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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규소의 결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사용하여 형성된 결정성 규소막을 사용하여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소오스 및 드레인 영역들을 형성하는데 있어, 니켈을 게터링하기 위한 
원소로서 인이 이온주입법에 의해 그곳에 도입된다. 니켈 게터링이 어닐링에 의해 실행된다. 예를 들어, 
P채널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경우, 인과 붕소 모두가 사용된다. 붕소가 전기전도도 타입을 결정하
고, 인은 게터링 물질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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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장치와 그의 제작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a)∼(f)는 본 발명의 실시예 1 및 2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제2도(a)∼(f)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를 나타내는 도면.

제4도(a)∼(h)는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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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채널영역                      101 : 유리기판

102 : 산화규소막                    103 : 비정질 규소막

104 : 결정성 규소막                 105 : 섬형상의 규소영역

106 : 산화규소막(게이트 절연막)     107 : 게이트전극

108 : 소스영역                      109 : 드레인영역

110 : 층간절연막                    111 : 소스 전극

112 : 드레인 전극                   204 : 촉매층

210∼213 : N형 불순물영역           215,216 : P형 불순물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비(非)단결정의 결정성 규소막을 가지는 박막트랜지스터(TFT)와 같은 절연게이트형 반도체장
치와 다른 반도체장치의 제작공정에 있어서의 도핑 기술로서, 결정성 규소막에 함유된 불순물(예를 들면, 
Ni)의 그러한 반도체장치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상기한 도핑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결정
성 규소막이 결정화 촉매원소(예를 들면, Ni)의 도움으로 형성되는 경우 특히 유용하다.

최근,  절연기판상에 박막상(狀)의  활성층(활성영역이라고도 한다)을  가지는 절연게이트형 반도체장치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가 행해져 왔다. 특히, 박막상의 절연게이트형 트랜지스터, 즉, 박막트랜지스터(TFT)
로 불리는 것이 열심히 연구되고 있다. 박막트랜지스터는, 사용되는 재료와 반도체의 결정상태에 따라 비
정질 규소 TFT, 결정성 규소 TFT등으로 구분된다. 위에 언급된 '결정성 규소'란, 비(非)단결정 규소이기 
때문에, 상기한 TFT들이 비단결정 TFL로 총칭된다.

일반적으로, 비정질 상태의 반도체는 작은 전계이동도를 가지며, 따라서, 고속동작이 요구되는 TFT에는 
사용될 수 없다. 또한, P형 비정질 규소는 매우 작은 전계이동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비정질 규소가 
P채널형 TFT(PMOS TFT)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정질 규소로는, P채널형 TFT와 N채
널형 TFT(NMOS TFT)를 결합하여 상보형 MOS(CMOS)회로를 형성할 수 없다.

한편, 결정성 반도체는 비정질 반도체보다 큰 전계이동도를 가지고 있어, 고속동작을 가능케 한다. 결정
성 규소는 NMOS TFT뿐만 아니라 PMOS TFT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CM0S회로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비단결정의 결정성 규소막은 기상(氣相)성장법에 의해 얻어진 비정질 규소막을 적절한 온도(대개 600℃이
상)에서 장시간 열(熱)어닐하거나, 또는 레이저광과 같은 강광(强光)을 조사(照射)하는 것(광어닐)에 의
해 얻어질 수 있다.

열어닐에 의한 방법에 관해서는, 일본 공개특허공고 헤이6-244104호 공보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니켈, 철, 
코발트, 백금, 팔라듐 등의 원소(이후, 결정화 촉매원소 또는 간단히 촉매원소라고 부른다)가 비졍질 규
소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이용하여 통상의 경우보다도 시간이 더 짧고 온도가 더 낮은 열어닐 공
정에 의해 결정성 규소막을 얻을 수 있다.

유사한 기술들이 일본 공개특허공고 헤이 6-318701호, 6-333951호 등의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그
러한 결정화 촉매원소를 가지는 규소막에서는, 이온 도핑 등의 수단에 의해 N형 또는 P형 불순물이온을 
주입함으로써 소스 및 드레인과 같은 불순물영역을 형성한 후 행해지는 불순물 원소의 활성화를 통상의 
경우보다 온도가 낮은 열어닐에 의해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내어져 있다.(일본 공개특허공고 헤이 6-
267980호와 헤이 6-267989호).

상기한 목적을 위해서는, 결정화 촉매원소의 농도가 1×1O
15
∼1×1O

19
원자/㎤인 것이 요망된다. 그 농도가 

이 범위보다 낮으면 결정화가 촉진되지 않고, 그 농도가 이 범위보다 높으면 규소 반도체의 특성이 저해
된다. 촉매원소의 농도는 2차이온질량분석법(SIMS)에 의해 얻어진 값의 최대치로서 정의된다. 많은 경우, 
촉매원소가 막내에 분포된다.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를 함유하는 결정성 규소막을 사용하여 제작된반도체장치들이 큰 전졔이동
도를 가질지라도, 그들 장치중 많은 것은 큰 오프전류를 나타낸다. 특히, 동일 기판상에 다수의 반도체장
치를 형성한 경우, 오프전류가 클뿐만 아니라, 반도체장치들 사이에서 오프전류의 변동이 크게 된다.

큰 오프전류와 그의 큰 변동이 생기는 원인은,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로, 
즉, 촉매원소가 접합부(junction)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상기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은, 액정표시장치의 화소부분을 구성하는 TFT에 치명적인 결합이다.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도입한 결정성 규소막을 사용하여 제작된 반도체장치들중에, 
불순물영역(소스 및 드레인 등)에 인을 주입하여 형성한 반도체장치는 변동이 거의 없는 비교적 낮은 오
프전류(대략 10pA 이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본 발명자들은 인의 성질을 상세히 연구
하였고, 인이 불순물을 게터링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 보고서를 발견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은 니켈에 대하여 특히 높은 정도의 게터링 기능을 나타낸다. 또한, 반도체장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구리 및 철과 같은 원소도 인에 의해 게터링될 수 있다. 이것은, 상기
한 반도체장치에서 인이 일정한 방식으로 니켈의 성질을 중화시켜, 오프전류 특성에 대한 니켈의 악영향
을 억제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니켈에 대한 인의 게터링 기능을 이용한다. '게터링 기능'은 인이 니켈을 포획하여 니켈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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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감소시키는 작용으로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니켈 기능을 이용하여 N채널형 박막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먼
저, 게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인 이온을 도핑하여 소스영역 및 드레인영역을 형성한다. 인 이온 도핑
에 의해 채널영역과 N형 소스 및 드레인영역을 박막트랜지스터의 활성영역에 형성한다. 그 후, 열어닐 또
는 레이저 어닐을 행한다. 이 공정에서, 소스 및 드레인영역에 도핑된 인의 기능에 의해, 인이 도핑되지 
않은 채널영역으로부터 니켈원소가 제거된다. 즉, 니켈원소가 인에 의해 포획되어, 니켈원소가 채널영역
으로부터 소스 및 드레인영역으로 옮겨진다.

상기한 열어닐 또는 레이저 어닐공정의 결과로, 니켈원소가 소스 및 드레인 영역에 모인다. 한편, 인이 
도핑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니켈원소가 감소된다. 채널영역에 고농도로 도핑된 니켈원소는 박막트랜지스터
의 동작에 악영향을 끼친다.

박막트랜지스터의 동작에 있어서, 채널영역의 저항이 게이트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약간 변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전기적 성질의 약간의 변화가 채널영역에 요구된다. 그러나, 니켈이 그러한 약간의 
변화를 방해한다. 따라서, 오프전류가 증가되고 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이 변동한다.

한편, 소스 및 드레인영역에 니켈이 고농도로 도핑되어도, 오프전류가 거의 증가되지 않고, 특성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활성영역내 니켈의 분포를 변화시키는 것이, 즉, 소스 및 드레인영역내 니켈의 농도를 증가시키
고 상대적으로 채널영역내 니켈의 농도는 감소시키는 것이 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효하다.

P채널형 박막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소스 및 드레인영역에 인 이온을 도핑하고, P형 불순물을 
그 영역에 도핑하여 도전형(導電型)을 반전시킨다. 그리하여, 니켈이 소스 및 드레인영역으로 옮겨진다.

상기한 본 발명에서,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는, 니켈, 백금, 코발트,철, 팔라듐 등의 금속원소일 
수 있다. 이들 원소중에, 니켈이 규소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특히 우수하다.

촉매원소의 농도는 1×1O
15
∼1×1O

19
원자/㎤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농도가 1×1O

15
원자/㎤보

다 낮으면,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얻어지지 않고, 한편, 그 농도가 1×1O
19
원자/㎤보다 높으면, 규

소가 금속 성질을 부분적으로 취하여, 그의 반도체 특성을 상실한다. 본 명세서에서, 규소막내 촉매원소
의 농도는 2차 이온질량분석법(SIMS)에 따른 분석 및 측정에 의해 얻어진 값들중 최대값으로서 정의된다.

[실시예 1]

본 실시예는,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도입한 결정성 규소막상에 미완성 트랜지스터를 
형성한 다음, 공지의 이온 도핑법(플라스마 도핑법으로도 불린다) 또는 이온주입법에 의해 소스영역 및 
드레인영역에 인 이온을 포함하는 이온을 주입하고, 마지막으로, 열어닐 또는 광어닐에 의해(또는 그들 
모두에 의해) 규소막의 결정성의 개선과 불순물의 활성화를 행함으로써, 우수한 특성을 가진 N형 반도체
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하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 반도체장치'란, 오프전류가 대략 10pA
이하이고 장치들 사이에서의 특성의 변동이 적은 반도체장치를 의미한다. 제1도(a)∼(f)는 본 실시예의 
제작공정을 나타낸다.

먼저, 유리기판(본 실시예에서는 코닝 7059)(101)상에 2000Å두께의 하지(下地) 산화규소막(102)과 그위
의 500Å두께의 비정질 규소막(103)을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성막한다. 그 다음, 그위에 10ppm의 니켈초
산염 수용액을 도포하고 스핀 코팅을 행하여 니켈초산염층(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그 니켈초산염 수
용액에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1도(a))

그  후,  550℃로  4시간  열어닐을  행하여,  비정질  규소막(103)을  결정화시켜,  결정성  규소막(104)을 
얻는다. 이때, 니켈이 결정핵으로 작용하여, 비정질 규소막(103)의 결정화를 촉진시킨다.

상기한 열어닐이 550℃와 4시간의 저온(코닝 7059의 변형점보다 낮은)과 짧은 시간의 조건하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은 니켈의 이러한 작용 때문이다. 상기한 공정들의 세부는 일본 공개특허공고 헤이 6-244104호 
공보에 기술되어 있다.

촉매원소의 농도는 1×1O
15
∼1×1O

19
원자/㎤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규소막내 

촉매원소의 농도가 그 규소막에서의 최소치로 1×10
17
∼5×10

18
원자/㎤이고, 그 농도는 2차이온질량분석법

(SIMS)에 따른 분석과 측정에 의해 얻어진 값들중 최소치로서 정의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결정성 규소막(104)의 결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출력 펄스 레이저인 엑시머 레이
저로부터 방출되는 광을 그 규소막에 조사(照射)한다.본 실시예에서는, KrF엑시머 레이저(파장 248nm; 펄
스폭 30nsec)가 사용되었다. 그 레이저광의 에너지 도는 최상의 결정성을 가지는 결정성 규소막(104)을 
제공하기 위해 10O∼5OOmJ/㎠의 범위로부터 선택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레이저광의 에너지 도를 370mJ/
㎠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의 면적이 그 엑시머 레이저광의 비임 사이즈보다 큰 경우에는, 레이저 비임을 
피조사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조사를 행한다. 그 조사는, 피조사물상의 각 지점이 2∼20쇼
트(shot)의 레이저광을 받도록 행해진다. 레이저광 조사중에 기판온도는 200℃로 유지된다.(제1도(b))

그 다음, 결정성 규소막(104)을 에칭하여, 섬형상의 규소영역(105)을 형성한다. 기판온도를 250∼380℃, 
예를 들면, 300℃로 유지한 채, 원료가스로서 TEOS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CVD에 의해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1200Å두께의 산화규소막(106)을 그 위에 퇴적하였다.(제1도(c))

그 후, 스퍼터법에 의해 알루미늄막(규소를 0.1∼2% 함유하는)을 3000∼8000Å의 두께, 예를 들면, 6000
Å의 두께로 형성한 다음, 이 막을 에칭하여, 게이트전극(107)을 형성한다.(제1도(c))

그 후, 게이트전극(107)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 도핑법에 의해 섬형상의 규소영역(105)에 인 이온을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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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도핑 가스로서, 수소에 의해 1∼10%로 희석된 포스핀(PH3)이 사용되었다. 가속전압은 60∼90kV, 예

를 들면, 80kV로 하고, 도즈량은 1×1O
13
∼8×1O

15
원자/㎤, 예를 들면, 2×1O

14
원자/㎤으로 하였다. 이들 

조건하에서, 인 이온을 3×1O
19
원자/㎤의 농도로 섬형상의 규소영역(1O5)에 도입한다. 그리하여, N형 불순

물영역(소스 및 드레인)(108, 109)과 채널영역(100)이 형성된다.(제1도(d))

본 발명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규소영역에 N형 또는 P형의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한 불순물 농도의 바람직

한 범위는 3×1O
19
∼1×1O

21
원자/㎤이었다. 이온 도핑중에, 기판이 실온으로 유지되었다.

그 다음, 인(도프제)을 활성화시키고 인으로 하여금 니켈을 게터링하게 하기 위해, KrF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여 광어닐을 행한다. 레이저광의 에너지 도는 1OO∼35OmJ/㎠, 예를 들면, 25OmJ/㎠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면적이 그 엑시머 레이저광의 비임 사이즈보다 큰 경우에는, 레이저 비임을 피조사물에 대하
여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조사를 행한다. 그 조사는, 피조사물상의 각 지점이 2∼20쇼트의 레이저광을 
받도록 행해졌다. 레이저광 조사중에, 기판온도는 200℃로 유지되었다. 그 다음, 질소분위기에서 350℃로 
2시간 열어닐을 행한다. 광어닐과 열어닐 모두가 본 실시예에서 행해졌지만, 그들중 하나만이 행해질 수
도 있다.

그 어닐공정에서, 채널영역(100)내 니켈이 소스영역(108)  및 드레인영역(109)으로 옮겨진다. 그리하여, 
채널영역(100)내 니켈의 농도가 감소될 수 있다.(제1도(e))

그 후,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층간절연막으로서 6000Å두께의 산화규소막(110)을 퇴적하고 그 막에 콘택
트 홀을 형성한다. 그 후, 금속재료, 예를 들면, 티탄막과 알루미늄막으로 된 다층막을 퇴적하고 패터닝
하여,  TFT의  소스 및 드레인의 전극/배선(111,  112)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1기압의 수소분위기에서 
200∼350℃로 열어닐을 행한다.(제1도(f))

[실시예 2]

본 실시예는,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도입한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하여 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공정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P형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더 구체적으로는, 
인 이온을 포함하는 이온이 공지의 이온 도핑법(플라즈마 도핑법으로 불리기도 한다)에 의해 결정성 규소
막의 소스영역 및 드레인영역에 주입된 다음, P형 불순물이온(본 실시예에서는, 붕소이온을 포함하는 이
온)이 그 규소막에 더 주입되고, 마지막으로, 그 규소막의 결정성의개선과 불순물의 활성화를 위해 열어
닐 또는 광어닐(또는, 그들 모두)이 행해진다.

본 실시예는, 소스영역과 드레인영역에 P형 불순물이온(본 실시예에서는, 붕소이온을 포함하는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을 추가하여 실행될 수 있다. 이 공정은,제1도(d)에 나타내어진 인 이온 도핑전 또는 후에 
행해질 수 있다. P형 불순물 이온으로 도핑하는 추가 공정만을 아래애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P형 불순물이온으로서 붕소이온이 게이트전극(107)을 마스크로 하여 규소영역(105)에 
주입된다. 도핑 가스로서, 수소에 의해 5%로 희석된 디보란(B2H6)이 사용되었다. 가속전압은 60∼90kV, 예

를 들면, 80kV로 하고, 도즈량은 1×1O
13
∼8×1O

15
원자/㎤, 예를 들면 4×1O

14
원자/㎤으로 하였다.

이 공정에서, 그 도즈량은, 소스영역 및 드레인영역내 붕소의 최대 농도값에서 동일영역내 인의 최대 농

도값을 뺀 것이 3×1O
19
∼1×1O

21
원자/㎤가 되도록 조절된다. 그 이온 도핑중에, 기판이 실온으로 유지되었

다. 그리하여, P형 불순물영역(소스 및 드레인)(108, 109)과 채널영역(100)이 형성되었다.

본 실시예에서, P형 TFT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붕소와 같은, P형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한 불순물 뿐만 아
니라, 니켈과 인이 결정성 규소막으로 된 활성층에 부가되었다. 따라서, 양호한 결정성을 가지는 규소막
이 니켈의 촉매효과로 인하여 저온에서 단시간에 얻어질 수 있고, 불필요하게 된 니켈은 인에 의해 게터
링될 수 있다. 그 결과, 본 실시예는, 장치들 사이에서의 변동이 적은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TFT
를 제작할 수 있다.

즉, 채널영역(100)내 니켈의 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그리하여, 높은 특성과 낮은 특성 변동을 가지는 박
막트랜지스터가 얻어질 수 있다.

[실시예 3]

본 실시예는,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도입한 결정성 규소막상에 다수의 미완성 트랜지
스터를 형성한 다음, 공지의 이온 도핑법(플라즈마 도핑법으로 불리기도 한다)에 의해 그 트랜지스터의 
소스영역 및 드레인영역에 인 이온을 포함하는 이온을 주입하고, 마지막으로, P형 불순물이온(본 실시예
에서는, 붕소이온을 포함하는 이온)을 선택적으로 주입합으로써, 동일 기판상에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N
형 및 P형 반도체장치를 별도로 제작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제2도(a)∼(f)는 본 실시예에 따른 CMOS TFT의 제작공정을 나타낸다. 먼저, 제2도(a)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원료로서 모노실란과 일산화질소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CVD에 의해 유리기판(코닝 1737)(201)상에 
하지 산화규소막(202)을 1000∼5000Å의 두께, 예를 들면, 2000Å의 두께로 성막한 다음, 그 위에, 원료
로서 모노실란을 사용하는 플라즈마 CVD에 의해 1000Å두께의 비정길 규소막(203)을 퇴적한다.

그 후, 과산화수소 수용액을 사용하여 매우 얇은 산화규소막(도시되지 않음)을 비정질 규소막(203)의 표
면에 형성한다. 1∼30ppm, 예를 들면, 10ppm으로 니켈을 함유하는 초산염 용액을 스핀 코팅법에 의해 도
포한 다음, 건조시켜, 니켈을 함유하는 촉매충(204)을 형성한다.(제2도(a))

그  후,  질소분위기에서  550℃로  4시간  열어닐을  행하여  비정질  규소막(203)을  결정화시킨다.  이 
공정에서, 니켈이 비정질 규소막(203)으로부터 하지 산화규소막(203)으로 이동하고, 결정화가 하방으로 
진행한다.

열어닐에 의한 결정화 공정후에, 결정화된 규소막에 XeCl레이저광(파장 308nm)을 조사하여 그의 결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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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킨다.

그 다음, 제2도(b)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결정화된 규소막을 에칭하여, 섬형상의 규소영역(205, 206)
을 형성한 후, 그 위에, 원료로서 모노실란과 일산화질소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CVD에 의해, 게이트 절연
막으로서 1000Å두께의 산화규소막(207)을 성막한다.

그  후,  스퍼터법에  의해  알루미늄막(스칸듐을  0.1∼2%  함유하는)을  3000∼8000Å의  두께,  예를  들면, 
4000Å의 두께로 형성한 다음, 이것을 에칭하여 게이트 전극(208, 209)을 형성한다.

그 다음, 제2도(c)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게이트전극(208, 209)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 도핑법에 의해 
섬형상의 규소영역(205, 206)에 인 이온을 자기정합적으로 도핑한다. 도핑 가스로서, 수소에 의해 1∼10%

로 희석된 포스핀(PH3)이 사용되었다. 가속전압은 6O∼90kV로 하고, 도즈량은 1×10
13
∼8×10

15
원자/㎤으로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가속전압을 8OkV로 하고, 도즈량을 2×1O
14
원자/㎤으로 하였다. 이들 조건

하에서, 인 이온을 3×1O
19
원자/㎤의 농도로 섬형상의 규소영역(205,  206)에 도입시켜, N형 불순물영역

(210∼213)을 형성한다.

그 후, 제2도(d)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N형 TFT로 될 영역을 공지의 포토레지스트법에 의해 레지스트 
마스크(214)로 덮는다. 이 상태에서, 게이트전극(209)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 도핑법에 의해 P형 불순물
이온(본 실시예에서는, 붕소이온)을 섬형상의 규소영역(206)에 도입시킨다. 도핑 가스로서, 수소에 의해 

5%로 희석된 디보란(B2H6)이 사용되었다. 가속전압은 60∼90kV로 할 수 있고, 도즈량은 1×1O
13
∼8×1O

15
원

자/㎤으로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가속전압을 8OkV로 하고, 도즈량을 4×10
14
원자/㎤으로 하였다. 

그 결과, 섬형상의 규소영역(206)의 N형 불순물영역(212, 213)의 도전형이 반전되어 P형 불순물영역(소스 
및 드레인)(215, 216)을 형성하였다. 한편, 레지스트 마스크(214)로 덮힌 불순물영역(210, 211)의 N형 도
전성은 유지된다.

상기 공정에서, 도즈량은 소스영역(215)과 드레인영역(216)내 붕소의 최대 농도에서 그들 영역내 인의 최

대 농도를 뺀 값이 3×1O
19
∼1×1O

21
원자/㎤이 되도록 조절된다. 그 이온 도핑중에, 기판이 실온으로 유지

되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인 이온의 주입후에 붕소 이온이 도입되었지만, 인 이온의주입전에 붕소 이온이 도입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제2도(d)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N형 TFT영역이 레지스트 마스크(214)로 덮힌 
상태에서 붕소 이온이 도입된다. 인 이온은 레지스트 마스크(214)가 제거된 후에 도입될 수 있다.

그 다음, 레지스트 마스크(214)를 제거한 후, 제2도(e)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레이저 어닐이 행하여, 
첨가된 불순물을 활성화시키고, 도핑 공정에서 손상된섬형상의 규소영역(205, 206)의 결정성을 회복시킨

다. 본 실시예에서는, 인이 N형불순물영역(210, 211)과 P형 불순물영역(215, 216)에 3×10
19
원자/㎤의 농

도로 첨가되었기 때문에, 레이저광 조사시 니켈이 인에 의해 게터링된다. 레이저광 조사시 KrF엑시머 레
이저광(파장 248nm)이 사용된다. 니켈을 효과적으로 게터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도가 2OO∼4OOmJ/㎠, 
예를 들면, 25OmJ/㎠이고, 각각의 지점이 2∼20쇼트의 레이저광을 받고, 레이저광 조사중의 기판온도가 
200℃로 되도록 레이저광 조사조건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공정에서, 채널영역(21, 22)내 니켈이, 인으로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영역(210, 211, 212, 213)으로 
옮겨져, 채널영역(21, 22)내 니켈의 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레이저 어닐후, 질소분위기에서 350℃로 2시간 열어닐을 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레이저 어닐과 열어닐 
모두가 행해지지만, 그들중 하나만이 행해질 수도 있다.

그 후, 제2도(f)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층간절연막으로서 6000Å두께의 산화규
소막(217)을 형성한다. 그 층간절연막(217)에 콘택트 홀을 형성한 후, 금속재료, 예를 들면, 티탄막과 알
루미늄막으로 된 다층막을 사용하여 N형 및 P형 TFT의 전극/배선(218∼220)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수
소분위기에서 350℃로 2시간 가열처리를 행한다.(제2도(f))

상기한 공정들로, N형 TFT와 P형 ITT가 상보적으로 결합된 CMOS TFT가 완성되었다.

[실시예 4]

본 실시예는,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도입한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하여 LDD구조의 박
막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데 있어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N형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더 
구체적으로는, 공지의 이온 도핑법(플라즈마 도핑법으로 불리기도 한다)에 의해, 인 이온을 포함하는 이
온을 소스 및 드레인영역과 LDD영역에 주입한 다음, 열어닐 또는 광어닐(또는, 그들 모두)을 행하여, 규
소막의 결정성의 개선과 불순물의 활성화를 행한다.

결정성 규소막의 형성까지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공정이 이용된다. 그 후, 공지의 방법에 의해 공지
의 LDD구조를 가지는 박막트랜지스터를 형성한다. 소스 및 드레인영역과 LDD영역은 실시예 1에서와 동일
한 방식으로 활성화된다. 제3도는 측벽을 가진 LDD구조의 TFT를 나타낸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 및 드레인영역(301)보다 낮은 불순물 농도를 가진 저농도 불순물영역
(302)이 소스 및 드레인영역(301)과 채널영역과의 사이에 형성된다. 저농도 불순물영역(302)중 드레인측
에 위치된 영역을 특히 LDD영역이라 부른다.

본 실시예에서는, 인이 소스 및 드레인영역(301)에는 1×10
20
∼1×10

21
원자/㎤으로 주입되고, 저농도 불순

물영역(302)에는 4×10
16
∼7×10

17
원자/㎤으로 주입된다. 그러한 농도의 도핑으로, 불필요하게 된 니켈을 

인이 효과적으로 게터링할 수 있다. 따라서, 장치들 사이에서의 특성 변동이 적고 오프전류가 적은 TFT가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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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

본 실시예는,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도입한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하여 LDD구조의 박
막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데 있어 우수한 특성을 가진 P형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더 구
체적으로는, 공지의 이온 도핑법(플라즈마 도핑법으로 불리기도 한다)에 의해 인 이온을 포함하는 이온을 
LDD영역에 주입한 다음, 소스 및 드레인영역과 LDD영역에 P형 불순물을 주입하고, 마지막으로, 열어닐 또
는 광어닐(또는 그들 모두)을 행하여 규소막의 결정성의 개선과 불순물의 활성화를 행한다.

본 실시예의 제작공정들은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하다. 본 실시예는, LDD영역(3O2)이 인 뿐만 아니라 붕소

로도 인의 농도보다 높은 3×10
17
∼3×10

18
원자/㎤의 농도로 도핑되는 점에서 실시예 4와 다르다. 붕소의 

도핑이 LDD영역(302)의 도전형을 N형으로부터 P형으로 반전시킨다. 소스 및 드레인영역(301)이 인 대신에 

붕소로 3×1O
19
∼1×1O

21
원자/㎤으로 도핑되어, P형 도전성을 취한다.

LDD영역(302)내  인의  농도는  소스  및  드레인영역(301)내  붕소의  것보다  2∼4차수  만큼  낮고, LDD영역
(302)의 도전형이 소스 및 드레인영역(301)의 것보다 낮은 도즈량으로 붕소를 도입시킴으로써 N형으로부
터 P형으로 반전될 수 있다. LDD영역(302)의 도전형을 N형으로부터 P형으로 반전시키는데 있어서, 도즈량

은, LDD영역(302)에 주입된 붕소의 최대 농도에서 그들 영역에 주입된 인의 최대 농도를 뺀 값이 3×1O
17

∼3×1O
18
원자/㎤이 되도록 조절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P형 TFT를 제작하는데 있어, 붕소와 같은, P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뿐만 아니라, 
니켈 및 인이 결정성 규소막으로 된 활성층에 도입된다. 따라서, 양호한 결정성을 가지는 규소막이 니켈
의 촉매효과로 인하여 저온에서 단시간에 얻어질 수 있다.

채널영역(300)내 니켈이 인의 게터링 기능에 의해 LDD영역(302)과 소스 및 드레인영역(301)으로 옮겨져, 
채널영역(300)내 니켈의 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그 결과, 본 실시예는, 장치들 사이에서의 변동이 적은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TFT를 제작할 수 있
다.

[실시예 6]

본 실시예는,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도입한 결정성 규소막을 사용하여 LDD구조의 박
막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데 있어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P형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더 
구체적으로는, 공지의 이온 도핑법(플라즈마 도핑법으로 불리기도 한다)에 의해 인 이온을 포함하는 이온
을 소스 및 드레인잉역과 LDD영역에 주입한 다음, 소스 및 드레인영역과 LDD영역에 P형 불순물이온을 주
입하고, 마지막으로, 열어닐 또는 광어닐(또는 그들 모두)을 행하여 규소막의 결정성의 개선과 불순물의 
활성화를 행한다.

본 실시예의 제작공정들은 실시예 5에서와 거의 동일하다. 본 실시예는, LDD영역(302)이 인의 것보다 높

은 3×10
19
∼1×10

21
원자/㎤의 농도로 붕소로 도핑되는 점에서 실시예 5와 다르다. LDD영역(302)이 인의 것

보다 높은 3×10
17
∼4×1O

18
원자/㎤의 농도로 붕소로 도핑되기도 한다. 붕소의 도핑은 소스 및 드레인영역

(301)과 LDD영역(302)의 도전형을 N형으로부터 P형으로 반전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붕소의 도핑조건이, 소스 및 드레인영역(301)에 주입된 붕소의 최대 농도에서 그들 영역

에 주입된 인의 최대 농도를 뺀 값이 3×1O
19
∼1×1O

21
원자/㎤이 되고, LDD영역(302)에 주입된 붕소의 최대 

농도에서 그들 영역에 주입된 인의 최대 농도를 뺀 값이 3×10
17
∼3×1O

18
원자/㎤이 되도록 결정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P형 TFT를 제작하는데 있어, P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붕소와 같은 불순물 뿐만 아니라, 
니켈 및 인이 결정성 규소막으로 된 활성층에 도입된다. 따라서, 양호한 결정성을 가진 규소막이 니켈의 
촉매 효과로 인하여 저온에서단시간에 얻어질 수 있고, 인에 의해 니켈이 게터링될 수 있다. 그 결과, 본 
실시예는, 장치들 사이에서의 변동이 적은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TFT를 제작할 수 있다.

[실시예 7]

본 실시예는, N형 박막트랜지스터와 P형 박막트랜지스터가 상보적으로 결합된 CMOS박막트랜지스터를 형성
하는 예를 나타낸다. 제4도(a)∼(h)는 본 실시예에 따른 제작공정을 나타낸다. 먼저, 유리기판(코닝 7059 
또는 1737)(401)상에 하지막으로서 산화규소막(402)을 예를 들어 2000Å의 두께로 성막하고, 그 위에 500
Å 두께의 진성(I형) 비정질 규소막(403)을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형성한다.

그 다음, UV산화법에 의해 비정질 규소막(403)의 표면을 산화시켜 매우 얇은 산화막(도시되지 않음)을 형
성한다. 이 산화막은 비정질 규소막(403)의 표면 특성을 향상시킨다. 그후, 니켈을 1∼30ppm, 예를 들면, 
10ppm으로 함유하는 초산염 용액을 스핀 코팅법에 의해 도포한 다음, 건조시켜, 니켈초산염층(404)을 형
성한다. 그 니켈초산염층(404)은 완전한 층을 형성한다.(제4도(a))

그 후, 질소분위기에서 550℃로 4시간 열어닐을 행하여, 비정질 규소막(403)을 결정화시킨다. 이러한 가
열처리에서,  니켈초산염층(404)이  분해되고,  니켈이  산화막(도시되지  않음)을  통과하여  비정질 규소막
(403)의 표면으로부터 하지 산화규소막(402)으로 확산함에 따라, 비정질 규소막(403)의 결정화가 진행한
다. 그 결정화 공정의 완료후, 기판에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결정화된 규소막의 결정성을 향상시키도록 
할 수 있다.

결정화된 규소막내에 니켈과 같은 금속원소가 1×1O
19
원자/㎤보다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 규소가 부분적으

로 금속 성질을 취하여 그의 반도체 특성을 상실한다. 한편, 금속원소의 농도가 1×1O
15
원자/㎤보다 낮으

면,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얻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결정화된 규소막내 니켈의 농도는 1×1O
15
∼1

19-7

1019960007669



×1O
19
원자/㎤의 범위내일 필요가 있다. 결정화된 규소막내 상기한 니켈 농도를 얻기 위해, 초산염 용액중

의 니켈 농도, 초산염 용액의 도포조건, 및 다른 조건들이 미리결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 제4도(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정화된 규소막을 에칭하여, 섬형상의 규소영역(405, 406)을 형
성한다. 그 섬형상의 규소영역(405, 406)이 각각 N형 TFT와 P형 TFT의 활성층을 구성한다.

그 후,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1500Å두께의 산화규소막(407)을 퇴적하고, 그 위에, 스퍼터법에 의해 게
이트전극(408, 409)이 되는 4000Å두께의 알루미늄막을 형성한다. 힐록(hillock)과 휘스커(whisker)의 발
생을 억제하기 위해, 그 알루미늄막에 스칸듐이 0.2중량%로 미리 첨가된다.

그 다음, 그 알루미늄막을 전해액내에서 양극산화시켜, 두께 약 100Å의 치 한 양극산화막(도시되지 않
음)을 형성한다. 그 치 한 양극산화막상에 포토레지스트 마스크(410)를 형성한 후, 그 알루미늄막을 패
터닝하여, 게이트전극(408, 409)을 형성한다.(제4도(b))

제4도(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410)를 그대로 둔채 게이트전극(408, 409)을 다시 양
극산화시킨다. 전해액으로서, 구연산, 수산, 크롬산,또는 황산을 3∼20% 함유하는 산 용액, 예를 들면, 
3% 수산 수용액이 사용되었다.포토레지스트 마스크(410)와 치 한 양극산화막(도시되지 않음)이 게이트전
극(408, 409)의 표면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공질의 양극산화막(411, 412)이 게이트전극(408, 409)의 측
면에만 형성된다. 저농도 불순물영역(LDD영역)의 길이는 다공질의 양극산화막(411, 412)의 성장길이에 의
해 결정되고, 그 성장길이는 양극산화처리 시간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본 실시에에서는, 다공질의 양극
산화막(411, 412)이 7000Å의 길이를 가지도록 성장된다.(제4도(c))

포토레지스트 마스크(410)를 제거한 후, 게이트전극(408, 409)을 다시 양극산화시켜, 치 하고 강한 양극
산화막(413, 414)을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해액이, 주석산을 3% 함유하는 에틸렌 글리콜 용액을 
암모니아수로 pH6.9로 중화시켜 제작되었다.(제4도(d))

그 후, 다공질의 양극산화막(411, 412)과 치 한 양극산화막(413, 414)을 마스크로 하여 산화규소막(40
7)을 에칭하여, 게이트 절연막(415, 416)을 형성한다. 양극산화막(411∼414)을 에칭하지 않고 산화규소막
(407)을 에칭할 수 있는 한, 습식에칭이나 건식에칭중 어느 것이라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ClF3가스를 사용하는 건식에칭에 의해 산화규소막(407)을 에칭하였다.

그 후,  제4도(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치 한 양극산화막(도시되지 않음)과 다공질의 양극산화막(411, 
412)을  순차적으로  제거한다.  치 한  양극산화막(도시되지  않음)은  버퍼  플루오르화  수소산으로 

제거되고, 다공질의 양극산화막(411, 412)은 인산, 초산, 및 질산의 혼합산으로 제거된다. 다공질의 양극
산화막(411, 412)이 쉽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치 하고 강한 양극산화막(413, 414)은 전혀 에칭되지 
않는다.

그 다음, 게이트전극(408, 409)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 도핑에 의해 성형상의 규소영역(405, 406)에 불순
물을 주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인을 먼저 주입하기 위해, 도핑 가스로서, 수소에 의해 1∼10%로 희석
된 포스핀(PH3)이 사용되었다. 그 도핑중에, 기판이 실온으로 유지되었다. 가속전압, 도즈량, 및 도핑 횟

수와 같은 도핑 조건들은, 게이트 절연막(415, 416)이 반투과 마스크로서 작용하도록 적절히 설정된다.

섬형상의 규소영역(405, 406)의 노출된 부분에 인 이온을 고농도로 도핑하여, TFT의 소스 및 드레인영역
이 되는 N형의 고농도 불순물영역(417∼420)을 형성한다. 게이트전극(408, 409) 바로 아래의 부분은 인 
이온의 도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채널형성영역(421, 422)으로 된다. 게이트 절연막(415, 41
6)만으로 덮힌 부분에서는, 인 이온이 게이트 절연막(415, 416)에 의해 차단되고 이들 부분에는 적은 양
만큼만 주입된다. 따라서, 이들 부분이 N형의 저농도 불순물영역(423∼426)을 구성한다.(제4도(e))

상기한 도핑 공정에서, 도핑 조건은, N형의 고농도 불순물영역(417∼420)내의 인 이온의 농도가 3×10
19
∼

1×10
21
원자/㎤이 되고, 저농도 불순물영역(423∼426)내의 인 이온의 농도가 4×1O

16
∼7×1O

17
원자/㎤이 되

도록 설정된다.

그 후, 제4도(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막을 형성하고, P형 TFT가 될 영역을 덮는 그의 부분을 패
터닝에 의해 제거하여, 레지스트 마스크(427)를 남긴다. 그 다음, P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로서 붕
소를 이온 도핑법에 의해 주입한다. 수소에 의해 5%로 희석된 디보란(B2H6)이 도핑가스로서 사용되었다. 

그 이온 도핑중에, 기판이 실온으로 유지되었다. 그 결과, 섬형상의 규소영역(406)에서, 고농도 불순물영
역(419, 420)과 저농도 불순물영역(425, 426)의 N형 도전성이 P형 도전성으로 반전되었다. 즉, p형의 고
농도 불순물영역(소스 및 드레인)(428, 429)과 P형의 저농도 불순물영역(430, 431)이 형성되었다. 한편, 
고농도 불순물영역(소스 및 드레인)(417, 418)과 저농도 불순물영역(423, 424)의 N형 도전성은 유지된다.

도핑조건은, P형의 고농도 불순물영역(소스 및 드레인영역)(428, 429)내 붕소의 농도가 그 영역내의 인의 

농도보다 3×1O
19
∼1×1O

21
원자/㎤만큼 더 높게 되고 P형의 저농도 불순물영역(430, 431)내의 붕소의 농도

가 그 영역내의 인의 농도보다 3×1O
17
∼4×1O

18
원자/㎤만큼 더 높게 되도록 결정된다.

제4도(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 마스크(214)를 제거한 후, 레이저 어닐을 행하여, 도입된 불순물
을 활성화시키고 도핑공정에서 손상된 섬형상의 규소영역(405, 406)의 결정성을 회복시킨다.

본 실시예에서는, N형 또는 P형 소스 및 드레인영역(417, 418, 428, 429)이 1×10
20
∼1×10

21
원자/㎤의 농

도로 인으로 도핑되고, N형 또는 P형의 저농도 불순물영역(423, 424, 430, 431)이 4×10
16
∼7×10

17
원자/㎤

의 농도로 인으로 도핑된다. 따라서, 레이저광 조사시 인에 의해 니켈이 효과적으로 게터링될 수 있다.

KrF엑시머 레이저광(파장 248nm)이 사용되는 경우, 니켈을 효과적으로 게터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도
자 200∼400mJ/㎠, 예를 들면, 250mJ/㎠이고, 각 지점이 2∼20쇼트의 레이저광을 받으며, 레이저광 조사
중의 기판온도가 200℃로 설정되도록 레이저광 조사조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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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어닐후, 질소분위기에서 열어닐을 350℃로 2시간 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레이저 어닐과 열어닐 
모두가 행해지지만, 그들중 하나만이 행해질 수도 있다.

제4도(h)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층간절연막(432)으로서 1㎛ 두께의 산화규소막을 
성막하고, 그것에 콘택트 홀을 형성한다. 티탄막과 알루미늄막으로 된 다층막과 같은 금속재료를 사용하
여 그 콘택트 홀을 통하여 소스 및 드레인 전극/배선(433∼435)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수소분위기에서 
350℃로 2시간 가열처리를 행한다. 상기한 공정들로, CMOS박막트랜지스터가 완성된다.(제4도(h))

본 실시예에서는 인 이온의 주입후에 붕소 이온이 도입되지만, 그 붕소 이온이 인이온의 주입전에 도입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제4도(f)에 도시된 바와 같이, N형 TFT영역을 레지스트 마스크(427)로 덮은 상
태에서 붕소 이온이 도입되고, 레지스트 마스크(427)를 제거한 후, 인이온이 도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를 도입한 결정성 규소막을 사용하여서도, 오프전류가 적고 특
성의 변동이 적은 박막트랜지스터를 제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사용한 경우, 본 발명의 상기한 효과들이 현저하다. 상
기한 효과들은 동일 기판상에 동일 기능을 가지는 다수의 장치를 형성하는데 특히 유리하다. 이것은, 장
치들 사이에서의 오프전류 변동이장치들 사이에서의 특성의 불균일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균일
은, TFT액정표시장치에 형성되는 화소에 특히 유해하다. 그리하여, 본 발명은 공업적으로 매우 유익한 것
으로 믿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기판상에 규소막을 형성하는 공정;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물질로 상기 규소막을 결정화시켜, 채널
영역을 포함하는 결정화된 규소막을 형성하는 공정; N형 불순물과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위한 게
터링 물질로서 작용하는 인이온을 상기 결졍화된 규소막에 도입시켜, 그 규소막에 소스 및 드레인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결정화된 규소막을 어닐하여, 상기 도입된 인을 활성화시키고 상기 인이 상기 게
터링 물질로서 작용하게 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내 상기 게터링 물질이 상기 채
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가 상기 게터링 물질에 의해 상기 채널영역으로부터 상기 소
스 및 드레인영역으로 옮겨져,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의 농도가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의 것보다 
낮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가 열어닐 또는 레이저 어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닐이 열어닐과 레이저 어닐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작방법이, 상기 결정화된 규소막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
이트 절연막상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인 이온이, 상기 게이트전극을 마스크
로 하여 상기 결정화된 규소막에 도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물질이 니켈을 포함하고, 그 니켈의 농도가 1×1O
15
∼1×10

19
원자/㎤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7 

절연기판상에 규소막을 형성하는 공정;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물질로 상기 규소막을 결정화시켜, 채널
영역을 포함하는 결정화된 규소막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결정화된 규소막에 P형 불순물이온을 도입시켜, 
그 규소막에 소스 및 드레인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위한 게터링 물질로서 
작용하는 인이온을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에 도입시키는 공정; 및 상기 결정화된 규소막을 어닐하여, 
상기  도입된  P형  불순물을  활성화시키고  상기  인이  상기  게터링  물질로서  작용하게  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내 상기 게터링 물질이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가 상기 게터링 물질에 의해 상기 채널영역으로부터 상기 소
스 및 드레인영역으로 옮겨져,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의 농도가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의 것보다 
낮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가 열어닐 또는 레이저 어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채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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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어닐이 열어닐과 레이저 어닐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채널형 반도체장치 제
작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작공정이, 상기 결정화된 규소막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
이트 절연막상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인이온과 상기 P형 불순물이온이, 상
기 게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에 도입되는 것을 특깅으로 하는 P채널형 반도체
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물질이 니켈을 포함하고, 그 니켈의 농도가 1×10
15
∼1×1O

19
원자/㎤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내 상기 P형 불순물의 농도가 상기 인의 것보다 높은 것을 특징
으로 하는 P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4 

N채널형 트랜지스터와 P채널형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상보형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절연기
판상에 규소막을 형성하는 공정;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물질로 상기 규소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결
정화된 규소막으로부터, 채널영역과 소스 및 드레인영역을 각각 포함하는 한쌍의 활성영역을 형성하는 공
정; N형 불순물과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위한 게터링 물질로서 작용하는 인이온을 상기 활성영역
에 도입시키는 공정; 상기 활성영역들중 하나에 P형 불순물이온을 선택적으로 도입시키는 공정; 상기 활
성영역들을 어닐하여, 상기 도입된 인과 상기 P형 불순물을 활성화시키고 상기 인이 상기 게터링 물질로
서 작용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내 상기 게터링 물질이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
매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가 상기 게터링 물질에 의해 상기 채널영역으로부터 상기 소
스 및 드레인영역으로 옮겨져,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의 농도가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의 것보다 
낮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가 열어닐 또는 레이저 어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어닐이 열어닐과 레이저 어닐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
작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작방법이, 상기 활성영역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상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인 이온과 상기 P형 불순물이온이, 상기 게
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활성영역들에 도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물질이 니켈을 포함하고, 그 니켈의 농도가 1×10
15
∼1×1O

19
원자/㎤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도입된 P형 불순물의 농도가 상기 인의 것보다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1 

절연기판상에 규소막을 형성하는 공정;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물질로 상기 규소막을 결정화시키는 공
정; 결정화된 규소막으로부터 채널영역을 포함하는 활성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활성영역에 인이온을 
도입시켜, 소스 및 드레인영역으로서 작용하는 제1불순물영역과,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과 상기 채널영
역과의 사이에 위치되는 제2불순물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활성영역을 어닐하여, 상기 도입된 인
을 활성화시키고 상기 인이 상기 촉매물질을 게터링하게 하여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내 상기 게터링 물
질이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제거하게 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2불순물영역의 농도가 상기 
제1불순물영역의 것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N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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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절연기판상에 규소막을 형성하는 공정;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물질로 상기 규소막을 결정화시키는 공
정; 결정화된 규소막으로부터 채널영역을 포함하는 활성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활성영역에 P형 불순
물이온을 도입시켜, 소스 및 드레인영역으로서 작용하는 제1불순물영역과,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과 상
기 채널영역과의 사이에 위치되는 제2불순물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제1불순물영역과 상기 제2불순물
영역 각각에 인이온을 도입시키는 공정; 및 상기 활성영역을 어닐하여, 상기 도입된 P형 불순물을 활성화
시키고 상기 인이 상기 촉매물질을 게터링하게 하여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내 상기 게터링 물질이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제거하게 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2불순물영역내 상기 P형 불순물과 상기 
인의 농도가 상기 제1불순물 영역의 것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P채널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3 

N채널형 트랜지스터와 P채널형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상보형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절연기
판상에 규소막을 형성하는 공정;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물질로 상기 규소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결
정화된 규소막으로부터, 채널영역을 각각 포함하는 1쌍의 활성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활성영역들에 
인 이온을 도입시켜, 소스 및 드레인영역으로서 작용하는 제1불순물영역과, 상기 제1불순물영역과 상기 
채녈영역과의 사이에 위치되는 제2불순물영역을 각각 형성하는 공정; 상기 활성영역들중 하나에 P형 불순
물이온을 선택적으로 도입시켜, 그 영역의 상기 제1 및 제2불순물영역에 상기 P형 불순물이 도입되게 하
는 공정; 및 상기 활성영역들을 어닐하여, 상기 도입된 인과 상기 P형 불순물을 활성화시키고 상기 인이 
상기 게터링 물질로서 작용하게 하여 상기 소스 및 드레인영역내 상기 게터링 물질이 상기 채널영역내 상
기 촉매를 제거하도록 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2불순물영역내 상기 P형 불순물과 상기 인의 농도가 
상기 제1불순물 영역의 것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4 

절연기판상에 형성된 규소막과; 상기 규소막에 형성된 소스 및 드레인영역과; 상기 소스영역과 드레인영
역 사이에 위치된 채널영역을 포함하고; 촉매물질, 인, 및 P형 불순물이 상기 소스영역 및 드레인영역에 
각각 도입되어 있는 것을 특깅으로 하는 P채널형 트랜지스터를 위한 반도체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물질이 상기 규소막을 위한 결정화 촉진물질로서 작용하고, 상기 인이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제거하기 위한 게터링 물질로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채널형 트랜지스
터를 위한 반도체장치.

청구항 26 

절연기판상에 형성되고 채널영역을 각각 포함하는 제1 및 제2활성영역과; 상기 제1활성영역에 형성되고 
촉매물질과 인이 도입되어 있는 제1불순물영역; 및 상기 제2활성영역에 형성되고 촉매물질, 인, 및 P형 
블순물이 도입되어 있는 제2불순물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MOS트랜지스터를 위한 반
도체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물질이 상기 규소막을 위한 결정화 촉진물질로서 작용하고, 상기 인이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제거하기 위한 게터링 물질로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M0S트랜지
스터를 위한 반도체장치.

청구항 28 

절연기판상에 형성되고 채널영역을 포함하는 규소막과; 상기 규소막에 형성된 제1불순물영역; 및 상기 규
소막에 형성되고 상기 제1불순물영역과 상기 채널 영역과의 사이에 위치되는 제2불순물영역을 포함하고; 
촉매물질, 인, 및 P형 불순물이 상기 제1 및 제2불순물영역들에 각각 도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채널형 트랜지스터를 위한 반도체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물질이 상기 규소막을 위한 결정화 촉진물질로서 작용하고, 상기 인이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제거하기 위한 게터링 물질로서 작용하며, 상기 제2불순물영역내 상기 P형 불순
물과 상기 인의 농도가 상기 제1불순물영역의 것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P채널형 트랜지스터를 위
한 반도체장치.

청구항 30 

절연기판상에 형성되고 채널영역을 각각 포함하는 제1 및 제2활성영역과; 상기 제1활성영역에 형성되고 
촉매물질과 인이 도입되어 있는 제1 및 제2불순물영역들과; 상기 제2활성영역에 형성되고 촉매물질, 인, 
및 P형 불순물이 도입되어 있는 제3 및 제4불순물영역을 포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MOS트랜지
스터를 위한 반도체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물질이 상기 규소막을 위한 결정화 촉진물질로서 작용하고, 상기 인이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를 제거하기 위한 게터링 물질로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M0S트랜지
스터를 위한 반도체장치.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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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제2불순물영역내 상기 인의 농도가 상기 제1불순물  영역의 것보다 낮고, 상기 제
4불순물영역내 상기 P형 불순물과 상기 인의 농도가 상기 제3불순물영역의 것보다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보형 MOS트랜지스터를 위한 반도체장치.

청구항 33 

(신설) 적어도 하나의 NTFT와 하나의 PTFT를 가지는 상보형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에  접촉시켜,  그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형으로  된  촉매물질을  배치하는 
공정; 상기 촉매물질로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채널영역을 각
각 포함하고 서로 상대적으로 배치되는 적어도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게이트 절
연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 각각의 위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촉매물질을 이용한 결정화 후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게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제1 및 제2섬
형상 반도체영역들 모두에 인 이온을 도입시켜,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 각각에, 상기 채널
영역에 대하여 서로 반대쪽에서 상기 채널영역에 인접하여 있는 한짱의 엷게 도핑된 영역들과, 상기 채널
영역의 일측에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들중 하나와 직접 접촉하여 각각 배치되고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에 
도핑되는 제2농도보다 높은 제1농도로 도핑되는 한쌍의 진하게 도핑된 영역들을 형성하는 공정; 제3농도
로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을 도핑하고, 상기 제2농도보다 높고 또한  상기 제3농도보다 낮은 제4농도로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도핑하도록,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게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중 하나에만 붕소 이온을 도입시키는 공정; 및 상기 인이온의 도입공정후,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의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과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어닐하여, 상기 인 
이온을 활성화시켜 상기 촉매물질을 게터링함으로써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물질을 감소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4 

(신설)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 각각의 위의 상기 게이트 절연막이,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을 노출된 채 두고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도록 상기 게이트전극의 측연부를 넘어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5 

(신설)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온이,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연장된 부
분을 통과하여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의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에 도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6 

(신설)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붕소 이온이,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상기 
연장된 부분을 통과하여 상기 제1 및 제2 섬형상 반도체영역들중 상기 하나만의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에 
도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7 

(신설)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상기 연장된 부분이, 그
를 통과하여 도입되는 도핑 이온의 도즈량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
치 제작방법.

청구항 38 

(신설) 적어도 NTFT와 PTFT를 가지는 상보형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
막에 접촉시켜, 그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형으로 된 촉매물질을 배치하는 공정; 상기 촉매물질
로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채널영역을 각각 포함하는 적어도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게이트 절연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
도체영역들 각각의 위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게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

여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 모두에 인이온을 도입시켜, 대략 1×1O
15
∼1×1O

17
원자/㎤의 제1농

도로 한쌍의 진하게 도핑된 영역들을 형성하고, 대략 4×10
16
∼7×10

17
원자/㎤의 제2농도로 상기 채널영역

과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 사이에 배치되는 한짱의 엷게 도핑된 영역들을 형성하는 공정; 대략 3×1O
19

∼1×1O
21
원자/㎤의 제1차이만큼 상기 제1농도보다 제3농도로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을 도핑하고, 대략 3

×1O
17
∼4×1O

18
원자/㎤의 제2차이만큼 상기 제2농도보다 높은 제4농도로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도핑하

도록,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게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중 하나
에만 붕소 이온을 도입시키는 공정; 및 상기 인 이온의 도입공정후,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의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과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어닐하여, 상기 인 이온을 활성화시켜 상기 촉매물
질을 게터링함으로써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물질을 감소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9 

(신설)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 각각의 위의  상기 게이트 절연막이,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을 노출된 채 두고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도록 상기 게이트전극의 측연부를 넘어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0 

(신설)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인 이온이,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연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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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통과하여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의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에 도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1 

(신설)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붕소 이온이,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상기 
연장된 부분을 통과하여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중 상기 하나만의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에 
도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2 

(신설)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상기 연장된 부분이, 그를 
통과하여 도입되는 도핑 이온의 도즈량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3 

(신설) 적어도 NTFT와 PTFT를 가지는 상보형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
막에 접촉시켜, 그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형으로 된 촉매물질을 배치하는 공정; 상기 촉매물질
로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채널영역을 각각 포함하고 서로 상
대적으로 배치되는 적어도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게이트 절연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 각각의 위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게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 모두에 인이온을 도입시켜,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 각각에, 상기 채널영역에 대하여 서로 반대쪽에서 상기 채널영역에 인접하여 
있는 한짱의 엷게 도핑된 영역들과, 상기 채널영역의 일측에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들중 하나와 직접 접
촉하여 각각 배치되고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에 도핑되는 제2농도보다 제1차이의 양만큼 높은 제1농도로 
도핑되는 한쌍의 진하게 도핑된 영역들을 형성하는 공정; 및 제3농도로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을 도핑
하고, 상기 제1차이의 양보다 적은 제2차이의 양만큼 상기 제3농도보다 낮고 또한 상기 제2농도보다 높은 
제4농도로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도핑하도록,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게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상
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중 하나에만 붕소 이온을 도입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4 

(신설)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 각각의 위의 상기 게이트 절연막이,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을 노출된 채 두고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도록 상기 게이트전극의 측연부를 넘어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5 

(신설)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인이온이,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연장된 부
분을 통과하여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의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에 도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6 

(신설)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붕소 이온이,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상기 
연장된 부분을 통과하여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들중 상기 하나만의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에 
도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7 

(신설)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을 덮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상기 연장된 부분이, 그를 
통과하여 도입되는 도핑 이온의 도즈량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8 

(신설)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인 이온의 도입공정후, 상기 제1 및 제2섬형상 반도체영역의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과 상기 엶게 도핑된 영역을 어닐하여, 상기 인이온을 활성화시켜 상기 촉매물질을 게터링함
으로써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물질을 감소시키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
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9 

(신설) 적어도 하나의 NTFT를 가지는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에 

접촉시켜, 그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형으로 된 촉매물질을 배치하는 공정; 1×1O
15
∼1×1O

19
원자

/㎤의 농도로 상기 촉매물질을 함유하는 결정화된 반도체막을 제공하도록 상기 촉매물질로 상기 반도체막
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섬형상 반도체영역을 형성
하는 공정; 게이트 절연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에 인접하여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

정; 채널영역을 사이에 형성한 채 N형 도전성을 가지는 한쌍의 불순물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3×1O
19
∼1×

1O
21
원자/㎤의 농도로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의 부분들에 인을 도입시키는 공정; 및 상기 인을 활성화시

켜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도록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을 어닐하는 공정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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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의 어닐이 광의 조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1 

(신설)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물질이 니켈, 백금, 코발트, 철, 팔라듐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
택된 금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2 

(신설)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전극이 상기 채널영역위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3 

(신설) 적어도 하나의 TFT를 가지는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에 접

촉시켜, 그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형으로 된 촉매물질을 배치하는 공정; 1/1O
15
∼1×1O

19
원자/㎤

의 농도로 상기 촉매물질을 함유하는 결정화된 반도체막을 제공하도록 상기 촉매물질로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섬형상 반도체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게이트 절연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에 인접하여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 3

×1O
19
∼1×1O

21
원자/㎤의 농도로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의 부분들에 인을 도입시켜, 그들 사이에 채널영

역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의 상기 부분들에 붕소를 도입시키는 공정; 및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의 상기 부분들에 함유된 상기 인과 붕소를 활성화시키도록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을 어닐하
여, 상기 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상기 채널영역으로부터 상기 촉매물질을 제거하도록 하는 공정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4 

(신설)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붕소가, 상기 TFT가 PTFT로서 기능하도록 인의 농도보다 높은 농도로 도입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5 

(신설)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의 어닐이 광의 조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6 

(신설)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촉매물질이 니켈, 백금, 코발트, 철, 팔라듐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
택된 금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7 

(신설)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전극이 상기 채널영역위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8 

(신설) 적어도 하나의 TFT를 가지는 상보형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
막이 접촉시켜, 그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형으로 된 촉매물질을 배치하는 공정; 상기 촉매물질
로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결정화된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TFT의 채널영역을 포함하
는 적어도 하나의 섬형상 반도체영역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내에, 제1농도로 인을 함
유하는 한쌍의 진하게 도핑된 영역들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내에, 상기 채널영역과 상
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제1농도보다 낮은 제2농도로 인을 함유하는 한쌍의 엷게 도
핑된 영역들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한쌍의 진하게 도핑된 영역과 상기 한쌍의 엷게 도핑된 영역에 함
유된 인을 활성화시켜 상기 채널영역내 상기 촉매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도록 상기 섬형상 반도체영역을 
어닐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보형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9 

(신설)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농도가 3×1O
19
∼1×1O

21
원자/㎤이고, 상기  제2농도가 4×10

16
∼7×10

17

원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60 

(신설)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엷게 도핑된 영역과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이  각각 낮은 N형 도전성과 
높은 N형 도전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61 

(신설)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진하게 도핑된 영역에 제3농도로 붕소를 도입시키는 공정과; 상기 엷게 도
핑된 영역에 상기 제3농도보다 낮은 제4농도로 붕소를 도입시키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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