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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변회로부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컨택패드를 갖는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요약

    
반도체 기판 상에 복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진 메모리 셀부와 상기 메모리 셀부의 메모리 셀에 데이타를 쓰고 읽기 위한 
주변회로부로 이루어진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메모리 셀부 뿐만 아니라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
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컨택패드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
르면,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연결하는 컨택패드를 동시에 형성함으로써, 각 패
드간 단차가 존재하지 않아 상기 컨택패드에 금속 컨택의 형성이 용이해진다.
    

대표도
도 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라,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컨택패드가 형성된 구조를 도
시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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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컨택
패드를 형성하는 과정을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1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금
속 컨택패드를 형성하는 과정을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4a 내지 도 14d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금속 컨택패드를 
형성하는 과정을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5a 내지 도 15c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의 금속 컨택패드간 
국부적인 연결배선을 형성하는 과정을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6은 종래 기술에 따라 컨택이 형성될 때 반도체 기판 상에 발생하는 기생저항을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반도체 기판 상에 복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진 메모
리 셀부와 상기 메모리 셀부의 메모리 셀에 데이타를 쓰고 읽기 위한 주변회로부로 이루어진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램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배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디램의 기본소자인 트랜지스터를 구동하려면 게이트 전극, 
소오스/드레인 및 벌크(bulk)에 전압을 인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단자에 컨택홀을 형성하고 금속 등으로 배선을 하
여야 한다. 특히 소오스/드레인에 형성되는 컨택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저항이 요구되는데, 이는 컨택의 저항이 높으면 
전류 구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램의 집적도에 따라 디자인룰이 감소하고, 따라서 컨택홀의 크기도 작아
지게 됨에 따라, 컨택의 저항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스택형 커패시터 구조를 갖는 디램의 경우 칩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커패시터의 높이가 증가하게 되어 상기 소오
스/드레인에 형성되는 컨택홀의 깊이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컨택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거나, 형성된 컨택의 
저항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배선형성이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컨택홀 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컨택에 발생하는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속컨택을 형성하기 전에 패드를 형성
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 5,949,110호는 메모리 셀부 뿐만 아니라 주변회로부에도 컨택패드가 형
성된 반도체 디램의 구조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특허에 개시된 컨택패드의 구조 및 컨택패드 형성방법을 도 1을 참조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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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반도체 디램은 메모리 셀부(C)에는 n형 트랜지스터(C N )와 커패시터(150)를, 주변회
로부(P)에는 n형 트랜지스터(PN )를 가지는 구조이다. 상기 각 트랜지스터(CN , PN )의 소오스/드레인 영역(120, 12
0')상에는 각 컨택패드(140, 140', 142 및 142')가 형성된다. 각 컨택패드(140, 140', 142 및 142')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컨택패드(140, 140', 142 및 142') 중 메모리 셀부(C)의 공통 소오스/드레인 영역(120')에 연결된 
컨택패드(140)는 비트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상기 메모리 셀부(C)의 소오스/드레인 영역(120)에 연결된 컨택패드
(142)는 커패시터(150)의 하부전극으로 작용한다. 주변회로부(P)의 각 컨택패드(140', 142')는 컨택들(160)을 통
해 각각 금속배선(170)과 연결된다. 상기 각 컨택패드(140, 140', 142 및 142')는 상기 메모리 셀부(C)와 상기 주변
회로부(P)에 동시에 형성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기 메모리 셀부(C)의 공통드레인 영역(120')에 연결된 
컨택패드(140)는 주변회로부(P)의 트랜지스터(PN , PP )의 소오스(또는 드레인; 120)에 연결되는 컨택패드(140') 한 
쌍과 동시에 형성된다(제 1 컨택패드 형성과정). 또한 상기 커패시터(150)의 하부전극 컨택의 역할을 하는 컨택패드
(142)는 주변회로부(P) 트랜지스터(PN , PP )의 드레인(또는 소오스; 120)에 연결되는 컨택패드(142') 한 쌍과 동시
에 형성된다(제 2 컨택패드 형성과정). 상기 제 1 및 제 2 컨택패드는 각각 폴리실리콘을 반도체 기판 상에 증착한 후
에 이를 패터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기 각 컨택패드(140, 140', 142 및 142') 형성과정 사이에는 층간절연막(141)
이 게재되어 상기 각 컨택패드(140, 140', 142 및 142') 간의 접촉을 방지한다.

    
이상 설명한 상기 특허에 기재된 컨택패드 형성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로 상기 제 1 및 제 2 컨택
패드 형성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패터닝할 때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이 식각으로 인한 손상을 받게 되어 리
프레쉬 특성이 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기 패드들이 필드산화막에까지 걸쳐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진공정에 필요한 최소선폭을 확보하기 힘들게 된다. 두번째로는 상기 특허에서는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컨택
패드가 한번에 형성되는데, 통상 비트라인은 센스 앰프(sense AMP) 영역에서 배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는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컨택패드를 동시에 형성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번재로 제 1 컨택패드 형성과
정에 의한 컨택패드와 제 2 컨택패드 형성과정에 의한 컨택패드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평탄화공정이 어렵게 되며, 상
기 컨택패드에 컨택형성을 위한 컨택홀의 식각시 단차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특허에 개시된 주변
회로부에 상이한 도전형의 트랜지스터, 즉 n채널 트랜지스터 및 p채널 트랜지스터를 동시에 형성할 경우에 대해서는 적
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체 디램에 있어서,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저
저항 컨택을 구현하고 컨택홀의 형성을 용이하기 위한 컨택패드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종래의 기술은 많은 문제점
을 노출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반도체 디램에 있어서 메모리 셀부 뿐만 아니라 주변회로부의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연결되는 컨택패드를 동시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반도체 디램에 있어서,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트랜지스터의 소오
스/드레인 영역에 낮은 컨택저항을 구현하기 위해 컨택패드가 금속물질로 된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반도체 디램에 있어서,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의 컨택패드가 금속물질로 된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복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진 메모리 셀부와 상기 메모리 
셀부의 메모리 셀에 데이타를 쓰고 읽기 위한 주변회로부로 이루어진 반도체 장치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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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방법은, 먼저, 상기 반도체 기판에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를 정의하고, 각 소자간을 분리시키는 필드 산화막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의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활성영역 상에 소오스/드레인 영역과 측벽스페이서 
및 상부에 제 1 식각정지막을 가진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에는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고, 
상기 주변회로부에는 제 1 도전형 및 제 2 도전형의 트랜지스터를 형성한다. 상기 트랜지스터들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는 층간절연막이 형성되며, 상기 층간절연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상기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개구시키고 상기 개구부를 도전성 물질로 충진시켜 플러그를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플러그 및 
상기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플러그를 노드분리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부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컨택패드
를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주변회로부의 소오스 드레인 영역 상에도 컨택패드를 형성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도전성 물질은 도핑된 폴리실리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플러그 형
성단계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먼저, 상기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제 1 도
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개구시키고, 상기 개구된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제 
1 도전형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주변회로부의 제 2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개구시키고, 상기 개구된 제 2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제 2 도전형 폴리실리
콘층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트랜지스터 형성단계 다음에는 상기 반도체 기판의 전면에 걸쳐 제 2 식각정지
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제 2 식각정지막은 상기 플러그 형성단계의 층간절연막에 비해 
식각선택비가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2 식각정지막은 실리콘 질화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컨택패드 형성단계는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층간절연막을 에치 백하
는 단계,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도전성 물질을 에치 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
부의 플러그를 동시에 노드분리하여 컨택패드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상기 컨택패드 형성단계는 
상기 도전성 물질과 상기 층간절연막을 화학기계적 연마하여 노드분리하여 형성될 수 도 있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복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진 메모리 셀부와 상기 
메모리 셀부의 메모리 셀에 데이타를 쓰고 읽기 위한 주변회로부로 이루어진 반도체 장치의 컨택패드로 금속컨택패드
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먼저 상기 반도체 기판에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를 정의하고, 각 
소자간을 분리시키는 필드 산화막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의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활성영역 상에 
소오스/드레인 영역과 측벽스페이서 및 상부에 식각정지막을 가진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에는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고, 상기 주변회로부에는 제 1 도전형 및 제 2 도전형의 트랜지스터를 형성한다. 상기 각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는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으로부터 상기 필드산화막으로 걸쳐진 도전성 에피택셜층을 형성
한다. 이어서, 상기 각 트랜지스터 및 도전성 에피택셜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고, 상기 층간
절연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상기 각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개구시키고 상기 
개구부를 도전성 금속물질로 충진시켜 플러그를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플러그 및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플러그
를 노드분리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금속 컨택패드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도전성 에피택셜층 형성단계는,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먼
저, 상기 반도체 기판의 각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에피택셜층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상기 에피택셜층을 개구시키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고 이를 마스크로 하여 제 
1 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상기 제 2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상
기 에피택셜층을 개구시키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고 이를 마스크로 하여 제 2 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도전성 에피택셜층을 형성한다. 상기 에피택셜층은 실리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에피택셜층의 도핑농도는 1×101

9 ~ 1×1021 원자/cm3 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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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노드분리단계는 상기 도전성 금속 플러그 및 상기 층간절연막을 에치 백 또는 화
학기계적으로 연마하여 수행된다. 상기 플러그 형성단계의 도전성 금속물질은 텅스텐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반도체 기판 상에 메모리 셀에 데이타를 쓰고 읽기 위한 주변회
로부의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금속컨택패드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먼저 상기 
주변회로부의 활성영역 상에 측벽스페이서 및 상부에 식각정지막을 가진 제 1 및 제 2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다. 상기 
제 1 및 제 2 게이트 전극이 형성된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는 층간절연막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제 1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 2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상의 층간절연막 일정부분을 개구시키고 상기 개구된 활성영역에 제 1 
도전형 또는 제 2 도전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 및 제 2 도전
형 트랜지스터를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개구부에 금속층을 형성하고 상기 금속층을 노드분리하여 금속 컨택패드를 형
성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주입된 제 1 도전형 및 제 2 도전형 불순물의 농도는 1×10 19 ~ 1×1021 원자
/cm3 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트랜지스터 형성단계는 다음의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먼저, 상기 제 1 게이트 전
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 상의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제 1 개구부를 형성하고, 상기 제 1 개구부에 제 1 도전형 불순물
을 주입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 1 도전형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제 2 게이트 전극을 포
함하는 활성영역 상의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제 2 개구부를 형성하고, 상기 제 2 개구부에 제 2 도전형 불순물을 주입
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 2 도전형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트랜지스터 형성단계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수행될 수 도 있다. 먼저, 상기 제 
1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 2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 및 상기 게이트 전극 사이의 비활성 영역 상의 층간절연
막을 동시에 식각하여 개구시키고, 상기 개구부의 제 1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 제 1 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
입하여 제 1 도전형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개구부의 제 2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에 
제 2 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제 2 도전형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상기 노드분리된 
금속 컨택패드는 상기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또는 드레인과 상기 제 2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또는 드
레인이 국부적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술한다. 다음에 설명되는 실시예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
명의 실시예는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는 도면상의 동일한 부호는 동일한 요소를 지칭한다.

실시예1

도 2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방법으로 메모리 셀부(C)에는 N형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를 가지며, 주변회로부(P)에는 
n채널 트랜지스터 및 p채널 트랜지스터를 가지는 반도체 디램을 형성하는 과정을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2는 p형 반도체 기판(200) 상에 상기 기판(200)에 형성될 반도체 소자간을 경계짓는 필드산화막(210)이 형성된 
것을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필드 산화막(210)은 반도체 기판(200)을 메모리 셀부(C)와 주변회로부(P)를 경계지을 
뿐 아니라 상기 상기 메모리 셀부(C) 및 주변회로부의 반도체 소자 간을 분리시킨다.

상기 필드산화막(210)은 일반적인 트렌치공정(shallow trench isolation method) 또는 로코스(local oxidation of 
silicon)공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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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상기 필드 산화막(210)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200) 상의 메모리 셀부(C)에는 n채널 트랜지스터(C N )가 형성
되고, 주변회로부(P)에는 n채널 트랜지스터(PN ) 및 p채널 트랜지스터(P P )가 형성된 모습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트
랜지스터(CN , PN , PP )는 게이트 전극(GN , GP ) 및 소오스/드레인 영역(220, 222)으로 구성되며, 상기 게이트 전극
(GN , GP )은 게이트 산화막(212), 도전층(218) 및 식각정지막(216)의 다층막과 측벽 스페이서(218)을 포함하여 구
성된다. 상기 게이트 전극(GN , GP ) 및 소오스/드레인 영역(220, 222)을 형성하는 과정은 본 기술분야에서는 통상의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도면으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도 3을 참조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반도체 기판(200) 상에 실리콘 산화막, 도전층 및 실리콘 질화막을 순차 형성한다. 상기 도전층으로는 폴리실리
콘, 폴리사이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다층막의 형성은 통상의 방법으로 수행되는데, 상기 실리콘 산화막은 열산화
법(thermal oxidation)으로 형성되며, 상기 도전층 및 실리콘 질화막은 통상의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각각의 실리콘 산화막/도전층/실리콘질화막은 후속의 패터닝을 통해 게이트 산화막(212), 게이트 도전층(214) 
및 식각정지막(216)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상기 실리콘 질화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게이트 전극(G N , GP )이 형
성될 부분을 마스킹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패턴을 식각마스크로 하여 하부의 폴리실리콘층 및 게이트 산화막을 순
차 식각함으로써 수행된다. 상기 패터닝과정은 이방성 건식식각, 예컨대 반응성 이온식각법(reactive ion etching)을 
통해 수행된다. 상기 실리콘 질화막패턴에 의한 상기 폴리실리콘층의 식각과정은 실리콘 산화막이 식각종료점이 되도록, 
폴리실리콘이 실리콘 산화막에 대해 고선택비를 가지는 조건에서 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폴리실리콘이 실리
콘 산화막에 대해 고선택비를 가진다는 말은 폴리실리콘의 식각속도가 실리콘 산화막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
선택비란 용어는 본 발명 전체에 걸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소오스/드레인 영역(220, 222)의 LDD(lightly doped drain)구조를 구
현하기 위하여 상기 패터닝된 다층막을 이온주입마스크로 반도체 기판 상의 활성영역에 이온주입을 행하여 저농도의 
불순물 영역을 형성한다. 물론 상기 소오스/드레인의 도전형에 따라 n형 및 p형의 불순물로 이온주입을 행하며, 이것은 
통상의 사진공정으로 형성된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이온주입마스크로 사용하여 원하는 도전형의 불순물을 이온주입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패터닝된 실리콘 산화막/폴리실리콘층/실리콘 질화막의 측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스페이서(218)를 형성
한다. 즉, 상기 패터닝된 실리콘/폴리실리콘/실리콘질화막 상에 다시 측벽형성을 위한 실리콘질화막을 형성한 뒤, 상기 
실리콘 질화막을 반응성 이온식각을 행함으로써 상기 스페이서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스페이서의 형성을 위해서 실리
콘 질화막의 하부에 실리콘 질화막에 대해 고선택비를 가진 실리콘 산화막을 증착함으로써, 스페이서의 형성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다.
    

스페이서를 형성한 후에는 상기 반도체 기판(200) 상에 소오스/드레인 영역(220, 222)을 형성하기 위한 이온주입공
정을 수행한다. 여기서, n채널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220)에는 n형 불순물이 주입되고, p채널 트랜지스터
의 소오스/드레인 영역(222)에는 p형 불순물이 주입된다. 따라서, 상이한 도전형의 이온주입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이
온주입마스크는 통상의 사진공정을 통해 형성된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사용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상기 반도체 기판의 메모리 셀부에는 n채널 트랜지스터(CN )가 형성되고, 주변회로부에는 n채널 
트랜지스터(PN ) 및 p채널 트랜지스터(P P )가 형성된다.

이하에서는 도 4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상기 트랜지스터(CN , PN , PP )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200) 상의 소오스/드레
인 영역(220, 222)과 연결되는 컨택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본 발명의 컨택패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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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상기의 과정을 거쳐 셀 트랜지스터(CN ) 및 주변회로 트랜지스터(PN , PP )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2
00) 상에 실리콘 질화막(224)을 약 10~20nm의 두께로 형성한다. 상기 실리콘 질화막(224)은 소오스/드레인 영역(
220, 222)으로 연결되는 컨택식각시 식각정지막의 역할을 한다. 상기 실리콘 질화막(224)은 통상의 화학기상증착법
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실리콘 질화막(224) 상에 통상의 방법으로 층간절연막(230)을 형성한다. 후속
공정을 위하여 상기 층간절연막(230)의 표면은 화학기계적 연마공정을 적용하여 평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층간절연막(230)의 일부를 식각하여, n채널 트랜지스터(C N , PN )가 형성된 메모리 셀부 및 주
변회로부의 활성영역을 개구시킨다.

    
상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통상의 사진공정을 통해 상기 절연막(230) 상에 상기 개구부(232)를 정의하
는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형성한다. 이어서, 이를 식각마스크로 하여 이방성 식각방법인 반응성 이온식각공정
으로 상기 층간절연막(230)을 식각한다. 상기 층간절연막(230) 하부에는 식각정지막으로 실리콘 질화막(224)이 형
성되어 있으므로, 상기 식각공정은 실리콘 질화막(234)에 비해 층간절연막의 식각선택비가 높은 조건에서 수행함으로
써, 상기 실리콘 질화막(224)이 식각종료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기 개구부(232)가 반도체 기판
의 활성영역만을 개구시키는 경우, 즉 개구부의 경계가 활성영역 상에 형성되는 경우에는 상기 식각정지막이 없어도 무
관하다. 그러나, 상기 개구부(232)의 경계가 필드산화막(210) 상에 형성되는 경우에는 필드산화막(210)의 식각을 방
지하기 위해 식각정지막의 사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상기 개구부에 노출된 상기 실리콘 질화막(224) 및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제거한다.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개구부(232)를 도핑된 폴리실리콘막(234)으로 충진시킨다. 이것은 상기 반도체 기판(200)의 
전면, 즉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에 걸쳐 폴리실리콘막(234)을 증착한 후, 상기 층간절연막(230) 상에 증착된 폴리
실리콘막(234)을 식각해냄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상기 폴리실리콘막(234)의 도핑은 폴리실리콘막(234)의 형성과 
동시에 인시튜로 실시될 수 도 있으나, 폴리실리콘막(234)의 도핑후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상기 폴리실리콘막(234)의 식각은 에치 백 또는 화학기계적 연마공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 상기 에치 백 공정을 
적용하여 상기 폴리실리콘막(234)을 식각할 때는, 필요에 따라 상기 폴리실리콘막(234)을 과도하게 식각하여 미리 노
드분리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층간절연막(230)을 식각하여 p채널 트랜지스터(P P )가 형성된 주변회로부의 활성영역을 개구
시키고 상기 개구부에 도핑된 폴리실리콘막(236)을 충진시킨다.

상기 개구부 형성과정은 도 5와 관련하여 설명한 통상의 사진공정 및 식각공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사진공정을 통
해 상기 개구부를 개구시키는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형성하고, 이를 식각마스크로 하여 통상의 건식식각공정, 
예컨대 반응성 이온식각법으로 상기 층간절연막(230)을 식각한다. 이어서, 상기 개구부의 노출된 실리콘질화막(224)
과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제거한다.

    
또한 폴리실리콘막의 충진과정도 도 6과 관련하여 설명한 충진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상기 포토레지스
트 패턴을 제거하고, 상기 반도체 기판 전면에 걸쳐 폴리실리콘막을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증착하여 상기 개구부를 충진
시킨다. 도 7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상기 증착과정을 통해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n형 폴리실리콘막(234) 및 
층간절연막(230) 상에도 폴리실리콘막이 증착된다. 상기 폴리실리콘막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인시튜 또는 별도의 이온
주입과정을 거쳐 p형 불순물로 도핑된다. 이 이온주입과정에서는 상기 n형 폴리실리콘막(234)가 형성된 부위를 마스
킹하기 위하여 통상의 사진공정을 거쳐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형성하여 이온주입을 행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
쳐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모리 셀부 및 주변회로부의 소오스/드레인 영역(220, 222)에 n형 불순물로 도핑된 폴
리실리콘막(234) 및 p형 불순물로 도핑된 폴리실리콘막(236)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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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을 참조하면, 상기 n형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막(234) 및 p형 불순물이 도핑된 폴리실리콘막(236)을 평탄
화공정을 적용하여 노드분리하여 컨택패드(240, 250)를 형성한다. 이 과정은 에치 백 또는 화학기계적 연마공정을 통
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폴리실리콘막(234, 236)과 상기 층간절연막(230)을 순차적으로 에치 백하여 
노드분리시키거나, 화학기계적 연마공정을 행하여 노드분리를 할 수 있으며, 양자를 조합하여 행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도 4 내지 도 8과 관련하여 설명된 과정을 통해 상기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과 접촉하는 컨택패
드(240, 250)를 형성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9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디램 공정에 따라 상기 컨택패드들(240, 250)에 컨택(320, 340, 
340')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폴리실리콘 컨택패드(240, 250)에 연결되는 비트라인 컨택(320), 비트라인(330), 커패시터 
형성용 컨택(340)을 형성한다. 상기 각 컨택(320, 340)은 층간절연막(310)에 통상의 사진 및 식각공정을 적용하여 
컨택홀을 형성한 후 이를 도전성 물질로 매립하여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는 상기 각 컨택의 형성과정시 증착 및 식각되
는 여러 층간절연막층을 구분하여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상기 층간절연막(310)은 컨택형성공정에 따라 여러개
의 층간절연막으로 구성된다. 이하에서 상기 각 컨택을 형성하는 과정을 상술한다. 먼저, 실리콘 산화막으로 된 제 1 층
간절연막(310; 구분하여 도시하지 않음)을 형성하고 상기 제 1 층간절연막(310)을 패터닝하여 상기 트랜지스터의 소
오스 또는 드레인에 이르는 비트라인 컨택(320)홀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컨택홀을 도전성 물질, 예컨대 텅스텐으로 
충진하여 비트라인 컨택(320)를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비트라인 컨택(320)과 연결되는 비트라인(330)을 형
성한다. 상기 비트라인(330)은 W과 같은 배선금속인 경우, 증착 및 패터닝과정을 거치거나 다마신(Damascene)공정
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다마신 공정을 통해 형성될 경우에는 상기 제 1 층간절연막(310) 상에 별도의 층간절연막(미
도시)이 형성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비트라인 및 제 1 층간절연막(310) 상에 제 2 층간절연막(구분하여 도시하지 
않음)을 형성하고 상기 비트라인 컨택 형성과정과 동일하게 상기 층간절연막을 사진 및 식각공정을 적용하여 커패시터 
형성용 컨택(340)홀을 형성하고 도전성 물질을 충진하여 커패시터 형성용 컨택(340)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기 층간절연막(310)을 식각하여 각 컨택홀을 형성하는 식각과정에서 상기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기 컨택홀이 상기 게이트 라인 사이의 좁은 영역에 형성되어 정렬마
진이 적기 때문에 오정렬로 인해 상기 게이트 전극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상기 층간절연막(310)의 식각과정에서 상기 게이트 전극의 상부 실리콘 질화막(216) 및 컨택패드(240)의 폴리
실리콘에 대해 산화막이 높은 식각선택비를 가지는 조건에서 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층간절연막이 고선택비를 가
지는 조건에서 식각함으로써, 상기 식각은 컨택패드(240) 또는 상기 게이트 상부의 식각정지막(216)이 자연적으로 식
각종료점이 되게 함으로써, 상기 컨택홀과 게이트전극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층간절
연막(310)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컨택패드(240, 250)와 게이트 전극 상부에 별도의 실리콘 질화막으로 된 식각정지
막(232)을 형성하게 되면, 각 컨택홀은 상기 식각정지막(232)에서 식각이 종료되게 된다. 따라서, 컨택홀의 형성이 보
다 용이해지게 된다.
    

도 10을 참조하면, 상기 과정을 거친 반도체 기판 상에 하부전극(352), 유전막(354) 및 상부전극(356)을 가진 커패
시터구조(350), 금속컨택(340') 및 금속배선(360)을 형성함으로써, 트랜지스터(CN , PN , PP ) 및 커패시터(250)를 
가진 반도체 디램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커패시터(250), 금속컨택(340') 및 금속배선(360)
의 형성과정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메모리 셀부 및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에 형성되는 컨택패드를 동
시에 형성함으로써, 종래기술과는 달리 각 컨택패드를 패터닝시 발생하는 소오스/드레인의 식각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의한 컨택패드는 각 컨택패드의 높이가 거의 동일하므로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컨택패드
에 연결되는 금속컨택의 형성이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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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2

이하에서는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컨택패드를 금속컨택패드로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 금속컨택패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고농도로 도핑된 폴리실리
콘의 경우 면저항이 200~400 Ω/□정도로 텅스텐과 같은 금속의 수 Ω/□ 에 비교하면 매우 큰 값을 가진다. 따라서 
컨택과 소오스/드레인과의 접촉저항은 반도체 소자의 집적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소오스/드레인의 기생
저항으로 인한 전류구동력 감소의 관점에서도 금속컨택패드를 사용이 바람직하다. 이를 도 1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을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소오스(610)로부터 드레인(620)으로 전류가 흐를 때, 
각 전류는 점선으로 도시된 게이트 전극(630)을 통과하는 경로(P 1 , P2 )에 따라 상기 컨택(640)에 이르는 거리가 달
라지므로 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되어 전류구동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기생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기 소오
스(610)/드레인(620)의 여러곳에 컨택(640)을 형성해야 하며 따라서 활성영역(610)이 넓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칩 
사이즈 측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그러나, 금속패드의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거리에 따라 저항으로 인한 전압강하가 
미미하므로 소오스(610)/드레인(620) 각각에 하나의 컨택(640)을 형성하여도 무방하게 된다.

한편, 금속컨택패드의 사용은 상기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소오스/드레인과 금속컨택이 오믹접촉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이 고농도로 도핑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고농도로 도핑가능한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는 방법을 이하에서 후술한다.

도 11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금속패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도시한 단면도들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앞서 도 2 내지 도 3과 관련하여 설명한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기판 상에 
필드산화막(410) 및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에 n채널 트랜지스터(C N , PN ) 및 p채널 트랜지스터(P P )를 형성한다. 
상기 트랜지스터(CN , PN ,PP) 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식각정지막(416), 측벽스페이서(418) 및 도전층(414)을 가
진 게이트 전극과 게이트 전극의 소오스/드레인 영역(420, 422)으로 형성된다.

이어서,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420, 422) 상에 도전성 에피택셜층(E N , EP )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에피택셜층
(EN , EP )은 소오스/드레인 영역(420, 422)의 주위에 형성된 필드산화막상(410)으로 약간 과성장(over-growth)되
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상의 메모리 셀부의 소오스/드레인 영역(420)의 경우 고농도
의 이온주입이 어려운데 이것은 고농도의 이온주입으로 인해 소오스/드레인 영역(420)과 필드산화막(410) 사이의 경
계부위가 이온주입에 의해 손상되어 누설전류특성이 나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경우 상기 소오스/드
레인 영역(420)으로부터 상기 필드산화막(410) 상으로 확장형성된 에피택셜층(EN )으로 인해 상기 필드산화막(410)
과 소오스/드레인 영역(420)의 경계부가 이온주입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게 되어 누설전류특성의 열화를 초래하
지 않고도 고농도의 이온주입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에피택셜층(EN , EP )은 실리콘을 통상의 기상에피택시법에 의해 
성장시켜 형성할 수 있다.

증착된 에피택셜층(EN , EP )은 약 1×1019 ~ 1×1021 원자/cm3 의 고농도의 불순물로 이온주입된다. 이온주입은 상기 
에피택셜층(EN , EP ) 하부의 소오스/드레인 영역(420, 422)의 도전형에 따라, n형 소오스/드레인 영역(420) 상의 에
피택셜층(EN )에는 n형 불순물이 주입되고, p형 소오스/드레인 영역(422) 상의 에피택셜층(E P )에는 p형 불순물이 주
입된다. 각 주입단계는 통상의 사진공정을 통해 형성된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이온주입마스크로 하여 수행될 
수 있다.

도 12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 상에 상기 에피택셜층(E N , EP )상에 연결되는 컨택패드를 형성하기 위한 개구부를 형
성한다. 상기 개구부는 메모리 셀부 및 주변회로부에 동시에 형성된다. 상기 개구부를 형성하는 과정은 도 4와 관련하
여 설명한 과정과 동일하다. 즉, 먼저 상기 에피택셜층(EN , EP )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400) 상에 식각정지막으로 실
리콘 질화막(미도시)을 얇게 형성하고 이어서, 상기 실리콘 질화막(미도시)상에 층간절연막(430)을 형성한 뒤, 상기 
층간절연막(430) 및 실리콘 질화막(미도시)을 통상의 사진공정 및 식각공정으로 식각하여 개구부를 형성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 반도체 기판(400) 상에 도전성 금속, 예컨대 텅스텐을 증착한 후, 노드분리하여 금속 컨택패
드(420, 422)를 형성한다. 상기 노드분리 과정은 통상의 평탄화공정 즉, 에치 백이나 화학기계적 연마공정을 통해 상
기 도전성 금속 및 층간절연막(430)을 식각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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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본 실시예에 따르면,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과성장된 에피택셜층을 선택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상기 에피택셜층이 하부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이온주입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상기 에피택셜
층 상에 금속컨택패드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고농도의 도핑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3

본 실시예에서는 도 14a 내지 도 14d를 참조하여, 상기 에피택셜층(E N , EP )없이 주변회로부에 금속컨택패드를 형성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 메모리 셀부의 컨택패드는 실시예 1에서와 같이 폴리실리콘 패드로 형성된다. 
본 실시예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메모리 셀부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은 누설전류특성 및 리프레쉬특성의 열화로 인
해 고농도의 이온주입을 행할 수 없었으나, 주변회로부에서는 고농도의 이온주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도 14a를 참조하면, 실시예 1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기판(500) 상의 주변회로부에 필드산화막(51
0)과 식각정지막(516), 측벽스페이서(518) 및 도전층(514)으로 구성되는 게이트 전극(G N , GP )을 형성한다. 이 단
계에서는 실시예 1과는 달리 소오스/드레인 영역 형성을 위한 이온주입을 행하지 않는다.

도 14b를 참조하면, 상기 게이트 전극(GN , GP )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500) 상에 층간절연막(530)을 형성한다. 이어
서, 통상의 사진 및 식각공정을 수행하여 상기 층간절연막(530)을 식각하여 n채널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이 
형성될 부분(532)을 개구시킨다. 상기 식각은 통상의 반응성 이온식각법을 통해 수행되며, 여기서, 앞서와 같이 층간
절연막(530)의 형성전에 식각정지막으로 실리콘 질화막(미도시)을 추가로 형성함으로써, 상기 층간절연막(530)에 대
해 고선택비를 가진 조건으로 식각을 행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500) 상에 고농도, 예컨대 1×10 19 ~ 
1×1021 원자/cm3 의 농도로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함으로써, n 채널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520) 형성한
다. 이 과정에서 p채널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부위는 층간절연막에 의해 보호됨으로 따로 이온주입마스크를 형성할 필요
가 없다.

도 14c를 참조하면, 주변회로부의 p채널 트랜지스터(PP )가 형성될 부위의 층간절연막(530)을 개구시키고, 상기 개구
부에 p형 불순물을 주입시켜 소오스/드레인 영역(522)을 형성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상기 이온주입과정 중 n 채
널 트랜지스터의 개구부(도 14b의 532)는 이온주입마스크, 예컨대 통상의 사진공정을 통해 형성된 포토레지스트 패턴
(미도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도 14d를 참조하면, 상기 이온주입마스크(미도시)를 제거하고 상기 개구부 및 층간절연막(530) 상에 도전성 금속물질, 
예컨대 텅스텐을 증착한다. 이어서, 상기 도전성 금속물질 및 층간절연막(530)을 평탄화함으로써, 노드분리된 금속 컨
택패드(540)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평탄화과정은 앞서 설명한 에치 백 또는 기계화학적 연마공정을 통해 수
행될 수 있다.

    
상술한 본 실시예에 따르면, 주변회로의 n채널 및 p채널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금속 컨택패드를 형성
할 수 있게 되고, 공정측면에서도 통상의 금속컨택 패드를 형성하는 종래의 방법에 비해 훨씬 단순화된다. 즉, 주변회로
부에 금속컨택 패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n형 불순물 이온주입, p형 불순물 이온주입, 컨택홀 형성, n형 컨택플러그 이
온주입 및 p형 컨택플러그 이온주입의 5번의 사진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본 실시예의 방법은 2번의 사진공정을 통해 컨
택패드의 형성이 이루어지므로 사진공정의 횟수가 대폭 축소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도 15a 내지 도 15c는 도 14a 내지 도 14d와 관련하여 설명한 본 실시예의 변형된 예로써, 주변회로부의 소오스/드레
인 영역과 접촉하는 금속 컨택패드 간에 국부적인 배선(local inter-connection)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도 15a를 참조하면, 상기 주변회로부의 n채널 및 p채널 트랜지스터(P N , PP )가 형성될 부위의 층간절연막(630)을 식
각하여 동시에 개구시킨다. 여기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각 트랜지스터(P N , PP )사이의 필드산화막(610)상의 층간
절연막(630)도 제거된다. 이어서, 상기 개구부의 n채널 트랜지스터(P N )가 형성될 부위에 n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소오
스/드레인 영역(620)을 형성한다. 상기 이온주입과정 중 p채널 트랜지스터(P P )가 형성될 부위는 사진공정을 통해 형
성된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에 의해 마스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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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b를 참조하면,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제거하고 반대로 상기 이온주입된 n채널 트랜지스터(P N )가 
형성될 부위를 마스킹하는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형성한 뒤, 이를 이온주입마스크로 하여 상기 p채널 트랜지스
터(PP )가 형성될 부위에 p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622)을 형성한다.

여기서, 상기 이온주입된 n형 및 p형 불순물의 농도는 약 1×10 19 ~ 1×1021 원자/cm3 이 적당하다.

도 15c를 참조하면,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미도시)을 제거하고, 상기 n채널 및 p채널 트랜지스터(P N , PP )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600) 상에 도전성 금속물질, 예컨대 텅스텐을 증착한 뒤, 상기 금속물질 및 층간절연막(630)을 평탄화하
여 노드분리된 금속 컨택패드(640, 650)를 형성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n채널 트랜지스터와 p채널 트랜지스터
(PN , PP ) 간은 서로 연결된 금속 컨택패드(650)에 의해 국부적인 연결배선을 제공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 형성방법에 따르면, 메모리 셀부 및 주변회로부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에 형성되는 
컨택패드를 동시에 형성함으로써, 종래기술과는 달리 각 컨택패드를 패터닝시 발생하는 소오스/드레인의 식각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의한 컨택패드는 각 컨택패드의 높이가 거의 동일하므로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
로부의 컨택패드에 연결되는 금속컨택의 형성이 용이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금속 컨택패드를 가진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에 따르면,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과성
장된 에피택셜층을 선택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상기 에피택셜층이 하부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이온주입으로 인한 손
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상기 에피택셜층 상에 금속컨택패드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고농도의 도핑이 가능하
게 된다. 상기 금속 컨택패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상기 에피택셜층 없이도 반도체 장치의 주변회로
부에 형성될 수 도 있는데,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종래의 방법에 비해 사진공정의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상에 복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진 메모리 셀부와 상기 메모리 셀부의 메모리 셀에 데이타를 쓰고 읽기 위한 
주변회로부로 이루어진 반도체 장치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에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를 정의하고, 각 소자간을 분리시키는 필드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의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활성영역 상에 소오스/드레인 영역과 측벽스페이서 및 상부에 제 1 식
각정지막을 가진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에는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고, 상기 주변회로부
에는 제 1 도전형 및 제 2 도전형의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랜지스터들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층간절연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상기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개구시키
고 상기 개구부를 도전성 물질로 충진시켜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플러그 및 상기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플러그를 노드분리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부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컨택패드를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주변회로부의 소오스 드레인 영역 상에도 컨택패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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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물질은 도핑된 폴리실리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 형성단계는,

상기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개구
시키는 단계;

상기 개구된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제 1 도전형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주변회로부의 제 2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개구시키는 단계;

상기 개구된 제 2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에 제 2 도전형 폴리실리콘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 형성단계 다음에 상기 반도체 기판의 전면에 걸쳐 제 2 식각정지막을 형성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식각정지막은 상기 플러그 형성단계의 층간절연막에 비해 식각선택비가 낮은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식각정지막은 SiN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택패드 형성단계는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도전성 물질을 에치 백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층간절연막을 에치 백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플러
그를 동시에 노드분리하여 컨택패드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컨택패드 형성단계는,

상기 도전성 물질과 상기 층간절연막을 화학기계적 연마하여 노드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
법.

청구항 9.

반도체 기판 상에 복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진 메모리 셀부와 상기 메모리 셀부의 메모리 셀에 데이타를 쓰고 읽기 위한 
주변회로부로 이루어진 반도체 장치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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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기판에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를 정의하고, 각 소자간을 분리시키는 필드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의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활성영역 상에 소오스/드레인 영역과 측벽스페이서 및 상부에 식각정
지막을 가진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에는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고, 상기 주변회로부에는 
제 1 도전형 및 제 2 도전형의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각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상기 소오스/드레인 영역으로부터 상기 필드산화막으로 걸쳐진 도전성 에피택셜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각 트랜지스터 및 도전성 에피택셜층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층간절연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상기 각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개구시
키고 상기 개구부를 도전성 금속물질로 충진시켜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플러그 및 상기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상기 플러그를 노드분리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금속 
컨택패드를 동시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에피택셜층 형성단계는,

상기 반도체 기판의 각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에피택셜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상기 에피택셜층을 개구시키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고 이를 마스크로 하여 제 1 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는 단계;

상기 제 2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드레인 영역 상에 형성된 상기 에피택셜층을 개구시키는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고 이를 마스크로 하여 제 2 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에피택셜층의 도핑농도는 1×10 19 ~ 1×1021 원자/cm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의 형성방법.

청구항 12.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에피택셜층은 상기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
성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분리단계는 상기 도전성 금속 플러그 및 상기 층간절연막을 에치 백 또는 화학기계적으로 
연마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 형성단계의 도전성 금속물질은 텅스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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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판 상에 메모리 셀에 데이타를 쓰고 읽기 위한 주변회로부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주변회로부의 활성영역 상에 측벽스페이서 및 상부에 식각정지막을 가진 제 1 및 제 2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제 1 및 제 2 게이트 전극이 형성된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 2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상의 층간절연막 일정부분을 개구시키고 상기 개
구된 활성영역에 제 1 도전형 또는 제 2 도전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제 1 도전형 트
랜지스터 및 제 2 도전형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개구부에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층을 노드분리하여 금속 컨택패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주입된 제 1 도전형 및 제 2 도전형 불순물의 농도는 1×10 19 ~ 1×1021 원자/cm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 상의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제 1 개구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개구부에 제 1 도전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 1 도전형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제 2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 상의 층간절연막을 식각하여 제 2 개구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2 개구부에 제 2 도전형 불순물을 주입하여 상기 반도체 기판 상에 제 2 도전형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지스터 형성단계는,

상기 제 1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 및 상기 제 2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 상의 층간절연막을 동시에 
식각하여 개구시키는 단계;

상기 개구부의 제 1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 제 1 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제 1 도전형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개구부의 제 2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활성영역에 제 2 도전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제 2 도전형 소오스/드레
인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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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단계에서 상기 제 1 게이트 전극 및 제 2 게이트 사이의 비활성 영역 상의 층간절연막이 
제거됨으로써, 상기 노드분리된 금속 컨택패드는 상기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또는 드레인과 상기 제 2 도전
형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또는 드레인이 국부적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20.

반도체 기판 상에 복수개의 메모리 셀을 가진 메모리 셀부와 상기 메모리 셀부의 메모리 셀에 데이타를 쓰고 읽기 위한 
주변회로부로 이루어진 반도체 장치를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에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를 정의하고, 각 소자간을 분리시키는 필드 산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 기판의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활성영역 상에 소오스/드레인 영역과 측벽스페이서 및 상부에 식각정
지막을 가진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에는 제 1 도전형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고, 상기 주변회로부에는 
제 1 도전형 및 제 2 도전형의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트랜지스터들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제 1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절연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메모리 셀부와 주변회로부의 상기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드레인 영역을 개구시
키고 상기 개구부를 도전성 물질로 충진시켜 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절연막 및 상기 플러그를 식각하여 상기 플러그를 노드분리함으로써, 상기 메모리 셀부의 소오스/드레인 영
역 상에 컨택패드를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주변회로부의 소오스 드레인 영역 상에도 컨택패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컨택패드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 상에 제 2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절연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최소한 하나의 컨택패드에 컨택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컨택패드를 형성하는 단계와 제 2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사이에, 상기 컨택패드가 형성된 반
도체 기판 상에 식각정지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정지막은 상기 제 2 절연막에 비해 낮은 식각선택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형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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