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H01L 21/336

(45) 공고일자   2003년11월28일

(11) 등록번호   10-0394896

(24) 등록일자   2003년08월04일
(21) 출원번호 10-1997-0702165 (65) 공개번호 특1997-0706603
(22) 출원일자 1997년04월03일 (43) 공개일자 1997년11월03일

       번역문제출일자 1997년04월03일

(86) 국제출원번호 PCT/IB1996/00749 (87) 국제공개번호 WO 1997/06554
(86) 국제출원일자 1996년07월26일 (87) 국제공개일자 1997년02월20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일본  대한민국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
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랜드  프랑스  영국  그
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
덴  

(30) 우선권주장 95202117.8  1995년08월03일  EP(EP)  

(73) 특허권자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브이.    

네델란드왕국, 아인드호펜, 그로네보드스베그 1
(72) 발명자 씰레센 요하네스 프란시스쿠스 마리아

네델란드, 베아 아인드호펜 5621, 그로네보드세베그 1

블롬 파울루스 휠휄르무스 마리아

네델란드, 베아 아인드호펜 5621, 그로네보드세베그 1

울프 로날드 마틴

네델란드, 베아 아인드호펜 5621, 그로네보드세베그 1

기스버스 야코부스 베르나르두스

네델란드, 베아 아인드호펜 5621, 그로네보드세베그 1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관 :    정회환

(54) 투명스위칭소자를포함하는반도체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투명한 재료의 두 개의 접속 전극들과 반도체 재료의 삽입된 투명 채널 영역을 갖는 <1>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로서, 채널 영역에는 투명 절연층에 의해 채널 영역으로부터 분
리된 도전 재료의 투명 게이트 전극이 제공된다. 용어 "투명"은 여기에서 가시 영역에서 광이 (실질적으
로)흡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배경기술

일본 특허 출원 60-198861호는 투명 접속 전극들과 게이트 전극이 주석-도핑된 산화 인듐과 산화<2>
실리콘 절연층으로 이루어지는 서두 단락에서 언급된 유형의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WO3은 채널 영역의 투

명 반도체 재료로서 사용된다.

공지된 반도체 장치는 소위 전자-크로믹 장치(electro-chromic device : ECD)이다. 이와 같은 장<3>

치에 있어서 전해질은 접속 전극의 상부에 존재한다. H
+
 이온들은 이 전해질로부터 WO3로 확산된다. 그 

때, WO3은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있고, 즉 스위칭 소자는 색을 띠게 된다. H
+
 이온들의 확산은 비교적 느

리게 진행한다. 스위칭 소자는 이 H
+
 이온들의 느림에 기인한 일정한 메모리 효과를 갖는다. 즉 스위칭 소

자는 일정 시간 동안 주어진 상태를 유지한다. 공지된 반도체 장치는 매우 제한된 정도만으로, 즉 WO3 내

에 H
+
 이온들이 없을 때에만 투명하다. 그 자체로는 절연체인 WO3의 도전성은 WO3내의 산소량의 감소("산

소가 고갈된 WO3")에 의해 결정된다.

전술한 공지된 장치는 실질적으로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이 H
+
 이온들의 고체상태 확산에 의해 부<4>

분적으로도 결정되기 때문에 장치의 스위칭이 비교적 느리다는 단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지
된 반도체 재료에서 비교적 적은 산소의 제거로 가시광의 흡수가 강하게 증가하여, 반도체 장치에서 요구
되는 일정 도전성이 얻어질 때, 재료가 더 이상 투명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공지된 스위칭 
소자가 모든 환경에서 투명한 스위칭 소자로서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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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특히 상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5>

본 발명에 따르면, 이 목적을 위한 장치는, 반도체 재료는, 2.5eV 보다 큰 전자들의 전도대와 가<6>
전자대 사이의 밴드갭을 갖고 기본 재료의 가전자대 또는 전도대 내에 또는 이에 인접한 고정된 불순물 

에너지 레벨을 형성하는 불순물 원자들이 제공된 10cm
2
/Vs 보다 큰 전하 캐리어들의 이동도를 갖는 기본 

재료를 갖는, 축퇴(degenerate) 반도체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 재료는 2.5 eV보다 큰 

밴드갭과 10 cm
2
/Vs 보다 큰 이동도로 선택된다. 이후, 도전성은 불순물 원자들의 특성과 농도를 적절히 

선택하여 결정된다. 0.001% 내지 0.3% 사이에 놓이는 불순물 원자들의 농도는 충분한 도전성을 제공한다. 
불순물 에너지 레벨은, 밴드로 부터 대략 0.1 eV 보다 적은 거리에 위치하면, 가전자대 또는 전도대에 인
접한다. 상온에서 전자들은 불순물 에너지 레벨로부터 가전자대 또는 전도대로 용이하게 변환될 수 있다.

가시광은 반도체 재료 내의 전자-홀 쌍이 대략 2.5 eV 보다 큰 밴드갭을 갖게 하기에는 불충분한 <7>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이 가시광은 반도체 재료에 의해 흡수되지 않는다. 가시광의 흡수가 큰 밴드갭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동시에 가시광의 흡수가 불순물 에너지 레벨을 통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 발
명에 따른 축퇴 반도체 재료는 투명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재료를 갖는 스위칭 소자는 전하 
캐리어의 높은 이동도 때문에 비교적 빠르다.

바람직하게는, 기본 재료는 비 천이 금속의 공유결합 산소를 포함한다. 이와같은 금속의 산소와 <8>

예컨대 Ga, Bi, Sn, Zn, Sb, Ph, Ge 및 In과 같은 금속의 산소 혼합물은 10 cm
2
/Vs 보다 큰 이동도와 2.5 

eV 보다 큰 밴드갭을 갖는다(예컨대, J.Phys. Chem. Ref. Data vol. 2, No.1(1973, 163쪽)을 참조). 비 
천이 금속의 큰 이온 산화물들은, 전하 캐리어들과 결정 격자 내의 이온들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 때문에 
기본 재료로서 적절하지 않다.

바람직하게는, 기본 재료는 Sn, Zn 및 In 그룹의 한 금속의 공유결합 산화물을 포함한다. 이들 <9>

공유결합 산화물들은, 불순물 원자들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30 cm
2
/Vs 보다 큰 비교적 높은 이동도를 갖는

다. 불순물 원자들은 사용된 공유결합 산화물에 맞춰진다. 따라서, Sb, F, 또는 Cl과 같은 불순물 원자들
은 SnO2 공유결합 산화물일 때, Sn 불순물 원자들은 In2O3 에 대해, Ga 불순물 원자는 산화물로서 ZnO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접속 전극들, 게이트 전극 및 채널 영역은 동일한 형태의 불순물 원<10>
자들이 공급되는 동일한 기본 재료를 포함하고, 반면 반도체 재료는 도전 재료가 포함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불순물 원자들을 포함한다. 이와같은 장치는, 불순물의 양에서만 차이가 있는 동일한 재료가 사용되
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제작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도전 재료는 0.5% 보다 큰 불순물 원자들을 포함
하고, 반도체 재료는 0.3% 보다 적은 불순물 원자들을 포함한다. 기본 재료는 유리하게 SnO2를 포함하고, 

불순물 원자는 Sb를 포함한다.

절연층이 강유전성 재료를 포함할 때, 부가적인 장점이 얻어진다. 강유전성 재료는 예컨대 리튬 <11>
니오베이트(LiNbO3), 리튬 탄탈레이트(KTaO3) 또는 납-지르코늄티탄산염(PbZrTiO3)일 수 있다. 비교적 쉬

운 제조, 다른 재료에 대한 호환성과 비교적 높은 극성(대략 50μC/cm
2
)  및 낮은 스위칭 전계(대략 20 

kV/cm) 때문에, 바람직하게는 납-지르코늄 티탄산염이 선택된다. 그러한 경우, 스위칭 소자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갖는다. 채널 영역으로부터 전하 캐리어의 제거를 통해 스위칭 소자를 스위치 오프시키기 위한, 
게이트 전극에 대한 전압의 적용은 강유전성 재료 양단에 전계를 야기한다. 이 전압이 다시 제거될 때, 
강유전 재료의 잔류 극성이 존재하게 된다. 즉 강유전 재료는 전계의 방향을 기억한다. 잔류 극성은 채널 
영역이 전하 캐리어로부터 자유롭게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스위칭 소자가 전압을 제거하는 대신에 스
위치 오프 상태로 남아 있도록 한다.

바람직하게는, 장치는 전극들과 상기 전극들 사이에 삽입된 전자 광학 재료를 갖는 전자 광학 디<12>
스플레이 소자와, 투명 스위칭 소자의 접속 전극은 디스플레이 소자의 전극에 접속되고, 스위칭 소자와 
디스플레이 소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서로 오버랩된다. 여기에서 전자 광학 디스플레이 소자는 예컨대 
액정 표시 장치(LCD)로 주로 언급되는 소자와 같이 전류 또는 전압의 전기량의 영향에 따라 광 특성이 변
하는 디스플레이 소자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칭 소자는 액정 표시 장치에서 스위칭 소자
의 사용이 가능한 고주파수에서 디스플레이 소자를 스위칭 하기에 충분히 빠르다. 디스플레이 소자는 전
기적으로는 수반된 스위칭 소자에 의해 충전되고 방전되는 캐패시터로서 작용한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장치는 종종 예컨대 매트릭스로 배열된 각각이 자신의 스위칭 소자를 갖는 많은 디스플레이 소자를 포함
한다. 스위칭 소자는 공지된 장치 내에서 디스플레이 소자 다음에 놓인다. 그후 장치는 비교적 큰 표면적
을 점유한다. 스위칭 소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표면적은 전자 광학 디스플레이 소자를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스위칭 소자와 디스플레이 소자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
적으로 오버랩되어, 장치 표면의 보다 큰 부분이 디스플레이 소자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투명 
스위칭 소자는 디스플레이 소자를 통과하는 광 경로를 제한하지 않는다.

장치가 전자 광학 이미징 소자를 포함하고, 투명 스위칭 소자가 접속되는 이이미징 장치에 접속<13>
되고, 또한 스위칭 소자와 이미징 소자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오버랩될 때에 부가적인 장점이 얻어진다. 
이 때, 장치는 카메라 또는 스캐너와 같은 광학 기록 장치의 부분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전자 광학 이미
징 소자는 광자 플럭스(photon flux)를 전기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량으로 변환하는 소자로 이해될 수 있
다. 따라서, 예컨대 광자에 의해 이미징 소자에 입력되는 전하를 스위칭 소자의 수단에 의해 판독할 수 
있다. 스위칭 소자가 투명하기 때문에, 스위칭 소자와 이미징 소자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오버랩
될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는 매우 간결하게 설계될 수 있고, 부가적으로 각 이미징 소자는 예컨대 개별
적으로 판독, 리셋트 또는 리프레시(refresh)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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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다음의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다.<14>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투명 스위칭 소자를 갖는 반도체 장치의 평면도.<15>

도 2는 도 1의 반도체 장치의 I-I 선에서 취한 단면도.<16>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축퇴 반도체에서 전자의 에너지 레벨을 도시하는 도면.<17>

도 4는 반도체 장치의 제 2의 실시예의 단면도.<18>

도 5는 접속 전극들(2, 3) 사이의 저항(R2-3)을, 도 4에 도시된 반도체 장치의 제 2의 실시예에서 <19>
게이트 전극(5)과 접속 전극(2) 사이의 전압(Vgate)의 함수로서 도시한 도면.

도 6은 접속 전극들(2, 3) 사이의 전압(Vgate)과 전류(I2-3)를, 도 4에 도시된 반도체 장치의 제 2<20>
의 실시예에서 시간의 함수로서 도시한 도면.

도 7은 강유전성 재료의 극성을 강유전성 재료 양단의 전계로서 도시한 도면.<21>

도 8은 매트릭스 배열의 스위칭 소자를 수반하는 전자 광학 소자 또는 이미징 소자를 갖는 본 발<22>
명의 제 3 및 제 4의 실시예에서의 장치의 평면도.

도 9는 도 8의 장치에서, 스위칭 소자를 수반하는 단일의 표시 장치 또는 이미징 소자의 평면도.<23>

도 10은 도 8 및 도 9의 반도체 장치의 등가 회로도.<24>

도 11은 강유전체 절연체에서 치환된 단위 게이트 표면적당 전기적인 전하(QG)를 게이트 전극의 <25>
전압(VG)의 함수로서 도시한 도면.

도 12는 전달 특성 즉, 접속 전극 사이에서의 전류(ID)와 게이트 전극에서의 전압(VG) 사이의 관<26>
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접속 전극 사이의 전류(ID)의 기울기를 전압 펄스가 게이트 전극에 인가될 때의 시간<27>
(t)의 함수로 도시한 도면.

도 14는 VD와 VG가 변화할 때 전류-진압 특성(ID 대 VG).<28>

실시예

도면은 개략적인 것이고 축적에 맞추어지지는 않았다. 도면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동일한 참조 번<29>
호로 도시되었다.

도 1 및 도 2는 투명 재료의 두 개의 접속 전극들(2, 3)과 반도체 재료의 삽입된 투명 채널 영역<30>
(4)을 갖는 스위칭 소자(1)를 갖는 투명 반도체 장치를 도시한다. 이 예에 있어서, 접속 전극들과 채널 
영역은 동일한 반도체 재료로 구성된다.접속 전극(2. 3)에서와 저항은 접속 전극 폭의 결과만으로서 비교
적 낮은 저항값을 갖는다. 채널 영역(4)에는 투명 절연층(6)에 의해 채널 영역(4)으로부터 절연되는 투명 
도전 게이트 전극(5)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채널 영역(4)의 반도체 재료는 기본 재료와 불순물 
원자를 갖는 축퇴 반도체 재료를 포함한다. 도 3은 이와 같은 축퇴 반도체에서 전자의 에너지 레벨(13)을 
도시한다. 기본 재료는 전자의 전도대(11)와 가전자대(12) 사이의 2.5 eV 보다 큰 밴드갭과, 기본 재료의 

10 cm
2
/Vs 보다 큰 전하 캐리어 이동도를 갖는다. 기본 재료에는, 응용에 따라 기본 재료의 가전자대 또는 

전도대(12, 11)에 있거나 이에 근접한 고정된 불순물 에너지 레벨(13)을 형성하는 불순물 원자가 제공된
다. 불순물 에너지 레벨(13)은 전도대 또는 가전자대의 에지로부터 대략 0.1 eV 보다 적은 거리에, 가전
자대 또는 전도대에 인접하여 놓인다. 불순물 에너지 레벨(13)은 완전한 가전자대 또는 전도대(12, 11)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전도성은 불순물 원자의 적절한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0.001% 와 0.3% 사이의 불
순물 원자 농도는 충분히 높은 전도성을 제공한다. 전자는 상온에서 불순물 에너지 레벨(13)로부터 쉽게 
가전자대 또는 전도대로 변환될 수 있다.

도 1 및 도 2의 반도체 장치는 다음과 같이 제조된다. 절연 단결정 SrTiO3 기판(7) 위에 에피텍<31>
셜층으로 50 nm 두께의 도전 SrRuO3 층(5)이 제공된다. SrRuO3 자체는 투명하지 않지만, 대략 60 nm보다 

매우 얇은 SrRuO3층은 투명하다. 0.7 μm 두께의 몰리브덴 층이 이 층(5)위에 증착된다. 몰리브덴 층은 포

토레지스트와 Ar 지원된 CF4/O2 의 반응 이온 에칭(RIE)의 공지된 방법에 의해 패터닝된다. 그후, 패터닝

된 몰리브덴은 CHF3의 RIE의 수단에 의해 SrRuO3층을 패터닝하기 위한 마스크로 사용되어, 게이트 전극

(5)이 형성된다. 나머지 몰리브덴은 후에 헬륨 헥사시아노페레이트(hexacyanoferrate)로 소위 말하는 산
화 환원 반응의 에칭 처리로 제거된다. 그후, 투명 절연층(6)과 반도체 재료(4)는 게이트 전극(5) 및 기
판(7)의 표면상에 제공된다. 이 예에 있어서, 0.2 μm 두께의 SaZrO2의 절연층(6)이 650℃의 온도와 0.2 

mbar의 산소 압력에서 펄스 레이저 침착에 의해 제공된다. 그후, 0.03% Sn으로 도핑된 In2O3의 0.1μm 두

께의 층(4)이 0.2 mbar의 산소 압력과 505℃의 온도에서 펄스 레이저 침착에 의해 공지된 방법으로 절연
층(6)상에 또한 기판(7)의 표면상에 제공된다. 층(4, 6)은 다시 포토레지스트와 몰리브덴 층에 의해 게이
트 전극(5)을 위한 도전층과 유사하게 패터닝된다. 에칭은 게이트 전극(5)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제한
된 기간에만 일어난다. 채널 영역(4)과 접속 전극들(2, 3)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다.

접속 전극(2)에 대한 게이트 전극(5)에서의 -4V 보다 작은 전압에서, 제 1의 실시예에 따라 제조<32>
된 스위칭 소자의 채널 영역에서의 전하는 완전히 고갈된다. 그후, 200 kΩ 보다 큰 저항이 접속 전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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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사이에서 얻어진다. 게이트 전극(5)에서의 0 V 보다 큰 전압에서, 스위칭 소자는 도전이 되고, 접
속 전극들(2, 3)사이의 저항값은 대략 10kΩ이 된다.

제 1의 실시예에 따른 스위칭 소자는 많은 방법에서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칭 소자의 전<33>
기적인 특성은 예컨대 채널 영역 또는 절연층의 두께와 같은 기하학적인 변화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 채
널 영역(4)의 반도체 재료를 위한 불순물 원자를 갖는 비 천이 금속의 다른 공유결합 산화물을 사용할 수

도 있다. 이들 금속의 산화물과 이들 금속 산화물의 혼합물은 10cm
2
/Vs 보다 큰 이동도와 2.5 eV 보다 큰 

밴드갭을 갖는다. 예컨대, Ga2O3, Bi2O3, SnO2 , ZnO, Sb2O3, PbO, GeO2, In2O3, 또는 이들 산화물의 혼합물, 

또는 GaInO3, ZnGa2O4 , CdGa2O4 와 같은 산화물로 부터 형성된 화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공유결합 산화물

은 레이저 침착, 가스 상태로부터 분해 후 침착(CVD), 또는 증착과 같은 공지된 기술에 의해 제공된다. 
불순물 원자는 증착 소스 또는 사용된 가스에의 부가를 통해 기본 재료에 삽입될 수 있다. 0.001%와 0.3% 
사이의 불순물 원자의 농도는 스위칭 소자에서의 반도체 재료로 사용을 위한 충분한 도전성을 야기한다.

바람직하게는, 반도체 재료는 Sn, Zn, In 그룹의 금속의 공유결합 산화물을 포함한다. 이들 공유<34>

결합 산화물은 불순물 원자가 공급될 때 30 cm
2
/Vs 보다 큰 비교적 높은 이동도를 갖는다. 불순물 원자는 

사용된 공유결합 산화물에 맞추어진다. 따라서 Sb, F 또는 Cl과 같은 불순물은 SnO2가 공유결합 산화물일 

때, Sn 불순물 원자는 In2O2가 공유결합 산화물일 때, Ga 불순물 원자는 ZnO가 공유결합 산화물일 때, 각

각 사용될 수 있다. 특히, ATO로도 알려진 Sb가 도핑된 SnO2 또는 ITO로도 알려진 Sn이 도핑된 In2O3은 상

당히 적합한 재료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다른 스위칭 소자(1)의 제 2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1.5%의 Sb로 도핑된 0.2 μ<35>
m 두께의 SnO2 층이 0.2 mbar의 O2 압력과 505 ℃의 온도에서 레이저 침착에 의한 공지된 방법으로 침착된 

이 실시예에 있어서, 투명 도전 재료는 유리 기판(7) 상에 제공된다. 0.7 μm 두께의 몰리브덴 층이 증착

에 의해 이전의 층위에 제공된다. 이 몰리브덴 층은 포토레지스트와 CF4/O
2
의 RIE의 수단에 의한 공지된 

방법으로 패터닝된다. 그후, 패터닝된 몰리브덴은 CHF3의 RIE의 수단에 의해 도핑된 SnO2층을 패터닝하기 

위한 마스크로 사용되어, 게이트 전극(5)이 형성된다. 몰리브덴은 후에 헬륨 헥사시아노페레이트로 산화 
환원 반응의 에칭 처리로 제거된다. 그후, 강유전성 재료의 0.25 μm 두께의 투명 절연층(6)이 게이트 전
극(5)상에 또한 기판(7)의 표면상에 제공된다. 사용될 수 있는 강유전성 재료는 예컨대, 리튬 니오베이트
(LiNbO3), 리튬 탄탈레이트(LiTaO3) 또는 납-지르코늄 티탄산염(PbZrx Ti1-xO3)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예에 

있어서, 납-지르코늄 티탄산염(PbZrxTi1-x O3)이 취해지는 데 이 이유는 이 재료가 사용되는 다른 재료와의 

호환성의 문제점이 없이 비교적 쉽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재료는 비교적 높은 극성(대

략 60 μC/cm
2
)과 낮은 스위칭 전계(대략 50 kV/cm)를 갖는다. 납-지르코늄 티탄산염은 0.2 mbar의 산소 

압력과 587℃의 온도에서 펄스 레이저 침착에 의해 공지된 방법으로 제공된다.

그후, 0.03%의 Sb로 도핑된 0.1 μm 두께의 SnO2 층(4)이 0.2 mbar의 O2 압력과 505 ℃의 온도에<36>
서 펄스 레이저 침착에 의해 강유전체 층(6)과 기판(7)의 표면상에 제공된다. 층(4, 6)은 다시 포토레지
스트와 몰리브덴 층에 의해 게이트 전극(5)을 위한 도전층과 유사하게 패터닝된다. 에칭은 게이트 전극
(5)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제한된 기간에만 일어난다. 그후, 몰리브덴 층은 다시 제거된다. 채널영역
(4)은 이와 같이 형성된다. 1.5%의 Sb로 도핑된 0.5 μm 두께의 SnO2의 도전층(4)이 이 표면 위에 제공된

다. 이 층은, 게이트 전극을 위한 도전층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전 접속 전극들(2, 3)을 형성하기 위하여 
포토레지스트와 몰리브덴 층에 의해 패터닝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접속 전극(2,3), 게이트 전극(5), 및 채널 영역(5)은 동일한 형태의 불순물 <37>
원자를 갖는 동일한 기본 재료, 게이트 전극(5)의 도전 재료 보다 적은 량의 불순물 원자를 갖는 접속 전
극(2,3) 및 채널 영역(4)의 반도체 재료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장치는, 이들 재료를 위하여 오직 한 형
태의 제조 공정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이 제 2의 실시예에 따른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특성은 도 5에 도시되었다. 이 도면에 있어서, <38>
접속 전극들(2, 3) 사이에서 측정된 저항(R2-3)은 수직축 상에 도시되고, 전극(2)에 대해 게이트 전극(5)

에서의 전압(Vgate)은 수평축 상에 도시되었다. 접속 전극 사이의 저항값은 강유전체 절연층(6)의 극성 상

태에 의존하여 대략 5의 계수에 의해 변화한다.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특성은 도 5로부터 명백하듯이 비
대칭이다. 이것은, 전압(Vgate)의 주요 부분이 채널 영역의 상승 기간(도 5에서 하부 곡선) 중에 강유전성 

재료(6) 양단의 전압이고, 채널 영역의 고갈의 경우(도 5 의 상부 곡선), 전압(Vgate)의 실질적인 부분은 

고갈된 채널 영역(4) 양단의 전압인 사실에 관련된다. 즉, 게이트 전극 상의 전압의 영향은, 전압(Vgate)의 

한 부분이 고갈의 경우 채널 영역 양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채널 영역의 고갈과 증대의 경우에 동일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보다 적은 음의 전압이 출현하게 한다. 스위칭 소자는, 짧은 전압 펄스가 게이트 전극
(5)에 가해지는, 강유전체 층(6)의 두 상태 사이에서 스위칭될 수 있다. 접속 전극들(2, 3) 사이의 저항
값은 강유전성 재료의 나머지 극성에 대응하는 전압 펄스 사이의 값이라고 가정한다. 도 6에서 하부 곡선
은 게이트 전극(5)에서 플러스 및 마이너스 3 V 및 100 μS의 지속 기간의 전압 펄스(Vgate)를 도시한다.

도 6에서 상부 곡선은 접속 전극들(2, 3) 사이의 전류(I2-3)에 대한 이들 전압 펄스(Vgate)의 영향<39>
을 시간(t)의 함수로 도시한다. 스위칭 소자(1)가 선행한 스위칭 펄스(Vgate) 즉 나머지 극성의 방향에 따

라 접속 전극들(2, 3) 사이의 전류(I2-3)에 대해 다른 값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하다.

스위칭 소자의 스위칭 특성은 강유전성 재료의 종류에 강하게 의존하고, 또한 강유전성 재료의 <40>

특정 구성물에 의존한다. Pbzr0.5Ti0.5O3은 1200의 유전 상수(ε), 10 kV/cm의 스위칭 전계 및 23 μC/cm
2
의 

잔류 극성을 갖는다. 도 7의 곡선(20)은 극성(P)을, 1 kHz의 주파수로 측정된, 강유전성 재료 양단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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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Ec)의 증가 및 감소의 함수로서 도시한다. 따라서 PbZr0.5Ti0.5O3은 비교적 적은 이력 현상(hysteresis)

를 도시한다. 다른 구성물, PbZr0.2Ti0.8O3은 300의 유전 상수(ε), 45 kV/cm의 스위칭 전제 및 60 μC/cm
2

의 잔류 극성을 갖고, 이 경우 강한 이력 현상을 발생한다(도 7의 곡선(21)). 따라서, PbZr0.5Ti0.5O3층(6)

이 사용된 스위칭 소자는, 스위칭 소자가 아직 완전히 스위칭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최대 잔류 극성과 영
의 극성 사이의 값을 취하는, 점진적인 스위칭 특성(소프트 스위칭)을 도시한다. 이와같은 강유전성 재료
를 갖는 스위칭 소자는 다양한 스위칭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PbZr0.2Ti0.8O3은 강유전성 재료의 매우 강한 

이력 현상 특성 때문에, 매우 명확하게 두 개의 스위칭 상태(분산 스위칭)를 갖는다. 이와 같은 재료를 
갖는 스위칭 소자는 항상 두 스위칭 상태 중 한 상태가 된다.

도 8, 도 9 및 도 10은 전자 광학 디스플레이 소자(30)와 수반하는 스위칭 소자(1)를 포함하는 <41>
장치의 제 3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디스플레이 소자(30)는 디스플레이 소자(30)에 결합된 스위칭 소자
(1)에 의해 충전되거나 방전되는, 공지된 방식의 캐패시터로서 작용한다(도 10 참조). 이 예에 있어서, 
장치는 매트릭스로 배열된 다수의 디스플레이 및 스위칭 소자를 포함한다(도 8 참조). 이 장치는 액정 표
시 장치(LCD)로 불리는 형태이다. 각 화상 디스플레이 소자(30)는 전극들(31, 32)과 전극 사이에 위치한 
전자 광학 재료를 포함한다. 이 전자 광학 재료의 광학 특성은 전극들(31, 32) 사이에 인가된 전압에 따
라 변한다. 소자 전극들(31, 32)은 적은 간격을 갖고 서로 평행한 두 개의 다른 유리판 상에 놓인다. 유
리판 사이의 공간은 전자 광학 재료로 채워진다. 디스플레이 소자의 한 전극(31)은 모든 디스플레이 소자
를 위한 공통의 전극이고, 반면 다른 전극(32)은 각 디스플레이 소자(30)를 위하여 절연되어 제공된다. 
각 디스플레이 소자(30)는 자신의 스위칭 소자(1)에 의해 제어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스위칭 소자(1)는 
소자 전극(32)과 같이 동일한 유리판 상에 배열되고, 스위칭 소자(1)의 접속 전극(3)은 디스플레이 소자
(30)의 전극(32)에 접속된다. 스위칭 소자의 다른 접속 전극(2)은 버스 라인(22)에 접속된다. 스위칭 소
자의 게이트 전극(5)은 버스 라인(25)에 접속된다. 도 10은 장치의 등가 회로도를 도시한다. 동작 중에, 
개별적인 디스플레이 소자(20)는 버스 라인들(22, 25)상의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본 발명에 따라서, 특
정 투명 반도체 재료를 갖는 투명 스위칭 소자(1)가 사용되고, 스위칭 소자(1)와 디스플레이 소자(30)는 
적어도 한 부분에서 서로 오버랩된다. 도 9는 관련된 스위칭 소자(1)를 갖는 단일의 화상 디스플레이 소
자(30)의 평면도이다. 이 실시예의 스위칭 소자(1)의 구성은 제 2 실시예의 스위칭 소자의 구성과 유사하
다. 유일한 차이점은, Pb0.9La0.1Zr0.7Ti0.3O3의 0.1 μm 두께의 비강유전체 층(6)이 강유전체 층(6) 대신에 

펄스  레이저  침착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비  강유전체  층(6)은  높은  유전  상수(ε)를 
가져, 채널 영역(4)의 효과적인 고갈을 가능하게 한다. 이 예에서의 게이트 전극(5)은 게이트 전극(5)이 
버스 라인(25)에 접속되도록 패터닝된다. 게이트 전극(5)은 절연층(6)에 의해 다른 도체로부터 절연된다. 
접속 전극(2)은 버스 라인(22)에 접속되도록 패터닝된다. 투명 절연층, 이 예에서는 CVD에 의해 제공된 
SiO2층은, 이 예에서 스위칭 소자(1)의 접속 전극들(2, 3) 위에 침착된다. 이 절연층은 화상 디스플레이 

소자(32)의 소자 전극(32)으로부터 접속 전극(2)을 절연시킨다, 콘택트 홀(35)은 공지된 방법으로 절연층 
내부로 에칭된다. 그후, 이 예에서는 ITO로 구성되는 투명 전도층이 절연층 상에 또한 콘택트 홀(35) 내
에 제공된다. 이 층은 포토레지스트와 몰리브덴 층에 의해 공지된 방법으로 패터닝되어, 소자 전극(32)이 
형성된다. 소자 전극(32)은 콘택트 홀(35)을 통해 스위칭 소자(1)의 접속전극(3)에 접속된다. 그후, 소자 
전극(31)을 갖는 유리판과 소자 전극(32) 및 스위칭 소자(1)를 갖는 유리판이 서로 결합되고, 여기에 전
자 광학 재료가 공급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표시 응용을 위해 충분히 빠른 것을 밝혀졌다. 즉 스위칭 소자는 100 Hz <42>
보다 큰 주파수로 디스플레이 소자를 스위칭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장치에서 스위칭 소자와 
디스플레이 소자는 실제 전체적으로 서로 오버랩되어, 장치 표면적의 비교적 큰 부분이 화상 디스플레이 
소자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한다. 강유전체 절연층(6)은 장치의 이 제 3의 실시예에서 교대적으로 사
용될 수 있다. 그후, 스위칭 소자(1)는 게이트 전극(5)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도 화상 디스플레이 소자
(30)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제 4의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는 전자 광학 이미징 소자(30)를 포함하고, 투명 스위칭 소자(1)는 <43>
이미징 소자(30)에 접속되고, 스위칭 소자의 적어도 한 부분과 이미징 소자가 서로 오버랩된다. 도 8 및 
도 9는 이와 같은 장치를 도시한다. 이 장치는 카메라 또는 스캐너와 같은 광학 이미징 장치의 요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 광학 이미징 소자(30)는 광자 플럭스를 전기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양으
로 변환하는 소자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이미징 소자(30)에 포함된 광자에 의한 전하를 스위
칭 소자(1)의 수단에 의해 판독할 수 있다. 장치의 제 4의 실시예는, 먼저 이미징 소자(30), 예컨대 광자
를 전하 캐리어로 변환시키는 광감지 pn 접합을 갖는 소위 말하는 광 다이오드가 표준의 방법에 의해 기
판 상에 제조된다. 그후, 투명 스위칭 소자(1)가 선행 실시예에서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이미징 
소자(30) 상에 제공된다. 이어서, 콘택트 홀(35)을 통한 스위칭 소자(1)의 접속 전극(3)과 광 다이오드의 
PN 접합의 한 면 사이의 전기적 접속이 이루어진다. 그후, 이미징 소자에서 광자에 의해 생성된 전하 캐
리어는 스위칭 소자(1)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스위칭 소자(1)는 투명하기 때문에, 이미징 소자(30)와 
오버랩될 수 있다. 이 때 카메라는 매우 간결한 구성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장치 표면적의 비교적 큰 부
분이  이미징  소자(30)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즉,  보다  많은  표면적이  광자를  수집하는  유효하게 
된다. 또한, 각 이미징 소자(30)는 독립적으로 판독될 수 있다.

제 5의 실시예에 있어서, 트랜지스터는 제 2의 실시예에 따라 만들어지지만, 0. 1%의 Sb로 도핑<44>
된 10 nm 두께의 SnO2층인 다른 층(6)이 채널 영역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 트랜지스터는 10 nm의 BaZrO3의 

뚜껑층으로 덮인다. 도 11 내지 도 14는 트랜지스터의 제 5의 실시예로 얻어진 결과를 도시한다. 도 11은 
강유전 절연체 내에서 치환되는 단위 게이트 표면적당 전기적인 전하(QG)를 게이트 전극에서의 전압(VG)의 

함수로 도시한다. 치환된 전하(QG)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부 커패시턴스(C)로 측정된다. 도 12는 

전달  특성  즉,  접속  전극들(2,  3)  사이의 전류(ID )와  게이트  전극에서의 전압(VG )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다. 여기에서는 0.1V의 전압(VD)이 접속 전극 사이에 존재한다. 접속 전극으로부터 게이트 전극으로

의 누설 전류는 -3 V 보다 작은 VG에서 전달 특성을 방해한다. 도 13은 접속 전극들(2, 3) 사이의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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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의 기울기를 시간(t)의 함수로 도시한다. 여기에서 VG = 0이고, VD = 0.1 V이다. t = 0의 순간에, 온 

상태에서 +6 V를 갖고 오프 상태에서 -6 V를 갖는 펄스 전압(VG)이 게이트 전극에 인가된다. 도 14는 전류

-전압 특성(ID 대 VG )을 도시한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VD는 이 것에 대해 0 V로부터 6V로, 다시 

0V로 변하고, VG는 4V로부터 1V로 단계적으로 변한다. 도 11 내지 도 14는 트랜지스터의 제 5의 실시예가 

매우 바람직한 스위칭 특성을 갖는 것을 명확히 도시한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실시예에서 투명 반도체 및 도체 재료를 위하여 <45>
비 천이 금속의 특정 공유결합 산화물이 선택되었지만,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비 천이 금속의 선택적인 
공유결합 산화물로 바람직하게 제조될 수 있다. 접속 전극 사이의 저항값과 온/오프 비율, 즉 스위칭 소
자의 스위칭 또는 비스위칭 도중의 접속 전극 사이의 저항에서의 차이는, 예컨대 반도체, 절연체 또는 강
유전 재료의 형태가 사용되거나 또는 채널 기하학 즉 채널 영역의 폭, 길이 및 두께가 적용되는데 특정 
필요 사항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적화된 재료 및 기하학은 각 응용에 대해 강유전성 재료의 채널 
저항, 온/오프 비율 및 스위칭 전계를 고려함으로써 선택될 수 있다. 다른 강유전성 재료가 선택되거나, 
또는 강유전성 재료의 다른 층 두께가 선택되는 강유전성 재료로부터 다른 스위칭 전압을 갖는 스위칭 소
자를 제작할 수도 있다. 더욱이, 장치의 재료는 이미징 또는 디스플레이 소자의 외부에서 투명할 필요는 
없다. 스위칭 소자는 스위칭 소자(1)와 이미징 및 디스플레이 소자(30)가 오버랩되는 곳에서만 투명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예컨대 버스 라인들(22, 25)과 접속 전극(2) 및 게이트 전극(5)의 부분은, 제 3 및 
제 4의 실시예에서 예컨대 전도성을 증진하기 위한 몰리브덴 또는 알루미늄층의 금속층을 제공받을 수 있
다.

레이저 침착, CVD, 증착 및 포토리소그래피와 같은 특정 기술이 재료를 제공하고 패터닝하기 위<46>
하여 상기에서 제안되었다. 이것은 본 발명이 오직 이와 같은 기술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에피택셜 성장(MBE) 또는 프린팅 기술에 의한 마스킹 재료의 제공 등과 같은 선택적인 기
술 역시 사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투명한 재료의 두 개의 접속 전극들과 반도체 재료의 삽입된 투명 채널 영역을 갖는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로서, 상기 채널 영역에는 투명 절연층에 의해 상기 채널 영역으로부터 분리
된 도전 재료의 투명 게이트 전극이 제공되는, 상기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재료는, 2.5eV 보다 큰 전자들의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의 밴트갭을 갖고 기본 재
료의 가전자대 또는 전도대 내에 또는 이에 인접한 고정된 불순물 에너지 레벨을 형성하는 불순물 원자들

이 제공된 10cm
2
/Vs 보다 큰 전하 캐리어들의 이동도를 갖는 상기 기본 재료를 갖는, 축퇴(degenerate) 반

도체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재료는 비(非)천이 금속의 공유결합(covalent) 산화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재료는 Sn, Zn 및 In의 그룹으로부터의 금속의 공유결합 산화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전극들,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채널 영역은 동일한 형태의 불순물 원자들이 제공
된 동일한 기본 재료를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 재료는 상기 도전 재료가 포함하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의 
불순물 원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 재료는 0.5% 보다 큰 불순물 원자들을 포함하고, 상기 반도체 재료는 0.3% 보다 작은 
불순물 원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기본 재료는 SnO2를 포함하고, 상기 분순물 원자들은 S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

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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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절연층은 강유전성(ferroelectric)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스위칭 소자
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강유전성 재료는 납-지르코늄 티탄산염(lead-zirconium titanate)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는, 전극들을 가지며 상기 전극들 사이에 배치된 전자 광학 재료를 갖는 전자 
광학 디스플레이 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투명 스위칭 소자의 접속 전극이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의 전극에 
접속되고, 상기 스위칭 소자와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서로 오버랩(overlap)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는 전자 광학 이미징 소자를 포함하고 상기 투명 스위칭 소자는 상기 이미징 소
자에 접속되고, 상기 스위칭 소자와 상기 이미징 소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서로 오버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투명 스위칭 소자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투명한 재료의 두 개의 접속 전극(2,3)과 반도체 재료의 삽입된 투명 채널 영역(4)을 
갖는 투명 스위칭 소자(1)를 포함하고, 반도체 재료에 투명 절연층(6)에 의해 채널 영역(4)으로부터 분리
된, 도전 재료의 투명 게이트 전극(5)이 제공되는 반도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반도체 
재료는, 2.5eV 보다 큰 전자들의 전도대(11)와 가전자대(12) 사이의 밴드갭(10)을 갖고 기본 재료의 가전
자대(12) 또는 전도대(11) 내에 또는 이에 인접한 고정된 불순물 에너지 레벨(13)을 형성하는 불순물 원

자들이 제공된 10cm
2
/Vs 보다 큰 전하 캐리어들의 이동도를 갖는 상기 기본 재료를 갖는 축퇴 반도체 재료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측퇴 반도체 재료는, 큰 밴드갭(10) 때문에 가시광의 흡수가 불가능하고 또
한 가시광의 흡수가 불순물 에너지 레벨(13)을 통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다. 본 발명에 따른 반
도체 장치는 비교적 빠른 스위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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