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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기억장치 및 그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이 발명의 제 1 의 실시예에 의한 DRAM메모리셀의 평면구조도.

제  2  도는  이  발명에  의한  DRAM의  메모리부  및  주변회로부의  단면구조를  모식적으로  표시한 단면구
조도.  그리고,  제  2  도중의  메모리셀부는  제  1  도중에  있어서의  절단선(II-II)에  따른 방향으로부터
의 단면도.

제3a도,  제3b도,  제3c도,  제3d도,  제3e도,  제3f도,  제3g도,  제3h도,  제3i도  및  제3j도는,  제  2  도에 
표시되는 DRAM의 제조공정 단면도.

제 4 도는 이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변형예를 표시하는 DRAM의 단면구조도.

제 5 도는 일반적인 DRAM의 구조를 표시하는 블럭도.

제 6 도는 종래의 원통형 스택크드 캐패시터를 구비한 DRAM의 단면구조 모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P형 실리콘기판                             3 :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

4a~4e : 게이트전극(워드선)               6a, 6b : 소스·드레인영역

10 : 캐패시터                                     11 : 하부전극(스토레이지노드)

11a : 하부전극(11)의 베이스부분        11b : 하부전극의 입벽(立壁)부분

12 : 유전체층                                     13 : 상부전극(셀플레이트)

15 : 비트선                                        16 : 제 1 소스·드레인용 도전층

17 : 제 2 소스·드레인용 도전층

30, 30a, 30b : 주변회로부에 있어서의 MOS트랜지스터

31 : 게이트전극                                  32 : 게이트절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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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a, 33b : 소스드레인 영역.(도면중 동일부호는, 동일 또는 상단부분을 표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발명은,  반도체  기억장치에  관하고,  특히  소위  원통형  스택크드  캐패시터를  구비한  DRAM의 고집
적화 구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기억장치,  특히  다이내믹랜덤  액세스메모리(DRAM)에  있어서는,  기억용량의  증대와 고속응답
성을 목표로하고 소자구조의 고집적화 및 미세화에 대하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제 5 도는, DRAM의 구조 블럭도이다.

우선, 제 5 도를 참조하여 DRAM의 개략구조에 관하여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DRAM은  다수의  기억정보를  축적하는  기억영역인  메모리셀  어레이와,  외부와의  입출력에 
필요한 주변회로로 구성된다.

즉,  DRAM(50)은,  기억정보의  데이터  신호를  축적하기  위한  메모리셀  어레이(51)와,  단위기억회로를 
구성하는  메모리셀을  선택하기  위한  어드레스  신호를  외부로부터  받기  위한  로우앤드컬럼  어드레스 
버퍼(52)와,  그  어드레스  신호를  해독하는  것에  의하여  메모리셀을  지정하기  위한  로우디코더(53) 
및  컬럼디코더(54)와,  지정된  메모리셀에  축적된  신호를  증폭하여  판독센스  리플랙쉬앰프(55)와, 데
이터  입출력을  위한  데이터인  버퍼(56)  및  데이터  아웃버퍼(57)와,  클럭신호를  발생하는 클럭제너레
이터(58)와를 포함하고 있다.

반도체칩상에서  큰면적을  점하는  메모리셀  어레이(51)는,  단위  기억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메모리셀
이 복수개 배열되어서 형성되어 있다.

DRAM의 기억용량은 이 메모리셀 어레이(51)에 배치되는 메모리셀의 개수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특히  메모리셀  어레이(51)에  있어서  메모리셀을  구성하는  MOS트랜지스터  및  캐패시터의 구
조의  미세화를  도모하고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개선이  행하여져  왔다.  에를들면, 
메모리셀을  구성하는  MOS트랜지스터에서는  채널길이의  축소화를  행하고  소자구조를  미세화하는  것과 
아울러, 소자간의 분리구조의 개선에 의하여 소자간 스페이스의 축소화도 도모되어 왔다.

그러나,  캐패시터는,  캐패시터  용량이  대향하는  전극간의  면적이  비례하는  성질을  가질것,  및 기억
장치로서의  기억동작의  신뢰성의  점에서  소정양  이상의  용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에서  구조의 
미세화에서 익숙해지지 않은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메모리셀의  셀구조의  미세화를  도모하고  또한  캐패시터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캐패시
터의 구조의 개선이 행하여졌다.

이 결과, 소위 원통형 스택크드 캐패시터셀이 고안되었다.

제 6  도는,  예를 「1.5V  동작 64MDRAM용  왕관형적층 용량셀」,  가가(加  t1   )외  제37회 응용물리학
관계 연합강연회 예고집 제 2 분책 P582에 표시된 DRAM의 단면구조도이다.

제  6  도에는  메모리셀  부분과  주변회로  부분과가  표시되어  있다.  메모리셀은  한개의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과 한개의 캐패시터(10)로 구성된다.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는,  실리콘기판(1)  표면중에  형성된  한쌍의  소스·드레인  영역(6a, 
6b)과,  이  소스·드레인  영역(6a,  6b)의  사이의  실리콘기판(1)  표면상에  게이트  절연층(5)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게이트전극(워드선)(4b,  4c)과를  구비한다.  또,  실리콘기판(1)  표면의  소정영역을  덮는 
필드산화막(2)의 상부에는, 인접하는 메모리셀에 뻗는 워드선(4a, 4d)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전극(워드선)(4a~4d)의 표면은 제 1 절연층(20)으로 덮여져 있다.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의 한쪽의 소스·드레인 영역(6a)에는 비트선(15)이 접속되어 있다. 

비트선(15)은 2층의 다결정 실리콘층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의  한쪽의  소스·드레인  영역(6a)에  접속되는  부분은  선택 CVD
법에 의하여 형성된다.

비트선(15)의 표면은 제 2 의 절연층(21)에 의하여 덮여져 있다.

캐패시터(10)는  하부전극(스토레이지노드)(11),  유전체층(12)  및  상부전극(셀플레이트)(13)의 적층
구조로 이루어진다.

하부전극(11)은  게이트전극(4a~4d)  혹은  비트선(15)의  상부에  연장하여  존재하는  베이스부분(11a)과 
연직상방으로 연장하여 존재한 입벽부분(11b)과를 가지고 있따.

그리고,  하부전극(11)의  일부가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의  다른쪽의  소스·드레인  영역(6b)에 
대하여, 콘택트부에 매입된 다결정 실리콘층을 사이에 두고 접속되어 있다.

캐패시터(10)의  용량부분은,  이  하부전극(11)의  베이스부분(11a)의  표면  및  입벽부분(11b)의  내외 
표면에서 구성된다.

그래서,  특히  이  입벽부분(11b)이  이  용량부분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것에  의하여  캐패시터의 평면적
인 점유면적을 증가시키는 일없이 캐패시터 용량을 증대할수가 있다.

입출력버퍼등의 주변회로는 많은 MOS트랜지스터(30)를 구성요소로 하여 포함되어 있다.

MOS트랜지스터(30)는  한쌍의  소스·드레인  영역(33,  33)과  게이트  절연층(32)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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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전극(31)과를 구비하고 있다.

게이트전극(31)의 주위는 제 1 의 절연층(20)에 의하여 덮여져 있다.

소스·드레인  영역(33,  33)에는  층간절연층(22)중에  형성된  콘택트를  통하여  배선층(18)이  접속되어 
있다.

그런데,  종래의  원통형  스택크드  캐패시터를  가지는  DRAM에서는,  메모리셀  영역과  주변회로부와의 
사이에서  기능소자의  놀이에  기인하여  절연층이나  배선층의  표면에  큰  단차가  생기는  것이  문제로 
되어 왔다.

DRAM의  제조공정에  있어서는,  우선  메모리셀영역  및  주변회로의  MOS트랜지스터(3,  30)가  거의 동일
프로세스에 의하여 동시에 형성되고, 그후 메모리셀부의 캐패시터(10)가 제조된다.

이  단계에서  메모리셀  영역에서는  실리콘기판(1)  표면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캐패시터(10)가 형성되
어 있으며, 또 주변회로에서는 MOS트랜지스터(30)가 형성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후  전면에  층간절연층(22)을  형성한  다음  그  표면위치는  메모리셀  영역과  주변회로 영역
과에서 큰 단차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  이후에  행하여지는  리소그래피  공정에  있어서는  노광장치의  초점심도  보다도  큰 단차
에 대하여서는 패턴정밀도가 열화하여 미세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예를들면,  주변회로에  있어서  배선층(18)을  소스·드레인  영역(33)에  접속시키는  경우에  위치마춤 
정밀도의  악화가  생기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스·드레인  영역(33)의  확산폭을  크게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것에 의하여 트랜지스터의 미세화가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주변회로의  트랜지스터 
구조의  미세화가  가능한  원통형  스택크드  캐패시터를  가지는  DRAM의  고집적하  구조  및  그 제조방법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발명에  의한  반도체  기억장치는,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상에  한개의  MOS트랜지스터와  한개의 캐패
시터로  구성되는  메모리셀을  복수개  구비한  메모리셀  영역과,  이  메모리셀  영역에  대하여  소정의 기
억정보의 기록.판동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주변회로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반도체  기억장치는,  반도체  기판중에  형성된  한쌍의  제  1  불순물영역과,  한쌍의  제  1 
불순물영역의  사이의  반도체  기판상에  형성된  제  1  게이트  전극과를  가지는  메모리셀용 MOS트랜지스
터와,  반도체  기판중에  형성된  한쌍의  제  2  불순물영역과,  한쌍의  제  2  불순물영역의  사이의  반도체 
기판상에 형성된 제 2 게이트 전극과를가지는 주변회로용 MOS트랜지스터와를 구비한다.

다시금,  메모리셀용  MOS트랜지스터의  한쪽의  불순물영역에  접속된  제  1  의  도전층과,  메모리셀용 
MOS트랜지스터의  다른쪽의  불순물영역에  접속된  캐패시터의  하부전극으로  되는  제  2  의  도전층과, 
주변회로용  MOS트랜지스터의  한쪽이  불순물영역에  접속되고,  또한  주변회로용  MOS트랜지스터의  제  2 
게이트전극의  상부에  연장하여  존재하고  메모리셀  영역의  제  1  의  도전층과  동일재료로  이루어지는 
제  3  의  도전층과,  주변회로용  MOS트랜지스터의  다른쪽의  불순물영역에  접속되고,  또한  주변회로용 
MOS트랜지스터의  제  2  게이트  전극의  상부에  연장하여  존재하고  메모리셀  영역의  제  2  의  도전층과 
동일재료로 이루어지는 제 4 의 도전층과를 구비하고 있다.

다시금  다른  발명에  의한,  한개의  MOS트랜지스터와  한개의  스택크드  캐패시터를  가지는  메모리셀과, 
MOS트랜지스터를  가지는  주변회로와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조방법은,  아래의  공정을 구비한
다.

a.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상의 메모리셀 영역과, 주변회로 영역과에 MOS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공정.

b.  반도체  기판상의  전면에  제  1  도전층을  형성하고,  패터닝하는  것에  의하여  메모리셀의 MOS트랜지
스터의  한쪽의  불순물영역에  접속된  전극층을  형성하는  것과  아울러,  주변회로의  MOS트랜지스터의 
한쪽의  불순물영역에  접속되고,  적어도  게이트전극의  상부에  연장하여  존재한  제  1  배선층을 형성하
는 공정.

c. 전극층 및 제 1 배선층의 표면을 절연층으로 덮는 공정.

d.  반도체  기판상의  전면에  제  2  의  도전층을  구성하고,  패터닝하는  것에  의하여  메모리셀의 MOS트
랜지스터의  다른쪽의  불순물영역에  접속되는  캐패시터의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것과  아울러, 주변회
로의  MOS트랜지스터의  다른쪽의  불순물영역에  접속되고,  적어도  게이트전극의  상부에  연장하여 존재
한 제 2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

주변회로의  MOS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에  접속되고,  또한  게이트전극상  등에  연장하여 존재
한 제3 및 제 4 의 도전층은, 예를들면 입접하는 MOS트랜지스터간의 내부배선층으로서 이용된다.

다시금,  소스·드레인  영역에  접속되는  배선층을  제3  및  제  4  의  도전층을  사이에  두고 소스·드레
인 영역에 접속할수가 있다.

따라서.  배선층과  소스·드레인  영역의  확산폭을  축소가능하게  하는  것에  의하여  MOS트랜지스터의 
소자 구조의 미세화가 도모된다.

다시금,  이  주변회로의 MOS트랜지스터의 제3  및  제  4  의  도전층을 메모리셀의 제1  및  제  2  의 도전
층과  동일공정으로  형성된  도전층을  패터닝하는  것에  의하여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조공
정을 추가하는 일 없이 주변회로의 MOS트랜지스터의 제3 및 제 4 의 도전층을 형성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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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아래에, 이 발명의 한 실시예에 관하여 도면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제 1  도는,  이 발명의 제 1  의 실시예에 의한 DRAM의 메모리셀 어레이의 평면구조도이며, 제 2  도는 
메모리셀 어레이부와 주변회로부의 단면도 구조도이다. 

다시금,  제  2  도에  있어서의  메모리셀부의  단면구조는  제  1  도중의  절단선(II-II)에  따른 방향으로
부터의 단면도를 표시하고 있다.

양도면을  참조하여,  p형  실리콘기판(1)  표면의  소정영역에는  소자간  분리를  위한  필드산화막(2)이 
형성되어 있다.

이 필드산화막(2)에 덮여진 소자형성영역에는 메모리셀이 형성되어 있다.

메모리셀은  한개의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와  이것에  접속되는  한개의  캐패시터(10)로 구성된
다.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는  한쌍의  소스·드레인  영역(6a,  6b)과,  이  소스·드레인  영역(6a, 
6b)의  사이의  실리콘  기판상에  게이트  절연층(5)을  사이에  두게  하여  형성된  게이트전극(4b, 4c)과
를 구비한다.

소스·드레인 영역(6a, 6b)는 소위 LDD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이트전극(4b, 4c)은 워드선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필드산화막(2)의  상부에는  인접되는  메모리의  게이트전극으로  되어야할  워드선(4d,  4e)이 형성되
어 있다.

게이트전극(4b, 4c), 워드선(4d, 4e)의 표면에 제 1 절연층(20)에 덮여져 있다.

비트선(제  1  의  도전층)(15)은  워드선(4b~4e)의  상부이고  이  워드선(4b~4e)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
장하여  존재하고,  그  일부가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의  한쪽의  소스·드레인  영역(6b)에 접속
되어 있다.

이  비트선(15)은  예를들면  도전성을  가지는  다결정  실리콘,  고융점  금속층,  혹은  다결정  실리콘층과 
금속 실리사이드의 2층구조등이 사용된다.

그리고, 비트선(15)의 표면은 제 2 절연층(21)에 의하여 덮여져 있다.

캐패시터(10)는  하부전기(스토레이지  노드  :  제  2  의  도전층)(11),  유전체층(12)  및 상부전극(셀플
레이트)(13)의 적층구조로 이루어진다.

하부전극(11)은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  한쪽의  소스·드레인  영역(6a)에  접속되는 베이스부
분(11a)과,  베이스부분(11a)의  둘레가장자리  부분부터  연직방향으로  돌출하는  입벽부(11b)의 2층구
조로 이루어진다.

베이스(11a)는  막압(膜壓)  2000Å정도로  형성되고,  또  입벽부(11b)는  막압  500Å정도로  형성되어 있
다.

이 하부전극(11)의 다결정 실리콘중에는 불순물이 10
20
/㎤ 이상 도입되어 있다.

유전체층(12)은  산화막,  질화막  혹은  산화막과  질화막의  복합막  다시금 5산화탄탈(Ta2O5 ), 하프니움

산화막(HaO2)등이 사용된다.

상부전극(13)은 도전성이 부여된 다결정 실리콘층, 혹은 금속층으로 이루어진다.

이  캐패시터의  입벽부(11b)의  높이는  필요로되는  캐패시터  용량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며, 예를들
면 실리콘기판(1) 표면에서부터 1~2㎛정도로 형성된다.

주변회로부는 회로의 구성소자로서 MOS트랜지스터(30)를 포함하고 있다.

주변회로의  MOS트랜지스터(30)는  메모리셀의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와  마찬가지로,  한쌍의 
소스·드레인 영역(33a, 33b), 게이트 절연층(32) 및 게이트전극(31)과를 구비하고 잇다.

소스·드레인  영역(33a,  33b)은  트랜지스터의  채널영역을  사이에  끼워서  대향배치된  저농도영역과 
이것에 이어지는 고농도영역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LDD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이트전극(31)의 표면은 제 1 절연층(20)에 의하여 덮여져 있다.

한쪽의  소스·드레인  영역(33a)에는  제  1  의  소스·드레인용  도전층(제  3  의  도전층)이  접속되어 있
다.

이  제  1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은  비트선(15)과  같은  재료로  형성되고,  그  한끝은 필드산화막
(2)의  상부에,  또  그  다른쪽  끝은  제  1  절연층(20)을  사이에  두고  게이트전극(31)의  상부에 연장하
여 존재하고 있다.

다시금,  인접하는  MOS트랜지스터간에  연장하여  존재하고  소정의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배선층으로서 
사용된다.

MOS트랜지스터(30)의  다른쪽의  소스드레인영역(33b)에는  제  2  소스·드레인용  도전층(제  4  의 도전
층)(17)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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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7)은  그  일부가  제  2  절연층(21)을  사이에  두고  제  1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의 상부에 올라가 있다.

메모리셀부  및  주변회로부에  있어서  소자의  표면상은  비교적  평탄화된  표면을  갖는 층간절연층(22)
에 의하여 덮여진다.

그리고, 층간절연층(22)의 표면상에는 소정패턴의 배선층(18)이 형성된다.

도시된  주변회로부에는  배선층(18)은  층간절연층(22)중에  형성된  콘택트홀(25)을  통하여 MOS트랜지
스터(30)에 접속된 제1 및 제 2 의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 17)에 접속되어 있다.

이  콘택트홀(25)은  소스·드레인  영역(33a,  33b)과  배선층(18)과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형
성되는  것이지만,  그  형성위치는  제1  및  제  2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  17)의  표면상에  있으면 어
떤 위치라도 상관없다.

따라서,  소스·드레인  영역(33a,  33b)의  확산폭을  미세화하여도  배선층(18)과의  양호한  접속을 취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에 의하여 주변회로부의 MOS트랜지스터(30)의 구조를 미세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제  2  도에  표시하는  DRAM의  주요한  제조공정에  관하여  제3a도  내지  제3j도를  사용하여 설명
한다.

제3a도 내지 제3j도는, DRAM의 제조공정에 따라서 차례로 표시한 제조공정 단면도이다.

우선,  제3a도를  참조하여,  p형  실리콘기판(1)  표면상의  소정영역에  LOCOS법을  사용하여  소자간 분리
를 위한 필드산화막(2)을 형성한다.

다음에,  제3b도를  참조하여,  예를들면  열산화법을  사용하여  p형  실리콘기판(1)  표면에  막압 100~120
Å 정도의 게이트산화막(5, 32)을 형성한다.

다시금,  게이트산화막(5,  32)의  표면상에  막압  1000~2000Å정도의  다결정  실리콘층  및  산화막을 형
성한 후, 소정의 형상으로 패터닝한다.

이것에 의하여 게이트전극(워드선)(4b~4e) 및 게이트전극(31)이 형성된다.

다음에,  이  게이트전극(4b~4e)  및  게이트전극(31)을  마스크로하여  실리콘기판(1)중에  n형  불순물을 
이온주입하여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의  소스·드레인  영역(6a,  6b)의  저농도  영역  및 MOS트
랜지스터(30)의 소스드레인영역(33a, 33b)의 저농도 영역을 형성한다.

다시금,  전면에  산화막을  퇴적한후  이방성  에칭을  시행하고,  게이트전극(4b~4e)  및 게이트전극(31)
의 측벽에 절연층을 형성한다.

이것에 의하여 게이트전극(4b~4e, 31)의 표면이 제 1 절연층(20)에 의하여 덮여진다.

다음에,  이  절연층(20)을  마스크로하여  실리콘기판(1)중에  고농도의  n형  불순물을  도입하여 트랜스
퍼게이트  트랜지스터(3)의  소스·드레인  영역(6a,  6b)의  고농도영역  및  MOS트랜지스터(30)의 소스·
드레인 영역(33a, 33b)의 고농도영역을 형성한다.

다시금,  제3c도를  참조하여,실리콘기판(1)의  표면상의  전면에  도프트  폴리실리콘층  및  산화막을 막
압 1000~2000Å정도 퇴적하고, 포토리소그래피 및 에칭법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패터닝한다.

이것에  의하여  메모리셀부에서는  비트선(15)이  형성되고,  주변회로부에  있어서는  제  1 소스·드레인
용 도전층(16)이 형성된다.

그후, 비트선(15) 및 제 1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의 표면을 제 2 절연층(21)으로 덮는다.

다시금,  제3d도를  참조하여,  실리콘기판상의  전면에  도프트  폴리실리콘층을  막압  2000Å정도 퇴적하
고, 소정의 형상으로 패터닝한다.

이것에  의하여  메모리셀부에서는  캐패시터의  하부전극(11)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결정실리콘층(110
a)이 형성되고, 주변회로부에서는 MOS트랜지스터(30)의 제 2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7)이 
형성된다.

제  2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7)은  그  한끝이  제  1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의  상부에  올려져서 
패터닝된다.

또한,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제1  및  제  2  의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  17)은  평면적으로는 인
접하는 소자간을 연결하는 배선패턴 형상으로 구성하여도 좋다.

다시금,  제3e도에  표시하는  바와  같이,  메모리셀부  및  주변회로부의  전면에  두꺼운  산화막층(35)을 
CVD법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다시금,  제3f도를  참조하여,  산화막층(35)의  표면상에  레지스트(36)를  도포하고,  메모리셀부의 레지
스트(36)를 소정의 형상으로 패터닝한다.

그리고, 이 레지스트(36)으로 하여 산화막층(35)을 에칭제거한다.

이것에  의하여,  메모리셀부에  있어서,  비트선(15)의  상부  및  필드산화막(2)의  상부에만  캐패시터 형
성용의 산화막(35a)가 형성된다.

다시금,  제3g도를  참조하여,  CVD법을  사용하여  전면에  도프트  폴리실리콘층(110b)을  막두께 500Å정
도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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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제3h도를 참조하여, 재차 레지스트를 전면에 두껍게 도포하여 그후 에치백을 시행한다.

이것에  의하여  메모리셀부의  캐패시터  형성용  산화막(35a)의  상부에  형성된  도프트 폴리실리콘층
(110b)의 표면부분을 노출시킨다.

그후, 주변회로부의 도프트 롤리실리콘층(110b)의 표면상만을 레지스트(37)로 덮는다. 

그래서,  메모리셀부의  노출한  도프트  폴리실리콘층(110b)과  산화막(35a)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캐
패시터(10)의 하부전극의 입벽부(11b)를 형성한다.

다시금,  제3i도를  참조하여,  메모리셀부에  있어서,  입접하는  캐패시터의  입벽부(11b,  11b)의  사이의 
하면에  연장하여  존재한  도프트  폴리실리콘층(110a)을  이방성  에칭에  의하여  제거한다.  이것에 의하
여 캐패시터의 하부전극(11)을 완성한다.

그후, 레지스트(37)를 제거한다.

그래서,  캐패시터의  하부전극(11)의  표면상에  유전체층(12)을  형성하고,  다시금  그  표면상에  도프트 
폴리실리콘층(130)을 퇴적한다.

이때,  주변회로부에  있어서는  도프트  폴리실리콘층(110b)의  상면에  유전체층  및  도프트 폴리실리콘
층(130)이 형성된다.

그후,  제3j도를  참조하여,  도프트  폴리실리콘층(130)  및  유전체층(12)을  소정의  형상으로 패터닝하
고, 캐패시터(10)의 유전체층(12) 및 상부전극(33)이 형성된다.

이  패터닝에  의하여,  주변회로부에  있어서는  도프트  폴리실리콘층(110b),  유전체층  및  도프트 폴리
실리콘층(130)을 제거한다.

그후, 실리콘기판(1) 표면상의 전면에 층간절연층(22)을 그 표면을 평탄화하도록 퇴적한다.

그리고,  주변회로부에  있어서,  층간절연층(22)중의  소정위치에  MOS트랜지스터(30)의  제1  및  제  2  의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 17)에 달하는 콘택트홀(25)을 형성한다.

이  콘택트홀(25)  형성을  위한  위치결정은,  제1  및  제  2  의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  17)의 표면영
역내에서 행하면 좋다.

그후,  메모리셀부  및  주변회로부  전면에  배선층을  소정형상으로  패터닝하여  제  2  도에  표시하는 
DRAM이 제조된다.

이와같이,  주변회로의  MOS트랜지스터(30)의  제1  및  제  2  의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  17)은 메모
리셀부에  있어서의  비트선(15)  및  캐패시터(10)의  하부전극(11)의  제조공정과  동시에  행하여지기 때
문에, 새로운 제조공정의 추가를 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 제 1 의 실시예의 변형예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 4 도는, 제 2 도에 상당하는 DRAM의 단면구조도이다.

이  변형예는,  주변회로부에  있어서  nMOS트랜지스터(30a)와  pMOS트랜지스터(30b)와가  병설되어  있는 
경우에 관하여 표시하고 있다.

nMOS트랜지스터(30a)는  p형  실리콘기판(1)  표면에  형성된  p웰(26)중에  형성되고,  또 pMOS트랜지스터
(30b)는 n웰 영역(27)중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nMOS트랜지스터(30a)의  게이트전극(31a)중에는  n형  불순물이  도입되고,  또 pMOS트랜지스터
(30b)의 게이트전극(31b)중에는 p형 불순물이 도입되어 있다.

또,  메모리셀부에  있어서는,  트랜스퍼게이트  트랜지스터(3)는  게이트전극(4b,  4c)중에  n형  불순물이 
포함된 nMOS트랜지스터가 구성되어 있다.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주변회로부의  MOS트랜지스터의  제1  및  제  2  의  소스·드레인용  도전층(16, 
17)은  도프트  폴리실리콘의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이것에  한정되는  일없이,  비트선(15)  혹은 
캐패시터(10)의  하부전극(11a)의  재료와  동일재료의  고융점금속층,  고융점실리사이드층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또,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는,  주변회로부로서  MOS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경우를  예시하였으나,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면 CMOS트랜지스터 구조등에도 적용할수가 있다.

이  발명에  의한  반도체  기억장치는,  주변회로부에  포함되는  MOS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  영역에 
콘택트되는  제3  및  제  4  의  도전층을  사용하여  배선층과의  콘택트를  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주변회로
부에 있어서의 MOS트랜지스터의 구조의 미세화를 도모할수가 있다.

또,  이  제3  및  제  4  의  도전층을 메모리셀부의 제 1  도전층 및 제 2  도전층과 동일프로세스에 있어
서  동시에  형성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제조공정을  증가시키는  일없이  주변회로부의  미세화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상에,  한개의  MOS트랜지스터와  한개의  캐패시터로  구성되는  메모리셀을  복수개 
구비한  메모리셀  영역과,  이  메모리셀  영역에  대하여  소정의  기억정보의  기록,  판독  동작을 행하게
하기  위한  주변회로와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장치이고,  상기  반도체기판중에  형성된  한쌍의  제  1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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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물영역과,  상기 한쌍의 제  1  불순물영역의 사이의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형성된 제  1  게이트 전극
과를  가지는  메모리셀용  MOS트랜지스터와,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형성된  한쌍의  제  2  불순물영역과, 
상기 한쌍의 제 2  불순물 영역의 사이의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형성된 제 2  게이트 전극과를 가지는 
주변회로용  MOS트랜지스터와,  상기  메모리셀용  MOS트랜지스터의  한쪽의  상기  제  1  불순물  영역에 접
속된  제  1  의  도전층과,  상기  메모리셀용  MOS트랜지스터의  다른쪽의  상기  제  1  불순물  영역에 접속
된  상기  캐패시터의  하부전극으로  되는  제  2  의  도전층과,  상기  주변회로용  MOS트랜지스터의  한쪽의 
상기  제  2  불순물영역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주변회로용  MOS트랜지스터의  상기  제  2  게이트  전극의 
상부에 연장하여 존재한,  상기 메모리셀 영역의 상기 제  1  의  도전층과 동일재료로 이루어지는 제  3 
의  도전층과,  상기  주변회로용  MOS트랜지스터의  다른쪽의  상기  제  2  불순물영역에  접속되고,  또한 
상기  주변회로용  MOS트랜지스터의  상기  제  2  게이트  전극의  상부에  연장하여  존재하고,  상기 메모리
셀  영역의  상기  제  2  의  도전층과  동일재료로  이루어지는  제  4  의  도전층과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
장치.

청구항 2 

한개의  MOS트랜지스터와  한개의  스택크드  캐패시터를  가지는  메모리셀과,  MOS트랜지스터를  가지는 
주변회로와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조방법이고,  반도체  기판의  주표면상의  메모리셀  영역과 
주변회로  영역과에  MOS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상의  전면에  제  1  도전층을 
형성하고,  패터닝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메모리셀의  MOS트랜지스터의  한쪽의  불순물영역에  접속된 
전극층을  형성하는  것과  아울러,  상기  주변회로의  MOS트랜지스터의  한쪽의  불순물영역에  접속되어 
적어도  게이트전극의  상부에  연장하여  존재한  제  1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전극층  및  상기 
제  1  배선층의  표면을  절연층을  덮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기판상의  전면에  제  2  의  도전층을 형성
하고,  패터닝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메모리셀의  MOS트랜지스터의  다른쪽의  불순물  영역에  접속되는 
상기  캐패시터의  하부전극을  형성하는  것과  아울러,  상기  주변회로의  MOS트랜지스터의  다른쪽의 불
순물영역에  접속되고,  적어도  상기  게이트  전극의  상부에  연장하여  존재한  제  2  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과를 구비한,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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