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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 메모리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함몰형 스토리지 캐패시터를 갖는 1트랜지스터 메모리셀의 
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메모리셀의 인접한 셀과 연결된 상태를 나타낸 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메모리셀의 일부분의 평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메모리셀에서 셀플레이트에 전압을 인가하는 실시예의 단면도.

제5a도-제5i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함몰형  스토리지  캐패시터를  갖는  1트랜지스터 메모리셀
의 제조공정의 단계를 나타내는 공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  메모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대용량의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Dynamic 
Random  Access  Memory  :  이하  디램이라  칭함)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나의  칩상에  메모리셀의  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칩의  표면상에  다수의  메모리셀이  형성되어  메모리셀 
어레이의  면적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면적의  면에서는  1트랜지스터  1캐패시터로 구성되
는  메모리셀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1트랜지스터  1캐패시터의 메모
리셀에  있어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은  캐패시터가  점유하는  면적이므로  캐패시터가 점유
하는  면적을  최소화  하면서도  상기  캐패시터의  용량을  크게하여  정보검출을  용이하게하고 알파입자
에 의한 소프트에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패시터가  점유하는  표면면적을  최소로하고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용량을  최대화  하기  위해  반도체  기판표면에  트렌치(Trench)구조의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여러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실제로 4메가 이상의 디램에서는 트랜치 구조를 쓰지않을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종래  트랜치  구조를  사용한  메모리셀의  한  실시예가  1986년  2월  발행된  ISSCC  Digest  of  Technical 
Papers  272면-273면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의  메모리셀은  기판의  상부에  다결정  실리콘의 셀플레이
트가  형성되므로  16K비트  이상의  고집적도를  갖는  메모리  셀에  있어서는  플레이트의  연결이 어려워
지며  또한  상기  다결정  실리콘  셀플레이트에  의한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며  단차로  인하여 스트링거
(Stringer)가  발생된다.  또한  상기  메모리셀은  트렌치  외부에  전하를  저장하므로  소프트에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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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쉽다.  한편  워드라인  상부에  셀플레이트를  형성하는  메모리셀(Stacked  Memory  Cell)의  경우 상
술한  메모리셀에서의  셀플레이트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집적도시  트렌치를  형성하게 
되면  이웃한  두  트렌치는  두꺼운  필드산화막으로  이격되는데  이  필드  산화막  하부를  효과적으로 이
용하지  못하므로  집적도를  높일수  없다.  상기  한  실시예의  두  메모리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  발명자에  의해  1987년  10월  16일  출원된  미합중국  출원번호  제000743호가  제시되었다.  상기 미
합중국  출원번호  제000743호의  메모리셀은  기판내에  형성된  셀플레이트가  기판과  동일  전위를  갖게 
되므로 셀플레이트에 개별적으로 다른 전압을 가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에서의  단점  및  결점을  극복하고  소자들을  반도체  기판상에 고밀
도로 집적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허용되는  공정능률로  제조할수  있으면서  기판내에  함몰된(Submerged)형태의 
셀플레이트를  가지며  기판의  인가전압과  별도의  전압을  셀플레이트에  인가할수  있는  1트랜지스터 1
캐패시터로 구성된 메모리셀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고도의  잡음  면역성을  가지는  함몰된  셀플레이트를  갖는  메모리셀을 제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제조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를  갖는  메모리셀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메모리셀은  제1도전형의  반도체  기판과, 상
기  반도체  기판에  전하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캐패시터와,  상기  스토리지  캐패시터에  연결된 전
달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디램셀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캐패시터가  기판  표면으로부터  기판내의 
소정  깊이까지  형성된  제1트랜치(12a)와  상기  제1트랜치(12a)의  폭보다  최소한  작은  폭을  가지며 상
기  제1트렌치(12a)에  연계되어  기판내의  소정  깊이까지  형성된  제2트렌치(12b)로  구성된  트렌치와, 
상기  제2트렌치(12b)의  기판측  측면에서는  얕게  형성되고  상기  제2트렌치(12b)의  기판측  하면에서는 
상기  기판측면에서  보다  깊게  형성된  고농도의  제2도전형의  제1반도체  영역(14)과,  상기  제1반도체 
영역(14)의  측면에  형성된  고농도의  제1도전형의  확산  영역(16)과,  상기  트렌치내에  형성된 고농도
의  제2도전형의  제2반도체  영역(18)과,  상기  제2반도체  영역(18)과  상기  트렌치의  기판  반대측 측면
사이를 채우는 절연막(20, 22)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구조에서는  함몰된  스토리지  캐패시터는  1개  트렌지스터로  된  디램  메모리셀  내의  전달 
트랜지스터와  협력하여  작동한다.  이러한  함몰된  스토리지  캐패시터는  기판과,  이  기판표면에  대해 
대략  수직으로  확장되는  캐패시터  영역을  형성시키기  위한  기판내의  트렌치와,  상기  트렌치  외부의 
기판  영역에  셀플레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기판과  반대  도전형으로  도우핑된  제1반도체  영역과,  상기 
플레이트  외부의  기판  영역에  형성된  기판과  동일  도전형으로  도우핑된  확산  영역과,  캐패시터의 한
쪽전극을  형성함과  동시에  인가전압에  응답하여  전하를  저장할수  있도록  트렌치  내에  채워져 캐패시
터의  스토리지  노드가  되는  전도성의  다결정  실리콘으로  된  제2반도체  영역과,  상기  스토리지  노드 
및  셀플레이트  사이에  위치하여서  캐패시터  절연물의  역할을  하는  유전체  물질과,  전달 트랜지스터
의  전원  영역과  상기  제2반도체  영역(또는  스토리지  노드)를  상호  연결함으로써  전하가  스토리지 캐
패시터에  출입할수  있는  통로를  형성시키기  위한  도우핑된  다결정  실리콘  등의  전도성  접속체로 구
성된다.  트렌치  외부의  기판  영역에  형성된  도우핑된  영역들은  연속적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
선  얕은  트렌치(Shallow  French)(또는  제1트렌치)를  형성하고,  그  트렌치의  측벽에는  산화막이 형성
되게하며,  이러한  얕은  트렌치의  하부에  형성된  제2의  깊은  트렌치(Deep  Trench)에는  산화막을 형성
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렌치  내에  도입된  도우펀트는  깊은  트렌치의  벽면을  통해  기판에  도우핑 하
게되며  이때  얕은  트렌치의  측벽에는  산화막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얕은  트렌치의  벽부분은 도우
핑되지 않는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1개  트랜지스터로  된  메모리셀에  있어서  함몰형  스토리지 캐패시
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면에서  참조번호(10)는  P형  또는  N형의  반도체  기판을  나타낸다. 이하
의  설명에서는  편의상  P형의  기판에  대한  것으로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의  원리는  N형의  기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략  원추형으로  된  트랜치에는  캐패시터가  형성되는데,  트렌치의  내면은 
반도체  기판의  표면에  대해  수직하다.  상기  트렌치는  얕고  넓은  부분으로  된  제1트렌치(12a)  및 깊
고  좁은부분으로  된  제2트렌치(12b)으로  구성된다.  상기  트렌치의  외주에는  기판과  반대도전형인 비
소  및  인등에  의해  강하게  도핑된  제1반도체  영역이  되는  N＋셀플레이트  영역(14)  기판과  동일 도전
형인  붕소등으로  강하게  도우핑된  P＋확산영역(16)이  있다.  상기  N＋셀플레이트  영역(14)는 캐패시
터의  한쪽  전극을  구성한다.  트렌치(12a)(12b)내에  형성된  단단한  다결정  실리콘으로  된  제2반도체 
영역이  되는  다결정  실리콘층(18)은  캐패시터의  다른쪽  전도성  전극,  즉  스토리지  노드를  구성한다. 
이  다결정  실리콘층(18)은  산화막으로된  혹은  산화막과  질화막의  복합물로된  얇은  유전체막(20)에 
의해 상기 강하게 도핑된 N＋셀플레이트 영역(14)로부터 격리된다.

이 유전체막(20)의 두께는 약 100-200A 정도이다.

상기  트렌치(12a)(12b)는  하기의  연속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제1공정에  있어서는  반응성 이온에칭법
(RIE  ;  Reactive  Ion  Etching)에  의해  기판내에  얕은  제1트렌치(12a)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얕은 제
1트렌치(12a)는  약  1.5㎛가량  기판내를  뻗어간다.  이상과  같은  얕은  제1트렌치  부분이  형성되면 얕
은  제1트렌치의  내측벽과  바닥에  산화막층을  형성시킨다.  그  다음에  이방성  에칭법을  사용하여  얕은 
제1트렌치부분의  바닥을  에칭해  내면  제1트렌치의  벽부분에는  완전한  산화막(22)이  남게되며  차후의 
불순물  확산공정에서  불순물의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제2공정에서는  상기  얕은  제1트렌치의 
바닥에  3-3.5㎛  정도의  깊은  제2트렌치(12b)를  에칭하여  형성한다.  강하게  도우핑된  N＋영역과 P＋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깊은  제2트렌치의  벽부분에  불순물을  주입한다.  이때  얕은  제1트렌치(12a)의 
측벽에  형성된  산화막(22)은  불순물  확산공정  동안에  차단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편  전달 트랜지
스터는  게이트(24)와,  이  게이트(24)의  하부에서  채널  영역(26)으로  분리된  드레인  및  소오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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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으로  이루어진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24)와  채널  영역(26)은  게이트  절연막(30)에  의해 
격리되어서,  게이트(24)에  인가된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드레인  및  소오스  영역(28)(29)  사이에서의 
전류의  유동을  제한한다.  스토리지  캐패시터와  전하를  이용하는  회로와의  사이에서의  전하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영역(29)와  다결정  실리콘층(18)을  하나의  전도성 다결
정  실리콘(32)으로  상호  연결한다.  절연물질층(34)과  (37)은  반도체  기판상의  여러  가지  층위에 덮
여져서  이들을  보호한다.  전달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28)과  접속되게  형성된  도체(36)와  같은 
각종  도체는  반도체  기판상의  각종  소자들의  신호를  이동시킨다.  도체(39)는  금속으로  형성된 것이
다.

제1도는  3차원  구조의  단면도인  2차원  도시에  의해  함몰형  스토리지  캐패시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절연물질층(34)  하부의  P＋도핑층(38)은  근접한  트렌치간의  누설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성된 것
이다.

또한  N＋셀플레이트  영역(14)  외부의  P＋확산  영역(16)은  전달  트렌지스터의  소오스  영역(29)과 N＋
셀플레이트  영역(14)간을  차단하여  누설전류를  흐르지  못하게하며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용량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제2도는  인접한 
셀과  연결된  상태를  보인  단면도로서  제1도와  동일한  부분에서는  동일한  부호를  사용함을 유의하여
야  한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같이  근접한  셀들은  N＋셀플레이트(14)를  통하여  서로  접속된다. 제3도
는  상기의  구조를  갖는  메모리셀  어레이의  일부분의  평면도(Top  View)를  도시한  것이다.  영역(40)은 
캐패시터가  형성되는  트렌치  영역을  도시한  것이고,  영역(42)는  N＋로  도핑된  제1반도체  영역이 되
는  셀플레이트  영역이며,  영역(44)은  P＋도핑된  확산  영역이고,  영역(46)은  P형  기판  영역이다. 도
시한  바와같이  트렌치  주위에  형성된  N＋의  셀플레이트  영역[제2도의  영역(14)]들은  모두  서로 연결
되어  있다.  한편  상기  메모리셀  어레이의  어느  한단에서  상기  N＋의  셀플레이트  영역(42)에  소정 전
압을  인가하게  되는데,  그  실시예가  제4도에  도시한  바와같다.  제4도는  상기  제1도  및  제2도와 동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사용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4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제3도와 같
은  메모리셀  어레이의  어느  한단에  N웰(47)을  형성하여  N＋셀플레이트  영역(14)과  접속하게  한다. 
상기 N웰(47)의 상부에 N＋의 도핑층(48)을 형성하고, 상기 도핑층(48)을 도체(49)와 접속시킨다.

상기  도체(49)에  소정  전압을  인가하면  N웰(47)을  통하여  N＋셀플레이트(14)에  전압이  공급된다. 따
라서  N웰(47)에  전압이  인가되어  N웰(47)과  접한  N＋셀플레이트(14)에  전압이  공급되면 N＋셀플레이
트(14)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상기  N웰(47)에는  VCC/2의  전압이 
인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셀플레이트(14)에  VCC/2의  전압을  인가하게되면  캐패시터의 유전물질층
을  얇게  할수  있으며,  이에  의해서  캐패시턴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제5a도  내지 제5i
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실리콘  반도체  기판상에  디램셀을  제조하는  각  단체를 설명
한다.  출발물질인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50)는  약하게  도우핑된  N형  또는  P형의  기판이며,  이 기판
(50)에는 확산 또는 이온주입등의 공지된 통상의 공정에 의해 형성된 N웰  또는 P웰이 있다.  이때 형

성되는  웰(52)의  기판내의  불순물  농도는  약 10
14
atoms/㎤  정도이다.  제5a도의  공정은  P형  실리콘 반

도체기판(50)에  N웰(52)을  형성한  것을  출발물질로  한다.  우선,  상기  기판(50)상에 SiO2 의 산화막

(54)을  공지의  열산화법으로  200-400Å  두께로  형성한다.  그  다음 Si3N4 의  질화막(56)과  두꺼운 산화

막(58)을 순차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형성한다.

상기 질화막(56)은 이후 공정에서 산화방지 마스크로 사용되며 두께는 1000-2000Å 정도이다.

상기  산화막(58)은  트렌치  형성시  마스크로  사용되며  두께는  6000-8000Å  정도이고  저온에서 형성시
킨  것이다.  그  다음  사진식각공정을  거치고나면  산화막/질화막/산화막(54)(56)(58)의  층이 에칭되어
서  트렌치  형성을  위한  에칭마스크를  형성하게  되고,  반응성  이온에칭(RIE  :  reactive  ion  etching) 
방법으로  실리콘  기판(50)을  에칭하여  제1트렌치(60)를  형성한다.  그후  기판상부  및  트렌치(60)의 
표면에  공지의  저온산화  공정으로  2000Å  두께의  산화막을  형성하고,  별도의  마스크  없이  에칭을 하
여  기판의  표면  및  트렌치(40)의  바닥부분의  산화막을  제거하여  제1트렌치(60)의  측벽에  산화막 마
스크(62)를  형성하면  제5b도와  같이  형성된다.  그  다음  상기  트렌치(60)의  바닥을  상술한 RIE방법으
로  깊은  제2트렌치를  형성시키면,  제5c도와  같이  형성된다.  제5d도를  참조하면  상기  트렌치(60)에서 

산하마스크(62)로  덮여있는  부분을  제외한  노출면에  사각으로  에너지는  약  50KeV로  도우즈는 10
12
-

10
13
ions/㎠로  붕소등의  P형  이온주입을  하고,  에너지를  약  50KeV로  도우주는 10

14
-10

15
ions/㎠로 비소

등의  N형  이온주입을  하여  트렌치  외부의  기판면에  P형  확산  영역(65)과  N형  반도체  영역(64)을 형
성한다.  그  다음  각도없이  n＋이온주입을  하거나  공지의  확산방법으로  트렌치  바닥면  하부의  기판 
영역에 N형 반도체 영역(66)을 형성한다.

상기  P형  반도체  영역(65)  및  N형  반도체  영역(64)은  통상의  확산  방법으로  형성할수도  있다. 제5e
도는  상기와  같이  트렌치  벽면의  도우핑이  끝나면  통상의  열처리  공정으로  상기에서  도우핑된 도우
펀트들이  확산되게하여  제1반도체  영역이  되는  N＋셀플레이트  영역(67)과  P＋확산  영역(68)을 형성
한다.  상기  N＋셀플레이트  영역(67)은  캐패시터의  한쪽  전극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캐패시터 절연
물질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트렌치(60)의  벽면  및  기판의  표면에  산화막  또는  산화막과  질화막으로 
구성된  유전체층(70)을  형성하고,  트렌치(60)의  내부를  N＋로  도우핑된  다결정  실리콘층(72)을 채운
다.  상기  유전막(70)과  도우핑된  다결정  실리콘층(72)는  공지된  방법에  따라  형성된다.  상기  다결정 
실리콘층(72)는  전하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노드가  되며,  캐패시터의  한쪽  전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질화막층(56)상부의  다결정  실리콘을  제거하고나서  필드  산화막층이  형성될  영역의 
질화막층(56)  및  산화막층(54)을  제거한  후,  이  영역하부에  고농도  P형의  도우핑  영역(74)을 형성하
고  필드  산화막층(76)을  성장시킨다.  그  다음  기판상에  남아  있는  질화막(56)과  산화막층(54)을 모
두  제거한다.  제5f도를  참조하면  상기  노출된  기판표면(78)에  게이트  산화막층(80)을  열산화법에 의
해  성장시키고,  게이트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기판표면  전면에  전도성  다결정  실리콘층(82)과  저온 
산화막층(83)을  공지의  방법으로  형성한후,  게이트  전극패턴(84)을  공지의  사진식각  방법으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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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  다음  상기  게이트  전극패턴(84)의  측벽에  산화막  스페이서(85)를  형성한다.  제5g도를 참조
하면  기판(50)상에  N모오스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및  소오스  영역(86)(87)인  N＋영역을 형
성하고,  N웰(52)상에  P모오스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및  소오스  영역(88)(89)을  형성하며, 
전도성인  다결정  실리콘코어(72)와  전달  트랜지스터인  N모오스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영역
(87)과를 접속시킨 폴리사이드 접속층(90)이 형성되 있다.

상기  모오스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은  공지된  인이온  주입법에  의해 형성된
다.  함몰된  다결정  실리콘층(72)은  사진식각법에  의해서  형성된  얇은  전도성  다결정  실리콘층  또는 
실리사이드등을  통하여  전달트랜지스터에  접속된다.  제5h도를  참조하면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전하를 
전달하기  위하여  절연층(91)  상부에  다결정  실리콘층(92)이  형성되어  있다.  마지막  공정으로서, 제
5i도를  참조하면  반도체  기판(50)의  상부에  위치한  각종  소자의  상부에는  보호막층(Passivation 
layer)이  형성된다.  제5i도에서  살펴보면,  N형  불순물이  강하게  도핑된  N＋셀플레이트  영역(67)은 
트렌치  캐패시터의  셀플레이트  역할을  한다.  트렌치(60)의  벽면  및  하부를  도우핑  하기  위한  2단계 
형성법에  의해서  효과적인  셀플레이트가  기판(50)의  표면  하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잇점이  달성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디램에서의  1개  트랜지스터  메모리셀등과  같은 각
종의  집적회로에  유용한  함몰된  셀플레이트를  갖는  캐패시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사상
을  벗어남이  없이도  도시된  바와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여러  가지  으리  변형이  가하여질수 
있음도 이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반도체  기판은  실리콘이외의  물질로도  만들어  질수가  있다.  그리고  셀플레이트  영역과 셀
플레이트  외부의  셀플레이트와  반대도전형의  영역은  임의의  P형  또는  N형  불순물에  의해  강하게 도
핑될수  있는  것으로서,  붕소,  인  및  비소등은  예시에  불과하다.  또한  셀플레이트  영역은  본  발명의 
원리를  벗어남이  없이도  기타의  방법에  의해  형성되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어낼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대한 이상의 설명 및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
이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실리콘  기판내의  역전층에서가  아닌  트렌치내의  다결정  실리콘층내에서 
전하  저장이  일어나게되며,  이에  따라서  기판상의  트렌치들과  기타의  소자들  사이에서의  전하의 누
설  및  펀치드루우(Punch-throgh)  현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알파입자의  열화에  의해 잡음면
역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셀플레이트를  기판표면  하부의  기판내에  형성함으로써  다결정  실리콘으로 
기판상부에  형성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그에  따른  사진식각  공정을  생략할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다.  또한  셀플레이트에  별도의  전압인가가  가능하므로  셀플레이트에  VCC/2의 
전압을  인가할수  있고,  캐패시터의  유전물질층을  얇게하여  캐패시턴스를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또
는  트랜치를  얕게  형성해서  생산성을  높일수  있다.  또한  셀플레이트  주위에  셀플레이트와 반대도전
형이  고농도층을  형성하므로  캐패시터의  용량을  증가시키며  전달  트랜지스터와  셀플레이트간의 누설
전류를 방지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도전형의  반도체  기판과,  상기  반도체  기판에  전하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캐패시터와,  상기 
스토리지  캐패시터에  연결된  전달  트랜지스터를  구비한  디램셀에  있어서,  상기  스토리지  캐패시터가 
기판  표면으로부터  기판내의  소정  깊이까지  형성된  제1트렌치(12a)와  상기  제1트렌치(12a)의  폭보다 
최소한  작은  폭을  가지며  상기  제1트렌치(12a)에  연계되어  기판내의  소정  깊이까지  형성된 제2트렌
치(12b)로  구성된  트렌치와,  상기  제2트렌치(12b)의  기판측  측면에서는  얇게  형성되고  상기 제2트렌
치(12b)의  기판측  하면에서는  상기  기판측면에서  보다  깊게  형성된  고농도의  제2도전형의  제1반도체 
영역(14)과,  상기  제1반도체  영역(14)의  측면에  형성된  고농도의  제1도전형의  확산  영역(16)과, 상
기  트렌치내의  형성된  고농도의  제2도전형의  제2반도체  영역(18)과,  상기  제2반도체  영역(18)과 상
기 트렌치의 기판 반대측 측면사이를 채우는 절연막(20, 22)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램셀.

청구항 2 

제1도전형의  반도체  기판에  형성된  전하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캐패시터와,  상기  스토리지 캐패
시터에  연결된  전달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디램셀을  다수개  구비한  디램셀  어레이에  있어서,  상기  각 
디램셀의  스토리지  캐패시터가  기판  표면으로부터  기판내의  소정  깊이까지  형성된  트렌치와,  상기 
트렌치의  기판측  주변에  형성된  고농도의  제2도전형의  제1반도체  영역과,  상기  제2반도체  영역의 측
변에  형성된  고농도의  제1도전형의  확산  영역과,  상기  트렌치내의  형성된  고농도의  제2도전형의 제2
반도체  영역과,  상기  제2반도체  영역과  상기  트렌치의  기판  반대측  측면사이를  채우는  절연막으로 
각각  구성되며,  캐패시터의  셀플레이트가  되는  상기  제1반도체  영역에  소정의  전압이  인가될  때 이
웃하는 제1반도체 영역과 서로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디램셀 어레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렌치가  기판  표면으로부터  기판내의  소정  깊이까지  형성된  제1트렌치와, 상
기  제1트렌치의  폭보다  최소한  작은  폭을  가지며  상기  제1트렌치에  연계되어  기판내의  소정 깊이까
지 형성된 제2트렌치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램셀 어레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반도체  영역(14)이  캐패시터의  플레이트  전극이  되며,  상기  제2반도체 영
역(18)이 캐패시터의 스토리지 전극이 됨을 특징으로 하는 디램셀.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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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20,  22)이  상기  제1트렌치(12a)의  기판  반대측  측면에  형성된  소정 두
께의  산화막(22)과,  상기  제2트렌치(12b)의  기판  반대측  측면에  형성되고  상기  산화막(22)보다  작은 
두께를 가지는 유전막(20)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램셀.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반도체  영역이  소정의  전압이  인가되는  금속전극과  연결된  제2도전형의  웰 
영역에 연결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디램셀 어레이.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이  상기  제1트렌치의  기판  반대측  측면에  형성된  소정 두께
의  산화막과,  상기  제2트렌치의  기판  반대측  측면에  형성되고  상기  산화막  보다  작은  두께를  가지는 
유전막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램셀 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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