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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동전압 레벨을 변경할 수 있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57) 요약

구동전압 레벨을 변경할 수 있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는 상 변

화 물질과 다이오드로 구성된 복수개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어레이,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

된 비트라인들과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을 연결시키는 복수개의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들 및 상기 데이터 라인과 센스 증폭

부를 연결하는 제어 노드를 구비하며, 상 변화 메모리 장치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상기 제어 노드 및 상기 칼럼 선택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에 제 1 전압이 승압된 제어 전압들 중에서 대응되는 제어 전압이 각각 인가되고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의 워드라인에는 접지 전압이 인가되며, 대기 모드에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

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이 서로 동일하다. 본 발명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 및 구동 방법은 기입 동작 모드에서는

기입 드라이버, 칼럼 디코더 및 로우 디코더에 충분한 기입 전압을 공급하고,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동작 모드에서는 칼

럼 디코더 및 로우 디코더에 기입 동작 모드에서 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전류의 손실을 줄이고 동작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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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 변화 물질과 다이오드로 구성된 복수개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어레이 ;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비트라인들과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을 연결시키는 복수개의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들 ;

및

상기 데이터 라인과 센스 증폭부를 연결하는 제어 노드를 구비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기입 동작 모드에서 상기 제어 노드 및 상기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제 1 전압이 승압된 제어 전압들 중에서 대

응되는 제어 전압이 각각 인가되고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의 워드라인에는 접지 전압이 인가되며,

대기 모드에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이 서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독출 동작 모드에서 상기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상기 제 1 전압이 인가되고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

의 워드라인에는 접지 전압이 인가되며 상기 제어 노드는 클램핑 전압 레벨로 되고,

상기 대기 모드에서 상기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지 전압이 인가되고 상기 제어 노드는 상기 제 1 전압 레벨

로 프리차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대기 모드에서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은 상기 제 1 전압의 전압 레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대기 모드에서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은 상기 접지 전압 레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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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모드에서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은 플로우팅(floating)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동작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에 연결된 워드라인 및 비트라인이 활성화되는

동안 상기 선택되지 아니한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비트라인들은 플로우팅(floating)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동작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에 연결된 워드라인 및 비트라인이 활성화되는

동안 상기 선택되지 아니한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비트라인들은 소정의 클램핑 전압 레벨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대응되는 상기 제어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하여 상기 제어 노드를 제어하는 기

입 드라이버 ;

대응되는 상기 제어 전압 또는 상기 제 1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를 제어하는 칼럼(column) 디코더 ;

및

대응되는 상기 제어 전압 또는 상기 제 1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어레이의 워드라인들을 제어하는 로우(row) 디코

더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드라이버, 상기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로우 디코더에 각각 대응되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전압들을 각

각 발생하는 승압 회로들 ; 및

상기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로우 디코더에 각각 대응되며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상기 제어 전압 및 상기 제 1

전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응되는 상기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로우 디코더로 인가하는 선택부들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승압 회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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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독출 동작 모드 및 상기 대기 모드에서 상기 제 1 전압을 승압시켜 서브 제어 전압들을 발생하며,

상기 서브 제어 전압들은,

상기 제어 전압들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 1 전압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는 기입 활성 신호이며 상기 기입 동작 모드에서 활성화되고 상기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모드에서 비활성

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2.

상 변화 물질과 다이오드로 구성된 복수개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어레이 ;

상기 메모리 어레이로 데이터를 기입하는 기입 드라이버 ;

상기 데이터가 기입될 메모리 셀의 비트라인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 ; 및

상기 데이터가 기입될 메모리 셀의 워드라인을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를 구비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입 드라이버, 상기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로우 디코더는 각각,

별도의 전압 발생 장치들이 동작 모드에 따라 발생시킨 서로 다른 전압에 의하여 구동되며,

대기 모드에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이 서로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압 발생 장치들은,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 1 전압이 승압된 제어 전압들을 발생하고,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모드에서 상기 제어 전압들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 1 전압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

지는 서브 제어 전압들을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로우 디코더에 각각 대응되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상기 제어 전압 및 상기 제 1 전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응되는 상기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로우 디코더로 인가하는 선택부들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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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신호는 기입 활성 신호이며 상기 기입 동작 모드에서 활성화되고 상기 독출 동작 모드 및 상기 대기 모드에서 비

활성화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6.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 모드에서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은 상기 제 1 전압의 전압

레벨 또는 상기 접지 전압 레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7.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 모드에서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은 플로우팅(floating) 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8.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동작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에 연결된 워드라인 및 비트라인이 활성화되는

동안 상기 선택되지 아니한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비트라인들은 플로우팅(floating)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9.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기입 동작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에 연결된 워드라인 및 비트라인이 활성화되는

동안 상기 선택되지 아니한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비트라인들은 소정의 클램핑 전압 레벨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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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 변화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동작모드에 따라 구동전압 레벨을 변경할 수 있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PRAM (Phase Change Random Access Memory)은 OUM(Ovonic Unified Memory)로 불리기도

한다. OUM은 가열되었다가 냉각되면 두 가지 상태 중 하나의 상태로 유지되며 가열 및 냉각에 의하여 또다시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캘코제나이드 합금(chalcogenide alloy)과 같은 상 변화 물질로 구성된다.

여기서 두 가지 상태란 결정(crystalline) 상태와 비 정질(amorphous) 상태를 의미한다. PRAM에 관해서는 미국 특허 번

호 US 6,487,113 및 US 6,480438에서 설명된 바 있다. PRAM은 결정 상태에서의 저항은 낮고 비 정질 상태에서의 저항

은 높다. PRAM은 저항 값에 따라 논리 값이 0 또는 1로 결정된다. 결정 상태는 셋(set) 또는 논리 0 에 대응되고 비 정질

상태는 리셋(reset) 또는 논리 1 에 대응된다.

PRAM 의 상 변화 물질이 비 정질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저항 열에 의하여 상 변화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된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냉각된다. 상 변화 물질을 결정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상 변화 물질은 일정시간 동안 녹는점 이하의 온도로 가

열된 후 냉각된다.

상 변화 메모리의 핵심은 캘코제나이드(chalcogenide)와 같은 상 변화 물질이다. 상 변화 물질은 일반적으로 GST 합금이

라고 불리는 게르마늄(germanium(Ge)), 안티모니(antimony(Sb)) 및 텔루리움(tellurium(Te))을 포함한다. GST 합금은

가열 및 냉각에 의하여 비 정질 상태(리셋 또는 1 )와 결정 상태(셋 또는 0 )로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성질 때문에 메모리

장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비 정질 상태에서 상 변화 물질은 낮은 반사성과 높은 저항을 가지고 결정상태에서 상 변

화 물질은 높은 반사성과 낮은 저항을 가진다.

캘코제나이드 물질로 만들어진 메모리 셀은 상부 전극, 캘코제나이드 층, 하부전극콘택, 하부전극 및 억세스 트랜지스터를

구비한다. 프로그래밍 된 셀을 독출하는 동작은 캘코제나이드 물질의 저항을 측정함에 의하여 수행된다. 여기서 프로그래

밍이란 메모리 셀을 리셋 상태 또는 셋 상태 중 하나의 상태로 만들어 일정한 논리 값을 가지도록 하는 동작이다.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쓰는 동작은, 캘코제나이드를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시킨 후 빠르게 냉각시켜 비 정질 상태가 되도록

하거나 또는 녹는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한 후 일정한 시간동안 그 온도를 유지한 후 냉각시켜 결정 상태가 되도록 한다.

도 1(a) 및 1(b)는 두 가지 상태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셀을 각각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 변화 메모리 셀(10)은 상 변화 물질(14)위에 형성되는 전도성의 상부 전극(12)을 구비한다. 전도성의 하부 전극 콘택

(BEC)(16)은 상부 전극(12) 및 상 변화 물질(14)을 전도성의 하부 전극(18)과 연결시킨다.

도 1(a)를 참조하면, 메모리 셀(10)은 셋 상태 또는 0 상태에 있다. 이 상태에서 상 변화 물질(14)은 결정 상태이다. 도 1

(b)를 참조하면, 메모리 셀(10)은 리셋 상태 또는 1 상태에 있다. 이 상태에서 상 변화 물질(14)은 비 정질 상태이다.

도 1(a) 및 도 1(b)는 모두 상 변화 메모리 셀(10)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며 워드라인(WL)에 연결되는 다이오드

(D)를 개시한다. 상 변화 메모리 셀(10)에 전류가 흐르면 하부 전극 콘택(16)은 상 변화 물질(14)을 가열시켜 상태를 변화

시키는 히터로서 동작한다.

도 2는 다이오드 타입 상 변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어레이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메모리 어레이(200)의 단위 상 변화 메모리 셀은 비트라인과 워드라인 사이에 상 변화 물질과 직렬 연결

되는 다이오드를 구비한다. 선택된 셀에 연결된 비트라인에는 고전압이 인가되고 선택된 셀에 연결된 워드라인은 저전압

이 인가된다. 선택되지 아니한 나머지 워드라인들에는 모두 고전압이 인가된다.

도 3은 일반적인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 변화 메모리 장치(300)는 메모리 어레이(310), 메모리 어레이 제어부(320), 기입 드라이버(WD), 칼

럼 디코더(YD), 로우 디코더(XD) 및 센스 증폭부(SAU)를 구비한다.

메모리 어레이(310)는 상 변화 물질(GST)과 다이오드(D)로 구성되는 복수개의 메모리 셀(10)들, 노드(NA)와 대응되는

메모리 셀(10)을 연결시키는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CSTR)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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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드라이버(WD)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메모리 셀(10)들에 데이터를 기입한다. 기입 드라이버(WD)의 구조는 한국 특

허출원번호 2004-45849등에 개시된 바 있으므로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로우 디코더(XD)는 기입 동작 시 또는 독출 동작 시 로우 어드레스(XADD)에 응답하여 데이터가 기입 또는 독출 될 메모리

셀(10)을 선택한다. 로우 디코더(XD)는 메모리 셀(10)의 다이오드(D)가 연결된 워드라인(WL)의 전압 레벨을 제어함으로

써 메모리 셀(10)을 선택 또는 비선택한다.

칼럼 디코더(YD)는 칼럼 어드레스(YADD)에 응답하여 기입 동작 시 또는 독출 동작 시 데이터가 기입 또는 독출 될 메모리

셀(10)과 대응되는 노드(NA)를 연결한다. 칼럼 디코더(YD)는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CSTR)의 게이트가 연결된 노드(NB)

의 전압 레벨을 제어함으로써 메모리 셀(10)과 대응되는 노드(NA)를 연결하거나 차단한다.

센스 증폭부(SAU)는 데이터 독출 동작시 노드(NA)의 전압 레벨을 감지하여 데이터 값을 측정한다. 센스 증폭부(SAU)는

센스 증폭 회로(S/A)와 센스 증폭 회로(S/A)의 입력단과 센스앰프 전원 전압(VSA) 사이에 연결되는 바이어스 트랜지스터

(BTR) 및 노드(NA)와 센스 증폭 회로(S/A)의 상기 입력단 사이에 연결되는 클램프 트랜지스터(PTR)를 구비한다. 센스

증폭 회로(S/A)의 다른 입력단에는 기준 전압(VREF)이 인가된다.

센스앰프 전원 전압(VSA)은 기입 드라이버(WD), 칼럼 디코더(YD) 및 로우 디코더(XD)를 구동하는 전원 전압(VCC)과 동

일한 레벨일 수도 있고 다른 레벨일 수 도 있다.

바이어스 트랜지스터(BTR)는 대기모드에서 바이어스 전압(VBIAS)에 의해서 턴 온 되어 노드(NA)를 센스앰프 전원 전압

(VSA) 레벨로 유지시킨다. 클램프 트랜지스터(PTR)는 독출 동작 모드에서 클램프 전압(VCLAMP)에 응답하여 턴 온 되

어 노드(NA)를 클램프 전압(VCLAMP) 레벨로 유지시킨다.

메모리 어레이 제어부(320)는 선택된 메모리 셀(10)의 비트라인에 전원 전압(VCC)을 인가하기 위하여 신호(CE)에 응답

하여 턴 온 되는 트랜지스터들(TR2)과 데이터의 독출 동작이나 기입 동작 이전에 신호(nPULSE)에 응답하여 턴 온 되어

비트라인을 접지 전압(VSS)레벨로 만드는 트랜지스터들(TR1)을 구비한다.

도 3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입 드라이버(WD), 칼럼 디코더(YD) 및 로우 디코더(XD)는 전원 전압(VCC)에 응답하여 구동된

다. 그리고, 기입 동작 모드, 독출 동작 모드 또는 대기 모드에 상관없이 기입 드라이버(WD), 칼럼 디코더(YD) 및 로우 디

코더(XD)로 인가되는 전원 전압(VCC)의 레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기입 동작 모드에서 상 변화 물질의 상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전류를 메모리 셀(10)에 전달하기 위해 상 변화

메모리 장치(300)는 각 노드(NA, NB, NC)들로 인가되는 전압을 높은 레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출 동작 모드

나 대기 모드에서는 제조 공정의 미세화에 따라 동작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동 전압의 레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또

한 대기 모드에서 누설전류로 인한 대기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동작 모드에 따라 필요한 구동 전압의 전압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는 상 변화 물질과 다이오드로 구성된 복

수개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어레이,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비트라인들과 대응되는 데이

터 라인을 연결시키는 복수개의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들 및 상기 데이터 라인과 센스 증폭부를 연결하는 제어 노드를 구비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 변화 메모리 장치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상기 제어 노드 및 상기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제 1 전압이 승압된

제어 전압들 중에서 대응되는 제어 전압이 각각 인가되고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의 워드라인에는 접지 전압이 인가되

며, 대기 모드에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이 서로 동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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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출 동작 모드에서 상기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상기 제 1 전압이 인가되고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

의 워드라인에는 접지 전압이 인가되며 상기 제어 노드는 클램핑 전압 레벨로 되고, 상기 대기 모드에서 상기 칼럼 선택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접지 전압이 인가되고 상기 제어 노드는 상기 제 1 전압 레벨로 프리차지 된다.

대기 모드에서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은 상기 제 1 전압의 전압 레벨이

다. 대기모드에서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은 상기 접지 전압 레벨이다.

대기모드에서 상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은 플로우팅(floating) 된다.

상기 기입 동작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에 연결된 워드라인 및 비트라인이 활성화되는

동안 상기 선택되지 아니한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비트라인들은 플로우팅(floating) 된다.

상기 기입 동작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에 연결된 워드라인 및 비트라인이 활성화되는

동안 상기 선택되지 아니한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비트라인들은 소정의 클램핑 전압 레벨로 된다.

상변화 메모리 장치는 대응되는 상기 제어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하여 상기 제

어 노드를 제어하는 기입 드라이버, 대응되는 상기 제어 전압 또는 상기 제 1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

를 제어하는 칼럼(column) 디코더 및 대응되는 상기 제어 전압 또는 상기 제 1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메모리 어레이의 워

드라인들을 제어하는 로우(row) 디코더를 더 구비한다.

상 변화 메모리 장치는 상기 기입 드라이버, 상기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로우 디코더에 각각 대응되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 전압들을 각각 발생하는 승압 회로들 및 상기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로우 디코더에 각각 대응되며 상기 제어 신호

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상기 제어 전압 및 상기 제 1 전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응되는 상기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로우 디코

더로 인가하는 선택부들을 더 구비한다.

상기 승압 회로들은 상기 독출 동작 모드 및 상기 대기 모드에서 상기 제 1 전압을 승압시켜 서브 제어 전압들을 발생하며,

상기 서브 제어 전압들은 상기 제어 전압들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 1 전압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진다.

상기 제어 신호는 기입 활성 신호이며 상기 기입 동작 모드에서 활성화되고 상기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모드에서 비활성

화 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는 상 변화 물질과 다이오드로 구성

된 복수개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어레이, 상기 메모리 어레이로 데이터를 기입하는 기입 드라이버, 상

기 데이터가 기입될 메모리 셀의 비트라인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데이터가 기입될 메모리 셀의 워드라인을 선택

하는 로우 디코더를 구비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상기 기입 드라이버, 상기 칼럼 디코더 및 상기 로우 디코더는 각각 별도의 전압 발생 장치들이 동

작 모드에 따라 발생시킨 서로 다른 전압에 의하여 구동되며, 대기 모드에서 상기 메모리 어레이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이 서로 동일하다.

상기 전압 발생 장치들은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 1 전압이 승압된 제어 전압들을 발생하고,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모드에

서 상기 제어 전압들 보다 낮은 전압 레벨을 가지며 상기 제 1 전압보다 높은 전압 레벨을 가진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는 상 변화 물질과 다이오드로 구성

되는 상 변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어레이, 기입 승압 회로 및 기입 드라이버를 구비한다.

기입 승압 회로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제 1 전압을 승압시켜 제 1 제어 전압으로 출력하고 독출 동작

모드 또는 대기 모드에서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전압을 승압시켜 제 2 제어 전압으로 출력한다.

기입 드라이버는 상기 제 1 제어 전압에 응답하여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한다. 상기 제어 신호는 기입

활성(write enable) 신호이며 상기 제 1 제어 전압은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의 상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히 높은 전압이

며, 상기 제 2 제어 전압은 상기 제 1 제어 전압보다는 낮으며 상기 제 1 전압보다는 높은 전압 레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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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화 메모리 장치는 상기 기입 동작 모드에서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전압을 승압시켜 제 3 제어 전압으

로 출력하고 상기 독출 동작 모드 및 상기 대기 모드에서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전압을 출력하는 칼럼

(column) 승압 제어부 및 상기 기입 동작 모드에서 상기 제 3 제어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에 연결

된 비트라인을 선택하고, 상기 독출 동작 모드에서 상기 제 1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에 연결된 비

트라인을 선택하는 칼럼 디코더를 더 구비한다.

상 변화 메모리 장치는 상기 기입 동작 모드에서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전압을 승압시켜 제 5 제어 전압으

로 출력하고 상기 독출 동작 모드 및 상기 대기 모드에서 상기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전압을 출력하는 로우(row)

승압 제어부 및 상기 기입 동작 모드에서 상기 제 5 제어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에 연결된 워드라

인을 상기 접지 전압 레벨로 선택하고, 상기 독출 동작 모드에서 상기 제 1 전압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

에 연결된 워드라인을 상기 접지 전압 레벨로 선택하는 로우 디코더를 더 구비한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

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는 상 변화 물질(GST)과 다이오드(D)로 구성된 복수개의 상 변화 메모

리 셀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어레이(410),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비트라인들(BL)과 대응되는 데이터 라인(DL)을

연결시키는 복수개의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들(CSTR) 및 데이터 라인(DL)과 센스 증폭부(SAU)를 연결하는 제어 노드

(N4)를 구비한다.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어 노드(N4) 및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CSTR)의 게이트에 제 1 전압이

승압된 제어 전압들 중에서 대응되는 제어 전압이 각각 인가된다.

선택된 상 변화 메모리 셀의 워드라인에는 접지 전압이 인가되며, 대기 모드에서 메모리 어레이(410)의 상 변화 메모리 셀

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이 서로 동일하다.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는 기입 드라이버(WD), 칼럼 디코더(YD), 로우 디코더(XD), 승압 회로들(PUMPW, PUMPC,

PUMPR) 및 선택부들(CS, RS) 및 메모리 어레이 제어부(450)를 더 구비한다.

메모리 어레이 제어부(450)는 선택된 메모리 셀(10)의 비트라인에 전원 전압(VCC)을 인가하기 위하여 신호(CE)에 응답

하여 턴 온 되는 트랜지스터들(TR2)과 데이터의 독출 동작이나 기입 동작 이전에 신호(nPULSE)에 응답하여 턴 온 되어

비트라인을 접지 전압(VSS)레벨로 만드는 트랜지스터들(TR1)을 구비한다.

메모리 어레이(410)가 구비하는 상 변화 메모리 셀(10)들의 상 변화 물질(GST)은 게르마늄(Ge), 안티모니(Sb) 및 텔루리

움(Te)을 구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선택부(CS)를 칼럼 선택부로 부르고, 선택부(RS)를 로우 선택부로 부른다. 또한, 승압

회로(PUMPW)는 기입 승압 회로로 부르고, 승압 회로(PUMPC)는 칼럼 승압 회로로 부르고, 승압 회로(PUMPR)는 로우

승압 회로로 부른다.

그리고, 칼럼 승압 회로(PUMPC)와 칼럼 선택부(CS)를 칼럼 승압 제어부(420)라고 부르며, 로우 승압 회로(PUMPR)와 로

우 선택부(RS)를 로우 승압 제어부(430)라고 부르기로 한다.

도 5는 도 4의 칼럼 선택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6은 동작 모드에 따라 도 4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각 노드들의 전압 레벨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동작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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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는 각각의 동작 모드에 알맞은 승압 전압을 독립적으로 생성하여 기입

드라이버(WD), 칼럼 디코더(YD) 및 로우 디코더(XD)를 구동하기 위한 승압 회로들을 구비한다.

특히 기입 동작 모드에서 충분한 전류 생성을 위해 승압 회로들은 고전압을 출력하고 대기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승

압 회로들은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의 동작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전압을 출력한다.

기입 승압 회로(PUMPW)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1 전압(VCC)을 승압시켜 제 1 제어 전압

(VPP1)으로 출력하고 독출 동작 모드 또는 대기 모드에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1 전압(VCC)을 승압시켜 제 2

제어 전압(VPP2)으로 출력한다. 기입 드라이버(WD)는 제 1 제어 전압(VPP1)에 응답하여 선택된 메모리 셀(10)에 데이

터를 기입한다.

여기서, 제어 신호는 기입 활성(write enable) 신호이다. 그리고, 제 1 전압(VCC)은 전원 전압이다. 도 3에서 알 수 있듯

이, 종래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300)의 기입 드라이버(WD), 칼럼 디코더(YD) 및 로우 디코더(XD)는 전원 전압(VCC)을

직접 수신하여 구동된다. 그러나 도 4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는 전원 전압(VCC)을 승압하고 동작 모드에 따라 승압

된 전압 레벨을 다르게 하여 기입 드라이버(WD), 칼럼 디코더(YD) 및 로우 디코더(XD)를 구동한다.

여기서, 전원 전압은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압이거나 또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압에 응답하여 내부전압 발생회로(미도시)

에 의하여 발생된 전압일 수 있다.

기입 동작 모드인 경우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의 동작을 설명한다. 기입 동작 모드에서 메모리 어레이(410)의 메모리

셀(10)이 로우 어드레스(XADD)와 칼럼 어드레스(YADD)에 응답하여 선택된다고 가정한다.

기입 동작 모드에서는 기입 드라이버(WD)와 칼럼 디코더(YD) 및 로우 디코더(XD)를 구동하기 위하여 기입 승압 회로

(PUMPW), 칼럼 승압 제어부(420) 및 로우 승압 제어부(430)가 모두 동작한다.

로우(row) 승압 제어부(430)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1 전압(VCC)을 승압시켜 제 5 제어

전압(VPP5)으로 출력한다.

로우 승압 제어부(430)는 로우 승압 회로(PUMPR) 및 로우 선택부(RS)를 구비한다. 로우 승압 회로(PUMPR)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5 제어 전압(VPP5)을 발생하며, 독출 동작 모드 또는 대기 동작 모드에서 제 1

전압(VCC)을 승압시켜 제 6 제어 전압(VPP6)으로 출력한다.

로우 선택부(RS)는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5 제어 전압(VPP5) 및 제 1 전압 중에서 하나를 출력한다. 제어 신호

(WEN)는 기입 활성 신호이므로 기입 동작 모드에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로우 승압 제어부(430)는 활성화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1 전압(VCC)을 승압시켜 제 5 제어 전압

(VPP5)으로 출력한다. 로우 선택부(RS)는 제어 신호(WEN)가 활성화되면 제 5 제어 전압(VPP5)을 선택하여 출력하고 제

어 신호(WEN)가 비활성화 되면 제 1 전압(VCC)을 선택하여 출력한다. 로우 선택부(RS)의 구조는 칼럼 선택부(CS)의 구

조와 동일하며 후술된다.

로우 선택부(RS)에서 출력된 제 5 제어 전압(VPP5)은 로우 디코더(XD)를 구동하고 로우 디코더(XD)는 입력되는 로우 어

드레스(XADD)에 대응되는 메모리 셀(10)의 워드라인(WL1)에 연결된 노드(N6)를 접지 전압 레벨로 제어한다. 이 때, 선

택되지 아니한 워드라인들(WL2~WLn)은 제 5 제어 전압(VPP5)에 의하여 고 전압 레벨로 제어될 수 있다.

칼럼(column) 승압 제어부(420)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1 전압(VCC)을 승압시켜 제 3 제

어 전압(VPP3)으로 출력하고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모드에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1 전압(VCC)을 출력한다.

칼럼 디코더(YD)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 3 제어 전압(VPP3)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칼럼 어드레스(YADD)에 의하여 선

택된 메모리 셀(10)에 연결된 비트라인(BL)을 선택하고, 독출 동작 모드에서 제 1 전압(VCC)에 응답하여 칼럼 어드레스

(YADD)에 의하여 선택된 메모리 셀(10)에 연결된 비트라인(BL)을 선택하고, 대기 모드에서 칼럼 디코더(YD)는 동작하지

아니한다. 칼럼 승압 제어부(420)는 칼럼 승압 회로(PUMPC) 및 칼럼 선택부(CS)를 더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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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승압 회로(PUMPC)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3 제어 전압(VPP3)을 발생하며, 독출 동

작 모드 및 대기 모드에서 제 1 전압(VCC)을 승압시켜 제 4 제어 전압(VPP4)으로 출력한다.

칼럼 선택부(CS)는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3 제어 전압(VPP3) 및 제 1 전압(VCC) 중에서 하나를 출력한다. 칼럼

승압 제어부(420)는 활성화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1 전압(VCC)을 승압시켜 제 3 제어 전압(VPP3)으로 출력

하고 칼럼 선택부(CS)는 활성화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3 제어 전압(VPP3)을 선택하여 칼럼 디코더(YD)로 인

가한다.

도 5에 칼럼 선택부(CS)의 회로 구조가 개시된다. 칼럼 선택부(CS)는 트랜지스터들(TR1~TR6)과 인버터(INV)를 구비한

다. 기입 동작 모드에서 제어 신호(WEN)가 활성화되면 트랜지스터(TR3)는 턴 온 되고 트랜지스터(TR4)는 인버터(INV)

에 의하여 턴 오 프 된다. 트랜지스터(TR3)가 턴 온 되면 트랜지스터(TR3)와 트랜지스터(TR1) 사이의 노드가 접지 전압

(VSS) 레벨이되고 트랜지스터(TR5)가 턴 온 되어 제 3 제어 전압(VPP3)이 출력된다.

반대로, 제어 신호(WEN)가 로우 레벨이면 인버터(INV)에 의해서 트랜지스터(TR4)가 턴 온 되고 트랜지스터(TR4)와 트

랜지스터(TR2) 사이의 노드가 접지 전압(VSS) 레벨로 된다. 그러면 트랜지스터(TR6)가 턴 온 되고 제 1 전압(VCC)이 출

력된다.

로우 선택부(RS)도 칼럼 선택부(CS)의 구조와 동일하다. 칼럼 선택부(CS) 및 로우 선택부(RS)는 제어 신호(WEN)에 응답

하여 입력되는 두 개의 전압중 하나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 5의 칼럼 선택부(CS)의 회로 구조는 하

나의 예이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 3 제어 전압(VPP3)에 의하여 구동되는 칼럼 디코더(YD)는 메모리 셀(10)에 연결된 비트라인(BL)을 선택하는 스위치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압을 노드(N5)로 인가한다. 여기서 스위치는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CSTR)이다. 노드(N5)로 인

가되는 전압은 제 3 제어 전압(VPP3)에 의해서 구동되는 전압이다.

제 3 제어 전압(VPP3)은 선택된 메모리 셀(10)에 연결된 비트라인(BL)을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충분히

높은 전압이다. 예를 들어, 제 3 제어 전압(VPP3)은 약 3~5V 사이의 전압이 될 수 있다.

제 3 제어 전압(VPP3)에 의하여 메모리 셀(10)과 노드(N4)를 연결하는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CSTR)는 도 3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300)의 기입 동작 모드에서보다 턴 온 되는 정도가 더 커진다.

기입 동작 모드에서 기입 승압 회로(PUMPW)는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1 전압(VCC)을 승압시켜 제 1 제어 전압

(VPP1)을 출력하고, 기입 드라이버(WD)는 제 1 제어 전압(VPP1) 응답하여 노드(N4)로 기입 전압을 인가한다.

기입 전압은 상기 제 1 제어 전압(VPP1)에 의하여 구동되는 전압이며 제 1 제어 전압(VPP1)은 메모리 셀(10)의 상 변화

를 일으키기에 충분히 높은 전압이다. 예를 들어, 제 1 제어 전압(VPP1)은 약 3~5V 사이의 전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입 동작 모드에서 기입 승압 회로(PUMPW), 칼럼 승압 회로(PUMPC) 및 로우 승압 회로(PUMPR)는 각각 대

응되는 노드들(N1, N2, N3)로 활성화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해서 제 1 제어 전압(VPP1), 제 3 제어 전압(VPP3) 및

제 5 제어 전압(VPP5)을 발생한다.

그리고, 기입 드라이버(WD), 칼럼 디코더(YD) 및 로우 디코더(XD)는 각각 제 1 제어 전압(VPP1), 제 3 제어 전압(VPP3)

및 제 5 제어 전압(VPP5)에 응답하여 노드들(N4, N5, N6)을 제어한다. 따라서, 기입 동작시 발생되는 전류의 손실을 줄

일 수 있다.

기입 동작 모드에서의 각 노드들(N1~N6)의 전압 레벨 상태가 도 6에 개시된다.

도 7 내지 도 9를 참조하면, 기입 동작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선택되지 아니한 비트라인들을 플로우팅(floating)시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기입 동작 모드나 독출 동작 모드에서 선택되지 아니한 비트라인은 로우 레벨이 되는데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는 기입 동작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선택된 워드라인이 실제로 활성화되

는 동안(도 7내지 도 9의 A 및 B 부분) 선택되지 아니한 비트라인들은 플로우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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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택된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이 로우 레벨인 경우 선택된 비트라인의 고 전압이 선택된 워드라인에 연결된 인접한 상

변화 메모리 셀을 통하여 비선택된 비트라인으로 흐르는 누설전류가 발생될 수 있다. 비선택된 비트라인들을 플로우팅 시

킨다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도 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는 기입 동작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선택되지

아니한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을 소정의 클램핑 전압 레벨로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입 동작 모드나 독출 동작 모드에서 선택되지 아니한 비트라인은 로우 레벨이 되는데, 이 경우, 선택되어 고 전압이 인가

된 비트라인과 선택되어 접지 전압 레벨로 된 워드라인 및 선택된 비트라인에 인접한 비선택된 비트라인은 PNP 타입의 트

랜지스터를 형성하게되고 선택된 비트라인으로부터 비선택된 비트라인으로 누설전류가 흐르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는 기입 동작 모드 및 독출 동작 모드에서 선택된 워드라인이 실제로 활

성화되는 동안 선택되지 아니한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을 소정의 클램핑 전압 레벨로 유지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누설 전

류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클램핑 전압 레벨은 상기 누설전류가 발생되지 아니할 정도로 상기 선택된 비트라인의 전압 레벨에 근접하는 레벨일 수 있

다.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모드인 경우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의 동작을 설명한다. 독출 동작 모드에서 메모리 어레이

(410)의 메모리 셀(10)이 선택된다고 가정한다.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모드에서 제어 신호(WEN)는 비활성화 되고 기입 드라이버(WD)는 동작하지 아니한다. 기입 승압

회로(PUMPW)는 비활성화 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2 제어 전압(VPP2)을 노드(N1)로 발생한다. 제 2 제어 전

압(VPP2)은 제 1 제어 전압(VPP1)보다는 낮으며 제 1 전압(VCC)보다는 높은 전압 레벨이다. 예를 들어, 제 2 제어 전압

(VPP2)의 전압 레벨은 제 1 전압(VCC)의 전압 레벨과 약 3V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제 2 제어 전압(VPP2)은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가 다시 기입 동작 모드 상태가 되면 짧은 시간 내에 기입 승압 회로

(PUMPW)가 제 1 제어 전압(VPP1)을 발생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즉, 기입 동작 모드가 아닌 경우에도 제 1 제어 전압

(VPP1)보다는 낮은 레벨을 가지지만 제 1 전압(VCC)을 승압시킨 제 2 제어 전압(VPP2)을 발생함으로써 기입 동작 모드

로 전환된 경우에도 제 1 제어 전압(VPP1)을 빠른 속도로 발생할 수 있다.

대기모드에서 바이어스 트랜지스터(BTR)는 바이어스 전압(VBIAS)에 의해서 턴 온 되어 노드(N4)를 제 1 전압(VCC) 레

벨로 유지시킨다. 독출 동작 모드에서 클램프 트랜지스터(PTR)는 클램프 전압(VCLAMP)에 응답하여 턴 온 되어 노드

(N4)를 클램프 전압(VCLAMP) 레벨로 유지시킨다

독출 동작 모드에서 노드(N4)가 클램프 전압(VCLAMP) 레벨로 유지되는 동작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칼럼 승압 회로(PUMPC)는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동작 모드에서 비활성화 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1 전압

(VCC)을 승압 시킨 제 4 제어 전압(VPP4)을 노드(N2)로 출력한다. 제 4 제어 전압(VPP4)은 제 3 제어 전압(VPP3)보다

는 낮으며 제 1 전압(VCC)보다는 높은 전압 레벨이다. 예를 들어, 제 4 제어 전압(VPP4)의 전압 레벨은 제 1 전압(VCC)

의 전압 레벨과 약 3V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제 4 제어 전압(VPP4)도 제 2 제어 전압(VPP2)과 마찬가지로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가 다시 기입 동작 모드 상태가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칼럼 승압 회로(PUMPC)가 제 3 제어 전압(VPP3)을 발생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즉, 기입 동작 모드가 아닌 경우에도 제 3 제어 전압(VPP3)보다는 낮은 레벨을 가지지만 제 1 전압(VCC)을 승압시킨 제 4

제어 전압(VPP4)을 발생함으로써 기입 동작 모드로 전환된 경우에도 제 3 제어 전압(VPP3)을 빠른 속도로 발생할 수 있

다.

독출 동작 모드에서 칼럼 선택부(CS)는 제 1 전압(VCC)을 선택하여 칼럼 디코더(YD)로 출력한다. 그리고, 칼럼 디코더

(YD)는 제 1 전압(VCC)에 응답하여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CSTR)의 게이트에 연결된 노드(N5)의 전압 레벨을 제어한다.

따라서,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CSTR)는 턴 온 되고 메모리 셀(10)로부터 독출 된 데이터를 노드(N4)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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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동작 모드에서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CSTR)가 제 3 제어 전압(VPP3)에 응답하여 턴 온 되지만 독출 동작 모드에서

는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CSTR)가 제 1 전압(VCC)에 응답하여 턴 온 된다.

대기모드에서 칼럼 디코더(YD)는 칼럼 선택부(CS)로부터 제 1 전압(VCC)을 수신하지만 칼럼 디코더(YD)는 동작하지 아

니하며 칼럼 선택 트랜지스터(CSTR)도 비선택 되고 노드(N5)는 접지 전압(VSS) 레벨이 된다.

로우 승압 회로(PUMPR)는 독출 동작 모드에서 비활성화 된 제어 신호(WEN)에 응답하여 제 1 전압(VCC)을 승압 시킨 제

6 제어 전압(VPP6)을 노드(N3)로 출력한다. 제 6 제어 전압(VPP6)은 제 5 제어 전압(VPP5)보다는 낮으며 제 1 전압

(VCC)보다는 높은 전압 레벨이다. 예를 들어, 제 6 제어 전압(VPP6)의 전압 레벨은 제 1 전압(VCC)의 전압 레벨과 약 3V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제 6 제어 전압(VPP6)도 제 2 제어 전압(VPP2)과 마찬가지로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가 다시 기입 동작 모드 상태가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로우 승압 회로(PUMPR)가 제 5 제어 전압(VPP5)을 발생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즉, 기입 동작 모드가 아닌 경우에도 제 5 제어 전압(VPP5)보다는 낮은 레벨을 가지지만 제 1 전압(VCC)을 승압시킨 제 6

제어 전압(VPP6)을 발생함으로써 기입 동작 모드로 전환된 경우에도 제 5 제어 전압(VPP5)을 빠른 속도로 발생할 수 있

다.

독출 동작 모드에서 로우 선택부(RS)는 제 1 전압(VCC)을 선택하여 로우 디코더(XD)로 출력한다. 그리고, 로우 디코더

(XD)는 제 1 전압(VCC)에 응답하여 메모리 셀(10)의 워드라인(WL1)에 에 연결된 노드(N6)의 전압 레벨을 접지 전압 레

벨로 제어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는 대기모드에서 메모리 어레이(410)의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을 서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누설전류를 차단한다.

대기 모드에서 상 변화 메모리 셀들에 연결된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이 서로 동일하면 되므로 워드라인들

과 비트라인들의 전압 레벨을 제 1 전압(VCC)의 전압 레벨로 제어할 수도 있고(도 7참조), 접지 전압 레벨로 제어할 수도

있으며(도 8참조) 워드라인들과 비트라인들을 플로우팅(floating) 시킬 수도 있다.(도 9 참조)

제 1 전압(VCC)에 응답하여 동작 모드에 따라 서로 다른 전압 레벨을 가지는 제어 전압들을 발생하는 기입 승압 회로

(PUMPW), 칼럼 승압 회로(PUMPC) 및 로우 승압 회로(PUMPR)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차동 증폭기형 승압 회로

등 다양할 수 있으며 당업자라면 승압 회로의 구조 및 동작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칼럼 디코더(YD)와 로우 디코더(XD) 의 구조 및 동작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제 1 내지 제 6 제어 전압(VPP1~VPP6)의 전압 레벨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이러한 전압 레벨은 본 발명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의 동작을 위한 하나의 실시예일 뿐 이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에서 제 2, 제 4및 제 6 제어 전압(VPP2, VPP4, VPP6)의 전압 레벨은

제 1 전압(VCC)의 전압 레벨보다 크다고 설명되었다. 제 2, 제 4및 제 6 제어 전압(VPP2, VPP4, VPP6)의 전압 레벨이

제 1 전압(VCC)의 전압 레벨보다 큰 이유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가 다시 기입 동작 모드 상태가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제 2, 제 4 및 제 6 제어 전압(VPP2, VPP4, VPP6)의 전압 레벨을 제 1, 제 3 및 제 5 제어 전압(VPP1, VPP3, VPP5)의

전압 레벨로 승압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로서 제 2, 제 4및 제 6 제어 전압(VPP2, VPP4, VPP6)의 전압 레벨은 제 1 전압(VCC)의 전압 레벨

과 동일할 수 있다. 즉, 제어 신호(WEN)가 활성화된 경우 제 1, 제 3 및 제 5 제어 전압(VPP1, VPP3, VPP5)의 전압 레벨

로 승압 되는 시간이 앞의 실시예에서보다 길어질 수 있지만, 기입 승압 회로(PUMPW), 칼럼 승압 회로(PUMPC)및 로우

승압 회로(PUMPR)는 제어 신호(WEN)가 비활성화 된 경우에는 제 2 제 4및 제 6 제어 전압(VPP2, VPP4, VPP6)을 출력

하지 아니하고 제 1 전압(VCC)을 출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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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400)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 높은 전압 레벨을 이용하여 기입 드라이버(WD)

, 칼럼 디코더(YD) 및 로우 디코더(XD)를 구동하고,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모드에서는 기입 동작 모드에서보다 낮은 전

압 레벨을 이용하여 기입 드라이버(WD), 칼럼 디코더(YD) 및 로우 디코더(XD)를 구동함으로써 기입 동작시의 소비 전류

를 감소시키고 동작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서 사용된 용어들 중에서 서브 제어 전압들은

앞서 설명된 제 2, 제 4 및 제 6 제어 전압들(VPP2, VPP4, VPP6)을 의미하며, 제어 노드는 노드(N4)를 의미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가 게르마늄(Ge), 안티모니(Sb) 및 텔루리움(Te)으로 구성되는 상 변화 물질을 구비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인가되는 전류 또는 전압에 의하여 상태가 변화되는 어떠한 적당한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모리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 및 구동 방법은 기입 동작 모드에서는 기입 드라이버, 칼럼 디코더

및 로우 디코더에 충분한 기입 전압을 공급하고, 독출 동작 모드 및 대기 동작 모드에서는 칼럼 디코더 및 로우 디코더에

기입 동작 모드에서 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전류의 손실을 줄이고 동작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대기 모드에서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의 전압 레벨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누설전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a) 및 1(b)는 두 가지 상태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셀을 각각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다이오드 타입 상 변화 메모리 셀들을 구비하는 메모리 어레이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3은 일반적인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4의 칼럼 선택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회로도이다.

도 6은 동작 모드에 따라 도 4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각 노드들의 전압 레벨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도 4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대기 모드시의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의 전압 레벨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도 4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대기 모드시의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의 전압 레벨을 설명하는 다른 도면이다.

도 9는 도 4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대기 모드시의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의 전압 레벨을 설명하는 다른 도면이다.

도 10은 도 4의 상 변화 메모리 장치의 기입 및 독출 동작 모드시의 선택되지 않은 비트라인의 전압 레벨을 설명하는 도면

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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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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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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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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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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