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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펀치쓰루 방지막을 갖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들 및그 제조 방법들

요약

펀치쓰루 방지막(Punchthrough Protecton Layer)을 갖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들 및 그 제조 방법들을 제공한다. 이

트랜지스터들 및 그 제조 방법들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펀치쓰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반도체 기판이 준비되고, 상기 반도체 기판의 주 표면으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연장된 채널부 홀(Channel-

Portion Hole)이 배치된다. 상기 채널부 홀의 하부에 펀치쓰루 방지막 및 채널부 막(Channel-Portion Layer)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채널부 홀의 상부를 채우고 동시에 반도체 기판 상에 배치된 워드라인 패턴이 형성된다. 이때에, 상기 워드

라인 패턴은 차례로 적층된 워드라인 및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이고, 상기 채널부 막은 채널 영역(Channel Region)의 일부

분이다. 이를 통해서,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을 갖는 반도체 장치는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펀치쓰루를

방지해서 트랜지스터의 스위칭(Swithcing)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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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쓰루 방지막, 채널부 홀, 채널부 막, 트랜지스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배치도.

도 2 는 도 1 의 절단선 Ⅰ-Ⅰ' 를 따라서 취한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단면도.

도 3 내지 도 16 은 각각이 도 1 의 절단선 Ⅰ-Ⅰ' 를 따라서 취한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단면도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들 및 그 제조 방법들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펀치쓰루 방지막을 갖는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들 및 그 제조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기판 상에 배치된 워드라인 패턴 및 그 패턴에 중첩하도록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소오스

/ 드레인 영역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워드라인 패턴 아래의 반도체 기판에 채널 영역이 위치된다. 상기 채널 영역은

반도체 장치의 디자인 룰이 축소됨에 따라서 워드라인 패턴과 함께 반도체 기판에 작은 면적을 갖게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기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기판에 트랜치 형태를 갖는 채널부 홀(Channel-Portion Hole) 및 그 홀

을 채운 워드라인 패턴을 구비한다. 상기 워드라인 패턴은 채널부 홀을 한정하는 반도체 기판을 따라서 전하들의 전송 루

트인 채널 영역을 제공한다. 이때에, 상기 채널부 홀 주위의 채널 영역은 반도체 기판 상에 배치된 워드라인 패턴 아래의

채널 영역의 길이보다 크다.

그러나, 상기 채널부 홀을 갖는 트랜지스터는 채널 영역의 길이를 증가시킴과 함께 반도체 장치의 집적도를 증가시킬수 있

지만 디자인 룰 축소와 관련된 소오스 영역과 드레인 영역 사이의 펀치쓰루(Punchthrough)는 개선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기 반도체 장치의 디자인 룰의 축소는 채널부 홀의 직경을 작게하고 동시에 그 채널부 홀을 사이에 두고 채널 영역을 따

라 서로 마주보는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접촉 가능성도 크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채널부 홀을 갖는 트랜지스

터는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펀치쓰루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되어진다.

한편, " 트랜치 게이트 구조를 제조하는 방법(Method Of Manufacturing Trench Gate Structure)" 이 미국특허공보 제

6,423,618 호(U.S PATENT No. 6,423,618)에 밍 장 린(Ming-Jang Lin) 등에 의해 개시된 바 있다.

상기 미국특허공보 제 6,423,618 호에 따르면, 이 방법은 반도체 기판 상에 차례로 적층된 에피텍셜 막(Epitaxial Layer),

제 1 및 제 2 유전막들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에피텍셜 막은 베이스 영역(Base Region) 및 그 영역에 중첩하는

소오스 영역(Source Region)을 갖는다. 그리고, 상기 제 2 및 제 1 유전막들과 함께 소오스 및 베이스 영역들을 차례로 관

통해서 에피텍셜 막에 트랜치를 형성한다.

상기 방법은 트랜치의 하부에 제 3 유전막을 형성하고, 상기 트랜치를 컨포멀하게 덮는 게이트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을 포

함한다. 상기 트랜치를 컨포먹하게 덮어서 제 2 유전막 상에 폴리실리콘 막을 형성하고, 상기 폴리실리콘 막 상에 제 4 유

전막을 형성해서 트랜치를 채운다. 계속해서, 상기 제 4 유전막 및 폴리 실리콘 막을 부분 제거해서 상기 제 4 유전막 및 폴

리실리콘 막과 함께 베이스 영역이 동일한 상면을 이루도록 한다.

그러나, 상기 방법은 에피텍셜 막에 식각 공정을 실시해서 트랜치 게이트 구조를 갖는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

하는데, 상기 트렌지스터는 식각 공정으로 인해서 트랜치를 한정하는 에피텍셜 막을 따라서 불 안정한 계면 상태

(Interfacial State)를 갖을 수 있다. 상기 에피텍셜 막의 불 안정한 계면은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의 일부를 구성해서 반

도체 장치의 구동 동안 누설 전류(Leakage Current)의 근원이 된다. 또한, 상기 방법은 트랜치의 하부 및 측부에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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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산화막들을 게이트 산화막으로 사용해서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해주는데, 상기 트랜치 내의 산화막들은

트랜지스터의 구동 동안 서로 다른 막질 특성 차이로 누설 전류의 증가 및 게이트 산화막의 파괴 전압(Breakdown

Voltage)을 저하시킬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펀치쓰루를 방지하는데 적합한 채널부

홀 내 펀치쓰루 방지막을 갖는 반도체 장치 및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들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펀치쓰루를 방지할 수 있는 채널부 홀

내 펀치쓰루 방지막을 갖는 반도체 장치 및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들의 제조방법들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들을 구현히기 위해서, 본 발명은 펀치쓰루 방지막을 갖는 반도체 장치 및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들을 제

공한다.

이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기판의 주 표면으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연장된 채널부 홀(Channel-Portion Hole)

을 포함한다. 상기 채널부 홀의 하부에 차례로 적층된 펀치쓰루 방지막(Punchthrough Protection Layer) 및 채널부 막

(Channel-Portion Layer)이 위치된다. 상기 채널부 막은 채널 영역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상기 채널부 홀의 상부를 채우

고 동시에 반도체 기판 상에 형성된 워드라인 패턴이 배치된다. 상기 워드라인 패턴은 차례로 적층된 워드라인 및 워드라

인 캐핑막 패턴이다.

상기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는 트랜치 절연막으로 고립시킨 활성 영역을 포함한다. 상기 활성 영역의 반도체 기판의 주 표

면으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연장된 적어도 두 개의 채널부 홀들이 배치된다. 그리고, 상기 채널부 홀들의 각각의 하부에 펀

치쓰루 방지막 및 채널부 막이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채널부 막은 채널 영역의 일부분이다. 상기 채널부 홀들의 상부를 채

우고 동시에 활성 영역 상에 서로 이격되도록 평행하게 형성된 제 1 워드라인 패턴들이 각각 배치된다. 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들과 함께 트랜치 절연막 상에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이 위치된다. 상기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은 활성 영역에 인접되고

동시에 제 1 워드라인 패턴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반대 편에 평행하도록 배치된다. 이때에,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

턴들의 각각은 차례로 적층된 워드라인 및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이다.

본 발명은 펀치쓰루 방지막을 갖는 반도체 장치 및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들의 제조방법들을 제공한다.

이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은 반도체 기판의 주 표면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연장된 채널 홀(Channel

Hole)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채널 홀의 하부에 펀치쓰루 방지막으로 채워진 채널부 트랜치(Channel-Portion

Trench)를 형성한다.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은 상기 채널부 트랜치의 상부 측벽을 노출시키도록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채

널부 트랜치의 상부 측벽을 덮어서 상기 채널부 트랜치를 채우도록 채널부 막을 형성한다. 상기 채널 홀을 채우고 동시에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배치한 워드라인 패턴을 형성한다. 이때에, 상기 채널 홀 및 상기 채널부 트랜치는 채널부 홀

(Channel-Portion Hole)을 형성한다.

상기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은 트랜치 절연막으로 고립시킨 활성 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활성 영

역의 반도체 기판의 주 표면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연장된 적어도 두 개의 채널 홀들을 형성한다. 상기 채널 홀들의 각각

의 하부에 펀치쓰루 방지막으로 채워진 채널부 트랜치를 형성한다.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은 채널부 트랜치의 상부 측벽을

노출시키도록 형성한다. 상기 채널부 트랜치의 상부 측벽을 덮어서 채널부 트랜치를 채우도록 채널부 막을 형성한다. 그리

고, 상기 활성 영역 및 트랜치 절연막 상에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을 각각 형성한다. 상기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은

제 1 워드라인 패턴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반대편에 배치한다. 또한, 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들의 각각은 채널부 막 상에

위치해서 채널 홀을 채우도록 형성하고 동시에 활성 영역의 반도체 기판의 주 표면 상에 서로 이격되도록 평행하게 배치한

다. 이때에, 상기 채널 홀 및 채널부 트랜치는 채널부 홀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배치도이고, 도 2 는 도 1 의 절단선 Ⅰ-Ⅰ' 를 따라서 취한 디램 셀의 트랜

지스터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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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2 를 참조하면, 디램 셀 어레이 영역(DRAM Cell Array Region; 200)을 갖는 반도체 기판(100)에 트랜치 절연

막(110)이 배치되고, 상기 트랜치 절연막(110)은 활성 영역(115)을 한정한다. 상기 반도체 기판(100)은 P 타입의 도전형

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반도체 기판(50)은 N 타입의 도전형을 갖을 수도 있다.

상기 활성 영역(115)의 반도체 기판(100)의 주 표면으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연장된 적어도 두 개의 채널부 홀(Channel-

Portion Hole; 154)들이 배치되는데, 상기 채널부 홀(154)들은 트랜치 형태(Trench-Form)를 갖는다. 상기 채널부 홀

(154)들은 상부가 하부 폭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채널부 홀(154)들은 상부가 하부 폭보다 작거나 또는 상기 채널

부 홀(154)들은 상부 및 하부 폭들이 동일할 수 있다.

상기 채널부 홀(154)들의 각각은 그 하부에 차례로 증착된 펀치쓰루 방지막(156) 및 채널부 막(158)을 가지고, 상기 채널

부 막(158) 상에 배치되어서 채널부 홀(154)들의 각각을 컨포멀하게 덮는 워드라인 절연막 패턴(163)이 배치된다. 이때

에, 상기 채널부 막(158)은 채널부 홀(154)의 측벽을 통해서 소정 폭만큼 반도체 기판(100)과 접촉한다. 상기 워드라인 절

연막 패턴(163) 및 펀치쓰루 방지막(156)는 반도체 기판과 식각률이 다른 절연막, 예를 들면, 실리콘 산화막(SiO2)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워드라인 절연막 패턴(163)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산화막(SiXNYOZ)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채널부 막

(158)은 반도체 기판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 예를 들면, 에피텍셜 막(Epitaxial Layer)이다. 상기 채널부 막(158)

은 P 타입의 도전형을 갖는다. 상기 디램 셀 어레이 영역(200)이외의 주변 회로 영역(Peripheral Circuit Region)에서, 상

기 채널부 막(158)은 P 또는 N 타입의 도전형을 갖을수 있다. 상기 채널부 막(158)은 디램 셀 어레이 영역(200) 및 주변

회로 영역의 구분없이 도핑이 되지않은 에피텍셜 막일수도 있다.

상기 채널부 홀(154)들 사이에 위치되어서 채널부 막(158)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채널 불순물 구분 영역(128)들이 배치

된다. 상기 채널 불순물 구분 영역(128)들은 트랜지스터가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펀치쓰루에 대해서 펀치쓰루 방지

막(156)으로 충분히 강제할 수 있다면 채널부 홀(154)들 사이에 위치시킬 필요없다. 상기 채널 불순물 구분 영역(128)들

은 반도체 기판(100)과 동일한 도전형을 갖는 불순물 이온들을 갖는다.

상기 워드라인 절연막 패턴(163) 상에 제 1 워드라인 패턴(172)들이 위치되는데, 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172)들은 채널

부 홀(154)들의 상부를 각각 채우고 동시에 활성 영역(115) 상에 서로 이격되도록 평행하게 배치된다. 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172)들과 함께 트랜치 절연막(110) 상에 제 2 워드라인 패턴(174)들이 위치되는데, 상기 제 2 워드라인 패턴(174)들

은 각각이 활성 영역(115)에 인접되고 동시에 제 1 워드라인 패턴(172)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반대 편에 평행하도록 배치

된다.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은 각각이 차례로 적층된 워드라인(166) 및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

(169)을 포함한다. 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172)들의 워드라인(166)들의 각각은 채널부 막(158) 상에 위치되어서 채널부

홀(154)을 채우도록 배치된다. 이때에, 상기 채널부 막(158)은 채널부 홀(154)을 채운 제 1 워드라인 패턴(172)의 하부에

서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Channel Region)을 이룬다. 상기 워드라인(166)은 차례로 적층된 N 타입의 도전형을 갖는 폴

리실리콘 막 및 금속 실리사이드 막이다. 상기 워드라인(166)은 단독으로 N 타입의 도전형을 갖는 폴리실리콘 막일 수도

있다. 상기 폴리 실리콘 막은 반도체 기판(100)과 다른 도전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램 셀 어레이 영역(200)이

외의 주변 회로 영역(Peripheral Circuit Region)에서, 상기 폴리 실리콘 막은 반도체 기판(100)과 동일한 타입의 도전형

을 갖거나 또는 반도체 기판(100)과 다른 타입의 도전형을 갖을 수도 있다. 상기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169)은 워드라인

절연막 패턴(163)과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 예를 들면, 질화막(Si3N4)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의 측벽에 워드라인 스페이서(176)들이 배치되는데, 상기 제 1 및 제 2 라인

패턴들(172, 174)과 함께 워드라인 스페이서(176)들 아래에 워드라인 절연막 패턴(163)들이 각각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 워드라인 스페이서(176)들은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169)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 사이의 반도체 기판(100)의 주 표면 아래에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이 각

각 배치되는데,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은 각각이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과 중첩하고, 상기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은 채널부 홀(154)들과 각각 접촉한다.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은 반도체 기판(100)과 다

른 도전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은 각각이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

(Source and Drain Regions)을 지칭한다.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 사이에 각각 배치되고 동시에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의 상면으로부터 연장되어서 층간절연막(190)으로 고립된 플러그 패턴(196)들이 배치된다. 상기 층간절연막(190)은

워드라인 스페이서(176)와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에, 상기 플러그 패턴(196)들은 상부측이

층간절연막(190)으로 둘러싸여지고 동시에 하부측이 제 1 워드라인 패턴(172)들로 이격되어서 서로 전기적으로 절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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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상기 플러그 패턴(196)들은 각각이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반도체 기판(100) 상에

배치된다. 상기 플러그 패턴(196)들은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과 동일한 도전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 1 워드

라인 패턴(172)들 사이에 위치되어서 반도체 기판(100) 상에 배치된 플러그 패턴(196)은 비트라인 노드(Bit-Line Node)

이다. 더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 사이에 위치되어서 반도체 기판(100) 상에 배치된 플러그 패턴(196)

들은 각각이 커패시터 노드들(Capacitor Nodes)이다.

결론적으로, 상기 플러그 패턴들(196) 및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과 함께 채널부 막(158)들은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

턴들(172, 174)과 함께 본 발명의 트랜지스터를 구성한다. 즉,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은 각각이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들(Gates)이고, 상기 채널부 막(158)들은 각각이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들(Channel Regions)의 일부

분이다.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은 각각이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이고, 상기 플러그 패턴(196)들은

각각이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전기 노드들(Electrical Nodes)이다. 또한, 상기 채널부 홀(154)의 하부에 위치한 펀치

쓰루 방지막(156)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 사이의 펀치쓰루를 물리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

이제, 본 발명의 제조방법을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 3 내지 도 16 은 각각이 도 1 의 절단선 Ⅰ-Ⅰ' 를 따라서 취한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단면도들

이다.

도 1 및 도 3 내지 도 5 를 참조하면, 디램 셀 어레이 영역(200)의 반도체 기판(100)에 활성 영역(115)을 고립시키는 트랜

치 절연막(110)을 형성한다. 상기 트랜치 절연막(110)은 반도체 기판(100)과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 예를 들면, 산화

막(SiO2)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반도체 기판(100)은 P 타입의 도전형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반도체 기판(50)은 N 타입의 도전형을 갖도록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트랜치 절연막(110)을 이온 마스크로 사용해서 반도체 기판(100)에 이온 주입 공정(120)을 실시하여 채널 불순물 영

역(Channel Impurity Region; 124)을 형성한다. 상기 채널 불순물 영역(124)은 반도체 기판(100)과 동일한 도전형을 갖

는 불순물 이온들을 사용해서 형성하는데, 상기 채널 불순물 영역(124)은 반도체 기판(100)의 불순물 이온들의 농도

(Dose)보다 크도록 형성한다.

상기 채널 불순물 영역(124) 갖는 반도체 기판 상에 차례로 적층된 패드막(132) 및 반사막(135)과 함께 포토레지스트 막

(138)을 형성한다. 상기 반사막(135)은 포토 공정을 통해서 미세한 포토레지스트 패턴들을 정의할 수 있다면 형성하지 않

을 수도 있다. 상기 반사막(135)은 패드막(132)과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 예를 들면, 실리콘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막(SiON)으로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패드막(132)은 실리콘 산화막(SiO2)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패드막

(132)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막(Si3N4)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포토레지스트 막(138)에 포토 공정을 수행해서 반사막(135) 상에 포토레지스트 패턴(139)들을 형성하고, 상기 포토

레지스트 패턴(139)들을 식각 마스크로 사용해서 반사막(135) 및 패드막(132)에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활성 영역(115)의

반도체 기판(100)의 주 표면을 노출시킨다. 상기 식각 공정은 반도체 기판(100) 상에 차례로 적층된 패드막 패턴(133)들

및 반사막 패턴(136)들을 형성한다.

도 1 및 도 6 내지 8 을 참조하면,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139)들을 반도체 기판(100)으로부터 제거하고, 상기 반사막 패

턴(136)들 및 패드막 패턴(133)들을 식각 마스크로 사용해서 반도체 기판(100)에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적어도 두 개의

채널 홀(Channel Hole; 143)들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채널 홀(143)들 및 반사막 패턴(136)들과 함께 패드막 패턴

(133)들의 측벽에 채널 스페이서(146)들을 각각 형성한다. 이때에, 상기 채널 스페이서(146)들은 각각이 채널 홀(143)들

의 하부를 노출시킨다. 상기 채널 홀(143)은 채널 불순물 영역(124)과 접촉하도록 형성하거나 또는 채널 불순물 영역

(124)과 접촉하지 않도록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채널 스페이서(146)는 반사막 패너들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 예

를 들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막(Si3N4)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채널 스페이서(146)들 및 반사막 패턴(136)들과 함께 패드막 패턴(133)들을 식각 마스크로 사용해서 반도체 기판

(100)에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채널 트랜치(Channel Trench; 149)들을 형성한다. 상기 채널 트랜치(149)들은 각각이 채

널 홀(143)들의 하부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연장되도록 형성한다. 이때에, 상기 채널 트랜치(149)들은 각각이 채널 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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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124)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채널 홀(143)의 하부에 채널 불순물 구분 영역(Channel Impurity Division Region; 128)

들을 형성한다. 상기 채널 트랜치(149)는 채널 홀(143)의 깊이보다 크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채널 트랜치

(149)는 채널 홀(143)의 깊이보다 작게 형성하거나 또는 채널 홀(143)의 깊이와 동일하게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채널 불순물 구분 영역(128)들을 갖는 반도체 기판에 산화 공정을 실시하여 채널 트랜치(149)들을 채우는 펀치쓰루

방지막(Punchthrough Protection Layer; 156)들을 각각 형성한다.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156)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 사이의 펀치쓰루(Punchthrough)를 방지하게 해주는 물리적인 수단이다.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156)들

은 각각이 산화 공정을 통하여 채널 트랜치(149)의 폭을 증가시켜서 채널부 트랜치(Channel-Portion Trench; 152)들을

형성한다. 상기 채널부 트랜치(152)들은 반도체 기판(100)과 펀치쓰루 방지막(156) 사이의 계면(Interface)들을 각각 사

용해서 채널 홀(143)의 하부에 형성한다. 이때에, 상기 채널부 트랜치(152) 및 채널 홀(143)은 하나의 채널부 홀(154)을

형성한다. 상기 채널부 트랜치(152)는 채널 홀(143)의 폭보다 크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채널부 트

랜치(152)는 채널 홀(143)의 폭보다 작게 형성하거나 또는 채널 홀(143)의 폭과 동일하게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156)은 채널 스페이서(146)와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 예를 들면, 산화막(SiO2)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도 1 및 도 9 내지 11 을 참조하면, 상기 반사막 패턴(136)들 및 채널 스페이서(146)들을 식각 저지막으로 사용해서 펀치

쓰루 방지막(156)들에 식각 공정을 수행한다. 상기 식각 공정은 펀치쓰루 방지막(156)들을 부분적으로 식각해서 채널부

트랜치(152)들의 상부를 한정하는 반도체 기판(100)을 노출시키도록 실시한다. 또한, 상기 반도체 기판(100)은 채널부 트

랜치(152)들의 상부에 각각 접촉하는 채널 불순물 구분 영역(128)들의 측부를 노출시킨다. 상기 식각 공정은 건식 또는 습

식 식각을 사용해서 실시할 수 있다.

상기 반사막 패턴(136)들 및 채널 스페이서(146)들을 성장 방지막으로 사용해서 펀치쓰루 방지막(156) 상에 에피텍셜

(Epitaxial) 공정을 실시하여 채널부 트랜치(152)들의 상부를 채우는 채널부 막(Channel-Portion Layer; 158)들을 각각

형성한다. 상기 채널부 막(158)들은 각각이 채널 홀(143)들의 하부에 형성되는데, 상기 채널부 막(158)은 반도체 기판

(100)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 예를 들면, 에피텍셜 막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채널부 막(158)은 도

핑이 안된 에피텍셜 막으로 형성하거나 또는 P 타입의 도전형을 갖는 에피텍셜 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채널부 막

(158)은 디램 셀 어레이 영역(200)이외의 주변회로 영역인 경우 P 또는 N 타입의 도전형을 갖는 에피텍셜 막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채널부 막(158)들을 갖는 반도체 기판에 식각 공정을 연이어 실시해서 반사막 패턴(136)들 및 채널 스페이서(146)들

을 반도체 기판(100)으로부터 제거한다. 이때에, 상기 반도체 기판(100)의 주 표면 상에 패드막 패턴(133)들이 단독으로

남는다. 상기 채널 스페이서(146)들 및 반사막 패턴(136)들을 제거한 후, 상기 패드막 패턴(133)들을 산화 방지막으로 사

용해서 채널부 홀(154)들의 상부의 측벽 및 채널부 막(158)들에 산화 공정을 실시하여 희생막(Sacrificial Layer; 160)들

을 각각 형성하는데, 상기 희생막(160)은 반사막(136)과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 예를 들면, 실리콘 산화막(SiO2)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희생막(160)은 채널 홀(143)의 형성시 식각 공정으로 생긴 불안정한 계면 상태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상기 채널 불순물 구분 영역들의 불순물 이온들은 에피텍셜 공정 및 산화 공정의 열(Heat) 때

문에 채널부 막으로 확산한다.

도 1 및 도 12 내지 도 14 를 참조하면, 상기 희생막(160)들 및 패드막 패턴(133)들을 반도체 기판(100)으로부터 제거한

후, 채널부 막(158) 상에 위치해서 채널부 홀(154)들의 상부를 채우는 워드라인 절연막(162) 및 워드라인 막(165)과 함께

워드라인 캐핑막(168)을 차례로 형성한다. 상기 워드라인 캐핑막(168)은 채널 스페이서(146)와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절

연막으로 형성하고, 상기 워드라인 절연막(162)은 채널부 막(158)과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 예를 들면, 실리콘 산화

막(SiO2)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워드라인 절연막(162)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산화막(SiXNYOZ)으로 형성

할 수 있으며, 상기 워드라인 절연막(162)은 채널부 막(158)의 상부에 위치해서 채널부 홀(154)의 상부(채널 홀)의 측벽을

컨포멀하게 덮고 동시에 반도체 기판(100)의 주 표면을 덮는다. 또한, 상기 워드라인 막(165)은 차례로 적층된 N 타입의

도전형을 갖는 폴리실리콘 막 및 금속 실리사이드 막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워드라인 막(165)은 단독으로

N 타입의 도전형을 갖는 폴리실리콘 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워드라인 막(165)은 디램 셀 어레이 영역(200) 이외의

주변회로 영역인 경우 N 또는 P 타입의 도전형을 갖는 폴리실리콘 막을 사용해서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워드라인 절연막(162)을 식각 저지막으로 사용해서 워드라인 캐핑막(168) 및 워드라인 막(165)에 포토 및 식각 공정

들을 차례로 실시한다. 상기 포토 및 식각 공정들은 워드라인 절연막(162) 상에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

을 형성한다.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은 각각이 차례로 적층된 워드라인(166) 및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169)으로 형성한다. 이때에, 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172)들은 활성 영역(115) 상에 서로 이격되게 배치해서 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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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172)들의 워드라인(166)들이 채널부 홀(154)들의 상부(채널 홀들)를 각각 채우도록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제 2 워드

라인 패턴(174)들은 제 1 워드라인 패턴(172)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반대편에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채널부 막(158) 상에

형성한다.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은 각각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들(Gates)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의 측벽에 워드라인 스페이서(176)들을 각각 형성한다. 상기 워드라인 스페

이서(176)들은 그들 사이에 반도체 기판(100)이 노출되도록 형성하는데, 이를 통해서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

(172, 174)과 함께 워드라인 스페이서(176)들 아래에 워드라인 절연막 패턴(163)들을 각각 형성한다. 상기 워드라인 스페

이서(176)은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169)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을 사용해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과 함께 워드라인 스페이서(176)들을 마스크로 사용해서 반도체 기판(100)

에 이온 주입 공정(180)을 실시하여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을 형성한다.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은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과 각각 중첩하도록 형성한다. 또한,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은 반도체 기판(100)과 다

른 도전형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은 각각이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Source And Drain Regions)을 한정한다.

도 1, 도 15 및 도 16 을 참조하면,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을 갖는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절연막(190)을 형성하는

데, 상기 층간절연막(190)은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을 충분하게 덮도록 형성한다. 상기 층간절연막

(190)은 워드라인 스페이서(176)와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으로 형성한다.

상기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169)들 및 워드라인 스페이서(176)들을 식각 저지막으로 사용해서 층간절연막(190)에 식각

공정을 실시하여 플러그 콘택홀(193)들을 형성한다. 상기 플러그 콘택홀(193)들은 층간절연막(190)을 관통해서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 사이에 형성하고, 상기 플러그 콘택홀(193)들은 상부측이 하부측의 직경보다 크도록 형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플러그 콘택홀(193)들을 플러그 패턴(196)들로 각각 채우는데, 상기 플러그 패턴(196)들은 각각이 전극 불순물 영역

(185)들과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이때에, 상기 플러그 패턴(196)들은 전극 불순물 영역(185)들과 동일한 도전형을 갖도록

형성한다.

상기 플러그 패턴(196)들은 커패시터 및 비트라인 노드들(Capacitor And Bit-Line Nodes)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기 커

패시터 및 비트라인 노드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즉, 상기 비트라인 노드는 제 1 워드라인 패턴(172)들 사이의 플러그 콘

택홀(193)을 채운 플러그 패턴(196)이고, 상기 커패시터 노드들은 각각이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172, 174) 사이

의 플러그 콘택홀(193)들을 채운 플러그 패턴(196)들이다. 상기 플러그 패턴(196)들은 각각이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의

전기적 노드를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본 발명의 디램(Dynamic RAM)은 채널부 홀(154)의 측부 및 채널부 막(158)을 채널 영역(Channel Region)

으로 사용함과 함께 펀치쓰루 방지막(156)을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 사이의 펀치쓰루를 방지하는 물리적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는 트랜지스터가 구동하는 동안 채널부 홀(154) 주변(채널 영역)을 따른 펀치쓰루 및 반도체 기판

(100)을 통한 벌크(Bulk) 펀치쓰루를 방지해서 반도체 장치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서, 상기 디램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 사이의 펀치쓰루를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도 3

의 채널 불순물 영역(124)과 같은 채널부 홀(154) 주변의 이온 주입 공정들의 횟수를 줄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서, 상

기 펀치쓰루 방지막(156)을 갖는 디램은 셀(Cell)의 데이타 저장과 관련된 커패시터의 누설전류를 감소시켜서 리퓨레쉬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채널부 홀의 하부에 펀치쓰루 방지막을 형성해서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 사

이의 펀치쓰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이를 통해서,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을 갖는 반도체 장치는 사용자의 욕구에

맞는 전류 특성을 나타내어 시장 지향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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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판의 주 표면으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연장된 채널부 홀;

상기 채널부 홀의 하부에 차례로 적층된 펀치쓰루 방지막 및 채널부 막;

상기 채널부 홀의 상부를 채우고 동시에 반도체 기판 상에 배치된 워드라인 패턴을 포함하되,

상기 워드라인 패턴은 차례로 적층된 워드라인 및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이고, 상기 채널부 막은 채널 영역의 일부분인 것

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홀은 상부가 하부보다 폭이 큰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홀은 상부가 하부보다 폭이 작은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홀은 상부 및 하부의 폭들이 동일한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은 상기 반도체 기판과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인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막은 상기 반도체 기판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에피텍셜 막(Epitaxial Layer)인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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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워드라인 및 상기 채널부 막 사이에 상기 채널부 홀을 컨포멀하게 덮는 워드라인 절연막 패턴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

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라인 패턴의 끝단들과 각각 중첩하고 동시에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기 주 표면 아래에 배치된 전극 불순물 영역

들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기 주 표면 아래에 배치되어서 상기 채널부 막의 측부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채널 불순물 구분 영

역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라인 패턴의 측벽에 배치된 워드라인 스페이서들;

상기 워드라인 패턴의 측부에 위치되어서 상기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의 상면으로부터 상부를 향해서 연장되되, 그들 각각

은 층간절연막으로 둘러싸여진 플러그 패턴들을 더 포함하되,

상기 워드라인 스페이서는 상기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이고, 상기 층간절연막은 상기 워드

라인 스페이서와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인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 패턴은 반도체 기판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2.

트랜치 절연막으로 고립시킨 활성 영역;

상기 활성 영역의 반도체 기판의 주 표면으로부터 아래를 향해서 연장된 적어도 두 개의 채널부 홀들;

상기 채널부 홀들의 각각의 하부에 차례로 적층된 펀치쓰루 방지막 및 채널부 막;

상기 채널부 홀들의 상부를 각각 채우고 동시에 상기 활성 영역 상에 서로 이격되도록 평행하게 배치된 제 1 워드라인 패

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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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들과 함께 상기 트랜치 절연막 상에 위치되되, 그 들은 상기 활성 영역에 인접되고 동시에 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반대 편에 평행하도록 배치된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을 포함하되,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의 각각은 차례로 적층된 워드라인 및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이고, 상기 채널부 막은 채

널 영역의 일부분인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홀은 상부가 하부보다 폭이 큰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홀은 상부가 하부보다 폭이 작은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홀은 상부 및 하부의 폭들이 동일한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은 상기 반도체 기판과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인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막은 상기 반도체 기판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에피텍셜 막(Epitaxial Layer)인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

지스터.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라인 및 상기 채널부 막 사이에 상기 채널부 홀을 컨포멀하게 덮는 워드라인 절연막 패턴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

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등록특허 10-0549007

- 10 -



청구항 19.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의 끝단과 각각 중첩하고 동시에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기 주 표면 아래에 배치된 전극

불순물 영역들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20.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홀들 사이에 배치되어서 상기 채널부 막의 측부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채널 불순물 구분 영역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21.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의 측벽에 배치된 워드라인 스페이서들;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 사이에 각각 위치되어서 상기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의 상면으로부터 상부를 향하여 연

장되고 동시에 층간절연막으로 둘러싸여진 플러그 패턴들을 더 포함하되,

상기 워드라인 스페이서는 상기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이고, 상기 층간절연막은 상기 워드

라인 스페이서와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인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 패턴은 반도체 기판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청구항 23.

반도체 기판의 주 표면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연장된 채널 홀을 형성하고,

상기 채널 홀의 하부에 펀치쓰루 방지막으로 채워진 채널부 트랜치를 형성하되,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은 상기 채널부 트랜

치의 상부 측벽을 노출시키도록 형성하고,

상기 채널부 트랜치의 상부 측벽을 덮어서 상기 채널부 트랜치를 채우도록 채널부 막을 형성하고,

상기 채널 홀을 채우고 동시에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배치한 워드라인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되,

상기 채널 홀 및 상기 채널부 트랜치는 채널부 홀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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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은 상기 반도체 기판과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으로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

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막은 상기 반도체 기판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에피텍셜 막으로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

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홀 및 상기 채널 트랜치는 각각이 서로 다른 폭들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홀 및 상기 채널 트랜치는 동일한 폭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막 상에 위치해서 상기 채널 홀을 컨포멀하게 덮는 워드라인 절연막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트랜치의 상부측에 위치해서 상기 채널부 막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채널 불순물 구분 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라인 패턴의 측벽에 워드라인 스페이서들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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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워드라인 패턴의 끝단들과 각각 중첩하도록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기 주 표면 아래에 전극 불순물 영역들을 형성하

고,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들을 갖는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되,

상기 워드라인 패턴은 차례로 적층된 워드라인 및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으로 형성하고, 상기 워드라인 스페이서는 상기 워

드라인 캐핑막 패턴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으로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층간절연막 및 상기 워드라인 스페이서는 서로 다른 식각률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

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워드라인 패턴의 측부에 위치하도록 상기 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들을 노출시키는 플러그 콘

택홀들을 형성하고,

상기 플러그 콘택홀들을 채우는 플러그 패턴들을 각각 형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치의 트랜지스터

의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 패턴 및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은 동일한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반도체 장

치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4.

트랜치 절연막으로 고립시킨 활성 영역을 형성하고,

상기 활성 영역의 반도체 기판의 주 표면으로부터 아래를 향하여 연장된 적어도 두 개의 채널 홀들을 형성하고,

상기 채널 홀들의 각각의 하부에 펀치쓰루 방지막으로 채워진 채널부 트랜치를 형성하되,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은 상기 채

널부 트랜치의 상부 측벽을 노출시키도록 형성하고,

상기 채널부 트랜치의 상부 측벽을 덮어서 상기 채널부 트랜치를 채우도록 채널부 막을 형성하고,

상기 활성 영역 및 상기 트랜치 절연막 상에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을 각각 형성하되, 상기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은

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들 중의 적어도 하나의 반대편에 배치하고 동시에 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들의 각각은 상기 채널

부 막 상에 위치해서 상기 채널 홀을 채우도록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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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워드라인 패턴들은 상기 활성 영역의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기 주 표면 상에 서로 이격되도록 평행하게 배치하

고, 상기 채널 홀 및 상기 채널부 트랜치는 하나의 채널부 홀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치 절연막은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

조방법.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펀치쓰루 방지막은 상기 반도체 기판과 다른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으로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의 제조방법.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막은 상기 반도체 기판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에피텍셜 막으로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

의 제조방법.

청구항 38.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홀 및 상기 채널 트랜치는 각각이 서로 다른 폭들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조

방법.

청구항 39.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홀 및 상기 채널 트랜치는 동일한 폭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0.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막 상에 위치해서 상기 채널 홀을 컨포멀하게 덮는 워드라인 절연막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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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부 트랜치의 상부측에 위치해서 상기 채널부 막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채널 불순물 구분 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2.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의 측벽에 워드라인 스페이서들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 사이에 위치하도록 상기 반도체 기판의 상기 주 표면 아래에 전극 불순물 영역들을 형

성하고,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들을 갖는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되,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의 각각은 차례로 적층된 워드라인 및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으로 형성하고, 상기 워드라

인 스페이서는 상기 워드라인 캐핑막 패턴과 동일한 식각률을 갖는 절연막으로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

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층간절연막 및 상기 워드라인 스페이서는 서로 다른 식각률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워드라인 패턴들 사이에 위치하도록 상기 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들을 노출시키

는 플러그 콘택홀들을 각각 형성하고,

상기 플러그 콘택홀들을 채우는 플러그 패턴들을 각각 형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

조방법.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 패턴 및 상기 전극 불순물 영역은 동일한 도전형의 불순물 이온들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 디램 셀의

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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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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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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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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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등록특허 10-0549007

- 19 -



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549007

- 20 -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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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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