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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소거명령이 입력되면 셀이 이미 소거되어 있는 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셀단위로 소거전검증을 실시하는 소거
전검증단계, 소거전검증단계에서 소거전검증의 결과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셀이 소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셀을
 프리 프로그램하고 검증하는 프리 프로그램/검증 단계, 프리 프로그램/검증단계 후 셀을 소거하고 검증하는 소거/검증
단계, 소거/검증단계 후 셀의 어드레스 전체를 포스트 프로그램하고 검증하는 포스트 프로그램/검증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 진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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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 프리 프로그램, 포스트 프로그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 소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2a 및 2b는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을 보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소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 4a 내지 4c는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을 보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에 관한 것이며, 상세하게는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시 검증을 먼저 실시하여 소거가
 된 섹터에 대해서는 소거 동작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소거동작을 줄여 전체적인 소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는 소거(erase)시 문턱전압(Vt)의 분포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프리 프로그램(pre-
program)이라는 과정을 실시하여 소거하려는 셀들의 문턱전압(Vt)을 일정하게 세팅한 후 소거를 실시한다. 그리고 소
거를 실시한 후에는 포스트 프로그램(post-program)과정을 실시하여 혹시 과소거(over erase)되었을 셀들에 대해
서 일정한 문턱전압(Vt)으로 수렴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도 1을 참조하여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을 크게 나누면, 프리프로그램(10)과 프리프로그램검증(20)으로 이
루어진 프리프로그램단계와, 소거(30)와 소거검증(40)으로 이루어진 소거단계와, 포스트 프로그램(50)과 포스트프로
그램검증(60)으로 이루어진 포스트 프로그램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종래의 소거 방법을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거명령을 준다(S10). 소거명령이 주어지면 프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전에 오류카운터 및 어드레스를 리세트하
고(S20), 프리프로그램을 시작한다(S30).

프리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먼저 해당 어드레스를 프로그램한다(S40). 프로그램 후에는 프로그램된 해당 어드레스를 검
증한다(S50).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 된 해당 어드레스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S60).

단계(S60)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미리 설정된 최대값(MAX)인지를 판단한다(S80). 단
계(S80)에서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최대값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값을 증가(S81)시킨후 프로그램 단계
(S40)를 실행한다. 하지만 판단(S80)에서 오류카운터의 값이 최대값(MAX)라고 판단되면 오류(FAIL)설정을 하고 
종료한다.

한편, 단계(S60)에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검증된 어드레스가 최종어드레스인지를 판단한다(S70). 단계(S7
0)에서 최종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재의 어드레스를 증가(S71)시킨 후 프로그램 단계(S40)를 실행한다.

하지만 단계(S70)에서 최종 어드레스라고 판단되면 모든 어드레스의 프리 프로그램이 끝난 상태이므로 소거를 하기 위
하여 오류카운터 및 어드레스를 리세트 (S90)하고 소거를 시작한다(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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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어드레스를 소거(S110)하고, 해당 어드레스의 소거를 검증한다(S120).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소거
된 해당 어드레스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S130).

단계(S130)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미리 설정된 최대값(MAX)인지를 판단한다(S150)
. 단계(S150)에서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최대값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값을 증가(S151)시킨후 소거 단
계(S110)를 실행한다. 하지만 판단(S150)에서 오류카운터의 값이 최대값(MAX)라고 판단되면 단계(S81)에서 오류
(FAIL)설정을 하고 종료한다.

한편, 단계(S130)에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검증된 어드레스가 최종어드레스인지를 판단한다(S140). 단계(
S140)에서 최종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재의 어드레스를 증가(S141)시킨 후 소거단계(S110)를 실행한다
.

하지만 단계(S140)에서 최종 어드레스라고 판단되면 모든 어드레스의 소거가 끝난 상태이므로 포스트 프로그램을 하
기 위하여 오류카운터 및 어드레스를 리세트 한다(S160).

그리고 나서 해당 어드레스를 포스트 프로그램(post program)한다(S170). 단계(S170)에서 프로그램 후에는 프로그
램된 해당 어드레스를 검증한다(S180).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 된 해당 어드레스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S190).

만약, 단계(S190)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미리 설정된 최대값(MAX)인지를 판단한다(S
200). 단계(S200)에서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최대값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값을 증가(S201)시킨후 포
스트 프로그램 단계(S170)를 실행한다. 하지만 판단(S200)에서 오류카운터의 값이 최대값(MAX)라고 판단되면 단계
(S81)에서 오류(FAIL)설정을 하고 종료한다.

한편, 단계(S190)에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검증된 어드레스가 최종어드레스인지를 판단한다(S210). 단계(
S210)에서 최종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재의 어드레스를 증가(S211)시킨 후 포스트 프로그램 단계(S170)
를 실행한다.

하지만 단계(S210)에서 최종 어드레스라고 판단되면 모든 어드레스의 포스트 프로그램이 끝난 상태이므로 패스(PAS
S)를 설정하고(S220) 종료한다.

그런데 전술한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은, 플래시 메모리의 전 섹터를 검증하는데 이미 소거가 되어 검증이 
불필요할 경우에도 전 섹터를 검증하므로 불필요한 소거 동작을 하게 되어 전체적인 소거시간이 증가되어 소거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시 검증을 먼저 실시하여 소거가 된 섹터에 대해서는 소거 동작을 실시하지 않
음으로써 불필요한 소거동작을 줄여 전체적인 소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은, 소거명령이 입력되면 셀이 이미 소거되어 
있는 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셀단위로 소거전검증을 실시하는 소거전검증단계, 소거전검증단계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
되면 상기 셀이 소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셀을 프리 프로그램하고 검증하는 프리 프로그램/검증 단계, 프리
 프로그램/검증단계 후 상기 셀을 소거하고 검증하는 소거/검증단계, 소거/검증단계 후 상기 셀의 어드레스 전체를 포스
트 프로그램하고 검증하는 포스트 프로그램/검증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다. 또한 소거전검증단계
는, 소거하고자 하는 셀의 해당 어드레스를 검증하는 검증단계와, 검증단계의 결과 해당 어드레스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1오류판단단계와, 제1오류판단단계에서 해당 어드레스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의 어드레스가 최종
 어드레스인지를 판단하는 어드레스판단단계와, 어드레스판단단계에서 현재의 어드레스가 최종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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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면 다음 어드레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어드레스를 증가시키는 어드레스 증가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증
가단계 후 상기 검증단계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어드레스판단단계에서 현재의 어드레스가 
최종 어드레스라고 판단되면 상기 셀은 소거가 이루어진 셀이라고 판단하고 다음 셀에 대한 소거전검증단계를 실행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은 크게 나누어 소거전검증단계(110)와, 프리프로그램(120)과 프리프로그
램검증(130)으로 이루어진 프리프로그램단계와, 소거(140)와 소거검증(150)으로 이루어진 소거단계와, 포스트 프로
그램(160)과 포스트프로그램검증(170)으로 이루어진 포스트 프로그램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개략적인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거 명령이 입력되면, 소거하려는 섹터에 대하여 소거전검증을 실시하여 그 섹터의 모든 셀이 소거되어 있다면 
다음 셀로 넘어가서 역시 소거전검증을 실한다. 그래서 소거전검증시 소거가 되어 있지 않을 때만 프리프로그램과 소거
 그리고 포스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 상세한 과정을 다음과 같다.

소거명령이 입력되면(S310), 소거하고자 하는 셀이 이미 소거가 되어있는 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해당 어드레스에 대
한 소거전검증을 실시한다(S320). 이때 실시하는 소거전검증은 소거동작후에 실시하는 검증과 동일하다.

해당 어드레스에 대한 소거전검증을 한 후에는 해당 어드레스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S330). 판단(S330)에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어드레스는 이미 소거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어드레
스가 최종 어드레스인지를 판단한다(S340).

단계(S340)에서 현재 어드레스가 최종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또 다른 어드레스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드레스
를 증가시킨다(S341). 그리고 나서 소거전검증(S320)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단계(S340)에서 현재 어드레스가 최종 어드레스라고 판단되면 현재 소거검증을 하고 있는 셀은 이미 소거가 
되어 있는 셀이라고 판단하고 소거동작을 통과(S350)한다. 즉, 소거명령이 입력되었지만 이미 소거가 되어 있기 때문
에 소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셀을 소거검증한다(S360).

한편, 단계(S330)에서 소거전검증을 행한 해당 어드레스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어드레스는 소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셀단위로 정상적인 소거동작을 실시한다.

상세한 소거동작은 다음과 같다.

소거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프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류카운터 및 어드레스를 리세트하고(S370), 해
당 어드레스를 프리 프로그램한다(S380). 해당 어드레스의 프리 프로그램 후에는 프리 프로그램된 해당 어드레스를 
검증한다(S390).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프리 프로그램 된 해당 어드레스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S400
).

단계(S400)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미리 설정된 최대값(MAX)인지를 판단한다(S410)
. 단계(S410)에서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최대값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값을 증가(S411)시킨 후 프리 
프로그램 단계(S380)를 실행한다. 하지만 판단(S410)에서 오류카운터의 값이 최대값(MAX)라고 판단되면 단계(S4
20)에서 오류(FAIL)설정을 하고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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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계(S400)에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검증된 어드레스가 최종어드레스인지를 판단한다(S430). 단계(
S430)에서 최종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재의 어드레스를 증가(S431)시킨 후 프리 프로그램 단계(S380)를
 실행한다.

하지만 단계(S430)에서 최종 어드레스라고 판단되면 모든 어드레스의 프리 프로그램이 끝난 상태이므로 소거를 하기
 위하여 오류카운터 및 어드레스를 리세트 (S440)하고 해당 어드레스를 소거한다(S450).

해당 어드레스를 소거한 후에는, 해당 어드레스의 소거를 검증한다(S460).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소거된 해당
 어드레스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S470).

단계(S470)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미리 설정된 최대값(MAX)인지를 판단한다(S480)
. 단계(S480)에서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최대값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값을 증가(S481)시킨후 소거 단
계(S450)를 실행한다. 하지만 판단(S480)에서 오류카운터의 값이 최대값(MAX)라고 판단되면 단계(S420)에서 오
류(FAIL)설정, 플래시 메모리가 불량이라고 설정하고 종료한다.

한편, 단계(S470)에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검증된 어드레스가 최종어드레스인지를 판단한다(S490). 단계(
S490)에서 최종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재의 어드레스를 증가(S491)시킨 후 소거단계(S450)를 실행한다
.

하지만 단계(S490)에서 최종 어드레스라고 판단되면 모든 어드레스의 소거가 끝난 상태이므로 포스트 프로그램을 하
기 위하여 오류카운터 및 어드레스를 리세트 한다(S500).

그리고 나서 해당 어드레스를 포스트 프로그램(post program)한다(S510). 단계(S510)에서 포스트 프로그램 후에는
 포스트 프로그램된 해당 어드레스를 검증한다(S520).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포스트 프로그램 된 해당 어드레
스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S530).

만약, 단계(S530)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미리 설정된 최대값(MAX)인지를 판단한다(S
540). 단계(S540)에서 오류카운터의 현재값이 최대값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류카운터의 값을 증가(S541)시킨 후 
포스트 프로그램 단계(S510)를 실행한다. 하지만, 판단(S540)에서 오류카운터의 값이 최대값(MAX)라고 판단되면 
단계(S420)에서 오류(FAIL)로 설정, 플래시 메모리가 불량이라고 판단하고 종료한다.

한편, 단계(S540)에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검증된 어드레스가 최종어드레스인지를 판단한다(S550). 단계(
S550)에서 최종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재의 어드레스를 증가(S551)시킨 후 포스트 프로그램 단계(S510)
를 실행한다.

하지만 단계(S550)에서 최종 어드레스라고 판단되면 모든 어드레스의 포스트 프로그램이 끝난 상태이므로 패스(PAS
S)를 설정(S560), 플래시 메모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종료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에 의하면,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시 이미 소거가 되어 있는 셀에 대해서는 소
거 동작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소거동작을 줄여 전체적인 소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거명령이 입력되면 셀이 이미 소거되어 있는 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셀단위로 소거전검증을 실시하는 소거전검증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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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거전검증단계에서 소거전검증의 결과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셀이 소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셀을 프리 프로그램하고 검증하는 프리 프로그램/검증 단계,

상기 프리 프로그램/검증단계 후 상기 셀을 소거하고 검증하는 소거/검증단계,

상기 소거/검증단계 후 상기 셀의 어드레스 전체를 포스트 프로그램하고 검증하는 포스트 프로그램/검증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 진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거전검증단계는, 소거하고자 하는 셀의 해당 어드레스를 검증하는 검증단계와, 상기 검증단계의 결과 해당 어드
레스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1오류판단단계와, 상기 제1오류판단단계에서 해당 어드레스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
되면 현재의 어드레스가 최종 어드레스인지를 판단하는 어드레스판단단계와, 상기 어드레스판단단계에서 현재의 어드
레스가 최종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음 어드레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어드레스를 증가시키는 어드레스 증가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증가단계 후 상기 검증단계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
.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판단단계에서 현재의 어드레스가 최종 어드레스라고 판단되면 상기 셀은 소거가 이루어진 셀이라고 판단
하고 다음 셀에 대한 상기 소거전검증단계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 프로그램/검증 단계는, 상기 셀의 어드레스를 프리 프로그램 하는 프리프로그램단계와, 상기 프리 프로그램
된 어드레스를 검증하여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2오류판단단계와, 상기 제2오류판단단계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
되면 오류의 횟수를 측정하는 오류카운터의 값이 미리 설정된 최대값인지를 판단하는 제1최대값판단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최대값판단단계에서 상기 오류카운터의 값이 상기 최대값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기 오류카운터의 값을 증가
시키고 상기 프리프로그램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거/검증단계는, 해당 어드레스를 소거하는 소거단계와, 상기 소거단계에서 소거된 어드레스를 검증하여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3오류판단단계와, 상기 제3오류판단단계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의 횟수를 측정하는 
상기 오류카운터의 값이 미리 설정된 최대값인지를 판단하는 제2최대값판단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2최대값판단단계
에서 상기 오류카운터의 값이 상기 최대값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기 오류카운터의 값을 증가시키고 상기 소거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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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트 프로그램/검증단계는, 상기 어드레스와 오류카운터를 리세트 하는 제2리세트단계와, 상기 셀의 해당 어드
레스를 포스트 프로그램하는 포스트프로그램단계와, 상기 셀의 포스트 프로그램된 해당 어드레스를 검증하는 검증단계
와, 상기 검증단계에서 검증된 어드레스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4오류판단단계와, 상기 제4오류판단단계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의 횟수를 측정하는 상기 오류카운터의 값이 미리 설정된 최대값인지를 판단하는 제3최대
값판단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3최대값판단단계에서 상기 오류카운터의 값이 상기 최대값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오류
가 발생한 해당 어드레스를 포스트 프로그램 하는 재프로그램단계와, 상기 재프로그램단계 후 상기 오류카운터의 값을
 증가시키는 카운터증가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오류카운터 값의 증가 후 상기 포스트프로그램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소거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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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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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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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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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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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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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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