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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그래머블 퓨즈와 안티 퓨즈 및 그 방법

요약

  p채널 MOSFET(300) 장치는 이상 홀 생성을 사용함으로써 메모리 디코딩 회로내의 리프로그래머블 퓨즈 또는 안티퓨즈

로서 사용된다. 인가된 음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314)은 충분히 커서, 터널 전자가 산화물(312)의 밴드갭 에너지를 초과

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획득하게 한다. 이는 실리콘 기판에서 활동적인 홀-전자 쌍이 생성되게 한다. 그 후, 홀은 기판으

로부터 그들이 트랩되게 되는 산화물로 주입된다. p채널 MOSFET의 임계치 전압의 큰 시프트가 발생된다. 그 후, 장치는

양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리셋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프로그래머블 퓨즈, 안티퓨즈

명세서

  발명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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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반도체 집적회로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프로그래머블 주소 디코딩 및 정정을 위한

MOSFET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

  많은 전자제품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메모리 장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전기적 프로그래머블 판독전용 메모리

(EPROM)과 전기적으로 소거가능 프로그래머블 판독전용 메모리(EEPROM) 등의 비휘발성 메모리는,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EPROM과 EEPROM은 통상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로

불리는 전기적으로 격리된 게이트를 갖는 다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데이터는 플로팅 게이트 상의 전하 형태로 메모리

셀 내에 저장된다. 전하는 프로그램 및 소거 동작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에 전송되거나 플로팅 게이트로부터 제거된다.

  다른 유형의 비휘발성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에서 파생된 것이다. 비록 플

래시 메모리가 EPROM과 EEPROM의 많은 특성을 공유하지만, 현 세대의 플래시 메모리는 소거 동작이 블록 단위로 이행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드 스토리지 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할 잠재성을 갖는

다. 이 이점들은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시스템을 소박하고(rugged) 용이하게 휴대가능한 소형의 고체 상태 비휘발성 시스

템으로 대체할 것이다. 또한, 매우 높은 잠재밀도가 주어지면, 플래시 메모리는, 예를 들어, 소거동작시, 동작속도의 일정

한 향상이 실현될 경우, DRAM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통상의 플래시 메모리 장치는 행렬 방식으로 배치된 다수의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메모리 어레이를 포함한다. 각각의 메

모리 셀은 전하를 보유할 수 있는 플로팅 게이트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그 셀들은 통상 블록들로 그룹핑된다.

블록 내의 각각의 셀은 플로팅 게이트를 충전시킴으로써 무작위로 전기적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그 전하는 블록 소거 동

작에 의해 플로팅 게이트로부터 제거된다. 셀 내의 데이터는 플로팅 게이트 내의 전하의 존재 또는 부재에 의해 판정된다.

  프로그래머블 주소 디코딩 회로(programmable address decode circuit) 및 버퍼는 메모리 어레이에 있어서 어레이의

결함 행(faulty row) 및/또는 열은 기능적 용장(functional redundant) 행 및/또는 열로 대체하는 데 요구된다. 용장 복구

방식(redundancy repair scheme)의 일예는 1994년 6월 28일에 Lowrey에게 부여된 미국특허 제5,324,681호에 기재되

어 있다. 다른 예는 1997년 9월 27일에 Choate에 부여된 미국특허 제4,051,354호에서 제공된다. 또다른 예는 1994년 7

월 5일에 Kersh III에 부여된 미국특허 제5,327,380호에서 제공된다.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연속적인 세대의 어레이 밀도의 증가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블 주소 디코딩 로직과 같은 다른 기능

들을 칩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요구 또한 증가한다. 그러나, 임의의 성공적으로 통합된 기술은, 개별적으로 최적화된 기술

로 각각 제조되는 카드 또는 패키지 레벨에서, 개별 칩들을 결합하는 기존의 대안에 대하여 비용 경쟁적이어야 한다. 고속

로직, 정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SRAM) 또는 EEPROM과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기존 플래시 메모리 기술에 임

의의 중요 공정 단계의 추가는, 증가된 공정 복잡도와 감소된 수율에 기인하여 급속하게 고비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적

화된 공정 플로우에 거의 변경하지 않고 또는 변경 없이 플래시 메모리 칩에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래머블 주소 디코딩 회로는 통상의 원 타임 프로그래머블(OTP;one time programmable) 스위치를 채용한다. 병

렬 회로에 존재하는 퓨즈와 안티퓨즈는 주소 디코딩 로직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퓨즈 또는 안티퓨즈는, 결합

하게 하는 스위칭 소자, 및 예를 들어, "오프"(끊어진 퓨즈) 또는 "온"(끊어지지 않은 퓨즈)의 스위칭 소자의 상태를 저장하

는 프로그래밍 소자의 기능을 완전히 결합한다.

  퓨즈가능 소자(fusible element)가 집적회로 내에서 채용되어 제조 후에 집적회로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퓨즈가능 소자는 결함 회로를 용장 회로로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메모리 장치는 용장 메모리 셀로 통상 제조

된다. 용장 메모리 셀은 제조된 메모리 장치의 테스트 동안 발견된 결함 메모리 셀을 제조 후의 퓨즈가능 소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한 유형의 퓨즈가능 링크(fusible link)는 표준 폴리실리콘 퓨즈이다. 그 퓨즈는 정상 상태(normal state)

에서 퓨즈를 통하는 완성된 전기 경로가 있도록 집적회로 상에서 제조되는 약 0.5㎛ 두께의 폴리실리콘 도체를 포함한다.

퓨즈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하여, 고전력 레이저가 폴리실리콘 부위를 증발시킴으로써 전기경로를 개방시키는데 이용된다.

레이저는 집적회로에서 선택된 폴리실리콘 퓨즈를 개방시키는데 이용되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폴리실리콘 퓨

즈의 사용은 몇가지 단점을 동반한다. 폴리실리콘 퓨즈는 그들 중 하나가 레이저에 의해 개방될 때, 다른 폴리실리콘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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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지 않도록 집적회로 내에서 서로 이격되어야 한다. 따라서, 폴리실리콘 퓨즈 뱅크는 상당한 영역의 집적회로를 차지한

다. 집적회로가 고밀도 회로로 계속 제조됨에 따라서, 보다 많은 퓨즈가능 링크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폴

리실리콘 퓨즈는 집적회로가 집적회로 패키지에 배치되거나 임의의 방식으로 캡슐화되면 개방될 수 없다.

  집적회로에서 사용되어 온 다른 유형의 퓨즈가능 링크는 안티퓨즈이다. 안티퓨즈는 절연체 또는 유전체에 의해 분리된 2

개의 도전성 단자를 포함하며 개방 회로로서 제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티퓨즈는 퓨즈와 전기적으로 반대이다. 안티퓨

즈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이 절연체를 파열시켜서 단자들 간에 전기 경로를 형성하도록 단자에 걸쳐서 인

가된다. 집적회로에서 통상 사용되는 한 유형의 안티퓨즈는 산화물-질화물-산화물(ONO) 안티퓨즈이다. 종래의 ONO 안

티퓨즈는 이 층의 산화물 사이에 샌드위치된 한 층의 산화물을 갖으며, 산화물의 하부층은 폴리실리콘과 접촉하고 산화물

은 상부층도 폴리실리콘과 접촉한다. 그 ONO 샌드위치는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안티퓨즈가 커패시터로서 동작하게 하는

유전체이다. ONO 안티퓨즈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절연체가 파열되어 2개의 폴리실리콘층이 함께 단락되도록 절연

체에 걸쳐서 인가된다.

  안티퓨즈는 퓨즈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몇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티퓨즈 뱅크는, 각각의 안티퓨즈의 단자에 결합되

는 전선 상에 공급될 수 있는 전압차에 의해 프로그래밍되기 때문에, 집적회로의 영역을 덜 차지한다. 안티퓨즈는 뱅크 내

에서 서로 근접하여 배치되고, 인접한 안티퓨즈는 하나가 프로그래밍될 때 위험하지 않다. 또한, 안티퓨즈는 집적회로가

집적회로 패키지에 배치되거나 캡슐화된 후에, 적절한 신호를 패키지의 핀에 인가함으로써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이는 여

러 이유로 인해 중요한 이점이다. 첫째, 집적회로는, 그것이 패키지된 후에 테스트될 수 있으므로, 선택된 안티퓨즈를 프로

그래밍함으로써 결함 회로를 용장 회로로 대체하여 복구될 수 있다. 통상의 집적회로는 고객의 사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구성되기 전에 테스트되어 패키지 내에 배치된다. 이는 고객주문과 선적 간의 지연을 감소시킨다. 또한, 통상의 집

적회로를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한 안티퓨즈의 사용은, 동일한 통상의 집적회로가 매우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집적회로에서의 수율을 향상시킨다.

  이들 이점에도 불구하고, 집적회로에서의 안티퓨즈의 사용은 안티퓨즈의 프로그래밍과 판독을 지원하는 적절한 회로의

부족에 의해 제한된다. 또한, ONO 안티퓨즈의 다른 단점은, 집적회로가 제조될 때, 별도의 추가적인 단계로 제조된다는 점

이다.

  또한, 종래의 퓨즈와 안티퓨즈는 이들을 유용성을 제한시키는 다수의 주요 결점을 공유한다. 이러한 주요 결점 중의 하나

는 퓨즈와 안티퓨즈 모두 리프로그래머블(reprogrammable)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대신, 그들은 원 타임 프로그래머블

장치여서, 재프로그래밍 가능성이 소망되거나 요구되는 많은 클래스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테스트하기 어렵고 부적합

하다. 퓨즈와 안티퓨즈는 플래시 메모리 공정 플로우에 따라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또다른 단점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1994년 6월 28일에 Lowrey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324,681호에서, MOSFET으로서

형성된 원 타임 프로그래머블(OTP) 메모리 셀은, DRAM 메모리 셀의 용장 행과 열을 사용하는 DRAM의 OTP 복구 및

DRAM(고속 페이지 모드(FPM) 또는 확장 데이터 아웃(EDO)과 같은) 옵션의 OPT 선택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레이

저/퓨즈 프로그래머블 메모리 셀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 성능의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DRAM 메모리 칩이 패

키징된 후에 OTP 메모리 셀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종래의 솔루션에 대하여 결정적인 이점이다. 그러나,

Lowrey 특허발명에서는 단일 타임 프로그램가능성(single time programmablitliy)의 단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프로그래머블 스위칭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접근법이 1998년 6월 9일에 Lipp 등에 부여된 미국특허 제5,764,096호에

기재된다. 미국특허 제5,764,096호는 범용 비휘발성 리프로그래머블 스위치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인 DRAM 셀 구조에서

의 공통성을 이용하여 이를 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Lipp의 특허는 DRAM 공정 플로우에 거의 변경하지 않고 또는 변경

없이 DRAM 칩 상에 비휘발성 메모리 기능을 제공하는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않는다.

  프로그래머블 결합, 예를 들어, 논리 스위칭 회로에 대한 또다른 대안은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MOSFET)을 스위칭 소자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MOSFET은 프로그래밍 소자의 저장된 메모리 비트에 의해 제어된다. 통

상, 이 프로그래밍 소자는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셀이다. 이러한 DRAM 기반의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는 리프로그래머블하고 DRAM 공정 플로우을 이용하지만, 전원이 꺼질 때마다 스위칭 소자의 프로그래밍

이 소실된다는 점에서 단점을 갖는다. 별도의 비휘발성 메모리 셀이 전원 다운시에 프로그래밍된 패턴을 저장하기 위해 사

용되어야 하며, FPGA는 장치에 전원이 다시 들어 올 때마다 다시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공정 복잡도를

더욱 높이고 상당한 추가의 칩 표면 공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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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MOSFET 메모리 기술과 양립가능하면서 리프로그래머블 퓨즈와 안티퓨즈 소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

한다. 이러한 소자는 MOSFET 메모리 공정 플로우의 변경을 거의 하지 않고 또는 변경없이 MOSFET 메모리 칩 상에 제

조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의 요약

  상기 및 다른 단점들이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에서 해결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구현예에 따라서, p채널 MOSFET 장치는

이상 홀 생성(anomalous hole generation)을 이용함으로써 메모리 디코딩 회로에서의 리프로그래머블 퓨즈 또는 안티퓨

즈 소자로서 이용된다. 충분히 큰 음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은 인가되어, 터널 전자들이 산화물의 밴드갭 에너지를 초과

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획득하게 한다. 그 결과, 강력한 홀-전자 쌍이 실리콘 기판에서 생성된다. 그 후, 홀은 기판으로부

터 산화물로 주입되며, 그 산화물에서 홀이 트랩된다. p채널 MOSFET의 임계치 전압에서 큰 시프트가 발생한다. 장치는

추후에 양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리셋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점이 재프로그래밍 가능성이 소망되

거나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실현된다. 또한, 이러한 퓨즈 또는 안티퓨즈 소자는 MOSFET 메모리 공정 플로우

의 경우에는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일 구현예에 따라서, 본 발명은 기판 내에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MOSFET)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머

블 스위치에 관한 것이다. 이 MOSFET은 제1 및 제2 소스/드레인 영역들, 제1 및 제2 소스/드레인 영역들 사이의 채널 영

역, 및 게이트 산화물에 의해 채널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게이트를 갖는다. 워드선이 게이트에 결합된다. 제1 전송선은

제1 소스/드레인 영역에 결합된다. 제2 전송선은 제2 소스/드레인 영역에 결합된다. MOSFET은 게이트 산화물 내에 양의

전하가 트랩된 프로그래밍 MOSFET이고, 따라서 그 MOSFET의 임계치 전압이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MOSFET의 임계치 전압에 비해 상당히 변하게 된다. 스위치는 퓨즈 또는 안티퓨즈로서 구현될 수 있다.

  다른 구현예에서, 프로그래머블 스위치는 기판 내에 p채널 MOSFET을 포함한다. MOSFET은 소스 영역, 드레인 영역,

소스 영역과 드레인 영역 사이의 채널 영역, 및 게이트 산화물에 의해 채널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게이트를 갖는다. 워드

선은 게이트에 결합된다. 소스선은 소스 영역에 결합된다. 비트선은 드레인 영역에 결합된다. 그 MOSFET은 게이트 산화

물에 트랩된 양의 전하를 갖는 프로그래밍된 MOSFET이고, 따라서 MOSFET의 임계치 전압이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상태

의 MOSFET의 임계치 전압에 비해 상당히 변한다. 스위치는 퓨즈 또는 안티퓨즈로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들은, 프로그래머블 스위치에 통합시키는 집적회로, 프로그래머블 디코더, 및 전기 시스템을 포함

한다.

  또다른 구현예는 기판 내의 p채널 MOSFET을 리프로그래머블 스위치로 프래그래밍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

및 제2 전압 전위는 각각 MOSFET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 인가된다. 음의 게이트 전위가 MOSFET의 게이트 영역에 인

가된다. 제1 및 제2 전압 전위와 음의 게이트 전위의 인가는 기판으로부터 MOSFET의 게이트 산화물로의 핫 홀(hot hole)

주입을 야기한다.

  기판 내의 p채널 MOSFET을 리프로그래머블 스위치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다른 방법 구현예에서, MOSFET의 소스

및 드레인 영역이 모두 접지된다. MOSFET의 게이트 영역으로의 음의 게이트 전위는 기판으로부터 MOSFET의 게이트

산화물로의 핫 홀 주입을 야기한다.

  또다른 구현예는 복수개의 주소 선과 복수개의 출력 선을 복수개의 행 및 복수개의 용장 행을 갖는 프로그래머블 디코더

에 결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메모리 내의 주소 디코딩을 이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행은, 핫 홀 주입을 이용하여 그 행

에 관련된 프로그래머블 스위치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선택이 해제된다. 프로그래머블 스위치는 기판 내의 MOSFET을

포함한다. MOSFET은 제1 소스/드레인 영역, 제2 소스/드레인 영역, 제1 및 제2 소스/드레인 영역들 사이의 채널 영역, 및

게이트 산화물에 의해 채널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게이트를 갖는다. MOSFET은 게이트 산화물에서 양의 전하가 트랩된 프

로그래밍된 MOSFET이고, 따라서 그 MOSFET의 임계치 전압이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상태의 MOSFET의 임계치 전압에

비해 상당히 변하게 된다.

  메모리 내에서 주소 디코딩을 이행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 구현예는, 주소 디코더의 행에 관련되는 MOSFET으로의 기입

을 포함함으로써, 양의 전하가 행에 관련된 MOSFET의 게이트 산화물에 트랩되도록 한다. 행에 관련된 MOSFET으로의

기입은 행이 행 구동기로부터 결합해제되게 한다. 주소 디코더의 용장 행에 관련된 MOSFET은, 용장 행에 관련된

MOSFET의 게이트 산화물에 트랩된 양의 전하를 제거함으로써 소거된다. 용장 행에 관련된 MOSFET을 소거하는 것은

그 용장 행을 용장 행 구동기에 결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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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발명의 요약은 본 발명의 모든 구현예 또는 각각의 기술된 구현예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후술하는 도면 및 상

세한 설명은 이들 구현예들을 보다 상세하게 예증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양태 및 이점은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조하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도 1a는 종래의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SFET)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도 1b는, 드레인 영역 근처에서 트랩된 홀에 기인한 일부 장치의 열화를 나타내는, 순방향에서 동작하는 도 1a의

MOSFET을 나타낸다.

  도 2a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종래의 반도체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도 2b는, 드레인 영역 근처에서 트랩된 홀에 기인한 일부 장치의 열화를 나타내는, 순방향에서 동작하는 도 2a의

MOSFET을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라서, 회로 스위치 또는 비휘발성 리프로그래머블 스위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래

머블 MOSFET 장치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큰 음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의 인가 후에 도 3의 장치를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라서, 산화물 내의 트랩된 음의 전하에 기인하는 p채널 MOSFET 장치의 임계치 전압 시

프트를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따라서, 도 3의 장치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블 퓨즈를 통합하는 집적회로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또다른 구현예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블 안티퓨즈를 통합하는 집적회로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따라서 일예의 전자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형과 대안의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들은 도면에서 실례로서 도시되었으며 이하 상세

히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기술된 특정 구현예에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와 달리,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

위에 의해 한정되는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 내에 해당하는 모든 변형, 균등물, 및 대안들을 커버하려는 것이다.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에서, 도면부호가 본 발명의 일부를 이루며 첨부된 도면에 기재되며, 본 발명이 실시되는

특정 구현예가 실례로서 도시된다. 유사 도면에서는, 유사한 도면부호가 여러 관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콤포넌트

를 나타낸다. 이들 구현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마늠 충분히 상세히 기재된다. 다른 구현예가 이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구조적, 논리적, 및 전기적 변화가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단지 첨부된 청구 범위와 아울러 이러한 청구범위에 상당하는 균등물의

전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후술하는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웨이퍼와 기판이라는 용어는 본 발명의 집적회로(IC)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노출된 표면

을 갖는 임의의 구조를 포함한다. 기판이라는 용어는 반도체 웨이퍼를 포함하도록 인식된다. 또한, 기판이라는 용어는 공

정시 반도체 구조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그 상부에 제조된 다른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웨이퍼와 기판 모두, 도핑된 그리

고 도핑되지 않은 반도체, 베이스 반도체 또는 절연체에 의해 지지되는 에피택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당업자에게 공지인

다른 반도체 구조를 포함한다. 도체라는 용어는 반도체를 포함하도록 이해되며, 절연체라는 용어는 당업자에게 도체로 통

상 지칭되는 재료보다 전기적 도전성이 작은 임의의 재료를 포함하도록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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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출원에 사용된 "수평(horizontal)"이라는 용어는 웨이퍼 또는 기판의 지향(orientation)에 관계없이, 웨이퍼 또는 기판

의 종래의 평면 또는 표면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평면으로서 정의된다. "수직(vertical)"이라는 용어는 상기 정의된 수평에

실질적으로 직각인 방향을 지칭한다. "상", "상부", "측"("측벽"에서와 같이), "보다 상부", "보다 하부" "위에", "아래에" 등

과 같은 접두사는, 웨이퍼 또는 기판의 지향에 관계없이, 웨이퍼 또는 기판의 상부 표면에 있는 종래의 평면 또는 표면에

대하여 정의된다.

  p형 전도성은 반도체 재료 내의 홀에 관련되는 전도성이며, n형 전도성은 반도체 재료 내의 전자에 관련되는 전도성이다.

본 명세서를 통하여, "n+"이라는 명칭은, 예를 들어, 단결정 실리콘 또는 다결정 실리콘과 같은 고농도로 도핑된 n형 반도

체 재료를 지칭한다. 유사하게, "p+"이라는 명칭은, 고농도로 도핑된 p형 반도체 재료를 지칭한다. "n-"와 "p-"이라는 명

칭은 저농도로 도핑된 n-와 p-형의 반도체 재료를 각각 지칭한다.

  본 명세서에서, 트랜지스터는, 소스 전압보다 적어도 그 임계치 전압만큼 큰 제어 게이트 전압에 의해 전도성이 될 때, 활

성화되거나 스위칭되도록 기술된다. 트랜지스터는, 제어 게이트 전압이, 소스전압보다 임계치 전압 이하의 전압 만큼 커서

트랜지스터가 비도전성이게 될 때, 비활성화 상태 또는 스위치 오프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또한, 디지털 신호

1은 하이 신호로 불리울 수 있으며, 디지털 신호 0은 로우 신호로 불리울 수 있다. 여기서 기재된 본 발명의 모두 구현예는

대략 1 내지 5볼트 내에 있는 공급 전압(VCC)을 수신하도록 결합될 수 있다. VCC는, 간략함을 위해서 도시되지 않지만

당업자에게는 알려져 있는 회로에 의해 생성된다.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의 일부 유형에서, 소거는 양의 소스 바이어스 전압과 음의 제어 게이트 전압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이 기술은, 기판으로부터 터널 산화물로의 핫 홀 주입을 방지하면서, 제어게이트와 소스 간의 큰 소거 전압 차를 허용하도

록 채용되었다. 핫(즉, 고에너지) 홀 주입은 터널 산화물 내에서 트랩된 홀, 그에 따라, 이상 과소거(erratic over-erasure)

및 이상 전하손실율(anomalogous charge loss rate)의 결과를 갖게 된다.

  어떤 종래의 플래시 메모리들, 예를 들어, p채널 MOSFET에 기초하는 일부 유형은 메모리 기술로서 핫 홀 주입을 이용한

다. 이러한 메모리에서, 실리콘 기판 내의 홀은 광 또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구조에 의해 생성된다. 도 1a는 기

판(100)내의 종래의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SFET)를 도시한다. MOSFET은 소스 영역(102), 드레

인 영역(104), 및 소스 영역(102)과 드레인 영역(104) 사이의 기판 (100)에서의 채널 영역(106)을 포함한다. 게이트(108)

는 게이트 산화물(110)에 의해 채널 영역(106)으로부터 분리된다. 소스선(112)은 소스 영역(102)에 결합된다. 비트선

(114)은 드레인 영역(104)에 결합된다. 워드선(116)은 게이트(108)에 결합된다.

  홀은 광전효과에 의해 장치 내에서 생성된다. 종래의 동작에서, 드레인 대 소스 전압 전위(Vds)는 드레인 영역(104)과 소

스 영역(102) 사이에 설정된다. 그 후, 음의 전압 전위가 워드선(116)을 통하여 게이트(108)에 인가된다. 일단 게이트에

인가된 음의 전압 전위가 MOSFET의 특성 전압 임계치(Vt)를 초과하면, 채널(106)이 드레인 영역(104)과 소스 영역(102)

사이의 기판(100)에서 형성된다. 채널(106)의 형성은 드레인 영역(104)과 소스 영역(102) 사이를 도전시켜서, 전류(Ids)가

드레인 영역(104)에서 탐지될 수 있다.

  게이트에 인가된 음의 전압 전위는 홀이 게이트 산화물(110)에 주입되도록 한다. 도 1a의 종래 MOSFET의 정상 작동시,

일부 장치의 열화는 드레인 영역(104) 근처의 게이트 산화물(110)에 트랩된 홀에 기인하여 순방향 동작하는 MOSFET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이 효과는 도 1b에 도시된다. 그러나, 드레인 영역(104) 근처에서는 홀이 트랩되기 때문에,

홀은 MOSFET의 특성을 변경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다.

  도 2a는 바이폴라(pnp) 트랜지스터 유사 구조를 갖는 종래의 반도체 장치를 도시한다. 그 장치는 소스 영역(202), 드레인

영역(204), 백 게이트 영역(206), 및 소스 영역(202)과 드레인 영역(204) 사이의 기판(200) 내의 채널 영역(208)을 포함

한다. 게이트(210)는 게이트 산화물(212)에 의해 채널 영역(208)으로부터 분리된다. 소스선(214)은 소스 영역(202)에 결

합되어 접지된다. 비트선(216)은 드레인 영역(204)에 결합된다. 워드선(218)은 게이트(210)에 결합된다. 단자(220)는 백

게이트 영역(206)에 결합된다.

  양의 전압(Veb)이 단자(220)를 통하여 백 게이트 영역(206)에 인가되고, 음의 전압이 워드선(218)을 통하여 게이트

(210)에 인가되면, 홀은 백 게이트 영역에서의 pn 접합으로부터 게이트 산화물(212)로 주입된다. 이 효과는 도 2b에 도시

되며 장치 임계치 전압의 변화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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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홀 주입에 의해 게이트 산화물에서 생성된 양의 전하는 애벌런치 전자 주입(avalanche electron injection)에 의해 소

거될 수 있음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애벌런치 증가(avalanche multiplication) 및 전자 주입에서, 전자는 실리콘 표면

에서의 장벽, 즉, 3.2eV를 뛰어 넘어서, 산화물에 도달하면 점차 덜 활동적이 된다. 이들 전자 중 일부는 양의 전하 중앙에

서 트랩되어, 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핫 홀 주입에 의해 달성되는 소거와 함께, 핫 홀 주입에 기초하는 메모

리 장치에 대한 기반으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핫 홀 주입은 터널 산화물에서 양의 전하 생성과 트래핑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본 발명의 교

시에 따르면, p채널 MOSFET 장치는 이상 홀 생성을 사용함으로써 메모리 디코딩 회로 내의 리프로그래머블 퓨즈 또는

안티퓨즈 소자로서 사용된다. 특히, 충분히 큰 음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은 인가되어 터널 전자가 산화물의 밴드 갭 에너

지를 초과하게 된다. 그 결과, 활동적인 홀-전자 쌍이 실리콘 기판에서 생성된다. 그 후, 홀은 기판으로부터 산화물로 주입

되어, 그 산화물에서 트랩되게 된다. p채널 MOSFET의 임계치 전압의 큰 시프트가 발생한다. 그 후, 장치는 양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리셋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이점은 재프로그래밍 가능성이 소망되거나 요구되는 애플리

케이션에 대하여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퓨즈 또는 안티퓨즈 소자는 MOSFET 메모리 공정 플로우로 용이하게 구현

될 수 있다.

  도면을 다시 참조하면, 도 3은 p채널 MOSFET 장치(300)를 도시한다. MOSFET 장치(300)는 기판(302) 상에 형성되며,

제1 소스/드레인 영역(304), 제2 소스/드레인 영역(306), 및 소스 드레인 영역들(304,306) 사이의 기판(302)에서의 채널

영역(308)을 포함한다. 게이트 영역(310)은 게이트 산화물(312)에 의해 기판(302)으로부터 분리된다. 일 구현예에서, 제1

소스/드레인 영역(304)은 MOSFET에 대한 소스 영역을 포함하며, 제2 소스/드레인 영역(306)은 MOSFET에 대한 드레인

영역을 포함한다.

  도 3의 장치(300)에서, 소스/드레인 영역(304,306)은 모두 접지된다. 큰 음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은 워드선(314)에 의

해 게이트 영역(310)에 인가된다. 이 바이어스 전압은 홀을 행성하며 이들이 게이트 산화물(312)을 뛰어 넘게 한다. Vox는

터널 산화물을 가로지르는 전압차를 의미한다. 만약 Vox가 임계치, 예를 들어, 8V를 초과하면, 파울러 노르트하임 터널링

(Fowler-Nordheim tunneling) 동안, 터널 전자는 대략 8 내지 9eV인 산화물의 밴드갭 에너지를 초과하기에 충분한 에너

지를 획득할 수 있다. 전위강하가 크기 때문에, 전하는 단지 단거리를 터널링하기만 하면 된다. 전자가 산화물 내에 있으

면, 그들은 높은 전계와 전위강하에 의해 가속된다. 그 후, 전자는 실리콘 기판(302)의 표면에서 활동적인 홀-전자 쌍을 생

성하는 데 요구되는 8eV를 획득한다. 그 후, 홀이 산화물 내에 주입된다.

  기판(302)이 반전되면, 전계는 실리콘 기판(302) 내에 존재하며, 홀이 기판(302)으로부터 게이트 산화물(312)로 주입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홀은 p채널 MOSFET 장치(300) 내의 산화물(312)에서 트랩되게 된다. 그 결과, 전체적

으로 양의 트랩된 전하(net positive trapped charge)가 생성된다. 이 양의 트랩된 산화물 전하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

이 p채널 MOSFET 장치(300)의 임계치 전압(VT)에서의 큰 시프트를 발생시킨다. 장치(300)는 양의 게이트 바이어스를

인가함으로써 리셋될 수 있다.

  도 5는, 제1 및 제2 소스/드레인 영역(304,306) 사이에 인가된 게이트 전압 대 드레인 전압(Vgs)에 대하여 도시된 도 3의

제2 소스/드레인 영역(304)에서 탐지된 전류 신호(Ids)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일 구현예에서, Vgs는 게이트 영역(310)에

서 인가된 전압 전위를 나타낸다. 도 5에서, A로서 도시된 커브는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p 채널 MOSFET의 도전 동작

(conduction behavior)을 도시한다. B, C, 및 D로서 도시된 곡선들은 큰 음의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의 인가 후의 여러 시

점에서의 동일 p채널 MOSFET의 도전 동작을 도시한다.

  따라서, p채널 MOSFET 장치(300)는 프로그래머블하고 가변의 임계치 전압을 갖는다. 도 6은, 그에 의해 MOSFET 장

치가 본 발명의 구현예를 달성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는 방법(600)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흐름도이다. p채널 MOSFET

장치(300)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소스/드레인 영역들(304,306)은 블록(60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접지된다. 다음으로,

블록(604)에서, 큰 음의 게이트 전위(Vgs)가 워드선(314)을 통해 게이트 영역(310)으로 인가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

이, 게이트 전위(Vgs)를 인가하는 것은 활동적인 홀-전자 쌍이 기판(302) 내에서 생성되게 한다. 그 후, 블록(606)에서, 홀

들이 기판(302)으로부터 게이트 산화물(312)로 주입되며, 그 게이트 산화물에서 홀들이 트랩되게 된다.

등록특허 10-0524039

- 7 -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서, 방법이 프로그래밍된 상태에서 순방향으로 p채널 MOSFET 장치(300)를 그 동작시키는 블록

(608)에서 계속된다. 따라서, 그 방법은 소스선(318)을 소스/드레인 영역(306)으로 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트선(316)

은 소스/드레인 영역(304)에 결합된다. 그 후, 게이트 전위는, 도전 채널(308)이 소스/드레인 영역(304,306) 사이에 형성

되도록 게이트 영역(310)에 인가된다.

  본 발명의 구현예들에 따라서, 장치(300)는, 도 7과 도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어레이 내의 용장 행을 대신하여 대체하

고 결함 장치를 갖는 행을 제거하기 위한 메모리 주소 디코딩 회로내에 퓨즈 및/또는 안티퓨즈를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 바

람직하게는, 개별적인 래치 회로 배치가 도 7 내지 도 8의 구현예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도 8에 도시된 배치는 도

3에 대하여 상술하고 설명한 유형의 p채널 MOSFET 장치만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일 웰에서 제조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블 퓨즈를 통합시키는 일예의 집적회로(700)를 나타낸다. 일 구현예에

서, 집적회로(700)는 메모리에 대한 주소 디코더 부위를 포함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집적회로(700)는 프로그래머

블 디코더(702)를 포함한다. 이 구현예에 따라서, 디코더(702)는 행과 열의 행렬로 배치된 NMOS 트랜지스터(704)의 어

레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구현예에 따라서, NMOS 트랜지스터(704)의 어레이는 도면부호(706)으로 집합적으로 도시된 다수의

제1 전송선들과 도면부호(708)에서 집합적으로 도시된 제2 전송선들과의 교차점에 배치된다. 제1 전송선들(706)은 프로

그래머블 디코더(702) 내의 NMOS 트랜지스터(704) 어레이에 주소 구동기(710)를 결합시킨다. 일 구현예에서, 제1 전송

선들(706)은 다수의 주소 입력선을 포함한다. 제2 전송선들(708)은 적어도 하나의 행 구동기(712)와 적어도 하나의 용장

행 구동기(714)를 프로그래머블 디코더(702) 내의 NMOS 트랜지스터(704) 어레이에 결합시킨다. 도 7은 단지 하나의 행

구동기(712)와 하나의 용장 행 구동기(714)를 도시하였지만, 집적회로(700)는 임의의 갯수의 행 구동기(712)와 용장 행

구동기(714)를 포함할 수 있음을 당업자들은 인식할 것이다. 일 구현예에서, 제2 전송선들(708)은 다수의 출력선을 포함

한다.

  본 발명의 특정 구현예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블 퓨즈(716)는 결함 장치, 예를 들어, 결함 NMOS 트랜지스터(704)를 갖는

행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그 행은 큰 음의 게이트 전위를 프로그래머블 퓨즈(716)의 게이트에 인가하여, 행이 결

함 장치를 갖는 것으로 발견되면, 제거함으로써 프로그래밍한다. 용장 행들은 제거된 행들 위치에 대체된다.

  본 발명의 일 방법 구현예에서, 주소 디코딩은 제1 전송선들(706), 예를 들어, 주소 선들을 프로그래머블 디코더(702) 내

의 다수의 NMOS 트랜지스터(704)에 결합시킴으로써 메모리 내에서 이행된다. 또한, 제2 전송 선들(708), 예를 들어, 출

력 선들도 NMOS 트랜지스터(704)에 결합된다.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래머블 퓨즈(716)는, 도 6에 대하여 상술된 퓨즈

(716)을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기존 행을 용장 행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기존 행에 관련된 퓨즈(716)는 프로그

래밍된 상태로 배치되고, 대응 용장 행에 관련되는 퓨즈(716)는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상태로 배치된다. 용장 행에 관련된

퓨즈(716)는, 퓨즈(716)의 소스 영역에 인접한 게이트 산화물 영역에서 트랩된 전하를 제거함으로써, 프로그래밍되지 않

은 상태로 배치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블 안티퓨즈를 통합하는 일예의 집적회로(800)를 도시한다. 일 구현

에에서, 집적회로(800)는 메모리에 대한 주소 디코더 부위를 포함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집적회로(800)는 프로그

래머블 디코더(802)를 포함한다. 이 구현예에 따르면, 디코더(802)는 행과 열의 행렬로 배치된 프로그래머블 안티퓨즈

(804) 어레이를 포함한다. 안티퓨즈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MOSFET을 사용하여 구현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구현예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블 안티퓨즈(804)의 어레이는 도면부호(806)에서 집합적으로 도시된 다

수의 제1 전송선과 도면부호(808)에서 집합적으로 도시된 다수의 제2 전송선의 교차점에서 배치된다. 제1 전송선들(806)

은 프로그래머블 디코더(802) 내의 프로그래머블 안티퓨즈(804) 어레이에 주소 구동기(810)를 결합시킨다. 일 구현예에

서, 제1 전송선들(806)은 다수의 주소 입력선들을 포함한다. 제2 전송선들(808)은 적어도 하나의 행 구동기(812)와 적어

도 하나의 용장 행 구동기(814)를 프로그래머블 디코더(802) 내의 안티퓨즈(804) 어레이에 결합시킨다. 도 8은 단지 하나

의 행 구동기(812)와 하나의 용장 행 구동기(814)를 도시하지만, 집적회로(800)은 임의의 개수의 행 구동기(812)와 용장

행 구동기(814)를 포함할 수 있음을 당업자들은 인식할 것이다. 일 구현예에서, 제2 전송선들(808)은 다수의 출력선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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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특정 구현예에 따라서, 스위치(816)는 결함 장치를 갖는 행을 제거하는 데 이용된다. 특히, 행이 결함 장치를

갖는 것으로 발견되면, 이는 스위치(816)를 닫고, 각각의 안티퓨즈(804)에 대한 게이트-소스 전압(VGS)의 크기가 증가하

여, 제거된다. 안티퓨즈가 프로그래밍되지 않으면, 게이트-소스 전압(VGS)은 임계치 전압(VT)을 초과할 것이며, 그 장치

는 도전되어 행을 제거한다.. 안티퓨즈가 게이트 내에 트랩된 양의 전하로 프로그래밍되었으면, 도전되지 않으므로 행이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안티퓨즈(804)는 결함 행을 대체하는 용장 행을 선택하는 데 사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

이, 도 8에 도시된 배치는 도 3에 대하여 상술되고 도시된 유형의 p채널 MOSFET 장치 만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따

라서, 집적회로(800)는 단일 웰로 제조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또다른 구현예에 따른 일예의 전자 시스템(900)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

자 시스템은 메모리(910) 및 시스템버스(930)에 의해 상기 메모리(910)에 결합되는 프로세서(920)를 포함한다. 일 구현

예에서, 프로세서와 메모리는 단일 반도체 칩 상에 배치된다. 메모리(910)는 도 7과 도 8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기술

된 바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래머블 퓨즈 또는 안티퓨즈를 갖는 프로그래머블 디코더를 포함한다.

  결론

  따라서, MOSFET 장치를 프로그래머블 퓨즈 및 안티퓨즈 소자로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 본 발명에 의해 개시되었다.

본 발명의 이점은 기존 MOSFET 메모리 기술과의 호환성 뿐만 아니라 퓨즈 및 안티퓨즈 소자의 재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퓨즈 및 안티퓨즈 소자는 메모리 공정 플로우를 거의 변경시키지 않고 또는 변경없이 플래시

메모리 칩 상에 제조될 수 있다.

  상술된 다양한 구현예는 단지 예시로서 제공되었으며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는 안된다. 당업자는 여기서

도시되고 설명된 예시적인 구현예와 애플리케이션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고, 후술하는 청구범위에서 개시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들 구현예들에 다양한 변경 및 변경이 가능함을 인식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내의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SFET) -상기 MOSFET은 제1 소스/드레인 영역, 제2 소스/드레

인 영역, 상기 제1 및 제2 소스/드레인 영역들 사이의 채널 영역, 및 게이트 산화물에 의해 상기 채널 영역으로부터 분리되

는 게이트를 구비함-;

  상기 게이트에 결합되는 워드선;

  상기 제2 소스/드레인 영역에 결합되는 제2 전송선을 포함하며,

  상기 MOSFET은 상기 게이트 산화물에 양의 전하가 트랩된 프로그래밍된 MOSFET이고, 따라서 상기 MOSFET의 임계

전압이 프로그래밍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기 MOSFET의 임계치 전압에 비해 크게 변하는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소자

(programmable switch element).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OSFET은 p채널 MOSFET인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소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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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소자는 프로그래머블 퓨즈(programmable fuse)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소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소자는 프로그래머블 안티퓨즈(programmable antifuse)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소

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OSFET의 상기 제1 소스/드레인 영역은 소스 영역이며, 상기 MOSFET의 상기 제2 소스/드레인 영역은 드레인

영역인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소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송선은 소스선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전송선은 비트선을 포함하는 프로그래머블 스위치 소자.

청구항 7.

  기판 내의 p채널 MOSFET을 리프로그래머블 스위치(reprogrammable switch)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1 전압 전위를 상기 MOSFET의 소스 영역에 인가하는 단계;

  제2 전압 전위를 상기 MOSFET의 드레인 영역에 인가하는 단계; 및

  음의 게이트 전위를 상기 MOSFET의 게이트 영역에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전압 전위와 상기 음의 게이트 전위를 인가하는 단계는 상기 기판으로부터 상기 MOSFET의 게이트 산

화물로의 핫 홀 주입(hot hole injection)을 야기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압 전위를 상기 MOSFET의 소스 영역에 인가하는 단계는 상기 MOSFET의 소스 영역을 접지하는 것을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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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2 전압 전위를 상기 MOSFET의 드레인 영역에 인가하는 단계는 상기 MOSFET의 드레인 영역을 접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음의 게이트 전위를 상기 MOSFET의 게이트 영역에 인가하는 단계는 충분히 큰 음의 게이트 전위를 인가하여 상기

MOSFET의 상기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 사이에 도전 채널(conduction channel)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영역에 소스선을 결합하고,

  상기 드레인 영역에 비트선을 결합하고,

  상기 소스 영역 및 상기 드레인 영역 사이에 도전 채널이 형성되도록 상기 게이트 영역에 게이트 전위를 인가하는 것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상태에서, 순방향으로 상기 MOSFET을 동작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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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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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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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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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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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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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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