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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반도체기억장치

요약
본 발명의 반도체기억장치는 기층(12)을 구비하여 형성된다. 기층(2)내에는 확산부 (14)가 형성된다.
제1수직트랜지스터중첩(122)이 형성된다. 제2수직트랜지스터 중첩(124)이 형성된다. 제1수직트랜지스터
중첩(122)은 트랜지스터(100)와 그 위에 트랜지스터(104)를 구비한다. 제2수직트랜지스터중첩(124)은 트
랜지스터(102)와 그 위의 트랜지스터(106)를 구비한다. 두개의 트랜지스터(100,104)는 시리즈로 연결되
며
또다른
두개의
트랜지스터(102,106)도
시리즈로
연결된다.
양호한
형태에서
두개의
트랜지스터(100,102)는 반도체기억장치용 래치트랜지스터로서 전기 접속되며 또다른 두개의
트랜지스터(104,105)는 패스트랜지스터로서 접속된다. 두개의 수직중첩(126,128)은 반도채 기억장치용의
전기적 상호접속부(118,120)와 레지스티브장치(134,138)를 형성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기억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 내지 제4도는 반도체기억장치에 이용되는 트랜지스터와 본 발명에 따른 형성방법을 도시하는 단면
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기억장치에 있어서, 표면을 갖는 기층(12)과, 기층(12)의 표면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뒤덮으며 제1
전극(28)과 제1전극(28)의 위에 있는 제2전극(32)과 제1 및 제2전극(28,32)의 사이에 있는 채널구역(30)
및 채널구역(30)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게이트전극(120)을 구비하는 제1트랜지스터(100)와, 제1
트랜지스터(100)를 뒤덮으며 제1전극(50)과 제1전극(50)의 위에 있는 제2전극(54)과 제1 및

3-1

공개특허특1994-0010352
제2전극(50,54)의 사이에 있는 제2전극(54)과 제1 및 제2전극(50,54)의 사이에 있는 채널구역(52) 및 채
널구역(52)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게이트 전극(40)을 구비하는 제2트랜지스터(104) 및, 제1 및
제2트랜지스터(100,104)를 상기 반도체 기억장치의 제1 및 제2노드의 사이에 시리즈로 연결하기위해 제1
트랜지스터(100)와 제2트랜지스터(104) 모두에 커플링된 전기적 상호접속부(118,120,131,1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억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기층의 표면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뒤덮으며 제1전극과 제1전극의 위에 있는 제2전극과
제1 및 제2전극의 사이에 있는 채널구역 및 채널구역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게이트전극(118)을
구비하는 제3트랜지스터(102)와, 제3트렌지스터(102)를 뒤덮으며 제1전극과 제1전극의 위에 있는 제2전
극과 제1 및 제2전극의 사이에 있는 채널구역 및 채널구역에 인접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게이트전극(40)
을 구비하는 제4트랜지스터(106) 및, 제3 및 제4트랜지스터(102,106)를 제1트랜지스터(106)나 또는 제2
트랜지스터(104) 중의 하나에 커플링하는 전기적 상호접속재료(131,120,118 또는 1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억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기층(12)이 기층내에서 제1트랜지스터의 아래에 놓이는 확산구역 (14)을 부가적으로 포
함하는 것을 에칭으로 하는 반도체기억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확산구역(14)이 확산구역에 인접한 실리사이드구역을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하는 반도체기억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1트랜지스터(100)가 도전성 상호접속부(118,136)를 거쳐 레지스티브장치(135)에 커플
링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기억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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