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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RAM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커패시터를 갖지 않는 트랜지스터로만 셀을 구성한 것이다.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셀 구동신호를 인가하는 워드선에 어느 하나가 연결되는 제1, 2 게이트와, 정보
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비트선에 어느 한전극이 연결되는 제1, 2 전극을 갖는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단위 
셀이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첫째, 정보의 저장 수단으로 별도의 커패시터를 구성하지 않아 단위 셀의 면적을 감소시켜 소자의 집적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커패시터를 구성하기 위한 삼차원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도층의 숫자가 감소하므로 단차
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후공정에서의 노광 및 식각 공정의 적용성이 개선되어 소자의 수율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셋째, 열 공정등의 전체적인 공정의 스텝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소자의 제조원가 측면의 개선을 자대할 
수 있다.

넷째, 하나의 셀 트랜지스터로만 단위 셀을 구성하므로 비트선을 금속 배선으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워드선의 게이트 스트랩trap)을 증가시키거나 워드선의 프리차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전달 속도
나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메모리 셀, 메모리 장치 및 그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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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일반적인 DRAM셀의 회로도.

제2도(a)(b)는 본 발명의 DRAM셀의 회로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회로도.

제4도(a)(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레이 아웃도 및 구조 단면도.

제5도(a) 내지 (e)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

제6도(a)(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레이 아웃도 및 구조 단면도.

제7도(a) 내지 (e)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제조 방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

제8도(a)(b)(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일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도.

제9도(a)(b)(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도.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회로도.

제11도(a)(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레이 아웃도 및 구조 단면도.

제12도(a) 내지 (e)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

제13도(a)(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레이 아웃도 및 구조 단면도.

제14도(a) 내지 (e)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제조 방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

제15도(a)(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일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도.

제16도(a)(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1 : 비트선                              22 : 워드선

23a,34a : 제1 게이트               23b,34b : 제2 게이트

24a : 소오스 전극                     24b : 드레인 전극

25 : 비트선 접속홀                   26 : 워드선 접속홀

27 : 제2 게이트 접속홀             28a : 제1 폴리 실리콘층

28b : 제2 폴리 실리콘층           29 : 제1 게이트 접속홀

30 : 반도체 기판                      31 : 필드 산화막

32a : 제1 불순물 확산 영역       32b : 제2 불순물 확산 영역

33 : 게이트 절연막                   35 : 유전체층

36 : 제1 층간 절연막                37 : 제2 층간 절연막

38 :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    39 : 산화막

40 : 측벽 산화막                      41 : 제2 게이트 콘택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DRAM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커패시터를 갖지 않는 트랜지스터로만 셀을 구성하여 소자의 집
적도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적당하도록 한 메모리 셀, 메모리 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DRAM은 통상적으로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커패시터로 셀을 구성하는 단순 구조이기 때문에, 대용
량화와 저 코스트화가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고,  그  응용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재 DRAM 시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컴퓨터의 처리 속도의 증대 및 대용량화에 따라 DRAM의 고집적
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DRAM의 생산 기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리소그래피 기술 등의 공
정 기술의 한계로 인해 1 트랜지스터/ 1 커패시터 구조를 갖는 DRAM셀의 고집적화는 더 이상의 진전을 기
대하기 어렵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DRAM셀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일반적인 DRAM셀의 회로도이다.

종래의 1 트랜지스터/ 1 커패시터로 구성된 DRAM 메모리 셀에서는 비트선과 워드선, 액세스 트랜지스터, 
스토리지 커패시터와 센싱앰프(도면에 도시되지 않음)로 구성된다.

액세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는 워드선에 연결되고 소오스와 드레인 전극은 각각 스토리지 커패시터와 비
트선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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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패시터의 셀 플레이트 전극은 기준전압에 연결되어 있으며 비트선은 센싱앰프의 입력단의 한 단자에 연
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 단자는 기준전압에 연결된다.

정보는 액세스 트랜지스터가 동작상태(On-State)가 되면 비트선으로 부터 소오스와 드레인 전극을 통하여 
스토리지 커패시터에 저장된다.

한편 저장된 정보는 액세스 트랜지스터가 다시 동작상태로 되면 커패시터로 부터 소오스와 드레인의 통로
를 통하여 비트선에 전송되며 이 신호전압과 비트선의 기준전압을 비교하므로서 커패시터에 저장된 정보
의 로직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DRAM셀의 커패시터는 통상적으로 n+poly Si 으로 된 스토리지 전극과 플레이트 전극, 그리고 그사이에 있
는 유전체 막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커패시터를 갖는 DRAM셀의 정보 쓰기 및 읽기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플레이
트 전극에는 1/2 Vcc가 인가된다.)

스토리지 전극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플레이트 전극에 인가된 전압에 의하여 유전체막 밑의 스토리지 
전극층 표면에는 전자가 재분포 되어 계면에는 전자의 공핍층(depletion layer)이 형성된다.

이때 정보 '1' 을 쓰기 동작하는 경우 Vcc전압이 비트선과 워드선에 인가 된다.

이에 따라 액세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전압과 소오스 전극 전압이 Vcc 전압 레벨로 증가하므로 액
세스 트랜지스터가 동작상태(On-state)로 된다.

그리고 스토리지 전극층에는 셀 플레이트전극 전압인 1/2 Vcc 에서 유전체 막에 의한 전압강하분(△)을 
뺀 1/2 Vcc - △의 전압이 인가된 상태가 되므로 전자 포텐셜이 높은 스토리지 전극층으로 부터 전자 포
텐셜이 낮은 소오스 전극 쪽으로 전자가 흘러나가므로 스토리지 전극층에는 전자와 공핍층이 확대된다.

이때 워드선 전압이 기저 전압으로 내려가면 공핍층이 스토리지 전극층 안에 잔류하게 되고 이 상태가 바
로 바이너리 코드(Binary code)의 '1' 을 나타낸다.

그리고 정보 '0' 을 메모리셀에 쓰기 동작하는 경우에는 비트선전압을 기저전압(ground)으로 하고 액세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Vcc를 인가한다.

그러므로 스토리지 전극층의 전압, 1/2 Vcc - △가 소오스 전극 전압인 0 보다 높게 되므로 전자 포텐셜
이 높은 소오스 전극으로 부터 전자 포텐셜이 낮은 스토리지 전극층으로 전자가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스토리지 전극층에 전자가 모이게 되어 공핍층이 축적층(Accumulation Layer)으로 복구된다.

이때 워드선의 전압이 기저전압으로 내려가면 전자들이 스토리지 전극층 안에 잔류하게 되고 이 상태가 
바이너리 코드의 '0' 을 나타낸다.

그리고 DRAM셀에 저장된 정보의 읽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트선을 1/2 Vcc로 프리차지(precharge)한 상태에서 워드선에 Vcc 전압을 인가한다.

이때 액세스 트랜지스터가 동작상태로 되어 커패시터의 스토리지 전극층에 저장된 정보가 비트선에 나타
나게 되고 저장된 전하량에 따라서 비트선의 전압이 변동된다.

이 변동된 전압이 비교 회로(comparator circuit)인 센싱앰프를 통하여 더미 셀의 비트선에 나타나는 기
준전압과  비교되고  그  차이가  증폭되어  비트선의  전압이  기준전압보다  높을  때는  로직상태가  '1'  이 
되고, 그보다 전압이 낮을 때는 로직상태가 '0' 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이때 비트선 사이의 전압의 차이는 

△V=(1/2)Vcc Cs / (Cs+Cb)

정도가 된다.

(Cs: 스토리지 커패시턴스 이고, Cb: 비트선 커패시턴스)

따라서 CS / Cb 의 비율이 클수록 △V가 커지므로 로직상태의 분별오차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DRAM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센싱앰프가 분별가능한 비트선 전압과 기준전압과의 차(△)가 약 100 ∼ 200 ㎷이상이므로 가능한
한 비트선 커패시턴스에 대한 스토리지 커패시턴스의 비율 γ(γ=Cs/cb)이 클수록 좋다.

그러나 DRAM의 밀도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셀의 면적은 크게 감소하지만 비트선 용량이나 센싱앰프의 감
도(Sensitivity)는 개선되지 않으므로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가 감소하기 쉽고 오동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α입자에 의한 소프트 에러가 DRAM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이는 α입자가 기판에 충돌하면 
이온화 충격(Impact ionization)에 의하여 전자-정공 쌍(Electron-Hole pair)이 발생하고 이들 중 소수 
캐리어가 스토리지 전극안에 포획되므로서 스토리지 전극안에 저장된 전하 상태를 변화 시키므로 발생하
는 것이다.

물론 α입자에 의한 소프트 에러를 막기 위하여 스토리지 전극의 면적을 삼차원식으로 증가시키거나 고유
전율을 갖는 유전체 막을 형성해야 하는데, 전자는 높은 단차를 갖게 되어 후공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노
광 및 식각 공정의 가공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리고 후자는 박막 가공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유전체 막의 누설 전류, 파괴전압 등의 특성이 
좋지 않아 DRAM셀의 고집적화를 위한 적용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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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DRAM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커패시터를 갖지 
않는 트랜지스터로만 셀을 구성하여 소자의 집적도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적당하도록 한 메모리 셀, 
메모리 소자 및 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메모리 셀은 게이트; 소오스, 드레인; 상기 드레인과 연결되고 
게이트에 인가되는 신호의 적어도 일부분을 유기시키는 다른 게이트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고, 본 발명
의 메모리 장치는 셀 구동신호를 인가하는 복수개의 워드선들; 정보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비트선들; 그
리고 각각 상측 게이트, 소오스, 드레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측 게이트에 인가되는 신호의 적어도 일부
분을 유기시키는 하측 게이트를 포함하는 복수개의 셀들로 구성되고, 상기 각 셀의 상측 게이트는 상응하
는  하나의  워드선에  연결되고,  각  셀의  소오스는  상용하는  하나의  비트선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메모리 셀, 메모리 장치 및 그의 제조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커패시터를 구성하지 않고 하나의 트랜지스터만을 사용하여 단위셀을 구성한 것
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제2도(a)(b)는 본 발명의 DRAM셀의 회로도이다.

본 발명의 메모리 셀은 제1 게이트(23a)와 제2 게이트(23b)를 갖는 액세스 트랜지스터와, 상기 액세스 트
랜지스터의 소오스 전극(24a) 및 드레인 전극(24b)으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제1, 2 게이트(23a)(23b)중에 어느 하나는 워드선(22)에 연결된다.

그리고 비트선(21)에 연결되지 않은 다른 한 전극은 상기 제1, 2 게이트(23a)(23b)중에 워드선(22)에 연
결되지 않은 어느 하나의 게이트에 연결된다.

상기의 제1 게이트(23a) 와 제2 게이트(23b)는 서로 분리(Discrete)된 형태를 가지며 정보가 저장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복수개의 셀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제1, 2 게이트(23a)(23b)의 
어느 게이트가 워드선(22)에 연결되는냐에 따라 그 회로 구성을 구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상측에 구성되는 제1 게이트(23a)를 워드선(22)에 연결한 것이고, 제2 실시예는 
하측에 구성되는 제2 게이트(23b)를 워드선(22)에 연결한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3도는 본 발명의 DRAM장치의 회로도이다.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은 제1 게이트(23a)와 제2 게이트(23b)를 갖는 액
세스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1 게이트(23a)에 연결되는 워드선(22)과, 상기 액세스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전극(24a)에 연결되는 비트선(21)으로 구성된다.

이때, 비트선(21)에 연결되지 않은 다른 한 전극 즉, 드레인 전극(24b)은 상기 제2 게이트(23b)에 연결된
다.

그리고 비트선(21)은 센싱 앰프(Sense Amplifier) 입력단의 한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 단자는 기
준 전압에 연결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메모리 장치의 쓰기 및 읽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의 쓰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워드선(22)을 통하여 트랜지스터의 제1 게이트(23a)에 쓰기 전압을 인가하여 제2 게이트(23b)에 동작 전
압을 유기시켜 셀 트랜지스터를 동작 상태가 되도록 한다.

이때, 비트선(21)으로 부터 소오스/드레인 통로를 이용하여 제2 게이트(23b)에 저장한다.

정보가 저장되면 워드선(22)을 통하여 다시 제1 게이트(23a)에 다른 전압을 인가하거나 쓰기 전압을 유지
하여 셀 트랜지스터가 동작되지 않도록 하므로서 제2 게이트(23b)에 저장된 정보를 잔류시킨다.

한편 저장된 정보의 읽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워드선(22)을 통하여 제1 게이트(23a)에 읽기 전압을 인가하여 제2 게이트(23b)에 전압을 유기시켜서 트
랜지스터가 동작 상태가 되도록 하여 소오스/드레인 통로를 통하여 비트선(21)에 전송한다.

상기의 비트선(21)에 전송되는 신호 정보에 의하여 변동된 비트선(21)전압과 더미 셀(Dummy-Cell)의 비트
선(21)에 나타나는 기준 전압을 비교하고 증폭하여 제2 게이트(23b)에 저장되었던 정보의 상태를 파악하
게 된다.

상기와 같은 회로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4도(a)(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레이 아웃도 및 구조 단면도이다.

먼저, P형 반도체 기판(30)의 소자 격리 영역에 형성되는 필드 산화막(31)과, 상기 필드 산화막(31)에 의
해 정의된 반도체 기판(30)의 활성 영역에 형성되는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32a)(32b)과, 상기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32a)(32b)이 형성된 사이의 채널 영역상에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막(33)과, 상기 제1 불
순물 확산 영역(32a)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제2 게이트(34b)와, 상기 제2 게이트(34b)상에 형성되는 유전
체층(35)과, 상기 유전체층(35)상에 형성되는 제1 게이트(34a)와, 상기 제1 게이트(34a)의 일측에 워드선 
콘택홀(26)을 갖고 형성되는 제1 층간 절연막(36)과, 상기 워드선 콘택홀(26)을 통하여 제1 게이트(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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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속되어 형성되는 워드선(22)과,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전면에 형성되는 제2 층간 절연막(37)
과,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제1, 2 게이트(34a)(34b)에 절연되어 형성되는 비트선 콘택홀(25)을 통
하여 워드선(22)에 수직한 방향으로 타측의 제2 불순물 확산 영역(32b)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비트선(21)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5도(a) 내지 (e)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이다.

먼저, 제5도(a)에서와 같이, 패드산화막과 질화막으로 구성된 산화 방지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분위기에
서의 열처리공정으로 반도체 기판(30)의 소자 격리 영역에 필드 산화막(31)을 형성하여 액티브 영역을 정
의하고, 상기 액티브 영역의 반도체 기판(30)상에 게이트 절연막(33)을 형성한다.

상기 필드 산화막(31)에 인접한 게이트 절연막(33)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제2 게이트 접속홀(27)을 형성
한다.

이어, 제5도(b)에서와 같이, 상기 제2 게이트 접속홀(27)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30)에 반대 도전형의 불
순물 이온을 주입하여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을 형성하고 상기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을 포함하
는 전면에 제2 게이트(24b)를 형성하기 위한 제1 폴리 실리콘층(28a)을 형성하고 상기 제1 폴리 실리콘층
(28a)상에 일정 두께의 유전체층(35)을 형성한다.

이때, 제1 폴리 실리콘층(28a)은 상기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에 콘택된다.

그리고 상기의 유전체층(35)은 제1 게이트(34a)에 임의의 전압 V1을 인가 하였을 때 제2 게이트(34b)에 
0.1 V1 이상이 유기될 수 있도록 그 두께와 유전율(3.0 이상)을 결정하여 50 ∼ 1000Å의 두께를 갖는 실
리콘 산화막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유전체층(35)상에 제1 게이트(34a)를 형성하기 위한 제2 폴리 실리콘층(28a)을 형성한다.

이어, 제5도(c)에서와 같이, 상기 제2 폴리 실리콘층(28b), 유전체층(35), 제1 폴리 실리콘층(28a)을 선
택적으로 식각하여 서로 분리(Discrete)적층되는 제1, 2 게이트(34a)(34b)를 형성한다.

그리고 제5도(d)에서와 같이, 전면에 제1 층간 절연막(36)을 형성하고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워드선 접속
홀(26)을 형성한다.

이어, 제5도(e)에서와 같이, 상기 워드선 접속홀(26)을 포함하는 전면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
하여 워드선(22)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2 층간 절연막(37)을 형성한 후 셀과 셀의 분리 영역의 제2 
층간 절연막(37)과 제1 층간 절연막(36)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비트선 접속홀(25)을 형성한다.

이어, 상기 비트선 접속홀(25)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30)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하여 제2 불순물 확산 영
역(32b)을 형성한다.

상기 비트선 접속홀(25)을 포함하는 전면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하여 비트선(21)을 형성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다른 메모리 장치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6도(a)(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레이 아웃도 및 구조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다른 메모리 장치는 하측의 제2 게이트(34b)와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
의 콘택층이 분리 형성된 것으로 먼저, P형 반도체 기판(30)의 소자 격리 영역에 형성되는 필드 산화막
(31)과, 상기 필드 산화막(31)에 의해 정의된 반도체 기판(30)의 활성 영역에 형성되는 제1, 2 불순물 확
산 영역(32a)(32b)과, 상기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32a)(32b)이 형성된 사이의 채널 영역상에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막(33)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33)상에 형성되는 제2 게이트(34b)와, 상기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 및 제2 게이트(34b)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38)과, 상기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38)상에 형성되는 유전체층(35)과, 상기 유전체층(35)상에 형성되는 제1 게이트(34a)와, 상
기 제1 게이트(34a)의 일측에 워드선 콘택홀(26)을 갖고 형성되는 제1 층간 절연막(36)과, 상기 워드선 
콘택홀(26)을 통하여 제1 게이트(349)에 접속되어 형성되는 워드선(22)과,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전면에 형성되는 제2 층간 절연막(37)과,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제1, 2 게이트(34a)(34b)에 절연되
어 형성되는 비트선 콘택홀(25)을 통하여 워드선(22)에 수직한 방향으로 제2 불순물 확산 영역(32b)에 콘
택되어 형성되는 비트선(21)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다른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7도(a) 내지 (e)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제조 방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이다.

먼저, 제7도(a)에서와 같이, 패드산화막과 질화막으로 구성된 산화 방지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분위기에
서의 열처리공정으로 반도체 기판(30)의 소자 격리 영역에 필드 산화막(31)을 형성하여 액티브 영역을 정
의하고, 상기 액티브 영역의 반도체 기판(30)상에 게이트 절연막(33)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게이트 절연막(33)상에 제1 폴리 실리콘층(28a)을 형성하고 패터닝하여 제2 게이트(34b)를 
형성한 후 상기 제2 게이트(34b)를 마스크로 하여 n-MOS인 경우에는 P, As 를 p-MOS인 경우에는 B, Sb 등
의 이온을 주입하고 열처리하여 제1, 2 불순물 확산영역(32a)(32b)을 형성한다.

이어, 제7도(b)에서와 같이, 상기 일측의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을 제외한 전면에 상기 제2 게이트
(34b)보다 두꺼운 산화막(39)을 형성한다.

그리고 제7도(c)에서와 같이, 상기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에 콘택되도록 제2 게이트(34b)상에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LPCVD)등으로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38)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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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38)은 상기 산화막(39)과 동일 높이로 형성된다.

물론, 필드 산화막(31)상측의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38)은 형성 높이가 다르다.

이어, 상기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38)상에 일정 두께의 유전체층(35)을 형성하고 유전체층(35)상에 제
1 게이트(34a)를 형성하기 위한 제2 폴리 실리콘층(28b)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의 유전체층(35)은 제1 게이트(34a)에 임의의 전압 V1을 인가 하였을 때 제2 게이트(34b)에 
0.1 V1 이상이 유기될 수 있도록 그 두께와 유전율(3.0)을 결정하여 50∼1000Å의 두께를 갖는 실리콘 산
화막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이어, 상기 제2 폴리 실리콘층(28b), 유전체층(35),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38)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서로 분리(Discrete) 적층되는 제1, 2 게이트(34a)(34b)를 형성한다.

그리고 제7도(d)에서와 같이, 전면에 제1 층간 절연막(36)을 형성하고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워드선 접속
홀(26)을 형성한다.

이어, 제7도(e)에서와 같이, 상기 워드선 접속홀(26)을 포함하는 전면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
하여 워드선(22)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2 층간 절연막(37)을 형성한 후 셀과 셀의 분리 영역의 제2 
층간 절연막(37), 제1 층간 절연막(36), 산화막(39)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비트선 접속홀(25)을 형성한
다.

이어, 상기 비트선 접속홀(25)을 포함하는 전면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하여 비트선(21)을 형성
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쓰기와 읽기 그리고 리프레쉬 동작에 대하여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읽기와 쓰기 및 리프레쉬 동작은 스텐바이(Standby)상태에서 
비트선, 워드선에 인가되는 전압의 상태에 따른 두 가지의 동작 방법이 있다.

먼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일 동작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8도(a)(b)(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일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기본적으로 스텐바이 상태에서는 기판을 기저 전압(VG : Ground potential) 또는 저전압(VL)상태로 두고 
워드선(22)에는 기저 전압이나 저전압을 인가한 상태를 유지하여 셀 트랜지스터는 off상태가 되어 드레인 
전극(24b)이 비트선(21)과 전기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된다. (이때, 펀치 드로우 전압은 5V로 가정한다.)

먼저, 쓰기 동작에 관하여 제8도(a)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로직값 '1' 의 쓰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비트선(21)에 고전압(VH, 여기서는 5V)을 인가하고 워드선(22)을 선택하여 쓰기 전압(셀 트랜지스터를 동
작시키기 위한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으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2.5V)을 제1 게이트(23a)에 인가하면 제2 
게이트(23b)와 이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에는 커패시티브 커플링(Capacitive Coupling)에 의하여 높
은 전압(VH)이 유기되어 셀 트랜지스터는 off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워드선(22)에 인가한 전압을 기저 전압(여기서는 0V)으로 낮추면 제2 게이트(23b)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도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해 기저 전압으로 떨어지므로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전
극(24a)과 드레인 전극(24b)사이의 전압이 5V로 증가하여 펀치 드로우(Punch-through)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qVG)가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qVH)보다 높
게 되므로 전자가 제2 게이트(23b)로 부터 비트선(21) 방향으로 흘러 나가게 되고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
면 다시 드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고전압(5V)으로 상승한다.

상기와 같이 드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상승하던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이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과 같게 되므로 평형 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고 커패시터의 양단에는 
-VH 전압에 해당하는 전하가 축적된다.

이후 워드선(22)의 전압을 기저 전압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비트선(21)의 전압을 1/2 VH로 내리면 셀 트랜
지스터가 on 상태가 되어 드레인 전극(24b)의 포텐셜 에너지(=qVH)가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
l/2 qVH)보다 낮아지게 되어 비트선(21)으로 부터 제2 게이트(23b)로 전자가 흘러 들어가게 된다.

상기와 같이, 제2 게이트(23b)로 전자가 흘러 들어가면 제2 게이트(23b)의 전압이 1/2VH 로 떨어져 비트
선(21)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와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게 된다.

상기와 같이,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져 평형 상태가 되면 더 이상의 전하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셀 트랜지
스터는 off상태가 된다.

이때, 커패시터에는 -l/2 VH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다.

상기의 정보는 다음 읽기 동작이 수행될 때까지 잔류하게 된다.

그리고 로직값 '0' 의 쓰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비트선(21)에 기저 전압 또는 저전압(VL)을 인가하고, 워드선(22)을 선택하여 높은 전압(VH: 트랜지스터
를 동작시키기 위한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으로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1 동작에서는 2.5V) 을 
제1 게이트(23a)에 인가하면 제2 게이트(23b)와 이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에는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하여 높은 전압(VH)이 유기되어 셀 트랜지스터는 off 상태로 유지된다.

30-6

1019960016463



이때,  워드선(22)에  인가한  전압을  기저  전압(0V)으로  낮추면  제2  게이트(23b)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
(24b)의 전자 포텐셜도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하여 기저 전압으로 떨어진다.

상기와 같이,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이 기저 전압으로 떨어지면 셀 트랜지스터의 제2 게이트
(23b)의 전압보다 소오스 전극(24a) 또는 드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같거나 높은 상태가 되어 셀 트랜지
스터는 off상태로 유지된다.

즉, 소오스 전극(24a)과 드레인 전극(24b)사이의 통로가 폐쇄된다.

이때, 워드선(22)에 인가되는 전압을 기저 전압(oV)으로 낮추면 제2 게이트(23b)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
(24b)의 전자 포텐셜도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하여 기저 전압으로 떨어지므로 계속해서 셀 트랜지스터는 
off 상태가 유지된다.

상기와 같이, 셀 트랜지스터가 off 상태를 유지하면 커패시터에는 0V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상태로 
유지되어 다음 읽기 동작이 수행될 때까지 잔류하게 된다.

그리고 읽기 동작에 관하여 제8도(b)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로직값 '1' 의 읽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비트선(21)을 프리차지(Precharge)시켜서 기준전압(1/2 VH 여기서는 2.5V)을 인가하고, 워드선(22)을 선
택하여 홀드(Hold)된 워드선(22)의 전압을 0V로 한 스텐바이 상태에서 읽기전압(VH' : 여기서는 트랜지스
터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문턱전압 이상의 전압으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1 동작에서는 2.5
V)을 제1 게이트(23a)에 인가한다.

이때, 제2 게이트(23b)에 로직값 '1'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되어진 경우에는 제2 게이트(23b)와 이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에는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해 높은 전압(1/2VH + VH' : 여기서는 5V)이 유기되
어 소오스 전압(1/2 VH)보다 높아지므로 셀 트랜지스터가 on 상태로 된다.

상기와 같이,  셀  트랜지스터가 on  상태가 되면 비트선(21)의  포텐셜 에너지(-l/2  qVH)가  드레인 전극
(24b)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q(1/2 VH + VH')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가 비트선(21)으로 부터 드레인 전극(24b) 방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는 동안 비트선(21)은 VH' 에 해당하는 전하 커플링을 받게된다.

또한 드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1/2 VH로 하강하여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과 드레인 전극(24b)의 전
자 포텐셜(1/2 VH)이 같게 된다.

상기와 같이, 평형상태가 유지되면 더 이상의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고 셀 트랜지스터는 off 상태가 
되며 커패시터에는 VH' - l/2 VH의 전압에 해당하는 정보가 축적된 상태로 환원된다.

이후 워드선(22)의 전압을 기저전압(VG)으로 내리면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하여 제2 게이트(23b) 즉, 드
레인 전극(24b)의 전압은 1/2 VH - VH'(여기서는 0V)로 감소하게 되며 셀 트랜지스터는 계속하여 off 상
태로 유지된다.

그리고 로직값 '0' 의 읽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제2 게이트(23b)에 로직값 '0'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트선(21)을 프리차지 시켜
서 기준 전압(1/2 VH 여기서는 2.5V)을 인가한 상태에서 워드선(22)을 선택하여 홀드된 워드선(21)의 전
압을 0V에서 읽기 전압(VH': 여기서 VH는 셀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으
로 실시 예에서는 2.5V)을 제1 게이트(23b)에 인가한다.

상기와 같이, 제1 게이트(23a)에 읽기 전압을 인가하면 제2 게이트(23b)와 이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
b)에는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하여 높은 전압(VH')가 유기되어 셀 트랜지스터는 off 상태로 유지된다.

이때, 워드선(22)에 인가한 전압을 기저 전압(여기서는 0V)으로 낮추면 제2 게이트(23b)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도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하여 기저 전압으로 떨어지므로 셀 트랜지스터의 제2 
게이트(23b)의 전압보다 소오스 전극(24a)이나 드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같거나 높은 상태가 되어 셀 
트랜지스터는 off 상태로 유지되고 소오스 전극(24a)과 드레인 전극(24b) 사이의 통로가 폐쇄된다.

즉, 커패시터에는 0V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 정보는 다음의 쓰기 또는 리프레쉬(Refresh)동작이 수행될 때까지 잔류하게 된다.

그리고 리프레쉬 동작에 관하여 제8도(c)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RAM셀은 주기적으로 리프레쉬되지 않으면 저장된 데이타를 잃어버리게 된다.

본 발명의 DRAM셀의 리프레쉬 동작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셀에 바이너리 코드(binary code)화된 정보를 쓰
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홀드 상태에서는 기판을 기저 전압(VG) 또는 저전압(VL) 상태로 두고 워드선(22)에는 기저 전압이나 저전
압을 인가한 상태를 유지한다.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는 셀 트랜지스터가 off 상태이고 드레인 전극(24b)이 비트선(21)과 전기적으로 단
절된 상태이다.

이때의 펀치 드로우 전압을 5V로 가정하고 로직값 '1' 또는 '0' 이 저장된 셀을 읽기 동작을 한 다음 다
시 로직값 '1' 을 기입하는 경우의 동작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트선(21)에 고전압(VH=5V)을 인가한 다음에 쓰기 동작을 위하여 워드선(22)을 선택하여 쓰기 전
압(VH': 셀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으로 여기서는 2.5V)을 제1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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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에 인가하면 제2 게이트(23b)와 이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에는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하여 높
은 전압(VH')이 유기된다.

즉, 셀 트랜지스터는 off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이때, 워드선(22)에 인가한 전압을 기저전압(0V)으로 낮
추면 제2 게이트(23b)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도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하여 기저 전
압으로 떨어지게 된다.

상기와 같이,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이 떨어지면 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전극(24a)과 드레인 
전극(24b)사이의 전압이 VH (5V)로 증가하여 펀치 드로우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qVG)가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qVH)보다 높
게 되므로 전자가 제2 게이트(23b)로 부터 비트선(21) 쪽으로 흘러 나가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드
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상승한다.

상기와 같이, 드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상승하면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이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과 같게 되므로 평형 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고 커패시터의 양단에는 
-VH 전압에 해당하는 전하가 축적된다.

이후, 워드선(22)의 전압을 기저 전압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비트선(21)의 전압을 1/2 VH로 내리면 트랜지
스터가 on 상태가 되어 이번에는 드레인 전극(24b)의 포텐셜 에너지(-qVH)가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l/2 qVH)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비트선(21)으로 부터 제2 게이트(23b)로 전자가 흘러 들어가게 되어 제2 게이트(23b)의 전압이 
1/2 VH로 떨어져서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와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가 같게 
되면 평형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전하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셀 트랜지스터는 off 상태가 된다.

이때, 커패시터에는 -l/2 VH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상태로 된다.

상기의 저장된 정보는 다음 읽기 동작이 수행될 때까지 잔류하게 된다.

그리고 펀치 드로우 전압을 5V로 가정하고 로직값 '1' 또는 '0' 이 저장된 셀을 읽기 동작을 한 다음 다
시 로직값 '0' 을 기입하는 경우의 동작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비트선(21)에 고전압(VH 여기서는 5V)을 인가한 다음 쓰기 동작을 위하여 워드선(22)을 선택하여 쓰기 전
압(VH : 셀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문턱전압 이상의 전압으로 여기서는 2.5V)을 제1 게이트
(23a)에 인가하면 제2 게이트(23b)와 이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에는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해 기저
전압으로 떨어지므로 셀 트랜지스터의 제2 게이트(23b)의 전압보다 소오스 전극(24a)과 드레인 전극(24
b)의 전압이 같거나 높은 상태가 되어 셀 트랜지스터는 off상태로 유지된다.

즉, 소오스 전극(24a)과 드레인 전극(24b)사이의 통로가 폐쇄되고 이때, 워드선(22)에 인가한 전압을 기
저전압(여기서는 0V)으로 낮추면 제2 게이트(23b)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도 커패시티
브 커플링에 의하여 기저전압으로 떨어진다.

즉, 셀 트랜지스터는 계속해서 off 상태로 유지되고 커패시터에는 0V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상태로 
유지된다.

상기의 저장된 정보는 다음의 읽기 동작이 수행될 때까지 잔류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쓰기와 읽기 동작을 수행하면 제2 게이트(23b)에 로직값 '1' 과 '0' 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
장할 수 있고 저장된 정보를 로직값 '1' 일 때만 읽을 수 있게 하므로서 메모리 셀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제8도(b)의 READ cycle 동작 과정에서와 같이 로직값 '1' 일 때 비트선(21)에 VH(여기서는 2.5V)에 
해당하는 전하 변동을 일으키고 로직값 '0' 일 때는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이 차이에 의하여 저장된 
정보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제9도(a)(b)(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도로써, 앞에
서 설명한 일 동작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WRITE cycle에서는 제9도(a)에서와 같이, 워드선(22)을 1/2 VH로 프리차지하는 것과 셀 트랜지스터에서 
펀치 드로우를 일으킬 때 워드선(22)의 전압을 VH 에서 기저전압으로 내려서 펀치 드로우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다시 1/2 VH로 올리므로서 비트선 전압이 VH 일 때는 커패시터에 -l/2 VH 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비트선(21)의 전압이 1/2VH일 때는 0V 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리고 READ cycle에서는 제9도(b)에서와 같이, 비트선(21)전압을 VH(여기서는 5V 로 프리차지한 상태에
서 워드선(22)전압을 프리차지된 1/2 VH 에서 VH로 올려서 비트선(21)에 전압 변동을 일으킨 후 다시 1/2 
VH로 내려서 홀드시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Refresh cycle에서는 제9도(c)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DRAM셀의 제1 WRITE cycle 동작을 나타낸 
제8도(b)에서의 동작과 동일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회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0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회로도이다.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회로 구성은 제1 게이트(23a)와 제2 게이트(23b)를 갖는 액
세스 트랜지스터와, 상기 제2 게이트(23b)에 연결되는 워드선(22)과 상기 액세스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전
극(24a)에 연결되는 비트선(21)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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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비트선(21)에 연결되지 않은 다른 한 전극 즉, 드레인 전극(24b)은 상기 제1 게이트(23a)에 연결된
다.

그리고 비트선(21)은 센싱 앰프(Sense Amplifier) 입력단의 한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 단자는 기
준 전압에 연결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쓰기 및 읽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의 쓰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워드선(22)을 통하여 트랜지스터의 제2 게이트(23b)에 스기 전압을 인가하여 제1 게이트(23a)에 동작 전
압을 유기시켜 셀 트랜지스터를 동작 상태가 되도록 한다.

이때, 비트선(21)으로부터 소오스/드레인 통로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1 게이트(23a)에 저장한다.

정보가 저장되면 워드선(22)을 통하여 다시 제2 게이트(23b)에 다른 전압을 인가하거나 쓰기전압을 유지
하여 셀 트랜지스터가 동작되지 않도록 하므로서 제1 게이트(23a)에 저장된 정보를 잔류시킨다.

한편 저장된 정보의 읽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워드선(22)을 통하여 제2 게이트(23b)에 읽기 전압을 인가하여 제1 게이트(23a)에 전압을 유기시켜서 트
랜지스터가 동작 상태가 되도록 하여 소오스/드레인 통로를 통하여 비트선(21)에 전송한다.

상기의 비트선(21)에 전송되는 신호 정보에 의하여 변동된 비트선(21)전압과 더미 셀(Dummy Cell)의 비트
선(21)에 나타나는 기준 전압을 비교하고 증폭하여 제1 게이트(23a)에 저장되었턴 정보의 상태를 파악하
게 된다.

상기와 같은 회로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메모리 장치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1도(a)(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레이 아웃도 및 구조 단면도이다.

먼저, P형 반도체 기판(30)의 소자 격리 영역에 형성되는 필드 산화막(31)과, 상기 필드 산화막(31)에 의
해 정의된 반도체 기판(30)의 활성 영역에 형성되는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32a)(32b)과, 상기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32a)(32b)사이의 채널 영역상에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막(33)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
(33)상에 형성되는 제2 게이트(34b)와, 상기 제2 게익프(34b)상에 형성되는 유전체막(35)과, 상기 유전제
막(35)상에 상기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제1 게이트(34a)와, 상기 제1 게이트
(34a)의 상측에 형성되는 제1 층간 절연막(36)과, 상기 제2 게이트(34b)에 접속되어 형성되는 워드선(2
2)과,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전면에 형성되는 제2 층간 절연막(37)과,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제1, 2 게이트(34a)(34b)에 절연되어 형성되는 비트선 콘택홀(25)을 통하여 워드선(22)에 수직한 방향으
로 타측 불순물 확산 영역(32b)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비트선(21)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2도(a) 내지 (e)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이다.

먼저, 제12도(a)에서와 같이, 패드산화막과 질화막으로 구성된 산화 방지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분위기에
서의 열처리공정으로 반도체 기판(30)의 소자 격리 영역에 필드 산화막(31)을 형성하여 액티브 영역을 정
의하고, 상기 액티브 영역의 반도체 기판(30)상에 게이트 절연막(33)을 형성한다.

이어, 제12도(b)에서와 같이, 상기 게이트 절연막(33)을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30)의 전면에 제2 게이트
(34b)를 형성하기 위한 제1 폴리 실리콘층(28a) 및 일정 두께의 유전체층(35)을 LPCVD법 등으로 차례대로 
형성한다.

이때, 상지의 유전체층(35)은 제2 게이트(34b)에 임의의 전압 V1을 인가 하였을 때 제1 게이트(34a)에 
0.1 V1 이상이 유기될 수 있도록 그 두께와 유전율(3.0 이상)을 결정하여 50 ∼ 1000Å의 두께를 갖는 실
리콘 산화막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유전체층(35)상에 제1 게이트(34a)를 형성하기 위한 제2 폴리 실리콘층(28b)을 1차로 LPCVD
법 등으로 형성한다.

이어, 제12도(c)에서와 같이, 상기 1차로 형성된 제2 폴리 실리콘층(28b), 유전체층(35), 제1 폴리 실리
콘층(28a)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1 게이트 접속홀(29) 및 제2 불순물 확산 영역(32b)을 형성하기 위한 
콘택홀을 형성한다.

그리고 제1 게이트 접속홀(29) 및 제2 불순물 확산 영역(32b)을 형성하기 위한 콘택홀을 통하여 이온 주
입 및 열처리를 통한 확산 공정으로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32a)(32b)을 형성한다.

이때, 이온 주입 공정은 n-MOS인 경우 P, As 그리고 p-MOS인 경우에는 B 와 Sb등의 이온을 주입한다.

그리고 제12도(d)에서와 같이,  전면에 산화막층을 형성하고 선택적으로 에치백하여 제1  게이트 접속홀
(29) 및 콘택홀의 측면에 측벽 산화막(40)을 형성한다.

이어, 전면에 제1 게이트(34a)를 형성하기 위해 2차로 제2 폴리 실리콘층(28b)을 상기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에 콘택되도록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2차로 형성된 제2 폴리 실리콘층(28b)을 제1 게이트 접속홀(29)을 포함하는 제2 게이트(34
b)상측에만 남도록 제거하여 제1 게이트(34a)를 완성한다.

이어, 상기 제1 게이트(34a) 및 제2 불순물 확산 영역(32b)를 포함하는 전면에 제1 층간 절연막(36)을 형
성한다.

그리고 제12도(e)에서와 같이, 상기 제1 층간 절연막(36)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하여 워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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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워드선(22)은 도면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셀 블럭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서 제2 게이트(34b)
에 콘택되어 진다.

그리고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2 층간 절연막(37)을 형성한 후 셀과 셀의 분리 영역의 제2 
층간 절연막(37)과 제1 층간 절연막(36)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비트선 접속홀(25)을 형성한다.

이어, 상기 비트선 접속홀(25)을 포함하는 전면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하여 제2 불순물 확산 
영역(32b)에 콘택되도록 비트선(21)을 형성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다른 메모리 장치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3도(a)(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레이 아웃도 및 구조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다른 메모리 장치는 먼저, p형 반도체 기판(30)의 소자 격리 영역에 형성되
는 필드 산화막(31)과, 상기 필드 산화막(31)에 의해 정의된 반도체 기판(30)의 활성 영역에 형성되는 제
1, 2 불순물 확산 영역(32a)(32b)과, 상기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32a)(32b)사이의 채널 영역상에 형성
되는 게이트 절연막(33)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33)상에 형성되는 제2 게이트(34b)와, 상기 제2 게이트
(34b)상측에 제2 게이트(34b)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제2 게이트 콘택층(41)과,  상기 제2 게이트 콘택층
(41)상에 형성되는 유전체층(35)과, 상기 유전체층(35)상에 제1 게이트 접속홀(29)을 통하여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제1 게이트(34a)와,  상기 제1 게이트(34a)  상측에 워드선 콘택홀
(26)을 갖고 형성되는 제1 층간 절연막(36)과, 상기 워드선 콘택홀(26)을 통하여 제2 게이트(34b)에 접속
되어 형성되는 워드선(22)과,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전면에 형성되는 제2 층간 절연막(37)과,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제1, 2 게이트(34a)(34b)에 절연되어 형성되는 비트선 콘택홀(25)을 통하여 워드
선(22)에 수직한 방향으로 제2 불순물 확산 영역(32b)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비트선(21)을 포함하여 구성
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다른 메모리 소자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4도(a) 내지 (e)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제조 방법을 나타낸 공정 단면도이
다.

먼저, 제14도(a)에서와 같이, 패드산화막과 질화막으로 구성된 산화 방지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분위기에
서의 열처리공정으로 반도체 기판(30)의 소자 격리 영역에 필드 산화막(31)을 형성하여 액티브 영역을 정
의하고, 상기 액티브 영역의 반도체 기판(30)상에 게이트 절연막(33)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게이트 절연막(33)상에 제1 폴리 실리콘층(28a)을 형성하고 패터닝하여 제2 게이트(34b)를 
형성한 후 상기 제2 게이트(34b)를 마스크로 하여 n-MOS인 경우에는 P, As 를 p-MOS인 경우에는 B, Sb 등
의 이온을 주입하고 열처리하여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32a)(32b)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32a)(32b) 및 제2 게이트(34b)를 포함하는 전면에 산화막(39)을 형
성한다.

이어, 제14도(b)에서와 같이, 상기 산화막(39)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2 게이트(34b)의 일부를 노출시
킨다.

그리고 제14도(c)에서와 같이, 상기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에 콘택되도록 제2 게이트(34b)상에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LPCVD)등으로 제2 게이트 콘택층(41)을 형성한다.

이어, 상기 제2 게이트 콘택층(41)상에 일정 두께의 유전체증(35)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의 유전체층(35)은 제2 게이트(34b)에 임의의 전압 V1을 인가 하였을 때 제1 게이트(34a)에 
0.1 V1 이상이 유기될 수 있도록 그 두께와 유전율(3.0 이상)을 결정하여 50∼1000Å의 두께를 갖는 실리
콘 산화막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그리고 제14도(d)에서와 같이, 상기 제1 불순물 확산 영역(32a)상측의 유전체층(35), 제2 게이트 콘택층
(38)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1 게이트 접속홀(29)을 형성한다.

그리고 전면에 산화막을 증착하고 에치백하여 상기 제1 게이트 접속홀(29)의 측면에 측벽 산화막(40)을 
형성한다.

이어, 상기 제1 게이트 접속홀(40)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2 폴리 실리콘층(28b)을 형성한 후에 제2 불순물 
확산 영역(32b) 상측의 제2 폴리 실리콘층(28b), 제2 게이트 콘택층(38)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제14도(e)에서와 같이, 상기 제2 불순물 확산 영역(32b)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1 층간 절연막(36)
을 형성하고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워드선 접속홀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워드선 접속홀은 셀 블럭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형성되는 것으로 도면에 나타내지 않았다.

상기 워드선 접속홀을 포함하는 전면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하여 워드선(22)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워드선(22)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2 층간 절연막(37)을 형성한 후 셀과 셀의 분리 영역의 제2 
층간 절연막(37), 제1 층간 절연막(36), 산화막(39)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비트선 접속홀(25)을 형성한
다.

이어, 상기 비트선 접속홀(25)을 포함하는 전면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하여 비트선(21)을 형성
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쓰기와 읽기 그리고 리프레쉬 동작에 대하여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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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읽기와 쓰기 및 리프레쉬 동작은 스텐바이(Standby)상태에서 
비트선, 워드선에 인가되는 전압의 상태에 따른 두 가지의 동작 방법이 있다.

먼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단일 트랜지스터 메모리 소자의 일 동작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제15도(a)(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일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기본적으로 스텐바이 상태에서는 기판을 기저 전압(VG : Ground potential) 또는 저전압(VL)상태로 두고 
워드선(22)에는 기저 전압이나 저전압을 인가한 상태를 유지하여 셀 트랜지스터는 off상태가 되어 드레인 
전극(24b)이 비트선(21)과 전기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된다. (이때, 셀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은 0V로 가
정한다.)

먼저, 쓰기 동작에 관하여 제14도(a)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로직값 '1' 의 쓰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비트선(21)에 고전압(VH, 여기서는 2.5V)을 인가하고 워드선(22)을 선택하여 쓰기 전압(셀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으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2.5V)을 제2 게이트(23b)에 인가하면 제1 
게이트(23a)와 이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에는 커패시티브 커플링(Capacitive Coupling)에 의하여 높
은 전압(VH)이 유기되어 셀 트랜지스터는 off-상태를 유지하게된다.

즉, 셀 트랜지스터의 제2 게이트(23b)의 전압보다 소오스 전극(24a)이나 드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같거
나 높은 상태가 되어 셀 트랜지스터는 off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커패시터에는 0V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다.

상기의 정보는 다음 읽기 동작이 수행될 때까지 잔류하게 된다.

그리고 로직값 '0' 의 쓰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비트선(21)에 기저 전압 또는 저전압(VL)을 인가하고, 워드선(22)을 선택하여 높은 전압(VH: 트랜지스터
를 동작시키기 위한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으로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제1 동작에서는 2.5V) 을 
제2 게이트(23b)에 인가하면 제1 게이트(23a)와 이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에는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하여 높은 전압(VH)이 유기되어 셀 트랜지스터는 on 상태로 바뀌게 된다.

이때,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qVG=0)가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qVH)보다 높
게 되므로 전자가 비트선(21)으로 부터 제1 게이트(23a) 방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전자가 이동되면 
다시 드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0V로 낮아진다.

상기와 같이, 드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낮아지면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이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과 같게 되므로 평형 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고 커패시터의 양단에는 양
의 VH 전압에 해당하는 전하가 저장된다.

이후 워드선(22)의 전압을 VH로 유지하면 셀 트랜지스터는 off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정보를 홀드하게 된
다.

그리고 읽기 동작에 관하여 제15도(b)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로직값 '1' 의 읽기 동작은 다음과 같다.

비트선(21)을 프리차지(Precharge)시켜서 VH(여기서는 2.5V) 또는 VG(0V)을 인가하고, 워드선(22)을 선택
하여 홀드(Hold)된 워드선(22)의 전압을 0V로 한 스텐바이 상태에서 읽기전압(VG 여기서는 0V)을 제2 게
이트(23b)에 인가한다.

이때, 제1 게이트(23a)에 로직값 '1'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되어진 경우에는 비트선(21)에 VH가 인가된 
상태이므로 제2 게이트(23b)의 전압에 대하여 제1 게이트(23a)와 이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24b)이나 소오
스 전극(24a)의 전압이 같거나 높은 상태가 되어 셀 트랜지스터는 off상태로 유지된다.

상기와 같이, 셀 트랜지스터가 off되면 소오스 전극(24a)과 드레인 전극(24b)사이의 통로가 폐쇄되어 커
패시터에는 0V에 해당하는 전하가 저장된다.

그리고 제1 게이트(23a)에 로직값 '0'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되어진 경우에는 비트선(21)에 VG가 인가
된 상태이므로 워드선(22)의  전압이 VH에서 VG로  바뀌면 제1  게이트(23a)와  이에 연결된 드레인 전극
(24b)에는 커패시티브 커플링에 의하여 낮은 전압(VG-VH, 여기서는 -2.5V)이 유기되어 제2 게이트(23b)에 
대하여 전압이 낮아지므로 셀 트랜지스터 on 상태로 되고 비트선(21)의 포텐셜 에너지(-qVG)가 드레인 전
극(24b)의 전자 포텐셜 에너지(-qVG + qVH)보다 낮게 되므로 전자가 드레인 전극(24b)으로 부터 비트선
(21)방향으로 흘러 가게된다.

상기와 같이, 전자가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비트선(21)은 VG-VH에 해당하는 전하 커플링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다시 드레인 전극(24b)의 전압이 VG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비트선(21)의 전자 포텐셜이 드레인 전극(24b)의 전자 포텐셜(VG)과 같게 되므로 평형 상태
가 되어 더 이상의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셀 트랜지스터가 off 상태가 되며 커패시터에는 0V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상태로 환원된다.

상기와 같은 정보의 저장 상태는 다음의 쓰기 또는 리프레쉬 동작이 일어 날 때까지 유지된다.

그리고 리프레쉬 동작은 기본적으로 쓰기 동작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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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장치의 쓰기 및 읽기 동작은 제2 게이트(23b)에 로직값 
'1' 과 '0' 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 할 수 있고, 저장된 정보를 로직값 '0' 일 때만 읽을 수 있게 하므
로서 메모리 소자의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즉, READ cycle 동작에서 알 수 있듯이 로직값 '0' 일때 비트선(21)에 VG-VH(여기서는 -2.5V)에 해당하는 
전하 변동을 일으키고, 로직값 '1' 일 때는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이 차이에 의하여 저장된 정보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제16도(a)(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DRAM장치의 다른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도로써, 제15도
(a)(b)에서 나타낸 일 동작과 동일한 방식이다.

단지 WRITE cycle 과 READ cycle에서 워드선(22)과 비트선(21)을 1/2 VH로 프리차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시작하고 마치도록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때, VH는 5V, VG는 2.5V 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메모리 장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정보의 저장 수단으로 별도의 커패시터를 구성하지 않아 단위 셀의 면적을 감소시켜 소자의 집적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커패시터를 구성하기 위한 삼차원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도층의 숫자가 감소하므로 단차
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후공정에서의 노광 및 식각 공정의 적용성이 개선되어 소자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열공정 등의 전체적인 공정의 스텝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소자의 제조원가 측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하나의 셀 트랜지스터로만 단위 셀을 구성하므로 비트선을 금속 배선으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워드선의 게이트 스트랩(Strap)을 증가시키거나 워드선의 프리차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전달 속
도나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게이트; 소오스 드레인; 상기 드레인과 연결되고 제1 게이트에 인가되는 신호의 적어도 일부분을 유
기시키는 제2 게이트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셀.

청구항 2 

셀 구동신호를 인가하는 복수개의 워드선들; 정보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비트선들; 그리고 각각 상측 게
이트, 소오스, 드레인, 드레인에 연결되고 상측 게이트에 인가되는 신호의 적어도 일부분을 유기시키는 
하측 게이트를 포함하는 복수개의 셀들로 구성되고, 상기 각 셀의 상측 게이트는 상응하는 하나의 워드선
에 연결되고, 각 셀의 소오스는 상응하는 하나의 비트선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비트선의 한 단자는 센싱 앰프(Sense Amplifier)의 입력단의 단자에 연결되고, 다른 한 
단자는 기준 전압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하측 게이트에 로직값 '1'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경우에는 워드선에 읽기 전압이 
인가되면 정보가 비트선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하측 게이트에 로직값 '0'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경우에는 워드선에 읽기 전압이 
인가되면 하측 게이트와 비트선이 전기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비트선은 프리차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7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의 소자 격리 영역에 형성되는 필드 산화막과, 상기 필드 산화막에 의해 
정의된 반도체 기판의 활성 영역에 형성되는 복수의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과, 상기 제1, 2 불순물 확
산 영역사이의 채널 영역상에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막과, 상기 각각의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복수개의 제2 게이트와, 상기 각각의 제2 게이트상에 형성되는 유전체 층과, 상기 유전체층상에 
형성되는 제1 게이트와, 상기 제1 게이트의 일측에 대응하여 워드선 콘택홀을 갖고 형성되는 제1 층간 절
연막과, 상기 워드선 콘택홀을 통하여 각각의 제1 게이트에 대응 접속되어 형성되는 워드선과, 상기 워드
선을 포함하는 전면에 형성되는 제2 층간 절연막과, 상기 워드선을 포함하는 제1, 2 게이트에 절연되어 
형성되는 비트선 콘택홀을 통하여 워드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타측의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에 대응 접속되
어 형성되는 복수개의 비트선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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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유전체층은 제1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의 1/10 이상이 유기되는 두께와 유전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9 

반도체 기판에 필드 산화막을 선택적으로 형성하여 활성 영역을 정의하는 공정과, 상기 활성 영역 표면에 
게이트 절연막을 선택적으로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노출된 활성 영역에 복수개의 제1 불순물 확산 영역
을 형성하고 전면에 제1 폴리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폴리 실리콘층상에 유전체층, 제2 
폴리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폴리 실리론층, 유전체층, 제1 폴리 실리콘층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서로 분리(Discrete)적층되는 제1, 2 게이트를 갖는 복수개의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공정과, 
전면에 제1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 후,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하여 복수개의 워드선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워드선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2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 후 제2 층간 절연막과 제1 층간 절연
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반도체 기판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공정과, 상기 노출된 반도체 기판의 표
면에 복수개의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을 형성하고, 상기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에 대응 접속되도록 비트선
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필드 산화막은 산화 방지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분위기에서의 열처리 공정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산화 방지 마스크는 패드 산화막과 질화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게이트 절연막은 기판의 전면에 산화막을 형성하고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기판을 부분적
으로 노출시키는 공정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제1 불순물 확산 영역 또는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은 기판과 반대 도전형의 불순물을 이
온 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은 제2 게이트를 마스크로 하여 n-MOS인 경우에는 P, As등의 
불순물을, p-MOS인 경우에는 B, Sb등의 불순물을 이온 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
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제1 폴리 실리콘층은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에 콘택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9항에 있어서, 제1 층간 절연막은 각각의 트랜지스터에 대응하여 제1 게이트 상측 부분에 워드선 콘택
홀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유전체층은 유전율이 3.0 이상인 절연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9항에 있어서, 유전체층은 실리콘 산화막을 사용하여 50Å∼10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의 소자 격리 영역에 형성되는 필드 산화막과, 상기 필드 산화막에 의해 
정의된 반도체 기판의 활성 영역에 형성되는 복수의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과, 상기 제1,2 불순물 확산 
영역사이의 채널 영역상에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막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상에 형성되는 복수개의 제2 게
이트와, 상기 각각의 제1 불순물 확산 영역 및 제2 게이트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
과, 상기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상에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층과, 상기 게이트 절연층상에 형성되는 제1 
게이트와, 상기 제1 게이트의 상측에 형성되는 제1 층간 절연막과, 상기 제1 게이트에 접속되어 형성되는 
복수개의 워드선과, 상기 워드선을 포함하는 전면에 형성되는 제2 층간 절연막과, 상기 워드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복수개의 비트선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
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제1 층간 절연막은 제1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의 1/10 이상이 유기되는 두께와 유전율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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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반도체 기판의 소자 격리 영역에 필드 산화막을 형성하여 활성 영역을 정의하는 공정과, 상기 활성 영역 
표면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상에 제1 폴리 실리콘층을 형성하고 그들을 
패터닝하여 그들을 마스크로 불순물을 이온 주입하여 복수개의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과, 상기 일측의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을 제외한 전면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불순물 확
산 영역에 콘택되도록 패터닝되어진 제1 폴리 실리콘층상에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상에 일정 두께의 유전체층, 제2 폴리 실리콘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폴리 실리콘층, 유전체층,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서로 분리(Discrete) 적
층되는 제1, 2 게이트로 미루어진 복수개의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공정과, 전면에 제1 층간 절연막을 형
성하고 상측에 복수개의 워드선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워드선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2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 후 상기 워드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복수개의 비트선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필드 산화막은 산화 방지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분위기에서의 열처리 공정으로 형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산화 방지 마스크는 패드 산화막과 질화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제1 불순물 확산 영역 또는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은 기판과 반대 도전형의 불순물을 이
온 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은 제2 게이트를 마스크로 하여 n-MOS인 경우에는 P, As등의 
불순물을, p-MOS인 경우에는 B, Sb등의 불순물을 이온 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
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21항에 있어서,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은 폴리 실리콘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
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은 산화막과 동일 높이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불순물 확산 영역 콘택층은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LPCVD)등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21항에 있어서, 워드선은 제1 게이트의 일부가 노출되도록 제1 층간 절연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워
드성 접속홀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워드선 접속홀을 포함하는 전면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
하는 공정으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21항에 있어서, 비트선은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의 일부가 노출되도록 제2 층간 절연막, 제1 층간 절연
막, 산화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비트선 접속홀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비트선 접속홀을 포함하는 전
면에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하는 공정으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셀 구동신호를 인가하는 복수개의 워드선들; 정보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비트선들; 그리고 각각 하측 게
이트, 소오스, 드레인, 드레인에 연결되고 하측 게이트에 인가되는 신호의 적어도 일부분을 유기시키는 
상측 게이트를 포함하는 복수개의 셀들로 구성되고, 상기 각 셀의 하측 게이트는 상응하는 하나의 워드선
에 연결되고, 각 셀의 소오스는 상용하는 하나의 비트선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측 게이트에 로직값 '0'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경우에는 워드선에 읽기 전압이 
인가되면 정보가 비트선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측 게이트에 로직값 '1' 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경우에는 워드선에 읽기 전압이 
인가되면 하측 게이트와 비트선이 전기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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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비트선은 프리차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비트선의 한 단자는 센싱 앰프(Sense Amplifier)의 입력단의 단자에 연결되고, 다른 한 
단자는 기준 전압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6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의 소자 격리 영역에 형성되는 필드 산화막과, 상기 필드 산화막에 의해 
정의된 활성 영역에 형성되는 복수개의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과, 상기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사이의 
채널 영역상에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막과, 상기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을 제외한 활성 영역에 형성되는 
복수개의 제2 게이트와, 상기 제2 게이트상에 형성되는 유전제막과, 상기 유전체막상에 상기 각각의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제1 게이트와, 상기 제1 게이트의 상측에 형성되는 제1 층간 절연
막과, 상기 각각의 제2 게이트에 접속되어 형성되는 복수개의 워드선과, 상기 워드선을 포함하는 전면에 
형성되는 제2 층간 절연막과, 상기 워드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각각의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복수개의 비트선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유전체층은 제2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의 1/10 이상이 유기되는 두께와 유전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에 제1 게이트를 콘택시키기 위한 접속홀의 측면에는 측벽 산화막
이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39 

반도체 기판에 선택적으로 필드 산화막을 형성하여 활성 영역을 정의하는 공정과, 상기 활성 영역상에 게
이트 절연막홀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을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의 전면에 제1 폴리 실리콘
층 및 일정 두께의 유전체 층을 차례대로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유전체층상에 제2 폴리 실리론층을 1차
로 형성한 후 그 제2 폴리 실리콘층, 유전체층, 제1 폴리 실리콘층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기판을 노출시
키는 공정과, 상기 노출된 기판에 이온 주입 및 열처리를 통한 확산 공정으로 복수개의 제1, 2 불순물 확
산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전면에 2차로 제2 폴리 실리콘층을 상기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에 콘택되도록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2차로 형성된 제2 폴리 실리콘층을 제1 게이트 접속홀을 포함하는 제2 게이트 상
측에만 남도록 제거하여 복수개의 제1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게이트 및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1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 후 복수개의 워드선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워드선
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2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 후 복수개의 비트선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필드 산화막은 산화 방지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분위기에서의 열처리 공정으로 형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산화 방지 마스크는 패드 산화막과 질화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42 

제39항에 있어서, 제1 불순물 확산 영역 또는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은 기판과 반대 도전형의 불순물을 이
온 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은 n-MOS인 경우에는 P, As등의 불순물을, p-MOS인 경우에는 
B, Sb등의 불순물을 이온 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44 

제39항에 있어서, 제1, 2 폴리 실리콘층은 LPCVD법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의 제조 방법.

청구항 45 

제39항에 있어서, 2차로 제2 폴리 실리콘층을 형성하기 전에 1차로 형성된 제2 폴리 실리콘층, 유전체층, 
제1 폴리 실리콘층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형성된 콘택홀의 측면에 측벽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46 

제39항에 있어서, 워드선출 형성하기 전에 셀 블럭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의 제1 층간 절연막을 선택적으
로  식각하여  워드선  콘택홀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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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청구항 47 

제39항에 있어서, 비트선은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에 연결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
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48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의 소자 격리 영역에 형성되는 필드 산화막과, 상기 필드 산화막에 의해 
정의된 반도체 기판의 활성 영역에 형성되는 복수개의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과, 상기 제1,2 불순물 확
산 영역사이의 채널 영역상에 형성되는 게이트 절연막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상에 형성되는 복수개의 제2 
게이트와, 상기 제2 게이트상측에 제2 게이트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제2 게이트 콘택층과, 상기 제2 게이
트 콘택층상에 형성되는 유전체층과, 상기 유전체층상에 각각의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에 콘택되어 형성되
는 복수개의 제1 게 이트와, 상기 제1 게이트상측에 워드선 콘택홀을 갖고 형성되는 제1 층간 절연막과, 
상기 워드선 콘택홀을 통하여 각각의 제2 게이트에 대응 접속되어 형성되는 복수개의 워드선과, 상기 워
드선을 포함하는 전면에 형성되는 제2 층간 절연막과, 상기 워드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에 콘택되어 형성되는 복수개의 비트선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유전체 층은 제1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의 1/10 이상이 유기되는 두께와 유전율을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0 

제48항에 있어서, 제1 게이트를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에 콘택시키기 위한 콘택홀의 측면에는 측벽 산화막
이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청구항 51 

반도체 기판의 소자 격리 영역에 필드 산화막을 형성하고, 상기 필드 산화막에 의해 정의된 활성 영역상
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상에 제1 폴리 실리콘층을 형성하고 패터닝하여 
복수개의 제2 게이트를 형성한 후 그를 마스크로 하여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 및 제2 게이트를 포함하는 전면에 산화막을 형성하고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제2 
게이트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공정과, 상기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에 콘택되도록 제2 게이트상에 제2 게이
트 콘택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게이트 콘택층상에 일정 두께의 유전체 층을 형성하고 상기 유전
체층상에 각각의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에 연결되도록 복수개의 제1 게이트를 형성하는 공정과, 전면에 제
1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 후 도전성 물질을 종착하고 패터닝하여 복수개의 워드선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
기 워드선을 포함하는 전면에 제2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 후 도전성 물질을 증착하고 패터닝하여 복수개의 
비트선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제1 게이트는 제1 불순물 확산 영역상측의 유전체층, 제2 게이트 콘택층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기판이 노출되도록 제1 게이트 접속홀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게이트 접속홀의 측면에 측
벽 산화막을 형성한 후 전면에 형성되는 제2 폴리 실리콘층을 선택적으로 식각하는 공정으로 형성함을 특
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53 

제51항에 있어서, 워드선을 형성하기 전에 셀 블럭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의 제1 층간 절연막을 선택적으
로  식각하여  워드선  콘택홀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54 

제51항에 있어서, 비트선은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에 연결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
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비트선은 워드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56 

제51항에 있어서, 필드 산화막은 산화 방지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분위기에서의 열처리 공정으로 형성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산화 방지 마스크는 패드 산화막과 질화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58 

제51항에 있어서, 제1 불순물 확산 영역 또는 제2 불순물 확산 영역은 기판과 반대 도전형의 불순물을 이
온 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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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9 

제51항에 있어서, 제1, 2 불순물 확산 영역은 n-MOS인 경우에는 P, As등의 불순물을, p-MOS인 경우에는 
B, Sb등의 불순물을 이온 주입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60 

제51항에 있어서, 제1, 2 폴리 실리콘층은 LPCVD법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
의 제조 방법.

청구항 61 

제51항에 있어서, 제2 게이트 콘택층은 폴리 실리콘을 LPCVD법으로 증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
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62 

제51항에 있어서, 유전체층은 유전율이 3.0 이상인 절연물질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
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63 

제51항에 있어서, 유전체층은 실리콘 산화막을 사용하여 50Å∼1000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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