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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휘발성 메모리의 경향
By Rajesh Manapat, Business Unit Director, Non-Volatile Memory Group, & Ritesh Mastipuram, Product
Manager, Non-Volatile Memory Group, Cypress Semiconductor Corp.

요약
이 기사는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와 그들간의 차이점에 대해 초점을 맞춘 기사이다. 이들
기술들의 일부는 이미 생산 중에 있으며 틈새시장 애플리케이션용으로 그 활용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의 핵심 특징의 융합은 이러한 메모리의 개발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문
비-휘발성 메모리는 많은 서로 다른 형태로 다가온다. 아래 그림 1은 서로 다른 비-휘발성 메모리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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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휘발성 영역에서의 메모리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성에 의해 아주 빠르게 진화되었다. 오래 전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은 저장을 위해 작은 수의 boot code만을 필요로 한 반면, 지금의 일부 애플리케이션들은
기가바이트의 음악과 비디오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메모리 영역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프로그래머블 ROM에서 지울 수 있는 PROM으로 진화한 간단한 Mask Read Only Memories
(ROMs)로 시작되었다. 지난 1988년 인텔에 의해 발표된 고속 fast random-access NOR 플래시 메모리의 최초
공개이래 1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NOR는 EPROM 기술이 10여 년 이상의 성숙기가 필요했음에도 EPROM을
이전에 서비스했던 모든 메모리 소켓에 빠르게 장착되었다. NAND 플래시 메모리는 NOR 보다 더 오래 된 것이다.
NAND는 매년 출하량 증가가 서서히 이루어졌으나 이후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디지털 스틸 카메라, USB 메모리
스틱, SD (Solid State)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시장 창출의 성공에 우선적으로 힘입어 성장하였다.
휘발성 메모리는 읽기 & 쓰기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주 빠른 반면, 비-휘발성 메모리는 보통 쓰기 측면에서는
느리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또한 쓰기 측면에서는 특유의 제한을 받는다. 이상적인 메모리는 비-휘발성이며,
SRAM과 유사한 액세스 속도를 가지고 읽기/쓰기에 대한 한계가 없는 저전력 기능을 가진 메모리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최신 세대의 비-휘발성 메모리 개발 이면의 추진 요소이다.
어떤 새로운 메모리도 이러한 모든 영역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들 새로운 모든 메모리는 메모리의 그러한 중요한
특징들의 최소한 일부에서 핵심적인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nvSRAM,
FRAM, Phase Change 메모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nvSRAM
nvSRAM은 전원이 나갔을 때 배터리 필요 없이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저장하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쓰고 비-휘발성 데이터 보안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완벽하게 일치 하는 제품이다. nvSRAM은
장기간의 nvSRAM promoter Simtek과 함께 싸이프레스의 참여로 큰 진전을 이루었다. nvSRAM의 FRAM 주요
장점은 주어진 어레이 집적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은 die 이지만 4Mb nvSRAM 디바이스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는 신뢰성 및 RoHS-compliance와 함께 중요한 이슈를 가진 배터리 구동 메모리에 힘든 경쟁상황을 제공할
것이다. 싸이프레스의 표준 130nm CMOS 공정에 SONOS 공정 모듈을 더하기 위한 Simtek 과 싸이프레스의
협력관계는 4Mb 보다 더 큰 nvSRAM 제품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또한 다양한 mixedsignal 및 logic SoC 제품들에서 SONOS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아울러 Simtek 과 싸이프레스의
협력관계는 적은 양의 틈새시장 제품에서부터 많은 양의 high-end 메모리 제품에 이르기까지 nvSRAM 메모리를
변화시켜 왔으며, 주요 산업 및 컴퓨팅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많은 제품들이 채택되었다.
FRAM
nvSRAM 과 주 경쟁 관계에 있는 FRAM은 PZT (lead-zirconate titanate)와 같은 Perovskite 크리스탈이나 SBT
(barium-strontium titanate)와 같은 layered Perovskite 어느 쪽이나 ferroelectric material을 가진 DRAM 커패시터의
절연체를 대신하는 컨셉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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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M
Magneto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를 말하는 MRAM은 비-휘발성의 결합 속성을 얻기 위해 표준 실리콘
기반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가진 마그네틱 디바이스와 무제한의 읽기 및 쓰기 내구성을 결합한 것이다.

PRAM
PRAM은 열을 응용함으로써 결정체 상태에서 비결정질 상태로 갈 수 있는 어떤 물질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메모리이다.

아래 도표 1은 서로 다른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1

nvSRAMs이 시스템 작동에서 one-to-one pairing 의 비-휘발성 bit와 각 메모리 셀에 있는 빠른 SRAM의 개념으로
작동하는 반면 IC는 기존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쉽게 인터페이스 될 수 있는 표준 고속
SRAM처럼 정확하게 작동한다. IC 파워가 방해 받거나 나갔을 때에는 event가 탐지되며 하나의 빠른 array
write에서 모든 SRAM bit는 스몰 커패시터에 비축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비-휘발성 (13ms 이하)으로 비축된다.
데이터는 일단 파워가 다시 저장되면 비-휘발성에서 SRAM까지 자동으로 회복된다. nvSRAMs 아키텍처는 무한의
읽기/쓰기와 15ns 이하의 액세스 타임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제품들은 모든 특정한 온도 범주 (통신, 산업, 군사용
등) 에서 20년의 데이터 보유율을 넘는다. 또한 가장 작은 보드 공간과 BOM (Bill of Materials)을 제공하는 반면
시스템 설계로부터의 불안정한 배터리를 제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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