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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 동시적으로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메모리 장치(301)의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300) 및 방법이 개시된다. 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저장하도록 구성되며, 소스 위치(305)와, 목적지 위치(303)와, 데이터 레지스터(307)

와, 캐쉬 레지스터(309)를 포함한다. 데이터 레지스터(307)는 목적지(303)와 캐쉬 레지스터(309)에 데이터를 동시에 기

록하도록 구성된다. 시스템(300)은 메모리 장치와의 전기적 통신을 통해 수신된 임의의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처리 장치(107)(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더 포함한다. 처리 장치(107)는, 수신된 데이터

가 부정확한 경우 오류 정정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그 데이터에 랜덤 데이터를 추가하고, 오류-정정된 및/또는 랜덤 데

이터 수정된 데이터를 목적지 위치(303)로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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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소스 메모리 위치와, 목적지 메모리 위치와, 데이터 레지스터와, 캐쉬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데이터를 무작위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 수단으로서,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는 상기 목적지 메모리 위치와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동시에 기록하

도록 구성되고, 상기 소스 메모리 위치와 상기 목적지 메모리 위치는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와 전기적으로 통신하도록 동작

가능하고,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는 상기 캐쉬 레지스터와 전기적으로 통신하도록 더 동작가능한 것인, 상기 저장 수단과;

상기 저장 수단과의 전기적 통신을 통해 수신된 임의의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서, 상기 데이터가

부정확한 경우 상기 데이터의 오류 수정을 제공하도록 더 구성된 상기 검증 수단

을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인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

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NAND-타입 장치인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수단은 마이크로컨트롤러인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수단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인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수단과 상기 검증 수단간의 전기적 통신은 직렬 버스를 통해 발생하는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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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정확성은 상기 데이터와 상기 소스 메모리 위치에 원래 저장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달

성되는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정확성은 오류 정정 코딩 기술을 통해 달성되는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수단은 랜덤 데이터를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삽입하도록 더 구성된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

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0.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 내의 소스 어드레스 위치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original data)를 데이터 레지스터에 복사하는 단계;

상기 원본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캐쉬 레지스터와 목적지 레지스터에 동시에 복사하면서, 상기 데이터 레

지스터에 복사된 상기 원본 데이터를 미러링(mirroring)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처리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된 원본 데이터 내에서 잠재적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전송된 원본 데이터와 상기 소스 어드레스 위치에 저장된

예측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상기 원본 데이터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와;

임의의 오류가 검출되면 상기 전송된 원본 데이터 상에서 오류 정정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이로써 오류-정정된 데이터를

형성하는 것인, 상기 전송된 원본 데이터 상에서 오류 정정을 수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로부터 상기 캐쉬 레지스터로 오류-정정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오류-정정된 데이터의 사본을 상기 캐쉬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로 미러링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목적지 위치로 상기 오류-정정된 데이터를 복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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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수정된 오류-정정된 데이터를 형성하기 이전에 랜덤 데이터를 상기 오류-정정된 데이터에 추가하는 단계와;

수정된 오류-정정된 데이터를 상기 처리 장치로부터 상기 캐쉬 레지스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오류-정정된 데이터의 사본을 상기 캐쉬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로 미러링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오류-정정된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목적지 위치로 복사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수정된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랜덤 데이터를 상기 원본 데이터에 추가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데이터를 상기 처리 장치로부터 상기 캐쉬 레지스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데이터의 사본을 상기 캐쉬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로 미러링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상기 목적지 위치로 복사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인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인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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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메모리 위치와, 목적지 메모리 위치와, 데이터 레지스터와, 캐쉬 레지스터를 포함하며 데이터를 무작위로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장치로서,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는 상기 목적지 메모리 위치와 상기 캐쉬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동시에 기록하

도록 구성되고, 상기 소스 메모리 위치와 상기 목적지 메모리 위치는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와 전기적으로 통신하도록 동작

가능하고, 상기 데이터 레지스터는 상기 캐쉬 레지스터와 통신하도록 더 동작가능한 것인, 상기 메모리 장치와;

상기 저장 수단과의 전기적 통신을 통해 수신된 임의의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처리 장치로서, 상기 마이크로컨

트롤러는 상기 데이터가 부정확한 경우 상기 데이터의 오류 수정을 제공하도록 더 구성된 상기 처리 장치

를 포함하는,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인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NAND-타입 장치인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인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인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장치와 상기 처리 장치간의 전기적 통신은 직렬 버스를 통해 발생하는 것인, 메모리 장치에

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정확성은 상기 데이터와 상기 소스 메모리 위치에 원래 저장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달

성되는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의 정확성은 오류 정정 코딩 기술을 통해 달성되는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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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장치는 랜덤 데이터를 상기 수신된 데이터에 삽입하도록 더 구성된 것인, 메모리 장치에서 내

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메모리 셀에서 카피-백(copy-back) 동작을 수행하기 위

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전형적으로 휘발성 메모리 장치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분류된다.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DRAM

과 SRAM으로 세분된다.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는, MROM(Mask Read-Only Memory), PROM(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EPROM(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및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이 포함된다. EEPROM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나 보조 메모리 장치를 요구하는 시스

템 프로그래밍에서 그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래시 EEPROM은 대용량 저장 장치로서 유리한데, 이는 그들의

집적 밀도가 종래의 EEPROM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플래시 EEPROM들 중에서, NAND-타입의 플래시 EEPROM은,

NOR-타입 또는 AND-타입의 플래시 EEPROM에 비해 높은 집적 밀도를 가진다.

현재, 플래시 장치에서의 동작은, 사용자가 소스 어드레스 위치에 있는 한 페이지(메모리의 한 페이지는 그 크기가 전형적

으로 256 바이트 내지 2 킬로바이트임)의 내부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외부 메모리에 기록한 후 목적지에 다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직접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에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은 한 단계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것은 카피-백 동작의 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카피-

백의 유형은 블라인드 동작(blind operation)이다. 사용자는 올바른 데이터가 복사되었는지의 여부를 모른다. 만일 복사되

고 있는 데이터가 파손되거나 부정확하다면, 그 데이터가 목적지에 잘못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유형의 카피-백 동작이 장치의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스에서의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이러한 카피-백 방법은 오류있는 데이터가 목적지 어드레스에 복사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

한다.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있는 유력한 방법들 중 하나는 오류 정정 코드(ECC)를 사용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억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오류 정정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오류 정정 방법은, 예를 들어, 방전 손실에 기인한 오류

를 정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완전성을 바로잡고, 오류있는 데이터를 폐기한다. 그러나, 데이터의 완전성을 검사하기 위

한 전형적인 오류 정정 방법의 경우, 적어도 하나의 추가적인 직렬 랜덤 판독 싸이클이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추가

의 직렬 판독 단계는 플래시 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며, CPU 버스를 구속(tying up)하고 CPU 클럭 싸이클이 오류 정정을

수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전체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킨다.

도 1은 또 다른 종래 기술의 카피-백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도 1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101), 마이크로컨트롤러(107), 및

직렬 버스(109)를 포함한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101)는, 소스 어드레스 위치(103)와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105)를 포함

한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101)는 예를 들어 NAND-타입 장치일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101)는 직렬 버스(109)를 통해

마이크로컨트롤러(107)와 같은 외부 처리 장치와 통신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CPU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프로세

서와 같은 또 다른 처리 장치일 수 있다. 카피-백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먼저 소스 어드레스 위

치(103)에 포함된 데이터를 판독한다. 그 다음,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판독된 데이터의 사본을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

(105)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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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105)에 놓인 새로이 기록된 데이터의 최종 판독 동작(미도

시)을 수행함으로써,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105)에 기록된 데이터를 검증한다. 비록 효율적이지만,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

은, 전형적인 카피-백 방법은 느린데, 이것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101)와 마이크로컨트롤러(107)간의 모든 판독 및 기록

동작들이 직렬 버스(109)를 통해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 2는 또 다른 종래 기술의 카피-백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201)에는 내부 데이터 레지

스터(209)가 추가된다. 여기서, 소스 어드레스 위치(203)에서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 레지스터(209)에 직접 전송된다.

그 다음, 데이터 레지스터(209)는, 소스 어드레스 위치(203)에 저장된 데이터의 사본을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205)에 전

송한다. 이 시스템은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컨트롤러(107)와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완전성을 검증할 가능성이 없다. 전형적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필요한 경우 오류 정정 동작을 수행(예를 들어,

오류 정정 코드(ECC)의 실행)하도록 요구된다. 데이터 레지스터(209)의 존재는, 데이터 레지스터(209)에서의 데이터가

목적지 어드레스에서 프로그램될 수 있기 이전에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의해 수정될 수 있도록, 캐쉬 동작을 인에이블한다.

NAND-타입의 플래시 메모리는 페이지 카피-백 동작을 지원한다. 이것은, 데이터 정보가 외부로의 출력없이 한 페이지로

부터 또 다른 페이지로 복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한 장치는 미야모토에게 허여된 미국특허 RE 36,732호

에 기술되어 있다. 공개된 장치는, "데이터가 카피-백될 때 판독된 데이터를 외부 장치에 독출하지 않고서(미야모토의 요

약서에 강조됨) ...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이다. 미야모토의 장치는 CPU를 이용하지 않고

서 한 행의 메모리 데이터를 또 다른 행으로 동시에 복사하여 카피-백 동작을 실행함으로써, 전체 카피-백 시간을 감소시

킨다.

카피-백 동작이 병합되어 있는 추가적인 메모리 장치는, 베이온 등에게 허여된 미국 출원번호 제 2003/0076719호에 기

술되어 있다. 베이온은 "판독 동작 동안에는 센스 증폭기로서 동작하고 기록 동작 동안에는 기록 드라이버로서 동작하는

페이지 버퍼(베이온의 요약서에서 강조됨)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를 기술하고 있다. 페이지 버퍼는, 동일한 기

능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2개의 센스 및 래치 블럭을 가진다. 센스 및 래치 블럭들 중 하나가 판독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센스 및 래치 블럭은 앞서 감지된 데이터를 외부에 출력한다. 나아가, 센스 및 래치 블럭들 중 하나가 프로그램 동작

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쪽의 센스 및 래치 블럭은 프로그램될 데이터를 로딩한다. 페이지 버퍼로 인해,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동작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미야모토의 발명이건 베이온 등의 발명이건, (1) 데이터 완전성을 검사하고; (2) 데이터가 무효한 경우 오류를 정

정하고, 또는 (3) 내부 프로그래밍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동시에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는 수단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내부 프로그램 동작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판독 동작후에는 데이터의 완전성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오류 정정을 제공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송될 데이터의 미러 사본을 외부 처리 장치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캐쉬 레지스터에 제공함으로써 메모리 장치

의 내부 프로그래밍 동작 동안에 동시적인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메모리 장치는 데이터를 무작

위로 저장하도록 구성되며 소스 메모리 위치, 목적지 메모리 위치, 데이터 레지스터, 및 캐쉬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데이터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목적지 메모리 위치와 캐쉬 레지스터에 동시에 기록하도록 구성된다. 소스 및 목적지 메모리 위치는

데이터 레지스터와 전기적으로 통신하도록 동작가능하며, 데이터 레지스터는 캐쉬 레지스터와 통신하도록 더 동작가능하

다. 시스템은, 메모리 장치와의 전기적 통신을 통해 수신된 임의의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처리 장치(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더 포함한다. 이 처리 장치는 수신된 데이터가 부정확한 경우 오류 정정 동작

을 수행하도록 더 구성된다.

본 발명의 예시적 동작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데이터가 목적지 어드레스에 프로그래밍되고 있는 동안 캐쉬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한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데이터가 목적지 어드레스 프로그래밍되고 있는 동안 오류

검출 및 정정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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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메

모리 장치로부터의 소스 어드레스 위치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orginal data)를 데이터 레지스터에 복사하는 단계와, 데이

터 레지스터로부터의 원본 데이터를 캐쉬 레지스터와 목적지 어드레스에 동시에 복사하는 단계와, 캐쉬 레지스터에 저장

된 원본 데이터를 처리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단 원본 데이터가 처리 장치에 있게 되면, 전송된 원본 데이터를 소스 어드레스 위치에 저장된 예측된 데이터(expected

data)와 비교함으로써 원본 데이터의 완전성이 검증될 수 있다. 이러한 검증은 전송된 원본 데이터 내의 임의의 잠재적 오

류를 찾아낸다. 만일 오류가 검출되면, 전송된 원본 데이터 상에서 오류 정정이 수행되어, 오류-정정된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처리 장치는, 오류-정정된 데이터 스트림 내에 또는 수정된 원본 데이터 내에 추가의 랜덤 데이터를

삽입하여, 수정된 오류-정정된 데이터 또는 수정된 원본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오류-정정된 데이터, 수정된

오류-정정된 데이터, 또는 수정된 데이터는 처리 장치로부터 캐쉬 레지스터로 전송되고, 이어서, 처리 장치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의 사본을 데이터 레지스터에 미러링하고, 처리 장치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메모리 장치 내의 목적지 위치에 최종

복사한다.

실시예

도 3을 참조하면,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서 내부 프로그래밍 동작 동안에 동시적 외부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300)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3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301),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303), 소스 어드레스 위치(305)

, 데이터 레지스터(307), 및 캐쉬 레지스터(309)를 포함한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301)를 포함하는 집적 회로 칩 상에 함

께 위치할 수 있는 (미도시된) 상태 머신은, 내부적으로 기술된 루틴을 제어하고 실행하도록 설계된다.

한 실시예에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301)는 NAND 플래시 메모리 장치이다. 대안으로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301)는

NOR 또는 AND 로직 장치에 기초할 수 있다. 일단 카피-백 동작 명령이 어써트(assert)되면, 소스 어드레스 위치(305)로

부터의 데이터는 데이터 레지스터(307)에 판독되어 진다. 데이터 레지스터(307) 내에 판독된 데이터는, 예를 들어, 전체

페이지의 데이터일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한 페이지의 크기는 256 바이트 또는 512 바이트로부터 2 킬로바이트에까지

이른다. 일단 소스 데이터가 데이터 레지스터(307) 내에 판독되어지고 나면, 데이터 레지스터(307)는, 목적지 어드레스 위

치(303)에 데이터를 기록(즉, 프로그래밍)하는(개념적으로 기록 동작 311로 도시됨) 한편 동시에 데이터의 미러 사본을

캐쉬 레지스터(309)에 기록한다. 플래시 메모리 위치에 기록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플래시 메모리 위치로부터 판독하는데

요구되는 시간보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캐쉬 레지스터(309)에 저장된 데이터의 미러 사본이 직렬 버스(109)를 통해 마이

크로컨트롤러(107)에 판독되어지는(개념적으로 판독 동작 313으로 도시됨) 한편, 그 데이터는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

(303)에 기록된다. 앞서 언급한 동작들 각각에 대한 특정한 상대적 타이밍이 도 4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일단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가 마이크로컨트롤러(107)에 전송되고 나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그 데이터를, 소스 어드

레스 위치(305)에 원래 저장되었던 것으로 기대되는 데이터와 비교하기 시작한다. 만일, 마이크로컨트롤러(107)가, 그 데

이터가 전하 소실로 인한 비트 오류 때문에 부분적 완전성을 소실했다고 판정하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오류 정정 코딩 기술을 통해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만일 데이터가 오류 정정되었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

(107)는 그 정정된 데이터를 직렬 버스(109)를 통해 직렬로 캐쉬 레지스터(309)에 다시 기록할 것이다. 이어서, 캐쉬 레지

스터(309)는 그 데이터를 데이터 레지스터(307)에 전송하고, 그 다음, 이 데이터 레지스터(307)는 그 정정된 데이터를 목

적지 어드레스 위치(303)에 기록할 것이다. 예시적인 오류 정정 동작이 도 4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데이터가 오류 정정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전체 동작 회수는 여전히 도 1의 종래 기술에서 요구되는 총량보다 본 발명이

더 적을 것이다. 데이터를 목적지 위치(303)에 동시에 기록(313)하는 한편 동시에 캐쉬 레지스터(309)를 판독할 수 있고,

이어서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 데이터를 판독(313)함으로써, 본 발명과 더불어 상당한 시간

-절약이 구현된다. 따라서, 만일 오류 정정이 필요하다면, 오류 정정 프로세스는, 목적지 위치(303)에 데이터를 기록함과

동시에 시작된다. 대조적으로, 종래 기술은, 직렬 버스 및 연관된 비트별 또는 바이트별 전송에 상당히 의존하는 배타적으

로 순차적인 동작 단계들에 의존한다.

순수한 카피-백 동작의 수행에 추가하여, 본 발명은 소스 어드레스 위치(305)로부터 판독된 데이터와 함께 추가의 또는 랜

덤 데이터를 페이지 내에 삽입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삽입 동작이 도 6 및 7과 연계하여 보다 완전하게 기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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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이 타이밍도는, 본 발명과 도 2의 종래 기술간의 상대적인 타이밍 차이를 도시하고 있다. 도 4를 참조하

면, 트레이스(401)는 데이터가 소스 어드레스 위치(305)로부터 데이터 레지스터(307)로 복사되고 있음을 도시하고 있다.

일단 데이터 레지스터(307)에 복사되고 나면, 그 데이터는 트레이스(40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쉬 레지스터(309)에 기록

된다. 그 다음의 2개의 트레이스(405, 407)는 선택사항이다.

트레이스(405)는 마이크로컨트롤러(107)에 의한 선택사항적 판독을 나타낸다. 만일 마이크로컨트롤러(107)가 데이터를

검증한다면, 소스 레지스터(305) 내의 데이터의 완전성은 트레이스(407)에 의해 검증되고 표시된다. 선택사항적 트레이스

(405, 407)를 가짐으로써,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소스 위치(305)에서의 데이터가 검증되었고 유효화되었음을 보장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이러한 검증은 ECC일 수 있다). 동시적 시스템들(contemporary systems)은 트레이스(405)에 도시된

선택사항적 판독 단계들을 달성할 수 없다.

만일 오류 정정/검증 단계 또는 랜덤 데이터가 소스 위치(305)로부터 판독된 데이터에 추가된다면, 선택사항적 트레이스

(405)에서,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직렬 버스(109)를 통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 데이터가 판독된다. 그 다음, 선

택사항적 트레이스(40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류 정정된 데이터 또는 랜덤 데이터 중 어느 하나가 직렬 버스(109)를 통

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부터 캐쉬 레지스터(209)로 판독되어질 것이다.

선택사항적 트레이스(407)는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의 데이터 전송을 가리킨다. 플래시 메

모리 장치(301)로부터 직렬 버스(109)를 통한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의 데이터 전송은 직렬로 수행되기 때문에,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의 기록에 요구되는 총 전송 시간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301)의 내부 데

이터 전송보다 상당히 길다. 일단 데이터가 마이크로컨트롤러(107)에 전송되기 시작하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수신

된 데이터에 대한 오류 정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소스 어드레스 위치(305)로부터 판독된 페이지 데이터의 선택된 부분들에 데이터

를 무작위로 추가할 수 있다. 임의의 오류 정정에 대한 상대적 타이밍이 트레이스(409)에 도시되어 있다. 마이크로컨트롤

러(107)은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의 수신시에 즉각 오류 정정을 시작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만일 오류 정정이 수행되거나 랜덤 데이터가 삽입된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트레이스(4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

정된 데이터를 캐쉬 레지스터(309)에 되전송한다. 수정된 데이터의 미러 사본은,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데이터 레지

스터(307), 트레이스(413), 및 최종적으로 목적지 위치(303)에 전송된다. 수직선(415)은, 마이크로컨트롤러(107)에 의해

오류 정정이 발생한 이후 또는 추가 랜덤 데이터의 삽입 이후에 목적지 위치(303)에 정정된 데이터를 기록하는데 필요한

상대적 시간을 가리킨다.

대안으로서, 만일 어떠한 오류 정정도 필요하지 않거나 어떠한 랜덤 데이터 삽입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즉, 선택사항적

트레이스 405, 407에 도시된 단계들이 스킵되면), 일단 데이터가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303)에 기록되고, 수직선(417)으

로 표시된 바와 같이 카피-백 동작이 완료된다.

도 4를 참조하면, 이 타이밍도는, 본 발명의 예시적 타이밍도(400)와 도 2의 종래기술간의 상대적 타이밍 차이를 도시하고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트레이스(401)는, 소스 어드레스 위치(305)로부터 데이터 레지스터(307)로 데이터가 복사되고 있

음을 도시한다. 데이터 레지스터(307)에 일단 복사되고 나면, 그 데이터는 트레이스(40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쉬 레지스

터(309)에 기록된다.

그 다음 2개의 트레이스(405, 407)는 선택사항이다. 트레이스(405)는, 마이크로컨트롤러(107)가 소스(305)의 데이터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수행하고, 트레이스(407)에 표시된 바와 같이 어떠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마이크로컨트롤러

(107)에 의한 선택사항적 판독 단계를 나타낸다. 트레이스(405, 407)에 의해 도시된 선택사항적 단계들을 가짐으로써, 마

이크로컨트롤러(107)는 데이터가 검증되었고 유효하다는 것(예를 들어, ECC에 의해)을 보장할 수 있다. 동시적 플래시 메

모리 장치는 이것을 달성할 수 없다(트레이스 407에 의해 도시된 단계들만이 본 발명에 앞서 달성될 수 있다).

대안으로서,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트레이스(405, 407)에 도시된 단계들을 스킵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이크로컨트롤

러(107)는 프로그래밍 이전에 데이터를 보정하는 융통성을 상실한다.

만일 오류 정정/검증 단계 또는 랜덤 데이터가 소스 어드레스 위치(305)로부터 판독된 데이터에 추가된다면, 선택사항적

트레이스(405)에서,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직렬 버스(109)를 통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 데이터가 판독된다. 그

다음, 오류 정정된 데이터 또는 랜덤 데이터가, 트레이스(407)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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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버스(109)를 통해 캐쉬 레지스터(309)에 판독된다. 어떠한 오류 정정도 필요없거나, 어떠한 랜덤 데이터도 추가되지 않

는다면,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303)에 일단 데이터가 기록되고 나면, 제1 상대적 타이밍 선(415)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

이, 카피-백 동작이 완료된다. 만일 오류 정정 동작이 수행되거나 랜덤 데이터가 삽입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트레

이스(4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 데이터를 캐쉬 레지스터(309)에 되전송한다. 트레이스(409)에서, 수정된 데이터의

미러 사본은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데이터 레지스터(307)에 전송되고, 최종적으로, 트레이스(411)에서 목적지 위치

(303)에 전송된다. 제2 상대적 타이밍 선(417)은 데이터가 목적지(303)에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마이크

로컨트롤러(107)가 동시 판독을 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가리킨다(트레이스 459에서의 종래 기술과 비교해 보라).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목적지(303)로의 데이터의 올바른 전송은 설계 내부의 회로에 의해 보장된다.

트레이스(409)는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데이터 레지스터(307)로의 데이터 전송을 가리킨다. 중요하게도, 트레이스

(411 및 413)에 의해 각각 표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가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마이크로컨트롤러(107)에 전송되는 것

과 동시에 데이터 레지스터(307)로부터 목적지(303)로 데이터 전송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직렬 버스(109)를 통해 플래시 메모리 장치(301)로부터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의 데이터 전송은 직렬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의 기록에 요구되는 총 전송 시간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

(301)의 내부 데이터 전송보다 길다. 일단 데이터가 마이크로컨트롤러(107)에 전송되기 시작하면, 마이크로컨트롤러

(107)는 수신된 데이터 내에서 오류 정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타이밍도(450)는,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방법에 따른 데이터 전송에 요구되는 순수하게 순차적인 프로세스의 상대적 타이

밍을 도시한다. 이 종래 기술에서는, 트레이스(451)에서, 소스 어드레스 위치(203)로부터 데이터 레지스터(209)로 데이터

가 전송되고, 그 다음, 직렬 버스(109)를 통해 마이크로컨트롤러(107)에 전송된다(트레이스 453). 마이크로컨트롤러

(107)에 데이터가 전송된 이후에만, 데이터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목적지(205)에 기록할 수 있다(트레이스 455). 최종의

데이터 검증이나 데이터 판독의 경우, 역으로 목적지(205)로부터 데이터 레지스터(209)로 데이터가 판독되고(트레이스

457), 그 다음, 데이터 레지스터(209)로부터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 판독된다(트레이스 459). 도 4는, 만일 본 발명에

서 오류 정정 또는 랜덤 데이터 삽입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레지스터(307)로부터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로의 카피-백 동작

은, 종래 기술에서 소스 어드레스 위치(203)로부터 데이터 레지스터(209)를 통해 마이크로컨트롤러(107)로 데이터를 전

송하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상당히 적은 시간에 완료될 수 있다(트레이스 411 및 455를 제1 상대적 타이밍 선 415와 비교

해 보라). 종래 기술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동작이

여전히 요구된다.

마이크로컨트롤러(107)는 소스 어드레스 위치(203)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의 완전성을 검증하고, 오류 정정이 요구되는지

의 여부를 판정한다(미도시). 만일 데이터 완전성의 결핍이 검출되면, 종래 기술의 프로세스는 트레이스(451)에서 다시 시

작하는 것을 반복한다. 또한, 종래 기술에서는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 전송 단계도 없다(즉, 어떠한 데이터

전송 단계도 동시에 수행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 5는 종래 기술의 카피-백 동작의 전형적인 파형도(500)를 도시한다. 파형도(500)는 신호선(501)과 I/O 선

(503)을 포함한다. 파형도(500)는 전형적인 카피-백 동작에 필요한 프로세스 단계들의 개관을 보여주고 있다.

카피-백 동작은, 판독 동작(505)과 함께 시작하고, 그 다음 소스 어드레스(507)를 획득하고 카피-백에 대한 판독 명령을

낸다. 신호 선(501)은, 집적 회로(미도시)의 상태 핀(status pin) 상에 로우 신호가 어써트되는 때를 가리킨다.

신호선은 로우 로직 레벨에서 어써트되며, 신호가 로우로 가는 동안 장치가 비지(busy)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판독 기간,

tR(511) 동안에, 로우 로직 레벨이 상태 핀 상에서 어써트되어, 임의의 다른 판독 또는 프로그램/기록 동작이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한다. 일단 소스 어드레스 위치에서의 데이터가 판독되고 나면, 먼저 목적지 어드레스(515)를 판정함으로써 카피-

백 프로그램 동작(513)이 시작되고, 이어서, 그 목적지 어드레스 위치(105)가 프로그램되어야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카

피-백 확인 동작(517)이 뒤따른다. 신호선(501)은, 상태 핀 상에서 로우 로직 레벨이 어써트되는 프로그래밍(즉, 기록) 기

간, tPROG(519)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에서, 특히, NAND 플래시 장치에서, tPROG > tR이다. 프로

그래밍의 프로세스는 프로그래밍 메카니즘 그 자체(즉, 고전압의 생성 필요성)의 결과로서 느리다. 판독 상태 단계가 수행

되고(521), 이어서 I/O 검증(523)이 뒤따른다. I/O 검증(523)은 카피-백 프로그램 동작에서의 임의의 오류를 성공/실패

표시에 의해 보고한다. 목적지 어드레스(105)에 기록된 데이터의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527에서 다시 한번 목적지 어

드레스가 판정된 후에 최종 판독 단계(525)가 수행되고, 이어서, 판독 기간 tR(529) 동안에 상태 핀 상에 로우 로직 레벨이

어써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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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카피-백 동작의 예시적 파형도(600)가 제시되어 있다. 이 예시적 파형도(600)는 반전된 판독

인에이블 트레이스 (601)와, 트레이스(603)와, I/O 트레이스(605)를 포함한다.

도 6의 카피-백 동작은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도 5의 카피-백 동작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적어도 하나의 랜덤 데이

터 입력 단계(607)는 목적지 어드레스 판정과 프로그램 확인 단계들 사이에 삽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카피-백 동작은 판

독 동작을 수행하고, 이어서 페이지 프로그램 동작이 후속된다. 판독 동작과 프로그램 동작 사이에서, 페이지 내에 추가적

인 랜덤 데이터를 삽입함으로써 데이터가 판독 및 수정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시간은 판독 시간에 비해 상당히 길 수 있기

때문에, 종래 기술의 카피-백 시스템에서는 상당한 레이턴시 기간이 존재한다. 본 발명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301)는, 캐

쉬 레지스터(309) 내에서 이미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판독하기 위해, 판독 인에이블 신호를 토글함으로써 그 레

이턴시 기간을 이용한다. 여기서, 판독 어드레스 위치(305)로부터 판독된 데이터 스트임 내에 데이터가 삽입되고 랜덤 데

이터 입력 프로그램(607a)의 일부로서 포함된다. 원본 소스 어드레스 위치(305) 데이터를 삽입하는 카피-백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데이터를 판독하기(607c)하기 위해 추가적인 목적지 컬럼 어드레스(607b)만이 요구된다(즉, 랜덤 데이터에 대

한 행 어드레스는 원본 데이터의 행 어드레스와 동일하다). 랜덤 데이터 입력 단계(607)는, 다양한 양의 랜덤 데이터를 원

본 데이터의 다양한 섹션에 병합하기 위해 필요한만큼 자주 반복된다.

나아가, 프로그래밍(즉, 기록) 기간 tPROG 동안에 선택사항적 판독 상태-I/O 루프(611)가 수행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프

로그래밍(즉, 기록) 기간 tPROG(609) 동안에 판독 인에이블 신호 가 펄싱(pulsed)되는 615i - 615j에서, 캐쉬 레지스터

(309)로부터 추가적인 데이터 613n - 613m이 판독될 수 있다. 내부 프로그래밍 동작 동안 이러한 병렬의 외부 판독 동작

은, 추가적인 데이터가 플래시 메모리 장치(301)에 기록되거나 판독되는 경우에서조차, 카피-백 동작에 필요한 시간을 상

당히 줄여준다. 만일 tPROG가 판독될 데이터의 직렬 액세스에 필적한다면, 유휴 시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처리량은 최대

화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프로세스 흐름도(700)를 도시한다. 프로세스 흐름도(700)는 판독 명령 동작(701), 소스 어드레스 로딩

동작(703), 카피-백에 대한 판독의 확인 단계(705), 및 내부 판독 동작 수행 단계(707)를 포함한다. 카피-백 프로그램이

로딩되고(711), 적절한 목적지 어드레스가 로딩된다(713).

일단 목적지 어드레스가 로딩되면(713), 선택사항적 랜덤 데이터 입력 단계(715)가 취해질 수 있다. 랜덤 데이터 입력 단

계(717)는, 중간 어드레스를 로딩하고(719) 소스 어드레스 위치(305)로부터 요청된 데이터를 로딩(721)함으로써 시작한

다. 데이터가 로딩된 후에, 캐쉬 레지스터(309)가 갱신된다(723). 모든 요청된 랜덤 데이터가 로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해

판정이 이루어진다(724). 만일 모든 랜덤 데이터가 로딩되었다면, 프로세스는 최종 단계(733)로 가서 프로그램 단계를 수

행하고, 데이터 레지스터를 프리셋하고, 캐쉬 레지스터를 갱신한다.

만일, 선택사항적 랜덤 데이터 입력 단계(715)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프로세스는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데이터 레지

스터(307)로 데이터를 복사할 것이다. 상태 핀(미도시)은 하이 로직 레벨로 설정되어, 플래시 메모리 장치(301)가 사용자

의 판독에 준비가 되었음을 가리킨다. 그 다음, 데이터는 캐쉬 레지스터(309)로부터 판독된다(729). 단계(731)에서, 더 많

은 데이터가 이용가능한지에 관해 판정이 이루어진다. 만일 더 많은 데이터가 이용가능하다면, 프로세스는 데이터 출력 단

계(729)로 되돌아가고, 데이터가 더 이상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전술된 설명과 도면은, 내부 프로그래밍 동작 동안에 외부 판독 동작을 병렬로 수행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기술하고

있지만, 당업자라면 설명된 장치의 의도된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 다른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

다. 예를 들어, 특정의 타이밍도와 파형은 본 발명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실시예로서 도시된 것이다. 그러나, 당업자라

면, 카피-백 동작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타이밍이나 파형도로부터 특정

의 동작을 재배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NAND-타입의 플래시 메모리를 특정적으로 참조하였지만, AND

또는 NOR 타입의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서도 유사한 카피-백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

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메모리 장치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연결하는 직렬 버스를 채택하는 종

래 기술의 카피-백 방법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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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내부 데이터 레지스터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및 메모리 장치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연결

하는 직렬 버스를 채택하는 또 따른 종래 기술의 카피-백 방법을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메모리 장치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연결하는 직렬 버스를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4는 도 1의 종래 기술과 도 3의 본 발명간의 상대적 타이밍 차이를 도시하는 타이밍도이다.

도 5는 도 1의 카피-백 동작을 채택하는 파형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본 발명의 카피-백 동작을 채택하는 파형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카피-백 동작의 흐름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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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