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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메모리 매트(10∼60)를 포함하는 메모리 어레이를 U자형으로 배치하고, 메모리 어레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로

직 회로(92) 및 아날로그 회로(91)를 배치하고 있다. 이에 의해, 아날로그 회로(91) 및 로직 회로(92) 등의 주변 회로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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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패드(101) 및 데이터 패드(100) 등의 패드대와의 사이에서 전원 전압 및 신호의 교환이 용이해진다. 또한, 아날로그 회

로(91)에 대해서는 전원 패드(101)에 가까워지므로, 전원 배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를 억제할 수 있고, 또한 전원 패드

(101) 부근에서 차지 펌프용 전원 배선(102)과 주변 회로용 전원 배선(103)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메모리 매트, 차치 펌프, 전원 패드, 메모리 어레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A)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2는 메모리 매트(10, 20)에 대하여 공통으로 설치되는 감지 증폭기(71), 및 컬럼 디코더(15, 25)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

도.

도 3은 뱅크 1, 2의 리드 동작 및 검증 동작 시의 컬럼 제어 신호의 신호 레벨에 대하여 나타낸 도면.

도 4는 제1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A)에서의 메모리 매트(10)의 보다 상세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B)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퓨즈 레지스터(211)의 회로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도 7은 판독 데이터 신호 전송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주요한 신호의 동작 파형을 도시한 타이밍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221)의 회로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

도 9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전송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주요한 신호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 타이밍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C)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300)의 회로 구성의 일부를 나타낸 회로도.

도 12는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에 쇼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

도 13은 워드선 누설 전류 모니터 시 및 선택 게이트 누설 전류 모니터 시의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의 각 부위의 전압 상

태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아날로그 회로(93) 및 그 주변 회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누설 모니터(934)의 회로 구성에 대하여 나타낸 회로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누설 모니터(934)의 회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A, 1B, 1C :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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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 메모리 매트

11, 21, 22, 31, 32, 41, 42, 51, 52, 61 : 스페어 블록

13, 63 : 로우 프리 디코더

14, 24, 34, 44, 54, 64 : 로우 디코더

15, 25, 35, 45, 55, 65 : 컬럼 디코더

19 : 불량 메모리 셀 정보 기억 영역

71, 73, 74, 76 : 감지 증폭기

71R : 리드 감지 증폭기

71V : 검증 감지 증폭기

81, 93, 94 : 제어 회로

91 : 아날로그 회로

92 : 로직 회로

98 : CUI

99 : CPU

100 : 데이터 패드

101 : 전원 패드

110 : 어드레스 패드

120 : WE 버퍼

130 : CE 버퍼

140 : 어드레스 버퍼

200, 300 :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

201 : X 게이트

202 : Y 게이트&감지 증폭기

210 : 스페어 블록 제어 회로

211 : 퓨즈 레지스터

212 : 어드레스 선택 회로

213 : 어드레스 판정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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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p : 로우 프리 디코더

220, 220N, 220S : 로우 디코더

221 :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

222S, 222N : 워드선 디코더

223S, 223N : 선택 게이트 디코더

224S, 224N : 소스선&웰 디코더

230 : 컬럼 디코더

240 : 감지 증폭기

240s : 감지 제어 회로

250 : 데이터 제어 회로

260 : 입출력 버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기억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특정적으로는 소거 단위가 블록마다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 관

한 것이다.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하나인 플래시 메모리는, 소거 단위가 블록마다이다. 구체적으로는, 메모리 셀의 워드선과

웰&소스선과의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 동작이 행해진다.

플래시 메모리의 메모리 매트 내에서, 워드선과 비트선과의 사이의 쇼트, 또는 워드선과 웰&소스선과의 사이의 쇼트가 발

생하면, 그에 기인한 누설 전류에 의해, 소거 동작 시에 메모리 셀의 워드선과 웰&소스선과의 사이에 인가되는 고전압의

레벨이 저하된다. 이에 의해, 해당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소거 불량이 발생한다.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 단위는 블록마다

이므로, 소거 불량도 블록 단위로 된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의 소거 불량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블록 단위에서의 치환을 행하기 위한 스페어 블록이

필요하게 된다. 플래시 메모리에 스페어 블록을 탑재하면, 칩 면적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그 때문에, 주변 회로를 어떻게

하여 노멀 블록과 공유하여 칩 면적의 증가를 억제할지가, 플래시 메모리의 플로어 플랜(회로 배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하

다.

플래시 메모리의 플로어 플랜은, 플래시 메모리 특유의 고전압 발생 회로에 의한 주변 회로에의 전원 노이즈의 영향을 억

제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의 플로어 플랜은 자동 배치 배선 툴을 사용하여 레이아웃되는 로직 회

로대의 어스펙트비(종횡비)를 저감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로직 회로대의 어스펙트비를 저감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의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에 스페어 블록을 탑재하는 경우, 누설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불량 블록의 비선택 처리가 중요하다. 플

래시 메모리의 WT(Wafer Test)에서는 전체 블록 일괄의 전압 스트레스 인가 테스트를 실시하지만, 그 때 불량 블록에서

의 누설 전류에 의한 전압 강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량 블록에 전압 스트레스가 인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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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개2001-84800호 공보에 기재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플래시 메모리)는, 일괄 기입·소거 테스트 모드 시에,

승압 회로의 출력 전압을 저하시키는 불량 번지를 자동 검출한다. 그리고, 그 번지에는 고전압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도록

불량 번지를 기억 회로에 기억함으로써, 용장 회로 사용 전에 행해지는 메모리 셀에의 일괄 기입·소거 시험을 실현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는, 플로어 플랜을 고려하지 않고 구동 전압 발생 회로로부터 구동되는 전위의 변화를

모니터함으로써 불량 블록의 판정을 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칩 면적이 증대하고, 또한 불량 블록의 누설 전류를 직접 모

니터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칩 면적의 증대를 억제하면서, 불량 블록의 비선택 처리가 가능한 반도체 기억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 국면에 따른 반도체 기억 장치는, 평면 형상이 U자형으로 배치되는 메모리 어레이와, 메모리 어레이의 배치

에 의해서 형성되는 오목부에 배치되는 아날로그 회로 및 로직 회로와, 메모리 어레이에 접하지 않고, 또한 아날로그 회로

및 로직 회로의 근방에 배치되는 전원 패드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에 따른 반도체 기억 장치는, 노멀 블록과 스페어 블록을 포함하는 복수의 메모리 블록과, 복수의 메모

리 블록마다의 스페어 블록 치환 정보와 불량 스페어 블록 정보로 이루어지는 블록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어레이와, 블

록 정보를 입력받아, 복수의 메모리 블록이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판정하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를 출력하는 스페어 블록

판정 회로와,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를 입력받아, 복수의 메모리 블록마다 디코드를 행하는 디코드 회로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칩 면적의 증대를 억제하면서, 불량 블록의 비선택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목적, 특징, 국면 및 이점은,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이해되는 본 발명에 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

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 도면에서 동일 또는 상당하는 부분에는 동일 부호

를 붙여 그 설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제1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A)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제1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A)는, 평면 형상이 U자형으로 배치된 메모리 어레이(2)(도 1

의 굵은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와, 아날로그 회로(91)와, 로직 회로(92)와, 제어 회로(93, 94)와, 데이터 패드(100)와, 전원

패드(101)와, 어드레스 패드(110)를 구비한다. 메모리 어레이(2)는 메모리 매트(10, 20, 30, 40)(예를 들면, 28Mb)와, 불

량 메모리 셀 정보 기억 영역(19)과, 메모리 매트(50, 60)(예를 들면, 8Mb)와, 스페어 블록(11, 21, 22, 31, 32, 41, 42, 51,

52, 61)과, 로우 프리 디코더(13, 63)와, 로우 디코더(14, 24, 34, 44, 54, 64)와, 컬럼 디코더(15, 25, 35, 45, 55, 65)와,

감지 증폭기(71, 73, 74, 76)와, 제어 회로(81)를 포함한다.

메모리 매트(10)(뱅크 1이라고 함)는 스페어 블록(11)을 포함한다. 로우 프리 디코더(13) 및 로우 디코더(14)는 메모리 매

트(10)의 도시하지 않은 워드선 등을 활성화한다. 컬럼 디코더(15)는 메모리 매트(10)의 도시하지 않은 비트선 등을 활성

화한다. 불량 메모리 셀 정보 기억 영역(19)은 불휘발성 메모리로서, 사용자가 기입 및 소거할 수 없는 영역이며, 블록마다

의 양호/불량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 매트(20)(뱅크 2라고도 함)는 스페어 블록(21, 22)을 포함한다. 로우 디코더(24)는 메모리 매트(20)의 도시하지 않

은 워드선 등을 활성화한다. 컬럼 디코더(25)는 메모리 매트(20)의 도시하지 않은 비트선 등을 활성화한다. 감지 증폭기

(71)는 메모리 매트(10, 20)에 대하여 공통으로 설치되고, 메모리 매트(10, 20)에 있어서의 도시하지 않은 비트선쌍의 전

위차를 검지 증폭한다. 여기서, 메모리 매트(10, 20)에 대하여 공통으로 설치되는 감지 증폭기(71), 및 컬럼 디코더(15,

25)의 보다 상세한 구성 및 동작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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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메모리 매트(10, 20)에 대하여 공통으로 설치되는 감지 증폭기(71), 및 컬럼 디코더(15, 25)의 구성을 나타낸 회로

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감지 증폭기(71)는 리드 감지 증폭기(71R)와, 검증 감지 증폭기(71V)를 포함한다.

컬럼 디코더(15)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1, N12, N13을 포함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1은 메모리 매트

(10)로부터의 메인 비트선 MBL1과 노드 ND1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1을 입력받는

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2는 노드 ND11과 리드 감지 증폭기(71R)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컬럼 제어 신호

CAUE_BANK1을 입력받는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3은 노드 ND11과 검증 감지 증폭기(71V)와의 사이에 접속되

고, 게이트에 컬럼 제어 신호 CAUO_BANK1을 입력받는다.

컬럼 디코더(25)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4, N15, N16을 포함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4는 메모리 매트

(20)로부터의 메인 비트선 MBL2와 노드 ND12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2를 받는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5는 노드 ND12와 리드 감지 증폭기(71R)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컬럼 제어 신호

CAUE_BANK2를 받는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6은 노드 ND12와 검증 감지 증폭기(71V)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컬럼 제어 신호 CAUO_BANK2를 받는다.

메모리 매트(10)는 선택 게이트 SG10, SG11(모두 N 채널 MOS 트랜지스터)과, 메모리 셀 MC00, MC01, MC10, MC11을

포함한다. 선택 게이트 SG10은 메인 비트선 MBL1과 서브 비트선 SBL10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선택 게이트선

SGL10에 접속된다. 선택 게이트 SG11은 메인 비트선 MBL1과 서브 비트선 SBL1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선택

게이트선 SGL11에 접속된다.

메모리 셀 MC00은 서브 비트선 SBL10과 소스선 SL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10에 접속된다. 메모리

셀 MC01은 소스선 SL1과 서브 비트선 SBL10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11에 접속된다. 메모리 셀

MC10은 서브 비트선 SBL11과 소스선 SL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10에 접속된다. 메모리 셀 MC11

은 소스선 SL1과 서브 비트선 SBL1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11에 접속된다.

메모리 매트(20)는 선택 게이트 SG20, SG21(모두 N 채널 MOS 트랜지스터)과, 메모리 셀 MC20, MC21, MC30, MC31을

포함한다. 선택 게이트 SG20은 메인 비트선 MBL2와 서브 비트선 SBL20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선택 게이트선

SGL20에 접속된다. 선택 게이트 SG21은 메인 비트선 MBL2와 서브 비트선 SBL2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선택

게이트선 SGL21에 접속된다.

메모리 셀 MC20은 서브 비트선 SBL20과 소스선 SL2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20에 접속된다. 메모리

셀 MC21은 소스선 SL2와 서브 비트선 SBL20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21에 접속된다. 메모리 셀

MC30은 서브 비트선 SBL21과 소스선 SL2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20에 접속된다. 메모리 셀 MC31

은 소스선 SL2와 서브 비트선 SBL2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21에 접속된다.

리드 감지 증폭기(71R)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2, N15를 각각 통하여 입력되는 신호를 입력받아, 리드 출력 신호

SAOUT_READ를 출력한다. 검증 감지 증폭기(71V)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13, N16을 각각 통하여 입력되는 신호

를 입력받아, 검증 출력 신호 SAOUT_VERIFY를 출력한다. 다음으로, 뱅크 1, 2의 리드 동작 및 검증 동작 시의 컬럼 제어

신호의 신호 레벨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뱅크 1, 2의 리드 동작 및 검증 동작 시의 컬럼 제어 신호의 신호 레벨에 대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뱅크 1의 리드 동작일 때, 컬럼 디코더(1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1, CAUE_BANK1,

CAUO_BANK1은 각각 H 레벨(논리 하이), H 레벨, L 레벨(논리 로우)로 된다. 이 때,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1과 리드

감지 증폭기(71R)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리드 감지 증폭기(71R)는 메인 비트선 MBL1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를 입력받

아, 리드 출력 신호 SAOUT_READ를 출력한다. 한편, 컬럼 디코더(2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2, CAUE_

BANK2, CAUO_BANK2는 모두 L 레벨로 된다. 그 때문에,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2와 리드 감지 증폭기(71R) 및 검증

감지 증폭기(71V)는 모두 전기적으로 차단된다.

뱅크 2의 리드 동작일 때, 컬럼 디코더(1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1, CAUE_BANK1, CAUO_BANK1은

모두 L 레벨로 된다. 그 때문에,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1과 리드 감지 증폭기(71R) 및 검증 감지 증폭기(71V)는 모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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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차단된다. 한편, 컬럼 디코더(2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2, CAUE_BANK2, CAUO_BANK2는

각각 H 레벨, H 레벨, L 레벨로 된다. 이 때,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2와 리드 감지 증폭기(71R)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리드 감지 증폭기(71R)는 메인 비트선 MBL2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리드 출력 신호 SAOUTREAD를 출력

한다.

뱅크 1의 검증 동작일 때, 컬럼 디코더(1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1, CAUE_BANK1, CAUO_BANK1은

각각 H 레벨, L 레벨, H 레벨로 된다. 이 때,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1과 검증 감지 증폭기(71V)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검증 감지 증폭기(71V)는 메인 비트선 MBL1로부터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검증 출력 신호 SAOUT_VERIFY를 출력한다.

한편, 컬럼 디코더(2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2, CAUE_BANK2, CAUO_BANK2는 모두 L 레벨로 된다.

이 때문에,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2와 리드 감지 증폭기(71R) 및 검증 감지 증폭기(71V)는 모두 전기적으로 차단된다.

뱅크 2의 검증 동작일 때, 컬럼 디코더(1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1, CAUE_BANK1, CAUO_BANK1은

모두 L 레벨로 된다. 이 때문에,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1과 리드 감지 증폭기(71R) 및 검증 감지 증폭기(71V)는 모두 전

기적으로 차단된다. 한편, 컬럼 디코더(2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2, CAUE_BANK2, CAUO_BANK2는

각각 H 레벨, L 레벨, H 레벨로 된다. 이 때,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2와 검증 감지 증폭기(71V)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검증 감지 증폭기(71V)는 메인 비트선 MBL2로부터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검증 출력 신호 SAOUT_VERIFY를 출력한다.

다음으로, 뱅크 1의 리드 동작과 함께 뱅크 2의 검증 동작을 행할 때, 컬럼 디코더(1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

BANK1, CAUE_BANK1, CAUO_BANK1은 각각 H 레벨, H 레벨, L 레벨로 된다. 이 때,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1과 리

드 감지 증폭기(71R)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리드 감지 증폭기(71R)는 메인 비트선쌍 MBL1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리드 출력 신호 SAOUT_READ를 출력한다. 한편, 컬럼 디코더(2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2,

CAUE_BANK2, CAUO_BANK2는 각각 H 레벨, L 레벨, H 레벨로 된다. 이 때,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2와 검증 감지 증

폭기(71V)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검증 감지 증폭기(71V)는 메인 비트선 MBL2로부터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검증 출력

신호 SAOUT_VERIFY를 출력한다.

다음으로, 뱅크 1의 검증 동작과 함께 뱅크 2의 리드 동작을 행할 때, 컬럼 디코더(1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

BANK1, CAUE_BANK1, CAUO_BANK1은 각각 H 레벨, L 레벨, H 레벨로 된다. 이 때,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1과 검

증 감지 증폭기(71V)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검증 감지 증폭기(71V)는 메인 비트선 MBL1로부터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검증 출력 신호 SAOUT_VERIFY를 출력한다. 한편, 컬럼 디코더(25)에 입력되는 컬럼 제어 신호 CAL_BANK2, CAUE_

BANK2, CAUO_BANK2는 각각 H 레벨, H 레벨, L 레벨로 된다. 이 때, 도 2의 메인 비트선 MBL2와 리드 감지 증폭기

(71R)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리드 감지 증폭기(71R)는 메인 비트선 MBL2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리드 출

력 신호 SAOUT_READ를 출력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임의의 메모리 뱅크에 대한 기입, 소거 또는 검증 동작 중에, 다른 메모리 뱅크에 대한 판독 동작을 행하

는 것을 BGO(Back Ground Operation)라고 한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감지 증폭기(71)를 메모리 매트(10, 20)에 대

하여 공통으로 설치하여 컬럼 제어 신호를 BGO 제어함으로써, 예를 들면 메모리 매트(10)의 데이터를 재기입 중에, 어드

레스를 전환하는 것만으로 메모리 매트(20)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메모리 매트(10, 20)는 기입, 판독

등의 동작을 단독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BGO에 의한 복합 동작을 실현할 수 있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메모리 매트(30)(뱅크 3이라고도 함)는 스페어 블록(31, 32)을 포함한다. 로우 디코더(34)는 메모

리 매트(30)의 도시하지 않은 워드선 등을 활성화한다. 컬럼 디코더(35)는 메모리 매트(30)의 도시하지 않은 비트선 등을

활성화한다. 감지 증폭기(73)는 메모리 매트(30)에 있어서의 도시하지 않은 비트선쌍의 전위차를 검지 증폭한다. 메모리

매트(40)(뱅크 4라고도 함)는 스페어 블록(41, 42)을 포함한다. 로우 디코더(44)는 메모리 매트(40)의 도시하지 않은 워드

선 등을 활성화한다. 컬럼 디코더(45)는 메모리 매트(40)의 도시하지 않은 비트선 등을 활성화한다. 감지 증폭기(74)는 메

모리 매트(40)에 있어서의 도시하지 않은 비트선쌍의 전위차를 검지 증폭한다.

메모리 매트(50)(뱅크 5라고도 함)는 스페어 블록(51, 52)을 포함한다. 로우 디코더(54)는 메모리 매트(50)의 도시하지 않

은 워드선 등을 활성화한다. 컬럼 디코더(55)는 메모리 매트(50)의 도시하지 않은 비트선 등을 활성화한다. 메모리 매트

(60)(뱅크 6이라고 함)는 스페어 블록(61)을 포함한다. 로우 프리 디코더(63) 및 로우 디코더(64)는 메모리 매트(60)의 도

시하지 않은 워드선 등을 활성화한다. 컬럼 디코더(65)는 메모리 매트(60)의 도시하지 않은 비트선 등을 활성화한다. 감지

증폭기(76)는 메모리 매트(50, 60)에 대하여 공통으로 설치되고, 메모리 매트(50, 60)에 있어서의 도시하지 않은 비트선쌍

의 전위차를 검지 증폭한다. 이에 의해, 메모리 매트(50, 60)는 도 2, 3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기입, 판독 등의 동작을

단독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BGO에 의한 복합 동작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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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회로(81)는 도 1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WE 버퍼(120) 및 어드레스 버퍼(140)를 포함한다. 이들의 상

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아날로그 회로(91)는 도 1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부 고전압 발생 회로(931) 등을 포함한다.

내부 고전압 발생 회로(931) 등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로직 회로(92)는 도 1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CUI(Command

User Interface)(98) 및 CPU(Central Processing Unit)(99)를 포함한다. CUI(98) 및 CPU(99)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제어 회로(93)는 도 1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CE 버퍼(130), 스페어 블록 제어 회로(210), 및 감지 제어 회

로(240s)를 포함한다. 이들의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제어 회로(94)는 도 1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제어 회로

(250) 및 입출력 버퍼 회로(260)를 포함한다. 데이터 제어 회로(250) 및 입출력 버퍼 회로(260)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데이터 패드(100)는 외부와의 데이터 신호의 교환이 행해지는 패드이다. 전원 패드(101)는 아날로그 회로(91)에 있어서의

명시하지 않는 내부 고전압 발생 회로(931) 등에 전원 전압을 공급하는 차지 펌프용 전원 배선(102)을 확장하고 있다. 또

한, 전원 패드(101)는 컬럼 디코더(15, 65) 등에 전원 전압을 공급하는 주변 회로용 전원 배선(103)을 확장하고 있다. 어드

레스 패드(110)는 외부와의 어드레스 신호의 교환이 행해지는 패드이다.

스페어 블록을 탑재하는 경우, BGO를 실현하기 위한 스페어 블록의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하다. 스페어 블록을 메인 어레

이와 분리하여 미니 어레이화할 때에는 스페어 블록마다 로우 디코더, 컬럼 디코더, 감지 증폭기 등의 회로가 필요하게 된

다. 그 때문에, 소위 면적 패널티가 커진다. 이 면적 패널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뱅크마다 스페어 블록을 배치하

여, 동일 메모리 뱅크 내의 노멀 블록과 상기 회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도 1에 도시한 제1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A)에서는, 메모리 매트(10∼60)의 메모리 매트마다 스페어 블록

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메모리 매트(10, 20)에 대하여 감지 증폭기(71)를 공통으로 설치하고, 메모리 매트(50, 60)에 대

하여 감지 증폭기(76)를 공통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BGO를 실현하면서, 회로 면적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

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플로어 플랜에서는, 패키지에 넣기 위한 칩 종횡 사이즈(어스펙트비) 및 메모리 매트의 뱅크 수 등의 제약에

의해, 칩 내에서 대면적을 차지하는 메모리 매트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이에 의해, 로직 회로 및 아날로그 회로에

대해서는 비어 있는 장소에 높은 어스펙트비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회로의 배치 효율이 나빠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로직 회로는, 통상 자동 배치 배선 툴을 이용하여 레이아웃된다. 그 때문에, 높은 어스펙트비의 영역에서는 배선 율속이 되

기 쉽고, 집적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로직 회로가 배치되는 영역에서는 어스펙트비를 저감하여 배선 에리어

를 확보함으로써 집적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었다.

아날로그 회로는 전력 소비가 많은 차지 펌프 회로 등을 포함한다. 그 때문에, 아날로그 회로가 전원 패드로부터 먼 위치에

배치되면, 전원 배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로 전원 공급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 차지 펌프 회로용의 전

원 배선과 디코더 등의 주변 회로용의 전원 배선을 공유화하면, 차지 펌프 동작 시의 전원 전압 강하에 의해 주변 회로의

동작 지연에 의해 액세스 지연을 야기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1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A)에서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매트(10∼60)를 포함하는 메모리

어레이(2)를 U자형으로 배치하고, 메모리 어레이(2)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로직 회로(92) 및 차지 펌프 회로 등을

포함하는 아날로그 회로(91)를 배치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를 MCP(Multi Chip Package)에 탑재하는 경우, 다른 칩이 해당 플래시 메모리의 상부에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 그 때문에, 패드대는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과 같이 중앙이 아닌, 측면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와 같이 메모리 어레이(2)를 ㅁ자형으로 배치하면, ㅁ자형 중에 배치된 주변 회로와 패드대와의 사이

에서 전원 전압 및 신호의 교환이 곤란해진다. 이에 대하여, 메모리 어레이(2)를 U자형으로 배치하면, 로직 회로(92) 등의

주변 회로와 전원 패드(101) 및 데이터 패드(100) 등의 패드대와의 사이에서 전원 전압 및 신호의 교환이 용이해진다.

또한, 메모리 어레이(2)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로직 회로(92)를 배치함으로써, 로직 회로(92)에 대해서는 어스펙트

비를 저감하여 배치 가능하고, 자동 배치 배선 실행 시의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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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모리 어레이(2)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아날로그 회로(91)를 배치함으로써, 아날로그 회로(91)에 대해서는

전원 패드(101)에 가까워지므로, 전원 배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를 억제할 수 있고, 또한 전원 패드(101) 부근에서 차지

펌프용 전원 배선(102)과 주변 회로용 전원 배선(103)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변 회로는, 액세스계의 회로를 가

리키며, 예를 들면 로직 회로(92) 등을 포함한다.

이에 의해, 내부 고전압 발생 회로(931) 등에 의한 차지 펌프 동작 시에 발생하는 노이즈의 주변 회로에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메모리 매트(10)의 보다 상세한 블록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는 제1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A)에서의 메모리 매트(10)의 보다 상세한 블록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

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모리 매트(10)는 일괄 소거 단위인 노멀 블록(10n1∼10n17)(모두 32㎾)을 포함한다. 또한, 메

모리 매트(10)는 NOR형 플래시 메모리에 존재하는 부트 블록(10b1∼10b8)(모두 4㎾)을 포함한다. 부트 블록

(10b1∼10b8)은 노멀 블록(10n1∼10n7)보다 일괄 소거 단위가 작아, 예를 들면 부팅용 코드의 기억에 이용된다. 또,

「W」는 기억 용량의 단위 「워드」를 나타낸다.

각각이 4㎾인 부트 블록(10b1∼10b8)은, 각각이 32㎾인 노멀 블록(10n1∼10n7)과 메모리 사이즈가 다르므로, 레이아웃

에 있어서 왜곡될 수 있다. 그 때문에, 토탈 용량 32㎾인 부트 블록(10b1∼10b8)은 노멀 블록(10n1∼10n7)과는 물리적으

로 다른 영역에 배치된다. 따라서, 본래 부트 블록용으로 할당되어 있는 노멀 블록 영역에는 아무것도 배치되지 않게 된다

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도 4에 도시한 제1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A)에서의 메모리 매트(10)에서는, 이 영역을 스페어 블록(11)으

로서 이용하고 있다. 스페어 블록(11)은 노멀 블록(10n1∼10n7)의 결함 시에, 노멀 블록(10n1∼10n7)을 치환하는 블록이

다. 이에 의해, 본래 부트 블록용으로 할당되어 있는 노멀 블록 영역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1 실시예에 따르면, 메모리 매트(10∼60)를 포함하는 메모리 어레이(2)를 U자형으로 배치하고, 메모리 어

레이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 로직 회로(92) 및 아날로그 회로(91)를 배치함으로써, 칩 면적의 증대를 억제하면서, 차

지 펌프 동작 시에 발생하는 노이즈의 디코더 등의 주변 회로에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제1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A)와 같이 스페어 블록을 탑재하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누설성 불량 블록의

비선택 처리가 중요하다.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플래시 메모리)의 WT에서는 전체 블록 일괄로 전압 스트레스 인가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 때, 불량 블록에서의 누설 성분에 의한 전압 강하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량 블록에는 전압 스트레스

를 인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블록 어드레스 디코더에 블록마다의 양호/불량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를 배치할 필요

가 있다. 이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휘발성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테스트마다 전원을 하강시키면 정보가 소실된다고 하

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칩마다 다른 정보를 테스트마다 테스터로부터 공급하면, 테스트 동측수를 줄인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블록마다의 양호/불량 정보는, 어떤 불량 블록을 어떤 스페어 블록으로 치환할지를 나타내는 스페어 블록 치환 정

보와, 불량이므로 치환 불가의 스페어 블록을 나타내는 불량 스페어 블록 정보를 가리킨다. 불량 스페어 블록 정보의 데이

터가 "1"인 경우, 전체 데이터를 소거 데이터 "1"로 할 필요가 있어, 그 전까지의 데이터를 재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불량

스페어 블록 정보는 테스트 도중에 스페어 블록이 양호품에서 불량품으로 변화했을 때의 덮어쓰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 데이터 "0"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WT 시에 칩이 LT(Laser Trimming) 전의 상태인 경우, 칩 내의 불휘발성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스페어 블록

치환 정보를 퓨즈 레지스터에 전송할 필요가 있다. 또, LT 후에는 퓨즈 레지스터의 퓨즈 정보가 그대로 사용된다. 퓨즈 레

지스터에 전송된 스페어 블록 치환 정보는 각 블록 어드레스 디코더에 배치된 블록마다의 양호/불량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에 전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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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단계에서 스페어 블록 치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칩 내의 불휘발성 메모리 영역에 블록마다의 양호/불량 정보

를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각 블록 어드레스 디코더에 블록마다의 양호/불량 정보를 레지스터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블록

의 수에 따른 신호선이 필요하게 된다. 칩에서의 블록 수는 칩이 대용량이 되면 될수록 많아진다. 블록 수가 많아지면, 레

이아웃이 제약되어, 칩이 신호선 율속으로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제2 실시예의 불휘발

성 반도체 기억 장치(1B)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B)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제2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B)는 로직 회로(92)와,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200)와, X 게이

트(201)와, Y 게이트&감지 증폭기(202)와, 스페어 블록 제어 회로(210)와, 로우 디코더(220N, 220S)를 구비한다.

로직 회로(92)는 CUI(98)와, CPU(99)를 포함한다. CUI(98)는 기록 인에이블 신호 /WE, 데이터 신호 DQ 및 어드레스 신

호 ADD 등을 외부로부터 입력받아, 이들 커맨드를 디코드한다. CPU(99)는 CUI(98)에서의 디코드 결과를 입력받아, 플래

시 메모리 어레이(200)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B) 전체를 제어한다. CPU(99)는 라이트 스테이트 머신

정보 신호 CXHRDY가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천이했을 때, 동작을 개시한다.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200), X 게이트(201), 및 Y 게이트&감지 증폭기(202)로 이루어지는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부는

CPU(99)에 의해서 제어된다.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200)는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한 메모리 매트(10∼60) 및 불량 메모리

셀 정보 기억 영역(19)의 양방을 포함하지만, 도 5에서는 사용자가 기입 및 소거를 할 수 없는 영역에 블록마다의 양호/불

량 정보를 저장하는 불량 메모리 셀 정보 기억 영역(19)의 기능을 주로 기재하고 있다. Y 게이트&감지 증폭기(202)는 플

래시 메모리 어레이(200)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판독한 판독 데이터 신호 RDO를 스페어 블록 제어 회로(210)에 출력

한다.

스페어 블록 제어 회로(210)는 퓨즈 레지스터(211)와, 어드레스 선택 회로(212)와, 어드레스 판정 회로(213)를 포함한다.

퓨즈 레지스터(211)는 레지스터 초기화 신호 ISPRST, 판독 데이터 신호 RDO, 어드레스 디코드 신호 ADDDEC, 및 정보

전환 신호 IPROMSEL을 입력받아, 어드레스 판정 회로(213)에 레지스터 출력 신호 ROUT를 출력한다.

레지스터 초기화 신호 ISPRST는 퓨즈 레지스터(211)의 초기화를 제어한다. 어드레스 디코드 신호 ADDDEC는 플래시 메

모리 어레이(200)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판독한 판독 데이터 신호 RDO를 퓨즈 레지스터(211)에 전송할 때에 이용된

다. 정보 전환 신호 IPROMSEL은 퓨즈 레지스터(211)에 저장되어 있던 퓨즈 정보와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200)에 저장되

어 있던 판독 데이터 신호 RDO 중에서 어느 쪽을 사용할지를 선택한다. 퓨즈 레지스터(211)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에 대해

서는 후술한다.

어드레스 선택 회로(212)는 내부 어드레스 신호 AE<22:15>, AO<22:15>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어드레스 판정 회로

(213)에 출력한다. 어드레스 판정 회로(210)는 어드레스 선택 회로(212)로부터 출력되는 내부 어드레스 신호 및 레지스터

출력 신호 ROUT를 입력받아, 로우 디코더(220N, 220S)에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을 각각 출력한다.

로우 디코더(220N)는 노멀 블록(도시 생략)용으로서,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221)와, 워드선 디코더(222N)와, 선택 게

이트 디코더(223N)와, 소스선&웰 디코더(224N)를 포함한다.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221)는 블록 선택 제어 신호

BLKSEL0,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 및 데이터 저장 스트로브 신호 ISTRB를 받아, 블록의 양호·불량을 판정하

는 블록 판정 신호 BLKSEL을 출력한다. 데이터 저장 스트로브 신호 ISTRB는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221)에 스페어 블

록 판정 신호 SPBLKSEL을 저장하는 데 이용된다.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221)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에 대해서는 후술

한다.

워드선 디코더(222N)는 블록 판정 신호 BLKSEL을 입력받아, 워드선의 신호를 디코드한다. 선택 게이트 디코더(223N)는

블록 판정 신호 BLKSEL을 입력받아, 선택 게이트의 신호를 디코드한다. 소스선&웰 디코더(224N)는 블록 판정 신호

BLKSEL을 입력받아, 소스선 및 웰의 신호를 디코드한다.

로우 디코더(220S)는 스페어 블록(도시 생략)용으로서, 워드선 디코더(222S)와, 선택 게이트 디코더(223S)와, 소스선&웰

디코더(224S)를 포함한다. 워드선 디코더(222S)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을 입력받아, 워드선의 신호를 디코

드한다. 선택 게이트 디코더(223S)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을 입력받아, 선택 게이트의 신호를 디코드한다.

소스선&웰 디코더(224S)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을 입력받아, 소스선 및 웰의 신호를 디코드한다. 또, 상기

한 도시하지 않은 노멀 블록 및 스페어 블록을 제2 실시예에서는 총칭하여 메모리 블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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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200)로부터 판독되는 판독 데이터 신호 RDO를 퓨즈 레지스터(211)에 전송하는 판독

데이터 신호 전송 프로세스와, 어드레스 판정 회로(210)로부터 출력되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을 블록 어드

레스 레지스터(211)에 전송하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전송 프로세스로, 크게 나누어 설명한다. 이와 같이 2단계로 스페

어 블록 치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스페어 블록 치환 정보를 각 스페어 블록에 직접 전송할 필요가 없어져, 플래시 메모리

(200)로부터 각 스페어 블록에 스페어 블록 치환 정보를 전송하는 신호선의 수를 삭감할 수 있다. 우선, 판독 데이터 신호

전송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한 퓨즈 레지스터(211)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퓨즈 레지스터(211)의 회로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제2 실시예의 퓨즈 레지스터(211)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21과,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21,

N22, N23과, 퓨즈 F21과, 인버터 I21, I22, I23을 포함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21은 전원 노드와 노드 ND2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레지스터 초기화 신호 ISPRST를

받는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21은 드레인이 노드 ND21에 접속되고, 소스가 퓨즈 F21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정보

전환 신호 IPROMSEL을 받는다. 퓨즈 F21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21과 접지 노드와의 사이에 접속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22, N23은 노드 ND21과 접지 노드와의 사이에 직렬 접속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22

는 게이트에 판독 데이터 신호 RDO를 받는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23은 게이트에 어드레스 디코드 신호 ADDDEC

를 받는다. 인버터 I21, I22는 노드 ND21과 노드 ND22와의 사이에 상호 고리 형상으로 접속된다. 인버터 I23은 입력 단자

가 노드 ND22에 접속되어, 레지스터 출력 신호 ROUT를 출력한다. 다음으로, 퓨즈 레지스터(211)의 회로 동작을 포함하

는 판독 데이터 신호 전송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로 동작에 대하여, 주요한 신호의 동작 파형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7은 판독 데이터 신호 전송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주요한 신호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 타이밍도이다.

도 7의 (a)를 참조하면, 기록 인에이블 신호 /WE는 시각 t1에 있어서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하고, 시각 t2에서 L 레

벨로부터 H 레벨로 상승한다. 이를 받아, 데이터 신호 DQ[7:0]에서 커맨드 신호 CMD1이 발생한다. 또한, 기록 인에이블

신호 /WE는 시각 t3에서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하고, 시각 t4에서 L 레벨로부터 H 레벨로 상승한다. 이를 받아, 데

이터 신호 DQ[7:0]에서 커맨드 신호 CMD2가 발생한다.

시각 t5에서, 라이트 스테이트 머신 정보 신호 CXHRDY가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한다. 이를 받아, 도 5의 CPU(99)

는 동작을 개시한다. 시각 t6에서, 정보 전환 신호 IPROMSEL이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한다. 이에 의해, 도 6을 참조

하여, 퓨즈 F21과 노드 ND21이 전기적으로 차단된다. 그 결과, 도 5를 참조하여, 퓨즈 레지스터(211)의 정보를 사용하는

상태로부터 플래시 메모리(200)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태로 천이한다.

시각 t7에서, 레지스터 초기화 신호 ISPRST가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한다. 이에 의해, 도 6의 노드 ND21이 H 레벨

로 프리차지된다. 그 결과, 퓨즈 레지스터(211)가 초기화된다. 시각 t8에서, 레지스터 초기화 신호 ISPRST가 L 레벨로부

터 H 레벨로 상승한다. 시각 t9에서, 내부 어드레스 신호 AO[3:0]이 인크리먼트된다. 내부 어드레스 신호 AO[3:0]이 시

각 t9에서 인크리먼트되고 나서 시각 t15에서 다시 인크리먼트되기까지의 각종 신호의 동작에 대하여, 도 7의 (b)를 참조

하여 설명한다.

도 7의 (b)를 참조하면, 내부 CPU 클럭 신호 PK1, PK2는 상호 상보로 변화한다. 도 5의 CPU(99)는 내부 CPU 클럭 신호

PK1, PK2에 동기하여, 내부 어드레스 신호 AO[3:0]를 인크리먼트한다. 감지 컨트롤 신호 TXLATDO는 시각 t10에서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하고, 시각 t11에서 L 레벨로부터 H 레벨로 상승한다. 시각 t12에서, 판독 데이터 신호 RDO

[8:0]이 무효 상태(invalid)로부터 유효 상태(valid)로 전환한다.

어드레스 디코드 신호 ADDDEC는 내부 CPU 클럭 신호 PK1, PK2에 동기하여, 시각 t13에서 L 레벨로부터 H 레벨로 상

승한다. 이에 의해, 도 6의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23이 도통한다. 그 결과, 판독 데이터 신호 RDO의 정보가 도 6의 노

드 ND21에 반영된다. 즉, 판독 데이터 신호 RDO가 퓨즈 레지스터(211)에 저장된다. 시각 t14에서, 어드레스 디코드 신호

ADDDEC는 내부 CPU 클럭 신호 PK1, PK2에 동기하여,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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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의 (a)로 되돌아가 시각 t16에서, 라이트 스테이트 머신 정보 신호 CXHRDY가 L 레벨로부터 H 레벨로 상승한다. 이를

받아, 도 5의 CPU(99)는 동작을 종료한다. 단, 정보 전환 신호 IPROMSEL은 퓨즈 F21과 노드 ND21을 계속해서 전기적

으로 차단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L 레벨로 고정해 둔다. 다음으로,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전송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한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221)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221)의 회로 구성을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제2 실시예의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221)는 인버터 I31∼I36과, NOR 회로(321)와, NAND 회로(322)

와, 트랜스퍼 게이트 TG31을 포함한다.

인버터 I31은 블록 선택 제어 신호 BLKSEL0을 반전한다. 인버터 I32는 인버터 I31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반전한다. NOR

회로(321)는 인버터 I31로부터 출력된 신호 및 데이터 저장 스트로브 신호 ISTRB를 입력받는다. 인버터 I33은 NOR 회로

(321)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반전한다. 트랜스퍼 게이트 TG31은 NOR 회로(321)로부터 출력된 신호에 따라서, 스페어 블

록 판정 신호 SPBLKSEL과 노드 ND31을 전기적으로 접속/분리한다.

인버터 I34는 입력 단자가 노드 ND31에 접속되고, 출력 단자가 노드 ND32에 접속된다. 인버터 I35는 입력 단자가 노드

ND32에 접속되고, 출력 단자가 노드 ND31에 접속된다. 인버터 I35는 NOR 회로(321)로부터 출력된 신호의 반전 신호에

따라서 동작이 온/오프 상태로 된다. 인버터 I36은 입력 단자가 노드 ND32에 접속된다. NAND 회로(322)는 인버터 I32,

I36으로부터 각각 출력된 신호를 입력받아, 블록 판정 신호 BLKSEL을 출력한다. 다음으로,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221)

의 회로 동작을 포함하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전송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로 동작에 대하여, 주요한 신호의 동작 파형

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9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전송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주요한 신호의 동작 파형을 나타낸 타이밍도이다.

도 9의 (a)를 참조하면, 기록 인에이블 신호 /WE는 시각 t1에서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하고, 시각 t2에서 L 레벨로부

터 H 레벨로 상승한다. 이를 받아, 데이터 신호 DQ[7:0]에서 커맨드 신호 CMD1이 발생한다. 또한, 기록 인에이블 신호 /

WE는 시각 t3에서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하고, 시각 t4에서 L 레벨로부터 H 레벨로 상승한다. 이를 받아, 데이터 신

호 DQ[7:0]에서 커맨드 신호 CMD2가 발생한다.

시각 t5에서, 라이트 스테이트 머신 정보 신호 CXHRDY가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한다. 이를 받아, 도 5의 CPU(99)

는 동작을 개시한다. 시각 t6에서, 내부 어드레스 신호 AO[22:15]가 인크리먼트된다. 내부 어드레스 신호 AO[22:15]가

시각 t6에서 인크리먼트되고 나서 시각 t9에서 다시 인크리먼트되기까지의 각종 신호의 동작에 대하여, 도 9의 (b)를 참조

하여 설명한다.

도 9의 (b)를 참조하면, 내부 CPU 클럭 신호 PK1, PK2는 상호 상보로 변화한다. 도 5의 CPU(99)는 내부 CPU 클럭 신호

PK1, PK2에 동기하여, 내부 어드레스 신호 AO[22:15]를 인크리먼트한다. 시각 t6에서, 블록 선택 제어 신호 BLKSEL0

및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이 유효 상태(valid)로 전환한다. 시각 t7에서, 데이터 저장 스트로브 신호 ISTRB는

내부 CPU 클럭 신호 PK1, PK2에 동기하여,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하강한다.

이에 의해, 도 8을 참조하면, 블록 선택 제어 신호 BLKSEL0이 H 레벨일 때, NOR 회로(321)는 H 레벨의 신호를 출력한

다. 그 결과, 트랜스퍼 게이트 TG31이 도통하여,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의 정보가 노드 ND31에 반영된다. 즉,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이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221)에 저장된다.

블록 판정 신호 BLKSEL은 도 8을 참조하여, 블록 선택 제어 신호 BLKSEL0이 H 레벨이고, 또한 블록 어드레스 레지스터

(221)에 L 레벨의 신호가 저장되어 있을 때, L 레벨(데이터 "0")의 신호를 출력한다. 이 데이터 "0"을 불량 스페어 블록 정

보로 함으로써, 테스트 도중에서 스페어 블록이 양품으로부터 불량품으로 변화했을 때의 덮어쓰기가 가능하게 된다. 시각

t8에서, 데이터 저장 스트로브 신호 ISTRB는 내부 CPU 클럭 신호 PK1, PK2에 동기하여, L 레벨로부터 H 레벨로 상승한

다. 도 9의 (a)로 되돌아가, 시각 t10에서, 라이트 스테이트 머신 정보 신호 CXHRDY가 L 레벨로부터 H 레벨로 상승한다.

이를 받아, 도 5의 CPU(99)는 동작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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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200)로부터 판독되는 판독 데이터 신호 RDO를 퓨즈 레지스터(211)에 전송하는 판독 데

이터 신호 전송 프로세스와, 어드레스 판정 회로(210)로부터 출력되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을 블록 어드레

스 레지스터(211)에 전송하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전송 프로세스와의 2단계로 스페어 블록 치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스페어 블록 치환 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신호선의 수를 삭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2 실시예에 따르면, 판독 데이터 신호 전송 프로세스와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전송 프로세스와의 2단계로

스페어 블록 치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스페어 블록 치환 정보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신호선의 수를 삭감할 수 있고, 칩 면

적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다.

[제3 실시예]

제2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B)에 있어서 불량 블록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블록마다의 누설 전류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이 누설 전류 모니터를 테스터로 판정하고자 하면 시간이 걸리므로, 칩 내부에 누설 전류의 판정 회로를 설치

할 필요가 있다. 전류 판정 레벨은 누설 전류의 대소에 의한 신뢰성에의 영향과 제품으로서의 칩의 수율과의 관계로 결정

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전류 판정 레벨은 튜너블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설 전류가 메모리 셀의 워드선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전류인지, 메모리 셀의 웰&소스선측(선택 게이트측)으로부터 유입되는 전류인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3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C)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C)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0을 참조하여, 제3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C)는 WE 버퍼(120)와, CE 버퍼(130)와, 어드레스 버퍼

(140)와, 로직 회로(92)와, 아날로그 회로(93)와, 스페어 블록 제어 회로(210)와, 플래시 메모리 어레이(300)와, 로우 프리

디코더(220p)와, 로우 디코더(220)와, 컬럼 디코더(230)와, 감지 증폭기(240)와, 감지 제어 회로(240s)와, 데이터 제어 회

로(250)와, 입출력 버퍼(260)를 구비한다.

WE 버퍼(120)는 외부로부터 기록 인에이블 신호 /WE를 입력받아 버퍼 처리를 행한다. CE 버퍼(130)는 외부로부터 칩 인

에이블 신호 CE를 입력받아 버퍼 처리를 행한다. 어드레스 버퍼(140)는 외부로부터 어드레스 신호 ADD를 입력받아 버퍼

처리를 행한다.

로직 회로(92)는 CUI(98)와, CPU(99)를 포함한다. CUI(98)는 WE 버퍼(120), CE 버퍼(130) 및 어드레스 버퍼(140)로부

터 각각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받아, 이들 커맨드를 디코드한다. CPU(99)는 CUI(98)에서의 디코드 결과를 입력받아, 플래

시 메모리 어레이(300)를 포함하는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C) 전체를 제어한다. CPU(99)는 라이트 스테이트 머신

정보 신호 CXHRDY가 H 레벨로부터 L 레벨로 천이했을 때, 동작을 개시한다.

아날로그 회로(93)는 내부 고전압 발생 회로(931)와, 워드선 증폭기(932)와, 선택 게이트 증폭기(933)와, 누설 모니터

(934WL, 934SG)를 포함하고, 로직 회로(92)로부터 아날로그 회로 제어 신호 ACTR을 입력받아 동작한다. 내부 고전압

발생 회로(931)는 내부 고전압 신호 VPS를 발생한다. 워드선 증폭기(932)는 플래시 메모리(300)에 있어서의 워드선의 신

호를 증폭한다. 선택 게이트 증폭기(933)는 플래시 메모리(300)에 있어서의 선택 게이트 및 웰&소스선의 신호를 증폭한

다. 누설 모니터(934)는 워드선측으로부터 유입되는 누설 전류를 모니터하여, 워드선 누설 신호 VVWL2를 출력한다. 누

설 모니터(934SG)는 선택 게이트 및 웰&소스선측으로부터 유입되는 누설 전류를 모니터하여, 선택 게이트 누설 신호

VVSG를 출력한다.

스페어 블록 제어 회로(210)는 퓨즈 레지스터(211)와, 어드레스 판정 회로(213)를 포함한다. 퓨즈 레지스터(211)는 로직

회로(92)로부터 출력되는 레지스터 초기화 신호 ISPRST, 어드레스 디코드 신호 ADDDEC 및 정보 전환 신호 IPROMSEL

과, 데이터 제어 회로(250)로부터 출력되는 판독 데이터 신호 RDO를 입력받아, 어드레스 판정 회로(213)에 레지스터 출

력 신호 ROUT를 출력한다. 어드레스 판정 회로(213)는 내부 어드레스 신호 AO, AE, 및 레지스터 출력 신호 ROUT를 입

력받아, 로우 디코더(220)에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을 출력한다.

로우 프리 디코더(220p)는 어드레스 버퍼(140)로부터의 출력을 입력받아, 로우 디코더(220)에 블록 선택 제어 신호

BLKSEL0을 출력한다. 로우 디코더(220)는 아날로그 회로(93)로부터 출력되는 내부 고전압 신호 VPS, 워드선 누설 신호

VVWL2, 선택 게이트 신호 VVSG와, 로직 회로(92)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 저장 스트로브 신호 ISTRB와, 스페어 블록 제

어 회로(210)로부터 출력되는 스페어 블록 판정 신호 SPBLKSEL을 입력받아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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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제어 회로(240s)는 어드레스 버퍼(140)로부터의 출력을 받아, 감지 증폭기(240)를 제어한다. 입출력 버퍼(260)는 외

부에 대하여 입출력되는 데이터 신호 DQ를 버퍼 처리하여, CUI(98)에 커맨드 신호를 출력한다. 다음으로, 플래시 메모리

(300)에 있어서 누설 전류가 어느 부분으로부터 흐르는 것인지를 설명한다. 또, 플래시 메모리(300)는 제1 실시예에 있어

서의 메모리 매트(10∼60) 및 이들 스페어 블록에 상당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300)의 회로 구성의 일부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플래시 메모리(300)는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와, 선택 게이트 SG00, SG01, SG10, SG11(모두 N 채

널 MOS 트랜지스터)과, 플래시 메모리 셀 MC00, MC01, MC10, MC11, MC20, MC21, MC30, MC31을 포함한다.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는 도 10에 도시한 컬럼 디코더(230)로부터의 메인 비트선 MBL과 메인 비트선 MBL 상의 노드

ND41과의 사이에 접속된다. Y 게이트 트랜지스터 YG는 게이트에 접속되는 Y 게이트 선택선 YGL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따라서, 컬럼 디코더(230)와 플래시 메모리(300)(노드 ND41)를 전기적으로 접속/분리한다.

선택 게이트 SG00은 메인 비트선 MBL과 서브 비트선 SBL00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선택 게이트선 SGL00에 접

속된다. 선택 게이트 SG01은 메인 비트선 MBL과 서브 비트선 SBL0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선택 게이트선

SGL01에 접속된다. 선택 게이트는 선택 게이트선으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따라서, 메인 비트선과 서브 비트선을 전기적으

로 접속/분리한다.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은 서브 비트선 SBL00과 소스선 SL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0에 접속된다. 플

래시 메모리 셀 MC01은 소스선 SL과 서브 비트선 SBL00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1에 접속된다. 플래

시 메모리 셀 MC10은 서브 비트선 SBL10과 소스선 SL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0에 접속된다. 플래시

메모리 셀 MC11은 소스선 SL과 서브 비트선 SBL10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1에 접속된다.

플래시 메모리 셀 MC20은 서브 비트선 SBL01과 소스선 SL과의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0에 접속된다.

플래시 메모리 셀 MC21은 소스선 SL과 서브 비트선 SBL1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1에 접속된다. 플

래시 메모리 셀 MC30은 서브 비트선 SBL11과 소스선 SL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0에 접속된다. 플래

시 메모리 셀 MC31은 소스선 SL과 서브 비트선 SBL1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워드선 WL1에 접속된다.

선택 게이트 SG10은 메인 비트선 MBL과 서브 비트선 SBL10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선택 게이트선 SGL10에 접

속된다. 선택 게이트 SG11은 메인 비트선 MBL과 서브 비트선 SBL01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선택 게이트선

SGL11에 접속된다.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에 쇼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한

다.

도 12는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에 쇼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은 기판(301)과, 웰층(302)과, 부유 게이트층(303)과, 워드선층(304)과, N형

고농도 불순물 영역(305, 306)과, 드레인 컨택트층(307)과, 서브 비트선층(308)과, 소스선층(309)을 포함한다.

기판(BN)(301) 상에는 웰층(PW)(302)이 형성된다. 웰층(302)의 상측에는 부유 게이트층(303)이 형성된다. 부유 게이트

층(303)의 상측에는 워드선층(304)이 형성된다. 부유 게이트층(303)의 양측에는 기판(301)의 주 표면으로부터 소정의 깊

이에 걸쳐, 상대적으로 불순물 농도가 높은 N형 고농도 불순물 영역(305, 306)이 형성된다. N형 고농도 불순물 영역(305)

상에는 드레인선층(307)이 형성된다. 드레인 컨택트층(307) 상에는 서브 비트선층(308)이 형성된다. 또한, N형 고농도 불

순물 영역(306) 상에는 소스선층(309)이 형성된다.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셀 MC00은, 워드선층(304)과 소스선층(309)과의 사이에 쇼트(310)를 갖는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은 워드선층(304)과 드레인 컨택트층(307)과의 사이에 쇼트(311)를 갖는다. 쇼트(310,

311)는 워드선 누설 전류 또는 선택 게이트 누설 전류의 원인이 된다. 워드선 누설 전류 모니터 시 및 선택 게이트 누설 전

류 모니터 시의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의 각 부위의 전압 상태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한다.

도 13은 워드선 누설 전류 모니터 시 및 선택 게이트 누설 전류 모니터 시의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의 각 부위의 전압 상

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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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워드선 누설 전류 모니터 시에는 워드선 WL을 소정의 고전압 VP로 설정하고, 웰 PW, 소스선

SL 및 서브 비트선 SBL을 소정의 저전압 VN으로 설정하고, 기판 BN을 전원 전위 VCC로 설정한다. 이에 의해, 워드선

WL로부터 웰 PW 및 소스선 SL에 대하여 전위차가 발생하여, 쇼트(310, 311)로부터 누설 전류가 계측된다. 한편, 선택 게

이트 누설 전류 모니터 시에는 웰 PW, 기판 BN 및 소스선 SL을 소정의 고전압 VP로 설정하고, 워드선 WL을 소정의 저전

압 VN으로 설정하고, 서브 비트선 SBL을 VP-Vd(Vd는 PN 확산 전위)로 설정한다. 이에 의해, 웰 PW 및 소스선 SL로부

터 워드선 WL에 대하여 전위차가 발생하여, 쇼트(310, 311)로부터 누설 전류가 계측된다.

이와 같이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의 각 부위의 전압 상태를 설정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셀 MC00의 워드선 누설 전류

및 선택 게이트 누설 전류를 각각 모니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10에 도시한 아날로그 회로(93) 및 그 주변 회로에 대하

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아날로그 회로(93) 및 그 주변 회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14를 참조하면, 아날로그 회로(93)는 내부 고전압 발생 회로(931)와, 워드선 증폭기(932)와, 선택 게이트 증폭기(933)

와, 누설 모니터(934WL, 934SG)를 포함한다. 내부 고전압 발생 회로(931)는 내부 고전압 신호 VPS를 발생한다. 워드선

증폭기(932)는 내부 고전압 신호 VPS를 입력받아, 모니터 입력 신호 VIN_WL을 출력한다. 선택 게이트 증폭기(933)는 내

부 고전압 신호 VPS를 입력받아, 모니터 입력 신호 VIN_SG를 출력한다.

누설 모니터(934WL)는 내부 고전압 신호 VPS, 모니터 입력 신호 VIN_WL, 및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LEAKMON_WL,

ILEAKMON_WL을 입력받아, 워드선 누설 신호 VVWL2 및 누설 모니터 판정 출력 신호 SAOUT_WL을 출력한다. 또, 누

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ILEAKMON_WL은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LEAKMON_WL의 상보 신호이다.

누설 모니터(934SG)는 내부 고전압 신호 VPS, 모니터 입력 신호 VIN_SG, 및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LEAKMON_SG,

ILEAKMON_SG를 입력받아, 선택 게이트 누설 신호 VVSG 및 누설 모니터 판정 출력 신호 SAOUT_SG를 출력한다. 또,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ILEAKMON_SG는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LEAKMON_SG의 상보 신호이다.

데이터 제어 회로(250)는 누설 모니터 판정 출력 신호 SAOUT_WL, SAOUT_SG를 입력받아, 입출력 버퍼(260)를 통하여

누설 모니터 판정 결과를 출력한다. 다음으로, 누설 모니터(934_WL, 934_SG)를 대표한 누설 모니터(934)의 회로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누설 모니터(934)의 회로 구성에 대하여 나타낸 회로도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누설 모니터(934)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1∼P56과,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1∼N57과, 인

버터 I51을 포함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1은 노드 ND51과 노드 ND52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LEAKMON을 입력받는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1은 노드 ND51과 노드 ND52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누

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ILEAKMON을 입력받는다.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ILEAKMON은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LEAKMON의 상보 신호이다. 노드 ND51로부터 모니터 입력 신호 VIN이 입력되고, 노드 ND52로부터 모니터 출력 신호

VOUT가 출력된다. 노드 ND52를 통하여 모니터 출력 신호 VOUT가 출력되는 경로를 경로 1이라고 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2는 노드 ND51과 노드 ND53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ILEAKMON을 입력받는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3은 노드 ND53과 노드 ND52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노

드 ND52에 접속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4는 노드 ND53과 노드 ND54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노드

ND52에 접속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1∼P54의 각 웰에는 내부 고전압 신호 VPS의 고전압이 공급된다. 노드

ND53을 통하여 모니터 출력 신호 VOUT가 출력되는 경로를 경로 2라고 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2는 노드 ND54와 접지 노드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ILEAKMON을 입력받는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3은 노드 ND54와 노드 ND55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노

드 ND54에 접속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4는 노드 ND56과 노드 ND55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노드

ND54에 접속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5는 노드 ND55와 접지 노드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에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LEAKMON을 입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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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5는 전원 전위 VCC의 전원 노드와 노드 ND56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접지 노드에 접

속된다. 이에 의해,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5는 항상 온 상태로 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5를 흐르는 부하 전류

Iload의 전류량은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5의 사이즈(채널 폭 W와 채널 길이 L과의 비)를 변경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

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5의 사이즈는 튜너블하게 되어 있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6은 전원 전위 VCC의 전원 노드와 노드 ND57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노드 ND56에

접속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6은 노드 ND57과 노드 ND58과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노드 ND56에 접속

된다.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7은 노드 ND58과 접지 노드와의 사이에 접속되고, 게이트가 전원 전위 VCC의 전원 노

드에 접속된다. 이에 의해,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7은 항상 온 상태로 된다.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6 및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6, N57은 인버터 회로를 구성한다. 인버터 I51은 입력 단자가

노드 ND57에 접속되고, 누설 모니터 판정 출력 신호 SAOUT를 출력한다. 다음으로, 누설 모니터(934)의 회로 동작에 대

하여 설명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누설 모니터(934)의 회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내부 고전압 신호 VPS는 누설 모니터 기간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한 고전압(예를 들면, 10V)을

유지한다. 모니터 입력 신호 VIN은 누설 모니터 기간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내부 고전압 VPS보다 낮은 일정한 전압(예

를 들면, 9V)을 유지한다. 이하, 시각 t1 이전 또는 시각 t2 이후의 통상 동작 기간과, 시각 t1∼t2의 누설 모니터 기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선, 통상 동작 기간에 있어서,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ILEAKMON, LEAKMON은 각각 H 레벨(내부 고전압 VPS), L

레벨(예를 들면, 0V)로 된다. 이를 받아,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1 및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1, N52가 온 된다.

한편,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2 및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5는 오프 된다.

이에 의해, 도 15를 참조하면, 모니터 출력 신호 VOUT는 경로 1을 통하여 모니터 입력 신호 VIN과 같아진다. 또한, P 채

널 MOS 트랜지스터 P52, P53은 모두 오프가 되므로, 경로 2에는 누설 전류 Ileak가 흐르지 않는다. 그 결과, 노드 ND56

에는 전류 미러를 통한 누설 전류 Ileak가 흐르지 않아, 노드 ND56은 전원 전위 VCC로 된다. 이를 받아, 노드 ND57은 L

레벨로 된다. 그 때문에, 누설 모니터 판정 출력 신호 SAOUT는 H 레벨(전원 전위 VCC)로 된다.

다음으로, 누설 모니터 기간에 있어서, 누설 모니터 활성화 신호 ILEAKMON, LEAKMON은 각각 L 레벨(예를 들면, 0V),

H 레벨(내부 고전압 VPS)로 된다. 이를 받아,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1 및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1, N52는 오프

로 된다. 한편,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2 및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5가 온으로 된다.

이에 의해, 도 15를 참조하면, 모니터 출력 신호 VOUT는 경로 2를 통하여 모니터 입력 신호 VIN으로부터 어느 정도 강하

된 전압이 공급된다. 누설 모니터 기간에 있어서의 모니터 출력 신호 VOUT는 전류 누설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전압 강

하가 커지므로 저전압으로 된다.

경로 2를 흐르는 누설 전류 Ileak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3, P54에 의해서 노드 ND54에 전류 미러된다. 노드 ND54

를 흐르는 누설 전류 Ileak는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3, N54에 의해서 노드 ND56에 또한 전류 미러된다. 그 때문에,

노드 ND56의 전위 레벨은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5를 흐르는 부하 전류 Iload와 N 채널 MOS 트랜지스터 N54를 흐르

는 누설 전류 IIeak와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

부하 전류 Iload가 누설 전류 Ileak보다 큰 경우(전류 누설없음), 노드 ND56은 전원 전위 VCC로 된다. 이를 받아, 노드

ND57은 L 레벨로 된다. 그 때문에, 누설 모니터 판정 출력 신호 SAOUT는 H 레벨(전원 전위 VCC)로 된다. 한편, 누설 전

류 Ileak가 부하 전류 Iload보다 큰 경우(전류 누설 있음), 노드 ND56은 접지 전위로 된다. 이를 받아, 노드 ND57은 H 레

벨로 된다. 그 때문에, 누설 모니터 판정 출력 신호 SAOUT는 L 레벨(예를 들면, 0V)로 된다.

부하 전류 Iload는 누설 전류 Ileak와의 전류량의 대소에 의한 신뢰성에의 영향과 제품으로서의 칩의 수율과의 관계로 결

정할 필요가 있다. 제3 실시예의 불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1C)에서는, P 채널 MOS 트랜지스터 P55의 사이즈를 변경함

으로써 부하 전류 Iload의 전류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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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제3 실시예에 따르면, 누설 모니터(934WL, 934SG)를 이용하여, 부하 전류 Iload의 전류량을 조정하면서 누

설 전류를 모니터함으로써, 불량 블록의 누설 전류를 직접 모니터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첨부의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칩 면적의 증대를 억제하면서, 불량 블록의 비선택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면 형상이 U자형으로 배치되는 메모리 어레이와,

상기 메모리 어레이의 배치에 의해서 형성되는 오목부에 배치되는 아날로그 회로 및 로직 회로와,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 접하지 않고, 또한 상기 아날로그 회로 및 상기 로직 회로의 근방에 배치되는 전원 패드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는, 각각이 노멀 블록(normal block)과 스페어 블록(spare block)을 갖는 복수의 뱅크를 포함하고,

상기 뱅크의 각각은 복수의 비트선을 갖고,

상기 뱅크 내의 상기 노멀 블록 및 상기 스페어 블록은, 상기 복수의 비트선을 선택하는 컬럼 디코더와, 상기 복수의 비트

선의 전위를 검지 증폭하는 감지 증폭 회로를 공유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는 불휘발성으로서, 상기 오목부의 양측에 대응하는 제1 및 제2 측부와, 상기 제1 및 제2 측부에 협지

된 바닥부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및 제2 측부는 각각 2개의 뱅크를 포함하고,

상기 뱅크의 각각은 복수의 비트선을 갖고,

상기 2개의 뱅크는 상기 복수의 비트선의 전위를 검지 증폭하는 감지 증폭기 회로를 공유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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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어레이는 불휘발성으로서, 복수의 뱅크를 포함하고,

상기 복수의 뱅크 중 적어도 하나는,

일괄 소거 단위인 노멀 블록 영역과,

상기 노멀 블록 영역보다 일괄 소거 단위가 작은 부트 블록 영역(boot block region)을 갖고,

상기 부트 블록 영역을 상기 노멀 블록 영역과 다른 영역에 형성함으로써 생기는 영역을, 상기 노멀 블록 영역의 결함 시에

상기 노멀 블록 영역을 치환하는 스페어 블록 영역으로서 이용하는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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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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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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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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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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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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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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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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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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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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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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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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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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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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