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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트랩 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의 구동회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트랩 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의 제어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구동 회로 및 방법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본원의 제1 발명에 따른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

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를 구동함에 있어서, 외부 전원을 입력받아 복수의 내부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내부

전원 발생 수단; 상기 불휘발성 디램을 모드별로 제어하기 위하여 모드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모드 제어 수단; 상기

모드에 따라 상기 불휘발성 디램의 코어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상기 내부 전원 발생 수단으로부터 입력받아 스위

칭하기 위한 전압 레벨 선택 수단; 및 상기 전압 레벨 선택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을 상기 불휘발성 디램의 코어에 인

가하기 위한 로우 디코딩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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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3

색인어

불휘발성 디램, 부도체, 질화막, 트랩, 홀 인젝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NVDRAM의 단면도,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NVDRAM의 단면도,

도 2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NVDRAM의 회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NVDRAM의 전체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NVDRAM 코어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주요부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워드 라인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설명도,

도 6는 본 발명의 NVDRAM 내 셀 트랜지스터의 모드별 설명도,

도 7은 본 발명의 NVDRAM 내 셀 트랜지스터의 시간에 따른 문턱전압의 변화를 나타낸 파형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310: 내부 전원 발생부 320: 모드 제어부

330: 전압 레벨 선택부 340: 로우 디코딩부

350: 디램 코어 360: 컬럼 디코딩부

370: 센스 앰프 380: 임시 메모리 블럭

311: 비트라인 프리차지 전압 발생부 313: 셀 플레이트 전압 발생부

315: 양전압 발생부 317: 음전압 발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를 트랩할 수 있는 질화막과 같은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 메모리는 DRAM 및 SRAM과 같은 RAM(Randon Access Memory)와 마스크 ROM,

EPROM 및 EEPROM과 같은 ROM(Read Only Memory)으로 대별될 수 있다. DRAM과 SRAM은 쓰기와 읽기를 고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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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으나, 메모리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메모리에 저장된 기억내용이 소멸되어 버린다. 한편, 마스

크 ROM, EPROM 및 EEPROM은 메모리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한 후에도 기억내용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기억내용을

변경할 수 없거나 변경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1장 1단이 있다.

이 때문에, 고속으로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것이 가능하면서도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기억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불휘발성 DRAM(NVDRAM: Non-Volatile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이 제안되어 왔다.

예로서, 미국특허 US 4471471호는 플로팅 게이트와 전달 게이트 사이에 DEIS(dual electron injector structure)를 요구

하는 불휘발성 디램을 개시한다. 그러나, 위 특허에 개시된 DEIS 스택구조는 셀의 비트 라인측(bit line side) 위에 위치하

므로 데이터가 DRAM으로부터 모든 셀에 병렬로 된 플로팅게이트에 전달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

국특허 US 5331188호의 "NON VOLATILE DRAM CELL"은 제1층(18)과 제2층(20)으로 형성된 플로팅 게이트를 사용

하여 전계가 p+ 영역에 가까운 제1층(18)의 얇은 절연막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미국특

허 US 5331188호는 셀 커패시터의 플레이트 라인 전압은 접지전압으로 고정시킨 채 워드 라인 전압과 비트 라인 전압만

으로 전계를 형성시킨다. 따라서, 플로팅게이트가 2개층으로 형성되므로 셀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제조 공정이 복잡하

게 된다. 또한, 플레이트 라인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불휘발성 디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워드 라인 전압과 비트 라

인 전압을 인가하므로 NVDRAM에서의 소비 전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본 출원인은 2003. 8. 22.자 특허출원 10-2003-58300호로 플레이트에 상이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낮은 내부전압

으로 구동할 수 있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및 그의 구동방법을 출원한 바 있다. 그런데 상기 발명은 플로팅 게이트형

NVDRAM에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소스측으로부터 도체인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가 무한정 투입될 수 있어 셀 문턱전압

정상화모드를 수행하는 중에 SRC 과정(Stress-Refresh-Check Process)을 다수회 반복해야 하므로 제어동작이 복잡해

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투입되는 한 문턱전압(Vth)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제어동작이 복

잡해지는 문제가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트랩 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의 제어를 용이하도록 하

기 위한 구동 회로 및 방법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원의 제1 발명에 따른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

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를 구동함에 있어서, 외부 전원을 입력받아 복수의 내부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내부

전원 발생 수단; 상기 불휘발성 디램을 모드별로 제어하기 위하여 모드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모드 제어 수단; 상기

모드에 따라 상기 불휘발성 디램의 코어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상기 내부 전원 발생 수단으로부터 입력받아 스위

칭하기 위한 전압 레벨 선택 수단; 및 상기 전압 레벨 선택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을 상기 불휘발성 디램의 코어에 인

가하기 위한 로우 디코딩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내부 전원 발생 수단은, 비트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비트라인 프라차지

전압 발생부; 셀 플레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셀 플레이트 전압 발생부; 워드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양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양전압 발생부; 및 워드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음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음전압 발생부를 포

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레벨 전압 선택 수단은, 상기 비트 라인에서 요구되는 복수의 전압을 상기 비트라인 프라차지 전압 발

생부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비트 라인 프리차지 전압 스위칭부; 상기 셀 플레이트 라인에서 요구되는 복수의 전

압을 상기 셀 플레이트 전압 발생부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셀 플레이트 라인 전압 스위칭부; 상기 워드 라인에

서 요구되는 복수의 양전압을 상기 양전압 발생부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양전압 스위칭부; 및 상기 워드 라인에

서 요구되는 음전압을 상기 음전압 발생부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음전압 스위칭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상이한 복수의 내부 전압은 ±5볼트 이내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모드 제어 수단은, 상기 셀 어레이 내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을 상승시킴으로써 상기 셀 내 질화막

에 저장된 정보를 소거하는 소거 모드를 갖도록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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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기 모드 제어 수단은, 전원이 인가되는 경우, 상기 셀 내 질화막에 저장된 정보를 상기 셀 커패시터로 전

달하는 리콜 모드를 갖도록 제어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모드 제어 수단은,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상기 셀 커패시터에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상기 셀 내 질화

막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 모드를 갖도록 제어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산화막-질화막-산화막-실리콘(Silicon-Oxide-

Nitride-Oxide-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금속-산화막-질화막-산화막-실리콘(Metal-Oxide-

Nitride-Oxide-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산화막-제1질화막-제2질화막-실리콘(Silicon-

Oxide-Nitride1-Nitride2-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이다.

본원의 제2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 모드 구동 방법은,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

스터를 구동함에 있어서, 상기 셀 트랜지스터를 리프레쉬하는 제1 단계; 및 "H"상태의 셀 데이터를 포함하는 셀 커패시터

측에 국부적으로 핫 홀 인젝션 혹은 전자의 터널링을 일으키기에 적절한 전압을 인가하는 제2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원의 제3 발명에 따른 리콜 모드 구동 방법은,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

를 구동함에 있어서,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저장 노드를 비우는 제1 단계;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질화막에 저장된 논리상

태에 따라 상기 저장 노드상에 상이한 전압이 허용되도록 상기 셀 트랜지스터에 인가되는 소스(셀 커패시터와 연결되는 부

분)전압보다 드레인(비트 라인과 연결되는 부분)전압을 상대적으로 상승시키는 제2 단계; 및 상기 셀 트랜지스터를 리프레

쉬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원의 제4 발명에 따른 소거 모드 구동 방법은,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

를 구동함에 있어서, 셀 트랜지스터 내 셀 커패시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백업시키는 제1 단계;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질화

막에 전자의 F-N 터널링을 통해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제2 단계; 및 상기 백업 데이터

를 상기 셀 커패시터에 쓰는 제3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디램은 전자를 트랩할 수 있는 부도체인 질화막(Nitride)을 포함한다. 즉, 일실시예에 따른 불휘

발성 디램(NVDRAM)의 셀 트랜지스터는, 도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SONOS형 플래시 메모리 구조에 커패시터를 부가하

여 구성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MONOS형 플래시 메모리 구조에 커패시터를 부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SON1N2S형 플래시 메모리 구조에 커패시터를 부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상기 SONOS형 및 MONOS형

의 트랩 가능한 질화막은 화학기상증착(CVD방식)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알루미늄 옥사이드(Al2O3), 탄탈륨

옥사이드(Ta2O5) 및 하프늄 옥사이드(HfO2) 중 어느 하나의 분위기에서 증착하여 얻을 수 있고, 상기 SON1N2S형의 N2

질화막은 온도를 가열하여 성장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도 3는 본 발명에 따른 NVDRAM 셀 어레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체 블럭구성도로서, NVDRAM 코어(350)는 뱅크별

(BANK0~3) 블럭별(BLOCK0~7)로 구분되고 다시 각 블럭 내에 NVDRAM 셀이 어레이 형태로 배열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본 발명에 따른 NVDRAM은 일반적으로 DRAM을 구동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구성들 이외에 외부 전원을 입력받아 복

수의 내부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내부전원발생부(310), NVDRAM의 각 모드를 제어하기 위한 모드 제어부(320), 상기 각

모드에 따라 NVDRAM 코어(350)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내부전원발생부(310)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전압 레벨 선택부(330), 전압 레벨 선택부(330)로부터 출력되는 선택된 전압을 NVDRAM 코어(350)에 인가하기 위한 로

우 디코딩부(340)를 포함한다. 컬럼 디코딩부(360), 센스 앰프(370)는 DRAM에서 사용되는 구성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설

명은 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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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전원 발생부(310)는 비트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비트라인 프라차지 전압 발생부(311),

셀 플레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셀 플레이트 전압 발생부(313), 워드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양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양전압 발생부(315), 및 워드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음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음전압 발생부(317)를

포함한다.

전압 레벨 선택부(330)는 제1 내지 제8 전압 레벨 선택기(LEVEL SELECTOR 0 ~ 7)로 구성되어 각각 제1 내지 제8 블

럭(BLOCK 0 ~ 7)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내부전원발생부(310)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NVDRAM 코어(350)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주요부 구성도이다.

제1 전압 레벨 선택기(410)와 로우 디코더(420)는 NVDRAM 코어(350) 내 제1 블럭(430)에 대응하는 전압 레벨 선택부

(330)와 로우 디코딩부(340)이다. 제1 전압 레벨 선택기(410)는 비트 라인에서 요구되는 복수의 전압을 비트라인 프라차

지 전압 발생부(311)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비트 라인 프리차지 전압 스위칭부(411), 셀 플레이트 라인에서 요

구되는 복수의 전압을 셀 플레이트 전압 발생부(313)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셀 플레이트 라인 전압 스위칭부

(413), 워드라인에서 요구되는 복수의 양전압을 양전압 발생부(315)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양전압 스위칭부

(415) 및 워드라인에서 요구되는 음전압을 음전압 발생부(317)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음전압 스위칭부(417)를

포함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워드 라인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설명도이다.

로우 디코더(420)는 양전압스위칭부로부터 인가되는 전압을 드레인전압(VDD)으로 사용하고, 음전압스위칭부로부터 인

가되는 전압을 소스전압(VSS)으로 사용한다.

이하에서는 도 6에 도시된 NVDRAM 셀의 동작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NVDRAM을 전원이 차단된 경우 불휘발성 메모리로 이용하고, 전원이 인가된 경우 휘발성인 DRAM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의 모드가 필요하다. 즉, 본 발명에 따른 NVDRAM은 (1) 디램 모드(DRAM MODE), (2) 프

로그램 모드(PROGRAM MODE), (3) 리콜 모드(RECALL MODE), (4) 소거 모드(ERASE MODE)를 가질 수 있다.

디램 모드는 NVDRAM이 DRAM과 같이 동작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 모드는 NVDRAM에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 셀 커

패시터(209)에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질화막(203)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리콜 모드는 NVDRAM에 전원이 인가되는 경

우에 질화막(203)에 있는 데이터 정보를 셀 커패시터(209)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소거 모드는 모든 셀 어레이의 질화막

(203)에 동일한 양의 전자를 채움으로써 저장된 정보를 소거하는 과정이다. 이하에서는 각 모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다.

DRAM 모드

본 발명에 따른 NVDRAM은 DRAM 모드에서 일반적인 DRAM의 동작과 동일하다. 그러나 종래의 DRAM에서는 셀 트랜

지스터의 게이트 산화막을 사용하지만, 본 발명의 NVDRAM에서는 전자를 트랩(TRAP)할 수 있는 부도체를 사용하기 때

문에 소자의 리프레쉬 특성이 개선된다.

즉, 질화막에 저장되었던 정보가 소거된 셀 트랜지스터에서는 전자(Electron)가 트랩(TRAP)된 상태이므로, 셀 트랜지스

터의 기판 도핑(Substrate Doping) 농도를 게이트 산화막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DRAM과 동일하게 한다면, 본 발명에 따

른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은 DRAM의 문턱전압보다 높게 된다. 따라서, 셀 트랜지스터의 제조시에 기판 도핑

(Substrate Doping) 농도를 낮춤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을 대략 일반적인 DRAM의 문턱전압 정

도로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DRAM의 주요 파라미터(Parameter) 중의 하나인 본 발명에 따른 NVDRAM에서의

리프레쉬(Refersh Period) 특성이 일반적인 DRAM 보다 대폭 개선된다. 이는 셀 트랜지스터의 기판 도핑 농도가 낮으면

셀 커패시터로 연결되는 셀 트랜지스터의 접합면과 기판 간에 낮은 전계(Electric Field)가 형성되고, 낮은 전계로 인하여

접합면에서의 누설(Junction Leakage)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PROGRAM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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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장애가 검출되거나 전원이 차단되는 때에, 셀 커패시터에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질화막(203)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

모드가 수행된다.

① 프로그램 모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DRAM 모드에서 어레이된 모든 셀을 리프레쉬한다. 그러면 셀 커패시터에 저장

된 데이터의 논리상태를 명확하게 된다.

② 셀 커패시터에 저장된 "H"상태의 데이터는 국부적인 핫 홀 인젝션(Hot Hole Injection)이나 전자(Electron)의 F-N 터

널링을 일으켜 셀 커패시터 측 질화막이 부분적으로 턴온되도록 사용된다. 여기서, 홀의 인젝션과 전자의 F-N 터널링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발생할 지는 옥사이드 층의 두께에 영향을 받는다. 한편, 단지 셀에 포함된 전압(최대 2.5 볼트)만으로

는 핫 홀을 유인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워드 라인과 셀 플레이트 사이에 대략 5.5볼트의 전위차가 발생하도록 전압을 인가한다. 예를 들어, 워드라인에

(-)3볼트의 음전압을 인가하고, 셀 플레이트에 2.5볼트를 인가할 수 있다. 그러면 "H"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 커패시터에

대하여, 셀 커플링에 의한 5볼트의 저장 노드 전압과 (-)3볼트의 게이트 전압 사이의 전압 차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문턱전압을 부분적으로 내리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L"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 커패시터에 대하여, 2.5볼트의 저장

노드 전압과 (-)3볼트의 게이트 전압 사이의 전압 차는 핫 홀 인젝션을 이끌기에 너무 작다. 플레이트 부스팅 기술을 사용

하면 프로그래밍 방해가 내재적으로 차단되고, 저전력 고신뢰성의 동작이 성취될 수 있다.

③ 한편, 셀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가 적어 셀 커패시터로부터 질화막으로 홀이 충분히 인젝션되지 않거나 전자의 F-N 터

널링이 불충분하게 일어난 경우에는 상기 ①의 리프레쉬(Refresh) 과정과 ②의 스트레스(Stress)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RECALL 모드

① 저장 노드를 비울 수 있는 전압을 워드 라인과 비트/비트바아 라인에 인가한다. 예를 들어, 모든 워드 라인에 2볼트, 모

든 비트/비트바아 라인에 0볼트를 인가할 수 있다.

② 이후, 워드 라인 전압을 유지한 채, 비트/비트 바아 라인에 3볼트를 인가한다. 질화막에 저장된 데이터가 "H"이면, 셀 트

랜지스터의 소스측(저장 노드 측)문턱전압(Vth)은 낮아지게 되나, 셀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측(비트 라인 측)의 문턱전압

(Vth)은 프로그래밍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높은 드레인 전압 때문에, 드레인 측의 표면 전압은 낮아지고, 이

는 대략 2볼트의 전압 전달이 가능하게 한다. 반면, 질화막에 저장된 데이터가 "L"이면, 제조공정에서 정밀 제어되어 질화

막을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의 포화값이 1.2볼트가 되도록 세팅된 DRAM 문턱전압은 저장 노드 상에 단지 0.8볼트를 허

용할 뿐이다.

③ 셀에 저장된 데이터가 "H"인 경우는 2볼트이고, "L"인 경우는 0.8볼트이므로 셀은 비트 라인 프리차지 전압인 1.25볼트

를 기준으로 센싱될 수 있다. 센싱시에 선택된 워드 라인은 4볼트를, 비선택된 워드 라인은 (-)3볼트를 각각 인가한다.

④ 셀 커패시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리프레쉬할 필요가 있다.

ERASE 모드

RECALL 모드를 수행한 후 DRAM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동일 블럭내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① 이를 위하여 우선 한 블럭의 데이터를 리프레쉬하고, 어레이된 셀 각각의 셀 커패시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임시 메

모리 블럭(380)에 백업(back up)한다.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식은, 일실시예에 따르면, 임시 메모리 블럭(380)의 사이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임시 메모리 블럭(380)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정해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임시 메모리 블럭(380)의 사이즈가 뱅크를 구성하는 개별 블럭과 동일하고, 임시 메모리 블럭의 전체를 백

업에 이용한다면 뱅크내 블럭별로 백업할 수 있다. 또는, 임시 메모리 블럭의 사이즈가 4 뱅크로 구성된 NVDRAM 메모리

블럭(350) 중 하나의 뱅크에 해당하고, 임시 메모리 블럭 전체를 데이터의 백업에 이용한다면 각 뱅크별로 백업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임시 메모리 블럭(380)이 4 뱅크로 구성된 NVDRAM 메모리 블럭(350)과 동일하고, 임시 메모리 블럭 전체

를 데이터의 백업에 이용한다면 NVDRAM 메모리 블럭(350)의 데이터를 일시에 백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시 메모리 블

럭(380)의 셀 구조는 본 발명에 따른 어레이된 셀의 구조와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제조상의 편이와 경제성 등 여러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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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나, 반드시 동일한 구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데이터를 소정 시간동안 저장할 수 있는 구조이면 충분하다.

임시 메모리 블럭에 인가되는 워드 라인 전압(Vwl), 비트 라인 프리차지 전압(Vblp) 및 플레이트 라인 전압(Vcp)은 데이

터의 백업 방식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이 정도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고 본 발명의 본질을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더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② 셀 트랜지스터의 워드 라인 전압(Vwl)으로 약 5볼트, 비트 라인 프리차지 전압(Vblp)과 바디 전압(Vbb)으로 -3볼트 정

도를 인가한다. 그러면, 셀 트랜지스터의 전체에서 채널이 역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상태에서 전체 채널에 F-N 터널링

(Fowler Nordheim Tunnelling)이 일어나서 전자가 질화막에 트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문턱전압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프로그램되었던 문턱전압은 소거된다. 질화막의 트랩수는 제한적이므로 소정량 이상 F-N 터널링이 발생

하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즉, 질화막에 저장된 데이터가 "L"였다면, 터널링되는 전자가 거의 없을 것이지만, 질화막에

저장된 데이터가 "H"였다면, 저장 노드 측이 부분적으로 낮은 문턱전압을 가질 것이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전자의 터널

링이 발생하여 포화될 것이다. 결국, 어레이된 모든 셀은 디램으로 동작하기에 필요한 문턱전압, 즉 1±0.2V를 가질 수 있

다.

③ 마지막으로, 백업해 두었던 데이터를 셀에 라이트한다.

본 발명에 따른 불휘발성 디램의 동작 상태별 각 부 전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 내

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에 따라 본 발명은 셀 플레이트에 상이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종래의 공지된 기술에 비해 낮은 내부전압

만으로도 불휘발성 디램을 구동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구동 방법의 사용으로 인해 불휘발성 디램의 구조가 통상의 디램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제조장비의 추

가나 새로운 제조라인의 구축없이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다. 특히, 플로팅 게이트형 NVDRAM에

비해 제어가 용이하고, 파워 오프시에 요구되는 프로그램 모드의 수행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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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NVDRAM을 DRAM모드로 동작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DRAM에 비하여 리프레쉬(Refersh Period)

특성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DRAM에 비하여 전력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과 게이트 사이에 전하를 트랩 가능한 부도체를 갖는 셀 트랜지스터와, 상기 셀 트랜지스터가 어레이된 코어를 포함하

는 불휘발성 디램에 있어서,

외부 전원을 입력받아 복수의 내부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내부 전원 발생 수단;

상기 불휘발성 디램을 모드별로 제어하기 위하여 모드 제어 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모드 제어 수단;

상기 모드에 따라 상기 불휘발성 디램의 코어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상기 내부 전원 발생 수단으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전압 레벨 선택 수단; 및

상기 전압 레벨 선택 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을 상기 불휘발성 디램의 코어에 인가하기 위한 로우 디코딩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전원 발생 수단은,

비트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비트라인 프라차지 전압 발생부;

셀 플레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복수의 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셀 플레이트 전압 발생부;

워드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양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양전압 발생부; 및

워드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음전압을 발생하기 위한 음전압 발생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레벨 전압 선택 수단은,

상기 비트 라인에서 요구되는 복수의 전압을 상기 비트라인 프라차지 전압 발생부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비트

라인 프리차지 전압 스위칭부;

상기 셀 플레이트 라인에서 요구되는 복수의 전압을 상기 셀 플레이트 전압 발생부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셀 플

레이트 라인 전압 스위칭부;

상기 워드 라인에서 요구되는 복수의 양전압을 상기 양전압 발생부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양전압 스위칭부; 및

상기 워드 라인에서 요구되는 음전압을 상기 음전압 발생부로부터 입력받아 스위칭하기 위한 음전압 스위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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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한 복수의 내부 전압은 ±5볼트 이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제어 수단은,

상기 셀 어레이 내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을 상승시킴으로써 상기 셀 내 질화막에 저장된 정보를 소거하는 소거 모드를

갖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 제어 수단은,

전원이 인가되는 경우, 상기 셀 내 질화막에 저장된 정보를 상기 셀 커패시터로 전달하는 리콜 모드를 더 갖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상기 모드 제어 수단은,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상기 셀 커패시터에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상기 셀 내 질화막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 모드를 더 갖

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에 인가되는 전원의 차단을 조기에 검출하기 위한 전원 모니터링 수단; 및

상기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상기 불휘발성 디램을 소정 시간 동작시키기 위한 축전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어레이된 각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한 임시 메모리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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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된 각 셀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임시 메모리 블럭으로 백업하는 1회당 데이터량은 전원전압을 독립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상기 임시 메모리 블럭의 사이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

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메모리 블럭의 사이즈는 상기 불휘발성 디램 코어를 구성하는 복수의 뱅크 중 하나와 동일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산화막-질화막-산화막-실리콘(Silicon-Oxide-Nitride-

Oxide-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막은,

알루미늄 옥사이드(Al2O3), 탄탈륨 옥사이드(Ta2O5) 및 하프늄 옥사이드(HfO2) 중 어느 하나의 분위기에서 증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금속-산화막-질화막-산화막-실리콘(Metal-Oxide-Nitride-Oxide-

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막은,

알루미늄 옥사이드(Al2O3), 탄탈륨 옥사이드(Ta2O5) 및 하프늄 옥사이드(HfO2) 중 어느 하나의 분위기에서 증착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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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산화막-제1질화막-제2질화막-실리콘(Silicon-Oxide-

Nitride1-Nitride2-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동

회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질화막은, 온도를 가열하여 성장시키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트랩가능한 부도체를 사용하는 불휘발성 디램 구

동 회로.

청구항 18.

기판과 게이트 사이에 전하를 트랩 가능한 부도체를 갖는 셀 트랜지스터를 구동함에 있어서,

상기 셀 트랜지스터를 리프레쉬하는 제1 단계; 및

셀 커패시터에 "H"상태의 데이터가 국부적인 핫 홀 인젝션 혹은 전자의 터널링을 일으켜 셀 커패시터 측 상기 부도체가 부

분적으로 턴온되기에 적절한 전압을 인가하는 제2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워드 라인과 셀 플레이트 간의 전위차가 대략 5.5볼트가 되도록 워드 라인 전압과 셀 플레이트 전압

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20.

제18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산화막-질화막-산화막-실리콘(Silicon-Oxide-Nitride-

Oxide-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21.

제18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금속-산화막-질화막-산화막-실리콘(Metal-Oxide-Nitride-Oxide-

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모드 구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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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8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산화막-제1질화막-제2질화막-실리콘(Silicon-Oxide-

Nitride1-Nitride2-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질화막에 저장되는 전하량에 의해 데이터의 논리상태를 구분하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기 제1 및 제2 단계를 반복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24.

기판과 게이트 사이에 전하를 트랩 가능한 부도체를 갖는 셀 트랜지스터를 구동함에 있어서,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저장 노드를 비우는 제1 단계;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상기 부도체에 저장된 논리상태에 따라 상기 저장 노드상에 상이한 전압이 허용되도록 상기 셀 트랜

지스터에 인가되는 소스전압보다 드레인전압을 상대적으로 상승시키는 제2 단계; 및

상기 셀 트랜지스터를 리프레쉬하는 제3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콜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워드 라인이 비트/비트바아 라인보다 대략 2볼트가 높은 전위차를 유지하도록 워드 라인 전압과 비

트/비트바아 라인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콜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워드 라인 전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비트/비트 바아 라인이 상기 워드 라인보다 대략 1볼트 높

은 전위차를 유지하도록 상기 워드 라인 전압과 비트/비트바아 라인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콜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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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질화막에 저장된 데이터가 "H"이면,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저장 노드 상에 대략 2볼트의 전압이 걸

리도록 하고,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질화막에 저장된 데이터가 "L"이면, 상기 저장 노드 상에 대략 0.8볼트의 전압이 걸리

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콜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셀 트랜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상태를 검출하기 위하여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비트 라인 프리차지 전압은 1.25볼

트를,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워드 라인 전압은 4볼트를,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워드 라인 전압은 (-)3볼트를 각각 인가하

는 제4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콜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29.

제24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산화막-질화막-산화막-실리콘(Silicon-Oxide-Nitride-

Oxide-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콜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30.

제24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금속-산화막-질화막-산화막-실리콘(Metal-Oxide-Nitride-Oxide-

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콜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31.

제24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산화막-제1질화막-제2질화막-실리콘(Silicon-Oxide-

Nitride1-Nitride2-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콜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32.

기판과 게이트 사이에 전하를 트랩 가능한 부도체를 갖는 셀 트랜지스터를 구동함에 있어서,

상기 셀 트랜지스터 내 셀 커패시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백업시키는 제1 단계;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질화막에 전자의 F-N 터널링을 통해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제2

단계; 및

상기 백업 데이터를 상기 셀 커패시터에 쓰는 제3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거 모드 구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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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셀 트랜지스터의 워드 라인 전압으로 대략 5볼트, 비트 라인 프리차지 전압과 바디 전압으로 대략 (-)3볼트를 인가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거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를 수행한 후의 상기 문턱전압은 1±0.2볼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거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35.

제32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산화막-질화막-산화막-실리콘(Silicon-Oxide-Nitride-

Oxide-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거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36.

제32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금속-산화막-질화막-산화막-실리콘(Metal-Oxide-Nitride-Oxide-

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거 모드 구동 방법.

청구항 37.

제32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휘발성 디램 내 어레이된 셀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산화막-제1질화막-제2질화막-실리콘(Silicon-Oxide-

Nitride1-Nitride2-Silicon) 형 셀 트랜지스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거 모드 구동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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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도면2b

등록특허 10-0560301

- 15 -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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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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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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