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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상변환 램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의 드레인영역을 가지는 한 쌍의 억세스트랜지스터들과, 비트라인에 제1

전극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드레인영역에 한 쌍의 제2전극들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억세

스트랜지스터들에 공유되는 상변환 물질막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상변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상변환 램의 단위 메모리셀의 등가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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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및 2B는 도 1에 따른 단위 메모리셀의 평면 및 단면구조도.

도 3은 상변환 램의 메모리셀에 사용되는 상변환 물질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

도 4는 도 1의 단위 메모리셀들로 구성한 메모리셀어레이의 회로도.

도 5는 2개의 단위 메모리셀들을 하나의 셀 레이아웃 단위로 구성한 레이아웃 표준셀의 등가회로도.

도 6은 도 5의 레이아웃 표준셀들이 배열된 메모리셀어레이의 회로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도 5에 보인 레이아웃 표준셀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평면도.

도 8A는 도 7에서의 절단선 A-A'를 따라 취한 단면 구조도.

도 8B는 도 7에서의 절단선 B-B'를 따라 취한 단면 구조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도 5에 보인 레이아웃 표준셀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평면도.

도 10은 도 9에서의 절단선 C-C'를 따라 취한 단면 구조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도 5에 보인 레이아웃 표준셀의 전체적 인 패턴을 보여주는 평면도.

도 12는 도 11에서의 절단선 E-E'를 따라 취한 단면 구조도.

도 13A 및 13B는 도 11에 보인 레이아웃 표준셀이 하나의 비트라인에 대응하여 배열된 메모리셀어레이의 몇가지 실

례들을 보여주는 평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라 도 5에 보인 레이아웃 표준셀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평면도.

도 15는 도 14에서의 절단선 F-F'를 따라 취한 단면 구조도.

도 16은 도 14에 보인 레이아웃 표준셀이 두개의 비트라인에 대응하여 배열된 메모리셀어레이의 일례를 보여주는 평

면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따라 도 5에 보인 레이아웃 표준셀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평면도.

도 18은 도 17에 보인 레이아웃 표준셀이 두개의 비트라인에 대응하여 배열된 메모리셀어레이의 일레를 보여주는 평

면도.

본 발명에 따른 도면들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과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들에 대하여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

한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CP : 컨택 플러그 BEC : 하부전극

TEC : 상부전극 GST : 상변환 물질막

BC : 비트라인 컨택 TC : 표준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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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랜덤 억세스가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상변환 물질막과 1개의 억세스 트랜지

스터로 구성된 메모리셀들을 이용하여 데이타를 저장하며 랜덤 억세스가 가능한 상변환 램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서는 그러한 상변환 램의 메모리셀의 구조를 제안한다.

어드레스에 의한 랜덤 억세스(random access)가 가능하고 고집적 및 대용량을 실현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장치

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비휘발성 메모리장치로는, 현재 휴대용 전자기기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플

래쉬(flash) 메모리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 전형적인 저가 및 대용량 메모리인 디램(DRAM)의 상유전체 캐패시터를 

비휘발특성을 지닌 물질의 소자로 대체한 형태로서, 강유전체 캐패시터를 이용한 강유전체 램(ferroelectric RAM; F

RAM), 티엠알(TMR; tunneling magneto-resistive) 막을 이용한 마그네틱 램(magnetic RAM; MRAM), 그리고 칼

코겐 화합물(chalcogenide alloys)을 이용한 상변환 램(phase RAM; PRAM; chalcogenide-based RAM)이 소개되

어 있다.

특히, 상변환 램은, 비휘발성의 특성은 물론, 그 제조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저가로 대용량의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

다. 상변환 램은 온도에 반응하여 그 결정 상태가 다결정 상태로부터 비정질(amorphous) 또는 결정(crystal)으로 바

뀌는 상변환(phase transition) 물질을 사용한다. 상변환 물질은 예컨대 게르마늄(germanium; Ge), 스티비윰(stibiu

m; Sb) 및 텔루리윰(tellurium; Te)으로 조성된 켈코겐 화합물(GST 또는 Ge-Sb-Te)을 사용한다. GST외에 상변환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켈코겐 화합물로는 As-Sb-Te, As-Gb-Te, As-Gb-Sb-Te, Sn-Sn-Te, In-Sn-Sb-Te, Ag

-In-Sb-Te, 5A족 원소-Sb-Te, 6A족 원소-Sb-Te, 5A족 원소-Sb-Se 등이 있다. 또한, 이들 화합물에 질소가 첨

가될 수 있다.

상변환 램의 단위 메모리셀 UC는, 도 1에 보인 바와 같이, 비트라인 BL에 연결된 가변저항체 C와, 가변저항 C와 접

지전압사이에 연결되어 워드라인 WL에 게이트가 연결된 엔모오스형의 억세스트랜지스터 M으로 구성된다. 가변저항

체 C는, 도 2A 및 2B에 보인 바와 같이, 전술한 상변환 물질, 예컨대 GST 막(film)을 포함하며, GST막을 사이에 둔 

상부전극 TEC와 하부전극 BEC를 가진다. 상부전극 TEC는 비트라인 컨택 BC를 통하여 비트라인 BL에 접속되며 하

부전극 BEC는 도전성 물질(예컨대, TiN 등)로 컨택플러그(또는 히터플러그) CP를 통하여 액세스트랜지스터 M의 드

레인 D에 접속된다. 이러한 상변환 물질막으로 된 가변저항체 C는 공급되는 전류량과 공급시간에 따라 그 물질의 결

정상태가 바뀌게 된다. 상변환 물질막으로 된 가변저항 C로의 전류공급은 억세스트랜지스터 M이 턴온되어 비트라인 

BL로부터 접지전압으로의 전류경로가 형성됨에 의해 이루어 진다.

상변환 물질막은 온도에 따라 2개의 안정된 상태를 가지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타를 프로그램하고 소거(era

se)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상변환 물질막을, 시간 T1동안, 용융온도(melting temperature; Tm; 약 610℃)보다 높은

온도로 (전류공급에 의해) 가열한 뒤 급속히 냉각(quenching)시키면, 상기 상변환 물질막은 비정질 상태(amorphous

state)로 변한다(커브 1 참조). 이 때는 프로그램상태(또는 리셋상태)로서 데이타 '1'을 저장한다. 이와는 달리, 상변환

물질막을 결정화온도(crystallization temperature; Tc; 약 450℃)보다 높고 용융온도(Tm)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T1

보다 긴 시간 T2동안 가열한 뒤 냉각시키면, 상기 상변환 물질막은 결정화 상태(crystallization state)로 변한다(커브

2 참조). 이 때는 소거상태(또는 셋 상태)로서 데이타 '0'을 저장한다.

비정질상태로 된 상변환 물질막의 비저항이 결정화 상태로 된 상변환물질막의 비저항(比저항; relative resistance)

보다 높기 때문에, 읽기동작에서는 상변환물질막으로 된 가변저항 C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에 따른 전압차로써 데이

타 '1' 또는 '0'을 감지한다. 상변환 물질막이 비정질상태에서 결정화상태로 바뀜에 따라 그것의 비저항 변화정도는 약

10 3 이다.

도 4는 그러한 상변환 메모리셀들(UC)이 매트릭스형태로 배열된 메모리셀어레이를 보여 준다. 도 4에 보인 바와 같

이, 상변환 램의 메모리셀어레이의 구조는, 디램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n개의 비트라인들 BL0~BLn-1과 m개의 워드

라인들 WL0~WLm-1에 각각 연결된 도 1의 단위 메모리셀들이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도시되지는 않았

지만, 비트라인들의 각각에는 센스앰프가 연결된다.

이와 같은 셀 어레이 구성을 가진 상변환 램은, 휴대전화 또는 개인정보단말기(PDA)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한한 고집적으로 설계되고 제조되어야만 제한된 크기에서 대용량의 데이타 저장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상변환 램은 기본적으로 저가로 제조되어야 하며 대용량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전체적인 메모리셀어레이의 집적

도 또는 밀도가 높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변환 램의 메모리셀에서는, 상변환 물질막 GST와 하부전극 BEC가 접

촉하는 영역, 즉 도 2B에 보인 발열영역 PTA에 전류를 집중시켜 상변환 물질막 GST를 통과하는 전류밀도를 높여 주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류에 의한 열 전달매개로 작용하는 도전성의 컨택플러그 CP의 직경(통상적으로 90nm)은 작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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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억세스트랜지스터 M의 채널폭은 넓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고성능/고밀도의 상변환 램을 구현하

는 경우에 억세스트랜지스터의 채널폭이 불가피하게 증가되어 메모리셀어레이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상변환 램의 

전체적인 칩 사이즈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로는, 상변환 램의 메모리셀이 차지하는 면적(6~12F 2 )은 전술

한 특성으로 인해 디램의 그것(6~8F 2 )보다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메모리셀의 단위면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고집적 및 대용량에 유리한 메모리셀 구조를 가진 상변환 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칩 사이즈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고성능 및 고밀도를 실현할 수 있는 메모리셀 구조를 가지는 상변환 

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고집적의 메모리셀어레이를 실현할 수 있는 메모리셀의 레이아웃 구조를 가지는 상변환 램을 제공하

고자 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환 메모리장치는, 소정의 단위영역들로 배열된 메

모리셀어레이를 가진다.

상기 단위영역은, 제1방향으로 신장하는 제1도전선; 제2방향으로 신장하는 복수의 제2도전선들; 상기 제1도전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상변환 물질막; 소정의 활성영역내에 한정되며 상기 상변환 물질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1

반도체영역; 그리고 상기 활성영역내에 한정되며 상기 제2도전선들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1반도체영역으로부터 이격

된 제2반도체영역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단위영역은, 상기 제1도전선과 상기 상변환물질막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전극; 그리고 상기 상변환 물질막과 상기 제1반도체영역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복수의 제2전극들을 포함한다.

상기 제2전극들은 상기 제1반도체영역과 소정의 도전물질층을 통하여 각각 연결된다.

상기 단위영역은, 또한, 상기 제2방향으로 신장하는 복수의 제3도전선들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반도체영역이 복수개이며, 상기 제3도전선들은 상기 제2반도체영역들과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3도전선들의 각각은 상기 단위영역에 속하는 상기 제2반도체영역과 상기 단위영

역에 이웃하는 다른 단위영역의 상기 제2반도체영역과 공통으로 연결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제1, 제2 및 제3도전선은 각각 비트라인, 워드 라인 및 접지라인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제2전극들이 상기 제1방향으로 배열되거나, 상기 제2방향으로 배열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본 발명에 따른 상변환 메모리장치는, 비트라인; 각각의 드레인영역을 가지는 복수의 

억세스트랜지스터들; 그리고 상기 비트라인에 제1전극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드레인영역에 복수의 제2

전극들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억세스트랜지스터들에 공유되는 상변환 물질막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트랜지스터들의 드레인영역들은 공유되며 상기 억세스트랜지스터들의 소오

스영역들은 접지라인들에 각각 연결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영역들은 하나의 접지라인에 공통으로 연결된다.

상기 드레인영역 및 상기 소오스영역들이 소정의 활성영역내에 한정된다. 상기 활성영역은 복수개로 행과 열로 배열

되며 이웃한 상기 활성영역들은 서로 절연된다. 여기서, 상기 접지라인은 서로 이웃하는 상기 활성영역들의 상기 소

오스영역들에 공유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메모리셀의 가변저항(C)의 재료가 되는 상변환 물질로서 GST(Ge X Sb Y Te Z ; GeSb 4

Re 7 , GeSb 2 Re 4 , 또는 Ge 2 Sb 2 Re 5 )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변환 물질막의 재료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상변환 물질( Ag-in-Sb-Te 등)로 구성된 메모리셀에도 적용 가능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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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관한 설명에서, 표준셀 또는 레이아웃 표준셀이라 함은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 

1에 보인 단위 메모리셀을 2개로 묶어 형성한 것으로서, 메모리셀어레이상에서 행과 열로 배열되는 레이아웃 반복단

위를 지칭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관한 설명에서, 실시예들은 편의상 5가지로 분류되지만 어느 실시예에 있어서나 전술한 표준

셀을 영역을 단위로 소개될 것이며 그들간의 조합 또는 응용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형태의 실시예들이 가능함을 이해하

여야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2개의 단위 메모리셀들 UC1 및 UC2를 하나의 레이아웃 단위로 한 레이아웃 표준셀 TC로 한 

경우의 등가회로를 보여 준다.

도 5를 참조하면, 2개의 단위 메모리셀들 UC1 및 UC2가 비트라인 BL과 접지전압 사이에 병렬로 연결된다. 즉, 하나

의 레이아웃 단위에 속하는 2개의 단위 메모리셀들 UC1 및 UC2는 하나의 비트라인을 공유한다. 단위 메모리셀 UC1

의 액세스트랜지스터 M0의 게이트는 워드라인 WL0에 접속되고, 단위 메모리셀 UC2의 액세스트랜지스터 M2의 게

이트는 워드라인 WL1에 접속된다. 레이아웃 표준셀 TC의 보다 상세한 물리적 구조에 관하여는 후술될 것이다.

도 6은 도 5에 보인 레이아웃 표준셀 TC들로 된 메모리셀어레이의 회로구성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 도 6을 참조하

면, 표준셀 TC는 2개씩의 워드라인들(예컨대, WL0 및 WL1)과 하나의 비트라인(예컨대, BL0)에 연결되어 행과 열방

향으로 반복적으로 배열된다. 도 6에서 점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전 메모리셀어레이에 걸쳐 반복되는 단위 영역으로

서,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표준셀의 영역이다.

제1실시예 (도 7, 도 8A 및 8B)

도 7은 도 5의 셀 등가회로에 따른 표준셀 TC의 평면 레이아웃 구조의 제1실시예로서, 도 6의 점선영역에 해당한다. 

즉, 비트라인 BL0과 워드라인들 WL0 및 WL1에 연결된 표준셀의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도 8A 및 8B는 도 7의 절

단선 A-A'(Y축 방향) 및 절단선 B-B'(X축 방향)에 의한 단면구조를 각각 보여 주며, 이하의 설명에서 도 7과 함께 참

조될 것이다. 도 7과 도 8A 및 8B에서, 비트라인은 Y축 방향으로 신장하며 워드라인은 X축 방향으로 신장한다.

도 7을 참조하면, 도 5에 보인 표준셀 TC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셀 UC0 및 UC1은 비트라인의 신장방향(Y축 방향 

또는 채널폭 방향)으로 배열된다. 억세스트랜지스터 M0 및 M1은 필드산화막 FOX로 분리된 활성영역 ATR0 및 ATR

1에 각각 형성된다. 억세스트랜지스터 M0의 활성영역 ATR0에는 드레인영역 D0 및 소오스영역 S0이 포함되며, 억

세스트랜지스터 M1의 활성영역 ATR1에는 드레인영역 D1 및 소오스영역 S1이 포함된다.

여기서, 상변환 물질막 GST01은 2개의 단위 메모리셀 UC0 및 UC1에 공유된다. 즉, 회로적으로 단위 메모리셀 UC0

및 UC1에 각각 속하는 가변저항체 C0 및 C1는 구조적으로는 상변환 물질막 GST01을 공유한다.

가변저항체 C0 및 C1의 각각의 하부전극 BEC0 및 BEC1는 상변환 물질막 GST의 하면에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되며

(도 8A 또는 8B 참조), 각각의 하부전극 BEC0 및 BEC1과 드레인영역 D0 및 D1의 사이에는 각각 히터플러그로 작

용하는 컨택플러그 CF0 및 CF1이 각각 연결된다(도 8B 참조). 여기서, 각각의 드레인영역 D0 및 D1에 연결되는 독

립적인 하부전극 BEC0 및 BEC1은 X축 방향으로 배열된다. 가변저항체의 상부전극 TEC01은, 2개의 단위 메모리셀

들(또는 가변저항체 C0 및 C1)에 공유되는 상부전극으로서, 상변환 물질막 GST01의 상면에 형성되어 비트라인 컨택

BC01을 통하여 비트라인 BL0과 연결된다. 상부전극 TEC01이 공유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트라인 컨택 BC01은 드

레인영역 D0 및 D1에 걸쳐서 형성된다.

엑세스트랜지스터 M0 및 M1의 각각의 소오스영역 S0 및 S1은 각각의 독립된 접지전압 라인 GND0 및 GND1에 각

각의 접지전압 컨택 GC0 및 GC1을 통하여 연결된다.

단위 메모리셀 UC0의 억세스트랜지스터 M0의 게이트가 되는 워드라인 WL0는 드레인영역 D0과 소오스영역 S0의 

사이에서 X축 방향으로 신장하며, 단위 메모리셀 UC1의 억세스트랜지스터 M1의 게이트가 되는 워드라인 WL0는 드

레인영역 D1과 소오스영역 S1의 사이에서 X축 방향으로 신장한다.

이러한 구조의 표준셀 TC가 행과 열방향으로 반복 배열되어 도 6에 보인 메 모리셀어레이를 구성한다.

도 7 내지 도 8B에 보인 실시예에 의하면, 2개의 억세스트랜지스터(또는 2개의 가변저항체)가 상변환 물질막의 패턴

과 상부전극을 공유한다. 그 결과, 하나의 단위 메모리셀마다 상변환 물질막 패턴 및 상부전극을 마련하여야 하는 경

우보다 메모리셀의 단위면적이 줄어 듦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하부전극 BEC0 및 BEC1사이의 배열간격은 하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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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상변환 물질막이 접촉하는 발열영역(도 2B에 보인 PTA; 즉, 실질적으로 상변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실시예 (도 9 및 도 10)

도 7과 도 8A 및 8B에 보인 제1실시예에서는 X축 방향(즉, 워드라인 방향)으로 하부전극 BEC0 및 BEC1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이들 각각의 독립적인 하부전극들의 형성위치는 도 9 및 도 10에 보인 바와 같이 Y축 방향(즉, 

비트라인 방향)으로 비트라인 컨택 BC01을 사이에 두고 형성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표준셀의 다른 평면 레이아웃 구조로서 도 6의 점선 부분에 해당하며, 도 10은 

도 9의 절단선 C-C'에 따른 단면구조를 보여 주며 도 9와 함께 이하의 설명에서 참조될 것이다.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면, 도 5에 보인 표준셀 TC를 구성하는 단위 메모리셀 UC0 및 UC1은 비트라인의 신장방향(

Y축 방향 또는 채널폭 방향)으로 배열된다. 억세스트랜지스터 M0 및 M1은 필드산화막 FOX로 분리된 활성영역 ATR

0 및 ATR1에 각각 형성된다. 억세스트랜지스터 M0의 활성영역 ATR0에는 드레인영역 D0 및 소오스영역 S0이 포함

되며, 억세스트랜지스터 M1의 활성영역 ATR1에는 드레인영역 D1 및 소오스영역 S1이 포함된다.

여기서, 도 7에 보인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상변환 물질막 GST01의 패턴은 2개의 단위 메모리셀 UC0 및 UC1에 

공유된다. 즉, 회로적으로 단위 메모리셀 UC0 및 UC1에 각각 속하는 가변저항체 C0 및 C1는 구조적으로는 상변환 

물질막 GST01을 공유한다.

가변저항체 C0 및 C1의 각각의 하부전극 BEC0 및 BEC1는 상변환 물질막 GST01의 하면에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

되며(도 10 참조), 각각의 하부전극 BEC0 및 BEC1과 드레인영역 D0 및 D1의 사이에는 각각 히터플러그로 작용하는

컨택플러그 CF0 및 CF1이 각각 연결된다(도 10 참조). 여기서, 각각의 드레인영역 D0 및 D1에 연결되는 독립적인 

하부전극 BEC0 및 BEC1은 Y축 방향으로 배열된다. 가변저항체의 상부전극 TEC01은, 2개의 단위 메모리셀들(또는

가변저항체 C0 및 C1)에 공유되는 상부전극으로서, 상변환 물질막 GST의 상면에 형성되어 비트라인 컨택 BC01을 

통하여 비트라인 BL0과 연결된다. 상부전극 TEC01이 공유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트라인 컨택 BC01은 드레인영역 

D0 및 D1에 걸쳐서 형성된다.

엑세스트랜지스터 M0 및 M1의 각각의 소오스영역 S0 및 S1은 각각의 독립된 접지전압 라인 GND0 및 GND1에 각

각의 접지전압 컨택 GC0 및 GC1을 통하여 연결된다.

단위 메모리셀 UC0의 억세스트랜지스터 M0의 게이트가 되는 워드라인 WL0는 드레인영역 D0과 소오스영역 S0의 

사이에서 X축 방향으로 신장하며, 단위 메모리셀 UC1의 억세스트랜지스터 M1의 게이트가 되는 워드라인 WL0는 드

레인영역 D1과 소오스영역 S1의 사이에서 X축 방향으로 신장한다.

이러한 구조의 표준셀 TC이 행과 열방향으로 반복 배열되어 도 6에 보인 메모리셀어레이를 구성한다.

도 9 및 10에 보인 바에 의하면, 앞서 설명한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2개의 억세스트랜지스터가 상변환 물질막의 패턴

과 상부전극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단위 메모리셀마다 상변환 물질막 패턴 및 상부전극을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보다 메모리셀의 단위면적이 줄어 듦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하부전극 BEC0 및 BEC1사이의 Y축상에서의

배열간격은 하부전극과 상변환 물질막이 접촉하는 발열영역(도 2B에 보인 PTA; 즉, 실질적으로 상변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변환 물질막을 공유함에 따른 메모리셀의 단위면적, 특히 채널폭 방향(Y축 방향)으로의 점유면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변환 물질막을 통과하는 전류밀도를 증강시키기 위하여 채널폭을 늘일 수 있는 여유가 확보됨을 이해

할 수 있다.

도 7 또는 도 9에 보인 표준셀 TC의 구조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상변환 물질막의 공유 패턴과 공유 상부전극 및 독립

된 하부전극들의 형성위치만 다를 뿐 별도의 마스크공정이 추가되지 않는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들에서 하부전극들의 구조가 각각 형성되는 드레인영역 들을 억세스트랜지스터마다 분리시킨 것

은, 독출동작시 비트라인으로부터 공유 상부전극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하나의 레이아웃 표준셀을 구성하는

2개의 단위 메모리셀을 통하여 동시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드레인영역들을 분리하는 패턴은, 별도의 하부

전극과 공유 상부전극을 형성함에 있어서 레이아웃 설계상에서의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실시예 (도 11, 도 12, 도 13A 및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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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7 또는 도 9에 보인 실시예들에서는 표준셀(TC)의 영역(도 6의 점선부분)내에서 드레인영역이 공유되고 그

에 따라 상변환 물질막의 패턴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한 표준셀들이 도 11에 보인 바와 같이 상변환 물

질막을 공유하면서 또한 접지라인을 공유하는 형상으로 설계될 수 있다.

도 11은 도 5에 보인 레이아웃 표준셀에 관한 구조의 제3실시예를 보여 주는 도면이며, 도 12는 도 11의 절단선 E-E

'를 따라 취한 단면 구조를 보여 준다. 도 12는 도 11과 함께 참조될 것이다. 도 11 및 도 12에 보인 표준셀의 평면 및

단면구조는 도 6에 보인 점선 부분에 해당한다.

도 11을 참조하면, 단위 메모리셀 UC0 및 UC1에 속하는 억세스트랜지스터 M0 및 M1의 소오스영역들은 서로 공유

된다. 공유된 소오스영역 S01은 활성영역 ATR01내에 한정된다. 공유 소오스영역 S01상에는 X축 방향으로 접지라인

GND01이 신장한다. 접지라인 GND01은 억세스트랜지스터 M0 및 M1에 공유된다.

단위 메모리셀 UC0 및 UC1에 공유되는 상변환 물질막 GST01의 하부전극 BEC0 및 BEC1은 억세스트랜지스터 M0

및 M1의 각 드레인영역 D0 및 D1에 한정되어 각각 형성된다. 각 드레인영역 D0 및 D1과 하부전극 BEC0 및 BEC1

의 각각의 사이는 히터플러그로 작용하는 도전성의 TiN 등으로 된 컨택플러그 CP0 및 CP1를 통하여 연결된다. 공유

되는 상변환 물질막 GST01의 상부전극 TEC01은 비트라인 컨택 BC01을 통하여 비트라인 BL0에 연결된다.

여기서, 비트라인 컨택 BC01은 공유 소오스영역 S01과 접지라인 GND01을 연결하는 메탈 컨택(또는 접지 컨택) GC

01의 상부에 형성된다.

이와 같이, 2개의 단위 메모리셀 UC0 및 UC1에 속하는 각 가변저항체 C0 및 C1이 구조적으로 상변환 물질막을 공

유하고 또한 공유 소오스영역을 통하여 접지라인을 공유함으로써, 단위 메모리셀이 점유하는 단위 면적을 줄일 수 있

다.

도 13A는 도 11 또는 도 12에 보인 표준셀의 구조를 레이아웃 기본단위로 하여 메모리셀어레이를 비트라인(예컨대, 

m번째 비트라인 BLm)에 대응하여 구성한 일반적인 일례를 보여 준다.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트라인 BLm이

신장하는 방향을 따라 표준셀들 TCgh, TCij 및 TCkl이 반복적으로 배열됨을 볼 수 있다.

즉, 도 13A를 참조하면, 표준셀 TCij는 해당하는 활성영역 ATRij내에서 공유 소오스영역 Sij를 X축 방향으로 가로지

르는 공유 접지라인 GNDij에 연결된다. 표준셀 TCij에 속하는 상변환 물질막 GSTij는 비트라인 컨택 BCij에 의해 연

결된 공유 상부전극 TECij를 통하여 비트라인 BLm에 연결된다. 표준셀 TCij의 하부전극 BECi 및 BECj는 각각의 해

당하는 독립된 드레인영역 Di 및 Dj로부터 각각의 컨택플러그를 통하여 공유된 상변환 물질막 GSTij에 연결된다.

비트라인 BLm의 신장방향으로 표준셀 TCij에 이웃하는 표준셀들 TCgh 및 TCkl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 또

한,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비트라인들의 배열방향을 따라서도 도 13A에 보인 구조가 반복적으로 배열됨을 이해하여

야 한다.

한편, 도 13B에 보인 메모리셀어레이의 배열 패턴은, 도 13A에 도시된 것과는 달리, 비트라인 BLm의 신장방향을 따

라 배열된 표준셀들 TCgh, TCij 및 TCkl 등이 상변환 물질막 GSTm을 하나로 공유한다. 즉, 각 Y축 방향으로 신장하

고 X축 방향으로 배열된 비트라인들 마다 하나씩의 공유된 상변환 물질막이 배치된다. 공유된 상변환 물질막 GSTm

의 하부에 접촉하는 하부전극들 BECh, BECi, BECj 및 BECk 등은 단위 메모리셀(또는 각각의 억세스트랜지스터)마

다 독립적으로 형성된다. 도 13B에서 드레인 및 소오스영역들과 공유 접지라인들 및 상하부전극들의 연결 구조는 도 

13A과 동일하다.

전술한 도 11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에 의하면, 표준셀 단위로 접지라인을 공유하고 상변환 물질막을 공유함에 따라 

단위 메모리셀의 점유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도 13A 또는 도 13B와 같이 메모리셀어레이를 구성한 경우 제한

된 면적에 집적되는 표준셀의 갯수 즉 메모리용량만큼 전체적인 메모리셀어레이의 면적이 줄어듦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표준셀 단위로 공유된 상부전극을 가지기 때문에, 메모리셀어레이 전체적으로 비트라인에 대한 컨택 레지스턴

스(contact resistance)를 줄일 수 있다.

비교하자면, 도 13B에 보인 메모리셀어레이의 구조가 도 13A에 보인 구조보다 집적도를 더 향상시키고 비트라인의 

저항을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류가 흐를 때 상변환 물질막의 결정화 또는 비정질 상태가 상변환 물질막(

예컨대, GSTm)의 하부전극 접촉 영역(예컨대, 도 2B의 발열영역 PTA)내에서 균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비트라

인을 통한 전류가 상변환 물질막의 하부전극을 기준으로 상하 또는 좌우로 균일하게 흐르기 때문이다.

제4실시예 (도 14, 도 15 및 도 16)

도 14는 도 5에 보인 표준셀(또는 도 6의 점선친 영역)이 소오스영역과 접지라인을 공유하는 구조에서의 다른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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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레이아웃 설계의 편의와 효율을 향상시켜 보다 고밀도의 메모리셀어레이 구조를 도모하는 경우이다.

도 15는 도 14의 절단선 F-F'를 따라 취한 단면구조를 보여 주며, 도 16은 도 14에 따른 방식으로 메모리셀어레이를

구성한 실례를 보여 준다.

도 14 내지 도 15를 참조하면, 하나의 표준셀에 포함된 단위 메모리셀(예컨대, UC0 및 UC1)의 각각에는 상변환 물

질막 GST0 및 GST1이 각각 독립적으로 배치된다. 그에 따라, 상부전극 TEC0 및 TEC1도 단위 메모리셀마다 각각

의 비트라인 컨택 BC0 및 BC1에 각각 형성된다. 단위 메모리셀마다 독립적으로 배치된 상변환 물질막 GST0 및 GS

T1은 각각의 해당하는 드레인영역 D0 및 D1에 컨택플러그 CP0 및 CP와 하부전극 BEC0 및 BEC1을 통하여 각각 

연결된다.

서로 독립된 상변환 물질막 GS0 및 GST1의 패턴들은 이웃하는 다른 메모리셀들에 의해 공유되도록 표준셀 영역의 

가장자리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상변환 물질막의 패턴은 도 11의 패턴 즉 단위 표준셀 영역내에서만 상변환 물

질막이 공유 된 형태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트라인 컨택 BC0 및 BC1도 이웃하는 다른 메모리셀들에 공유

되도록 도 11에 보인 패턴의 1/2 크기로 가장자리에 배치된다. 이러한 비트라인 컨택들의 배치는, 도 11에 보인 비트

라인 컨택들이 해당하는 드레인영역들에 전속된 형태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상변환 물질막과 비트라인컨택에 관한 이와 같은 배치(이웃하는 표준셀과의 공유 형태)는, 단위 메모리셀의 점유면적

을 줄이는 것은 물론 메모리셀어레이의 집적도를 보다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한편, 공유된 소오스영역 S01에는 메탈로 된 접지컨택 GC0 및 GC1을 각각 통하여 공유 접지라인 GND01이 연결되

어 X축 방향으로 신장한다. 각 단위 메모리셀들의 각각에는 워드라인 WL0 및 WL1이 각각 배치되어 X축 방향으로 

신장한다.

여기서, 워드라인들 WL0 및 WL1과 공유된 접지라인 GND01은 활성영역 ATR01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가 사선형태

로(twisted) 되어 있다. 특히, 공유된 접지라인 GND01과 공유된 소오스영역 S01을 연결하는 접지컨택 GC0 및 GC1

은, 공유 접지라인 GND01의 사선화(twisted)된 부분을 사이에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도 16은 도 14에 보인 표준셀의 레이아웃 패턴을 기본단위(점선친 영역)로 하여 메모리셀어레이를 구성한 실례를 보

여준다. 도 16은 2개의 임의의 비트라인 BLm 및 BLn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된(mirrored) 구조로서 표준셀들이 행과 

열과 배열되어 도시한다.

도 14와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 16에 의하면 이웃하는 표준셀들은 상변환 물질막과 비트라인 컨택을 

공유한다. 즉 비트라인 BLn에 대하여 배열 된 표준셀들을 예로 들면, 서로 이웃하는 표준셀 TC01과 표준셀 TC23은 

상변환 물질막 GST12와 비트라인 컨택 BC12를 공유한다. 또한, 서로 이웃하는 표준셀 TC23과 표준셀 TC45는 상

변환 물질막 GST34와 비트라인 컨택 BC34를 공유한다. 마찬가지로, 서로 이웃하는 표준셀 TC45와 표준셀 TC67은

상변환 물질막 GST56과 비트라인 컨택 BC56을 공유한다. 비트라인 BLm측에 해당하는 표준셀들도 비트라인 BLn

의 표준셀들에 대하여 대칭형태로 배열된 것 외에는, 비트라인 BLn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메모리셀어레이 전체적으로 도 14에 보인 표준셀의 패턴을 기본으로 한 도 16에 보인 레이아웃 구조가 반복배열됨에

따라, 단위 패턴들이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배열된 경우보다 집적밀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제5실시예 (도 17 및 도 18)

도 17은 도 5에 보인 표준셀(또는 도 6의 점선친 영역)이 소오스영역과 접지라인을 공유하는 구조에 관한 또 다른 실

현가능한 실시예로서, 도 14의 레이아웃 패턴에서 활성영역과 상변환 물질막의 패턴을 변형하여 표준셀의 구조를 설

계한 것이다. 전술한 실시예들이 지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의 편의와 효율을 향상시켜 보다 고밀도의 메모리셀

어레이 구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도 17의 레이아웃 구조에 따른 단면구조는 도 15와 동일하며, 도 18은 도 17에 따른 방식으로 메모리셀어레이를 구

성한 실례를 보여 준다.

도 17에서는, 활성영역 ATR01의 패턴은 'S'자 등과 같이 평면상에서 굴곡을 가진 형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하

나의 표준셀에 포함된 단위 메모리셀(예컨대, UC0 및 UC1)의 각각에는 상변환 물질막 GST0 및 GST1이, 도 14의 

경우와 같이, 각각 독립적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상변환 물질막 GST0 및 GST1의 패턴은 공유된 접지라인 GND01

을 중심으로 서로 역상으로 대칭되는 다각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활성영역 및 상변환 물질막의 이러한 패턴 변경은

제한된 메모리셀어레이의 면적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도 17에 보인 패턴이 아닌 다른 

형상의 굴곡을 가진 패턴들로 설계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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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영역 ATR01과 상변환 물질막 GST01의 패턴을 제외한 다른 구조들은 도 14의 형태와 동일하다. 즉, 상부전극 T

EC0 및 TEC1은 단위 메모리셀마다 각각의 비트라인 컨택 BC0 및 BC1에 각각 형성된다. 단위 메모리셀마다 독립적

으로 배치된 상변환 물질막 GST0 및 GST1은 각각의 해당하는 드레인영역 D0 및 D1에 컨택플러그 CP0 및 CP와 하

부전극 BEC0 및 BEC1을 통하여 각각 연결된다. 서로 독립된 상변환 물질막 GS0 및 GST1의 패턴들은 이웃하는 다

른 메모리셀들에 의해 공유되도록 표준셀 영역의 가장자리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상변환 물질막의 패턴은, 도 1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 11의 패턴 즉 단위 표준셀 영역내에서만 상변환 물질막이 공유된 형태와는 다르다. 또한, 비트

라인 컨택 BC0 및 BC1도 이웃하는 다른 메모리셀들에 공유되도록 도 11에 보인 패턴의 1/2 크기로 가장자리에 배치

된다. 이러한 비트라인 컨택들의 배치는, 도 11에 보인 비트라인 컨택들이 해당하는 드레인영역들에 전속된 형태와는

또한 다르다. 도 1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유된 소오스영역 S01 에는 메탈로 된 접지컨택 GC0 및 GC1을 각각 통

하여 공유 접지라인 GND01이 연결되어 X축 방향으로 신장한다. 각 단위 메모리셀들의 각각에는 워드라인 WL0 및 

WL1이 각각 배치되어 X축 방향으로 신장한다. 여기서, 워드라인들 WL0 및 WL1과 공유된 접지라인 GND01은 활성

영역 ATR01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가 사선형태로(twisted) 되어 있다. 특히, 공유된 접지라인 GND01과 공유된 소

오스영역 S01을 연결하는 접지컨택 GC0 및 GC1은, 공유 접지라인 GND01의 사선화(twisted)된 부분을 사이에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변환 물질막과 비트라인컨택에 관한 이와 같은 배치(이웃하는 표준셀과의 공유 형태)는, 단위 메모리셀의 점유면적

을 줄이는 것은 물론 메모리셀어레이의 집적도를 보다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도 18은 도 17에 보인 표준셀의 레이아웃 패턴을 기본단위(점선친 영역)로 하여 메모리셀어레이를 구성한 실례를 보

여준다. 도 18은 2개의 임의의 비트라인 BLm 및 BLn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된(mirrored) 구조로서 표준셀들이 행과 

열과 배열되어 도시한다.

도 1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 18에 의하면 이웃하는 표준셀들은 상변환 물질막과 비트라인 컨택을 공유한다. 즉 비

트라인 BLn에 대하여 배열된 표준셀들을 예로 들면, 서로 이웃하는 표준셀 TC01과 표준셀 TC23은 상변환 물질막 G

ST12와 비트라인 컨택 BC12를 공유한다. 또한, 서로 이웃하는 표준셀 TC23과 표준셀 TC45는 상변환 물질막 GST

34와 비트라인 컨택 BC34를 공유한다. 마찬가지로, 서로 이웃하는 표준셀 TC45와 표준셀 TC67은 상변환 물질막 G

ST56과 비트라인 컨택 BC56을 공 유한다. 비트라인 BLm측에 해당하는 표준셀들도 비트라인 BLn의 표준셀들에 대

하여 대칭형태로 배열된 것 외에는, 비트라인 BLn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도 1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메모리셀어레이 전체적으로 도 17에 보인 표준셀의 패턴을 기본으로 한 도 18에 보인 

레이아웃 구조가 반복배열됨에 따라, 단위 패턴들이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배열된 경우보다 집적밀도가 향상될 수 있

음을 이해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보인 본 발명의 수단 또는 방법에 준하여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

명의 범위내에서 본 발명의 변형 및 응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술한 실시예들에서는 2개의 단위 메모리셀들을 하

나의 표준셀로 하여 레이아웃 구성을 행하였으나, 동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수의 단위 메

모리셀들이 하나의 상변환 물질막 패턴을 공유하도록 하여 그 집적 밀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상

변환 물질막을 구성하는 화합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마스크공정에 의하여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에 공히 

적용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본 발명은 상변환 램의 단위 메모리셀들이 상변환 물질막의 패턴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고집적/고밀도의 메모리셀어레이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의해 고집적의 상변환 램 메모리

셀어레이가 가능함에 따라 제한된 면적에서 상변환 램의 저장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단위영역들로 배열된 메모리셀어레이를 가지는 상변환 메모리장치에 있어서:

상기 단위영역이,

제1방향으로 신장하는 제1도전선;

제2방향으로 신장하는 복수의 제2도전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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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도전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상변환 물질막;

소정의 활성영역내에 한정되며 상기 상변환 물질막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1반도체영역; 그리고

상기 활성영역내에 한정되며 상기 제2도전선들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1반도체영역으로부터 이격된 제2반도체영역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영역이,

상기 제1도전선과 상기 상변환물질막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전극; 그리고

상기 상변환 물질막과 상기 제1반도체영역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복수의 제2전극들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전극들이 상기 제1반도체영역과 소정의 도전물질층을 통하여 각각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

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영역이,

제2방향으로 신장하는 복수의 제3도전선들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반도체영역이 복수개이며, 상기 제3도전선들이 상기 복수개의 제2반도체영역들과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됨

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3도전선들의 각각이 상기 단위영역에 속하는 상기 제2반도체영역과 상기 단위영역에 이웃하는 다른 단위영역

의 상기 제2반도체영역과 공통으로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3도전선이 접지라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도전선이 비트라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도전선이 워드라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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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전극들이 상기 제1방향으로 배열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전극들이 상기 제2방향으로 배열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위영역이,

제2방향으로 신장하는 제3도전선을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반도체영역이 복수개이며, 상기 제3도전선이 상기 복수개의 제2반도체영역들에 공유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

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3도전선이 접지라인이며, 상기 제1 및 제2도전선이 각각 비트라인 및 워드라인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

모리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변환 물질막이 상기 제2도전선들 사이에 위치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변환 물질막이 서로 이웃하는 상기 단위영역들에 공유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17.
상변환 메모리장치에 있어서:

비트라인;

각각의 드레인영역을 가지는 복수의 억세스트랜지스터들;

상기 비트라인에 제1전극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드레인영역에 복수의 제2전극들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억세스트랜지스터들에 공유되는 상변환 물질막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영역들이 접지라인들에 각각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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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드레인영역 및 상기 소오스영역들이 소정의 활성영역내에 한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영역이 복수개로 행과 열로 배열되며, 이웃한 상기 활성영역들은 서로 절연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

리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라인이 서로 이웃하는 상기 활성영역들의 상기 소오스영역들에 공유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영역들이 하나의 접지라인에 공통으로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

치.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트랜지스터들이 상기 드레인영역들을 공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변환 메모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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