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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새롭게 보 되는 휴 기기(스마트폰, 울트라북, 태블릿 PC)로 인하여 고용량과 빠른 속도를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Flash Memory의 수요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Flash Memory는 NAND형과 NOR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NAND형 Flash Memory는 NOR형 Flash Memory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가격이 렴하다. 그 기 때문에 NAND형 Flash 

Memory는 Mobile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Flash Memory Test를 한 Fault 검출은 메우 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Fault 검출 향상을 한 NAND형 Flash Memory의 Pattern Test를 한 PMBIST를 제안한다.  

Abstract

It has been an increase in consumers who want a high-capacity and fast speed by the newly diffused mobile 

device(Smart phones, Ultra books, Tablet PC). As a result, the demand for Flash Memory is constantly increasing. Flash 

Memory is separated by a NAND-type and NOR-type. NAND-type Flash Memory speed is slow, but price is cheaper 

than the NOR-type Flash Memory. For this reason, NAND-type Flash Memory is widely used in the mobile market. So 

Fault Detection is very important for Flash Memory Test. In this paper, Proposed PMBIST for Pattern Test of 

NAND-type Flash Memory improved Fault detection.

      Keywords : PMBIST(Programmable Memory Built-in Self Test), FSM(Finite State Machine), NAND Flash Memory

Ⅰ. 서  론

최근 새롭게 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울트라북, 태블

릿 PC 등 개인휴 가 가능한 제품들의 수요가 격하

게 증가하게 되면서 고용량과 빠른 속도를 원하는 소비

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래시 메모리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휴 기기의 확 에 따

라서 휴 기기 소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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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 실 의 요소는 크게 메모리의 소형화가 필수이

다. 그래서 자기메모리인 하드 디스크나 로피 디스크

를 필요로 하지 않는 메모리로 래시 메모리가 주목받

게 된 것이다. 그 밖의 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은 

력, 비용, 높은 신뢰도의 특징
[1]
을 가지고 있으며 

메모리 산업에서도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래시 메

모리는 NOR형과 NAND형으로 구분되어지고[2] NOR형 

래시 메모리는 RAM과 비슷한 특징으로 셀 근이 

자유로우며 속도가 빠르지만 비용이 고가라는 단 이 

있다. 반면에 NAND형 래시 메모리는 속도는 NOR형

에 비해 느리고 Word단 로 근이 가능하지만 용량

화가 가능하며 비용이 렴한 장 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NAND형 래시 메모리는 차세  고속 장 장치

인 SSD(Solid State Disk)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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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NAND 래시 메모리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고용량에 

따라 메모리의 직 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셀과 셀 사이에 커 링 고장과 류 간섭의 의한 교란 

고장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NAND　 래시 메모리 테

스트의 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러한 NAND 래시 

메모리 고장 검출의 향상을 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했다[3].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해서는 PMBIST(Programmable  

Memory Built-In Self Test)가 필요한데 PMBIST는 

크게 마이크로 코드(Microcode)기반과 FSM(Finite 

State Machine)기반으로 구분되어 진다. [4]에서 마이크

로 코드 기반 PMBIST는 알고리즘의 각 동작을 명령어

들로 정의하기 때문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테

스트를 수행할 수 있지만 내장 자체 테스트 회로의 복

잡도가 커지고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되어 많은 명령어

를 송해야 되므로 입력 받을 연결 핀이 필요한 단

이 있다. 그리고 FSM기반 PMBIST는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미리 설계된 FSM을 따라 동작하게 하므로 

은 수의 연결 핀을 사용하고 마이크로 코드 기반보다 

오버헤드를 일 수 있으며 메모리 동작속도에 맞춰 

At-Speed로 테스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몇 개의 알고리즘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코드 기반 PMBIST와 FSM

기반 PMBIST를 혼합하여 NAND 래시 메모리를 

한 패턴 테스트 PMBIST를 제안한다. 마이크로 코드를 

통해 테스트에 사용할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선택

하고 각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의 Elements를 FSM에 

따라 동작하게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다양한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으며 패턴의 사용 유무

에 따라서 패턴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Ⅱ. 본  론

1. NAND 플래시 메모리 고장 유형

NAND 래시 메모리 고장 유형은 기존의 RAM에

서 발생했던 RAM형 고장과 래시 메모리에서만 발생

할 수 있는 교란(Disturbance) 고장이 있다
[5～6]
. 본 논문

에서는 NAND 래시 메모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장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PMBIST를 이용하여 고장 

검출을 증가시킨다.

가. RAM형 고장

RAM형 고장은 SOF(Stuck-Open Fault), SAF 

(Stuck-At Fault), TF(Transition Fault), AF(Address 

Decoder Fault), CF(Coupling Fault)가 있다. 

SOF(Stuck-Open Fault)는 Bit-Line의 고장에 의해 

셀에 근할 수 없는 상태로 셀 값이 감지 증폭기

(Sense Amplifier)에 걸려있는 이  값이 계속 읽히게 

되는 고장이다. SAF(Stuck-At Fault)는 셀 고착 고장

으로 셀의 값이 다른 값으로 환되지 않는 고장을 말

하며 셀의 값이 만약 ‘0’으로 값이 고정되어 있으면 

SAF0로 나타내고 ‘1’로 값이 고정되어 있으면 SAF1로 

나타낸다. TF(Transition Fault)는 셀 상태 환 고장으

로 셀의 값이 환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를 들면 

셀의 값이 ‘1’에서 ‘0’으로 환은 되는데 반 로 ‘0’에서  

‘1’로 환되지 않는 고장을 말한다. AF(Address 

Decoder Fault)는 4가지의 기능 고장이 발생한다. AF의 

기능 고장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Fault 1이 발생하면 무조건 Fault 2와 3  

하나가 발생하게 된다. Fault 2는 Fault 1과 4가 발생, 

Fault 3은 Fault 1과 4가 발생한다[5]. 이러한 4가지의 

Fault들이 조합하게 되면 [그림 1]과 같은 고장이 발생

하게 된다.

[그림 1]에서 Fault 1+2는 특정 주소로 특정 셀에 

근할 수 있는 고장을 보여 다. Fault 1+3은 여러 특정 

주소들이 하나의 특정 설에 근되어 주소와 셀이 1:1

기능고장 내 용

Fault 1 특정 주소로 어떤 셀에 근 불가

Fault 2 특정 셀에 근 불가

Fault 3 특정 주소로 여러 셀을 동시 근

Fault 4 특정 셀이 여러 주소로 근 가능

표 1. AF 기능 고장의 종류

Table 1. Type of AF Function Fault.

Fault 1+2 Fault 1+3 Fault 2+4 Fault 3+4

그림 1. AF의 조합

Fig. 1. Combinations of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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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칭이 되지 않는 고장을 보여 다. Fault 2+4는 하

나의 특정 셀이 여러 특성 셀들에 근되면서 Fault 

1+3과 마찬가지로 주소와 셀이 1:1로 매칭이 되지 않는

다. 마지막으로 Fault 3+4는 여러 특정 주소들로 여러 

특정 셀들에 근이 되면서 여러 특정 셀들도 여러 주

소들로 근이 가능하게 된다. Fault 3+4도 주소와 셀이 

1:1로 매칭이 되지 않는 고장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CF(Coupling Fault)는 메모리의 직 도가 증가하면

서 셀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발생하는 고장이다. 이 고

장은 A셀(공격자 셀)과 B셀(희생자 셀)의 Coupling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공격자 셀의 값이 Program될 때 희생

자 셀의 값이 반 되거나 고정되게 된다. 이러한 CF의 

종류로는 Inversion CF와 Idempotent CF가 있다. 

Inversion CF는 A셀의 Program동작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B셀의 값이 반 된다. Idempotent CF는 셀 A의 

Program동작에 의해 셀 B의 값이 “0”이나 “1”로 고정

된다. CF의 경우 완 한 검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체 고장검출 에서의 비 이 높다.

나. Disturbance 고장

Disturbance 고장은 GD(Gate Disturbance), DD 

(Drain Disturbance), OE(Over Erase), RD(Read 

Disturbance)로 4가지의 Disturbance가 있으며 각 고장

은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  GD는 어떤 한 기  셀➀을 Erase하거나 
Program할 때 동일한 Word-Line의 다른 셀에 간섭이 

발생하여 다른 셀이 Erase(셀 값이 ‘1’로 환)되거나 

Program(셀 값이 ‘0’으로 환)이 되는 고장이다. GD는 

WED(Word-Line Erase Disturbance)➁와 WPD(Word 

그림 2. Disturbance 고장

Fig. 2. Disturbance Fault.

-Line Program Disturbance)➂가 있다. DD도 GD와 비
슷하게 어떤 한 기  셀➀을 Erase하거나 Program할 
때 동일한 Bit-Line상의 다른 셀에 간섭이 발생하여 다

른 셀이 Erase되거나 Program되는 고장이다. DD는 

BED(Bit-Line Erase Disturbance)➃와 BPD(Bit-Line 
Program Disturbance)➄가 있다. OE는 원하지 않게 넓
은 범 에 Erase되는 상이며 RD는 Read 동작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잘못된 Write 동작이 발생하는 고장

이다. 그러나 OE와 RD는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GD와 DD Disturbance 고

장을 검출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Disturbance 고장은 래시 메모리 자체의 고유 고장이

기 때문에 필수 으로 검출해야할 고장이다
[6]
.

2. NAND 플래시 메모리 패턴

래시 메모리에서 Disturbance 고장을 검출하기 

해서는 Word단 로 어떠한 패턴을 Write하고 Read하

는 것이 필요하다. [7]에서 NAND 래시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Disturbance 고장 검출을 해 NAND 

Parallel 패턴[그림 3]과 Inverse Parallel 패턴[그림 4]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MBIST는 [그림 3]

과 [그림 4]의 패턴을 이용하여 Disturbance 고장 검출

그림 3. NAND Parallel 패턴

Fig. 3. NAND Parallel Pattern.

그림 4. Inverse NAND Parallel 패턴

Fig. 4. Inverse NAND Paralle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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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다.

NAND Parallel 패턴은 메모리 블록의 Word-Line에 

비하여 Bit-Line이 더 많을 때 패턴을 더 용해야하는 

기존 Diagonal 패턴의 단 을 보완하 다. NAND 

Parallel 패턴은 첫 Page에 “01”을 반복하며 쓰고, 두 번

째 페이지에 “0011” 패턴을 반복하며 쓴다. 한 Page에 

“0”이 Bit-Line의 반에 이르기 까지 증가시킨다. 결

과 으로 주어지는 Line들에 기록되는 값은 다른 Line

과 구분되기 때문에 쉽게 고장을 검출할 수 있게 된다. 

Inverse Parallel 패턴으로 NAND Parallel 패턴에서 “0”

으로 Program되는 셀이 같은 Word-Line의 다른 셀에 

의해 발생하는 Disturbance를 검출할 수 있다. 

3. NAND 플래시 메모리 테스트 알고리즘

NAND Parallel 패턴을 이용하여 NAND 래시 메

모리 테스트하기 한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은 다음

과 같다
[6]
. 

(1)

Operation  e는 래시 메모리 블록을 모두 Erase

하는 동작을 수행하고 r1(0)은 Page로부터 데이터를 

Read하는 것이고 w(0)은 Page 단 로 “0”을 Write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PNAND는 제안된 NAND Parallel 패턴에 따라 바 며 

패턴을 Page 단 로 Read하거나 Write하게 한다. 테스

트 알고리즘은 9개의 March Element로 이루어져 있고 

래시 메모리 블록을 모두 Erase하는 동작으로 시작한

다. 두 번째 March Element에서 모든 셀에 “1”을 Read

하고 “0”을 쓴 후 “0”을 다시 Read하면서 SAF0과 

SAF1을 검출하게 된다. 그리고 r1과 r0을 통해 감지 증

폭기로 반환된 값을 통해 SOF를 검출하게 된다. 세 번

째 March Element에서 다시 Read를 하면서 만약 “1”

이 Read될 경우 WED와 BED를 검출할 수 있다. 네 번 

째 March Element에서 다시 Erase 동작을 수행하고 다

섯 번째 March Element에서 패턴을 사용하여 TF, AF 

와 Disturbance를 검출하게 된다. 여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의 March Element는 Inverse패턴을 사용하여 

“0”으로 Program될 때 고장을 검출하게 된다. 

알고리즘 패턴 March Element

NAND

March1

X (e); ↑(r1, w0, r0); ↕(r0); 

O (e); ↑(r1, wPNAND, rPNAND);↕(rPNAND);

NAND

March2

X
(e); ↑(r1, w0, r0); ↕(r0); (e); 

↓(r1, w0, r0); ↕(r0);

O
(e); ↑(r1, wPNAND, rPNAND); ↕(rPNAND); 

(e); ↓(r1, wPNAND, rPNAND); ↕(rPNAND);

NAND

March3
O

(e); ↑(r1, w0, r0); ↕(r0); (e); 

↓(r1, wPNAND, rPNAND); ↕(rPNAND); 

(e); ↓(r1, wPNAND, rPNAND); ↕(rPNAND);

표 2. 제안하는 PMBIST March 알고리즘 

Table 2. Proposed PMBIST March Algorithm.

본 논문에서 NAND-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공정 

에 따라 NAND 래시 메모리에서 모든 고장을 검출하

기 한 알고리즘과 좀 더 간단하고 빠르게 RAM형 고

장을 검출하기 한 알고리즘으로 NAND-March1, 

NAND-March2, NAND-March3으로 나 다.  NAND- 

March1과 2는 패턴의 유무를 설정해서 패턴을 사용하

는 테스트와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 테스트로 구분하여 

[표 2]처럼 총 5가지의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모든 고장 검출을 한 NAND-March3는 생산 기

에 복잡하고 다양한 고장을 찾아내기 해 많이 사용되

지만 생산 과정이 반복될수록 생산 공정이 안정화되며 

수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길이가 짧은 NAND-March1

이나 2를 사용하여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메모리를 테

스트할 수 있게 한다. 

4. 제안하는 PMBIST

SoC(System On-Chip)직 도의 증가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크기는 작아지고 다양한 고장의 발생률은 증

가 하고 있다. 한 이러한 변화는 메모리 테스트를 복

잡하게 만들며 칩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장요소가 증

가함에 따라 테스트 시간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7]과 같은 기존의 BIST(Built-In Self Test)는 외부

로부터 제어 신호나 테스터 신호를 공 받지 않고 자체

에서 자발 으로 테스트를 수행한다. 그 기에 ATE와 

같은 외부 장비 없이 내장된 메모리의 테스트가 가능하

며 기존의 메모리 내장 자체 테스트는 이미 정해진 하

나의 테스트 알고리즘만이 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

베디드 시스템은 다양한 형식의 임베디드 메모리 블록

을 포함하는데 각 메모리 블록 형식에 따라 합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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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 기 때문에 PMBIST를 

사용하며 테스트에 사용할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고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테스트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PMBIST는 두 가지 근 방법으로 나 어진다[4]. 

첫 번째, 마이크로 코드 방법으로 알고리즘의 각 동작

을 가리키는 명령어들이 정의되어 있으며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미리 정의된 명령어들에 의해 구성하게 된

다. 이 방법은 자유롭게 테스트에 사용할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두 번째, FSM 방법으로 

알고리즘의 각 단계가 미리 설계된 FSM을 따라 동작

함으로 최소한의 외부 연결 핀만 필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외부에서 테스트에 사용할 알고리즘을 선택 받

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FSM은 지원할 수 있는 알

고리즘들을 미리 설계 시에 결정하여야 하는 단 이 있

으나 마이크로 코드 방법보다 오버헤드가 어 효율

인 테스트 속도를 기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논문

에서  마이크로 코드로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선택

하여 각 March Elements는 FSM기반을 사용하여 메모

리 테스트를 수행하는 PMBIST를 제안한다.

 

가. 제안하는 March 테스트 알고리즘 코드

제안하는 PMBIST는 5개의 알고리즘을 지원한다. 메

모리 공정 기에는 다양한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

든 고장을 검출할 수 있는 NAND March3을 포함하고 

생산이 반복되면서 공정이 안정화 되면 패턴 유무를 통

한 단순하고 빠른 March1과 March2같은 테스트 알고

리즘도 지원한다. 

[4]에서는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에 필요한 패턴을 

마이크로 코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PMBIST를 

제안하 다. 그리고 각 March Elements들을 FSM기반

을 사용하여 동작하도록 하 다. [4]에서와 같이 패턴을 

마이크로 코드 기반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구성할 경우 알

고리즘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다. [표 3]의 Code는 [4]

에서의 방법으로 각 March 테스트 알고리즘 Elements

에 코드를 부여했을 때 체 코드를 보여 다. 알고리

즘 선택 코드는 3비트로 되어 있으며 “001”은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 NAND-March1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101”은 패턴을 사용하는 NAND-March1 알고리즘을 

선택한다. “010“은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 NAND 

Code 알고리즘 패턴 March Element

001
NAND

March1

X
(e); ↑(r1, w0, r0); ↕(r0); 

00000; 10010; 00001;

101 O
(e);↑(r1, wPNAND, rPNAND);↕(rPNAND);

00000; 11011; 01100;

010

NAND

March2

X

(e); ↑(r1, w0, r0); ↕(r0);

(e); ↓(r1, w0, r0); ↕(r0);

00000; 10010; 00000;

00010; 00001;

110 O

(e); ↑(r1, wPNAND, rPNAND); 

↕(rPNAND); 

(e); ↓(r1, wPNAND, rPNAND); 

↕(rPNAND);

00000; 11011; 00000;

01010; 01001;

111
NAND

March3
O

(e); ↑(r1, w0, r0); ↕(r0); 

(e); ↓(r1, wPNAND, rPNAND); 

↕(rPNAND); 

(e); ↓(r1, wPNAND, rPNAND); 

↕(rPNAND);

00000; 10010; 10001;

00000; 01011; 11100;

00000; 01010; 11001;

표 3. March Element와 Code 

Table 3. March Element and Code.

Code Option Operation

0 - - - - Address 주소 감소

1 - - - - Address 주소 증가

- 0 - - - Pattern 패턴 사용 X

- 1 - - - Pattern 패턴 사용 O

- - 0 0 0 Element e

- - 0 0 1 Element r0 (rPNAND)

- - 0 1 0 Element r1, w0, r0 (r1, wPNAND, rPNAND)

- - 0 1 1 Element r1, wPNAND, rPNAND

- - 1 0 0 Element rPNAND

표 4. Operation 코드

Table 4. Operation Code.

-March2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110’은 패턴을 사용하는 

NAND-March2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111’은 패턴을 

사용하는 NAND-March3 알고리즘을 선택한다. 그리고 

각 알고리즘의 March Element에 해당하는 코드는 5비

트로 되어 있다. [표 4]에는 각 알고리즘의 Element 코

드와 Operation을 나타내고 있다.

[표 4]에는 March Element마다 5비트의 코드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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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FSM을 통한 방법으로 March 

Element 코드를 4비트로 일 수 있다. 

제안한 PMBIST의 각 FSM을 보면 실제 사용하는 

Operation 코드가 주소비트를 제외하고 S0상태의 이 

조건인 “0000”, S1상태의 이 조건인 “0010”, “1010” 

와 S3상태의 이 조건인 “1011”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를 들어 NAND March1 알고리즘을 패턴 

없이 수행할 경우 “0010”의 Operation 코드를 통해 S1

의 상태로 환되어 r1, w0, r0을 수행한다. 그리고 주

소 증감에 상 없이 r0을  수행해야 하는데 

Code Option Operation

0 - - - Address 주소 감소

1 - - - Address 주소 증가

- 0 - - Pattern 패턴 사용 X

- 1 - - Pattern 패턴 사용 O

- - 0 0 Element e

- - 0 1 Element
r1, w0, r0 (r1, wPNAND, rPNAND)

/ r0 (rPNAND)도 수행

- - 1 1 Element
r1, wPNAND, rPNAND

/ rPNAND도 수행

표 5. 감소된 Operation Code

Table 5. Reduced Operation Code.

Code 알고리즘 패턴 March Element

001
NAND

March1

X
(e); ↑(r1, w0, r0); ↕(r0); 

0000; 1001;

101 O
(e); ↑(r1, wPNAND, rPNAND);↕(rPNAND);

0000; 1111;

010
NAND

March2
X

(e); ↑(r1, w0, r0); ↕(r0);

(e); ↓(r1, w0, r0); ↕(r0);

0000; 1001; 0000; 0001;

110
NAND

March2
O

(e); ↑(r1, wPNAND, rPNAND); 

↕(rPNAND); 

(e); ↓(r1, wPNAND, rPNAND); 

↕(rPNAND);

0000; 1111; 0000; 0101;

111
NAND

March3
O

(e); ↑(r1, w0, r0); ↕(r0); 

(e); ↓(r1, wPNAND, rPNAND); 

↕(rPNAND); 

(e); ↓(r1, wPNAND, rPNAND); 

↕(rPNAND);

0000; 1001; 0000; 0111;

0000; 0101;

표 6. March Element와 감소된 Code

Table 6. March Element and Reduced Code.

Operation 코드 “0001”이나 “1001”을 사용해서 S2의 상

태로 환되는 것이 아니라 S1의 MF 신호로 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표 4]의 주소비트를 제외한 

코드 “0001”과 “1001”을 생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rPNAND를 수행하는 “0100”과 “1100” 코드도 상태의 

환을 MF 신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

다. 따라서 우리는 [표 5]와 같은 감소된 Operation 코

드를 얻을 수 있다. 

한 감소된 Operation 코드를 통해 [표 3]의 March 

Element와 알고리즘 선택 코드의 길이도 감소될 수 있

다. [표 6]은 감소된 March Element와 알고리즘 선택 

코드를 보여 다. 

이 게 코드가 감소하면 입력 핀의 개수가 어들고 

입력 핀의 수가 어들면 결과 으로 오버헤드가 감소

하는 이 을 얻을 수 있다. 한 체 인 Code의 길이

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의 테스트가 가

능하게 된다.

나. 제안하는 PMBIST 구조

[그림 5]는 제안하는 PMBIST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외부로부터 3비트의 알고리즘 선택신호인 AL_ 

Select를 받으면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의 March 

Element를 순서에 맞게 달하는 알고리즘 생성기

(Algorithm Generator)와 March Element를 메모리에 

용시키는 Read/Write 신호 생성기(Read/Write  Signal  

Generator), 주소를 생성시키는 주소생성기(Address 

Generator)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하는 PMBIST의 체 동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ATE에서 BIST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하겠다는 

그림 5. 제안하는 PMBIST 구조

Fig. 5. Proposed PMBIS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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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T_EN 신호와 AL_Select 신호를 통해 알고리즘을 

선택한다. AL_Select 신호는 각 March 테스트 알고리

즘을 선택하기 해 [표 7]에 보이는 3비트 코드를 사

용한다. 그리고 알고리즘 생성기에서는 제안하는 

March 테스트 알고리즘들의 각 March Element의 수행

을 한 MM_Code를 생성한다. MM_Code는 March 테

스트 알고리즘마다 각기 다른 March Elements들의 동

작을 해 사용되어 지고 [표 6]에 4비트 코드를 사용

한다. MM_Code는 Read/Write 신호 생성기로 달되

고 Read/Write 신호 생성기에서는 FSM1을 통해 각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의 March Elements 동작을 수

행한다. 그리고 FSM2에서 March Elements의 각 동작

을 MM_Code의 패턴 비트의 유무에 따라 일반 테스트

나 패턴 테스트로 수행하게 된다. [그림 3]과 [그림 4]의 

패턴은 Read/Write 신호생성기에 ROM으로 장되어 

있다. Read/Write 신호생성기에서는 MM_Code의 주소 

비트에 따라 Read/Write 동작을 주소의 증감여부에 맞

게 수행하기 해서 주소생성기로 Address u/p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주소의 끝까지 동작이 수행하게 

되면 Address_Done 신호를 Read/Write 신호 생성기에 

보내게 되고 Read/Write 신호 생성기에서는 재 수행

한 March Element를 완료했다는 End_ME신호를 알고

리즘 생성기에 보낸다. 나머지 March Elements도 순차

으로 수행하게 되고 마지막 March Elements가 끝나

게 되면 BIST_Done신호가 출력되면서 테스트가 종료

된다. 

(1) 알고리즘 생성기

알고리즘 생성기는 외부의 장치로부터 AL_Select 신

호를 받아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해당하

는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의 MM_Code를 Read/Write 

신호생성기에 송하는 모듈이다. PMBIST의 실행을 

시작하는 BIST_EN신호와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3비트 AL_Select 신호, Clk 신호를 입력받고 

Start_ME, MM_Code 신호를 Read/Write 신호 생성기

에 송한다. 그리고 해당 March Element를 끝냈다는 

End_ME신호를 입력받아 순차 으로 다음 March 

Elements를 수행하게 된다.

알고리즘 생성기는 FSM기반으로 동작하면서 해당하

는 알고리즘 생성기 FSM은 [그림 6]에 나타나있다.

외부로부터 아무 입력 신호가 없을시 Idle상태에서 

그림 6. 알고리즘 생성기의 FSM

Fig. 6. FSM of Algorithm Generator.

외부 신호를 기다린다. BIST_EN신호가 인가되면 

BIST ENABLE 상태로 환되고, 외부로부터 AL_ 

Select 신호를 입력받으면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비하

는 Select MM_Code 상태로 환한다. 해당하는 March 

Elements의 시작신호인 Start_ME 신호를 통해서 Send 

MM_Code 상태로 환되고 해당하는 March Elements

의 MM_Code와 Start_ME를 Read/Write 신호 생성기

로 보내게 된다. Read/Write 신호 생성기로부터 March 

Elements를 수행했다는 End_MM신호를 받으면 Select 

MM_Code 상태에서 마지막 March Elements인지 확인

하고 마지막 March Elements가 아니면 다음 March 

Element를 수행한다. 마지막 March Element일 경우 

Last_ME 신호를 통해 BIST_ENABLE 상태로 환된

다. 다른 AL_Select신호가 있을 경우 다른 March 테스

트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추가 인 AL_Select 신호가 

없으면 테스트를 끝냈다는 BIST_Done 신호를 통해 다

시 Idle상태로 돌아간다.

(2) Read/Write 신호 생성기

신호 생성기는 알고리즘 생성기로부터 MM_Code신

호를 받고 해당하는 March Element를 수행하게 된다. 

신호 생성기에는 두 가지의 FSM이 존재하는데 [그림 

7]은 FSM1을 나타내고 있다.

알고리즘 생성기로부터 Start_ME신호와 MM_Code

를 받게 되면 먼  Idle상태가 된다. Idle상태에서는 천

이조건에 따라 S0부터 S4까지 해당하는 상태로 이동한

다. 그리고 각 상태에서는 해당하는 Operation을 수행하

게 된다. 각 상태에 따라 수행하는 Test Operation은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Idle상태에서는 어떤 

MM_Code에 따른 March Elements 동작을 수행 이

면 다른 MM_Code신호를 받지 않기 한 Wait동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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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신호 생성기의 FSM1

Fig. 7. FSM1 of Signal Generator.

State Operation

Idle Wait, End_ME

S0 (e);

S1 (r1, w0, r0); or (r1, wPNAND, rPNAND);

S2 (r0); or (rPNAND);

S3 (r1, wPNAND, rPNAND);

S4 (rPNAND);

표 7. FSM1의 상태별 Operation

Table 7. Operation by State of FSM1.

March Elements 동작이 완료되면 End _ME 신호를 알

고리즘 생성기로 보내는 작업을 한다. 

다음으로 S0에서는 Erase동작인 (e); Elements를 수

행한다. 그리고 S1에서는 MM_Code의 패턴 비트가 “0”

이면 (r1, w0, r0); Elements를 수행하고 “1”이면 (r1, 

wPNAND, rPNAND); Elements를 수행한다. S2에서는 S1처

럼 MM_Code의 패턴 비트에 따라서 (r0); 는 rPNAND); 

Elements를 수행하게 된다. S3에서는 (r1, wPNAND, 

rPNAND); Elements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S4에서는 

(rPNAND); Elements를 수행한다. FSM1에서 각 상태에 

의해 March 테스트 알고리즘의 동작이 수행되는데 [그

림 7]의 FSM1의 순서도는 [그림 8]과 같다.

먼  MM_Code의 주소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세 비

트가 “000”이면 S0 상태로 천이가 되고 Erase작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Control 신호를 래시 메모리에 보내

게 된다. 주소 생성기에서 모든 메모리에 Erase 동작을 

수행했다는 Address_Done신호와 해당 State의 동작을 

끝냈다는 MF신호를 받게 되면 S0상태에서 다시 Idle상

태로 천이가 된다. 그리고 MF신호가 있으면 March 

Element를 끝냈다는 End_ME신호를 알고리즘 생성기

에 보내고 다음 March Element를 수행할 MM_Code신

그림 8. FSM1에 한 순서도

Fig. 8. FSM1 for Flow chart

그림 9. S1의 FSM2

Fig. 9. FSM2 of S1.

호를 기다린다. 그 다음 주소 비트를 제외한 MM_Code

가 “001”신호 는 “101”이 인가되면 S1 상태로 환되

어 패턴 비트의 유무에 따라 패턴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게 된다.

[그림 9]는 S1의 FSM2를 보여주고 있다.

MM_Code가 “001” 는 “101”일 경우 먼  Idle 상

태로 천이되고 바로 S1의 r1상태로 천이되어 Read “1” 

동작을 수행한다. 만약에 MM_Code의 패턴비트가 “0”

일 경우 w0 상태로 천이되어 Write “0” Operation을 

수행한다. 그 다음 r0 상태로 천이되어 Read “0” 

Operation을 수행한 다음 메모리 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한 Address_Done신호가 없으면 다시 r1상

태로 돌아가 주소 증감 여부에 따라 메모리 끝까지 

(r1, w0, r0);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Address_Done신호를 받게 되면 다시 Idle상태로 돌아

가 March Element를 끝냈다는 MF신호와 MM_Code

와 함께 다음 상태인 FSM1 S2상태로 천이된다. 만약 

MM_Code의 패턴비트가 “1“인 경우 먼  wPNAND상태

로 천이되어 패턴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며 패턴 비트

가 없는 (r1, w0, r0);동작과 마찬가지로 Address_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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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으면 주소 증감 여부에 따라 메모리 끝까지 

(r1, wPNAND, rPNAND); 동작을 수행한다. 

March Elements의 동작이 완료되면 S1의 MF신호와 

MM_Code의 패턴비트에 의해 다음 상태인 S2상태로 

천이된다. S2에서 MM_Code의 패턴 비트의 값에 따라 

rPNAND 는 r0상태로 천이되어 해당하는 동작을 수행하

게 된다. 

[그림 10]은 S2의 FSM2를 보여주고 있다. S2상태에

서 S1상태처럼 메모리 주소 증감에 따라 해당하는 상태

의 동작이 메모리 끝까지 수행되어지면 Address _Done

신호로 다시 S2의 Idle상태로 천이 되고 S2의 FSM2를 

끝냈다는 MF신호에 의해 FSM1의 Idle 상태로 다시 천

이되어진다. 그리고 FSM1의 Idle상태에서는 해당하는 

March Element를 끝냈다는 End_ME신호를 다시 알고

리즘 생성기에 보내게 된다.

그리고 [그림 11]은 FSM1 S3의 FSM2를 보여주고 

있다. 상태 S3은 주소 비트를 제외한 MM_Code “111”

그림 10. S2의 FSM2

Fig. 10. FSM2 of S2.

그림 11. S3의 FSM2

Fig. 11. FSM2 of S3.

에 의해 천이되어 (r1, rPNAND, wPNAND,); Elements 동작

을 메모리 끝까지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고 Address_ 

Done신호를 통해 S3상태에서 S4상태로 천이되어 진다.

그리고 S4상태에서는 (rPNAND); Elements 동작을 수

행하게 된다. 최종 으로 모든 알고리즘의 March 

Element가 수행되고 나면 알고리즘 생성기는 Read/ 

Write 신호 생성기로부터 End_ME 신호를 받고 Last_ 

ME신호를 통해 BIST ENABLE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BIST_Done 신호를 

통해 테스트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Read/Write 신호 생성기에서 FSM을 이용하

여 각각의 NAND- March 알고리즘의 March Elements 

를 동작할 수 있다.

Ⅲ. 실 험 

먼  [4]와 같은 기존의 마이크로 코드 기반의 

PMBIST를 이용한 코드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이

크로 코드 기반의 코드를 비교해보면 감소된 코드를 얻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AND March3 알고리즘을 

기 으로 [4]의 방법을 사용하면 March Element의 

체 Code Length는 9N이었고 각 비트의 수는 March 

Element당 5비트로 총 45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하지만 

제안하는 PMBIST를 이용하면 March Element의 체 

Code Length는 6N이고 각 비트의 수는 March 

Element당 4비트로 총 24비트의 길이를 갖는다. 이것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약 60%에 해당하는 Code Length

와 약 50%의 Code 비트 수를 얻으면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은 [4]의 PMBIST 방식을 이용

했을 때의 경우와 제안한 PMBIST 방식을 사용했을 때

의 Code의 비교를 보여 다. 

알고리즘

Code Length Element bit

[4]방법의 

PMBIST

제안한

PMBIST

[4]방법의 

PMBIST

제안한

PMBIST

NAND

March1
3N 2N 15 bit 8 bit

NAND

March2
5N 4N 25 bit 16 bit

NAND

March3
9N 6N 45 bit 24 bit

표 8. Code와 비트의 비교

Table 8. Comparison for Code and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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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RTL 시뮬 이션 결과

Fig. 12. RTL Simulation result.

 

그리고 제안하는 PMBIST 구조는 Verilog를 통해 구

하고 Xilinx사 ISE 14.1을 통해 RTL 시뮬 이션을 

하 다[그림 12].

기 상태는 Idle상태로 BIST_EN신호가 들어오면 

BIST_ENABLE상태로 환되고 AL_Select 신호가 들

어오면 Select MM_Code상태로 환되어 해당하는 알

고리즘의 MM_Code와 Last_ ME를 통해 Element의 길

이를 확인한다. 

Last_ ME는 March Element가 끝날 때 확인해서 알

고리즘의 체의 수행 유무를 확인하기 해 존재한다. 

Start_ME신호와 함께 Send MM_ Code상태로 이동하

여 해당하는 MM_Code “001”을 Read/ Write 신호 생

성기에 송하고 Read/Write 신호 생성기의 Idle상태로 

이동하게 되어 MM_Code “001”에 의해서 S1(State : 

1001)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S1의 Idle상태에서 r1상태로 환되어 셀의 값을 

Read한다.(DataOut : 0) 그리고 다음 상태인 w0상태로 

이동해 Data를 Write하고 확인하기 한 r0상태로 이동

해서 Read를 수행한다. 그리고 r0상태에서 주소의 끝인

지 확인하는 Address_done신호를 인가받는데 주소의 

끝이 아니므로 다시 r1상태로 돌아가 다음 셀로 이동하

여 Operation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신호생성기의 

FSM2의 상태가 종료되면 MF신호에 의해서 FSM1의 

Idle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Idle은 MF신호를 받으면 

End_ME신호를 다시 알고리즘 생성기에 송하여 다음 

March Element를 수행하기 해 기하게 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MBIST는 FSM 기반으로 기

존의 마이크로 코드 기반의 PMBIST에 비해 Code 길

이를 감소시켜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다. Code 길이

가 감소되는 것은 입력 핀의 감소로 오버헤드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른 테스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NAND 래시 메모리의 고유 고장인 

Disturbance 고장 검출을 해 패턴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 고 생산 공정 환경에 맞게 March 테스트 알고리즘

을 선택하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하 다.  

향후에는 [9]와 같은 다른 테스트 패턴과 새로운 알

고리즘을 추가하여 선택 으로 테스트/진단 수행이 가

능하므로 메모리 테스트로 고장 검출을 확인하는 것뿐

만 아니라 고장의 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알고

리즘
[10]
을 사용하여 메모리의 고장 치와 고장 유형까

지 악할 수 있는 PMBIST를 기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테스트와 진단이 가능하게 되면 BISR(Built-in 

Self Test)를 통해 고장이 발생한 메모리에 Spare 

Memory를 할당하여 자체 으로 메모리 수리가 가능하

게 해서 NAND 래시 메모리의 고장 수율을 좀 더 높

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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