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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게이트 전극이 소스 및 드레인 영역으로부터 오프셋 되는 오프셋-게이트 TFT 또는, 게이트 절연막이 증착에 의해 형
성되는 TFT를 이용하는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 있어서,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뿐만 아니라 그 매트릭스 회로
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회로도 P-채널 TFT를 이용하여 형성되는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이다.

대표도
도 1e

색인어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 구동 회로, 액정 표시 장치, 오프셋-게이트 TFT, P-채널 TF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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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내지 도 1e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집적 회로 제조 공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

도 2a 내지 도 2e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집적 회로 제조 공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

도 3a 및 도 3c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집적 회로 제조 공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

도 4 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집적 회로에 이용된 쉬프트 레지스터를 도시한 회로도.

도 5 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집적 회로에 이용된 쉬프트 레지스터를 도시한 회로도.

도 6 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집적 회로에 이용된 쉬프트 레지스터를 도시한 회로도.

도 7a 및 도 7b는 종래의 N-채널 TFT의 성능 저하 현상(deterioration)을 설명하는 도면.

도 8 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모놀리식 액정 표시 장치(a monolithic liquid crystal display)를 도시한 블럭
도.

도 9 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을 도시한 블럭도.

도 10 은 제 4 실시예의 특정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1 및 도 12 는 제 4 실시예의 COG 방법에 의해 얻어진 구성의 예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1 :기판 102, 106 : 실리콘 이산화막

103, 105 : 실리콘막 107, 109 : 게이트 전극

110, 112 : 양극 산화막 113, 115 : P형 영역

117 : 픽셀 전극 118, 122 : 배선

123 : TFT(박막 트랜지스터; thin-film transisto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박막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반도체 집적 회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매트릭스 구조를 갖는, 액정 표
시 장치 및 다이나믹 RAM(DRAM)과 같은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장치로서,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스위칭 소자로
서 작용하는 MOS 또는 MIS (금속-절연체-반도체)형의 전계-효과 소자 (일반적으로, MOS 소자로 칭함)를 포함하
는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와 상기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회로가 단일 기판 상에 형성되는 상기 모
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절연 표면상에 MOS 소자로서 형
성된 박막 트랜지스터들을 이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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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액정 표시 장치와 같은 매트릭스 구조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있어서, 각각의 소자를 스위칭 하기 위한 박막 
트랜지스터들(TFT: 박막 활성층들 또는 영역들을 갖는 절연-게이트 반도체 소자들)을 이용하는 매트릭스 회로에 대
해 심도 있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뿐만 아니라 그 매트릭스 회로를 구동하기 위한 주변 회로들도 
TFT를 이용하여 단일 기판 상에 형성되는,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장치가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모놀리식 액
티브 매트릭스 장치는 대다수 단자들의 접속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매트릭스 집적도의 증가와, 생산 수율의 개선이 기
대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구동 회로가 고속으로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성 실리콘이 활성층들에 이용되는 
TFT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TFT를 얻기 위해, 종래의 반도체 기술이 그대로 이용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기판 재료가 900℃ 이상의 
고온에서 견디어 내야 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판 재료는 석영 글라스(quartz glass)로 제한되어, 큰 면적이 되는 경
우 기판 단가가 매우 상승하게 된다.

    
보다 저렴한 기판을 사용하기 위해, 제조 공정의 최대 온도는 800℃ 보다 낮은 온도, 바람직하게는 600℃ 보다 낮은 온
도로 감소시켜야 한다. 심지어 제조자가 값비싼 기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회로들을 구성하는 
다른 재료들의 내열 성능으로 인하여 제조 공정을 보다 낮은 온도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활성층들
은 예컨대 800℃ 이하의 온도에서의 장기간의 열 어닐링 처리 또는, 레이저광과 같은 고 강도 광의 조사에 의해 비정질
(amorphous) 실리콘이 순간적으로 결정화되는 광학 어닐링 처리(레이저 어닐링 등)에 의해 비정질 실리콘을 결정화
함으로써 형성된다. 한편, 통상적인 반도체 공정에서 이용되는 바와 같은 열 산화막들은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이용될 
수 없으므로, 플라즈마 CVD, 대기압 CVD, 또는 스퍼터링과 같은 기상 증착법(vapor phase deposition)에 의해 800
℃ 이하의 온도에서 형성된 실리콘 이산화물, 실리콘 질화물, 실리콘 산소-질화물 등의 재료가 이용된다.
    

    
다른 한편, 다결정 실리콘과 같은 비결정(non-crystalline) 실리콘을 사용하는 TFT는, 게이트 전극이 역-바이어스(
reversely biased)될 때 큰 드레인 전류(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은 게이트 전극이 드레인
과 겹치지 않도록(오프셋 상태) TFT를 설계함으로써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트
랜지스터는 오프셋-게이트 트랜지스터로 불려진다. 종래에는 그러한 오프셋 상태를 포토리소그래픽 공정에 의해 우수
한 재현성(reproducibility)을 갖도록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5-114724 및 평5-26716
7호는 상기 문제점의 해결책을 개시하고 있다. 즉, 게이트 전극의 양극 산화(anodic oxidation)에 의해 얻어진 증가된 
게이트 부분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오프셋이 형성될 수 있다.
    

오프셋 게이트를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게이트 전극 주위에 형성되는 양극 산화막은, 예컨대 게이트 전극이 알
루미늄과 같은 내열성이 불충분한 재료로 형성되는 경우에, 이후의 열 처리 공정(예컨대, 레이저 조사, CVD 에 의한 성
막 공정)에서 힐록(hillocks)을 방지하는 이점을 제공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하지만, 기상 증착법에 의해 형성된 절연막은 막의 품질을 저하시키며, 또한, 실리콘막의 표면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의 
불충분한 경계면의 접합 성능으로 인하여, 실리콘막과 절연막 사이의 경계면과 절연막 내부에 많은 전하 트랩 중심(ch
arge trap centers)(특히, 전자 트랩 중심)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TFT가 장시간 동안 이용
될 경우, 많은 전자들이 트랩 중심(trap centers)으로 포획되어, TFT의 특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오프셋 형성을 위해 남아있는 양극 산화막은 유사하게 많은 트랩 레벨들을 갖게 되며, 특히, 알루미늄의 양극 산
화에 의해 형성되는 알루미늄 산화막은 전자들을 쉽게 포획한다. 이러한 것은 이들이 장시간 동안 이용될 경우 TFT의 
특성을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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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N-채널 TFT에 있어서, 포획된 전자(도 7a 참조)에 의해 드레인과 채널 형성 영역 사이의 경계부에 형성된 약한 
P형 영역은 드레인 전류(drain current)를 방해한다.

그러한 약한 P형 영역의 형성은 다음 이유로 인하여 오프셋-게이트 TFT에 있어서 현저히 나타난다. 실제의 동작에 있
어서, 게이트 전극 바로 아래 형성되는 약한 P형 영역은 게이트 전극에 대한 인가 전압에 의해 보다 작게 형성될 수 있
다. 하지만, 오프셋 영역에 형성되는 약한 P형 영역은 게이트 전극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드레인 영역으로부터 멀리 떨
어져 있으므로, 완전히 제어 불가능하게 된다.

게이트 전극 주위에 형성된 양극 산화막은 유사한 문제점을 갖는다. 특히, 드레인 전압이 낮을 경우, 소스로부터 드레인
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반전층(즉, 채널)은 약한 P형 영역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게다가, 낮은 드레인 전압으로 인하여, 
채널 형성 영역을 통해 이동하는 캐리어들(N 채널 TFT 인 경우이므로, 전자들)은 저속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드레인 
전류는 통상의 상태보다 적게 된다(도 7b 참조).

상기 드레인 전압이 충분히 높게될 경우, 반전층 자신은 정상 상태에서도 재처리되고, 전자들은 고속으로 이동한다. 따
라서, 약한 P형 영역의 존재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정상 상태에서의 특성과 동일한 특성만이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N-채널 TFT의 임계 전압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상기한 N-채널 TFT는, 예컨대, 액티브 매트릭스 회
로의 스위칭 소자들 또는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용 주변 구동 회로들의 아날로그 스위치 소자들에서와 같이 임계 전압의 
안정화가 요구되는 응용에서는 이용될 수 없다.

P-채널 TFT에 있어서는, 포획된 전자들은 채널 영역내의 드레인과 동일한 전도 형태를 갖는 영역을 단순히 추가시키
며, 그에 따라 특성의 심각한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

    
상기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N-채널 TFT 및 P-채널 TFT로 구성된 상보형 (CMOS) 회로는 N-채널 TFT의 성능 저
하로 인하여 장시간 사용 후에 양호하게 작동될 수 없는 문제점을 갖는다.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 있어서, 액
티브 매트릭스 회로와 소스 구동기의 출력 단부에는 아날로그 스위치들이 필요하게 된다. 상술한 문제점들은 그러한 아
날로그 스위치들을 형성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미국특허공보 4,582,395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놀리식 액티
브 매트릭스 회로에 있어서, 주변 구동 회로들의 논리 회로에는 통상적으로 CMOS 회로가 이용된다. 따라서, 상술한 성
능 저하의 문제는 모놀리식 액티브 회로를 형성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상술한 문제점은, 전계의 적용에 의해 투과율 및 반사율이 변화되는 액정과 같은 재료가 그 사이에 삽입되는 대향 
전극들 사이에 아날로그 전계를 공급함으로써 영상 디스플레이를 실행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와, 상기 액티브 매트
릭스 회로를 구동하기 위한 주변 회로들을 단일 기판 상에 구비하는 집적 회로인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서 
우선 해결해야 한다.

본 발명의 제 1 관점에 따라,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구성하는 모든 트랜지스터들은 P-채널 TFT들이 되며,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구성하는 TFT들은 오프셋-게이트 형태가 된다. 특히, 상기 오프셋-게이트 TFT는 일본 공개
특허공보 평5-114724 또는 평5-26716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극 산화 처리에 의해 양극 산화막으로 게이트 전극들
을 코팅하여 생성된다.

본 발명의 제 2 관점에 따라, 게이트 절연막이 800℃ 이하의 온도에서 형성되는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 있
어서, 모든 TFT들은 P-채널 TFT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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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3 관점에 따라,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구성하는 모든 트랜지스터들은 P-채널 TFT들이 되고,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용 구동 회로를 구성하는 TFT들 중 적어도 하나는 오프셋-게이트 형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 1 관점의 경우에서와 같이, 오프셋 TFT들은 게이트 전극들을 양극 산화 처리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4 관점에 따라,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 있어서, 게이트 전극의 양극 산화막은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 또는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용 주변 구동 회로를 구성하는 TFT들 중 적어도 하나의 TFT의 적어도 한 측면에 남겨
두며, 또한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의 모든 트랜지스터들은 P-채널 TFT들이 된다.

    
본 발명의 작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고전하 보유 능력이 요구되는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구성하는 TFT들로서, 누설 
전류가 적은 이점을 갖는 오프셋-게이트 TFT들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오프셋-게이트 TFT들이 
이용되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N-채널 TFT내에 형성된 약한 P형 영역은 게이트 전극 또는 드레인 전극으로부터 
제어될 수 없기 때문에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는 성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것은 아날로그 스위치들에 대한 특성이 충분
히 기대되는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와 같은 장치에 치명적이다. 다른 회로들에 있어서도, N-채널 TFT의 이용은 그 성
능 저하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술한 바로부터 이해할 수 있듯이,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서 오프셋-게이트 TFT들을 이용하는 모놀리식 액티브 매
트릭스 회로에 있어서는 모든 TFT들은 P-채널 형태로 될 필요가 있다(본 발명의 제 1 관점). 이러한 구성에 따라, 우
수한 회로 특성과 높은 신뢰도를 얻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서, 많은 전자들이 800℃ 이하의 온도에서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을 
이용하는 TFT내에 포획(trap)되기 때문에, N-채널 TFT의 특성은 크게 저하된다. 따라서, 800℃ 이하의 온도에서 형
성된 게이트 절연막을 갖는 TFT들을 이용한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 있어서 모든 TFT들은 P-채널 형태로 
되어야 한다(본 발명의 제 2 관점). 이러한 구성에 따라, 우수한 회로 특성과 높은 신뢰도를 얻게 된다.

    
고전하 보유 능력이 요구되는, 아날로그 버퍼 회로와 같은 주변 구동 회로의 스위칭 회로를 구성하는 TFT들로서 누설 
전류가 적은 이점을 갖는 오프셋-게이트 TFT들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오프셋-게이트 TFT들이 
이용되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N-채널 TFT내에 형성된 약한 P형 영역은 게이트 전극 또는 드레인 전극으로부터 
제어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구동 회로의 성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것은 임계 전압의 안정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아
날로그 버퍼 회로와 같은 장치에 치명적이다. 다른 회로들에 있어서도, N-채널 TFT의 이용은 성능 저하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술한 바로부터 이해할 수 있듯이, 아날로그 버퍼 회로와 같은 주변 구동 회로에 오프셋-게이트 TFT들을 이용하는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 있어서 모든 TFT들은 P-채널 형태로 될 필요가 있다(본 발명의 제 3 관점). 이러한 
구성에 따라, 우수한 회로 특성과 높은 신뢰도를 얻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오프셋 게이트를 형성하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양극 산화막으로 게이트 전극을 코팅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양극 산화막은 전하들을 포획하기 쉽다. 특히, 게이트 절연막에 근접해 있는, 게이트 전극의 측면 상
에 남아 있는 양극 산화막은 전하들을 포획(trap)하기 쉬우며, 그러한 위치에서 포획된 전자들은 TFT들이 N-채널 형
태인 경우 그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게이트 전극들의 측면 상에 양극 산화막이 남아 있는 TFT들을 갖
는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 있어서는, 모든 TFT들이 P-채널 형태로 될 필요가 있다(본 발명의 제 4 관점). 
이러한 구성에 따라, 우수한 회로 특성과 높은 신뢰도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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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모놀리식 액정 표시 장치가 생성되는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8 은 상기 실시예에 따른 모놀리식 액정 표
시 장치를 도시한 블럭도이다. 액정 표시 장치의 구성 회로들에 이용된 모든 TFT들, 예컨대, 쉬프트 레지스터 X (소스 
구동기용), 쉬프트 레지스터 Y (게이트 구동기용), 소스 구동기의 아날로그 스위치들, 및 다른 주변 회로들과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는 P-채널 형태로 되어 있다. 도 5 는 이러한 실시예의 쉬프트 레지스터(1단:one stage)를 도시한 회로
도이다.
    

이러한 회로는 3개의 전력선들(VDD , VSS 및 VGG )을 필요로 한다(여기에서, VDD VSS ). VGG 의 최적 값은 TFT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바람직하게는, VSS 보다 작거나 동일한 값이 된다.

    
도 1a 내지 도 1e 를 참조하여 상기 모놀리식 액정 표시 장치의 회로 제조 공정을 설명한다. 기판(101)은 NH 테크노
글라스 코포레이션의 코닝 7059 또는 NA35 또는 NA45 와 같은 저-알카리 글라스 또는 무(non)-알카리 글라스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FT 제조 공정의 열처리 단계에서 기판의 수축(contracting)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열처리
를 미리 할 수도 있다. 상기 기판(101)상에 언더코팅 막(undercoat film)으로서, 1,000 내지 5,000 Å의 두께, 예컨
대 2,000 Å의 두께로 실리콘 이산화막(102)이 형성된다.
    

또한, 비정질 실리콘막이 300 내지 1,500 Å 두께, 예컨대 500 Å의 두께로 더 퇴적되고(deposited), 500 내지 600
℃ 의 열 어닐링 처리에 의해 결정화된다. 이러한 단계는 결정화 온도를 감소시키고 열 어닐링 처리 시간(thermal ann
ealing time)을 단축하기 위해 결정화를 용이하게 하는 니켈과 같은 금속 원소를 소량 첨가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예컨대, 1 x 10 18 atoms/cm 3 이상의 니켈이 첨가될 경우, 결정화는 550℃ 에서 4 내지 8 시간 내에 완료
된다. 결정화 단계 이후, 레이저광 또는 등가의 고 강도 광을 조사하여 결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정화 단계에서, 결정화는 광 어닐링 처리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비정질 실리콘막은 레이저광 또
는 등가의 고 강도 광으로 조사된다.

그후, 결정화된 실리콘막을 에칭함으로써 섬(island) 형태의 영역(103-105)이 형성된다. 영역(103,104)은 주변 구
동 회로들(소스 구동기 및 게이트 구동기)을 구성하는 TFT들에 이용되고, 영역(105)은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구성
하는 TFT에 이용된다.

이어서, 플라즈마 CVD에 의해 1,000 내지 1,500 Å의 두께, 예컨대 1,200 Å의 두께로 실리콘 이산화막(106)이 증
착되어, 게이트 절연막이 형성된다. 또한, 스퍼터링에 의해 3,000 내지 8,000 Å의 두께, 예컨대 5,000 Å 두께로 알루
미늄막이 퇴적되어, 게이트 전극들(107 내지 109)로 에칭된다(도 1a 참조).

    
그후,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5-114724 및 평5-267167 에 기재된 바와 같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전해질 내에 전압을 
인가하여 각각의 게이트 전극(107-109)의 상부 및 측면 상에 양극 산화막들(110-112)이 형성된다(도 1b 참조). 양
극 산화막들(110-112)의 두께는 1,500 내지 3,000 Å의 두께, 예컨대 2,000 Å이다. 이러한 두께는 쉬프트 레지스
터에 이용된 TFT, 아날로그 버퍼에 이용된 TFT,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에 이용된 TFT, 및 다른 회로들에 이용되는 T
FT와 같이, TFT의 다양한 이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이는 양극 산화막의 두께가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5-1147
24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오프셋 영역의 폭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TFT의 특성은 그러한 오프셋 폭에 좌우되기 때문
이다.
    

게이트 전극들(107-109)에 접속된 배선들이 필요에 따라 절단된 이후에, 붕소 이온이 이온 도핑(또한, 플라즈마 도핑
이라 칭함)에 의해 전체 표면에 도핑된다. 도핑 장치로서는 Nissin Electric Co., Ltd.에 의해 제작된 도핑 장치가 이
용된다. 도즈(dose)는 2 x 10 14 내지 5 x 1015 atoms/cm 2 , 예컨대 5 x 10 14 atoms/cm 2 가 된다. 게이트 절연막(10
6)을 통해 실리콘막들(103-105)로 이온을 주입하기 위해 30 내지 80kV, 예컨대 65kV의 가속 전압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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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핑 처리 이후, 도핑된 붕소는 그 전체 표면을 레이저광으로 조사함으로써 활성화된다. 레이저로서는 KrF 또는 
XeCl 엑시머 레이저가 이용되며, 에너지 밀도는 150 내지 350 mJ/cm 2 , 예컨대 200 mJ/cm 2 가 된다. 레이저 에너지 
밀도는 기판을 200 내지 400℃ 로 가열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스크로서 게이트 전극(107-109) 및 
양극 산화막(110-112)을 이용하여 실리콘 영역(103-105)에 붕소를 주입함으로써 자기-정렬(self-aligned) 방식
으로 P-형 영역들(소스들 및 드레인들)(113-115)이 형성된다.

그후, 3,000 내지 8,000 Å 두께, 예컨대 5,000 Å의 두께로 전체 표면상에 실리콘 이산화막 또는 실리콘 질화막(11
6)이 층간 절연막으로서 퇴적된다. 그리고, 500 내지 1,500 Å의 두께, 예컨대 500 Å의 두께로 스퍼터링 처리에 의해 
투명 도전막, 예컨대 인듐-틴 산화(ITO)막이 퇴적된다. 또한, 상기 투명 도전막을 에칭함으로써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 
영역(픽셀 영역) 내에 픽셀 전극(117)이 형성된다(도 1d 참조).

각각의 TFT의 소스들 및 드레인들(113-115)의 접촉 홀들과 게이트 전극(107-109)의 접촉 홀들(도시하지 않음)이 
형성된 이후, 티타늄 질화막 및 알루미늄막의 다층막 형태로 전극들 및 배선들(118- 122)이 형성된다(도 1e 참조). 
상기한 방법으로, 주변 구동 회로 영역에 TFT(123 및 124)(도 5 참조)가 형성되고, 픽셀 영역에 TFT(125)가 형성
된다(도 8 참조). 이들 모든 TFT 는 P-채널 형태로 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된 또 다른 모놀리식 액정 표시 장치를 제 2 실시예를 통해 설명한다. 제 2 실시예의 모놀리식 액정 
표시 장치의 블럭도는 도 8 의 것과 동일하다. 도 6 은 제 2 실시예의 쉬프트 레지스터(1단)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모
든 TFT는 P-채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제 2 실시예에서는 인핸스먼트(enhancement) 형의 TFT들에 부가하여 공핍
형(depletion) TFT들이 부하로서 이용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회로에 있어서는, 단지 두 전력선(V DD 및 VSS )이 
이용되는데, 즉 제 1 실시예의 전력선(V GG )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제 2 실시예는 회로 집적도 면에서 보다 바람직하
다. 제 2 실시예의 동작 속도는 제 1 실시예보다 일반적으로 빠르다. 조건 V DD VSS 는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도 역시 만
족되어야 한다.

도 2a 내지 도 2e 를 참조하여, 상술한 모놀리식 액정 표시 장치의 회로 제조 공정을 설명한다. 무(non)-알카리 글라
스로 구성된 기판(201)이 이용된다. 두께 1,000 내지 5,000 Å, 예컨대 2,000 Å의 두께로 기판(201)상에 언더코팅 
막으로서 실리콘 이산화막(202)이 퇴적된다.

그후, 가능한 저농도로 붕소 또는 인과 같은 도전성이 부가된 원소를 포함하는 비정질 실리콘막(203)이 300 내지 1,5
00 Å의 두께, 예컨대 500 Å의 두께로 퇴적된다. 그 위에 1.000 내지 3,000 Å의 두께, 예컨대, 2,000 Å의 두께로 
실리콘 이산화막(204)이 퇴적되고, 포토레지스트(205)로 마스크 된다. 상기 실리콘 이산화막(204)은 붕소 이온의 주
입(implantation)에 따라 비정질 실리콘막의 표면이 거칠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성된다.

이어서, 이온 도핑 또는 이온 주입(implantation)에 의해 붕소가 실리콘 막(203)으로 선택적으로 주입된다(introduc
ed).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가속 전압이 65kV이고, 도즈(dose)가 1 x 10 13 내지 2 x 1014 atoms/cm 2 인 상태로 
이온 도핑에 의해 붕소를 주입함으로써 약한 P형 영역(206)이 형성된다(도 2a 참조). 이러한 영역에는 공핍형 TFT가 
형성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 마스크(205) 및 실리콘 이산화막(204)이 제거된 후, 비정질 실리콘막(202)은 열 어닐링 처리 또
는 레이저광 조사에 의해 결정화된다.

그후, 결정화된 실리콘막은 섬(island) 형태의 영역(207-209)으로 에칭된다. 영역(207 및 208)은 주변 구동 회로들
(소스 구동기 및 게이트 구동기)을 구성하는 TFT들에 이용되고, 영역(209)은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구성하는 TF
T에 이용된다. 또한, 영역(207)은 공핍형 TFT에 이용되고, 영역(208,209)은 인핸스먼트형의 TFT들에 이용된다.

게이트 절연막이 퇴적된 이후, 상부 및 측면이 양극 산화막으로 코팅되는 게이트 전극들(210-212)이 상기 제 1 실시
예와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된다(도 2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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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전극들(210-212)에 접속된 배선들이 필요에 따라 절단된 이후에, 이온 도핑에 의해 전체 표면이 붕소로 도핑
된다. 그 도즈(dose)는 5 x 10 14 atoms/cm 2 가 된다. 그 가속 전압은 65kV로 설정된다. 상기 도핑 처리 이후에, 도핑
된 붕소는 레이저광으로 전체 표면을 조사함으로써 활성화된다. 이와 같이, 마스크로서 게이트 전극들(210-212) 및 
양극 산화막들을 이용하여 실리콘 영역(207-209)에 붕소를 주입함으로써 자기-정렬 방식으로 P-형 영역들(소스들 
및 드레인들)(213-215)이 형성된다(도 2c 참조).

그후, 전체 표면상에 층간 절연막으로서 5,000 Å 두께의 실리콘 이산화막 또는 실리콘 질화막(216)이 형성된다. 액티
브 매트릭스 회로 영역(픽셀 영역)에는 투명 도전막을 이용하여 픽셀 전극(217)이 형성된다(도 2d 참조).

    
각각의 TFT의 소스들 및 드레인들(213-215)의 접촉 홀들과 게이트 전극들(210-212)의 접촉 홀들(도시하지 않음)
이 형성된 후에, 티타늄 질화막 및 알루미늄막의 다층막 형태로 전극들 및 배선들(218-222)이 형성된다(도 2e 참조). 
상술한 방법에 있어서, TFT(223 및 224)(도 6 참조)는 주변 구동 회로 영역에 형성되고, TFT(225)는 픽셀 영역에 
형성된다. 이러한 모든 TFT들은 P-채널 형태로 된다. 또한, TFT(223)는 약한 P형 채널 형성 영역을 갖는 공핍형 T
FT 이며, 이에 반하여 TFT들(224 및 225)은 진성 또는 실질적인 진성의 채널 형성 영역을 갖는 인핸스먼트형 TFT
들이다.
    

    

본 발명에 따라 또 다른 모놀리식 액정 표시 장치를 생성하는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러한 제 3 실시예의 모놀리식 액정 
표시 장치의 블럭도는 도 8 과 동일하다. 도 4 는 이러한 제 3 실시예의 쉬프트 레지스터(1단)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모든 TFT는 P-채널형으로 되어 있으며, 본 제 3 실시예에서는 레지스터들이 부하들로서 이용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
러한 회로에 있어서, 단지 두 전력선들(VDD 및SS )이 제 2 실시예의 경우처럼 이용된다. 이러한 제 3 실시예의 동작 속
도는 제1 실시예의 동작 속도보다 일반적으로 빠르다. 조건 V DD VSS 은 이러한 제 3 실시예에 있어서도 역시 만족해야 
한다.

도 3a 내지 도 3c는 제 1 및 제 2 실시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집적 회로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회로의 단면도
이다. 제조 공정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3a를 참조하면, 영역(301)은 저항기이고, 영역(302)은 주변 구동 회로의 TFT이며, 영역(303)은 픽셀 영역의 T
FT이다. 영역(301)의 진성 실리콘 영역은 저항기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저항기가 형성될 수 있게 되어 도 1e 
의 TFT(123)를 형성하는 공정에서 게이트 전극은 소스 및 드레인(113)을 형성하기 위해 도핑 처리가 실행된 후에 제
거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진성 실리콘은 저항기로서 이용되기 때문에, 저항 값은 일반적으로 크게 
되어, 통상적으로 1 MΩ 이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시예는 낮은 회로 응답 속도의 문제점을 갖는다.
    

    
도 3b 를 참조하면, 영역(304)은 저항기이고, 영역(305)은 주변 구동 회로의 TFT이며, 영역(306)은 픽셀 영역의 T
FT 이다. 상기 영역(304)의 약한 P형 실리콘 영역은 저항기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저항기가 형성될 수 있게 되
어 도 2e의 TFT(223)를 형성하는 공정에서 게이트 전극(210)은 소스 및 드레인(213)을 형성하는 도핑 처리가 실행
된 후에 제거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약한 P형 실리콘이 저항기로서 이용되기 때문에, 그 저항 값은 일반적으로 
약 100KΩ 이 된다.
    

    
도 3c 를 참조하면, 영역(307)은 저항기이고, 영역(308)은 주변 구동 회로의 TFT 이며, 영역(309)은 픽셀 영역의 
TFT 이다. 영역(307)의 P형 실리콘 영역은 저항기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저항기가 형성될 수 있게 되어 도 1
e 의 TFT(123)를 형성하는 공정에서 게이트 전극(107)이 제거 된 후에 붕소 도핑 처리가 실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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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에 있어서, P형 실리콘이 저항기로서 이용되기 때문에, 그 저항 값은 일반적으로 작게 되어 통상 10kΩ 이하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시예는 보다 큰 전력 소비의 문제점을 갖는다.
    

도 3c 의 구조는 게이트 전극들을 형성하여 양극 산화를 실행하는 단계(예컨대, 도 1b 의 단계)와 붕소 도핑 단계(도 
1c)사이의 게이트 전극들에 접속된 배선들을 절단하는 단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도 3a 및 도 3b 의 구조를 형
성하기 위해서, 상기 도핑 이후에 게이트 전극을 제거하기 위한 포토리소그래픽 공정을 추가해야 한다.

    

제 1 내지 제 3 실시예들은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액정 표시 장치에만 관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형성된 액티브 매
트릭스 액정 표시 장치를 이용하여 보다 향상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도 9 는 그와 같은 시스템의 예를 도시한 블
럭도이다.

    
도 9 의 예에 있어서는, 통상 컴퓨터 메인 보드 상에 장착된 반도체 칩을, 액정을 포함하는 한 쌍의 기판들로 구성된 액
정 표시 장치의 적어도 하나의 기판 상에 고정함으로써 크기, 중량 및 두께를 감소시킨다. 특히, 상기한 칩들은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갖는 기판 상에 설치된다. 본 예는 P-채널 TFT들이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 및 주변 구동 회로들에 이
용되므로, 전력 소비가 통상의 CMOS 주변 구동 회로들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러한 시스템에 있어서는,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이외의 다른 칩들은 CMOS 트랜지스터들을 
이용한다.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갖는 기판은 본 발명의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이용한다.
    

도 9 의 시스템을 설명한다. 기판(15)은 액정 표시 장치의 기판으로서도 작용한다. TFT(11), 픽셀 전극(12) 및 보조 
캐패시터(13)를 각각 포함하는 다수의 픽셀들을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14), X 디코더/구동기, Y 디코더/구동기 
및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를 구동하는 XY 브랜칭 회로(XY branching circuit)가 TFT들을 이용하여 기판(15) 상에 형
성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기판(15)상에는 추가의 다른 칩들이 설치된다. 이들 칩들은 배선 결합(wire bonding), 
COG(chip one glass)방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기판(15)상의 회로들에 접속된다. 도 9 에 있어서, 보정 메모리(c
orrection memory), 메모리, CPU 및 입력 포트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치된 칩들이다. 또한, 다른 여러 종류의 칩들이 
상기 기판(15)상에 설치될 수 있다.

    
도 9 에 있어서, 입력 포트는 외부 입력 신호를 판독하기 위한 회로이다. 보정 메모리는 액티브 매트릭스 패널에 따라서 
입력 신호등을 보정하는 메모리로서, 상기 패널에 전용된다. 특히, 상기 보정 메모리는 각각의 픽셀에 특정된 정보를 포
함하고, 각각의 픽셀에 대해 보정을 실행하도록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전자-광학 장치의 특정 픽셀에 점 결함(p
oint defect)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결함이 있는 픽셀에 대해 보정된 신호들이 그 인접한 픽셀들에 공급되어 점 결함
을 보상하여 그 점 결함이 거의 식별될 수 없도록 한다. 특정 픽셀이 인접한 픽셀들 보다 어둡게 되는 경우에는, 보다 
큰 신호가 그 픽셀에 인가되어 인접한 픽셀들과 동일한 휘도로 만든다. 픽셀 결합에 대한 정보는 패널들 간에 서로 다르
므로, 보정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는 패널에 따라 달라진다.
    

CPU 및 메모리는 통상의 컴퓨터에 이용되는 것들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특히, 메모리는 RAM으로서 픽셀들에 상응하
는 영상 메모리를 갖는다. 이들 모든 칩들은 CMOS형으로 되어 있다.

    
도 10 은 이러한 실시예의 특정 구성의 한 예를 도시한다. 기판들(19 및 20)은 서로 대향하여 있고, 이들 기판 사이에 
액정이 삽입된다.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21)와 이러한 회로를 구동하기 위한 주변 구동 회로들(22 내지 24)은 TFT들
을 사용하여 기판(20)상에 형성된다. 메인 메모리 칩(26), MPU(마이크로프로세싱 유닛)(27), 보정 메모리(2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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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회로들이 형성되는 표면에 결합되고, 이들 칩들은 기판(20)상의 회로들에 접속된다. 예컨대, 칩들이 COG(chi
p on grass) 방법에 의해 접속될 경우, 도 10 에 29로 표시된 배선들은 기판(20)상의 고정부분(25)에 형성된다.
    

도 11 및 도 12 는 특정 형태의 접촉부를 도시한다. 도 11 의 방법에 있어서, 칩(32)의 전극부(33)에 제공된 도전 범
프(conductive bump)(34)는 기판(30)상의 배선(31)과 접속되고, 상기 칩(32)과 기판(30) 사이의 공간에 유기 수
지(organic resin)(35)가 도입되어 이들을 서로 고정한다. 범프(34)는 무전계 도금(electroless plating)에 의해 형
성된 금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도 12 의 방법에 있어서, 칩(42) 및 기판(40)은 도전성 입자(예컨대, 금 입자)(44)를 분산된 유지 수지로 서로 간에 
결합된다. 칩(42)은 상기 칩(42)의 전극부(43)와 기판 상의 배선(41)을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전성 입자들(44)에 
접촉함으로써 회로에 접속된다. 결합을 위해 이용되는 유기 수지는 광학 경화성 형태, 열 경화성(thermosetting type), 
또는 자연 경화성 형태(natural setting type)로 되어 있다. 액정은 칩 결합 처리 이후에 액정 표시 장치로 주입될 수 
있다.
    

상술한 공정에 의해 CPU 및 메모리가 액정 표시 장치의 기판 상에 형성되어, 간단한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전자 장치
가 단일 기판 상에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칩들은 공지된 배선 결합 방법에 의해 회로에 접속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모놀리식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의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통상의 CMOS 회로를 형성하는 
경우의 공정 보다 단순한 제조 공정으로 할 수 있다. 예컨대, CMOS 회로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N-형 불순물을 주입하
는 단계 및 상이한 종류의 불순물을 도핑하기 위한 포토리소그래픽 단계가 제 1 실시예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제 2 실시예는 통상의 CMOS 회로를 형성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단계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약한 P형 영역을 형
성하기 위해 포토리소그래픽 단계 및 도핑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토레지스트 또는 그와 같은 것이 도
핑 마스크로서 이용되고, 이온들이 높은 도즈(dose)로 도핑되는 경우에는 탄소화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데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장기간의 애싱 단계(long-term ashing step)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제 2 실시예
에 있어서는, 도즈 그 자체가 작고, 포토레지스트(205)는 실리콘 이산화막(204)을 에칭함으로써 리프트-오프(lift-
off) 방법으로 제거될 수 있다(도 2a 참조). 따라서,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는 통상의 CMOS 회로를 형성하는 공정에서 
보다 더 쉽게 도핑 처리 이후에 제거 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산업 분야에 유용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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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절연막을 통해 상기 반도체 막의 적어도 일부분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단계로
서, 상기 일부분이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이 되는, 상기 불순물 주입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의 제거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적어도 하나의 박막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전극 및 액정을 포함하는 액정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절연막을 통해 상기 반도체 막의 적어도 일부분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단계로
서, 상기 일부분이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이 되는, 상기 불순물 주입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의 제거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상기 액정 장치의 주변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상기 액정 장치의 쉬프트 레지스터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단계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P-채널형 박막 트랜지스터인,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탑-게이트형(top-gate type) 박막 트랜지스터인,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1000 내지 3000Å의 두께를 갖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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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1×10 13 내지 2×1014 atoms/cm 2 의 도즈로 주입되는, 방법.

청구항 11.

적어도 하나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절연막을 통해 상기 반도체 막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의 제거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와;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적어도 하나의 상기 반도체 섬으로 패터닝하는 단계로서, 
상기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이 상기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기 패터닝 단계와;

상기 반도체 섬 내에서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적어도 하나의 박막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전극 및 액정을 포함하는 액정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절연막을 통해 상기 반도체 막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의 제거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와;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적어도 하나의 상기 반도체 섬으로 패터닝하는 단계로서, 
상기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이 상기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기 패터닝 단계와;

상기 반도체 섬 내에서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상기 액정 장치의 주변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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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상기 액정 장치의 쉬프트 레지스터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단계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P-채널형 박막 트랜지스터인, 방법.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탑-게이트형 박막 트랜지스터인, 방법.

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1000 내지 3000Å의 두께를 갖는, 방법.

청구항 20.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1×10 13 내지 2×1014 atoms/cm 2 의 도즈로 주입되는, 방법.

청구항 21.

적어도 하나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절연막을 통해 상기 반도체 막의 적어도 일부분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단계로
서, 상기 일부분이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불순물 주입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의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와;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으로 패터닝하는 단계로서, 상기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이 상기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기 패터닝 단계와;

상기 반도체 섬 상에 게이트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절연 층 상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로서 적어도 상기 게이트 전극을 사용하여 도펀트(dopant) 불순물을 상
기 반도체 섬으로 주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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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전극 상에서 양극 산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적어도 하나의 박막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전극 및 액정을 포함하는 액정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절연막을 통해 상기 반도체 막의 적어도 일부분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단계로
서, 상기 일부분이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불순물 주입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의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와;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대하여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으로 패터닝하는 단계로서, 상기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이 상기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기 패터닝 단계와;

상기 반도체 섬 상에 게이트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절연 층 상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소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로서 적어도 상기 게이트 전극을 사용하여 도펀트(dopant) 불순물을 상
기 반도체 섬으로 주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상기 액정 장치의 주변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상기 액정 장치의 쉬프트 레지스터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단계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는 P-채널형 박막 트랜지스터인, 방법.

청구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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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1000 내지 3000Å의 두께를 갖는, 방법.

청구항 30.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1×10 13 내지 2×1014 atoms/cm 2 의 도즈로 주입되는, 방법.

청구항 31.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의 일부분 상에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반도체 막의 일부분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단계로서, 상기 일부분
은 상기 마스크에 의해 커버(cover)되지 않으며, 상기 일부분은 상기 반도체 장치의 채널 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선택
적 불순물 주입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의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적어도 하나의 박막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전극 및 액정을 포함하는 액정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의 일부분 상에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반도체 막의 일부분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단계로서, 상기 일부분
은 상기 마스크에 의해 커버(cover)되지 않으며, 상기 일부분은 상기 반도체 장치의 채널 영역을 포함하는, 상기 선택
적 불순물 주입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의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단계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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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1000 내지 3000Å의 두께를 갖는, 방법.

청구항 36.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1×10 13 내지 2×1014 atoms/cm 2 의 도즈로 주입되는, 방법.

청구항 37.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의 일부분 상에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반도체 막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주입하
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에 대해,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반도체 섬들로 패
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은 상기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만, 상기 제 2 반도체 섬의 채널 영
역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에 의해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9.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전극 및 액정을 포함하는 액정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
기 방법은: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의 일부분 상에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반도체 막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주입하
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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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에 대해,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반도체 섬들로 패
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은 상기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만, 상기 제 2 반도체 섬의 채널 영
역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에 의해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액정 장치의 주변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액정 장치의 쉬프트 레지스터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단계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43.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P-채널형 박막 트랜지스터들인, 방법.

청구항 44.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탑-게이트형 박막 트랜지스터들인, 방법.

청구항 45.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1000 내지 3000Å의 두께를 갖는, 방법.

청구항 46.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1×10 13 내지 2×1014 atoms/cm 2 의 도즈로 주입되는, 방법.

청구항 47.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의 일부분 상에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반도체 막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주입하
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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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에 대해,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반도체 섬들로 패
터닝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섬들 상에 게이트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섬들 위에 제 1 및 제 2 게이트 전극들을 각각 형성하는 단계로서, 그들 사이에 삽입된 상기 
게이트 절연층을 갖는, 상기 단계와;

마스크로서 사용된 상기 대응 게이트 전극을 갖는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섬들로 도펀트 불순물을 주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은 상기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만, 상기 제 2 반도체 섬의 채널 영
역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에 의해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9.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전극 및 액정을 포함하는 액정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
기 방법은:

절연 표면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의 일부분 상에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반도체 막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주입하
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에 대해,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반도체 섬들로 패
터닝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섬들 상에 게이트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섬들 위에 제 1 및 제 2 게이트 전극들을 각각 형성하는 단계로서, 그들 사이에 삽입된 상기 
게이트 절연층을 갖는, 상기 단계와;

마스크로서 사용된 상기 대응 게이트 전극을 갖는 상기 제 1 및 제 2 반도체 섬들로 도펀트 불순물을 주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은 상기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만, 상기 제 2 반도체 섬의 채널 영
역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에 의해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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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액정 장치의 주변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51.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액정 장치의 쉬프트 레지스터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단계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53.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P-채널형 박막 트랜지스터들인, 방법.

청구항 54.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1000 내지 3000Å의 두께를 갖는, 방법.

청구항 55.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1×10 13 내지 2×1014 atoms/cm 2 의 도즈로 주입되는, 방법.

청구항 56.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절연 표면상에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위에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반도체 막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열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에 대해,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반도체 섬들로 패
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은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만, 상기 제 2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은 상기 레지스트 마스
크에 의해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이온 도핑에 의해 첨가되는, 방법.

청구항 58.

 - 19 -



등록특허 10-0360965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이온 주입(implantation)에 의해 첨가되는, 방법.

청구항 59.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막은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0.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1.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전극 및 액정을 포함하는 액정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
기 방법은:

절연 표면상에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위에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반도체 막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열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의 박막 트랜지스터들에 대해,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적어도 제 1 및 제 2 의 반도체 섬들로 패
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은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만, 상기 제 2 반도체 섬의 채널 영역은 상기 레지스트 마스
크에 의해 상기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방법.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액정 장치의 주변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63.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상기 액정 장치의 쉬프트 레지스터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

청구항 64.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단계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65.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P-채널형 박막 트랜지스터들인, 방법.

청구항 66.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은 탑-게이트형 박막 트랜지스터들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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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7.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1000 내지 3000Å의 두께를 갖는, 방법.

청구항 68.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은 1×10 13 내지 2×1014 atoms/cm 2 의 도즈로 주입되는, 방법.

청구항 69.

픽셀 전극을 스위칭 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 1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
으로서, 구동회로가 상기 제 1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를 구동하는 적어도 두 개의 제 2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들을 
포함하는, 상기 방법에 있어서:

절연 표면상에 실리콘을 포함하는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막 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이온 도핑에 의해 상기 절연막을 통하여 상기 반도체 막의 선택된 일부분으로 붕소를 포함하는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주
입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절연막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불순물 주입 후에 상기 반도체 막을 결정화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를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 1 반도체 섬 및 상기 제 2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
를 형성하는 적어도 두 개의 반도체 섬들로,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 막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두 개의 제 2 박막 트랜지스터들 중 단지 하나의 채널 영역은 상기 붕소가 첨가되지만, 상기 두 개의 제 2 박막 트
랜지스터들 중 나머지 하나의 채널 영역은 상기 붕소가 첨가되지 않도록, 상기 두 개의 제 2 반도체 섬들 중 단지 하나
만이 상기 반도체 막의 상기 일부분 내에 포함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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