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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장치 및 그의 메인 비트라인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

요약

메인 비트라인의 센싱 전압 마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및 그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

트롤부의 구동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어느 위치에 배치시키느냐는 구성방법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 실시예에 따른 첫 번째 구성 방법은 메인 비트라인에 일단을 접속시키고 타단을 '하이'레벨 인가단에 접속시키며 

적어도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상부영역과 하부영역에 하나씩 배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성 방법은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최상부와 최하부영역 뿐만아니라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중간영역

에 하나더 배치시키는 것이며, 세 번째 구성 방법은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최상

부영역과 최하부영역에 배치시킬 뿐만아니라,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사이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서브

셀 어레이부가 구비되도록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중간 중간에 배치시키는 것이다.

대표도

도 5a

색인어

메인 비트라인,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강유전체의 히스테리시스 루프 특성도

도 2는 일반적인 강유전체 메모리의 단위 셀 구성도

도 3a는 강유전체 메모리의 쓰기 모드의 동작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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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b는 강유전체 메모리의 읽기 모드의 동작 타이밍도

도 4a와 도 4b는 본 발명을 적용하기 위한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구성도

도 5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셀 어레이부의 개략적 구성도

도 5b는 도 5a의 회로 구성도

도 6a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셀 어레이부의 개략적 구성도

도 6b는 도 6a의 블록 구성도

도 7a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셀 어레이부의 개략적 구성도

도 7b는 도 7a의 블록 구성도

도 8은 메인 비트라인 풀업 컨트롤부의 회로도

도 9은 칼럼 셀렉터의 회로도

도 10는 본 발명의 서브 셀 어레이부의 제1방법에 따른 회로 구성도

도 11은 본 발명의 서브 셀 어레이부의 제2방법에 따른 회로 구성도

도 12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제1구동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 형성

예시도

도 12b와 도 12c와 도 12d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제2구동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 형성 예시도

도 13a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제1구동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 형성

예시도

도 13b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제2구동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 형성

예시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라이트 동작 타이밍도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리드 동작 타이밍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40, 46 : 셀 어레이부 41, 45 : 칼럼 셀렉터

42 : 센스앰프 43 : 레퍼런스 발생부

44, 47 : 메인 비트라인 풀업부 100, 101, 110, 111 : 스위칭 제어부

51, 61, 71 :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

52, 62 :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

63 : 제3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

72 : 제K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

73 : 제m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것으로, 특히 메인 비트라인의 센싱 전압 마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휘발성 강유전

체 메모리 장치 및 그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즉, FRAM(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은 디램(DRAM)정

도의 데이터 처리속도를 갖고, 전원의 오프(off)시에도 데이터가 보존되는 특성때문에 차세대 기억소자로 주목받고 

있다.

FRAM은 DRAM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는 기억소자로써 커패시터의 재료로 강유전체를 사용하여 강유전체의 특성

인 높은 잔류분극을 이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잔류분극 특성으로 인하여 전계를 제거하더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다.

도 1은 일반적인 강유전체의 특성인 히스테리시스 루프 특성도이다.

도 1에서와 같이, 전계에 의해 유기된 분극이 전계를 제거하더라도 잔류분극(또는 자발분극)의 존재로 인하여 소멸되

지 않고 일정량(d,a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셀은 상기 d,a상태를 각각 1,0으로 대응시켜 기억소자로 응용한 것이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종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일반적인 강유전체 메모리의 단위 셀 구성도이다.

도 2에서와 같이, 일방향으로 비트라인(B/L)이 형성되고, 상기 비트라인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워드라인(W/L)이 형성

되고, 상기 워드라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워드라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플레이트 라인(P/L)이 형성되고, 게이트가 

워드라인에 연결되고 소오스는 비트라인에 연결되도록 트랜지스터(T1)가 형성되고, 두 단자중 제 1 단자가 트랜지스

터(T1)의 드레인에 연결되고 제 2 단자는 플레이트 라인(P/L)에 연결되도록 강유전체 커패시터(FC1)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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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가 복수개의 메인 비트라인과, 복수개의 메인 비트라인에 접속되어 배열된 복수

개의 서브 비트라인들을 구비하고 있을 때,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센스앰프 근처에 단일로 배치한다.

이와 같은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소자의 데이터 입/출력 동작은 다음과 같다.

도 3a는 강유전체 메모리의 쓰기 모드의 동작 타이밍도이고, 도 3b는 강유전체 메모리의 읽기 모드의 동작 타이밍도

이다.

먼저, 쓰기 모드의 경우, 외부에서 인가되는 칩 인에이블 신호(CSBpad)가 하 이(high)에서 로우(low)로 활성화되고, 

동시에 쓰기 인에이블 신호(WEBpad)를 하이(high)에서 로우(low)로 인가하면 쓰기 모드가 시작된다.

이어, 쓰기 모드에서 어드레스 디코딩이 시작되면 해당 워드라인에 인가되는 펄스가 로우에서 하이로 천이되어 셀이 

선택된다.

이와 같이 워드라인이 하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에서 해당 플레이트 라인에는 차례로 일정구간의 하이 신호와 

일정 구간의 로우 신호가 인가된다. 그리고 선택된 셀에 로직값 '1' 또는 '0'을 쓰기 위해서 해당 비트라인에 쓰기 인에

이블 신호(WEBpad)에 동기되는 '하이' 또는 '로우' 신호를 인가한다.

즉, 비트라인에 하이 신호를 인가하고 워드라인에 인가되는 신호가 하이 상태인 구간에서 플레이트 라인에 인가되는 

신호가 로우이면 강유전체 커패시터에서는 로직값 '1'이 기록된다. 그리고 비트라인에 로우 신호를 인가하고 플레이

트 라인에 인가되는 신호가 하이 신호이면 강유전체 커패시터에는 로직값 '0'이 기록된다.

이어,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한 동작은 다음과 같다.

외부에서 칩 인에이블 신호(CSBpad)를 하이에서 로우로 활성화시키면 해당 워드라인이 선택되기 이전에 모든 비트

라인은 이퀄라이즈(equalize) 신호에 의해 로우 전압으로 등전위된다.

그리고 각 비트라인을 비활성화시킨 다음, 어드레스를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어드레스에 의해 해당 워드라인에는 로

우 신호가 하이 신호로 천이되어 해당 셀을 선택한다. 선택된 셀의 플레이트 라인에 하이 신호를 인가하여 강유전체 

메모리에 저장된 로직값 '1'에 상응하는 데이터(Qs)를 파괴시킨다.

만약, 강유전체 메모리에 로직값 '0'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Qns)는 파괴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파

괴된 데이터와 파괴되지 않은 데이터는 전술한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원리에 의해 서로 다른 값을 출력하게 되어 센스

앰프는 로직값 '1' 또는 '0'을 센싱하게 된다.

즉, 데이터가 파괴된 경우는 도 1의 히스테리시스 루프에서 처럼 d에서 f로 변경되는 경우이고, 데이터가 파괴되지 않

는 경우는 a에서 f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센스앰프가 인에이블되면, 데이터가 파괴된

경우는 증폭되어 로직값 '1'을 출력하고, 데이터가 파괴되지 않은 경우는 증폭되어 로직값 '0'을 출력한다.

이와 같이, 센스앰프에서 데이터를 증폭한 후에는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하여야 하므로 해당 워드라인에 하이 신호를 

인가한 상태에서 플레이트 라인을 '하이'에서 '로우'로 비활성화시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종래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센스앰프 근처에 단일로 배치하므로, 메인 비트라인 자체의 저항 성분에 의해 메인 

비트라인 센싱 전압이 감소하고 따라서 전체적인 센싱 마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특히, 메인 비트라인의 센싱 전압 마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및 그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복수개의 단위 셀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들을 구비한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들에 있어서,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에 칼럼 단위로 

일방향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메인 비트라인들, 상기 단위 셀에서 전압이 유기되도록 상기 단위 셀의 일단자에 연결되

며 상기 메인 비트 라인과 동일방향으로 구성된 복수개의 서브 비트 라인들, 상기 메인 비트라인에 일단이 접속되고 

타단은 '하이'레벨 인가단에 접속되도록 적어도 셀 어레이부들의 상부영역과 하부영역에 하나씩 배치된 메인 비트라

인 로드 컨트롤부들, 상기 메인 비트 라인의 신호를 증폭시키며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에 공통으로 사용되도록 공유된

복수개의 센스앰프들로 구성된 센스앰프부,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에 게이트는 상기 서브 비트라인에 접속되고 드레

인은 상기 메인 비트라인에 접속되고, 소오스는 접지전압단에 접속되어 상기 서브 비트라인에서 유기된 전압에 따라 

흐르는 전류량이 변하고 상기 메인 비트라인에 전달되는 전압을 변화시켜서 상기 단위셀의 데이터값을 전류센싱하기

위해 상기 서브 비트라인당 한 개씩 구비된 스위칭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은 복수

개의 단위셀을 구비한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들과, 상기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적어도 최상부와 최하부

에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신호를 받아 구동하는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들이 배치된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

들을 포함하고 있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를 준비하는 단계, 구동시키기 위한 셀 영역을 선택하는 단계, 선

택된 구동 셀영역에 해당하는 서브 셀 어레이부에 가장 인접한 1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턴온시키거나, 

구동하는 셀영역에 해당하는 서브 셀 어레이부에 인접한 양쪽 두 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턴온시키는 단

계를 특징으로 한다.

먼저, 본 발명의 배경에 대해 계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등록특허  10-0459214

- 4 -

은 서브 비트라인(SBL)과 메인 비트라인(MBL)로 구성된 셀 어레이 구조에 있어서, 서브 비트라인(SBL)의 센싱 전압

을 메인 비트라인(MBL)에 연결된 앤모스 트랜지스터의 전류 레벨로 변화시킨다.

이 변환된 MBL 전류 레벨은 MBL에 연결된 전류 로드 피모스 소자(Current Load PMOS Device)에 의해 MBL 센싱

전압을 유기한다.

상기의 유기된 MBL 센싱 전압을 센스앰프(S/A)의 입력신호로 활용한다.

여기에서 메인 비트라인의 로드 컨트롤부의 구성방법에 의해 메인 비트라인 센싱 전압 마진의 변화가 발생한다.

즉,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메인 비트라인 센싱 전압 마진이 달라

지게 된다.

이렇게 메인 비트라인이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성 위치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메인 비트라인 자체의 저항

성분 때문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저항 성분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게하기 위해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센스앰프 근처에 하

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셀 어레이 중간 중간에 복수개 설치하여 셀 동작과 가장 가까운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

롤부만 동작시켜 메인 비트라인 자체의 저항 성분 효과를 효율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방법은 메인 비트라인 자체 저항이 큰 경우에 더욱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상기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메인 비트라인 저항성분에 의한 메인 비트라인 센싱전압의 감소없이 어느 위치에

서나 똑같은 센싱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및 그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

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4a와 도 4b는 본 발명을 적용하기 위한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구성도이다.

본 발명을 적용시키기 위한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도 4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40_1 

~ 40_n)와, 각 셀 어레이부에 대응하는 복수개의 칼럼 셀렉터(41_1 ~ 41_n)와, 상기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에 공통으

로 사용되는 하나의 센스앰프부(42)와, 센스앰프부(42)내의 복수개의 센스앰프에 공통 연결되는 하나의 레퍼런스 발

생부(43)와, 각 셀 어레이의 메인 비트라인을 풀업(Pull-up)시키기 위한 메인 비트라인 풀업부(44)로 구성된다.

상기에서 하나의 셀 어레이부는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로 구성되고,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에는 복수개의 메인 

비트라인과, 메인 비트라인당 하나의 서브 비트라인(도 12, 13참조)이 대응되어 구성된다.

그리고 각 셀어레이부의 메인 비트라인은 칼럼셀렉터부내의 칼럼셀렉터(C/S)에 하나씩 대응되어 연결되고, 칼럼셀렉

터를 통과한 복수개의 출력신호들은 공통의 신호버스(Signal Bus)라인을 통해서 공통의 센스앰프부(42)내의 각 센스

앰프에 연결된다.

이때 센스앰프부(42)내의 센스앰프의 개수는 신호버스(Signal Bus)의 개수와 같다.

상기와 같은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의 어레이는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공통의 센스앰프부(42)와 레퍼런스 발

생부(43)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에 각각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를 배치시킬 수 있고, 또한 셀 어레이부에 대응하도록 

각각 메인 비트라인 풀업부(47)와 칼럼셀렉터(45)를 배치시킬 수 있다.

이때 신호버스(Signal Bus)라인은 상부 셀 어레이부와 하부 셀 어레이부에 각각 센스앰프의 개수와 대응되게 배치시

킨다.

다음에 상기와 같은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에 본 발명의 실시예를 적용한 구성을 설명한다.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로 구성된 각 셀 어레이부에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

롤부의 구성 위치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셀 어레이부는 도 5a와 도 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셀 어레이부의 상부와 하부에 각각 한 개씩만 구성한 것이다.

즉, 첫 번째 서브 셀 어레이부(0)(40_1)와 인접한 상부에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0)(51)를 배치시키고, 마지

막 서브 셀 어레이부(n)(40_n)와 인접한 하부에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1)(52)를 배치시킨다.

이때 도 5b에서와 같이 각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피모스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었는데, 드레인단은 메인 비트

라인(MBL)에 접속되고, 소오스단은 전원전압(VCC)단이나 VPP인가단에 접속되고, 게이트단은 각각의 메인 비트라

인 로드 컨트롤신호(MBLC(0)~MBLC(n))를 인가받도록 구성된다.

이때 각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센싱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MBL Load)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메

인 비트라인 센싱 전압은 메인 비트라인 로드 저항과 전류 레벨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에서 셀 어레이부는 도 4a의 첫 번째 셀 어레이부를 예로 도시한 것이다.

그리고 도 5b의 서브 셀 어레이부의 구성은 도 11의 오픈 비트라인 구조를 갖는 셀 어레이를 예로 도시한 것(차후에 

설명될 도 11의 구조에서 한 개의 메인 비트라인을 예를 들어 나타낸 것으로 이를 참조)이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는 상부와 하부에 각각 형성된 제1,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52)를 통해서 전류

가 상부의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의 소오스단으로 집중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셀 어레이부는 도 6a와 도 6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

를 셀 어레이부의 상부와 하부 및 중간영역에 각각 한 개씩 구성하여 총 3개를 구비한 것이다.

즉, 첫 번째 서브 셀 어레이부(0)(40_1)와 인접한 상부에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0)(61)를 배치시키고, 중간

영역에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1)(62)를 배치시키고, 마지막 서브 셀 어레이부(n)(40_n)와 인접한 하부에 

제3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2)(63)를 배치시킨다.

상기에 따라서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61)와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1)(62)의 사이와 제1메인 비

트라인 로드 컨트롤부(61)와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1)(62)의 사이에는 (n+1)/2의 서브 셀 어레이부가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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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셀 어레이부는 도 7a와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의 

사이에 복수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구비시킨 것이다.

즉, 첫 번째 서브 셀 어레이부(0)(40_1)와 인접한 상부에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0)(71)를 배치시키고, 중간

영역에 제k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k)(72)를 배치시키고, 마지막 서브 셀 어레이부(n)(40_n)와 인접한 하부에 

제m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m)(73)를 배치시킨다.

이때 각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들의 사이에는 2개이상의 서브 셀 어레이부가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m

은 n보다 작다.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실시예에 따른 각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모두 피모스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

상기에서와 같이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배치시키면 메인 비트라인 저항성분에 의한 메인 비트라인 센싱전

압의 감소없이 어느 위치에서나 똑같은 센싱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도 4a와 도 4b에 나타낸 각 메인 비트라인 풀업 컨트롤부는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모스 트랜

지스터로 구성된 것으로, 드레인 단자는 메인 비트라인(MBL)에 연결되고, 소오스단자는 전원전압단에 연결되고, 게

이트 단자는 메인 비트라인 풀업 컨트롤 신호를 받도록 구성되었는데, 이때 게이트단자로는 VCC 또는 VPP가 공급된

다.

상기의 메인 비트라인 풀업부는 프리차아지시 메인 비트라인을 풀업(Pull-up) 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도 4a와 도 4b에 나타낸 각 칼럼셀렉터(C/S)는 메인 비트라인(MBL)과 데이터 라인 사이에 전압강

하(Voltage Drop)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드레인단자는 메인 비트라인에 소오스 단자

는 데이터 버스에 연결된 앤모스 트랜지스터와 피모스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트랜스퍼 게이트로 구성되었다.

상기에서와 같이 메인 비트라인(MBL)은 칼럼 셀렉터(C/S)에 의해 선택이 결정되고, 구동하지 않을 동안에는 메인 비

트라인 풀업부에 의해서 풀업(pull-up)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서브 셀 어레이부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0는 본 발명의 서브 셀 어레이부의 제1방법에 따른 회로 구성도이고, 도 11은 본 발명의 서브 셀 어레이부의 제2

방법에 따른 회로 구성도이다.

먼저, 서브 셀 어레이부의 제1방법에 따른 회로 구성은 전류량에 의해 셀의 데이터를 센싱하기 위한 구성을 갖는 것

으로, 폴디드 비트라인(Folded Bit Line) 구조로 구성되며, 두 개의 워드라인이 그 사이에 한 개의 플레이트 라인을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좀더 자세하게 도 10에서는 각 서브 셀 어레이부를 n+1로우(Row)와 n+1칼럼(Column)으로 구성하였을 경우를 예

를 들어 나타내었다.

각 서브 셀 어레이부는 복수개의 로우(Row)와 복수개의 칼럼(Column) 방향으로 복수개의 셀들이 구성되어 있다.

상기에서 각 로우(Row) 방향에는 두 개의 칼럼(Column)에 하나의 단위셀이 배치되고, 각 칼럼 방향에도 두 개의 로

우(Row)에 하나의 단위셀이 배치된다.

따라서 한 개의 워드라인과 한 개의 플레이트 라인이 활성화되면 홀수번째 비트라인 아니면 짝수번째 비트라인과 연

결된 셀만이 선택되어 선택되지 않은 짝수/홀수 비트라인들은 레퍼런스 라인으로 사용된다.

좀더 자세하게는 일방향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메인 비트 라인(MBL<0>,MBL<1>, ··· ,MBL<n>)들이 있고, 각 서

브 셀 어레이내의 단위 셀들과 연결되도록 메인 비트 라인(MBL<0>,···,MBL<n>)들과 동일 방향으로 배열된 서브

비트 라인(SBL<0>,SBL<1>,…,SBL<n>)들이 있다.

그리고 상기 메인 비트 라인(MBL<0>,...,MBL<n>)들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복 수개의 워드라인과 복수개의 플레이트 

라인이 구비되어 있다.

이때 두 개의 워드라인마다 그 사이에 한 개의 플레이트 라인이 공유되어 배열되어 있다. 즉, 칼럼 방향으로 인접한 

단위셀들은 한 개의 플레이트 라인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워드 라인과 플레이트 라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된 서브 비트라인 풀다운 신호(Sub Bit line Pull Down:S

BPD) 인가라인과, 제1서브 비트라인 스위치 신호(Sub Bit line Switch:SBSW1) 인가라인과, 좌/우 제2서브 비트라인

스위치 신호(Sub Bit line Switch:SBSW2_L,SBSW2_R) 인가라인과, 서브 비트라인 풀업 신호(Sub Bit line Pull Up:

SBPU) 인가라인이 있다.

그리고 상기 SBPD, SBSW1, SBSW2_L, SBSW2_R와 SBPU 인가라인의 제어를 받고 하나의 메인 비트라인과 하나

의 서브 비트라인에 대응하여 구성되며, 선택된 셀이 메인 비트라인과 연결될지 아니면 서브 비트라인에 연결될지의 

여부를 제어하고, 선택된 셀의 강유전체 커패시터에 전달되는 전압을 제어하는 스위칭 제어 블록(100,102,‥‥)들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스위칭 제어 블록(100)은 각각 제 1,2,3 스위칭 트랜지스터(ST1,ST2,ST3)로 구성된다.

이때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ST1)는 게이트가 SBSW1 인가라인에 연결되고 한쪽 전극과 다른쪽 전극이 각각 메인 

비트라인과 서브 비트라인에 연결된다.

그리고 제2스위칭 트랜지스터(ST2)는 게이트가 SBSW2_L 또는 SBSW2_R 인가라인에 연결되고 한쪽 전극은 서브 

비트라인에 연결되고 다른쪽 전극은 SBPU 인가라 인에 연결된다.

그리고 제3스위칭 트랜지스터(ST3)는 게이트가 SBPD 인가라인에 연결되고 한쪽 전극은 서브 비트라인에 연결되고 

다른쪽 전극은 접지전압(VSS)단에 연결된다.

그리고 게이트단은 서브 비트라인에 연결되고 드레인단과 소오스단은 각각 메인 비트라인(Main Bit Line:MBL)과 접

지(VSS)라인 사이에 연결되는 앤모스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가 있다.

이때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는 각 서브 비트라인당 하나씩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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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각 서브 셀 어레이 블록의 서브 비트라인에는 셀에 저장된 데이터에 상응하는 전압이 전달되고, 이 전압은 

서브 비트라인을 통해서 앤모스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극에 인가된다.

상기에서와 같이 셀에 저장된 데이터에 상응하는 전압 크기에 따라서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값이 달라

지고, 이에 따라서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의 드레인단에 연결된 메인 비트라인의 전압을 레퍼런스값과 비교하여 셀의 

데이터를 센싱할 수 있다.

그리고 복수개의 서브 비트 라인(SBL)들 중에 선택적으로 한 번 동작에 한 개의 서브 비트 라인(SBL)을 연결할 수 있

도록 한다.

즉, 복수개의 서브 비트 라인들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SBSW1신호들중에 하나만 활성화시켜 어느 하나의 서

브 비트 라인을 선택한다.

이에 의해서 비트 라인에 걸리는 로드(load)를 한 개의 서브 비트 라인 로드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상기 SBL은 SBPD 인가라인의 신호에 의해 SBPD 신호가 활성화되면 SBL 신호를 접지전압 레벨이 되도록 조

정한다.

상기 SBPU는 SBL에 공급할 전원을 조정하는 신호이다.

저전압에서는 '하이(High)' 전압 발생시 VCC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생성하여 공급한다.

또한 SBSW2_L와 SBW2_R 신호는 SBPU와 SBL 사이의 신호 흐름을 조정하는 스위칭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SBL에는 복수개의 셀들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의 라이트(Write)시 전류 누출을 방지하도록 앤모스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제5스위칭 트랜지스터(ST5)

가 구비되어 있다.

이때 제5스위칭 트랜지스터(ST5)는 게이트단이 메인 비트라인 스위칭 신호(MBSW)에 연결되고, 드레인단이 제4스

위칭 트랜지스터(ST4)의 각 소오스단에 공통 연결되어 있고, 소오스단이 접지전압단(VSS)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서브 셀 어레이부당 한 개 구비되어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서브 셀 어레이부의 제2방법에 따른 회로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서브 셀 어레이부의 제2방법에 따른 회로 구성은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워드라인과 플레이트 라인이 하나씩 쌍을

이루어 배열되며, 각 셀들이 워드라인과 플레이트 라인쌍들과 서브 비트 라인에 하나씩 형성되었으며, 각 스위칭 블

록의 제2스위칭 트랜지스터(ST2)의 게이트가 하나의 제2서브 비트라인 스위칭 신호(SBSW2) 인가라인의 제어를 받

아 동작하도록 배열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브 셀 어레이부의 제1방법에 따른 회로 구성과 동일하다.

상기와 같이 서브 셀 어레이부의 제2방법에 따른 회로는 비트라인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각 단위셀들이 겹치도록 배

열된 계층적 오픈 비트라인 셀(Open Bit Line Cell) 구조를 갖는다.

다음에 본 발명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기 구동방법의 설명은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 전류 패스 형태에 따라 나누어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셀 어레이의 구성을 이용한 구동 전류 패스 형성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발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구동 전류의 패스가 형성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구동 셀영역에 가장 인접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 한 개만 턴온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구동 셀영역에 인접한 (양쪽)상,하부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

트롤부 두개를 모두 턴온시키는 방법이다.

다음에 각 셀 어레이부에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배치에 따른 구동 전류 패스 형성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2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제1구동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 형성

예시도이고, 도 12b와 도 12c와 도 12d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제2

구동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 형성 예시도이다.

그리고 도 13a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제1구동방법에 따른 구동 전

류 형성 예시도이고, 도 13b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제2구동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 형성 예시도이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제1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의 패스는 도 1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메인 비트라

인과 연결된 최상부의 셀영역이 구동할 경우, 이에 가장 인접한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 한 개만 턴온시

켜서 형성된다.

이때 전류패스는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를 통해 최상부 셀 영역의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의 드레

인방향으로 형성된다.

즉, 최상부와 최하부의 셀영역을 1/2로 나누어 상측의 셀영역이 구동하면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를 턴

온시키고, 하측의 셀영역이 구동하면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2)를 턴온시킨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제2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의 패스는 도 12b, 도 12c와 도 12d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상,하부의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52) 모두를 턴온시켜서 형성된다.

이때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52)는 셀 구동영역에 상관없이 모두 턴온시킨 것으로, 각 전류패스는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흐르는 전류의 평균치는 같게 나타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도 12b는 최상부의 셀 영역이 구동할 때를 나타낸 것 으로 이때 전류패스는 각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52)에서 최상부 셀 영역의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의 드레인단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때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크고,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2)

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작다.

그리고 도 12c는 최하부의 셀영역이 구동할 때를 나타낸 것으로 이때 전류패스는 각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

트롤부(51,52)에서 최하부 셀 영역의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의 드레인단 방향으로 형성되는데, 이때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작고,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2)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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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그리고 도 12d는 최상부와 최하부의 중간의 셀영역이 구동할 때를 나타낸 것으로 이때 전류패스는 각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52)에서 최상부와 최하부 셀영역의 중간에 위치하는 셀영역의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

4)의 드레인단 방향으로 형성되는데, 이때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52)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크기

는 같다.

즉, 최상부와 최하부와 그 중간영역의 셀영역 이외의 셀이 구동하여도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52) 

모두가 구동하게 한다.

이와 같이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51,52)를 항상 모두 구동시키므로써, 각 셀영역으로 흐르는 전류의 

총합은 서로 비슷하게 되어 셀 구동영역이 달라도 메인 비트라인 센싱 전압 마진은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 제2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제1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의 패 스는 도 1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동 셀

영역을 기준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1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턴온시키고, 나머지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

트롤부들은 턴오프시키는 것이다.

도 13a에서는 최하부의 서브 셀 어레이부의 셀이 구동할 경우, 제3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63)가 턴온된 예를 

나타낸 것으로, 이때 전류패스는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63)에서 최하부의 서브 셀 어레이부 방향으로 나타

난다.

즉,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본 발명 제2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서브 셀 어레이 영역을 3등분하여 상부의 1/3되

는 영역의 서브 셀 어레이부가 구동하면 제1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61)만 구동시키고, 2/3되는 중간영역의 서

브 셀 어레이부가 구동하면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62)만 구동시키고, 하부의 1/3되는 영역의 서브 셀 어레

이부가 구동하면 제3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63)만 구동시킨다.

그리고 본 발명 제2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 제2방법에 따른 구동 전류의 패스는 도 1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동 셀

영역을 기준으로 근접해 있는 2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턴온시키고, 나머지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

부는 턴오프시키는 것이다.

도 13b에서는 최상부의 서브 셀 어레이부의 셀이 구동할 경우,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61,62)가 턴온

된 예를 나타낸 것으로, 이때 전류패스는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61,62)에서 셀이 구동하고 있는 최상

부의 서브 셀 어레이부 방향으로 나타난다.

즉,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영역을 1/2로 나누어 상측의 영역이 구동하면 상기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

롤부(61,62)를 턴온시키고, 하측의 서브 셀 어레이 영역이 구동하면 상기 제2, 제3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62,6

3)를 턴온시킨다.

또한 도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 발명 제3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도 본 발명 제2실시예에 따른 구조에서와 같이

두가지 방법에 의해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턴온/턴오프를 제어하여서 전류를 패스시킨다.

즉, 첫 번째로 구동하는 서브 셀 어레이부에 가장 인접한 1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만을 턴온시키고, 두 번

째로 구동하는 서브 셀 어레이부에 인접한 양쪽의 2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턴온시키는 것이다.

다음에 도 14와 도 1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라이트 동작과 리드동작에 대하

여 설명한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라이트 동작 타이밍도이고,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불휘

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리드 동작 타이밍도이다.

본 발명은 에프램(FeRAM) 메모리의 셀 어레이에서 셀 어레이를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로 나누어 서브 비트라인

과 메인 비트라인을 구비시킨 것이다.

특히, 셀에서 유기된 전압을 서브 비트라인을 통해서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의 게이트단에 인가함으로써, 셀 데

이터값에 따라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에 흐르는 전류값을 다르게 하여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의 드레인 

단에 연결된 메인 비트라인 전압을 레퍼런스값과 비교하여 센싱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라이트 동작을 타이밍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셀 동작의 한 싸이클은 액티브 구간과 프리차아지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액티브 구간은 CSB가 '로우'레

벨일 때이고, 프리차아지 구간은 CSB가 '하이'레벨일 때이다.

전체 동작 타이밍을 t0~t7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t0 구간은 프리차아지 구간이고, t1~t7 구간은 연속되는 액티브 구간이다.

먼저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t0구간은 액티브 구간 이전의 프리차아지 구간으로써, 서브 비트라인(SBL)을 0V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서브 비트라인 풀-다운(SBPD) 인가라인에 'VCC'를 인가한다.

그리고 이때 워드라인(WL)과 플레이트 라인(PL)과 서브 비트 라인 제1, 제2스위치 신호(SBSW1,SBSW2) 인가라인

과, 서브 비트 라인 풀-업 신호(SBPU) 인가라인과 센스앰프 인에이블 신호(SEN) 인가라인과 메인 비트라인 풀업 컨

트롤신호(MBPUC) 인가라인과 칼럼셀렉터의 앤모스 트랜지스터를 제어하는 CSN(도 9참조)에는 '0V'전압을 인가한

다.

그리고 SBPD와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신호 인가라인에는 '하이'레벨의 전압을 인가한다.

이후에 t1구간은 액티브 구간이 시작되는 구간으로써, CSB 인가라인과 SBPD 인가라인과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

롤신호(MBLC) 인가라인은 '하이'레벨에서 '로 우'레벨로 천이시키고, MBPUC는 '하이'레벨로 천이시키며, 나머지 인

가라인은 t0구간의 신호를 유지한다.

그리고 t2구간에는 워드라인(WL)과 플레이트 라인(PL)에는 VPP전압을 인가하고, 나머지 인가라인은 t1구간의 전압

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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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서브 비트라인(SBL)은 '하이'레벨이 되고, 이에 의해서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가 턴온되어 메인 비

트라인(MBL)은 SBL에 대응되는 '로우'레벨로 떨어진다.

다음에 t3구간에는 WL과 PL은 'VPP'를 유지하고, 센스앰프는 SEN에 VCC를 인가하여 인에이블 시키고, 다른 인가

라인은 t2구간의 신호를 유지시킨다.

상기에서 t2, t3구간은 ST4가 턴온되는 구간으로써 센싱동작이 진행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t4구간에는 워드라인(WL)은 'VPP'를 유지하고, 플레이트 라인(PL)은 'VPP'에서 '0V'로 천이시키고, 서브 비

트라인 제2스위치신호(SBSW2) 인가라인은 '0V'에서 'VPP'로 천이시키고, 서브 비트라인 풀-업(SBPU) 인가라인에

는 '0V'를 인가하여 서브 비트라인(SBL)이 '로우'레벨(0V)을 나타내도록 한다.

이때 SBSW2를 t4구간에 미리 'VPP'로 천이시키는 이유는 액티브 구간중 t5구간에 워드라인과 SBSW2를 2VPP로 

셀프 부스트(Sslf Boost)시켜서 모든 단위셀의 강유전체 커패시터에 로직'1'의 데이터를 라이트(Write) 하기 위해서

이다.

다음에 t5구간은 모든셀에 로직'1' 데이터를 라이트(Write)하기 위한 구간으로써, t4구간에 SBSW2가 'VPP'이고 SB

PU가 '0V'이고 SBL이 플로트(Float)되어 있을 때, SBPU를 'VPP'로 천이시키면 SBL은 'VPP'로 천이되고 SBSW2와

WL은 '2VPP'로 셀프 부스트된다.

이때 메인 비트라인 스위칭 신호(MBSW)는 '로우'레벨로 천이된다.

이에 의해서 SBL의 'VPP' 신호를 받은 선택된 셀의 강유전체 커패시터에는 'VPP'가 전달된다.

그리고 t4와 t5구간에 CSN을 '로우'레벨로 천이시켜서 데이터 버스의 데이터와는 무관하게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

롤 신호(MBLC) 인가라인의 '로우'신호를 이용하여 메인 비트라인을 '하이'레벨로 풀-업(Pull-up)시킨다.

이때 MBLC 인가라인의 '로우' 신호에 의해 턴온시키는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구동 전류 패스의 형성에서 

설명했듯이 선택된 셀이 있는 서브 셀 어레이부에 가장 인접한 1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이거나, 선택된 셀

이 있는 서브 셀 어레이부에 인접한 양쪽의 2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이다.

이후에 t6구간은 로직'0' 데이터를 라이트하기 위한 구간이다.

라이트 동작을 진행하기 전에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 신호(MBLC) 인가라인에 '하이'레벨을 인가하여 메인 비트

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턴오프시킨다.

이때 WL은 '2VPP', PL은 'VPP', SBSW1은 'VCC', SBSW2는 '0V'로 천이되고, SBPU는 'VPP'레벨을 유지하고, SE

N은 'VCC'레벨을 유지한다.

상기에서와 같이 SBSW1은 전구간동안 '0V'를 유지하고 있다가 '0'데이타를 라이트하는 t6구간에만 'VCC'레벨로 천

이되어 제1스위칭 트랜지스터(ST1)(도 10, 도 11참조)를 턴온시킨다.

이때 선택된 단위 셀의 트랜지스터가 턴온된 상태이므로 PL의 'VPP'레벨이 SBL을 통해서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

4)의 게이트에 전달되어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는 턴온된다.

이에 의해서 메인 비트라인(MBL)으로 '0V'가 전달된다.

또한 이때 제1스위칭 트랜지스터(ST1)은 턴온되어 있으므로 서브 비트라인(SBL)을 통해서 셀에 메인 비트라인(MB

L)의 '0V'가 셀에 라이트된다.

이와 같이 서브 비트라인(SBL)은 셀에서 전압이 유기되며 이 전압을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에 인가함으로써 메인 비

트라인에 0V를 전달하고 ST1을 통해서 셀에 로직'0'을 라이트할 수 있다.

다음에 t7구간은 t0구간과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

상기의 동작에서 SBPU의 '하이'전압을 VCC이상 승압된 전압을 사용하므로써 저 전압 동작 모드에서 셀에 사용하는 

전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1.0V이하의 저전압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센스앰프 증폭 후 계속되는 '하이' 데이터 보강에 필요한 시간을 제거함으로써 셀 동작 시간과 사이클 타임(Cyc

le Time)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메인 비트라인(MBL)에 전류 센싱을 이용함으로써 메인 비트라인의 커패시턴스 로드가 커도 센싱 마진이 좋으

며, 메인 비트라인 자체의 커패시턴스 미스매치(Capacitance Mismatch)가 있어도 센싱 마진이 우수하다.

다음에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리드 동작을 타이밍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리드동작은 라이트 인에이블 바신호(/WE)가 동작내내 VCC를 출력하고, 데이터가 셀로 라이트되는 것이 

아니고 셀의 데이터가 데이터 버스로 출력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라이트 동작과 거의 일치한다.

본 발명의 셀 데이터가 '1'과 '0'일 때 리드(Read)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셀의 데이터가 'High'이면 센싱시 SBL의 전압도 높은 레벨이 됨으로써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4)에 전류가 

커져 레퍼런스 레벨보다 메인 비트라인의 전압 레벨이 낮게된다.

반대로 셀의 데이터가 'Low'이면 리드시 SBL의 전압도 낮은 레벨이 됨으로써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작아

져 레퍼런스 레벨보다 메인 비트라인의 전압 레벨이 높게된다. 즉, t6구간에 SBSW1이 'VCC'를 나타내어 제1스위칭 

트랜지스터가 턴온되어 있는 동안에 피드백 루프에 의해 SBL과 MBL에 각각 '0V'를 가하므로써 메모리 셀에 '0'이 리

스토어(restore)된다.

상기 리스토어 동작을 진행하기 전에 t4와 t5구간에 CSN을 '로우'레벨로 천이시켜서 데이터 버스의 데이터와는 무관

하게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 신호(MBLC) 인가라인의 '로우'신호를 이용하여 메인 비트라인을 '하이'레벨로 풀-

업(Pull-up)시킨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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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본 발명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및 그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은 다음과 같

은 효과가 있다.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 셀 어레이 중간 중간에 복수개 설치하여 셀 동 작과 가장 가까운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

트롤부만 동작시켜 메인 비트라인 자체 저항 성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메인 비트라인 저항 성분에 의한 메인 비트라인 센싱 전압의 감소없이 어느 위치에서나 똑같은 센싱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단위 셀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들을 구비한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들에 있어서,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에 칼럼 단위로 일방향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메인 비트라인들,

상기 단위 셀에서 전압이 유기되도록 상기 단위 셀의 일단자에 연결되며 상기 메인 비트 라인과 동일방향으로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의 상기 메인 비트라인당 1개씩 구성된 복수개의 서브 비트 라인들,

일단은 상기 메인 비트라인에 접속되고 타단은 '하이'레벨 인가단에 접속되도록 적어도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최상부

영역과 최하부영역에 하나씩 배치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들,

상기 메인 비트 라인에 연결되어 그 출력 신호를 증폭시키며,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에 공통으로 사용되도록 공유된 

복수개의 센스앰프들로 구성된 센스앰프부,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에서 게이트는 상기 서브 비트라인에 접속되고, 드레인은 상기 메인 비트라인에 접속되고, 소

오스는 접지전압단에 접속되어, 상기 서브 비트라인에서 유기된 전압에 따라 흐르는 전류량이 변하고 상기 메인 비트

라인에 전달되는 전압을 변화시켜서 상기 단위셀의 데이터값을 전류센싱하기 위해 상기 서브 비트라인당 한 개씩 구

비된 스위칭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최상부와 최하부 뿐만아니라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

들의 중간영역에 하나더 배치되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최상부영역과 최하부영역에 배치될 뿐만아니라,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사이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서브 셀 어레이부가 구비되도록 상기 서브 셀 어레

이부들의 중간 중간에 더 배치되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각각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신호 인가라인의 신호 제어를 받아 구동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데이터의 라이트(Write)시 전류 누출을 방지하도록 소오스가 접지전압단에 접속되고, 게이트는 메인 비트라인 스위

칭 신호 인가라인에 접속되고, 드레인은 상기 각 스위칭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단과 공유되어 있는 또 다른 스위칭 

트랜지스터가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복수개의 단위 셀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들을 구비한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들에 있어서,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에 칼럼 단위로 일방향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메인 비트 라인들,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에 상기 단위 셀에서 전압이 유기되도록 상기 단위 셀의 일단자에 연결되며 상기 메인 비트 

라인과 동일방향으로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의 상기 메인 비트라인당 1개씩 구성된 복수개의 서브 비트 라인들,

상기 메인 비트라인에 일단이 접속되고 타단은 '하이'레벨 인가단에 접속되도록 적어도 셀 어레이부들의 상부영역과 

하부영역에 하나씩 배치된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들,

상기 메인 비트 라인에 연결되어 그 출력신호를 증폭시키며,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에 공통으로 사용되도록 공유된 복

수개의 센스앰프들로 구성된 센스앰프부,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에서 상기 서브 비트라인과 상기 메인 비트라인의 연결여부를 제어하고 상기 서브 비트라인

의 풀업, 풀다운을 제어하도록, 게이트가 제 1 서브 비트라인 스위치 신호(SBSW1) 인가라인에 연결되고, 한쪽 전극

과 다른쪽 전극이 각각 메인 비트라인과 서브 비트라인에 연결된 제 1 스위칭 트랜지스터(ST1)와, 게이트가 좌 또는 

우 제 2 서브 비트라인 스위치 신호 인가라인에 연결되고, 한쪽 전극과 다른쪽 전극이 각각 서브 비트라인과 서브 비

트라인 풀업 신호 인가라인에 연결된 제 2 스위칭 트랜지스터(ST2)와, 게이트가 서브 비트라인 풀 다운 신호 인가라

인에 연결되고, 한쪽 전극과 다른쪽 전극이 각각 서브 비트라인과 접지전압단에 연결된 제 3 스위칭 트랜지스터(ST3

)로 구성된 스위칭 제어부와,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에 상기 단위 셀로부터 유기된 전압값을 전달 받은 상기 서브 비트라인의 제어를 받고, 상기 

단위 셀의 데이터 값에 따라 전류값이 다르게 되어 상기 메인 비트라인의 전압을 센싱하는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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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와,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의 상기 메인 비트라인에 하나씩 대응되어 연결되도록 복수개의 칼럼 셀렉터들로 구성된 칼럼 

셀렉터부들,

상기 센스앰프부내의 복수개의 센스앰프들에 공통연결된, 복수개의 레퍼런스 발생부로 구성된 하나의 레퍼런스 발생

부와,

상기 셀 어레이부에 대응하여 구성되고, 드레인단자가 상기 메인 비트라인에 연결되고, 소오스 단자가 전원 전압단에

연결되어, 상기 메인 비트라인을 풀업(Pull-up)시키기는 메인 비트라인 풀업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상부와 하부 뿐만아니라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중간영역에 하나더 배치되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상부영역과 하부영역에 배치될 뿐만아니라,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사이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서브 셀 어레이부가 구비되도록 상기 서브 셀 어레

이부들의 중간 중간에 더 배치되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각각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신호 인가라인의 신호 제어를 받아 구동하는 

피모스 트랜지스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데이터의 라이트(Write)시 전류 누출을 방지하도록 소오스가 접지전압단에 접속되고, 게이트는 메인 비트라인 스위

칭 신호 인가라인에 접속되고, 드레인은 상기 각 제4스위칭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단과 공유되어 있는 제5스위칭 트

랜지스터가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셀 어레이 블록이 계층적 폴디드(Folded) 비트라인 구조일 때,

상기 셀 어레이는 상기 메인 비트라인을 중심으로 접으면 상기 단위 셀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엇갈려 배열되었으며

,

각 로우(Row)의 셀들은 두 개의 칼럼(Column) 마다 각각 배치되고,

각 칼럼의 셀들도 두 개의 로우(Row)마다 각각 배치되고,

두 개의 워드라인마다 그 사이에 한 개의 플레이트 라인이 공유되어 배열된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한 좌측/우측의 제2스위칭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에 서로 다른 신호의 제어를 받아 동작하도록 구성됨을 특

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셀 어레이 블록이 계층적 오픈(Open) 비트라인 구조일 때,

상기 셀 어레이를 상기 메인 비트라인을 중심으로 접으면 상기 단위 셀들이 서로 겹치도록 배열된 즉, 각 로우의 셀들

과 각 칼럼의 셀들은 각 칼럼(Column)과 각 로우(Row)마다 배치된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내지 제5스위칭 트랜지스터는 각각 앤모스 트랜지스터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

리 장치.

청구항 15.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셀 어레이부들과 상기 칼럼 셀렉터와 상기 메인 비트라인 풀업부는 상 기 센스앰프부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에

대칭되게 배열되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복수개의 단위셀을 구비한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들과,

상기 복수개의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적어도 최상부와 최하부에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신호를 받아 구동하는 메

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들이 배치된 복수개의 셀 어레이부들을 포함하고 있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를 

준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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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시키기 위한 셀 영역을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구동 셀영역에 해당하는 서브 셀 어레이부에 가장 인접한 1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턴온시키거

나,

구동하는 셀영역에 해당하는 서브 셀 어레이부에 인접한 양쪽 두 개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턴온시키는 단

계를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가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최상부와 최하부영역에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로 배치될 경우,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영역을 1/2로 나누어 상측의 서브 셀 어레이 영역이 구동하면 상기 제1메인 비트라인 로

드 컨트롤부를 턴온시키고,

하측의 서브 셀 어레이 영역이 구동하면 상기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턴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

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가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최상부와 최하부영역에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로 배치될 경우,

어느영역의 서브 셀 어레이부가 구동하여도 상기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모두 턴온시키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는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최상부와 최하부 영역에 제1, 제3메인 비트라인 로

드 컨트롤부가 배치되고,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중간영역에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가 배치될 경우,

상기 서브 셀 어레이 영역을 3등분하여 상부의 1/3되는 영역의 서브 셀 어레이가 구동하면 상기 제1메인 비트라인 로

드 컨트롤부만 턴온시키고,

2/3되는 중간영역의 서브 셀 어레이가 구동하면 상기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만 턴온시키고,

하부의 1/3되는 영역의 서브 셀 어레이가 구동하면 상기 제3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만 턴온시키는 것을 더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셀 어레이부들의 영역을 1/2로 나누어 상측의 영역이 구동하면 상기 제1, 제2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

를 턴온시키고,

하측의 서브 셀 어레이 영역이 구동하면 상기 제2, 제3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를 턴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불휘발성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메인 비트라인 로드 컨트롤부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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