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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메모리 소자 및 그 비트라인 센스앰프 옵셋전압측정방법

요약

본 발명은 비트라인 센스앰프 입력라인에 직접 테스트 전위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순수한 비트라인 센스앰프의 옵셋전위

를 산출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는, 데이터 리드시에 메모리 셀에 기록된 데이터가 실리는 비트

라인 및 반전비트라인의 전위차를 증폭하기 위한 비트라인 센스앰프; 하나 이상의 스위치를 경유하여 상기 비트라인 및 반

전비트라인에 연결되는 코어영역 내부의 데이터 입출력 라인 및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연

결되는 제1 외부 전위 공급 패드; 상기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연결되는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 및 상기 데이터 입출

력 라인과 제1 외부 전위 공급 패드의 연결 및 상기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의 연결을 스위칭

하는 외부 전위 공급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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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라인 센스앰프, 옵셋전위, 테스트, 외부전위 인가, BLS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데이터 입출력 경로상 구조들을 나타낸 구성도,

도 2a는 도 1의 BLSA 제어부에 포함되는 비트라인 선택 제어부를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2b는 도 1의 BLSA 제어부에 포함되는 비트라인 프리차지 제어부를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2c는 도 1의 BLSA 제어부에 포함되는 센스앰프 드라이버를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3은 본 발명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데이터 입출력 경로상 구조들을 나타낸 구성도,

도 4a는 도 3의 X경로 제어부에 포함되는 센스앰프 단속부를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4b는 도 3의 X경로 제어부에 포함되는 타이밍 제어부를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4c는 도 3의 X경로 제어부에 포함되는 X디코더 단속부를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4d는 도 3의 X경로 제어부에 포함되는 블록 제어 신호 발생부를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5는 도 3의 외부 전위 공급 명령 발생부 및 LIO 프리차지 제어부를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6은 도 3의 라이트 드라이버 단속부 및 그 주변 구성을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7은 본 발명 제1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대한 센스앰프 옵셋전압 테스트시의 각 신호들을 도시한 타이밍

도,

도 8은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구성하는 Y디코더 단속부 구성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9는 본 발명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구성하는 테스트 모드 설정부를 도시한 구성도,

도 10은 본 발명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구성하는 X경로 제어부에 포함되는 센스앰프 단속부를 나타낸

논리회로도,

도 11은 본 발명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구성하는 X디코더를 도시한 구성도,

도 12는 본 발명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구성하는 BLSA 제어부에 포함되는 비트라인 선택 제어부를 나

타낸 논리회로도,

도 13은 본 발명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대한 0번 테스트 모드의 센스앰프 옵셋전압 테스트시의 각 신호

들을 도시한 타이밍도,

도 14는 본 발명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대한 1번 테스트 모드의 센스앰프 옵셋전압 테스트시의 각 신호

들을 도시한 타이밍도,

도 15는 본 발명 제2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대한 2번 테스트 모드의 센스앰프 옵셋전압 테스트시의 각 신호

들을 도시한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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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비트라인 센스앰프, 150 : 외부 전위 공급 제어부

162 : 제1 외부 전위 공급 패드 164 :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

130 : LIO 프리차지 제어부 140 : 외부 전위 공급 명령 발생부

170 : LIO 프리차지부 210 : X 디코더

220 : BLSA 제어부 230 : Y 디코더

290 : 테스트 모드 결정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센스앰프의 옵셋전위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에 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소자, 특히 디램에서 각 메모리 셀에 저장된 비트값 데이터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셀에 저장된 약한

에너지의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할 수 있도록 증폭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성요소가 비트라인 센스앰프이다.

도 1은 종래기술에서 메모리 셀(510), 비트라인 센스앰프(522), 라이트 드라이버(592), IO센스앰프(594)를 포함하는 반

도체 메모리의 코어영역상에서 데이터 리드/라이트 경로를 도시하고 있다. 센스앰프(522)를 구동시키기 위한 BLSA 제어

부(620)를 구성하는 많은 세부 회로들 중에서, 도 2a는 비트라인 선택부(622)를 도시하며, 도 2b는 비트라인 프리차지 제

어부(624)를 도시하며, 도 2c는 센스앰프 드라이버(626)를 도시한다.

비트라인 센스앰프(522)의 출력은 구성 모스 트랜지스터 소자의 문턱전위 차이, 트랜스컨덕턴스의 차이, 비트라인과 반전

비트라인의 커패시턴스의 차이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다소간 옵셋전위를 가지게 된다. 셀(510) 데이터가 비트라인에 인

가되어 변동되는 전위차는 상당히 작으므로, 센스앰프(522)의 옵셋전위가 큰 경우, 메모리 소자의 안정적인 데이터 리드

동작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기 센스앰프의 옵셋전

위를 측정해야 한다.

종래에는 센스앰프 옵셋전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셀 스토리지 노드의 반대편 전극의 바이어스 전위(VCP : Voltage of

Cell Plate)에 변화를 주고, 데이터를 리드하여 에러여부를 판정한 결과로서, 이론적인 계산식을 적용하여 옵셋전위를 산

출하였다.

상기 종래의 방법은 셀 커패시턴스값과 비트라인 커패시턴스값을 정밀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수한 비트라인

센스앰프의 옵셋전위를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실제 측정값이 아닌 근사치에 의한 계산값이므로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순수한 비트라인 센스앰프의 옵셋전위를 산출할 수 있는 반

도체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비트라인 센스앰프 입력라인에 직접 테스트 전위를 인가하여 옵셋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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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는,

데이터 리드시에 메모리 셀에 기록된 데이터가 실리는 비트라인 및 반전비트라인의 전위차를 증폭하기 위한 비트라인 센

스앰프; 하나 이상의 스위치를 경유하여 상기 비트라인 및 반전비트라인에 연결되는 코어영역 내부의 데이터 입출력 라인

및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연결되는 제1 외부 전위 공급 패드; 상기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

과 연결되는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제1 외부 전위 공급 패드의 연결 및 상기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의 연결을 스위칭하는 외부 전위 공급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

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

람직한 일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실시예 1)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는 본 발명의 사상을 DRAM(Dynamic RAM) 소자에 적용한 것이다.

일반적인 디램 소자의 경우 데이터가 저장되는 전체 셀들의 영역은 다수개의 셀 어레이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셀 어

레이 블록은 다수개의 셀 어레이들과; 셀 어레이 사이에 위치하는 비트라인 센스앰프 어레이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셀 어

레이는 다수개의 셀 컬럼으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셀 컬럼은 비트라인쌍을 공유하는 메모리 셀들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비

트라인 센스앰프 어레이는 다수개의 비트라인 센스앰프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비트라인 센스앰프 어레이가 위, 아래의 셀 어레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된 구조를 쉐어드 센스앰프(shared sense

amp) 구조라고 칭하는데, 쉐어드 센스앰프 구조 내에서 하나의 비트라인 센스앰프는 상위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를 경유하

여 위쪽 셀 어레이에 속한 셀 컬럼의 비트라인쌍(상위 비트라인쌍)과 연결되며, 하위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를 경유하여 아

래쪽 셀 어레이에 속한 셀 컬럼의 비트라인쌍(하위 비트라인쌍)에 연결된다.

본 실시예는 쉐어드 센스앰프(shared sense amp) 구조의 디램에 본 발명을 적용한 것으로,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는,

데이터 리드시에 메모리 셀에 기록된 데이터가 실리는 비트라인(BL) 및 반전비트라인(BLB)의 전위차를 증폭하기 위한 비

트라인 센스앰프(122); 하나 이상의 스위치를 경유하여 상기 비트라인 및 반전비트라인에 연결되는 코어영역 내부의 LIO

라인(LIO) 및 반전 LIO 라인(LIOB); 상기 LIO 라인(LIO)과 연결되는 제1 외부 전위 공급 패드(162); 상기 반전 LIO 라인

(LIOB)과 연결되는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164); 및 상기 LIO 라인(LIO)과 제1 외부 전위 공급 패드(162)의 연결 및 상

기 반전 LIO 라인(LIOB)과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164)의 연결을 스위칭하는 외부 전위 공급 제어부(1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도시한 반도체 메모리 소자는, X어드레스에 따라 선택된 워드라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X 디코더(210); 비트라인

(BL) 및 반전비트라인(BLB)의 프리차지, 비트라인 센스앰프의 구동 등을 제어하기 위한 BLSA 제어부(220); BLSA 제어

부(220)의 제어 동작 수행의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X 경로 제어부(250); 비트라인과 LIO 라인을 연결하는 Yi스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Y 디코더(230); Y 디코더(230)의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Y 디코더 단속부(240); 및 테스트 수행 명령(TM_

F)를 출력하기 위한 테스트 모드 결정부(290)를 더 포함한다.

X경로 제어부(250)는 도 4a에 도시한 센스앰프 단속부(260), 도 4b에 도시한 타이밍 제어부(270), 도 4c에 도시한 X디코

더 단속부(280) 및 도 4d에 도시한 블록 제어 신호 발생부(290)를 포함한다. 도시한 센스앰프 단속부(260)는 센스앰프 액

티브 신호(act_sa)에 의해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saen)를 활성화시키는 인에이블 트리거(261), 센스앰프 프리차지 신호

(pcg_sa)에 의해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saen)를 비활성화시키는 디스인에이블 트리거(262), 토글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래치부(265) 및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에 따라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saen)의 출력여부를 단속하는 출력

제어부(266)를 포함한다. 출력제어부(266)는 상기 래치부(265)의 출력 및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을 입력받는

노아게이트 및 반전기를 포함하며,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이 '하이'로 활성화되면 항상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

(saen)를 '로우'로 비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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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b의 타이밍 제어부(270)는 로액티브 펄스(ratvp)에 대응하여 비트라인 액티브 신호(act_bl), 워드라인 액티브 신호

(act_wl) 및 센스앰프 액티브 신호(act_sa)를 출력하며, 로프리차지 펄스(rpcgp)에 대응하여 비트라인 프리차지 신호

(pcg_bl), 워드라인 프리차지 신호(pcg_wl) 및 센스앰프 프리차지 신호(pcg_sa)를 출력한다. 상기 신호들 중 센스앰프 액

티브 신호(act_sa) 및 센스앰프 프리차지 신호(pcg_sa)에 대응하여 센스앰프 단속부(260)가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

(saen)를 생성하게 된다.

도 5는 본 실시예의 외부 전위 공급 명령 발생부(140) 및 LIO 프리차지 제어부(130)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외부 전위

공급 명령 발생부(140)는 테스트때 로액티브 펄스의 발생시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을 '하이'로 활성화시키기 위

한 인에이블 트리거(144), 라이트 카스 펄스의 발생시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을 '로우'로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디스에이블 트리거(142), 테스트 모드가 아니면 외부 전위 공급 명령 발생부(140)의 구동을 정지시키기 위한 구동제어부

(146), 및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의 출력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래치-지연부(148)를 포함한다. 상기 래치-지

연부(148)는 디스에이블 트리거(142)에 의한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의 폴링 에지를 지연시키기 위한 폴링에지

지연기(149)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IO 프리차지 제어부(130)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t) 또는 리드 카스 펄스(casp_rd)에 따라

LIO 프리차지 신호(LIO_RSTB)를 소정시간 '하이'로 비활성화를 유지시키며,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이 활성화

된 구간에도 '하이'로 비활성화된다. 상기 LIO 프리차지 신호(LIO_RSTB)에 의해 LIO 라인쌍은 리드, 라이트 및 테스트 등

LIO 라인에 데이터가 실리는 시간들을 제외한 시간에서는 소정의 프리차지 전압으로 프리차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도 6는 도 3의 블록도에 포함된 라이트 드라이버 단속부(180)의 내부 구조 및 LIO 라인쌍에 연결되는 구성을 도시한 것이

다. 라이트 드라이버 단속부(180)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t) 입력에 대응하여 라이트 동작에 필

요한 소정시간 동안 활성화되는 라이트 드라이버 인에이블 신호(en)를 발생시키는데, 도시한 구조의 경우에는 테스트 신

호(TM_F)가 '하이'인 경우에는 항상 라이트 드라이버 인에이블 신호(en)를 '로우'로 비활성화시킨다. 즉, 본 발명에 의한

센스앰프 옵셋전압 테스트 시에는 라이트 드라이버(192)를 비활성화시킨다.

도 7은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의 테스트 모드일때의 내부 신호들의 타이밍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면을

참조하여 본 실시예의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서 옵셋전압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모드 결정부에서 활성화된 테스트 수

행 명령(TM_F)가 출력된다. 이에 따라, 테스트 모드 신호(TM_F)에 따라 구동/정지되는 X경로 단속부(250), 외부전압 인

가 명령 발생부(140) 및 라이트 드라이버 단속부(180)에 의해 테스트 모드에 따른 구동이 이루어진다. 테스트 모드시에도

일반적인 동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액티브 명령(정확히는 외부 제어신호들의 해석)에 따라 일련의 동작들이 수행

된다. 액티브 명령시 미도시한 커맨트 디코더에서 로액티브 펄스를 발생시키면,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이 '하이'

로 활성화되고, 비트라인 균등화 신호(bleq)가 '로우'로 비활성화되며, X 어드레스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할 메모리 셀이 선

택되도록 적당하게 워드라인 신호(WLi)가 부여된다(S120). 쉐어드 센스앰프 구조인 경우에는 S120 단계에서 2개의 비트

라인 균등화 스위치 중 필요한 하나를 선택하도록 비트라인 선택 신호(bish/bisl)가 천이된다.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에 따라 제1 외부 전위 공급패드(162) 및 제2 외부 전위 공급패드(164)를 통해 인가되는

외부 테스트 전위로 인해, S120 단계의 수행후 프리차지 전압으로 균등화되어 있던 비트라인 및 반전비트라인에 외부전위

만큼의 전위차가 부여된다.

본 발명에 의한 옵셋전압의 테스트 시에는 옵셋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소정 레벨의 전압을 테스트할 메모리 셀로 인가하는

동작, 즉 테스트 전압으로 메모리 셀에 라이트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메모리 셀에 테스트 전압으로 기록할 때는, 일반적인

동작의 경우와 동일하게 라이트 명령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라이트 명령을 표시하기 위해 상기 커맨드 디코더는 라

이트 카스 펄스(casp_wt)를 발생시킨다.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d)를 입력받은 도 5의 디스에이블 트리거(142)는 소정

지연시간을 적용하여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을 비활성화시킨다.

테스트 전압이 실린 LIO 라인쌍에 연결되는 센스앰프(및 비트라인 쌍)를 선택하기 위한 Y 어드레스로 결정되는 Yi신호는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의 활성화 구간에 대응하는 구간동안 활성화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고, 라이트 카스 펄스

(casp_wd)에 대응하여 소정의 지연시간동안 활성화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또한, 테스트 수행시에 Y 어드레스로 테스

트 전압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센스앰프를 특정하여 수행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고, 테스트를 수행하려는 LIO 라인쌍에 연

결된 모든 센스앰프에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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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에 대응하여, 하나의 LIO 라인쌍에 연결된 모든 센스앰프에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

는 구현을 구성하는 경우의 Y경로 제어부(240)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테스트할 메모리 셀에 대하여 테스트 전위 인가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테스트 전위의 인가를 중단하고, 센스앰프를 활성화

시켜 검출되는 데이터를 읽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을 '로우'로 비활성화 시켜 LIO 라

인에 외부 전위 공급을 중단시킨다(S140). 도 4a의 센스앰프 단속부(260)는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이 '로우'로

천이하면,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saen)를 '하이'로 활성화시켜 센스앰프를 활성화한다(S160). 다음 센스앰프에 의해 증

폭된 값을 읽어내야 하는데(S180), 본 실시예에서는 메모리 소자에서 리드 경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어내는 과정을 적

용한다. 따라서, 테스트시 검출값을 읽을때에도 일반적인 리드 동작과 마찬가지로, 상기 커맨드 디코더가 리드 카스 펄스

(casp_rd)를 출력한다. 리드 카스 펄스(casp_rd)가 발생하면, LIO 라인쌍 연결되는 센스앰프를 선택하기 위하여 Yi 신호

를 활성화시켜 해당 Yi스위치를 턴온시킨다. 테스트 전위를 인가할때는 하나의 LIO 라인에 여러개의 센스앰프(비트라인)

를 연결해도 되지만, 테스트 검출값을 리드할 때에는 하나의 LIO 라인에는 하나의 센스앰프(비트라인)가 연결되어야 한다.

S180 단계의 리드 동작은, 센스앰프의 증폭동작에 의해 해당 디지털 값으로 비트라인이 증폭된 상태에서, 필요한 Yi스위

치를 턴온하여 LIO 라인과 연결하고, IO센스앰프로 증폭하여 GIO 라인을 경유하여 외부 입출력핀으로 해당 디지털값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부에서 인가한 테스트 전위차가 해당 센스앰프의 옵셋전압보다 크면 테스트 전위를 인

가한 대로의 디지털값이 최종적으로 읽혀질 것이며, 센스앰프의 옵셋전압이 더 크면 프리차지(리셋)상태가 읽혀져 리드 동

작을 실패할 것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측정하려는 상기 옵셋 전압은 워드라인 신호(WLi)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셀과 비

트라인, 센스앰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S180단계의 리드동작이 완료되면, 프리차지 시점으로 판단한 커맨드 디코더가 출력하는 로프리차지 펄스에 의해, 센스앰

프 인에이블 신호(saen), 워드라인 신호(WLi)등이 디스에이블 되고, 상위 및 하위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를 턴온시킨 상태

에서 비트라인 및/또는 LIO 라인에 대한 프리차지가 수행된다.

(실시예 2)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는 상기 제1 실시예의 구성과 거의 유사한데, 다만, 옵셋전압 테스트 모드 조합 6가지를 지

원하며, 각 테스트 모드를 적용하기 위한 부분들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도 9에 도시한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내 테스트 모드 결정부(290')는 1개의 테스트 수행 명령(TM_F)와 3개의 테

스트 모드 신호를 출력한다. TM_0은 0번 테스트 모드시에 활성화되는 신호이며, TM_1은 1번 테스트 모드시에 활성화되

는 신호이며, TM_2는 2번 테스트 모드시에 활성화되는 신호이다.

0번 테스트 모드에서는 Yi스위치 및 X디코더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셀에 테스트 전압을 인가한 후 외부 명령에 대응하여

리드하는 동작을 수행하며, 1번 테스트 모드에서는 테스트할 센스앰프에 하나의 비트라인만 연결하고 모든 메모리 셀을

차단한 상태에서 테스트 전압을 인가한 후 리드하는 동작을 수행하며, 2번 테스트 모드에서는 테스트할 센스앰프에 비트

라인을 차단한 상태에서 테스트 전압을 인가한 후 리드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TM_F는 모든 테스트 모드시에 공통적으로 활성화되며, TM_2신호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TM_1신호는 별다른 의미를 가

지지 못하는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조합가능한 테스트 모드들의 경우는, "TM_0 = on, TM_1 = off, TM_2 = off", "TM_

0 = on, TM_1 = on, TM_2 = off", "TM_0 = on, TM_2 = on", "TM_0 = off, TM_1 = off, TM_2 = off", "TM_0 = off,

TM_1 = on, TM_2 = off", "TM_0 = off, TM_2 = on"로 모두 6가지가 된다.

1번 테스트 모드 및 2번 테스트 모드에서는 인가된 테스트 전위를 저장할 수단이 없으므로, 외부 전위 공급명령을 비활성

화시키자 마자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를 활성화시켜, 인가된 테스트 전위를 바로 증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센스앰

프가 증폭동작을 수행하면, 센스앰프가 구동하는 한 증폭된 디지탈 값을 래치하게 된다. 따라서, 1번 테스트 모드 및/또는

2번 테스트 모드의 수행에 있어서도, 하나의 LIO 라인에 연결된 모든 센스앰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테스트 전압을 인가

한 후, 센스앰프를 하나씩 리드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다.

도 10은 0번 테스트 모드를 적용하기 위한 본 실시예의 센스앰프 단속부(260')를 도시한 것이다. 센스앰프 단속부(260')는

도 3a에 도시한 센스앰프 단속부(260)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내부 단속부(262'), 외부 신호(In_ext)에 따라 센스앰프 인

에이블 신호(saen)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에이블 트리거(263'), 센스앰프 프리차지 신호(pcg_sa)에 따라 센스앰프 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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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신호(saen)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디스에이블 트리거(264'), 상기 인에이블 트리거(263')와 디스에이블 트리거

(264')에 의한 토글결과를 래치하기 위한 래치부(265'), 및 0번 테스트 모드인 경우 상기 래치부(265')의 출력으로 센스앰

프 인에이블 신호(saen)의 출력을 단속하기 위한 출력 제어부(266')로 이루어진다.

타이밍 제어부(270), X 디코더 단속부(280) 및 비트라인 제어부(290)의 구조는 도 4b 내지 4d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기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다.

도 11은 1번 테스트 모드를 적용하기 위한 본 실시예의 X 디코더(210')를 도시한 것이다. X 디코더(210')의 구조는 종래기

술의 경우와 유사한데, 다만 X 디코더(210')를 활성화시키는 X 디코더 인에이블 신호(xden)가 그대로 입력되지 않고, 입

력제어부(212')를 경유하여 입력된다. 1번 테스트 모드인 경우, 상기 입력제어부(212')는 X 디코더 인에이블 신호(xden)

의 입력을 차단하여, X 디코더(210')를 비활성화시킨다.

도 12는 2번 테스트 모드를 적용하기 위한 본 실시예의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 제어부(222)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비트라

인 선택 스위치 제어부(222)는 비트라인에 대한 프리차지시에는 '로우'인 비트라인 제어신호(blctl)를 입력받아 상위 및 하

위 비트라인 스위치를 모두 턴온시키며, 2번 테스트 모드인 경우에는 비트라인 프리차지가 아닌때에는 항상 상위 및 하위

비트라인 스위치를 모두 턴오프시킨다.

도 13은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대하여 0번 테스트 모드로 테스트를 수행할 때의 각 신호들의 타이밍도이

며, 이하, 도시된 신호들을 중심으로 0번 테스트 모드에서의 본 실시예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서 0번 테스트 모드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모드 결정부에서 활성화된

테스트 수행 명령(TM_F) 및 테스트 모드 신호(TM_0)가 출력된다. 이에 따라, 테스트 수행 명령(TM_F)에 따라 구동/정지

되는 X 경로 단속부(250), 외부전압 인가 명령 발생부(140) 및 라이트 드라이버 단속부(180)에 의해 테스트 모드에 따른

구동이 이루어진다.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서의 옵셋전압 테스트시에도 일반적인 동작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외부의 액티브 명령(정확히는 외부 제어신호들의 해석)에 따라 일련의 동작들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티브

명령시 미도시한 커맨트 디코더에서 로액티브 펄스(ratcp)를 발생시키면,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이 '하이'로 활

성화되고, 비트라인 균등화 신호(bleq)가 '로우'로 비활성화되며, X 어드레스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할 메모리 셀이 선택되

도록 적당하게 워드라인 신호(WLi)가 부여된다(S120). 쉐어드 센스앰프 구조인 경우에는 S120 단계에서 2개의 비트라인

균등화 스위치 중 필요한 하나를 선택하도록 비트라인 선택 신호(bish/bisl)가 천이된다.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에 따라 제1 외부 전위 공급패드(162) 및 제2 외부 전위 공급패드(164)를 외부 테스트 전

위가 인가되고, 이에 따라 S120 단계의 수행후 프리차지 전압으로 균등화되어 있던 비트라인 및 반전비트라인에 외부전위

만큼의 전위차가 부여된다.

본 발명에 의한 옵셋전압의 테스트 시에는 옵셋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소정 레벨의 전압을 테스트할 메모리 셀로 인가하는

동작, 즉 테스트 전압으로 메모리 셀에 라이트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메모리 셀에 테스트 전압으로 기록할 때는, 일반적인

동작의 경우와 동일하게 라이트 명령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라이트 명령을 표시하기 위해 상기 커맨드 디코더는 라

이트 카스 펄스(casp_wt)를 발생시킨다.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d)를 입력받은 도 5의 디스에이블 트리거(142)는 소정

지연시간을 적용하여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을 비활성화시킨다.

테스트 전압이 실린 LIO 라인쌍에 연결되는 센스앰프(및 비트라인 쌍)를 선택하기 위한 Y 어드레스로 결정되는 Yi 신호는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의 활성화 구간에 대응하는 구간동안 활성화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고, 라이트 카스 펄스

(casp_wd)에 대응하여 소정의 지연시간동안 활성화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또한, 테스트 수행시에 Y 어드레스로 테스

트 전압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센스앰프를 특정하여 수행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고, 도 8의 Y 디코더 단속부를 사용하여 테

스트를 수행하려는 LIO 라인쌍에 연결된 모든 센스앰프에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테스트할 메모리 셀에 대하여 테스트 전위 인가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테스트 전위의 인가를 중단하고, 센스앰프를 활성화

시켜 검출되는 데이터를 읽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을 '로우'로 비활성화 시켜 LIO 라

인에 외부 전위 공급을 중단시킨다(S140).

도 10의 센스앰프 단속부(260')는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이 '로우'인 상태에서 소자 외부에서 인에이블 명령(In_

ext)이 입력되면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saen)를 '하이'로 활성화시켜 센스앰프를 활성화한다(S160). 다음 센스앰프에

의해 증폭된 값을 읽어내는 과정(S180)은 메모리 소자에서 리드 경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어내는 과정을 적용한다. 따

라서, 테스트시 검출값을 읽을때에도 일반적인 리드 동작과 마찬가지로, 상기 커맨드 디코더로부터 리드 카스 펄스(casp_

등록특허 10-0641704

- 7 -



rd)가 출력되며, Yi 신호가 활성화되어 해당 Yi 스위치가 턴온된다. 테스트 전위를 인가할때는 하나의 LIO 라인에 여러개

의 센스앰프(비트라인)를 연결해도 되지만, 테스트 검출값을 리드할 때에는 하나의 LIO 라인에는 하나의 센스앰프(비트라

인)가 연결되어야 한다.

S180 단계의 리드 동작에서, 외부에서 인가한 테스트 전위차가 해당 센스앰프의 옵셋전압보다 크면 테스트 전위를 인가한

대로의 디지털값이 최종적으로 읽혀질 것이며, 센스앰프의 옵셋전압이 더 크면 프리차지(리셋)상태가 읽혀져 리드 동작을

실패할 것이다. 본 테스트 모드에 있어서 측정하려는 상기 옵셋 전압은 워드라인 신호(WLi)에 의해 선택된 메모리 셀과 비

트라인, 센스앰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S180 단계의 리드동작이 완료되면, 프리차지 시점으로 판단한 커맨드 디코더가 출력하는 로프리차지 펄스에 의해, 센스앰

프 인에이블 신호(saen), 워드라인 신호(WLi)등이 디스에이블 되고, 상위 및 하위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를 턴온시킨 상태

에서 비트라인 및/또는 LIO 라인에 대한 프리차지가 수행된다.

도 14는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대하여 1번 테스트 모드로 테스트를 수행할 때의 각 신호들의 타이밍도이

며, 이하, 도시된 신호들을 중심으로 1번 테스트 모드에서의 본 실시예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서 1번 테스트 모드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모드 결정부에서 활성화된

테스트 수행 명령(TM_F) 및 테스트 모드 신호(TM_1)가 출력된다. 이에 따라, 테스트 수행 명령(TM_F)에 따라 구동/정지

되는 X 경로 단속부(250), 외부전압 인가 명령 발생부(140) 및 라이트 드라이버 단속부(180)에 의해 테스트에 따른 구동

이 이루어진다. 액티브 명령에 따라 미도시한 커맨트 디코더에서 로액티브 펄스(ratvp)를 발생시키면, 외부 전위 공급 명

령(LIO_force)이 '하이'로 활성화되고, 비트라인 균등화 신호(bleq)가 '로우'로 비활성화된다(S120). 쉐어드 센스앰프 구조

인 경우에는 S120 단계에서 2개의 비트라인 균등화 스위치 중 필요한 하나를 선택하도록 비트라인 선택 신호(bish/bisl)가

천이된다. 도 9에 도시한 X디코더(210')는 1번 테스트 모드 신호(TM_1)가 입력되면 인에이블 신호(en)가 '로우'로 비활성

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S120단계에서 X 디코더(210')는 비활성화된다.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에 따라 제1 외부 전위 공급패드(162) 및 제2 외부 전위 공급패드(164)를 통해 인가되는

외부 테스트 전위로 인해, S120 단계의 수행후 프리차지 전압으로 균등화되어 있던 비트라인 및 반전비트라인에 외부전위

만큼의 전위차가 부여된다.

1번 테스트 모드는 센스앰프에 연결된 비트라인쌍에 어떤 메모리 셀도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수행된다. 따라서, 라이트 동

작 과정은 필요하지 않느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다른 모드와 마찬가지로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t)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d)를 입력받은 도 3의 디스에이블 트리거(142)는 소정 지연시간을 적용하여 외부 전위 공급 명

령(LIO_force)을 비활성화시킨다.

테스트 전압이 실린 LIO 라인쌍에 연결되는 센스앰프(및 비트라인 쌍)를 선택하기 위한 Y 어드레스로 결정되는 Yi 신호는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의 활성화 구간에 대응하는 구간동안 활성화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고, 라이트 카스 펄스

(casp_wd)에 대응하여 소정의 지연시간동안 활성화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또한, 테스트 수행시에 Y 어드레스로 테스

트 전압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센스앰프를 특정하여 수행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고, 도 8의 Y 디코더 단속부를 사용하여 테

스트를 수행하려는 LIO 라인쌍에 연결된 모든 센스앰프에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d)의 활성화 시점부터 소정 지연시간이 경과한 후,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을 '로우'로

비활성화시켜 LIO 라인에 외부 전위 공급을 중단시킨다(S140). 다음에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saen)에 대한 활성화가

수행되는데(S160), TM_0신호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는 도 14와 같이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이 비활성화가 센스

앰프 인에이블 신호(saen)의 활성화를 야기시키며, TM_0신호가 활성화된 경우에는 도 13과 같이 별도의 외부 명령에 따

라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saen)가 활성화된다.

다음 센스앰프에 의해 증폭된 값을 읽어내는 과정(S180)은 메모리 소자에서 리드 경로를 사용하여 센싱된 데이터를 읽어

내는 과정을 적용하므로, 상기 커맨드 디코더로부터 리드 카스 펄스(casp_rd)가 출력되며, Yi 신호가 활성화되어 해당 Yi

스위치가 턴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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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0 단계의 리드 동작에서, 외부에서 인가한 테스트 전위차가 해당 센스앰프의 옵셋전압보다 크면 테스트 전위를 인가한

대로의 디지털값이 최종적으로 읽혀질 것이며, 센스앰프의 옵셋전압이 더 크면 프리차지(리셋)상태가 읽혀져 리드 동작을

실패할 것이다. 본 테스트 모드에서 상기 옵셋전압은 해당 센스앰프 및 이에 연결된 하나의 비트라인쌍에 의해 기인한 옵

셋전압이다.

S180 단계의 리드동작이 완료되면, 프리차지 시점으로 판단한 커맨드 디코더가 출력하는 로프리차지 펄스에 의해, 센스앰

프 인에이블 신호(saen)가 디스에이블되고, 상위 및 하위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를 턴온시킨 상태에서 비트라인 및/또는

LIO 라인에 대한 프리차지가 수행된다.

도 15는 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대하여 2번 테스트 모드로 테스트를 수행할 때의 각 신호들의 타이밍도이

며, 이하, 도시된 신호들을 중심으로 2번 테스트 모드에서의 본 실시예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예의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서 2번 테스트 모드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테스트 모드 결정부에서 활성화된

테스트 수행 명령(TM_F) 및 테스트 모드 신호(TM_2)가 출력된다. 이에 따라, 테스트 수행 명령(TM_F)에 따라 구동/정지

되는 X 경로 단속부(250), 외부전압 인가 명령 발생부(140) 및 라이트 드라이버 단속부(180)에 의해 테스트에 따른 구동

이 이루어진다. 액티브 명령에 따라 미도시한 커맨트 디코더에서 로액티브 펄스(ratvp)를 발생시키면, 외부 전위 공급 명

령(LIO_force)이 '하이'로 활성화되고, 비트라인 균등화 신호(bleq)가 '로우'로 비활성화된다(S120). 본 테스트 모드에서는

S120 단계에서 2개의 비트라인 균등화 스위치를 모두 턴오프시켜 테스트할 센스앰프에 대한 비트라인 연결을 차단한다.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에 따라 제1 외부 전위 공급패드(162) 및 제2 외부 전위 공급패드(164)를 통해 인가되는

외부 테스트 전위로 인해, S120 단계의 수행후 프리차지 전압으로 균등화되어 있던 비트라인 및 반전비트라인에 외부전위

만큼의 전위차가 부여된다.

2번 테스트 모드에서도 라이트 동작 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다른 모드와 마찬가지로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t)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d)를 입력받은 도 3의 디스에이블 트리거(142)는 소정 지연시간을 적용하여 외부 전위 공급 명

령(LIO_force)을 비활성화시킨다.

테스트 전압이 실린 LIO 라인쌍에 연결되는 센스앰프를 선택하기 위한 Y 어드레스로 결정되는 Yi 신호는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의 활성화 구간에 대응하는 구간동안 활성화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고,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d)에 대

응하여 소정의 지연시간동안 활성화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또한, 테스트 수행시에 Y 어드레스로 테스트 전압으로 테스

트를 수행할 센스앰프를 특정하여 수행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고, 도 8의 Y 디코더 단속부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려

는 LIO 라인쌍에 연결된 모든 센스앰프에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라이트 카스 펄스(casp_wd)의 활성화 시점부터 소정 지연시간이 경과한 후, 외부 전위 공급 명령(LIO_force)을 '로우'로

비활성화시켜 LIO 라인에 외부 전위 공급을 중단시킨다(S140). 다음에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에 대한 활성화가 수행되

는데(S160), TM_0신호의 논리 상태에 따라 외부 명령(In_ext)의 이용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센스앰프에 의해 증폭된 값을 읽어내는 과정(S160)은 메모리 소자에서 리드 경로를 사용하여 센싱된 데이터를 읽어

내는 과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테스트시 검출값을 읽을때에도 일반적인 리드 동작과 마찬가지로, 상기 커맨드 디코더로부

터 리드 카스 펄스(casp_rd)가 출력되며, Yi 신호가 활성화되어 해당 Yi 스위치가 턴온된다.

S180 단계의 리드 동작에서, 외부에서 인가한 테스트 전위차가 해당 센스앰프의 옵셋전압보다 크면 테스트 전위를 인가한

대로의 디지털값이 최종적으로 읽혀질 것이며, 센스앰프의 옵셋전압이 더 크면 프리차지(리셋)상태가 읽혀져 리드 동작을

실패할 것이다. 본 테스트 모드에서 상기 옵셋전압은 해당 센스앰프 자체에 의해 기인한 옵셋전압이다.

S180 단계의 리드동작이 완료되면, 프리차지 시점으로 판단한 커맨드 디코더가 출력하는 로프리차지 펄스에 의해, 센스앰

프 인에이블 신호(saen)가 디스에이블 되고, 상위 및 하위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를 턴온시킨 상태에서 비트라인 및/또는

LIO 라인에 대한 프리차지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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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실시함에 의해, 계산에 의한 추정치가 아닌, 비트라인 센스앰프에 직접 테스트 전위

를 인가하여 증폭여부를 판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비트라인 센스앰프 옵셋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테스트 전위 인가시 비트라인이나 입출력라인을 단절시킬 수 있어, 순수한 비트라인 센스앰프만의 옵셋전위를 측정

하는 등 다양한 경우의 옵셋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리드시에 메모리 셀에 기록된 데이터가 실리는 비트라인 및 반전비트라인의 전위차를 증폭하기 위한 비트라인 센

스앰프;

하나 이상의 스위치를 경유하여 상기 비트라인 및 반전비트라인에 연결되는 코어영역 내부의 데이터 입출력 라인 및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에 제1 외부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제1 외부 전위 공급 패드;

상기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에 제2 외부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 및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 및 상기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상기 제1 및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의 연결을 제어하기 위

한 외부 전위 공급 제어부

를 구비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위 공급 제어부는,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제1 외부 전위 공급 패드를 연결시키기 위한 제1 스위치;

상기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를 연결시키기 위한 제2 스위치; 및

상기 제1 스위치 및 제2 스위치를 턴온시키는 외부 전위 공급 명령을 생성하기 위한 외부 전위 공급 명령 발생부

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스위치 및 제2 스위치는,

모스트랜지스터인 반도체 메모리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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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외부 전위 공급 패드 및 제2 외부 전위 공급 패드는,

일반적인 메모리 칩의 데이터, 명령 또는 어드레스 입/출력을 위한 외부 단자 연결용 패드와 구별되는 별도의 패드인 반도

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위 공급 명령 발생부는,

메모리 소자 내에서 생성되는 로액티브 펄스와 테스트 모드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외부 전위 공급 명령를 인에이블시키기

위한 인에이블 트리거;

메모리 소자 내에서 생성되는 라이트 카스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외부 전위 공급 명령를 디스에이블시키기 위한 디스에이

블 트리거; 및

상기 외부 전위 공급 명령의 출력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타이밍 제어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밍 제어부는,

상기 외부 전위 공급 명령의 폴링 에지를 소정시간 지연시키기 위한 폴링 에지 지연기를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옵셋전압 테스트를 수행토록 하는 테스트 수행 명령을 출력하기 위한 테스트 모드 설정부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

자.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글로벌 입출력(GIO) 라인에 실린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 및 반전 데이터 입출력 라인에 전달하기 위한 라이트

드라이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라이트 드라이버는 옵셋전압 테스트를 수행할 때에는 비활성화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메모리 소자 내에서 생성되는 라이트 카스 신호를 입력받아 라이트 드라이버 인에이블 신호를 출력하는 라이트 드라이버

단속부를 더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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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라이트 드라이버 인에이블 신호는 옵셋전압 테스트를 수행할 때에는 디스에이블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전위 공급 제어부가 연결 동작을 수행할 때에는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 - 센스앰프에 대한 구동 제어 신호임 -

를 비활성화시키는 센스앰프 단속부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옵셋전압 테스트시 별도의 외부 입력신호에 의해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 - 센스앰프에 대한 구동 제어 신호임 - 를 발생

시키는 센스앰프 단속부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옵셋전압 테스트시 비활성화되는 X 디코더 - 활성화된 상기 X 디코더는 액세스할 메모리 셀을 선택함 - 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메모리 셀들을 가지고 있는 상위 비트라인과 상기 비트라인 센스앰프를 연결하기 위한 상위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

메모리 셀들을 가지고 있는 하위 비트라인과 상기 비트라인 센스앰프를 연결하기 위한 하위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 및

옵셋전압 테스트를 수행할 때에는 상기 상위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 및 상기 하위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를 모두 차단하는

비트라인 선택 스위치 제어부

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

청구항 14.

외부와 연결되는 접촉패드로부터 코어 영역 내부 데이터 입출력 라인에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

에 대한 균등화신호를 비활성화시키며, 테스트할 센스앰프에 연결된 다수의 메모리 셀 중 테스트할 메모리 셀을 선택하는

단계(S120);

상기 테스트 전압의 인가를 중단시키는 단계(S140);

센스앰프를 활성화시키는 단계(S160); 및

상기 센스앰프에 의해 증폭된 데이터를 메모리 소자의 리드 경로를 이용하여 리드하는 단계(S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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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S120단계 이후에,

테스트할 상기 센스앰프를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연결시키는 단계(S130)를 더 포함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S140단계는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상기 테스트할 센스앰프의 연결을 차단하는 단계(S142)를 포함하고,

상기 S140단계 이후,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에 대한 프리차지를 수행하는 단계(S150); 및

상기 S160단계 이후,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테스트할 센스앰프를 다시 연결시키는 단계(S170)를 더 포함하는 센스

앰프의 옵셋전압 측정방법.

청구항 17.

제14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S120단계는 외부의 액티브 명령에 따라 수행되며,

상기 S180단계는 외부의 리드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방법.

청구항 18.

제14항 내지 제1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S160단계는 외부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방법.

청구항 19.

제14항 내지 제1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S120단계는,

테스트할 센스앰프에 상하로 연결된 비트라인 중 테스트할 메모리 셀이 연결된 비트라인을 선택하는 단계(S122)를 더 포

함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방법.

청구항 20.

외부와 연결되는 접촉패드로부터 코어 영역 내부 데이터 입출력 라인에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고,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

에 대한 균등화신호를 비활성화시키며, 테스트할 센스앰프에 연결된 모든 메모리 셀을 차단하는 단계(S120);

상기 테스트 전압의 인가를 중단시키는 단계(S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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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앰프를 활성화시키는 단계(S160); 및

상기 센스앰프에 의해 증폭된 데이터를 메모리 소자의 리드 경로를 이용하여 리드하는 단계(S180)

를 포함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S120단계 이후에,

테스트할 상기 센스앰프를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연결시키는 단계(S130)를 더 포함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S140단계는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상기 테스트할 센스앰프의 연결을 차단하는 단계(S142)를 포함하고,

상기 S140단계 이후,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에 대한 프리차지를 수행하는 단계(S150); 및

상기 S160단계 이후, 상기 데이터 입출력 라인과 테스트할 센스앰프를 다시 연결시키는 단계(S170)를 더 포함하는 센스

앰프의 옵셋전압 측정방법.

청구항 23.

제20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S120단계는 외부의 액티브 명령에 따라 수행되며,

상기 S180단계는 외부의 리드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방법.

청구항 24.

제20항 내지 제2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S160단계는 외부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방법.

청구항 25.

제20항 내지 제2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S120단계는,

테스트할 센스앰프에 상하로 연결된 비트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S122)를 더 포함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

방법.

청구항 26.

제20항 내지 제2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S120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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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할 센스앰프에 상하로 연결된 비트라인 모두를 차단하는 단계(S122')를 더 포함하는 센스앰프의 옵셋전압 측정방

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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