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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SSD(Solid State Drive)의 보 률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시장의 규모는 지속 으로 증가하

고 있다. 한 최근 SSD시장에 TLC NAND-형 래시 메모리 제품의 출시로 인해 TLC NAND-형 래시 메모리의 수요가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SLC NAND 래시 메모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TLC NAND 래시 메모리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 NAND-형 래시 메모리는 고가의 외부장비에 의존하여 테스트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

존에 제안된 SLC NAND 래시 메모리와 MLC NAND 래시 메모리 테스트 알고리즘을 TLC NAND 래시 메모리에 맞

게 알고리즘과 패턴을 수정하여 용하고 고가의 외부 테스트 장비 없이 자체 테스트 수행이 가능한 구조를 제안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ize of semiconductor industry market is constantly growing, due to the increase in diffusion of 

smart-phone, tablet PC and SSD(Solid State Drive). Also,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TLC NAND-type flash 

memory would gradually increase, with the recent release of TLC NAND-type flash memory in the SSD market. There 

have been a lot of studies on SLC NAND flash memory, but no research on TLC NAND flash memory has been 

conducted, yet. Also, a test of NAND-type flash memory is depending on a high-priced external equip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tructure for an autonomous test with no high-priced external test device by modifying the 

existing SLC NAND flash memory and MLC NAND flash memory test algorithms and patterns and applying them to 

TLC NAND flash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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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NAND-형 래시 메모리는 빠른 속도와 용량화 

그리고 은비용으로 인해 SSD(Solid State Drive)와 

스마트 폰 등에 주로 내장되고 있다. 메모리 역이 시

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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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향이 커지기 때문에 NAND-형 래시 메모리

의 테스트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1]은 2017년 까지 NAND-형 래시 메모리 시

장 성장규모를 측치를 나타낸다
[17]
. 스마트 기기의 보

과 력 용량 소형화의 이 으로 2013년 체 메

모리 시장의 1/3 수 인 NAND 래시 메모리 시장이 

2017년에는 체 메모리 시장의 1/2을 넘어설 것으로 

상되고 있다.

[그림 2]는 NAND 래시 메모리의 기술발 으로 수

율향상  생산 원가 하락으로 인해 PC시장에서 통

으로 장 장치로 이용되던 HDD(Hard Disk Drive)

에서 고속의 장장치로 각 받고 있는 SSD(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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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NAND 래시 시장 성장 상 

Fig. 1. NAND flash market growth expected in the 

world.

그림 2. PC시장에서 SSD 증가 추세

Fig. 2. The increase of the SSD in the PC market.

그림 3. TLC형 SSD의 시장 유율 추이

Fig. 3. TLC-type SSD market share.

Sate Drive)의 보 률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18].

[그림 3]은 SSD 시장 내에서 SLC, MLC, TLC의 구

조를 가지는 SSD의 시장 유 비율과 측치[19]를 나타

내고 있는데 가장 빠른 속도와 고 신뢰성을 가지는 

SLC의 비 이 차 어드는 반면에 렴한 비용으로 

고용량화가 가능한 TLC의 유율이 차 증가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Ⅱ. 본  론

1. NAND 플래시 셀 구조

로  게이트 셀(Floating Gate Cell)은 NAND-형 

래시 메모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 로 [그

림 4]는 로  게이트 셀 구조의 단면도를 보여 다. 

통 인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구조에 로  게이트(Floating 

Gate)가 추가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1～2]
. 로  게

이트는 연체로 구성된 터  옥사이드(Tunnel Oxide)

로 불리는 옥사이드 층(Oxide Layer)에 의해 실리콘 

기 (Silicon Substrate)과 연되어 있고 컨트롤 게이

트와는 ONO(Oxide Nitride Oxide)로 구성된 층에 의

해 연되어 있다. 컨트롤 게이트에 압을 인가했을 

때 강력한 기장의 향으로 Source에서 Drain으로 

이동하던 자의 일부가 하가 로  게이트로 이동

할 수 있고 압인가를 해제하면 이동한 하들이 

연체로 둘러싸여 로  게이트에 갇히게 되는데 이 

상을 터 효과라고 하고 로 게이트에 하를 채

우는 것을 터  주입이라고 한다. 한  반 로 실리콘 

기 에 압을 인가하면 로  게이트에 갇  있던 

하들이 기장의 향으로 연 층인 산화 막을 통

과하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결과 으로 로  게

이트 안의 하는 비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을 터

 릴리즈라고 한다.

이처럼 NAND-형 래시 메모리는 로  게이트 

셀에 하를 충   방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장

그림 4. 로  게이트 셀의 구조

Fig. 4. The floating gate cel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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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하의 충  양에 따른 압 값을 가지고 데이

터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데이터의 추가 기록을 해

서는 하들의 치를 실리콘 기 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Write Once라고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래시 메모리는 셀에 값을 한번만 기록을 

할 수 있고 다시 기록을 하려고 하면 셀의 소거 작업을 

해야만 가능하다
[1～2]
.

2. NAND 플래시 메모리 구조

SLC NAND-형 래시는 하나의 셀에 1bit가 장되

는 반면 MLC NAND-형 래시는 하나의 셀에 2bit가 

장되고, TLC NAND-형 래시는 하나의 셀에 3bit

가 장된다
[3～4]
.

[그림 5]는 NAND-형 래시 메모리 별 압에 따

른 장 가능한 비트수와 압에 따른 값들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6]은 각 셀의 로  게이트에 장된 자의 

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셀의 값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

게 나타낸 것 이다. TLC NAND-형 래시의 경우 하

나의 셀에 3bit를 장 할 수 있기 때문에 8개의 압 

상태에 따라서 채워지는 자의 양을 표기하는 값이 다

그림 5. NAND 래시 장 bit 수에 따른 구분

Fig. 5. Classification by the number of NAND flash 

storage bit.

그림 6. 셀 값에 따른 자 수

Fig. 6. Cell valu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electrons.

그림 7. NAND-형 래시 메모리 셀 배열

Fig. 7. NAND-type flash memory cell array.

르다.

[그림 7]은 NAND-형 래시 메모리의 기본 셀 배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NAND-형 래시 메모리의 셀 배열구성은 NOR-형

과는 다르게 Select Line, Word Line, Bit Line으로 구

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Word Line을 묶어서 Page라고 

부르고 각각의 Bit Line은 String이라고 부르며 배열에

서 Word Line이 Select Line사이에 존재함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Select Line을 통해 Block 단 로 메모리를 

구분하기 함이다. NAND-형의 경우 NOR-형과는 달

리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cell값을 “0”으로 

기록)할 때 페이지 단 로 수행되게 되고 앞서 언 된 

Write Once특성으로 인해 한번 기록된 페이지는 덮어

쓰기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를 변경하는 동작으로는 Flash(Erase), Program, Read 

이 3가지 동작이 있다. Program동작은 래시 메모리 

셀에 “0”을 기록하는 동작이며 한번 Program된 셀은 

재기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lash동작을 하게 되는데 

Flash동작은 소거동작으로 한번 기록된 페이지를 재사

용하기 해 Block단 로 모든 셀의 값을 “1”로 기록하

는 작업을 수행한다. Block단 로 Flash를 하는 이유는 

로  게이트 셀이 Block내에서 하나의 실리콘 기 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lash동작을 수행할 

때 실리콘 기 에 높은 고 압을 인가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실리콘 기 이 공유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내의 

모든 로 게이트 셀이 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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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ND-형 플래시 메모리 고장 유형

NAND-형 래시 메모리의 고장 유형에 따라 많은 

알고리즘들이 제안 되어 왔다[5～11]. 그  [8]에서 SLC 

NAND-형 래시 메모리의 특성을 고려하고 효과 으

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NAND March 패턴과 

NAND March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표 1]은 NAND-형 래시 메모리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고장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NAND-형 래시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교란

(Disturb)고장과 기존의 RAM Style에서 사용되는 고장

모델이 있다[6～7, 10, 12]. 각 고장모델에 한 설명은 다음

과 같다.

[그림 8]의 교란 고장은 래시 메모리에서만 발생하

는 고장으로 결함 셀은 같은 워드라인이나 비트라인의 

특정 셀에 근될 때 교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워드라인의 특정 셀에 근할 때 결함 셀이 기치 않

게 소거(Erase)되거나 로그램(Program) 되는 고장을 

WED(Word-Line Erase Disturb)와 WPD(Word-Line 

Program Disturb)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비트라인의 경

Disturb Fault

Word-Line Erase
Disturb(WED)

0 → 1

Word-Line Program
Disturb(WPD)

1 → 0

Bit-Line Erase Disturb(BED) 0 → 1

Bit-Line Program
Disturb(BPD)

1 → 0

RAM-Style Fault

Stuck-At Fault(SAF) Cells are fixed to 0 or 1

Transition Fault(TF) Cell is 0 (1) → 1 (0) is changed failure

Stuck-Open Fault(SOF) Inaccessible cells

Address Decoder Fault(AF) 
Cells and the addresses have a 
one-to-one matching is impossible

표 1. RAM 스타일 고장과 Disturb 고장

Table 1. RAM style fault and Disturb Fault.

그림 8. 교란 고장

Fig. 8. Disturb Faults.

우에도 같은 비트라인의 특정 셀에 근할 때 결함 셀

이 기치 않게 소거되거나 로그램 되는 고장을 

BED(Bit-Line Erase Disturb)와 BPD(Bit-Line 

Program Disturb) 고장이라고 한다
[7]
.

그리고 NAND-형 래시메모리에서도 기존 RAM 

스타일 고장이 각각의 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를 들

면 램 스타일 고장으로 SAF(Stuck-at-Fault), TF 

(Transition-Fault), SOF(Stuck-Open-Fault) 그리고 

AF(Address-Fault)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9]에서와 같이 SAF를 갖는 셀은 셀의 값이 

“0”에서 “1”로 는 “1”에서 “0”으로 쓰기를 했을 때 하

나의 값으로 고정된다.

[그림 10]과 같이 TF를 가진 셀은 자신이 가지고 있

는 재 값 “0” 는“1”에서 “1” 는“0”로 변환하지 못하

고 한 가지 상태로 고정이 된다.

SOF를 가진 셀은 련된 라인들의 체  인 향

을 끼쳐서 SOF고장으로 인해 근할 수 없게 되서 감

지증폭기에 의해 반환된 값이 이  페이지의 값으로 출

력된다.

[그림 11]은 AF(Address Decoder Fault)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AF는 셀이 주소가 1  1 Matching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4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9. RAM 스타일 고장 : SAF

Fig. 9. RAM-style fault : SAF.

그림 10. RAM 스타일 고장 : TF

Fig. 10. RAM-style fault : TF.

그림 11. RAM 스타일 고장 : AF

Fig. 11. RAM-style fault :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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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하는 방법

1. TLC NAND-형 플래시 메모리 고장 테스트 패턴

과 알고리즘

가. TLC NAND 테스트 패턴

TLC NAND-형 래시 메모리의 고장들을 테스트하

기 해 [8]에서 제안된 NAND Parallel 패턴을 확장 하

여 TLC NAND-형 래시 메모리에 용 하 다. 기존

에 제안된 패턴에서는 SLC으로 “0”과 “1”로 표 된 것

을 TLC의 셀 상태인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의 값을 용 하면 되나 본 논문에서

는  8개의 값을 보기 편하기 해 [표 2]와 같이 각 

셀의 상태들을 표기한다.

 와 같은 표기에 의해 각 패턴을 조합을 하게 되면 

상태들 간에 환을 고려할 경우 (A-A), (B-B) … 

(H-H)와 같은 복된 상태 값들을 배제하면 다음 [표 3]

과 같이 총 56개의 패턴 조합
[13]
이 생성된다.

[표 3]을 이용해 [8]에서 SLC NAND-형 래시 메

모리에 사용된 것 과 같이 각각의 “0”과 “1”의 상태를 

TLC NAND-형 래시 메모리에 용하여 셀의 상태

에 따른 오류들을 검출 할 수 있도록 구성하 고 다음 

[그림 12]는 (A-B)에 해당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셀 상태에 한 조합(A-C, A-D, A-E … F-G, 

Cell Value Notation

000 A

001 B

010 C

011 D

100 E

101 F

110 G

111 H

표 2. 셀 값과 표기

Table 2. Cell values and notation.

표 3. 패턴 조합 표

Table 3. Pattern Combinations.

그림 12. TLC NAND(A-B) 패턴

Fig. 12. TLC NAND(A-B) Pattern.

그림 13. Inverse TLC NAND(A-B) 패턴

Fig. 13. Inverse TLC NAND(A-B) Pattern.

F-H, G-H)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존재한다.

의 [그림 12]는 [표 3]의 패턴 조합  (A-B)에 

한 정 패턴의 를 나타내고 있으며 [8]의 알고리즘에

서와 같이 Disturb 고장을 모두 검출하기 해서는 제

안한 패턴들의 Inverse된 패턴이 필요하다.

[그림 13]은 [그림 12]의 Inverse된 패턴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A-C, A-D, A-E … F-G, F-H, G-H)의 

패턴도 Inverse된 패턴인 (C-A, D-A, E-A … G-F, 

H-F, H-G)의 패턴도 존재 한다.

나. TLC NAND-형 March 테스트 알고리즘

통 으로 테스 에 주로 많이 쓰이는 마치 테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TLC NAND 테스트 패턴을 사용

하여 TLC-NAND-형 래시 메모리를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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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치 테스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r”과 “w”는 읽기

와 쓰기동작을 표기하는 것으로 “r111”은 페이지단 로 

읽기 “111”을 수행하는 것이고, “w000“은 페이지로부터 

“000”값을 쓰는 것이고 “r000”은 페이지 단 로 “000”값

을 읽기 작업하는 것이다.   에서  는 

(A-B), (A-C), (A-D), (A-E) … (F-G), (F-H), (G-H)

와 같은 [표 3]에 있는 각각의 패턴에 따라 바 며 패턴

을 페이지 단 로 읽거나 쓰게 한다.   는 

각각 패턴의 Inverse 패턴을 의미한다.

TLC NAND-March(P) 

  = {⇓;⇕;

  ⇓  ⇕ 

  ⇓  ⇕}

  (1)

제안한 알고리즘은 패턴 조합 P에 따라 총 28번의 

수행이 용 되고 TLC NAND-형 래시 메모리의 테

스트를 해선 9개의 March Element 모두 사용 하게 

된다. 9개의 March Element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은 각 

패턴 조합별로 SAF, TF, AF, SOF, Word-Line 

Disturb Fault 검출이 가능 하고 각각의 래시 메모리 

블록을 모두 소거하는 Flash 동작으로 시작한다. 첫 번

째 March Element는 모든 래시 칩을 소거하고, 두 

번째 March Element는 모든 셀에 “111”을 읽고 “000

“을 기록한 후 다시 읽어 낸다. 특히 두 번째 March 

Element는 SAF가 있는 경우 셀이 “000”, “001”, “010”, 

“011”, “100”, “101”,  “111”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SAF가 검출 된다. 세 번째 March Element는 

기록한 “000”을 다시 한 번 읽음으로써 “000”를 기록하

고 읽는데서 Disturb Fault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네 번째 March Element는 블록을 다시 

“111”로 Flash하고, 다섯 번째 March Element에서 정

상 으로 Flash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해 “111”을 읽

고   패턴을 쓰기 동작을 하고 정상 으로 

수행되었는지 읽기 동작을 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을 다시 읽음으로서 

Disturb Fault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일곱 번째는 Write Once특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소

거작업을 하게 된다. 여덟 번째는 Inverse 패턴의 쓰기 

동작을 하게 된다. 이유는 TLC NAND-형 래시 메모

리 패턴의 아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Diagonal패턴의 

기록되고 남은 셀들에 의한 워드라인 Disturb Fault를 

검출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March 

Element에서 쓰고 읽은   와 Inverse 

  는 AF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100% 검출이 가능하지만 SL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은 일부만이 검출이 가능하다. 아

홉 번째 March Element는 Inverse 패턴일 때 Disturb 

Fault를 검출하게 된다. 아홉 번째 March Element까지 

진행이 되면 셀의 값이 기 한 값이 아닌 직 의 

Word-Line이나 Bit-Line에서 검출되었던 값이 계속 검

출이 되고 있다면 SOF임을 알 수가 있다.

2. 제안하는 MBIST 구조

본 논문의 제안하는 MBIT 구조는 앞에서 제안한 

TLC NAND-March(p)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해 

FSM 기반의 MBIST 구조[14～16]를 사용한다.

다음 [그림 14]는 제안하는 MBIST의 구조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제안하는 MBIST의 각 모듈은 

크게 BIST Logic Controller, FSM,  Address Generator, 

ROM, Comparator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14]의 각 모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BIST Logic Controller는 BIST Enable 신호가 들어오

면 FSM으로 Start FSM신호를 보내게 되고 BIST가 

시작되게 된다. 한 BIST Controller는 Comparator로

부터 pass/fault detect신호를 받아 고장의 유무 신호와 

함께 BIST의 종료를 알리는 BIST End신호를 내보내

며 BIST를 마친다. FSM은 TLC NAND-March(p)의 

엘리먼트를 각각의 State로 구성되어져 있다. Address 

Generator는 주소를 생성하여 래시 메모리와 테스트

를 하는 BIST모듈간의 주소 치를 구분하는데 사용된

그림 14. 제안하는 FSM기반 MBIST구조

Fig. 14. Propose FSM base MBIS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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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OM에는 앞서 설명된 TLC NAND-March(p)의 

패턴 조합에 해당 되는 56개의 패턴이 내장되어 있고 

신호에 의해 래시 메모리와 Comparator로 패턴 데이

터를 송한다. Comparator는 ROM과 래시 메모리에

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비교하여 데이터 값이 틀린 경우 

Pass/Fault Detect신호를 “1”로 정상인 경우 Pass/Fault 

Detect 신호 “0”을 BIST Logic Controller로 신호를 보

내게 된다.

3. TLC NAND-March(p) 알고리즘의 FSM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LC NAND-March(p) 알고

리즘을 FSM으로 구 하기 해 마치알고리즘에서 

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FSM을 구성하 다.

다음 [표 4]는 TLC NAND-March(p)에서 복되는 

부분인 소거 작업과 읽기 “111” 작업을 S0 상태로 묶어 

표기 하 고, 읽기 “111”작업을 제외한 각각의 요소들

을 상태로 표기하 다. 

[그림 15]는  [표 4]를 FSM으로 구성한 체 흐름

도를 나타내고 있다. Idle상태에서 Start FSM 신호를 

받으면 처음 수행되는 소거 작업과 읽기 “111”작업을 

수행하는 S0 상태로 이가 되고 S0의 작업이 모두 끝

나게 되면 “AD==1 && nState1” 신호에 의해 다음 상

태인 S1으로 이가 되게 된다. S1은 모든 셀에 “000”

을 기록을 하고 모든 주소에 쓰기가 끝나면 정상 으로

State Operation

Idle  Start FSM, End FSM

S0  ↓

S1  ↓ ();

S2  ↓    

S3  ↕  

S4  ↓
  
 

S5  ↕
 

표 4. FSM State 별 동작 엘리먼트

Table 4. FSM State-specific action element.

 

그림 15. FSM의 흐름도

Fig. 15. Flow chart of FSM.

수행이 되었는지 모든 셀에 해 “000”을 읽기 작업을 

수행을 하고 모든 주소에 해 읽기가 끝나면 래시 

메모리의 고장 유형인 Disturbance Fault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000” 값의 읽기 작업을 수행

을 하며 모든 동작이 완료되면 작업을 주소 신호가 

“AD==1”이 될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AD==1”이 되면 

머신이 종료되었다는 MF신호와 함께 Write Once특성

으로 인해 기화를 해 다시 S0으로 이가 된다. S0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모든 셀들을 소거(Erase)하게 되

고 소거작업이 끝나면 “AD ==1 && nState2” 신호와 

함께 S2 상태로 이가 되게 된다. S2상태에서는 S0로

부터 “AD==1 && nState2”신호를 받음으로써 패턴 쓰

기 작업인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앞선 

동작과 마찬가지로 주소신호인 AD신호가 “1”이 될 때

까지 반복 수행을 하게 된다. AD신호가 “1”이 되면 쓰

기작업을멈추고 MF신호와 함께 다음 작업인 읽기 작

업으로 상태가 이된다. 읽기 작업도 쓰기 작업과 동

일하게 주소신호가 “1”이 될 때까지 반복수행을 하고 1

이 되면 MF신호와 함께 Idle상태로 이되며 작업을 

종료하게 되고, Idle상태로 이 될 때 “nState3”신호와 

AD신호를 S3로 보내면서 S2에 한 모든 작업이 종료

되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로 [그림 15]의 흐름도와 같이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 각 State별 동작의 자세한 설

명은 다음 그림들을 통해 설명 하도록 하겠다.

다음 [그림 16]은 State1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Idle 

상태에서 기를 하다가 이  상태인 S0로부터 입력신

호를 받으면 쓰기 작업 “000”을 수행하게 된다. 쓰기 

“000”작업도 마찬가지로 주소 신호가 “1”이 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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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1의 FSM 구조

Fig. 16. FSM structure of S1.

반복 수행되며 주소 신호가 “1”이 되면 MF신호와 함께 

다음 상태로 이되게 된다. 다음 상태인 읽기 “000”상

태도 앞서와 동일하게 주소신호가 “1”이 될 때까지 반

복수행 후 “1”이 되고 래시 메모리 고장 유형인 

Disturbance Fault 검출을 해 다시 한 번 읽기 동작

을 수행한 후에 Idle상태로 이되면서 종료하게 된다.

다음 [그림 17]은 [표 4]에 나타나 있던 State 2에 

한 상세 동작 그림이다. S2의 경우 Idle 상태에 있다가 

S0로부터 “AD==1 && nState2”신호를 받음으로써 패

턴 쓰기 작업인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앞선 동작과 마찬가지고 주소신호인 AD신호가 “1”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을 하게 된다. AD신호가 “1”이 되

면 쓰기작업을멈추고 MF신호와 함께 다음 작업인 읽

기 작업으로 상태가 이된다. 읽기 작업도 쓰기 작업

과 동일하게 주소신호가 “1”이 될 때까지 반복수행을 

하고 1이 되면 MF신호와 함께 Idle상태로 이되며 작

업을 종료하게 되고, Idle신호는 MF신호와 AD신호를 

S2로 보내면서 S1에 한 모든 작업이 종료되게 된다.

그림 17. S2의 FSM 구조

Fig. 17. FSM structure of S2.

그림 18. S4의 FSM 구조

Fig. 18. FSM structure of S4.

마지막으로 [그림 18]은 [그림 17]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나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정 패턴에 한 반  

패턴을 수행하는 상태로 동작 방식은 S2과 동일하다.

의 제안하는 FSM1과 FSM2를 구성하고 ROM에 

장해둔 테스트 패턴들을 사용하여 TLC NAND- 

March(p)알고리즘을 수행하면서 TLC NAND-형 래

시 메모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SAF, AF, TF, SOF와 

래시 메모리에서만 발생하는 고유 고장인 Disturb 

Fault를 검출할 수 있는 TLC NAND-type Flash 

Memory Built-in Self Test를 제안하 다.

Ⅳ. 실  험

1. 제안하는 Memory BIST 정상동작 시뮬레이션

제안하는 구조는 FSM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사

용 언어는 VerilogHDL을 사용 하 고, 시뮬 이션은 

Xilinx사의 Tool인 ISE14.1을 사용하여 RTL 시뮬 이

션을 하 다.

시뮬 이션은 [표 3]에 나타난 TLC NAND-March(p) 

알고리즘의 패턴  (A-B)패턴의 조합을 가지고 진행

그림 19. S0 수행 결과

Fig. 19. Results 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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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림 19]는 [표 4]에서 가장 처음 모든 메모리의 소

거작업을 하는 S0에 한 수행 결과를 나타낸다.

시뮬 이션 수행 결과와 같이 BIST Enable신호가 1

이 되어 Tset가 시작되게 되면 래시 메모리의 활성신

호인 CLE신호가 “11”으로 활성 되면서 S0의 수행이 시

작되게 된다. 해당 S0 상태의 경우 모든 셀들을 소거작

업을 하는 수행으로  모든 메모리의 값이 “111”으로 

Erase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소의 끝까

지 수행이 되면 AD신호가 “1”이 되면서 Erase 동작이 

정상 으로 수행 되었는지 확인을 해 Read 작업을 

수행하고 래시 메모리에서 나온 데이터 값인 

그림 20. S1의 정상 수행 결과

Fig. 20. Performs the normal results of S1.

그림 21. S2의 (A-B) 패턴 정상 수행 결과

Fig. 21. Performs the normal results of S2 pattern (A-B).

그림 22. S4의 반 (A-B) 패턴 정상 수행 결과

Fig. 22. Performs the normal results of S2 Inverse 

pattern (A-B).

FlashOut의 값이 “111111111111111111”로 Read되며 정

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0]은 S1의 쓰기 “000”과 읽기 “000”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S0로부터 입력신호가 들어

오면 Idle 상태에서 쓰기 “000”을 수행하게 되고 주소를 

나타내는 AD 신호가 “1”으 되면 쓰기 작업을 멈추고 

읽기 동작으로 환하여 읽기 “000”을 수행한다. 읽기 

동작을 수행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함 발견

유무를 나타내는 신호인 PFD 신호가 “0”을 유지하게 

되고 결함이 발견된다면 PFD 신호가 “1”로 환되게 

된다. 한 모든 작업이 수행이 되면 래시 메모리의 

특성인 Write Once로 인해 모든 셀을 다시 소거를 해

야 되므로 다음 상태 이는 다시 S0로 되게 된다. 

[그림 21]은 S2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S2의 상태에서는 S0로부터 입력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ROM에 장된 패턴  (A-B) 패턴을 쓰고 읽는 동작

을 하게 된다. 

[그림 21]을 보면 (A-B)패턴 값  일부인 

“000001000001000001”의 값이 정상 으로 쓰기 되었고 

읽기 동작에서 같은 값이 읽  패턴 데이터의 값이 정

상 으로 쓰고 읽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상 으

로 작동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함 발견 신호인 PFD 신호

가 “0”값을 유지하게 된다.

[그림 22]는 S4의 상태에서의 시뮬 이션 수행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S4의 경우 S2의 동작과 동일한 동작

을 수행하지만 패턴의 값이 반 된 (A-B)패턴을 가지

고 테스트를 하게 된다. 그 이 외의 동작들은 S2에서 

와 마찬가지로 쓰기작업을 하고 읽기 동작을 한번 수행

하면서 결함의 유무를 별하게 된다.

[그림 22]을 보게 되면 S4의 패턴으로 사용된 반 된 

(A-B)패턴의 값인 “001000001000001000”의 값인 

Data01의 값과 래시 메모리에서 출력된 값인 

FlashOut의 값이 일치하여 결함이 없이 정상 으로 동

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함 발견 신호

인 PFD 신호가 “0”으로 결함이 발견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2. 제안하는 Memory BIST 결함 발견 동작 시뮬레이션

다음 [그림 23]은 S2에서 (A-B)패턴을 수행 하던  

결함이 발견 되었을 때를 나타낸 시뮬 이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면 S0에서 소거동작이 된 후 읽기 동작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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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Fault 발견 시뮬 이션 결과

Fig. 23. Fault detection simulation results.

[7] [8] [13] proposed

SAF 100% 100% 100% 100%

SOF 50% 100% 100% 100%

TF 100% 100% 100% 100%

DF 100% 100% 100% 100%

AF 100% 75% 75% 75%

Test
length

2e+3NR+2NP 3e+9NR+3NP 3e+8NR+3NP 3e+9NR+3NP

표 5. 제안한 방법의 Fault coverage

Table 5. Fault coverage of the proposed method.

까지는 정상 으로 수행이 되어 PFD신호가 0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S2의 패턴을 쓰기 동작한 후 일기 

동작을 수행한 결과 (A-B)패턴과 다른 값이 래시 메

모리에서 출력된 값인 FlashOut의 값이 다른 값을 출력 

하여 (A-B)패턴의 값과 다른 값으로 명이 되어 Fault 

발견 신호인 PFD 신호가 “1”이 되어 결함이 발견되었

다는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의 정상동작과 실험결과로 얻은 Fault Coverage에 

해 이  연구들과 비교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이 에 제시된 [7]과 비교하면 

물리  결함으로 나타나는 AF의 검출이 다소 낮아지지

만 SOF의 검출이 훨씬 더 높아진다. 한 [8]의 알고리

즘을 응용하여 TLC에 맞게 용하 기 때문에 동일한 

Test length를 가지면서 동일한 검출율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13]과 비교하면 동일한 검출율을 가지지만  

한 번의 읽기동작이 더 추가되어 테스트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3]의 알고리즘에서 마지

막에 읽기동작을 한번 덜 수행함으로서 DF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단되어 추가 인 DF발생을 검출하고자 [8]

의 알고리즘과 테스트 패턴을 변경하여 용하 다.

Ⅴ. 결  론

NAND-형 래시 메모리는 기존의 장장치들보다 

빠른 속도, 력, 소형크기 등의 이유로 품질향상을 

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NAND-형 

래시 메모리의 테스트 분야 한 기존의 RAM과 

NOR-형 래시 메모리에서 고장 모델들과 검출 방법

이 공통 으로 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장 리 사

용되는 마치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SLC NAND-형 래시 메모리 비 

용량화가 용이하며 생산 단가가 렴해 많은 보 이 

늘어나고 있는 TLC NAND-형 래시 메모리의 구조

 특성에 맞춰 고장을 검출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SLC

와 MLC에서 제안된 알고리즘과 패턴을 TLC NAND-

형에 맞게 수정하여 MBIST를 제안하 고, 특히 기존

[13]에서 마지막으로 수행된 쓰기동작에서 놓칠 수 있

는 Disturb 고장을 읽기동작을 한 번 더 수행하여 완벽

하게 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TLC NAND 래시 메

모리의 수율 향상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제안한 MBIST는 TLC NAND-형 래시 메모리에 

용하기 한 시도로 ROM에 패턴을 장함으로서 하

드웨어 오버헤드가 발생지만 이 부분에 해 향후 

ROM에 패턴을 장하지 않고 필요한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보안한다면 좀 더 실용 이고 

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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