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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방법을 개시한다. 개시된 본 발명의 반도체 소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반도체 

기판과,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되는 층간 절연막이 형성된다. 층간 절연막 내부에 기판과 가까운 접촉부의 선폭보다

층간 절연막 표면에 인접하는 입구부의 선폭이 더 큰 제 1 콘택 스터드가 형성된다. 또한, 층간 절연막 내부에 제 1 콘

택 스터드와 소정 거리 이격된 제 2 콘택 스터드가 형성된다. 여기서, 제 2 콘택 스터드 표면과 콘택되도록 층간 절연

막 상부에, 제 2 콘택 스터드의 선폭보다 큰 선폭을 갖는 랜딩 패드를 포함한다. 제 2 콘택 스터드는 접촉부와 입구부

의 선폭이 거의 동일하다. 또한, 랜딩 패드의 양측벽에는 식각 저지층으로 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페이서가 형성될 

수 있으며, 랜딩 패드의 상부면에는 식각 저지층이 구비될 수 있다. 제 1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는 접촉부보다 약 30% 

내지 60% 정도 큰 선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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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식각 저지층을 구비하는 종래의 다층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다층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의 단면도이다.

도 3a 내지 도 3g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셀 영역 및 주변 영역을 포함하는 메모리 소자의 다층 배선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각 공정별 단면도이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셀 영역 및 주변 영역을 포함하는 메모리 소자의 다층 배선 구조

를 보여주기 위한 각 공정별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300-반도체 기판 206a,208b-계단 형태의 하부 스터드홀

208a,208-하부 스터드 216-랜딩패드

316-제 2 스터드홀 317-계단형 스터드홀

318a,318b-콘택 스터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층 배선 구조를 갖는 반도체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층 배선 기술은 집적 회로 표면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로를 3차원 형태로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층 배선 기술의 채용에 의하여 1기가 바이트(giga byte) 이상의 극도로 큰 용량을 갖는 예컨대 디램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소자와 같은 고집적 메모리 소자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다층 배선에서, 액티브 소자 및 배선은 적층 관계로 형성되고, 이러한 각각의 층은 "플러그(plug)" 또는 "스터

드(stud)"와 같은 층간 연결 경로에 의하여 연결된다. 또한, 플러그의 정렬을 보조하기 위한 "랜딩 패드(landing pads)

" 또는 "탭(tab)"은 플러그에 대한 타겟(target) 역할을 하도록 하부층에 형성된다. 아울러, 랜딩 패드는 하부 회로 또

는 배선과 연결되고, 회로 또는 배선보다 표면적면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형성되어, 플러그용 타겟의 보다 넓은 허용 

오차를 제공한다. 그러나, 종래의 랜딩 패드 또는 탭은 플러그의 정렬을 보조하는 역할은 하나, 스터드(또는 플러그) 

보다 넓은 선폭을 가짐으로 인하여, 인접하는 회로 패턴과 쇼트(short)가 발생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현재에는 랜딩 

패드를 사용하는 대신, 식각 저지층에 의하여 자기 정렬 금속 배선을 형성하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도 1은 스터드 및 식각 저지층을 포함하는 다층 금속 배선 구조를 나타낸 단면도로서, 도 1에 제시된 기술은 미합중국

특허 번호 5,891,799호에 개시되어 있 다.

먼저, 도 1을 참조하여, 반도체 기판(100) 상부에 금속 배선(102)을 공지의 방법에 의하여 형성한다. 금속 배선(102)

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 상부에 실리콘 산화막(SiO 2 )으로 된 제 1 층간 절연막(104)과 실리콘 질화막(Si 3 N 4

)으로 된 제 1 식각 저지층(106)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그후, 금속 배선(102) 및 반도체 기판(100)의 선택된 부분이

노출되도록 제 1 식각 저지층(106) 및 제 1 층간 절연막(104)을 패터닝하여, 하부 스터드홀(108a,108b)을 형성한다.

그후, 하부 스터드홀(108a,108b)내에 금속 물질을 매립하여, 하부 스터드(110a,110b)를 형성한다. 하부 스터드(110

a,110b)가 형성된 반도체 기판(100) 결과물 상부에 제 2 층간 절연막(112) 및 제 2 식각 저지층(114)을 순차적으로 

형성한다. 이어서, 하부 스터드(110a,110b)가 노출될 수 있도록, 제 2 식각 저지층(114) 및 제 2 층간 절연막(112)을 

식각하여, 상부 스터드홀(116a,116b)을 형성한다. 이때, 상부 스터드홀(116a,116b)을 형성하기 위한 식각 공정시, 제

1 식각 저지층(106)이 식각 기준의 역할을 한다. 그후, 상부 스터드홀(116a,116b)내에 상부 스터드(118a,118b)를 형

성한다.

그러나, 종래의 다층 배선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먼저, 상술한 종래 기술은, 회로 패턴간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랜딩 패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식각 저지층

(106)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하부 스터드(110a,110b)와 상부 스터드(118a,118b)간에 오정렬이 발생될 위험이 여

전히 높 다. 한편, 이러한 이유로, 랜딩 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상술한 바와 같이, 패턴과 패턴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게

되어, 인접 도전 패턴과 쇼트가 발생되기 쉽다.

더욱이, 센스 앰플리파이어(sense amplifier)가 형성되는 주변 영역에서는 디램의 비트 라인이 국부 배선으로 이용되

고 있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회로층들이 매우 밀집되게 배열되므로, 랜딩 패드를 사용하면, 동일 레벨에 형성되는 수

평 방향으로의 패턴간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실리콘 질화막(Si 3 N 4 )으로 된 제 1 및 제 2 식각 저지층(106,114)이 반도체 기판(100) 결과물 상부에 전체

적으로 형성됨으로 인하여, 회로 왜곡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층간 절연막내에 발생된다. 아울

러, 이러한 제 1 및 제 2 식각 저지층(106,114)은 후속의 고온 공정중, 층간 절연층내 포함되어 있는 탄소(C),불소(F) 

및 염소(Cl)와 같은 불순물들이 아웃개싱(outgassing)되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잔류하는 식각 저지층(106,110)은 

반도체 기판(100)과 게이트 절연막(도시되지 않음)사이의 댕글링 본드를 감소시키기 위한 열 공정시, H 2 및 O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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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을 방해한다. 이로 인하여, 반도체 기판(100)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의 접착 특성이 열화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고집적 회로 소자에서, 인접하는 도전 패턴 사이의 쇼트를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하 스터드 사이에 충 분한 콘택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하 스터드 사이에 충분한 콘택 마진을 확보하면서도, 인접하는 

도전 패턴 사이의 쇼트를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식각 저지층으로 인해 발생되는 층간 절연막의 스트레스를 감소시

킬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회로내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불순물들의 아웃 개싱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게이트 절연막과 반도체 기판의 접착 특성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한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견지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되는 층간 절연막이 형성된다. 층간 절연막 내부에 기판과 가까운 접촉부의 선폭보다 층간 절연막 

표면에 인접하는 입구부의 선폭이 더 큰 제 1 콘택 스터드가 형성된다. 또한, 층간 절연막 내부에 제 1 콘택 스터드와 

소정 거리 이격된 제 2 콘택 스터드가 형성된다. 제 2 콘택 스터드는 접촉부 및 입구부의 선폭이 동일하게 형성된다. 

여기서, 제 1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는 접촉부보다 약 30% 내지 60% 정도 큰 선폭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기판 상부에 층간 절연막이 형성된다. 이러한 층간 절연막

내부에는 층간 절연막 내부를 관통하며, 기판과 가까운 접촉부의 선폭보다 층간 절연막 표면에 인접하는 입구부의 선

폭이 더 큰 제 1 콘택 스터드가 형성되며, 또한, 제 1 콘택 스터드와 인접하는 층간 절연막의 내부에는, 층간 절연막을

관통하는 제 2 콘택 스터드가 형성된다. 층간 절연막 상부에는 제 2 콘택 스터드와 콘택되도록 제 2 콘택 스터드의 선

폭보다 큰 선폭을 갖는 랜딩 패드가 형성된다.

여기서, 제 2 콘택 스터드는 접촉부와 입구부의 선폭이 거의 동일할 수 있다. 또한, 제 1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는 접촉

부보다 약 30% 내지 60% 정도 큰 선폭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기판 상부에 층간 절연막이 형성된다. 층간 절연막 내

부에는, 기판과 가까운 접촉부의 선폭보다 층간 절연막 표면에 인접하는 입구부의 선폭이 더 큰 제 1 콘택 스터드가 

형성되고, 제 1 콘택 스터드와 소정 거리 이격되는 그 밖의 층간 절연막에는 기판의 소정 부분을 노출시키는 제 2 콘

택 스터드가 형성된다. 층간 절연막 상부에는 상기 제 2 콘택 스터드와 콘택되도록 제 2 콘택 스터드의 선폭보다 큰 

선폭을 갖는 랜딩 패드가 형성되고, 이 랜딩 패드의 상부면 및 측면에는 식각 저지층이 덮혀져 있다.

여기서, 제 2 콘택 스터드는 접촉부와 입구부의 선폭이 거의 동일할 수 있 다. 또한, 식각 저지층은, 상기 랜딩 패드 상

부면에 형성되는 제 1 식각 저지층과, 상기 랜딩 패드 양측부면에 스페이서 형태로 형성되는 제 2 식각 저지층을 포함

한다. 또한, 제 1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는 접촉부보다 약 30% 내지 60% 정도 큰 선폭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반도체 기판과 층간 절연막 사이에는 다수의 인접 배열되는 게이트 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극 사이의 공간에 형

성되는 자기 정렬 플러그가 형성되어 있고, 층간 절연막 내부에는 상기 자기 정렬 플러그와 콘택되는 제 3 콘택 스터

드가 형성된다. 여기서, 제 1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의 깊이는 상기 제 3 콘택 스터드의 깊이와 같거나 약간 큰 것이 바

람직하다.

이때, 반도체 기판은 셀 영역과 주변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기 제 3 콘택 스터드는 상기 셀 영역에 형성되고,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는 상기 주변 영역에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견지에 따른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은, 먼저, 반도체 기판상에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다. 그후, 

층간 절연막 내부에 상기 반도체 기판에 가까운 접촉부의 폭보다 상기 층간 절연막 표면에 인접하는 입구부의 폭이 

큰 제 1 스터드홀을 형성한다. 이어서, 층간 절연막 내부에 상기 제 1 스터드홀과 이격되도록 제 2 스터드홀을 형성한

다. 그 다음, 제 1 스터드홀 및 제 2 스터드홀에 도전성 물질을 매립하여, 제 1 콘택 스터드 및 제 2 콘택 스터드를 형

성한다.

여기서, 제 1 스터드홀 및 제 2 스터드홀은 다음의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먼저, 층간 절연막의 소정 부분을 층간 

절연막의 깊이보다 얕은 깊이로 식각하 여 제 1 홀을 형성한다. 이어서, 제 1 홀 중 선택되는 제 1 홀의 하부에 위치하

는 층간 절연막의 일부와, 상기 제 1 홀이 형성되지 않은 층간 절연막의 소정 부분을 식각하여 반도체 기판을 노출시

키는 제 2 홀을 형성하여, 제 1 및 제 2 스터드홀을 형성한다. 여기서, 제 2 홀은, 제 1 홀이 형성된 층간 절연막 상부

에, 상기 선택된 제 1 홀의 내측벽을 감싸면서, 그 밖의 층간 절연막의 소정 부분이 노출되도록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다음,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형태로 층간 절연막을 식각하여 형성된다. 여기서, 반도체 기판상에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기 전에, 반도체 기판 상부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고, 게이트 전극 사이에 자기정렬된 콘택 플러그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제 1 홀의 형성과 동시에, 상기 콘택 플러그 중 선택된 부분이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제 1 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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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층간 절연막 표면으로 부터 콘택 플러그 표면까지의 거리와 같거나, 더 깊게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제 1 스터드홀 및 제 2 스터드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즉, 층간 절연막의 소정 부분을 식

각하여, 반도체 기판의 선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제 1 홀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다수의 제 1 홀 중 선택되는 제 1 홀의

측면에 형성된 층간 절연막을 소정 깊이만큼 식각하여, 제 1 홀보다 폭이 큰 제 2 홀을 형성한다. 여기서, 반도체 기판

상에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기 전에, 반도체 기판 상부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고, 게이트 전극 사이에 자기정렬된 콘

택 플러그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제 2 홀의 형성과 동시에, 상기 콘택 플러그 중 선택된 부분이 노출될 수 있다

. 또한, 제 2 홀은, 상기 층간 절연막 표면으로 부터 콘택 플러그 표면까지의 거리와 같거나, 더 깊게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제 1 콘택 스터드 및 제 2 콘택 스터드를 형성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제 2 콘택 스터드와 콘택되도록 층간 절연

막 상부에 제 2 콘택 스터드보다 큰 선폭을 갖는 도전성 랜딩 패드를 형성한다. 이러한 랜딩 패드를 형성한다음, 랜딩 

패드를 감싸도록 식각 저지층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식각 저지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 즉, 랜딩 패드 

상부에 제 1 식각 저지층을 형성하고, 랜딩 패드 및 제 1 식각 저지층 측벽에 스페이서 형태로 된 제 2 식각 저지층을 

형성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하도록 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

들로 인해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

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의 형상 등은 보다 명

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되어진 것이며, 도면상에서 동일한 부호로 표시된 요소는 동일한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층이 다른 층 또는 반도체 기판의 "상"에 있다라고 기재되는 경우에, 어떤 층은 상기 다른 층 또는 반도체 

기판에 직접 접촉하여 존재할 수 있고, 또는, 그 사이에 제 3의 층이 개재되어질 수 있다.

(실시예 1)

첨부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반도체 소자의 단면도로서,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 기본 

원리를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기판(200) 상부에 도전 패턴(202)이 형성되고, 도전 패턴(202) 상부에 제 1 층간 절연막(204)이 형성된다. 제 1

층간 절연막(204) 내부에 도전 패턴(202) 및 반도체 기판(200)의 소정 부분이 노출되도록, 하부 스터드홀(206a,206

b)이 형성되고, 하부 스터드홀(206a,206b)내에 도전성 물질이 매립되어, 하부 스터드(208a,208b)가 형성된다. 여기

서, 하부 스터드(208a,208b)들 중 어느 하나의 스터드(208a)는 제 1 층간 절연막(204) 표면과 인접하는 상부 부분(

이하, 입구부:208a-1)의 선폭이 기판과 인접하는 하부 부분(이하, 접촉부:208a-2)의 선폭보다 크게 형성된다. 바람

직하게는, 입구부(208a-1)의 선폭이 접촉부(208b-2)의 선폭보다 30%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60% 정도 

크다. 이러한 하부 스터드(208a)는 예를들어, 문자 "T"의 형태를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하부 스터드(208a)

의 입구부(208a-1)는 이후 랜딩 패드의 역할을 하면서, 제 1 층간 절연막(204) 내부에 형성된다.

한편, 다른 하나의 하부 스터드(208b)는 그것의 입구부와 접촉부의 선폭이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하부 스터드(208b)

상부에는 랜딩 패드용 도전 패턴(210)이 형성된다. 랜딩 패드용 도전 패턴(210)은 알려진 바와 같이, 하부 스터드(20

8b)의 선폭보다 크게 형성된다.

랜딩 패드용 도전 패턴(210)의 상부 표면 및 측벽 표면에, 식각 저지층(216)이 형성된다. 식각 저지층(216)은 랜딩 패

드용 도전 패턴(210) 상부에 형성되는 제 1 식각 저지층(212) 및 랜딩 패드용 도전 패턴(210)의 양측벽에 형성되며 

스페이서 형태를 갖는 제 2 식각 저지층(214)을 포함한다.

랜딩 패드용 도전 패턴(210)이 형성된 제 1 층간 절연막(204) 상부에 제 2 층간 절연막(218)이 형성된다. 제 2 층간 

절연막(218)내에는 하부 스터드(208a) 및 랜딩 패드용 도전 패턴(210)의 소정 부분이 노출되도록 상부 스터드홀(22

0a,220b)이 형성된다. 여기서, 랜딩 패드용 도전 패턴(210)이 선택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상부 스터드홀(220a,220b)

의 높이도 각기 다르다. 상부 스터드홀(220a,220b) 내부에는 도전성 물질이 매립되어, 상부 스터드(222a,222b)가 형

성된다. 각각의 상부 스터드(222a,222b) 상에는 금속 배선(224a,22b)이 형성되어, 회로가 완성된다.

이와같이, 하부 스터드(208a,208b) 중 어느 하나의 스터드(208a)는 제 1 층간 절연막(204)내에 랜딩 패드가 형성되

도록 구성하고, 나머지 스터드(208b)는 제 1 층간 절연막(204) 상부에 랜딩 패드용 도전 패턴(210)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상부 스터드(222a,222b)와의 오정렬을 방지하면서도, 인접하는 패턴간에 절연이 확보된다.

또한, 식각 저지층(216)이 반도체 기판 결과물 상부에 전체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랜딩 패드용 도전 패턴(210)만을 

감싸도록 형성된다. 그러므로, 식각 저지층(216)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불순물이 용이하게 아웃개싱된다.

(실시예 2)

본 발명의 전형적인 적용은 도 3a 내지 도 3g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여기서, 도 3a 내지 도 3g는 본 발명에

따른 셀 영역 및 주변 영역을 포함하는 메모리 소자의 다층 배선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각 공정별 단면도이다. 도면에

서 "X" 방향은 예를들어, 비트 라인의 연장 방향을 나타내고, "Y" 방향은 예를들어, 워드 라인의 연장 방향을 나타낸다.

도 3a를 참조하여, 메모리 소자가 형성될 반도체 기판(300)이 준비된다. 반도체 기판(300)의 소정 부분에 소자 분리

막(302)을 형성하여, 액티브 영역(301)을 한정한다. 또한, 소자 분리막(302)에 의하여, 메모리 셀 및 비트 라인이 형

성되는 셀 영역(400a)과 연결 배선 및 입출력 회로와 같이 메모리 셀 영역을 보조하는 주변 회로가 형성되는 주변 영

역(400b)이 한정된다. 셀 영역(400a) 및 주변 영역(400b)이 한정된 반도체 기판(300) 상부에 게이트 전극(306) 즉, 

워드 라인을 형성한다. 게이트 전극(306)은 게이트 절연막(303)과, 실질적인 전극의 역할을 하는 게이트 도전층(304)

및 자기 정렬 콘택을 유도하는 캡핑 절연막(305)의 적층 구조로 구성된다. 이러한 게이트 전극(306)은 셀 영역(400a)

에서는 매우 조밀하게 배치되고, 주변 영역(400b)에서는 드물게 배치된다. 게이트 전극(306)의 양측벽에는 절연막으

로 된 측벽 스페이서(307)를 형성한다. 게이트 전극(306)의 양측의 반도체 기판(300)에 기판(300)과 반대 타입의 불

순물을 이온 주입하여, 접합 영역(308)을 형성한다. 그후, 셀 영역(400a)에 형성되는 게이트 전극(306) 사이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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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콘택 플러그(309)를 형성하는데, 이 콘택 플러그(309)는 접합 영역(308)과 콘택된다. 이때, 콘택 플러그(309)는 

공지된 바와 같이, 도전층을 증착한 후, 에치백 또는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방식에 의하여 도전층을 

매립시킴으로써 얻어진다. 그후, 반도체 기판(300) 결과물 상부에 제 1 층간 절연막(310)을 형성한다. 제 1 층간 절연

막(310)은 예를들어, 고밀도 플라즈마 산화막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후, 제 1 층간 절연막(310)의 소정 부분을 패터닝하여 제 1 스터드홀(312a,312b)을 형성한다. 여기서, 제 1 스터드

홀(312a,312b) 중 셀 영역(400a)에 형성되는 제 1 스터드홀(312a)은 선택된 콘택 플러그(309)가 오픈되도록 형성되

고, 주변 영역(400b)에 형성되는 제 1 스터드홀(312b)은 제 1 층간 절연막(310)의 소정 깊이 만큼으로 형성되며, 이 

제 1 스터드홀(312b)에 의하여 접합 영역(308)이 노출되지 않는다. 이때, 제 1 스터드홀(312b)이 형성되는 주변 영역

(400b)은 회로가 밀집 배열되는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형성되는 영역일 수 있다. 여기서, 주변 영역(400b)에 형성되는

제 1 스터드홀(312b)은 셀 영역(400a)에 형성되는 제 1 스터드홀(312a)보다 그 선폭이 더 크게 형성되고, 깊이면에

서는 동일하거나 좀 더 깊게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도 3b를 참조하여, 제 1 스터드홀(312a,312b)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300) 상부에 제 2 스터드홀을 한정하기 위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314)을 형성한다. 포토레지스트 패턴(314)은 주변 영역(400b)에 형성되는 제 1 스터드홀(312b)

의 내측벽 부분에도 잔류하도록 형성된다. 그후, 포토레지스트 패턴(314)을 마스크로 하여 제 1 층간 절연막(310)을 

식각하여, 제 2 스터드홀(316)을 형성한다. 제 2 스터드홀(316)은 예를들어, 주변 영역(400b)의 게이트 전극(306)의 

상부 부분을 오픈시키거나, 접합 영역(308)을 오픈시킨다. 아울러, 제 1 스터드홀(312b)내에 형성된 포토레지스트 패

턴(314)에 의하여, 제 2 스터드홀(316)중 어느 하나는 제 1 스터드홀(312b)내에 형성된다. 여기서, 제 2 스터드홀(31

6)과 공존하는 제 1 스터드홀(312b)의 선폭은, 제 1 스터드홀(312b) 하부에 있는 제 2 스터드홀(316)의 선폭보다 약 

3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60% 정도 크다.

다음으로,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패턴(314)을 공지의 방식으로 제거한다. 제 1 및 제 2 스터드홀(3

12a,316)이 공존하는 스터드홀(317)은 입구부가 상대적으로 넓고, 접촉부가 좁은 계단 형태를 갖으며, 본 실시예에

서는 "계단식 스터드홀"이라 지칭한다. 그후, 제 1 스터드홀(312a), 제 2 스터드홀(316) 및 계단식 스터드홀(317) 내

부에 콘택 스터드(318a, 318b)를 형성한다.

여기서, 콘택 스터드(318a,318b)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 먼저, 제 1 및 제 2 스터드홀(312a,312b,316) 

내측 표면 및 층간 절연막(310) 표면에 접착층(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음, 제 1 및 제 2 스터드홀(312a,312b,316)

내부가 충분히 매립되도록 도전층을 증착한다. 접착층으로는 티타늄막(Ti) 또는 티타늄막과 티타늄 질화막(TiN)의 

적층막이 이용될 수 있다. 이때, 티타늄막은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방식에 의하여 약 50 내지 150Å 두

께로 형성하고, 티타늄막과 티타늄 질화막의 적층막이 이용되는 경우, 상술한 티타늄막 상부에, 티타늄 질화막을 CV

D 방식 또는 ALD(atomic layer deposition) 방식에 의하여 약 250 내지 350Å 두께로 형성한다. 콘택 스터드용 도

전층은 예를들어, 텅스텐 금속막 또는 티타늄 질화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텅스텐 금속막인 경우, 35 내지 45 Torr의 

압력과 410 내지 420℃의 온도에서 형성되며,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으로 진행된다.

반응식 1

WF 6 + SiH 4 + H 2 →W + SiF 4 + H 2

한편, 티타늄 질화막을 이용하는 경우, CVD 방식에 의하여 1400 내지 1600Å 두께로 증착한다. 그후, 도전층과 접착

층을 제 1 층간 절연막(310)의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CMP하여, 콘택 스터드(318a,318b)를 형성함과 동시에, 평탄화

된 표면을 제공하게 된다.

이때, 계단식 스터드홀(317)에 형성되는 콘택 스터드(318b)는 입구부(제 1 스터드홀 영역에 해당)가 접촉부(제 2 스

터드홀 영역에 해당)보다 상대적으로 약 30% 이상 크게 형성된다. 그러므로, 입구부가 상부 레벨의 스터드와 콘택시,

랜딩 플러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후,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콘택 스터드(318a,318b)가 형성된 제 1 층간 절연막(310) 상부에 비트 라인용 도전

층(320) 및 비트 라인 캡핑층(322)을 순차적으로 적층한다. 여기서, 비트 라인용 도전층(320)은 예를들어, 텅스텐막

이 이용될 수 있고, 비트 라인 캡핑층(322)으로는 실리콘 질화막(Si 3 N 4 ), 탄탈륨 산화막(Ta 2 O 5 ) 또는 알루미

늄 산화막(Al 2 O 3 )이 이용될 수 있다. 이때, 비트 라인 캡핑층(322)은 이후 상부 레벨 스터드홀 형성시, 식각 기준

층 즉, 식각 저지층으로 이용된다. 그후, 비트 라인 캡핑층(322)과 비트 라인용 도전층(320)을 소정 부분 패터닝하여, 

비트 라인(324)을 형성한다. 여기서, 비트 라인(324)은 셀 영역(400a) 및 주변 영역(400b)의 일부 영역에서는 데이타

를 전송하는 비트 라인(324)으로 이용되고, 셀 영역(400a) 및 주변 영역(400b)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변의 연결 배

선 및 랜딩 패드(324b)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데이타를 전송 하는 비트 라인, 주변의 연결 배선 

및 랜딩 패드를 모두 포함한 것을 "비트 라인"이라 통칭한다. 이때, 비트 라인(324)은 계단식 스터드홀(317)내에 형성

된 콘택 스터드(318b)와는 콘택되지 않는다.

도 3e를 참조하여, 비트 라인(324)이 구비된 제 1 층간 절연막(310) 상부에 스페이서용 절연막이 증착된다. 스페이서

용 절연막은 층간 절연막으로 이용되는 기존의 실리콘 산화막 보다 식각 선택비가 우수한 물질, 예를들어, 실리콘 질

화막(Si 3 N 4 ), 탄탈륨 산화막(Ta 2 O 5 ) 또는 알루미늄 산화막(Al 2 O 3 )이 이용될 수 있다. 아울러, 절연막은 2

00 내지 700Å, 바람직하게는 500Å이하의 두께로 증착된다. 그후, 절연막을 비등방성 식각하여, 제 1 층간 절연막(3

10) 상부에 비트 라?SP>?/SP>(324)으로 통칭되는 배선 측벽에 비트 라인 스페이서(326)를 형성한다. 여기서, 비트 

라인 스페이서(326) 역시 이후 스터드홀 형성시, 식각 저지층으로 이용된다.

그 다음, 도 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반도체 기판(300) 결과물 상부에 제 2 층간 절연막(328)을 형성한다. 여기서, 제 

2 층간 절연막(328)은 평탄화된 표면을 갖고, 이러한 제 2 층간 절연막(328)으로는 평탄화막이 이용되거나, 또는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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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처리가 수행된 절연막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 2 층간 절연막(328)은 일반적으로 실리콘 산화막 성분을 

갖는다.

그 다음, 셀 영역(400a)의 선택된 콘택 플러그(309)가 노출되도록 제 2 층간 절연막(328), 비트 라인(324) 및 제 1 층

간 절연막(310)을 순차적으로 식각하여, 스토리지 노드 스터드홀(330)을 형성한다. 스토리지 노드 스터드홀(330)은 

비트 라인 스페이서(326) 및 비트 라인(324) 상부의 비트 라인 캡핑층(322)에 의하여 자기 정렬 방식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나서, 도 3g에서와 같이, 스토리지 노드 스터드홀(330) 내부가 충분히 충진되도록 스토리지 노드 콘택(332)을

형성한다. 그후, 스토리지 노드 콘택(332)과 접촉되도록, 공지의 방법에 의하여 제 2 층간 절연막(328) 상부에 실린더

형태의 전극(334)을 형성한다. 이에따라, 셀 영역(400a)에 스토리지 노드 전극(335)이 완성된다.

그 다음, 스토리지 노드 전극(335)이 형성된 제 2 층간 절연막(328) 상부에 제 3 층간 절연막(337)을 형성한다. 제 3 

층간 절연막(337) 역시 평탄화된 표면을 가지고, 스토리지 노드 전극(335)을 모두 매립시킬 수 있도록 스토리지 노드

전극(335)의 높이 보다 더 두꺼운 두께로 형성된다. 또한, 제 3 층간 절연막(337) 역시 실리콘 산화막 성분을 포함한

다. 이러한 제 3 층간 절연막(337) 역시 평탄화막이 이용되거나, 또는 표면이 CMP된 절연막이 이용될 수 있다.

이어서, 계단식 스터드홀(317)내에 매립된 콘택 스터드(318b) 및 비트 라인(324) 중 랜딩 패드로 작용하는 비트 라인

(324)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제 3 및 제 2 층간 절연막(337,328)을 소정 부분 식각하여, 상부 레벨 스터드홀(339)을 형

성한다. 비트 라인(324)을 오픈시킬때, 비트 라인(324)의 도전층(320)이 노출되도록 식각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트 

라인 캡핑층(322)은 상부 레벨 스터드홀(339) 식각공정시, 식각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식각 저지층 즉,

수직 방향 의 가이드로서 작용한다. 또한, 비트 라인(324)의 도전층(320)과 콘택 스터드(318b)는 제 3 및 제 2 층간 

절연막(337,328)과 식각 선택비가 매우 큰 금속막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상부 레벨 스터드홀(339) 형성시 과도 식각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부 레벨 스터드홀은 이중 스텝 공정 즉, 제 3 및 제 2 층간 절연막(337,328)

을 식각하는 공정과, 비트 라인 캡핑층(322)을 식각하는 공정으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다. 먼저, 제 3 및 제 2 층간 절

연막(337,328)을 식각하는 제 1 공정은 약 1500W의 파워, 40mTorr의 압력 및 C 4 F 6 +O 2 +Ar 가스 조건으로 

진행된다. 한편, 비트 라인 캡핑층(322)을 식각하는 공정은 600W의 파워, 50mTorr의 압력 및 CHF 3 +Ar+H 2 가

스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다.

그 다음, 상부 레벨 스터드홀(339)내에 공지의 방식으로 상부 레벨 스터드(340a,340b)를 형성한다. 상부 레벨 스터드

(340a,340b)는 상술한 콘택 스터드(318a,318b)를 형성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상부 레벨 스터

드(340a,340b)는 상부 레벨 스터드(340a,340b) 보다 더 큰 선폭을 갖는 계단식 스터드홀(317)내의 콘택 스터드(318

b) 및 랜딩 패드 역할을 하는 비트 라인(324)과 콘택되므로, 오정렬의 위험이 없다. 또한, 계단식 스터드홀(317)내의 

콘택 스터드(318b)는 랜딩 패드의 역할을 할 정도로 넓은 선폭을 갖으면서 제 1 층간 절연막(310) 내부에 매립되어 

있고, 랜딩 패드의 역할을 하는 비트 라인(324)은 제 1 층간 절연막(310) 상부에 형성되므로, 두 물질간에 절연을 충

분히 확보할 수 있다(도 3g의 Y방향 도면 참조). 즉, 콘택 스터드(318b)와 비트 라인(324)이 서로 다른층에 형성되므

로, 인접하는 도전 패턴의 구애 없이, 정렬 마진을 고려하여 충분한 선폭으로 콘택 스터드(318b) 및 비트 라인(324)을

형성하여도, 인접하는 도전 패턴과 접촉되지 않는다. 그후, 상부 레벨 스터드(340a,340b)와 콘택되도록 제 3 층간 절

연막(337) 상부에 금속 배선(342)을 형성한다.

(실시예 3)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셀 영역 및 주변 영역을 포함하는 메모리 소자의 다층 배선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각 공정별 단면도이다. 본 실시예는 반도체 기판(300)에 게이트 전극(306), 접합 영역(308), 콘택 플러

그(309)를 형성하는 공정까지는 상술한 실시예 2와 동일하므로,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하여만 기술하도록 한다. 아울러

, 본 실시예는 상술한 실시예 2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도 4a를 참조하여, 제 1 층간 절연막(310) 상부에 선택된 게이트 전극(306) 부분과, 접합 영역(308)이 노출될 수 있

도록 제 1 포토레지스트 패턴(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이때, 제 1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레티클(도

시되지 않음)은 상기 실시예 2의 제 2 스터드홀을 형성하기 위한 포토레지스트 패턴(314, 도 3b 참조)의 레티클과 동

일할 수 있다. 그후,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형태로 제 1 층간 절연막(310)을 식각하여, 실시예 2의 제 2 스터드홀(316)

과 동일한 제 2 스터드홀(316)을 형성한다. 즉, 본 실시예에서는, 상술한 실시예 2에서의 제 2 스터드홀(316:도 3b 참

조)을 제 1 스터드홀(312a,312b:도 3a 참조) 보다 먼저 형성하는 것이다. 그후,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 영역(400a)의 자기 정렬 콘택 플러그(309) 및 주변 영역(400b)의 제 2 스터

드홀(316) 중 선택되는 하나의 제 2 스터드홀(316)이 노출되도록 제 2 포토레지스트 패턴(314a)을 형성한다. 이때, 

제 2 포토레지스트 패턴(314a)은, 주변 영역(316)의 제 2 스터드홀(316)을 노출시킬때, 제 2 스터드홀(316)의 양측

의 제 1 층간 절연막(310)이 일부 노출될 수 있도록 형성된다. 그후, 제 2 포토레지스트 패턴(316)을 마스크로 하여, 

제 1 층간 절연막(310)을 식각하여, 상술한 실시예 1과 같은 제 1 스터드홀(312a,312b)을 형성한다. 여기서, 주변 영

역(400b)에 형성되는 제 1 스터드홀(312b)은 셀 영역(400a)에 형성되는 제 1 스터드홀(312a)보다 그 선폭이 더 크게

형성되고, 깊이면에서는 동일하거나 약간 깊게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그후, 후속 공정은 상술한 실시예 1과 동일하다.

이와같이, 제 1 스터드홀(312a,312b)을 형성하는 단계와 제 2 스터드홀(316)을 형성하는 단계를 바꾸어 실시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계단식 콘택홀을 형성하기 위한 제 2 콘택홀 형성시,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마스

크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것에 국한하지 않고, 제 1 층간 절연막과 현저한 식각 선택비를 갖는 물질이면 계단식 콘

택홀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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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먼저, 층간 절연막 내부에 인접 배열되는 콘택 스터드 형성시, 어느 하나의 콘택 스터드는 입구부가 넓고 접촉부가 좁

은 계단 형태로 형성한다. 나머지 콘택 스터드는 입구부 및 접촉부 선폭이 거의 동일한 기둥 형태로 층간 절연막 내부

에 형성하고, 콘택 스터드와 접촉하도록 층간 절연막 상부에 콘택 스터드의 선폭보다 더 큰 사이즈로 랜딩 패드용 도

전 패턴을 형성한다. 이때, 계단 형태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와 랜딩 패드용 도전 패턴은 층간 절연막의 표면을 기준으

로 상하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절연이 확보되고, 동일 평면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수평 방향으로 선폭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에따라, 랜딩 패드를 형성하여도, 인접하는 회로 패턴과 쇼트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계단형 콘택 스터드 및 랜딩 패드의 사용으로, 상하 스터드 콘택시 충분한 콘택 마진이 확보된다.

아울러, 비트 라인 즉, 랜딩 플러그 역할을 하는 도전 패턴의 상부면 및 측벽면에 층간 절연막에 대하여 식각 선택비가

큰 식각 저지층을 형성한다. 이에따라, 반도체 기판 전면에 걸쳐 식각 저지층이 형성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형성되므

로, 식각 저지층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층간 절연막 내부의 불순물들이 용이하게 아웃개싱된다. 추

가적으로, 식각 저지층이 부분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이후 합금 공정의 효과가 배가된다.

이상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첨부된 클레임에 의하여 한정되는 발명의

원리 및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기판;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되는 층간 절연막;

상기 층간 절연막 내부에 형성되며, 기판과 가까운 접촉부의 선폭보다 층간 절연막 표면에 인접하는 입구부의 선폭이

더 큰 제 1 콘택 스터드; 및

상기 층간 절연막 내에 제 1 콘택 스터드와 소정 거리 이격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기판과 가까운 접촉부와 상기 층간 

절연막 표면에 인접한 입구부의 폭이 동일한 제 2 콘택 스터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콘택 스터드 표면과 콘택되도록 층간 절연막 상부에 형성되며, 제 2 콘택 스터드의 선폭

보다 큰 선폭을 갖는 랜딩 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랜딩 패드의 양측벽에는 식각 저지용 스페이서가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랜딩 패드의 상부면에는 식각 저지층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는 접촉부보다 약 30% 내지 60% 정도 큰 선폭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7.
반도체 기판;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되는 층간 절연막;

상기 층간 절연막 내부에 형성되며, 기판과 가까운 접촉부의 선폭보다 층간 절연막 표면에 인접하는 입구부의 선폭이

더 큰 제 1 콘택 스터드;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와 소정 거리 이격되며, 상기 층간 절연막 내부에 형성되는 제 2 콘택 스터드; 및

상기 제 2 콘택 스터드 표면과 콘택되도록 층간 절연막 상부에 형성되며, 제 2 콘택 스터드의 선폭보다 큰 선폭을 갖

는 랜딩 패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콘택 스터드는 접촉부와 입구부의 선폭이 거의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랜딩 패드의 양측벽에는 식각 저지층으로 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페이서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랜딩 패드의 상부면에는 식각 저지층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는 접촉부보다 약 30% 내지 60% 정도 큰 선폭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과 층간 절연막 사이에는 다수의 인접 배열되는 게이트 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극 

사이의 공간에 형성되는 자기 정렬 플러그가 형성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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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층간 절연막 내부에는 상기 자기 정렬 플러그와 콘택되는 제 3 콘택 스터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의 깊이는 상기 제 3 콘택 스터드의 깊이와 같거나 약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은 셀 영역과 주변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기 제 3 콘택 스터드는 상기 셀 

영역에 형성되고,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는 상기 주변 영역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5.
반도체 기판;

반도체 기판 상부에 형성되는 층간 절연막;

상기 층간 절연막 내부에 형성되며, 기판과 가까운 접촉부의 선폭보다 층간 절연막 표면에 인접하는 입구부의 선폭이

더 큰 제 1 콘택 스터드;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와 소정 거리 이격되며, 상기 층간 절연막 내부에 형성되는 제 2 콘택 스터드;

상기 제 2 콘택 스터드 표면과 콘택되도록 층간 절연막 상부에 형성되며, 제 2 콘택 스터드의 선폭보다 큰 선폭을 갖

는 랜딩 패드; 및

상기 랜딩 패드의 상부면 및 측면만을 감싸는 식각 저지층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

자.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콘택 스터드는 접촉부와 입구부의 선폭이 거의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 저지층은, 상기 랜딩 패드 상부면에 형성되는 제 1 식각 저지층과, 상기 랜딩 패드 양측

부면에 스페이서 형태로 형성되는 제 2 식각 저지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는 접촉부보다 약 30% 내지 60% 정도 큰 선폭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과 층간 절연막 사이에는 다수의 인접 배열되는 게이트 전극과, 상기 게이트 전

극 사이의 공간에 형성되는 자기 정렬 플러그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층간 절연막 내부에는 상기 자기 정렬 플러그와 콘택되는 제 3 콘택 스터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의 입구부의 깊이는 상기 제 3 콘택 스터드의 깊이와 같거나 약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은 셀 영역과 주변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기 제 3 콘택 스터드는 상기 셀 

영역에 형성되고,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는 상기 주변 영역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청구항 22.
반도체 기판상에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층간 절연막 내부에 상기 반도체 기판에 가까운 접촉부의 폭보다 상기 층간 절연막 표면에 인접하는 입구부의 

폭이 큰 제 1 스터드홀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층간 절연막 내부에 상기 제 1 스터드홀과 이격되도록 제 2 스터드홀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스터드홀 및 제 2 스터드홀에 도전성 물질을 매립하여, 제 1 콘택 스터드 및 제 2 콘택 스터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터드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제 2 스터드홀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층간 절연막의 소정 부분을 층간 절연막의 깊이보다 얕은 깊이로 식각하여 제 1 홀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홀 중 선택되는 제 1 홀의 하부에 위치하는 층간 절연막의 일부와, 상기 제 1 홀이 형성되지 않은 층간 절연막의 소

정 부분을 식각하여 반도체 기판을 노출시키는 제 2 홀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

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홀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홀이 형성된 층간 절연막 상부에, 상기 선택된 제 1 홀의 내측벽을 감싸면서, 그 밖의 층간 절연막의 소정 

부분이 노출되도록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의 형태로 층간 절연막을 식각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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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이전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

기 게이트 전극 사이에 자기정렬된 콘택 플러그를 포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제 1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동시에, 

상기 콘택 플러그 중 선택된 부분을 노출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홀은, 상기 층간 절연막 표면으로 부터 콘택 플러그 표면까지의 거리와 같거나, 더 깊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스터드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스터드홀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층간 절연막의 소정 부분을 식각하여, 반도체 기판의 선택 영역을 노출시키는 제 1 홀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다수의 제 1 홀 중 선택되는 제 1 홀의 측면에 형성된 층간 절연막을 소정 깊이만큼 식각하여, 제 1 홀보다 폭이 큰 제

2 홀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기판상에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이전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

기 게이트 전극 사이에 자기정렬된 콘택 플러그를 포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제 2 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동시에, 

상기 콘택 플러그 중 선택된 부분을 노출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홀은, 상기 층간 절연막 표면으로 부터 콘택 플러그 표면까지의 거리와 같거나, 더 깊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콘택 스터드 및 제 2 콘택 스터드를 형성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제 2 콘택 스터드와 콘

택되도록 층간 절연막 상부에 제 2 콘택 스터드보다 큰 선폭을 갖는 도전성 랜딩 패드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랜딩 패드를 형성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랜딩 패드를 감싸도록 식각 저지층을 형성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 저지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랜딩 패드 상부에 제 1 식각 저지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랜딩 패드 및 제 1 식각 저지층 측벽에 스페이서 형태로 된 제 2 식각 저지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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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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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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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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