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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픈 비트 라인 구조의 메모리 코어를 구비한 반도체메모리 장치, 및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테스트

방법

(57) 요약

오픈 비트 라인 구조를 가지는 메모리 코어 및 이를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메모리 코어는 에지 서브

어레이 및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를 구비한다. 에지 서브 어레이는 복수의 워드 라인, 복수의 비트라인, 및 복수의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한다.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더미 비트 라인들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한

다.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정상 모드에서는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을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고, 테스트 라이트

(write) 모드에서는 비트라인들의 전압신호의 로직 상태와 반대의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

공한다. 따라서,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코어를 구성하는 에지 서브 어레이의 결함을 용이하게 테스트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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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워드 라인, 복수의 비트라인, 및 복수의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하는 에지 서브 어레이; 및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하는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정상 모드에서는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을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고, 테스트 라이트(write) 모드에서는 상기 비

트라인들의 전압신호의 로직 상태와 반대의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정상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을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는 제 1 스위치;

테스트 라이트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고 전원전압 또는 저 전원전압을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는 제 2 스위치; 및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하는 래치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가 디스에이블 상태일 때는 동작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의 전압신호를 버퍼링하는 피드백 루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위치는 MOS 트랜지스터 또는 전송 게이트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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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스위치는 MOS 트랜지스터 또는 전송 게이트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를 반전시키는 인버터;

상기 인버터의 출력단자에 연결된 게이트와 제 1 전원전압이 인가되는 소스를 가지는 제 1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인버터의 출력단자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전원전압이 인가되는 소스를 가지는 제 2 PMOS 트랜지스터;

상기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가 인가되는 게이트와 제 2 전원전압이 인가되는 소스를 가지는 제 1 NMOS 트랜지스터;

상기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가 인가되는 게이트와 상기 제 2 전원전압이 인가되는 소스를 가지는 제 2 N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연결된 소스와 제 1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과 제 2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를 가지

는 제 3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1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과 상기 제 2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제 1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연결된 소

스를 가지는 제 3 N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P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연결된 소스와 상기 제 2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과 제 3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를

가지는 제 4 PMOS 트랜지스터;

상기 제 2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과 상기 제 3 노드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제 2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연결된 소

스를 가지는 제 4 NMOS 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제 3 노드는 상기 제 1 노드와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인버터의 출력단자에 연결된 게이트와 상기 제 2 노드에 연결된 드레인과 상기 제 2 전원전압이 인가되는 소스를 가

지는 제 5 NMOS 트랜지스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N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가 로직 "로우" 상태일 때 상기 제 2 노드의 전압을 로직 "로우"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NMOS 트랜지스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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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센싱 모드시 상기 제 2 노드의 전압의 초기 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PMOS 트랜지스터는 상기 제 4 PMOS 트랜지스터보다 채널의 길이가 길고, 상기 제 3 NMOS 트랜지스터는 상

기 제 4 NMOS 트랜지스터보다 채널의길이가 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코어.

청구항 13.

비트라인쌍에 결합된 메모리 코어;

칼럼 선택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비트라인 쌍의 전압신호를 로컬 입출력 라인쌍에 제공하는 칼럼 선택회로;

상기 로컬 입출력 라인쌍의 전압신호를 증폭하여 글로벌 입출력 라인쌍에 제공하는 로컬 센스 앰프;

상기 글로벌 입출력 라인쌍의 전압신호를 증폭하는 입출력 센스 앰프; 및

상기 입출력 센스 앰프의 출력신호를 버퍼링하여 출력하거나 입력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입출력 버퍼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코어는

복수의 워드 라인, 복수의 비트라인, 및 복수의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하는 에지 서브 어레이; 및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하는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정상 모드에서는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을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고, 테스트 라이트(write) 모드에서는 상기 비

트라인들의 전압신호의 로직 상태와 반대의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정상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을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는 제 1 스위치;

테스트 라이트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고 전원전압 또는 저 전원전압을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는 제 2 스위치; 및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하는 래치회로를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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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가 디스에이블 상태일 때는 동작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더미 비트라인의 전압신호를 버퍼링하는 피드백 루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테스트 라이트(write) 모드에서 비트라인들에 데이터를 쓰는 단계;

상기 테스트 라이트 모드에서 상기 비트라인들의 전압신호의 로직 상태와 반대의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더미 비

트라인들에 제공하는 단계;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메모리 장치의 테스트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테스트 방법은

상기 더미 비트라인의 전압신호를 버퍼링하고 피드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테

스트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오픈 비트 라인 구조를 가지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RAM(Random Access Memory)은 휘발성 메모리 장

치로서 주로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장치로 사용된다.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은 RAM의 일종으로서

휘발성이며 메모리 셀들로 구성되어 있다. 메모리 셀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커패시터로 구성되어 있

으며, "1" 또는 "0"의 형태로 커패시터에 전하로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

하를 잃을 수 있으므로, 메모리 셀들을 구성하는 커패시터는 주기적으로 리프레쉬된다.

DRAM의 메모리 셀들은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에 연결되어 있으며, 워드라인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메모리 셀들을 구

성하는 트랜지스터가 턴온되면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비트라인에 출력되거나, 비트라인의 데이터가 커패시

터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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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 장치의 비트 라인의 구조에는 폴디드(folded) 비트라인 구조와 오픈(open) 비트 라인 구조가 있다. 오픈 비트라인

구조를 가지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 어레이는 더미 비트 라인을 가지는 에지 서브 어레이(edge sub-array)를

구비한다. 더미 비트 라인은 센스 앰프에 연결이 되지 않은 비트 라인이며, 더미 비트 라인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에는 데이

터를 저장할 수 없다.

도 1은 오픈 비트 라인 구조를 가지는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의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100)는 에지 서브 어레이(EDGE SUB ARRAY)(120, 130), 정상 서브 어레

이(NON-EDGE SUB ARRAY)(110), 및 센스 앰프들(140-1 ~ 140-n, 150-1 ~ 150-n)을 구비한다. 정상 서브 어레이

(NON-EDGE SUB ARRAY)(110)는 비트 라인들(가로 라인에 해당함)과 워드 라인들(세로 라인들에 해당함)을 구비하며,

워드 라인과 비트 라인이 교차하는 곳에 메모리 셀들(111)이 위치한다. 에지 서브 어레이(EDGE SUB ARRAY)(120, 130)

는 워드 라인들(WL), 비트라인들(BL), 및 더미 비트 라인들(DBL)을 구비한다. 워드 라인과 비트 라인이 교차하는 곳, 및

워드 라인과 더미 비트 라인이 교차하는 곳에 메모리 셀들(121,123)이 위치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더미 비트라인(DBL)에는 센스 앰프(SA)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에지 서브 어레이

(EDGE SUB ARRAY)(120, 130)에 포함된 더미 비트라인(DBL)을 통해서는 데이터를 센싱(sensing) 또는 리드(read)할

수 없다. 따라서, 테스트 모드시 더미 비트라인(DBL)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센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도 2는 센스 앰프 회로와 메모리 셀 어레이를 포함하는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

를 참조하면, 반도체 메모리 장치(170)는 비트라인(BL), 비트라인 바(BLB), 비트라인(BL)과 비트라인 바(BLB) 사이에 결

합된 등화기(equalizer)(173), P형 센스 앰프(174), N형 센스 앰프(175), 및 칼럼선택 회로(176)를 구비한다. 또한, 반도

체 메모리 장치(170)는 워드라인(WLi) 및 비트라인(BL)에 결합된 메모리 셀(171), 워드라인(WLj) 및 비트라인바(BLB)에

결합된 메모리 셀(172)을 구비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메모리 셀(171)은 셀 스위치(MN1)와 셀 커패시터(C1)를 구비한다. 비트라인(BL)은 커패시턴스(CBL)

를 가지고, 비트라인 바(BLB)는 커패시턴스(CBLB)를 가진다. 셀 커패시터(C1)에 저장된 데이터가 비트라인(BL)에 출력

될 때 셀 커패시터(C1)와 커패시턴스(CBL)를 가지는 비트라인(BL) 사이에 전하공유(charge sharing)가 발생한다.

도 3은 오픈 비트 라인 구조를 가지는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의 다른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서, 미국등록특허 번호 6,535,439에 개시되어 있다.

도 3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에지 서브 어레이를 보다 정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 더미 비트라인(DBL)에 결합된 센스 앰

프들(260-1 ~ 260-n, 270-1 ~ 270-n)과 전압제어회로(280)를 구비한다.

그런데, 도 3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모든 더미 비트라인에 센스 앰프를 결합해야하므로 반도체 집적회로에서 넓은 면적

을 차지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동작 모드에 따라 다른 전압신호를 에지 서브 어레이에 포함된 더미 비트 라인에 인가할 수 있으며, 테스

트 센싱 모드에서 센스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더미 비트라인에 완전한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

는 메모리 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동작 모드에 따라 다른 전압신호를 에지 서브 어레이에 포함된 더미 비트 라인에 인가할 수 있으며,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센스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더미 비트라인에 완전한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메모리 코어를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동작 모드에 따라 다른 전압신호를 에지 서브 어레이에 포함된 더미 비트 라인에 인가할 수 있으

며,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센스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더미 비트라인에 완전한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발생시

킬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테스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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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메모리 코어는 에지 서브 어레이 및 더미 비트라인 제어

회로를 구비한다.

에지 서브 어레이는 복수의 워드 라인, 복수의 비트라인, 및 복수의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한다.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한다.

상기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정상 모드에서는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을 상기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고, 테스트 라

이트(write) 모드에서는 상기 비트라인들의 전압신호의 로직 상태와 반대의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상기 더미 비

트라인들에 제공한다.

상기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제 1 스위치, 제 2 스위치, 및 래치회로를 구비한다.

제 1 스위치는 상기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정상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을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에 제공한다. 제 2 스위치는 테스트 라이트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고 전원전압 또는 저 전원전압을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에 제공한다. 래치회로는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한

다.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가 디스에이블 상태일 때는 동작하지 않는다. 상기 래치회로는 상기 더미 비

트라인의 전압신호를 버퍼링하는 피드백 루프를 가진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비트라인쌍에 결합된 메모리 코어, 칼럼 선택회로, 로컬 센스 앰

프, 입출력 센스 앰프, 및 입출력 버퍼를 구비한다.

칼럼 선택회로는 칼럼 선택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비트라인 쌍의 전압신호를 로컬 입출력 라인쌍에 제공한다. 로컬 센스

앰프는 상기 로컬 입출력 라인쌍의 전압신호를 증폭하여 글로벌 입출력 라인쌍에 제공한다. 입출력 센스 앰프는 상기 글로

벌 입출력 라인쌍의 전압신호를 증폭한다. 입출력 버퍼는 상기 입출력 센스 앰프의 출력신호를 버퍼링하여 출력하거나 입

력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상기 메모리 코어는 에지 서브 어레이 및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를 구비한다. 에지 서브 어레이는 복수의 워드 라인, 복수

의 비트라인, 및 복수의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한다.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는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상기 더미 비트 라인

들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형태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테스트 방법은 테스트 라이트(write) 모드에서 비트라인들에 데

이터를 쓰는 단계, 상기 테스트 라이트 모드에서 상기 비트라인들의 전압신호의 로직 상태와 반대의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더미 비트라인들에 제공하는 단계,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테스트 방법은 상기 더미 비트라인의 전압신호를 버퍼링하고 피드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한다.

도 4는 오픈 비트 라인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를 나타내는 도

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메모리 코어(300)는 에지 서브 어레이(320), 센스 앰프 회로(330), 및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310)를

구비한다.

도 4의 메모리 코어(300)는 도 3에 도시된 종래의 메모리 코어와 마찬가지로 센스 앰프 회로(330)에 결합된 정상 서브 어

레이(NON-EDGE SUB ARRAY)를 구비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 4의 회로에서 정상 서브 어레이는 생략되었다.

에지 서브 어레이(320)는 워드라인들(WL1~WL8), 비트라인들(BL1~BL4), 및 더미 비트 라인들(DBL1~DBL4)을 구비

한다. 워드 라인들(WL1~WL8)과 비트 라인들(BL1~BL4)의 교차점과 워드 라인들(WL1~WL8)과 더미 비트 라인들

(DBL1~DBL4)의 교차점에 메모리 셀들을 가진다. 센스 앰프 회로(330)는 센스 앰프들(331~334)을 구비하며, 비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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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BL1~BL4)을 통해 에지 서브 어레이(320)에 결합되어 있고 비트라인 바들(BL1B~BL4B)을 통해 정상 서브 어레이(미

도시)에 결합되어 있다. 센스 앰프 회로(330)는 비트라인들(BL1~BL4)과 비트라인 바들(BL1B~BL4B) 상의 전압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을 한다.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310)는 정상 모드 신호(PNO), 테스트 라이트 모드 신호(PTW), 및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PTS)

에 응답하여 더미 비트라인 제어신호(CDBL)를 발생시킨다. 더미 비트라인 제어신호(CDBL)는 더미 비트 라인들

(DBL1~DBL4)에 제공된다.

도 5는 도 4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에 포함되어 있는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310)의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310)는 NMOS 트랜지스터들(MN31, MN32) 및 래치회로(315)를 구비한다.

NMOS 트랜지스터(MN31)는 정상 모드 신호(PNO)에 응답하여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VBL)을 더미 비트라인 제어신호

(CDBL)로서 출력한다. NMOS 트랜지스터(MN32)는 테스트 라이트(write) 모드 신호(PTW)에 응답하여 고 전원전압

(VDD) 또는 저 전원전압(VSS)을 더미 비트라인 제어신호(CDBL)로서 출력한다. 래치회로(315)는 라인(301)을 통해 테스

트 센싱 모드 신호(PTS)를 수신하고,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PTS)에 응답하여 더미 비트 라인들(도 4의 DBL1~DBL4)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한다. 래치회로(315)는 라인(302)을 통해 더미 비트 라인들(도 4의 DBL1~DBL4)에 결합되어

있다.

도 5에서, NMOS 트랜지스터(MN31)와 NMOS 트랜지스터(MN32)는 스위치의 기능을 하며, 전송 게이트 등 스위치 기능

을 하는 다른 소자로 대치할 수 있다. 도 4 및 도 5에서, 정상 모드 신호(PNO)와 테스트 라이트(write) 모드 신호(PTW)는

로직 상태가 다른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또한, 도 5에서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VBL)과 고 전원전압(VDD) 또는 저 전

원전압(VSS)은 하나의 입력단자를 통해 입력될 수 있다.

이하,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의 동작을 설명한다.

메모리 코어(300) 내의 메모리 셀 어레이 내에는 브릿지(bridge) 또는 결함(defect)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셀 커패

시터들 간에, 또는 비트 라인들(BL1~BL4)과 비트라인 바들(BL1B~BL4B) 사이에, 또는 비트 라인들(BL1~BL4)과 더미

비트라인들(DBL1~DBL4) 사이에 저항성의 브릿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브릿지 또는 결함들은 웨이퍼 또는 패키지

상태에서 번인(Burn-in) 테스트 등의 테스트 과정을 통해 검출되어야 한다.

정상 서브 어레이의 경우,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에 각각 서로 상보적인 전압신호를 인가하여 원치 않는 저항성 브릿지를

검출할 수 있다. 그런데, 에지 서브 어레이의 경우, 더미 비트라인이 존재하므로 데이터의 라이트 동작은 용이하지만, 메모

리 셀 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센싱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메모리 셀 내에 저장된 데이터의 센싱은 정상 서브 어레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래치 회로(315)에 의해 래치된 더미 비트라인(302)의 전압은 일반적인 데이터 독출 방

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센싱한다. 브릿지 또는 결함들은 웨이퍼 또는 패키지 상태에서 번인(Burn-in) 테스트 등의 테스트

과정을 통해 검출될 수 있다. 즉, 더미 비트라인 에지 서브 어레이에 속한 메모리 셀들에 데이터 ‘1” 또는 데이터 “0”을 기

입하고, 독출(센싱) 모드에서 이들 데이터를 입출력 라인(IO line)을 통해 출력 핀으로 출력한다. 데이터 “0”이 입력된 더

미 비트라인과 데이터 “1”이 입력된 더미 비트라인 사이에 브릿지 또는 결함이 존재하면, 센싱된 데이터는 에지 서브 어레

이의 해당 더미 비트라인에 입력된 데이터와 다른 로직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출력된 데이터들이 처음에 메모리 셀에 저장

된 데이터와 동일한지를 비교하여 해당 메모리 셀에 결함이 있는지 판단한다.

도 4에 도시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300)는 동작 모드에 따라 다른 전압을 가지는 더미 비트라인 제어신호

(CDBL)를 발생시키는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310)를 구비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정상 모드에서는 정상 모드 신호(PNO)가 인에이블 되고 NMOS 트랜지스터(MN31)는 턴온 되어 비트라

인 프리차지 전압(VBL)이 더미 비트라인 제어신호(CDBL)로서 출력된다. 이 때, 테스트 라이트 모드 신호(PTW)와 테스

트 센싱 제어신호(PTS)는 디스에이블되어 NMOS 트랜지스터(MN32)는 턴오프 되고 래치회로(315)는 동작하지 않는다.

테스트 라이트(write) 모드에서는 테스트 라이트 모드 신호(PTW)가 인에이블 되고 NMOS 트랜지스터(MN32)는 턴온 되

어 고 전원전압(VDD) 또는 저 전원전압(VSS)이 더미 비트라인 제어신호(CDBL)로서 출력된다. 이 때, 정상 모드 신호

(PNO)와 테스트 센싱 제어신호(PTS)는 디스에이블되어 NMOS 트랜지스터(MN31)는 턴오프 되고 래치회로(315)는 동작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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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310)는 정상 모드에서는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VBL)을 더미 비트라인들(DBL1~DBL4)에

제공하고, 테스트 라이트 모드에서는 비트라인들(BL1~BL4)의 전압신호의 로직 상태와 반대의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

신호를 더미 비트라인들(DBL1~DBL4)에 제공한다.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는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310)는 더미 비트

라인들(DBL1~DBL4)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한다.

도 4에서, 테스트 라이트 모드에서 에지 서브 어레이(320) 내에 있는 비트라인들(BL1~BL4)에 로직 "0"의 데이터를 라이

트한 경우, 더미 비트 라인들(DBL1~DBL4)에는 로직 "1"의 데이터를 라이트 한다. 왜냐하면, 비트라인들(BL1~BL4)과

더미 비트 라인들(DBL1~DBL4) 사이에, 또는 비트라인들(BL1~BL4)과 더미 비트 라인들(DBL1~DBL4)에 결합된 셀 커

패시터 사이에 존재하는 저항성 브릿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비트라인들(BL1~BL4)과 더미 비트 라인들(DBL1~DBL4)

에는 서로 다른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스트 라이트 모드에서 에지 서브 어레이

(320) 내에 있는 비트라인들(BL1~BL4)에 로직 "1"을 라이트한 경우, 더미 비트 라인들(DBL1~DBL4)에는 로직 "0"을 라

이트 한다.

따라서, 도 4의 구조를 가지는 메모리 코어를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코어의 에지 서브 어레이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브릿지(bridge) 또는 결함(defect)을 검출할 수 있다.

도 6은 도 5의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310)에 포함되어 있는 래치회로(315)의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래치회로(315)는 인버터(INV1), PMOS 트랜지스터들(MP31~MP34), 및 NMOS 트랜지스터들

(MN33~MN37)을 구비한다.

인버터(INV1)는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PTS)를 반전시킨다. PMOS 트랜지스터(MP31)와 PMOS 트랜지스터(MP32)는

각각 인버터(INV1)의 출력단자에 연결된 게이트와 고 전원전압(VDD)이 인가되는 소스를 가진다.

NMOS 트랜지스터(MN35)와 NMOS 트랜지스터(MN36)는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PTS)가 인가되는 게이트와 저 전원전

압(VSS)이 인가되는 소스를 가진다.

PMOS 트랜지스터(MP33)는 PMOS 트랜지스터(MP31)의 드레인에 연결된 소스와 제 1 노드(N13)에 연결된 드레인과 제

2 노드(N12)에 연결된 게이트를 가진다. NMOS 트랜지스터(MN33)는 제 1 노드(N13)에 연결된 드레인과 제 2 노드

(N12)에 연결된 게이트와 NMOS 트랜지스터(MN35)의 드레인에 연결된 소스를 가진다.

PMOS 트랜지스터(MP34)는 PMOS 트랜지스터(MP32)의 드레인에 연결된 소스와 제 2 노드(N12)에 연결된 드레인과 제

3 노드(N11)에 연결된 게이트를 가진다. NMOS 트랜지스터(MN34)는 제 2 노드(N12)에 연결된 드레인과 제 3 노드

(N11)에 연결된 게이트와 NMOS 트랜지스터(MN36)의 드레인에 연결된 소스를 가진다.

도 6의 회로에서, 제 3 노드(N11)는 제 1 노드(N13)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라인(302)을 통해 더미 비트 라인들

(도 4의 DBL1~DBL4)에 결합되어 있다. PMOS 트랜지스터(MP33)와 NMOS 트랜지스터(MN33)는 하나의 인버터(316)

를 구성하며, PMOS 트랜지스터(MP34)와 NMOS 트랜지스터(MN34)는 하나의 인버터(317)를 구성한다.

이하, 도 6에 도시된 래치회로(315)의 동작을 설명한다.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PTS)가 로직 "로우" 상태이면, 즉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PTS)가 디스에이블 되면, PMOS 트랜지

스터들(MP31, MP32)와 NMOS 트랜지스터들(MN35, MN36)이 턴오프 된다. 따라서,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PTS)가 로

직 "로우" 상태이면, 도 6의 래치회로(315)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 때, NMOS 트랜지스터(MN37)는 턴온 되어 제 2 노드

(N12)를 풀다운시킨다. 즉, NMOS 트랜지스터(MN37)는 제 2 노드(N12)를 로직 "로우" 상태로 유지하여 테스트 센싱 모

드 신호(PTS)가 인에이블 되었을 때 제 2 노드(N12)의 초기 전압 값을 결정한다.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PTS)가 로직 "하이" 상태이면, 즉 테스트 센싱 모드 신호(PTS)가 인에이블 되면, PMOS 트랜지스

터들(MP31, MP32)와 NMOS 트랜지스터들(MN35, MN36)이 턴온 된다. 제 3 노드(N11)의 전압은 인버터(317)와 인버터

(316)에 의해 증폭되고 래치되어 다시 제 3 노드(N11)에 피드백 된다. 제 3 노드(N11)는 더미 비트 라인들(도 4의

DBL1~DBL4)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더미 비트 라인들(도 4의 DBL1~DBL4)의 전압신호가 인버터(317)와 인버터(316)

에 의해 증폭되고 래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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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 3 노드(N11)의 전압신호, 즉 더미 비트 라인들(도 4의 DBL1~DBL4)의 전압신호가 로직 "하이" 상태일 때, 제 3

노드(N11)의 전압신호는 인버터(317)와 인버터(316)에 의해 증폭되어 완전한 로직 "하이" 상태가 된다. 만일, 제 3 노드

(N11)의 전압신호, 즉 더미 비트 라인들(도 4의 DBL1~DBL4)의 전압신호가 로직 "로우" 상태일 때, 제 3 노드(N11)의 전

압신호는 인버터(317)와 인버터(316)에 의해 증폭되어 완전한 로직 "로우" 상태가 된다.

한편, 메모리 셀 어레이에 저장된 데이터가 더미 비트 라인들(도 4의 DBL1~DBL4)에 출력될 때 더미 비트 라인들(도 4의

DBL1~DBL4)과 메모리 셀 내에 있는 셀 커패시터 사이에 전하 공유(charge sharing)가 발생한다. 따라서,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더미 비트 라인들(도 4의 DBL1~DBL4)에 인가된 전압신호를 센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압신호들을 증폭하

여 완전한 로직 "하이" 상태의 전압신호 또는 완전한 로직 "로우" 상태의 전압신호로 바꿔주는 회로가 필요하다.

한편,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더미 비트라인들(도 4의 DBL1~DBL4)에 연결된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더미 비트라

인에 출력하기 전에 먼저 더미 비트라인들과 메모리 셀 내에 있는 셀 커패시터 사이에 전하 공유(charge sharing)를 한다.

전하공유동안 발생한 불완전한 로직 "하이"(1/2VDD에 가까운 전압) 또는 불완전한 로직 "로우"를 증폭하여 완전한 로직 "

하이"(VDD 레벨) 상태의 전압신호 또는 완전한 로직 "로우" 상태의 전압신호로 바꿔주는 회로가 필요하다.

한편, 도 6의 래치회로(315)에서, 인버터(316)는 래치회로(315)의 초기 동작시 더미 비트 라인들(도 4의 DBL1~DBL4)의

전압 레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버터(317)에 비해 전류 구동능력이 작은 것이 좋다. 따라서, 인버터(316)를 구성하는

PMOS 트랜지스터(MP33)와 NMOS 트랜지스터(MN33)는 짧은 채널 폭과 긴 채널 길이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은 도 4의 메모리 코어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0)를 나타내는 회로도이

다.

도 7을 참조하면,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0)는 비트라인쌍(BL, BLB)에 결합된 메모리 코어(1100), 칼럼 선택회로(1200)

, 로컬 센스 앰프(1300), 입출력 센스 앰프(1400), 및 입출력 버퍼(1500)를 구비한다.

칼럼 선택회로(1200)는 칼럼 선택 신호(CSL)에 응답하여 비트라인 쌍(BL, BLB)의 전압신호를 로컬 입출력 라인쌍(LIO,

LIOB)에 제공한다. 로컬 센스 앰프(1300)는 로컬 입출력 라인쌍(LIO, LIOB)의 전압신호를 증폭하여 글로벌 입출력 라인

쌍(GIO, GIOB)에 제공한다. 입출력 센스 앰프(1400)는 글로벌 입출력 라인쌍(GIO, GIOB)의 전압신호를 증폭한다. 입출력

버퍼(1500)는 입출력 센스 앰프(1400)의 출력신호를 버퍼링하여 출력하거나 입력 데이터(DIN)를 버퍼링한다. 입출력 버

퍼(1500)의 출력신호(DOUT)는 출력 패드(미도시)를 통해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출력된다.

도 7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1000)에 포함된 메모리 코어(1100)는 도 4에 도시된 메모리 코어(300)가 사용된다.

도 7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테스트 방법은 도 4의 메모리 코어(300)를 참조하면, 테스트 라이트(write) 모드에서 비트라

인들(BL1~BL4)에 데이터를 쓰는 단계, 테스트 라이트 모드에서 비트라인들(BL1~BL4)의 전압신호의 로직 상태와 반대

의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를 더미 비트라인들(DBL1~DBL4)에 제공하는 단계, 및 테스트 센싱 모드에서 상기 더미

비트 라인들(DBL1~DBL4)의 전압신호를 증폭하고 래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는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를 구비하여 에지 서브 어

레이에 포함된 더미 비트 라인의 전압신호를 증폭하여 완전한 로직 상태를 가지는 전압신호로 변환할 수 있다. 따라서, 메

모리 셀 어레이에 존재하는 결함을 용이하게 테스트 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오픈 비트 라인 구조를 가지는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의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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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센스 앰프 회로와 메모리 셀 어레이를 포함하는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오픈 비트 라인 구조를 가지는 종래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의 다른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오픈 비트 라인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를 나타내는 도

면이다.

도 5는 도 4의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메모리 코어에 포함되어 있는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의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회로

도이다.

도 6은 도 5의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래치회로의 하나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도 4의 메모리 코어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200, 300 : 메모리 코어

310 : 더미 비트라인 제어회로

315 : 래치회로

320 : 에지 서브 어레이

330 : 센스 앰프 회로

1000 : 반도체 메모리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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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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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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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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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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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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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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