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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

요약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반도체 기판 상에 전기적 스트레스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는 가변저

항소자의 일단과 선택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을 접속하여 각각 형성된 복수의 메모리셀을 행방향 및 열방향으로 배열하는

메모리 어레이(101)와, 메모리셀에 접속된 소스선과 비트선에 인가되는 판독 전압과 소거 전압 및 프로그래밍 전압을 스

위칭하기 위한 전압스위칭 회로(110)와, 펄스전압인가회로 (108)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된 비트선과 소스선에,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대응되는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서, 펄스전압인가회로(108)는 메모리셀에 접속된 선택 트랜지

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접속된 워드선에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용 전압펄스를 인가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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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일실시예에 있어서의 전체적 구성을 보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셀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 어레이의 구성 일예를 도시하는 회로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 어레이의 다른 구성예를 도시하는 회로도

도 5는 도 3의 메모리 어레이의 주요 부분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6은 도 4의 메모리 어레이의 주요 부분을 도시하는 개략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셀의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 동작을 설명하는 회로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셀의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 동작을 설명하는 등가회

로도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셀의 프로그래밍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가회로도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셀의 프로그래밍 동작에 있어서 게이트 전압의 의존

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셀의 소거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가회로도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셀의 소거 동작에 있어서 게이트 전압의 의존성을 도

시하는 도면

도 13은 가변저항소자의 스위칭 특성을 도시하는 특성도

도 14는 가변저항소자의 스위칭 특성을 도시하는 특성도

도 15는 가변저항소자의 저저항상태에서의 비선형 전류-전압 특성을 도시하는 특성도

도 16은 가변저항소자의 고저항상태에서의 비선형 전류-전압 특성을 도시하는 특성도

도 17은 다치 메모리셀에 가변저항소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치 레벨 범위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의 일실시예에서 메모리셀의 프로그래밍 과정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도 19는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의 일실시예에서 메모리셀의 소거 과정을 도시하는 플로우

차트

도 20은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의 전체적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1은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의 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셀의 프로그래밍 과정을 도시하

는 플로우차트

도 22는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의 다른 실시예에서 메모리셀의 소거 과정을 도시하는 플로

우차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록특허 10-0547969

- 2 -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전압인가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는 가변저항소자의 일단과 선택 트랜

지스터의 드레인을 접속하여 각각 형성된 복수의 메모리셀을, 행방향 및 열방향으로 배열하는 메모리 어레이를 갖는 비휘

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본 발명은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시 메모리셀에 전압을 인가하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얻어 자유롭게 정보를 휴대하기가 점점 용이해지고 있다. 휴대전화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로 대표되는 모바일기기의 보급으로 사용자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기기의 배터리 수명과 정보엑세스 속도 등의 모바일기

기의 성능은 아직 충분히 높지 못하므로, 그 성능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배터리 수명은 모바일기기의 유용성을 결정

하는 주 성능의 하나이므로, 전력소모의 감소는 모바일기기의 구성에서 강력하게 요구된다.

그 주요 장치의 하나로,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는 더욱 중요하다. 모바일기기는, 활성 동작상태에서는 논리함수를 실행하

기 위한 논리회로의 전력소모가 지배적이지만, 대기상태에서는 기억장치의 전력소모가 지배적이다. 이때, 대기상태에서의

전력소모는 모바일기기의 배터리 구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 중요하다.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상태에서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에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전력소모를 극한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는 플래시메모리, FeRAM(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 등을 포함하며, 그들 중 다수

는 이미 실용화되었다. 상기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는 고속, 재기록 내성, 전력소모 등에서 트래드오프(tradeoff)를 갖는

다. 요구되는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이상적인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소재를 사용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이미 제안되고 있는데, RRAM(Resistance Random Access Memory)은 기대되는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중 하나이다. RRAM이 고속, 대용량, 낮은 전력소모 등의 높은 잠재력을 갖기 때문이며, RRAM은 그 장래성

이 기대된다.

공지문헌[Zhuang H.H. 등에 의한, "Novel Colossal Magnetoresistive Thin Film Nonvolatile Resistance Random

Access Memory(RRAM)", IEDM, 논문번호 7.5, 2002년 12월]은, Pr1-xCaXMnO3(0<x<1, 이하, 약어로 "PCMO"라고

함.)와 같은 CMR(초거대 자기저항)과 HTSC(고온 초전도)를 보이는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구조의 망간을 함유하는 산화

물에 전압 펄스를 인가함으로써 저항값이 변화되는 RRAM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특성으로서, 수직축이 저항값을, 수평축이 펄스 인가회수를 각각 표시하는 도 13은, 100nm 두께의 PCMO에

±5V의 100나노세컨드의 펄스가 인가될 때 저항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펄스 인가로 저항값은 1㏀과 1㏁ 사이에서 변하

고, 세 자릿수의 큰 저항값 변화는 100번 이상 가역적으로 발생한다. 수직축이 저항값을, 수평축이 4V, 5나노세컨드 펄스

인가횟수를 표시하는 도 14는, 펄스 인가횟수에 따라 가변저항소자의 저항값이 아날로그 식으로 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때, 저저항상태(예를 들어, 1㏀ 이하)와 고저항상태(100㏀ 이상)의 두 상태뿐만 아니라 임의 저항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10㏀ 부터 1㏁ 사이에서 저항값을 네 가지 상태로 분할함으로써, 저항값은

다치를 가질 수 있으며, 비트코스트(bit cost)가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가변저항소자를 메모리 캐리어로 사용함으로써,

이상적인 고속, 대용량의 비휘발성 반도체 메모리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지문헌[Hsu S.T. 등에 의한, "Charge Transport Property in Non-Volatile Resistor Random Access

Memory(RRAM)", Non-Volatile Semiconductor Memory Workshop 2003, pp.97-98, 2003년 2월]은, 도 15와 도 1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류의 로그값(LogI)의 수직축 및, 전압의 루트값(√V)의 수평축 그래프 상에, 고저항상태와 저저항

상태 각각에 있어서의 전류(I)-전압(V) 특성이 플로팅되면 가변저항소자의 전기전도 특성은 거의 선형이다. 이 결과로부

터, 고저항상태와 저저항상태 각각에서의 각 전기전도 특성은 풀-프렌켈(Poole-Frenkel)형의 비선형 전기전도 특성을 표

시함을 알 수 있다.

가변저항소자에서의 풀-프렌켈형 전기전도 특성으로서, 전류 I와 전압 V 사이의 관계를 I∝Exp(√V)로 표현한다. 이는, 전

류-전압 특성이 매우 높은 비선형성을 가지며, 작은 전압 변화가 큰 전류량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도시한다. 결국,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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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하기 위해 가변저항소자에 동일한 전압을 인가했을 때, 가변저항소자의 저저항상태(이하, RL로

함.)로부터 고저항상태(이하, RH로 함.)로 바뀌는 프로그래밍임계 전압이나, RH에서 RL로 바뀌는 소거임계 전압에 변화

가 있다면, 가변저항소자의 전류량에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하며,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시 소모된 전류가 증가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메모리셀이 전압인가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정

보를 기억하는 가변저항소자를 포함하고,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시 전류소모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확실한 메모리셀로의 데

이터 프로그래밍과 메모리셀로부터의 소거를 실현할 수 있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와 그 제어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전기적 스트레스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는 가변저항소자의 일단과 선택 트랜지

스터의 드레인을 접속하여 각각 형성된 복수의 메모리셀을, 행방향 및 열방향으로 배열하는 메모리 어레이; 동일 행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는 워드선; 동일 행 또는 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 소스에 접속되는 소스선; 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가변저항소자 타단에 접속되는 비트선; 상

기 메모리셀로의 정보 프로그래밍, 상기 메모리셀로부터의 정보 소거 및 판독에 대한 제어를 실행하는 제어회로; 상기 소

스선과 비트선에 인가되는 판독 전압과 소거 전압 및 프로그래밍 전압을 스위칭하는 전압스위칭 회로; 상기 메모리셀로부

터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회로; 및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된 비트선과 소스선

에, 전압스위칭 회로를 통해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대응되는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서, 상기

메모리셀에 접속된 워드선에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용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펄스전압인가회로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

체 기억장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전기적 스트레스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는 가변저항소자의 일단과 선택 트랜지

스터의 드레인을 접속하여 각각 형성된 복수의 메모리셀을, 행방향 및 열방향으로 배열하는 메모리 어레이; 동일 행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는 워드선; 동일 행 또는 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 소스에 접속되는 소스선; 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가변저항소자 타단에 접속되는 비트선; 상

기 메모리셀로의 정보 프로그래밍, 상기 메모리셀로부터의 정보 소거 및 판독에 대한 제어를 실행하는 제어회로; 상기 소

스선과 비트선에 인가되는 판독 전압과 소거 전압 및 프로그래밍 전압을 스위칭하는 전압스위칭 회로; 및 상기 메모리셀로

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회로를 포함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서 프로그래밍 또

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된 비트선과 소스선에, 전압스위칭 회로를 통해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대응되는 프로그래

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서, 상기 메모리셀에 접속된 워드선에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용 전압펄스를 인가

하고,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있어서, 워드선에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용 전

압펄스를 인가하는 경우, 프로그래밍 때는 프로그래밍용으로 조정된 전압값의 전압펄스를 발생하고, 소거할 때는 소거용

으로 조정된 전압값의 전압펄스를 발생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

리셀에 있어서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전압펄스를 인가할 때,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인가된 프로그래밍 전압과 소

거 전압 사이의 전압차의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선택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소스 전압을 빼서 얻는 전압값은, 상기 가변저

항소자에서 데이터를 소거하기 위해 필요한 소거임계 전압이나 가변저항소자에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필요한 프

로그래밍임계 전압 보다 크게 설정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있어서, 전압펄스의 전압값은, 프로그래

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있어서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전압펄스를 인가할 때, 상기 선택 트랜지스터가 전압펄

스의 인가기간 중 적어도 한 기간에 포화영역에서 작동하도록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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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트선이나 소스선 또는 워드선에는, 상기 비트

선과 소스선에 인가되는 프로그래밍 전압 또는 소거 전압을 인가하고, 프로그래밍 전압 또는 소거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소스선이나 비트선에는, 워드선에 인가된 전압펄스를 인가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시, 비트선과

워드선 사이의 관계 또는 소스선과 워드선 사이의 관계를 바꿈으로써,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

어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이하, "본 발명의 장치"와 "본 발명의 방법"이라고 함.)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 1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장치(100)의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장치(100)는 메모리 어레이(101)에 정보를 기억하는 구성을 가지

며, 상기 메모리 어레이(101)는 복수 메모리셀을 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메모리 어레이(101) 안의 메모리셀은 정보를

기억하거나 이 메모리셀로부터 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

어드레스선(102)으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메모리 어레이(101) 안의 특정 메모리셀에 정보가 기억된다. 그 정

보는 데이터선(103)을 지나 장치 외부로 출력된다. 워드선 디코더(104)는 어드레스선(102)에 입력된 펄스에 대응하는 메

모리 어레이(101)의 워드선을 선택하고, 비트선 디코더(105)는 어드레스선(102)에 입력된 어드레스펄스에 대응하는 메모

리 어레이(101)의 비트선을 선택하며, 또한 소스선 디코더(106)는 어드레스선(102)에 입력된 어드레스펄스에 대응하는

메모리 어레이(101)의 소스선을 선택한다. 제어회로(109)는 메모리 어레이(101)의 프로그래밍, 소거 및 판독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회로(109)는 어드레스선(102)으로부터 입력된 어드레스펄스, 데이터선(103)으로부터 입력된 데이터입력(프로

그래밍시) 및 제어펄스선(111)으로부터 입력된 제어입력펄스를 기초로 하여, 워드선 디코더(104), 비트선 디코더(105),

소스선 디코더(106), 전압스위칭 회로(110) 및 펄스전압인가회로(108)를 제어함으로써, 메모리 어레이(101)의 프로그래

밍 동작, 소거 동작 및 판독 동작을 제어한다. 도 1에 보인 예와 같이, 제어회로(109)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회로

로서의 어드레스 버퍼회로, 데이터입출력 버퍼회로 및 제어입력 버퍼회로의 기능을 갖는다.

상기 전압스위칭 회로(110)는 메모리 어레이(101)의 프로그래밍, 소거 및 판독시 필요한 비트선 전압과 소스선 전압을 인

가한다. Vcc는 장치에 공급되는 전압을, Vss는 접지전압을, Vpp는 프로그래밍용 또는 소거용 전압을 나타낸다. 상기 펄스

전압인가회로(108)는 워드선 디코더(104)에 의해 선택된 워드선에 펄스전압을 인가한다. 상기 펄스전압인가회로(108)는

동일한 펄스전압을 하나 이상의 워드선에 동시에 인가할 수 있고, 다른 전압레벨의 펄스전압을 둘 이상의 워드선에 동시에

인가할 수 있다. 한편, 비트선 디코더(105)와 판독회로(107)를 통해 메모리 어레이(101)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한다. 상기

판독회로(107)는 데이터의 상태를 판정하고, 제어회로(109)에 그 결과를 보내며, 데이터선(103)에 그것을 출력한다.

도 2는 메모리 어레이(101)의 구성요소로서의 메모리셀(11)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셀(11)

은 드레인 영역(3)과 하부 전극(7)을 전기적으로 접속함과 동시에, 선택 트랜지스터(6)와 가변저항소자(10)를 직렬로 접속

함으로써 형성된다. 상기 선택 트랜지스터(6)는, 게이트 산화막(4) 위에 형성된 게이트 전극(5)과 반도체기판(1)에 형성된

드레인 영역(3)과 소스 영역(2)으로 구성된다. 상기 가변저항소자(10)는, 하부 전극(7)과 상부 전극(9) 사이에 전압인가시

저항값이 변하는 가변저항재료(8)를 삽입함으로써 구성된다. 상기 상부 전극(9)은 비트선으로서 기능하는 금속배선(12)에

접속되고, 상기 게이트 전극(5)은 워드선에 접속되며, 소스 영역(2)은 소스선으로서 기능하는 금속배선(13)이나 확산층에

접속된다.

상기 가변저항소자(10)는, 전압인가에 의해 전기저항이 변하고 전압인가완료 후에도 변화된 전기저항이 유지되며 저항변

화에 따라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비휘발성 기억소자이며, 망간을 함유하는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구조의 산화물로 이

루어지는 CMR(초거대 자기저항) 기억소자이다. 상기 가변저항재료(8)로서는, 예를 들면, Pr1-xCaxMnO3, La1-

xCaxMnO3(PCMO), La1-x-yCaxPbyMnO3(x<1, y<1, x+y<1) 등으로 표현되는 재료들로 형성된 막이 사용된다. 예컨대,

Pr0.7Ca0.3MnO3, La 0.65Ca0.35MnO3, La0.65Ca0.175Pb0.175MnO3 등으로 이루어진 망간산화막은 MOCVD, 스핀코팅, 레

이저애블레이션, 스퍼터링 등의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가변저항소자(10)의 저항변화는 세자리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저항값을 복수 영역들로 분할하고 영역들에 다른 정보를

정의할 때에도, 각 정보를 충분히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가변저항소자(10)는 1비트(바이너리 데이터) 이상의 다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상기한 가변저항재료들은 비선형 전류-전압 특성을 갖는데, 자세하게는 위에서 설명한 풀-프렌켈

형 비선형 전기전도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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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과 도 4는 메모리 어레이(101)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보인다. 두 구성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101)는 m비트선

(BL1∼BLm)과 n워드선(WL1∼WLn)의 교차점에 m×n메모리셀(11)이 배치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도 3에서는 n소스선

(SL1∼SLn)이 워드선과 평행하게 배치된 구성을 보이고, 도 4에서는 m소스선(SL1∼SLm)이 비트선과 평행하게 배치된

구성을 보인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워드선과 소스선이 평행한 메모리 어레이(101)의 일부분(네개의 셀)을 보

인 개략도이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트선과 소스선이 평행한 메모리 어레이의 일부분(두개의 셀)을 보인 개

략도이다. 도 5와 도 6의 메모리 어레이(101)는 셀의 숫자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면적을 갖는다. 도 2에 도시된 메모리셀

의 단면구조는 도 5나 도6의 배치와는 직접 대응되지 않지만, 도 2에 도시된 메모리셀의 단면구조를 기초로 하여 비트선이

나 소스선의 배열을 변화함으로써, 도 5나 도 6의 메모리셀 어레이에 사용할 수 있다.

메모리셀(11)을 일반적인 MOS집적회로 제조방법을 사용해 제조하는 경우, 소스선(SL)이 워드선(WL)과 평행한 메모리

어레이(도 5)에서는 소스선(SL)을 확산층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소스선(SL)이 비트선(BL)과 평행한 메모리 어레

이(도 6)에서는 소스선(SL)을 확산층에 의해 형성할 수 없다. 소스 확산영역에 컨택트를 제공하고, 두 셀마다 금속층의 소

스선(SL)에 그 컨택트를 접속할 필요가 있다. 소스선(SL)이 비트선(BL) 사이에 형성되어야 하므로 셀영역이 확장된다.

소스선(SL)과 비트선(BL)이 서로 평행한 메모리 어레이(도 6)에서는, 프로그래밍과 소거시, 선택된 셀의 소스선(SL)과 비

트선(BL)중 하나에는 프로그래밍전압 또는 소거전압(Vpp)을, 그외 다른 선에는 접지전압(Vss)을, 워드선에는 후술할 펄

스전압을 인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프로그래밍과 소거시 동일한 제어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과 소거용 주

변 회로들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3의 메모리 어레이를 사용하여, 소거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셀의 소스선에 Vpp를 인가하는 경우, 공통 워드선을

사용하며 동일한 행에서 선택되지 않은 셀의 선택 트랜지스터(6)는 온되고, Vpp는 소스 영역(2)에 인가된다. 이에 따라,

가변저항소자(10)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도록 선택되지 않은 셀의 비트선 모두에 Vpp를 인가해야 하며, 그 제어는 복잡해

진다. 어떤 메모리 어레이의 형태라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제조비용을 감안한다면 작은 셀영역을 갖는 도 3의 어레이를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소스선의 연장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메모리 어레이의 구성은 도 3과 도 4에 보인 구성

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반면 두 구성을 수정해서 얻어지는 구성은 사용해도 좋다.

본 발명의 장치(100)의 제어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표 1은 메모리셀(11)의 프로그래밍과 소거시 단자에서의

전압조건을 보인다. 프로그래밍시에는, 상부 전극에는 Vpp가, 소스 영역에는 Vss가, 게이트 전극에는 후술할 전압진폭

Vwp의 전압펄스가 인가되어 선택 트랜지스터(6)를 온 시킬 때, 가변저항소자(10)에는 저저항상태에서 고저항상태로 변

하는 프로그래밍임계 전압의 스위칭전압 보다 크거나 같은 양전압이 인가되고, 저저항상태에서 고저항상태로 변한다(상부

전극이 하부 전극 보다 높은 전압을 갖는 경우, 이 전압 극성을 양으로 설정한다). 소거시에는, 프로그래밍 동작과 달리, 상

부 전극에는 Vss가, 소스 영역에는 Vpp가, 게이트 전극에는 전압진폭Vwe의 전압펄스가 각각 인가되어 선택 트랜지스터

(6)를 온 시킬 때, 가변저항소자(10)에는 절대값이 소거임계 전압 보다 크거나 같은 음전압이 인가되며, 가변저항소자(10)

는 고저항상태에서 저저항상태로 변한다.

표 1

  게이트 전극  상부 전극  소스 영역

 프로그래밍  Vwp  Vpp  Vss

 소거  Vwe  Vss  Vpp

본 발명의 장치(100)의 제어방법은 또한, 도 7에 도시된 메모리셀(11)의 등가회로를 사용함으로써 설명된다. 상기 선택 트

랜지스터(6)와 가변저항소자(10)는 직렬로 접속되고, 선택 트랜지스터(6)의 소스 영역(2)과 가변저항소자(10)의 상부 전

극(9)은 각각 도 2에 도시된 전압스위칭 회로(110)에 접속된다.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시, Vpp(프로그래밍 또는 소거 전

압)나 Vss(접지전압)는 선택적으로 인가된다. 펄스전압인가회로(108)는 선택 트랜지스터(6)의 게이트 전극(5)에 접속되

고, "t" 시간의 펄스폭을 갖는 펄스전압과 Vwp나 Vwe의 전압진폭은 게이트 전극(5)에 인가될 수 있다.

선택 트랜지스터(6)가 온된 상태에서, 상기 선택 트랜지스터(6)는 ON상태의 저항값(Ron)을 갖는 저항소자(17)와 등가적

으로 사용될 수 있고, 도 8에 도시된 등가회로로 표현될 수 있다. 도 8에서, 가변저항소자(10)의 저항값은 Rr로 표시하고,

선택 트랜지스터(6)로서의 저항소자(17)의 전압들은 Vds와 Vr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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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트랜지스터(6)가 포화영역에서 작동할 때, 드레인 전류는 드레인-소스 전압(Vds)의 변화에 응답하는 큰 변화를 보이

지 않고, 저항소자(17)는 대개 정전류소자로 취급할 수 있다. 선택 트랜지스터(6)가 선형 영역(비포화 영역)에서 작동할

때, 드레인 전류는 소스-드레인 전압의 변화를 따르도록 변화한다.

메모리셀(11)에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처음에는, 상부 전극(9)에 프로그래밍 전압(Vpp)을, 소스 영역(2)에 접지

전압(Vss)을 인가한다. Vpp를 상부 전극(9)에 인가할 때, 저항소자(17)에 인가되는 전압Vr은 수학식[1]로 표시되고, 선

택 트랜지스터(6)의 드레인-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Vds는 수학식[2]로 표시되며, 상부 전극(9)과 소스 영역(2) 사이

의 전압차(Vpp-Vss)는 Vr과 Vds로 나뉜다.

Vr＝Vpp×Rr／(Rr＋Ron) ...[1]

Vds＝Vpp×Ron／(Rr＋Ron) ...[2]

게이트 전극(5)에 인가되는 펄스전압의 전압진폭Vwp에 의해 수학식[1]과 [2]에서 ON상태 저항(Ron)을 조정함으로써,

수학식[1]로 도시된 바와 같이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되는 전압Vr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임계 전압 이

상이며 가능한 한 큰 프로그래밍임계 전압에 가까운 전압을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하기 위해 조정된, 전압진폭Vwp를

갖는 전압펄스는 게이트 전극(5)에 인가된다. Vr은, 선택 트랜지스터(6)에 흐르는 드레인 전류와 동일한 전류가 가변저항

소자(10)에 흐를 때, 상부 전극(9)과 하부 전극(7)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을 나타낸다. 전압진폭Vwp가 불필요하게 증가하

고 ON상태 저항(Ron)이 과도하게 감소한다면, 프로그래밍임계 전압을 초과하는 전압이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된다. 또

한, 프로그래밍시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여, 그 결과로, 프로그래밍시 전류소모가 증가한다.

기본적으로, 메모리셀(11)의 소거동작은 프로그래밍 동작과 같다. 그러나, 소거동작시 메모리셀(11)에서의 가변저항소자

(10)의 저항값은 고저항상태이므로, 가변저항소자(10)에는 프로그래밍 때보다 작은 드레인 전류에 의해 소거임계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 트랜지스터(6)의 ON상태 저항(Ron)은 프로그래밍 동작 때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고, 게이트

전극(5)에 인가된 펄스전압의 전압진폭Vwe는 프로그래밍 때의 전압진폭Vwp 보다 작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하, 선택 트랜지스터(6) 내 게이트 전극(5)에 인가될 펄스전압의 프로그래밍할 때의 전압진폭Vwp와 소거할 때의 전압

진폭Vwe, 각각의 조정은 도 9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9는, 프로그래밍 동작시 도 7에 도시

된 메모리셀(11)의 단자에 인가된 전압들(Vpp, Vss, Vwp)과, 선택 트랜지스터(6)의 드레인-소스 전압(Vds) 드레인 전류

와 ON상태 저항(Ron) 그리고, 가변저항소자(10)의 저저항상태에서의 저항(Rr0) 및 양단 전압(Vr0)을 도시한다.

메모리셀(11)의 프로그래밍 및 소거 테스트를 위해 사용된 샘플예로, 전압Vpp, Vss, Vwp는 각각 5V, 0V, 5.5V이다. 선

택 트랜지스터(6)의 Vds, 드레인 전류 및 ON상태 저항(Ron)은 각각 3.6V, 1.95mA, 1.8㏀이다. 가변저항소자(10)의 저항

(Rr0) 및 양단 전압(Vr0)은 각각 720Ω, 1.4V이다. 샘플 예에서, 펄스전압의 전압진폭Vwp는 5.5V이고, 프로그래밍임계

전압을 초과한 1.4V의 전압이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되며, 저항값은 720Ω으로부터 고저항상태로 변한다.

도 10은 프로그래밍 동작시 전압진폭Vwp의 의존성을 도시한다. 즉, 프로그래밍 및 소거동작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반복되

는 경우, 메모리셀(11)의 합성저항값(Rr＋Ron)이 변하는 것을 도시한다. 1V 이하의 소정 판독 전압이 비트선에 인가되고,

불필요한 프로그래밍과 소거 동작은 배제되며, 합성저항값이 측정된다. 도면에서, P1에서 P8은 프로그래밍 동작을, E1에

서 E3은 소거 동작을 나타낸다. 프로그래밍과 소거 동작시 Vpp, Vss는 각각 5V, 0V이고, 펄스전압의 펄스폭은 100나노

세컨드이다. 동작시, 펄스전압의 전압진폭Vwp와 Vwe의 전압값들은 P1∼P8과 E1∼E3 아래의 괄호안에 표시했다. P1,

E1, P2, E2는, 프로그래밍/소거 시험용 샘플에서 프로그래밍/소거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의 동작확인을 보

인다. 프로그래밍 동작시 P3 내지 P7에는, 전압진폭Vwp를 3.0V에서 5.5V까지 0.5V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안 펄스전압을 인가한다. 그 결과로, 5.5V의 전압진폭Vwp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E3와 P8은, 검사된

전압진폭Vwp의 의존성을 조사한 후의 동작확인을 나타낸다. 이 결과로, 전압진폭Vwp가 5V 이하일 때 프로그래밍임계

전압을 초과한 1.4V의 전압은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되지 않고, 가변저항소자(10)는 저저항상태(720Ω)에서 고저항상

태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압진폭Vwp가 5V일 때 중간 프로그래밍을 인식하므로, 높은 정밀도로 전압진폭

Vwp을 조절함으로써 다치 기억이 가능해진다.

도 11은, 소거 동작시 도 7에 도시된 메모리셀(11)의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들(Vpp, Vss, Vwe)과, 선택 트랜지스터(6)의

드레인-소스 전압(Vds), 드레인 전류 및 ON상태 저항(Ron) 그리고, 가변저항소자(10)의 고저항상태에서의 저항(Rr1) 및

양단 전압(Vr1)을 보인다. 메모리셀(11)의 프로그래밍/소거 테스트를 위해 사용되는 샘플예로서, 전압Vpp, Vss, Vwe는

각각 5V, 0V, 3.5V이다. 선택 트랜지스터(6)의 Vds, 드레인 전류와 ON상태 저항(Ron)은 각각 3.7V, 645㎂, 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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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저항소자(10)의 저항(Rr1) 및 양단 전압(Vr1)(절대값)은 각각 1.95㏀, 1.3V이다. 샘플 예에서, 펄스전압의 전압진폭

Vwe는 3.5V이고, 소거임계 전압을 초과한 1.4V의 전압(절대값)이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되며, 저항값은 1.95㏀으로

부터 저저항상태로 변한다.

도 12는 소거 동작시 전압진폭Vwe의 의존성을 도시한다. 즉, 프로그래밍/소거 동작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반복되는 경우,

메모리셀(11)의 합성저항값(Rr＋Ron)이 변하는 것을 도시한다. 1V 이하의 소정 판독 전압이 비트선에 인가되고, 불필요

한 프로그래밍과 소거 동작은 배제되며, 합성저항값이 측정된다. 도면에서, P1 내지 P3은 프로그래밍 동작을, E1 내지 E7

은 소거 동작을 나타낸다. 프로그래밍과 소거 동작시 Vpp, Vss는 각각 5V, 0V이고, 펄스전압의 펄스폭은 100나노세컨드

이다. 동작시, 펄스전압의 전압진폭Vwp와 Vwe의 전압값들은 P1∼P3과 E1∼E7 아래에 괄호안에 표시했다. P1, E1, P2

는, 프로그래밍/소거 시험용 샘플에서 프로그래밍 및 소거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의 동작확인을 보인다. 소

거 동작시 E2에서 E7에는, 전압진폭Vwe를 1.0V에서 3.5V까지 0.5V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안 펄스전압을

인가한다. 그 결과로, 3.5V의 전압진폭Vwe로 소거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P3은, 전압진폭Vwe의 의존성을 시험한 후의 프

로그래밍 동작확인을 나타낸다. 전압진폭Vwe가 3V 이하일 때 소거임계 전압을 초과한 1.3V의 전압(절대값)은 가변저항

소자(10)에 인가되지 않고, 저항값은 고저항상태(1.95㏀)에서 저저항상태로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펄스전압이 인가된 선택 트랜지스터(6)가 포화영역에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게이트 전극이 지배적이 된다. 드레인-소스

전압(Vds)이 변해도, 대체로 일정한 드레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정전류 프로그래밍이 수행된다. 드레인 전류는 펄스전

압의 전압진폭Vwp나 Vwe에 의해 조정되고,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된 전압값(Vr)은 변할 수 있다. 반면에, 선택 트랜

지스터(6)가 비포화영역에서 작동할 때에는 드레인-소스 전압(Vds)이 지배적이 되므로, 정전류 프로그래밍은 수행되지

않는다. 드레인-소스 전압(Vds)이 어느 정도 커질 때, 선형성은 저하되며, 드레인 전류는 게이트 전극의 변화에 의해 변한

다. 따라서, 펄스전압의 전압진폭Vwp나 Vwe에 의해 드레인 전류를 조정함으로써,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된 전압값

(Vr)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 트랜지스터(6)의 게이트 전극(5)에 펄스전압을 인가할 때, 포화영역은 작동영역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 11에 도시된 소거시, 소거 동작과 관련하여 가변저항소자(10)의 저항값은 감소하고, 드레인 전류는 초기 상

태에 비해 커진다. 이는 전류 소모의 증가를 정전류 작동에 의해 억제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거 동작 초기에

선택 트랜지스터가 포화영역 안에 있지 않더라도, 가변저항소자(10)의 저항값이 변하면서, 드레인-소스 전압(Vds)은 증

가하고, 선택 트랜지스터(6)는 포화상태에 들어가며, 소거시 전류 소모는 정전류 동작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L<1㎛의 게이트 길이를 갖는 단채널 트랜지스터 안에서, "early saturation"으로 불리는 종래의 장채널 트랜지스터의 비

선형 영역에 캐리어속도가 포화되고, 비선형 영역에도 드레인-소스 전압(Vds)의 변화 보다 드레인 전류의 변화가 더 작은

영역이 존재한다. 포화상태는 거의 초기 포화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도 10과 도 12의 샘플예에서, 펄스전압의 펄스폭으로서, 100나노세컨드가 설정된다. 펄스폭으로는, 가변저항소자(10)의

특성에 따라 최적값을 사용해야 한다. 상기 첫번째 문헌의 데이터를 살펴볼 때, 예를 들면 100나노세컨드가 바람직하고,

10나노세컨드 내지 100㎲ 범위의 값을 적당하게 선택해도 좋다. 프로그래밍 및 소거 동작시 100㎲ 이하의 펄스폭으로 완

료된다면, 그 시간은 본 상황에서 플래시메모리의 프로그래밍 시간 보다 충분히 짧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장치와 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및 소거시, 메모리셀(11)에 있어서의 선택 트랜지스터(6)

의 게이트 전극(5)에 인가된 펄스전압의 전압진폭Vwp와 Vwe를 독립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프로그래밍 및 소거 동작을 수

행할 수 있다. 대안으로, 프로그래밍과 소거 동작시 가변저항소자(10)에 적정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 프로그래밍과 소거시

펄스전압의 동일 전압진폭을 사용하고 비트선이나 소스선에 인가될 프로그래밍 전압 또는 소거 전압(Vpp)을 조정하는 다

른 제어방법도 고려된다.

그러나, 다른 제어방법에 따르면, 선택 트랜지스터(6)가 포화 영역에서 작동하는 경우, Vpp가 변할 때에도 가변저항소자

(10)의 총 전류량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되는 전압도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는다. Vpp의 제

어에 의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 방법에 있어서, 가변저항소자(10)의 프로그래밍임계 또는 소거임계 전압의 변화 때문에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가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선택 트랜지스터(6)의 게이트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선택 트랜지스터(6)의 드레인 전류가

변하기 때문에,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되는 필요전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셀(11)에 과전류가 흐

르지 않고, 가변저항소자(10)에 프로그래밍임계/소거임계 전압 이상이며 가능한 한 큰 프로그래밍임계/소거임계 전압에

가까운 전압을 고정밀도로 인가할 수 있도록, 펄스전압의 전압진폭Vwp와 Vwe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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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방법은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되는 필요전압을 고정밀도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비선형 전류-전압 특성을 갖

는 가변저항소자에 특히 효과적이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프로그래밍시 펄스전압의 전압진폭Vwp 크기를 변화

시킴으로써,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되는 전압을 고정밀도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저항값의 변화에 민감

한 하나의 메모리셀에 1비트 이상의 다치 정보를 프로그래밍하는 다치 메모리셀에 대해 특히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공한다.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장치(100)에 있어서의 메모리 어레이(101)에 프로그래밍 및 소거시, 비트선, 소스선 및 워드선에

전압을 인가하는 조건을 설명하기로 한다.

메모리 어레이(101)가 도 3에 도시된 메모리 어레이 구성을 갖는 경우의 프로그래밍시, 선택된 비트선에 프로그래밍 전압

(Vpp)을, 선택되지 않은 비트선에 접지전압(Vss)을, 각각 비트선 디코더(105)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하고,

모든 소스선에 접지전압(Vss)을 소스선 디코더(106)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한다. 그 다음, 펄스전압인가회

로(108)로부터 전압진폭Vwp의 펄스전압을 선택된 워드선에 워드선 디코더(104)를 통해 인가한다.

메모리 어레이(101)가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은 메모리 어레이 구성을 갖는 경우의 소거시, 먼저, 선택된 비트선에 접지전

압(Vss)을, 선택되지 않은 비트선에 소거 전압(Vpp)을, 각각 비트선 디코더(105)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한

다. 그리고, 선택된 소스선에 소거 전압(Vpp)을, 선택되지 않은 소스선에 접지전압(Vss)을, 각각 소스선 디코더(106)와 전

압스위칭 회로(110)를 사용해 인가한다. 그 다음, 펄스전압인가회로(108)로부터 전압진폭Vwe의 펄스전압을 선택된 워드

선에 워드선 디코더(104)를 통해 인가한다.

메모리 어레이(101)가 도 4에 도시된 메모리 어레이 구성을 갖는 경우의 프로그래밍시, 선택된 비트선에 프로그래밍 전압

(Vpp)을, 선택되지 않은 비트선에 접지전압(Vss)을, 각각 비트선 디코더(105)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하고,

모든 소스선에 접지전압(Vss)을 소스선 디코더(106)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한다. 그 다음, 펄스전압인가회

로(108)로부터 전압진폭Vwp의 펄스전압을 선택된 워드선에 워드선 디코더(104)를 통해 인가한다.

메모리 어레이(101)가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은 메모리 어레이 구성을 갖는 경우의 소거시, 먼저, 모든 비트선에 접지전압

(Vss)을 비트선 디코더(105)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하고, 선택된 소스선에 소거 전압(Vpp)을, 선택되지 않

은 소스선에 접지전압(Vss)을, 각각 소스선 디코더(106)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한다. 그 다음, 펄스전압인

가회로(108)로부터 전압진폭Vwe의 펄스전압을 선택된 워드선에 워드선 디코더(104)를 통해 인가한다.

위에서와 같이, 도 3과 도 4에 도시된 소스선 배치방법이 다른 2종류의 메모리 어레이 구성을 가지고, 본 발명의 장치의 메

모리 어레이(101)에 대해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고, 이 메모리 어레이(101)로부터 데이터를 소거할 수 있다. 이때, 펄스전

압이 인가되는 워드선의 수는 한개여도 좋고, 본 발명의 장치의 프로그래밍속도(프로그래밍 처리량)를 증가시키기 위해 펄

스전압은 둘 이상의 워드선에 동시에 인가해도 좋다. 펄스전압이 인가되는 워드선의 수가 둘 이상일 때, 펄스전압의 전압

진폭Vwp를 변화시키면서 펄스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다른 레벨의 정보를 다치 메모리셀에 동시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선택 트랜지스터(6)의 게이트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되는 필요전압을 적절히 제어하

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18의 플로우차트에 도시된 것과 같이, 메모리 어레이(101) 안의 임의의 메모리셀(11)에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경

우, 먼저, 스텝W1에서, 메모리셀(11)에 접속하는 비트선과 소스선에 각각 Vpp와 Vss를 인가한다. 스텝W2에서, 메모리셀

(11)에 접속하는 워드선에 Vwp의 펄스전압을 인가한다. 이후, 메모리셀(11)의 전류값 또는 저항값(가변저항소자와 트랜

지스터의 합성저항)을 판독하고, 그 판독값이 소정 전류값(Iw) 이하 또는 소정 저항값(Rw) 이상인지 확인하며(스텝W3),

그것에 의해 가변저항소자(10)의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프로그래밍 상태)에 도달하는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한다.

전기저항이 그 범위에 도달하면, 프로그래밍은 완료된다(W5스텝). 그러나, 전기저항이 상기 범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워드선 전압Vwp을 ΔV만큼 증가시켜(스텝W4), 펄스전압을 다시 인가하고(스텝W2), 이후, 동일한 확인과정을 수행한다

(스텝W3). 상기 작동을 반복하고, 전기저항이 상기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전압펄스의 인가(스텝W2)와 확인(스텝W3)을

수행하여, 프로그래밍 동작을 완료한다.

도 10에 보인 측정 결과(P4~P7)를 사용해 상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0은, 선택 트랜지스터(6)의 게이트

전압(5)에 인가되는 펄스전압의 프로그래밍시 전압진폭Vwp와 펄스전압 인가 후의 판독 저항값 사이의 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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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트선 전압Vpp=5.0V, 소스선 전압Vss=0V를 인가한 다음, 펄스전압Vwp=4.0V를 워드선에 인가한다. 이어서, 저

항값(가변저항소자와 트랜지스터의 합성저항)을 판독한다. 판독 저항값이 소정 저항값(예를 들어, Rw=50㏀)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Vwp를 0.5V만큼 증가시켜 Vwp=4.5를 다시 인가한다. 또, 저항값이 소정 저항값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Vwp

를 5.0V로 설정하여 다시 인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소정 저항값(Rw=50㏀)에 도달하지 않는다. Vwp=5.5V를 인가할 때,

저항값이 소정 저항값에 도달하므로, 이때 프로그래밍 동작을 완료한다.

소거 동작 또한 프로그래밍 동작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도 19의 플로우차트에 도시된 것과 같이, 메모리 어레

이(101) 안의 임의의 메모리셀(11)에서 데이터를 소거하는 경우, 먼저, 스텝E1에서, 메모리셀(11)에 접속하는 비트선과

소스선에 각각 Vss와 Vpp를 인가한다. 스텝E2에서, 메모리셀(11)에 접속하는 워드선에 Vwe의 펄스전압을 인가한다. 이

후, 메모리셀(11)의 전류값 또는 저항값(가변저항소자와 선택 트랜지스터의 합성저항)을 판독하고, 그 판독값이 소정 전류

값(Ie) 이상 또는 저항값(Re) 이하인지 확인하며(스텝E3), 그것에 의해 가변저항소자(10)의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소거 상

태)에 도달하는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한다. 전기저항이 그 범위에 도달하면, 소거 동작은 완료된다(스텝E5). 만약

전기저항이 상기 범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워드선 전압Vwe를 ΔV만큼 증가시켜(스텝E4), 펄스전압을 다시 인가하고(스

텝E2), 이후, 동일한 확인과정을 수행한다(스텝E3). 상기 작동을 반복하고, 전기저항이 상기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전압펄

스의 인가(스텝E2)와 확인(스텝E3)을 수행하여, 소거 동작을 완료한다.

도 12에 보인 측정 결과(E5~E7)를 사용해 상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2는 선택 트랜지스터(6)의 게이트 전

압(5)에 인가된 펄스전압의 소거시 전압진폭Vwe와 펄스전압 인가 후의 판독 저항값 사이의 관계를 보인다.

먼저, 비트선 전압Vss=0V, 소스선 전압Vpp=5.0V를 인가한 다음, 펄스전압Vwe=2.5V를 워드선에 인가한다. 이어서, 저

항값(가변저항소자와 선택 트랜지스터의 합성저항)을 판독한다. 판독 저항값이 소정 저항값(예를 들어, Re=20㏀)에 도달

하지 않으므로, Vwe를 0.5V만큼 증가시켜 Vwe=3.0V를 다시 인가한다. 인가 후 판독 동작을 수행할 때 저항값이 소정 저

항값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Vwe를 3.5V로 설정하여 다시 인가한다. 이때, 저항값이 소정 저항값에 도달하므로, 소거 동작

을 완료한다.

[제 2실시예]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 1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장치 및 본 발명의 방법에서는, 프로그래밍 및 소거시, 메모리셀(11)

에 있어서 선택 트랜지스터(6)의 게이트 전극(5)에 인가되는 펄스전압의 전압진폭Vwp와 Vwe를 독립적으로 조정함으로

써, 프로그래밍 및 소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실시예에서는, 게이트 전압(5)에 인가되는 펄스전압의 펄스폭에 의해,

메모리셀이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 상태에 있는 시간이 정해진다. 제 2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장치 및 본 발명의 방법에

서는,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하는 비트선과 소스선 중 하나에 펄스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제 1실시예

에서의 비트선과 소스선을 통해 인가되는 펄스에 있어서의 프로그래밍 전압 또는 소거 전압이 펄스로 인가된다. 그 시간

동안, 소정 워드선 전압은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하는 워드선에 인가되고, 비트선 또는 소스선에 인가

된 펄스전압의 펄스폭에 의해, 메모리셀(11)이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 상태에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진다. 이 경우, 최적의

전압(워드선 전압)을 선택 트랜지스터(6)의 게이트 전극(5)에 인가한 상태에서, 가변저항소자(10)의 상부 전극(9) 또는 선

택 트랜지스터(6)의 소스 영역(2)에 펄스전압을 인가한다. 상기 펄스전압을 인가하는 시간에서 구성요소(워드선, 비트선,

소스선)의 전압 조건들은, 제 1실시예에서 펄스전압을 인가하는 시간에서의 조건들과 같을 수 있으므로, 제 1실시예와 비

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압펄스의 상승시간에 중요성을 두는 경우, 작은 부하용량의 비트선에 펄스전압을 인가하는

제 2실시예는, 워드선에 펄스전압을 인가하는 제 1실시예 보다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 20은 제 2실시예에 의한 본 발명의 장치(200)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 2실시예에서는, 펄스전압인가회로(208)가 비트

선 디코더(105)에 의해 선택된 비트선이나 소스선 디코더(106)에 의해 선택된 소스선에 동일 펄스전압을 인가한다. 그리

고, 상기 펄스전압인가회로(208)는 하나 이상의 비트선이나 소스선에 펄스전압을 동시에 인가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비트

선이나 소스선에 다른 전압 레벨의 펄스전압을 동시에 인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펄스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비트선이나

소스선에, 전압스위칭 회로(110)의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이 펄스전압인가회로(208)를 통해 인가된다. 워드선에

는, 소정 워드선 전압(프로그래밍 동작시의 Vwp와 소거 동작시의 Vwe)이 워드선 디코더(104)에 의해 전압스위칭 회로

(110)를 통해 인가되지만,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 시간을 정하는 펄스전압으로서 인가되지 않는다. 회로의 나머지 구성은

제 1실시예의 것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기능을 갖는 회로에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붙인다. 워드선 전압용 전압스위칭 회로

는, 비트선과 소스선의 프로그래밍 전압과 소거 전압 사이를 스위칭하는 전압스위칭 회로와 다른 회로로 구성해도 좋다.

도 20은 한 회로로 두 회로 모두를 나타낸다. 도 20에 도시된 본 발명의 장치(200)의 메모리 어레이(101)에 데이터를 프로

그래밍하거나 이 메모리 어레이(101)로부터 데이터를 소거할 때, 비트선과 소스선과 워드선에 전압을 인가하는 조건을 설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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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어레이(101)가 도 3에 도시된 메모리 어레이 구성을 갖는 경우의 프로그래밍시, 먼저, 선택된 워드선에 프로그래밍

전압(Vwp)을, 선택되지 않은 워드선에 접지전압(Vss)을, 각각 워드선 디코더(104)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

한다. 모든 소스선에 접지전압(Vss)을 소스선 디코더(106)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한다. 그 다음, 펄스전압

인가회로(208)로부터 전압진폭Vpp의 펄스전압을 선택된 비트선에 비트선 디코더(105)를 통해 인가한다.

메모리 어레이(101)가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은 메모리 어레이 구성을 갖는 경우의 소거시, 먼저, 선택된 비트선에 접지전

압(Vss)을, 선택되지 않은 비트선에 소거 전압(Vpp)을, 각각 비트선 디코더(105)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한

다. 그리고, 선택된 워드선에 소거 전압(Vwe)을, 선택되지 않은 소스선에 접지전압(Vss)을, 각각 워드선 디코더(104)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사용해 인가한다. 그 다음, 펄스전압인가회로(208)로부터 전압진폭Vpp의 펄스전압을 선택된 소

스선에 소스선 디코더(106)를 통해 인가한다.

메모리 어레이(101)가 도 4에 도시된 메모리 어레이 구성을 갖는 경우의 프로그래밍시, 먼저, 선택된 워드선에 프로그래밍

전압(Vwp)을, 선택되지 않은 워드선에 접지전압(Vss)을, 각각 워드선 디코더(104)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

하고, 모든 소스선에 접지전압(Vss)을 소스선 디코더(106)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한다. 그 다음, 펄스전압

인가회로(208)로부터 전압진폭Vpp의 펄스전압을 선택된 비트선에 비트선 디코더(105)를 통해 인가한다.

메모리 어레이(101)가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은 메모리 어레이 구성을 갖는 경우의 소거시, 먼저, 모든 비트선에 접지전압

(Vss)을 비트선 디코더(105)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하고, 선택된 워드선에 소거 전압(Vwe)을, 선택되지 않

은 워드선에 접지전압(Vss)을, 각각 워드선 디코더(104)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하며, 선택되지 않은 소스선

에 접지전압(Vss)을 소스선 디코더(106)와 전압스위칭 회로(110)를 통해 인가한다. 그 다음, 펄스전압인가회로(208)로부

터 전압진폭Vpp의 펄스전압을 선택된 소스선에 소스선 디코더(106)를 통해 인가한다.

위에서와 같이, 도 3과 도 4에 도시된 소스선 배치방법이 다른 2종류의 메모리 어레이 구성에 의해, 본 발명의 장치의 메모

리 어레이(101)에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고 이 메모리 어레이(101)로부터 데이터를 소거할 수 있다. 펄스전압이 인가되는

비트선 또는 소스선의 수는 한개여도 좋고, 본 발명의 장치의 프로그래밍 속도(프로그래밍 처리량)를 증가시키기 위해 펄

스전압은 둘 이상의 비트선이나 소스선에 동시에 인가해도 좋다. 프로그래밍시 워드선 전압이 인가되는 워드선의 수가 둘

이상일 때, 워드선 전압의 전압진폭Vwp를 변화시키면서 워드선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다른 레벨의 정보를 다치 메모리셀

에 동시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하, 제 2실시예의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한 비트선이나 소스선에 인가되

는 펄스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가변저항소자(10)에 인가되는 필요전압을 적절히 제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

다.

도 21의 플로우차트에 도시된 것과 같이, 메모리 어레이(101) 안의 임의의 메모리셀(11)에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경

우, 먼저, 스텝W1에서, 메모리셀(11)에 접속된 워드선과 소스선에 각각 Vwp와 Vss를 인가한다. 스텝W2에서, 메모리셀

(11)에 접속하는 비트선에 Vpp의 펄스전압을 인가한다. 이후, 메모리셀(11)의 전류값 또는 저항값(가변저항소자와 트랜

지스터의 합성저항)을 판독하고, 그 판독값이 소정 전류값(Iw) 이하 또는 소정 저항값(Rw) 이상인지 확인하며(스텝W3),

그것에 의해 가변저항소자(10)의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프로그래밍 상태)에 도달하는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한다.

전기저항이 그 범위에 도달하면, 프로그래밍 동작을 완료한다(스텝W5). 그러나, 전기저항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스텝W4에서 워드선 전압Vwp을 ΔV만큼 증가시켜 얻은 전압을 스텝W1에서의 워드선에 인가한다. 펄스전압을 비트선에

다시 인가하고(스텝W2),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수행한다(스텝W3). 상기 작동을 반복하고, 전기저항이 상기 범위에 도달

할 때까지, 워드선 전압의 인가(스텝W1), 전압펄스의 인가(스텝W2) 및 확인(스텝W3)을 수행하여, 프로그래밍 동작을 완

료한다.

소거 동작 또한 프로그래밍 동작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도 22의 플로우차트에 도시된 것과 같이, 메모리 어레

이(101) 안의 임의의 메모리셀(11)에서 데이터를 소거하는 경우, 먼저, 스텝E1에서, 메모리셀(11)에 접속하는 워드선과

비트선에 각각 Vwe와 Vss를 인가한다. 스텝E2에서, 메모리셀(11)에 접속하는 소스선에 Vpp의 펄스전압을 인가한다. 이

후, 메모리셀(11)의 전류값 또는 저항값(가변저항소자와 트랜지스터의 합성저항)을 판독하고, 그 판독값이 소정 전류값

(Ie) 이하 또는 저항값(Re) 이상인지 확인하며(스텝E3), 그것에 의해 가변저항소자(10)의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소거 상

태)에 도달하는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한다. 전기저항이 그 범위에 도달하면, 소거 동작을 완료한다(스텝E5). 만약

전기저항이 상기 범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스텝E4에서 워드선 전압Vwe를 ΔV만큼 증가시켜 얻은 전압을 스텝E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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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워드선에 인가하고, 펄스전압을 소스선에 다시 인가하며(스텝E2), 이후,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수행한다(스텝E3). 상기

작동을 반복하고,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워드선 전압의 인가(스텝E1), 전압펄스의 인가(스텝E2) 및 확인

(스텝E3)을 수행하여, 소거 동작을 완료한다.

[다른 실시예]

위의 두 실시예에서, 메모리셀(11)은 도 2와 도 7에 도시된 것과 같이 구성된다. 상기 메모리셀(11)은 또한, 선택 트랜지스

터(6)의 소스 영역(2)과 가변저항소자(10)의 하부 전극(7)을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상부 전극(9)을 소스선에 접속하

고, 드레인 영역(3)을 비트선에 접속하며, 선택 트랜지스터(6)와 가변저항소자(10)의 위치를 바꾸어 구성해도 좋다. 위치

교체에 의해서 상부 전극(9)과 드레인 영역(3) 사이의 전압차(Vpp-Vss)는, 정상상태에서 도 2와 도 7에 도시된 메모리셀

구성과 같이, 가변저항소자(10)의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Vr)과 소스-드레인 전압(Vds)으로 나뉜다.

본 발명의 장치와 방법은, 가변저항재료로서의 PCMO와 같은 망간을 함유한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구조의 산화물을 사용

한 RRAM에 한정하지 않고, 전압인가에 의해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를 메모리 캐리어로 사용함으로써 메모리셀을 구성하

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들에서 상세하게 나타낸 전압값들, 저항값들 및 전류값들은 단지 예에 해당하며, 본 발명은 상세한 값들로 제

한하지 않는다.

위의 상세한 설명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서는, 비트선과 소스선에 전압들을

인가한 다음, 워드선에 인가되는 펄스전압의 전압진폭을 조정함으로써, 가변저항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을 고정밀도로 조절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프로그래밍/소거시 가변저항소자에 과도한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작은 전류량으로 프로그래밍

과 소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가변저항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을 고정밀도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또한 가변저항소자의

저항값도 고정밀도로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저항값 변화에 민감하고 2비트 이상의 다치 정보를 기억하는 다

치 메모리셀에 사용되는, 최적의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서는, 확인동작을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래밍과 소거시

에 인가되는 워드선 전압의 진폭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그 결과로, 가변저항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을 고정밀도로 조절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과 소거시, 가변저항소자에 과도한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작은 전류량으로 프로그래밍과 소거를 수

행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의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요지와 목적으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그 분야의 당업

자에게는 다양한 수정과 변경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다음의 청구항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

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및 그 제어방법은, 전압인가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는 가변저항소자를 포함하는 메모리셀을 제공하며,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시 가변저항소자에 작은 전류

량 공급으로도 확실한 데이터 프로그래밍과 소거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 상에 전기적 스트레스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는 가변저항소자의 일단과 선택 트랜지

스터의 드레인을 접속하여 각각 형성된 복수의 메모리셀을, 행방향 및 열방향으로 배열하는 메모리 어레이;

동일 행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는 워드선;

동일 행 또는 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 소스에 접속되는 소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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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가변저항소자 타단에 접속되는 비트선;

상기 메모리셀로의 정보 프로그래밍, 상기 메모리셀로부터의 정보 소거 및 판독에 대한 제어를 실행하는 제어회로;

상기 소스선과 비트선에 인가되는 판독 전압과 소거 전압 및 프로그래밍 전압을 스위칭하는 전압스위칭 회로;

상기 메모리셀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회로; 및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된 비트선과 소스선에, 전압스위칭 회로를 통해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대응되는 프로그래밍전압이나 소거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서, 상기 메모리셀에 접속된 워드선에 프로

그래밍 또는 소거용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펄스전압인가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전압인가회로는, 프로그래밍시에는 프로그래밍용으로 조절된 전압값의 전압펄스를 발생하고, 소거시에는 소거

용으로 조절된 전압값의 전압펄스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상기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펄스전압인가회로에서 발생된 전압펄스를 인가

할 때,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인가된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전압 사이의 전압차의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선택 트랜지

스터의 드레인-소스 전압을 빼서 얻은 전압값은, 상기 가변저항소자에서 데이터를 소거하기 위해 소거임계전압이나 상기

가변저항소자에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임계전압 보다 크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

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펄스의 전압값은,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상기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경우, 상기 선택 트랜지스터가 전압펄스의 인가기간 중 적어도 한 기간에 포화영역에서 작동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전압인가회로는 하나 이상의 워드선에 전압펄스를 동시에 인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

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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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전압인가회로는 프로그래밍시 둘 이상의 워드선에 다른 전압값의 펄스전압을 동시에 인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저항소자는 망간을 함유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의 산화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저항소자의 전류-전압 특성은 풀-프렌켈형 비선형 전기전도 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 상기 소스선과 비트선을 평행하게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 상기 소스선과 워드선을 평행하게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저항소자는 판독 가능한 두 값 이상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2.

반도체 기판 상에 전기적 스트레스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는 가변저항소자의 일단과 선택 트랜지

스터의 드레인을 접속하여 각각 형성된 복수의 메모리셀을, 행방향 및 열방향으로 배열하는 메모리 어레이;

동일 행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는 워드선;

동일 행 또는 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 소스에 접속되는 소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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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가변저항소자 타단에 접속되는 비트선;

상기 메모리셀로의 정보 프로그래밍, 상기 메모리셀로부터의 정보 소거 및 판독에 대한 제어를 실행하는 제어회로;

상기 워드선, 소스선 및 비트선에 인가되는 판독 전압, 소거 전압 및 프로그래밍 전압을 스위칭하는 전압스위칭 회로;

상기 메모리셀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회로 및;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상기 메모리셀에 접속된 비트선, 소스선 및 워드선 중 하나에, 상

기 전압스위칭 회로를 통해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서, 상기 메모리셀에 접속되며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상기 비트선 또는 소스선에,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용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펄스전압

인가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전압인가회로는 하나 이상의 상기 비트선이나 소스선에 전압펄스를 동시에 인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프로그래밍시 상기 워드선에 프로그래밍 전압을 인가하는 수단은 두 워드선 이상에 다른 전압값의 프로그래밍 전압을 동

시에 인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저항소자는 망간을 함유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의 산화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저항소자의 전류-전압 특성은 풀-프렌켈형 비선형 전기전도 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 상기 소스선과 비트선을 평행하게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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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 상기 소스선과 워드선을 평행하게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19.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저항소자는 판독 가능한 두 값 이상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청구항 20.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적어도,

반도체 기판 상에 전기적 스트레스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는 가변저항소자의 일단과 선택 트랜지

스터의 드레인을 접속하여 각각 형성된 복수의 메모리셀을, 행방향 및 열방향으로 배열하는 메모리 어레이;

동일 행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는 워드선;

동일 행 또는 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 소스에 접속되는 소스선;

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가변저항소자 타단에 접속되는 비트선;

상기 메모리셀로의 정보 프로그래밍, 상기 메모리셀로부터의 정보 소거 및 판독에 대한 제어를 실행하는 제어회로;

상기 소스선과 비트선에 인가되는 판독 전압, 소거 전압 및 프로그래밍 전압을 스위칭하는 전압스위칭 회로; 및

상기 메모리셀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회로를 포함하고: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 동작시,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된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전압스위칭 회로를 통해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대응되는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

서, 상기 메모리셀에 접속된 상기 워드선에 프로그래밍용 또는 소거용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메모리 어레이에서의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된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대

응하는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을 상기 전압스위칭 회로를 통해 인가하는 상태에서, 상기 메모리셀에 접속된 워드

선에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용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제 1단계;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가변저항소자의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에 도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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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 1단계와 다른 전압인가 조건 하에서 상기 제 1단계의 전압인가

를 다시 수행하는 제 3단계; 및

상기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제 2단계와 제 3단계를 반복하는 제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3단계에서 전압펄스의 전압진폭은 상기 제 1단계의 것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23.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선에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용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경우, 프로그래밍시에는 프로그래밍용으로 조정된 전압값의

전압펄스를 발생하고, 소거시에는 소거용으로 조정된 전압값의 전압펄스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프로그래밍이나 소거되는 상기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전압펄스를 인가할 때, 상기 비트선과 소스선에

인가된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전압 사이의 전압차의 절대값으로부터 상기 선택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소스 전압을 빼

서 얻은 전압값은, 상기 가변저항소자에서 데이터를 소거하기 위해 필요한 소거임계 전압이나 상기 가변저항소자에 데이

터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임계 전압 보다 크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

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펄스의 전압값은,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상기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경우, 선택 트랜지스터가 전압펄스의 인가기간 중 적어도 한 기간에 포화영역에서 작동하도록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26.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선에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수단은 하나 이상의 워드선에 전압펄스를 동시에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

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등록특허 10-0547969

- 17 -



청구항 27.

제 20항에 있어서,

프로그래밍시 상기 워드선에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수단은 둘 이상의 워드선에 복수 전압값 중에서 각각 선택되는 전압값

의 전압펄스를 동시에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28.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저항소자는 판독 가능한 두 값 이상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29.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펄스의 펄스시간폭은 100마이크로세컨드 이하 10나노세컨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30.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는 적어도,

반도체 기판 상에 전기적 스트레스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기억하는 가변저항소자의 일단과 선택 트랜지

스터의 드레인을 접속하여 각각 형성된 복수의 메모리셀을, 행방향 및 열방향으로 배열하는 메모리 어레이;

동일 행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속되는 워드선;

동일 행 또는 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선택 트랜지스터 소스에 접속되는 소스선;

동일 열에서의 상기 복수 메모리셀의 가변저항소자 타단에 접속되는 비트선;

상기 메모리셀로의 정보 프로그래밍, 상기 메모리셀로부터의 정보 소거 및 판독에 대한 제어를 실행하는 제어회로와;

상기 워드선, 소스선 및 비트선에 인가되는 판독 전압, 소거 전압 및 프로그래밍 전압을 스위칭하는 전압스위칭 회로; 및

상기 메모리셀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회로를 포함하고: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 동작시,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된 비트선, 소스선

및 워드선 일단에, 전압스위칭 회로를 통해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에서, 상기 메모리셀에 접속되

며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비트선 또는 소스선에, 프로그래밍용 또는 소거용 전압펄스를 인가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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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선이나 소스선에 전압펄스를 인가하는 수단은 하나 이상의 비트선이나 소스선에 전압펄스를 동시에 인가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프로그래밍시 상기 워드선에 프로그래밍 전압을 인가하는 수단은 두 워드선 이상에 복수 전압값 중에서 각각 선택되는 다

른 전압값의 프로그래밍 전압을 동시에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33.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에 있어서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되는 메모리셀에 접속된 비트선, 소스선 및 워드선 중 하나에, 상기 비

트선이나 소스선에 대응하는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을 상기 전압스위칭 회로를 통해 인가하는 상태에서, 상기 메

모리셀에 접속되며 프로그래밍 전압이나 소거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비트선 또는 소스선에, 프로그래밍 또는 소거용 전압

펄스를 인가하는 제 1단계;

상기 메모리셀에 있어서의 가변저항소자의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에 도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 2단계;

상기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 1단계와 다른 전압인가 조건 하에서 상기 제 1단계의 전압인가

를 다시 수행하는 제 3단계; 및

상기 전기저항이 소정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상기 제 2단계와 제 3단계를 반복하는 제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워드선에 인가되는 전압은 상기 제 4단계의 것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

의 제어방법

청구항 35.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저항소자는 판독 가능한 두 값 이상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어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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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펄스의 펄스시간폭은 100마이크로세컨드 이하 10나노세컨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장치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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