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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데이터 입/출력제어 방법

요약

여기에 개시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제어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회로는, 데이터가 내부 레지스터로
/로부터 전달되는/입출력 핀들로 전달되는 도중에 상기 입출력 핀들에 외부 어드레스가 인가될 때, 상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외부 어드레스가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열 어드레스 변경 기능을 
갖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사이즈는 메모리 응용 시스템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플래시 메모리 장치, 오프셋, 독출/기입 컨트롤러, 스페어 필드 어레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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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된 숏 펄스 발생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

도 4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
도;

도 4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
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구비한 메모리 응용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럭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럭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
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
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럭도;

도 10은 도 9에 도시된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
도;

도 12 내지 도 1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도들;

도 15는 종래 기술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동작을 보여주는 동작 타이밍도;

도 16은 종래 기술에 따른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동작을 보여주는 동작 타이밍도; 그리고

도 17 및 도 18은 확장된 페이지 사이즈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구비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럭도들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메모리 셀 어레이 110 : 어드레스 버퍼 회로

120 :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130 : 행 디코더 회로

140 :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50 : 열 디코더 회로

160 : 페이지 버퍼 회로 170 : 열 게이트 회로

180 : 입출력 버퍼 회로 190 : 커맨드 레지스터

200 : 제어 로직 210 : 숏 펄스 발생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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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230 : 검출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메모리 장치에/로부터 데이터 열이 입력
/출력되는 도중에 메모리 장치의 열 어드레스를 변경할 수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데이터 입/출력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의 개서가 가능한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특히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스트링들의 어레이를 구비하
며, 각 스트링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와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 사이에 직렬 연결된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로 구성된
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기입 (또는 프로그램) 동작에 있어서,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입력 
동작임을 나타내는 커맨드의 입력과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들을 지정하기 위한 열 및 행 어드레스의 연속 입력이 수행된
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신호로서 기입 인에이블 신호(write enable signal) (     )의 연속적인 로우-하이 천이(l
ow-to-high transition)에 동기되어 특정 단위의 데이터가 입출력 핀들 (I/Oi) (i=0-7)을 통해 연속적으로 입력된
다. 그렇게 입력된 데이터는 레지스터 또는 페이지 버퍼 회로의 래치들에 임시적으로 저장된다. 이후, 페이지 버퍼 회로 
또는 레지스터에 임시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동시에 프로그램된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독출 동작에 
있어서,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출력 동작 (또는 독출 동작)임을 나타내는 커맨드의 입력과 메모리 셀들을 
지정하기 위한 열 및 행 어드레스의 연속 입력이 수행된다. 그 다음에,    신호의 로우 구간 동안, 상기 지정된 메모리 
셀들의 데이터가 감지되며, 그렇게 감지된 데이터는 메모리 장치 내부에 존재하는 레지스터 또는 페이지 버퍼 회로의 
래치들에 임시적으로 저장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출력 신호로서 독출 인에이블 신호(read enable signal) (     )의 
연속적인 하이-로우 천이 (high-to-low transition)에 동기되어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특정 단위의 데이터가 입출
력 핀들 (I/Oi) (i=0-7)을 통해 연속적으로 출력된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한 특정 단위는, 통상적으로, "페이지 (page)"라 불린다. 낸드형 플래시 메
모리 장치는 비휘발성을 요구하는 고체 파일 스토리지 (solid state file storage), 디지털 보이스 레코더 (digital vo
ice recoder), 디지털 스틸 카메라 (digital still camera) 또는 포터블 시스템과 같은 제품들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
한 분야에 적용되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는 고속의 독출 및 프로그램 동작이 요구된다. 그러한 요구는 1-바이
트 당 독출 또는 프로그램 속도가 향상되도록 동시에 감지/프로그램되는 메모리 셀들의 수를 확장함으로써 또는 페이지 
사이즈 (page size)를 확장함으로써 손쉽게 달성될 수 있다.
    

    
도 17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적용된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17에 도시된 메모리 응용 시스템은 호스트(
10), 메모리 컨트롤러 (20) 그리고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 (30)로 구성된다. 메모리 컨트롤러 (20)는 제어 유니
트 (22) 및 버퍼 메모리 (24)를 가지며, 버퍼 메모리 (24)는 2KB의 저장 용량을 갖는 제 1 데이터 저장 영역 (A)과 
64B의 저장 용량을 갖는 제 2 데이터 저장 영역 (B)으로 구분된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 (30)는 메모리 컨트롤
러 (20)에 의해서 제어되며, 메모리 셀 어레이 및 페이지 버퍼 회로 (36) 또는 레지스터를 포함한다. 낸드형 플래시 메
모리 장치의 메모리 셀 어레이는 메인 필드 어레이 (main field array) (32)와 스페어 필드 어레이 (spare field arr
ay) (34)로 구분된다. 메인 필드 어레이 (32)에는 노멀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반해, 스페어 필드 어레이 (34)에는 노
멀 데이터에 관련된 부가 데이터 정보가 저장된다. 부가 데이터 정보는 에러 정정 및 검출 코드(error correction and 
detection code:ECC) 데이터, 어드레스 맵핑 데이터, 그리고 메모리 블럭의 균등한 사용을 위한 웨어 레벨 데이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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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 leveling data)로 이루어진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사이즈가 (2KB+64B)인 경우, 64B에 해당하
는 메모리 셀들이 스페어 필드 어레이 (34)의 한 페이즈를 구성한다. 웨어 레벨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U.S. Pa
tent No. 5,568,423에 "FLASH MEMORY WEAR LEVELING SYSTEM PROVIDING IMMEDIATE DIRECT ACC
ESS TO MICROPROCESSOR"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으며, 레퍼런스로 포함된다.
    

    
동작 설명에 있어서, 설명의 편의상, 메모리 장치에서의 기입 또는 독출 동작의 특정 단위인 페이지 사이즈가 (2KB+6
4B)라 하고, 2KB는 노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할당되며 64B는 부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할당된다고 가정하자. 도 
17에 도시된 메모리 응용 시스템에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기입 동작이 수행될 경우, 먼저, 호스트 (10)는 512B 단위
로 2KB의 노멀 데이터를 메모리 컨트롤러 (20)로 순차적으로 전송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20)는 그렇게 전송된 2KB
의 노멀 데이터를 버퍼 메모리 (24)의 제 1 데이터 저장 영역 (A)에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20)의 
제어 유니트 (22)는 제 1 데이터 저장 영역 (A)에 저장된 2KB의 노멀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러 정정 및 검출 코드 데
이터, 어드레스 맵핑 데이터 그리고 웨어 레벨 데이터의 64B의 부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된 부가 데이터를 
버퍼 메모리 (24)의 제 2 데이터 저장 영역 (B)에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20)는, 먼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입출력 구조에 따라 2KB의 노멀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장치로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입출력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된 2KB의 노멀 데이터
를, 메인 필드 어레이 (32)에 대응하는, 2KB의 페이지 버퍼 영역에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20)는, 그 
다음에,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입출력 구조에 따라 64B의 부가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장치로 순차적으로 전달
한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입출력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된 64B의 부가 데이터를, 스페어 필드 어레이 
(34)에 대응하는, 64B의 페이지 버퍼 영역에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2KB+64B)의 데이터 입력이 완료된 후, 프로그
램 명령의 입력에 따라 페이지 버퍼 회로 (36) 또는 레지스터에 임시적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프로그램 동작이 동
시에 수행된다.
    

    
도 18은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적용된 다른 메모리 응용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18에 도시된 메모리 응용 
시스템의 메모리 컨트롤러 (20')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 (30')의 페이지 사이즈보다 작은 버퍼 메모리 (24')를 
가지며, 버퍼 메모리 (24')는 노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512B의 제 1 데이터 저장 영역 (A')과 부가 데
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으로서 16B의 제 2 데이터 저장 영역 (B')으로 이루어진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 (3
0')는 도 17의 그것과 동일한 (2KB+64B)의 페이지 사이즈를 가지며, 메모리 컨트롤러 (20')에 의해서 제어된다. 메
모리 컨트롤러 (20')의 버퍼 메모리 (24') 사이즈보다 큰 페이지 사이즈를 갖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시스템
에 적용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이하 상세히 설명된다.
    

    
도 18에 도시된 메모리 응용 시스템에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기입 동작이 수행될 경우, 먼저, 호스트 (10')는 512B
의 노멀 데이터를 메모리 컨트롤러 (20')로 전송하고, 메모리 컨트롤러 (20')는 그렇게 전송된 512B의 노멀 데이터를 
버퍼 메모리 (24')의 제 1 데이터 저장 영역 (A')에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20')의 제어 유니트 (22')
는 제 1 데이터 저장 영역 (A')에 저장된 512B의 노멀 데이터를 이용하여 에러 정정 및 검출 코드 데이터, 어드레스 맵
핑 데이터 그리고 웨어 레벨 데이터의 16B의 부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된 부가 데이터를 버퍼 메모리 (24')
의 제 2 데이터 저장 영역 (B')에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20')는, 먼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입출력 구조에 따라 512B의 노멀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장치로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입출력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된 512B의 노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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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페이지 버퍼 회로 (36') 또는 레지스터에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메모리 컨트롤러 (20')는, 그 다음에, 낸드형 플
래시 메모리 장치의 입출력 구조에 따라 16B의 부가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장치로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낸드형 플래
시 메모리 장치는 입출력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달된 16B의 부가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 회로 (36') 또는 레지스터
에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이때,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사이즈가 (2KB+64B)이기 때문에, 에러 정정 및 
검출 코드, 어드레스 맵핑 및 웨어 레벨 정보를 포함하는 16B의 부가 데이터는,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낸드형 플
래시 메모리 장치의 스페어 필드 어레이 (34')에 대응하는 64B의 페이지 버퍼 영역에 할당되지 않고, 512B의 노멀 데
이터와 함께 메인 필드 어레이 (32')에 대응하는 2KB의 페이지 버퍼 영역에 연속적으로 할당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속 독출 및 기입 동작을 확보할 수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데이터 입출력 제
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터의 입출력 도중에 열 어드레스를 변경할 수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데이터 입출력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버퍼 메모리 사이즈에 관계없이 페이지 사이즈를 자유로이 확장할 수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데이터 입출력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상술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가 제공되며, 상기 메모리 장
치에는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메모리 셀들을 갖는 어레이와; 상기 어레이에/로부터 저장될/독출된 데
이터 열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수 개의 래치들가 제공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를 더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는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신호들을 어드레스로서 저장한다.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상기 어
드레스 버퍼 회로에 저장된 신호들을 열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이고, 상기 입력된 열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선택 회로는 열 디코더 회로와 열 게이트 회로 구성되며,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응
답하여 상기 래치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한다. 데이터 입/출력 회로는 상기 입출력 핀들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를 데이
터 입력 신호에 동기 되어 상기 선택된 래치들로 전달하고, 상기 선택된 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출력 신호에 
동기 되어 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달한다. 제어 회로는, 상기 데이터가 상기 선택된 래치들로/로부터 전달되는/상기 입출
력 핀들로 전달되는 도중에 상기 입출력 핀들에 외부 어드레스가 인가될 때, 상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상기 외부 어
드레스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 및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제어한다.
    

(작용)

이러한 장치에 의하면, 데이터 입출력 도중에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내용이 새로운 외부 열 어드레스에 의해서 갱신
될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이 참조 도면들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비휘
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멀티플렉싱 입출력 핀들 (또는, 포트들)을 갖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이다. 하지만,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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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플렉싱 입출력 핀들을 갖는 메모리 장치 또는 다른 형태의 메모리 장치 역시 사용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
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본 발명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독출/프로그램 동작시 데이터가 입력/출
력되는 동안에 특정 커맨드, 외부 제어 신호들의 조합 또는 어드레스 입력 조건이 생길 때마다 내부 열 어드레스를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이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적용되는 시스템의 메모리 인터페이스 내의 버퍼 
메모리 사이즈에 관계없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사이즈가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상세히 설명된다.
    

    
도 1을 참조하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어레이 (100)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 (100)는 
메인 필드 어레이 (100a)와 스페어 필드 어레이 (100b)로 구분된다. 메인 필드 어레이 (100a) 및 스페어 필드 어레이 
(100b) 각각은 복수 개의 스트링들을 포함하며, 각 스트링은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 (string select transistor)와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 (ground select transistor) 사이에 직렬 연결된 복수의 메모리 셀들로 이루어진다. 각 메모리 
셀은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하며, 소오스, 드레인, 부유 게이트 및 제어 게이트를 갖는 셀 트랜지스터로 구
현된다. 메인 필드 어레이 (100a)에는 노멀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반해, 스페어 필드 어레이 (100b)에는 노멀 데이터
에 관련된 부가 데이터 (에러 정정 및 검출 코드 데이터, 어드레스 맵핑 데이터 및 웨어 레벨 데이터를 포함함)가 저장
된다.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120), 행 디코더 회로 (130), 열 어
드레스 레지스터 (140), 열 디코더 회로 (150), 페이지 버퍼 회로 (160), 열 게이트 회로 (170) 그리고 입출력 버퍼 
회로 (180)를 더 포함한다. 열 디코더 회로 (150) 및 열 게이트 회로 (150)는 선택 회로를 구성한다.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는 입출력 핀들 (I/Oi) (i=0-7)을 통해 입력된 어드레스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행 어드레스 레지
스터 (120)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의 출력을 행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인다. 행 디코더 회로 (130)는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120)로부터의 행 어드레스를 디코딩하여 메모리 셀 어레이 (100)의 행 또는 페이지를 선택한다. 여기서, 상
기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120)는 입력된 행 어드레스를 동작 모드 (예를 들면, 시퀀셜 행 독출 동작 모드)에 따라 증
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의 출력을 열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이고, 입력된 열 어드레스
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열 디코더 회로 (150)는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로부터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를 디코
딩한다. 페이지 버퍼 회로 (160)는, 비록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메인 필드 어레이 (100a)의 열들 또는 비트 라
인들과 스페어 필드 어레이 (100b)의 열들 또는 비트 라인들에 각각 대응하는 페이지 버퍼들로 구성된다. 각 페이지 
버퍼는 래치를 갖는다. 각 페이지 버퍼는 독출 동작시 상기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데이터 비트들을 감
지하고, 그렇게 감지된 데이터 비트들을 임시적으로 저장한다 (또는 래치한다). 열 게이트 회로 (170)는 열 디코더 회
로 (150)로부터의 디코딩 신호들에 응답하여 페이지 버퍼들의 그룹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한다. 그렇게 선택된 그룹의 
페이지 버퍼들 (또는, 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 비트들은 데이터 출력 신호로서 독출 인에이블 신호 (     )에 동기되어 
입출력 버퍼 회로 (180)를 통해 입출력 핀들 (I/Oi)로 전달된다. 기입 (또는 프로그램) 동작시, 열 디코더 회로 (150)
의 출력에 따라 열 게이트 회로 (170)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선택되는 그룹들의 페이지 버퍼들에는 입출력 버퍼 회로 
(180)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 비트들이 임시적으로 저장된다. 여기서, 각 그룹의 페이지 버퍼들의 수는 입출력 핀들
의 수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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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도 1을 참조하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커맨드 레지스터 (command register) (190), 제어 로직 (
200), 숏 펄스 발생 회로 (210),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220), 그리고 검출 회로 (230)를 더 포함한다. 제어 
로직 (200), 숏 펄스 발생 회로 (210),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호로 (220), 그리고 검출 회로 (230)는 독출/기입 
동작시 메모리 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독출/기입 컨트롤러 (read/write controller) (240)를 구성한다. 커
맨드 레지스터 (190)는 입출력 핀들 (I/Oi)을 통해 제공되는 커맨드를 저장하고, 입력된 커맨드가 의미하는 동작 모드
의 플래그 신호 (Flag_mode)를 출력한다. 제어 로직 (200)은 메모리 컨트롤러 (도 17 및 도 18 참조)로부터 제공되
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 및 커맨드 레지스터 (190)로부터 제공되는 동작 모드 플래그 신호 (Flag_
mode)에 응답하여 독출/기입 동작에 따른 내부 신호들을 발생한다. 커맨드 레지스터 (190)는, 또한, 입출력 핀들을 통
해 제공되는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 변경을 알리는 특정 커맨드에 응답하여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 변경을 알리는 오프셋 
변경 플래그 신호 (Flag_offset)를 출력한다.

    
커맨드 레지스터 (190)로부터 출력된 오프셋 변경 플래그 신호 (Flag_offset)는 숏 펄스 발생 회로 (short pulse ge
nerating circuit) (210)에 인가된다. 숏 펄스 발생 회로 (210)는 오프셋 변경 플래그 신호 (Flag_offset)의 천이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 (nSP)를 발생한다. 숏 펄스 발생 회로 (210)는 3개의 인버터들 (211, 212, 213)과 하나의 낸
드 게이트 (214)로 구성되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된다. 숏 펄스 발생 회로 (210)의 출력 (nSP)은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address input period setting circuit) (220)에 인가된다.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22
0)는 숏 펄스 신호 (nSP)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를 활성화시킨다.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검출 회로 (230)로부터 출력되는 리세트 신호 (RESET)에 의해서 비활성화된다.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가 활성화될 때, 제어 로직 (200)은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가 입출력 핀들 
(I/Oi)에 입력되는 어드레스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20)가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로부터 
출력되는 어드레스를 열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이도록 제어한다. 다시 말해서, 제어 로직 (200)은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와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를 발생
한다.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는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에 응답하여 입출력 핀들 (I/Oi)에 인가된 어드레
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는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회
로 (110)의 출력을 열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인다. 이는 독출/프로그램 동작을 알리는 또는 열 어드레스 오프셋 변경을 
알리는 커맨드가 입력될 때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열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
터 (140)로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검출 회로 (230)는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제공되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 및 커맨드 레지스터 (19
0)로부터의 동작 모드 플래그 신호 (Flag_mode)를 받아들이고, 액티브 로우 펄스의 세트 및 리세트 신호들 (SET, R
ESET)을 출력한다. 여기서, CLE 신호는 커맨드 래치 인에이블 신호 (command latch enable signal)이고, ALE 신호
는 어드레스 래치 인에이블 신호 (address latch enable signal)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세트 신호 (SET)는, 예를 
들면, ALE='H', CLE='L',    ='H' (이는 어드레스 입력 조건을 나타냄)이고 플래그 신호 (Flag_mode)가 생성될 때
만 외부 제어 신호 (    )의 첫번째 하이-로우 천이에 따라 소정의 폭의 펄스 형태를 갖도록 활성화된다. 상기 세트 신
호 (SET)가 독출/기입 동작을 알리는 커맨드가 입력된 후에만 생성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리세트 신호 (RESET)
는, 예를 들면, ALE='H', CLE='L',    ='H'일 때 외부 제어 신호 (    )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따라 소정의 폭의 
펄스 형태를 갖도록 활성화된다. 리세트 신호 (RESET)는 커맨드 입력에 관계없이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점 또는,     
신호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시 마다 생성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커맨드 레지스터 (190) 및 독출/기입 컨트롤러 (240)는, 데이터가 입출력되는 도중에 외부 어드
레스가 입출력 핀들에 인가될 때, 상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외부 어드레스가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에 저장
되도록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 및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를 제어하는 수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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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 3을 참조하면,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
정 회로 (220)는 4개의 낸드 게이트들 (221, 222, 223, 224)과 하나의 노어 게이트 (225)로 구성되며,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된다. 회로 동작에 있어서, 메모리 장치가 선택된 후, 낸드 게이트들 (221, 223)의 출력들이 모두 로우 레벨
이 된다고 가정하자. 이후, 숏 펄스 신호 (nSP)와 리세트 신호 (RESET)가 하이 레벨이고 세트 신호 (SET)가 하이-
로우 천이를 가질 때 (즉, 독출/기입 동작을 알리는 커맨드 입력 후     신호의 첫번째 하이-로우 천이시), 어드레스 입
력 구간 신호 (nADD_IN)는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한다. 이는 외부 어드레스가 메모리 장치 내에 래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트 신호 (SET)는 다시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한다. 이 상태에서, 리세트 신호 (RESET)
가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하면, 낸드 게이트 (223)의 출력은 하이 레벨이 되고,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
ADD_IN)는 다시 하이 레벨이 된다. 반면에, 숏 펄스 신호 (nSP)가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하면, 낸드 게이트 
(221)의 출력 (Yin)은 로우에서 하이로 간다. 이는 낸드 게이트 (223)의 출력에 관계없이 노어 게이트 (225)의 출력 
(nADD_IN)이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하게 한다. 이는 외부 어드레스가 메모리 장치 내에 래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리세트 신호 (RESET)가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함에 따라 낸드 게이트들 (222, 223)의 출
력들은 모두 로우 레벨이 되고,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다시 하이 레벨이 된다.

도 4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도
이다.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동작이 상세히 설명된다.

    
프로그램 동작 전에 수행되는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임을 나타내는 커맨드가 입력되면,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
임을 나타내는 동작 모드 플래그 신호 (Flag_mode)가 커맨드 레지스터 (190)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이후,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들을 지정하기 위한 열 및 행 어드레스 데이터가 입출력 핀들 (I/Oi) (i=0-7)을 통해 연속적으로 입력된다. 
연속적으로 입력된 열 및 행 어드레스는 제어 로직 (200)의 제어 하에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와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120)에 각각 저장된다. 제어 로직 (200)은 데이터 입력 동작을 위한 내부 
신호들을 발생시켜서 곧이어 입력될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 회로 (160)에 저장할 준비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의 로직 상태들이 어드레스 입력 조건과 일치할 때, 검출 
회로(230)는 외부 제어 신호 (    )의 첫번째 하이-로우 천이에 응답하여 하이-로우 천이를 갖는 세트 신호 (SET)를 
출력하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세트 신호 (SET)의 하이-로우 천이에 따라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
벨로 천이한다. 제어 로직 (200)은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의 천이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를 발생한다.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는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
NT1)에 응답하여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열 및 행 어드레스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입력된 열 및 행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에 따라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와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120)에 각각 저장된다. 검출 
회로 (230)는 외부 제어 신호 (     )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응답하여 하이-로우 천이를 갖는 리세트 신호 (RES
ET)를 출력하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리세트 신호 (RESET)의 하이-로우 천이에 따라 하이 레벨
이 된다. 즉, 어드레스 입력이 종료된다.

이어서, 데이터 입력 신호인    신호의 로우-하이 천이에 맞추어 (또는 동기되어) 데이터가 입출력 버퍼 회로 (180)를 
통해 입력되고,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의 열 어드레스가 순차적으로 바뀐다 (또는 증가된다). 즉, 입출력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페이지 버퍼 회로 (160)에 임시적으로 저장된다. 데이터 입력 동작이 수행되는 도
중에, 열 어드레스 오프셋을 변경하기 위한 특정 커맨드가 입력되면, 커맨드 레지스터 (110)는 특정 커맨드에 응답하
여 열 어드레스 오프셋을 변경하기 위한 플래그 신호 (Flag_offset)를 활성화시키며, 곧이어 입력되는 열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에 저장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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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어드레스 오프셋 변경을 위한 특정 커맨드가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의 커맨드 입력 조건 (CLE='H', 
ALE='L',    ='H',    ='L-H 천이')에 따라 입출력 핀들 (I/Oi)에 인가되면, 커맨드 레지스터 (190)는 로우-하이 천
이를 갖는 오프셋 변경 플래그 신호 (Flag_offset)를 출력한다. 숏 펄스 발생 회로 (210)는 플래그 신호 (Flag_offse
t)의 로우-하이 천이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 (nSP)를 발생하고,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숏 펄스 신
호 (nSP)에 따라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활성화된다. 제어 로직 (200)은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와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를 발생하며, 그 결과 곧이어 
입력되는 열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로 전달된다. 이후, 검출 회로 
(230)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점을 검출하여 액티브 로우 펄스
의 리세트 신호 (RESET)를 발생한다. 즉, 검출 회로 (230)는     신호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응답하여 리세트 신
호 (RESET)를 출력하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하이 레벨로 비활성화된다. 즉, 열 어드레스의 오프
셋 변경을 위한 어드레스 입력이 종료된다.

계속해서, 데이터 입력 신호인    신호의 로우-하이 천이에 동기되어 나머지 데이터가 입출력 버퍼 회로 (180)를 통해 
입력된다. 나머지 데이터는 열 게이트 회로 (170)를 통해 새로 입력된 열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페이지 버퍼로부터 순
차적으로 저장된다. 데이터 입력 동작이 완료되면, 페이지 버퍼 회로 (160)에 임시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프로그램 
커맨드의 입력에 따라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에 프로그램된다.

도 4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도
이다.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동작이 설명된다.

독출 동작임을 나타내는 커맨드가 입력되면, 독출 동작임을 나타내는 동작 모드 플래그 신호 (Flag_mode)가 커맨드 
레지스터 (190)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이후, 메모리 셀들을 지정하기 위한 열 및 행 어드레스 데이터가 입출력 핀들 (
I/Oi) (i=0-7)을 통해 연속적으로 입력된다. 입력된 열 및 행 어드레스는 제어 로직 (200)의 제어 하에 어드레스 버
퍼 회로 (1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와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120)에 각각 저장된다. 어드레스 입력에 
관련된 동작은 도 4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게 수행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된다. 제어 로직 (200)은 
독출 동작을 위한 내부 신호들을 발생하여 페이지 버퍼 회로 (160)를 제어한다. 즉, 페이지 버퍼 회로 (160)는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에 대한 데이터 감지 동작을 수행하고, 감지된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 회로에 임시로 저장하는 동
작을 수행한다. 감지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비지 상태로 유지된다. 즉, 감지 동작이 수행
되는 동안, R/    신호는 비지 상태를 나타내는 로우 레벨로 유지된다.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의 데이터를 감지하여 저장하는 동작이 완료되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비지 상태
에서 준비 상태로 진입하여 임시로 저장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낸드형 플
래시 메모리 장치가 비지 상태에서 준비 상태가 되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는 데이터 출력 신호인     신호의 하
이-로우 천이에 따라 열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며, 열 디코더 (150) 및 열 게이트 회로 (170)는 열 어드레
스 레지스터 (140)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페이지 버퍼들의 그룹들을 선택한다. 그렇게 
선택된 그룹의 페이지 버퍼들에 저장된 데이터는 입출력 버퍼회로 (180)를 통해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출력된다.

데이터 출력 동작이 수행되는 도중에, 열 어드레스 오프셋을 변경하기 위한 특정 커맨드가 입력되면, 커맨드 레지스터 
(190)는 특정 커맨드에 응답하여 열 어드레스 오프셋을 변경하기 위한 플래그 신호 (Flag_offset)를 활성화시키며, 
곧이어 입력되는 열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에 저장된다. 좀 더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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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어드레스 오프셋 변경을 위한 특정 커맨드가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의 커맨드 입력 조건 (CLE='H', 
ALE='L',    ='H',    ='L-H 천이')에 따라 입출력 핀들 (I/Oi)에 인가되면, 커맨드 레지스터 (190)는 오프셋 변경 
플래그 신호 (Flag_offset)가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천이되게 한다. 숏 펄스 발생 회로 (210)는 플래그 신호 (F
lag_offset)의 로우-하이 천이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 (nSP)를 발생하고,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숏 펄스 신호 (nSP)에 따라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활성화된다. 제어 로직 (200)은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
DD_I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와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를 발생하며, 그 
결과 곧이어 입력되는 열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버퍼 회로 (1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140)로 전달된다. 이
후, 검출 회로 (230)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점 (즉,    신호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을 검출하여 리세트 신호 (RESET)를 출력하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하이 
레벨로 비활성화된다. 즉,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 변경을 위한 어드레스 입력이 종료된다.

계속해서, 데이터 출력 신호인    신호의 하이-로우 천이에 동기되어 나머지 데이터가 입출력 버퍼 회로 (180)를 통해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출력된다. 나머지 데이터는 열 게이트 회로 (170)를 통해 새로 입력된 열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페이지 버퍼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는 데이터 입력/출력 동작시 내부 열 어드레스를 외부로부
터 제공되는 열 어드레스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그러한 기능에 의하면,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사이즈가, 
예를 들면, (512B+16B)에서 (2KB+64B)로 확장되더라도,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로서 메
모리 컨트롤러의 버퍼 메모리 사이즈에 관계없이 모든 메모리 응용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록 메모리 
컨트롤러의 버퍼 메모리 사이즈가 (512B+16B)이더라도,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512B의 노멀 데이터는 기입 커맨
드 입력에 따라 메인 필드 어레이에 대응하는 2KB의 페이지 버퍼 영역 (①)에 할당되고, 16B의 부가 데이터는 열 어드
레스의 오프셋을 변경하기 위한 커맨드 입력에 따라 스페어 필드 어레이에 대응하는 64B의 페이지 버퍼 영역 (②)에 
할당된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 열 중 512B의 노멀 데이터는 기입 커맨드 입력에 따라 2KB의 페이
지 버퍼 영역 (③)에 할당되고, 16B의 부가 데이터는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을 변경하기 위한 커맨드 입력에 따라 64B
의 페이지 버퍼 영역 (④)에 할당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데이터 역시 정상적으로 페이지 버퍼 회로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사이즈가 메모리 응용 시스템에 관계 없이 확장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고속 독출/기입 동작이 달성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낸드
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특정 커맨드 대신에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의 조합을 이용하여 열 어드레스
의 오프셋을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 2 실시예의 구성 요소들 (300-380)은 제 1 실시예의 그것과 동일한 기능
을 수행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된다.

    
도 6을 참조하면, 커맨드 레지스터 (390)는 독출 동작 또는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을 알리는 커맨드가 입출력 핀
들 (I/Oi) (i=0-7)에 인가될 때 상기 커맨드가 의미하는 동작 모드의 플래그 신호 (Flag_mode)를 활성화시킨다. 제
어 로직 (400)은 플래그 신호 (Flag_mode)에 응답하여 독출/기입 동작을 위한 내부 신호들을 생성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제 1 검출 회로 (410), 숏 펄스 발생 회로 (420),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43
0), 그리고 제 2 검출 회로 (440)를 더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 로직 (400), 제 1 검출 회로 (410), 숏 
펄스 발생 회로 (420),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430), 그리고 제 2 검출 회로 (440)는 독출/기입 동작에 따른 
전반적인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독출/기입 컨트롤러 (450)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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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검출 회로 (410)는 외부 (예를 들면,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제공되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
을 받아들이고, 입력된 신호들의 특정 조합이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 변경을 알리는 값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검출한
다. 제 1 검출 회로 (410)는 특정 신호 조합이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 변경을 나타낼 때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 변경을 
나타내는 플래그 신호 (Flag_offset)를 발생한다. 예를 들면,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가 모두 하이 레
벨일 때, 제 1 검출 회로 (410)는 로우-하이 천이를 갖는 플래그 신호 (Flag_offset)를 출력한다. 숏 펄스 발생 회로 
(420)는 플래그 신호 (Flag_offset)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 (nSP)를 발생하고,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43
0)는 숏 펄스 신호 (nSP)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를 활성화시킨다.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가 활성화될 때, 제어 로직 (400)은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
2)를 발생한다. 어드레스 버퍼 회로 (310)는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에 응답하여 입출력 핀들 (I/Oi)에 제
공되는 어드레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는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에 응답하여 어
드레스 버퍼 회로 (310)의 출력을 래치한다. 즉,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의 열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 (
310)로부터 출력되는 새로운 열 어드레스에 의해서 갱신된다.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제 2 검출 회로 
(440)로부터 출력되는 리세트 신호 (RESET)에 의해서 비활성화된다.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제 2 검출 회로 (440)는 독출 동작 또는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을 나타내는 커맨드가 
입력될 때만 세트 신호 (SET)를 활성화킨다. 세트 신호 (SET)의 활성화에 따라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430)
로부터 출력되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가 활성화된다. 즉,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독
출 동작 또는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을 나타내는 커맨드가 입력될 때 제 2 검출 회로 (440)로부터의 세트 신호 (
SET)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의 조합이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 변경을 나타낼 때 
제 1 검출 회로 (410)로부터의 플래그 신호 (Flag_offset)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그렇게 활성화된 어드레스 입력 구
간 신호 (nADD_IN)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점에서 제 2 검출 회로 (440)로부터 출력되는 리세트 신호 (RESET)
에 의해서 비활성화된다.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숏 펄스 발생 회로 (420) 및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430)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커맨드 레지스터 (390) 및 독출/기입 컨트롤러 (450)는, 데이터가 입출력되는 도중에 외부 어드
레스가 입출력 핀들에 인가될 때, 상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외부 어드레스가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어드레스 버퍼 회로 및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수단을 구성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도
이다. 이하,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동작이 상세히 설명된다.

    
프로그램 동작 전에 수행되는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임을 나타내는 커맨드가 입력되면,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
임을 나타내는 동작 모드 플래그 신호 (Flag_mode)가 커맨드 레지스터 (390)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이후,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들을 지정하기 위한 열 및 행 어드레스 데이터가 입출력 핀들 (I/Oi)을 통해 연속적으로 입력된다. 연속적으
로 입력된 열 및 행 어드레스는 제어 로직 (400)의 제어 하에 어드레스 버퍼 회로 (3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와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320)에 각각 저장된다. 제어 로직 (400)은 데이터 입력 동작을 위한 내부 신호들을 
발생시켜서 곧이어 입력될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 회로 (360)에 저장할 준비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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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의 로직 상태들이 어드레스 입력 조건과 일치할 때, 제 2 
검출 회로 (440)는 외부 제어 신호    )의 첫번째 하이-로우 천이에 응답하여 하이-로우 천이를 갖는 세트 신호 (SE
T)를 출력하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세트 신호 (SET)의 하이-로우 천이에 따라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한다. 제어 로직 (400)은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의 천이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
어 신호 (CNT1)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를 발생한다. 어드레스 버퍼 회로 (310)는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에 응답하여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열 및 행 어드레스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입력된 열 및 행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에 따라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와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320)에 각각 저장된
다. 제 2 검출 회로 (440)는 외부 제어 신호 (     )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응답하여 하이-로우 천이를 갖는 리세
트 신호 (RESET)를 출력하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리세트 신호 (RESET)의 하이-로우 천이에 
따라 하이 레벨이 된다.

이어서, 데이터 입력 신호인    신호의 로우-하이 천이에 맞추어 (또는 동기되어) 데이터가 입출력 버퍼 회로 (380)를 
통해 입력되고,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의 열 어드레스가 순차적으로 바뀐다 (또는 증가된다). 즉, 입출력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페이지 버퍼 회로 (360)에 임시적으로 저장된다. 데이터 입력 동작이 수행되는 도
중에,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의 조합이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 변경 조건과 
일치할 때, 제 1 검출 회로 (410)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의 조합에 따라 열 어드레스 오프셋을 변경
하기 위한 플래그 신호 (Flag_offset)를 활성화시키며, 곧이어 입력되는 열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 (3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에 저장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열 어드레스 오프셋 변경을 위한 조합을 갖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이 입출력 핀들 (I/Oi)에 인가되
면, 제 1 검출 회로 (410)는 로우-하이 천이를 갖는 오프셋 변경 플래그 신호 (Flag_offset)를 출력한다. 숏 펄스 발
생 회로 (420)는 플래그 신호 (Flag_offset)의 로우-하이 천이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 (nSP)를 발생하고, 어드레
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숏 펄스 신호 (nSP)에 따라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활성화된다. 제어 로직 (40
0)은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와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를 발생하며, 그 결과 곧이어 입력되는 열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버퍼 회로 (310)를 통해 열 어드레
스 레지스터 (340)로 전달된다. 이후, 제 2 검출 회로 (440)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을 이용하여 어
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점을 검출하여 액티브 로우 펄스의 리세트 신호 (RESET)를 발생한다. 즉, 제 2 검출 회로 (44
0)는    신호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응답하여 리세트 신호 (RESET)를 출력하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
DD_IN)는 하이 레벨로 비활성화된다. 즉,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의 열 어드레스가 새로운 열 어드레스로 변경된
다 (또는, 갱신된다).

계속해서, 데이터 입력 신호인    신호의 로우-하이 천이에 동기되어 나머지 데이터가 입출력 버퍼 회로 (380)를 통해 
입력된다. 나머지 데이터는 열 게이트 회로 (370)를 통해 새로 입력된 열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페이지 버퍼로부터 순
차적으로 저장된다. 데이터 입력 동작이 완료되면, 페이지 버퍼 회로 (360)에 임시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프로그램 
커맨드의 입력에 따라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에 프로그램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도
이다. 이하,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동작이 설명된다.

 - 12 -



등록특허 10-0381957

 
독출 동작임을 나타내는 커맨드가 입력되면, 독출 동작임을 나타내는 동작 모드 플래그 신호 (Flag_mode)가 커맨드 
레지스터 (190)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이후, 메모리 셀들을 지정하기 위한 열 및 행 어드레스 데이터가 입출력 핀들 (
I/Oi)을 통해 연속적으로 입력된다. 입력된 열 및 행 어드레스는 제어 로직 (400)의 제어 하에 어드레스 버퍼 회로 (3
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와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320)에 각각 저장된다. 어드레스 입력에 관련된 동
작은 도 7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게 수행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된다. 제어 로직 (400)은 독출 동작
을 위한 내부 신호들을 발생하여 페이지 버퍼 회로 (360)를 제어한다. 즉, 페이지 버퍼 회로 (360)는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에 대한 데이터 감지 동작을 수행하고, 감지된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 회로에 임시로 저장하는 동작을 수행
한다. 감지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비지 상태로 유지된다. 즉, 감지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R/    신호는 비지 상태를 나타내는 로우 레벨로 유지된다.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의 데이터를 감지하여 저장하는 동작이 완료되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비지 상태
에서 준비 상태로 진입하여 임시로 저장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낸드형 플
래시 메모리 장치가 비지 상태에서 준비 상태가 되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는 데이터 출력 신호인     신호의 하
이-로우 천이에 따라 열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며, 열 디코더 회로 (350) 및 열 게이트 회로 (370)는 열 어
드레스 레지스터 (340)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페이지 버퍼들의 그룹들을 선택한다. 그렇
게 선택된 그룹의 페이지 버퍼들에 저장된 데이터는 입출력 버퍼 회로 (380)를 통해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출력된다.

데이터 출력 동작이 수행되는 도중에,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의 조합이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 변경 조건 (예를 들면, CLE='H', ALE='H',    ='H',    ='H')과 일치할 때, 제 1 검출 회로 (410)
는 외부 제어 신호들의 조합에 응답하여 열 어드레스 오프셋을 변경하기 위한 플래그 신호 (Flag_offset)를 활성화시
키며, 곧이어 입력되는 열 어드레스는, 앞서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버퍼 회로 (3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에 저장된다. 계속해서, 데이터 출력 신호인     신호의 하이-로우 천이에 동기되어 나머지 데이터가 입
출력 버퍼 회로 (380)를 통해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출력된다. 나머지 데이터는 열 게이트 회로 (370)를 통해 새로 입
력된 열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페이지 버퍼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 역시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
다. 즉,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사이즈가 메모리 응용 시스템에 관계 없이 확장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낸드
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고속 독출/기입 동작이 달성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제 3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어드레스 입력 조건이 생길 때마다 외부 (예를 들면,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제공되는 열 어드
레스에 의해서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540)의 내용이 갱신되도록 구현된다. 제 3 실시예의 구성 요소들 (500-580)은 
제 1 및 제 2 실시예들의 그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된다.

    
도 9를 참조하면, 커맨드 레지스터 (590)는 독출 동작 또는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을 알리는 커맨드가 입출력 핀
들 (I/Oi)에 인가될 때 상기 커맨드가 의미하는 동작 모드의 플래그 신호 (Flag_mode)를 활성화시킨다. 제어 로직 (6
00)은 플래그 신호 (Flag_mode)에 응답하여 독출/기입 동작을 위한 내부 신호들을 생성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
에 따른 메모리 장치는 검출 회로 (610) 및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62)를 더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 로직 (600), 검출 회로 (610) 그리고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620)는 독출/기입 동작에 따른 전반적인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독출/기입 컨트롤러 (630)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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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회로 (610)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에 응답하여 세트 신호 (SET)와 리세트 신호 (RESET)를 
발생한다. 예를 들면, 세트 신호 (SET)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이 모두 하이 레벨일 때    신호의 첫번째 
하이-로우 천이에 따라 활성화된다. 리세트 신호 (RESET)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이 모두 하이 레벨일 
때    신호의 로우-하이 천이 (예를 들면,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따라 활성화된다. 검출 회로 (610)는 리세트 신
호 (RESET)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이 모두 하이 레벨일 때    신호의 첫번째 로우-하이 천이 또는 두
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따라 활성화되도록 구현될 수 있다.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620)는 세트 신호 (SET)
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를 활성화시키고, 리세트 신호 (RESET)에 응답하여 활성화된 신호 
(nADD_IN)를 비활성화시킨다.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620)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2개의 낸드 게이
트들 (621, 622)과 인버터 (623)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커맨드 레지스터 (590) 및 독출/기입 컨트롤러 (630)는, 데이터가 입출력되는 도중에 외부 어드
레스가 입출력 핀들에 인가될 때, 상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외부 어드레스가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어드레스 버퍼 회로 및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수단을 구성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도
이다. 이하,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력 동작이 상세히 설명된다.

    
프로그램 동작 전에 수행되는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임을 나타내는 커맨드가 입력되면, 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
임을 나타내는 동작 모드 플래그 신호 (Flag_mode)가 커맨드 레지스터 (590)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이후, 프로그램될 
메모리 셀들을 지정하기 위한 열 및 행 어드레스 데이터가 입출력 핀들 (I/Oi)을 통해 연속적으로 입력된다. 연속적으
로 입력된 열 및 행 어드레스는 제어 로직 (600)의 제어 하에 어드레스 버퍼 회로 (5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540)와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520)에 각각 저장된다. 제어 로직 (600)은 데이터 입력 동작을 위한 내부 신호들을 
발생시켜서 곧이어 입력될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 회로 (560)에 저장할 준비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의 로직 상태들이 어드레스 입력 조건과 일치할 때, 검출 
회로(610)는 외부 제어 신호 (    )의 첫번째 하이-로우 천이에 응답하여 하이-로우 천이를 갖는 세트 신호 (SET)를 
출력하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세트 신호 (SET)의 하이-로우 천이에 따라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
벨로 천이한다. 제어 로직 (600)은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의 천이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를 발생한다. 어드레스 버퍼 회로 (510)는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
NT1)에 응답하여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열 및 행 어드레스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입력된 열 및 행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에 따라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540)와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520)에 각각 저장된다. 검출 
회로 (610)는 외부 제어 신호 (     )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응답하여 하이-로우 천이를 갖는 리세트 신호 (RES
ET)를 출력하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리세트 신호 (RESET)의 하이-로우 천이에 따라 하이 레벨
이 된다.

이어서, 데이터 입력 신호인    신호의 로우-하이 천이에 맞추어 (또는 동기되어) 데이터가 입출력 버퍼 회로 (580)를 
통해 입력되고,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540)의 열 어드레스가 순차적으로 바뀐다 (또는 증가된다). 즉, 입출력 구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페이지 버퍼 회로 (560)에 임시적으로 저장된다. 데이터 입력 동작이 수행되는 도
중에,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의 조합이 어드레스 입력 조건과 일치할 때, 
검출 회로 (610)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의 조합에 따라 열 어드레스 오프셋을 변경하기 위한 세트 
신호 (SET)를 활성화시키며, 곧이어 입력되는 열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 (5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540)에 저장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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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어드레스 오프셋 변경을 위한 (또는, 어드레스 입력 조건을 나타내는) 조합을 갖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
이 입출력 핀들 (I/Oi)에 인가되면, 검출 회로 (610)는 액티브 로우 펄스의 세트 신호 (SET)를 활성화시킨다. 어드레
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액티브 로우 펄스의 세트 신호 (SET)에 따라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활성화된다. 
제어 로직 (600)은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CNT1)와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 (CNT2)를 발생하며, 그 결과 곧이어 입력되는 열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버퍼 회로 (5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540)로 전달된다. 이후, 검출 회로 (610)는     신호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응답하여 
리세트 신호 (RESET)를 출력하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하이 레벨로 비활성화된다. 즉, 열 어드레
스 레지스터 (340)의 열 어드레스가 새로운 열 어드레스로 변경된다 (또는, 갱신된다).

계속해서, 데이터 입력 신호인    신호의 로우-하이 천이에 동기되어 나머지 데이터가 입출력 버퍼 회로 (580)를 통해 
입력된다. 나머지 데이터는 열 게이트 회로 (570)를 통해 새로 입력된 열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페이지 버퍼로부터 순
차적으로 저장된다. 데이터 입력 동작이 완료되면, 페이지 버퍼 회로 (560)에 임시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프로그램 
커맨드의 입력에 따라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에 프로그램된다.

도 12 내지 도 1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
작 타이밍도들이다. 이하,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출력 동작이 설명된다.

도 12를 참조하면, 독출 동작임을 나타내는 커맨드가 입력될 때, 독출 동작임을 나타내는 동작 모드 플래그 신호 (Fla
g_mode)가 커맨드 레지스터 (590)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이후, 메모리 셀들을 지정하기 위한 열 및 행 어드레스 데이
터가 입출력 핀들 (I/Oi)을 통해 연속적으로 입력된다. 입력된 열 및 행 어드레스는 제어 로직 (600)의 제어 하에 어드
레스 버퍼 회로 (5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540)와 행 어드레스 레지스터 (520)에 각각 저장된다. 어드레스 
입력에 관련된 동작은 앞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게 수행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된다. 제어 로직 (600)
은 독출 동작을 위한 내부 신호들을 발생하여 페이지 버퍼 회로 (560)를 제어한다. 즉, 페이지 버퍼 회로 (560)는 선
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에 대한 데이터 감지 동작을 수행하고, 감지된 데이터를 페이지 버퍼 회로에 임시로 저장하
는 동작을 수행한다. 감지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비지 상태로 유지된다. 즉, 감지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R/    신호는 비지 상태를 나타내는 로우 레벨로 유지된다.

선택된 페이지의 메모리 셀들의 데이터를 감지하여 저장하는 동작이 완료되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비지 상태
에서 준비 상태로 진입하여 임시로 저장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를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낸드형 플
래시 메모리 장치가 비지 상태에서 준비 상태가 되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340)는 데이터 출력 신호인     신호의 하
이-로우 천이에 따라 열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며, 열 디코더 회로 (550) 및 열 게이트 회로 (570)는 열 어
드레스 레지스터 (540)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페이지 버퍼들의 그룹들을 선택한다. 그렇
게 선택된 그룹의 페이지 버퍼들에 저장된 데이터는 입출력 버퍼 회로 (580)를 통해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출력된다.

데이터 출력 동작이 수행되는 도중에,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    )의 로직 상태
들이 열 어드레스의 오프셋 변경을 위한 어드레스 입력 조건 (예를 들면, CLE='H', ALE='H',    ='H',    =toggle)과 
일치할 때, 검출 회로 (610)는 외부 제어 신호 (     )의 첫번째 하이-로우 천이에 응답하여 열 어드레스 오프셋을 변경
하기 위한 세트 신호 (SET)를 활성화시키며, 곧이어 입력되는 열 어드레스는, 앞서 설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버퍼 회로 (510)를 통해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 (540)에 저장된다. 검출 회로 (610)는     신호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
이에 응답하여 리세트 신호 (RESET)를 활성화시키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비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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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데이터 출력 신호인    신호의 하이-로우 천이에 동기되어 나머지 데이터가 입출력 버퍼 회로 (580)를 통해 
메모리 장치의 외부로 출력된다. 나머지 데이터는 열 게이트 회로 (570)를 통해 새로 입력된 열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페이지 버퍼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 역시 제 1 및 제 2 실시예들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
게 자명하다. 즉,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사이즈가 메모리 응용 시스템에 관계 없이 확장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고속 독출/기입 동작이 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에 있어서,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신호의 세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따라 비
활성화되도록 제어된다. 하지만,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첫번째 로우-하
이 천이에 따라 비활성화되도록 제어될 수 있다. 세트 및 리세트 신호들 (SET, RESET)을 출력하는 검출 회로는 그러
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카운터 회로 및 로직 게이트 회로들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는 두번째 로우-하이 천이에 따라 비활성화되도록 제어될 수 있다. 즉,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
IN)가 비활성화되는 시점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nADD_IN)가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 
동안, 동작 타이밍도들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열 어드레스에 이어서 동일한 행 어드레스가 입력될 수 있다. 또는, 
열 어드레스에 이어서 행 어드레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출력되는 도중에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열 어드레스가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새로운 
열 어드레스로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사이즈가 메모리 응용 시스템에 관계 없이 
확장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페이지 사이즈의 확장에 따라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고속 독출/기입 동작이 달성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메모리 셀들을 갖는 어레이와; 상기 어레이에/로부터 저장될/독출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수 개의 래치들을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어드레스로서 저장하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이고, 상기 입력된 열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
시키는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래치들의 그룹을 선택하는 선택 회로
와;

상기 입출력 핀들을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입력 신호에 동기 되어 상기 선택된 래치들로 전달하고, 상기 선택
된 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출력 신호에 동기 되어 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달하는 데이터 입/출력 회로 및;

상기 데이터가 상기 선택된 래치들로/로부터 전달되는/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달되는 도중에 상기 입출력 핀들에 외부 
어드레스가 인가될 때, 상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상기 외부 어드레스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 및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
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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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는 메인 필드 어레이와 스페어 필드 어레이로 구분되며; 상기 데이터는 상기 메인 필드 어레이에 저장될 정
상적인 데이터 비트들과 상기 스페어 필드 어레이에 저장될, 상기 정상적인 데이터 비트들과 관련된, 부가 데이터 비트
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가 상기 선택된 래치들로/로부터 전달되는/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달되는 도중에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된 
상기 외부 어드레스는 상기 스페어 필드 어레이의 열들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열 어드레스의 변경을 알리는 커맨드가 상기 입출력 핀들을 통해 입력될 때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입출력 핀들을 통해 입력된 상기 커맨드에 응답하여 열 어드레스 변경을 나타내는 제 1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커맨드 레지스터와;

상기 제 1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숏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숏 펄스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어드레
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및;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을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를 
저장하며;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종료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서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
간 신호는 상기 리세트 신호에 의해서 비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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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레지스터는 독출 동작/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을 나타내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제 2 플래그 신호를 발생
하고; 상기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는 상기 제 2 플래그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시작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서 세트 신
호를 발생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세트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
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WE, /RE)의 조합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
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WE, /RE)의 조합이 열 어드레스 변경을 알리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서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열 어드레스 변경을 나타내는 제 1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검출 회로와;

상기 제 1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숏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숏 펄스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어드레
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및;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을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를 
저장하며;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을 받아들이고,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종료되었
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여, 그 검출 결과로서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검출 회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어드
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리세트 신호에 의해서 비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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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독출 동작/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을 나타내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제 2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커맨드 레지스터를 부가적으로 포함하고; 상기 제 2 검출 회로는 상기 제 2 플래그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시작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
과로서 세트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세트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외부 제어 신호들 (ALE, /CE, /WE, /RE)의 로직 상태들이 어드레스 입력 조건과 일치할 때마다 활
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소정의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발생하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 및;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을 받아들이고,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개시 시점을 검출하여 세트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료 시점을 검출하여 리세트 신호를 출력하는 검출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세트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상기 리세트 신호에 의해서 비활성화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를 저장하
고;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 셀들을 가지며, 메인 필드 어레이
와 스페어 필드 어레이로 구분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복수 개의 그룹들로 구분되며, 상기 어레이에/로부터 저장될/독출된 데이터 열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수 개의 래치
들과;

상기 데이터 열은 상기 메인 필드 어레이에 저장될 정상적인 데이터 비트들과 상기 스페어 필드 어레이에 저장될, 상기 
정상적인 데이터 비트들과 관련된, 부가 데이터 비트들로 이루어지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신호들을 어드레스로서 저장하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에 저장된 신호들을 열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이고, 상기 입력된 열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
시키는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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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들의 그룹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
택 회로와;

상기 입출력 핀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열을 데이터 입력 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
로 전달하고,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 열을 데이터 출력 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
달하는 데이터 입/출력 회로와;

열 어드레스 변경을 알리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열 어드레스 변경을 나타내는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커맨드 레지스터
와;

상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숏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숏 펄스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어드레
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및;

상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외부 어드레스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
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 및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제어 로직을 포함하는 플
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종료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서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리
세트 신호에 의해서 비활성화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레지스터는 독출 동작/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을 나타내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제 2 플래그 신호를 발생
하고; 상기 검출 회로는 상기 제 2 플래그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에 응답
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시작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서 세트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어드
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세트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를 발
생하되,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
레스를 저장하며;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열이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로/로부터 전달되는/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달되는 도중에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된 상기 외부 어드레스는 상기 스페어 필드의 열들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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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그룹의 래치들의 수는 상기 입출력 핀들의 수에 대응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 셀들을 가지며, 메인 필드 어레이
와 스페어 필드 어레이로 구분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복수 개의 그룹들로 구분되며, 상기 어레이에/로부터 저장될/독출된 데이터 열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수 개의 래치
들과;

상기 데이터 열은 상기 메인 필드 어레이에 저장될 정상적인 데이터 비트들과 상기 스페어 필드 어레이에 저장될, 상기 
정상적인 데이터 비트들과 관련된, 부가 데이터 비트들로 이루어지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신호들을 어드레스로서 저장하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에 저장된 신호들을 열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이고, 상기 입력된 열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
시키는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들의 그룹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
택 회로와;

상기 입출력 핀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열을 데이터 입력 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
로 전달하고,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 열을 데이터 출력 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
달하는 데이터 입/출력 회로와;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WE, /RE)의 조합이 열 어드레스 변경을 알리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
서 열 어드레스 변경을 나타내는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검출 회로와;

상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숏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숏 펄스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어드레
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 및;

상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외부 어드레스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
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 및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제어 로직을 포함하는 플
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종료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
고, 그 검출 결과로서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검출 회로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리세트 신호에 의해서 비활성화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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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독출 동작/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을 나타내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제 2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커맨드 레지스터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제 2 검출 회로는 상기 제 2 플래그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
E, /CE, /RE)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시작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서 세트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세트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
치.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를 발
생하되,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
레스를 저장하며;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열이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로/로부터 전달되는/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달되는 도중에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된 상기 외부 어드레스는 상기 스페어 필드의 열들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그룹의 래치들의 수는 상기 입출력 핀들의 수에 대응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6.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 셀들을 가지며, 메인 필드 어레이
와 스페어 필드 어레이로 구분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복수 개의 그룹들로 구분되며, 상기 어레이에/로부터 저장될/독출된 데이터 열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수 개의 래치
들과;

상기 데이터 열은 상기 메인 필드 어레이에 저장될 정상적인 데이터 비트들과 상기 스페어 필드 어레이에 저장될, 상기 
정상적인 데이터 비트들과 관련된, 부가 데이터 비트들로 이루어지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신호들을 어드레스로서 저장하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에 저장된 신호들을 열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이고, 상기 입력된 열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
시키는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들의 그룹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
택 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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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출력 핀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열을 데이터 입력 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
로 전달하고,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 열을 데이터 출력 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
달하는 데이터 입/출력 회로와;

세트 신호 및 리세트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발생하는 어
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와;

상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외부 어드레스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
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 및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제어 로직 및;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을 받아들이고,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개시 시점을 검출하여 상기 어드
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기 세트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료 시점을 검출하
여 상기 활성화된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상기 리세트 신호를 출력하는 검출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열이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로/로부터 전달되는/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달되는 도중에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된 상기 외부 어드레스는 상기 스페어 필드의 열들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각 그룹의 래치들의 수는 상기 입출력 핀들의 수에 대응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9.

호스트로부터 제공되는 노멀 데이터를 받아들여 상기 노멀 데이터에 관련된 부가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생성하며,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부가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를 구비한 메모리 컨트롤러 및;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에 연결되며, 상기 노멀 데이터 및 상기 부가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 열을 저장하는 플래시 메
모리 장치를 구비하며,

상기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 셀들을 가지며, 메인 필드 어레이
와 스페어 필드 어레이로 구분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복수 개의 그룹들로 구분되며, 상기 어레이에/로부터 저장될/독출된 데이터 열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수 개의 래치
들과;

상기 메인 필드 어레이에는 상기 노멀 데이터가 저장되고, 상기 스페어 필드 어레이에는 상기 부가 데이터가 저장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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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신호들을 어드레스로서 저장하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에 저장된 신호들을 열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이고, 상기 입력된 열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
시키는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들의 그룹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선
택 회로와;

상기 입출력 핀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열을 데이터 입력 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
로 전달하고,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에 저장된 데이터 열을 데이터 출력 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
달하는 데이터 입/출력 회로와;

상기 데이터가 상기 선택된 래치들로/로부터 전달되는/상기 입출력 핀들로 전달되는 도중에 상기 입출력 핀들에 외부 
어드레스가 인가될 때, 상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상기 외부 어드레스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도록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 및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입출력 핀들을 통해 입력된 상기 커맨드에 응답하여 열 어드레스 변경을 나타내는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커맨드 
레지스터와;

상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숏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숏 펄스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어드레
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 및;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제공되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이 종료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서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검출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리세트 신호에 의해서 비활성화되고;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를 저장하며;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
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커맨드 레지스터는 독출 동작/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을 나타내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제 2 플래그 신호를 발생
하고; 상기 검출 회로는 상기 제 2 플래그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에 응답
하여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시작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서 세트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세트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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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제공되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WE, /RE)의 조합이 열 어드레스 변경을 알리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서 열 어드레스 변경을 나타내는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제 1 검출 회로와;

상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숏 펄스 발생 회로와;

상기 숏 펄스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어드레
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 및;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을 받아들이고,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종료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
출하여, 그 검출 결과로서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제 2 검출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리세트 신호에 의해서 비활성화되고;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를 저장하며;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
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독출 동작/연속적인 데이터 입력 동작을 나타내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제 2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커맨드 레지스터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제 2 검출 회로는 제 2 플래그 신호가 활성화될 때 상기 외부 제어 신호
들 (CLE, ALE, /CE, /RE)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이 시작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로
서 세트 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세트 신호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
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4.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세트 신호 및 리세트 신호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발생하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설정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 및;

상기 메모리 컨트롤러로부터 제공되는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을 받아들이고,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
간의 개시 시점을 검출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트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료 시점을 검출하여 상기 활성화된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리세트 신호를 출력
하는 검출 회로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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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청구항 35.

    
행들과 열들의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전기적으로 소거 및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 셀들을 가지며, 메인 필드 어레이
와 스페어 필드 어레이로 구분되는 메모리 셀 어레이와; 복수 개의 그룹들로 구분되며, 상기 어레이에/로부터 저장될/독
출된 데이터 열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복수 개의 래치들과; 상기 데이터 열은 상기 메인 필드 어레이에 저장될 정상적
인 데이터 비트들과 상기 스페어 필드 어레이에 저장될, 상기 정상적인 데이터 비트들과 관련된, 부가 데이터 비트들로 
이루어지며; 입출력 핀들에 제공되는 신호들을 어드레스로서 저장하는 어드레스 버퍼 회로와; 상기 어드레스 버퍼 회로
에 저장된 신호들을 열 어드레스로서 받아들이고, 상기 입력된 열 어드레스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열 어드레스 레지
스터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데이터 입/출력 제어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부터 출력되는 열 어드레스에 응답하여 상기 래치들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단계와;

b) 상기 데이터 열을 데이터 입력 신호에 동기되어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로 전달하는 단계와;

c) 상기 데이터 열이 상기 선택된 그룹들의 래치들로/로부터 전달되는/출력되는 도중에 외부 어드레스가 상기 메모리 
장치에 인가될 때, 상기 외부 어드레스가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저장되게 하는 단계 및;

d) 상기 단계 (c) 후에 나머지 데이터를 상기 선택된 래치들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e) 열 어드레스의 변경을 알리는 커맨드에 응답하여 열 어드레스 변경을 나타내는 플래그 신호를 발생
하는 단계와; f) 상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g) 상기 숏 펄스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
의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단계와; h)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
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그리고 i)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료를 나타내는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로 이루어지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리세트 신호에 의해서 비활성화되고;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를 저장하며;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
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e)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WE, /RE)의 조합이 열 어드레스 변경을 알리는 지의 여부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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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열 어드레스 변경을 나타내는 플래그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f) 상기 플래그 신호에 응답하여 숏 펄스 신호를 발
생하는 단계와; g) 상기 숏 펄스 신호에 응답하여 소정의 어드레스 입력 구간을 나타내는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단계와; h)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
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그리고 i)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료를 나타내는 리세트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는 상기 리세트 신호에 의해서 비활성화되고;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를 저장하며;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
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 방법.

청구항 38.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e)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을 받아들이고, 어드레스 입력 개시 시점을 검출하여 어
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f)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어드레스 입력 제
어 신호 및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및; g) 상기 외부 제어 신호들 (CLE, ALE, /CE, /RE)을 받아들
이고, 상기 어드레스 입력 구간의 종료 시점을 검출하여 상기 활성화된 어드레스 입력 구간 신호를 비활성화시키는 단
계를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는 상기 어드레스 입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입출력 핀들에 인가되는 외부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상기 어드레스 래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 입력 회로에 
저장된 외부 어드레스를 받아들이는 데이터 입출력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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