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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리된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 및 트렌
치 캐패시터 또는 확산 영역을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본 발명은 
산화물 절연층, 질화물 에칭 정지층, 고도의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 및 선택적 질화물:산화물 에칭을 
사용하여 전기 소자를 노출시키는 스트랩 호울을 형성함으로써 스트랩 또는 브리지 콘택의 형성을 제공한
다. 스트랩 호울은 도전체로 채워질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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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분리된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실리콘 기판 내에 폴리실리콘 트렌치 및 아이솔레이션 트렌치(isolation trench)를 가지고 그 위
에 복수의 층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치의 단면도.

제2도는 복수의 층을 게이트 스택이 형성되도록 한정시킨 후의 제1도 구조체의 단면도.

제3도는 소스/드레인 주입물(implants)을 형성하고 스페이서(spacer)를 게이트 스택에 부가시킨 후의 제2
도 구조체의 단면도.

제4도는 주입물을 실리사이드화하고 질화물층 및 절연층을 피착시킨 후의 제3도 구조체의 단면도.

제5도는 레지스트층(resist layer)을 피착시키고 폴리실리콘 트렌치 근방의 질화물층에 대해 에칭한 후의 
제4도 구조체의 단면도.

제6도는 폴리실리콘 트렌치를 노출시킨 후의 제5도 구조체의 단면도.

제7도는 스트랩 홀(strap hole) 내에 폴리실리콘을 피착시키고 나서 평탄화시킨 후의 제6도 구조체의 단
면도.

제8도는 게이트 스택을 노출시켜 게이트 스택을 비트 라인에 의해 스트랩을 횡단하여 외부 회로에 연결시
킨 후의 제7도 구조체의 단면도.

제9도는 확산 콘택트(diffusion contact)에 대하여 경계를 갖고 있지 않는(borderless)반도체 장치의 단
면도.

제10도는 확산 콘택트에 대하여 경계를 갖고 있지 않는 반도체 장치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폴리실리콘 트렌치                    22 : 캡

24, 25 : 게이트 스택                       30 : 스페이서

36 : 질화물층                                 38 : 절연층

42 : 스트랩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에서 스트랩(strap)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장치에서 유전체
(dielectric)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두 전자 소자(electronic elements)를 고도의 선택적 산화물 및 질화
물 에칭(highly  selective  oxide  and  nitride  etches)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플러그 스트랩
(plug strap)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장치는 전형적으로 많은 수의 전자 소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도체 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들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자 소자들은 구조체(structures)들 사이에 브릿지 콘택트(bridge 
contact) 또는 스트랩(strap)을 형성함으로써 상호 접속될 수 있다.

종래에는 붕소가 도핑된 실리콘과 같은, 피착용 도전 폴리실리콘이 포함된 유전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폴리실리콘 트렌치(trench)와 확산 영역을, 확산 영역 내에 주입물(implants)을 형성한 후 스트랩을 형성
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하고자 하였다. 이때, 확산 영역과 폴리실리콘 트렌치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스트랩으로서 폴리실리콘 층을 한정하기 위해 에칭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에서는 폴리 실리콘 에칭
제가 종종 주입물 또는 TiSiX 아래까지 도달하게 되어 하부의 실리콘 내의 홀(hole)을 에칭시켜 반도체 장

치에서 누설(leakage)을 야기시킬 수 있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붕소를 외각-확산(out-diffusion)시켜 스트랩을 형성하는 보다 복자인 공정이 고안되었다. 폴리실리콘 트
렌치의 노출된 실리콘 영역과 확산 영역을 이온 주입 방법을 사용하여 붕소루 도핑한다. 그리고, 확산 장
벽(diffusion barrier)을 도핑된 영역 위에 피착시키고, 마스킹 및 에칭을 통하여 이 확산 장벽 중 선택
된 영역만을 제거한다. 연속하여 폴리실리콘 층을 피착하고, 고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의 폴리실리콘 내로 
붕소를 외각-확산시킨다(out-diffusioned). 다음에, 확산된 붕소 도펀트(dopants)를 함유하지 않은 연속
된 폴리실리콘 층의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습식 에칭(wet etches)을 사용하는 데, 이 확산 장벽을 제
거시키는데 다른 에칭도 사용될 수 있다. 도핑된 폴리실리콘의 나머지 부분에 의해 폴리실리콘 트렌치와 
확산 영역 사이의 전기적 접속에 형성된다.

브릿지 콘택트 또는 스트랩의 형성에 현재 사용 가능한 몇 가지 믿을 만한 방법은 처리 시퀀스가 복잡하
고 사이클-시간이 상당히 길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많은 단계를 포함하므로, 문제없이 처리 시퀀스에 
이들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통합 공정시에 포함되는 많은 열(thermal budget)에 
의해 마스킹 또는 에칭 단계에서 폴리실리콘 내에 공극(void)이 형성되거나 게이트 스택의 폴리사이드가 
들뜨게 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는 보다 짧은 사이클-시간, 보다 적은 단계를 갖는 공정을 사용하고,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표준 처리 단계와 물질들을 통합시킴으로써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구죄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 공정에서는 종종 게이트 스택 위에 두꺼운 산화물 캡(oxide 
cap)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산화물 캡이 두꺼울수록 반도체 장치에 관련되는 바이
어스 관련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반대로, 산화물 캡의 두께, 즉 게이트 스택의 높이를 감소시키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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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스 관련 문제를 줄일 수 있어 라인폭 제어(line width control)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표준 처리 기술 및 물질들을 통합시켜 유전체에 의해 분리된 반도체 장치의 두 
전자 소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적은 처리 단계 및 짧은 사이클-시간을 갖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완성된 장치에서의 바이어스 관련 문제를 감소시켜 라인폭 제어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기 소자(electrical components)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스트랩을 형성함으로
써 누설, 단락, 및 다른 잠재적인 결합(defects)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믿을 수 있는 반도체 장치를 제
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에칭이란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물질을 화학적으로 에칭시키는 것
을 말한다. 선택적 에칭이란 반도체 구조 내에서 선택된 부분의 어느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부터 제거하
는 에칭을 말한다.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은 질화물보다 산화물에 대해 에칭 속도(ctch rate)가 더 
빠른 에칭을 말하는데, 그 선택비(selectivituy ratio)는 각 물질의 상대 에칭 속도를 나타낸다. 고도의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은 선택비가 적어도 12:1인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을 말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은 폴리실리콘(다결정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비결정 실리콘), 단결정 실
리콘 및 실리콘/게르마늄 물질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리콘은 n-형 또는 p-형으로 도핑되었거나 도핑이 되
지 않았을 수도 있다.

CVD는 화학적 기상 피착(chemical vapor deposition)을 말한다. LPCVD는 저압(low pressure) 화학적 기상 
피착을 말한다. 이온 주입(ion implantation)은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을 도핑시키기 위해 이온을 주입
시키는 것을 말한다. 살리사이데이션(salicidation)은 자기-정렬된 실리사이드(self-aligned silicide)의 
형성을 의미한다.

전자 소자는 능동 전자 소자(active electronic devices) 및 수동 소자(passive component parts)를 말한
다. 도전체(electrical conductor)는 전기를 잘 도통시키는 물질을 의미하며, 금속, p-형 물질(억셉터형
의 불순물로 도핑되어 정공 이동에 의해 전류를 도통시키는 반도체 물질) 및 n-형 물질(도너형의 불순물
로 도핑되어 전자에 의해 전류를 도통시키는 반도체 물질)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산화물은 실리콘 산화물을 말하고, 본 발명에서 사용된 질화물은 실리콘 질화물을 말
한다. 산화물은 PSG(포스포-실리케이트 유리) 또는 BPSG(붕소로 도핑된 PSG) 등과 같이 도핑될 수도 도핑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절연층 또는 절연체층은 높은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 전기를 도통시키지 않는 층을 
말한다. 이것은 나트륨 불순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 상, 절연층은 질화물에 대해 선택적
으로 에칭될 수 있어야 한다(selectively etched to nitride).

반도체 장치에서 유전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제1 및 제2 전자 소자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일 
실시예로서 포함하는 본 발명에 의해 상술한 목적은 달성되고 종래 기술의 문제점은 극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유전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제1 전자 소자와 제2 전자 소자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1 방법
은 ① 상기 두 전자 소자들과 상기 유전체 상에 제1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② 상기 제1 절연층 상에 
제2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절연층의 상부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단계에
서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
키는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상기 유전체는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1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제2 에칭제에 노출시켜 상기 제1 및 제2 소자 상의 개구(aperture)를 에칭함으로써 상
기 제2 절연층 및 상기 제1 절연층을 관통하는 제1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⑤ 상기 제1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상기 제1 전자 소자와 제2 전자 소자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스트랩(strap)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유전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제1 전자 소자와 제2 전자 소자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
2 방법은 ① 상기 두 전자 소자들과 상기 유전체 상에 제1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② 상기 제1 절연
층 상에 제2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절연층의 상부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
기 단계에서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의 노출 부분
을 에칭시키는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상기 유전체 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1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제2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실리콘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유전체
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제3 에칭제에 노출시켜 상기 제1 및 제2 소자 상의 개구를 에칭함으로써 상기 
제2 절연층, 상기 제1 절연층 및 상기 유전체를 관통하는 제1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⑤ 상기 제1 홀 내
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상기 제1 전자 소자와 제2 전자 소자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스트랩(strap)을 혀
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트를 형성하는 제1 통합 방법은 ① 본 발명의 유전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제1 전자 소자와 제2 전자 소자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2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
성하는 단계와, ②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상기 제2 에칭제에 노출시켜 제3 전자 소
자  상의  개구를  에칭함으로써  상기  제2  절연층  및  상기  제1  절연층을  관통하는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트를 형성하는 제2 통합 방법은 ① 본 발명의 유전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제1 전자 소자와 제2 전자 소자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제2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
성하는 단계와, ②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 및 상기 제2 에칭제에 교대로 노출시켜 제3 전자 
소자 상의 개구를 에칭함으로써 상기 제3 절연층, 상기 제2 절연층 및 상기 제1 절연층을 관통하여 연장

13-3

1019950047019



하는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콘택트와 금속 라인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 내의 트렌치 캐패시터(trench capacitor)와 확산 영역(diffusion)을 전기적
으로 접속하는 방법은 ① 상기 트렌치 캐패시터 상에 산화물 칼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② 상기 반도체 장
치 상에 제1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1 절연층 상에 제2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④ 상
기 제2 절연층의 상부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⑤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길 제1 절연
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을 에칭시키는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상기 산화물 칼
라는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1 절연층의 노출 부분은 에칭시키는 제2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
한 실리콘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산화물 칼라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제3 에칭제에 노출시
켜 상기 트렌치 캐패시터 및 상기 확산 영역을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트렌치 캐패시터 및 상기 확산 영역
을 노출시키는 제1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⑥ 상기 제1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킴으로써, 스트랩을 형성
하여 상기 트렌치 캐패시터와 상기 확산 영역을 전기저긍로 접속하는 단계.

또한, 본 발명의 확산 영역, 트렌치 캐패시터 및 제3 전자 소자를 갖는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
트를 형성하는 제1 통합 방법은 ①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 내의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
로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성하는 단계와, ②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
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상
기 제2 에칭제에 노출시켜 상기 제3 전자 소자를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제3 전자 소자상에 제2 홀을 형성
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반도체 장치 
상에 제3 절연층을 피착시키는 단계와, ⑤ 상기 콘택트를 노출시키는 단계와, ⑥ 상기 콘택트와 금속 라
인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상기 제3 전자 소자와 상기 금속 라인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한
다.

또한, 본 발명의 확산 영역, 트렌치 캐패시터 및 제3 전자 소자를 갖는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
트를 형성하는 제2 통합 방법은 ① 반도체 장치 내의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성한른 단계와, ②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
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및 제3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
고, 또한 상기 제2 에칭제에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제3 전자 소자를 노출시켜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콘택트를 상기 제3 전자 소
자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금속 라인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확산 영역, 트렌치 캐패시터, 및 캡과 스페이서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스택을 구
비한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트를 형성하는 제1 통합 방법은 ① 반도체 장치 내의 트렌치 캐패
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성하는 단계와, ② 제3 절연층을 피착
시키는 단계와, ③ 상기 제3 절연층의 상부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
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및 제3 절연층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
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상기 제2 에칭제에 노출시켜 선택된 게이트 스택을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선택된 
게이트 스택을 노출시키는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⑤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⑥ 상기 콘택트를 상기 게이트 스택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금속 라인에 전기적으
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확산 영역, 트렌치 캐패시터, 및 캡과 스페이서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스택을 구
비한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트를 형성하는 제2 통합 방법은 ① 상기 캡이 산화물을 포함하고 
반도체 장치 내의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성하는 
단계와, ② 제3 절연층을 피착시키는 단계와, ③ 상기 제3 절연층의 상부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및 제3 절
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상기 제2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상
기 제1 에칭제에 노출시켜 선택된 게이트 스택을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선택된 게이트 스택을 노출시키는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⑤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⑥ 상기 
콘택트를 상기 게이트 스택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금속 라인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제1 전자 소자는 폴리실리콘으로 채워진 트렌치를 포함하고, 제2 전자 소자는 
확산 영역(diffusion)을 포함한다.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DRAM셀의 일부분으로서, 폴리실리콘으로 
채워진 트렌치(10)은 트렌치 캐패시터로서 기능하고, 따라서 확산 영역과의 접촉 및 반도체 장치의 단락
을  피하기  위해  트렌치는  실리콘  기판(14)의  표면  근방에서  트렌치를  둘러싸는  실리콘-산화물 칼라
(collar; 12)를 갖는다. 트렌치 및 그에 대응하는 칼라는 본 기술에서 이미 공지된 표준 CMOS 제조 공정 
중에 형성될 수 있다. 또한, CMOS 제조 중에 원하는 게이트 스택(gate stack)을 본 기술에서 공지인 수단
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반도체 장치 상에 층들을 피착시켜 스택을 형성함으로써 게이
트 스택을 형성을 형성할 수 있다. 전형적인 스택은 게이트 산화물 층(16)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위에
는 폴리실리콘(18)rkh 같은 절연체,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WSiX)와 같은 금속(20)이 있다. 금속(20) 상에 

캡(22)로서 기능하는 다른 층이 피착될 수 있다. 이 캡은 산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선택은 원하는 공정 시퀀스 및 이하 보다 상세히 설명될 통합 시의 고려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일
단 원하는 층이 피착되고 나면,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표준 마스킹 공정 및 공지의 반응성 이온 에
칭(RIE; reactive ion etching) 공정과 같은 에칭 공정에 의해 게이트 스택(24, 25)가 한정될 수 있다.

제3도에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스택(24, 25)를 한정한 후, 얇은 산화물 층(26)을 게이트 스택
의 측벽 상에 성장시킬 수 있다. 이 산화물은 본 기술에서 공지된 수단에 의해 성장될 수 있으나, 기판 
및 게렌 스택을 산소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 800 내지 1000℃의 온도에서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열적 성
장(thermally grown)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게이트 스택을 구성하는 물질이 후속 단계에서 손상입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스택을 한정하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어떠한 손상을 교정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함이다. 
그 후, 소스/드레인 주입물(28)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게이트 스택(24)의 측면을 따라 스페이서(3
0)을 형성하기 전에 실리콘(14) 내에 초기에 단지 얕은 주입물만을 형성한다. 이러한 얕은 주입물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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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실리콘에 p-형의 도펀트를 주입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 한 예가 BF2를 사용하여 실리콘에 붕

소를 이온 주입한 후 고정 어닐링 공정(annealing process)을 행하는 것이다. n-형 영역의 경우 전형적으
로 비소 또는 인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게이트 스택에 인접하여 스페이서(30)을 형성할 수 있으며, 스페이서(30)은 산화물층 또는 
절화물층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스페이서는 반도체 장치 상에 선택된 층을 예를 들어 LPCVD에 의해 피착
시킨 후, 스페이서를 한정시키기 위한 대응하는 에칭을 행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캡에서와 같이, 
스페이서의 조성(composition)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공정 시퀀스 및 이하 보다 상세히 설
명되는 통합 시의 고려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스페이서를 형성한 후, 더은 주입물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때, 티타늄을 피착하여 노출된 주입물의 살리사이데이션이 이루어져 티타늄 실리사이드의 얇은 층(34)를 
형성할 수 있다.

주입물 또는 다른 원하는 구조체가 완성되고 활성화된 후,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질화물층(36)을 반
도체 장치 상에 콘포멀하게(conformably)  피착시킬 수 있다. 이 질화물층(36)은 이후에는 에칭 스토퍼
(etch stop)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 질화물 캡 및 질화물 스페이서를 사용할 경우, 약 
50nm의 질화물층이 이후의 처리 단계에서의 오염 또는 손상으로부터 기존의 구조체를 효과적으로 분리시
키기에 충분하다. 질화물층은 플라즈마가 증강된 화학적 기상 피착 방법(PECVD)과 같은 본 기술에서 공지
인 수단에 의해 피착시킬 수 있다. 그 후, 절연층(38)을 피착시키고, 화학적·기계적으로 연마시켜, 평탄
화시킬 수 있다. 포스포실리케이트 유리(PSG)와 같은 실리콘 산화물인 표준 절연 물질을 사용하여 절연층
(38)을 형성할 수 있다. 절연층의 중요한 특징은 질화물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에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폴리실리콘 트렌치(10) 및 이 트렌치에 근접한 확산 영역에 상관하는 절연층
(38)의 부분만을 노출시키기 위해, 절연층 상에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와 같은 마스크(40)을 피착할 
수 있다. 이후 절연층(38)의 노출된 부분을 제거시키기 위해 고도의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을 행함으
로써 스트랩 홀이 형성된다. 그러나, 적어도 12:1의 선택비를 갖는 산화물:질화물 에칭을 행하는 것이 중
요한데, 이는 이렇게 높은 선택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에칭제를 본 실시예의 경우, 게이트 스택과 같은 
기존의 구조체에 손상을 입히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도의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에 의해 절연층
의 노출된 부분이 제거되어 폴리실리콘 트렌치 및 확산 영역에 상관하는 질화물층의 일부분이 노출된다.

적절한 산화물:질화물 선택비를 갖는 선택적 에칭의 한 예가 I. Vac. Sci. Technol. B. Vol. 12, No. 1, 
Jan/Feb 1994의 논문 0.5㎛ 상보형 MOS 기술을 위한 고 도 플라즈마에서의 선택적 건식 에칭(Selective 
Dry Etching In a High Density Plasma for 0.5 um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Technology)에 설명되어 있고, 그 내용은 참조로서 본 명세서에서 인용된다. 이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
칭은  고 도  플라즈마  반응기(reactor)에서  가열된  실리콘  상판과  높은  C:F  비의 플루오로카본
(fluorocarbon)을 사용한다. 플루오로카본의 예는 C2F6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바람직한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은 12:1 보다 충분히 높은 선택비를 가지며 건식 에칭 공정을 포함한다.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후에 노출된 질화물층(36)에 대해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을 행해 폴리
실리콘 트렌치(10)의 실리콘 산화물 칼라(12) 및 확산 영역의 실리사이드(34)에 이르기까지 에칭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고 도 플라즈마 선택적 에칭과 같은 고도의 선택적 질화물:산화물 에칭을 행
하는데, 이는 높은 선택비가 기존 기구에 대한 손상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의 단계와
는 달리, 질화물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선택적 에칭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CHF3/O 2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에칭과 같은 표준 질화물:산화물 에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질화물층

(36)의 노출된 부분이 제거되면, 실리콘 산화물 칼라(12)의 새로이 노출된 부분이 선택적:(실리콘, TiSiX) 

에칭을 사용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고, 이로써 폴리실리콘 트렌치가 노출되어 스트랩 홀이 완성된다. 선택
적 산화물:(실리콘, TiSiX) 에칭은 부분적으로만 행해질 수도 있고, 또는 마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반도

체 장치 전체에 대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적 에칭의 예는 상술한 고 도 플라즈마 에칭이다.

에칭 공정 중에 양이온 및 경미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플러그 스트랩을 형성하기 전에 표
면 상태/손상 어닐링(surface state/damage anneal)을 미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어닐링의 
예는 반도체 장치를 600℃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닐링에 의해 전하가 트래핑(trapping)
되거나 원하지 않는 표면 안정화(passivation) 상태가 되는 것이 방지될 것이다.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단 스트랩 홀이 완성되면, p
+
 폴리실리콘과 같은 도전성 물질이 LPCVD와 같

은 본 기술에서 공지인 수단에 의해 스트랩 홀 내에 피착될 수 있다. p
+
 폴리실리콘의 피착으로 트렌치 캐

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저그로 접속시키는 스트랩(42)가 형성된다. 그러나, 상기 특정 실시예에서는 
폴리실리콘 트렌치를 노출시키는 스트랩 홀에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금속이 트렌
치의 저농도 도핑 영역(lightly doped area) 및 반도체 장치의 측벽과 접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적

·기계적 연마, 반응성 이온 에칭(RIE), 건식 에칭 및 본 기술에서 공지인 다른 수단에 의해 과도한 p
+
 폴

리실리콘을 제거하고 스트랩을 평탄화시킬 수 있다.

제8도를 참조해 보면, 기존의 절연층(38) 및 스트랩(42) 상에 추가로 절연층(44)를 피착시킬 수 있다. 제
2 절연층(44)는 산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제1 절연층(38)에서와 같이, 제2 
절연층도 질화물층에 대해 선택적으로 에칭될 수 있어야 한다. 이 특정 실시예에서는, 스트랩(42)를 금속 
라인(48) 및 반도체 장치의 외부 회로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스트랩(42)에 상관하는 제2 절연층
의 일부분이 제거되도록 제2 절연층을 마스킹하고 표준 산화물 에칭을 이용하여 에칭을 행한다. 또한, 선
택된 게이트 스택, 즉 워드 라인을 둘러싸는 질화물층(36)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고
도의 선택적 산화물 에칭을 사용할 수 있다. 게이트 스택(25) 상의 질화물 에칭 스토퍼의 노출된 부분을 
상술한 바와 같이 선택적 질화물:산화물 에칭을 사용하여 에칭시킬 수 있다. 또한, 캡이 질화물인 경우에
는, 질화물:산화물 에칭을 사용하여 게이트 스택을 노출시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산화물 캡이 사용된 
경우에는, 선택적 질화물:산화물 에칭에 의해 캡을 노출시킨 후, 산화물 캡을 제거하고 게이트 스택을 노
출시키기 위해 고도의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을 다시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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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스트랩(42)와 원하는 게이트 스택(25)가 노출되면, 예를 들어 텅스텐과 같은 도전체가 홀 내에 피착
되어 선택된 게이트 스택(25), 스트랩(42) 및 확산 영역에 대한 콘택트(46)이 형성된다. 이후에 과도한 
금속은 화학적·기계적 연마 또는 본 기술에 공지인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되고 평탄화된다.  그리고, 
BEOL 금속 피착(lmetalization)에서와 같은 금속 라인(48)이 반도체 장치에 피착되어, 반도체 장치의 외
부 회로가 콘택트(46)과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 금속라인은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금속을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산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하는 캡(22) 및 스페이서(30)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결합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공정 시퀀스, 및 디바이스 캐패시턴스, (게이트 스택 간 최
소 거리에 의해 제한되는) 질화물 에칭 스토퍼의 두께, 및 콘택트의 유형(경계가 있는지의 여부인) 등과 
같은 통합 시의 고려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산화물 캡 및 산화물 스페이서를 사용하면 최소의 플러그 스
트랩 공정 윈도우(plug strap process window)가 제공되지만, 확산 영역 콘택트에 경계없이 확산 콘택트 
공정과 양호하게 통합된다. 그러나, 산화물 캡 및 산화물 스페이서의 사용은 보다 두꺼운 질하물 에칭 스
토퍼층(nitride etch stop layer)의 사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반대로, 질화물 캡 및 질화물 스페이서를 
사용할 때에는 보다 얇은 질화물 에칭 스토퍼층을 사용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보다 큰 플러그 스트랩 공
정 윈도우가 제공된다. 따라서, 질화물 캡 및 질화물 스페이서는 가장 견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정을 제
공한다.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스트랩 형성의 본 방법이 다른 구조체의 형성 또는 전기적 접속 방법에 통합되
는 것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응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9도
는 확산 영역 콘택트에 대한 경계가 없고(도시되지 않은) 많은 전자 소자들 중 임의 소자가 순서대로 확
산 영역에 접촉하도록 위치 설정될 수 있는 반도체 장치를 도시한다. 상술한 공정에 따라 폴리실리콘 트
렌치(10)을 노출시키고 스트랩(42)를 형성할 수 있다. 제2 절연층(44)를 형성하기 전에, 마스크를 사용하
고 고도의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을 사용하여 아이솔레이션 트렌치(13) 및 제2 확산 영역(50)에 상관
하는 제1 절연층(38)을 에칭할 수 있어 제2 홀이 형성되어 질화물층(36)의 일부분이 노출된다. 이후에, 
선택적 질화물:산화물 에칭을 사용하여 제2 홀을 노출된 질화물층을 지나 연장시킴으로써 아이솔레이션 

트렌치(13) 및 제2 확산 영역의 실리사이드(34)가 노출된다. 이어서, p
+
 폴리실리콘과 같은 도전체가 아이

솔레이션 트렌치(13) 및 제2 확산 영역을 노출시키는 제2 홀 내에 피착되어 콘택트(43)이 형성된다. 그리
고, 콘택트(43)의 과도한 물질을 제거하고 평탄화시킨 후, 제2 절연층(44)를 반도체 장치 상에 피착시킬 
수 있다. 이후, 콘택트(43)은 마스크 및 표준 산화물 에칭을 이용하여 노출될 수 있다. 텅스텐과 같은 도
전체가 콘택트(43)을 노출시키는 홀 내에 피착되어 제2 콘택트(46)을 형성할 수 있다. 콘택트(46)의 과도
한 금속을 제거시키고 평탄화시킨 후, 금속 라인(48)을 제2 콘택트(46) 상에 피착시켜 제2 확산 영역이 
반도체 장치의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접촉하게 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일의 콘택트(45)를 형성함에 의해 확산 영역이 외부 회로
에 전기적으로 접속될 수 있다. 제1도 내지 제6도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이, 제1 스트랩(42)를 형성하고 
제2 절연층(44)를 피착시킨 후, 랜딩되지 않은 확산 영역(unlanded diffusion region; 50) 및 아이솔레이
션 트렌치(13)에 상관하는 제1 및 제2 절연층을 표준 마스킹 기술 및 고도의 선택적 산화물:질화물 에칭
에 의해 제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에칭에 의해 아이솔레이션 트렌치 및 제2 확산 영역에 상관하는 질화
물층(36)의 일부분이 노출된다. 그리고, 선택적 질화물:산화물 에칭을 행하여 노출된 질화물층을 제거시
켜 아이솔레이션 트렌치 및 제2 확산 영역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텅스텐과 같은 도전체를 대응하는 홀에 
피착시키고 평탄화시킴으로써 콘택트(45)가 형성된다. 그리고 나서, 콘택트(45)와 전기적 접속을 이루는 
금속 라인(48)을 형성시킴으로써 제2 확산 영역이 반도체 장치의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특정하여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에서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본질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형태 및 상세한 부분에 있어 다양한 변형을 실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전체(dielectric)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제1 전자 소자와 제2 전자 소자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두 전자 소자들과 상기 유전체 상에 제1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② 상기 제1 절연층 
상에 제2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절연층의 상부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단계에서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상기 유전체는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1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제2 에칭제에 노출시켜 상기 제1 및 제2 소자 상의 개구(aperture)를 에칭함으로
써 상기 제2 절연층 및 상기 제1 절연층을 관통하는 제1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⑤ 상기 제1 홀 내에 도
전체를 피착시켜 상기 제1 전자 소자와 제2 전자 소자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스트랩(strap)을 형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두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은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두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
는 상기 제1 에칭제는 적어도 12:1의 선택비(selectivity ratio)를 갖는 고도의 선택적 에칭제를 포함하
는 두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고도의 선택적 에칭제는 고 도 플라즈마 반응기(high density plasma reactor) 내
에서 높은 C:F 비의 플루오로카본(fluorocarbon)을 사용하는 건식 에칭제(dry etch)를 포함하는 전기적으

13-6

1019950047019



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5 

유전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제1 전자 소자와 제2 전자 소자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두 전자 소자들과 상기 유전체 상에 제1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② 상기 제1 절연층 상에 제2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절연층의 사우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단계에서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
는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상기 유전체 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1 절연층의 노출 부분
을 에칭시키는 제2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실리콘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유전체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제3 에칭제에 노출시켜 상기 제1 및 제2 소자 상의 개구를 에칭함으로써 상기 제2 절
연층, 상기 제1 절연층 및 상기 유전체를 관통하는 제1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⑤ 상기 제1 홀 내에 도전
체를 피착시켜 상기 제1 전자 소자와 제2 전자 소자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스트랩(strap)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두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6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은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두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는 산화물을 포함하고, 실리콘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유전체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3 에칭제는 고도의 선택적 에칭제를 포함하는 두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접
속하는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랩을 평탄화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2 절연층 및 상기 스트랩 상에 제3 절연층
을 피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두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체는 상기 제1 전자 소자를 피복하는 두 소자들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10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트(contact)를 형성하는 통합(integrated) 방법에 있어서, ① 제5항의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성화하는 단계와, ②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상기 제2 에칭
제에 노출시켜 제3 전자 소자 상의 개구를 에칭함으로써 상기 제2 절연층 및 상기 제1 절연층을 관통하는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트랩 및 콘택트의 통합 형성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① 상기 반도체 장치 상에 제3 절연층을 피착시키는 단계와, ② 상기 콘택트 상의 개구
를 에칭하여 제3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3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키는 단계와, ④ 상기 제3 
홀 내에 피착된 상기 도전체를 평탄화시키는 단계와, ⑤ 상기 제3 홀 내의 상기 도전체와 물리적으로 접
촉하는 금속 라인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트랩 및 콘택트의 통합 형성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 상에 상기 제3 절연층을 피착시키는 단계 이전에 상기 스트랩을 평탄
화시키는 스트랩 및 콘택트의 통합 형성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 상에 상기 제3 절연층을 피착시키는 단계 이전에 상기 콘택트를 평탄
화시키는 스트랩 및 콘택트 통합 형성 방법.

청구항 14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트를 형성하는 통합 방법에 있어서, ① 제8항의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성하는 단계와, ②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
기 제2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 및 상기 제2 에칭제에 교대로 노출시켜 제3 소
자 상의 개구를 에칭함으로써 상기 제3 절연층, 상기 제2 절연층 및 상기 제1 절연층을 관통하여 연장하
는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
기 콘택트와 금속 라인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트랩 및 콘택트의 통합 형성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트와 금속 라인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는 상기 콘택트를 평탄화시키는 
단계와, 상기 콘택트에 물리적으로 접촉하는(physically touching) 금속 라인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스트랩 및 콘택트의 통합 형성 방법.

청구항 16 

반도체 장치 내의 트랜치 캐패시터(trench capacitor)와 확산 영역(diffusion)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
법에 있어서, ① 상기 트렌치 캐패시터 상에 산화물 칼라를 형성하는 단계와, ② 상기 반도체 장치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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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1 절연층 상에 제2 절연층을 피착하는 단계와, ④ 상기 제2 절
연층의 상부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⑤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을 에칭시키는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상기 산화물 칼라는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1 절연층의 노출 부분은 에칭시키는 제2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실리콘
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산화물 칼라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제3 에칭제에 노출시켜 상기 
트렌치 캐패시터 및 상기 확산 영역을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트렌치 캐패시터 및 상기 확산 영역을 노출시
키는 제1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⑥ 상기 제1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킴으로써, 스트랩을 형성하여 상기 
트렌치 캐패시터와 상기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
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은 실리콘 산화물(sillicon oxide)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절연층은 거
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는 고도의 선택적 에칭제를 포함
하는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은 도핑된(doped)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절연층은 인으로 도핑된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랩을 평탄화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2 절연층 및 상기 스트랩 상에 제3 절연층
을 피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는 캡(cap)rkh 스페이서(spacer)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스택
(gate  stack)을  가지고,  상기  캡  및  스페이서는  산화물  및  질화물의  군(group)에서  선택된 화합물
(compounds)을 포함하는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캡은 질화물을 포함하는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
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캡 및 상기 스페이서는 모두 질화물을 포함하는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체는 p
+
 실리콘을 포함하는 트렌치 캐패시터와 확산 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방법.

청구항 25 

확산 영역, 트렌치 캐패시터 및 제3 전자 소자를 갖는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트를 형성하는 통
합 방법에 있어서, ① 제16항의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성하는 단계와, ②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
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절연층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에 노
출시키고, 또한 상기 제2 에칭제에 노출시켜 상기 제3 전자 소자를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제3 전자 소자 
상에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반도체 장치 상에 제3 절연층을 피착시키는 단계와, ⑤ 상기 콘택트를 노출시키는 단계와, ⑥ 상기 
콘택트와 금속 라인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상기 제3 전자 소자와 상기 금속 라인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
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트랩 및 콘택트의 통합 형성 방법.

청구항 26 

확산 영역, 트렌치 캐패시터 및 제3 전자 소자를 갖는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트를 형성하는 통
합 방법에 있어서, ① 제20항의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성하는 단계와, ②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
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및 제3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상기 제2 에칭제에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제3 전자 소자를 노출시켜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콘택트를 상기 제3 전자 소자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금속 라인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
함하는 스트랩 및 콘택트의 통합 형성 방법.

청구항 27 

확산 영역, 트렌치 캐패시터, 및 캡과 스페이서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스택을 구비한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트를 형성하는 통합 방법에 있어서, ① 제22항의 방법에 따라 스트랩을 형성하는 단
계와, ② 제3 절연층을 피착시키는 단계와, ③ 상기 제3 절연층의 상부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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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제2 및 제3 절연층
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상기 제2 에칭제에 노출시켜 선택된 게이트 스택을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선택된 게이트 스택을 노출시키는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⑤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⑥ 상기 콘택트를 상기 게이트 스택과 전기적으로 접속되
어 있는 금속 라인에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트랩 및 콘택트의 통합 형성 방법.

청구항 28 

확산 영역, 트렌치 캐패시터, 및 캡과 스페이서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스택을 구비한 반도체 장치 
내에 스트랩 및 콘택트를 형성하는 통합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캡이 산화물을 포함하고 제21항의 방법
에 따라 스트랩을 형성하는 단계와, ② 제3 절연층을 피착시키는 단계와, ③ 상기 제3 절연층의 상부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④ 상기 단계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를 상기 제1 절연층은 거의 에칭시키지 않
으면서 상기 제2 및 제3 절연층의 노출 부분을 에칭시키는 상기 제1 에칭제에 노출시키고, 상기 제2 에칭
제에 노출시키고, 또한 상기 제1 에칭제에 노출시켜 선택된 게이트 스택을 노출시킴으로써 상기 선택된 
게이트 스택을 노출시키는 제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⑤ 상기 제2 홀 내에 도전체를 피착시켜 콘택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⑥ 상기 콘택트를 상기 게이트 스택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금속 라인에 전기적으
로 접속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트랩 및 콘택트의 통합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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