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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화 메모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을 제공한다. 이 장치는 상변화막 패턴, 상변화막 패턴의 일면에 접속하는 제 1 전극 구

조체 및 제 1 전극 구조체로부터 이격되어 상변화막 패턴에 접속하는 제 2 전극 구조체를 구비한다. 이때, 제 1 전극 구조

체 및 제 2 전극 구조체 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변화막 패턴에 병렬로 연결되는 복수개의 저항 패턴들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변화막 패턴;

상기 상변화막 패턴에 접속하는 제 1 전극 구조체; 및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로부터 이격되어, 상기 상변화막 패턴에 접속하는 제 2 전극 구조체를 구비하되,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 및 상기 제 2 전극 구조체 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상변화막 패턴에 병렬로 연결되는 복수개의 저

항 패턴들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 패턴들의 전기적 저항은 적어도 하나의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 패턴들의 비저항은 적어도 하나의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 패턴들은 티타늄 질화막, 티타늄알루미늄 질화막, 다결정 실리콘, 탄탄륨 질화막 및 텅스텐 중의 적어도 한가지

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 패턴들 각각에 접속하는 상기 상변화막 패턴의 부분들은 병렬 연결된 복수개의 메모리 요소들(memory

elements)을 구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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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요소들 각각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에 접속하는 트랜지스터; 및

상기 제 2 전극 구조체에 접속하는 비트 라인을 더 포함하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병렬로 연결하는 복수개의 저항 패턴들로 구성되고,

상기 제 2 전극 구조체는 상기 비트 라인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직렬로 연결하되,

상기 저항 패턴들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 요소들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직렬로 연결하고,

상기 제 2 전극 구조체는 상기 비트 라인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병렬로 연결하는 복수개의 저항 패턴들로 구성되되,

상기 저항 패턴들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 요소들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병렬로 연결하는 복수개의 하부 저항 패턴들로 구성되

고,

상기 제 2 전극 구조체는 상기 비트 라인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병렬로 연결하는 복수개의 상부 저항 패턴들로 구성되

되,

상기 상부 저항 패턴들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상부 메모리 요소들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갖고, 상기 하

부 저항 패턴들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하부 메모리 요소들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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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 구조체들 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상변화막 패턴의 일면에 접속하는 축 전극; 및

상기 축 전극을 둘러싸면서 상기 상변화막 패턴의 일면에 접속하는, 적어도 한 개의 링 전극들을 포함하되,

상기 축 전극과 상기 링 전극들 사이에는 이들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절연막 패턴들이 개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화 메모리 장치.

청구항 11.

서로 다른 문턱 전압들을 가지면서 병렬 연결된 복수개의 메모리 요소들을 구비하는 상변화 메모리 셀의 동작 방법으로,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의 쓰기 동작은 한 개의 상변화 메모리 셀이 여러 개의 데이터 상태들을 가질 수 있도록, 상기 문턱

전압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 요소들 중 일부의 저항을 선택적으로 변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의 읽기 동작은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저항의 차이에 따른 전류의 차이를 센싱하여 상기 데이터 상

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변화 메모리 셀의 동작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의 쓰기 동작은

상기 메모리 요소들 전부를 오프 상태로 만드는 리셋(reset) 단계; 및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적어도 하나를 선택적으로 온 상태로 만드는 셋(set) 단계들을 포함하되,

상기 셋 단계들은 상기 문턱 전압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상변화 메모리 셀의 동작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리셋 단계는 상기 문턱 전압들 중의 가장 큰 크기보다 큰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셋 단계는 상기 문턱 전압들 사이의 전압을 인가하여, 인가되는 전압보다 낮은 문턱 전압을 갖는 메모리 요소들을 선

택적으로 온 상태로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셀의 동작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셋 단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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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보다 작은 N 개의 메모리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온 상태로 만드는 제 1 셋 단계; 및

M보다 작거나 같은 N+1개의 메모리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온 상태로 만드는 제 2 셋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M은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총수이고, 상기 N은 1보다 크고 상기 M보다 작은 정수이고,

상기 제 1 셋 단계와 상기 제 2 셋 단계 사이에는 상기 리셋 단계를 더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셀의 동

작 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요소 각각은 상변화 물질 및 상기 상변화 물질의 일측에 접속된 도전성 가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 요

소들의 상변화 물질은 상변화막 패턴을 구성하고,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도전성 가열 수단들은 서로 다른 저항을 갖되,

상기 리셋 단계는 모든 메모리 요소들의 상변화 물질을 비정질 상태로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셋 단계는 상기 도전성 가열 수단들의 저항의 차이를 이용하여 소정의 메모리 요소의 상변화 물질을 선택적으로 결정

상태로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변화 메모리 셀의 동작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의 쓰기 동작은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양단에 소정 크기의 전압을 인가하는 전압 강제 방식 및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양단에 소정 크기의 전류를 흘리는 전류 강제 방식 중의 한가지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화

메모리 셀의 동작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메모리 반도체 장치는 저장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전원 공급이 필요한가에 따라 휘발성 메모리 장치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로 구분된다. 디램 및 에스램 등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빠른 동작 속도를 갖지만,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는 제한을 갖는다.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는 전원 공급과 관련된 제한은 없지만, 쓰

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러한 일반적인 메모리 장치들의 장점 및 단점은 아래 표 1에 개시되었다.) 이에 따

라, 현재 사용되는 메모리 장치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표 1]

 휘발성 메모리 장치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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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RAM DRAM FLASH FeRAM MRAM PRAM

READ 고속 중속 고속 중속 중~고속 중~고속

WRITE 고속 중속 저속 중속 중~고속 중속

Non-volatility 없음 없음 있음 중간 있음 있음

Refresh 불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Size of Unit Cell 대 소 소 중 중 소

전자 제품의 소형화/휴대화 추세 및 반도체 장치 가격의 집적도 의존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메모리 장치는 비휘발성, 저전

력 소모, 빠른 동작 속도 및 높은 집적도와 같은 기술적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변화 메모리 장치(PRAM),

자기 메모리 장치(MRAM) 및 강유전체 메모리 장치(FeRAM) 등이 이러한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메모리 장치들 중에서, 특히, 상기 상변화 메모리 장치는 상변화 합금 박막의 형성 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어려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상변화 메모리 장치는 대략 1013회

이상의 정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수명이 길며, 대략 30ns의 고속 동작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도 1은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상변화 물질막의 결정 상태의 변화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시간

(T)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상기 상변화 물질막에 가해지는 온도(TMP)를 나타낸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상변화 물질막을 용융온도(melting temperature; Tm)보다 높은 온도에서 제 1 시간(first

duration; T1)동안 가열한 후 냉각시키면, 상기 상변화 물질막은 비정질 상태(amorphous state)가 된다(①). 또한, 상기

상변화 물질막을 상기 용융온도(Tm)보다 낮고 결정화 온도(crystallization temperature; Tc)보다 높은 온도에서 상기 제

1 시간(T1)보다 긴 제 2 시간(second duration; T2)동안 가열한 후 냉각시키면, 상기 상변화 물질막은 결정 상태

(crystalline state)가 된다(②). 이때, 상기 상변화 물질막의 저항은 비정질 상태일 때보다 결정 상태일 때 더 낮다. 상기 상

변화 메모리 셀의 읽기 동작은 이러한 상변화 물질막의 결정 상태에 따른 저항의 차이를 이용한다. 즉,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에 저장된 데이터는 상기 상변화 물질막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센싱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상변화 메모리 장치는 상기 상변화 물질막의 결정 상태를 이용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구별하기 때문에, 통상적

인 메모리 장치와 달리, 하나의 상변화 메모리 셀은 여러 개의 데이터 상태들을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상변화

물질막에 형성되는 결정 상태를 갖는 영역(이하, 결정 영역)의 부피를 조절할 경우, 상기 상변화 물질막의 전기적 저항은

달라진다. 상술한 것처럼, 상기 상변화 물질막에 저장된 정보는 그것의 전기적 저항에 의존적(dependent)이기 때문에, 상

기 결정 영역의 부피 조절은 한 개의 셀이 여러 개의 데이터 상태들을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상기 결정 영역의 부피를 변화시킬 경우 측정되는 전류-전압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2에서, x값은 상기

상변화 물질막의 저항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로서, x=1인 전류-전압 곡선(I-V curve)은 상기 상변화 물질막의 프로그램가

능 영역(programmable region) 전체가 비정질 상태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쓰기 동작은 상기 상변화 물질막

전체의 결정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소적 영역의 결정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때, 상기 '프로그램가능 영역'은 쓰

기 동작에서 결정 상태가 변하는 국소적 영역의 최대 크기를 의미한다.) 또한, x=0인 전류-전압 곡선은 상기 프로그램가능

영역 전체가 결정 상태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0<x<1인 전류-전압 곡선은 상기 프로그램 가능 영역의 일부가 결정 상태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며, x값의 변화는 상기 결정 영역의 부피의 변화를 의미한다.

도 2를 참조하면, x=1인 전류-전압 곡선은 제 1 변곡점(P1)과 상기 제 1 변곡점(P1)보다 더 작은 전압 좌표 및 더 큰 전류

좌표에 위치하는 제 2 변곡점(P2)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다른 x값의 전류-전압 곡선들 역시 각각의 제 1 및 제 2 변곡점들

을 갖는다. 이때, 상기 제 1 변곡점(P1)의 전압 좌표(예를 들면, V1, V0.8, V0.6)는 비정질 상태의 상변화 물질막에 상기 x값

에 상응하는 부피의 결정 영역들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전압(즉, 문턱 전압(Vth))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상변화

메모리 셀에 상기 V1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면 상기 프로그램 가능 영역 전체는 결정 상태가 되고, 인가 전압이 V0.6과 V0.8

사이의 값일 경우 상기 프로그램가능 영역에는 0.6과 0.8 사이의 x값에 해당하는 부피를 갖는 결정 영역이 상기 프로그램

가능 영역 내에 형성된다. 이에 따라, 도시된 것처럼, 소정의 읽기 전압(VR)에서 측정되는 전류의 크기는 각 결정 영역들의

부피(즉, x값)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x값 의존적인 전류 특성에 의해, 상술한 것처럼 한 개의 셀은 여러 개의 데이터 상

태들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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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x=0, 0.2, 0.4인 전류-전압 곡선들을 참조하면, 이들의 변곡점 위치(즉, 문턱 전압의 크기)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

턱 전압 크기의 불분명함은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을 요구되는 데이터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압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소정의 쓰기 전압을 인가할 때, 상변화 메모리 셀이 어떤 데이터 상태로 바뀔지 불분명하다. 이에 더하여, 문턱

전압 크기의 불분명함 때문에, x=0, 0.2, 0.4인 상태들의 문턱 전압 크기는 읽기 동작에서 인가되는 전압과 분명하게 구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읽기 동작은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의 데이터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기록된 데이터

상태의 변화는 메모리 장치의 제품 특성에 치명적이다.

반면, x=0, 0.4, 0.6인 전류-전압 곡선들을 참조하면, 상기 읽기 전압(VR)에서 흐르는 전류들을 구분하기 어렵다. 각 데이

터 상태에 따른 전류 크기의 차이는 기록된 데이터를 결정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류 차이의 작음은 읽기 동작

을 어렵게 만든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구별되는 문턱 전압들(discrete threshold voltages)을 갖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

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읽기 동작에 의한 데이터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를 제

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다른 기술적 과제는 구별되는 문턱 전압들을 갖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다른 기술적 과제는 읽기 동작에 의한 데이터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의

동작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상변화막 패턴에 병렬 연결된 복수개의 저항 패턴들을 구비하는 상변화

메모리 장치를 제공한다. 이 장치는 상변화막 패턴, 상기 상변화막 패턴의 일면에 접속하는 제 1 전극 구조체 및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로부터 이격되어 상기 상변화막 패턴에 접속하는 제 2 전극 구조체를 구비한다. 이때,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

및 상기 제 2 전극 구조체 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상변화막 패턴에 병렬로 연결되는 복수개의 저항 패턴들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저항 패턴들의 전기적 저항은 적어도 하나의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다. 이를 위해, 상기 저항 패턴

들의 비저항은 적어도 하나의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상기 저항 패턴들 각각에 접속하는 상기 상변화막 패

턴의 부분들은 병렬 연결된 복수개의 메모리 요소들(memory elements)을 구성하며, 각 메모리 요소들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에는 트랜지스터가 접속되고, 상기 제 2 전극 구조체에

는 비트 라인이 접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병렬로 연결하

는 복수개의 저항 패턴들로 구성되고, 상기 제 2 전극 구조체는 상기 비트 라인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직렬로 연결될 수

있다. 또는,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직렬로 연결되고, 상기 제 2 전극 구조체는

상기 비트 라인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병렬로 연결하는 복수개의 저항 패턴들로 구성될 수 있다. 각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저항 패턴들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 요소들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더하여, 상기 제 1 전극 구조체는 상기 트랜지스터와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병렬로 연결하는 복수개의 하부 저항 패

턴들로 구성되고, 상기 제 2 전극 구조체는 상기 비트 라인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을 병렬로 연결하는 복수개의 상부 저항

패턴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상부 저항 패턴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상부 메모리 요소들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갖고, 상기 하부 저항 패턴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하부 메모리 요소들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 구조체 중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상변화막 패턴의 일면에 접속하는

축 전극 및 상기 축 전극을 둘러싸면서 상기 상변화막 패턴의 일면에 접속하는 적어도 한 개의 링 전극들을 포함할 수 있

다. 이때, 상기 축 전극과 상기 링 전극들 사이에는 이들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절연막 패턴들이 개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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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메모리 요소들의 문턱 전압에 따른 선택적 쓰기 동작을 포함하는 상변

화 메모리 셀의 동작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들을 가지면서 병렬 연결된 복수개의 메모리 요소들

을 구비하는 상변화 메모리 셀에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의 쓰기 동작은 한 개의 상변화 메

모리 셀이 여러 개의 데이터 상태들을 가질 수 있도록, 상기 문턱 전압들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일부의

저항을 선택적으로 변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의 읽기 동작은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저항

의 차이에 따른 전류의 차이를 센싱하여 상기 데이터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의 쓰기 동작은 상기 메모리 요소들 전부를 오프 상태로 만드는 리셋(reset) 단계 및 상기 메모리 요

소들의 적어도 하나를 선택적으로 온 상태로 만드는 셋(set) 단계들을 포함한다. 이때, 상기 셋 단계들은 상기 문턱 전압들

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리셋 단계는 상기 문

턱 전압들 중의 가장 큰 크기보다 큰 전압을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셋 단계는 상기 문턱 전압들 사이의 전압을

인가하여 인가되는 전압보다 낮은 문턱 전압을 갖는 메모리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온 상태로 만드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셋 단계들은 M보다 작은 N 개의 메모리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온 상태로 만드는 제 1

셋 단계 및 M보다 작거나 같은 N+1개의 메모리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온 상태로 만드는 제 2 셋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M은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총수이고, 상기 N은 1보다 크고 상기 M보다 작은 정수이다. 본 발명의 변형된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제 1 셋 단계와 상기 제 2 셋 단계 사이에는 상기 리셋 단계를 더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메모리 요소 각각은 상변화 물질 및 상기 상변화 물질의 일측에 접속된 도전성 가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메

모리 요소들의 상변화 물질은 상변화막 패턴을 구성하고,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도전성 가열 수단들은 서로 다른 저항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리셋 단계는 모든 메모리 요소들의 상변화 물질을 비정질 상태로 만드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

기 셋 단계는 상기 도전성 가열 수단들의 저항의 차이를 이용하여 소정의 메모리 요소의 상변화 물질을 선택적으로 결정

상태로 만드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상변화 메모리 셀의 쓰기 동작은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양단에 소정 크기의 전압을 인가하는 전압 강제 방식 및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양단에 소정 크기의 전류를 흘리는 전류 강제 방식 중의 한가지를 사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이상의 본 발명의 목적들, 다른 목적들, 특징들 및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된 이하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통해서 쉽

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는 개시된 내용이 철저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이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어떤 막이 다른 막 또는 기판 상에 있다고 언급되는 경우에 그것은 다른 막 또는 기판 상에 직접 형성될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사이에 제 3의 막이 개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면들에 있어서, 막 및 영역들의 두께는

기술적 내용의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과장된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의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제1, 제2, 제3 등의 용어가

다양한 영역, 막들 등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이들 영역, 막들이 이 같은 용어들에 의해서 한정되어서는 안 된

다. 이들 용어들은 단지 어느 소정 영역 또는 막을 다른 영역 또는 막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어

느 한 실시예에의 제1막질로 언급된 막질이 다른 실시예에서는 제2막질로 언급될 수도 있다. 여기에 설명되고 예시되는

각 실시예는 그것의 상보적인 실시예도 포함한다.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공정 단면도 및 회로도이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는 상변화막 패턴(50)을 구비한다.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은

안티몬(antimony, Sb)을 포함하는 함금 물질들 중의 한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Ge2Sb2Te5(이하 'GTS

막')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에는 서로 이격된 하부 전극(40)과 상부 전극(60)이 전기적으로 접속한

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하부 전극(40)은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에 병렬 연결된 복수개의 하부 저항 패턴들로 이루

어진다.

이때,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은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에 다양한 방법으로 병렬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것처럼, 상기 하부 전극(40)은 축 전극(41)과 상기 축 전극(41)을 둘러싸는 복수개의 링 전극들(42, 43)을 구

비할 수 있다. 상기 축 전극(41) 및 상기 링 전극들(42, 43)은 상기 하부 저항 패턴으로 사용된다. (도 5a에는 단지 두 개의

링 전극들(42, 43)이 도시되었으나, 링 전극의 개수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축 전극(41)과 상기 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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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42) 사이 및 상기 링 전극들(42, 43) 사이에는, 도 5a에 도시된 것처럼, 이들을 전기적으로 분리시키는 절연막 패턴들

(44)이 개재될 수 있다. 또는, 상기 축 전극(41) 및 링 전극들(42, 43)이 서로 다른 비저항을 갖는 물질들로 형성될 경우, 도

5b에 도시된 것처럼, 이들은 절연성 패턴없이 서로 접촉될 수도 있다.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의 물질 및 비저항과 관련된

내용은 이후 다시 설명될 것이다.)

또다른 병렬 연결의 예로서, 상기 하부 전극(40)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격된 복수개의 하부 저항 패턴들(45, 46, 47)로 구성

될 수 있다(도 5c 참조). 즉, 각 하부 저항 패턴들(45, 46, 47)의 중심 축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하부 전극(40)을

구성하는 하부 저항 패턴들의 개수는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병렬 연결의 경우,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45, 46, 47)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상기 상변화막 패턴(50)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이 상기 하부 전극(40)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

(50)의 가능한 병렬적 연결들 모두에 적용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예를 들면,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은 서로 이격되어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의 측벽들에 연결될 수도 있다(도시하지 않음).

다시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하부 전극(40) 및 상기 상부 전극(60)은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을 선택하기 위한 셀

트랜지스터(CTR) 및 비트 라인(BL)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을 위해, 도시된 것처럼, 플러그들(31, 33) 및 패

드들(32)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셀 트랜지스터(CTR)는 워드라인(WL)에 연결된 게이트 전극(110G), 소오스 라인

(SL)에 연결된 소오스 전극(110S) 및 상기 하부 전극(40)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110D)을 구비하는 모오스 트랜지스터일

수 있다. 상기 워드라인(WL)은 상기 소오스 라인(SL)에 평행하고 상기 비트라인(BL)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배치된다. 상

기 셀 트랜지스터(CTR)와 상기 비트라인(BL) 사이에는 상술한 도전성 패턴들을 구조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들을 전기적으

로 절연시키는 층간절연막들(21, 22, 23)이 배치될 수 있다.

한편, 종래 기술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은 그 결정 상태에 따라 전기적 저항이 변하며, 상변화 메모리

장치의 정보 저장 메커니즘은 이러한 전기적 저항의 변화에 기초한다. 따라서, 각 하부 저항 패턴들과 이에 접촉하는 상변

화막 패턴(50)의 부분들은 메모리 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독립된 메모리 요소들(memory elements, M1~Mn)을 구성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것처럼,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은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에 병렬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 메

모리 요소들 역시 병렬 연결된 한 개의 메모리 구조체를 구성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한 개의 셀은 한 개의 메모리 구조

체를 구비하고, 상기 메모리 구조체는 복수개의 병렬 연결된 메모리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때,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의 저항(resistance)을 조절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요소들이 서로 다른 문

턱 전압들(threshold voltages)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다른 문턱 전압을 갖는 메모리 요소들로 구성되는 상기 메

모리 구조체는 여러 개의 데이터 상태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의 경우, 한 셀에 저장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증가한다. (아래에서는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의 저항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후, 이어

서 저항의 조절이 문턱 전압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물질의 저항은 그 비저항 및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를 고려할 때, 상기 하부 저항 패

턴들의 저항은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을 서로 다른 비저항(specific resistance)을 갖는 물질들로 형성하거나,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의 단면적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티타늄 질화막, 티타늄알루미늄 질화막,

다결정 실리콘, 탄탄륨 질화막 및 텅스텐 등이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로 사용될 수 있다.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실시예

에 따르면, 상기 축 전극(41) 및 상기 링 전극들(42, 42)의 단면적들은 이들의 위치 및 폭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 실시

예에서는, 상기 축 전극(41) 및 상기 링 전극들(42, 43)을 동일한 물질로 형성하여도, 이들의 전기적 저항은 달라질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축 전극(41) 및 상기 링 전극들(42, 43) 중의 적어도 하나를 비저항이 다른 물질로 형성하는

실시예가 가능함은 자명하다. 도 5c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르면, 각 하부 저항 패턴들(45, 46, 47)은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단면적들 역시 독립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이러한 단면적의 독립적 조절은 각 하부 저항 패턴들(45, 46,

47)의 저항, 나아가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문턱 전압들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하부 저항 패턴들(45, 46, 47) 중의 적어도 하나를 비저항이 다른 물질로 형성하는 변형된 실시예 역시 가능하다.

종래 기술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의 결정 상태는 온도 및 시간에 의존적이다. 이때, 상기 상변화막 패

턴(50)의 온도는 가열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기 하부 전극(40)에서 발생되는 줄열(Joule s heat)에 의존한다. 상기 줄열(H)

은 알려진 것처럼, 아래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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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I는 상기 하부 전극(40)을 지나는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고, R은 상기 하부 전극(40)의 저항을 나타내고, t는 전류가

흐르는 시간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의 온도는 상기 하부 전극(40)의 저항에 의존적이다.

상기 전류 및 시간은 외부에서 조절 가능한 물리적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상기 하부 전극(40)의 저항(R)은 상기 상변화막

패턴(40)의 문턱 열(threshold heat)을 결정하는 고유한 물리적 파라미터이다. (이때, 상기 문턱 열은 상기 상변화막 패턴

(40)의 결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열을 의미한다.) 알려진 것처럼, 옴의 법칙에 따르면, 전압은 전류와 저

항의 곱으로 표현된다(즉, V=IR). 따라서, 상기 문턱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하부 전극(40)에 인가되는 전압(즉, 문턱

전압)은 상기 하부 전극(40)의 저항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상술한 것처럼, 상기 하부 전극(40)의 저항을 변경할 경

우, 상기 메모리 요소의 문턱 전압은 달라질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서로 다른 문턱 전압들을 갖는 메모리 요소들이 병렬 연

결될 때, 이를 구비하는 상변화 메모리 셀이 어떻게 여러 가지 데이터 상태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은 문턱 전압이 서로 다른 제 1 및 제 2 메모리 요소들이 병렬 연결된 상변화 메모리 소자의 전류-전압 곡선을 보여주

는 그래프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제 1 및 제 2 메모리 요소들의 전류-전압 곡선들(1, 2) 및 이 곡선들이 중첩된 곡선(3)

이 함께 도시하였다. 또한, 두 개의 메모리 요소들을 구비하는 상변화 메모리 셀에 대해 설명할 것이지만, 아래의 설명은

더 많은 메모리 요소들을 구비하는 경우로 확장될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제 1 메모리 요소(1)의 문턱 전압(Vth
1)과 제 2 메모리 요소(2)의 문턱 전압(Vth

2)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이 병렬 연결된 구조에서의 전류-전압 곡선(3)은 도시된 것처럼 적어도 4개의 의미있는 변곡점들(four meaningful

inflection points)을 갖는다. 그래프에서 작은 전류 좌표들을 갖는 두개의 변곡점들(P1
1, P1

2)은 상기 제 1 메모리 요소(1)

의 제 1 및 제 2 변곡점들에 해당하고, 큰 전류 좌표들을 갖는 두 개의 변곡점들(P2
1, P2

2)은 상기 제 2 메모리 요소의 제 1

및 제 2 변곡점들에 해당한다. (이때, 제 1 및 제 2 변곡점들은 앞서 종래 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종래 기술에서 설명

하였던 것처럼, 제 1 변곡점들(P1
1, P2

1)의 전압 좌표들(Vth
1, Vth

2)은 각 메모리 요소들의 문턱 전압들에 해당한다.

상술한 것처럼, 각 메모리 요소들은 독립된 메모리 장치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의 문턱 전압의 위치는 이를 구성하는 하

부 전극의 구조 및 물질에 의해 결정(決定)된다. 특히, 하부 전극의 구조 및 물질은 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공정

파라미터들로서, 외부의 전기적 조건과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요소들의 문턱 전압들(예를 들면,

Vth
1 및 Vth

2)는 외부의 전기적 조건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종래 기술에 따르면, 저장된 데이터의 상태

를 결정하는 문턱 전압의 위치는 외부의 전기적 조건들(전류 및 시간)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문

턱 전압의 위치가 불분명하다.

이처럼 본 발명에 따른 문턱 전압의 위치가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고, 이들의 위치는 상기 하부 전극의 구조 및 물질을 변

경함으로써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요소들의 결정(結晶) 상태(즉, 데이터 상태)은 선택

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도 7을 참조하여 이러한 데이터 상태를 변경하는 과정(즉, 쓰기 동작)에 대해 설명한

다.

도 7a 내지 도 7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요소들에 대한 선택적 쓰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들

(schematic diagrams)이다. 또한, 아래 표 2는 도 7a 내지 도 7d에 상응하는 데이터 상태 및 각 메모리 요소들의 온/오프

상태를 나타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갖는 제 1, 제 2 및 제 3 메모리 요소들(M1, M2, M3)이 병

렬 연결된 메모리 셀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제 2 메모리 요소(M2)의 제 2 문턱 전압(Vth
2)은 상기 제 1 메모리 요소(M1)

의 제 1 문턱 전압(Vth
1)보다 크고, 상기 제 3 메모리 요소(M3)의 제 3 문턱 전압(Vth

3)은 상기 제 2 문턱 전압(Vth
2)보다

큰 것으로 가정한다. (상술한 것처럼, 이러한 문턱 전압의 조절은 각 하부 저항 패턴들의 구조 및 물질을 변경함으로써 가

능하다.)

[표 2]

 제 1 메모리 요소 제 2 메모리 요소 제 3 메모리 요소 데이터 상태

도 7a OFF OFF OFF 제 1 상태

도 7b ON OFF OFF 제 2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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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c ON ON OFF 제 3 상태

도 7d ON ON ON 제 4 상태

도 7a 및 표 2를 참조하면, 종래 기술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기 메모리 요소들(M1, M2, M3)의 상변화막 패턴(50)을 용융

온도(Tm) 이상에서 제 1 시간(T1) 이상으로 가열한 후 냉각시키면 상기 메모리 요소들(M1, M2, M3)은 모두 오프 상태가

된다. 즉, 각 메모리 요소들(M1, M2, M3)의 상변화막 패턴들(50) 모두에는 비정질 상태를 갖는 영역들이 형성된다. 상기

용융 온도(Tm) 이상의 가열은 인가되는 전압 및 상기 하부 전극(40)을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도 7b 및 표 2를 참조하면, 상기 제 1 문턱 전압(Vth
1)보다 크고 상기 제 2 문턱 전압(Vth

2)보다 작은 전압을 상기 메모리

요소들(M1, M2, M3)에 인가하면, 상기 제 1 메모리 요소(M1)의 결정 상태는 비정질 상태에서 결정 상태로 바뀐다. 하지

만, 이러한 전압 조건은 상기 제 2 및 제 3 메모리 요소들(M2, M3)의 문턱 전압들(Vth
2, Vth

3)보다 작기 때문에, 상기 제 2

및 제 3 메모리 요소들(M2, M3)의 결정 상태는 바뀌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상태는 모든 메모리 요소들이

오프 상태인 제 1 상태와는 다른 제 2 상태가 된다.

도 7c 및 표 2를 참조하면, 상기 제 2 문턱 전압(Vth
2)보다 크고 상기 제 3 문턱 전압(Vth

3)보다 작은 전압을 상기 메모리

요소들(M1, M2, M3)에 인가하면, 상기 제 2 메모리 요소(M2)의 결정 상태는 비정질 상태에서 결정 상태로 바뀐다. 마찬

가지로, 이러한 전압 조건에서는, 상기 제 3 메모리 요소(M3)의 결정 상태는 바뀌지 않는다. 그 결과, 이러한 조건의 쓰기

동작을 수행한 메모리 셀의 데이터 상태는 상기 제 1 및 제 2 상태와는 다른 제 3 상태가 된다. 한편, 이러한 쓰기 동작은

상기 제 1 메모리 요소(M1)가 온 상태인 메모리 셀에 대해 실시되기 때문에, 과도한 전류가 상기 제 1 메모리 요소(M1)를

경유하여 흐를 수 있다. 이 경우, 소모되는 전력이 증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변형된 쓰기 방법에 따르면, 이러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상기 메모리 셀을 제 2 상태에서 제 3

상태로 바꾸기 전에, 상기 메모리 요소들(M1, M2, M3)을 모두 오프 상태로 만드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즉, 상기 메

모리 요소들(M1, M2, M3)의 상변화막 패턴들(50) 모두에 다시 비정질 상태를 갖는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이후, 상술한

것처럼, 상기 제 2 문턱 전압(Vth
2)보다는 크고 상기 제 3 문턱 전압(Vth

3)보다 작은 전압을 상기 메모리 요소들(M1, M2,

M3)에 인가한다. 이 경우, 모든 메모리 요소들(M1, M2, M3)은 다시 오프 상태로 복원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전력 소모없

이 상기 제 1 및 제 2 메모리 요소들(M1, M2)의 결정 상태를 선택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특히,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을 비정질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제 1 시간(T1)은 이를 결정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제 2 시간(T2) 보다

짧기 때문에, 비정질 상태로 복원시키는 단계는 쓰기 동작의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

도 7d 및 표 2를 참조하면, 상기 제 3 문턱 전압(Vth
3)보다 큰 전압을 상기 메모리 요소들에 인가하면, 상기 제 3 메모리 요

소(M3)의 결정 상태는 비정질 상태에서 결정 상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모든 메모리 요소들(M1, M2, M3)은 온 상태가

된다. 그 결과, 이러한 조건의 쓰기 동작을 수행한 메모리 셀의 데이터 상태는 상기 제 1, 제 2 및 제 3 상태와는 다른 제 4

상태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쓰기 방법은 온 상태인 제 1 및 제 2 메모리 요소들(M1, M2)에 의해 과도한 전력 소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제 3 문턱 전압(Vth
3)보다 큰 전압을 인가하기 전에, 상술한 것처럼, 메모리 요소들(M1,

M2, M3)을 비정질 상태로 복원시키는 단계를 더 실시할 수도 있다.

다시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셀은 상술한 것처럼 그 데이터 상태에 따라 다른 전류-전압 특성을 갖는다.

즉, 도시된 것처럼, 메모리 요소들의 데이터 상태에 따라 전류-전압 곡선은 다른 기울기들(θ0, θ1, θ2)를 갖는다. (이러한

곡선의 기울기는 상기 메모리 셀의 저항의 역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정의 읽기 전압에서 측정되는 전류의 크기는 각 데

이터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본 발명에 따른 읽기 동작은 이러한 데이터 상태에 따른 전류 크기의 변화를 센싱함으로써, 그

데이터 상태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쓰기 동작은 상술한 것처럼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양단에 소정의 전압을 인가하는 전압 강제 방식뿐만 아니라,

상기 메모리 요소들의 양단에 소정 크기의 전류를 흘리는 전류 강제 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차

이는 상기 비트 라인 및 소오스 라인에 접속하는 외부 회로의 구성 방법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전류 강제 방식에 의한

쓰기 동작은 본 발명의 상술한 기술적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또다른 실시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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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은 독립된 복수개의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때,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은 대응되는 상변화막 패턴의 부분들에 연결되고, 상기 상변화막 패턴의 부분들은 상기 상부

전극(60)에 병렬 연결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도 본 발명의 상술한 기술적 효과는 동등하게(equivalently) 얻어질 수 있음

은 자명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도 8 내지 도 10에 도시한 것처럼, 상기 하부 전극(40)은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에 직렬로 연결되고, 상

기 상부 전극(60)이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에 병렬로 연결되는 실시예가 가능하다. 유사하게, 도 11 내지 도 13에 도시한

것처럼, 상기 하부 전극(40) 및 상기 상부 전극(60) 모두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에 병렬로 연결되는 실시예 역시 가능하

다.

이러한 실시예들에 따르면, 상기 상부 전극(60)은 복수개의 상부 저항 패턴들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9 및 도 12

에 도시된 것처럼, 상기 상부 전극(60)은 상부 축 전극(61)과 이를 둘러싸는 상부 링 전극들(62, 63)로 구성될 수 있다. 도

5a에서 설명한 실시예는 이 실시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도 10 및 도 13에 도시된 것처럼, 상기 상부 전극

(60)은 독립된 복수개의 상부 저항 패턴들(65, 66, 67)로 구성될 수 있다. 도 5c에서 설명한 실시예는 이 실시예에도 동일

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들에서도 본 발명의 상술한 기술적 효과는 동등하게 얻어질 수 있다. 특히, 도 11 내지 도 13에 도시한 것처

럼, 상기 하부 및 상부 전극들(40, 60)이 모두 상기 상변화막 패턴(50)에 병렬로 연결되는 실시예에 따르면, 한 개의 메모

리 셀은 더 많은 메모리 요소들(ML1~MLn, MU1~MUn)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상부 저항 패턴들에 의해 만들어지

는 상부 메모리 요소들(MU1~MUn)은 서로 다른 문턱 전압들을 갖고, 상기 하부 저항 패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부 메

모리 요소들(ML1~MLn) 역시 서로 다른 문턱 전압들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더하여, 상기 상부 메모리 요소들

(MU1~MUn) 및 상기 하부 메모리 요소들(ML1~MLn)의 문턱 전압들은 모두 다를 수도 있다. 이처럼, 한 개의 메모리 셀

을 구성하는 메모리 요소들의 개수는 그 메모리 셀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 상태의 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실시예에 따

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는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하부 전극 또는 상부 전극을 구성하는 하부 저항 패턴들 또는 상부 저항 패턴들이 상변화막 패턴에 병렬

로 연결된다. 이때, 상기 하부 및 상부 저항 패턴들은 서로 다른 물질 또는 크기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전기적

저항 역시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과 상기 상변화막 패턴에 의해 구성되는 메모리 요소들은 서로 구별되는

문턱 전압들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문턱 전압의 불분명함에 의한 데이터 상태의 구별의 어려움은 최소화될 수 있다. 특

히, 하부 및 상부 저항 패턴들의 전기적 저항은 제조 과정에서 결정되는 공정 의존적 변수라는 점에서, 데이터 상태를 변화

시키기 위해 외부적 조건들에 해당하는 인가 전압 및 전류의 조절하는 종래의 방법에 비해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 요소들

은 우수한 문턱 전압 구별 특성을 갖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상변화 물질막의 결정 상태의 변화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멀티 비트 상변화 메모리 장치의 전류-전압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공정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도 5a, 도 5b 및 도 5c는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사시도들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의 전류-전압 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7a 내지 도 7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요소들에 대한 선택적 쓰기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들

(schematic diagra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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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변형된 실시예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도 9 및 도 10은 본 발명의 변형된 실시예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공정 단면도들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또다른 변형된 실시예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회로도이다.

도 12 및 도 13은 본 발명의 또다른 변형된 실시예에 따른 상변화 메모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공정 단면도들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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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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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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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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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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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c

도면7d

도면8

등록특허 10-0655443

- 18 -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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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655443

- 20 -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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