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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기입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의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기입 방법은, 열 어드레스의 천이에 응답해서 플레이트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그

리고 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호가 발생될 때마다 대응되는 메모리 셀 각각에 대한 데이터 0의 기입 동작 및 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을 각각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열 어드레스의 천이가 발생될 때마다 플레이트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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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호에 응답해서 대응되는 메모리 셀 각각에 대한 데이터 0의 기입 동작 및 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을 각

각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기입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의 개수는 천이된 열 어드레스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유전체 메모리 장

치의 기입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는,

기입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동일한 행 어드레스와 대응되는 열 어드레스들의 천이를 검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기입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 동안, 상기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플레이트 펄스

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기입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열 어드레스의 천이 검출 결과는, 어드레스 스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정의 펄스 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

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기입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플레이트 펄스의 제 1 구간 동안 상기 데이터 0의 기입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호의 제 2 구간 동안 상기 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

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기입 방법.

청구항 6.

행 어드레스의 천이에 응답하여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칩 인에이블 버퍼 회로;

열 어드레스가 천이할 때마다 플레이트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플레이트 펄스 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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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칩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구간 동안 상기 행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로 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

호를 제공하는 행 선택 회로;

기입될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들로 제공하는 기입 드라이버;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에 응답해서, 상기 메모리 셀들과 상기 기입 드라이버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열 선택부를 포함하며,

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호에 응답해서 대응되는 메모리 셀 각각에 대한 데이터 0의 기입 동작 및 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이 각

각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의 개수는 천이된 열 어드레스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유전체 메모리 장

치.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 펄스 발생부는,

상기 열 어드레스의 천이를 검출하는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부; 그리고

상기 기입 드라이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 동안, 상기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플레이트 펄스를 발

생하는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열 어드레스의 천이 검출 결과는, 어드레스 스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정의 펄스 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강

유전체 메모리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불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강유전체 커패시턴스 메모리 셀을 이용한 강

유전체 메모리 장치(ferroelectrics random access memory ; FRAM) 및 그것의 기입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크게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volatile semiconductor memory device)와 불 휘발성 반도체 메

모리 장치(non-volatile semiconductor memory device)로 구분된다.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 전원 공급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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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 저장된 내용이 사라져 버리는 반면, 불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그 내용을 보존

한다. 그러므로, 불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전원의 공급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되어야 할 내용을 기억시키는 데 쓰인

다.

불 휘발성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서도 특히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수준의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면서도, 전력 소모가 적고, 충격에 강한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다양한 종류의 휴대용 전자 기기의 주기억장치로서, 또는 음성이나 이미지를 기록하는 기록매체로서 사용되고 있

다.

도 1은 일반적인 강유전체 메모리 셀(MC)의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강유전체 메모리 셀(MC)은 하나의 스위칭 트랜지스터(Tr)와 하나의 강유전체 커패시터(Cf)로 구성된

다. 스위칭 트랜지스터(Tr)의 일 전극은 비트 라인(BL)에 연결되고, 그것의 다른 전극은 강유전체 커패시터(Cf)의 일 전극

에 연결된다. 그리고, 스위칭 트랜지스터(Tr)의 게이트는 워드 라인에 연결되고, 강유전체 커패시터(Cf)의 타 전극은 플레

이트 라인(plate line: PL)에 연결된다.

강유전체 메모리 셀(MC)은 강유전체 커패시터(Cf)의 전기적인 분극(polarization)에 기초하여 로직 상태(logic state)(즉,

데이터 '1' 또는 데이터 '0')를 저장한다. 강유전체 커패시터(Cf)의 양 전극들 사이에는 PZT(lead zirconate titanate)와 같

은 강유전체가 형성된다. 강유전체 커패시터(Cf)의 전극들(또는 플레이트들)에 전압이 인가될 때, 강유전체는 전계 방향으

로 분극된다. 강유전체 커패시터(Cf)의 분극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스위칭 드레솔드(switching threshold)를 강제 전압

(coercive voltage)이라 한다. 강유전체 커패시터(Cf)는 히스테리시스(hysterisis) 특성을 나타내며, 분극 상태에 대응되

는 전류가 커패시터로 흐르게 된다. 커패시터(Cf)에 인가되는 전압이 강제 전압보다 크면, 강유전체 커패시터(Cf)는 인가

된 전압의 극성에 따라 분극 상태들을 변화시킨다. 강유전체 커패시터(Cf)의 분극 상태는 전원이 제거된 후에도 그대로 유

지된다. 이와 같은 분극 특성으로 인해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불휘발성 메모리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읽기 및 기입 동작은,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에 인가되는 플레이트 펄스를 제어함에 의해 수행된

다.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에서 기입 동작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기입 하기 위한 일정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0'을 기입하는 구간과 데이터'1'을 기입하는 구간이 따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특

성은 각각의 메모리 셀에 대한 기입 동작은 물론, 동일 워드라인 상에 위치한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연속해서 기입하는

페이지 기입 동작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페이지 기입 동작시에는 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메모리 셀들에 대한

데이터 '0'의 기입 동작(W0)이 모두 수행된 후, 상기 메모리 셀들에 대한 데이터 '1'의 기입 동작(W1)이 수행된다. 여기서,

페이지 기입 동작시 연속해서 기입되는 데이터의 개수는 조절 가능하다.

도 2는 일반적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기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외부 칩 인에이블 신호(XCEB)가 로우 레벨로 활성화된 상태에서 어드레스 신호(XADD)가 외부에서 인

가된다. 어드레스 신호(XADD)의 천이를 감지하여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ATD)가 발생되고, 어드레스 천이 검출신호

(ATD)에 의해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ICE)가 발생된다.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ICE)가 발생되면, 워드라인(WL)과 플레이

트 라인(PL)이 활성화 된다.

플레이트 라인(PL)이 활성화 되면 읽기 구간(Ⅰ)이 시작된다.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비트라인(BL)들은 접지전압 레벨로

초기화되어 있다. 읽기 구간(Ⅰ) 동안, 복수 개의 열 어드레스(CAi/CAiB)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에 대응되는 전압들이 대응되는 비트라인(BL)으로 각각 여기된다. 이어서, 감지증폭 인에이블 신호(SAEN)가 발생되어 감

지 증폭기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상기 감지 증폭기 회로가 활성화되면 읽기 구간(Ⅰ)이 종료되고,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에

대한 데이터 '0'의 기입 구간(Ⅱ)이 시작된다.

데이터 '0'의 기입 구간(Ⅱ) 동안 비트라인(BL)에 여기된 데이터가 '0'인 경우, 비트라인(BL)의 전압은 접지전압 상태를 유

지하게 된다. 따라서, 활성화 상태를 가지는 플레이트 라인(PL)과의 전압차에 의해 데이터 '0'의 값이 대응되는 메모리 셀

에 기입된다. 반면, 비트라인(BL)에 여기된 데이터가 '1'인 경우, 비트라인의 전압은 전원전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

서, 활성화 상태를 가지는 플레이트 라인(PL)과의 전압차가 없게 되어, 아무런 동작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데이터 '1'에

대한 기입 동작은 데이터 '0'의 기입 구간(Ⅱ) 동안에는 수행되지 않고, 후술될 데이터 '1'의 기입 구간(Ⅲ) 동안 수행된다.

데이터 '0'의 기입 동작은 감지증폭 인에이블 신호(SAEN) 발생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로부터 플레이트 라인(PL)이 비활

성화되기 이전까지의 구간 동안 수행된다. 상기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에 대한 데이터 '0'의 기입 동작이 모두 수행되고 나

면,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에 대한 데이터 '1'의 기입 구간(Ⅲ)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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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은 플레이트 라인(PL)이 비활성화된 후 감지 증폭기 회로가 비활성화되는 시점까지의 구간(Ⅲ) 동

안 수행된다. 데이터 '1'의 기입 구간 동안, 비트라인(BL)에 여기된 데이터 '1'에 대응되는 전압은 비트라인(BL)의 전압을

전원전압 레벨로 만든다. 이때, 플레이트 라인(PL)은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트라인(BL)과 플레이트 라인

(PL)의 전압차에 의해 데이터 '1'이 메모리 셀에 저장된다. 상기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에 대한 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이 끝

나면 비트라인(BL)은 프리챠지(precharge) 되고 내부 칩 인에이블 신호(ICE)는 비활성화된다.

이상과 같이,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에서 페이지 기입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데이터 '0'의 기입 구간과 연속된

데이터 '1'의 기입 구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기입 방법에 따르면,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전체 기입 시

간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만일, 상기 기입 구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데이터의 기입 결과를 보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기입될 데이터가 많을 경우 더욱 증가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안정된 데이터 기입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기입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터 기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 및 그것의 기입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구성)

상술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기입 방법은, 열 어드레스의 천이가

발생될 때마다 플레이트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호에 응답해서 대응되는 메모리 셀 각

각에 대한 데이터 0의 기입 동작 및 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을 각각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의 개수는 천이된 열 어드레스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는, 기입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동일한 행 어드레스와 대응되는 열 어드레스들의 천이를 검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기입 인에이블 신호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구간 동안, 상기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플레이트 펄스를 발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열 어드레스의 천이 검출 결과는, 어드레스 스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정의 펄스 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기입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플레이트 펄스의 제 1 구간 동안 상기 데이터 0의 기입 동작

을 수행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호의 제 2 구간 동안 상기 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행 어드레스의 천이에 응답하여 칩

인에이블 신호를 발생하는 칩 인에이블 버퍼 회로; 열 어드레스가 천이할 때마다 플레이트 펄스 신호를 발생하는 플레이트

펄스 발생부; 상기 칩 인에이블 신호의 활성화 구간 동안 상기 행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로 상기 플레

이트 펄스 신호를 제공하는 행 선택 회로; 기입될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 셀들로 제공하는 기입 드라이버; 그리고 상기 열

어드레스에 응답해서, 상기 메모리 셀들과 상기 기입 드라이버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열 선택부를 포함하며, 상기 플레이

트 펄스 신호에 응답해서 대응되는 메모리 셀 각각에 대한 데이터 0의 기입 동작 및 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이 각각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의 개수는 천이된 열 어드레스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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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플레이트 펄스 발생부는, 상기 열 어드레스의 천이를 검출하는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부; 그리고

상기 기입 드라이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 동안, 상기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결과에 응답해서 상기 플레이트 펄스를 발

생하는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열 어드레스의 천이 검출 결과는, 어드레스 스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정의 펄스 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열 어드레스가 천이할 때마다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에 응답해서, 각각의 열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에 대한 데이터 '0' 및 '1'의 기입 동작이 모두 수행된다. 이와 같은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구성 및 동작은 이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메모리 셀 어레이(10), 행 선택 회로(20), 행 어드레스 래치 회로

(30), 열 어드레스 래치 회로(40), 열 선택 회로(50), 칩 인에이블 버퍼 회로(60), 입출력 제어 회로(70), 감지 증폭기 회로

(80), 데이터 출력 버퍼 ＆ 기입 드라이버 회로(90), 입출력 래치 회로(100), 서메이터(110), 및 제어 회로(130)를 포함한

다. 제어 회로(130) 내부에는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120)가 구비되어, 열 어드레스(CAi/CAiB)가 천이할 때마다 플레이

트 펄스 신호(PPLS)를 발생한다.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열 어드레스(CAi/CAiB)가 천이할 때마다 개별

적으로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에 응답해서, 대응되는 메모리 셀에 대한 데이터 '0' 및 '1'의 기입 동작을 각각 개

별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별도의 데이터 '1'의 기입 구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전체 기입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메모리 셀 어레이(10)는 복수의 행들과 복수의 열들(또는 비트 라인들(BL0-BLn))의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된 복수의 메모

리 셀들을 포함한다. 행들 각각은 하나의 워드 라인과 하나의 플레이트 라인으로 구성되며, 임의의 메모리 셀(MC)은 하나

의 스위칭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강유전체 커패시터로 구성된다. 즉, 각각의 메모리 셀(MC)은 1-비트를 저장하는 셀이 1-

트랜지스터와 1-커패시터로 구성되는 1T/1C의 구성을 갖는다. 스위칭 트랜지스터는 강유전체 커패시터의 일 전극과 대

응하는 열 또는 비트 라인에 각각 접속된 두 개의 주 전극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강유전체 커패시터의 다른 전극은 대응하

는 플레이트 라인(예를 들면, PL0)에 접속된다.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10)에 배열된 워드 라인들(WL0-WLm) 및 플레이

트 라인들(PL0-PLm)은 행 선택 회로(20)에 연결된다.

행 선택 회로(20)는 행 어드레스(RAi/RAiB)에 응답하여 복수 개의 행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활성화시킨다. 그 결과,

하나의 워드 라인과 하나의 플레이트 라인이 행 어드레스(RAi/RAiB)에 따라 선택된다. 행 선택 회로(20)는 제어 회로

(130)로부터 제공되는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를 받아들여 선택된 플레이트 라인(PL)으로 제공한다. 이때 제공되는 플

레이트 펄스 신호(PPLS)는 열 어드레스(CAi/CAiB)가 천이할 때마다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하는 특징을 갖는다.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가 하이 레벨로 활성화된 구간에서는 대응되는 메모리 셀에 대한 데이터 '0'의 기입 동작이 수행

된다. 그리고,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가 로우 레벨로 비활성화된 구간에서는 대응되는 메모리 셀에 대한 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이 수행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 '0' 및 데이터 '1'에 대한 기입 동작은 열 어드레스가 천이할 때마다 각각 수행된

다.

행 어드레스 래치 회로(30)는 활성화된 칩 인에이블 플래그 신호(ICE)에 응답하여 행 어드레스를 래치한다. 래치된 행 어

드레스(RAi/RAiB)는 행 선택 회로(20)로 전달된다. 열 어드레스 래치 회로(40)는 활성화된 칩 인에이블 플래그 신호(ICE)

에 응답하여 열 어드레스를 래치한다. 래치된 열 어드레스(CAi/CAiB)는 열 선택 회로(50)와 서메이터(110)로 각각 전달된

다.

서메이터(110)는 래치된 열 어드레스(CAi/CAiB)를 받아들여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YTD_SUM)를 발생한다. 검출

된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YTD_SUM)는 제어회로(130)에 구비된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120)로 입력된다. 이 실

시예에 있어서,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YTD_SUM)는 제한된 어드레스 스큐(skew)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펄

스 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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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선택 회로(50)는 열 어드레스(CAi/CAiB)에 응답하여 비트 라인들(BL0-BLn) 중 일부를 선택하고, 선택된 비트 라인들

을 데이터 출력 버퍼 & 기입 드라이버 회로(90)에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칩 인에이블 버퍼 회로(60)는 외부 칩 인에이블 신호(XCEB) 및 감지 증폭 인에이블 신호(SAEN)를 받아들이고, 칩 인에이

블 플래그 신호(ICE) 및 버퍼링된 칩 인에이블 신호(XCEB)를 출력한다. CEB 신호는 XCEB 신호의 버퍼링된 신호이다. 칩

인에이블 버퍼 회로(60)는 외부 칩 인에이블 신호(XCEB)가 로우 레벨로 활성화된 상태에서 행 어드레스(RAi/RAiB)의 천

이가 발생되면, 칩 인에이블 플래그 신호(ICE)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칩 인에이블 버퍼 회로(60)는 감지 증폭 인에이블

신호(SAEN)의 비활성화에 응답하여 칩 인에이블 플래그 신호(ICE)를 비활성화시킨다. 칩 인에이블 플래그 신호(ICE)의

활성화에 따라 행 어드레스 래치 회로(30), 열 어드레스 래치 회로(40), 제어 회로(130), 그리고 입출력 래치 회로(100)가

활성화된다(또는 동작한다).

입출력 제어 회로(70)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기입 인에이블 신호(XWEB)가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함에 따라, 하

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된 내부 기입 인에이블 신호(WEB)를 발생한다. 내부 기입 인에이블 신호(WEB)는 외부로부

터 입력된 기입 인에이블 신호(XWEB)가 버퍼링된 신호이다. 내부 기입 인에이블 신호(WEB)가 로우 레벨로 활성화되면

(즉, 데이터 출력 버퍼 & 기입 드라이버 회로(90)가 활성화되면), 제어 회로(130)는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120)를 통해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를 발생하기 시작한다.

감지 증폭기 회로(80)는, 제어 회로(130)로부터 발생된 감지 증폭 인에이블 신호(SAEN)에 응답하여, 대응되는 비트 라인

들(BL0-BLn) 상의 전압들을 감지 증폭한다. 데이터 출력 버퍼 & 기입 드라이버 회로(90)는 입출력 제어 회로(70)로부터

발생된 제어신호들(WEB, OEB)에 응답하여 감지 증폭기 회로(80)에 의해 감지된 결과를 저장하거나 또는 기입될 데이터

를 선택된 비트 라인들로 제공한다. 선택된 비트 라인들로 제공된 데이터는 플레이트 펄스 신호에 응답해서, 대응되는 메

모리 셀에 기입된다. 메모리 셀 어레이(10)에 기입될 유효 데이터는 입출력 래치 회로(100), 데이터 출력 버퍼 ＆ 기입 드

라이버 회로(90), 그리고 열 선택 회로(50)를 통해 선택된 비트 라인들로 전달된다.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120)는, 서메이터(110)로부터 검출된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YTD_SUM)와, 입출력 제어

회로(70)로부터 발생된 내부 기입 인에이블 신호(WEB)에 응답해서, 열 어드레스(CAi/CAiB)가 천이할 때마다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를 발생한다.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의 개수는 천이된 열 어드레스(CAi/CAiB)의 개수에 대응

된다.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120)로부터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의 하이 레벨 구간에서는 데이터 '0'의 기입

동작이 수행되고, 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의 로우 레벨 구간에서는 데이터 '1'의 기입 동작이 각각 수행된다.

제어 회로(130)는 칩 인에이블 플래그 신호(ICE)가 활성화된 구간 동안, 상기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120)를 통해 플레

이트 펄스 신호(PPLS)를 발생하는 기능과, 선택된 비트 라인들(BL0-BLn) 상의 전압들을 감지 증폭하는 감지 증폭 인에

이블 신호(SAEN)를 발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감지 증폭 인에이블 신호(SAEN)는 읽기 동작을 수행할 때는 물론 기입 동

작을 수행하는 구간 동안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에 따르면, 열 어드레스(CAi/CAiB)가 천이할 때마다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에 응답해서, 각각의 열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에 대한 데이터 '0' 및 '1'의 기입 동작이

개별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별도의 데이터 '1'의 기입 구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전체 기입 시간이 줄어들게 된

다. 좀 더 구체적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기입 동작은 아래의 타이밍도를 참조하여 이하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기입 방법을 보여주는 동작 타이밍도이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외부 칩 인에이블 신호(XCEB)가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천이하고 행 어드레스(RA)가 강유

전체 메모리 장치로 제공된다. 행 어드레스(RA)가 천이된 이후, 복수 개의 열 어드레스들(CA)에 대한 천이가 연속해서 발

생한다. 그리고, 행 어드레스(RA)의 천이에 응답해서 펄스 신호(ATD_SUM)가 발생된다.

칩 인에이블 버퍼 회로(60)는 펄스 신호(ATD_SUM)의 하이-로우 천이(또는 비활성화)에 응답하여 칩 인에이블 플래그

신호(ICE)를 활성화시킨다. 행 어드레스 래치 회로(30)는 칩 인에이블 플래그 신호(ICE)의 활성화에 응답하여 행 어드레

스를 래치한다. 그리고, 열 어드레스 래치 회로(40)는 활성화된 칩 인에이블 플래그 신호(ICE)에 응답하여 열 어드레스를

래치하며, 래치된 열 어드레스(CA)는 열 선택 회로(50)와 서메이터(110)로 전달된다.

서메이터(110)는 래치된 열 어드레스(CA)를 받아들여 스큐를 보장하는 신호 폭을 갖는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

(YTD_SUM)를 발생한다.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YTD_SUM)는 열 어드레스(CA)가 천이할 때마다 발생된다.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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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펄스 발생 회로(120)는, 서메이터(110)로부터 검출된 열 어드레스 천이 검출 신호(YTD_SUM)와, 입출력 제어회로(70)

로부터 발생된 제어 신호(WEB)에 응답해서, 열 어드레스(CA)가 천이할 때마다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를 발생한다.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120)가 페이지 기입 동작을 위해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를 발생하는 구간은, 제어 신호

(WEB)가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활성화된 구간 동안이다. 제어 신호(WEB)가 하이 레벨로 비활성화된 구간에서는 읽

기 동작이 수행된다. 아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제어 신호(WEB)가 로우 레벨로 활성화된 구간(즉, 페이지 기입 구

간)에서의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동작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페이지 기입 구간 동안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120)로부터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의 개수는 천이된 열 어드

레스(CA)의 개수에 대응된다. 여기서, 페이지 기입 동작시 연속해서 기입되는 데이터의 개수(즉, 천이된 열 어드레스(CA)

의 개수)는 조절 가능하다. 플레이트 펄스 발생 회로(120)로부터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의 하이 레벨 구간에서

는 데이터 '0'의 기입 동작(W0)이 수행되고, 상기 플레이트 펄스 신호(PPLS)의 로우 레벨 구간에서는 데이터 '1'의 기입 동

작(W1)이 각각 수행된다. 감지 증폭 인에이블 신호(SAEN)는 읽기 동작이 수행되는 구간과, 기입 동작이 수행되는 구간 동

안 모두 하이 레벨로 활성화 된다. 기입 동작이 모두 수행되고 나면 감지 증폭 인에이블 신호(SAEN)는 로우 상태로 비활성

화 된다.

도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는 열 어드레스가 천이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에 응답해서, 대응되는 메모리 셀에 대한 데이터 '0' 및 '1'의 기입 동작을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따

라서, 별도의 데이터 '1'의 기입 구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전체 기입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회로의 구성 및 동작을 상기한 설명 및 도면에 따라 도시하였지만, 이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가능하다. 즉, 도면과 명세

서에서 최적 실시 예가 개시되었으나, 여기서 사용된 특정한 용어들은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

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

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에 따르면, 열 어드레스가 천이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발생된 플레이트

펄스 신호에 응답해서, 대응되는 메모리 셀에 대한 데이터 '0' 및 '1'의 기입 동작을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

서, 전체 기입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안정된 데이터 기입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강유전체 메모리 셀의 구성을 보여주는 회로도;

도 2는 일반적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기입 동작을 보여주는 동작 타이밍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그리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의 페이지 기입 방법을 보여주는 동작 타이밍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 : 메모리 셀 어레이 20 : 행 선택 회로

30, 40 : 어드레스 래치 회로 50 : 열 선택 회로

60 : 칩 인에이블 버퍼 회로 70 : 입출력 제어 회로

80 : 감지 증폭기 회로 100 : 입출력 래치 회로

110 : 서메이터 120 : 플레이트 펄스 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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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데이터 출력 버퍼 & 기입 드라이버 회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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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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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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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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