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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멀티 레벨 셀(MLC : Multi Level Cell) 상변화 재료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이 재료에 인가되는 전류 신호의 하강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이 재료를 다수의 상태 중 원하는 하나의 상태

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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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배경기술

상변화 재료(a phase change material)는 메모리 셀에서 데이터 비트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메모리 디바이

스에서 사용되는 상변화 재료는 적어도 두 가지 상이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들 상태는 비정질 및 결정질 상태로 지칭

된다. 비정질 상태는 일반적으로 결정질 상태보다 높은 저항을 나타내므로 이들 상태는 구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비정질 상태는 보다 무질서한 원자 구조를 포함한다.

구형 전류 펄스는 상변화 재료를 원하는 상태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류 펄스의 진폭을 변경하여 상변화

재료의 저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재료의 변화, 제조 프로세스, 작동 환경에 따라, 주어진 구형 전류 펄스에 대한

메모리 어레이의 서로 다른 메모리 셀에서의 저항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 어레이 내의 다수의 메모리 셀을

프로그래밍하는 경우, 이들 변화 요인으로 인해, 동일한 구형 펄스가 각 메모리 셀에 인가되더라도 어떤 셀들은 소정 

상태로 프로그래밍되고 다른 셀들은 다른 상태로 프로그래밍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셀들은 원하는 상태로 프로그래

밍되더라도 적절한 감지 마진(sense margin)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변화 재료를 사용하여 메모리 시스템의 메모리 셀을 프로그래밍하는 보다 나은 방법이 지속적으로 요구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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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으로 간주되는 사항은 본 상세한 설명의 결론부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분명히 청구된다. 그러나, 장치 및 

작동 방법에 관한 본 발명은 및 그 목적, 특징, 장점은 첨부하는 도면과 함께 후속하는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면 가장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의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프로그래밍 신호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다른 복수의 프로그래밍 신호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또다른 복수의 프로그래밍 신호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또다른 복수의 프로그래밍 신호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판독 회로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통신 디바이스의 블럭도를 도시하는 도면.

단순 명료함을 위해, 도면에 도시된 구성요소는 실제 축척대로 도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알아

보기 쉽도록, 어떤 구성요소의 크기는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과장되었다.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하

거나 유사한 구성요소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도면들에서 동일한 참조 번호를 반복하기도 했다.

실시예

후속하는 상세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된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이러한 세부 사항 없이도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을 모호하게 하지

않도록, 주지의 기술, 프로시져, 구성요소 및 회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후속하는 상세한 설명과 청구의 범위에서는, '결합(couple)' 및 '접속(conne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것인데, 이들 용

어는 유의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즉, 구체적인 실시예에서, '접속'은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서로 직접 물리적 또는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결합'도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직접 물리적 또는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결합'은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서

서로 협력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에도 사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20)가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20)는 컴퓨터 시스템(30)을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30)은, 이를테면, 휴대용 통신 디바이스(예를 들어, 이동 셀룰러 폰), 양방향 무선 통신 시스템, 

단반향 페이저(a one-way pager), 양방향 페이저,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휴대용 컴퓨터, PDA(P

ersonal Digital Assistant) 등과 같은 다양한 휴대용 전자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 및 응용 분야

는 이들 예로 한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본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응용 분야로는 셀룰러 기지국, 

서버, 데스크탑 컴퓨터, 비디오 장비 등과 같은 비휴대용 전자 제품이 있다.

이 실시예에서, 컴퓨터 시스템(30)은 시스템 버스에 접속된 프로세서(42)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42)는, 이를테

면,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위

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버스(40)는, 예컨대, 컴퓨터 시스템(30)의 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데

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라인들의 집합을 포함하는 데이터 경로일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30)은 시스템 버스(40)에 접속된 메모리 제어기 허브(34)와 AGP(Accelerated Graphics Port) 버스(

44)를 통해 메모리 제어기 허브(34)에 결합된 디스플레이 제어기(46)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제어기(46)는

신호를 생성하여 디스플레이(48)를 구동할 수 있다.

메모리 제어기 허브(34)는 허브 인터페이스(50)를 통해 입출력(I/O) 허브(52)에 결합될 수 있다. I/O 허브(52)는 CD-

ROM 드라이브(58)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60)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I/O 허브(52

)는, 이를테면,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54)와 확장 버스(62)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PCI 버스(54)는 NIC(Network Interface Card)(56)에 접속될 수 있다. I/O 제어기(64)는 확장 버스(62)에 접속

될 수 있으며,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70)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I/O 제어기(64)는 마우스(66)와 키보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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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로부터 입력을 수신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30)은 메모리 버스(36)를 통해 메모리 제어기 허브(34)에 결합된 상변화 메모리(33)를 포함할 수 있다

. 메모리 제어기 허브(34)는 메모리 버스(36)와 시스템 버스(40)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제어기

(35)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제어기(35)는 상변화 메모리(33)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또는 판독 동작과 연관될 수 

있는 제어 신호, 어드레스 신호, 데이터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메모리 버스(36)는 상변화 메모리(33)와의 데이터 통

신을 위한 통신 라인은 물론 상변화 메모리(33)로의 데이터 저장 및 상변화 메모리(33)로부터의 데이터 검색에 사용

되는 제어 및 어드레스 라인도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록 또는 판독 동작은 동시에 상변화 메모리(33)에 데이터

를 기록하거나 상변화 메모리(33)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상변화 메모리(33)는, 예컨대,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로 다른 메모리 상태들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는 칼코겐화물 재료

(a chalcogenide material)와 같은 상변 화 메모리 재료를 포함할 수 있는 다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어레

이일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 재료는, 예를 들어, 비정질 상태로부터 결정질 또는 다결정질 상태로의 

가역성 구조적 상변화(a reversible structural phase change)를 나타내는 칼코겐화물일 수 있다. 가역성 구조로 인

해, 상변화 재료는 온도 변화에 따라 비정질 상태로부터 결정질 상태로 변한 후 다시 비정질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

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다결정질 상태는 상변화 재료의 일부는 비정질인 채로 남아있을 가능성을 가진 채 다수의 입

자 결정(grain crystals)이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다양한 상변화 합금이 사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주기율표의 컬럼 Ⅵ 중의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는 칼코겐화물

이 상변화 메모리(33)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상변화 메모리(33)는 GeSbTe 합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량의 칼코겐화물 합금이 하나의 메모리 셀로 집적되어 셀이 비휘발성 프로그래밍가능 저항으로서 동작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저항은 고저항 상태와 저저항 상태 사이에서 가역적으로 변화가능하다. 상변화 재료의 결정질화는 온도

및 재료가 그 온도로 유지되는 시간의 양의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상변화는 상변화 재료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사

용한 저항성 가열(resistive heating)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가능 저항은 결정질 상태(저저항(와 비정질 

상태(고저항) 사이의 저항의 동적 범위보다 40배 크며, 하나의 메모리 셀에 다수 비트 저장을 허용하는 복수의 중간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셀에 저장된 데이터는 셀의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판독된다.

예로써, 1 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진 시스템에서, 제 1 상태는 '1' 상태 또는 세트 상태로 정의되고, 제 2 상태는 

'0' 상태 또는 리세트 상태로 정의되는데, 리세트 상태는 실질적으로 비정질 상태이고 세트 상태는 실질적으로 결정질

상태일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주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MLC(Multi Level Cell) 동작에서, 상변화 재료는 다수의 데이터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 다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상태를 갖는 상변화 메모리 재료의 상태 변화는 상변화 재료의 저항/도전성을 변경함으

로써 달성할 수 있다. 설명을 위해, 본 실시예에서는 네 가지 상태를 이용하여 메모리 셀 당 2 비트를 저장하는 이진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0, 0) 상태는 실질적 비정질(고저항) 상태로 정의되고, (1, 1) 상태는 실질적 결정질(

저저항) 상태로 정의되며, (0, 1) 및 (1, 0) 상태는 실질적 비정질 상태와 실질적 결정질 상태의 중간 상태들이다. 이들

중간 상태들은 혼성 상태(heterogeneous states)라 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변화 재료의 네 가지 상태는 다음

과 같은 관계를 갖도록 정의될 수 있다. 즉, (0, 0)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저항은 (0, 1)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저항보다 크고, (0, 1)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저항은 (1, 0)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저항보다 크며, (1, 0) 상태

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저항은 (1, 1)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저항보다 크도록 정의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0, 0)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도전성은 (0, 1)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도전성보다 작고, (0, 1)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

료의 도전성은 (1, 0)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도전성보다 작으며, (1, 0)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도전성은 (1, 1

) 상태에서의 상변화 재료의 도전성보다 작도록 정의될 수 있다.

본 상세한 설명에서는 셀 당 이진 2 비트 시스템(a binary 2-bit per cell system)에 대해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범

주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원리는 상변화 재료가 두 가지 이상이 상태를 갖는 임의의 시스템에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비이진 시스템에서도 메모리 상태는 비이진 베이스의 세 배 또는 몇 배일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33)의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다. 상변화 메모리(33)는 메모리 셀(140,

141, 142, 143)의 2 ×2 어레이(139)를 포함할 수 있으며, 메모리 셀(140 - 143)은 상변화 재료를 포함한다. 도 2에

서는 2 ×2 어레이(139)에 대해 도시하고 있지만, 본 발명의 범주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상변화 메모리(33

)는 보다 큰 메모리 셀 어레이일 수도 있다.

상변화 메모리(33)는 열 라인(130, 131) 및 행 라인(132, 133)을 포함하여 기록 또는 판독 동작을 위해 어레이(139)

의 특정 셀을 선택할 수 있다. 기록 동작은 프로그래밍 동작으로도 지칭한다. 메모리 셀(140 - 143)은 열 라인(130, 1

31)에 접속될 수 있으며, 스위치(이를테면, 다이오드(146, 147, 148, 149))를 통해 행 라인(132, 133)에 결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메모리 셀(예컨대, 메모리 셀(140))이 선택되면, 그 관련 열 라인(130)이 '하이'로 구동되고 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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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행 라인(132)은 '로우'로 구동되어 그 메모리 셀을 통해 전류를 구동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상변화 메모리(33)는 기록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신호 생성 디바이스(160), 판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판독 디바이스(150), 기록 및 판독 동작 보조용 타이밍 신호를 생성하는 타이밍 디바이스(170)를 더 

포함한다. MLC 동작에서, 판독 디바이스(150)는 프로그래밍 중에 메모리 셀(140 - 143)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판독 디바이스(150)는 프로그래밍 신호가 메모리 셀에 인가된 후 그 메모리 셀 내의 메모리 

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선택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신호 생성 디바이스(160)는 프로그래밍 신호를 생성하여 메모리 셀(140 - 143)에 인가한다. 예컨대, 디

바이스(160)는 도 3 내지 도 6에 도시된 프로그래밍 신호를 생성하여 인가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프로그래밍 신호(200, 201, 202, 203)가 도시되어 있다. 도 3

에서, 시간 축에는 서로 다른 시간 T 0 - T 11 이 표시되어 있고, 전류 축에는 서로 다른 전류 I 0 , I 1 이 표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 신호(200 - 203)는 자신의 최대 레벨에 도달하기 이전에 상승부(leading portions)를 갖고, 신호가 

자신의 최대 레벨에 도달한 후 하강부(trailing portions)를 가지며, 상승부와 하강부 사이에는 중간부(intermediate 

portions)를 갖는다. 이를테면, 신호(200)는 상승부(211), 중간부(212), 하강부(213)를 갖고, 신호(201)는 상승부(21

5), 중간부(216), 하강부(217)를 갖는다.

이 실시예에서, 신호(200 - 203)는 서로 다른 하강 시간을 갖는 전류 펄스이다. 신호의 하강 시간은 하강부가 최대 레

벨로부터 최소 레벨로 감소하는 데 걸리 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와는 다른 실시예에서, 하강 시간은 하강부가 최대 레

벨의 90 %로부터 최대 레벨의 10 %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호(201)의 하강 

시간은 하강부(217)가 최대 전류 진폭 I 1 로부터 최소 전류 진폭 I 0 까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서, 즉 T 5 와

T 4 사이의 차분이 된다.

이 실시예에서, 신호(200)는 시간 T 2 에서 그 하강부가 그 최대 진폭 I 1 로부터 그 최소 진폭 I 0 까지 감소하므로, 

신호(200)의 하강 시간은 실질적으로 0이 될 것이다. 신호(200)는 실질적으로 구형파이고, 신호(201, 202, 203)는 

실질적으로 비구형파(nonrectangular pulse)이다. 펄스(201, 202, 203)는 삼각파(triangular pulses)라고도 칭한다. 

펄스(200, 201, 202, 203)는 점점 더 긴 하강 시간을 갖는다. 즉, 신호(201)는 신호(200)의 하강 시간보다는 길고 신

호(202)의 하강 시간보다는 짧은 하강 시간을 갖고, 신호(203)는 신호(202)의 하강 시간보다 긴 하강 시간을 갖는다. 

이 실시예에서, 신호(200)는 대략 0(예컨대, 2 ㎱보다 짧은)의 상승 및 하강 시간을 갖고, 대략 3㎃의 최대 전류 진폭(

예컨대, I 1 )을 갖는다. 신호(201)는 대략 3㎃의 최대 전류 진폭, 대략 0의 상승 시간, 대략 250 ㎱의 하강 시간(T 5

- T 4 )을 갖는다. 신호(202)는 대략 3㎃의 최대 전류 진폭, 대략 0의 상승 시간, 대략 700 ㎱의 하강 시간(T 8 - T 

7 )을 갖는다. 신호(203)는 대략 3㎃의 최대 전류 진폭, 대략 0의 상승 시간, 대략 2 ㎲의 하강 시간(T 11 - T 10 )을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 2의 프로그래밍 신호 생성 디바이스(160)는 프로그래 밍 신호(200 - 203)를 생성하여 메모리 

셀(140 - 143)에 인가한다. 소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160)는 프로그램이 신호(200 - 203)의 하강 시간을 설정하

는 회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디바이스(160)는 프로그래밍 신호의 감쇄율을 설정함으로써 프로그래

밍 신호의 하강 시간을 설정하는 회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디바이스(160)는 프로그래밍 신호의 

하강부의 기울기를 성형함으로써 프로그래밍 신호의 하강 시간을 설정하는 회로를 포함할 수도 있다.

감쇄율은 신호의 하강부가 그 최대 진폭으로부터 최소 진폭까지 감소하는 속도(rate)로 정의되며, 신호(200 - 203)에

있어서 단위 시간 당 전류로 측정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신호(200 - 203)의 감쇄율을 증가시켜 이들 프로그래밍 신

호의 하강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대로, 프로그래밍 신호(200 - 203)의 감쇄율을 감소시켜, 이들 프로그래밍 신

호의 하강 시간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도 3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신호(201)는 신호(202)의 감쇄율보다 큰, 즉, 빠른 

감쇄율을 갖고, 신호(202)는 신호(203)의 감쇄율보다 빠른 감쇄율을 갖는다. 이와 다른 실시예에서, 프로그래밍 신호

의 감쇄율은 다항 함수(polynomial), 로그 함수(logarithmic), 지수 함수(exponential)등일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범주

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 3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신호(200)의 상승부(211) 및 하강부(213)의 기울기는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설정되며, 신

호(200)의 중간부(212)의 기울기는 실질적으로 수평으로 설정된다. 신호(201)는 실질적으로 수직인 기울기로 설정된

상승부(215)를 갖고, 실질적으로 수평인 기울기로 설정된 중간부(216)를 가지며, 음의 선형 기울기로 설정된 하강부(

217)를 갖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신호의 감쇄 또는 기울기로 인해 메모리 셀을 다수의 메모리 상태 중 원하

는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한 속도로 상변화 메모리 재료가 냉각되도록 하강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프로그래밍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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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한다. 상변화 재료에 인가된 프로그래밍 신호의 하강 시간을 증가시켜 상변화 재료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사용하면, 상변화 재료의 저항은 프로그래밍 신호의 진폭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신호의 하

강 시간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소정 실시예에서, 디바이스(160)는 메모리 셀의 상변화 재료를 비정질화 온도까지 가열하여 상변화 재료를 실질적으

로 비정질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한 진폭으로 프로그래밍 신호의 진폭을 설정할 수 있다. 상변화 재료를 실질적으로 

비정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신속하게 냉각시켜야 한다. 이는 인가된 프로그래밍 신호의 하강 시간을 비

교적 빠르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신호(200)는 메모리 셀의 상변화 재료를 실질적으로 비정질 상태로 만

드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대략 3㎃의 최대 전류 진폭 I 1 및 대략 2 ㎱의 짧은 하강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변화 재료를 다결정질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디바이스(160)는 프로그래밍 신호의 진폭을 상변화 재

료를 비정질화 온도까지 가열하기에 충분한 진폭으로 설정하고, 메모리 재료가 비정질화 온도에 도달한 후 메모리 재

료가 다결 정질 상태에 있기에 충분한 속도로 상변화 메모리 재료를 냉각시키도록 프로그래밍 신호의 하강 시간을 설

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신호(203)는 메모리 셀의 상변화 재료를 다결정질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대략 

3㎃의 최대 전류 진폭 I 1 및 2 ㎲의 하강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상변화 재료를 실질적 비정질 상태와 다결정질 

상태 사이의 중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디바이스(160)는 메모리 재료가 비정질화 온도에 도달한 후 메모리 재료가 

중간 상태에 있기에 충분한 속도로 상변화 재료를 냉각시키도록 프로그래밍 신호의 하강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를테면, 신호(202)는 메모리 셀의 상변화 재료를 중간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대략 3㎃의 최대 진폭 I 1

과 대략 700 ㎱의 하강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소정 실시예에서는, 기록 동작 전 메모리 셀의 소거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 동작 동안 상변화 재료를 비정질화 온도까

지 가열한 후 신호의 하강 시간(또는 감쇄율이나 하강부 기울기)을 제어하여 상변화 재료를 다른 상태, 예컨대, 실질

적 비정질 상태, 다결정질 상태, 또는 혼성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해 겹쳐쓰기(overwrite)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하면 이 실시예에서의 프로그래밍 신호로 인해 상변화 재료가 비정질화 온도까지 가열되고, 신

호의 하강 시간(또는 감쇄율이나 하강부 기울기)에 따라 재료가 실질적 비정질 상태, 실질적 결정질 상태, 또는 중간 

혼선 상태로 되므로 셀의 겹쳐쓰기가 가능하게 된다.

전술한 바로부터 이해할 수 있듯이, 메모리 셀(140 - 143)로 신호(200 - 203)를 인가하면 메모리 셀(140 - 143)의 

상변화 재료를 가열 및 냉각하여 상변화 재료의 저항을 설정함으로써 관련 메모리 셀의 상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메모리 셀의 상변화 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상태를 갖는 MLC 동작에 있어서, 신호(200 - 203)는 특정 메모

리 셀의 상변화 재료의 상태를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하나로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신호(200)는 메모리 

셀(140)의 상변화 재료를 실질적 비정질 상태, 예컨대, (0, 0)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신호(201)는 메모리 

셀(140)의 상변화 재료를 중간 상태, 예컨대, (0, 1)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신호(202)는 메모리 셀(140)

의 상변화 재료를 또다른 중간 상태, 예컨대, (1, 0)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신호(203)는 메모리 셀(140)의 

상변화 재료를 실질적 결정질 상태, 예컨대, (1, 1)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실시예에서, 신호(200 - 203)는 피드백 방식을 사용하여 메모리 셀의 상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메모리 셀(140)을 중간 상태 (1, 0)으로 설정하기 위해, 신호(202)가 처음에 메모리 셀(140)에 인가

될 수 있다. 이어서, 판독 디바이스(150)를 사용하여 메모리 셀(140)이 선택된 상태 (1, 0)으로 프로그래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판독 디바이스(150)는 메모리 셀(140)의 상변화 재료의 저항을 측

정하고 이 저항을 기준 저항과 비교함으로써, 상변화 재료가 목표 저항 미만인지 초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신호(20

2)를 인가한 후, 상변화 재료의 저항은 신호(202)의 하강 시간보다 긴 하강 시간을 갖는 신호(203)를 인가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고, 상변화 재료의 저항은 신호(202)의 하강 시간보다 짧은 하강 시간을 갖는 신호(201)를 인가함으로써

증가될 수도 있다. 이처럼 상이한 하강 시간을 갖는 프로그래밍 신호를 인가하여 메모리 셀(140)을 적어도 세 가지 상

태 중 하나로 프로그래밍하는 반복적 프로세스는 상변화 재료가 원하는 상태(예컨대, 원하는 저항)로 될 때까지 반복

될 수 있다.

제조 프로세스 및 상변화 메모리의 재료 변화로 인해, 메모리 셀 어레이의 상변화 재료의 실제 온도는 주어진 프로그

래밍 전류 신호에 대해서도 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하나 이상의 메모리 셀의 상변화 재료가 메모리

셀을 잘못된 상태로 부적절하게 프로그래밍하게 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해서, 재료 변화, 제조 프로세스, 동작 환경으로

인해, 상변화 메모리의 메모리 셀에 있어서 상이한 프로그래밍 특성이 초래될 수 있는 바, 상이한 프로그래밍 특성이

라 함은 사전결정된 양의 전류를 갖는 구형파가 이들 메모리 셀에 인가되는 경우 상변화 재료의 저항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소정 실시예에서는, 프로그래밍 신호가 상이한 메모리 셀에 인가되는 경우 상이한 프로그래밍 특성

(이를테면, 상이한 저항 대 인가 전류)을 갖는 상이한 메모리 셀이 하나의 선택된 상태에 있도록 프로그래밍 신호의 

하강 시간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신호가 인가되는 모든 메모리 셀이 고속 결정화 온도 간격(a rapid cr

ystallization temperature interval) 동안 스위핑(sweep)되도록 프로그래밍 신호의 하강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도 4 내지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프로그래밍 신호를 도시하고 있다. 도 4는 차례로 더 긴 하강 시간을 갖

는 신호(400, 401, 402, 403)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신호(400)는 실질적으로 0인 하강 시간을 갖는다. 신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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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하강 시간은 신호(400)의 하강 시간보다는 길고 신호(402)의 하강 시간보다는 짧으며, 신호(402)의 하강 시간은

신호(403)의 하강 시간보다 짧다. 이 실시예에서, 신호(400)의 상승부 및 하강부의 기울기는 실질적으로 수직이고, 

신호(400)의 중간부의 기울기는 실질적으로 수평이다. 신호(401)는 실질적으로 수직인 기울기를 갖는 상승부, 실질

적으로 수평인 기울기를 갖는 중간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음의 비선형 기울기를 갖는 하강부를 갖는다. 특히, 신호

(401)의 하강부의 기울기는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신호(402, 403)의 하강부의 기울기도 시간에 따라 감

소한다.

도 5는 차례로 더 긴 하강 시간을 갖는 신호(500, 501, 502, 503)를 포함하고 있다. 신호(501, 502, 503)의 하강 시

간의 기울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음의 비선형 기울기이다. 이 실시예에서, 신호(501, 502, 503)의 하강부의 기울기

는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 신호(500)의 최대 진폭 I 1 은 나머지 신호(501, 502, 503)의 최대 진

폭 I 2 와는 상이하다. 예시적으로, 신호(500)의 최대 진폭은 대략 3㎃이고, 신호(501, 502, 503)의 최대 진폭은 대략

3.5 ㎃일 수 있다.

도 6은 차례로 더 긴 하강 시간을 갖는 신호(600, 601, 602)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신호(601 - 603)의 하강부

의 기울기는 음이며 시간에 따라 변한다. 구체적으로, 신호(601 - 603)의 하강부의 기울기는 감소하는 음의 비선형 

기울기로 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인 기울기로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 신호(601)의 하강부의 기울기는 시간 T 4 와 T 

5 사이에서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시간 T 5 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직이다.

도 4 내지 6의 프로그래밍 신호가 도 3의 프로그래밍 신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되고 인가되어 도 2의 메모리 셀(1

40 - 143)을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고, 도 3 내지 6의 프로그래밍 신호를 임의 조합하여 메모리 셀(140 - 143)을 프

로그래밍할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하강 시간을 갖는 신호(200, 40

1, 502, 603)를 이용하여 메모리 셀을 원하는 상태로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MLC 동작에 있어서, 도 2

의 프로그래밍 신호 생성 디바이스(160)는 도 3 내지 6이 임의의 프로그래밍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프로그래밍 신

호의 하강 시간을 설정하여 메모리 셀(140 - 143)의 상변화 메모리 재료를 적어도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로 프로그래

밍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신호 생성 디바이스(160)는 저항과 캐패시터(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하는 회로를 포함하여 프로그래밍 신

호의 하강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저항과 캐패시터는 자신의 시상수(time constant)가 프로그래밍 신호의 하강 시간

을 설정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디바이스(160)가 적분기/램프 회로, 지수 및 로그 회로 등과 같은 

아날로그 파성형 회로(analog waveshaping circuits)를 포함하는 파성형 회로(도시하지 않음)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 2의 판독 디바이스(150)는 메모리 셀(140 - 143)에 저장된 정보를 판독하 는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독 디바이스(150)는 메모리 셀(140) 양단에 전압을 발생시키는 전류를 메모리 셀(140)로 보내는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전압은 메모리 셀에서 나타나는 저항에 비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압이 높으면 셀이 비정질 상태, 예컨대, 고

저항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전압이 낮으면 셀이 다결정질 상태, 예컨대, 저저항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판독 디바이스(150)의 일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진 MLC 동작에 있어서, 세 개

의 비교기(711, 712, 713)를 사용하여 특정 메모리 셀, 예컨대, 메모리 셀(140)의 메모리 상태를 검출할 수 있다. 비

교기(711 - 713)의 비반전 입력단은 메모리 셀(140)에 접속되어 메모리 셀(140)의 저항을 나타내는 표시를 수신할 

수 있다. 비교기(711, 712, 713)의 반전 입력단은 기준 전압 신호 REF1, REF2, REF3에 각각 접속될 수 있다. 비교

기(711, 712, 713)의 출력단은 D 플립플롭(721, 722, 723)의 D 입력단에 접속될 수 있다. 판독 전류 Ic는 비교기(71

1 - 713)의 비반전 입력단에서 수신되는 판독 전압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판독 전압은 메모리 셀(140)의 저

항을 나타내며, 따라서, 메모리 셀(140)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판독 전압과 기준 전압들을 비교하여, 메모리 셀(140)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플립플롭(721 - 723)에 저장

될 수 있는 출력 신호 C1, C2, C3을 생성한다. 플립플롭(721 - 723)의 출력단은 그 출력단에서 신호 OUT1, OUT2

를 생성하는 인코딩 회로(730)에 접속될 수 있다.

기준 전압 신호 REF1, REF2, REF3은 REF1 > REF2 > REF3인 관계를 갖는다. 그 결과, 메모리 셀(140)이 비교적 

고저항인 비정질 상태인 경우, 비교기(711, 712, 713)는 논리적으로 '하이' 전위('H')를 갖는 출력 신호 C1, C2, C3을

각각 생성하고 (0, 0) 상태로 정의된다. 반대로, 메모리 셀(140)이 비교적 저저항인 결정질 상태인 경우, 비교기(711, 

712, 713)는 논리적으로 '로우' 전위('L')를 갖는 출력 신호 C1, C2, C3을 각각 생성하고 (1, 1) 상태로 정의된다. 다음

진리표는 인코딩 회로(730)에 대한 진리표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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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신호의 생성과 연관된 타이밍은 도 2의 타이밍 디바이스(170)에 의해 결정된다. 타이밍 디바이스(170)는

프로그래밍 신호 생성 디바이스(160) 및 판독 디바이스(150)가 메모리 셀의 저항을 측정하거나(판독 동작 또는 프로

그램 확인 동작), 올바른 타이밍에 선택된 메모리 셀에로 프로그래밍 펄스를 제공하도록 이들 디바이스(150, 160)에 

제어 신호를 제공한다. 메모리 셀로의 액세스는 메모리 셀이 개별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 방식(random fashio

n)일 수도 있고 행별로(a row by row basis) 액세스될 수도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800)가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800)는 휴대용 통신 디바이스(810)를 

포함할 수 있다. 휴대용 통신 디바이스(810)는 제어기(820), 키패드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I/O 디바이스(830), 메 모

리(840), 안테나(860)에 접속될 수 있는 송수신기(850)를 포함할 수 있지만, 본 발명의 범주는 이러한 구성요소의 일

부 또는 전부를 갖는 실시예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제어기(820)는, 이를테면,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840)는 휴대용 통신 디바이스(810)로 전송되거나 휴대용 통신 디바이스(810)에 의해 전송되는 메시지

를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840)는 휴대용 통신 디바이스(810)의 동작 중에 제어기(820)에 의해 실행되는 인스트럭션

을 저장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메모리(840)는 하나 이상의 상이한 유형의 

메모리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예컨대, 메모리(840)는 휘발성 메모리(임의 유형의 RAM),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비휘

발성 메모리 및/또는 이를테면 도 2에 도시된 상변화 메모리(33)와 같은 상변화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I/O 디바이스(830)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휴대용 통신 디바이스(810)는 안테나(860)와 

송수신기(850)를 이용하여 무선 주파수(RF) 신호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다.

휴대용 통신 디바이스(810)는 메시지를 송수신함에 있어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셀룰러 무선전

화 통신 시스템(cellular radio telephone communication systems),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

ions) 셀룰러 무선전화 시스템, NADC(North American Digital Cellular) 무선전화 시스템,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 E-TDMA(Extended TDMA) 셀룰러 무선전화 시스템, WCDMA(Wide-band CDMA)와 

같은 3G(3rd Generation) 시스템 등의 통신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상세한 설명에서 본 발명의 소정 특성에 대해여 설명하였으므로, 당업자에게는 이들에 대한 수정물, 치환물, 변형

물, 균등물이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첨부하는 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이러한 수정물과 변형물을 모두 포

함하도록 의도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두 가지 이상의 상태를 갖는 메모리 재료(a memory material)에 신호를 인가하는 단계와,

상기 신호의 하강 시간(a fall time)을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 재료를 상기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하나로 만드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강 시간을 증가시켜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a resistance)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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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강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신호의 하강 시간을 제 1 선택 하강 시간으로 설정하여 상기 재료를 상기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제 1 상태로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방법은

상기 신호의 하강 시간을 제 2 선택 하강 시간으로 설정하여 상기 재료를 상 기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제 2 상태로 

만드는 단계와,

상기 신호의 하강 시간을 제 3 선택 하강 시간으로 설정하여 상기 재료를 상기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제 3 상태로 만

드는 단계와,

상기 신호의 하강 시간을 제 4 선택 하강 시간으로 설정하여 상기 재료를 상기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제 4 상태로 만

드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선택 하강 시간은 상기 제 2 선택 하강시간보다 짧고, 상기 제 2 선택 하강 시간은 상기 제 3 선택 하강시간

보다 짧으며, 상기 제 3 선택 하강 시간은 상기 제 4 선택 하강 시간보다 짧은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도전성(a conductivity)은 상기 제 2 상태에서의 상기 재료의 도전성보다 

작고, 상기 제 2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도전성은 상기 제 3 상태에서의 상기 재료의 도전성보다 작으며, 상

기 제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도전성은 상기 제 4 상태에서의 상기 재료의 도전성보다 작은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의 진폭을 설정하여 상기 신호가 상기 메모리 재료에 인가될 때 상기 메모리 재료를 비정질화 온도(an amo

rphizing temperature)로 가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하강 시간은 상기 메모리 재료가 상기 비결정화 온도에 도달한 후, 상기 메모리 재료가 상기 두 가지 이상의 상

태 중 제 1 상태 - 상기 제 1 상태는 다결정질 상태(a polycrystalline state)임 - 가 되기에 충분한 속도로 상기 메모

리 재료를 냉각시키도록 설정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를 인가하는 단계는 상기 신호가 최대 레벨에 도달하기 전에 상승부(a leading portion)가 발생하고 상기 신

호가 상기 최대 레벨에 도달한 후 하강부(a trailing portion)가 발생하는 펄스를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하강 시간은 상기 하강부가 상기 최대 레벨로부터 최소 레벨로 감소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의 상기 하강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신호의 하강부의 기울기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공개특허 10-2004-0075033

- 10 -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울기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하강부의 상기 기울기를 음의 기울기(a negative slope)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울기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기울기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도록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울기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하강부를 음의 기울기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직인 기울기로 변화하도록 성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울기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신호가 비구형파(nonrectangular)가 되도록 상기 신호를 성형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강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신호의 감쇄율(a decay rate)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의 감쇄율을 증가시켜 상기 신호의 상기 하강 시간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재료는 상변화 재료(a phase change material)인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재료에 제 2 신호를 인가하는 단계와,

상기 메모리 재료에 제 3 신호를 인가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되,

상기 하강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하강 시간을 상기 제 2 신호의 하강 시간보다는 길고 상기 제 3 신호의 하강 

시간보다는 짧게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가 상기 메모리 재료에 인가되면, 상기 신호는 상기 메모리 재료를 상기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제 1 상태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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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신호가 상기 메모리 재료에 인가되면, 상기 제 2 신호는 상기 메모리 재료를 상기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제 2 상태로 만들며,

상기 제 3 신호가 상기 메모리 재료에 인가되면, 상기 제 3 신호는 상기 메모리 제료를 상기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제 3 상태로 만드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상태는 실질적으로 비정질 상태이고,

상기 제 3 상태는 실질적으로 결정질 상태(a substantially crystalline state)이며,

상기 제 1 상태는 상기 제 2 상태와 상기 제 3 상태의 중간 상태인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은 상기 제 1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보다 크고,

상기 제 1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상기 저항은 상기 제 3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보다 큰

방법.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가 상기 메모리에 인가된 후 상기 메모리 재료가 상기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중 선택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단계는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을 기준 저항과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재료가 상기 선택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상기 메모리 재료에 제 2 신호를 인가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신호의 하강 시간을 상기 신호의 하강 시간보다 길게 설정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적어도 세 가지 상태를 갖는 메모리 재료와,

상기 메모리 재료에 신호를 인가하되, 상기 신호의 하강 시간을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 재료를 상기 적어도 세 가지 상

태 중 하나로 프로그래밍하는 디바이스

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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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신호의 상기 하강 시간을 제 1 선택 하강 시간으로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 재료를 상기 적어도 

세 가지 상태 중 제 1 상태로 프로그래밍하고,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신호의 상기 하강 시간을 제 2 선택 하강 시간으로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 재료를 상기 적어도 

세 가지 상태 중 제 2 상태로 프로그래밍하며,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신호의 상기 하강 시간을 제 3 선택 하강 시간으로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 재료를 상기 적어도 

세 가지 상태 중 제 3 상태로 프로그래밍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선택 하강 시간은 상기 제 2 선택 하강 시간보다 짧고, 상기 제 2 선택 하강 시간은 상기 제 3 선택 하강 시

간보다 짧은 장치.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은 상기 제 2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보다 크고, 상기 제 

2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은 상기 제 3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보다 큰 장치.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재료는 상변화 재료인 장치.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하강 시간을 증가시켜서 상기 메모리 재료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장치.

청구항 29.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신호의 하강부의 기울기를 성형하여 상기 신호의 상기 하강 시간을 설정하는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신호의 감쇄율을 설정하여 상기 신호의 상기 하강 시간을 설정하는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신호의 하강 시간을 설정해서 상기 메모리 재료를 상기 적어도 세 가지 상태 중 선택된 상태로 

프로그래밍하고,

상기 메모리 재료가 상기 선택된 상태로 프로그래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회로를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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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회로는

상기 메모리 재료에 결합된 제 1 입력단, 제 1 기준 신호를 수신하는 제 2 입력단, 출력단을 구비하는 비교기와,

상기 메모리 재료에 결합된 제 1 입력단, 제 2 기준 신호를 수신하는 제 2 입력단, 출력단을 구비하는 제 2 비교기

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회로인 장치.

청구항 34.
제어기와,

상기 제어기에 결합된 송수신기와,

적어도 세 가지 상태를 갖고 상기 제어기에 결합되는 메모리 소자와,

상기 메모리 소자에 신호를 제공하되, 상기 신호의 감쇄율을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 소자를 상기 적어도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로 프로그래밍하는 디바이스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신호의 상기 감쇄율을 제 1 선택 감쇄율로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 소자를 상기 적어도 세 가지 

상태 중 제 1 상태로 프로그래밍하고,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신호의 상기 감쇄율을 제 2 선택 감쇄율로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 소자를 상기 적어도 세 가지 

상태 중 제 2 상태로 프로그래밍하며,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신호의 상기 감쇄율을 제 3 선택 감쇄율로 설정하여 상기 메모리 소자를 상기 적어도 세 가지 

상태 중 제 3 상태로 프로그래밍하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선택 감쇄율은 상기 제 2 선택 감소율보다 크고, 상기 제 2 선택 감쇄율을 상기 제 3 선택 감쇄율보다 큰 시

스템.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소자의 도전성은 상기 제 2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소자의 도전성보다 작고, 상기

제 2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소자의 도전성은 상기 제 3 상태에서의 상기 메모리 소자의 도전성보다 작은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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