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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저장 및 처리장치와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기판상에 ROM 및/또는 WORM 및/또는 REWRITABLE 메모리 모듈 및/또는 처리 모듈을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메모리 및/또는 처리 모듈은 기판의 상부에 단일 메인층 또는 다수의 메인층으로서

제공된다. 상기 장치는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한 트랜지스터 및/또는 다이오드의 형태로 액티브 성분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한 트랜지스터 및/또는 다이오드의 적어도 일부는 기판상에 또는 기판내에 제

공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기판의 상부의 층들중 적어도 일부는 트랜지스터 및/또는 다이오드가 기판내에 또는 기판상

에 제공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저온 적합성 유기물질 및/또는 저온적합 처리된 무기막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메모리 및/또는 처리 모듈은 연속 단계로 층들을 증착시킴으로

써 기판상에 제공된다. 층들의 증착 및 처리는 특히 유기물질에 관하여 주어진 안정 제한값을 초과하는 정적 또는 동

적 온도로 이미 증착되고 처리된 하부층이 영향받는 것을 피하는 열적 조건하에서 발생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청구항 1항 또는 청구항 9항의 전제부에 따른 데이터 저장 및 처리장치와, 청구항 25항의 전제부에 따른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데이터 저장 장치 및 처리 장치 3D 스케일러블 단일층 및 다층 메모리 및 데이터 처리 모듈에 관한 것

으로, 주로 패시브 매트릭스 구성에서 어드레스된 ROM 및/또는 WORM 및/또는 REWRITABLE 블록에 기초한다.

배경기술

본 출원은 본 발명의 출원인에게 양도되고 참조로 여기에 부가적으로 통합되는 "스케일러블 집적 데이터 처리 장치"

라는 발명의 명칭의 노르웨이 특허출원 제 982518호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스케일러블 집적 데이터 처

리 장치, 특히 마이크로컴퓨터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를 갖는 처리 유니트와 하나 이상의 메모리를 가지는 저장 유

니트를 포함한다. 데이터 처리 장치는 반송 기판상에 제공되며 상호 인접한, 실질적으로 평행한 서로 적층된 층을 포

함한다. 처리 유니트 및 저장 유니트는 하나이상의 이러한 층에 제공되거나 및/또는 선택된 조합으로 선택된 수의 프

로세서 및 메모리으로 형성된 층에 제공된다. 각 층에는 층에서 내부 전기접속을 구성하는 수평 도전성 구조체가 제

공되며 각 층은 다른 층에 그리고 데이터 처리 장치의 외부에 전기 접속을 제공하는 부가의 도전성 구조체를 포함한

다. 층에서 이들 부가의 도전성 구조체는 다른 층에서의 도전성 구조체와 접촉하기 위하여 그 평면에 수직하고 층의 

교차방향으로 전기 접속을 형성하는 수직 도전성 구조체로서 및/또는 전기 에지 접속부로서 층의 적어도 측면 에지상

에 제공된다. 특히 층들은 유기 박막 물질로 이루어진 복수의 서브층으로 형성될 수 있다. 모든 층들 또는 서브층들의 

일부는 유기 또는 무기 박막 물질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우선권 출원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치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1에 도시되어 있다. 유리하게 여기에는 프로세서 및 메모리, 후자는 예를 들면 프로세서에 할당된 RAM,가 일층에 

그리고 동일한 층에 제공된다. I/O 인터페이스(8)를 갖는 프로세서 인터페이스(3)는 기판(S)상에 제공되며 프로세서 

인터페이스(3) 위에는 하나이상의 프로세서를 갖는 프로세서 층(P 1 )이 후속한다. 프로세서 인터페이스(3) 및 프로

세서 층(P 1 ) 둘다는 기판에 인접하고 데이터 처리장치에서 최하위층으로서 종래 예를 들면 실리콘-기반 기술로 구

현될 수 있다. 프로세서 층(P 1 ) 위에는 하부 프로세서층(P 1 )에서의 프로세서(5)에 할당된 하나 이상의 RAM(6)으

로 구성될 수 있는 제1 메모리층(M 1 )이 제공된다. 그러나, 도1에서, 메모리층(M 1 )에서 별도의 RAM(6)이 특히 강

조된다. 한편 메모리층(M 1 )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버스(7)를 통해 하부 프로세서층(P 1 )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지 

도시되어 있으며, 적층된 구성은 이러한 버스가 수직 도전성 구조체로서 구현됨으로써 다수가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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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층 구성은 다수의 이러한 버스 접속이 프로세서층(P 1 )과 메모리층(M 1 ) 사이에 짧은 신호 경로로 제공되도록 

한다. 표면에서의 병렬 배치는 대조적으로 긴 접속 및 긴 전달 시간을 필요로한다. 도시한 바와 같은 데이터 처리 장치

는 동일한 프로세서 버스(4)를 통해 프로세서 인터페이스(3)에 상호접속되는 프로세서가 제공된 결합된 메모리 및 프

로세서층(MP 1 , MP 2 , MP 3 )을 포함한다. 모든 결합된 메모리 및 프로세서층(MP)들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5)

와 하나 이상의 RAM(6)을 포함한다. 결합된 메모리 및 프로세서층(MP) 위에는 외부 유니트에 I/O 인터페이스(9)를 

갖는 메모리 인터페이스(1)가 제공되며 메모리 인터페이스(1) 위에는 원하는 만큼 많은 수로 메모리층(M 2 , M 3 , ..

.)을 후속하며 데이터 처리장치의 매스 메모리로서 구현된다. 이들 메모리층들(M 2 , M 3 등)은 층(M 2 , M 3 , ..)을

통해 수직 도전성 구조체(2)로서 구현된 메모리 버스를 경유하여 메모리 인터페이스(1)에 차례로 접속된다.

집적 데이터 처리 장치는 스케일러블 구성을 가지며, 그것은 원칙적으로 거의 한정되지 않은 프로세서 및 메모리 용

량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처리 장치는 3차원으로 최적 상호접속성으로 집적된 스케일러블 병렬 구조의 다

양한 형태를 실시할 수 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 외에도, 데이터 처리 장치의 저장 유니트는 ROM, WORM, 또는 REWRITABLE 

이나 그 조합의 형태로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특히 3차원 스케일러블 단일층 및 다층 메모리 및 데이터 처리 모듈이 어떻게 상기한 종류의 그러나 반드시

그것에 한정될 필요는 없는 스케일러블 데이터 처리 장치에 적용하기에 적합하게 그것들을 제조하는 구성 및 처리 방

법으로 실시될 수 있는지를 개시한다.

배경은 간단하게 기술한다. 국제특허출원 WO95/09438(Zawracky al., Kopin Corp.)은 다층구조 형태의 집적회로 

디바이스, 특히 동일하거나 별도의 반도체 웨이퍼에서 제조되고 스택되는, 산술 유니트, 제어기, 메모리 소자등과 같

은 기능 블록들로 분할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시하고 있다. 회로 디바이스의 기능 블록들은 섹션들로 분할되고, 

일 섹션은 벌크 칩상에 제공되고 나머지 섹션들은 삽입된 절연층을 통해 전기적으로 접속된 성분들을 갖는 상부 박막

상에 제공된다. 회로 디바이스는 벌크 및 박막 반도체층을 다 포함하며, 회로 소자는 벌크 무기 반도전성 물질이나 벌

크 실리콘 물질 및/또는 박막 갈륨 비화물을 포함하는 합성 구조로서 형성될 수 있다. 회로디바이스의 다양한 층들은 

박막 물질의 별도의 웨이퍼에 각 회로층을 제조함으로써 스택되고 이어 스택에 각 회로층을 분리하는 절연층을 통해 

수직으로 연장하는 별도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이용하여 스택상에 층들을 전달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서 회로 디바이스는 층들을 통해 연장하는 금속 비아에 의해 형성된 수직 접속부를 갖는 별도의 스택된 층들에서 마

이크로프로세서와 RAM을 갖는 체적측정 프로세서 디바이스로서 구현된다. 그러나, 상기 특허출원에는 예를 들면 R

OM이나 WORM 타입의 메모리 모듈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시사도 주어져 있지 않으며 회로 디바이스의 관찰된 구조

는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 소자를 갖는 메모리 모듈의 구현에 대해 보정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특허

제 5714768호(Ovshinsky al.)에는 로직 처리장치를 갖는 메모리의 조합을 개시하고 있으며, 상기 메모리는 로직 처

리 장치의 상부에 배치된 하나이상의 메모리 어레이로서 제공된다. 각 메모리 어레이는 매트릭스에 배열된 메모리 셀

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기능 유니트로서 개시되어 있는 메모리 셀의 어드레싱 전극을 형성하는 비트 및 워드라인을 

경유하여 어드레스가능하다. 특히 메모리 셀은 저온 증착 처리로 증착될 수 있는 칼코지니드(chalcogenide) 타입의 

무기 화합물을 기초로하여 전기 위상 변화 메모리 물질로 구현된다.

진보된 DRAM 데몬스트레이션 다이는 현재 570㎟ 칩 영역에 대해 0.18㎛ 처리를 기초로한 1-기가비트(Gbit) 모듈로

이용가능하다. 종래의 1-트랜지스터 DRAM 셀은 "트릭"을 처리하는 것이 이것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10λ 2 영역(여기서 λ는 최소 특성부 사이즈)을 요구한다. 그러나, 행 및 열 디코드, 드라이버, 센스증폭기 및 에러 

정정 논리는 동일한 실리콘 영역을 공유할 수 없으며 DRAM 다이 영역의 상당한 마찰을 고려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기산(date)하기 위한 기존의 DRAM 설계는 3D 적층 구조에 스케일러블하다고 판명되지 못했다. 그 설계에 의해

서는, 고밀도 DRAM은 ROM 메모리로서도 부적절하다. 종래의 NOR-게이트 기반 ROM은 가장 활동적인 리소그라피

가설하에서 <10 8 bits/㎠으로 밀도를 제한하는 70λ 2 (처리 트릭에 의해 다시 감소될지라도)의 공칭 셀을 필요로

한다. 고밀도는 3D 집적과 결합된 조밀한 금속 설계(최소 금속 피치)의 사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거대한 상업

적 잠재력이 전자산업에 의해 많은 RD 노력을 촉구하여 풍부한 특허 문헌이 나왔으나,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

로 이용가능한 이러한 형태의 장치는 아직 출현하지는 않고 있다.

3D 데이터 저장 : 높은 부피 및 면적 밀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의 상부에 메모리의 박층을 적층하는 것은 예를 들

면 무기 박막 회로에 대한 리프트-오프 기술을 이용하여 시도되었다. 그러나, 배경 기술은 너무 복잡하거나 비싸서 상

업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설계를 초래하였다. 미국특허 제 5,375,085호 "메모리층 사이에 절연층이 

없는 3차원 강유전성 집적회로"에는 강유전성 메모리 물질에 의거한 적층된 패시브하게 어드레스된 메모리 스택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중 레벨로 처리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완전 메모리 디바이스가 모든 필요로하는 부

수적인 액티브 회로를 포함하여 만들어지는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 본 발명과 관련성이 있으며 

박막 메모리층의 적층을 포함하는 여러 개의 특허출원이 본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었다. 이들은 노르웨이 특허출원 제

973993호, 980781호, 상기한 982518호, 980602호 및 990867호를 포함한다.

조밀 금속 설계 :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싱은 대략 4λ 2 의 단위 셀 영역에 상응하는 밀도를 제공한다.

다수의 특허들에는 ROM 디바이스가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싱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

국특허 제 4,099,260호(D.N.Lynes 등, "자기 절연 비트라인을 가지는 바이펄라 판독전용 메모리 유니트"); 미국특허 

제 4,400,713호(K.G.Bauge 및 P.B. Mollier, "반도체 소자의 매트릭스 어레이"); 미국특허 제 5,170,227호(M.Kanek

o 및 K.Noguchi, "단결정 실리콘 도체를 가지는 마스크 ROM"); 미국특허 제 5,464,989호(S.Mori 등, "데이터를 저장

하기 위해 터널 전류 검출을이용하는 마스크 ROM 및 그 제조방법"); 미국특허 제 5,811,337호(J.Wen, "멀티레벨 코

딩된 데이터의 영구 저장을 위한 반도체 판독전용 메모리를 제조하는 방법"); 및 PCT 특허출원 제 WO 96/41381호(

F.Gonzalez 등, "비휘발성 메모리 셀에서 다중상태 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스택/트렌치 다이오드")가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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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구성은 본 발명의 목표인 저비용 및 선택적으로 멀티레벨 데이터 저장에 맞지않는 에칭 절차, 주입 및 열처리 등

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실리콘 웨이퍼 처리에 명백하게 의존한다.

상기 인용된 미국특허 제 5,375,085호에는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싱에 기초하지만, 강유전성 메모리 물질의 특수 

경우에 한정되는 디바이스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특허에서 예로서 인용된 강유전성 물질은 반복된 부분 스

위칭도기 쉬운 선택되지 않은 셀에 분극화의 손상에 기인하여 단순한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싱된 메모리 구성에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1- 및 2-트랜지스터 강유전성 RAM(FERAM) 디바이스는 이 문제를 피하지만, 그들

은 단순한 3D 스케일링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미국특허 제 5,441,907호("플러그-다이오드 마스크 ROM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H-C.Sung 및 L.Chen)에는 다이오

드 접속의 존재 또는 부재에 의해 각 매트릭스 교차점에서 2진 데이터가 코딩된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스된 ROM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용된 특허에 따른 디바이스의 제조를 기술하는 방법은 여러개의 고온 단계들을 포함하고, 

최종 어닐링을 포함하며, 다층 구성 및 저비용, 저온 및 호환가능한 재료의 사용은 배제하였다.

박막 ROM 디바이스 : GB 특허 제 2,066,566호(비정질 다이오드 및 그것을 이용한 ROM 또는 EEPROM 디바이스, S

.H.Holmberg 및 R.A.Flasck)에는 플루오린 함 유 비정질 실리콘에 기초한 박막 메모리 디바이스가 개시되어 있다. 

미국특허 제 5,272,370호("박막 ROM 디바이스 및 그 제조", I.D.French)에는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싱 배열에서 박

막 메모리 셀에 기초한 ROM 디바이스가 개시되어 있다. 각 메모리 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다층 구

조를 제공함으로써 각 메모리 셀에 멀티레벨(즉, 멀티 비트) 데이터 저장에 중요성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주 목적은 2D에서 조밀 비트 셀 패턴이 쉽게 실시가능하고 저렴한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3D 저장 구조에 

통합될 수 있는 구성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짧은 랜덤 액세스 타임, 높은 데이터 전달 속도 및 낮은 전력 소모를 가지는 ROM, WORM 및 

REWRITABLE 메모리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REWRITABLE"은 저장된 정보가 소거/기

록 또는 직접 오버라이트 동작을 통해 새로운 정보에 의해 교환될 수 있는 메모리 셀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적용에 따

라, 이 동작은 단지 한번만 또는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메모리 구조 및 디바이스 구성이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짧고 아주 평행화된 상호접속 경로

에 의해 특징지워진 아주 조밀한 구조로 생성될 수 있는 집적된 데이터 저장 및 처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저온 호환가능 처리 및 그것에 적합한 물질에 기초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에 대한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들 및 이점들은 메모리 모듈 및/또는 데이터 처리 모듈의 각 메인층이 기능적 서브층들의 스택을 포함하고, 

각 기능적 서브층들은 하나이상의 특정 회로 기능을 구현하며, 액티브 회로의 적어도 일부가 메인층이나 메인층들에 

제공되며, 기능적 서브층들의 적어도 일부는 저온 적합 유기막 물질과 저온 적합 처리된 무기막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갖는 본 발명에 따라 구현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이로운 실시

예에서, 메인층들의 적어도 하나는 메모리 물질의 표면상에 제공된 제1세트의 평행 전극과 상기 제1 세트의 전극과 

교차관계로 메모리 물질의 반대면에 제공된 제2 세트의 평행 전극 사이의 교차점에서 메모리 물질에 한정된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 소자를 갖는 메모리 모듈을 포함하며, 메모리 소자는 교차점에서 비선형 임피던스 소

자로서 구현되고, 그 어드레스 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메모리 소자는 교차하는 전극들 사이에 메모리 물질의 전

기 임피던스 파라미터에 의해 주어진 논리값이 각각 제공된다. 바람직하게는 비선형 임피던스 소자는 비정질, 다결정,

미세결정, 벌크 또는 처리형성된 단결정 형태의 실리콘, 갈륨 비화물 또는 게르마늄 또는 분자, 저중합체 또는 중합체

나 그 조합을 포함하는 유기 반도전성 물질 또는 이중 하나로 이루어진 정류 다이오드이거나; 또는 비정질, 다결정, 

미세결정, 벌크 또는 처리형성된 단결정 형태의 실리콘, 갈륨 비화물 또는 게르마늄 또는 분자, 저중합체 또는 중합체

나 그 조합을 포함하는 유기 반도전성 물질 또는 이중 하나로 이루어진 박막 트랜지스터이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다른 이로운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메인층이 사용되고, 각 메인층은 하나 이상의 메모리 모듈을 포함하며, 메모리 

모듈은 공통 기판상에 두 개 이상의 엇갈린 스택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부 메인층에서 유사한 세그먼트의 상부에 스택

된 병렬배치된 세그먼트 형태로 제공되며, 각 스택에서 각 세그먼트의 일부는 기판의 일부에 접속되고 기판 안에 또는

기판 위에 제공된 회로와 전기적으로 통신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또 다른 이로운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메인

층이 사용되고, 각 메인층은 하나 이상의 메모리 모듈을 포함하고, 메모리 모듈은 엇갈린 배열로 하부 메인층에서 유

사한 세그먼트의 상부에 스택된 병렬배치된 세그먼트의 형태로 제공되며, 그로인해 스택에서 각 메모리 모듈은 인접

한 모듈에 관하여 엇갈리게 제공되며, 각 스택에서 각 세그먼트의 일부는 기판의 일부에 접속되고 기판위에 또는 기

판내에 회로와 전기적으로 통신한다. 본 발명에 따른장치에서 바람직하게는 메인층들 사이와 메인층과 기판 사이에 

파워 및 신호 접속을 제공하는 다수의 도체나 비아는 엇갈린 세그먼트로 횡측으로 분배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에서

바람직하게는 별도의 서브층에서 이중 패시브 메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 모듈을 포함하며, 상부 메모리 모듈과 

하부 메모리 모듈은 일 세트의 로우 또는 칼럼 전극을 공유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에서, 하나이상의 층이 제공되고,

바람직하게는 메인층들의 적어도 두 개는 공통 와이어를 통해 그것과 접속된 광학 센스 일렉트로닉스와 공통 로우 또

는 칼럼 드라이브 일렉트로닉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변형 실시예에서, 메모리 모듈의 적어도 하나는 

마스킹된 ROM이거나 패턴화된 ROM 또는 WORM이며 REWRITABLE 타입의 메모리 셀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에서, 스택에서 적어도 하나의 메인층내에 집적된 ROM, WORM, 또는 REWRITABLE의 형태로 적어도 두 개의 

상이한 메모리 타입의 조합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중 다른 이로운 실시예에서, 그 상부에 하나이상의 메

인층 위에 놓인 기판의 적어도 일부는 하나이상의 메인층과 전기접속되는 회로를 포함한다. 회로를 포함하는 기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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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패시브 캐리어상의 박막으로서 또는 벌크에 제공된 도핑되거나 도핑되지 않은 형태로 반도전성 물질을 포함

하며, 반도전성 물질은 비정질, 다결정, 미세결정, 벌크 또는 처리형성된 단결정 형태로 실리콘, 갈륨 비화물 및 게르

마늄중 하나이상의 물질로부터 선택되거나 분자, 저중합체, 중합체 또는 그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유기 반도전성 물질

이다. 바람직하게 무기박막 물질은 실리콘, 실리콘 화합물, 금속, 금속 화합물 또는 그들의 조합이다. 바람직하게 기판

상에 제공된 회로는 CMOS, NMOS 또는 PMOS중 하나이상의 기술에 의해 구현되며, 기판상에 또는 기판내에 제공된

회로는 SRAM, DRAM 및/또는 유전성 RAM(FERAM)의 형태로 하나이상의 캐쉬 메모리를 포함한다. 유리하게 기판

상에 또는 기판내에 제공된 회로는 메인층의 메모리 모듈에서 에러 및 결함의 검출 및 정정을 위한 프로세서, 및/또는

메인층에서 결함 메모리 모듈을 재맵핑하기 위한 프로세서, 및/또는 상기 모듈의 성능 및 수명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메인층에서 메모리 모듈을 동적으로 재맵핑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에 따른 장치에서, 메

인층에서의 회로는 전체가 박막 기술로 구현된다. 상기한 목적 및 이점들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갖는 본 발명에 따라 구현되며, 상기 방법은 이미 증착되고 처리된 하부층들이 150-450℃

의 온도 범위의 값을 초과하는 정적 온도나 중합체 물질의 과도 안정 제한값을 초과하는 동적 온도로 되기 쉬운 것을 

피하는 열적 조건 하에서 상기 층들을 증착하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과도 안정 제한값은 10ms 이하에 

대해 500℃ 이하로서 한정되거나 처리-유도된 화학적 손상으로서 한정되며, 상기 층들에 대한 물질들은 비정질, 다

결정 또는 미세결정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산화물 및 다른 유전물질 및 금속들 또는 그들의 조합의 박막들 중에서 선

택되고 스퍼터링, 증발, 화학 기상 증착 또는 플라즈마 관련 화학 기상 증착, 스핀 코팅중 하나에 의해 증착되며; 상기 

열적 조건에 적합한 종래의 반도체 처리로 증착된 층들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종래의 반도체 처리는 

포토리소그래피, 웨트 에칭, 반응성 이온나 플라즈마 에칭을 포함하는 드라이 에칭, 화학 기계적 연마, 이온 주입, 및/

또는 그들의 조합중에서 선택되지만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착된 비정질 막의 결정화, 증착된 막의 그레인 

정제 및 그 안에 도판트의 혼입 및 활성화를 위한 펄스 레이저 또는 이온 소스로 과도 가열에 의해 증착된 층들을 처

리하는 단계; 및 용매 기술, 증발, 스퍼터링 또는 다른 진공 기반 기술과 같은 처리들중 하나에 의해, 또는 박 전달 기

술이나 그들의 조합에 의해 층들에 대한 분자, 저중합체 또는 중합체를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에 따른 이로운 실시예에서, 박막 실리콘 기반 회로 및 트랜지스터는 박막 트랜지스터의 도판트 활성화 및 

레이저 유도 결정화를 이용하여 저온 적합 처리에 의해 제조된다. 절연 다이오드를 갖는 메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

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것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비정질 미세결정 또는 다결정 n-형 및 p-

형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박막을 직접 증착함으로써 그리고 저중합체나 중합체의 반도전성 유기 박막을 직접 증착함

으로써 수직하거나 평탄한 구성으로 상기 절연 다이오드를 형성하거나, 또는 저온 적합성 하부층에 직접 유기 반도전

성 물질의 증착된 n형 및 p형 비정질 또는 미세결정 막의 레이저 유도 용융 및 응결에 의해 절연 다이오드를 형성함으

로써 행해진다. 후자의 경우, 박막 확산 배리어를 제공함으로써 레이저 유도 결정화동안에 용융된 반도체 물질과 반

응하여 하부층들을 보호하고, 또한 실리사이드와 같은 안정한 도전성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용융된 반도체 물질

과 하부층들 사이의 반응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연 다이오드를 갖는 매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로서 메

모리 모듈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것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증착된 비정질이나 미세결정

유기 박막의 레이저 유도 용융 및 응결에 의해 절연 다이오드를 형성하고, 보상 도핑으로 다이오드의 pn접합을 형성

하며, 상기 pn 접합은 패시브 매트릭스 금속화에서 소자들을 합금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동 도핑으로 또는 하부 금속

화에 증착된 층으로부터 구현함으로써; 또는 증착된 비정질이나 미세결정 무기 박막의 레이저 유도 용융 및 응결에 

의해 절연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단계 및 하부 금속화 구조와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화합물이나 하부 금속화 구조로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를 형성함으로써 행해진다.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레이저 유도 결정화

는 폭발성 결정화 체계내에서 제한되고, 그로인해 막의 나머지 체적을 결정화하기 위하여 자기전파 액체막의 형성과 

막의 표면의 과도 용융만을 필요로하며, 절연 구조는 층들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 비도전성 층간 유전체로서 사용하

고 수직방향으로 절연 다이오드로서 사용되는 고저항성 또는 이방성 콘택 물질로부터 형성된다. 후자의 경우, 상기 

콘택 물질의 화학적으로 또는 열적으로 유도된 변형에 의해 비도전성 층간 유전체 및 절연 다이오드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학적 또는 열적으로 유도된 변형은 고저항성 비정질 실리콘의 자동 도핑 및 고저항성 비정질 실리콘의

레이저 유도 결정화에 의해 각각 발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또다른 이로운 실시예에서, 메

모리 모듈은 매트릭스의 교차점과 같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다이오드를 형성하고 하부층 또는 구조의 특징

부에 의한 흡수된 레이저 에너지의 변조를 갖는 레이저 유도 결정화와 비반사 또는 반사 박막에 의한 흡수된 레이저 

에너지의 변조를 갖는 레이저 유도 결정화중 하나에 의해서만 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 다이오드 접합의 형성을 제

한하는 자기정렬 처리에 의해 다이오드들 사이에 횡측 절연을 동시에 제공하며; 및 층간 유전체면의 표면 변형에 의

한 비정질 또는 미세결정막의 선택적 화학 또는 물리적 기상 증착이나 폭발적 결정화를 통해 다이오드 접합 형성에 

대한 도판트 소스로서 하부층이나 구조를 이용하여, 층간 유전체면을 제어함으로써 금속 영역에 레이저 유도 결정화 

동안 핵형성을 제한함으로써, 절연 구조를 갖는 메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로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서, 스핀 코팅 또는 다른 증착 방법 및 화학 기계적 연마에 의해 형성된 평탄화된 유전층에 의해 기능적 서브층

들을 분리하는 것이 이롭게 간주되고, 상기 유전층은 저중합체, 중합체 또는 무기물질로 이루어지며; 또한 펄스 이온 

및 전자 빔을 포함하는 레이저와는 다른 지향된 에너지 소스에 의해 유도 결정화를 초기화하는 것도 이롭게 간주된다.

특히 본 발명의 목적들은 2차원 및 3차원으로 새로운 구성을 갖는 디바이스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신규한 물질 및 

처리들을 이용함으로써 달성된다. 현저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메모리 모듈은 저온 적합 처리 및 물질, 즉 중합체 또는 폴리- 또는 마이크로- 또는 비정질 실리콘의 저온 처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문맥에서 저온 적합은 기판과 같은 폴리머에 적합한 정적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프로세스나 유

사하게 맞는 충분히 짧은 시간에 한정된 과도 열처리를 나타낸다. 예로서, 박막 실리콘의 레이저 결정화에서, 최외부

층의 온도는 실제로 아주 높으나, 짧은 열 펄스 및 전체 에너지 밀도에 기인하여, 열은 지지층으로 빠르게 재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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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깊이를 넘어, 후자는 열량측정 효과에 기인하여 고온에 이르지 못한다. 단순화를 위해, 상기한 바와 같은 저온 

가능 처리 및 물질들은 "저온 처리" 및 "저온 물질"로서 인용될 것이다.

2) 저온 처리는 하부 회로나 스택에서 다른 메모리층이 손상되지 않게 하나의 과도층(superlayer)이나 과도층의 스택

에 메모리 모듈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박막 액티브 회로를 갖는 플라스틱 기판 뿐만아니라, 통상적인 단결

정 실리콘 기판에 의거한 디바이스에 적용된다(후자의 경우, 레이저 재결정화에 사용된 열 펄스의 짧은 존속기간은 

지탱된 열 부하가 손상을 초래하는 온도에서도 플라스틱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도록 나타난다).

3) 상기 1)과 2)로부터 다수의 이로운 결론이 얻어진다:

- 적층된 층의 가능성 :

- 높은 부피 데이터 밀도, 및:

- 고밀도, 짧은 수직 상호접속, 높은 데이터 스루풋:

- 짧은 간격에 기인한 낮은 용량성 및 저항성 상호접속

- 큰 워드 폭에 대한 높은 병행도(많은 수직 상호접속)

- 고속 액티브 회로를 요구하는 작업에 대한 메모리 모듈 아래에 서브층 단결정 또는 고성능 다결정, 비정질 또는 초

정질층에서의 이용 영역.

예:

- 집적 SRAM 데이터 캐쉬

- 드라이버 및 인터페이스 일렉트로닉스

- 메모리층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온-보드 에러 검출 및 정정 블록 지향 회로

- 동일한 층에서와 같이 위 및/또는 아래에 드라이버 회로층을 위치시키는 옵션과 함께,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싱에

기인한 각 층에서의 높은 영역 데이터 밀도.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스케일러블 집적 데이터 처리 장치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1GB ROM에 대한 구성 레이아웃을 도시한다.

도3은 도2에서 ROM의 한쌍의 메모리 평면의 로우/칼럼 어드레싱 라인들의 레 이아웃을 도시한다.

도4는 도2에서 ROM의 메모리 평면의 엇갈린 스택 배열을 도시한다.

도5는 도4에 도시된 종류의 여러개의 스택 배열과 도2에서 ROM의 메모리 평면의 멀티세그먼트된 엇갈린 스택 배열

의 조합을 도시한다.

도6은 메모리 평면을 통해 또는 메모리 평면에 걸쳐 접속하고 그것을 하부 회로에 접속하기 위한 엇갈린 수직 또는 

수평 비아들을 도시한다.

도7은 액세스 타임 대 메모리 블록 세그먼트의 수의 그래프를 도시한다.

도8은 평균 어드레싱 파워 요건 대 평균 블록(판독) 어드레싱 사이즈의 그래프를 도시한다.

도9는 ROM에서 "온' 및 "오프" 메모리 소자의 수직 다이오드를 도시한다.

도10은 자기정렬 및 자기 평탄화 처리에 의해 제조된 도9에 도시한 바와 같은 수직 다이오드를 도시한다.

실시예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설계는 모든 액티브 전자회로를 포함하는 단결정 실리콘 기판상에 구축된 적층 구조로서 구

현된다. 액티브 전자회로는 비아를 통하여 하나이상의 상부 메모리층과 통신한다. 각 메모리층은 저온 처리된 다이오

드 ROM 및/또는 WORM 및/또는 고면적 비트 밀도가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싱의 사용을 통해 달성되는 REWRITA

BLE 어레이를 포함한다. 각 메모리층은 자급식(self-contained) 엔티티를 구성하며 제조 동안에 하부 구조를 손상시

킬 수 있는 고온 또는 화학적으로 활동적인 처리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메모리 모듈은 기판에서 액티브 전

자회로의 상부에 위치될 수 있으며, 기판 용적(real estste)을 유지하고 액티브 회로와 메모리 모듈 사이에 짧은 전자 

경로를 제공한다. 더욱이, 메모리 용량은 처음 것의 상부에 많은 메모리 층들을 부가함으로써 팽창될 수 있으며, 아주 

높은 부피 비트 밀도를 갖는 3D 스택된 구조를 이룬다. 상술한 바와 같은 장치는 스스로 메모리 모듈의 "후방 단부(ba

ck-end)" 처리를 제공하며, 단결정 실리콘 기판상의 모든 회로들은 전통적인 실리콘 주조 처리를 이용하여 준비된다.

메모리층의 연속 증착은 예들 들어 이 단계에서 실리콘 처리에 대한 오염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물질 및 처리들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별도의 설비로 수행될 수 있다. 드라이버 및 센스 회로는 바람직하게 필요로하는 높은 데

이터 전달 속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 단결정 실리콘 기판상에 표준 CMOS 처리로

서 제조된다. ROM/WORM/REWRITABLE 어레이는 비아에 의해 하부 드라이버에 결합된 최종 금속화층 위에 구축

된다. 다이오드는 초결정 실리콘이나 다결정 실리콘과 같이 무기물이거나, 결합된 중합체나 저중합체와 같은 유기 물

질에 기초될 수 있다. 패시브 매트릭스 어레이 및 저온 다이오드를 사용한 3D 구조는 하부 CMOS 회로 위에 다진 마

진 비용에서 모든 기존의 ROM/WORM/REWRITABLE 설계를 통해 드라마틱한 저장 강화를 하는 구성입니다. 수직 

상호접속은 많은 형식들을 가질 수 있다: 한가지는 비아를 통하여 도체를 관통하는 것으로, 스택된 컨셉에서 이용가

능한 짧은 간격 및 큰 면적은 아래의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하게 기술되는 바와 같이 비아의 엇갈린

정렬을 포함하여, 가요성 구성과 함께 상술한 바와 같이 고속 데이터 전달 속도가 가능하게 된다. 수직 상호접속은 또

한 해당 층의 에지에 이르는 각 층에서의 도체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낮게 놓여있는 층의 에지의 

계단식 연장에 의해 용이하게 될 수 있다. 다른 클래스의 수직 상호접속은 층들을 통하여 콘택없는(비-갈바닉)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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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한다. 이것은 적층된 구성, 예를 들면 상이한 층들의 회로 사이에 용량성, 유도성 또는 광학 커플링에 기인하여

가능하다. 명료함과 구체적임을 위하여,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4개의 이중층을 갖는스택에서 저온처리된 폴리실리

콘 ROM 어레이를 기초로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측면에서 하기에 제공된다. 설계는 비정질 다이오드의 유도된 폭발성

결정화나 층간 유기박막의 컨덕턴스 변조를 이용하여 WORM 메모리와 메모리 매트릭스에서 아주 기능적인 메모리 

물질을 통합함으로써 REWRITABLE 메모리로 쉽게 확장될 수 있다; 참조로 다른 특허출원들은 본 명세서에서 인용

된 특허출원에 속한다. 본 발명에 따른 1기가비트(GB) 장치에 대한 개략 층 레이아웃은 도2에 도시되어 있다. 로우 

디멀티플렉서 및 드라이버, 센스증폭기 및 칼럼 멀티플렉서는 구조의 베이스를 형성하는 종래의 VLSI CMOS 단결정

칩에서 실시된다. 모든 다이오드 ROM 층들은 최종 유전 증착 및 CMP 평탄화 위에 VLSI 회로의 완료후에 제조된다.

VLSI CMOS 회로의 상세는 특히 메모리 평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되지 않을 것이다. 드라이버 및 센스증폭

기는 종래의 DRAM 모듈에서 사용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설계는 거의 거의 그대로 남겨질 수 있다. 로우 드라

이버 인버터는 다이오드-ROM 구성의 높은 캐패시턴스를 수용하도록 크기가 바뀌어야할 것이며 센스증폭기는 보다 

느린 충전속도를 위해 수정될 필요가 있다.

메모리 평면은 적층방식으로 스택되며 각 ROM층은 수직 다이오드 구조에 의해 잠재적으로 크로스 링크된 단일 로우

/칼럼 라인으로 이루어진다;다이오드의 존재에 의해 지시된 2진 0(또는 1). 각각 10 9 비트를 포함하는 8 메모리 평

면의 전체는 기가바이트 모듈을 산출하도록 요구된다. 마스크 레벨의 전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로우 라인은 두 

메모리 평면 사이에 공유되어 - 속도를 감소시키지만 전체 제조는 간단하게 한다.

각 쌍의 메모리 평면에 대한 전기적 개요는 도3에 도시되어 있다. 로우 어드레스가 래치되면(RAS), 최종 인버터는 접

지에 대한 하나의 로우 라인을 구동시킨다. 전류는 칼럼 라인으로부터 다이오드를 통해 흐르며 칼럼상의 전압 강하는

모든 칼럼 라인들에 대해 병렬로 감지된다. 판독후에, 로우 라인은 V DD  전위로 복귀되고 칼럼 라인은 정지전위(접

지와 V DD -0.7 사이)로 된다. (NOR MOS 설계와 비교하여) 다이오드 한정된 메모리에 대한 파워 및 속도 페널티는 

로우/칼럼 조밀 금속 교차 레이아웃에 의해 허용된 밀도 증가에 의해 보다 더 오프셋된다. 블록 지향 데이터 액세스에

서, 단일 로우 인버터를 구동하는 것은 두 개의 칼럼에 대한 데이터 판독을 제공한다. 각 로우 액세스의 속도가 용량성

충전에 의해 한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 데이터 전달 속도는 칼럼 길이의 2배만큼 "증폭"된다. 하기에 더 기술되는

바와 같이, 랜덤 데이터 액세스 타임은 메모리의 적절한 세그먼트에 의해 조절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도5를 참조하

여 하기에 좀 더 상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세그먼트와 관계없이, 3D 메모리 적층은 로우 드라이버, 센스증폭기, 및 주변회로에 대한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실리

콘 다이상에 메모리 평면의 엇갈린 적층을 필요로한다. 이 엇갈린 적층 배열은 도4에 도시되어 있으며, 메모리 평면은

더 어두운 회색으로 한정된 단결정 실리콘 블록을 갖는 밝은 회색으로 지시된다. 각 메모리 평면 쌍은 로우 드라이버(

큰 인버터) 및 센스증폭기에 대한 단결정 실리콘 실제 평가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평 및 수직적으로 오프셋된다. 모든 

로우 드라이버는 공통 로우 디코더(최종 평면쌍 선택으로 NAND된) 논리로부터 공급된다. 도면에는 스케일링되어 있

지 않으며, 특히 로우 드라이버 및 센스 증폭기에 요구되는 영역의 일부는 메모리 사이즈의 제곱근으로서 거칠게 감

소한다. 센스 증폭기는 4096×4096의 세그멘테이션으로 가정하면 다이 실제 상태의 10%보다 작게 점유할 것이다. 2

56Mbit 어레이에 대하여, 이 영역은 전체 다이의 일 퍼센트 미만이다.

단결정 로직 위에 메모리 어레이를 구비한 스택된 설계에서, 다이의 상당한 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남게 된다. 이것의 

일부는 배드-셀(bad cell) 맵핑 및 에러 정정 로직에 요구되지만, 나머지는 메모리 평면에 대한 다중 액세스를 감소시

키기 위하여 SRAM 데이터 캐쉬로서 실행되어야 한다. 하기에 고려되는 바와 같이, 주 파워 소산(dissipation)은 메모

리 액세스 동안에 발생하여 - 캐쉬로부터 요구를 해결함으로써 요구되는 수를 감소하는 것은 랜덤 액세스 모드에서도

전체 파워를 동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전위를 갖는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대하여, 캐쉬는 직접 액세스에 대한 파

워 및 속도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메모리로부터 룩-어헤드 예측 판독의 일부를 제공한다. 높은 블록 지향성 메모리 

적용에 대하여, 그 대신에 캐쉬는 덜 임계적이 되고 영역은 다이 수율을 개선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도의

에러 정정 알고리즘에 전용될 수 있다.

다이 소자로부터 용량성 로딩 때문에, 8-평면, 1기가비트/평면의 최적 메모리 구조는 32,768×32,768 어레이가 아니

다. (유전체 및 다이 소자로부터) 로우 라인 캐패시턴스 및 칼럼 캐패시턴스는 어레이 사이즈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한

다. 로우 충전 및 다이오드 전류 전달은 파워 소산을 설정하고; 칼럼 캐패시턴스는 센스증폭기에 요구되는 충전 적분 

시간을 직접 결정한다.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1기가비트 블록은 도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그먼트될 수 있다. 도

4에서 스택된 배열은 별도의 블록들 사이에 적층하는 면에서 교번하는 이러한 여러개의 평면들을 결합하는데 사용된

다-증가된 드라이버 일렉트로닉스 실-평가의 비용으로. Si 기판의 큰 면적이 이 설게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나머

지는 캐쉬에 제공됨), 이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최적 세그먼트는 특히 메모리 블록 액세스의 평균 사이즈와 같은 적

용에 강하게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보다 작은 세그먼트들은 블록 사이즈 드롭으로서 파워 소산 이유 때문에 필수적

이다. 최소 랜덤 액세스 속도는 메모리 세그먼트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다(이들 이슈의 

둘 다는 아래에서 고려된다).

평면들 사이의 다이오드 절연을 갖는 공통 칼럼 비아를 이용하여 단일쌍의 센스증폭기만을 이용하여 다수의 어레이 

블록들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평면에 대한 절연 다이오드를 턴온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에 기인하여 이 설계에서 

심각한 속도 페널티가 있다. 장차 액티브 MOS 절연 트랜지스터가 메모리 평면상에 존속가능할 경우, 단일 센스 증폭

기 설계는 일부 적용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이즈 이득은 하부 기판이 실 평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이다.

필요한 데이터 전달 속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센스 증폭기는 칼럼 디코드 로직에 블록 전달을 제공하는 데이터 

스트로브 동안 래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설계의 일부로서 SRAM 캐쉬내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CD-ROM 기반

배치를 가정하여, 대부분의 데이터 액세스는 부가적인 로우 데이터 스트로브 없이 칼럼 래치 캐쉬로부터 해결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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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바이스 레벨과 상부 메모리 블록 사이의 조밀한 비아로부터 제한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비아가 종래의 비아 어태치

에 대한 양 설계 규칙을 충족하고 메모리 어레이에 대한 조밀한 금속 와이어링 밀도를 달성하도록 엇갈릴 수 있기 때

문에 그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아의 간단한 엇갈림은 한가지 가능한 해결책이다. 비아는

2×2λ 비아 사이즈, 비아의 모든 사이드에 대한 1λ 금속 오버랩, 3λ 최소 비아 스페이싱을 정확하게 충족하기 위하

여 다이에 엇갈리게 배치되고, 메모리 어레이 자체내에 완전 조밀한 금속으로 와이어링을 유지한다. 비아는 일반적으

로 센스증폭기나 로우 드라이버의 실제 요구되는 공간을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다 더 설명된다. 이 레이아웃에서,

N에서 한 라인이 손실된다. 균일한 금속 밀도를 유지하고 (랜덤 로직 설계 규칙 아래 금속 피치를 푸시할 필요가 있는

) 처리 개선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손실된 라인은 더미 금속 라인(접속 없음)으로 대체된다. 이 엇갈린 방식에서 발생

하는 감소된 로우-칼럼 밀도는 아래의 설계 분석에서 주어진 계산 결과에 통합된다. 2λ 비아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 금속 1 또는 2에 메모리 어레이를 접속하기 위해 임의의 사이즈로 연장하는 것이 명백하다.

상시한 바와 같이 한정된 일반적인 레이아웃에 있어서, 요구되는 다이 사이즈가 지금 결정될 수 있다. 메모리 평면 밀

도는 메모리의 전체 밀도를 설정하고 메모리 금속 와이어링 피치에 의해 제한된다. 예비 설계는 최소 비아 오버랩과 

금속간 스페이싱을 기초로하는 금속 피치를 필요로한다. 전체 다이 사이즈는 메모리 평면 그 자체(엇갈린 레이아웃가

주변 드라이버에 대해) 보다 20% 더 클 것이다. 그러나, 랜덤 로직 설계 제한에 금속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균일한 

스페이싱 및 밀도를 갖는 완전 조밀 금속 어레이로 이동함으로써, 라인 폭 및 스페이싱은 상당히 감소될수 있다. 랜덤 

와이어링이 메모리 평면상에 최소화되는 한, 리소그라피 및 에칭은 이들 상부층에서도 폴리 또는 금속 1 라인 폭의 사

용을 허용하는 조밀 금속 피치로 구체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다. 이것은 비아에 적용할 수 없다 -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이들은 설계 규칙 제한 내에서 잘 제조된다.

그밖에도, 메모리 셀의 간단한 설계는 메모리 셀 내에 비아 금속 오버랩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리소그라피 오정렬은 

접촉 영역(일축)을 감소시키지만, 연속 층간 유전체는 노출된 다이오드 성분을 패시베이션한다. 이들 두 처리 변형은 

4λ 2 셀 면적을 초래하는 최대 금속 피치를 허용한다(여기서 λ는 대략 금속 폭/스페이싱이다).

표1은 0.35, 0.25 및 0.18 ㎛ 리소그라피 (TSMC 및 MOSIS 스케일러블 설계로부터 취한 설계 규칙)를 기초로 한 3

가지 기술을 비교한다. 하기의 표는 1000 MB/s 512 바이크 평균 블록 전달에 대한 결과 및 1000 MB/s 전체 데이터 

전달에 대한 설계 요건을 개요한다. 세그먼테이션은 100 ns 최대 요건으로 액세스 타임을 밸런싱하기 위하여 권장된 

사이즈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제한(<500 ㎟)내에 다이 사이즈를 갖는 기존의 0.25㎛ 기술로 1GB 메모리를 실행할수 있다. 0.3

5㎛ 설계 규칙에 대하여, 단일 칩 다이 사이즈는 아마도 너무 커서 제조할 수 없을 것이지만, 0.5GB 어레이는 가능하

다. 단지 0.35㎛ 기술에 대한 경고는 상부 레벨 금속 평탄화가 상부층에서 조밀 금속에 필요한 평탄성을 제공하기 위

하여 CMP 공정으로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모리 속도 및 파워 소산은 설계 및 동작 파라미터에 관련하여 고려될 것이다.

설계 파라미터 : 이 설계 예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이 사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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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및 칼럼 라인 기생 캐피시턴스는 직접 캐패시턴스와 동일하게 취해진다.

· 층간 유전체는 300㎚의 SiO 2 등가물이다.

· 금속 라인 도전성은 0.07 Ω/□이다.

· 센스 증폭기 최소 드레스홀드는 10mV이다.

· 다이오드 트랜스컨덕턴스는 1V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하여 10 3 A/㎠이다.

· 다이오드는 제로 바이어스에서 400㎚ 공핍 폭을 갖는 일측 접합이다(10 17 도핑).

데이터 전송률 : 바람직한 1Gbit/s 유지 데이터 전송률이 일단 칼럼 래치가 채워지면 용이하게 얻어진다. 4096 세그

먼테이션에서도, 각 로우(row) 액세스는 단지 10㎲인 로우 판독 시간을 요구하는 8192 래치를 만족시킨다. 반면에 

실제 데이터 액세스 시간은 1㎲ 이하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데이터 전송이 높은 상관성을 갖고 모든 8192 칼럼 비트

가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파워에서 패널티가 일어난다.

액세스 시간 : 즉각적인 데이터 액세스 속도(RAS로부터 CAS 래치 상에서 이용가능한 데이터까지의 시간)가 다이오

드를 통해 칼럼 라인 커패시턴스로 충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다이오드 기반 ROM 셀에서 달성되기에는 보다 어

려운 파라미터가 된다. 시간은 어레이 사이즈(세그먼테이션), 다이오드 컨덕턴스, 다이오드 커패시턴스(주요한 것), 

로우 드라이브 저항 및 감지 증폭기 최소 전압 감도의 복소 함수이다.

액세스 시간은 로우 충전 시간(R row C row ), 최소 특정 전압 스윙(swing)에 대한 칼럼 감지 통합 시간(C col ΔV/I 

diode ), 및 로우/컬럼 어드레싱에 대한 추정된 랜덤 로직 딜레이의 합이다.

도7의 그래프로부터 명확하듯이, 액세스 속도는 리소그라피(lithography) 규칙에는 조금만 의존하나, 세그멘테이션 

사이즈에는 매우 의존성이 높다. 에레이에 대하여 16개 세그먼트 이상의 감소하는 리턴(return)이 존재한다.

파워 손실: 파워 손실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설계 파라미터에는 각각의 판독시에 전송되는 블록의 평균 사이즈가 있다. 

판독 리퀘스트(request)가 로우 판독 캐시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한도에서, 증폭기의 충전과 감지에 필요한 파워가 

다수의 판독 사이클에서 평균될 수 있다. 그러나, 액세스가 각 액세스에 대해 로우 충전 사이클을 요구하는 랜덤이 되

는 경우에, 파워 요구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도8의 그래프는 1000GB/s의 유지된 데이터 전송률을 갖는 평균 

블록 판독 사이즈의 함수로서 추정된 파워 요구를 나타낸다. 이러한 목적으로, 네 개의 세그먼트화된 0.25㎛ 설계가 

사용되었다. 스케일(scale)이 로그 스케일인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평균 블록 사이즈가 수 백 이상인 동안에는, 파워 

손실은 내부(intrinsic) 전송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사이즈가 감소함에 따라, 부가적인 로우 판독이 요구되고 파워

가 블록 사이즈에 따라 역방향으로 증가한다.

메모리 평면 제조: 예를들어 본 발명에 따른 ROM 메모리의 다중 평면 구현에서는 상부 레벨 프로세싱이 최소 토포그

래피(topography) 성장(12개 이상의 금속 층)을 갖는 평면 구조를 갖는다. 프로세싱은 효과적으로 프로세싱을 250℃

이하로 제한하면서 로우/칼럼 비아 상의 금속 배선 노출과 일치되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다이오드의 제조시에 마

스크 개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콘택 비아와 자기 정렬되어야 한다.

무기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두 개의 실행가능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ㆍ비아를 통해(또는 블랭킷(blanket) 증착과 CMP 식각) 금속/Si 시드(seed) 층 상에 선택적으로 증착된 미세결정 Si.

ㆍ평탄화용 고저항 Si를 형성하는, 비아 절연체를 레이져 강화 조절함에 의한 블랭킷 Si의 폭발적인 결정화.

4f 2 에서의 메모리 밀도는 분리 다이오드가 완전히 프로세스되고 수직 구조로 콘택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에 반해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통상적인 평면 구조가 존재한다. ROM 또는 임피던스 제어 RAM 소자 중 하나에서 사용되는 

분리 다이오드는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우/컬럼 금속 상에 직접 제조된다. ROM의 경우 도면 좌편의 메모리 셀은 

우편의 메모리 셀이 오프(off) 상태인 경우에 "온(on)"이 된다. 단순화된 구조에서, 메모리 셀들 사이의 차이점은 다이

오드 물질에 패턴된 층 간 유전체에 컷(cut)이 존재하느냐 또는 존재하지 않느냐에 있다. 현재의 제조 기술을 사용한 

가장 복잡한 것에서부터 보다 알려지지 않은 프로세스에 따른 제조 기술까지, 수개의 특정 제조 기술들이 논의될 것

이다.

직접적인 에너지 프로세싱에 의한 수직 다이오드의 제조가 특정 프로세싱 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실시예 A - 폴리머/저온 기판의 금속화(metallization) 상에 직접적인 다이오드 제조

메모리의 로우 또는 칼럼 배선을 형성하는 밀집된 금속 배선 상에 직접적으로 수직 방향 p-n 접합 다이오드를 형성하

는 것이 대부분의 제조 전략들 중에 공통적인 것이다. WORM/RAM 응용에서 다른 저온 물질과 적합성을 갖기 때문에

, 펄스 레이져 또는 이온 빔을 이용한 일시적인 열처리는 바람직한 제조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음의 단계들을 포함한

다.

ⅰ. 메트릭스 하부에 놓이는 로우/컬럼 용 금속 막을 증착하는 단계. 하부에 놓이는 금속의 선택은 이하에서 설명되는

방법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금속 막은 고 전도성 하부층(Al)과 Si과 콘택을 이루는 인터페이스 베리어(예를들어, 텅

스텐)로 이루어진 다층이 될 수 있다.

ⅱ. 예를들어 스퍼터링, e-빔 증착 또는 PECVD에 의한, 박형 비정질 도너(n-타입) 도핑 실리콘의 증착 단계.

ⅲ. 억셉터(p-타입) 도핑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의 제 2 층의 인-시튜(in- situ) 증착단계.

ⅳ. 결정화 pn 접합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비정질 막의 레이져 유도 결정화 단계. 에너지 밀도는 실리콘 막의 녹는점 

또는 거의 녹는점 부근이 얻어지도록 선택되며, 그 결과 금속층으로부터 핵생성이 일어난다. 이것은 최초 p-n 증착 

경계 근방의 접합을 갖는 큰 그레인(50㎚ 이상) 결정화 다이오드를 야기한다.

ⅴ. 하부 레벨 로우 배선의 마스킹 및 식각과 층간 절연체(SiO 2 )의 컨포말(conformal) 증착 단계.

ⅵ. "온" 및 "오프" 메모리 셀을 형성하는 콘택 레벨의 패터닝 단계.

ⅶ. 칼럼 금속 증착과 패터닝/식각 단계.

실시예 B - 폭발적인 결정화를 이용하기 위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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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ⅳ) 단계의 결정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막 두께에 의해 결정된다. 대안으로서, 결정화는 최소 표면 멜트(melt)

의 형성만을 요구하는 폭발적인 결정화(M.O. Thompson. Phys. Rev. Lett. 52:2360(1984))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비정질 상(phase)과 결정 상 사이의 엔탈피 차가 하부 금속층 상에 최소 넷트(net) 열 영향을 갖는, 막을 통

한 멜트를 구동한다. 결과적인 다이오드 층은 혼합된 비정질/다결정질 상이 되나 메모리 분리 응용의 경우에 충분한 

전류 밀도(100A/cm 2 )를 갖는다.

실시예 C - 쇼트키(Schottky)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위한 조정

접합 다이오드용으로 p 및 n 막을 증착하는 대신에, 적접 하부 금속 막으로 쇼트키 베리어 다이오드를 제조하도록 프

로세스가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에는 단지 n-타입 막만을 증착단계와, 직접 금속(최소 액상 상호작용) 또는 금

속 콘택의 부분 멜팅에 의해 형성된 실리사이드 상 중 하나를 갖는 쇼트키 다이오드의 결정화와 형성단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정은 금속 층의 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폭발적인 결정화에 가장 적합하다.

실시예 D - 금속 콘택으로부터의 오토-도프(auto-dope)에 대한 조정

전기적으로 활성화된 도판트가 금속 막에 결합되어 n 타입 및 p 타입 Si의 분리 막에 대한 필요를 제거할 수 있다(위

의 단계 ⅱ 및 ⅲ). 텅스텐 메탈리제이션 상에 비소 또는 붕소의 박형 코팅, 또는 붕소 또는 비소를 함유하는 합금이 

단일 막 층착에 대한 보상(copensating) 도핑을 제공한다. 금속 또는 금속 도포물질로부터 발생한 불순물의 부분적인

멜팅 및 결합과, 그 후의 액상 확산과 결정화에서의 잠재적인 분리가, 또한 p-n 접합을 형성한다. 인터페이스의 위치

는 결정화 동역학에 의해 제어되며 폭발적인 결정화 방식의 주요한 영향 조정 인자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실시예 E - 게르마늄 사용을 위한 조정

위의 모든 방법들은 실리콘에서 뿐만아니라 게르마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게르마늄 다결정화 다이오드가 높

은 누설을 나타내나, 이것은 모든 액상 프로세스 온도에서의 450K 감소에 의해 상쇄된다. 일시적이기는 하나, 용융 

상은 매우 반응성을 갖는다.

실시예 F - 금속 선택

위의 실시예 C에서 개시된 조정과 별도로, 금속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응결(solidification) 중에 용융된 반도체

와의 반응을 최소화 하는 것이 포함된다. 추천되는 금속에는 탄탈륨, 텅스텐, 및 백금과 같은 내화 금속, Pd, Mo, Ni, 

Co 또는 Cr과 같은 중간-천이 금속, TiN과 같은 현재 기술상의 확산 베리어, 및 NiSi 2 와 같은 말단(terminal) 실리

사이드 상이 포함된다. 이들 기본 금속들은 안정한 실리사이드 상을 형성하고 액상 Si 또는 Ge와 적절한 반응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한 실리사이드의 사용은 이러한 반응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실리사이드가 적절한 도체는 

아니므로, 박형 실리사이드의 형성이 일반적으로 문제는 아니다. 잘 형성된 실리사이드가 실시예 C에 주어진 조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하게 된다.

다이오드의 자기정렬 및 평탄화에 대하여 어떤 처리가 도입될 수 있다.

앞의 실시예 A에서 기술된 방법은 하부 로우 금속을 사용하여 접촉마스크를 중첩하는 종래의 반도체처리방법이다. 

더욱이, 에칭공정은 스택형 3D 집적을 위해 평탄화되어야 하는 거친 형상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다결정 및 비결정질 

위상사이의 도전성의 10 3 -10 5 차이는 자체 정렬 다이오드 한정 패턴 및 어드레스 평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드에 대한 주요 수정은 다이오드간 영역내의 비결정질 위상재료를 제거하여 형상 높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공정 흐름은 다음과 같다.

i. 로우 라인에 대한 재료의 증착 및 패터닝. 이는 금속라인 사이의 유전체를 완전히 에칭하여 평탄화한다.

ii. n 및 p 비결정질 막의 균일한 증착(또는 전술한 수정을 통한 단일 층).

iii. 접촉 유전체와 박막 금속 반사층(Cr 또는 Al)의 증착. 에칭된 패턴은 다이오드가 형성될 비아를 남긴다.

iv. 패터닝된 막을 통한 레이저 방사. 실리콘의 결정화를 시작하기 위하여(폭발하거나 완전히 용해됨) 비아내에서만 

충분한 에너지가 흡수된다.

v. 열 라인에 대한 금속 증착. (호환성 있는 금속인 경우에 반사막은 증착전에 제거될 필요가 없으나 동시에 에칭될 수

있다). 열 라인은 패터닝 및 에칭된다.

vi. 유전체 증착 및 평탄화.

이러한 공정에서, 정렬 비아를 가진 열 금속의 정렬은 느슨하게 된다. 비정렬은 하부 금속이 비결정질 실리콘으로 완

전히 코팅되기 때문에 열과 행을 단락시킬 수 있다. 비결정질 Si의 도전성은 로우 라인사이의 크로스토크가 중요하지 

않은 행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하부 금속으로부터의 도펀트의 통합에 의하여 형성된 다이오드를 가진 매우 약하

게 도핑된 Si막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수행된다(전술한 실시예 D 참조). 결과적인 다이오드 구조는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긴 파장의 레이저는 방사원으로써 짧은 파장(익사이머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금속

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06um(Nd:YAG 파장)에서, 비결정질 Si는 비결정질 막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투

명층이며 하부 금속막에 의해서만 흡수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금속은 폭발적인 결정화(또는 완전히 용해된 결정화)

을 초기화한다. 이러한 모드의 장점은 다이오드가 로우 금속 영역에서만 형성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다이오드 어레이는 온-웨이퍼 패턴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패터닝된 레이저빔을 사용하여(마스크를 통한

영상화를 사용하여) 패터닝된다. 이는 큰 형상의 크기(1μm)로 제한되나 여러 포토리소그라피 단계를 제거한다.

본 발명은 ROM 장치에 제한되지 않으나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 및 데이터 처리장치와 모듈로써 실행될 수 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의 간단한 설명이 지금 기술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기본적인 기술은 WORM 응용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모든 교차점이 다이오드 정류 동작을 나타

내는 패시브 매트릭스 어레이로부터 수행된다. 주어진 교차점에의 기록은 개방 회로를 형성함으로써, 즉 다이오드의 

순방향 컨덕턴스를 파괴함으로써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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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시예에 있어서, 매트릭스 어레이는 패시브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평행전극의 두세트사이의 공액 폴리머를 삽입함

으로써 만들어지며, 전극 및 삽입 물질은 에칭 교차점에서 정류 다이오드를 자연스럽게 생성하기 위하여 선택된다. 

연관된 물리적 현상은 여러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 주어진 교차점으로의 기록은 여러 방법중 한 방법에 의하여 달성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교차점에서 폴리머 재료를 통해 짧고 강한 전류펄스에 의한 열적 손상을 형성하여 컨덕턴스

또는 개방회로의 공간적으로 제어된 감소를 유발한다. 적절한 재료 및 기하학적 형태의 설명은 본 출원인에게 허여된

다음 특허출원에 개시되어 있다. 이 특허출원은 NO972803 및 NO973390등이다.

앞의 섹션 4하에서 설명된 바람직한 실시예에 유사한 방법에 있어서 낮은 비아에서 판독이 수행되는 반면에, 기록은 

높은 전류 및 다른 펄스 프로토콜을 필요로한다. 따라서, 교차점에서 에너지 분산의 일시적인 프로파일은 다이오드 

접합에서 요구된 열적 히스토리를 얻고 전류 유도 임피던스 변화(예컨대, 열적손상)의 영역을 기록된 교차점에 한정

하기 위하여 세밀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전자회로가 ROM 타입에 비교하여 WORM 메모리보다 더 복

잡하고 기록동안 높은 전류요건과 함께 취해진 것이 낮은 비트밀도를 유발한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전자기록 방법은

제조시 포함된 주조 기본 처리단계, 예컨대 마스크된 ROM이 방지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같이, 앞서 기술된 기본적인 구조는 단일 장치에, 동일한 층 또는 층들중 하나에 ROM, 및 W

ORM 및 REWRITABLE 어레이를 집적하고 단일 스택내에 ROM, WORM 및 REWRITABLE층을 집적하기 위한 기회

가 제공되고 있다. 이로부터 유발되고 상기 종류의 메모리 타입을 결합하는 여러 가능성중 하나가 특히 논의될 것이

다.

자체 진단에 의한 수율이 강화된다. 주제조 검사 및 수정과정의 일부로써 ROM내의 자체진단 프로그램은 메모리내의

결함을 식별하기 위하여 동작된다. 이의 결과는 WORM내에 저장되고 ROM으로부터 유도된 명령에 링크되어, 보정될

메모리 장치에서 결함을 유발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사용자에게 명백한 형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방식에서, 제조 

수율이 강화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메모리와 결합되거나 또는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전술한 장치의 확장은 2 및 3차원 구조로 처리 전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용 메모리에 대해 거의 물질적인 방식으로 고속으로 직접 액세스하는 분배 프로세서(마

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실리콘 웨이퍼 기술에 기초하여 프로세서/마이크로프로

세서 구조에 의해 얻을 수 없는 속도 및 융통성을 제공한다. 이들 기술을 더 상세히 논의하기 위하여, 특히 기준화가능

한 구조로 집적된 메모리 및 처리 구조는 노르웨이 특허 출원 NO982518에 개시되어 있다.

명백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고밀도 2 및 3-D 구조를 용이하게 실행하는 방법 및 재료를 사용하여 그리고 신규한 구

조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실시예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ROM 및/또는 WORM 및/또는 REWRITABLE 메모리 모듈 및 데이터 처리 모듈을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

치로서, 상기 장치는 기판상에 제공되며, 상기 메모리 모듈 및/또는 데이터 처리 모듈은 상기 기판의 상부에 단일 메

인층이나 다수의 스택된 메인층내에 제공되며, 각 메인층내의 메모리 모듈 및 데이터 처리 모듈은 비아, 표면 또는 에

지 접속부를 통해 다른 메인층과 그리고 기판상에 또는 기판내에 제공된 회로와 통신하며, 상기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해 트랜지스터 및/또는 다이오드를 갖는 액티브 회로를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에 있어서,

메모리 모듈 및/또는 데이터 처리 모듈의 각 메인층은 기능적 서브층의 스택을 포함하고, 상기 각 기능적 서브층들은 

하나 이상의 특정 회로 기능을 구현하며,

상기 액티브 회로의 적어도 일부는 메인층이나 메인층들내에 제공되며,

상기 기능 층들의 적어도 일부는 저온 적합 유기 박막 물질과 저온 적합 처리된 무기 박막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층들중 적어도 하나는 메모리 물질의 표면상에 제공된 제1 세트의 평행 전극과 상기 제1 

세트의 전극들과 교차관계로 메모리 물질의 반대면상에 제공된 제2 세트의 평행 전극들 사이의 교차점에서 메모리 

물질에 형성된 패시브 매트릭스-어드레스가능 메모리 소자를 갖는 메모리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소자는 상기

교차점에서 비선형 임피던스 소자로서 구현되고, 상기 메모리 소자에는 그 어드레스 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교

차 전극들 사이에 있는 메모리 물질의 전기 임피던스 파라미터에 의해 주어진 논리값이 각각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형 임피던스 소자는 비정질, 다결정, 미세결정질, 벌크 또는 처리형성된 단결정 형태의 실

리콘, 갈륨 비화물 및 게르마늄, 또는 분자, 저중합체나 중합체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유기 반도체 물질, 또는 

이중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정류 다이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형 임피던스 소자는 비정질, 다결정, 미세결정질, 벌크 또는 처리형성된 단결정 형태의 실

리콘, 갈륨 비화물 및 게르마늄, 또는 분자, 저중합체나 중합체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유기 반도체 물질, 또는 

이중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박막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메인층은 별도의 서브층에 이중 패시브 매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 모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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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하나의 상부 메모리 모듈과 하나의 하부 메모리 모듈은 한 세트의 로우 또는 칼럼 전극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층이 제공되며, 상기 메인층 중 적어도 두 개는 공통 로우 또는 칼럼 드라이브 일렉트로

닉스와 공통 와이어를 통해 상기 공통 로우 또는 칼럼 드라이브 일렉트로닉스와 접속된 선택형 센스 일렉트로닉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메인층이 제공되며, 상기 각 메인층은 하나이상의 메모리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메모

리 모듈은

공통 기판상에 두 개 이상의 병렬배치된 스택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부 메인층에서 유사한 세그먼트의 상부에 스택된 

병렬배치된 세그먼트 형태로 제공되며, 상기 각 스택에서 상기 각 세그먼트의 일부는 상기 기판의 일부에 접속되고 

상기 기판의 일부에 제공된 회로와 전기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메인층이 제공되며, 상기 각 메인층은 하나이상의 메모리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메모

리 모듈은 엇갈린 배열로 하부 메인층에서 유사한 세그먼트의 상부에 스택된 병렬배치된 세그먼트의 형태로 제공되

어, 상기 스택에서 상기 각 메모리 모듈은 인접한 모듈에 대하여 엇갈리게 제공되며, 상기 각 스택에서 상기 각 세그먼

트의 일부는 상기 기판의 일부에 접속되고 상기 기판의 일부에 제공된 회로와 전기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층들 사이와 상기 메인층과 상기 기판 사이에 파워 및 신호 접속을 제공하는 다수의 도체

나 비아는 엇갈린 배열로 횡측으로 분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 중 적어도 하나는 마스킹된 ROM 또는 패턴화된 RO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 중 적어도 하나는 WOR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중 적어도 하나는 REWRITABLE형 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

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상기 메모리 모듈은 하나의 스택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메인층 안에 집적된 ROM, 

WORM 또는 REWRITABLE의 형태의 적어도 2개의 상이한 메모리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상기 메인층들 하부에 놓인 상기 기판의 적어도 일부는 하나 이상의 상기 메인층과 전

기적으로 접속된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회로를 포함하는 상기 기판의 일부는 패시브 캐리어 상에 박막으로서 또는 벌크내에 제공된 도핑

되거나 도핑되지 않은 형태로 반도전성 물질을 함유하며, 상기 반도전성 물질은 비정질, 다결정, 미세결정질, 벌크 또

는 처리 형성된 단결정 형태의 실리콘, 갈륨 비화물 및 게르마늄, 또는 분자, 저중합체나 중합체 또는 이들의 조합들을

포함하는 유기 반도전성 물질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상에 또는 기판내에 제공된 상기 회로는 CMOS, NMOS 또는 PMOS중 하나 이상에 의해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상에 또는 기판내에 제공된 상기 회로는 SRAM, DRAM 및/또는 강유전성 RAM(FERAM

)의 형태로 하나 이상의 캐쉬 메모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상에 또는 기판내에 제공된 상기 회로는 상기 메인층 또는 메인층들에서 메모리 모듈내

의 에러 및 결함의 검출 및 정정을 위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19.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상에 또는 기판내에 제공된 상기 회로는 상기 메인층 또는 메인층들 내의 결함 메모리 모

듈을 재맵핑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20.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상에 또는 기판내에 제공된 상기 회로는 상기 모듈의 성능 및 수명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상기 메인층 또는 메인층들 내의 메모리 모듈을 다이내믹하게 재맵핑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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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박막 물질은 실리콘, 실리콘 화합물, 금속, 금속 합성물 또는 이들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2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층의 회로는 박막 기술로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

청구항 23.
ROM 및/또는 WORM 및/또는 REWRITABLE 메모리 모듈 및 데이터 처리 모듈을 포함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

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장치는 기판상에 제공되며, 상기 메모리 모듈 및 데이터 처리 모듈은 상기 기판

의 상부에 단일 메인층 또는 다수의 스택된 메인층 내에 제공되며, 상기 각 메인층 내의 상기 메모리 모듈 및 데이터 

처리 모듈은 비아, 표면 또는 에지 접속부를 통해 다른 메인층과 그리고 상기 기판상에 또는 기판내에 제공된 회로와 

통신하며, 상기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해 트랜지스터 및/또는 다이오드 형태의 액티브 회로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모듈 및 데이터 처리 모듈은 연속 단계로 메인층과 기능적 서브층을 증착함으로써 기판상에 제공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미 증착되고 처리된 하부층들이 150-450℃의 온도 범위의 값을 초과하는 정적 온도 또는 중합체 물질의 과도 안정

제한값을 초과하는 동적 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피하는 열적 조건 하에서 상기 층들을 증착하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데, 상기 과도 안정 제한값은 10ms 이하에 대해 500℃ 이하로서 한정되거나 또는 처리-유도된 화학적 손상으로

서 한정되며, 상기 층들을 위한 물질들은 비정질, 다결정 또는 미세결정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산화물, 유전물질, 금

속 또는 이들의 조합의 박막들 중에서 선택되고 스퍼터링, 증발, 화학 기상 증착 또는 플라즈마 관련 화학 기상 증착, 

스핀 코팅중 하나에 의해 증착되며;

상기 열적 조건에 적합한 종래의 반도체 처리로 증착된 층들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종래의 반도체 처

리는 포토리소그래피, 웨트 에칭, 반응성 이온이나 플라즈마 에칭을 포함하는 드라이 에칭, 화학 기계적 연마, 이온 주

입, 및/또는 이들의 조합중에서 선택되지만,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착된 비정질 막의 결정화, 증착된 막의 그레인 정제, 및 그 안에 도판트의 혼입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펄스 레

이저 또는 입자 빔을 이용하여 과도 가열에 의해 증착된 층들을 처리하는 단계; 및

용매 기술, 증발, 스퍼터링 또는 다른 진공 기반 기술과 같은 처리들중 하나에 의하거나, 또는 막 전달 기술이나 이들

을 조합한 기술에 의해 상기 층들을 위한 분자, 저중합체 또는 중합체 물질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박막 트랜지스터의 도판트 활성화 및 레이저 유도 결정화를 이용하여 저온 적합성 처리에 의해 박

막 실리콘 기반 회로와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

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절연 다이오드를 갖는 매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로서 구현되며,

비정질 미세결정 또는 다결정 n-형 및 p-형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막을 직접 증착함으로써 그리고 저중합체나 중합체

의 반도전성 유기 박막을 직접 증착함으로써 수직하거나 평탄한 구성으로 상기 절연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6.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절연 다이오드를 갖는 매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로서 구현되며,

저온 적합성 하부층에 직접 무기 반도전성 물질의 증착된 n형 및 p형 비정질 또는 미세결정 막을 레이저 유도 용융 및

응결함으로써 절연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박막 확산 배리어를 제공함으로써 하부층들이 레이저 유도 결정화동안에 용융된 반도체 물질과 반

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실리사이드와 같은 안정한 도전성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용융된 반도체 물질과 하부층들 사이

에서 반응이 이뤄지도록 설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9.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절연 다이오드를 갖는 매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로서 구현되며,

증착된 비정질이나 미세결정 무기 막을 레이저 유도 용융 및 응결함으로써 절연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단계; 및 보상 

도핑으로 다이오드의 pn접합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pn 접합은 패시브 매트릭스 금속에서 소자들을 합

금하는 것을 이용하여, 소위 자동 도핑으로 또는 하부 금속에 증착된 층으로부터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0.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절연 다이오드를 갖는 매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로서 구현되며,

증착된 비정질이나 미세결정 무기 막을 레이저 유도 용융 및 응결함으로써 절연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단계 및 하부 

금속화 구조와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화합물 또는 하부 금속화 구조를 이용하여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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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1.
제 23항에 있어서, 폭발성 결정화 체계내에 레이저 유도 결정화를 제한하는 단계, 및 그로 인해 막의 나머지 체적을 

결정화하기 위하여 자기 전파 액체막의 형성과 막의 표면의 과도 용융만을 필요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2.
제 23항에 있어서, 층들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 비도전성 층간 유전체로서 사용하고 수직방향으로 절연 다이오드로

서 사용되는 고저항성 또는 이방성 콘택 물질로부터 절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 물질의 화학적으로 또는 열적으로 유도된 변형에 의해 비도전성 층간 유전체 및 절연 다

이오드를 구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으로 또는 열적으로 유도된 변형은 고저항성 비정질 실리콘의 자동 도핑 및 고저항성 

비정질 실리콘의 레이저 유도 결정화에 의해 각각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

기 위한 방법.

청구항 3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모듈은 절연 다이오드를 갖는 매트릭스 어드레스가능 메모리이며,

매트릭스의 교차점과 같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다이오드를 형성하고 하부층 또는 구조의 특징부에 의해 흡

수된 레이저 에너지가 변조되는 레이저 유도 결정화와 비반사 또는 반사 박막에 의해 흡수된 레이저 에너지가 변조되

는 레이저 유도 결정화중 하나에 의해서만 상기 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까지 다이오드 접합의 형성을 제한하는 자

기정렬 처리에 의해 다이오드들 사이에 횡측 절연을 동시에 제공하는 단계; 및 층간 유전체면의 표면 변형에 의한 비

정질 또는 미세결정막의 선택적 화학 또는 물리적 기상 증착이나 폭발적 결정화를 통해 다이오드 접합 형성에 대한 

도판트 소스로서 하부층이나 구조를 이용하여, 상기 층간 유전체면을 제어함으로써 금속 영역에까지 상기 레이저 유

도 결정화 동안 핵형성을 제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6.
제 23항에 있어서, 스핀 코팅 또는 다른 증착 방법 및 화학 기계적 연마에 의해 형성된 평탄화된 유전층에 의해 기능

적 서브층들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유전층은 저중합체, 중합체 또는 무기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7.
제 23항에 있어서, 펄스 이온 및 전자 빔을 포함하는 레이저이외의 지향된 에너지 소스에 의해 유도 결정화를 초기화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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