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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메모리셀의 레이아웃

요약

반도체 메모리셀의 레이아웃에 대하여 개시한다. 이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더미 비트라인에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과 비트라인 콘택 중 어느 하나의 콘택만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셀의 레이
아웃을 제공한다. 이로써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더미 비트라인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와 비트라인의 스토
리지 폴리 노드 간의 브리지가 발생되더라도 소자 불량을 일으키는 소정의 동작을 방지함으로써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소자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셀의 레이아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셀의 레이아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셀의 레이아웃이다.

도 4는 도 1에 도시한 레이아웃에 상응하는 반도체 메모리셀의 회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더미 비트라인(dummy bitline)을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셀(memory cell)의 레이아웃(layout)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contact  of  storage  node)과 비트라인 콘택(contact  of 
bitline)중 어느 하나의 콘택만이 형성된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한 메모리셀의 레이아웃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고집적화됨에 따라 메모리셀의 전기적 동작을 위한 각종 접속 라인, 예컨대 워드라
인(wordline)과 비트라인(bitline) 등을 배치하는 기술, 즉 레이아웃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종래의 메모리 장치는 동작하는 개별 메모리셀부(memory cell part)과 이를 동작시키는 주변회로부(peri 
circuit part)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메모리셀부는 스택(stack)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편, 종래의 스택 구조를 갖는 메모리셀부는 그 제조 공정 중에 소정부, 예컨대 메모리셀부와 주변회로부
의 경계에서 단차(step coverage)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단차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를 제조하는 후속 
공정, 예컨대 물질층을 증착하거나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등에서 공정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하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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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는 제조 공정이 완료된 반도체 장치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메모리셀 상에 더미 비트라인을 형성하였다. 상기 더미 비트라
인은 통상의 비트라인과 마찬가지로 비트라인 콘택과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 모두를 구비하는 메모리셀
들을 갖지만, 이들은 통상의 비트라인을 따라 형성된 메모리셀들의 역할, 즉 정보의 저장이 아닌 상기의 
단차를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러한 구별되는 역할을 특징화하여 통상의 비트라인을 따라 형성된 
메모리셀을 동작 메모리셀(action memory cell)이라 칭하며, 이와 구별되도록 더미 비트라인을 따라 형성
된 메모리셀을 더미셀(dummy cell)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반도체 메모리 장치는 고집적화에 따라 각 구성 부분들이 상호 밀접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즉, 종래의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한 메모리 장치를 제조할 때, 상호 인접되
어 형성되는 동작  메모리셀의 커패시터를 구성하는 스토리지 폴리  노드(storage  poly  node)와 더미셀
(dummy cell)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가, 패터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서로 연결되는 브리지(bridge) 현상
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브리지 현상은 완성된 메모리 장치의 동작 특성을 저해시키는데, 이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
세히 설명한다.

도 1은 종래의 더미 비트라인을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셀의 레이아웃이고, 도 4는 도 1의 레이아웃에 따라 
형성되는 반도체 메모리셀의 회로도이다.

도 1 및 도 4의 반도체 메모리셀은 더미 비트라인(51)을 따라 형성된 더미셀 부분과, 동작 비트라인(52, 
53)을 따라 형성된 동작 메모리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더미 비트라인(51)은 워드라인들(11 내지 16)과 
교차되는 영역에 각각 트랜지스터와 커패시터로 이루어진 더미셀을 가지고,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극
(25)에 비트라인 콘택(65)으로 접속된다. 또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전극은 스토리지 폴리 노드들(21 내지 
23)에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61 내지 63)으로 접속된다. 상기 더미 비트라인(51)과 나란하게 형성되는 
제1 비트라인(52)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접속되는 워드라인들(11 내지 16)과 교차하며, 트랜지스
터의 드레인 전극(35)에 비트라인 콘택(75)으로 접속되고,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전극은 스토리지 폴리 노
드들(31 내지 33)에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들(71 내지 73)로 접속된다. 상기 더미 비트라인(51) 및 제1 
비트라인(52)과 나란하게 형성되는 제2 비트라인(53) 역시 상기 제1 비트라인(52) 및 이를 따라 형성되는 
동작 메모리셀과 동일하게 형성된다.

이때, 서로 인접하여 나란하게 형성된 더미 비트라인(51) 상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들(21 내지 23)과 제1 
비트라인(52) 상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들(31 내지 33)이 제조시에 브리지되어 형성된 경우,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에 의해 동작불량을 일으킨다.

예컨대, 더미셀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21)와 제1 비트라인(52) 상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31)가 브리지되
어 있고, 제1 비트라인(52)과 워드라인(12)에 전압을 인가하여 스토리지 폴리 노드(31)에 정보(예컨대 논
리 1)를 저장한다. 이때, 더미 비트라인(51)은 접지전위를 유지하고 스토리지 폴리 노드(21)는 더미 비트
라인(51)과 전기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이어서, 스토리지 폴리 노드(41)에 저장된 정보를 읽기 위해 제2 
비트라인(53)과 워드라인(11)에 전압을 인가하면, 스토리지 폴리 노드(21)를 포함하는 더미셀의 채널영역
이 활성화되고, 스토리지 폴리 노드(21)와 더미 비트라인(51)은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61) 및 비트라
인 콘택(64)를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스토리지 폴리 노드(31)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는 브리
지되어 있는 스토리지 폴리 노드(21),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61), 비트라인 콘택(64)을 통해 접지전위
의 더미 비트라인(51)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따라서, 스토리지 폴리 노드(31)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읽
어내면, 저장했던 정보와는 다른 정보가 읽혀지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의 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동작 메모리셀의 커패시터를 구성하는 스토리지 폴리와 더미 
메모리셀의 스토리지 폴리 간의 브리지에 의하여 발생되는 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복수의 동작 비트라인, 이 
동작 비트라인에 인접하여 형성된 더미 비트라인, 상기 비트라인들에 수직인 복수의 워드라인, 상기 동작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이 교차하는 영역에 형성된 동작 메모리셀 및 상기 더미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이 교차
하는 영역에 형성된 더미 메모리셀을 구비한 메모리 장치의 레이아웃에 있어서, 상기 더미 메모리셀은 그 
드레인 전극과 상기 더미 비트라인을 연결하는 비트라인 콘택이나, 그 소오스 전극과 스토리지 폴리 노드
를 연결하는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 중 어느 하나의 콘택만을 구비하는 특징으로 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더미셀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도 1 및 도 4의 61 내지 63) 또는 비트라인 콘
택(도 1 및 도 4의 64, 65)을 형성하지 않음으로써, 더미셀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와 더미 비트라인을 전
기적으로 단절시켜, 더미셀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와 동작 메모리셀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가 브리지 되더
라도 메모리셀의 동작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더미셀을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셀의 레이아웃이며, 도 3은 본 발명
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더미셀을 구비한 반도체 메모리셀의 레이아웃이다.

[제1 실시예]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르는 제1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7-2

1019960045129



더미 비트라인(151)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접속되는 워드라인들(111 내지 116)과 교차하며, 트랜
지스터의 드레인 전극(125)에 비트라인 콘택(164, 165)으로 접속된다. 그러나, 종래와 달리 상기 더미 비
트라인(151)은, 더미셀의 소오스 전극과 스토리지 폴리 노드(121 내지 123)가 콘택을 이루지 않음으로써, 
스토리지 폴리 노드(121 내지 123)와 전기적으로 단절된다. 

한편, 상기 더미 비트라인(151)과 나란하게 형성되는 동작 비트라인인 제1 비트라인(152) 및 제2 비트라
인(153)은, 도 1 및 도 4에 도시된 종래의 제1 비트라인(52) 및 제2 비트라인(53)과 동일하게 형성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로써, 서로 인접하여 나란하게 형성된 더미 비트라인(151) 상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121 내지 123)와 
제1 비트라인(152) 상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131 내지 133) 간에 브리지(화살표 A 및 B)가 발생하더라도, 
더미셀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121 내지 123)는 더미셀의 소오스 전극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스토리지 폴
리 노드(131 내지 133)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브리지에 불구하고 더미 비트라인(151)을 통해 소멸하지 
않게 되어, 종래의 메모리 장치에서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제2 실시예]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르는 제2 실시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때, 도 2에서 지시된 도면 부호와 
동일한 도 3에서의 도면 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지시한다.

더미 비트라인(151)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에 접속되는 워드라인들(111 내지 116)과 교차하며, 더미
셀의 소오스 전극은 스토리지 폴리 노드(121 내지 123)에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161 내지 163)으로 접
속된다. 그러나, 종래와 달리 상기 더미 비트라인(151)은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극(125)과는 콘택을 이
루지 않고 형성된다. 

한편, 상기 더미 비트라인(151)과 나란하게 형성되는 동작 비트라인인 제1 비트라인(152) 및 제2 비트라
인(153)은, 전술한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도 1 및 도 4에 도시된 종래의 제1 비트라인(52) 및 제2 비
트라인(53)과 동일하게 형성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로써, 서로 인접하여 나란하게 형성된 더미 비트라인(151) 상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121 내지 123)와 
제1 비트라인(152) 상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131 내지 133) 간에 브리지(화살표 A 및 B)가 발생하더라도, 
더미셀의 드레인 전극(125)은 더미 비트라인(151)과 전기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므로, 동작 메모리셀의 스
토리지 폴리 노드(131 내지 133)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브리지에 불구하고 더미 비트라인(151)을 통해 
소멸하지 않게 되어, 종래의 메모리 장치에서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보다 많은 변형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가능함은 명백하다. 예컨대, 상기 실시예들에서는 더미셀이 비트라인 콘
택이나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 중 어느 하나를 갖는 구조를 도시하고 설명했지만, 이 두 콘택 모두 갖
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르는 더미 비트라인 구조를 구비함으로써,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더미셀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와 동작 메모리셀의 스토리지 폴리 노드 간의 브리지가 발생되더라도, 소자 불량을 일으키지 않
으므로 종래의 더미 비트라인 구조를 갖는 반도체 메모리 장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개선된 소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동작 비트라인, 이 동작 비트라인에 인접하여 형성된 더미 비트라인, 상기 비트라인들에 수직인 
복수의 워드라인, 상기 동작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이 교차하는 영역에 형성된 동작 메모리셀 및 상기 더미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이 교차하는 영역에 형성된 더미 메모리셀을 구비한 메모리 장치의 레이아웃에 있어
서, 

상기 더미 메모리셀은 그 소오스 전극과 스토리지 폴리 노드를 연결하는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만을 구
비하고 그 드레인 전극과 상기 더미 비트라인을 연결하는 비트라인 콘택을 구비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레이아웃.

청구항 2 

복수의 동작 비트라인, 이 동작 비트라인에 인접하여 형성된 더미 비트라인, 상기 비트라인들에 수직인 
복수의 워드라인, 상기 동작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이 교차하는 영역에 형성된 동작 메모리셀 및 상기 더미 
비트라인과 워드라인이 교차하는 영역에 형성된 더미 메모리셀을 구비한 메모리 장치의 레이아웃에 있어
서, 

상기 더미 메모리셀은 그 드레인 전극과 상기 더미 비트라인을 연결하는 비트라인 콘택만을 구비하고 그 
소오스 전극과 스토리지 폴리 노드를 연결하는 스토리지 폴리 노드 콘택을 구비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모리 장치의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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