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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 관한 것으로, 테크놀로지 진보에 따라서 축소가 가능한 고전압 소자의 폭(width)이 X-

디코더 레이아웃 축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X-디코더를 구성하는 고전압 소자의 게이트 라인을 플래시 셀의 게이트 라인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소자 사이즈가 축소되더라도 1 블록(block)내에 형성할 수 있는 고전압 소자의 개

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자의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셀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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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셀들의 게이트에 상기 메모리 셀들의 구동을 위한 고전압을 공급하는 고전압 소자들로 구성되는 X-디코더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셀들의 게이트 라인 방향과 상기 고전압 소자들의 게이트 라인 방향은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비휘발

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소자의 드레인 전압을 상기 메모리 셀의 게이트 라인에 인가하기 위한 배선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소자들은 각각 독립된 게이트 라인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전압 소자의 게이트 라인을 게이트 라인 방향으로 배열되는 2 이상의 고전압 소자들에 의해 공유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소자의 집적도를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 관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를 전기적으로 쓰고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프레쉬(refresh) 기능이 필요 없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치환 및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메모리 소자 개발을 위해 메모리 셀

의 고집적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 개의 셀(cell)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스트링(string)을 구성하고 2개의 스트링이

하나의 콘택(contact)을 공유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소자(NAND flash memory device)가 제안되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소자는 로우 방향으로 배열되는 셀들은 하나로 연결하는 워드라인이 다수 개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워드라인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X-디코더(decoder)가 사용된다.

상기 X-디코더는 다수개의 고전압 소자로 구성되어, 선택된 하나의 워드라인에는 0[V],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워드라인

들에 대해서는 4.5[V]의 고전압을 인가하여 플래시 셀을 동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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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X-디코더(decoder)는 주변회로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제품이 고집적화를 추구할 때 패키지(package)의 가능

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소자가 고집적화됨에 따라서 X-디코더(decoder)를 구성하는 고전압 소자에 대한 축소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

으나, 플래시 셀(flash cell)의 동작 전압을 감소시킬 수 없으므로 상기 고전압 소자의 브레이크다운 전압(Breakdown

voltage)을 줄일 수 없으며, 이는 곧 고전압 소자의 게이트 산화막 두께(gate oxide thickness), 채널 길이(channel

length), 콘택-게이트간 거리(Contact to Gate Spacing), 콘택-액티브간 거리(Contact to Active Spacing) 등을 줄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X-디코더 구조를 나타낸 도면으로, X-디코더를 구성하는 고전압 소자

의 게이트 라인(11)을 플래시 셀의 게이트 라인(21)과 나란한 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다.

미설명된 도면부호 12a 는 고전압 소자의 소오스, 12b는 고전압 소자의 드레인, 13은 콘택을 나타낸다.

이 같은 레이아웃을 갖는 고전압 소자에서는 채널 길이(L), 콘택-게이트간 거리, 콘택-액티브간 거리 등, X-디코더를 구

성하는 고전압 소자에서 축소(shrink)가 불가능한 펙터(factor)들이 블록 내의 결정적인 디멘젼(Dimension)을 결정하게

되므로, 테크놀로지가 진보됨에 따라서 집적도가 높아지면 X-디코더의 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도 2는 테크놀로지 진보에 따른 블록 피치(block pitch) 감소 현상과 X-디코더 고전압 소자 배열을 위해 필요한 기본 공간

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2를 보면, 고전압 소자 배열을 위해 필요한 기본 공간은 5.6㎛으로, X-디코더의 블록 피치가 5.6㎛ 이하가 되면 즉, 테

크놀로지가 약 0.86nm 이하가 되면 X-디코더의 구성이 불가능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도 3은 테크놀로지(technology) 진보에 따른 워드라인 로딩(World loading)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테크놀로지 진보하

여 집적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X-디코더가 구동해야 하는 워드라인 로딩은 지수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워드라인 로딩(Wordlike loading)이란, X-디코더 고전압 소자의 게이트가 갖는 커패시턴스(Capacitance)와 저항

(Resistance)의 곱(C×R)으로, 워드라인 로딩이 크면 고전압 트랜지스터가 출력 전압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워드라인 로딩이 작으면 출력 전압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도 4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진보에 따른 X-디코더를 구성하는 고전압 소자의 폭(Width)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로, 테

크놀로지 진보에 따른 워드라인 로딩의 감소는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고전압 소자의 폭(Width)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테크놀로지 진보에 따라서 축소가 가능한 고전압 소자의 폭(width)이 X-디코더 레이아웃 축소에 반영

될 수 있도록 X-디코더를 구성하는 고전압 소자의 레이아웃을 개선하여 1 블록(block)내에 형성할 수 있는 고전압 소자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1 블록 내에 형성할 수 있는 고전압 소자의 개수를 늘리어 X-디코더로 인한 직접화 제한 요인

을 제거함으로써,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셀들; 및

상기 메모리 셀들의 게이트에 상기 메모리 셀들의 구동을 위한 고전압을 공급하는 고전압 소자들로 구성되는 X-디코더를

포함하며, 상기 메모리 셀들의 게이트 라인 방향과 상기 고전압 소자들의 게이트 라인 방향은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배열

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고전압 소자의 드레인 전압을 상기 메모리 셀의 게이트 라인에 인가하기 위한 배선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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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 상기 고전압 소자들은 각각 독립된 게이트 라인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고전압 소자의 게이트 라인을 게이트 라인 방향으로 배열되는 2 이상의 고전압 소자들에 의해 공유되도

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상술하는 실시예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

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의 범위는 본원의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X-디코더 구조를 나타낸 도면으로, 100은 X-디코더를 구성하는

고전압 소자의 게이트 라인, 101a는 고전압 소자의 소오스, 101b는 고전압 소자의 드레인, 102는 콘택, 200은 플래시 셀

의 게이트 라인, 103은 고전압 소자의 드레인 전압을 플래시 셀의 게이트 라인에 인가하기 위한 금속 배선을 각각 나타낸

다.

도 5를 보면, X-디코더를 구성하는 고전압 소자의 폭(Width)을 플래시 셀의 게이트 라인(200) 방향과 수직한 방향을 갖도

록 배치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고전압 소자의 폭(W)과 평행한 게이트 라인(200)을 플래시 셀의 게이트 라인(200)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

로 배치하였다.

이는 블록 내에서 디멘젼을 결정하는 펙터를 게이트 길이, 콘택 게이트간 거리와 같은 축소 불가능한 것들에서 축소 가능

한 펙터인 고집적 소자의 폭(Width)으로 변환한 것으로, 소자 사이즈가 축소됨에 따라서 고전압 소자의 폭(W)의 축소도

가능해 진다.

따라서, 동일한 블록 피치 내에서 게이트 라인 방향으로 배열되는 고전압 소자의 개수를 늘릴 수 있다.

위의 도면을 이용하여 제시한 실시예에서는 게이트 라인 방향으로 배열되는 고전압 소자들이 하나의 게이트 라인을 공유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경우, 공유 게이트 라인을 통해 고전압 소자들이 한꺼번에 제어되므로 블록 단위의 소거 동작이 이루어진다.

또한,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게이트 라인 방향으로 배열되는 고전압 소자들이 각각 독립된 게이트 라인을 갖도록

구성하여 고전압 소자의 자유도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고전압 소자는 각각의 게이트 라인을 통해 따로 제어되므로 페이지(page) 단위의 소거 동작이 이루어진다.

도 6은 본 발명을 적용하였을 경우 셀 사이즈 축소에 따른 1 블록 내에 형성 가능한 고전압 소자 개수를 나타낸 그래프로,

셀 사이즈가 축소되더라도 하나의 블록 내에 약 2.2 내지 2.4개 정도의 일정한 개수의 고전압 소자를 배열할 수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이는 X-디코더로 인하여 셀 사이즈 축소가 제한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발명을 적용하게 되면 소자 집적화를 용

이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테크놀로지 진보에 따라서 축소가 가능한 고전압 소자의 폭(width)이 X-디코더 레이아웃 축

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X-디코더를 구성하는 고전압 소자의 게이트 라인을 플래시 셀의 게이트 라인 방향과 수직한 방향

으로 배치함으로써, 소자 사이즈가 축소되더라도 1 블록(block)내에 형성할 수 있는 고전압 소자의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집적 소자 제조가 가능해 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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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X-디코더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테크놀로지 진보에 따른 블록 피치(block pitch) 감소 현상과 X-디코더 고전압 소자 배열을 위해 필요한 기본 공간

을 나타낸 그래프

도 3은 테크놀로지(technology) 진보에 따른 워드라인 로딩(World loading)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도 4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진보에 따른 X-디코더를 구성하는 고전압 소자의 폭(Width)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X-디코더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을 적용하였을 경우 1 블록 내에 형성 가능한 고전압 소자 개수를 셀 사이즈별로 나타낸 그래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고전압 소자의 게이트 라인

200 : 플래시 셀의 게이트 라인

101a, 101b : 고전압 소자의 소오스, 드레인

102 : 콘택

103 : 금속배선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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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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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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