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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직 트랜지스터들(vertical transistors)로 구성된 에스램 셀 및 그 제조방법이 개시된다. 기판에 필드영역에 의하여 

정의되는 L자형의 제1 활성영역 및 역 L자형의 제2 활성영역이 배치된다.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 및 상기 역 L

자형의활성영역의 소정영역에는 n형 도핑 영역 및 p형 도핑 영역이 배치된다. 상기 n형 및 p형 도핑 영역 상에는 필러

들이 배치된다. 상기 필러들의 측벽에 게이트 절연막을 개재하여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들의 측벽에 제1

게이트전극이 배치되며, 풀업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들 및 드라이버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들의 측벽에는

제2 게이트전극이 배치된다. 상기 L자형 활성영역 및 역 L자형 활성영역을 상호연결콘택이 연결한다. 상기 필러들을 

콘택플러그들이 연결하며, 상기 콘택플러그들 상에는 서로 평행하게 비트라인1이 되는 제1 배선, 전원라인이 되는 제

2 배선, 접지라인이 되는 제3 배선 및 비트라인2가 되는 제4 배선이 배치된다. 상기 제1 게이트전극은 워드라인 콘택

플러그를 통하여 상기 배선들과 직교하는 워드라인이 배치된다.

대표도

도 10a

색인어

에스램, 수직 트랜지스터, 채널, 고속도, 저전력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SRAM 셀을 나타내는 회로도,

도 2는 종래기술에 따른 SRAM 셀을 구현하기 위한 평면적 레이아웃(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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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 내지 도 10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수직 트랜지스터들을 갖는 SRAM 셀의 제조방법을 순서대로 도시한

평면도들,

도 3b 내지 도 10b는 도 3a 내지 도 10a의 평면도들을 I-I'에 따라 취해진 단면도들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3a, 203b : 활성영역 205 : 필드영역

207 : n형 도핑영역 209 : p형 도핑영역

211a, 211b, 211c : 필러 213a, 213b : 실리사이드

215 : 게이트 절연막 217a, 217b : 제1 및 제2 게이트전극

219 : 제1 층간절연막 221a, 221b : 상호연결콘택

223 : 제2 층간절연막 225 : 콘택플러그

227a, 227b, 227c, 227d : 배선 229 : 스페이서

231 : 제3 층간절연막 235 : 워드라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에스램(Static Random Access Memory, 이하 SRAM) 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수직 트

랜지스터들(vertical transistors)로 구성된 에스램 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SRAM 셀 구조는 두 개의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인버터의 출력단들이 서로 크로스 커플된(cross-coupled)

플립-플랍(flip-flop) 구조를 갖고 있다. SRAM 셀에서는 정보의 저장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네개의 트랜지스터만

으로도 충분하지만 외부로부터 특정 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개의 트랜지스터를 추가로 연결한다. 이와 같은 SRAM 

셀은 DRAM 셀(Dynamic Random Access Memory cell)과는 달리 전원이 인가되어 있는 한 플립-플랍의 피드백(fe

edback) 효과에 의해 리프레시(refresh) 동작이 없이도 스태틱(static)한 데이타의 보존이 가능하므로 스태틱 램(Stat

ic RAM)이라 부른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SRAM 셀을 나타내는 회로도이며, 도 2는 종래기술에 따른 SRAM 셀을 구현하기 위한 평면

적 레이아웃(layout)이다. 도 2에서는 두 개의 셀이 선 k-k'를 기준으로 거울상으로 대칭되어 있다.

도 1를 참조하면, SRAM 셀은 2개의 억세스 트랜지스터들(AT1, AT2), 2개의 풀 업(pull-up) 트랜지스터들(PT1, PT

2) 및 2개의 드라이버 트랜지스터들(DT1, DT2) 로 구성되어 있다.

트랜지스터 PT1 및 DT1은 제1 인버터를 구성하고, 트랜지스터 PT2 및 DT2는 제2 인버터를 구성한다. 제1 및 제2 

인버터는 2개의 노드 N1 및 노드 N2에서 교차접속 되어 있다.

트랜지스터 DT1 및 DT2의 소오스 영역은 접지라인 Vss에 접속되고, 트랜지스터 PT1 및 PT2의 소오스 영역은 전

원라인 VDD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지스터 AT1의 드레인은 비트라인 BL1에 접속되고, 트랜지스터 AT2의 드레인은 

비트라인 BL2에 접속된다. 트랜지스터 AT1의 소오스 및 트랜지스터 AT2의 소오스는 각각 노드 N1 및 노드 N2에 

접속되어 있다. 트랜지스터 AT1 및 AT2의 게이트 전극은 공통 워드라인 WL에 접속되어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기판에는 제1 활성영역(102a) 및 제2 활성영역(102b)을 정의하는 필드영역(106)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필드영역(106) 및 활성영역(102a, 102b)을 게이트막(115, 117a, 117b)이 가로지르는데, 상기 게이트막은 워드

라인(115)과 제1 및 제2 게이트 전극(117a, 117b)을 구성한다. 상기 워드라인(115)은 상기 제1 활성영역(102a)의 

상부를 가로질러 트랜지스터 AT1, AT2의 게이트를 형성한다.

상기 제1 게이트 전극(117a)은 상기 워드라인(115)과 수직하도록 배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 활성영역(102a, 102b)

의 상부를 가로질러 트랜지스터 DT1 및 트랜지스터 PT1에 대한 게이트를 형성하며 이들 게이트를 연결한다. 상기 

제2 게이트 전극(117b)은 상기 제1 게이트 전극(117a)과 평행하도록 배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 활성영역(102a, 10

2b)의 상부를 가로질러 트랜지스터 DT2 및 트랜지스터 PT2에 대한 게이트를 형성하며 이들 게이트를 연결한다.

상기 제1 활성영역(102a)을 가로지르는 게이트막(115, 117a, 117b) 사이의 활성영역에는 n형으로 고도핑 이온주입

되어 n형의 이온주입된 활성영역(N+, 124)이 형성되며, 상기 제2 활성영역(102b)을 가로지르는 게이트막(117a, 11

7b) 사이의 활성영역에는 p형으로 고도핑 이온주입되어 p형의 이온주입된 활성영역(P+, 125)이 형성된다.

트랜지스터 AT1 및 트랜지스터 DT1 사이의 n형 이온주입된 활성영역(N+)은 노드 N1이 된다. 노드 N1은 콘택 CT2

a를 통하여 상호연결라인(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연결되며, 상기 상호연결라인은 콘택 CT5a를 통하여 트랜

지스터 PT1의 드레인과 연결되며, 콘택 CT3b를 통하여 트랜지스터 DT2 및 트랜지스터 PT2의 게이트와 연결된다.

트랜지스터 AT2 및 트랜지스터 DT2 사이의 n형 이온주입된 활성영역(N+)은 노드 N2가 된다. 노드 N2는 콘택 CT2

b를 통하여 상호연결라인(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연결되며, 상기 상호연결라인은 콘택 CT5b를 통하여 트

랜지스터 PT2의 드레인과 연결되며, 콘택 CT3a를 통하여 트랜지스터 DT1 및 트랜지스터 PT1의 게이트와 연결된

다.

콘택 CT1a 및 CT1b은 각각 트랜지스터 AT1, AT2의 드레인을 각각의 비트라인(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접

속시키며, 콘택 CT4는 트랜지스터 PT1 및 트랜지스터 PT2의 소오스를 전원라인 VDD(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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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연결 시키며, 콘택 CT6은 트랜지스터 DT1 및 트랜지스터 DT2의 소오스를 접지라인 Vss(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음)에 연결시킨다.

SRAM은 고속도(high speed) 또는 저전력(low power)의 장점을 갖는 기억소자이다. 그런데, 상술한 구조를 갖는 SR

AM은 단위셀(unit cell)의 면적이 커서 고집적(high density)에 불리한 단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SRAM은 스케일링(scaling)이 진행되면서 SRAM의 트랜지스터의 채널 길이는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

하여 트랜지스터의 누설전류는 증가하게 된다. 누설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스탠바이 전류(standby current)가 증가하

게되어 저전력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수직 트랜지스터들(vertical trnasistors)를 사용하

여 셀 크기를 줄일 수 있는 SRAM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셀 크기와는 상관없이 트랜지스터의 채널 길이(channel length)를 충분한 크기로 유지하여 저전력(low power)

의 SRAM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수직 트랜지스터를 갖는 에스램 셀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에스램 셀은 기판에 필드영역에 의하여 정의되는 L자 형의 제1 활성영역 및 역 L자형의 제2 

활성영역이 배치된다.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과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가장

자리 영역 및 상기 역 L자형의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과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중간영역에는 n형 도핑 영역이

배치된다.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중간영역 및 상기 역 L자형의 상대적으로 긴 활

성영역의 가장자리 영역에는 p형 도핑 영역이 배치된다. 상기 n형 및 p형 도핑 영역 상에는 필러들이 배치된다. 상기 

필러들의 측벽에 게이트 절연막을 개재하여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들의 측벽에 제1 게이트전극이 배치

되며, 풀업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들 및 드라이버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들의 측벽에는 제2 게이트전극이 

배치된다. 상기 n형 도핑영역 상에 배치된 필러들의 상부(upper part)에 n형 필러 도핑 영역이 배치되고, 상기 p형 도

핑영역 상에 배치된 필러들의 상부(upper part)에 p형 필러 도핑영역이 배치된다. 상기 제1 활성영역에 배치된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활성영역의 짧은 활성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상기 제2 활성영역에 배치된 제2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1 활성영역의 짧은 활성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상호 연결 콘택들이 배치된다. 상기 필

러들 상부(over)에 비트라인1이 되는 제1 배선, 전원라인이 되는 제2 배선, 접지라인이 되는 제3 배선 및 비트라인2

가 되는 제4 배선이 배치된다. 상기 배선들 상부에 상기 배선들과 직교하는 워드라인이 배치되고, 상기 워드라인과 상

기 제1 게이트 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워드라인 콘택플러가 배치된다. 이때, 상기 제1 활성영역에 배치된 상

기 n형 및 p형 도핑영역이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상기 제2 활성영역에 배치된 상 기 n형 및 p형 도핑영역이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에스램 셀의 형성방법은 기판에 L자형의 제1 활성영역 및 역 L자형의 제2 활성영역을 한정하는

필드영역을 형성한다.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과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가장

자리 영역 및 상기 역 L자형의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과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중간영역에 n형 도핑 영역을 

형성한다.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중간영역 및 상기 역 L자형의 상대적으로 긴 활

성영역의 가장자리 영역에 p형 도핑 영역을 형성한다. 상기 n형 및 p형 도핑 영역 상에 필러들을 형성한다. 상기 필러

들의 측벽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고, 상기 필러들의 측벽에 게이트 절연막을 개재하여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형성

될 필러들의 측벽에는 제1 게이트전극을 형성하고 풀업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필러들 및 드라이버 트랜지스터가 형성

될 필러들의 측벽에는 제2 게이트전극을 형성한다. 상기 제1 및 제2 게이트 전극들을 갖는 반도체기판 상에 제1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고, 상기 제1 층간절연막 및 상기 제2 게이트 전극을 관통하여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 및 역 L자

형 활성영역과 접촉하는 상호연결 콘택을 형성한다. 상기 상호연결콘택이 형성된 상기 제1 층간절연막 상에 제2 층간

절연막을 형성한다. 상기 제2 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필러들과 접촉하는 콘택플러그들을 형성하되, 상기 필러들

의 상부(upper part)에 각각 n형 및 p형 필러 도핑 영역들을 형성한다. 상기 콘택플러그들 상에 서로 평행하게 비트라

인1이 되는 제1 배선, 전원라인이 되는 제2 배선, 접지라인이 되는 제3 배선 및 비트라인2가 되는 제4 배선을 형성하

고, 상기 배선들이 형성된 제2 층 간절연막 상에 제3 층간절연막을 형성한다. 상기 제3 층간절연막, 제2 층간절연막 

및 제1 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게이트전극을 연결하는 워드라인 콘택플러그를 형성하하고, 상기 워드라인 

콘택플러그와 연결되며 상기 배선들과 직교하는 워드라인을 형성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

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a 내지 도 10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수직 트랜지스터들을 갖는 SRAM의 제조방법을 순서대로 도시한 평

면도들이며, 도 3b 내지 도 10b는 도 3a 내지 도 10a의 평면도들을 I-I'에 따라 취해진 단면도들이다.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p형 반도체기판(201)에 제1 활성영역(203a) 및 제2 활성영역(203b)을 정의하는 필드영

역(205)을 형성한다. 즉, 상기 기판(201)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트렌치를 형성하고, 상기 트렌치를 충분히 채우는 

절연물을 매립하고 화학기계적 연마하여 필드영역(205)을 형성한다.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은 평면적으로는 상대

적으로 긴 활성영역과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이 서로 직교하는 L자형이며, 상기 제2 활성영역(203b)은 상기 제1 

활성영역(203a)과 서로 마주보는 역 L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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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및 제2 활성영역(203a, 203b)의 소정 영역에는 n형으로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이온주입하여 n형 도핑 영역(

207)을 형성한다.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에서 n형 도핑 영역(207)으로는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가장자리 및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 부분이다. 이와는 달리 상기 제2 활성영역(203b)에서 n형 도핑 영역(207)으로는 상대적으

로 짧은 활성영역 부분과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중간 부분이다.

상기 제1 및 제2 활성영역(203a, 203b)의 소정 영역에 n형 불순물들을 선택적으로 이온주입하여 n형 웰(208)을 형

성하고, n형 웰(208) 내에 p형으로 불순물들을 선택적으로 이온주입하여 p형 도핑 영역(209)을 형성한다.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에서 p형 도핑 영역(209)으로는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중간 부분이며, 상기 제2 활성영역(203b)

에서 p형 도핑 영역(209)은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따라서, 서로 대칭되는 제1 및 제2 활성영역(203a, 203b)의 상기 n형 도핑영역(207)과 상기 p형 도핑영역(209)은 서

로 정렬된다.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면, 상기 n형 및 p형 도핑 영역(207, 209) 상에 필러(pillar)들(211a, 211b, 211c)을 형성한

다. 상기 필러들(211a, 211b, 211c)을 형성하는 방법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적용하여 형성하며, 실리콘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선택적 에피택셜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기 반도체기판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거나 

또는 반도체막을 증착한 후에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필러들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필러들은 억세스 트랜지스터

가 형성되는 필러(211a), 풀업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211b)와 드라이버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211c)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필러들의 측벽에 억세스 트랜지스터, 풀업 트랜지스터 및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의 채널영역이 형

성된다.

평면적으로 상기 필러들의 가장자리는 상기 n형 및 p형 도핑영역(207, 209) 내에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필

러들은 상기 n형 도핑 영역(207) 상에 형성된 4개의 필러들과 p형 도핑 영역(209) 상에 형성된 2개의 필러들로 구성

되어 있다.

상기 필러들은 선택적으로 불순물들을 이온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p형 도핑 영역 상의 필러(211b)에는 

n형으로 불순물들을 이온 주입하고, 상기 n형 도핑 영역 상의 필러들(211a,211c)에는 p형으로 불순물들을 이온 주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필러들(211a, 211b, 211c)이 형성된 기판 전면에 얇은 절연막(도면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음)을 형성하고 이방

성으로 건식식각하여 상기 필러들(211a, 211b, 211c)의 상면 및 상기 기판(201)의 상면이 드러나게 한다, 즉, 상기 

얇은 절연막은 상기 필러들의 측벽에 스페이서로 잔류하게 한다.

이어서, 살리사이드 공정(salicide process)을 진행하여 노출된 상기 필러들(211a, 211b, 211c)의 상면 및 상기 기판

에 실리사이드막(213a, 213b)을 형성한다. 상기 실리사이드막(213a, 213b)은 코발트(Co), 티타늄(Ti), 니켈(Ni), 텅

스텐(W), Pt(백금), Hf(하프늄), Pd(팔라듐)의 금속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금속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기판(2

01) 전면 상에 Ti, Co, Ni, W, Pt, Hf, 및 Pd로 구성된 금속물질 중에서 하나를 증착한 후에 급속열처리(RTP, Rapid 

Thermal Annealing) 방법 또는 로(furnace)를 이용한 열처리를 실시한다. 상기 열처리에 의하여 상기 필드영역(205)

및 상기 필러들(211a, 211b, 211c)의 측벽에 잔류하는 절 연막 스페이서 상에 있는 금속물질은 실리사이드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나, 상기 활성영역(203a, 203b)의 상면 및 상기 필러들(211a, 211b, 211c)의 상면에 있는 금속물질은 

상기 활성영역(203a,203b) 및 필러들(211a, 211b, 211c)과 실리사이드화 하여 실리사이드(213a, 213b)를 형성한다

. 상기 실리사이드(213a,213b)는 활성영역의 표면에 형성된 실리사이드들(213a)와 상기 필러들의 상면에 형성된 실

리사이드들(213b)로 구성된다.

상기 열처리가 완료된 반도체 기판에 황산(H 2 SO 4 )과 과수(H 2 O 2 ) 혼합용액으로 세정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실리사이드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금속물질을 제거한다. 이어서, 상기 필러들(211a, 211b, 211c)의 측벽에 스페

이서 형태로 잔류하는 상기 얇은 절연막을 제거한다.

상기 활성영역(203a,203b) 상에 형성된 실리사이드들(213a)은 상기 제1 활성영역(203a) 내에 형성된 상기 n형 및 p

형 도핑영역들(207,209) 및 상기 제2 활성영역(203b) 내에 형성된 상기 n형 및 p형 도핑영역들(207,209)을 각각 전

기적으로 접속시킨다. 즉, 상기 제1 활성영역(203a)내에 형성된 상기 n형 및 p형 도핑영역(207,209)은 에스램 셀의 

제1 노드에 해당하고, 상기 제2 활성영역(203b) 내에 형성된 상기 n형 및 p형 도핑영역들(207,209)은 제2 노드에 해

당한다.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면, 상기 실리사이드(213a,213b)를 갖는 기판(201) 전면 상에 콘포말한 게이트 절연막(215)

을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상기 필러들(211a,211b,211c)이 충분히 덮이도록 게이트 도전막을 적층한다.

상기 게 이트 절연막(215)은 CVD 산화막으로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게이트 도전막은 도핑된 폴리실리콘막으로 형성

할 수 있다.

이어서, 상기 게이트 도전막을 상기 필러들(211a,211b,211c)의 표면이 노출될때까지 평탄화시킨다. 즉, 상기 게이트

도전막, 상기 게이트 절연막 및 상기 필럭들(211a,211b,211c) 상의 상기 실리사이드들(213b)을 연속적으로 평탄화

시킨다. 상기 평탄화 공정은 화학 기계적 연마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통상의 사진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상기 평탄화된 게이트 도전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형

성되는 필러(211a)의 주위에 제1 게이트 전극(217a)을 형성한다. 동시에, 상기 풀업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21

1b) 및 상기 드라이버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211c)를 연결하는 제2 게이트 전극(217b)을 형성한다.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에 형성된 제2 게이트 전극(217b)은 상기 제2 활성영역(203b)의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까지 연장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2 활성영역(203b)에 형성된 상기 제2 게이트 전극(217b)은 상기 제1 활성영역(203a)

의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까지 연장되어 있다.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면, 상기 필러들(211a, 211b, 211c)을 둘러싸는 제1 및 제2 게이트 전극(217a, 217b)이 형

성된 기판 전면에 상기 필러들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제1 층간절연막(219)을 적층하고 평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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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기 제1 및 제2 활성영역(203a,203b)의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 상의 상기 제1 층간절연막(219), 상기 

제2 게이트 전극(217b) 및 상기 게이트 절연막(215)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 상의 상

기 실리사 이드(213b)를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콘택홀을 충분히 채우는 도전막을 적층하고 CMP로 평탄화하여 상호연결콘택(221a, 221b)을 형성한다.

상기 상호연결콘택(221a, 221b)은 상기 제1 및 제2 활성영역들(203a,203b)에 각각 형성한다. 상기 제1 활성영역(20

3a)의 상기 상호연결콘택(221a)은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의 억세스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영역과 상기 제2 활성영

역(203a)의 상기 제2 게이트 전극(217b)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상기 제2 활성영역(203b)에 형성된 상기 상호연

결콘택(221b)은 상기 제2 활성영역(203b)의 억세스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영역과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의 상기 

제2 게이트 전극(217b)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킨다. 다시 말해서, 제1 활성영역(203a) 내의 상기 풀업 및 드라이버 트

랜지스터의 게이트들을 상기 제2 활성영역(203b)의 제2 노드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상기 제2 활성영역(203a) 

내의 상기 풀업 및 드라이버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를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의 제1 노드와 전기적으로 접속시킨

다.

이와는 다르게, 상기 제2 게이트 전극들(217b)은 상기 제1 및 제2 노드와 직접 전기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때에는,

상기 상호연결콘택들(221a,221b)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상기 게이트 도전막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게이트 절연막

을 패터닝하여 상기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들 상의 상기 실리사이드(213a)를 노출시킨다. 이어서, 상기 게이트 절

연막(215) 및 상기 노출된 실리사이드(213a) 상에 게이트 도전막을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도전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제1 및 제2 게이트 전극들(217a,217b)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의 상기 제2 게이트 전극(2

17b)은 상기 제2 활성영역(203b)의 짧은 활성영역 상의 상기 실리사이드(213a)와 직접 접속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제2 활성영역(203a)의 상기 제2 게이트 전극(217b)은 상기 제1 활성영역(203b)의 짧은 활성영역 상의 상기 실리사

이드(213a)와 직접 접속한다.

도 7a 및 도 7b를 참조하면, 상기 상호연결콘택(221a, 221b)이 형성된 제1 층간절연막(219) 상에 제2 층간절연막(2

23)을 형성한다. 상기 제2 층간절연막(223)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필러들(211a, 211b, 211c)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한다. 상기 콘택홀은 도면에서는 필러들과 같은 크기로 형성하였지만, 상기 필러들보다 작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진식각 공정에서 오정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제1 및 제2 게이트전극(217a, 217b)과 단

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상기 콘택홀에 노출된 상기 필러들(211a,211b,211c)의 상부(upper part)에 선택적으로 불순물들을 이온 주

입하여 n형 및 p형 필러 도핑 영역(224a,224b)을 형성한다. 즉, 상기 억세스 및 드라이버 트랜지스터들이 형성되는 

필러들(211a,211c)의 상부(upper part)에 상기 n형 필러 도핑 영역(224a)을 형성하고, 상기 풀업 트랜지스터가 형성

되는 필러(211b)의 상부(upper part)에 상기 p형 필러 도핑 영역(224b)을 형성한다. 상기 n형 및 p형 필러 도핑 영역

들(224a,224b)은 각각 상기 억세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 상기 드라이버 트랜지스텅의 소오스 영역 및 상기 풀

업 트랜지스터들의 소오스 영역에 해당한다.

이어서 상기 콘택홀들을 충분히 채우는 도전막을 형성하고, CMP로 평탄화하여 상기 콘택플러그들(225)을 형성한다.

상기 도전막은 폴리실리콘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폴리실리콘에서 억세스 트랜지스터 및 드라이버 트

랜지스터가 형성될 필러들(211a, 211b)에 대응되는 폴리실리콘에는 n형의 불순물을 이온주입하고, 풀업 트랜지스터

가 형성될 필러들(211b)에는 p형의 불순물을 이온주입한다.

도 8a 및 도 8b를 참조하면, 상기 콘택플러그들(225)이 형성된 제2 층간절연막(223) 상에 도전막을 적층한다. 상기 

도전막을 통상의 사진식각공정을 사용하여 라인형태의 배선들로 패터닝한다.

제1 배선(227a)은 비트라인1(BL1)으로서,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에 형성된 억세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과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제2 배선(227b)은 전원라인 VDD로서,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에 형성된 풀업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영역 및 상기 

제2 활성영역(203b)에 형성된 풀업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영역과 연결된다.

제3 배선(227c)은 접지라인 Vss로서, 상기 제1 활성영역(203a)에 형성된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영역 및 상

기 제2 활성영역(203b)에 형성된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영역과 연결된다.

제4 배선(227d)은 비트라인2(BL2)로서, 상기 제2 활성영역(203b)에 형성된 억세스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영역과 연

결된다.

도 9a 및 도 9b를 참조하면, 상기 배선들(227a,227b,227c,227d)이 형성된 기판 전면에 스페이서 절연막을 형성하고

이방성 건식식각하여 상기 배선들의 측벽에 스페이서(229)를 형성한다. 상기 스페이서가 측벽에 형성된 배선들을 포

함하는 기 판 전면에 제3 층간절연막(231)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제3 층간절연막(231), 제2 층간절연막(223), 제1 층간절연막(219)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상기 제1 게

이트 전극(217a)을 노출시키는 콘택홀(233)을 형성한다. 이 때 콘택홀(233)은 상기 스페이서(229)에 의하여 자동정

렬된 콘택홀이 된다.

도 10a 및 도 10b를 참조하면, 상기 콘택홀(233)을 충분히 채우는 도전막을 형성하고, 상기 도전막을 상기 제3 층간

절연막(231)의 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CMP로 평탄화하여 워드라인 콘택플러그(235)를 형성한다. 상기 워드라인 콘

택플러그(235)는 서로 인접한 두 개의 단위셀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어서, 상기 워드라인 콘택플러그(235)를 포함하는 기판 전면에 워드라인 도전막을 형성하고, 상기 워드라인 도전막

을 패터닝하여 워드라인(237)을 형성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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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은, 수직 트랜지스터들(vertical trnasistors)를 사용하여 셀 크기를 줄일 수 있는 SRA

M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셀 크기와는 상관없이 트랜지스터의 채널 길이(channel length)를 충 분히 크게 유지하여 저전력(low power)

의 SRAM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에 형성된 필드영역에 의하여 정의되는 L자형의 제1 활성영역 및 역 L자형의 제2 활성영역;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과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가장자리 영역 및 상기 역 L

자형의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과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중간영역에 배치된 n형 도핑 영역;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중간영역 및 상기 역 L자형의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가장자리 영역에 배치된 p형 도핑 영역;

상기 n형 및 p형 도핑 영역 상에 배치된 필러들;

상기 필러들의 측벽에 게이트 절연막을 개재하여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필러들의 측벽에 배치된 제1 게이트전

극 및 풀업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필러들 및 드라이버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필러들의 측벽에 배치된 제2 게이트전극;

상기 n형 도핑 영역 상에 형성된 필러들의 상부(upper part)에 위치하는 n형 필러 도핑 영역 및 상기 p형 도핑 영역 

상에 배치된 필러들의 상부(upper part)에 배치된 p형 필러 도핑 영역;

상기 제1 활성영역에 배치된 상기 제2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2 활성영역의 짧은 활성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상기 제2 활성영역에 배치된 제2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제1 활성영역의 짧은 활성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상호 

연결 콘택들;

상기 필러들 상부(over)에 평행하게 배치된 비트라인1이 되는 제1 배선, 전원라인이 되는 제2 배선, 접지라인이 되는

제3 배선 및 비트라인2가 되는 제4 배선;

상기 배선들 상부에 배치되되, 상기 배선들과 직교하는 워드라인; 및

상기 워드라인과 상기 제1 게이트 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워드라인 콘택플러그를 포함하되, 상기 제1 활성영

역에 배치된 상기 n형 및 p형 도핑영역이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상기 제2 활성영역에 배치된 상기 n형 및 p형 도

핑영역이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셀.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들은 상기 n형 및 p형 도핑영역 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셀.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들은 실리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셀.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p형 도핑영역 상의 상기 필러들은 n형으로 도핑된 실리콘이고, 상기 n형 도핑영역 상의 상기 필러들은 p형으로 

도핑된 실리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셀.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배선은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에 배치된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는 필러에 배치된 n형 필러 도핑

영역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상기 제2 배선은 상기 제1 및 제2 활성영역에 배치된 풀업 트랜지스터들을 형성하는 필

러들에 배치된 p형 필러 도핑영역들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며, 상기 제3 배선은 상기 제1 및 제2 활성영역에 배치된 드

라이버 트랜지스터들을 형성하는 필러들에 배치된 n형 필러 도핑영역들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상기 제4 배선은 상

기 제2 활성영역에 배치된 억세스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필러에 배치된 n형 필러 도핑영역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셀.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배선들 및 상기 p형 및 n형 필러 도핑영역들은 각각 그 사이에 개재된 콘택플러그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셀.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들과 연결되는 콘택플러그들은 상기 필러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셀.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들 사이의 제1 및 제2 활성영역들 상면에 실리사이드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제1 활성영역 상면의 실리사이드

막는 상기 제1 활성영역의 상기 n형 및 p형 도핑영역들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상기 제2 활성영역 상면의 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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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는 상기 제2 활성영역의 상기 n형 및 p형 도핑영역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셀.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사이드막은 코발트(Co), 티타늄(Ti), 니켈(Ni), 텅스텐(W), Pt(백금), Hf(하프늄), Pd(팔라듐)의 금속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금속으로 이루어진 실리사이드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셀.

청구항 10.
기판에 L자형의 제1 활성영역 및 역 L자형의 제2 활성영역을 하정하는 필드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과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가장자리 영역 및 상기 역 L

자형의 상대적으로 짧은 활성영역과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중간영역에 n형 도핑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중간영역 및 상기 역 L자형의 상대적으로 긴 활성영역의 

가장자리 영역에 p형 도핑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n형 및 p형 도핑 영역 상에 필러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필러들의 측벽에 게이트 절연막을 개재하여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필러들의 측벽에는 제1 게이트전극을 

형성하고 풀업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필러들 및 드라이버 트랜지스터가 형성될 필러들의 측벽에는 제2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게이트 전극들을 갖는 반도체기판 상에 제1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층간절연막 및 상기 제2 게이트 전극을 관통하여 상기 L자형의 제1 활성영역 및 역 L자형 활성영역을 접촉

하는 상호연결콘택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상호연결콘택이 형성된 상기 제1 층간절연막 상에 제2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필러들과 접촉하는 콘택플러그들을 형성하되, 상기 필러들의 상부(upper part

)에 각각 n형 및 p형 필러 도핑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콘택플러그들 상에 서로 평행하게 비트라인1이 되는 제1 배선, 전원라인이 되는 제2 배선, 접지라인이 되는 제3

배선 및 비트라인2가 되는 제4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배선들이 형성된 제2 층간절연막 상에 제3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3 층간절연막, 제2 층간절연막 및 제1 층간절연막을 관통하여 상기 제1 게이트전극을 연결하는 워드라인 콘

택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워드라인 콘택플러그와 연결되며 상기 배선들과 직교하는 워드라인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에스램 형성방

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들은 상기 기판을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형성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들은 실리콘을 증착하고 선택적으로 식각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형성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들은 상기 기판 상에 실리콘을 선택적으로 에피택셜 성장시켜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형성

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들의 측벽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전에 기판의 활성영역의 표면 및 상기 필러들의 상면에 실리사

이드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형성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필러들 및 상기 활성영역에 얇은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얇은 절연막을 이방성 건식식각하여 상기 필러들의 상면 및 상기 활성영역의 표면을 노출되게 하는 단계; 및

상기 노출된 필러들의 상면 및 상기 활성영역의 표면에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얇은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에스램 형성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사이드막은 코발트(Co), 티타늄(Ti), 니켈(Ni), 텅스텐(W), Pt(백금), Hf(하프늄), Pd(팔라듐)의 금속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금속으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형성방법.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필러들과 연결되는 콘택플러그들은 상기 필러들보다 작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셀 형성방법.

청구항 18.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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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워드라인 콘택플러그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배선들이 형성된 제2 층간절연막 상에 스페이서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스페이서 절연막을 이방성 건식식각하여 상기 배선들의 측벽에 스페이서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배선들이 형성된 제2 층간절연막 상에 제3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트라인 배선 사이에 대등되는 상기 제3 층간절연막 상에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 패턴 및 상기 스페이서를 식각마스크로 이용하여 상기 제1 게이크 전극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콘택홀을 충분히 채우는 도전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막을 상기 제3 층간절연막이 노출될 때까지 평탄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램 형성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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