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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읽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요약

여기에는 일련의 데이터 읽기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캐쉬 읽기 동작을 지원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제공된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과; 각각이 복수의 페이지들로 구성된 메모리 블록들과 선택된 메모리 블

록으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한 페이지 버퍼를 포함한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와;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를 저

장하도록 구성된 제 1 레지스터와; 제 2 레지스터를 구비하며,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명령 정보가 쓰여졌는 지의 여부를 검

출하여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과; 그리고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

레스 및 명령 정보를 상기 제 2 레지스터로 복사하는 복사 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제 2 레지스터에 저장

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를 제어한다. 상기 제

1 레지스터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의 동작에 관계없이 다음에 수행될 데이터 읽기 동작을 위한 어드레스 정보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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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의 읽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캐쉬 읽기 동작에 따른 데이터 전송 경로를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의 캐쉬 읽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 그리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의 정상 읽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 110 :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

120, 130 : 버퍼 메모리 140 : 제어 로직

141, 150 : 레지스터 160 : 복사 회로

210 : 비휘발성 메모리 셀 어레이 220 : 페이지 버퍼

230 : 행 디코더 회로 240 : 열 게이트 회로

250 : 열 디코더 회로 260 : 충방전 회로

300 : 호스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크게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와 불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로 나뉘어진다. 휘발성 반도체 메

모리 장치에 있어서, 로직 정보는 스태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경우 쌍안정 플립-플롭의 로직 상태를 설정함으로써 또는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경우 커패시터의 충전을 통해 저장된다.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경우, 전원이 인가

되는 동안 데이터가 저장되고 읽혀지며, 전원이 차단될 때 데이터는 소실된다.

MROM, PROM, EPROM, EEPROM 등과 같은 불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전원이 차단되어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다. 불 휘발성 메모리 데이터 저장 상태는 사용되는 제조 기술에 따라 영구적이거나 재프로그램 가능하다. 불 휘발성 반도

체 메모리 장치는 컴퓨터, 항공 전자 공학, 통신, 그리고 소비자 전자 기술 산업과 같은 넓은 범위의 응용에서 프로그램 및

마이크로코드의 저장을 위해서 사용된다. 단일 칩에서 휘발성 및 불 휘발성 메모리 저장 모드들의 조합이 빠르고 재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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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가능한 불 휘발성 메모리를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불 휘발성 RAM(nvRAM)과 같은 장치들에서 또한 사용 가능하다. 게

다가, 응용 지향 업무를 위한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몇몇 추가적인 로직 회로를 포함하는 특정 메모리 구조가 개발되

어 오고 있다.

불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MROM, PROM 및 EPROM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소거 및 쓰기가 자유롭지 않아

서 일반 사용자들이 기억 내용을 새롭게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반해 EEPROM은 전기적으로 소거 및 쓰기가 가능하

므로 계속적인 갱신이 필요한 시스템 프로그래밍(system programming)이나 보조 기억 장치로의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래시 EEPROM(이하, 플래시 메모리라 칭함)은 기존의 EEPROM에 비해 집적도가 높아 대용량 보조 기억 장치로의

응용에 매우 유리하다. 플래시 메모리들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노어 플래시 메모리에 비해 집적도가 매우 높다.

그러한 까닭에, 일반적으로,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노어 플래시 메모리는 소

용량의 부트 코드와 같은 코드 데이터(또는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메모리 시스템이 용도에 따라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노어 플래시 메모리를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메모리 시스

템의 전반적인 제어가 복잡해진다. 이러한 단점은 통합 메모리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통합 메모리 구조에

따르면, 노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었던 프로그램 코드는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사용된다. 예시적인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2003년 9월자 삼성전자(주) 데이터북(635페이지-652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이 출원의 레퍼런스로

포함된다. 이러한 통합 메모리 구조를 갖는 메모리 시스템은 호스트가 데이터를 요구할 때 빠른 속도로 원하는 데이터(일

반 데이터 및 코드 데이터)를 호스트로 출력하는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빠른 읽기 속도를 갖는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일련의 데이터 읽기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캐쉬 읽

기 동작을 지원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과; 각각이 복수의 페이지들로 구성된 메모리 블록들

과 선택된 메모리 블록으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한 페이지 버퍼를 포함한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와; 외부로부터의 어드레

스 및 명령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제 1 레지스터와; 제 2 레지스터를 구비하며,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명령 정보가 쓰

여졌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여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과; 그리고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를 상기 제 2 레지스터로 복사하는 복사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로직은 상

기 제 2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를 제어하고; 상기 제 1 레지스터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의 동작에 관계없이 다음에 수행될 데이터 읽기 동작

을 위한 어드레스 정보가 저장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에서 상기 제 1/2 버퍼 메모리로의 데이터 로딩이

완료될 때 인터럽트 신호를 하이로 비활성화시킨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트 신호가 비활성화될 때, 다음에 수행될 데이터 읽기 동작을 위한 캐쉬 읽기 명령

이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저장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복사 회로는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저장된 캐쉬 읽기 명

령 및 다음에 수행될 데이터 읽기 동작을 위한 어드레스 정보 및 캐쉬 읽기 명령을 상기 제 2 레지스터로 복사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캐쉬 읽기 동작의 각 데이터 읽기 구간 동안 상기 페이지 버퍼 내의 데

이터가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로 번갈아 전송되도록 상기 제 2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데이터 정보에 의

거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 및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을 제어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첫 번째 데이터 읽기 동작의 개시 이전에, 상기 제 1 레지스터에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데이

터 읽기 동작들을 위한 어드레스 정보가 저장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복사 회로는 첫 번째 캐쉬 읽기 명령이 입력될 때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저장된 첫 번째 그

리고 두 번째 데이터 읽기 동작들을 위한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첫 번째 캐쉬 읽기 명령과 함께 상기 제 2 레지스터로 복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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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첫 번째 캐쉬 읽기 명령의 입력시 첫 번째 및 두 번째 데이터 읽기 동작

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도록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를 제어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각 데이터 읽기 동작의 비트 라인 설정 구간 동안 상기 페이지 버퍼의 데이터가 상기 제

1/2 버퍼 메모리로 전송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이다.

앞의 일반적인 설명 및 다음의 상세한 설명 모두 예시적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하며, 청구된 발명의 부가적인 설명이 제

공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참조 부호들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으며, 그것의 예들이 참조 도면들에 표시되어 있다. 가

능한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참조 번호들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분을 참조하기 위해서 설명 및 도면들에 사용된다.

아래에서,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구비한 메모리 시스템이 본 발명의 특징 및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한 예로서 사용된다.

하지만, 이 기술 분야에 정통한 사람은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본 발명의 다른 이점들 및 성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다른 실시 예들을 통해 또한, 구현되거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범위,

기술적 사상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지 않고 관점 및 응용에 따라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1000)은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100)와 호스트(300)를 포함한다.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100)는 호스트(300)의 제어에 따라 데이터 읽기/쓰기 동작을 수행한다.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100)는 비휘

발성 메모리 코어(non-volatile memory core)(110), 제 1 버퍼 메모리(first buffer memory)(120), 제 2 버퍼 메모리

(second buffer memory)(130), 제어 로직(control logic)(140), 레지스터(150), 그리고 복사 회로(copy circuit)(160)를

포함한다.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는 비휘발성 메모리 셀 어레이(210)와 페이지 버퍼(220)를 포함하며, 제어 로직(140)에 의해

서 제어된다.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120, 130) 각각은 개별적으로 읽기/쓰기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 로직(140)에

의해서 그리고 호스트(300)에 의해서 제어되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210)에 저장될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120, 130) 각각은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에 저장될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

(120, 130)은 SRAM으로 구성된다. 다른 예로서,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120, 130)은 DRAM으로 구성된다.

제어 로직(140)은 레지스터(141)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에 따라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 및 버퍼 메모리들

(120, 130)을 제어한다. 즉, 제어 로직(140)은 레지스터(141)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에 따라 캐쉬 읽기 동작을

제어하며, 이는 이후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어 로직(140)은 호스트(300)로부터 캐쉬 읽기 명령이 입력될 때 인에이블

신호(EN)를 발생한다. 레지스터(150)는 호스트(300)에서 제공되는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레지

스터(150)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210)의 블록 어드레스, 페이지 어드레스, 버퍼 선택 정보, 그리고

읽기/쓰기/소거 명령을 포함한다. 복사 회로(160)는 인에이블 신호(EN)에 응답하여 레지스터(150)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

어 로직(140) 내의 레지스터(141)로 복사한다.

본 발명의 메모리 시스템(1000)에 따르면,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100)의 동작 중에 (또는, 인터럽트 신호의 로우-레벨 및

하이-레벨 구간 모두에서)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100)의 레지스터(150)에 어드레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이후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는 메모리 셀 어레이(memory cell array)(210)를 포함하며, 메모

리 셀 어레이(210)는 복수 개의 낸드 스트링들(NAND strings)(미도시됨)을 포함한다. 각 낸드 스트링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트링 선택 트랜지스터(string select transistor), 접지 선택 트랜지스터(ground select transistor), 그리고 선택

트랜지스터들 사이에 직렬 연결된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들(memory cell transistors)로 구성된다. 각 낸드 스트링의 트랜

지스터들은 동작 모드에 따라 행 디코더 회로(230)에 의해서 제어된다. 낸드 스트링들은 비트 라인들에 각각 전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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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비트 라인들은 쌍으로 구성된다. 도면에서, 예를 들면, 한 쌍의 비트 라인들은 "BL0e" 및

"BL0o"로 표기되어 있다. 비트 라인 쌍들(BL0e, BL0o)-(BLne, BLno)에는 페이지 버퍼들(220_0-220_n)이 각각 연결되

어 있다. 페이지 버퍼(220_0)는 래치(221), NMOS 트랜지스터들(TR1-TR7), 그리고 PMOS 트랜지스터(TR8)를 포함하

며,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페이지 버퍼(220_0)는 프로그램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혀진 데이터를 저

장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레지스터로서 동작한다. 트랜지스터들(TR1, TR2)은 읽기 동작의 비트 라인 초기화 구간에서

비트 라인들(BLie, BLio)(i=0-n)을 접지 전압으로 초기화하는 데 그리고 읽기 동작의 나머지 구간에서 비선택된 비트 라

인을 접지 전압으로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트랜지스터들(TR3, TR4)은 선택된 비트 라인을 ND1 노드에 전기적으로 연결

하는 데 그리고 비선택된 비트 라인을 ND1 노드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데 사용된다. PMOS 트랜지스터(TR8)는

ND1 노드를 충전하는 데 사용되고, NMOS 트랜지스터들(TR6, TR7)은 ND1 노드의 로직 상태를 래치(221)로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나머지 페이지 버퍼들(220_1-220_n) 각각은 앞서 설명된 페이지 버퍼(220_0)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열 게이트 회로(column gate circuit)(240)는 열 디코더(250)로부터의 선택 신호들(YA0-YAn, YB)에 응답하여 페이지

버퍼들(220_0-220_n) 중 일부를 선택하고, 선택된 페이지 버퍼(들)를 데이터 버스(DB)에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도면에

는 하나의 데이터 라인만이 도시되어 있다. 하지만, 열 게이트 회로(240)가 보다 많은 데이터 라인들과 페이비 버퍼들

(220_0-220_n)을 연결하도록 구성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충방전 회로

(charge and discharge circuit)(260)는 제어 신호(PRECHG)에 응답하여 데이터 버스(DB)를 전원 전압으로 충전하고 제

어 신호(DISCHG)에 응답하여 데이터 버스(DB)를 접지 전압으로 방전한다. 앞서 설명된 구성 요소들(210-260)은 제어 로

직(140)에 의해서 제어되며, 이는 이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의 구조가 도 2에 도시된 것에 국한되지 않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예를 들면, 다른 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가 U.S. Patent No. 6,671,204에 "Nonvolatile

memory device with page buffer having dual registers and methods of using the same"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

으며, 이 출원의 레퍼런스로 포함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의 읽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의 읽기 동작은 비트 라인 초기화 구간(bit line reset period)(T1), 비트 라인 프리챠지 구간(bit line pre-

charge period)(T2), 비트 라인 발전 구간(bit line develop period)(T3), 래치 초기화 구간(latch reset period)(T4), 그

리고 감지 구간(sense period)(T5)으로 구성된다. 페이지 버퍼들(220_i)(i=0-n)이 제어 로직(140)에 의해서 동일하게 제

어되기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 버퍼(220_0)의 동작만이 설명될 것이다. 페이지 버퍼(220_0)에 연결된 비트 라인들(BL0e,

BL0o)에 있어서, 비트 라인(BL0e)이 선택되고 비트 라인(BL0o)이 비선택된다고 가정하자.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

택된 워드 라인에는 읽기 동작(T1-T5) 동안 0V의 전압이 인가되는 반면에, 스트링 선택 라인(SSL), 접지 선택 라인

(GSL), 그리고 비선택된 워드 라인들에는 구간들(T2-T4) 동안 읽기 전압(Vread)이 인가된다.

먼저, 비트 라인 초기화 구간(T1)에서는 제어 신호들(LVBLe, LVBLo, LBLSHFe, LBLSHFo)이 하이로 활성화되고 제어

신호(LPLOAD)는 하이로 비활성화된다. 제어 신호들(LVBLe, LVBLo, LBLSHFe, LBLSHFo)이 하이로 활성화됨에 따

라, 비트 라인들(BL0e, BL0o)은 접지 전압(0V)을 갖는 전원 라인(VIRPWR)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그 결과 비트 라인들

(BL0e, BL0o)은 접지 전압으로 초기화된다. 특히, 비트 라인 초기화 구간(T1)에서 제어 신호(LBLSLT)는 로우 레벨로 유

지되며, 그 결과 래치(221)는 초기화되지 않는다.

비트 라인들(BL0e, BL0o)이 초기화된 후, 비트 라인 프리챠지 구간(T2)에서는 선택된 비트 라인(BL0e)이 소정의 프리챠

지 전압(예를 들면, 1.2V)으로 프리챠지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어 신호들(LVBLe, LBLSHFo)이 로우가 됨에 따라,

선택된 비트 라인(BL0e)은 전원 라인(VIRPWR)과 전기적으로 절연되고, 비선택된 비트 라인(BL0o)은 ND1 노드와 전기

적으로 절연된다. T2 구간에서 제어 신호(LVBLo)가 하이 레벨로 유지되기 때문에, 비선택된 비트 라인(BL0o)은 접지 전

압을 갖는 전원 라인(VIRPWR)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동시에, 제어 신호(LPLOAD)가 로우로 활성화됨에 따라,

PMOS 트랜지스터(TR8)가 턴 온된다. 턴 온된 트랜지스터(TR8)로부터 공급되는 전류는 NMOS 트랜지스터(TR3)를 통해

선택된 비트 라인(BL0e)으로 전달된다. 이때, 제어 신호(LBLSHFe) 라인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2.0V의 전압이

공급되기 때문에, 비트 라인(BL0e)은(2.0V-Vth)(Vth는 TR3의 문턱 전압)의 전압(예를 들면, 약 1.2V)으로 프리챠지된

다.

그 다음에, 비트 라인 발전 구간(T3)에는 선택된 메모리 셀의 상태(즉, 프로그램 상태 또는 소거 상태)에 따라 선택된 비트

라인(BL0e)의 전압이 프리챠지 전압으로 유지되거나 접지 전압을 향해 낮아진다. 이때, 선택된 비트 라인(BL0e)은 플로

팅 상태(floating state)로 유지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어 신호(LBLSHFe)가 접지 전압의 로우 레벨로 변화됨

에 따라 NMOS 트랜지스터(TR3)는 턴 오프된다. 따라서, 선택된 비트 라인(BL0e)은 ND1 노드와 전기적으로 절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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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선택된 메모리 셀이 소거 상태(또는 온 상태)이면, 선택된 비트 라인의 프리챠지 전압은 온 상태의 메모리 셀을 통해

접지 전압으로 방전되기 시작한다. 이에 반해서, 선택된 메모리 셀이 프로그램 상태(또는 오프 상태)이면, 선택된 비트 라

인의 프리챠지 전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앞서 설명된 구간들(T1-T3)은 메모리 셀에 저장된 셀 데이터를 비트 라인 상에 설정하는 구간(이하,

"비트 라인 설정 구간"이라 칭한다)을 구성한다.

비트 라인 설정 구간(T1-T3)이 완료된 후, 래치 초기화 구간(T4)에는 페이지 버퍼(220_0)의 래치(221)가 초기화된다.

래치(221)의 초기화는 열 게이트 회로(240)를 통해 ND2 노드(또는 래치)를 데이터 버스(DB)에 전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도 3에서 알 수 있듯이, 열 게이트 회로(240)에 인가되는 선택 신호들(YA0-YAn, YB)은 동시에 하이로 활성

화된다. 이때, 제어 신호(DISCHG)는 하이가 되며, 그 결과 데이터 버스(DB)는 접지 전압이 된다. 결과적으로, 충방전 회로

(260)의 NMOS 트랜지스터(TR14)를 통해 데이터 버스(DB)를 접지시킨 상태에서, ND2 노드(또는 래치)는 열 게이트 회

로(240)를 통해 데이터 버스(DB)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즉, 래치(221)가 초기화된다.

마지막으로, 감지 구간(T5)에서는 선택된 비트 라인(BL0e) 상에 반영된 셀 데이터가 래치(221)에 저장된다. 이를 위해서,

제어 신호(LPLOAD)는 하이로 비활성화되고 제어 신호(LBLSHFe) 라인에는 약 1.2의 전압이 인가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선택된 비트 라인(BL0e)에 온 상태의 메모리 셀(또는 소거 상태의 메모리 셀)이 연결되는 경우, ND1 노드의 전원 전압은

온 상태의 메모리 셀을 통해 접지 전압으로 방전된다. 이에 반해서, 선택된 비트 라인(BL0e)에 오프 상태의 메모리 셀(또

는 프로그램 상태의 메모리 셀)이 연결되는 경우, ND1 노드의 전원 전압은 그대로 유지된다. 왜냐하면 NMOS 트랜지스터

(TR3)(Vg=1.2V, Vs=1.2V, Vd=Vcc)가 셧 오프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NMOS 트랜지스터(TR6)는 턴 오프되는 반면

에, 후자의 경우 NMOS 트랜지스터(TR6)는 턴 온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어 신호(LCH)가 펄스 형태로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의 경우 래치(221)의 ND3 노드는 NMOS 트랜지스터들(TR6, TR7)을 통해 접지 전압에 연결된다. 후자의 경우, ND3

노드는 초기화된 상태(예를 들면, 하이 레벨)로 유지된다.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경우, 앞서 설명된 구간들(T1-T5) 중 구간들(T1-T3)(또는 비트 라인 설정 구간)

동안 페이지 버퍼들(220_0-220_n)의 래치들(221)에 저장된 데이터는 열 게이트 회로(240)를 통해 데이터 버스(DB)로

소정 단위로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여기서, 데이터 전송 단위는 데이터 입출력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가변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다시 말해서, 페이지 버퍼들(220_0-220_n)의 래치들(221)에 저장된

데이터는 비트 라인 설정 구간(T1-T3) 동안 데이터 버스(DB) 상으로 전달된다. 이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택 신

호(YB)가 하이 레벨로 유지된 상태에서 선택 신호들(YA0-YAn)을 순차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선택 신

호들(YA0-YAn)이 각각 활성화되는 구간들 사이에 데이터 버스(DB)가 전원 전압으로 충전되며, 이는 충방전 회로(260)

의 PMOS 트랜지스터(TR13)를 충전 구간마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이지 버퍼들(220_0-220_n)에 저장된 데이터는 비트 라인 설정 구간(T1-T3) 동안 데이

터 버스로 전달되며, 데이터 버스로 전달된 데이터는 버퍼 메모리들(120, 130) 중 어느 하나로 출력된다. 한 페이지(또는

행)의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페이지 데이터가 다른 페이지의 비트 라인 설정 구간(T1-T3) 동안 외부로 출력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읽기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캐쉬 읽기 동작의 경우, 첫 번째의

읽기 동작 동안 출력되는 페이지 데이터는 쓰레기 데이터가 되며, 두 번째의 읽기 동작 동안 출력되는 데이터는 첫 번째 읽

기 동작에서 감지된 페이지 데이터이다.

본 발명에 따른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읽기 동작에 있어서, 도 1을 참조하면, 메모리 셀 어레이(210)에서 페이지 버퍼

(220)로 페이지 데이터를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이하, "읽기 동작 시간"이라 칭함)은 "tR" 시간으로 표기되고, 비휘발성 메

모리 코어(110)(또는 페이지 버퍼)에서 버퍼 메모리(120/130)로 페이지 데이터를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이하, "버퍼 전송

시간"이라 칭함)은 "tT" 시간으로 표기되며, 버퍼 메모리(120/130)에서 호스트(300)로 페이지 데이터를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이하, "호스트 전송 시간"이라 칭함)은 "tH" 시간로 표기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도 4a를 참조하면, 제어 로직(140)의 제어에 따라 읽기 동작의 비트 라인 설정 구간(T1-T3)(또는

읽기 동작 시간(tR))동안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에서 제 1 버퍼 메모리(120)로 페이지 데이터가 전송되며(tT), 읽기

동작의 전 구간(T1-T5)(또는 읽기 동작 시간(tR)) 동안 제 2 버퍼 메모리(130)에서 호스트(300)로 페이지 데이터가 전송

된다. 이러한 읽기 동작은 이하 "캐쉬 읽기 동작"이라 칭한다. 마찬가지로, 도 4b를 참조하면, 제어 로직(140)의 제어에 따

라 읽기 동작의 비트 라인 설정 구간(T1-T3) 동안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에서 제 2 버퍼 메모리(130)로 페이지 데이

터가 전송되며(tT), 읽기 동작의 전 구간(T1-T5)(또는 읽기 동작 시간(tR)) 동안 제 1 버퍼 메모리(120)에서 호스트(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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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페이지 데이터가 전송된다(tH). 연속적인 읽기 동작이 수행되는 경우, 호스트(300)가 버퍼 메모리에서 페이지 데이터를

가져가는 데 걸리는 호스트 전송 시간(tH)은 읽기 동작 시간(tR)에 의해서 숨겨진다. 또는, 읽기 동작 시간(tR)은 호스트 전

송 시간(tH)에 의해서 숨겨진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의 캐쉬 읽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의

캐쉬 읽기 동작이 참조 도면들에 의거하여 이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설명의 편의상,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100)에서 호

스트(300)로 4-페이지 분량의 페이지 데이터가 전송되는 캐쉬 읽기 동작이 설명될 것이다. 매 페이지를 읽기 위해서는 각

페이지에 대한 어드레스 및 명령이 읽기 동작이 수행되기 이전에 레지스터(150)에 저장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150)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은 복사 회로(160)를 통해 제어 로직(140)의 레지스터(141)로 전송된다. 이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럽트 신호(INT)가 하이 레벨로 유지되는 동안,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100)의 레지스터(150)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페이지들을 선택하기 위한 페이지 어드레스들이 블록 어드레스 및 버퍼 선택 정보와 함께 호스트(300)의 제어에 따

라 저장된다. 레지스터(150)에 어드레스 정보가 저장된 후, 호스트(300)는 캐쉬 읽기 명령을 레지스터(150)에 저장한다.

캐쉬 읽기 명령이 레지스터(150)에 저장되면, 제어 로직(140)은 인터럽트 신호(INT)를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시

킨다. 이와 동시에, 제어 로직(140)은 캐쉬 읽기 명령의 입력에 응답하여 인에이블 신호(EN)를 활성화시킨다. 즉, 제어 로

직(140)은 캐쉬 읽기 명령이 입력되었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고, 검출 결과에 따라 인에이블 신호(EN)를 활성화시킨다. 복

사 회로(160)는 인에이블 신호(E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레지스터(150)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를 제어 로직

(140) 내의 레지스터(141)로 복사한다. 이후, 제어 로직(140)은 레지스터(141)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에 따라 캐

쉬 읽기 동작이 수행되도록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 및 버퍼 메모리들(120, 130)을 제어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메모리 블록들 중 하나의 메모리 블록(예를 들면, 0번째 메모리 블록)이 행 디코더(230)에 의해서 선택되고, 선택된 메모

리 블록의 페이지들 중 임의의(예를 들면, 0번째 페이지)가 행 디코더(230)에 의해서 선택된다. 비트 라인 쌍들(BLie,

BLi0o)(i=0-n) 중 짝수번 비트 라인들(BLie)이 선택된다고 가정하자. 모든 비트 라인들(BLie, BLi0o)이 비트 라인 초기

화 구간(T1)에서 접지 전압으로 초기화된 후, 선택된 비트 라인들(BLie)은 비트 라인 프리챠지 구간(T2)에서 소정의 프리

챠지 전압으로 프리챠지된다. 그 다음에, 비트 라인 발전 구간(T3)에서 선택된 비트 라인들(BLie)에는 선택된 페이지의 메

모리 셀들의 셀 데이터가 반영된다. 비트 라인 설정 구간(T1-T3)이 완료된 후, 페이지 버퍼들(220_0-220_n)의 래치들

(221)은 열 게이트 회로(240)를 통해 데이터 버스(DB)와 래치들(221)을 전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래치 초기화 구간(T4)

에서 초기화된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비트 라인들 상의 데이터 값들은 감지 구간(T5)에서 대응하는 래치들(221)로 전달

된다. 비트 라인 설정 구간(T1-T3) 동안 래치들(221)에 저장된 데이터 값들은 열 게이트 회로(240)를 통해 데이터 버스

(DB)로 전송되며, 데이터 버스(DB)로 전송된 데이터는 제어 로직(164)의 제어 하에 제 2 버퍼 메모리(163)에 저장된다.

이때, 제 2 버퍼 메모리(163)로 전달된 데이터는 무효한 데이터이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비트 라인 설정 구간(T1-T3) 동안 래치들(221)에 저장된 데이터 값들은 버퍼 전송 시간(tT0) 동

안 선택된 버퍼 메모리(예를 들면, 제 2 버퍼 메모리)로 전송된다. 0번째 페이지에 대한 읽기 동작이 완료되면 즉, 데이터

읽기 시간(tR1)이 경과하면, 제어 로직(164)은 2번째 페이지(레지스터(141)에 저장된 페이지 어드레스에 대응함)의 데이

터가 읽혀지도록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61)를 제어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2번째 페이지의 데이터는 레지스터

(150)의 재설정없이 제어 로직(140)의 제어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마찬가지로, 2번째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 읽기

시간 중 비트 라인 설정 구간(T1-T3) 동안 래치들(221)에 저장된 데이터 값들(tR1 구간 동안 읽혀진 0번째 페이지 데이

터)은 열 게이트 회로(240)를 통해 데이터 버스(DB)로 전송되며, 데이터 버스(DB)로 전송된 데이터는 제어 로직(140)의

제어 하에 제 1 버퍼 메모리(120)(도 5에는 'S1'으로 표기됨)에 저장된다.

데이터 읽기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레지스터(150)에는 다음에 선택될 3번째 페이지 어드레스가 호스트(300)에 의해서 저

장된다. 3번째 페이지 어드레스는 인터럽트 신호(INT)가 로우 레벨인 구간에서 언제라도 레지스터(150)에 저장될 수 있

다.

일단 제 1 버퍼 메모리(162)로의 데이터 로딩이 완료되면 (즉, tT1 시간 후에), 제어 로직(140)은 인터럽트 신호(INT)를

하이로 비활성화시킨다. 인터럽트 신호(INT)가 하이로 비활성화될 때, 레지스터(150)에는 3번째 캐쉬 읽기 명령이 호스트

(300)에 의해서 저장된다. 이와 동시에, 호스트(300)는 호스트 전송 시간(tH1) 동안 제 1 버퍼 메모리(120)에 저장된 데이

터를 가져간다. 도 5에서 알 수 있듯이, 호스트(300)는 첫 번째 캐쉬 읽기 명령을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100)로 출력하고

약 30㎲(tR1+tT1)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데이터를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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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150)에 3번째 캐쉬 읽기 명령이 호스트(300)에 의해서 저장될 때, 제어 로직(140)은 인에이블 신호(EN)를 활성

화시킨다. 복사 회로(160)는 인에이블 신호(E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레지스터(150)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즉,

3번째 페이지 어드레스 및 캐쉬 읽기 명령)를 제어 로직(140) 내의 레지스터(141)로 복사한다. 3번째 캐쉬 읽기 명령에 따

른 읽기 동작은 앞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게 수행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된다.

도 5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읽기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레지스터(150)에는 다음에 선택될 4번째 페이지 어드레스가

호스트(300)에 의해서 저장된다. 3번째 데이터 읽기 동작(tR3) 동안, 2번째 데이터 읽기 시간(tR2)에 의해서 읽혀진 데이

터는 tT2 시간 동안 제 2 버퍼 메모리(130)(도 5에는 S2로 표기됨)로 전송된다. 제 2 버퍼 메모리(130)로의 데이터 로딩

이 완료되면 (즉, tT2 시간 후에), 제어 로직(140)은 인터럽트 신호(INT)를 하이로 비활성화시킨다. 인터럽트 신호(INT)

가 하이로 비활성화될 때, 레지스터(150)에는 4번째 캐쉬 읽기 명령이 호스트(300)에 의해서 저장된다. 이와 동시에, 호스

트(300)는 호스트 전송 시간(tH2) 동안 제 2 버퍼 메모리(130)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간다.

레지스터(150)에 4번째 캐쉬 읽기 명령이 호스트(300)에 의해서 저장될 때, 제어 로직(140)은 인에이블 신호(EN)를 활성

화시킨다. 복사 회로(160)는 인에이블 신호(E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레지스터(150)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즉,

4번째 페이지 어드레스 및 캐쉬 읽기 명령)를 제어 로직(140) 내의 레지스터(141)로 복사한다. 4번째 캐쉬 읽기 명령에 따

른 읽기 동작은 앞서 설명된 것과 동일하게 수행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된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읽기 동작에 의해서 읽혀진 데이터를 버퍼 메모리로 전송하기 위해서, 호스트(300)는 레지스터(150)에

더미 캐쉬 읽기 명령을 저장한다. 더미 캐쉬 읽기 명령이 레지스터(150)에 저장될 때, 제어 로직(140)은 인에이블 신호

(EN)를 활성화시킨다. 복사 회로(160)는 인에이블 신호(E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레지스터(150)에 저장된 명령 정보(즉,

더미 캐쉬 읽기 명령)를 제어 로직(140) 내의 레지스터(141)로 복사한다. 더미 캐쉬 읽기 명령이 레지스터(141)에 저장되

는 경우, 제어 로직(140)은 읽기 동작의 수행없이 래치들(221_0-221_n)에 저장된 데이터(즉, 4번째 읽기 동작에 의해서

읽혀진 데이터)가 제 2 버퍼 메모리(130)로 전송되도록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를 제어한다. 제 2 버퍼 메모리(130)로

의 데이터 로딩이 완료되면 (즉, tT4 시간 후에), 제어 로직(140)은 인터럽트 신호(INT)를 하이로 비활성화시킨다. 호스트

(300)는 호스트 전송 시간(tH4) 동안 제 2 버퍼 메모리(130)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간다.

마지막 페이지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더미 캐쉬 읽기 명령이 사용되지만, 데이터 읽기 동작을 수반하는 캐쉬 읽기 명령이

사용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앞서의 설명에 따르면, 인터럽트 신호(INT)가 로우 레벨로 유지되는 구간 동안, 다음에 선택될 페이지 어드레스가 레지스

터(150)에 저장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바람직하게는, 호스트 전송 시간(tH)과 호스트 전송 시간(tH) 사이에 다음에

선택될 페이지 어드레스가 블록 어드레스 및 버퍼 선택 정보와 함께 레지스터(150)에 저장된다. 호스트 전송 동작이 연속

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중단된 호스트 전송 구간 동안 다음에 선택될 페이지 어드레스가 레지스터(150)에 저장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시스템의 읽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6에 도시된 읽기 동작은 단일의 페이

지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한 것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럽트 신호(INT)가 하이 레벨로 유지되는 동안,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100)의 레지스터(150)에는 임의의 페이지를 선택하기 위한 페이지 어드레스가 호스트(300)의 제어에 따라

저장된다. 일단 레지스터(150)에 어드레스 정보가 저장되면, 호스트(300)는 읽기 명령을 레지스터(150)에 저장한다. 읽기

명령이 레지스터(150)에 저장되면, 제어 로직(140)은 인터럽트 신호(INT)를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시킨다. 이와

동시에, 제어 로직(140)은 읽기 명령의 입력에 응답하여 인에이블 신호(EN)를 활성화시킨다. 복사 회로(160)는 인에이블

신호(EN)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레지스터(150)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를 제어 로직(140) 내의 레지스터(141)로

복사한다. 이후, 레지스터(141)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에 따라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110)의 읽기 동작이 제어

로직(140)의 제어에 따라 tR1 시간 동안 수행된다. 그 다음에, 읽혀진 데이터는 제어 로직(140)의 제어에 따라 tT1 시간

동안 버퍼 메모리(예를 들면, 제 1 버퍼 메모리)로 전송된다. 버퍼 메모리로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제어 로직(140)은

인터럽트 신호(INT)를 하이로 비활성화시킨다. 호스트(300)는 인터럽트 신호(INT)의 하이-레벨 천이에 응답하여 버퍼 메

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간다. 도 6에서 알 수 있듯이, 호스트(300)는 읽기 명령을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100)로 출력

하고 약 30㎲(tR1+tT1)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데이터를 가져간다.

도 5 및 도 6에서 알 수 있듯이, 호스트(300)가 읽기 명령/캐쉬 읽기 명령을 출력하고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가는 데 걸리

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 즉, 캐쉬 읽기 동작 및 정상 읽기 동작은 동일한 읽기 스킴을 이용한 제어 로직(140)에 의해서 제

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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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범위 또는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의 구조가 다양하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은 이 분야에 숙

련된 자들에게 자명하다. 상술한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만약 본 발명의 수정 및 변경이 아래의 청구항들 및 동등물의 범

주 내에 속한다면, 본 발명이 이 발명의 변경 및 수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빠른 속도로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련의 데이터 읽기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캐쉬 읽기 동작을 지원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과;

각각이 복수의 페이지들로 구성된 메모리 블록들과 선택된 메모리 블록으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한 페이지 버퍼를 포함

한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와;

외부로부터의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제 1 레지스터와;

제 2 레지스터를 구비하며,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명령 정보가 쓰여졌는 지의 여부를 검출하여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 로직과; 그리고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를 상기 제 2 레지스터로 복사하는 복

사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제 2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명령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과 상

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를 제어하고; 상기 제 1 레지스터에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의 동작에 관계없이 다음에 수행

될 데이터 읽기 동작을 위한 어드레스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에서 상기 제 1/2 버퍼 메모리로의 데이터 로딩이 완료될 때 인터럽트 신호를

하이로 비활성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럽트 신호가 비활성화될 때, 다음에 수행될 데이터 읽기 동작을 위한 캐쉬 읽기 명령이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저

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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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사 회로는 상기 인에이블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저장된 캐쉬 읽기 명령 및 다음에 수행될 데이터

읽기 동작을 위한 어드레스 정보 및 캐쉬 읽기 명령을 상기 제 2 레지스터로 복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캐쉬 읽기 동작의 각 데이터 읽기 구간 동안 상기 페이지 버퍼 내의 데이터가 상기 제 1 및 제 2 버

퍼 메모리들로 번갈아 전송되도록 상기 제 2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및 데이터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

리 코어 및 상기 제 1 및 제 2 버퍼 메모리들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첫 번째 데이터 읽기 동작의 개시 이전에, 상기 제 1 레지스터에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읽기 동작들을 위한 어드

레스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회로는 첫 번째 캐쉬 읽기 명령이 입력될 때 상기 제 1 레지스터에 저장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읽기

동작들을 위한 어드레스 정보를 상기 첫 번째 캐쉬 읽기 명령과 함께 상기 제 2 레지스터로 복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첫 번째 캐쉬 읽기 명령의 입력시 첫 번째 및 두 번째 데이터 읽기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도록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코어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데이터 읽기 동작의 비트 라인 설정 구간 동안 상기 페이지 버퍼의 데이터가 상기 제 1/2 버퍼 메모리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원낸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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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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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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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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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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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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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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