 동작원리는 후술되는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입력장치(240)는 상기 선택회로(230)와 더불어 본 발명의 핵심을 이루며 파셜 카피 백 동작시 상기 선택회로(230)를

제어하는 신호들을 발생한다. 상기 입력장치(240)는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100)로부터 커맨드(CMD), 어드레스(Addr),

그리고 제어신호(ctrl)를 입력받아 동작하며, 상기 선택회로(230)로 입력되는 신호들(SET, ADDR2)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입력장치(240)의 구성 및 동작원리는 후술되는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도 4의 페이지 버퍼에 대한 일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5에서는 예로서 4개의 단위 페이지 버퍼들만을 도시

하였으며, 각각의 단위 페이지 버퍼(221~224)에는 하나의 비트라인에 연결되는 페이지 버퍼만을 도시하였다. 그러나, 실

제로는 하나의 단위 페이지 버퍼(221)에는 보다 많은 수의 페이지 버퍼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는 사실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한 것이다.

상기 단위 페이지 버퍼(221)는 프리차지 수단과, 데이타를 임시로 저장하는 래치와, 비트 라인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트랜

지스터와, 그리고 래치의 상태를 초기화 하기 위한 리셋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래치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는, 상

기 프리차지 수단의 게이트에 입력되는 PLOAD 신호가 'L' 인 상태에서 선택신호(Sel0)가 'H' 로 되면 초기화 된다. 상기

래치의 데이타가 초기화 되면 카피 백 동작시 프로그램 되지 않고 이전 데이타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선택신호(Sel0)가 'L' 이면 리셋회로를 구성하는 NMOS 트랜지스터가 턴-오프 되어 상기 래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

이타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카피 백 동작시 상기 래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가 목표 페이지에 프로그램 된다.

결과적으로 선택신호(Sel0)에 의해 상기 래치에 저장된 데이타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초기화되는지 결정된다.

도 6은 도 5의 선택회로에 대한 일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선택회로(230)는 상기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250)로부터 발생된 제어신호(LAT) 및 상기 입력장치(240)로부터 발생된 제 1 및 제 2 제어신호(SET, ADDR2)

에 응답하여 동작한다.

상기 제어신호(LAT)는 동작모드에 따라 상기 페이지 버퍼(220)를 초기화하는 신호이다. 상기 제어신호(LAT)는 상기 선

택회로(230)를 통해 상기 페이지 버퍼(220)로 공급된다.

상기 제 1 제어신호(SET)는 도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커맨드 신호에 동기 되어 발생된다. 파셜 카피 백 커맨드

(CMD1)가 인에이블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커맨드(CMD2)가 인에이블되면 상기 제 1 제어신호(SET)가 발생된다. 상기 제

2 제어신호(ADDR2)는 후술되는 도 7과 도 9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디코딩된 제 2 제어신호(ADDR2)는 16개의 입력수단을 가진다. 제어신호(LAT)가 디스에이블되고 제 1

제어신호(SET)가 인에이블된 상태에서, ADDR[1:0]=00 이면 nADDR_0[0] 및 nADDR_0[1]이 동시에 인가되어 선택신

호(Sel0)는 'L' 가 되고, 나머지 선택신호(Selk; k=1~3)는 'H' 로 된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 ADDR[1:0]=01 이면 선택신호

(Sel1)만 'L' 가 되고, ADDR[1:0]=10 이면 선택신호(Sel2)만 'L' 가 되고, ADDR[1:0]=11 이면 선택신호(Sel3)만 'L' 가

된다.

예로서, 단위 페이지 버퍼(223, 224)만을 초기화 하고자 한다면, 선택신호(Sel0, Sel1)는 'L' 가 되도록 하고, 선택신호

(Sel2, Sel3)는 'H' 가 되도록 하면 된다. 'H' 로 선택된 단위 페이지 버퍼는 모두 초기화된다.

도 7은 도 4의 입력장치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입력장치(240)는 제 1 및 제 2 커맨드 신호(CMD1,

CMD2)에 동기 되어 제 1 제어신호(SET)를 발생하는 제 1 입력버퍼(241)와, 상기 제 1 커맨드 신호(CMD1) 후에 입력되

는 어드레스(Addr(D1))를 감지하여 제어신호(ADDR)를 발생하는 제 2 입력버퍼(242)와, 그리고 상기 제어신호(ADDR)를

디코딩하는 디코더(243)를 포함한다.

상기 제 1 제어신호(SET)는 도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및 제 2 커맨드 신호에 동기 되어 발생된다. 파셜 카피 백 커맨드

(CMD1)가 인에이블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커맨드(CMD2)가 인에이블되면 상기 제 1 제어신호(SET)가 발생된다. 상기 제

1 제어신호는 파셜 카피 백 동작시 상기 선택회로(230)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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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신호(ADDR)는 도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E 신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nWE 신호가 움직이면, 상기 nWE 신호

의 상승에 맞추어 목표 페이지의 어드레스들(예를 들면, A0~A7, A8~A16, A17~A 24, A25~X, 여기서 X는 high 또는 low

가 될 수 있다)이 4 사이클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ALE, nWE는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100)로부터 공

급되는 제어신호(ctrl)들이다.

일반적으로 4 사이클로 입력되는 어드레스인 경우에, 제 1 및 2 사이클은 칼럼 어드레스를 지정해주고, 제 3 및 제 4 사이

클은 로우 어드레스를 지정해준다. 상기 제 1 및 제 2 사이클에는 메인 영역과 스페어 영역을 지정해주는 컬럼 어드레스와,

단위 페이지를 지정해주는 컬럼 어드레스와, 각각의 비트라인들을 지정해주는 컬럼 어드레스 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실시예로서 상기 제어신호(ADDR)는 제 2 사이클에 해당하는 단위 페이지를 지정해주는 컬럼 어드레스에

따라 결정된다. 한 페이지당 단위 페이지가 4개인 경우에는 2비트의 어드레스 필요하다. 상기 2비트의 어드레스(ADDR

[1:0])는 상기 디코더(243)에 입력된다. 디코딩된 신호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선택회로(230)로 입력된다.

도 10은 카피 백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먼저 소스 페이지(S)의 데이타를 읽는 과정이 선행된다.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ommand Latch

Enable; CLE)가 인에이블된 상태에서 입출력 라인(IO)을 통해 카피 동작을 명하는 커맨드(CMD0; 00h)가 입력된다. 상기

커맨드(CMD0)가 입력된 후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ddress Latch Enable; ALE)가 인에이블된 상태에서 입출력

라인을 통해 상기 소스 페이지(S)에 해당하는 어드레스(Addr(S))가 입력된다. 상기 어드레스(Addr(S))는 상기 소스 페이

지의 칼럼 및 로우 어드레스를 지정해준다. 여기서 CLE, ALE는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100)로부터 상기 플래시 메모리

(200)로 입력되는 제어신호들(ctrl)이다. 상기 어드레스(Addr(S))의 입력이 모두 끝나면, RnB 신호가 'L' 로 되면서 tR 구

간에서 소스 페이지에 있는 데이타가 동시에 페이지 버퍼로 카피된다.

카피 백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카피 백 하기를 원하지 않는 데이타를 초기화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상기 ADDR[1:0]=00

이면 Sel0 이 선택되고, ADDR[1:0]=01 이면 Sel1 이 선택되고, ADDR[1:0]=10이면 Sel2 가 선택되고, ADDR[1:0]=11

이면 Sel3 이 선택된다. 도 10을 참조하면 선택된 신호(Seln)는 'L' 를 유지하여 래치의 데이타를 카피된 상태로 유지하고,

비선택된 신호(Seli)는 펄스를 띄워 래치의 데이타를 초기화한다.

예를 들어, 상기 페이지 버퍼(220)에 카피된 단위 페이지 버퍼의 데이타 중에서 Unit k-3 과 Unit k-2 만 카피 백 하려면,

Sel0 (ADDR[1:0]=00) 과 Sel1 (ADDR[1:0]=01)을 각각 'L' 로 하고, Sel2 (ADDR[1:0]=10) 와 Sel3 (ADDR[1:0]=11)

을 'H' 로 하여 래치를 초기화 한 다음에 카피 백 동작을 행하면 된다.

계속해서 도 10을 참조하면,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ommand Latch Enable; CLE)가 인에이블된 상태에서 입출력

라인(IO)을 통해 카피 백 동작을 명하는 커맨드(CMD1; 8Ah)가 입력된다. 상기 커맨드(CMD1)가 입력된 후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ddress Latch Enable; ALE)가 인에이블된 상태에서 입출력 라인을 통해 상기 단위 목표 페이지(D1)에

해당하는 어드레스(Addr(D1))가 입력된다. 상기 어드레스(Addr(D1))는 상기 단위 목표 페이지의 칼럼 및 로우 어드레스

를 지정해준다.

도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 사이클로 입력되는 어드레스인 경우에 앞에서부터 제 1 및 2 사이클은 칼럼 어드레스를 지정

해주고, 제 3 및 제 4 사이클은 로우 어드레스를 지정해준다. 상기 제 1 및 제 2 사이클에는 메인 영역과 스페어 영역을 지

정해주는 컬럼 어드레스, 단위 페이지를 지정해주는 컬럼 어드레스, 각각의 비트라인들을 지정해주는 컬럼 어드레스 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단위 목표 페이지(D1)에 대한 어드레스 입력이 모두 끝난 뒤에는, 다시 카피 백 커맨드(CMD1)와 단위 목표 페이지(D2)에

해당하는 어드레스(Addr(D2))가 입력된다. 카피 백 커맨드(CMD1)과 단위 목표 페이지(D1, D2)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Addr(D1), Addr(D2))를 반복해서 입력한 후 프로그램 커맨드(CMD2)가 입력된다. 그 결과 RnB 신호가 'L' 인 tPROG 구

간에서 페이지 버퍼에 있는 데이타가 동시에 목표 페이지에 프로그램 된다.

등록특허 10-0560802

- 7 -



다만, 카피 동작시 인가된 소스 페이지에 해당하는 어드레스에는 단위 페이지를 구분하는 컬럼 어드레스를 돈케어(don't

care) 처리하여 페이지 전체를 한번에 카피한다. 그러나 카피 백 동작시 인가된 목표 페이지에 해당하는 어드레스에는 단

위 페이지를 구분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받아들여 카피 백 하고자 하는 단위 페이지와 그렇지 않은 단위 페이지를 구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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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의하면, 카피 백 동작시 단위 페이지 별로 카피 백 동작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

치를 이용하여 파셜 카피 백 동작을 수행하면, 단위 페이지에 이용하던 기존의 메모리 컨트롤러를 변경하지 않고도 하나의

큰 페이지를 단위 페이지 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카피 백 하고자 하는 데이타가 저장되어 있는 소스 페이지와, 상기 소스 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가 프로그램될 목

표 페이지를 포함하는 셀 어레이와;

상기 소스 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를 읽어들여 임시 저장하고, 상기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목표 페이지로 프

로그램 하는 페이지 버퍼; 그리고

파셜 카피 백 동작시, 상기 페이지 버퍼에 저장된 데이타 중에서 카피 백 하고자 하는 데이타와 초기화 하고자 데이타를 고

르는 선택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들 각각은, 읽기 및 쓰기 동작의 기본 단위인 단위 페이지들로 구분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버퍼는, 상기 단위 페이지들에 각각 대응되며 초기화의 기본 단위인 단위 페이지 버퍼들로 구분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단위 페이지들로 이루어지는 셀 어레이와;

상기 단위 페이지들에 각각 대응되는 단위 페이지 버퍼들로 이루어지며, 데이타를 저장하는 페이지 버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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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셜 카피 백 동작시, 상기 단위 페이지 버퍼들 중에서 초기화 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 페이지 버퍼들을 선

택하는 선택회로와; 그리고

상기 페이지 버퍼 및 선택회로를 제어하는 신호들을 발생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

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페이지는, 읽기 및 쓰기 동작의 기본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버퍼는,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와;

상기 래치를 초기화하는 리셋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회로는, 상기 선택회로로부터 출력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를 초기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

리 장치.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회로는,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페이지 버퍼로 입력되는 신호들을 제어하는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와;

상기 선택회로로 입력되는 신호들을 제어하는 입력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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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는, 동작모드에 따라 상기 페이지 버퍼를 초기화하는 제어신호(LAT)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LAT)는, 상기 선택회로를 통해 상기 페이지 버퍼로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장치는, 제 1 및 제 2 커맨드 신호에 동기 되어 제 1 제어신호(SET)를 발생하는 제 1 입력버퍼와;

상기 제 1 커맨드 신호 후에 입력되는 어드레스를 감지하여 제 2 제어신호(ADDR2)를 발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제 2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수단은, 상기 단위 페이지를 구분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감지하여 제어신호(ADDR)를 발생하는

제 2 입력버퍼와;

상기 제어신호(ADDR)를 디코딩하여 상기 제 2 제어신호(ADDR2)를 발생하는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

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ADDR)는, 쓰기 인에이블 신호에 동기 되어 감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단위 페이지들로 이루어지는 셀 어레이와;

상기 단위 페이지들에 각각 대응되는 단위 페이지 버퍼들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위 페이지 버퍼들은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와 상기 래치를 초기화하는 리셋회로를 포함하는 페이지 버퍼와;

상기 페이지 버퍼로 입력되는 신호들을 제어하는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와;

파셜 카피 백 동작시, 초기화 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 페이지 버퍼들을 선택하여, 상기 선택된 단위 페이지

버퍼들의 리셋회로들을 인에이블 하는 선택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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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셜 카피 백 동작시, 상기 선택회로로 입력되는 신호들을 제어하는 입력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

리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 페이지는, 읽기 및 쓰기 동작의 기본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회로는,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버퍼 컨트롤러는, 동작모드에 따라 상기 페이지 버퍼를 초기화하는 제어신호(LAT)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LAT)는, 상기 선택회로를 통해 상기 페이지 버퍼로 공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장치는, 제 1 및 제 2 커맨드 신호에 동기 되어 제 1 제어신호(SET)를 발생하는 제 1 입력버퍼와;

상기 제 1 커맨드 신호 후에 입력되는 어드레스를 감지하여 제 2 제어신호(ADDR2)를 발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제 2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수단은, 상기 단위 페이지를 구분하는 칼럼 어드레스를 감지하여 제어신호(ADDR)를 발생하는

제 2 입력버퍼와;

상기 제어신호(ADDR)를 디코딩하여 상기 제 2 제어신호(ADDR2)를 발생하는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

래시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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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신호(ADDR)는, 쓰기 인에이블 신호에 동기 되어 감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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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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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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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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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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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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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등록특허 10-0560802

- 18 -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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