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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마그네틱 램 ( magnetic RAM, 이하에서 MRAM 이라 함 ) 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다이오드와 다수의 저항

변화소자가 연결되어 다중 레벨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의 마그네틱 램을 제공하여 소자의 저장 능력을 향상

시키고 그에 따른 소자의 특성 및 고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기술의 제1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

도 2 는 종래기술의 제2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

도 3 은 종래기술의 제3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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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는 종래기술에 따른 MRAM 어레이의 동작원리를 나타내는 레이아웃도.

도 5 내지 도 11 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 내지 제7실시예에 따른 MRAM을 도시한 단면도.

< 도면의 주요주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31,71,131,171,201,251,301,331,381 : 반도체기판

13,45,87,133,395 : 워드라인

15,35,75,175,205,255,303,335,385 : 엔형 불순물층

17,37,77,177,207,257,307,337,387 : 피형 불순물층

19,39,79,135,179,259,309,339,389 : 다이오드

21,51,93,139,191,321,401 : 연결층

23,55,97 : MTJ 셀

25,61,103,199,229 : 비트라인

33,73,173,203,253,303,333,383 : 소자분리막

41,83,137,181,211,261,311,341,391 : 제1층간절연막

43,85,183,213,263,313,343,393 : 제1콘택플러그

47,89,143,187,217,267,317,347,397 : 제2층간절연막

49,91,189,219,269,319,349,399 : 제2콘택플러그

53,95,147,193,223,273,323,353,403 : 제3층간절연막

57,99,235,287,367 : 제3콘택플러그

59,101,151,197,227,277,329,357,407 : 제4층간절연막

81 : 게이트전극

111 : 워드라인 조절회로

113 : 워드라인 1

185a,215,265,315a,345 : 제1워드라인

115 : 워드라인 2

185b,241,283,315b,363 : 제2워드라인

117 : 워드라인 3

121 : 비트라인 조절회로

123 : 비트라인 1

145,279,329a,359,409 : 제1비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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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비트라인 2

153,297,329b,377,415 : 제2비트라인

127 : 비트라인 3

159 : 제3비트라인

141,195a,225,275,325a,355,405 : 제1MTJ셀

149,195b,231,293,325b,373,411 : 제2MTJ셀

155 : 제3MTJ셀

157,233,281,361,413 : 제5층간절연막

161,239,285,365 : 제6층간절연막

163 : 제4MTJ셀

165,291,371, : 제7층간절연막

167 : 제4비트라인

221,271,351 : 제1연결층

237,289,369 : 제2연결층

295,375 : 제8층간절연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마그네틱 램에 관한 것으로, 특히 SRAM 보다 빠른 속도, DRAM 과 같은 집적도 그리고 플레쉬 메모리 ( fl

ash memory ) 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의 특성을 갖되, 하나의 다이오드에 다수의 저항변화소자가 연결되는 마그네

틱 램 ( magnetic RAM, 이하에서 MRAM 이라 함 ) 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반도체 메모리 제조 업체들은 차세대 기억소자의 하나로 강자성체 물질을 이용하는 MRAM 의 개발을 하고

있다.

상기 MRAM 은 강자성 박막을 다층으로 형성하여 각 박막의 자화방향에 따른 전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억소자로서, 자성 박막 고유의 특성에 의해 고속, 저전력 및 고집적화를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플레쉬

메모리와 같이 비 휘발성 메모리 동작이 가능한 소자이다.

상기 MRAM 은 스핀이 전자의 전달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기는 거대자기저항 ( giant magnetoresi

stive, GMR ) 현상이나 스핀 편극 자기투과 현상을 이용해 메모리 소자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 거대자기 저항(GMR) 현상을 이용한 MRAM 은, 비자성층을 사이에 둔 두 자성층에서 스핀방향이 같은 경우보다

다른 경우의 저항이 크게 다른 현상을 이용해 GMR 자기 메모리 소자를 구현하는 것이다.

상기 스핀 편극 자기 투과 현상을 이용한 MRAM 은, 절연층을 사이에 둔 두 자성층에서 스핀 방향이 같은 경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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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우보다 전류 투과가 훨씬 잘 일어난다는 현상을 이용하여 자기 투과접합 메모리 소자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MRAM 에 대한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며, 주로 다층 자성 박막의 형성에 집중되어 있고, 단위 셀

구조 및 주변 감지 회로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도 1 내지 도 3 은 종래기술의 제1,2,3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하나의 다이오드와 하나의 M

TJ 셀로 이루어진 MRAM을 도시한 것이다.

도 1 은 종래기술의 제1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미 국 특허 번호 제5,640,343호를 인용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반도체기판(11) 상부에 워드라인(13)이 구비되고, 상기 워드라인(11) 상부에 엔/피형 불순물층(15,

17)으로 구성되는 다이오드(19)가 패터닝되고, 그 상부에 연결층(21), MTJ셀(23) 및 비트라인(25)이 적층된 구조로 

형성된 구조의 MRAM를 제공한다.

도 2 는 종래기술의 제2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미국특허번호 제6,097,625호를 인용한 것

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마그네틱램은 반도체기판(31)에 트렌치형 소자분리막(33)이 구비되고, 상기 트렌치형 소자분

리막(33) 사이의 반도체기판에 고농도의 엔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엔형 불순물층(35)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3

5)의 일측에 고농도의 피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피형 불순물층(37)으로 구성되는 다이오드(39)가 구비되고, 상

기 반도체기판(31) 상부에 구비되는 제1층간절연막(41)과, 상기 제1층간절연막을 통하여 상기 엔형 불순물층(35)에 

접속되는 제1콘택플러그(43)와, 상기 제1콘택플러그(43)에 접속되는 워드라인(45)이 구비되고, 전체표면상부를 평

탄화시키는 제2층간절연막(47)이 구비되고, 상기 제2층간절연막(47)을 통하여 상기 피형 불순물층(37)에 접속되는 

제2콘택플러그(49)가 구비되고, 상기 제2콘택플러그(49)에 콘택되는 연결층(51)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51)을 노

출시키는 평탄화된 제3층간절연막(53)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51) 상부의 워드라인(57) 상측에 MTJ 셀(55) 및 제

3콘택플러그(57)가 적층되어 구비되고, 상기 적층구조와 같은 높이로 평탄된 제4층간절연막(59)이 구비되 고, 상기 

제3콘택플러그(57)에 접속되는 비트라인(61)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제3콘택플러그(57)가 없는 구조로 MRAM을 형성할 수도 있다.

도 3 은 종래기술의 제3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마그네틱램은 반도체기판(71)에 트렌치형 소자분리막(73)이 구비되고, 상기 트렌치형 소자분

리막(73) 사이의 반도체기판에 고농도의 엔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엔형 불순물층(75)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7

5)의 일측에 고농도의 피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피형 불순물층(77)으로 구성되는 다이오드(79)가 구비되고, 상

기 반도체기판(71) 상부에 게이트전극(81)이 구비되고, 전체표면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1층간절연막(83)과, 상기 제

1층간절연막(83)을 통하여 상기 엔형 불순물층(75)에 접속되는 제1콘택플러그(85)와, 상기 제1콘택플러그(85)에 접

속되는 워드라인(87)이 구비되고, 전체표면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2층간절연막(89)이 구비되고, 상기 제2층간절연

막(89)을 통하여 상기 피형 불순물층(77)에 접속되는 제2콘택플러그(91)가 구비되고, 상기 제2콘택플러그(91)에 콘

택되는 연결층(93)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93)을 노출시키는 평탄화된 제3층간절연막(95)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

층(93) 상부의 워드라인(87) 상측에 MTJ 셀(97) 및 제3콘택플러그(99)가 적층되어 구비되고, 상기 적층구조와 같은 

높이로 평탄된 제4층간절연막(101)이 구비되고, 상기 제3콘택플러그(99)에 접속되는 비트라인(103)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제3콘택플러그(99)가 없는 구조로 MRAM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 리고, 상기 게이트전극(81)은 다이오드

의 성능을 향상시켜 센싱을 보다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 4 는 상기 도 1 내지 도 3 의 구조를 갖는 MRAM 어레이의 동작원리를 도시한 평면적인 개략도로서, 미국특허번

호 제5,793,697호를 인용하여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4 은, 워드라인1(113), 워드라인2(115) 및 워드라인3(117)의 양측 끝부분이 연결되는 워드라인 조절 회로(1

11)가 구비되고, 상기 워드라인1,2,3(113,115,117)에 교차하는 디자인의 비트라인1(123), 비트라인2(125) 및 비트

라인3(127)의 양측 끝부분이 연결되는 비트라인 조절 회로(121)가 구비된 것이다. 특히, 상기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이

교차되는 부분에 MTJ 셀인 ⓑ 와 PN 접합 다이오드 ⓒ 로 구성된 단위 셀이 구비된다.

여기서, 상기 비트라인1,2,3(123,125,127)에 흐르는 전류인 I  B 와 워드라인1,2,3(113,115,117)에 흐르는 전류인 I 

W 의 전류 흐름으로 인해 자기장이 형성되고, I  B 와 I  W 의 전류가 교차하는 셀만 선택되어 라이트 ( write ) 동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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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다.

그리고, 리드 ( read ) 동작은 선택된 셀의 비트라인에 가해된 전압과 기준전압과의 차이로 인한 전류가 MTJ 셀과 다

이오드의 저항을 통하여 워드라인으로 흐르게 되고, 이를 센싱 ( sensing ) 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같이 종래기술에 따른 마그네틱 램은, 하나의 다이오드와 하나의 저항변화소자인 MTJ 셀을 이용하여 마

그네틱 램을 형성함에 따라 한 셀에 한 개의 비트만을 저장할 수 밖에 없어 소자의 고집적화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다이오드와 다수의 저항변화소자를 연결

하되, 직렬이나 병렬로 두 개 이상 연결하여 하나의 셀에 보다 많은 비트를 저장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자의 고집

적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른 소자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다이오드와 다수의 저항변화소자로 구비되

는 마그네틱 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마그네틱 램은,

마그네틱 램에 있어서,

하나의 다이오드와,

상기 다이오드에 연결된 다수의 저항변화소자를 포함하여 다중 레벨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상기 다수의 저항변화소자가 반도체기판에 수직방향으로 병렬배열된 것과,

상기 다수의 저항변화소자는 반도체기판에 수평방향으로 병렬배열된 것과,

상기 저항변화소자로 MTJ, AMR, GMR, 스핀 밸브 ( spin valve ), 강자성체/금속·반도체 하이브리드구조, III-V족 

자성 반도체 복합구조, 금속/반도체 복합구조, 준금속/반도체 복합구조, CMR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임

의의 선택된 한가지가 사용되는 것을 제1특징으로한다.

또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행 본 발명에 따른 마그네틱 램은,

반도체기판 상에 구비되는 워드라인과,

상기 워드라인 상부에 엔/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된 다이오드가 패터닝되고,

상기 다이오드에 접속되는 연결층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 상부에 상기 연결층과 접속되는 제1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1비트라인으로

구성된 저항변화소자-비트라인 연결쌍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쌍이 수직 방향으로 2회이상 반복 형성되며 이웃하는 각 비트라인은 서로 수직 배치되는 것을 제2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행 본 발명에 따른 마그네틱 램은,

반도체기판 상에 활성영역을 정의하는 트렌치형 소자분리막과,

상기 소자분리막 사이의 반도체기판 내에 엔형 불순물층과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비되는 다이오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하나의 제1워드라인과 상기 제1워드라인과 같은 높이로 별도의 전원과 연결되는 n 

개의 제2워드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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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연결층과,

상기 연결층 상부의 상기 제1,2워드라인 상측에 구비되는 n+1 개의 저항변화소자와,

상기 n+1 개의 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어 이들을 센싱하는 하나의 비트라인으로 구비되는 것과,

상기 저항변화소자에 상기 제1,2 워드라인이 각각 1 : 1 로 대응되어 구비되는 것을 제3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행 본 발명에 따른 마그네틱 램은,

반도체기판에 구비되는 엔형 불순물층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의 일측에 구비되는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되는 다이오

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연결층과,

상기 연결층 상부의 상기 제1워드라인 상측에 구비되는 제1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비트라인과,

상기 비트라인 상부의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 상측에 구비되는 제2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연결층 및 제2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과,

상기 제2연결층 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층간절연막과,

상기 제2저항변화소자 상측의 층간절연막 상부에 구비되는 제2워드라인으로 구성되는 것과,

상기 제1워드라인은 상기 제1연결층과의 사이에 절연막이 구비되어 이격된 것을 제4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행 본 발명에 따른 마그네틱 램은,

반도체기판에 구비된 엔형 불순물층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의 일측에 구비되는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된 다이오드와

,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과,

상기 제1워드라인과 같은 높이로 구비되며 별도의 전원선에 연결된 n 개의 제2워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연결층과,

상기 제1연결층 상부의 상기 제1,2워드라인 상측에 각각 구비되는 n+1 개의 제1저항변화소자와,

상기 n+1 개의 제1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비트라인과,

상기 비트라인 상부의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 상측에 구비되는 n+1 개의 제2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연결층 및 제2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과,

상기 제2연결층 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층간절연막과,

상기 제2저항변화소자 상측의 층간절연막 상부에 구비되는 n+1 개의 제2워드라인으로 구성되는 것과,

상기 제1워드라인은 상기 제1연결층과의 사이에 절연막이 구비되어 이격된 것을 제5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행 본 발명에 따른 마그네틱 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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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판에 구비되는 엔형 불순물층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의 일측에 구비되는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되는 다이오

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인 리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연결층과,

상기 제1연결층 상부의 상기 제1워드라인 상측에 구비되는 제1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1비트라인과,

상기 제1비트라인에서 이격된 상측으로부터 상기 제1연결층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과,

상기 제2연결층과 제1비트라인 사이의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 상측에 절연되어 구비되는 제2워드라인인 라인트라인

과,

상기 제2워드라인 상측의 상기 제2연결층 상부에 구비되는 제2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2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2비트라인으로 구성되는 것과,

상기 제2연결층, 라이트라인, 제2저항변화소자 및 제2비트라인이 이루는 적층구조가 제1연결층에 접속되어 적층된 

바와같이 연결층, 라인트라인, 저항변화소자 및 비트라인의 적층구조가 이웃하는 하측 연결층에 접속되는 구조가 다

수 구비되는 것을 제6특징으로한다.

또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행 본 발명에 따른 마그네틱 램은,

반도체기판에 구비되는 엔형 불순물층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의 일측에 구비되는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되는 다이오

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과,

상기 제1워드라인과 같은 높이로 형성되되, 별도의 전원선이 연결된 n 개의 제2워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연결층과,

상기 연결층 상부의 제1,2워드라인 상측에 구비되는 n+1 개의 제1,2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2저항변화소자에 각각 접속되는 n+1 개의 비트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제7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행 본 발명에 따른 마그네틱 램은,

반도체기판에 구비되는 엔형 불순물층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의 일측에 구비되는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되는 다이오

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연결층과,

상기 제1연결층 상부의 상기 제1워드라인 상측에 구비되는 제1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1비트라인과,

상기 제1비트라인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과,

상기 제2연결층과 제1비트라인 사이에 절연되어 구비되는 제2워드라인과,

상기 제2워드라인 상측의 상기 제2연결층 상부에 구비되는 제2저항변화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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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2비트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제8특징으로 한다.

엔형과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다이오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워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연결층과,

상기 워드라인 상측의 상기 연결층 상부에 구비되는 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비트라인로 구성

되는 연결쌍과,

상기 연결쌍을 다수 적층하되, 이웃하는 비트라인들은 서로 직교하는 것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은 상기 엔형 불순물층 내의 일측에 구비되는 것을 제9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종래기술에서 하나의 다이오드와 하나의 저항변화소자로 이루어진 마그네틱 램의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나

의 다이오드에 다수의 저항변화소자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한 MRAM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저항변화소자는 MTJ, AMR, GMR, 스핀 밸브 ( spin valve ), 강자성체/금속·반도체 하이브리드구조, I

II-V족 자성 반도체 복합구조, 금속(준금속)/반도체 복합구조, CMR ( Colossal Magneto-Resistance ) 등과 같은 자

화 또는 자성에 의하여 저항값이 변하는 자기저항소자로 형성한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5 내지 도 11 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 내지 제7실시예에 따라 하나의 다이오드와 다수의 저항변화소자로 구비되

는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저항변화소자로서 MTJ 셀을 사용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도 5 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5 를 참조하면, 마그네틱 램은, 반도체기판(131) 상부에 워드라인(133)이 구비되고, 상기 워드라인(133) 상부에 

엔/피형 불순물층(도시안됨)으로 구성된 다이오드(135)가 패터닝되고, 전체표면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1층간절연막

(137)을 통하여 상기 다이오드(135)에 접속되는 연결층(139)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139) 상부에 제1MTJ 셀(141

)가 구비되고, 상기 제1MTJ 셀(141) 높이로 제2층간절연막(143)이 구비되고, 상기 제1MTJ 셀(141)에 접속되는 제1

비트라인(145)이 구비되고, 상기 제1비트라인(145) 상부에 제2MTJ 셀(149)이 구비된다. 그리고, 상기 제2MTJ 셀(1

49) 상부에 제2비트라인(153)이 구비되되, 상기 제1비트라인(145)과 수직한 형태로 구비되고, 그 상부에 제2비트라

인(153) 상부에 제3MTJ 셀(155) 및 제3비트라인(159) 적층구조와 제4MTJ 셀(163) 및 제4비트라인(167) 적층구조

로 구비된 것이다. 이때, 상기 제1MTJ 셀(141), 제1비트라인(145), 제2MTJ 셀(149) 및 제2비트라인(153)와 같은 순

서의 적층구조를 상측으로 연속하여 적층된 구조로 형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연결층(139)은 상기 다이오드(135)와 같은 크기로 패터닝되어 상기 제1층간절연막(137)과 같은 높이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상기 제1,2,3,4MTJ 셀(141,149,155,163)은 같은 위치에 형성하되, 각각의 MTJ 셀 상부에 제1,2,3,4비트라

인(145,153,159,167)이 형성된 구조로 이웃하는 비트라인 들은 서로 직교하는 구조로 형성된 것이다.

또한, 각층들을 형성하고 그 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층간절연막들을 형성한 다음, 상기 각층들을 노출시키는 평탄화식

각공정으로 노출시키고 접속되는 층을 형성 한 것이다. 이때, 상기 MTJ 셀 상부 또는 하부에 위 또는 아래로 연결되

는 콘택 플러그들을 형성할 수도 있다.

도 6 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제1,2워드라인의 높이를 같이 하며 두 개의 

MTJ 셀을 병렬 연결하여 하나의 비트라인에서 센싱할 수 있도록 형성한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마그네틱 램은 반도체기판(171)에 구비되는 트렌치형 소자분리막(173)과, 상기 트렌치형 소자분리

막(173) 사이의 반도체기판에 고농도의 엔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엔형 불순물층(175)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

175)의 일측에 고농도의 피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피형 불순물층(177)으로 구성되는 다이오드(179)와, 상기 

반도체기판(171) 상부에 구비되는 제1층간절연막(181)과, 상기 제1층간절연막(181)을 통하여 상기 엔형 불순물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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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에 접속되는 제1콘택플러그(183)와, 상기 제1콘택플러그(183)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185a)과, 상기 제1워드

라인(185a)와 같은 높이로 패터닝되되, 별도의 전원선과 연결되는 제2워드라인(185b)과, 전체표면상부를 평탄화시

키는 제2층간절연막(187)과, 상기 제2층간절연막(187)을 통하여 상기 피형 불순물층(177)에 접속되는 제2콘택플러

그(189)와, 상기 제2콘택플러그(189)에 콘택되는 연결층(191)과, 상기 연결층(191)을 노출시키는 평탄화된 제3층간

절연막(193)과, 상기 제1,2워드라인 (185a,185b) 상측의 상기 연결층(191) 상부에 구비되는 저항변화소자인 제1,2

MTJ 셀(195a,195b)과, 상기 적층구조와 같은 높이로 평탄된 제4층간절연막(197)과, 상기 제1,2MTJ 셀(195a,195b)

에 접속되는 비트라인(199)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 서, 상기 제2워드라인(185b)은 상기 제1워드라인(185a)의 형

성공정시 패터닝하여 상기 제1워드라인(185a)과 같은 높이로 형성한 것이다.

이때, 상기 제1,2MTJ 셀(195a,195b) 상부의 비트라인 또는 하부의 연결층(191)과 접속되는 제3콘택플러그(도시안

됨)를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MTJ 셀을 추가로 형성하여 더 많은 비트를 한 셀에 저장 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MTJ 셀이 추가된 만큼 제2

워드라인(185b)의 숫자도 추가되어 구비되어야 한다.

도 7 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제1,2워드라인의 높이를 달리 하며 두 개의 

MTJ 셀을 병렬 연결하여 하나의 비트라인에서 센싱할 수 있도록 형성한 것이다.

도 7 을 참조하면, 마그네틱 램은 반도체기판(201)에 트렌치형 소자분리막 (203)이 구비되고, 상기 트렌치형 소자분

리막(203) 사이의 반도체기판에 고농도의 엔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엔형 불순물층(205)과, 상기 엔형 불순물

층(205)의 일측에 고농도의 피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피형 불순물층(207)으로 구성되는 다이오드(209)가 구

비되고, 상기 반도체기판(201) 상부에 구비되는 제1층간절연막 (211)과, 상기 제1층간절연막(211)을 통하여 상기 엔

형 불순물층(205)에 접속되는 제1콘택플러그(213)와, 상기 제1콘택플러그(213)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215)이 구

비되고, 전체표면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2층간절연막(217)이 구비되고, 상기 제2층간절연막(217)을 통하여 상기 피

형 불순물층(207)에 접속되는 제2콘택플러그 (219)가 구비되고, 상기 제2콘택플러그(219)에 콘택되는 제1연결층(22

1)이 구비되 고, 상기 제1연결층(221)을 노출시키는 평탄화된 제3층간절연막(223)이 구비되고, 상기 제1연결층(221)

상부의 제1워드라인(215) 상측에 저항변화소자인 제1MTJ 셀(225)가 적층되어 구비되고, 상기 적층구조와 같은 높

이로 평탄된 제4층간절연막 (227)이 구비되고, 제1MTJ 셀(225)에 접속되는 비트라인(229)이 구비되고, 상기 제1M

TJ 셀(225) 상측의 비트라인(229) 상부에 제2MTJ 셀(231)이 구비되고, 상기 제2MTJ 셀(231)을 노출시키는 평탄화

된 제5층간절연막(233)이 구비되고, 상기 제5층간절연막(233) 및 제4층간절연막(227)을 지나 제3콘택플러그(235)

를 통하여 상기 제1연결층(221)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237)이 구비되되, 상기 제2연결층(237)은 상기 제2MTJ셀(23

1)에 접속되어 구비되고, 전체표면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6층간절연막(239)이 구비되며, 상기 제2MTJ 셀(231) 상측

의 제6층간절연막(239) 상부에 제2워드라인(241)이 구비된 것이다. 제1, 2 MTJ셀 위 또는 아래로의 접촉 연결은 별

도의 콘택플러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도 6 과 도 7 의 마그네틱 램이 결합된 상태로 마그네틱 램을 형성할 수 도 있다.

도 8 은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각각 워드라인과 비트라인 높이를 달리하여 

구비되는 MTJ 셀을 2개 형성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상기 MTJ 셀을 3개 이상 설치할 수도 있다.

도 8 을 참조하면, 상기 마스네틱 램은 반도체기판(251)에 트렌치형 소자분리막(253)이 구비되고, 상기 트렌치형 소

자분리막(253) 사이의 반도체기판에 고농도의 엔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엔형 불순물층(255)과, 상기 엔형 불

순물층 (255)의 일측에 고농도의 피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피형 불순물층(257)으로 구성되는 다이오드(259)가

구비되고, 상기 반도체기판(251) 상부에 구비되는 제1층간절연막(261)과, 상기 제1층간절연막(261)을 통하여 상기 

엔형 불순물층(255)에 접속되는 제1콘택플러그(263)와, 상기 제1콘택플러그(263)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 (265)이 

구비되고, 전체표면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2층간절연막(267)이 구비되고, 상기 제2층간절연막(267)을 통하여 상기 

피형 불순물층(257)에 접속되는 제2콘택플러그(269)가 구비되고, 상기 제2콘택플러그(269)에 콘택되는 제1연결층(

271)이 구비되고, 상기 제1연결층(271)을 노출시키는 평탄화된 제3층간절연막(273)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271) 

상부의 제1워드라인(265) 상측에 저항변화소자인 제1MTJ 셀(275)이 적층되어 구비되고, 상기 적층구조와 같은 높

이로 평탄된 제4층간절연막 (277)이 구비되고, 제1MTJ 셀(275)에 접속되는 제1비트라인(279)이 구비되고, 상기 제

1비트라인(279) 상부에 제1MTJ 셀(275) 상측에 제5층간절연막(281)이 구비되고, 상기 제5층간절연막(281) 상부의 

상기 제1MTJ 셀(275) 상측에 제2워드라인(283)이 구비되고, 상기 제2워드라인(283) 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6층간

절연막(285)이 구비되고, 상기 제6층간절연막(285), 제5층간절연막(281) 및 제4층간절연막(277)을 식각하여 상기 

제1연결층(271)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289)이 구비되고, 상기 제2연결층(289)을 노출시키는 평탄화된 제7층간절연

막(291)이 구비되고, 상기 제2연결층(289) 상부의 제2워드라인(283) 상측에 제2MTJ 셀(293)이 구비되고, 이와 높

이를 같이 하는 제8층간절연막(291)이 구비되고, 상기 제2MTJ 셀(293)에 접속되는 제2비트라인(297)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각 MTJ 셀 위 또는 아래로의 접촉연결은 별도의 콘택 플러그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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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각각의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의 높이를 같이

하여 구비되는 MTJ 셀을 도시한 것이다.

도 9 을 참조하면, 상기 마스네틱 램은 반도체기판(301)에 트렌치형 소자분리막(303)이 구비되고, 상기 트렌치형 소

자분리막(303) 사이의 반도체기판에 고농도의 엔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엔형 불순물층(305)과, 상기 엔형 불

순물층(305)의 일측에 고농도의 피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피형 불순물층(307)으로 구성되는 다이오드(309)가

구비되고, 상기 반도체기판(301) 상부에 구비되는 제1층간절연막(311)과, 상기 제1층간절연막(311)을 통하여 상기 

엔형 불순물층(305)에 접속되는 제1콘택플러그(313)와, 상기 제1콘택플러그(313)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315a)과

, 별도의 전원과 연결되는 제2워드라인(315b)이 구비되고, 전체표면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2층간절연막(317)이 구

비되고, 상기 제2층간절연막(317)을 통하여 상기 피형 불순물층(307)에 접속되는 제2콘택플러그(319)가 구비되고, 

상기 제2콘택플러그(319)에 콘택되는 연결층(321)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321)을 노출시키는 평탄화된 제3층간절

연막(323)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 (321) 상부의 제1,2워드라인(315a,315b) 상측에 저항변화소자인 제1,2MTJ 셀(

325a,325b)이 적층되어 구비되고, 상기 적층구조와 같은 높이로 평탄된 제4층간절연막(329)이 구비되고, 제1,2MTJ

셀(325a,325b)에 각각 접속되는 제1,2비트라인 (329a,329b)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MTJ셀 위 또는 아래

로의 접촉 연결은 별도의 콘택플러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10 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두 개의 MTJ 셀을 각각 별도의 비트라인으

로 센싱하도록 형성하되, 상부에 형성되는 MTJ 셀이 하부의 비트라인에 연결되어 라이팅(writing)을 위해 각각의 라

이트라인용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도 10 을 참조하면, 상기 마스네틱 램은 반도체기판(331)에 트렌치형 소자분리막(333)이 구비되고, 상기 트렌치형 소

자분리막(333) 사이의 반도체기판에 고농도의 엔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엔형 불순물층(335)과, 상기 엔형 불

순물층 (335)의 일측에 고농도의 피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피형 불순물층(337)으로 구성되는 다이오드(339)가

구비되고, 상기 반도체기판(331) 상부에 구비되는 제1층간절연막(341)과, 상기 제1층간절연막(341)을 통하여 상기 

엔형 불순물층(335)에 접속되는 제1콘택플러그(343)와, 상기 제1콘택플러그(343)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 (345)이 

구비되고, 전체표면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2층간절연막(347)이 구비되고, 상기 제2층간절연막(347)을 통하여 상기 

피형 불순물층(337)에 접속되는 제2콘택플러그(349)가 구비되고, 상기 제2콘택플러그(349)에 콘택되는 제1연결층(

351)이 구비되고, 상기 제1연결층(351)을 노출시키는 평탄화된 제3층간절연막(353)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351) 

상부의 제1워드라인(345) 상측에 저항변화소자인 제1MTJ 셀(355)이 적층되어 구비되고, 상기 적층구조와 같은 높

이로 평탄된 제4층간절연막 (357)이 구비되고, 제1MTJ 셀(355)에 접속되는 제1비트라인(359)이 구비되고, 상기 제

1비트라인(359) 상부에 제5층간절연막(361)이 구비되고, 상기 제5층간절연막 (361) 상부의 상기 제1MTJ셀(355) 상

측에 제2워드라인(365)이 구비되고, 그 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6층간절연막(363)이 구비되고, 상기 제6층간절연막(

363)과 제5층간절연막(361)을 식각하여 상기 제1비트라인(359)에 접속되는 제3콘택플러그(367)이 구비되고, 상기 

제3콘택플러그(367)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369)가 구비되고, 상기 제2연결층(369)를 노출시키는 평탄화된 제7층간

절연막(371)가 구비되고, 상기 제2연결층(369)상부의 제2워드라인(363) 상측에 제2MTJ 셀(373)이 구비되고, 이를 

노출시키는 제8층간절연막(375)가 구비되고, 상기 제2MTJ 셀(373)에 접속되는 제2비트라인(377)이 구비되는 것을 

구성으로 한다. MTJ셀 위 또는 아래로의 접촉 연결은 별도의 콘택플러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MTJ 셀의 고정강자성층과 자유강자성층의 자화방향이 평행이냐 반평행이냐에 따라 저항이 두가지로 

달라지므로 똑같은 두 개의 MTJ를 삽입한다면 하나의 셀에 4개(0,1,00,01,11)의 비트가 저장될 수 있다. 또한, 두 개

의 MTJ 저항값을 다르게 한다면 한 셀에 5개(0,1,00,01,10,11)의 비트가 저장된다.

만약 3개 이상의 MTJ를 이와 같이 연결한다면 더 많은 비트를 한 셀에 저장시킬 수 있게 된다.

도 11 은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램을 도시한 단면도로서, 두 개의 MTJ 셀을 각각 별도의 비트라인에 

센싱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제2MTJ 셀을 제1비트라인에 연결시켜 제2MTJ 셀의 라이트라인을 별도로 형성하지 

않고 하부에 위치한 제1비트라인을 제2MTJ 셀의 라이트라인으로 형성한 것이다.

도 11 을 참조하면, 상기 마스네틱 램은 반도체기판(381)에 트렌치형 소자분리막(383)이 구비되고, 상기 트렌치형 소

자분리막(383) 사이의 반도체기판에 고농 도의 엔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엔형 불순물층(385)과, 상기 엔형 불

순물층 (385)의 일측에 고농도의 피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형성된 피형 불순물층(387)으로 구성되는 다이오드(389)가

구비되고, 상기 반도체기판(381) 상부에 구비되는 제1층간절연막(391)과, 상기 제1층간절연막(391)을 통하여 상기 

엔형 불순물층(385)에 접속되는 제1콘택플러그(393)와, 상기 제1콘택플러그(393)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 (395)이 

구비되고, 전체표면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제2층간절연막(397)이 구비되고, 상기 제2층간절연막(397)을 통하여 상기 

피형 불순물층(387)에 접속되는 제2콘택플러그(399)가 구비되고, 상기 제2콘택플러그(399)에 콘택되는 제1연결층(

401)이 구비되고, 상기 제1연결층(401)을 노출시키는 평탄화된 제3층간절연막(403)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401) 

상부의 제1워드라인(395) 상측에 저항변화소자인 제1MTJ 셀(405)이 적층되어 구비되고, 상기 적층구조와 같은 높

이로 평탄된 제4층간절연막 (407)이 구비되고, 제1MTJ 셀(405)에 접속되는 제1비트라인(409)이 구비되고, 상기 제

1MTJ셀(405) 상측의 제1비트라인(409) 상부에 제2MTJ셀(411)이 구비되고, 이를 노출시키는 평탄화된 제5층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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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413)이 구비되고, 상기 제2MTJ셀(411)에 접속되는 제2비트라인(415)이 구비되는 것을 구성으로 한다. MTJ셀 

위 또는 아래로의 접촉 연결은 별도의 콘택플러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제2비트라인 상부에 제3MTJ셀(도시안됨)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제3비트라인을 형성하는 형태로 

적층하여 다수의 적층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한셀에 더 많은 비트를 저장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언급된 실시예에 따른 구조를 서로 조합하여 MRAM 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다수의 MTJ 셀이 구비되는 마그네틱 램은, 하나의 다이오드와 다수의 저

항변화소자로 MRAM을 형성하여 단위 셀에서 두 개 이상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자의 고집적화를 가

능하게 하고 그에 따른 소자의 특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마그네틱 램에 있어서,

하나의 다이오드와,

상기 다이오드에 연결된 다수의 저항변화소자를 포함하여 다중 레벨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

네틱 램.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항변화소자는 반도체기판에 수직방향으로 직렬배열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저항변화소자는 반도체기판에 수평방향으로 병렬배열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변화소자로 MTJ, AMR, GMR, 스핀 밸브 ( spin valve ), 강자성체/금속·반도체 하이브리드구조, III-V족 

자성 반도체 복합구조, 금속/반도체 복합구조, 준금속/반도체 복합구조, CMR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임

의의 선택된 한가지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5.
반도체기판 상에 워드라인이 구비되고,

상기 워드라인 상부에 엔/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된 다이오드가 패터닝되고,

상기 다이오드에 접속되는 연결층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층 상부에 상기 연결층과 접속되는 제1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1비트라인으로

구성된 저항변화소자-비트라인 연결쌍이 구비되고,

상기 연결쌍이 수직 방향으로 2회이상 반복 형성되며 이웃하는 각 비트라인은 서로 수직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마그네틱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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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오드, 연결층, 저항변화소자 및 비트라인의 각 층간에 평탄화된 층간절연막이 각각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7.
반도체기판 상에 활성영역을 정의하는 트렌치형 소자분리막과,

상기 소자분리막 사이의 반도체기판 내에 엔형 불순물층과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비되는 다이오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하나의 제1워드라인과 상기 제1워드라인과 같은 높이로 별도의 전원과 연결되는 n 

개의 제2워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연결층과,

상기 연결층 상부의 상기 제1,2워드라인 상측에 구비되는 n+1 개의 저항변화소자와,

상기 n+1 개의 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어 이들을 센싱하는 하나의 비트라인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

네틱 램.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저항변화소자에 상기 제1,2 워드라인이 각각 1 : 1 로 대응되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9.
반도체기판에 구비되는 엔형 불순물층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의 일측에 구비되는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되는 다이오

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연결층과,

상기 연결층 상부의 상기 제1워드라인 상측에 구비되는 제1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비트라인과,

상기 비트라인 상부의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 상측에 구비되는 제2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연결층 및 제2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과,

상기 제2연결층 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층간절연막과,

상기 제2저항변화소자 상측의 층간절연막 상부에 구비되는 제2워드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워드라인은 상기 제1연결층과의 사이에 절연막이 구비되어 이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11.
반도체기판에 구비된 엔형 불순물층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의 일측에 구비되는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된 다이오드와

,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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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워드라인과 같은 높이로 구비되며 별도의 전원선에 연결된 n 개의 제2워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연결층과,

상기 제1연결층 상부의 상기 제1,2워드라인 상측에 각각 구비되는 n+1 개의 제1저항변화소자와,

상기 n+1 개의 제1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비트라인과,

상기 비트라인 상부의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 상측에 구비되는 n+1 개의 제2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연결층 및 제2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과,

상기 제2연결층 상부를 평탄화시키는 층간절연막과,

상기 제2저항변화소자 상측의 층간절연막 상부에 구비되는 n+1 개의 제2워드 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워드라인은 상기 제1연결층과의 사이에 절연막이 구비되어 이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13.
반도체기판에 구비되는 엔형 불순물층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의 일측에 구비되는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되는 다이오

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인 리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연결층과,

상기 제1연결층 상부의 상기 제1워드라인 상측에 구비되는 제1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1비트라인과,

상기 제1비트라인에서 이격된 상측으로부터 상기 제1연결층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과,

상기 제2연결층과 제1비트라인 사이의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 상측에 절연되어 구비되는 제2워드라인인 라인트라인

과,

상기 제2워드라인 상측의 상기 제2연결층 상부에 구비되는 제2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2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2비트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연결층, 라이트라인, 제2저항변화소자 및 제2비트라인이 이루는 적층구조가 제1연결층에 접속되어 적층된 

바와같이 연결층, 라인트라인, 저항변화소자 및 비트라인의 적층구조가 이웃하는 하측 연결층에 접속되는 구조가 다

수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15.
반도체기판에 구비되는 엔형 불순물층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의 일측에 구비되는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되는 다이오

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과,

상기 제1워드라인과 같은 높이로 형성되되, 별도의 전원선이 연결된 n 개의 제2워드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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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연결층과,

상기 연결층 상부의 제1,2워드라인 상측에 구비되는 n+1 개의 제1,2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2저항변화소자에 각각 접속되는 n+1 개의 비트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16.
반도체기판에 구비되는 엔형 불순물층과 상기 엔형 불순물층의 일측에 구비 되는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되는 다이

오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워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제1연결층과,

상기 제1연결층 상부의 상기 제1워드라인 상측에 구비되는 제1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1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1비트라인과,

상기 제1비트라인에 접속되는 제2연결층과,

상기 제2연결층과 제1비트라인 사이에 절연되어 구비되는 제2워드라인과,

상기 제2워드라인 상측의 상기 제2연결층 상부에 구비되는 제2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제2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제2비트라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17.
엔형과 피형 불순물층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다이오드와,

상기 엔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워드라인과,

상기 피형 불순물층에 접속되는 연결층과,

상기 워드라인 상측의 상기 연결층 상부에 구비되는 저항변화소자와 상기 저항변화소자에 접속되는 비트라인로 구성

되는 연결쌍과,

상기 연결쌍을 다수 적층하되, 이웃하는 비트라인들은 서로 직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피형 불순물층은 상기 엔형 불순물층 내의 일측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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