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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63101740 A * JP08264794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김상걸

전체 청구항 수 : 총 8 항

(54) 반도체 장치 및 그것을 이용하는 표시 장치

(57) 요약

역 스태거형의 MOSFET(1)에서, 산화아연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반도체층인 채널층(5)에 대한 게이트 절연층(4)을, 비정

질상의 산화알루미늄으로 형성한다. 이와 같은 구조로 함으로써, 채널층(5)과 게이트 절연층(4)과의 계면에서의 결함 준위

가 저감되어, 모든 적층막을 결정성 적층막으로 제작한 반도체 장치와 동등 레벨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방법은, 순 스태거형의 MOSFET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층이 Ⅱ족 산화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로서,

상기 반도체층의 적어도 한쪽 면에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이 적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Ⅱ족 산화물은 산화 아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이 산화 아연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반도체층의 막 두께가 5nm 이상, 100n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장치.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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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이 1×1014Ω·㎝ 이상, 2×1017Ω·㎝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의 반도체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이 게이트 절연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은 산화 아연으로 이루어진 채널층이며, 상기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층

이, 기판과 상기 채널층 사이의 계면 제어용의 바탕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의 반도체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Ⅱ족 산화물을 반도체층으로서 이용한 반도체 장치 및 그것을 이용하는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산화 아

연을 반도체층으로서 이용한 반도체 장치에 적합한 성능 개선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산화 아연 등의 Ⅱ족 산화물을 반도체층으로서 사용한 반도체 장치를 제작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

는 반도체 장치의 개량을 목적 혹은 수단으로서 제시하고, 질이 높은 구체적인 기술을 다수 보고하고 있다. 그 기술이란,

대체로, 반도체 장치의 성능 향상에는 적층막의 결정성의 향상이나 상기 결정성의 제어, 그에 수반하는 계면 제어, 나아가

서는 불순물의 도핑이 유효하며, 이를 위해서 각 적층막의 적층 방법이나 적층막 재료, 도핑 재료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이다.

이러한 보고가 있는 가운데,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이룬 것이 조금씩 보인다. 여기서, 이하의 4개의

선행 기술(특허 문헌)에 대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면, 일본국 공개 공보인 특허 공개 소화 63-101740호 공보(공개일 1988년 5월 6일; 이하, 특허 문헌1이라고 함)

에는, 산화 아연 등을 채널층으로서 이용한 종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형 가스 센서가 기재되어 있다.

일본국 공개 공보인 특허 공개 2000-150900 공보(공개일 2000년 5월 30일; 이하, 특허 문헌2라고 함)에는, 트랜지스터

의 채널층에 산화 아연 등의 투명 반도체를 사용하고, 게이트 절연층에도 투명 절연성 산화물을 사용하는 등 하여 트랜지

스터를 투명으로 함으로써, 액정 표시 장치의 개구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국 공개 공보인 특허 공개 2000-277534 공보(공개일 2000년 10월 6일; 이하, 특허 문헌3이라고 함)는, 산화 아연과,

기초막과의 격자 부정합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상기 기초막으로서, 연구에서 다용되고 있는 사파이어 기판이 아니라,

결정의 ScAlMgO4 등의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 그 요지로 되어 있다. 이 때의 격자 부정합은 약 0.13%로 대폭 개선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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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판을 이용하여 산화 아연을 적층했다면, 대부분 단결정에 가까운 산화 아연을 적층 가능하다는

훌륭한 기술이 기재되어 있다. 즉, 산화 아연의 결정성 향상이 산화 아연을 이용한 반도체 디바이스의 성능 향상의 열쇠이

고, 이를 위해 기초막으로서 격자 부정합을 고려한 ScAlMgO4 등의 기판을 사용했다면, 산화 아연의 결정성의 대폭적인 개

선에 성공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본국 공개 공보인 특허 공개 2002-76356 공보(공개일 2002년 3월 15일; 이하, 특허 문헌4라고 함)에는, 산화 아연 등

의 투명 채널층을 갖는 트랜지스터의 온오프비 특성이나 이동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화 아연에 3d 천이 금속 원소

를 도핑하는 등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특허 문헌1은, 구체예에 있어서 산화 알루미늄을 기판으로 하고, 그 위에 산화 아연을 형성하여 종형 트랜지스터를

제작하고 있다. 이것은 격자 정합을 고려하여, 산화 아연의 결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특허 문헌3에 기재된 산화 아연이나 ScAlMgO4 등은, 격자 정합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결정인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반도체 장치의 성능 향상에는, 적층막의 결정성의 향상이나 상기 결정성의 제어, 그에 수반하는

계면 제어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 문헌2 및 특허 문헌4는, 구체예에 있어서 산화 아연을 채널층에 사용하고, 그 위에 산화 알루미늄이나

ScAlMgO4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함으로써 투명한 트랜지스터를 제작하고 있다.

이들 특허 문헌2 및 4에서는, 게이트 절연막 재료에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다수 예시되어 있지만,

산화 알루미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절연막과 채널층의 계면 제어를 고려하여 예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투명 절연막 재료의 일례로서 기재되어 있다. 예외로서, ScAlMgO4는 격자 매칭을 고려한 투

명 절연막 재료로서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상기 재료는 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각 선행 문헌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상기 재료에 결정 재료를 사용한 경우, 이하와 같은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1. 성막이 용이하지 않다.

2. 기판의 대형화가 용이하지 않다.

3. 적층막의 성막의 순서가 고정된다.

즉, 상기 1에 관해서는, 산화 아연 등을 소정의 결정으로서 성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펄스 레이저 디포지션 등과 같이,

정밀한 장치나 정밀한 조건의 확정 및 이들의 확실한 유지가 불가결하다. 이 때문에, 대량 생산에는 또 다른 고안이 필요하

게 된다. 또한, 상기 ScAlMgO4 등의 기판의 성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상기 2에 관해서는, 산화 아연 등이나 ScAlMgO4 등을 소정의 결정으로서 성막하는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정밀한 장치

나 정밀한 조건의 확정 및 이들의 확실한 유지가 불가결한 데 대하여, 이들 요건을 액정 등의 대형 기판으로 실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에의 응용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층 검토가 필요하다.

상기 3에 관해서는, 산화 아연 등을 소정의 결정으로서 성막함에 있어서, 상술한 바와 같이 격자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초

막으로서 ScAlMgO4 등의 기판을 소정의 결정으로서 성막할 필요가 있으며, 필연적으로, 기초막인 ScAlMgO4 등은 산화

아연 등보다도 먼저 성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FET를 생각하면, 반도체층에 대하여, 게이트 전극이 기판

의 반대측으로 되는 순 스태거형에밖에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은 반도체 장치의 설계에서는 설계의 자유도를 좁혀 버리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상기 특허 문헌2는, 산화 아연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반도체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기재하고 있

지만, 트랜지스터 자체의 성능 향상 혹은 제작의 간략화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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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 문헌4는, 트랜지스터의 온오프비 특성이나 이동도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이지만, 트랜지스터의 전기 특성상의

임계치 시프트 등에 영향을 주는, 특히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절연막과 채널층의 계면 제어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

다.

이상, 문제점을 생각하여 보았지만, 선행 기술로서 든 각 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높은 퀄리티를 구비하고 있지만,

기술 응용상의 문제가 있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목적은, 반도체층이 Ⅱ족 산화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범용적인 방법으로 성능이 향상된 반도체

장치 및 그것을 이용하는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는, 반도체층이 Ⅱ족 산화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로서, 상기 반도체층의 적어도 한쪽 면에 비정

질상의 산화 알루미늄(Al2O3)이 적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반도체층이 산화 아연 등의 Ⅱ족 산화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적층막의 결정성의 향상이나 상기 결정성의 제어, 그에 수반하는 계면 제어, 나아가서는 불순물의 도핑이라고 하

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었던 데 대하여, 본 발명에서는 반도체층의 적어도 한쪽 면에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을 적층한

다. 이러한 구조로 함으로써,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 이외의 적층막에서는 불가능한, 모든 적층막을 결정성 적층막으로

제작한 반도체 장치와 동등 레벨의 성능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상기 Ⅱ족 산화물의 반도체층에 상기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을 적층함으로써, 이들 계면에서의 결함 준위가 저감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상기 결함 준위란, 반도체층

의 캐리어 이동 시에 장해로 되는 전자적 결함이다.

이에 의해서, 산화 아연 등의 반도체층에 대하여, 종래만큼 결정성의 향상의 요구가 강하지 않고, 성막이 용이하며, 또한

기판의 대형화에도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Ⅱ족 산화물을 반도체층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적층

막의 성막 순서가 고정되는 일없이, 설계 자유도가 높은, 즉 범용적인 반도체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FET로 생각하면, 반도체층에 대하여, 게이트 전극이 기판의 반대측으로 되는 상기 순 스태거형에서는, 기판과 반도

체층의 사이에, 상기 특허 문헌3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층을 게이트 절연막으로

서 형성해도 되고,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조합하여 이용하여도 된다.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에서는 상기 Ⅱ족 산화물은 산화 아연인 것이 바람직하다. 반도체층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Ⅱ족 산

화물로서는, 예를 들면 산화 아연(ZnO), 산화 마그네슘 아연(MgxZn1-x0), 산화 카드뮴 아연(CdxZn1-x O), 산화 카드뮴

(CdO)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화 아연이 특히 적합하고, 특성의 향상을 특히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 장치는 상기의 반도체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구성에 따르면,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는 모든 적층막을 결정성 적층막으로 제작한 반도체 장치와 동등 레벨의 성

능을 얻을 수 있고, 성막이 용이하며, 또한 기판의 대형화에도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액정 표시 장치 등의 표시

장치, 특히 대형의 표시 장치에 대하여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특징, 및 우수한 점은 이하에 개시하는 기재에 의해서 충분히 알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이익은

첨부 도면을 참조한 다음의 설명으로 명백해질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는, 반도체층이 산화 아연 등의 Ⅱ족 산화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성능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

어서, 반도체층의 적어도 한쪽 면에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이 적층되어 있는 구조로 함으로써,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

늄 이외의 적층막에서는 불가능한, 모든 적층막을 결정성 적층막으로 제작한 반도체 장치와 동등 레벨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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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산화 아연 등의 반도체층에 대하여, 종래만큼, 결정성의 향상의 요구가 강하지 않고, 성막이 용이하며, 또

한 기판의 대형화에도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Ⅱ족 산화물을 반도체층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적

층막의 성막 순서가 고정되는 일없이, 설계 자유도가 높은 반도체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상기 Ⅱ족 산화물이 산화 아연인 경우, 상기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과의 조합에 의해서, 계면에서의 결함

준위가 대폭 저감되어, 상기 반도체 장치의 성능이 보다 한층 향상된다. 상기의 조합에 의해, 게이트 절연층과 채널층의 계

면 결함에 기인하는 트랜지스터의 전기 특성의 임계치 어긋남은, 거의 0V로 된다.

상기 반도체 장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성막이 용이하고, 또한 기판의 대형화에도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액정

표시 장치 등의 표시 장치, 특히 대형의 표시 장치에 대하여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의 일 형태의 반도체 장치인 FET의 구조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의 다른 형태의 반도체 장치인 FET의 구조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의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 장치인 FET의 구조를 도시하는 단면도.

도 4는 도 1 내지 도 3에서 도시하는 FET의 일 사용 예인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액정 표시 장치의 개략적인 사시도.

도 5는 도 4에서 도시하는 액정 표시 장치에 있어서의 TFT 기판의 정면도.

도 6은 도 5에서 도시하는 FET 기판에 있어서의 화소 영역의 구성을 도시하는 정면도.

도 7은 도 1에 도시하는 FET의 전계 효과 이동도와 ZnO막 두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실시 형태 1〕

본 발명의 실시의 일 형태에 대하여 도 1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의 일 형태의 반도체 장치인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1)의 구조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이

FET(1)는 역 스태거형의 MOS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이고, 대략적으로, 기판(2) 상에,

게이트층(3)과, 게이트 절연층(4)과, 채널층(5)과, 소스층(6) 및 드레인층(7)이, 순차 적층되어 구성되어 있다.

기판(2)은 각 층을 적층하기 위한 토대이고, 재료는 실리콘 웨이퍼나 글래스, 플라스틱 등, 본 발명에서는 특별히 한정하지

는 않는다. 게이트층(3)은 FET(1)를 구동하기 위한 게이트 배선이고, 그 재료로서는 금속이나 반도체 등의 도전성 물질을

들 수 있지만, 특별히 한정은 없다. 또한, 기판(2)의 막 두께는 통상, 0.1mm 이상 2mm 이하의 범위 내, 게이트층(3)의 막

두께는 통상, 50nm 이상 300nm 이하의 범위 내로 설정되지만, 어느 것도 특별히 한정은 없다.

게이트 절연층(4)은 본 발명에 관한 것이고, 재료는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Al2O3)이다. 게이트 절연층(4)으로서 이와

같이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게이트 절연층(4)의 막 두께는, 내전압

의 관점에서, 100n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200nm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한편, 게이트 절연층(4)의 막 두께는,

충분한 정전 용량을 얻기 위해서, 700n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600nm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채널층(5)은 산화 아연(ZnO), 산화 마그네슘 아연(MgxZn1-xO), 산화 카드뮴 아연(CdxZn1-xO), 산화 카드뮴(CdO) 등의

Ⅱ족 산화물 혹은 이들을 포함하는 반도체층이고, 산화 아연이 특히 적합하다. 채널층(5)의 막 두께는 통상, 100nm 이상

200nm 이하의 범위 내로 설정되지만, 특별히 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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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층(5)에는 이동도의 향상을 의도하여 결정성을 갖게 하여도 되고, 결정입계에 의한 산란을 고려하여 비정질상이어도

된다. 또한, 채널층(5)에 결정성을 갖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배향성을 갖게 하여도 된다.

채널층(5)에 결정성 및 배향성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산화 아연을 채널층(5)에 이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산화 아연은, 결정성이나 배향성을 스스로 띠기 쉬운 성질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퍼터링법을 이용하는 경우, 성막 레

이트를, 채널층(5)에 결정성 및 배향성을 갖게 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낮게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의

FET(FET(1))에는 이동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원 발명자들의 실험 결과에서는, 성막 레이트를

10∼20Å/s 정도(1Å=10-10m)로 함으로써, 이동도(전계 효과 이동도)는 대강 1 자릿수 상승하여, 4㎠/V·s 정도의 이동도

가 얻어졌다.

상기 소스층(6) 및 드레인층(7)은 각각 소스 배선 및 드레인 배선으로 되고, 금속이나 반도체 등의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지

고, 채널층(5)과 오믹 접합 가능한 재료이면, 특별히 한정은 없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Al), 몰리브덴(Mo), 탄탈(Ta), 티탄

(Ti), 은(Ag) 등의 금속; 인듐 주석 산화물(ITO), 인듐 아연 산화물(IZO) 등의 투명 도전막; 혹은 ZnO에 불순물을 도핑한

도전막; 등이어도 된다. 이들 소스층(6) 및 드레인층(7)의 막 두께는 통상, 50nm 이상 300nm 이하의 범위 내로 설정되지

만, 특별히 한정은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FET(1)에서는, 게이트 절연층(4)으로서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을 이용하고, 게이트 절연층(4)에

연속하여 채널층(5)의 산화 아연 등을 적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조합에 의해서, 계면에서의 결함 준위가 대폭 저감되고,

FET(1)의 성능이 향상된다. 이 증거로서, 상기의 조합에 의해, 게이트 절연층과 채널층의 계면의 결함에 기인하는 트랜지

스터의 전기 특성의 임계치 어긋남은 거의 0V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액정 패널 등에 잘 사용되는 비정질상의 질화 실

리콘과 산화 아연의 조합에서는, 상기 임계치 어긋남이 커, 수 십 V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결함 준위란, 채널층(5)에

서의 캐리어 이동 시에 장해로 되는 전자적 결함이다.

표 1에, 도 1의 구조의 FET(1)에 의한 특성의 개선 효과를, 본 건 발명자의 실험 결과로부터, 구체적으로 도시한다. FET

의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으로서, 게이트 전압에 대한 소스-드레인간의 전류 변화 특성인 Vg-Id 특성이 있다. 이

Vg-Id 특성을 특징짓는 지표로서, 임계치 전압, 이동도, 온오프비, 히스테리시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 표 1에 나타낸다.

실험 조건은 이하와 같이 했다. 임계치 전압, 이동도, 온오프비, 히스테리시스는, 반도체 파라미터 애널라이저(Agilent사

제, 형번 4155C)를 사용하여, Vg-Id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구했다.

또한, 이들 모든 시료는 채널층(5)으로서 산화 아연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실험에는, 무알카리 글래스로 이루어지는 0.7㎜의 기판(2) 상에, 탄탈(Ta)로 이루어지는 150nm의

게이트층(3), 각각 이하에 나타내는 재료로 이루어지는 200nm의 게이트 절연층(4), 결정성을 갖게 한 산화 아연으로 이루

어지는 100nm의 채널층(5), 알루미늄(Al)으로 이루어지는 100nm의 소스층(6) 및 드레인층(7)이,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이 순서로 적층되어 이루어지는 FET를 사용했다.

종래의 시료는 각 적층막에 결정성을 갖게 하여 제작한 것으로, 본 발명의 시료는, 상술한 바와 같이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

미늄(저항율 5×1013Ω·㎝)의 게이트 절연층(4) 상에, 채널층(5)으로서, 결정성을 갖게 한 산화 아연을 적층한 것이고, 비교

용의 시료는, 상기 게이트 절연층(4)을 본 발명의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으로부터 비정질상의 질화 실리콘(저항율

1×1016Ω·㎝)으로 치환하고, 그 위에, 결정성을 갖게 한 산화 아연을 적층한 것이다. 또한, 상기 종래의 시료에서는, 게이트

절연층(4)으로서, 지르콘산 칼슘(저항율 3×1014Ω·㎝)을 이용하고 있다.

[표 1]

 임계치 전압 온오프비 이동도(㎠/V·s) 히스테리시스

종 래 0.0±2.0 108 3.0-5.0 2.0V 이내

본 발명 0.0±3.0 107 3.0-4.0 3.0V 이내

비교용 0.0±수 십 104 1.0 이하 수 십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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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구조에 의한 FET는 결정성 적층막으로 제작한 종래의 FET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기 게이트 절연층(4)으로서는,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 이외의 일례로서 제시한 비정질상의 질화

실리콘막에 대하여,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에서는 보다 현격히 성능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게이트 절연층(4)으로서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을 이용함으로써, 모든 적층막을 결정성 적층막으로 제작한

FET와 동등 레벨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의해서, 계면의 결함이 적게 유지되고, 산화 아연 등의 채널층(5)에 대하여,

종래만큼, 격자 정합을 고려한 결정성의 향상의 요구가 강하지 않고, 또한 기초막도 비정질상이기 때문에, 성막이 용이하

며, 또한 기판의 대형화에도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는 Ⅱ족 산화물을 채널층(5)으로 하는 FET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Ⅱ족 산화물로서 산화 아연을 이용함으로써, 특히 특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상기 산화 알루미늄

은, 결정이 아니라, 비정질상으로 적층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이 용이하고, 예를 들면 스퍼터링법과 같은, 현재 대량 생산

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치에서, 종래에 비하여 간단히 제작할 수 있고, 게다가 종래에 비하여 대형 기판을 사용할 수 있다.

〔실시 형태 2〕

본 발명의 실시의 다른 형태에 대하여, 도 2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의 다른 형태의 반도체 장치인 FET(11)의 구조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이 FET(11)는 순 스태거형

의 MOSFET이고, 대략적으로, 기판(12) 상에, 소스층(16) 및 드레인층(17)과, 채널층(15)과, 게이트 절연층(14)과, 게이

트층(13)이, 순차 적층되어 구성되어 있다. 기판(12) 및 각 층(13∼17)의 기능 및 재료 및 막 두께는, 전술한 도 1의 FET

(1)에 있어서의 기판(2) 및 각 층(3∼7)의 기능 및 재료 및 막 두께와 마찬가지이므로, 각각의 설명은 생략한다.

이들 도 1과 도 2의 구조의 비교로부터 이해할 수 있듯이,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지는 게이트 절연층(4,

14)과, 산화 아연 등으로 이루어지는 채널층(5, 15)은, 어느 쪽을 먼저 성막해도 상관없다. 이에 의해서, 반도체 장치 설계

에 있어서 설계의 자유도가 종래보다도 높아지고, 설계의 선택지를 증가, 즉 범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순 스태거형의 FET(11)에 있어서, 기판(12)과 반도체층인 채널층(15)의 사이에, 상기 특허 문헌3의 방법을 사용

하여, 격자 부정합을 완화하도록 해도 되고, 이 경우에는 채널층(15)의 결정성이 한층 향상되어, 한층 더 성능의 향상을 기

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조합하여 이용되어도 무방하다.

〔실시 형태 3〕

본 발명의 실시의 또 다른 형태에 대하여 도 3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의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 장치인 FET(21)의 구조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이 FET(21)는 쇼트키

게이트형의 FET이고, 대략적으로, 기판(22) 상에, 기초층(24)과, 채널층(25)과, 게이트층(23), 소스층(26) 및 드레인층

(27)이, 순차 적층되어 구성되어 있다.

기판(22)은 전술한 기판(2, 12)과 마찬가지로, 각 층(23∼27)을 적층하기 위한 토대이고, 재료는 실리콘 웨이퍼나 글래스,

플라스틱 등, 본 발명에서는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는다. 상기와 같이 기판(22) 상에 기초층(24)을 형성하는 경우, 기판(22)

의 막 두께는 통상, 0.1mm 이상 2㎜ 이하의 범위 내로 설정되지만, 특별히 한정은 없다.

게이트층(23)은 FET(21)를 구동하기 위한 게이트 배선으로, 재료는 금속이나 반도체 등의 도전성 물질이고, 채널층(25)

과 쇼트키 접합하는 재료이면, 특별히 한정은 없다. 예를 들면 금(Au), 백금(Pt) 등이다. 또한, 상기 게이트층(23)의 막 두

께는, 상기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로 통상, 50nm 이상 300nm 이하의 범위 내로 설정되지만, 특별히 한정은 없다.

기초층(24)은 채널층(25)과의 계면 제어를 위한 막으로, 재료는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이다. 기초층(24)의 막 두께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물성 확보의 관점에서 5n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10nm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기초층(24)의 막 두께가 5nm 미만이면, 막 두께가 불균일해져, 계면 준위를 저감시키는 효

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초층의 막 두께는 생산 효율의 관점에서, 1㎛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

고, 500nm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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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층(25)은 상기 채널층(5, 15)과 마찬가지로, 산화 아연 등으로 이루어지고, 결정성을 갖게 하여도 되고, 비정질상이어

도 된다. 채널층(25)에 결정성을 갖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배향성을 갖게 하여도 된다. 또한, 채널층(25)의 막 두께도

상기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로 통상, 100nm 이상 200nm 이하의 범위 내로 설정되지만, 특별히 한정은 없다.

소스층(26) 및 드레인층(27)은 각각 소스 배선 및 드레인 배선으로 되고, 금속이나 반도체 등의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채널층(25)과 오믹 접합 가능한 재료이면, 특별히 한정은 없다. 이들 소스층(26) 및 드레인층(27)의 막 두께도 상기

실시 형태 1과 마찬가지로 통상, 50nm 이상 300nm 이하의 범위 내로 설정되지만, 특별히 한정은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FET(21)에서는 도 3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듯이,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을, 기판(22)과 채널층

(25)의 사이의 계면 제어용의 기초층(24)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기 산화 알루미늄의 막을, 반드시 게이

트 절연막으로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산화 아연 등의 Ⅱ족 산화물을 포함하는 반도체층의 적어도 한쪽 면에 적층함으로

써, 반도체층의 결함 준위를 저감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FET의 3가지 예를 들지만, 본 발명은 특별히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Ⅱ족 산화물을 포함하는

반도체층과 함께, 반도체나 도체, 절연체 등을 적층하여, 반도체 장치를 제작하는 경우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실시 형태 4〕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이용한 표시 장치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 4 내지 도 6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또한, 설명의 편의상, 상기 실시 형태 1∼3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갖는 구성 요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

략한다.

도 4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FET(1, 11, 21)의 일 사용예인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액정 표시 장치(31)의 개략적인

사시도이다. 이 액정 표시 장치(31)는 대략적으로, 편광판(32)과, TFT(thin film transistor) 기판(33)과, 액정층(34)과, 컬

러 필터 기판(35)과, 편광판(36)이, 순차로 적층되어 구성되어 있다.

편광판(32, 36)은 광원으로부터의 빛을 편광으로 하는 것이다. TFT 기판(33)은 외부로부터의 각종 신호에 따라서, 액정층

(34)을 표시 구동하기 위한 전압을 인가하는 것이고, TFT로서 상기 FET(1, 11, 21)가 사용되고 있다.

액정층(34)은 TFT 기판(33)으로부터의 인가 전압에 따라서 편광을 변화시키는 층이다. 컬러 필터 기판(35)은 편광을 착

색하기 위한 기판이다. 편광판(36)은 편광의 투과와 차단을 제어하는 기판이다. 액정층(34)의 외주부에는 액정층(34)을 밀

봉하기 위한 액정 밀봉층(37)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의해서, 외부로부터의 신호에 따라서 TFT 기판(33)이 액정층(34)에 전압을 인가하면, 액정층(34)의 편광이 변화하

고, 편광판(36)에 있어서 편광의 투과와 차단이 행해져, 외부로부터의 신호에 따른 표시가 실현된다.

도 5는 TFT 기판(33)의 정면도이다. TFT 기판(33) 상에는 복수의 게이트 배선(41) 및 소스 배선(42)이 서로 직교하여 형

성되어 있고, 이들 게이트 배선(41) 및 소스 배선(42)에 의해서 구획된 영역이 각 화소로 되어, 화소 전극(43)이 각각 형성

되어 있다. 또한, 게이트 배선(41)과 소스 배선(42)의 교차부(44)에 FET로서 전술한 FET(1, 11, 21)가 배치되고, 게이트

배선(41)에서 선택된 화소의 화소 전극(43)에, 소스 배선(42)으로부터의 화상의 데이터를 기입한다.

TFT 기판(33)의 외주부에 형성되는 단자부(45, 46)는, 각각 게이트 배선(41) 및 소스 배선(42)에 외부로부터의 신호를 입

력하기 위한 드라이버 소자를 접속하기 위한 영역이다. 그리고, 본 발명과 같이, FET에, 모든 적층막을 결정성 적층막으로

제작한 FET와 동등 레벨의 성능이 얻어지는 점에서, 상기 드라이버 소자도 이 TFT 기판(33) 상에 일체로 형성해도 되고,

그 경우, 단자부(45, 46)에, 드라이버 소자의 FET가 형성된다.

도 6은 도 5에서 도시하는 TFT 기판에 있어서의 화소 영역의 정면도이다. 각 화소 영역은 2개의 게이트 배선(41)과 2개의

소스 배선(42)에 둘러싸여 형성되어 있다. 각 화소 영역 내에 게이트 배선(41)에 접하여 게이트 전극(47)이 형성되고, 소스

배선(42)에 접하여 소스 전극(48)이 형성된다. 그리고, 화소 전극(43)에 접하여 드레인 전극(49)이 형성된다. 게이트 전극

(47), 소스 전극(48), 드레인 전극(49)의 각각이, FET(1)에서는 게이트층(3), 소스층(6), 드레인층(7)에 접속되고, FET

(11)에서는 게이트층(13), 소스층(16), 드레인층(17)에 접속되고, FET(21)에서는 게이트층(23), 소스층(26), 드레인층

(27)에 접속되어 있다. 이상의 구성으로 FET(1, 11, 21)를 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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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액정 표시 장치에 한하지 않고, Ⅱ족 산화물을 포함하는 반도체층과 함께, 반도체나 도체,

절연체 등을 적층한 기판을 사용하는 표시 장치 전반에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다.

〔실시 형태 5〕

본 실시 형태에서는,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과 FET의 Vg-Id 특성에 있어서의 히스테리시스와의 관계에 대

하여 검증한다. 또한, 설명의 편의상, 상기 실시 형태 1 내지 4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갖는 구성 요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붙

이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표 2에, 상기 도 1에 도시하는 FET(1)에 있어서, 게이트 절연층(4)에 이용하는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에 관하여, 비정

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과 FET의 Vg-Id 특성에 있어서의 히스테리시스의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게이트 절연층

(4)에 이용하는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을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변경한 것 이외에는, 측정 조건은 상기 실

시 형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했다. 또한, 표 2에 나타내는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은, 수은 프로브법(SOLID

STATE MEASURMENT INC사제 「495 C-V SYSTEM(상품명)」)에 의해 측정했다.

[표 2]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률(Ω·㎝)     히스테리시스

2.3×1014 0.3

1.2×1014 1.0

1.3×1013 3.3

2.6×1012 10.1

표 2로부터,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이 증가하는 것에 의해 FET(FET(1))의 히스테리시스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ET의 히스테리시스는 반도체층과 절연층의 계면의 결함 준위를 반영하고 있으며, 히스테리시스가 작은 쪽이 계면 결함

준위가 적음을 나타내고 있고, FET의 성능상 바람직하다.

상기 실시 형태 1의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FET의 히스테리시스는 3V 이하이면 실용 가능하지만, FET 특성의 안정성

의 관점에서, 실용상 바람직한 히스테리시스의 크기는 약 1V 이하이다. 이 때문에, 표 2의 결과로부터,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은 1×1014Ω·㎝ 이상, 보다 엄밀하게는 1.2×1014Ω·㎝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2×1014Ω·㎝ 이상인 것

이 보다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게이트 절연층(14) 혹은 기초층(24))과 반도체층(채널층(15, 25))이 계면을 형성하는

도 2에 도시하는 FET(11)와 도 3에 도시하는 FET(21)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ET의 히스테리시스는, 반도체층과 절연층의 계면의 결함 준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

의 저항율은 크면 클수록 바람직하지만, 비정질상의 알루미늄을 얻는 데에 있어서, 그 상한은 2×1017Ω·㎝이다.

또한,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은, 예를 들면 성막 분위기에 있어서의 산소 분압을 변화시킴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은, 예를 들면 산소 분압을 낮춤으로써 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이 2.3×1014Ω·㎝일 때의 산소 분압은 10mTorr(≒1.3Pa)이고,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

율이 2.6×1012Ω·㎝일 때의 산소 분압은 70mtorr(≒9.3Pa)이고, 표 2에 기재된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은, 산소 분압을

낮춤으로써, 보다 저항값을 크게 할 수 있다. 단, 약 10-5torr(≒1.3mPa)를 경계로 하여 그 이하로 산소 분압을 낮추면, 반

대로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의 저항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산소 분압을 변화시킴으로써, 원하는 저항값

을 갖는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다.

〔실시 형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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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의 다른 형태에 대하여 도 1 및 도 7에 기초하여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주로, 상기 실

시 형태 1과의 상위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의 편의상, 상기 실시 형태 1 내지 5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갖는

구성 요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펄스 레이저 디포지션(PLD)법에 의해,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과 산화 아연을 적층하여, 도 1에 도

시하는 FET(1)을 제작했다.

도 1의 FET(1)는 상기 실시 형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역 스태거형의 MOSFET으로서, 그 구조는 상기 실시 형태 1에 기

재한 대로이며, FET(1)에 있어서의 FET 기판(2) 및 게이트층(3)의 기능 및 재료 및 그 막 두께도 또한 상기 실시 형태 1에

기재한 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상기 게이트층(3)을 적층한 FET 기판(2) 상에, 게이트 절연층(4)으로서, 비정질상의 산화 알루미늄

(Al2O3)을 PLD법에 의해 피착했다. 피착 조건은 이하와 같다고 했다. 즉, KrF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고, 레이저 파워 밀

도는 3.0J/㎠, 레이저 펄스 반복 주파수는 10Hz, 피착 분위기는 산소, 피착 압력은 10mTorr(≒1.3 Pa)로 하고, 타깃에는

산화 알루미늄 소결체를 사용하고, 막 두께는 200nm 정도로 했다.

계속해서, 상기 채널층(5)으로서, 상기 게이트 절연층(4) 상에, 산화 아연(ZnO)을 PLD법에 의해 피착했다. 피착 조건은 이

하대로 했다. 즉, KrF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고, 레이저 파워 밀도는 1.0J/㎠, 레이저 펄스 반복 주파수는 10Hz, 피착 분

위기는 산소, 피착 압력은 200mTorr(≒26.7Pa)로 하고, 타깃에는 산화 아연 소결체를 사용하고, 막 두께는 5∼100nm 정

도로 했다. 또한, 산화 아연의 막 두께(이하, ZnO막 두께라고 함)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각각 소스 배선 및 드레인 배선으로 되는 상기 소스층(6) 및 드레인층(7)에는, 알루미늄(Al)을 이용했다. 또한, 본 실시 형

태에서는 상기 소스층(6) 및 드레인층(7)에 Al을 사용했지만, 소스층(6) 및 드레인층(7)의 재료로서는, 상기 실시 형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금속이나 반도체 등의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지고, 채널층(5)과 오믹 접합 가능한 재료이면, 특별히 한정

은 없다. 소스층(6) 및 드레인층(7)의 재료로서는, 상기 실시 형태 1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Al, Mo, Ta, Ti, Ag

등의 금속; ITO, IZO 등의 투명 도전막; 혹은 ZnO에 불순물을 도핑한 도전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의 공정에 의해 제작된 도 1에 도시하는 FET(1)의 이동도(전계 효과 이동도)와 산화 아연의 막 두께(이하, ZnO막 두

께라고 함)의 관계를 도 7에 도시한다. 또한, 게이트 절연층(4) 및 채널층(5)을, 상술한 바와 같이 PLD법을 이용하여 형성

함과 함께 상기 채널층(5)의 막 두께를 이하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마다 변경한 것 이외에는, 상기 실시 형태 1과 마찬가

지의 측정 조건에 의해 상기 FET(1)의 이동도를 측정했다. 또한, 게이트 절연층(4)에는 저항율 2.4×1014Ω·㎝의 산화 알

루미늄을 이용했다.

도 7로부터, ZnO막 두께가 증가함과 함께 전계 효과 이동도가 증가하여, 30nm 정도에서 최대값을 얻는다. 또한 ZnO의 막

두께가 증가하면 전계 효과 이동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비정질 실리콘을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에서는, 전계 효과 이동도가 O.35㎠/V·s 정도, 보다 바람직하게는 O.5㎠/V·s 정

도이면 실용상 문제 없지만, 1.O㎠/V·s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1.5㎠/V·s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도 7로부터,

ZnO를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전계 효과 이동도가 0·35㎠/V·s 이상인 ZnO막 두께는 5∼100nm 정도이다. 따

라서, ZnO를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에 있어서, ZnO막 두께의 하한은 도 7로부터, 실용상 5n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10nm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15nm 이상인 것이 보다 한층 바람직하고, 20nm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ZnO막 두께의 상한은 도 7로부터, 실용상, 100n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90nm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

하고, 80nm 이하인 것이 보다 한층 바람직하고, 60nm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7로부터, ZnO

막 두께가 30nm∼40nm의 범위 내일 때 전계 효과 이동도가 거의 극대치로 되기 때문에, 높은 전계 효과 이동도를 얻는 데

에 있어서, ZnO막 두께는 30nm∼40nm의 범위 내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의 항에서 이룬 구체적인 실시 양태 또는 실시예는, 어디까지나 본 발명의 기술 내

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구체예에만 한정하여 협의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정신과 다음에

기재하는 특허 청구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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