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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그램가능한 반도체 구조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프로그램가능한 반도체 구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는 본 발명을 구체화시킨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의 등가 회로도.

제1(b)도  제1(c)도  및  제1(d)도는  본  발명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프로그램  된  다음에  제1(a)도 디바
이스를 보여주는 등가 회로도.

제2(a)도,  제2(b)도,  제2(c)도  및  제1(d)도를  정류소자의  상대방향(reiative  direction)을  반전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제1(a)도, 제1(b)도, 제1(c)도 및 제1(d)도에 해당하는 등가 회로도.

제3도는  제1(a)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형태의  개별적으로  어드레스  가능한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
스를 복수개 포함하도록 형성된 본 발명을 구체화시킨 집적회로의 일부에 대한 측단면도.

제4도는  복수개의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가  여러  상태로  프로그램된  다음의  제3도의  측단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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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회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제5도 및 제6도는 제반 구성 단계동안의 제3도에 도시된 회로에 대한 측단면도.

제7도는  제8도에  도시된  집적  회로의  일부에  있어서  급속  어드레스  라인과  이들  사이에  놓인  개별 
어드레스 부분이 교점에서 중복(overlap)되어 있는 상태를 예시한 개략적인 평면도.

제8도는  제3도에  도시된  형태의  집적회로를  사용하여  형성된  프로그램가능한  메모리에  대한 개략적
인 설명도.

제9도는  개별적으로  어드레스  가능한  프로그램가능한  셀의  층을  2개로  지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
도에 도시된 집적회로의 유사한 본 발명을 구체화시킨 다른 집적회로의 일부에 대한 측단면도.

제10도는 제9도의 측단면도에 도시된 집적 회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도.

제11도는 선행기술에 공지된 일반적인 형태의 프로그램된 논리 어레이(PLA)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도.

제12도  및  제13도는  제11도에  도시된  PLA의  논리  함수와  그러한  함수가  어또한  방식으로  본  발명에 
따라 얻어질 수 있는지를 예시한 개략적인 설명도.

제14도는  AND평면(plane)과  OR평면이  수직방향으로  서로  상하(上下)  배치되어  있는  본  발명을 구체
화 시킨 프로그램된 논리 어레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도.

제15도는  개별적으로  어드레스  가능한  프로그램가능한  셀의  층을  2개라기보다는  6개지니는  것을 제
외하고는  제9도에  도시된  집적회로와  유사한  본  발명을  구체화시킨  다른  집적회로의  일부에  대한 측
단면도.

제16도는  몇몇개의  프로그램가능한  셀이  상태변경되어진  다음의  제15도의  측단면도에  도시된 집적회
로에 대한 개략적인 회로도.

제17도는  제15도  및  제16도에  도시된  형태의  집적회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중  레벨의  프로그램된 
논리 어레이를 형성하도록 접속될 수 있는 지를 예시한 개략적인 설명도.

제18도는  다중  회로  레벨을  지니며,  그러한  레벨의  회로를  구동시키도록  아래에서  위의  레벨로 향하
여  각  레벨의  회로가  순차  소형화되는  하향  경사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본  발명을  구체화시킨 대규
모 집적 회로의 일부에 대한 측단면도.

제19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다른 집적회로의 일부에 대한 측단면도.

제20(a)도,  제20(b)도,  제20(c)도  및  제20(d)도는  이들  도면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가  제3의 중
간  단자를  지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a)도,  제1(b)도,  제1(c)도  및  제1(d)도에  해당하는  등가 회
로도.

제21도  및  제22도는  제18도의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본  발명의  두가지  서로 
다른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2개의 서로 다른 집적회로의 일부에 대한 측단면도.

제23도는  제19도에  도시된  기본  집적  회로  구조가  또한,  각  다이오드  쌍  사이에서  금속층에  접속된 
제3단자를  지니지않는  프로그램가능한  셀  어레이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
여주는 집적회로의 개략적인 평면도.

제24도는  다중  레벨  또는  다중  세트의  도전  라인을  갖는  제3도,  제9도,  제15도  및  제19도에  도시된 
형태의  집적  회로의  좁은  간격으로  이격된  도전  라인에  비교적  큰  접촉  패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접
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설명도.

제25도는  제18도와  관련된  하향  경사형태  결합의  집적회로를  제외하면  제24도에  도시된  설명도와 유
사한  개략적인  설명도로서,  구동회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24도에  도시된  형태의  집적회로에  접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설명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신규한  형태의  프로그램가능한  반도체  디바이스와,  상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가
능한 회로 및 프로그래밍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프로그램가능한  반도체  회로는  중요한  부류의  전자  구성부품을  형성한다.  그러한  회로는  여러 부류
의  잠재적인  사용을  위해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면서  대량으로  제조된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의해 소정의 용도로 개별 주문 생산될 수  있다.  그와 같은 프로그램가능한 회로에는 예를 들면 흔히 
PROM이라  불리우는  프로그램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와,  게이트 
어레이 및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와 같은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회로가 있다.

PROM은  정보  비트를  저장하도록  메모리  셀이  선택적으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  메모리  디바이스이다. 
프로그램  가능한  판독전용  메모리에서는,  일단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부가저인  전력을  필요로 하
지  않고서도  정보가  보유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력이  제거되는  경우  저장된  정보를  소실하는 표
준  "랜덤  엑세스  메모리(RAM)"와는  다른  점이  있다.  PROM은  디지탈  신호  변환에서  프로그램명 컴퓨
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용도를 지니며 주요 디지탈 전자 구성부품이다.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디바이스에는  몇몇  종류가  있다.  한  형태는  게이트  어레이라  불리우며, 복수개
의  논리  게이트를  지닌  집적회로를  포함하되  프로그램가능한  수단이  상기  게이트를  선택적으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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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시켜  결선(結線)논리의  필요한  컴비네이션(combination)을  형성한다.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가능
한  논리  디바이스는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  즉  PLA이다.  PLA는  대개  2개의  접속된  교차  라인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AND평면  (AND  plane)이라  불리우는  제1매트릭스는 최소항(minter
m)이라  불리우는  한세트의  출력라인과  교차하는  한  세트의  입력라인을  지닌다.  최소항  라인은 각각
의  최소항  라인에  입력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된  입력  라인의  2진  곱(또는  AND  연산된  값)과  동일한 
논리값을  지닌다.  이들  최소항  라인은  OR평면에의  입력으로서  공급되며,  이러한  OR평면상에서 최대
항(maxterm)  라인이라  불리우는  OR평면의  출력을  형성하는  한  세트의  라인과  교차한다.  상기  최대항 
라인의  각각의  논리값은  각각의  최대항  라인에  입력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된  최소항의  2진합(또는 
OR연산된  값)과  동일하다.  PLA가  통상적으로  논리  변수뿐만  아니라  그의  역수를  입력으로서 수용하
기 때문에,  PLA의  출력은 AND  및  OR  함수뿐만 아니라,  NOR,  NADN  및  XOR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외에도,  PLA의  입력  및  출력을  래칭(latching)및  클로킹(clocking)하고,  PLA의  선택된  출력을  PLA의 
선택된  입력에  접속시킴으로써,  PLA에  공급되는  입력에  응답하여  복잡한  일련의  논리상태를  통해 순
환(cycling)시킬  수  있는  상태  기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PLA는  간단한  논리의  실행으로부터 
컴퓨터의  내부  회로의  구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용도를  갖는  강력한  논리  디바이스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의  기술  내용으로  부터  알수있는  바와같이,  PROM  및  PLA와  같은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는 디
지탈  논리  설계에  있어서  많은  용도를  갖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디바이스의  사이즈  또는  단가를 감
소시키거나, 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개량은 어떠한 것이라도 전자 기술에 매우 유용하다.

본  출원의  양수인은  안티퓨즈(antifuse)를  프로그램가능한  회로  소자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를  앞서  개발하였다.  그러한  안티퓨즈는  프로그래밍  전압  및  전류를  가함으로써  비교적 무
질서화된 높은 저항 상태로 부터 비교적 질서있는,  즉  결정을 보다 근접한 낮은 저항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상(phase)전이  재료부분을  지닌다.  그와  같은  안티퓨즈  및  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가능한 
어레이는  발명의  명칭이"AProgrammable  Cell  for  Use  in  Programmable  Electronin  Arrays"이며 
Scott  H.  Holmberg  및  Richard  A.  Flasck  의  명의로  1980년  10월  28일자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201,  594호(1984년  9월  18일자  공고된  대응  영국  특허  제2,065,972호  참조)  및  발명의  명칭이  "An 
Improved  Programmable  Cell  for  Use  in  Programmable  Electronic  Arrays"이며  상기  동일  발명자의 
명의로  1985년  2월  12일자  공고된  미합중국  특허  제4,499,557호에  보다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특허출원 및 특허는 본원에 참고로 기재한 것이다.

또한,  본  출원의  양수인은  발명의  명칭이  "Electroinc  Matrix  Array  and  Method  for  making  the 
Same"으로서  모두  동일하며  Robert  R.  Johnson의  명의로  1983년  1월  18일자  및  1983년  12월  5일자로 
각각  출원된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458,919호  및  제558,216호(각각의  대응  유럽  특허출원 제0117045
호  및  제0144604호  참조)에  프로그램가능한  회로를  개시하였다.  본원에  참고로  기재한  이들  2개의 
출원은  전체적으로  평행한  복수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제1세트와  교차하는  평행한  복수개의  라인으로 
구성된  제2세트가  선택  수단  구조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매트릭스  어레이를  개시하고  있다.  이들 출
원은  모두  하나의  다이오드로서  기능을  하는  복수개의  비정질  반도체  합금  데포지트층으로  형성된 
선택수단  구조를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이오드는,  그의  대향측면상의  라인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그들  라인사이의  전류  경로만이  교점에  위치되게  한다.  그  결과  상기  라인의  어느  주어진 교
점만을  어드레스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매트릭스  어레이는  또한  칼코겐화물  원소의 비
정질  합금  또는  상기  선택  수단  구조상에  놓이는  실리콘의  비정질  합금과  같은  프로그램가능한 재료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가능한  재료는  예를들면  한쌍의  교차  어드레스  라인  사이에 
프로그램밍  전압  및  전류를  가하여  그  사이의  프로그램가능한  재료를,  비교적  무질서화된  높은  저항 
상태에서  비교적  질서가  있는,  즉  결정에  보다  근접한  낮은  저항  상태로  변환시킴으로써  프로그램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높은  전압  및  전류를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층의  한측상에  있는  소정의 라
인과  그  타측상에  있는  소정의  라인  사이에  가함으로써,  그들  2개의  라인사이에  위치한  상건이  재료 
부분은  비교적  높은  저항상태에서  비교적  낮은  저항  상태로  변환될  수  있음으로해서  디바이스가 효
과적으로 프로그램됨과 아울러 2개의 저항 상태의 검출이 가능해진다.

상기 4개의 미합중국 특허 문헌에 개시된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는 여러 이점을 지닌다. 
예를들면,  상기  디바이스는,  수직형의  프로그램가능한  셀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어진  영역내에 고밀
도로  셀을  배치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그러한  셀은,  비정질  반도체  합금  재료로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낮은  단가로  제조될  수  있으며  또한  상기에  언급한  바  있는  미합중국  특허출원 제
458,919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중층의 형상으로 제조될 수 있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의  목적은  복수개의  상호작용  반도체  기능을  제공하도록  적어도  2개의  단자  및  복수개의 반
도체  재료층을  지니는  고체상태(soild  state)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2개의  단자사이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양(兩)방향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제1상태,  상기 단자사
이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한  방향에서는  비교적  높으며  그와  반대방향에서는  비교적  낮은  제2상태, 
상기  2개의  단자사이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상기  반대방향에서는  비교적  높으며,  상기  한  방향에서는 
비교적  낮은  제3상태,  및  상기  2개의  단자사이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상기  방향  모두에서  비교적 낮
은  제4상태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다른  목적은  이하  본  발명의  개요부분  및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
한 상세한 설명 부분에서 자명해질 것이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적어도  2개의  단자  부분과,  이들  2개의  단자  부분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프로그램가능한 
고체상태(solid  state)  반도체  디바이스를  지니는  신규한  형태의  프로그램가능한  셀에  관한  것이다. 
상기  셀의  개량점은,  상기  반도체  디바이스가  복수개의  정류  반도체  접합을  지니고,  이들  접합이 2
개의  단자  부분사이의  임피던스(impedance)가  변화되어  4가지에  이르는  서로  다른  상태  또는  조건을 
취하도록 직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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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셀은  데포지트된  비정질  합금  반도체  재료로  부터 일
부가 형성되며,  또한 적어도 일부가 상기 반도체 재료로 부터 형성된 정류 반도체 접합을 복수개 지
닌다.  상기  반도체  접합은  상기  단자  부분사이에  직렬로  접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반도체  접합중 제
1의  반도체  접합은  접합렬(接合列)을  따른  제1방향에  비교적  높은  임피던스를  제공하면,  상기 접합
렬을  다른  방향과는  반대인  제2방향에  비교적  낮은  임피던스를  제공한다.  상기  반도체  접합중  제2의 
반도체  접합은  상기  제2방향에  비교적  높은  임피던스를  제공하며  상기  제1방향에  비교적  낮은 임피
던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셀은  복수개의  배면(背面)  배치(back-to  back)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상기  다이오드중  제1다이오드는  제1도전형태의  반도체  재료로  데포지트된  제1층,  상기 제1
층과  접촉되어  있는  비교적  진성(intrinsic)형태의  반도체  재료로  데포지트된  제2층,  및  상기 제2층
과  접촉되어  있는  제2도전형태의  반도체  재료로  데포지트된  제3층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배
면  위치  다이오드를  이루는  제2다이오드도  방금  언급한  바  있는  3가지  형태의  반도체  재료로 데포지
트된 층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프로그램가능한  셀은,  복수개의  독립된  프로그램가능한 셀
과  제1  및  제2세트의  어드레스  라인을  갖는  형태의  집적  회로  어레이에  사용될  수  있는데,  각 세트
의  어드레스  라인은  복수개의  서로  이격된  도전  라인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셀은 
각각  제1및  제2세트의  어드레스  라인  각각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도전  라인에  접속되어  있다. 이러
한  실시예에서의  개량점은  상기  기술된  프로그램가능한  셀이  각각  처음에  적어도  복수개의  직렬 배
치된  정류  반도체  접합을  지니게  형성되며,  각각의  셀이  4가지  상태중  하나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4가지  상태로는,  2개의  도전  라인사이의  셀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양(兩)
방향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제1상태,  2개의  도전라인사이의  셀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한방향에서는 
비교적  높으며  역방향에서는  비교적  낮은  제2상태,  2개의  도전라인  사이의  셀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상기  역방향에서의  비교적  높고  상기  한방향에서는  비교적  낮은  제3상태,  및  2개의  도전  라인사이의 
셀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양방향  모두에서  비교적  낮은  제4상태가  있다.  상기  어레이는  각각의  셀이 
제1상태를  갖게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처음에는  상기  셀을  상기  4가지  상태중  하나의 
상태를  갖게  제조한  다음에,  각각의  셀을  나머지  3가지  상태중  어느  하나의  상태로  프로그램시킬  수 
있다. 상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상기 셀은 비휘발성 메모리 셀을 구성한다.

각각의  프로그램가능한  셀은  이후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겠지만,  반도체  접합중  적어도  하나의 반
도체  접합을  개별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반도체  접합사이에  접속된  단자  부분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셀은  상(相)  전이가능한  재료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층
의  재료는  비정질  반도체  합금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랍직스럽다.  상기  합금은  실리콘,  게르마늄  및 
이들을  조합시킨  것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재료의  합금인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상
기 프로그램가능한 셀은 상기 셀의 정류접합사이에 금속층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프로그램가능한  셀은  수직으로  배치되며,  적어도  일부가  복수개의 
반도체  재료층으로부터  형성되는데,  상기  반도체  재료층의  재료는  중합층의  형상으로  데포지트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프로그램가능한  셀의  평면을  중합  형상으로  배치시키고,  상기  평면을,  복수개의  직렬로  수직  배치된 
배면  배치  다이오드에  상호접속시키되,  이들중  몇몇개는  단락되게  함으로써, 포개어진(folded)형태
의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어레이를 형성시킬 수 있다.

집적회로  어레이는  적어도  복수개의  반도체  합금  재료층을  포함하는  다중층구조  데포지트층으로 부
터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반도체  합금  재료층의  재료는  처음에  연속층으로서 데포지트되
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상기  어레이는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셀의  유일한  위치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한정하며  그들의  유일한  위치에서의  개별  셀의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드레스  지정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

또한,  본  발명은 전술한 바  있는 신규한 프로그램가능한 셀  및  집적 회로 어레이를 프로그램하는 방
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여러  재료의  데포지트층으로  이루어진  다중층  구조로  구성된  집적회로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반도체  합금  재료를  포함하는  여러  재료의  데포지트층으로 이
루어진  다중층  구조로  포함하는  집적  회로가  개되어  있다.  이들  반도체  재료층은  우선  연속층으로서 
데포지트되고,  상기  층중  적어도  몇몇개의  층사이에  프로그램가능한  반도체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선
택된  유일한  위치에서  선택된  전기적  기능을  이행하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프로그램가능한  반도체 
상호작용을 서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가능한 2개의 서브세트(subset)로 나누어 제공하도록 
배치된다.  상기  집적회로는  상기  층이  그  선택된  전기적  기능을  이행하는  유일한  선택  위치를 결정
하고,  또한  그와  같은  유일한  선택  위치에서의  반도체  상호작용의  프로그램밍을  가능하게  하는 어드
레스 지정수단을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그와  같은  집적  회로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반도체를  합금  재료층중  적어도  하나가  실리콘의 비
정질  반도체  합금과  같은  상전이  가능한  재료이다.  반도체  합금층은  우선  한쌍의  직렬로  수직 배치
된  배면  배치  다이오드를  형성하고,  어드레스  지정수단은  이러한  배면  배치  다이오드쌍을  복수개의 
독립된  배면  배치  다이오드쌍으로  분할  하는  수단을  형성한다.  그와  같은  개별  다이오드쌍의  배면 
배치  다이오드  사이에는  분리금속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  그와  같은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어
드레스  지정  수단은  상기  다중충  구조의  한측상에서는  제1의  복수개의  이격된  어드레스  라인을 포함
하며,  상기  다중층  구조의  타측상에서는  상기  다중층  구조의  어드레스  지정이  가능한  유일한  선택 
위치를  한정하는  복수개의  교차점을  형성하도록  일정각도로  상기  제1의  복수개의  어드레스  라인과 
교차하는 제2의 복수개의 서로 이격된 어드레스 라인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데포지트된  반도체  재료를  포함하는  여러  재료로  이루어진  복수개의 
수직  배치된  층으로  구성된  다중층  구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반도체  재료층은  우선  연속층으로서  데포지트되며,  여러  재료층중  적어도  몇몇개의  층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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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사이에  반도체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가능한  선택된  논리기능을  상기  구조 전
반에  걸쳐  선택된  위치에서  제공하도록  배치된다.  그러한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는  상기 개별
적으로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기능이  제공되는  선택된  위치를  한정함과  동시에  상기  위치에서의 선택
된 논리 기능의 프로그램밍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상기의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논리  기능은  AND  및  OR  논리 기능
을  포함하며,  반도체  재료  데포지트층은  적어도  한쌍의  직렬로  수직  배치된  배면  배치  다이오드를 
형성한다. 이러한 배면 배치 다이오드 사이에는 금속이 제공되어 있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는  서로  중합된  AND  및  OR  논리  평면과  같은  한쌍의 프로
그램가능한 논리 평면을 형성하도록 수직 배치된 적어도 한쌍의 그러한 다중층 구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한쌍의  직렬로  수직  배치된  배면  배치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복수
개의  수직  배치된  반도체  재료층으로  이루어진  다중층  구조를  포함하는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
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는,  상기  배면  배치  다이오드쌍을  복수개의 독
립된  배면  배치다이오드쌍으로  분할하고,  그러한  다이오드중  선택된  다이오드를  단락시켜  선택된 논
리기능이  제공되도록  그러한  다이오드쌍의  그룹을  프로그램시키는  수단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는,  PLA는  포개어진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를  형성하도록  서로  중합된  그러한  다중층 구
조를 적어도 한쌍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토대로 본 발명의 이들 특징,  다른 특징,  이점 및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
하고자 한다.

첨부된 도면은 본원 발명의 불가결한 부분을 형성하며 본원 발명과의 연관 관계를 판독할 수 
있는데, 이경우 여러 도면에서 유사한 구성요소는 동일 부호로 나타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지금부터  제1(a)도를  참조하면,  제1(a)도에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그램가능한  회로  디바이스(10)의 
등가회로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회로  디바이스(10)는  프로그래밍하기  전에는 서
로  결속된  캐소드(15)와  직렬  접속되어  있는  2개의  정류  소자  또는  다이오드(12,  14)로서  기능을 한
다.  이와  같이  접속된  캐소드를  갖는  2개의  다이오드  직렬  접속은  애노드(16,  18)사이의  어느 방향
에서의  전류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임피던스를  제공한다.  다이오드(12)의  애노드(16)에  비교적 양
(+)의  전압을  인가하고  다이오드(14)의  애노드(18)에  비교적  음(-)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상기 
다이오드(12)는  순바이어스되어  비교적  도전성을  띠지만,  상기  다이오드(14)는  역바이어스된다. 이
와같은  역바이어스된  상태하에서는,  상기  다이오드(14)는,  인가된  전압이  파괴  전압(breakdowm 
voltage)을  초과하지  않는한,  비교적  적은  누설  전류를  제외한  모든  전류가  상기  다이오드(14) 양단
에  흐르는  것을  저지한다.  마찬가지로,  애노드(16,  18)  사이에  역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상기  다이오드(12)는  역바이어스되어,  파괴  전압을  초과하지  않는한  비교적  적은  누설  전류를 제외
한 어떠한 전류의 통과도 저지한다.

제1(b)도,  제1(c)도  및  제1(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10)는  제1(a)도와  관련하여  상기에 
기술된  비교적  비전도성의  상태이외에도  3가지  도전상태중  어느한  도전상태를  갖도록  선택적으로 프
로그램될  수  있다.  예를들면,  프로그래밍  전압을  애노드(16,  18)  사이에  인가하는  경우에는 다이오
드(12)를  역바이어스시킨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전압은  다이오드(12)의  파괴전압을  초과할  정도로 
크며,  상기  다이오드를  단락시키기에  충분한  파괴  전류를  발생  시킨다.  역바이어스  방향의  비교적 
높은  임피던스는  사라지고,  상기  다이오드는  비교적  낮은  임피던스를  양(兩)방향에서  갖게  된다.  그 
결과,  디바이스(10)는  제1(b)도에  도시된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된다.  제1(b)도에  도시된 
프로그램된  상태에  있어서,  애노드(16,  18)사이의  전기적  임피던스는  애노드(16)로  부터  애노드(18) 
로  흐르는  전류에  대하여  비교적  높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이오드(14)가  그의  정류  특성을 유지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방향의  전류에  대항  임피던스는,  다이오드(12)가  정류  특성은  소실해 버렸
기 때문에 비교적 낮게 된다.

마찬가지로,  애노드(16,18)  사이에  역방향으로  프로그래밍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다이오드(14)
를  역바이어스  시킨다.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플그래밍  전압과  그  결과로  생긴  프로그래밍 전류
가  충분할  정도로  큰  경우,  다이오드(14)는  단락되기  때문에,  역방향의  비교적  큰  임피던스가 파괴
되고,  그  결과  다이오드(14)가  비교적  낮은  임피던스를   양방향에서  갖게된다.  이는  제1(c)도에 개
략적으로  도시된  전기  특성,  즉  전기적  임피던스가  애노드(18)로  부터  애노드(16)로  흐르는  전류에 
대하여  비교적  높지만,  역방향의  전류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특성을  갖도록  디바이스(10)를 프로그
램시킨다.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충분할  정도로  큰  프로그래밍  전압  및  전류가  애노드(16,18)  양단에  우선 
한방향으로  인가된  다음에  그와는  역방향으로  인가되는  경우,  상기  다이오드(12,14)  모두는 단락되
어  상기  다이오드의  역바이어스  방향의  비교적  높은  임피던스가  파괴되고,  그  결과  어떠한 다이오드
라도  비교적  낮은  임피던스를  양방향에서  갖게  된다.  이로인해  디바이스(10)는  제1(d)도에  도시된 
전기  특성,  즉  애노드(16,18)  사이의  임피던스가  양방향에서  비교적  낮은  특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된
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4가지  개별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프로그램가능한  상태를  지니기  때문에 유연
성(flexibility)이  대단히  큰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기  4가지 
개별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프로그램가능한  상태란  양(兩)방향  모두에  비교적  높은  임피던스를 제공
하는  제1상태,  제1방향에는  비교적  높은  임피던스를  제공하며  제2방향에는  비교적  낮은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제2상태,  높은  임피던스  및  낮은  임피던스의  제공  방향이  반대인  것을  제외하고는 제2상태
와  유사한  제3상태,  및  마지막으로  비교적  낮은  임피던스를  양(兩)방향  모두에  제공하는  4상태를 말
한다.

다이오드(12,14)가  각각  낮은  역바이어스  누설  전류를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그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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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디바이스(10)는,  제1(a)도에  도시된  본래  상태에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개방  회로로서 동작
하고,이로인해  애노드(16,18)에  의해  접속된  회로소자는  다이오드(12  또는  14)중  어느  한 다이오드
의  파괴  전압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서로  실질적인  전기적  절연  상태로  있게된다.  그와같은  실시예는 
회로소자를  선택적으로  절연시키거나  상기  회로  소자를  회로에서의  동작상태로 절환(switching)하는
데  유용한다.  그러한  용도에  있어서,  또한  다이오드(12,14)가  양(兩)방향  모두에서  도전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는  경우  가능한한  낮은  저항  경로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한한  단락과  같은  상태로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다른  용도에  있어서,  디바이스(10)의  높은  임피던스를  그다지  높게할  필요성은 
없고,  또한  디바이스(10)의  낮은  임피던스를  그다지  낮게  할  필요성은  없다.  예를들면,  출력이  증폭 
또는  식별회로에  의해  감지되는  논리  또는  메모리  회로에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10)를  사용하는 
경우에,  높은  임피던스  및  낮은  임피던스의  사이의  차는  상기  논리회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에 충분할 정도로 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의  2개의  배면  배치  다이오드  각각은  적절한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전압  및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비교적  양(兩)방향의  도전상태로  개별적이고도  선택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들  2개의  다이오드중  하나를  순바이어스시키는  프로그래밍  전압은  다른  다이오드를 역바이
어스시킨다.  상기  순바이어스된  다이오드는  비교적  작은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상기 역바이
어스된  다이오드는  보다  임피던스를  제공하고,  이로인해  상기  역바이어스된  다이오드  양단에  걸린 
전압  강하가  보다  커진다.  그결과,  프로그램밍  전압의  상단부분이  상기  역바이어스된  다이오드 양단
에  나타나서,  상기  다이오드가  다른  순바이어스된  다이오드를  프로그램시키지  않으면서 프로그램되
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다이오드(12,14)는  각각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접합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접합에서는  전기적  정류기능이  생긴다.  그러나,  다이오드(12,14)의  정류기능이  서로  역방향으로 운
영되기  때문에,  상기에  기술한  바와같이  2개의  다이오드중  선택된  다이오드에  관련된  정류기능을, 
다른  다이오드와  관련된  정류기능의  저하  및  파괴를  수반하지  않고서  저하  및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
다.

역바이어스된  다이오드를  프로그램하는  파괴전류는  상기  다이오드의  애노드  및  캐소드  사이의 방향
으로  연장된  비교적  좁은  경로에  집중되기  쉽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역바이어스된  다이오드에서의 
프로그래밍  전류의  밀도는  비교적  높아서,  상기  다이오드의  반전도  특성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정류 
특성을  파괴시킨다.  이는  프로그램밍  전류에  대하여  작음  임피던스를  제공하며  상기프로그래밍 전류
를  면적이  큰  부분에  도통  시킴으로써  전류  밀도가  매우  낮아  정류  특성을  파괴하지  않는 순바이어
스된 다이오드의 구별된다.

제2(a)도,  제2(b)도,  제2(c)도  및  제2(d)도는  이들  도면에  예시된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20)의 2
개의  배면  배치  정류소자,  즉  다이오드(22,24)가  가  제1(a)도에서와  같이  캐소드에  접속되기보다는 
오히려  애노드(25)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a)도,  제1(b)도,  제1(c)도  및  제1(d)도에 
각각  해당하는  등가회로도이다.  제2(b)도,  제2(c)도  및  제2(d)도는  프로그래밍  전압  및  전류가 제
1(b)도,  제1(c)도  및  제1(d)도의  디바이스(10)  양단에  인가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디바이스(20)  양단에  인가되는  경우,  상기  회로  소자(20)는  양단에는  디바이스(10)가 애노드
(16,18)  사이에  임피던스를  지니는것과  동일한  상태  임피던스를  캐소드(26,28)  사이에  지니도록 프
로그램된다.

지금부터  제3도는  참조하면,  제3도에는  본  발명은  구체화시킨  집적회로(30)의  일부에  대한 측단면도
가  도시되어  있다.  제3도와,  제3도에  도시된  회로소자와  전기적  등가회로도인  제4도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회로(30)는  셀(cell)  구조이며,  이러한  셀  구조는,  제1(a)도에  도시된  디바이스(10)의 특
성을  갖도록  각각  형성되어  있는  복수개의  독립된  프로그램가능한  셀(54)을  포함한다.  상기 회로
(30)는  절연기판(32)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기판은  제3도의  실시예에서는  유리(glass)로  형성되어 
있다.  변형  실시예에서는,  상기기판(32)을  얇은  절연층으로  피복한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시이트로  형성한다.  이러한  기판(32)상에는  도전성  금속층을  데포지트하여,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수단으로  상기  층을  등간격으로  평행하게  배열된  제1세트의  도전라인(34)으로 패
터링(patterning)시킨다. 이러한 제1세트의 도전라인(34)은 셀 구조(30)의 제1단자 평면을 
형성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금속라인(34)은  각각  폭이  대략  10미크론,  높이가  1미크론이며, 
상호간격이 대략 10미크론이다.

제5도  및  제6도는 제3도에 도시된 금속 어드레스 라인에 의해 형성된 고르지 않은 면을 어떠한 방식
으로  고르게  하는지를  예시한  것이다.  이와같이  하면  차후의  데포지트층을  적절하게  형성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진다.  제5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라인(34)을  데포지트한  다음에  이를  에칭한 후
에는  액체  폴리이미드층(37)을  기판(32)의  표면  전방에  퍼뜨린다.  액체  폴리이미드는  표면  장력이 
크기때문에  금속  라인(34)의  표면과  같이  아주  불규칙한  표면상에  데포지트되더라도   표면이  고르게 
된다.  다음에,  폴리이미드를  가열하여  이를  경화(硬化)시켜  제6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각각의  금속 
라인(34)의  상부가  노출되도록  충분한  양의  폴리이미드를  에칭처리로  제거한다.  그  결과,  상기 라인
(34)과  잔류  폴리이미드(37)로부터  복합면이  형성된다.  이러한  면은  차후의  층을  형성하기  위한 비
교적 고른면을 제공한다.

라인(34)을  형성하고  그들  라인  사이의  공간에  폴리이미드(37)를  충전시킨후,  그  상부에  데포지트 
재료로  구성되는  프로그램가능한  층(36)을  형성한다.  그리고나서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층(36)의 상
부에  제2도전  금속층을  형성하고  포토리소그래피  수단으로  상기  제2도전  금속층을  등간격으로 평행
하게  배열된  제2세트의  도전  라인(38)으로  패터닝한다.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라인(38)은 
상기  라인(34)과  직교이며  제3도의  평면과  평행하다.  따라서,  제3도에는  라인(38)중  하나만이 나타
나  있다.  상기  라인(38)은  상기  라인(34)과  동일한  치수를  지니며,  셀  구조(30)의  제2단자  평면을 
형성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프로그램가능한  층(36)은,  분리  금속부분(39)을  구성하는  층에  의해 중간부분
에서  분리되어  있는  데포지트된  비정질  실리콘  합금으로  구성된  6개의  개별  연속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제7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각각의  분리  금속부분(39)은  라인(34,38)  사이의  각각의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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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되어  있다.  제7도는  매우  개략적인  도면으로서,  제3도에  도시된  층은  3개의  금속층  이외에는 
모두  생략되어  있으며,  라인(34,38)의  상대폭도  직사각형  부분(39)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매
우 좁혀져 있다.

프로그램가능한  층(36)의  비정질  실리콘  합금의  제1층(40)은  라인(34)상에  직접  데포지트된다. 이러
한 층은 P+형 비정질 실리콘 합금으로 형성된다. 제2층(42)은 실질적으로 진성인 합금으로 
형성된다.  중간층(44)은  N+형  합금으로  형성된다.  N+형  층(44)상에는  금속층을  데포지트시킨다. 그
리고  나서,  이러한  층을  포토리소그래피  수단으로  에칭하여  라인(34,38)  사이의  교점으로  될  위치에 
직사각형  금속부분(39)을  형성한다.  상기  금속부분(39)을  형성한  후에,  폴리이미드(37)를  사용하여 
제5도 및 제6도에 대하여 상기에 기술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들 부분 사이에 충전한다.

그리고나서,  층(44)과  같이  N형  재료인  제4비정질  실리콘  합금층(45)을  데포지트시킨다.  이러한 제4
비정질  실리콘  합금층(45)상에는  상기  제2층과  같이  실질적으로  진성인  합금으로  구성된 제5층(46)

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1층과  같이 P
+
형  합금으로  구성된  제6층(48)을  형성한다.  이들의 

서로다른  반도체층  사이의  각각의  접합에서는,  반도체  상호작용  또는  기능이  생긴다.  이들  6개의 반
도체층  모두는  2개의  배면  배치  다이오드층,  층(40,42,44)을  포함하는  P-I-N  다이오드층(50),  및 층
(45)과  층(46,48)을  포함하는  N-I-P  다이오드층(52)을  형성한다.  따라서,  라인(34)  및  라인(38) 사
이의  각각의  교점에서는,  개별적으로  어드레스가능한  유일한  지점이  형성되고,  이러한  지점이 제
1(a)도에  도시된  디바이스(10)와  유사한  별개의  디바이스  또는  셀(54)을  한정한다.  따라서, 어드레
스  라인(34,38)은  연속적  배면  배치  다이오드(50,52)를  개별적인  프로그램가능한  셀(54)내에  포함된 
복수개의  배면  배치  다이오드쌍으로  사실상  분할시킨다.  층(40,  42,  44,  45,  46,  48)의  재료가 비교
적  높은  저항을  갖고  있으며  어드레스  라인  사이에  10미크론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가능한 
셀(54)은 사실상 서로 전기 절연된다.

당업자에게는  자명한  사실이겠지만, N
+
형  및 P

+
형  층을  반대로  함으로써,  하측  다이오드층이  N-I-P 

층이며  상측  다이오드층이  P-I-N  층이고,  라인(34)  및  라인(38)사이에  형성되는  분리된  디바이스 또
는 셀(54) 각각이 제2(a)도에 도시된 등가 전기구성을 갖는 본발명의 한 변형 실시예가 나타난다.

제3도에서는,  금속라인(34,38)이 P
+
형  비정질  실리콘  합금층(40,48)과  각각  접촉한다.  이러한 이유

로  해서,  금속  라인(34,38)은  상기 P
+
형  재료와의  양호한  오옴(ohm)접촉을  형성하는  몰리브덴과 같

은  재료로  이루어진다. N
+
형  비정질  실리콘  합금층44,45)과  접촉하는  금속부분(39)은  상기 N

+
형 재료

와의 양호한 오옴 접촉을 형성하는 알루미늄과 같은 재료로 이루어진다.

실험결과,  라인(38)과  같은  한  세트의  금속라인  또는  금속부분39)과  같은  금속부분층을 다이오드층
(50)또는  (52)과  같은  다이오드층의  상부에  형성하는  경우,  그들  금속  부분의  패턴을 포토리소그래
프  리프트  오프(photolith  ographic  lift-off)  기술로  얻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
한  리프트  오프  기술은  형성될  금속부분의  형상에  대응하여  포토레지스트층에  구멍을  형성하도록 이
러한  층의  노광  및  현상을  행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잔류  포토레지스트  및  포토레지스트층의  구멍을 
피복하도록  얇은  금속층을  데포지트시킨다.  그리소나서,  상기  리프트  오프단계에서  아세톤으로 포토
레지스트를  에칭하여,  잔류  포톨지스트와  그의  상부에  있는  금속을  제거하고,  포토레지스트층의 구
멍에 있는 부분상에 데포지트된 금속은 그 위치에 남게 한다.

데포지트된  반도체  다이오드층의  표면  전반에  걸쳐  금속층을  데포지트시킨  다음에  상기  층을 에칭하
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것이 상기 다이오드층의 표면 전체에 걸
쳐  상기  다이오드층  상부내로  금속을  제공하여  다이오드  상부에  얇은  도전층을  형성하며,  이러한 도
전층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교차  라인사이에  형성된  별개의  다이오드  모두를 바람직스럽
지  않게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리프트  오프  기술을  사용하여  금속  부분을 
패터닝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다이오드사이의  바람직스럽지  않은  전기  접속을  방지하는데,  그  이유는 
상기  패터닝에  의해  다이오드층의  표면상에  형성되어  있는  금속부분  사잉의  다이오드층의  상부 표면
과 금속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비정질  실리콘  합금은  대용량  연속처리  시스템의  집적  회로(30)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도록  넓은 면
적의  기판상에  다중층으로  데포지트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연속처리  시스템은  예를들면  발명의 
명칭이  "A  Method  of  Making  P-Doped  silicon  Films  and  Device  Made  Therefrom"으로서  1983년  8월 
23일자  공고된  미합중국  특허  제4,400,409호,  발명의  명칭이  "Continuous  Systems  for  Depositing 
Amorphous  Semiconductor  material"으로서  1985년  9월  24일자  공고된  미합중국  특허  제4,542,711호, 
발명의  명칭이  "Continuous  Amorphous  Solar  Cell  Production  System"으로서  1983년  10월  18일자 공
고된  미합중국  특허  제  4,410,558호,  발명의  명칭이  "Multiple  Chamber  Deposition  and  Isolation 
System  and  Method"로서  1984년  3월  27일자  공고된  제4,438,723호,  및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Apparatus  for  Continuously  Producing  Tandem  Amorphous  Protovoltaic  Cells"로서  1985년  1월 8일
자  공고된  미합중국  특허  제4,492,181호에  개시되어  있다.  본원에  참고로  기재한  이들  특허에 개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판은  일련의  데포지션  챔버를  연속적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는데,  각각의 
챔버는 특정 재료의 데포지션에 전용된다.

제3도에  도시된  P-I-N층(50)을  형성함에  있어서,  단일의  데포지션  챔버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치
(batch)  처리를  행할  수  있거나,  다중  쳄버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1챔버에서 PZ 형  비정질  실리콘 합

금을  데포지트시키고,  제2챔버에서  진성  비정질  실리콘  합금을  데포지트시키며,  제3챔버에서 N
+
형 

비정질  실리콘  합금을  데포지트시키도록  행할  수  있다.  N-I-P층(52)도  데포지션  순서를  역으로하여 
마찬가지  방법으로  형성된다.  각각의  데포지트된  합금,  특히  진성  합금이  높은  순도를  지녀야하기 
때문에,  진성  데포지션  쳄버의  데포지션  환경은  다른  쳄버에  내재하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도우핀
(doping)성분으로  부터  격리되어  도우핑  성분이  진성  쳄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스
럽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특허출원에  기재된  시스템은  주로  광기전력  셀의  제조에  관련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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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쳄버사이의  격리는  가스  게이트(gas  gate),  즉  단일방향의  가스  유동이  가스  게이트를  통해 확
립되고,  불활성  가스가  가스  게이트를  통해  기판  재료의  웹(web)주위에  떠돌도록  하는  게이트에 의
해 실현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특허문헌에서는,  넓은  면적의  연속  기판상에의  비정질  실리콘  합금  재료의 데
포지션이  프로세스  가스의  글로우  방전(glow  discharge)  분해에  의해  실현된다.  이들  방법중에는 고
주파(radio  frequency)  에너지  글로우  방전  프로세스가  비정질  반도체의  연속적인  제조에 적합하다
고  판명되었다.  비정질  반도체  합금  및  디바이스의  개량된  제조방법은  발명의  명칭이  "Method  of 
Making  Amorphous  Semiconductor  Alloys  and  Devices  Using  Microwave  Energy"로서  1985년  5월 14일
자  공고된  미합중국  특허  제4,517,223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사용
하여  반응가스를  분해하여  개량된  비정질  반도체  재료를  데포지트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
용하는  경우  데포지션  효율이  상당히  향상되고  반응가스  공급  스톡(stock)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한, 마이크로파 글로우 방전 프로세서는, 발명의 명칭이 "An Improved Apparatus for the 
Menufacture  of  Photovoltaic  Devices"로서  1985년  5월  7일자  공고된  미합중국  특허 제4,515,107호
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디바이스의 대량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며,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Apparatus  for  Making  Layered  Amotphous  Semiconductor  Alloys  Using  Microwave  Energy"로서 1985
년  6월  4일자  공고된  미합중국  특허  제4,521,447호에  또한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적층구조의 형
성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제3도에  도시된  각각의  프로그램가능한  셀(54)은  2개의  개별적으로  프로그램가능한  배면  배치 셀부
분,  즉  다이오드를  지니는데,  이는  제1(a)도  내지  제1(d)도에  대하여  상기에  기술한  바  있는 프로그
램가능한  디바이스(10)의  등가  다이오드(12,14)에  해당한다.  그  결과,  상기  셀(54)은  제1(a)도  내지 
제1(d)도에  대하여  기술한  방법으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  디바이스(10)의  4가지  개별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프로그램가능한  상태를  갖게  된다.  각각의  셀(54)은,  형성된  후에는  제1(a)도와  제4도의 도
면부호(54a)에  도시되어  있는  전기적  특성을  갖는다.  프로그래밍  전압을  셀(54)  양단에  인가하지 않
음으로써,  셀54)은  이러한  초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선택적으로  프로그램된다.  그  반면에,  주어진 셀
(54)에  관련된  라인(34,  38)에  양(+)의  전압이  라인38)에  인가되는  상태에서  프로그래밍  전압을 인
가함으로써,  사이  주어진  셀은  제4도의  도면부호(54b)에  도시된  도전특성,  즉  전류를  라인(38)에서 
라인(345)으로라기  보다는  라인(34)에서  라인(38)으로의  방향으로  보다  더  용이하게  도통시키는 특
성을  갖도록  선택적으로  프로그램된다.  변형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전압을  상기와는  반대방향으로 인
가함으로써,  상기  셀(54)은  제4도의  도면부호(54c)에  도시된  특성,  즉  전류를  라인(34)에서 라인
(38)으로라기  보다는  그의  역방향으로  보다  더  용이하게  도통시키는  특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된다. 
마지막으로,  셀(54)양단에  프로그래밍  전압을  양(兩)방향  모두에  인가시킴으로써,  상기  셀은 제4도
의  도면번호(54d)에  도시된  특성,  즉  전류를  라인(34,38)  사이에서  양방향  모두로  비교적  양호하게 
도통시키는 특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된다.

제3도에서  보여준  실시예에서, P
+
형  층(40,48)  및 N

+
형  층(44,45)은  각각  두께가  대략 200옹스트롬이

다.  진성,  즉  1형층(42,46)은  각각  두께가  대략  7000옹스트롬이다.  다이오드(12,14)사이에는 금속부
분(39)이  제공되어  있어,  주어진  배면  배치  다이오드쌍의  역바이어스된  다이오드의  정류특성을 파괴
시키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전류가  도전  금속(39)에  의해  상기  다이오드쌍의  순바이어스된 다이
오드중  단면이  넓은  부분에  분포되고,  그로인해,  순바이어스된  다이오드내의  프로그래밍  전류의 밀
도가  낮아져서  순바이어스된  다이오드의  도전  특성을  영구적으로  변화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3도에서  보여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주어진  프로그램가능한  셀(54)의  역바이어스된 다이
오드를  프로그램하기에  충분한  프로그래밍  전압은  대략  50볼트이다.  상기  셀의  순바이어스된 다이오
드의  도전  특성에  있어서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변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전류는 10밀리
암페아/㎠와  같이  상기  다이오드의  과열  또는  상전이를  저지하기에  충분히  낮은  값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전류  제한은,  프로그래밍  전류를  제공하는  회로  경로에  전류  제한용  레지스터를 배치시킴으
로써 용이하게 달성된다.

제3도에서  보여주는  실시예에서,  프로그램가능한  셀(54)은,  상전이  재료인  수소와  불소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함유하는  데포지트된  비정질  실리콘  합금으로  형성된다.  본  발명의  변형  실시예에서는, 
상전이  가능한  반도체층(40,  42,  44,  45,46,  48)은  게르마늄  및  실리콘  합금을  포함하는  데포지트된 
게르마늄  합금으로  형성된다.  Stanford  R.  Ovshinsky의  명의로  1970년  9월  22일자  공고되었으며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어  본원에  참고로  기재한  미합중국  특허  제3,530,441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상전이  재료는,  (a)원자의  국부  질서  및/또는  원자의  국부화  결합을  갖는  실질적으로 질
서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비정질인  구조,  및  보다  질서가  있는  상태사이로  변화될  수  있는  재료이다. 
그러한  전이는,  보다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료가  실질적으로  질서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비정질
인  실질적으로  단거리내의  전이일  수  있거나,  결정질  상태  또는  의사(擬似)  결정질  상태를 초래시키
는 단거리 질서에서 장거리 질서로의 변화일 수  있다.  이들의 구조적 전이는 모두 적어도 하나의 국
부질서  및/또는   국부화  결합의  변화를  포함한다.  구조적  전이를  구성하는  국부질서  및/또는  국부화 
결합의  변화는  미묘한  성질의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구조적  전이를  결정  또는  검출하는데 용이하
게 사용될 수 있는 전기적 특성 또는 광학적 특성과 같은 재료 특성의 과격한 변화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전이  재료로  형성된  프로그램가능한  회로  소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러한  상전이  재료는  본원의  목적에  대하여  여러  명백한  잇점을  갖는다.  제1의  잇점은,  결정질 반도
체  재료가  통상적으로  정밀하게  성장되어야  하는  반면에,  상전이  비정질  반도체  재료가  기판이나 다
른  집적회로층상에  용이하게  데포지트된다는  점이다.  제2의  잇점은,  여러  상전이  재료의  일부에 충
분한  전압  및  전류를  인가시키는  경우,  상기  재료는  비교적  질서가  없는  높은  저항  상태로  부터 보
다  질서가  있으며  보다  결정질인  낮은  저항  상태로  변화된다.  따라서,  그러한  상전이  재료로  형성된 
다이오드가  충분한  프로그래밍  전압  및  전류에  의해  정류상태에서  비정류  상태로  프로그램되는 
경우,  다이오드의  하나  이상의  반도체  접합의  정류  특성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다이오드의  상전이 
재료의  일부  상태도  보다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보다  질서가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  도전율이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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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도는  제3도에  도시된  집적회로로부터  구성된  메모리  회로(60)의  개략적인  설명도이다. 회로(60)
는  제3도에  도시된  형태의  복수개의  종(種)방향,  즉  열(列)어드레스  라인(34)과  제3도에  도시된 형
태의  복수개의  횡(橫),  즉,  행(行)  어드레스  라인(38)을  포함한다.  열라인(34)과  행라인(38)  사이의 
교점에는,  상기에  기술한  바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가능한  셀(54)이  배치되어  있다.  선택된  행  및 열
라인사이에  프로그래밍  전압을  공급하여  그들  교점에  배치된  개별적인  셀(54)을  프로그램하는데 행
라인의  데코더(62)  및  열라인의  데코더(64)가  사용된다.  상기  행라인  및  열라인의  데코더는  또한 선
택된  행라인  및  열라인에  판독전압을  인가하는데  사용된다.  그러한  것에  의해,  그들의  선택된 라인
에  흐르는  전류는,  그들  교점에  있는  프로그램가능한  셀이  이미  프로그램되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나
타낸다.  상기  데코더(62,64)는  별개의  집적회로  칩상의  결정질  반도체  재료가  라인(34,38)과의 접촉
을  형성하도록  하향  경사  형태로  결합되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합은  제18도,  제23도, 제24
도 및 제25도에 대하여 하기에 기술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메모리  디바이스와  관련한  경우의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은,  프로그램가능한  셀(54)  각각이 제1(a)
도,  제1(b)도,  제1(c)도  및  제1(d)도에  도시된  4가지  서로  다른  상태중  어느  한  상태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각각의 프로그램가능한 셀은 등가의 2비트 2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지금부터  제9도를  참조하면,  제9도에는  본  발명의  변형실시예에  따라  형성된  집적회로(70)의  일부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집적회로(70)는,  부가적인  프로그램가능한  층(36)  및  도전라인(38)  상부에 있
는  한  세트의  부가적인  도전라인(82)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도에  도시된  구조와  사실상 
동일하다.  상측의  프로그램가능한  층(36)  및  도전라인(82)은  제3도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는  하측 
프로그램가능한  층(36)및  라인(38)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상측  프로그램가능한 층
(36)은  2개의  다이오드층(52,50)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다이오드층은  복수개의  개별적으로 프로
그램가능한  셀(54)을  형성하고  있고,  각각의  셀은  라인(38)과  라인(82)  사이에서  개별 금속부분(3
9)에  의해  형성되는  표면은  상측  프로그램가능한  층(36)이  상부에  데포지트  되기  전에  제5도  및 제6
도에 대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폴리이미드로 고르게 된다. 그 외에도, 상측의 한 세트의 
라인(82)은,  비활성화를  위해  제5도에  도시된  경우와  같이  에칭되지  않은  폴리이미드층(37)으로 피
복된다.

제9도에  도시된  회로  소자의  등가  회로도인  제10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집적회로(70)는 3세
트의  라인,  즉  제1세트의  라인(34),  제2세트의  라인(38)(이들중  한  라인만이  도시되어  있음),  및 제
3세트의  라인(82)을  포함한다.  이들  세트라인  각각의  프로그램가능한  층(36)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기  프로그램가능한  층(36)은  인접한  세트의  라인  사이의  각각의  프로그램가능한  셀(54)을 형성한
다. 라인(34)은 라인(38)과 수직이며, 라인(82)과 평행이다.

집적회로(70)는  다중층  메모리  디바이스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기  디바이스의  각각의  층은  제3도, 
제4도  및  제8도에  대하여  상기에  기술한  층과  유사하다.  제8도에  대하여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선택된  라인(38)과  선택된  라인(34)  사이에  프로그래밍  전압  또는  판독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라인
(38,34)사이에  배치된  프로그램  가능한  셀(54)의  하부층에  비트가  저장되고  그러한  하부층으로  부터 
비트가 판독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라인(38)과  주어진  라인(82)  사이에  유사한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라인(38)과 라
인(82)사이에  배치된  프로그램가능한  셀(54)의  상부층에  비트가  저장되거나,  그러한  상부층으로 부
터  비트가  판독될  수  있다.  따라서,  회로(70)의  각각의  라인(38)은,  해당  라인(34)  또는  해당 라인
(82)에  적절한  전위가  가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측  또는  하측의  프로그램가능한  셀내의  셀을 어
드레스하는데  사용된다.  제15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가능한  셀의  층을  상하에 3개
이상 적층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 세트의 도전라인 각각이 상측 및  하측 모두의 프로
그램가능한 셀을 어드레스하는데 사용된다.

지금부터  제11도를  참조하면,  제11도에는  전자  논리  설계의  분야에서  공지된  일반적인  형태의 프로
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  즉  PLA(90)의  개략적인  설명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PLA는 제9도에 도시된 형태의 구조를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PLA(90)는  2개의  기본부,  즉  AND  평면(92)  및  OR  평면(94)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8도에  도시된 구조
를  사용하여  제11도에  도시된  회로를  형성하는  경우,  AND평면(92)은  제1세트의  도전라인(34)  및 제2
세트의  도전라인(38)의  교점으로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OR평면(94)은  제2세트의  도전라인(38)  및 
제3세트의  도전라인(82)의  교점으로  형성된다.  AND  평면(92)내의  라인(34,38)  사이에  배치된 프로그
램가능한  층(36)은  개별  라인(34)을  OR평면(94)의  선택라인(38)에  프로그램가능하게  접속시키는 수
단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상측의  프로그램가능한  층(36)은  개별  라인(82)을  선택  라인(38)에 프로
그램가능하게  접속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라인(34)은  PLA의  입력을  제공하며  라인(82)은  PLA의 출
력을 제공한다.

AND  평면(92)의  출력  및  OR평면(94)의  입력으로서  기능을  하는  라인(38)은,  입력  모두의  최소  2진 
값을  지니는  2진  곱(AND  연산  함수)이기  때문에  최소항(minterm  line)이라  지칭된다.  최소항 라인
(38)  각각은  풀업(pull-up)용  레지스터(96)를  통해  양(+)전압  공급원에  접속되어  있다. 항(J1 , J2 , 

J3 )  각각은  J-K  플립플롭(98)의  입력이다.  이들  플립플롭은, 입력항(J1 , J2 , J3 )  각각을 래치(latch)

시키고,  이를  증폭하며  각각의  입력항과  그의  역수를  각각의  라인(34)에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AND 
평면(92)은  최소항  라인으로부터  입력라인으로  전류를  도통시키지만  역방향으로는  전류를 도통시키
지  않는  다이오드를  통해  라인(34)중  선택된  라인을  선택된  최소항 라인(M1 , M2 , M3 , M4 , M5 )에 접속

시키므로써  프로그램된다.  이로인해  제12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어진  최소항  라인, 예컨
대  최소항 라인(M1 )의  값은  그러한  다이오드를  통해  상기  최소항  라인에  접속된  각각의  입력의 2진

곱(또는  AND  연산된  값)과  동일한  값을  지닌다.  상기  입력  각각와  최소항 라인(M1 )  사이의  교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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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도에  도시된  방향으로  도통하도록  셀(54)을  프로그램함으로써 입력라인(Q1 , Q2 , )은  최소항 

라인(M1 )에  접속된다.  다른  모든  입력라인은,  이러한  입력라인과  초기상태로  유지된 라인(M1 )의 교점

에  프로그램가능한  셀을  지니는데,  상기  라인의  초기  상태는  상기  라인의  입력이  최소항  라인으로 
부터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소항 라인(M1 )에  프로그램가능하게 접속된 입력 (Q1 , Q 2 또는 

)중  어느  하나가  저(low)  레벨의  전압을  지니는  경우,  그러한  저레벨의  전압은  상기 라인(M1)으로

부터  전류를  끌어들여,   풀업용  레지스터96)  양단에  전압  강하를  초래시키기  때문에,  상기  라인을 
저레벨로  되게  한다.  따라서,  최소항 라인(M1 )은,  상기  라인에  접속된  입력모두가  고(high)레벨일 

경우에만 고레벨의 전압을 지니기 때문에 AND 게이트로서 작용하게 된다.

OR  평면(94)의  동작은  AND  평면(92)의  동작과  다소  유사하다.  OR  평면은  출력라인(82)을  지니는데, 
출력라인(82)  각각은  각각의  출력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최소항  라인(38)의  2진합,  즉  OR연산값과 동
일한  값을  지닌다.  출력라인(82)  각각은  풀다운(pull-down)용  레지스트(100)를  통해  접지에 접속되
어  있다.  주어진  출력라인(82)에  접속된  최소항  라인(38)  각각은,  최소항  라인으로부터 출력라인으
로  전류를  도통시키지만  역방향으로는  전류를  도통시키지  않도록  프로그램된  프로그램가능한 셀(5
4)을 통해 상기 출력라인에 접속되어 있다. 주어진 출력라인에는 접속되어 있지 않은 최소항 
라인은,  이러한  최소항  라인과  초기프로그래밍  상태를  유지하는  출력라인  사이에  배치된  프로그래밍 
셀(54)을  지니는데,  상기  초기  프로그래밍  상태는  최소항  라인과  출력라인이  사실상  접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주어진  출력라인(82)에  접속된  최소항  라인(38)중  어느  한  라인이  고레벨의 전압
을  지니는  경우,  그러한  고레벨의  전압은  상기  라인(82)에  전류를  공급함으로  인해,  레지스터(100) 
양단에  전압  강하를  증가시켜  라인(82)의  전압을  고전압  레벨에  이르기까지  끌어올린다.  상기 레지
스터(100)는,  레지스터의  입력  전부가  저레벨일  경우에만  출력라인(82)의  전압을  풀다운(pull dow
n)시킨다.  따라서,  라인(82)의  값은,  상기  라인에  접속된  입력중  어느  한  입력이  고레벨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레벨이며,  상기  라인의  입력  모두가  저레벨일  경우에만  저레벨이다.  이로  인해,  주어진 
출력라인(82)은,  이러한  출력라인에  접속된  최소항  라인의  최대  2진  값과  동일한  2진  값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해서, 출력라인(82)은 최대항 라인(maxterm line)이라고 지칭된다.

제11도, 제12도 및 제13도는, 최소항 라인(M1)이 Q1, Q2 및 의 논리곱, 즉 Q1 ㆍQ2ㆍ 와 

동일하고,  최소항 라인(M4 )이  및 의  논리곱,  즉 ㆍ 와 동일하며,  최소항 라인(M5 )이 Q 1  및 

의  논리곱,  즉 Q1ㆍ 와  동일하도록  프로그램되어져  있는  PLA를  도시한  것이다.  그결과, 출력라

인(82)의  최대항(jil)은 최소항(M1 , M4 , M5 )의  논리합,  즉  OR 연산함수(Q1 , Q2ㆍ  +Q1ㆍ

)와 동일하다.

제11도에  도시된  형태의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PLA)는  광범위한  논리기능을  나타내도록 프로
그램 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PLA는,  반전 입력의 사용을 통하여 AND  및 OR  기능뿐만 아니라 NOR, 
NAND  및 XOR, 즉 배타적 OR기능을 이행한다.

지금부터  제14도를  참조하면,  제14도에는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  있다.  제9도  및  제10도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PLA의  입력라인(34),  최소항  라인(38)  및  최대항,  즉 출력
라인(82)을  수직으로  상하에  배치시켜,  이들  라인의  교점에서  AND  평면(92)  및  OR  평면(94)이 상하
에 직접 배치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AND  및  OR  평면이 서로에 직접 배치되는 PLA의 형태
를  본원  발명자들은  포개어진(folded)  PLA라고  지칭한다.  그러한  포개어진  PLA는  제14도에 개략적으
로 도시되어 있다.  그러한 포개어진 PLA의  잇점은 단위면적당 회로 밀도를 거의 2배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제15도를  참조하면,  제15도에  본  발명을  구체화시킨  집적회로  셀구조(110)의  일부가 도시
되어  있다.  상기  회로(110)는,  프로그램가능한  셀(54)의  층이  회로(70)에서  2개  있는  것에  대하여 
회로(110)에서  6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9도에  도시된  회로(70)와  동일한다.  제16도는  제15도에 
도시된  회로  소자의  개략적인  등가  회로도를  도시한  것이다.  제15도  및  제16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
와  같이,  회로(110)는  3개의  완전한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어레이(PLA)층(120,122,124)을 형성하도
록  충분한  프로그램가능한  셀층을  지닌다.  제1,  즉  하부  PLA층(120)은  제1세트의  입력라인(34),  한 
세트의  중간,  즉  최소항  라인(38)  및  한  세트의  출력라인(82)을  지닌다.  제2,  즉  상부 프로그램가능
한  논리  어레이(PLA)층(122)은,  제1세트의  입력라인(114),  제2세트의  최소항  라인(116),  및 제3세트
의  출력라인(118)을  지닌다.  상부  PLA층(122)과  하부  PLA(120)의  중간에는  상호접속  PLA층(124)이 
배치되어  잇다.  상기  상호  접속  PLA층(124)은,  하부의  한  세트의  라인으로서  하부  PLA층의 출력라인
(82)을  지니고,  상부의  한  세트의  라인으로서  상부  PLA층(122)의  입력라인(114)을  지니며,  그들 중
간에는  한  세트의  라인(112)을  지닌다.  PLA층(120,122,124)  각각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지닌
다.  PLA층(120,122,124)  각각에  있어서의  인접한  세트의  라인쌍  각각은  복수개의  개별 금속부분(3
9)에  의해  분리된  2개의  배면  배치  다이오드층(50,52)을  포함하는  프로그램가능한  층(36)에  의해 분

리되어  있다.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가능한  층(36)  각각은, P
+
형층(40),  I형  층(42) N

+

형  층(44,45),  제2의  I형층(46),  및  제2의 P
+
형  층(48)을  포함하는  6개층의  비정질  반도체  합금 어

레이  재료로  형성되어  있다.  폴리이미드(37)에  의해  분리된  금속부분(39)을  포함하는  층은,  2개의 

N
+
형  층(44,45)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PLA층(120,122,124)  각각은,  제9도에  도시된  유사한  다중층 

구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그램가능한  메모리  에러이  또는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로서 이행
될 수 있는 다중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부터  제17도를  참조하면,  제17도에는  매우  복잡한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결합형 프로그램가능
한  논리  회로를  형성하도록  상호  접속  PLA층(120,122)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속되어  있는지가 도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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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제17도는  제15도에  도시된  다중층  회로(110)의  개략적인  설명도로서,  설명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연속  세트의  라인  사이의  교차  평면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라인(34,38)의 
교점은, 영역(126)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라인(38,82)의 교점은 영역(128)에, 라인
(82,112)의  교점은  영역(130)에,  라인(112,114)의  교점은  영역(132)에,  라인(114,116)의  교점은 영
역(134)에,  그리고  라인(116,118)의  교점은  영역(136)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교차  평면  각각은  상하로  중복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제17도에서, 점선
으로  도시된  원(138a)은  도시된  최하위의  라인(82a)  및  라인(112)의  교점을  나타내고,  점선으로 도
시된  원(138b)은  도시된  최하위의  라인(114)  및  그와  동일한  라인(112)의  교점을  나타낸다. 제17도
에서는  점선으로  도시된  원(138a,  138b)이  서로  이동되어  있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지만,  그들  원이 
나타내는  교점은  실제로는  회로(110)내에서  상하로  직접  배치되어  있으며  동일  위치에서 라인(112)
과 접속되어 있다.

제17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련의  입력래치(140)는  하부  PLA층(120)의  입력라인(34)에 접
속되어  있으며,  일련의  출력래치(142)는  그러한  층의  출력라인(82)에  접속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일련의  입력래치(144)는  상부  PLA층(122)의  입력라인(114)에  접속되어  있으며,  일련의 출력래치
(146)는  그러한  층의  출력라인(118)에  접속되어  있다.  제18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는 회로
(110)의  실시예에  있어서,  래치(140,142,144,146)는  개별  집적회로상에  배치됨에  따라서  이들 집적
회로도  도면번호(140,142,144,146)로  나타나  있다.  이들  개별  집적회로는,  그들  래치와  연통하는 회
로라인의 각각에 접속된 접촉 패드상에 하향 경사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들에 관여하는 
제23도,  제24도  및  제25도를  기초로  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PLA층(120,122)각각의  입력  및 
출력  라인이  각각의  경사  형태로  결합된  칩(140,142,144  또는  146)에  의해  접촉될  수  있도록  다중층 
구조의 종단(edge)을 계단 형태로 형성한다.

출력  래치(142)의  출력은  제17도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라인(82a)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라인
(82a)은  출력래치(142)하부로  되돌려서  PLA층(120)의  상부에  포함되어  있는  라인(82)을  하나걸러 형
성한다.  이와  같이  래치(142)로  부터의  출력이  라인(82)의  평면내로  젖혀지는  구성에  의해  개별 논
리합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는  라인82)의  수가  절반으로  삭감되지만,  디바이스(110)가 20미크론
마다  1개의  회로라인,  즉  1cm당  500개의  라인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기의  삭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점선으로  도시된  원(138a)으로  도시한  바와  같이  접촉층(124)의  중간라인(112)에 라인(82
a)의  출력이  접속되도록   프로그램된  다음에,  점선으로  도시된  원(138b)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PLA(122)의  의  입력라인(114)에  상기  라인(112)을  접속시킴으로써,  하부  PLA층(120)의  출력은  상부 
PLA층(120)의  입력에  접속된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하부  PLA층의  래치(latch)된  출력중 
어느 한 출력이라도 상부 PLA층의 어느 한 입력에 접속될 수 있다.

입력  또는  출력  래치를  통과할  필요성  없이도  한  PLA층의  라인과  다른  PLA층의  라인사이에  접속을 
형성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7도의  흑점(黑點)(148a,148b,148c,148d)은  하부  PLA층(120)의 입
력라인(34a)과  상부  PLA층(122)의  입력라인(114a)사이의  접속을  나타낸다.  이러한  접속은  어떠한 입
력 또는 출력 래치를 통하지 않는다.  이는 제16도에 도시된 프로그램 가능한 소자의 맨  좌측열에 개
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는데,  제16도에서는  라인(34a,  38a),  라인(38a,  82a),  라인(82a,  112a),  및 라
인(112a,  114a)  사이의  다이오드(12,14)가  모두  정류  특성을  상실하도록  프로그램되어져서, 라인
(34a,  147a)사이  전체에  쌍방향  도전경로를  형성한다.  따라서,  라인(34a)에  제공된  논리값은 접속부
분(148a,148b,148c,148d)을  통해  라인(114a)에  직접  제공된다.  그러나,  라인(38a,  82a,  112a)이 라
인(34a)에  직접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라인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상기에 기
술한  바와같이,  다중층  회로(110)는  각각의  층내에서  1cm당  500개의  라인을  지니므로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할애되는 많은 예비 라인을 지닌다.

층사이의  접속부분,  예컨대  접속부분(148a,148b,148c,148d)은  쌍방향으로  도통하도록  프로그램될 필
요가  없으며  모두가  수직방향으로  배치될  필요성이  없다.  그러한  접속부분은,  단지  한방향으로만 도
통하도록  프로그램되는  경우,  신호가  고레벨의  논리값일  경우나  저레벨의  논리값일때에만   PLA층 사
이에 신호를 도통시킨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제15도에  도시된  구조가  상호접속  PLA층(124)에  의해  접속된  2개의  개별  PLA층(120,122)을  포함하는 
디바이스로  기술되어져  있지만,  전술한  내용으로  부터  자명한  바와  같이,  회로(110)는  매우  다양한 
용도  및  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가능한  구조이다.  예를들면,  층의  몇몇개의  PLA층으로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을  프로그램가능한  메모리층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변형적으로는  중간 
래치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각각의  세트의  라인(34,38,82,112,114,116,118)  사이의 프로그램가
능한 층(36) 각각을 AND 논리 평면 또는 OR 논리평면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제19도를  참조하면,  제19도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형성된  프로그램가능한 셀
(172)을  갖는  셀  구조(170)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각각의  셀(172)의  배면  배치 다
이오드(12,14)가  데포지트된  반도체  재료층  및  금속층사이의  정류  접합에  의해  형성된  쇼트가 다이
오드이다.  상기에  기술된  바  있는  다른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셀  구조(170)는  절연  기판32)상에 형성
되어  폴리이미드(37)에  의해  분리된  한  세트의  라인(34)을  지닌다.  비교적  진성인  상전이  가능한 반
도체  합금층(166)은  라인(34)상에  데포지트된다.  그후,  폴리이미드에  의해  분리된  복수개의  개별 금
속부분(39)으로  구성되어  있는  층은  제3도에  대하여  상기에  기술된  바  있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된다.  금속부분(39)의  상부에는  제2의  비교적  진성인  상전이  가능한  반도체  합금층이 데포지트
된다.  마지막으로,  상기에  기술한  바  있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라인(38)에  해당하는  한세트의 상부
라인(38)이 형성된다.

셀(172)내에서  다이오드(12,14)는  제1(a)도에  도시된  다이오드(12,14)와  동일한  극성을  지니며, 라
인(34,38)은  다이오드(14,12)의  애노드를  형성하도록  백금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전이  가능한 반도
체  합금층(166,168)은  상기  다이오드의  캐소드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실시예에서, 금속부분(39)
은  마그네슘(167)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비교적  진성인  층(166,168)과의  오옴접촉을  형성한다. 그러
한  실시예의  셀(172)은  제1(a)도  내지  제1(d)도에  대하여  상기에  기술한  바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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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프로그램가능한  셀(172)의  배면  배치  다이오드의  극성이  제2(a)도에  도시된  경우와  동일한  변형 실
시예에  있어서,  금속부분(39)은  백금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금속라인(34,38)은  마그네슘으로 형성되
어  있다.  그러한  실시예에서는,  셀(172)이  제(a)도  내지  제2(d)도에  대하여  상기에  기술한  바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된다.

상기  2가지  실시예에서,  금속부분(39)은,  역바이어스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반도체  층내에서 상전이
를  야기시키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전류를  순바이어스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반도체층  양단에 넓
게  분산시켜  그러한  순  바이어스된  다이오드내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전이를  저지하게  하는  기능을 
이행한다.  그러나,  금속부분(39)이  백금으로  형성되어  있는  프로그램가능한  셀(172)의  실시예에서, 
금속  부분은  또한,  2개층(166,168)모두의  반도체  재료와  함께  정류  접합을  형성하는  기능을 이행한
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층(166,168)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데포지트된  상전이  가능한  반도체  합금은, 
수소와  불소중  어느하나  또는  모두를  포함하는  진성  비정질  실리콘  합금이다.  빈형  실시예에서는 층
(166,168)의  도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도우핑된  실리콘  합금을  사용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는 실리콘 게르마늄 합금을 포함하는 상전이 가능한 게르마늄 합금을 사용하여 층
(166,168)을  형성한다.  마그네슘은  진성  비정질  실리콘  합금과의  양호한  오옴  접촉을  형성한다. 티
탄도  또한  그러한  합금과의  양호한  오옴  접촉을  형성한다.  층(166,168)과의  양호한  오옴  접촉을 형
성하는데  라인(34,38)에  사용되는  실시예에서는,  그들  라인을  순수한  티탄으로  부터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러한  금속의  도전율이  바람직한  값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그러한  라인의  주요  부분을  알루미늄과  같이  양호한  도체로부터  형성하고,  얇은  티탄층을 
비정질 실리콘 합금과 접촉하도록 배치하여 오옴 접촉을 형성한다.

유의해야  할점은,  데포지트된  반도체층과  함께  쇼트키  장벽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금속을 교환함으
로써  프로그램가능한  셀(172)내에  형성된  쇼트키  다이오드의  특성을  예민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실험에  의하면,  순  바이어스된  쇼트키  다이오드  양단에  흐르는  전류(I)는 전압
(V)의 함수에 따라 변화하는데,

I = kVn

과  같은  식에  따라  변화하고,  상기  식중  k는  상수이며,  n은  지수(exponent)이다.  지수(n)는, 쇼트기
다이오드의 금속이 은  및  안티몬의 합금인 경우의 값이 5.7인  값에서 금속이 은인 경우의 값이 13인 
값으로 변화한다.

본  발명의   변형  실시예에서,  제19도에  도시된  바와같은  쇼트키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가능
한  층이  제3도,  제9도  및  제15도에  도시된  프로그램가능한  층(36)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
형  실시예가  제3도,  제9도  및  제15도의  구조와  특히  프로그램가능한  메모리  및  프로그램가능한  논리 
어레이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제20(a)도,  제20(b)도,  제20(c)도  및  제20(d)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프로그램가능한 디
바이스의  변형  실시예(160)가  등가  회로도로  나타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160)는, 
도전단자(161)가  2개의  배향  배치  정류소자,  즉  다이오드(12,14)를  접합하는  캐소드(15)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a)도  내지  제1(d)도에  도시된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10)와  동일하다. 
그러한  단자(161)의  잇점은,  프로그래밍  전류를  한  다이오드에  통과시키고  다른  한  다이오드에는 통
과시키지  않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제20(b)도에  도시된  방향으로  단자(161)및 
애노드(16)  사이에  프로그래밍  전류가  인가되는  경우,  단자(161)는  양(+)의  전압을  지니며 애노드
(16)는  음(-)의  전압을  지녀서  다이오드(12)는  역바이어스  된다.  그  결과,  프로그래밍  셀(160)은 상
부  다이오드(12)가  양(兩)방향  모두로  비교적  낮은  임피던스를  지니도록  프로그램된다.  이로인해 디
바이스(160)는,  제20(b)도에  등가적으로  예시된  전기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상기에  기술된  바 
있는  제1(b)도에  도시된  프로그램된  디바이스(10)의  특성에  실질적으로  해당된다.  그와는  반대로, 
제20(c)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단자(116)에  비교적  음(-)인   전압이  인가되고  애노드(18)에 
비교적  양(+)인  전압이  인가되도록  한  방향으로  단자(161)  및  애노드(18)사이에  프로그래밍  전압이 
인가되는  경우,  디바이스(160)의  하부  다이오드(14)는  양방향  모두로  비교적  낮은  임피던스를 지니
도록  프로그램됨으로  인해,  다이오드(160)는  제20(c)도에  등가적으로  도시된  전기  특성을  지니게 되
는데,  이는  상기에  기술한  바있는  제1(c)도에  도시된  디바이스(10)의  특성에   해당된다.  프로그래밍 
전압이  우선적으로  제20(b)도  및  제20(c)도에  도시된  방향중  한  방향으로  인가된  다음에,  다른 방향
으로  인가되는  경우,  디바이스(160)는  제20(d)도에  등가적으로  예시된  전기  특성을  지니도록 프로그
램되는  데,  이  경우  애노드(16,18)  사잉에서  전체  디바이스의  양방향  모두의  임피던스가  비교적 낮
다.  이로인해  디바이스(160)는  상기에  기술한  바  있는  제1(d)도에  도시된  디바이스(10)의  전기 특성
을 갖게된다.

제21도는  집적회로  제조  기술에  의해  구성된  제20(a)도에서  기술된  형태의  3채널  디바이스(171)를 
도시한  것이다.  제21도에  도시된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  즉  셀에  있어서,  절연  기판(32)상에는 
몰리브덴  금속층(162)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금속은  제20(a)도에  도시된  애노드  접점(18)을 형성
한다.  그리고나서,  비정질  실리콘  합금의  데포지트  N-I-P  층으로  애노드(18)상에  다이오드(14)을 형
성한다.  다이오드(14)는,  P+형  재료로  형성된  층(40),  I형  재료로  형성된  층(42)  및  N+형  재료로 형
성된 층(44)을  포함하며,  상기 형태 모두는 제3도,  제9도  및  제15도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다이
오드(14)의  상부에  알루미늄  금속층(163)을  데포지트시켜  프로그램가능한  셀의  제3단자(161)를 형성
한다.  그리고나서,  알루미늄(163)상에  데포지트된  알루미늄실리콘  합금의  N-I-P  층으로 다이오드
(12)를  형성한다.  다이오드(12)는  제1의  N+형  층(45)ㅡ  I-형  층(46)  및  P+형  층(48)을  포함하며, 상
기  형태  모두는  제3도,  제9도  제15도에  대하여  상기에  기술한  바  있다.  P+형  층(48)의  상부에 몰리
브덴  금속층(164)을  데포지트시켜  애노드(16)를  형성한다.  하부  및  상부의  금속층(162,164)은 몰리
브덴으로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몰리브덴이  P+형  비정질  실리콘  합금과의  양호한  오옴  접촉을 형성

26-12

94-008207



하기  때문이다.  중간  금속층(163)은  알루미늄으로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알루미늄의  N+형  비정질 
실리콘 합금과의 양호한 오옴 접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제21도 구조의 반도체층
(40,42,44,45,46,48)은 제3도, 제9도 및 제15도의 구조에 도시된 구조의 층과 동일한 두께를 
지닌다.

지금부터  제22도를  참조하면,  다이오드(12,14)가  제19도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쇼트키  다이오드인  프로그램가능한  셀(160)의  변형  실시예(173)가  도시되어  있다.  제22도에  도시된 
셀은,  절연  기판(32)상에  백금층(165)을  데포지트시켜  형성된다.  상기  백금층(165)은  제20(a)도에 
도시된  애노드(18)를  형성한다.  상기  층(165)상에  진성  비정질  실리콘  합금층(166)을  데포지트시킨 
다음에  마그네슘층(167)으로  피복된다.  상기  층(167)은  제20(a)도에  도시된  중간  단자(161)를 형성
한다.  또한  진성  비정질  실리콘  합금으로  형성된  층(168)을  상기  층(167)상에  데포지트시키고,  셀의 
상부에  백금층(169)을  데포지트시켜  애노드(16)를  형성한다.  진성  반도체층(166,168)과 백금층
(165,169)  사이의  접합은  다이오드(12,14)를  형성한다.  이들  다이오드는  상기  반도체층으로  부터 백
금층으로  흐르는  전류에  대한  임피던스가  비교적  높지만,  그와는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에  대한 
임피던스는  비교적  낮다.  중간  도전층(167)에는  마그네슘이  사용되는  데,  그  이유는  마그네슘이 층
(166,168)의 진성 재료와의 양호한 접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제21도  및  제22도  모두에  도시된  셀은  제20(a)도  내지  제20(d)도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된다.

지금부터  제23도,  제24도  및  제25도를  참조하면,  상기에  기술된  형태의  조밀하게  패킹된 프로그램가
능한  셀이  프로그래밍용,  어드레싱용  및  그  이외에  그러한  셀과의  접속용으로  사용되는  회로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액세스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제23도는,  제3도에서  단면도로서  도시된 형
태의  집적회로(180)의  개략적인  평면도이다.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3도에  도시된  회로는 간격
이  10미크론이며  폭이  10미크론인  라인(34,38)을  갖는다.  따라서,  그러한  회로  라인이  1cm당  500개 
존재한다. 물론, 제23도는 그와 같은 비율로 도시된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라인
(34,38)이  중복하는  회로(180)의  부분은  대략  10㎠이며  대략  5000개의  라인(34)이  대략  5000개의 라
인(38)과  교차한다.  즉,  2500만개의  프로그램가능한  셀이  존재한다.  회로의  테스트  및 프로그램용으
로  사용되는  프로브(probe)와,  집적  구동회로와  라인과의  접속용으로  사용되는  전기  접점을  그와 같
이  미소간격으로  이격된  라인  각각에  접속시킬  수  있기에  충분한  사이즈의  접촉  패드를  접속시키기 
위하여  제23도에  도시된  구조를  사용한다.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라인(38)  각각은  중앙부분(182)의 
양측(184)상에  연장되어  있다.  제23도에서,  이들  연장부분(186,184)는  중앙  부분(182)의  면적과 거
의  등가인  면적을  지닌는  것과  같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24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실
제의  실시예에서,  이들  라인(38,34)의  연장부분은,  상기  라인이  교차하는  중앙부분(182)보다  훨씬 
짧다.

제23도에  도시된  구조에  있어서,  상부  라인(38)의  금속의  산화를  방지하고  상기  라인을  상부에 배치
된  전기  접촉  패드(190)로  부터  절연시키도록  상부  라인(38)은  제5도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폴리이
미드  재료층(37)으로  피복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영역(184)내로  연장되어  있는  라인(34)의  부분은 
프로그램가능한  층(36)과  라인(38)상부에  배치된  층(37)에  포함된  폴리이미드에  의해  피복된다. 따
라서,  라인(38,34)중  어느  것에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도통을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라인(38,34) 각각
의  상부에  복수개의  도전  금속  접촉패드(190)를  배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포토리소그래피  수단을 
사용하여,  폴리이미드층(37)을  통해  주어진  접촉  패드(190)하부의  바람직한  라인(38)에  이르기 
까지,  또는  폴리이미드  층(37)  및  프로그램가능한  층(36)을  통해  바람직한  라인(34)에  이르기까지 
구멍을  에칭할  수  있다.  이들  접속부분은  제23도에서  흑점(192)으로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라인(38  또는  34)상에  여러행의  접점(190)을  배치시킴으로써,  각각의  도전라인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라인의 수배의 폭을 지니는 개별 접촉 패드(190)를 지니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제18도  및  제24도를  참조하면,  제24도에  도시된  접촉구성이  제15도  및  제16도에  도시된 다
중층  회로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제18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폴리이미드
(37)의  서로다른  4개의  레벨(202,204,206,208)에  존재하는  회로  소자가  노출되도록  회로(110)가 계
단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  노출층(208)은  라인(118)을  피복시키는  폴리이미드이다.  그  다음의 
노출  폴리이미드층(206)은  라인(116)을  피복시키는  층이다.  그  다음의  층(204)은  라인(112)을 피복
시킨다. 최하위의 노출 폴리이미드층(202)은 라인(38)을 피복시킨다.

직교하는  회로  라인이  교차하여  프로그램가능한  셀을  한정하는  집적회로(110)의  중앙부분에서, 폴리
이미드층(206,204,202)은  각각  제6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층이  배치되어  있는  회로라인의 상부
를  노출시키도록  에칭된다.  그러나,   폴리이미드층(206,204,202)의  노출된  주변부분은  그와  같이 에
칭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주변  부분에서,  라인(116,112,38)은,  폴리이미드내에  개구부를  형성하는 
에칭  구멍(192)이외의  부분에서는  충분한  두께의  폴리이미드로  피복되어  있어  상기  라인을  차후에 
데포지트되는 접촉 패드(190)와 절연시킨다.

제18도,  제24도  및  제25도에서,  개별  접촉패드(190)는  매우  작아서  개별적으로  볼  수  없다.  제24도 
및  제25도에서  상기  패드는  접속되는  라인의  번호를  붙인  영역으로  그룹을  이룬  것으로  도시되어 있
다.  따라서,  하부  노출층(202)상에서는,  직사각형  영역(34)은  접촉패드(190)가  형성되는  영역을 한
정하며,  상기  패드는  폴리이미드층(202)  및  상기  폴리이미드  바로  하부에  있는  프로그램가능한 층
(36)을  통해  라인(34)에  개별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와  동일한  층상에서,  라인(38)에  개별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복수개의  접촉패드(190)는  직사각형  영역(38)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영역에서, 접촉
패드(190)와  개별  라인(38)과의  접속은  폴리이미드층(204)내의  접촉구멍을  통해  형성된다. 마찬가지
로,  노출된  층(204)상에서는  접촉패드(190)가  개별라인(82,112)에  접속되어  있으며,  노출된 층(20
6)상에는  접촉패드(190)가  라인(114,116)에  접속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상부  노출층(208)상에서는 

접촉 패드(190)가 라인(118)에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제18도,  제24도  및  제25도에  도시된  계단  형상  구조에  의하여  라인(34,  38,  82,  112,  114, 
116,  118)각각은  대항단면  양단부근에  배치된  개별접촉  패드를  지닐  수  있다.  이로인해,  개별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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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각각으로  부터  신호를  수신하며  개별  회로  라인  각각으로  신호를  송신하도록  집적회로가 그러
한  접촉  패드상에  하향  경사형태로  결합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러한  하향  경사  형태  결합의 
집적회로 또는 전기 프로브에 의해 그러한 회로라인이 테스트 또는 프로그램될 수 있다.

지금부터,  제18도  및  제25도를  참조하면,  다중  PLA층을  지니는  디바이스로서  집적회로(110)가 사용
되는  경우,  집적회로(140,  142,  144,  146)와  같은  집적회로를  영역(34,  82,  114,  118)내에  위치된 
접촉  패드(190)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향  경사  형태로  결합  되는지가  도시되어  있다.  주변을  따라 
복수개의  접촉패드(220)를  포함하는  자착  기판(210)상에  총체적인  회로(110)가  결합되어  있다. 영역
(34,  38,  82,  112,  114,  116,  118)각각에  내재하는  접촉  패드(190)의  어레이는,  한  행의  접촉 패드
(190a)를  포함하며,  상기  접촉패드는  하향  경사형태  결합의  칩상에서,  회로  라인(34,  38,  82,  112, 
114,  116,  118)에  접속된  다른  접촉  패드(190)의  반대측상에  위치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들 사이
즈가  작기  때문에,  제25도에서는  개별  패드(190a)가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각의  접촉패드  영역의 
스트립(strip)형성  부분으로서  도시되어  있다.  그후,  결합  와이어(bonding  wire  :  222)(간략하게 하
기위해  제25도에서는  이들  중  몇개만이  도시되어  있음)를  사용하여  이들  패드(190a)중  선택된 패드
를  장칙  기판(210)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선택된  접촉패드(220)에  접속시킨다.  제25도에  도시된 
하향  경사  형태  결합의  집적회로는  모두  회로(110)의  좌측상에  배치되어  있지만,  제25도의  우측상에 
도시된  접촉  패드  어레이(34,  82,  114,  118)에  그러한  칩을  장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회로(110)의 
종단 주변에 보다 균등하게 하향 경사 형태 결합의 집적회로를 분배하는 경우,  그러한 칩과 접촉 패
드(220)와의 접속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배선이 보다 용이해진다.

집적  회로(110)를  프로그램가능한  메모리로서  사용하는  경우,  회로(160)의  프로그램가능한  층을 양
측  모두로  부터  어드레스  시킬  수  있도록  접촉  패드  어레이(38,  112,  116)상에도  하향  경사  결합의 
칩을 장착하여야 한다.

전술한  내용으로  부터  알수있는  바와같이,  본  발명의  프로그램가능한  디바이스는  상기에  기술한 바
와같이,  프로그램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  및  PLA뿐만  아니라  이들  이외의  여러  용도에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여러  용도는  정보  비트를  프로그램가능하게  저장하도록,  바람직한  회로  소자를 선택적
으로  접속시키도록,  또는  모두  도통하지  않는  상태,  제1방향으로  도통하고  제2방향으로  도통하지 않
는  상태,  제2방향으로  도통하고  제1방향으로  도통하지  않는  상태  또는  제1및  제2방향  모두로 도통하
지  않는  상태   또는  제1  및  제2방향  모두로  도통하는  상태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 
서로  회로소자를  선택적으로  접속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물론,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
를  이탈하지  않고서도,  본  발명을  예시하도록  선택된  바람직한  실시예에  여러가지  변경  또는  부가를 
당업자가 용이하게 가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상호작용  반도체  기능을  제공하도록  적어도  2개의  단자  및  반도체  재료층(40,  42,  44,  45, 
46, 48)을 지니며, 상기 2개의 단자사이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양방향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제1상태,  상기  2개의  단자사이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한  방향에서는  비교적  높으며  반대방향에서는 
비교적  낮은  제2상태,  상기  2개의  단자사이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상기  반대방향에서는  비교적 높으
며,  상기  한  방향에서는  비교적  낮은  제3상태,  및  상기  2개의  단자  사이의  전기적  임피던스가  상기 
방향  모두에서  비교적  낮은  제4의  상태로  프로그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상태(solid state)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상태중 한  상태로 제조되고 나머지 3가지 상태중 어느 한 상
태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상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제1상태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상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가  적어도  하나의  상전이  가능한(phase  changeable)재료층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상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5 

제4에  있어서,  상기  상전이  가능한  재료는  비정질  반도체  합금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체 상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  반도체  합금은  실리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상태 반도
체 디바이스.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  반도체  합금은  게르마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상태 반
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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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  반도체  합금은  실리콘  및  게르마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체 상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반도체  재료층은  상기  상호작용  반도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한쌍
의  직렬  연결된  배면  배치(back-to-back)다이오드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상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배면  배치  다이오드  사이에  금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상태 
반도체 디바이스.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가  적어도  2가지  상호작용  반도체  기능을  지니며,  제3의  단자를 부가
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제3의  단자  및  상기  2개의  단자중  한  단자사이에서는  상기  반도체  기능중 적
어도  한  반도체  기능을,  그리고  상기  제3의  단자  및  상기  2개의  단자중  다른  단자사이에서는  상기 
반도체  기능  중  적어도  다른  한  반도체  기능을  개별적으로  액세스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체 상태 반도체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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