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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기에 개시되는 불 휘발성 디램 장치는 복수 개의 워드 라인들, 적어도 하나의 플레이트 라인, 상기 워
드 라인들과 교차하도록 배열된 적어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 그리고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한다.  
상기 메모리 셀들 각각은 상기 비트 라인들 사이에 연결되고 2개의 엑세스 트랜지스터들 및 2개의 강유전
체 커패시터들로 구성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게다가 상기 플레이트 라인에 연결된 플레이트 전압 공
급 회로를 포함하며, 그것은 상기 플레이트 라인으로 제 1 전압과 제 2 전압 중 하나의 전압을 공급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게다가 상기 한 쌍의 비트 라인들에 연결된 프리챠지 회로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불 휘발성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의 코어 회로도;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기본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불 휘발성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의 코어 회로도;

도 4는 본 발명의 독출 동작에 따른 도 3에 사용되는 신호들의 타이밍도; 그리고

도 5는 본 발명의 기입 동작에 따른 도 3에 사용되는 신호들의 타이밍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 100 : 불 휘발성 DRAM                  12, 102 : 메모리 셀

14, 106 : 비트 라인 프리챠지 회로       16, 108 : 감지 증폭기 회로

18, 110 : 열 패스 게이트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Half-Vcc 플레이트 스킴을 이용하는 불 휘
발성 디램 장치에 관한 것이다.

강유전체 메모리들은 짧은 기입 시간 (short write time) 및 높은 기입 내구성을 포함하는 그것들의 잠재
적인 고 성능 때문에 미래의 불 휘발성 메모리들로서 뛰어난 가능성을 보인다.  DRAM과 같은 메모리 셀 
구조는,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및 MOS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되며, 안정된 동작을 가능케 해 왔다.  상기 
DRAM과  같은 메모리 셀  구조는 1989년  12월  개최된 IEEE  J.  Solid-state  Circuits,  vol.  23,  페이지 
1171~1175에 "An experimental 512-bit nonvolatile memory with ferroelectric storage cell"라는 제목
으로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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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전체 메모리의 기입 시간 (write time)은 불 휘발성 메모리, 즉, 플래시 메모리의 기입 시간보다 크
기의 적어도 1  차수만큼 (at  least  one  order  of  magnitude)  짧지만,  DRAM의  기입 시간보다 약간 더 
길다.  이는 비록 이 동작을 위한 회로 및 독출/기입 동작이 DRAM과 비슷하더라도 플레이트 라인들이 강
유전체 메모리에서 펄스로 구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기 강유전체 메모리의 기입 내구성은 플래시 메
모리의 그것보다 수 차수의 크기만큼 길지만, DRAM의 기입 내구성보다 수 차수의 크기만큼 짧다.  기입 
내구성은 기입 동작 동안에 분극 스위칭에 따라 강유전체 커패시터의 피로 (fatigue)에 의해서 제한된다.  
강유전체 메모리의 불리한 점은 낮은 밀도이며, DRAM과 같은 셀 구조에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들을 초
래한다.   플레이트  (plate)가  펄스된  플레이트  라인들로  분리되어야  하고,  1T/1C  셀들보다는  오히려 
2T/2C (two-transistor and two-capacitor) 셀들이 상보 비트 라인들 (complementary bit lines)에 기준 
전압을 발생하는 어려움 때문에 현재 사용되어야 하며, 피로 (fatigue)에 따라 신호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 펄스된 플레이트 라인들은 결국 액티브 파워 소모의 증가F를 초래한다.  감소된 파워 소모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단지 8개의 메모리  셀들이 하나의 서브-플레이트 라인 (sub-plate line)에 연결된 
멀티-디바이디드 플레이트-라인 구조 (multi-divided  plate-line  architecture)가 1994년에 열린 ISSCC 
Dig. Tech. 268~229 페이지에 T Sumi, N. Moriwaki 외 다수에 의해서 "A 256 kb nonvolatile 
ferroelectric memory at 3 V and 100 ns"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더욱이 셀 어레
이 영역을 증가시키고, 여전히 DRAM보다 느린 속도를 가진다.  다른 메모리들이 가지지 않는 다른 불리한 
점은 기입 동작 뿐만 아니라 독출 동작 동안에 분극 스위칭으로 인한 낮은 독출 내구성이다.

새도우 램 아키텍쳐 (shadow RAM architecture)는 강유전체 메모리들에 관련하여 다른 아키텍쳐이다.  그
러한 아키텍쳐는 펄스된-플레이트 강유전체 메모리의 이전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상기 새도우 램
은 두 가지 동작 모드들 즉, 페로-모드 (ferro-mode) (ferroelectric memory mode) 및 DRAM-모드를 이용
한다.  상기 페로-모드에서는, 분할된 플레이트 라인들이 공급 전압 (Vcc)으로 고정되고 상기 저장된 전
압이 DRAM에서와 같이 검출된다.  정보가 불 휘발성 정보로서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할 때, 상기 새도우 
램은 상기 페로-모드에서 동작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DRAM-모드에서 동작된다.  상기 저장된 전압이 
0V 또는 Vcc인 반면에 상기 플레이트 전압이 Vcc이기 때문에, 상기 DRAM-모드에서 상기 기입 및 독출 동
작 동안 분극 스위칭은 생기지 않는다.  결과적인 단극 동작 (resulting unipolar operation)은 DRAM에 
필적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기입/독출 내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고속 및 저전력 동작 (high-speed and 
low-power operation)은 플레이트 라인들의 전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DRAM-모드에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트가 페로-모드에서 펄스된 플레이트 라인들로 분할되어야 하기 때문에 밀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비록 상기 새도우 램 아키텍쳐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펄스된-플레이트 강유전체 메모리의 문
제점들을 극복하더라도, 다른 문제점들이 생긴다.  상기 재 저장 동작이, (저장된 전압으로서 저장된) 휘
발성 정보가 상기 재 저장 동작 동안에 (분극으로서 저장된) 불 휘발성 정보로 변환되며, 파워-오프 이전
에 필요하다.  예기치 않은 파워-오프에 대한 신뢰성은 상기 펄스된-플레이트 강유전체 메모리의 그것보
다 낮다.  강유전체 커패시터의 분극 상태가 저장된 전압에 관계없이 DRAM-모드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있
기 때문에 재 저장 동작이 요구된다.   상기 새도우 램 아키텍쳐의 다른 문제점은 모드 스위칭 (mode 
switching)때문에 사용하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기 새도우 램은 DRAM 및 SRAM을 포함한 
메모리들과 호환 불가능하며, 이는 추가적인 핀이 모드 스위칭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펄스된-플레이트 강유전체 메모리 및 상기 새도우 램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아
키텍쳐의  불  휘발성  DRAM  장치가  IEICE  TRANS.  ELECTRON.,  VOL.  E79-C,  No.2  February  1996년에  K. 
Takeuchi 외 다수에 의해서 "Half-Vcc Plate Nonvolatile DRAMs with Ferroelectric Capacitors"라는 제
목으로 게재되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Half-Vcc 플레이트 불 휘발성 DRAM의 코어 회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Half-
Vcc 플레이트 불 휘발성 DRAM 장치는 앞서 언급된 논문에 게재되어 있다.  메모리 셀 어레이 (10)는 동작 
모드 (즉, 페로-모드 및 DRAM-모드)에 따라 비트 라인들 (BL1) 및 (BLO)으로 두 가지의 프리챠지 전압들 
(0V 및 Vcc/2)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리챠지 회로 (14)를 제외하고 DRAM의 그것과 동일
하다.  예를 들면, 분극이 검출되는 페로-모드 (ferro-mode)에서는, 상기 프리챠지 전압이 0V이고, 이에 
반해서 상기 DRAM-모드에서는, 상기 프리챠지 전압이 Vcc/2이다.  공통 플레이트 (common plate, 이후 PL
이라 칭함)의 전압은 상기 페로-모드 및 상기 DRAM-모드에서 Vcc/2로 고정된다.  비록 상기 종래의 동작 
절차가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강유전체 커패시터로 구성되는 1T/1C 셀 구조에 응용 가능하더라도, 
종래의 메모리 셀 (12)은 2 개의 트랜지스터들 (Tr) 및 2 개의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CF)로 구성된다.  불

행하게도, 상기 1T/1C 셀 구조는 상보 비트 라인들 (complementary bit lines)에 기준 전압을 생성하는 
회로들이 개발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비실용적이다.  상기 어레이 (10)는 또한 상기 DRAM의 그것들
과 동일한 회로들을 포함하며, 상기 회로들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된 3 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 
(M1), (M2) 그리고 (M3)로 구성된 프리챠지 회로 (14), 감지 증폭기 (16) 그리고 입/출력 라인들 (I/O 
lines)에 각각 연결된 스위치들 (M4) 및 (M5)으로 구성된 열 패스 게이트 회로 (Y-pass gate circuit) 
(18)를 포함한다.

도  2는  상기  메모리  셀  (12)의  기본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이는  리콜  동작  (recall 
operation), 독출/기입 동작 (read/write operation), 그리고 파워-오프 (power-off)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이 켜진 후 상기 리콜 동작에서는,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CF)에 유지되는 분극 상태들 (polarization 

states)이 검출된다 (페로-모드).  제 1 리콜 단계에서는, 공통 플레이트 (PL)의 전압이 리콜 동작을 준
비하기  위해서  Vcc/2로  설정된다.   이  동작은  불  휘발성  정보  (non  volatile  information)를  손실함 
없이,  플로팅  상태에  있는,  스토리지  노드들  (SN1)  및  (SN0)의  전압들을  증가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이때, 워드 라인들 (WL)은 비활성화 상태에 있다.  제 2 리콜 단계에서는, 불 휘발성 정보 (분극 상태)가 
휘발성 정보 (저장된 전압)로 변환되며, DRAM의 리프레시 동작과 유사한 동작이 비트 라인들 (BL1) 및 
(BL0)을 0V로 프리챠지할 때까지 수행된다.  워드 라인이 활성화된 직후의 비트 라인 전압은,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와 비트 라인의 커패시턴스 비 (capacitance ratio)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커패시터의 분극 상태에 의존한다.  워드 라인이 활성화된 후의 비트 라인 전압은 만약 상기 비트 라인 
커패시턴스가 상기 강유전체 커패시터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면 0V 부근에 머무르며, 이는 상기 비트 라
인 전압이 워드 라인 활성화 전에 0V인 반면에 상기 스토리지 전압이 약 Vcc/2이기 때문이다.  상기 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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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라인 (PL) 전압이 Vcc/2이기 때문에, 상기 커패시터들의 분극 상태들은 워드 라인이 활성화된 후에 
동일한 방향으로 된다.  2T/2C 셀에 관련하여, 두 개의 커패시터들의 분극 상태들은 반대로 설정된다.  
이것은 두 개의 분극 상태들 중 하나가 워드 라인이 활성화된 후 스위치됨을 의미한다.  스위치된 커패시
터의 실효 커패시턴스 (effective capacitance)는 논-스위치된 커패시터 (non-switched capacitor)의 그
것보다 크며, 이는 가외의 전하들 (additional charges)이 스위치된 커패시터로 흐르기 때문이다.  결국, 
워드 라인이 활성화된 후 비트 라인 (BL) 전압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논-스위치된 커패시터에 
연결된 비트 라인 (BL0)에 관련한 것보다 상기 스위치된 커패시터에 연결된 비트 라인 (BL1)에 관련해 더 
높다.  비트 라인 쌍 사이의 전압 차는 감지 증폭기 회로 (16)에 의해서 검출되고 증폭된다.  그 다음에 
워드 라인이 비활성화되고 하나의 워드 라인에 관련해서 리콜 동작이 완료된다.  리콜될 불 휘발성 정보
를 가지는 메모리 셀들 (12)에 연결된 모든 워드 라인들에 관련해서 리콜이 반복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상기 리콜 동작을 완료한 후, 상기 메모리 셀들 (12)은 DRAM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된다.  독출/기입 동
작에서는, 상기 저장된 전압들이 상기 비트 라인들 (BL1) 및 (BL0)을 Vcc/2로 프리챠지함으로써 검출된다 
(DRAM-모드).  상기 플레이트 라인 (PL) 전압은 Vcc/2로 고정되어 있다.  상기 분극은 펄스된-플레이트 
강유전체 메모리 (pulsed-plate ferroelectric memory)와 달리, 분극 상태들에 관계없이 독출 동작 동안
에 스위치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DRAM에서와 같이 리프레시 동작들이 DRAM-모드에서 수행될 
것이다.  독출 동작에서와 같이 리프레시 동작들에서 분극 스위칭 (polarization switching)은 생기지 않
는다.

전원 (power)이 커질 때, 휘발성 정보에서 불 휘발성 정보로의 재 저장 동작은 새도우 램과 달리 요구되
지 않는다.  이는 종래 메모리의 DRAM-모드에서 정보가 기입 동작 동안에 변화되더라도 불 휘발성 정보 
(분극 상태들)가 항상 휘발성 정보 (저장된)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파워-오프 과정 동안에는, 워
드 라인들이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활성화 상태에 있다.  정보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는, 상기 플레이트 (PL) 전압이 종래의 파워-오프 과정 동안에 Vcc/2에서 0V로 감소된다.  이 과정은 상
기 스토리지 노드 (SN1) 전압이 리프레시 동작을 정지시킨 후 누설 전류로 인해 플레이트 (PL) 전압보다 
더 빠르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불 휘발성 DRAM 장치에 따르면, 독출/기입 동작이 수행되기 이
전에 모든 메모리 셀들에 대한 분극 감지 동작 즉, 페로-모드에서 리콜 동작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종래의 문제점이다.  또한, 리콜 동작에서 스토리지 노드에 저장된 전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DRAM과 마찬가지로, 리프레시 동작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다른 문제점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리콜 동작 및 리프레시 동작이 요구되지 않는 Half-Vcc 공통 플레이트 스킴을 
사용하는 불 휘발성 디램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구성)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의하면, 불 휘발성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복수 개의 워드 라인들, 적어도 하나의 플레이트 라인, 상
기 워드 라인들과 교차하도록 배열된 적어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 그리고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을 포함
한다.  상기 메모리 셀들 각각은 상기 비트 라인들 사이에 연결되고 2개의 엑세스 트랜지스터들 및 2개의 
강유전체 커패시터들로 구성된다.  게다가, 상기 각 메모리 셀의 상기 강유전체 커패시터들의 각 일 전극
은 대응하는 엑세스 트랜지스터들을 통해서 대응하는 비트 라인들에 연결되고, 상기 엑세스 트랜지스터들
은 대응하는 워드 라인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상기 각 메모리 셀의 상기 강유전체 커패시터들의 다른 전
극들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플레이트 라인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게다가 상기 플레
이트 라인에 연결된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를 포함하며, 그것은 상기 플레이트 라인으로 제 1 전압과 
제 2 전압 중 하나의 전압을 공급한다.  상기 메모리 장치는 게다가 상기 한 쌍의 비트 라인들에 연결된 
프리챠지 회로를 포함한다.  상기 프리챠지 회로는 먼저 제 1, 제 2 그리고 제 3 프리챠지 신호들에 응답
해서 데이터 독출 또는 기입 동작이 수행되기 전에 상기 비트 라인들을 상기 제 1 전압, 상기 제 2 전압, 
그리고 제 3 전압으로 단계적으로 프리챠지한다.  그 다음에, 그것은 상기 데이터 독출 또는 기입 동작이 
수행된 후 상기 비트 라인들을 상기 제 3, 제 2, 그리고 제 1 전압들로 단계적으로 프리챠지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압은 접지 전압이고, 상기 제 2 전압은 공급 전압의 절반이며, 상기 제 
3 전압은 상기 공급 전압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워드 라인들은 상기 데이터 기입 또는 독출 동작 전후에 상기 적어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이 상기 프리챠지 수단에 의해서 상기 제 2 전압으로 프리챠지될 때 동시에 활성화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프리챠지 수단은, 상기 적어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 사이에 직렬로 형성되는 
전류 통로들과 상기 제 1 프리챠지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이트들을 가지되, 상기 전류 통로들 사이의 접속
점은 상기 제 2 전압을 공급받는 제 1 및 제 2 NMOS 트랜지스터들과; 상기 적어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 
사이에 직렬로 형성되는 전류 통로들과 상기 제 2 프리챠지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이트들을 가지되, 상기 
전류 통로들 사이의 접속점은 상기 제 1 전압을 공급받는 제 3 및 제 4 NMOS 트랜지스터들 및; 상기 적어
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 사이에 직렬로 형성되는 전류 통로들과 상기 제 3 프리챠지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이트들을 가지되, 상기 전류 통로들 사이의 접속점은 상기 제 3 전압을 공급받는 제 5 및 제 6 NMOS 트
랜지스터들로 구성된다.

(작용)

이와 같은 장치에 의해서, 강유전체 커패시터의 분극을 검출하는 리콜 동작을 수행함 없이 상기 커패시터
에 저장된 데이터가 기입/독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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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참조 도면들 도 3 내지 도 5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다음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보다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예들이 예를 들어 한정되고 자세
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러한 상세한 항목들이 없이도 상기한 설명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음은 이 분야에 숙련된 자들에게 자명하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명료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회로들에 대해서는 블록 형태로 도시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Half-Vcc 공통 플레이트 불 휘발성 디램 장치의 코어 회로도이
다.  도 3에서, 상기 디램 장치 (100)는 불 휘발성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셀 어레이 (102)를 포함
한다.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 (102)에는, 복수 개의 워드 라인들 (WL1)~(WLi)과 하나의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이 제공된다.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 (102)의 열 방향으로 배열된 한 쌍의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 사이에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 (MC1)~(MCi)이 연결되어 있다.  상기 메모리 셀들 (MCi) 각
각은 두 개의 스위치 트랜지스터들 (액세스 트랜지스터들 또는 전하 전달 트랜지스터들이라고도 불림) 
(Tr)과 두 개의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CF)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각 메모리 셀 (MCi)의 강유전체 커패시

터들 (CF)은 초기에 반대의 분극 상태들로 설정될 것이다.  상기 각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의 일 전극들

은 대응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들 (Tr)을 통해 대응하는 비트 라인 (BLn)에 연결되고, 그것의 다른 전극
들은 상기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에 연결된다.  상기 비트 라인 (BLnB)은 대응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
들 (Tr)을 통해 대응하는 각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의 일 전극들에 연결되고, 상기 각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의 다른 전극들은 상기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에 연결된다.  상기 메모리 셀들 (MC1)~(MCi)의 스위

치 트랜지스터들 (Tr)의 게이트 전극들은 대응하는 워드 라인들 (WL1)~(WLi)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면, 메모리 셀 (MC1)의 트랜지스터들 (Tr)의 게이트 전극들은 워드 라인 (WL1)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상기 메모리 셀  어레이 (102)에  제공되는 상기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은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 
(104)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 (104)는 신호 (PRE_PL)에 응답해서 상기 공통 플
레이트 라인 (PL)으로 (공통으로) Vcc/2 전압 또는 0 전압을 공급한다.  예를 들면, 상기 신호 (PRE_PL)
가 하이 레벨일 때, 상기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은 상기 Vcc/2 전압으로 구동되고, 상기 신호 (PRE_P
L)가 로우 레벨일 때, 상기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은 접지된다.  상기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 (104)
가, 비록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기 신호 (PRE_PL)에 따라 스위치-온/오프되는 PMOS 트랜지스터 
및 NMOS 트랜지스터로 구성될 수 있음은 이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자명하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비트 라인 쌍 (BLn) 및 (BLnB)에는, 비트 라인 프리챠지 회로 (106)가 연
결되어 있다.  상기 비트 라인 프리챠지 회로 (106)는 프리챠지 신호들 (PRE1), (PRE2) 그리고 (PRE3)에 
응답해서 상기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을 0V, Vcc/2 및 Vcc 중 어느 하나로 프리챠지한다.  상기 비
트 라인 프리챠지 회로 (106)는 6개의 NMOS 트랜지스터들 (M6)~(M11)으로 구성된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6)는 상기 비트 라인 (BLn)과 Vcc/2 전압을 받아들이는 전원 단자 (N1)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 그리고 상기 프리챠지 신호 (PRE1)를 전달하는 신호 라인 (L1)에 연결된 게이트를 가
진다.  게이트가 상기 신호 라인 (L1)에 공통으로 연결된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7)는 상기 전원 단자 
(N1)와 상기 비트 라인 (BLnB)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를 가진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들 (M6) 및 
(M7)은 상기 프리챠지 신호 (PRE1)에 응답해서 상기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을 상기 Vcc/2 전압으로 
프리챠지하는 프리챠지 회로 (precharge circuit)로서 기능한다.  게이트가 상기 프리챠지 신호 (PRE2)를 
전달하기 위한 신호 라인 (L2)에 연결된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8)는 접지 전압 (Vss)을 받아들이는 전
원 단자 (N2)와 상기 비트 라인 (BLnB)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를 가진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 
(M8)는 상기 비트 라인 (BLn)과 상기 접지 전압 (Vss) 사이에 형성되는 전류 통로 그리고 상기 프리챠지 
신호 (PRE2)를 전달하는 신호 라인 (L2)에 연결된 게이트를 가진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들 (M8) 및 
(M9)은 상기 프리챠지 신호 (PRE2)에 응답해서 상기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을 상기 접지 전압으로 
프리챠지하는 프리챠지 회로로서 기능한다.  각 게이트가 상기 프리챠지 신호 (PRE3)를 전달하기 위한 신
호 라인 (L3)에 공통으로 연결된 상기 NMOS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 사이에 직
렬로 형성된 전류 통로들을 가지며, 상기 전류 통로들 사이에는, 전원 전압 (Vcc)이 인가되는 전원 단자 
(N3)가 연결되어 있다.  상기 NMOS 트랜지스터들 (M10) 및 (M11)은 상기 프리챠지 신호 (PRE3)에 응답해
서 상기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을 상기 전원 전압 (Vcc)으로 프리챠지하는 프리챠지 회로로서 기능
한다.

도 3에서, 상기 비트 라인 쌍 (BLn) 및 (BLnB)에는, 감지 증폭기 회로 (108)가 연결되어 있다.  상기 감
지 증폭기 회로 (108)는 신호 (SAE)에 응답해서 상기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 사이의 전압차를 검출
하고 증폭한다.  상기 증폭된 비트 라인 (BLn 및 BLnB) 전압들은 신호들 (Y) 및 (YB)에 제어되는 열 패스 
게이트 회로 (110)를 통해서 대응하는 입출력 라인들 (IO) 및 (IOB)으로 전달된다.  상기 열 패스 게이트 
회로 (11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된 2 개의 CMOS 전송 게이트들 (T1) 및 (T2)로 구성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시의 편의상, 단지 하나의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 (104)에 대응하는 메모
리 셀들 (MC1)~(MCi) 및 그에 관련된 비트 라인 프리챠지 회로 (106), 감지 증폭기 회로 (108), 그리고 
열 패스 게이트 회로 (110)가 도시되어 있지만, 상기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 (104)와 동일하게 구성된 
다수의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들 (104)에 각각 대응하는 그것들 역시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음은 자명
하다.

독출 동작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불 휘발성 디램 장치의 독출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4에 있어서, 
참조 부호 (WLn)는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메모리 셀들 즉, 도 3의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 (104)와 다른 
하나에 대응하는 워드 라인을 나타낸다.  도 4에서, "H"는 전원 전압 (Vcc) 레벨을 나타내고 "L"은 접지 
전압 (Vss) 레벨을 나타낸다.  여기서, 워드 라인들 (WL1)~(WLi)이 활성화될 때의 "H"가 상기 전원 전압 
(Vcc)에 비해서 높은 승압 전압 레벨을 나타냄에 주의해야 한다.  설명의 편의상, 이 분야에 잘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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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레싱 방법에 따라 워드 라인 (WL1)에 연결된 메모리 셀 (MC1)이 선택되고, 비트 라인 (BLn)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의 분극 상태가 상태점 (A)에 있고, 그리고 비트 라인 (BLnB)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의 분극 상태가 상태점 (C)에 있다고 가정하자.

시점 (t1)에서는, 비트 라인 프리챠지 회로 (106)에 공급되는 신호들 (PRE1), (PRE2), 그리고 (PRE3)가 
각각 "L", "H, 그리고 "H" 레벨들이 되고, 워드 라인들 (WL1)~(WLi)은 "L" 레벨이다.  이는 메모리 셀 
(MC1)의 커패시터들의 분극 상태들은 초기 상태 즉, 상태점 (A) 및 상태점 (C)으로 유지되도록 그리고 신
호 (PRE2)에 의해서 턴-온된 트랜지스터들 (M8) 및 (M9)을 통해서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이 접지 
전압으로 설정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시점 (t2)에서는, 상기 신호들 (PRE1), (PRE2), 그리고 (PRE3)가 
각각 "H", "L", 그리고 "H" 레벨들이 되고,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에 대응하는 워드 라인들 
(WL1)~(WLi)은 "H" 레벨이 되고, 그리고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 (104)로 공급되는 신호 (PRE_PL)는 "H" 
레벨이 된다.  "H" 레벨의 상기 신호 (PRE1)에 의해서 NMOS 트랜지스터들 (M6) 및 (M7)이 턴-온되며, 이
는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이 상기 턴-온된 트랜지스터들 (M6) 및 (M7)을 통해서 Vcc/2 전압으로 프
리챠지되게  한다.   이와  동시에,  메모리  셀들  (MC1)~(MCi)에  공통으로  연결된  플레이트  라인  (PL)은 
Vcc/2 전압으로 구동된다.  이때, 메모리 셀들 (MC1)~(MCi)의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CF)의 분극 상태들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점 (t1)과 동일한 상태점들 (A) 및 (C)으로 유지된다. 이는 플레이트 라인 
(PL) 전압과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 상의 전압들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종래 기술과 
달리, 선택되지 않은 워드 라인(들)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에 저장된 데이터는 리콜 동작 (또는, 리프레시 
동작)의 수행함 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속해서, 시점 (t3)에서는, 상기 신호들 (PRE1), (PRE2), 그리고 (PRE3)는 모두 "L" 레벨이 되고, 워드 
라인들 (WL1)~(WLi)은 "L"  레벨이 된다.  이는 상기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이 "L"  레벨의 신호 
(PRE3)에 의해서 턴-온된 NMOS 트랜지스터들 (M10) 및 (M11)을 통해서 Vcc 전압으로 프리챠지되게 한다.  
비록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이 Vcc 전압으로 프리챠지되고 상기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 (106)에 
인가되는 상기 신호 (PRE_PL)는 여전히 "H" 레벨로 유지되더라도 (상기 시점 (t3)에서, 상기 공통 플레이
트 라인 (PL) 전압은 이전과 동일하게 "H" 레벨로 유지된다), 상기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에 연결된 메
모리 셀들에 대응하는 워드 라인들 (WL1)~(WLi)이 "L" 레벨이기 때문에, 상기 워드 라인들 (WL1)~(WLi)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의 커패시터들 (CF)은 이전 (t2)과 동일한 상태점들 (A) 및 (C)을 가진다.  즉, 대응하

는 스위치 트랜지스터 (Tr)를 통해서 비트 라인 (BLn)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CF)의 각 분극 상태

는 상태점 (A)에 있고, 대응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 (Tr)를 통해서 비트 라인 (BLnB)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CF)의 각 분극 상태는 상태점 (C)에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들 (PRE1), (PRE2), 그리고 (PRE3)는, 시점 (t4)에서, 각각 "L", "L", 그
리고 "H"가 되고, 상기 워드 라인들 (WL1)~(WLi)은 여전히 "L" 레벨로 유지된다.  상기 신호들 (PRE1), 
(PRE2), 그리고 (PRE3)에 제어되는 비트 라인 프리챠지 회로 (106)의 NMOS 트랜지스터들 (M6)~(M11)은 모
두 턴-오프된다 (또는, 상기 비트 라인 프리챠지 회로 (106)가 비활성화된다).  즉, 상기 회로 (106)에 
연결된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은 플로팅된다.  다음 시점 (t5)에서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선택된 (또는, 어드레싱된) 워드 라인 (WL1)이 "H" 상태가 되고 비선택된 워드 라인(들) (WLi) 및 
신호 (PRE_PL)가 여전히 "L" 레벨과 "H" 레벨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WL1)에 연
결된 메모리 셀 (MC1)의 스위치 트랜지스터들 (Tr)은 턴-온된다.  즉,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에 각
각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CF) 양단에는, 양의 전압이 각각 인가된다.  이는 상기 비트 라인 (BLn)

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의 분극 도메인들이 상태점 (A)에서 상태점 (B)으로 스위칭되게 하고 상

기 비트 라인 (BLnB)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의 분극 도메인들이 상태점 (C)에서 상태점 (B)으
로 이동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의 전압들이 스
위칭 및 논-스위칭에 따라 전원 전압 (Vcc) 이하로 낮아진다.  이때, 스위치된 커패시터 (CF)에 대응하는 

비트 라인 (BLn)의 전압이 논-스위치된 커패시터 (CF)에 대응하는 비트 라인 (BLnB)의 전압보다 항상 낮다

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점 (t6)에서는, 감지 동작이 수행된다.  즉,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SAE)가 "H" 
레벨이 될 때, 비트 라인 (BLn) 전압은 감지 증폭기 회로 (108)에 의해서 전원 전압 (Vcc)으로 증폭되고, 
비트 라인 (BLnB) 전압은 그것에 의해서 접지 전압 (Vss)이 된다.  상기 감지 증폭된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 상의 전압들은 신호들 (Y) 및 (YB)에 따라 제어되는 열 패스 게이트 회로 (110)를 통해서 대응
하는 입출력 라인들 (IO) 및 (IOB)으로 각각 전달된다.  이와 동시에, 스위치된 커패시터 (즉, 비트 라인 
(BLn)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에 대한 재 기입 동작이 수행된다.  즉,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 각각이 감지 증폭기 회로 (108)에 의해서 접지 전압 (Vss)과 전원 전압 (Vcc)이 되고, 상기 선택
된 워드 라인 (WL1)이 "H" 레벨로 유지되고, 그리고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이 이전과 동일한 Vcc/2 전
압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비트 라인 (BLn)에 대응하는 강유전체 커패시터 (CF) 양단에는, 음의 전압이 인

가된다.  그 결과,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점 (t6)에서는, 감지 동작과 더불어 재 기입 동작이 수행
되어 그것의 분극 도메인들이 상태점 (C)에서 상태점 (D)으로 분극된다 (즉, 시점 (t5)에서 반전된 분극 
도메인들이 초기 분극 상태가 된다).  반면에, 비트 라인 (BLnB)에 대응하는 강유전체 커패시터 (CF) 양단

에는, 양의 전압이 인가된다.  이는 상기 커패시터 (CF)가 상태점 (C)으로 유지되게 한다.

다음  시점  (t7)에서는,  신호들  (PRE1),  (PRE2),  그리고  (PRE3)가  "H",  "L",  그리고  "H"  레벨이  됨에 
따라, 상기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은 상기 신호 (PRE1)에 제어되는 NMOS  트랜지스터들 (M6)  및 
(M7)을 통해서 Vcc/2 전압으로 프리챠지된다.  이때,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에 대응하는 워드 라인들 (WL1)~(WLi) 모두 "H" 레벨로 활성화된다.  따라서, 
상기 각 메모리 셀 (MC1)~(MCi)의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CF)의  양단에는,  동일한 전압들이 인가된다.   
즉,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 상에는, NMOS 트랜지스터들 (M6) 및 (M7)으로 구성된 프리챠지 회로를 
통해서 Vcc/2 전압이 인가되고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 상에는, 상기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 (104)로
부터의 Vcc/2 전압이 인가된다.  상기 비선택된 워드 라인(들)에 관련된 메모리 셀의 데이터 손실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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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상기 시점 (t7)에서,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CF)의 분극 상태들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전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음 독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점 (t8)에서는,  신호들 (PRE1),  (PRE2),  그리고 (PRE3)가  각각 
"L", "H", 그리고 "H" 레벨이 되고 신호 (PRE_PL)가 "L" 레벨이 된다.  이는 상기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이 신호 (PRE2)에 제어되는 트랜지스터들 (M8) 및 (M9)을 통해서 접지 전압 (Vss)으로 프리챠지되
게 한다.  그 다음에, 시점 (t9)에서는,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WL1)이 "L" 레벨로 비활성화되고, 그 결
과 독출 동작이 완료된다.  이때, 상기 시점 (t9)에서,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CF)의 분극 상태들은,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전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독출 동작은 일련의 비트 라인 프리챠지 동작, 감지 동작, 그리고 비트 라인 프
리챠지 동작에 의해서 수행된다.  결과적으로, 종래 기술의 불 휘발성 디램 장치와 달리, 본 발명에 따른 
불 휘발성 디램 장치는 리콜 동작 또는 리프레시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입 동작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불 휘발성 디램 장치의 기입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타이밍도이다.  도 5에 있어서, 
참조 부호 (WLi)는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메모리 셀들 즉, 도 3의 플레이트 전압 공급 회로 (104)와 다른 
하나에 대응하는 워드 라인을 나타낸다.  도 5에 있어서, 도 4와 마찬가지로 "H"는 전원 전압 (Vcc) 레벨
을 나타내고 "L"은 접지 전압 (Vss) 레벨을 나타낸다.  여기서, 워드 라인들 (WL1)~(WLi)이 활성화될 때
의 "H"가 상기 전원 전압 (Vcc)에 비해서 높은 승압 전압 레벨을 나타냄에 주의해야 한다.  설명의 편의
상, 이 분야에 잘 알려진 어드레싱 방법에 따라 워드 라인 (WL1)에 연결된 메모리 셀 (MC1)이 선택되고, 
비트 라인 (BLn)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의 분극 상태가 상태점 (A)에 있고, 그리고 비트 라인 
(BLnB)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 (CF)의 분극 상태가 상태점 (C)에 있다고 가정하자.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점들 (t1)~(t5)에서의 각 동작은 도 4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의 중
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된다.

시점 (t6)에서는, 신호들 (PRE1), (PRE2), 그리고 (PRE3)가 도4에서와 같이 각각 "H", "L", 그리고 "H" 
레벨이 되고, 각 메모리 셀에 공통으로 연결된 플레이트 라인 (PL) 상의 전압은 Vcc/2가 되고, 그리고 감
지 증폭기 회로 (108)에 인가되는 신호 (SAE)가 "H" 레벨이 된다.  결과적으로, 상기 시점 (t6)에서, 독
출  동작과  마찬가지로  감지  동작이  수행되어  비트  라인  (BLn)은  접지  전압  (Vss)이  되고  비트  라인 
(BLnB)은 전원 전압 (Vcc)이 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비트 라인 (BLn)에 대응
하는 강유전체 커패시터 (CF)는 순간적으로 상태점 (B)에서 상태점 (D)으로 스위치되고, 비트 라인 (BLn

B)에 대응하는 강유전체 커패시터 (CF)는 상태점 (B)으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열 패스 게이트 회로 
(110)가 활성화되면, 선택된 메모리 셀에 기입될 입출력 라인들 (IO) 및 (IOB) 상의 외부 데이터가 감지 
증폭기 회로 (108)를 통해서 대응하는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 상으로 각각 전달된다.  그러한 데이
터 입력 과정에 따라,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비트 라인 (BLn)은 전원 전압 (Vcc)이 되고, 비트 
라인 (BLnB)은 접지 전압 (Vss)이 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 하에서, 비트 라인 (BLn)에 대응하는 
강유전체 커패시터 (CF) 양단에는, 양의 전압이 인가되고, 비트 라인 (BLnB)에 대응하는 강유전체 커패시
터 (CF) 양단에는, 음의 전압이 인가된다.  이는 비트 라인 (BLn)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 (CF)가 상
태점 (A)을 경유하여 상태점 (D)에서 상태점 (B)으로 스위치되게 그리고 상기 비트 라인 (BLnB)에 연결된 
강유전체 커패시터 (CF)가 상태점 (B)을 경유하여 상태점 (A)에서 상태점 (D)으로 스위치되게 한다.  그 
결과,  외부 데이터가 상기 선택된 워드 라인 (WL1)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에 기입된다.   비트 라인들 
(BLn) 및 (BLnB)을 다음 동작을 준비하기 위한 계속되는 시점들 (t7)~(t9)에 관련된 동작은 도 4의 그것
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러므로 생략된다.

예시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개시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이해될 것이다.  오히려, 본 발명의 범위에는 다양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을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 범위는 그러한 변형 예들 및 그 유사한 
구성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앞서 언급된 본 발명의 기입 및 독출 동작에 따르면, 시점들 (t2) 및 (t7)에서는,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에 연결된 비선택된 워드 라인들에 연결된 메모리 셀들의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기 메모리 셀들의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각각의 양단이 동일한 전압들 (예를 들면, Half-Vcc (Vcc/2) 전
압)로 설정된다.  즉,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공통 플레이트 라인 (PL)을 Vcc/2 전압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데이터 기입/독출 동작 전후에 비트 라인들을 Vcc/2 전압으로 프리챠지할 때 모든 워드 라인들
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강유전체 커패시터들 양단 전압이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로써, 종래 기
술에서 설명된 리콜 동작 또는 리프레시 동작을 수행함 없이, 기입/독출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개의 워드 라인들과;

적어도 하나의 플레이트 라인과;

상기 워드 라인들과 교차하도록 배열된 적어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과;

각각이 상기 비트 라인들 사이에 연결되고, 2개의 엑세스 트랜지스터들 및 2개의 강유전체 커패시터들로 
구성되는 복수 개의 메모리 셀들과;

상기 각 메모리 셀의 상기 강유전체 커패시터들의 각 일 전극은 대응하는 엑세스 트랜지스터들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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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비트  라인들에  연결되고,  상기  엑세스  트랜지스터들은  대응하는  워드  라인에  공통으로 
연결되며;

상기 각 메모리 셀의 상기 강유전체 커패시터들의 다른 전극들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플레이트 라인에 공
통으로 연결되며;

상기 플레이트 라인에 연결되며, 상기 플레이트 라인으로 제 1 전압과 제 2 전압 중 하나의 전압을 공급
하는 수단 및;

상기 한 쌍의 비트 라인들에 연결되며, 제 1, 제 2 그리고 제 3 프리챠지 신호들에 응답해서 데이터 독출 
또는 기입 동작이 수행되기 전에 상기 비트 라인들을 상기 제 1 전압, 상기 제 2 전압, 그리고 제 3 전압
으로 단계적으로 프리챠지하고 상기 데이터 독출 또는 기입 동작이 수행된 후 상기 비트 라인들을 상기 
제 3, 제 2, 그리고 제 1 전압들로 단계적으로 프리챠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불 휘발성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압은 접지 전압이고, 상기 제 2 전압은 공급 전압의 절반이며, 상기 제 3 전압은 상기 공급 
전압인 불 휘발성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 라인들은 상기 데이터 기입 또는 독출 동작 전후에 상기 적어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이 상기 
프리챠지 수단에 의해서 상기 제 2 전압으로 프리챠지될 때 동시에 활성화되는 불 휘발성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챠지 수단은,

상기 적어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 사이에 직렬로 형성되는 전류 통로들과 상기 제 1 프리챠지 신호를 받
아들이는 게이트들을 가지되, 상기 전류 통로들 사이의 접속점은 상기 제 2 전압을 공급받는 제 1 및 제 
2 NMOS 트랜지스터들과;

상기 적어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 사이에 직렬로 형성되는 전류 통로들과 상기 제 2 프리챠지 신호를 받
아들이는 게이트들을 가지되, 상기 전류 통로들 사이의 접속점은 상기 제 1 전압을 공급받는 제 3 및 제 
4 NMOS 트랜지스터들 및;

상기 적어도 한 쌍의 비트 라인들 사이에 직렬로 형성되는 전류 통로들과 상기 제 3 프리챠지 신호를 받
아들이는 게이트들을 가지되, 상기 전류 통로들 사이의 접속점은 상기 제 3 전압을 공급받는 제 5 및 제 
6 NMOS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불 휘발성 다이나믹 랜덤 엑세스 메모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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