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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타를 섹터 단위로 랜덤하게 입출력할 수 있는 플래시메모리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섹터 단위로 랜덤 데이타 입출력이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

리 시스템은 플래시 메모리(셀 어레이), 버퍼 메모리,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그리고 제어회로를 구비한다. 상기 랜덤 데

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버퍼 메모리로부터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거나 상기 버퍼 메모리에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출력한다. 상기 제어회로는 상기 버퍼 메모리와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사이에 입출력 되는 데이타의 순서와 횟수

를 섹터 단위로 조정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의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의 플래시 메모리와 버퍼 메모리의 개념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의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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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도 3의 래치회로의 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5는 도 3의 커맨드 입력회로의 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6은 도 3의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의 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7은 섹터 단위의 랜덤 데이타 입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8은 섹터 단위의 랜덤 데이타 출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호스트 2 :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10 : 호스트 인터페이스 20 : 레지스터

  30 : 스테이트 머신 40 : ECC & DQ 블록

  50 : 버퍼 메모리 51, 52, 53, 54 : 버퍼 섹터

  100 : 플래시 메모리(셀 어레이) 110, 120, 130, 140, 150 : 페이지

  141, 142, 143, 144 : 플래시 섹터 200 :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210 : 입출력 버퍼 220 : 커맨드 입력회로

  221 : 제 1 커맨드 입력회로 222 : 제 2 커맨드 입력회로

  230 :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 240 : 어드레스 카운터

  250 : 선택회로 251 : 행 디코더

  252 : 열 디코더 260 : 데이타 입출력 회로

  270 : 래치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데이타를 섹터 단위로 랜덤하게 입출력할 수 있는 플래

시 메모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는 고집적이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 장치(non-volatile memory)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타 보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내에서 메인 메모리로서 사용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하드

디스크 및 플로피 디스크를 대체할 만한 고집적 대용량 소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플래시 메모리는 휴대폰, 디지탈

카메라, MP3 플레이어, 캠코더, PDA 등 휴대형 디지탈 전자기기의 저장매체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는 램(RAM)에 비해 데이타 입출력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플래시 메모리의 읽기 및 쓰기 동

작에 있어서, 지연시간의 대부분은 페이지 버퍼에 임시로 저장된 데이타를 셀 어레이에 쓰거나 셀 어레이에 저장된 데이타

를 페이지 버퍼로 읽어내는데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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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플래시 메모리는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의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내에 버퍼 메모리를 두어 랜덤 액세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이 랜덤 액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타를 쓰기 전에 또는 호스트에 데이타를

전송하기 전에 데이타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버퍼 메모리가 필요하다. 상기 버퍼 메모리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메

모리(예를 들면, DRAM이나 SRAM)이다.

  한편, 플래시 메모리는 복수개의 블록들(예를 들면, 1024 Blocks, 2048 Blocks)로 이루어진다.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

서, 상기 블록은 데이타 소거 동작의 기본 단위이다. 하나의 블록은 복수개의 페이지들(예를 들면, 16 Pages, 32 Pages,

또는 64 Pages)로 이루어진다. 상기 페이지는 데이타 쓰기 및 읽기 동작의 기본 단위이다.

  한 페이지의 사이즈는 보통 (512+16)Byte 또는 (2K+64)Byte 이다. 페이지 사이즈가 (2K+64) Byte라 하고 할 때, 상

기 2K Byte는 노말 데이타이고, 상기 64 Byte는 부가 데이타이다. 노말 데이타는 메인 영역에 저장되고, 부가 데이타는

스페어 영역에 저장된다. 여기서, 부가 데이타란 노말 데이타를 이용하여 생성된 에러 정정 및 검출 코드 데이타, 어드레스

맵핑 데이타, 그리고 웨어 레벨 데이타 등을 말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페이지 사이즈에 따라 소블록 플래시 메모리와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로 나눌 수 있다. 상기 소블록 플래

시 메모리는 (512+16) Byte의 페이지 사이즈를 가진다. 상기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는 (2K+64) Byte 또는 그 이상의 페

이지 사이즈를 가진다.

  상기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면, 상기 소블록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할 때보다 데이타 입출력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같은 용량의 데이타를 쓰거나 읽는데 있어서, 상기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면 다량의 데이타를 한꺼번에 셀

어레이에 쓰거나 셀 어레이로부터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면 칩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같은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를 구현하는데 있어

서, 소블록 플래시 메모리를 여러개 사용하는 것보다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사용하는 것이 전체 칩 사이즈를 줄이

는데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데이타 입출력 동작 속도를 빠르게 하고 칩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대블록 플래시 메

모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는 소블록 플래시 메모리에서 사용하던 제어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에러 정정

및 검출 코드 단위와 스페어 영역 등은 페이지 사이즈에 종속되므로 페이지 사이즈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의 제어 방식은 소블록 및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에, 소블록 플래시 메모

리에서 사용하던 제어방식을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에서 사용하면,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타를 기록하지 않은 영역

이 생기기 때문에 데이타 저장 효율이 떨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섹터 단위로 랜덤하게 데이타를 입출력 할

수 있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를 사용하여 소블록 플래시 메모리의 제어방식으로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를 제어하는 플

래시 메모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은,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와;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와; 상기 버퍼 메모리로부터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거나 상기

버퍼 메모리에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출력하거나 상기 플

래시 메모리로부터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와; 그리고 상기 버퍼 메모리와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사이에 입출력 되는 데이타의 순서와 횟수를 섹터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제어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단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섹터 단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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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의 다른 일면은,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와;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와; 상기 버퍼 메모리로부터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거나 상기 버퍼 메모리에 섹터 단

위로 데이타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출력하거나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페

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와; 커맨드, 버퍼 섹터 카운트,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 그리고 버

퍼 섹터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와;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정보들에 응답하여 상기 버퍼 메모리와 상

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사이에 입출력 되는 데이타의 순서와 횟수를 섹터 단위로 조정하는 스테이트 머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은, 상기 스테이트 머신에 의해 제어되며 상기 플래시 메모리와 상기 버

퍼 메모리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타의 에러를 정정하는 에러 정정 및 데이타 입출력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에러 정정 및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섹터 단위로 패러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에러 정정 및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페이지 단위를 이루는 상기 섹터 단위의 수만큼 에러

를 정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은, 버스를 통해 호스트에 연결되는, 그리고 상기 호스트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한 내부 신호로 변경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NOR 플래시 메모리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상기 버퍼 메모리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상기 버퍼 메모리,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상기 레지스터, 상기 스테이

트 머신, 상기 에러 정정 및 데이타 입출력 회로, 그리고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단일 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는, 메인 영역과 스페어 영역으로 구분되며, 상기 메인 영역에는 노말 데이타가

저장되고, 상기 스페어 영역에는 상기 노말 데이타와 관련된 부가 데이타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메인 영역과 스페어 영역은, 각각 섹터 단위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버퍼 메모리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메모리(RAM)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램은,

에스램(SRAM) 또는 디램(DRAM)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단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섹터 단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버퍼 메모리와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사이에 섹터 단위로 입출력 되는 데이타의 횟수

는, 상기 섹터 단위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출력될 또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입

력받은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회로와; 상기 스테이트 머신으로부터 제어신호를 입력받아서 내부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스테이트 머신 및 상기 버퍼 메모리로부터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커맨드,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타를 출력하는

입출력 버퍼와;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커맨드를 입력받아서 리셋신호들을 출력하는 커맨드 입력회로와; 상기 입출력 버

퍼로부터 내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서 열 어드레스 셋팅 펄스(c1, c2) 및/또는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r1, r2)를 출력하는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로부터 열 및/또는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를 입력받아

서 열 및 행 어드레스를 출력하는, 상기 열 어드레스를 소정의 사이클 수만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리고 상기 커맨드 입

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열 어드레스를 초기화하는 어드레스 카운터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열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에 섹터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선택회로와; 그리고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데이타

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래치회로로부터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입출력 버퍼

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데이타 입출력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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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초기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 그리고 상기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내부 제어신호의 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선택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행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워드라인을 선택하

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행 디코더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열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비트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열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를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플래시 메모리에 연결된다.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플래시 메

모리에 출력될 또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회로와; 입출력 라인부터 커맨드를 입력

받아서 리셋신호들을 출력하는 커맨드 입력회로와; 상기 입출력 라인으로부터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어드레스를 출

력하는, 상기 어드레스를 소정의 사이클 수만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리고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

력받아서 상기 어드레스를 초기화하는 어드레스 카운터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섹터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선택회로와; 그리고 상기 선택회로로부터 섹터 선택 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의 섹터를 선택하

는, 상기 입출력 라인으로부터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의 선택된 섹터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그리

고 상기 래치회로의 선택된 섹터로부터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입출력 라인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데이타

입출력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 라인으로부터 외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서 내부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상기 입출력 라인에 연

결되는, 그리고 상기 입출력 라인으로부터 외부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커맨드,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타를 출력하는 입출력

버퍼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초기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그리고 상기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내부 제어신

호의 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기 선택회로는, 행 디코더와 열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면에 따른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워드 라인 및 비트 라인을 통해 플래시 메모리에 연결된다.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출력될 또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

치회로와; 제어 라인으로부터 외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서 내부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그리고 입출력 라인으로부터 외부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커맨드,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타를 출력하는 입출력 버퍼와;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커맨드를 입력

받아서 리셋신호들을 출력하는 커맨드 입력회로와;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내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서 열 어드레스 셋

팅 펄스(c1, c2) 및/또는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r1, r2)를 출력하는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로부터 열 및/또는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를 입력받아서 열 및 행 어드레스를 출력하는, 상기 열 어드레스를

소정의 사이클 수만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리고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열 어드레

스를 초기화하는 어드레스 카운터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열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에 섹터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선택회로와; 그리고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래치회로로부터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입출력 버퍼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데이타 입출력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초기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 그리고 상기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내부 제어신호의 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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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선택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행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워드라인을 선택하

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행 디코더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열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비트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열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를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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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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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은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를 이용하여 소블록 플래시 메모리의 제어방식을 대블

록 플래시 메모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는 (2K+64) Byte의 페이지 사이

즈를 가지며, 소블록 플래시 메모리는 (512+16) Byte의 페이지 사이즈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상기 소블록 플래시

메모리의 페이지 사이즈인 (512+16) Byte를 섹터라고 정의한다. 즉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의 한 페이지는 4개의 섹터로

구성된다. 상기 섹터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의 기본 단위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2)은 버스를

통해 호스트(1)에 연결된다.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2)은 상기 호스트(1)로부터 제어신호,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타 등

외부 신호를 입력받는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2)은 호스트 인터페이스(10), 레지스터(20), 스테이트 머신(30), ECC &

DQ 블록(40), 버퍼 메모리(50), 플래시 메모리(100), 그리고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를 포함한다.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10)는 버스를 통해 상기 호스트(1)에 연결된다.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10)는 상기 호스트(1)

로부터 외부 신호를 입력받는다.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10)는 상기 외부 신호를 내부 신호로 변경한다. 여기서, 상기 내

부 신호는 제어신호, 어드레스, 데이타 등을 말한다.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10)는 상기 레지스터(20) 또는 상기 버퍼 메

모리(50)에 상기 내부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10)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방식들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10)는

SRAM 또는 DRAM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10)는 NOR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

이스 방식으로도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레지스터(20)는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10)로부터 레지스터 제어신호(REG_CTRL), 레지스터 어드레스

(REG_ADDR) 등을 입력받는다. 상기 레지스터 제어신호는 상기 레지스터(2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이다.

  상기 레지스터(20)는 자체적으로 어드레스를 가진다. 상기 레지스터(20)의 어드레스에는 커맨드에 대한 정보, 버퍼 섹터

카운트에 대한 정보,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의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기 버퍼 메모리(50)의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 등이 저장된다.

  상기 커맨드에 대한 정보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의 읽기 또는 쓰기 동작 등을 명하는 커맨드 정보이다. 상기 커맨드

정보는 노말 데이타 입력 커맨드, 랜덤 데이타 입력 커맨드, 노말 데이타 출력 커맨드, 그리고 랜덤 데이타 출력 커맨드 정

보를 포함한다. 상기 커맨드에 대한 설명은 후술되는 도 5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상기 버퍼 섹터 카운트(Buffer Sector Count; BSC)에 대한 정보는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에서 섹터 단위로

입출력되는 데이타의 입출력의 횟수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BSC=4 이면, 섹터 단위의 데이타 입력 또는 데이타 출력

동작이 4번 연속적으로 반복된다. 만약 BSC=2 이면, 섹터 단위의 데이타 입력 또는 출력 동작은 2번만 수행된다.

  상기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는 플래시 블록 어드레스(Flash Block Address; FBA),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Flash Sector

Address; FSA), 그리고 버퍼 섹터 어드레스(Buffer Sector Address; BSA) 등에 대한 정보이다.

  상기 플래시 블록 어드레스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의 블록을 지정하는 어드레스이다. 상기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의 어느 한 섹터(이하 "플래시 섹터" 라 한다.)에 대한 어드레스이다. 상기 버퍼 섹터 어드레스는

상기 버퍼 메모리(50)의 어느 한 섹터(이하 "버퍼 섹터" 라 한다.)에 대한 어드레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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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스테이트 머신(30)은 상기 레지스터(20)로부터 레지스터 값(REG_VAL)을 입력받는다. 여기서, 상기 레지스터 값은

커맨드, 버퍼 섹터 카운트,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 그리고 버퍼 섹터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상기 스테이트 머신(30)은 상기

레지스터 값에 따라 상기 버퍼 섹터들에 저장된 데이타가 상기 플래시 섹터들에 입력되거나, 상기 플래시 섹터들에 저장된

데이타가 상기 버퍼 섹터들로 출력되도록 상기 버퍼 메모리(50)와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를 제어한다.

  상기 스테이트 머신(30)은 상기 버퍼 메모리(50)에 버퍼 제어신호(BUF_CTRL)와 버퍼 어드레스(BUF_ADDR)를 출력한

다. 상기 버퍼 제어신호는 상기 버퍼 메모리(5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버퍼 어드레스는 상기 버퍼 메모

리(50)의 버퍼 섹터를 지정하기 위한 어드레스이다.

  상기 스테이트 머신(30)은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에 제어신호(CTRL)와 플래시 어드레스(F_ADDR)를 출력

한다. 상기 플래시 어드레스는 상기 ECC & DQ 블록(40)을 통과하여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에 입력된다. 상

기 제어신호는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이다. 상기 플래시 어드레스는 플래시 섹터를 지

정하기 위한 어드레스이다.

  상기 ECC & DQ 블록(40)은 에러 정정 및 데이타 입출력 블록(Error Collection and Data Input/Output Block)이다. 상

기 ECC & DQ 블록(40)은 상기 스테이트 머신(30)으로부터 제어신호(ECC_CTRL, DQ_CTRL)와 플래시 어드레스

(F_ADDR)를 입력받는다. 상기 제어신호(ECC_CTRL, DQ_CTRL)는 상기 ECC & DQ 블록(40)의 동작을 제어하기 신호

이다. 상기 플래시 어드레스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의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FSA)이다. 상기 플래시 어드레스는 상기

ECC & DQ 블록(40)을 통해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로 입력된다.

  상기 ECC & DQ 블록(40)은 상기 버퍼 메모리(50)로부터 데이타(DATA)를 입력받아서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200)에 데이타(DATA)를 출력한다. 또한, 상기 ECC & DQ 블록(40)은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로부터 데이타

(DATA)를 입력받아서 상기 버퍼 메모리(50)에 데이타(DATA)를 출력한다.

  상기 ECC & DQ 블록(40)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와 상기 버퍼 메모리(50) 사이에 전송되는 데

이타의 에러를 정정한다. 상기 ECC & DQ 블록(40)은 섹터 단위로 패러티를 생성하고, 섹터 수만큼 에러를 정정한다.

  계속해서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2)은 플래시 메모리(100)와 버퍼 메모리(50)를 포함한다. 상기 플

래시 메모리(100)는 셀 어레이를 의미한다.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2)은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에 데이타를 입력하

기 전에 상기 버퍼 메모리(50)에 데이타를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또한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에 저장된 데이타는 상기

호스트(1)로 전송되기 전에 상기 버퍼 메모리(50)에 임시적으로 저장된다.

  도 2는 플래시 메모리와 버퍼 메모리의 개념도이다. 도 2를 통해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 상기 버퍼 메모리(50), 그리

고 섹터 단위로 이루어지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방식을 설명한다.

  플래시 메모리(셀 어레이)는 복수개의 블록들(예를 들면, 1024 Blocks, 2048 Blocks)로 이루어진다. 도 2에는 하나의

블록만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블록은 복수개의 페이지들(예를 들면, 16 Pages, 32 Pages, 64 Pages)로 이루어진다. 도 2

에서 참조번호(110, 120, 130, 140, 150)은 각각 하나의 페이지를 나타낸다. 페이지는 데이타 쓰기 동작 및 데이타 읽기

동작의 기본 단위이다.

  각각의 페이지는 다시 복수개의 섹터들로 이루어진다. 도 2에는 하나의 페이지(140)가 4개의 섹터들(141~144)로 구분

된 예가 도시되어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페이지 사이즈는 (2K+64) Byte 이고, 섹터 사이즈는 (512+16) Byte 이다.

상기 섹터는 소블록 플래시 메모리에서 페이지이다. 상기 섹터는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에서 랜덤 데이타 입출력의 기본 단

위를 이룬다.

  한편,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의 섹터들은 각각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 도 2에는 4개의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Flash

Sector Address; FSA)가 표시되어 있다. 제 1 플래시 섹터(141)의 어드레스는 '00' 이다. 'FSA=00'은 상기 제 1 플래시

섹터(141)의 어드레스가 '00' 임을 의미한다. 제 2 플래시 섹터(142)의 어드레스는 '01' 이다. 제 3 플래시 섹터(143)의 어

드레스는 '10' 이다. 제 4 플래시 섹터(144)의 어드레스는 '11' 이다.

  상기 버퍼 메모리(50)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로부터 입력받거나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로 출력될 데이타를 임시

로 저장한다. 상기 버퍼 메모리(50)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메모리(예를 들면, SRAM 또는 DRAM)이다. 상기 버퍼 메모

리(50)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의 플래시 섹터들에 대응되는 버퍼 섹터들(51~54)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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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버퍼 섹터들(51~54)은 각각 버퍼 섹터 어드레스(Buffer Sector Address; BSA)를 가지고 있다. 제 1 버퍼 섹터

(51)의 어드레스는 '00' 이다. 'BSA=00'은 상기 제 1 버퍼 섹터(51)의 어드레스가 '00' 임을 의미한다. 제 2 버퍼 섹터(52)

의 어드레스는 '01' 이다. 제 3 버퍼 섹터(53)의 어드레스는 '10' 이다. 제 4 버퍼 섹터(54)의 어드레스는 '11' 이다.

  도 2를 참조하여 랜덤 데이타 입출력 방식을 설명한다. 랜덤 데이타 입력이란 상기 버퍼 메모리(50)의 임의의 버퍼 섹터

에 저장된 데이타를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의 임의의 플래시 섹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랜덤 데이타 출력이란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의 임의의 플래시 섹터에 저장된 데이타를 상기 버퍼 메모리(50)의 임의의 버퍼 섹터로 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기 레지스터(20)에 랜덤 데이타 입력을 명하는 커맨드, 버퍼 섹터 카운트(BSC=1), 상기 제 2 버퍼 섹터 어

드레스(BSA=01), 그리고 상기 제 3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FSA=10)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상기 제 2 버퍼 섹터

(52)에 저장된 데이타가 상기 제 3 플래시 섹터(143)로 입력되는 동작이 수행된다.

  도 2에는 BSC=4 인 경우에 랜덤 데이타 입력 방식을 나타낸 예가 되시되어 있다. 상기 제 1 버퍼 섹터(51)에 저장된 데

이타는 상기 제 1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FSA=00)에 입력된다. 상기 제 2 버퍼 섹터(52)에 저장된 데이타는 상기 제 3 플

래시 섹터 어드레스(FSA=10)에 입력된다. 상기 제 3 버퍼 섹터(53)에 저장된 데이타는 상기 제 4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

(FSA=11)에 입력된다. 상기 제 4 버퍼 섹터(54)에 저장된 데이타는 상기 제 2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FSA=01)에 입력된

다. 따라서 상기 버퍼 메모리(50)의 버퍼 섹터들(51~54)에 저장된 데이타는 모두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에 입력된다.

  만약 BSC=2 이면, 섹터 단위의 데이타 입력 동작은 2번만 수행된다. 따라서,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 섹터(51, 52)에 있

는 데이타만이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의 제 1 및 제 3 플래시 섹터(141, 143)에 각각 입력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2)은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를 더 포함한다.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와 버퍼 메모리(50) 사이에서 랜덤 데이타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회로

이다.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상기 스테이트 머신(30)으로부터 제어신호(CTRL)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상기 랜

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입출력 라인(I/O)을 통해 커맨드,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타를 입력받는다.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워드 라인 및 비트 라인을 통해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에 연결된다.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상기 입출력 라인(I/O)을 통해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플래시 메모

리(100)에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출력한다. 또한,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로부

터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입출력 라인(I/O)에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출력한다. 이때, 상기 스테이트 머

신(30)은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에서 섹터 단위로 이루어지는 데이타 입출력의 순서와 횟수를 제어한다.

  도 3은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의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입출력 버퍼(210), 커맨드 입력회로(220),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 어드레스 카운터(240), 선택회로(250), 데

이타 입출력 회로(260), 그리고 래치회로(270)를 포함한다.

  상기 래치회로(270)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에 출력될 또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타를 임시

적으로 저장한다. 상기 래치회로(270)는 페이지 버퍼들로 구성된다.

  도 4는 페이지 버퍼의 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상기 페이지 버퍼는 PLOAD 신호에 응답하여 비트라인(B/L)을 프리

차지하는 PMOS 트랜지스터와, 인버터 2개로 구성되며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와, BLSLT 신호에 응답하여 비트라인을

스위칭하는 선택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리셋신호(P/B_RST)에 의해 상기 래치를 초기화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페이

지 버퍼에 대한 동작 원리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생략한다.

  상기 입출력 버퍼(210)는 상기 스테이트 머신(30)으로부터 제어신호(CTRL)를 입력받아서 내부 제어신호들(예를 들면,

CLE, ALE, nWE, nRE, nCE 등)을 출력한다. 또한, 상기 입출력 버퍼(210)는 입출력 라인(I/O)으로부터 커맨드(CMD), 어

드레스(ADDR), 그리고 데이타(DATA)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상기 입출력 라인에 데이타(DATA)를 출력한다.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220)는 상기 내부 제어신호(CLE, nWE)에 동기되어 입출력 버퍼(210)로부터 커맨드(CMD)를 입

력받는다.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220)는 상기 커맨드(CMD)에 응답하여 리셋신호들(P/B_RST, Y/C_RST, P/G_RS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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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신호(RA_BLK)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신호(CLE)는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ommand Latch Enable

signal)이다. 상기 커맨드(CMD)는 상기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입력된다. 상기 제어신호

(nWE)는 쓰기 인에이블 신호(Write Enable signal)이다. 상기 커맨드(CMD)는 상기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로우-하

이 천이(low-to-high transition)에 동기되어 입력된다.

  한편, 상기 커맨드(CMD)는 상기 스테이트 머신(30)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커맨드(CMD)는 정상적인 데이타 입력 동작

을 명하는 노말 입력 커맨드(Normal_DI_CMD)와, 랜덤 데이타 입력 동작을 명하는 랜덤 입력 커맨드(Random_DI_CMD)

와, 정상적인 데이타 출력 동작을 명하는 노말 출력 커맨드(Normal_DO_CMD)와, 그리고 랜덤 데이타 출력 동작을 명하는

랜덤 출력 커맨드(Random_DO_CMD)를 포함한다.

  도 5는 커맨드 입력회로의 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220)는 제 1 커맨드 입력회로(221)와 제

2 커맨드 입력회로(222)로 구성된다.

  상기 제 1 커맨드 입력회로(221)는 데이타 입력에 관련된 커맨드 입력회로이다. 상기 제 1 커맨드 입력회로(221)는 상기

입출력 버퍼(210)로부터 제어신호(nWE)와 커맨드(Normal_DI_CMD, Random_DI_CMD)를 입력받아서 리셋신호들(P/

B_RST, P/G_RST, Y/C_RST) 또는 차단신호(RA_BLK)를 출력한다.

  상기 제 1 커맨드 입력회로(221)는 2개의 플립플롭들(DFF1, DFF2)과, 2개의 숏 펄스 발생회로들(PUL1, PUL2)과, 그

리고 게이트들로 구성된다. 상기 숏 펄스 발생회로들(PUL1, PUL2)은 직렬 연결된 3개의 인버터들과, 낸드 게이트와, 그

리고 인버터로 구성된다.

  상기 노말 입력 커맨드는 제어신호(nWE)에 동기되어 상기 플립플롭(DFF1)과 상기 숏 펄스 발생회로(PUL1)를 거치면서

상기 래치회로(270)를 초기화하는 리셋신호(P/B_RST)와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를 초기화하는 리셋신

호(P/G_RST)로 된다. 상기 제 1 커맨드 입력회로(221)는 상기 노말 입력 커맨드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270)와 상

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를 초기화하는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랜덤 입력 커맨드는 플립플롭(DFF2)과 상기 숏 펄스 발생회로(PUL2)를 거치면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를 초

기화하는 리셋신호(Y/C_RST)와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를 초기화하는 리셋신호(P/G_RST)로 된다. 한

편, 상기 랜덤 입력 커맨드는 플립플롭(DFF2)을 거치면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의 로우 어드레스 셋팅

펄스(r1, r2)를 차단하는 신호(RA_BLK)로 된다. 상기 제 1 커맨드 입력회로는(221)는 상기 랜덤 입력 커맨드를 입력받아

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와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를 초기화하는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제 2 커맨드 입력회로(222)는 데이타 출력에 관련된 커맨드 입력회로이다. 상기 제 2 커맨드 입력회로(222)는 2개

의 플립플롭들(DFF3, DFF4)과, 1개의 숏 펄스 발생회로(PUL4)와, 그리고 OR 게이트로 구성된다. 상기 숏 펄스 발생회로

(PUL4)는 직렬 연결된 3개의 인버터들과, 낸드 게이트와, 그리고 인버터로 구성된다.

  상기 제 2 커맨드 입력회로(222)는 상기 입출력 버퍼(210)로부터 제어신호(nWE)와 커맨드(Normal_DO_CMD,

Random_DO_CMD)를 입력받아서 리셋신호들(P/G_RST, Y/C_RST)과 차단신호(RA_BLK)를 출력한다.

  상기 노말 출력 커맨드는 플립플롭(DFF3)을 거치면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를 초기화하는 리셋신호

(P/G_RST)로 된다.

  상기 랜덤 출력 커맨드는 플립플롭(DFF4)과 숏 펄스 발생회로(PUL4)를 거치면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를 초기화

하는 리셋신호(Y/C_RST)와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를 초기화하는 리셋신호(P/G_RST)로 된다. 한편, 상

기 랜덤 출력 커맨드는 플립플롭(DFF4)을 거치면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의 로우 어드레스 셋팅 펄스

(r1, r2)를 차단하는 신호(RA_BLK)로 된다.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를 포함한다.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는 상기 입출력 버퍼(210)로부터 제어신호(ALE, nWE)를 입력받는다.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는 상기 제어신호(ALE, nWE)에 동기되어 열 어드레스 셋팅 펄스(c1, c2)와 행 어드레스 셋팅 펄

스(r1, r2)를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신호(ALE)는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ddress Latch Enable

signal)이다.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220)로부터 리셋신호(R/G_RST)와 차단신

호(RA_BLK)를 입력받는다.

등록특허 10-0528482

- 9 -



  도 6은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의 실시예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

로(230)는 플립플롭들(DFFi:i=5~8)과, 숏 펄스 발생회로들(PULj;j=5~8)과, 그리고 게이트들을 포함한다.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발생회로(230)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상기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가

천이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열 및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들(c1, c2, r1, r2)을 출력한다.

  상기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제 1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LE)는 플립플롭(DFF5)으

로부터 출력된다. 상기 플립플롭(DFF5)으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상기 숏 펄스 발생회로(PUL5)를 지나면서 제 1 열 어드레

스 셋팅 펄스(c1)로 된다. 상기 플립플롭(DFF5)으로부터 출력되어 상기 플립플롭(DFF6)에 입력된 신호는 상기 쓰기 인에

이블 신호(nWE)의 제 2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숏 펄스 발생회로(PUL6)에 입력되어 제 2 열 어드레스 셋팅 펄스(c2)로 된

다. 동일한 과정에 의해 제 1 및 제 2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들(r1, r2)이 출력된다.

  상기 플립플롭들(DFFi:i=5~8)은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220)로부터 리셋신호(P/G_RST)를 입력받아서 초기화된다. 한

편, 상기 플립플롭(DFF7)의 앞단에 위치한 NOR 게이트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220)로부터 차단신호(RA_BLK)를 입력

받는다. NOR 게이트는 하이 신호가 입력되면 무조건 로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플립플롭(DFF7)은 상기 차단신호

(DFF7)가 하이인 경우에 출력(DQ)이 디스에이블 된다. 상기 플립플롭(DFF7)의 디스에이블된 출력신호는 상기 플립플롭

(DFF8)에 입력된다. 따라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가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220)로부터 차단신호

(RA_BLK)을 입력받으면,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r1, r2)는 차단된다.

  랜덤 입력 커맨드 또는 랜덤 출력 커맨드가 입력되는 경우에 상기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r1, r2)를 차단하는 이유는, 노

말 입력 커맨드 또는 노말 출력 커맨드 입력시에 설정된 행 어드레스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어드레스 카운터(240)를 포함한다.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240)는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230)로부터 어드레스 셋팅 펄스들을 입력받는다.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

는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들에 동기되어 상기 입출력 버퍼(210)로부터 어드레스(ADDR)를 입력받는다.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는 열 어드레스 셋팅 펄스(c1, c2)에 동기되어 열 어드레스(CA)를 발생한다.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는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r1, r2)에 동기되어 행 어드레스(RA)를 발생한다.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는 상기 열 어드레스를 소정의 사이클 수만큼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상기 소정의 사이클 수는

하나의 섹터에 데이타 입출력을 위해 천이되는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사이클 수이다. 즉, 상기 열 어드레스에 의해

데이타를 입출력하고자 하는 섹터 단위의 시작점이 결정되고, 상기 소정의 사이클 수에 의해 섹터 단위의 종료점이 결정된

다.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220)로부터 리셋신호(Y/C_RST)를 입력받는다. 상기 어드레스 카

운터(240)는 상기 리셋신호(Y/C_RST)에 의해 초기화된다. 상기 리셋신호(Y/C_RST)는 랜덤 입력 커맨드

(Random_DI_CMD) 또는 랜덤 출력 커맨드(Random_DO_CMD)에 의해 발생된다.

  상기 선택회로(250)는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로부터 행 및 열 어드레스를 입력받는다. 상기 선택회로(250)는 상기

행 및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워드라인 및 비트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선택회로(250)는 행 디코더

(251)와 열 디코더(252)를 포함한다. 상기 행 디코더(251)는 상기 행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워드라인 선택신호를 발생한

다. 상기 열 디코더(252)는 상기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비트라인 선택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데이타 입출력 회로(260)는 상기 선택회로(250)로부터 상기 비트라인 선택신호를 입력받는다. 상기 비트라인 선택

신호에 의해 상기 래치회로(270)의 섹터 단위가 선택된다. 즉, 상기 비트라인 선택신호에 의해 데이타가 입력되거나 출력

되는 섹터의 시작점이 결정된다.

  상기 데이타 입출력 회로(260)는 상기 입출력 버퍼(210)로부터 제어신호(nWE, nRE)와 데이타(DATA)를 입력받는다.

상기 데이타 입출력 회로(260)는 상기 제어신호(nWE)의 연속적인 로우-하이 천이에 동기되어 바이트 단위(또는 워드 단

위)로 데이타를 입력받는다. 여기서, 상기 제어신호(nWE)의 사이클 수에 의해 상기 래치회로(270)에 입력되는 섹터의 종

료점이 결정된다.

  상기 데이타 입출력 회로(260)는 제어신호(nRE)의 연속적인 천이에 동기되어 상기 입출력 버퍼(210)에 데이타(DATA)

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신호(nRE)는 읽기 인에이블 신호(Read Enable signal)이다. 상기 데이타(DATA)는 상기

제어신호(nRE)의 연속적인 로우-하이 천이에 동기되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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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은 섹터 단위의 랜덤 데이타 입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7을 참조하여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

로(200)의 데이타 입력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칩 인에이블 신호(nCE)가 로우이고,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에 동기되어 입출력 라인(I/O)을 통해 노말 입력 커맨드(Normal_DI_CMD)를 입력받

는다. 상기 노말 입력 커맨드에 의해 상기 래치회로(270)를 초기화하는 리셋신호(P/B_RST)가 발생된다.

  칩 인에이블 신호(nCE)가 로우이고,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

의 연속적인 천이에 동기되어 어드레스 셋팅 펄스신호(c1, c2, r1, r2)가 순차적으로 발생된다.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신

호에 동기되어 행 및 열 어드레스들이 입력된다.

  칩 인에이블 신호(nCE),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LE), 그리고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LE)가 모두 로우인 상

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연속적인 천이에 동기되어 데이타가 입력된다. 상기 데이타는 상기 쓰기 인에이블 신

호(nWE)의 사이클 수만큼 바이트 단위(또는 워드 단위)로 입력된다. 예를 들면, 상기 한 섹터가 512 Byte 이고 상기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한 사이클마다 1 Byte 씩 입력된다면, 상기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사이클 수는 512 번이 된

다. 여기서 상기 512 번의 사이클 수는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의 사이클 수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랜덤 데이타 입력 동작이 수행된다.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칩 인에이블 신호(nCE)가 로우이고,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에 동기되어 랜덤 입력 커맨드

(Random_DI_CMD)를 입력받는다. 상기 랜덤 입력 커맨드에 의해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70)를 초기화하는 리셋신호(Y/

C_RST)가 발생된다.

  칩 인에이블 신호(nCE)가 로우이고,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

의 연속적인 천이에 동기되어 열 어드레스 셋팅 펄스신호(c1, c2)가 순차적으로 발생된다.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신호에

동기되어 행 및 열 어드레스들이 입력된다. 여기서 상기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신호(r1, r2)는 차단된다. 따라서 상기 행 어

드레스는 상기 노말 데이타 입력시 발생했던 어드레스가 그대로 유지된다.

  칩 인에이블 신호(nCE),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LE), 그리고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LE)가 모두 로우인 상

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연속적인 천이에 동기되어 데이타가 입력된다. 상기 데이타는 상기 쓰기 인에이블 신

호(nWE)의 사이클 수만큼 바이트 단위(또는 워드 단위)로 입력된다. 예를 들면, 한 섹터가 16 Byte 이고 상기 쓰기 인에이

블 신호(nWE)의 한 사이클마다 1 Byte 씩 입력된다면, 상기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의 사이클 수는 16 번이 된다.

  상기 노말 데이타 입력 동작 및 상기 랜덤 데이타 입력 동작은 상기 레지스터(20)에 저장된 버퍼 섹터 카운트(BSC)의 수

만큼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BSC=4 이면, 1번의 노말 데이타 입력 동작과 3번의 랜덤 데이타 입력 동작이 수행

된다.

  도 8은 섹터 단위의 랜덤 데이타 출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8을 참조하여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

로(200)의 데이타 출력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칩 인에이블 신호(nCE)가 로우이고,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에 동기되어 노말 출력 커맨드(Normal_DO_CMD)를 입력받는다.

  칩 인에이블 신호(nCE)가 로우이고,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

의 연속적인 천이에 동기되어 어드레스 셋팅 펄스신호(c1, c2, r1, r2)가 순차적으로 발생된다.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신

호에 동기되어 행 및 열 어드레스들이 발생된다.

  칩 인에이블 신호(nCE)가 로우이고,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에

동기되어 데이타 출력 동작을 명하는 컨펌 커맨드(Confirm_CMD)를 입력받는다. 상기 컨펌 커맨드에 의해 상기 플래시 메

모리(100)에 저장된 데이타가 페이지 단위로 상기 래치회로(270)에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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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섹터 단위의 랜덤 데이타 출력 동작이 수행된다.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는 칩 인에이블 신호(nCE)

가 로우이고,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에 동기되어 랜덤 출력 커맨

드(Random_DO_CMD)를 입력받는다. 상기 랜덤 출력 커맨드에 의해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를 초기화하는 리셋신호

(Y/C_RST)가 발생된다.

  칩 인에이블 신호(nCE)가 로우이고,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LE)가 하이인 상태에서, 쓰기 인에이블 신호(nWE)

의 연속적인 천이에 동기되어 열 어드레스 셋팅 펄스신호(c1, c2)가 순차적으로 발생된다.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신호에

동기되어 행 및 열 어드레스들이 입력된다. 여기서 상기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신호(r1, r2)는 차단된다. 따라서 상기 행 어

드레스는 상기 노말 데이타 출력시 발생했던 어드레스가 그대로 유지된다.

  칩 인에이블 신호(nCE),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CLE), 그리고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ALE)가 모두 로우인 상

태에서, 읽기 인에이블 신호(nRE)의 연속적인 천이에 동기되어 섹터 단위로 데이타가 출력된다. 상기 데이타는 상기 읽기

인에이블 신호(nRE)의 사이클 수만큼 바이트 단위(또는 워드 단위)로 출력된다. 예를 들면, 한 섹터가 512 Byte 이고 상기

읽기 인에이블 신호(nRE)의 한 사이클마다 1 Byte 씩 출력된다면, 상기 읽기 인에이블 신호(nRE)의 사이클 수는 512 번

이 된다. 여기서 상기 512 번의 사이클 수는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240)의 사이클 수와 동일하다.

  상기 데이타 출력 동작은 상기 레지스터(20)에 저장된 버퍼 섹터 카운트(BSC)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어,

BSC=3 이면, 3번의 랜덤 데이타 출력 동작이 수행된다.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2)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상기 플래시 메모리(100), 상기 버퍼 메모리(50), 상기 레지스터

(20), 상기 스테이트 머신(30),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200), 상기 ECC & DQ 블록(40), 그리고 상기 호스트 인터

페이스(10)는 단일 칩으로 형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2)이 다중칩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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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은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타를 입력하거나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데이타를 출력할 때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출력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은 섹터 단위로 입출력 되는 데이타의 순서와 데

이타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랜덤 데이타 입출력이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 의하면, 소블록 플래시 메모

리의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대블록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데이타 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와;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와;

  상기 버퍼 메모리로부터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거나 상기 버퍼 메모리에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출력하거나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와; 그리고

  상기 버퍼 메모리와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사이에 입출력 되는 데이타의 순서와 횟수를 섹터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제어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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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단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섹터 단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3.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와;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와;

  상기 버퍼 메모리로부터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거나 상기 버퍼 메모리에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출력하거나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페이지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와;

  커맨드, 버퍼 섹터 카운트, 플래시 섹터 어드레스, 그리고 버퍼 섹터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와;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정보들에 응답하여 상기 버퍼 메모리와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사이에 입출력 되는 데이

타의 순서와 횟수를 섹터 단위로 조정하는 스테이트 머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트 머신에 의해 제어되며, 상기 플래시 메모리와 상기 버퍼 메모리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타의 에러를 정정하

는 에러 정정 및 데이타 입출력 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정정 및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섹터 단위로 패러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

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 정정 및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페이지 단위를 이루는 상기 섹터 단위의 수만큼 에러를 정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버스를 통해 호스트에 연결되는, 그리고 상기 호스트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한 내부 신호로 변경하는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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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NOR 플래시 메모리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상기 버퍼 메모리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상기 버퍼 메모리,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상기 레지스터, 상기 스테이트 머신, 상기 에러 정

정 및 데이타 입출력 회로, 그리고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단일 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1.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는, 메인 영역과 스페어 영역으로 구분되며;

  상기 메인 영역에는 노말 데이타가 저장되고, 상기 스페어 영역에는 상기 노말 데이타와 관련된 부가 데이타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영역과 스페어 영역은, 각각 섹터 단위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3.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메모리는,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메모리(RA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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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버퍼 메모리는, 에스램(SRA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메모리는, 디램(DRA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지 단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섹터 단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메모리와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사이에 섹터 단위로 입출력 되는 데이타의 횟수는, 상기 섹터 단위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1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출력될 또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회로와;

  상기 스테이트 머신으로부터 제어신호를 입력받아서 내부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스테이트 머신 및 상기 버

퍼 메모리로부터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커맨드,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타를 출력하는 입출력 버퍼와;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커맨드를 입력받아서 리셋신호들을 출력하는 커맨드 입력회로와;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내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서 열 어드레스 셋팅 펄스(c1, c2) 및/또는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r1,

r2)를 출력하는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로부터 열 및/또는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를 입력받아서 열 및 행 어드레스를 출력하

는, 상기 열 어드레스를 소정의 사이클 수만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리고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

받아서 상기 열 어드레스를 초기화하는 어드레스 카운터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열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에 섹터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선택회로와; 그리고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래치회로로부터 데이타

를 입력받아서 상기 입출력 버퍼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데이타 입출력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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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초기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

스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 그리고 상기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내부 제어신호의 조

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행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워드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

는 행 디코더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열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비트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열 디코더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

를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청구항 23.

  플래시 메모리에 연결되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출력될 또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회로와;

  입출력 라인부터 커맨드를 입력받아서 리셋신호들을 출력하는 커맨드 입력회로와;

  상기 입출력 라인으로부터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어드레스를 출력하는, 상기 어드레스를 소정의 사이클 수만큼 순

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리고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어드레스를 초기화하는 어드레스 카

운터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섹터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선택회로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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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선택회로로부터 섹터 선택 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의 섹터를 선택하는, 상기 입출력 라인으로부터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의 선택된 섹터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래치회로의 선택된 섹터로

부터 섹터 단위로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입출력 라인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데이타 입출력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제어 라인으로부터 외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서 내부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상기 입출력 라인에 연결되는, 그리고 상기

입출력 라인으로부터 외부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커맨드,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타를 출력하는 입출력 버퍼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초기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데이타 입출

력 회로.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 그리고 상기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내부 제어신호의 조합에 의해 활

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회로는, 행 디코더와 열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청구항 28.

  워드 라인 및 비트 라인을 통해 플래시 메모리에 연결되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 출력될 또는 상기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타를 저장하는 래치회로와;

  제어 라인으로부터 외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서 내부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그리고 입출력 라인으로부터 외부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커맨드,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타를 출력하는 입출력 버퍼와;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커맨드를 입력받아서 리셋신호들을 출력하는 커맨드 입력회로와;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내부 제어신호를 입력받아서 열 어드레스 셋팅 펄스(c1, c2) 및/또는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r1,

r2)를 출력하는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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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로부터 열 및/또는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를 입력받아서 열 및 행 어드레스를 출력하

는, 상기 열 어드레스를 소정의 사이클 수만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리고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

받아서 상기 열 어드레스를 초기화하는 어드레스 카운터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열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에 섹터 선택 신호를 출력하는 선택회로와; 그리고

  상기 입출력 버퍼로부터 데이타를 입력받아서 상기 래치회로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그리고 상기 래치회로로부터 데이타

를 입력받아서 상기 입출력 버퍼에 데이타를 출력하는 데이타 입출력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데이타 입

출력 회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초기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데이타 입출

력 회로.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 그리고 상기 데이타 입출력 회로는 상기 내부 제어신호의 조

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행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워드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

는 행 디코더와;

  상기 어드레스 카운터로부터 열 어드레스를 입력받아서 상기 비트라인을 선택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열 디코더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청구항 32.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셋팅 펄스 발생회로는, 상기 커맨드 입력회로로부터 리셋신호를 입력받아서 상기 행 어드레스 셋팅 펄스

를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랜덤 데이타 입출력 회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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