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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에러 검출 및 데이터 리로딩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복수의 플레인으로 구분되는 셀 어레이 및 복수의 패러티 플레인

으로 구분되는 패러티 셀 어레이를 포함한다.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은 각각의 플레인에 대한 패러티를 저장한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외부에서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에 대

한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하고, 상기 리로드된 데이터가 저장될 플레인과 대응하는 패러티 플레인에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저장하는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회로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에러 검출

동작을 수행함과 동시에 데이터 리로딩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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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플레인으로 구분되는 셀 어레이;

복수의 패러티 플레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은 각각의 플레인에 대한 패러티를 저장하는 패러티 셀 어레이;

및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외부에서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에 대한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하고, 상기 리로드

된 데이터가 저장될 플레인과 대응하는 패러티 플레인에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저장하는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를 포함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회로는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프로그램할 패러티 플레인

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회로는 복수의 패러티 발생기를 포함하며,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할 패러티 발생기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복수의 플레인으로 구분되는 셀 어레이;

복수의 패러티 플레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은 각각의 플레인에 대한 패러티를 저장하는 패러티 셀 어레이;

상기 각각의 플레인에 저장될 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에 저장될 패러티를 발생하는 패러티 발생회

로; 및

상기 패러티 발생회로로부터 패러티를 입력받고, 칼럼 어드레스에 따라 상기 입력된 패러티를 상기 패러티 셀 어레이에 제

공하는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를 포함하되,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패러티 발생회로는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에 대한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하

고, 상기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는 상기 칼럼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패러티 플레인에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제공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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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패러티 발생 회로는,

상기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에 프로그램될 각각의 패러티를 발생할 복수의 패러티 발생기; 및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패러티 발생기 중에서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할 패러티 발생기를 선택하는 선택회로를 포함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회로는 디멀티플렉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패러티 칼럼 선택회로는 상기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프로그램할 패러티 플레인을 검출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패러티 칼럼 선택회로는,

상기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프로그램할 패러티 플레인을 검출하여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패

러티 플레인 검출기; 및

상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상기 선택된 패러티 플레인에 전달하는 로드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낸

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에러 검출 및 데이터 리로딩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읽어볼 수 있는 기억장치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크게

RAM(Random Access Memory)과 ROM(Read Only Memory)으로 나눌 수 있다. RAM은 전원이 끊어지면 저장된 데이

터가 소멸하는 소위 휘발성 메모리(volatile memory)이다. RAM에는 Dynamic RAM(DRAM)과 Static RAM(SRAM) 등이

있다. ROM은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저장된 데이터가 소멸하지 않는 불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이다. RO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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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ROM(Programmable ROM), EPROM(Erasable PROM), EEPROM(Electrically EPROM), 플래시 메모리 장치

(Flash Memory Device) 등이 있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Flash Memory Device)는 일반적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

(NAND Flash Memory Device), 노아 플래시 메모리 장치(NOR Flash Memory Device) 등으로 구분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읽기, 쓰기, 소거 동작 이외에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copy back program operation)을 지원

한다.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은 소스 페이지(source page)에 저장된 데이터를 타겟 페이지(target page)로 옮기는 동작이

다. 즉, 소스 페이지에 저장된 데이터는 페이지 버퍼에 임시로 저장된 다음에, 곧바로 타겟 페이지에 다시 프로그램된다.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에 의하면, 소스 페이지의 데이터를 외부로 읽어내는 과정과 외부에서 데이터를 다시 로딩하는 과정

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프로그램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시에 소스 페이지의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로 읽어내는

과정에서 1_비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페이지 버퍼로 읽어낸 데이터를 타겟 페이지에 프로그램한 다음에, 타겟

페이지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 추가로 1_비트 에러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즉, 종래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카

피 백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2_비트 에러를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해 한 페이지에 대해서 1_비트 에러만을 정정할 수 있다. 따

라서 종래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한 페이지에 2_비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

러 정정이 불가능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2_비트 에러

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데이터 리로딩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복수의 플레인으로 구분되는 셀 어레이; 복수의 패러티 플레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은 각각의 플레인에 대한 패러티를 저장하는 패러티 셀 어레이; 및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외

부에서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에 대한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하고, 상기 리로드된 데이터가 저장될 플레인과 대

응하는 패러티 플레인에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저장하는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회로는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프로그램할 패러티 플레인을 검출한다.

그리고 상기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회로는 복수의 패러티 발생기를 포함하며,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할 패러티 발생기를 선택한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다른 일면은, 복수의 플레인으로 구분되는 셀 어레이; 복수의 패러티 플레인으

로 구분되며,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은 각각의 플레인에 대한 패러티를 저장하는 패러티 셀 어레이; 상기 각각의 플레인에

저장될 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에 저장될 패러티를 발생하는 패러티 발생회로; 및 상기 패러티 발

생회로로부터 패러티를 입력받고, 칼럼 어드레스에 따라 상기 입력된 패러티를 상기 패러티 셀 어레이에 제공하는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를 포함하되,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패러티 발생회로는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에

대한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하고, 상기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는 상기 칼럼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패러티 플레인에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제공한다.

실시예로서, 상기 패러티 발생 회로는, 상기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에 프로그램될 각각의 패러티를 발생할 복수의 패러티

발생기; 및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상기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복수의 패러티 발생기 중에서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할 패러티 발생기를 선택하는 선택회로를 포함한다.

실시예로서, 상기 패러티 칼럼 선택회로는 상기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프로그램할 패러티 플레

인을 검출한다. 상기 패러티 칼럼 선택회로는, 상기 칼럼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프로그램할 패러티

플레인을 검출하여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패러티 플레인 검출기; 및 상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새로운 패러티를

상기 선택된 패러티 플레인에 전달하는 로드 드라이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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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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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카피 백 프로그램(copy back program) 동작 시에 에러 검출 코드(Error

Detection Code; EDC)를 발생하여 에러 검출 동작(error detection oper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중에 데이터 리로딩 동작(data reloading operation)을 수행할 수 있다.

에러 검출 동작은 도 1을 참조하여 설명되고, 데이터 리로딩 동작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에러 검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낸드 플

래시 메모리 장치는 셀 어레이(110), 페이지 버퍼(120), 칼럼 선택 및 패러티 발생 회로(130), 패러티 셀 어레이(210), 패

러티 페이지 버퍼(220),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230), 그리고 비교기(300)를 포함한다.

셀 어레이(110) 및 패러티 셀 어레이(210)는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 및 읽기 동작을 수행한다. 셀 어레이(110)는 데이터

를 저장하고, 패러티 셀 어레이(210)는 에러 검출 코드(Error Detection Code; EDC)를 저장한다. 에러 검출 코드는 패러

티(parity)라고도 불린다. 패러티 셀 어레이(210)의 어느 페이지(예를 들면, 111)에 저장된 패러티는 동일 페이지(111)의

셀 어레이(110)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에러 검출 코드이다.

페이지 버퍼(120)는 셀 어레이(110)에 프로그램될 데이터 또는 셀 어레이(110)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한다. 패

러티 페이지 버퍼(220)는 패러티 셀 어레이(210)에 프로그램될 패러티 또는 패러티 셀 어레이(210)로부터 읽은 패러티를

임시로 저장한다.

칼럼 선택 및 패러티 발생 회로(130)는 데이터 입력 버퍼(도시되지 않음)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 칼럼 어드레스(CA)에

따라 입력된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120)에 제공한다. 한편, 칼럼 선택 및 패러티 발생 회로(130)는 페이지 버퍼(120)로부

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패러티(Py)를 발생하고, 발생한 패러티(Py)를 비교기(300)에 제공한다.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230)는 데이터 입력 버퍼(도시되지 않음)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패러티(Px)를

발생하고, 칼럼 어드레스(Column Address; CA)에 따라 발생된 패러티(Px)를 패러티 페이지 버퍼(220)에 제공한다. 한

편,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230)는 패러티 페이지 버퍼(220)로부터 패러티(Px)를 입력받고, 입력된 패러티

(Px)를 비교기(300)에 제공한다.

비교기(300)는 2개의 패러티(Px, Py)를 비교하여 에러를 검출한다. 비교기는 두 패러티(Px, Py)가 일치하면 패스신호

(Pass)를 발생하고, 다르면 폐일신호(Fail)를 발생한다.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시에 셀 어레이(110)의 소스 페이지(11)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비교기(300)는 폐일신호(Fail)를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에러 검출 동작이 도 1의 데이터 흐름을 참조

하여 설명된다.

먼저, 데이터 흐름(①)에서는 데이터 입력 버퍼(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가 소스 페이지에 프로그램된다. 칼

럼 선택 및 패러티 발생 회로(130)는 데이터를 입력받고, 칼럼 어드레스(CA)에 따라 입력된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120)에

전달한다. 여기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페이지 버퍼(120)에 전달되는 동작을 데이터 로딩 동작(data loading operation)이

라 한다. 즉, 입력된 데이터는 데이터 로딩 동작에 의해 페이지 버퍼(120)에 전달된다. 한편,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230)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패러티(Px)를 발생하고, 칼럼 어드레스(CA)에 따라 발생된 패러티(Px)를 패러티 페

이지 버퍼(220)에 전달한다. 페이지 버퍼(120)에 로드된 데이터(loaded data) 및 패러티 페이지 버퍼(220)에 로드된 패러

티(loaded parity)는 프로그램 동작에 의해 소스 페이지(11)에 동시에 프로그램된다.

데이터 흐름(②)에서는 셀 어레이(110) 및 패러티 셀 어레이(210)의 소스 페이지(1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및 패러티가

페이지 버퍼(120) 및 패러티 페이지 버퍼(220)로 읽혀진다. 소스 페이지(11)의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 1_비트 에러가 발

생할 수 있다. 에러 검출 동작은 소스 페이지(11)의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 발생된 1_비트 에러를 검출하는 동작이다.

데이터 흐름(③)에서는 칼럼 선택 및 패러티 발생 회로(130)에서 발생된 패러티(Py)와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230)에서 입력된 패러티(Px)를 비교하여 소스 페이지(11)의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 발생된 1_비트 에러를 검출한

다. 칼럼 선택 및 패러티 발생 회로(130)는 페이지 버퍼(120)에 저장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패러티(Py)를 발생하고, 발생된

패러티(Py)를 비교기(300)에 제공한다.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230)는 패러티 페이지 버퍼(220)에 저장된

패러티(Px)를 비교기(300)에 제공한다. 비교기(300)는 두 패러티(Px, Py)가 일치하면 패스신호(Pass)를 발생하고,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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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폐일신호(Fail)를 발생한다. 여기에서, 두 패러티(Px, Py)가 일치한다는 것은 소스 페이지(11)의 데이터를 읽

는 과정에서 1_비트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두 패러티(Px, Py)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1_비트 에러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흐름(④)(도시되지 않음, 도 2 참조)에서는 데이터 리로딩 동작(data reloading operation)이 수행된다. 데이터 리

로딩 동작은 후술하는 도 2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데이터 흐름(⑤)에서는 페이지 버퍼(120) 및 패러티 페이지 버퍼(220)에 저장된 데이터 및 패러티를 타겟 페이지(12)에 프

로그램한다. 데이터 흐름(③)에서 두 패러티(Px, Py)가 일치하면, 페이지 버퍼(120) 및 패러티 페이지 버퍼(220)에 저장된

데이터 및 패러티는 타겟 페이지(12)에 프로그램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에러 검출 동작은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하는 도중에 소스 페이지의 데이터를 읽는 과

정에서 발생한 1_비트 에러를 검출하는 동작이다.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중에 1_비트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피 백 프

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에러 정정 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도 2 내지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리로딩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여기에서,

데이터 리로딩 동작(data reloading operation)이란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중에 소스 페이지(11)의 일부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교체하기 위한 동작이다. 즉, 데이터 로딩 동작은 소스 페이지(11)의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120)로 읽어낸 다음

에(②), 페이지 버퍼(120)에 새로운 데이터를 리로딩(reloading)하는 동작이다. 이때,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에

대한 새로운 패러티가 패러티 페이지 버퍼(220)에 저장되어야 한다.

도 2는 데이터 리로딩 동작을 수행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2에서, 복수의 플레인

(111~114) 및 복수의 패러티 플레인(211~214)은 도 1의 셀 어레이(110) 및 패러티 셀 어레이(210)이다. 즉, 셀 어레이

(110)는 복수의 플레인으로 구분되고, 패러티 셀 어레이(210)는 복수의 패러티 플레인(211~214)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211~214)은 각각의 플레인(111~114)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패러티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제 1 패러티 플레인(211)은 제 1 플레인(111)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패러티를 저장한다. 도 1의 데이터 흐름(①)을 참

조하면, 각각의 패러티 플레인(211~214)에는 각각의 플레인(111~114)에 대한 패러티가 저장된다. 즉, 패러티 셀 어레이

(210)에는 4_비트의 패러티가 저장된다.

소스 페이지(11)의 데이터 및 패러티가 페이지 버퍼(120) 및 패러티 페이지 버퍼(220)로 읽혀지고(②), 에러 검출 동작

(③)이 수행된 다음에, 데이터 리로딩 동작(④)이 수행된다. 예를 들어, 제 1 페이지 버퍼(121)에 새로운 데이터가 리로드

(reload) 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에 대한 새로운 패러티는 제 1 패러티 페이지 버퍼(221)

에 저장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칼럼 선택 및 패러티 발생 회로(130)는 데이터 리로딩 동작 시에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를 입

력받고, 칼럼 어드레스(CA)에 응답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제 1 페이지 버퍼(121)에 전달한다. 한편,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230)는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를 입력받아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하고, 칼럼 어드레스(CA)에 응

답하여 새로운 패러티를 제 1 패러티 페이지 버퍼(221)에 전달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230)의 내부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230)는 디멀티플렉서(410), 복수의 패러티 발생기(421~424), 패러티 플레인 검출

기(430), 그리고 복수의 로드 드라이버(441~444)를 포함한다.

디멀티플렉서(410)는 데이터 리로딩 동작 시에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를 입력받고, 칼럼 어드레스(CA)에 응답

하여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할 패러티 발생기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디멀티플렉서(410)는 리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를 입력받고, 칼럼 어드레스(CA)에 응답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제 1 패러티 발생기(421)에 전달한다.

복수의 패러티 발생기(421~424)는 각각 동일한 구성 및 동작 원리를 갖는다. 도 1의 데이터 흐름(①)을 참조하면, 각각의

패러티 발생기(421~424)는 각각의 패러티(P1~P4)를 발생한다. 데이터 리로딩 동작 시에, 제 1 패러티 발생기(421)는 리

로드된 데이터(reloaded data)를 입력받고, 새로운 패러티(P1')를 발생한다. 이때 제 2 내지 제 4 패러티 발생기

(422~424)는 이전 패러티(previous parity, P2~P4)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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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티 플레인 검출기(430)는 데이터 리로딩 동작 시에 칼럼 어드레스(CA)에 응답하여 패러티 플레인을 검출하고, 검출결

과로서 플래그 신호를 발생한다. 위의 예에서, 패러티 플레인 검출기(430)는 제 1 패러티 플레인(211)를 검출하고, 제 1

플래그 신호(F1)를 발생한다. 패러티 플레인 검출기(430)의 구성 및 동작은 후술하는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복수의 로드 드라이버(441~444)는 동일한 구성 및 동작 원리를 갖는다. 복수의 로드 드라이버(441~444)는 패러티 플레

인 검출기(430)에서 발생한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복수의 패러티 발생기(421~424)에서 발생한 패러티를 복수의 패러

티 페이지 버퍼(221~224)에 전달한다. 위의 예에서, 제 1 로드 드라이버(441)는 데이터 로딩 동작 시에 제 1 플래그 신호

(F1)에 응답하여 새로운 패러티(P1')를 제 1 패러티 페이지 버퍼(221)에 전달한다.

도 4는 도3에 도시된 패러티 플레인 검출기의 내부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패러티 플레인 검출기

(430)는 복수의 래치(431~434)와 디코더(435)를 포함한다.

복수의 래치(431~434)는 플래그 신호(F1~F4)를 저장하며, 데이터 로딩 동작 시에 클록 신호(CLK)에 동기 되어 플래그

신호(F1~F4)를 복수의 로드 드라이버(도 3 참조, 441~444)에 제공한다. 디코더(435)는 데이터 로딩 동작 시에 칼럼 어

드레스(CA)를 디코딩하여 복수의 래치(431~434) 중에서 어느 하나의 래치를 인에이블 한다. 위의 예에서, 디코더(435)

는 칼럼 어드레스(CA)를 디코딩하여 제 1 래치(431)를 인에이블 한다. 제 1 래치(431)는 클록 신호(CLK)에 동기 되어 제

1 플래그 신호(F1)를 제 1 로드 드라이버(441)에 제공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에러 검출 및 데이

터 리로딩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데이터

리로딩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에 리로드된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한다. 새로운 패러티는 칼럼 어드레스에 의

해 선택된 패러티 플레인에 프로그램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

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도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

명의 범위는 상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의하면,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 동안에 소스 페이지의 데이터

를 읽는 과정에서 발생한 1_비트 에러를 검출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카피 백 프로그

램 동작 동안에 데이터 리로딩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에 리로드된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패러티를 발생하고, 새로운 패러티

를 칼럼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패러티 플레인에 프로그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에러 검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리로딩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의 내부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패러티 플레인 검출기의 내부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셀 어레이 210: 패러티 셀 어레이

120: 페이지 버퍼 220: 패러티 페이지 버퍼

130: 칼럼 선택 및 패러티 발생 회로

등록특허 10-066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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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패러티 발생 및 패러티 칼럼 선택 회로

300: 비교기 410: 디멀티플렉서

421~424: 패러티 발생기 430: 패러티 플레인 검출기

441~444: 로드 드라이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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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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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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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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