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42982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6

H01J 1/30

H01J 9/02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9월18일

10-0442982

2004년07월23일

(21) 출원번호 10-1997-0012475 (65) 공개번호 10-1998-0005140

(22) 출원일자 1997년04월04일 (43) 공개일자 1998년03월30일

(30) 우선권주장 97-000509

96-092602

1997년01월07일

1996년04월15일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마츠시타 덴끼 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오오사카후 가도마시 오오아자 가도마 1006

(72) 발명자 고가 게이스케

일본국 교토후 우지시 마키시마초 6-1-634

호리 요시카즈

일본국 효고켄 고베시 히가시나다쿠 고요초나카 1-4-127-703

요시다 다케히토

일본국 도쿄후 마치다시 다마가와가쿠엔 5-19-15-202

야마다 유카

일본국 가나가와켄 가와사키시 가미아소 10-3-에이-202

(74) 대리인 김영철

심사관 : 이정재

(54) 전계방출형전자원및그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실리콘 기판 상의 음극 형성 영역에 각각 원 형상의 개구부를 갖는 하부 산화 실리콘막 및 상부 산화 실리

콘막을 개재하여 인출 전극이 형성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하부 산화 실리콘막, 상부 산화 실리콘막 및 인출 전극의 각 개구부의 내부에는 타워 형상의 음극이 형성되고, 상기 

음극의 선단부는 결정 이방성 에칭과 실리콘의 열산화 프로세스에 의하여 형성된 반경 2nm 이하의 가파른 형상을 갖

는다. 실리콘 기판에 있어서의 하부 산화 실리콘막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된 영역의 표면 및 음

극의 표면은 낮은 일 함수 재료로 된 얇은 표면 피복막에 의해 덮여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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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의 (a), (b)는 제 1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 1의 (a)는 도 1의 (b)에 있어서의 I-I

선 단면도이고, 도 1의 (b)는 평면도.

도 2의 (a), (b)는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 2의 (a)는 도 2의 (b)에 있어서의 II-

II선 단면도이고, 도 2의 (b)는 평면도.

도 3의 (a), (b)는 제 3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 3의 (a)는 도 3의 (b)에 있어서의 III

-III선 단면도이고, 도 3의 (b)는 평면도.

도 4의 (a), (b)는 제 4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 4의 (a)는 도 4의 (b)에 있어서의 IV

-IV선 단면도이고, 도 4의 (b)는 평면도.

도 5의 (a), (b)는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방출형 전자원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 5의 (a)는 도 5의 (b)에 있어서의 V-

V선 단면도이고, 도 5의 (b)는 평면도.

도 6의 (a), (b)는 제 6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 6의 (a)는 도 6의 (b)에 있어서의 VI

-VI선 단면도이고, 도 6의 (b)는 평면 도.

도 7의 (a)~(d)는 제 1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8의 (a)~(d)는 제 1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9의 (a), (b)는 제 1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0의 (a)~(d)는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1의 (a)~(d)는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2의 (a)~(c)는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3의 (a)~(d)는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4의 (a)~(d)는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5의 (a), (b)는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6의 (a)~(d)는 제 6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7의 (a)~(d)는 제 6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18의 (a)는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음극 선단부의 모식도이고, 도 18의 (b)는 제 3 종래예에 의

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음극 선단부의 모식도.

도 19의 (a)~(d)는 제 1 종래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20의 (a)~(d)는 제 1 종래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각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21은 제 1 종래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의 공정을 도시한 단면도.

도 22는 제 3 종래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단면도.

도 23은 제 3 종래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에 이용하는 화성처리 장치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절명 *

11 : 실리콘 기판 12 : 제 1 산화 실리콘막

12A : 산화 실리콘 마스크 13 : 포토 레지스트막

13A : 레지스트 마스크 14A : 원주 형상체

14B : 북 형상체 14C : 기둥 형상체

15 : 제 2 산화 실리콘막 16 : 제 3 산화 실리콘막

16A : 하부 산화 실리콘막 17, 107 : 음극

18 : 제 4 산화 실리콘막 18A : 상부 산화 실리콘막

19 : 도전막 19A, 109A : 인출 전극

20 : 표면 피복막 21 : 인 유리충

22 : 고농도 불순물층 23 : 표면 피복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선 여기의 레이저, 평면형의 고체 표시 소자 및 초고속 미소 진공 소자 등으로의 응용이 기대되는 냉음

극 전자원 등의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집적화 및 저전압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반도체 응용의 전계 

방출형 전자원(電子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에 대한 미세 가공 기술의 진전에 따라 미소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진공 마이크

로 일펙트로닉스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다 낮은 구동 전압으로 동작 가능한 고성능의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LSI 기술을 응용하여 미세화된 인출 전극 및 가파른 선단을 갖는 음극 제조 등의 해결 방

법이 행해지고 있다.



등록특허  10-0442982

- 3 -

이하, 제 1 의 종래예로서 유럽 공개 공보 637050A2에 개시된 실리콘 기판을 이용하여 형성된 미소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하여 도 19 내지 도 2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도 19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01)의 (100) 표면에 열산화법에 의해 산화 

실리콘막(102)을 형성한 후, 상기 산화실리콘막(102)의 위에 포토 레지스트막(103)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19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 리소그라피법으로 포토 레지스트막(103)을 약 1㎛의 지름을 갖는 원판

형상의 에칭 마스크(103A)로 가공한다. 그 후, 건식 에칭법에 의해 에칭 마스크(103A)를 산화 실리콘막(lO2)에 전사

하여 원반 형상체(102A)를 형성한 후, 에칭 마스크(103A)를 제거한다.

다음에, 원반 형상체(102A)를 마스크로 하여 실리콘 기판(101)에 대해 이방성 건식 에칭을 함으로써 도 19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반 형상체(102A) 아래에 실리콘 기판(101)으로 된 원주 형상체(104A)를 형성한 후, 상기 원주 

형상체(104A)에 결정 이방성 에칭을 함으로써 도 19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측면이 (331)면을 포함하는 면으로 

형성되고 정상부가 서로 연속하여 되는 한쌍의 원추체로 된 북 형상체(104B)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20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북 형상체(104B) 및 실리콘 기판(101)의 표면에 얇은 제 1 열산화막(105)을

형성한 후, 원반 형상체(102A)를 마스크로 하여 실리콘 기판(101)에 대해 이방성 건식 에칭을 행함으로써 도 20의 (b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북 형상체(104B)를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04C)로 변형시킨다.

다음에, 도 20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산화법에 의해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04C) 및 실리콘 기판(101)의 표면

에 제 2 열산화막(106)을 형성함으로써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04C) 내부에 미소한 지름을 갖고 가파른 선단부를 

갖는 타워 형상의 음극(107)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20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증착법으로 원반 형상체(102A)의 상부 및 상기 원반 형상체(102A) 주변의 

실리콘 기판(101) 위에 절연막(108) 및 금속막(109)을 차례로 퇴적한다.

다음에,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 열산화막(106)에 대하여 습식 에칭함으로써 원반 형상체(102A) 및 상기 원반

형상체(102A) 상부에 퇴적되는 절연막(108) 및 금속막(109)을 제거하면 타워 형상의 음극(107)이 노출되는 동시에 

원반 형상체(102A)의 지름과 같은 치수의 내경을 갖는 금속막(109)으로 된 인출 전극(109A)이 형성된다.

이하, 제 2 종래예로서는 일본국 특개평 6-231675호 공보에 개시된 낮은 일 함수(work function) 재료를 이용한 전

계 효과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일본국 특개평 6-231675호 공보에는 제 1 종래예에서 설명한 음극 사이즈의 축소화나 음극 구조의 개량에 의한 접

근 뿐만 아니라, 낮은 일 함수 재료를 음극의 선단부에 선택적으로 형성하여 음극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도가 제

안되어 있다. 이러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은 음극을 형성한 후 음극의 선단부 표면에 낮은 일 함수 재료를

경사 증착법으로 선택적으로 형성하고, 그 후 열처리를 실시하여 실리사이드화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음극 선단

부의 일 함수를 저하시 킴으로써 전자 방출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하, 제 3 의 종래예로서, M. Takai 등이 보고하고 있는 (J. Vac. Sci. Techno1. B13(2), 1995, p441), 음극 표면에 

화성 처리(化成處理)로 다공층(porous layer)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n형 실리콘 기판(101) 위에는 음극 형성 영역에 개구부를 갖고 형성된 열산화막(106)이 

형성되는 동시에, 음극 형성 영역에는 실리콘으로 된 미소한 음극(107)이 형성된다. 열산화막(106) 위에는 절연막(10

8)을 통하여 Nb로 된 인출 전극(109A)이 형성된다.

음극(107)의 표면부에는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성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화성 처리가 실시됨으로써 다공층(10

7a)이 형성된다. 또, 도 23에 도시된 화성 처리 장치는 HF:H 2 O:C 2 H 5 OH=1:1:2로 된 처리액을 저장하는 용기(

110)와, 상기 용기(110)의 내부에 설치된 샘플(112)을 보유하는 시료 홀더(111)와, 상기 시료 홀더(111)의 양측에 각

각 설치된 백금으로 된 캐소드 전극(113) 및 애노드 전극(114)을 포함하고, 처리액 중에서 캐소드 전극(113)과 애노

드 전극(114) 사이에 소정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동시에, 샘플(112)에 엑시머 램프를 조사함으로써 음극(107)의 표면

부에 화성 처리를 한다. 상기 화성 처리에 있어서는 처리액의 조성, 처리액 중에 흐르는 전류량 및 엑시머 램프의 조사

조건 등을 최적화함으로써 음극(lO7)의 표면부에 원하는 형상 및 두께를 갖는 실리콘으로 된 다공층(107a)을 형성할 

수 있다.

음극(107)의 표면부에 형성되는 다공층(107a)은 nm 정도의 지름을 갖는 무수한 구멍이 형성됩으로써 형성된 nm 정

도의 지름을 갖는 무수한 로드를 가지며, 상기 무수한 로드가 실용적으로 전류 방출 사이트로서 작용한다. 이로써, 하

나의 방출 사이트를 갖는 점 방출형으로부터 무수한 방출 사이트를 갖는 면 방출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전자의 방출 

사이트가 증대하므로 음극의 전류 방출 특성이 향상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제 1 종래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은 미소한 지름을 갖고 가파른 선단부를 갖는 타워 형상의 음극을 포

함하기 때문에 낮은 전압에서의 동작은 가능하지만 이후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실용화하는데 요구되는 중요한 성능 중의 하나로서 전자 방출의 안정성 및 균일성이 있다.

제 1 종래예에 있어서는, 음극의 방출 전류는 동작시의 진공 분위기나 음극 선단부의 표면 상태의 영향을 강하게 받

고, 전류 방출 중에 전류 방출부 표면의 물성적 성질, 예를 들면 일 함수 등이 변하여 결과적으로 동작 전류가 대폭적

으로 변한다. 그 때문에, 상술한 전자 방출의 안정성 및 균일성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했었다. 이것은 동작 중에

방출 전자가 음극 근방의 잔류 가스와 충돌하여 이온을 발생시켜 상기 이온이 음극 선단부에 충돌함으로써 음극 선단

부의 표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전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극을 대규모로 집적하여 개개의 전자 방출 변동을 평균화함으로써 방

출 전류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나, 음극의 전극에 전류 억제 효과를 갖는 FET 등의 소자를 부가함으로써 전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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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방법은 소자 설계의 자유도를 저하시키거나 새로운

소자 구조의 추가를 필요로 하는 등의 이유에 의해 제조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을 초래하므로 실용상의 커다란 과제로

되고 있다.

제 2 종래예에 나타나는 음극의 선단부에 선택적으로 낮은 일 함수 재료로 된 표면 피복막이 형성되어 이루어진 타워

형상의 음극에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았다. 즉, 타워 형상의 음극은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이미션 

전류가 타워의 근본 부분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대전류 동작을 하는 경우 전류가 집중되는 타워의 근원 부분에서 큰 

줄열(joule's heat)이 발생한다. 기판 저항과 타워의 단면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허용값을 초과하여 전류가 흐르는 경

우 발생된 줄열에 의하여 음극의 온도가 상승되고, 음극을 구성하는 재료의 융점을 초과하는 온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음극이 용해하여 소자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 2 종래예에서는 동작 전류를 저감하기 위하여 음극을 미세화함으로써 음극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최대 전류값도 떨어져 큰 전류 동작을 하는데 커다란 장해가 된다.

또 제 2 종래예와 같이 경사 증착법으로 음극의 선단부에 낮은 일 함수 재료를 선택적으로 형성한 후 열처리를 함으

로써 음극 선단부에 실리사이드막을 형성하는 방법은 상기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리사

이드막이 금속막의 증착 프로세스 및 그 후의 열처리에 의한 반응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증착법에 의한 막의 형성은 증착원이 포인트 소스(점원(占源))이기 때문에 웨이퍼 내에서의 막 두께 불균

일이 발생되기 쉽다. 또, 그 후의 열처리에 의한 실리사이드막 형성 프로세스는 증착한 금속과 하지(下地)의 실리콘 

기판의 계면에 있어서의 결정 반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막두께의 불균일이나 온도의 불균일성에 의하여 실리사

이드 반응의 진행 속도나 실리사이드 막질에 불균일이 생기기 쉽고, 미소한 형상이 요구되는 음극 선단부의 형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음극 선단부의 미소 구조, 특히 선단부의 곡률 반경은 전자를 방출할 때의 동작 전압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

터이다. 선단부의 곡률 반경 이외의 음극 구조가 같다고 가정하여 전계 집중 계수를 비교하는 계산을 한 경우, 선단부

의 곡률 반경이 10nm에서 2nm으로 변함으로써 전계 집중 계수는 2배로 된다. 상기의 제 2 종래예에 의하면, 실리사

이드 프로세스의 불균일의 영향에 의해 10nm 정도의 음극 선단부의 곡률 반경의 불균일이 용이하게 발생되어 결과

적으로 소자 특성의 불균일이 발생하고, 실용상 커다란 문제점으로 되고 있다.

제 3 종래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은 전극의 표면부에 형성된 다공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출 사이트

가 점 방출형으로부터 면 방출형으로 변하고, 전자의 방출 사이트가 증가하므로 음극의 전류 방출 특성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실용상 만족할 만한 정도까지 향상시킬 수는 없다.

또 제 3 종래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있어서는 음극의 표면부에 화성 처리에 의해 형성된 다공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전압에서의 동작 및 전류의 증가 등 소자 특성의 향상이 도모되고 있으나, 동작 전압의 저감이나 전

류 증가의 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극의 표면부에 수백 nm 이상의 두꺼운 다공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구

체적으로는, 표면에 두께 470nm의 다공층을 형성한 경우에는 다공층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5배 내지 10배

정도의 전류 증가의 효과가 관찰된다.

그런데 음극의 표면부에 수백 nm 이상의 두꺼운 다공층을 형성하고자 하면 음극 선단부의 형상이 열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실용화하는데 요구되는 중요한 성능으로서 동작 전압의 저감이나 전류 증가 이외에 전자

방출의 균일성 및 소자 특성의 안정성을 들 수 있으나, 제 3 종래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은 음극 선단부의 곡률

반경에 불균일이 발생하므로 전자 방출의 균일성 및 소자 특성의 안정성을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은 타워 형상의 음극을 미세화하여도 음극으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값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 1 의 목적으로 하고, 음극 선단부의 형상에 약간의 불균일이 있어도 전자의 방출이 양호하게 행

해져 전자를 방출할 때의 동작 전압 특성의 불균일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을 제 2 의 목적으로 하며, 음극의 방출 사이

트를 증가시켜 음극의 전류 방출 특성을 크게 향상시켜도 전자 방출의 균일성 및 소자 특성의 안정성이 얻어지도록 

하는 것을 제 3 의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 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제 1 전계 방출형 전자원 은 기판과, 기판 상에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음극 형성 영역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과, 기판 상에 있어서의 인출 전극의 개구부 내에 형성된 타워 형

상의 음극과, 음극의 표면 및 기판에 있어서의 인출 전극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된 부분의 표면에 연속하여 형성된 낮

은 일 함수 재료로 된 표면 피복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1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의하면 음극의 표면 및 기판에 있어서의 인출 전극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된 부

분의 표면에는 낮은 일 함수 재료로 된 표면 피복층이 연속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기판 저항과 타워 형상의 음극 표면

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류 허용값이 커진다. 그 때문에, 타워 형상의 음극을 미세화하여도 음극의 근원 부분으로 전

류가 집중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대전류에서 음극을 구동하여도 음극이 용융하여 소자가 파괴될 우려가 없

어진다.

제 1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있어서, 낮은 일 함수 재료는 Cr, Mo, Nb, Ta, Ti, W 또는 Zr로 된 고융점 금속 재료 및 

상기 고융점 금속 재료의 탄화물, 질화물 및 규소화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하면 실리콘 반도체의 프로세스에서 통상 이용되고 실리콘 기판과의 반응성에서 우수한 재료를 낮은 일 

함수 재료로서 이용하기 때문에 표면 피복막을 균일하고 생산성이 좋게 형성할 수 있으므로 소자를 고성능화할 수 있

는 동시에, 통상의 실리콘 반도체의 프로세스에서 수용하기 쉬우므로 산업적으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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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은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절연막을 개재하

여 형성되고 음극 형성 영역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과, 기판 상에 있어서의 인출 전극의 개구부 내에 형성되는 음

극과, 기판의 불순물 농도보다 높은 불순물 농도를 가지며, 음극의 표면부에 형성되는 고농도 불순물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의하면, 음극의 표면부에 고농도 불순물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음극의 표면부로

부터 전자의 방출이 양호하게 행해지므로, 소자의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있어서, 음극은 타워 형상을 가지며, 고농도 불순물층은 음극의 표면부 및 기판에 있어서

의 인출 전극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부분의 표면부에 연속하여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기판 저항과 타워 형상의 음극 단면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류 허용값이 커지고, 타워 형상의 음극을

미세화하여도 음극의 근원 부분에 줄열이 발생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대전류에서 음극을 구동하여도 음극

이 용융하여 소자가 파괴될 우려가 없어진다.

또한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있어서, 고농도 불순물층은 10kΩ 이하의 시트 저항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전자의 방출 특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소자의 소비 전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상기 제 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은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절연막을 개재

하여 형성되고 음극 형성 영역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과, 기판 상에 있어서의 인출 전극의 개구부 내에 형성되는 

음극과, 음극의 표면에 형성되고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의하면, 음극의 표면에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의 방출 사이트가 현저하게 증가하므로 동일 양의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하여 인출 전극에 인가하는 전류 및 전압

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전자를 방출할 때의 전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음극의 표면에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음극의 선단부 형상이 뭉툭해지지 않으므로 선단부의 곡률 반경

이 커지지 않는 동시에 불균일하게 되지 않는다. 그때문에, 소자 특성이 불균일하게 되지 않으므로 디바이스 설계가 

용이하게 되는 동시에 디바이스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 전자 방출 사이트는 진공 중의 잔류 가스 분자의 흡착 작용을 받기 쉬우므로 방출 전류가 불안정하게 되기 쉬우나 

전자 방출의 변동이 다수의 초미립자의 평균화 효과에 의해 상쇄되므로 매우 안정된 전자 방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전자 방출의 급격한 증대가 억제되고 전자 방출의 이상 증가에 기인하는 음극 파괴 등의 문제점도 해소된다.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있어서, 초미립자 구조체는 입자 직경이 10nm 이하이고 균일한 초미립자의 집합으로 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전자의 방출 사이트의 수가 확실하게 증가되므로 전자의 방출 효과가 향상된다.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있어서, 음극은 타워 형상 또는 칵테일 글라스 형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

면, 음극의 선단부에 있어서의 전계 집중 효과가 한충 높아지므로 전자 방출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된다.

본 발명에 의한 제 1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형성된 에칭 마스크를 이용하여 기판에 대해 에칭

을 행하여 기판 상에 타워 형상의 음극을 형성하는 음극 형성 공정과, 기판 상에 전면적으로 절연막 및 도전막을 차례

로 퇴적한 후, 에칭 마스크 상의 절연막 및 도전막을 리프트 오프함으로써 음극의 주변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전극을 

형성하는 인출 전극 형성 공정과, 음극의 표면 및 기판에 있어서의 인출 전극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부분의 표면

에 낮은 일 함수 재료로 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는 표면 피복층 형성 공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1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타워 형상의 음극 및 상기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한 후 낮은 일 함수 재료로 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음극의 표면 및 기판에 있어서의 인출

전극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부분의 표면에 연속하여 낮은 일 함수 재료로 된 표면 피복층을 확실하게 형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제 1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간편하고 재현성 좋게 제조할 수 있다.

제 1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표면 피복층 형성 공정은 퇴적 방향 지향성을 갖는 콜리메이터 스퍼

터법으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콜리메이터 스퍼터법은 퇴적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자가 미세화하여 인출 전극의 개구부 지름이

작아져도 표면 피복층을 확실하게 퇴적할 수 있으므로 소자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본 발명에 의한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형성된 에칭 마스크를 이용하여 기판에 대해 에칭

을 행하여 기판 상에 음극을 형성하는 음극 형성 공정과, 기판 상에 전면적으로 절연막 및 도전막을 차례로 퇴적한 후

에칭 마스크 상의 절연막 및 도전막을 리프트 오프함으로써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하는 인출

전극 형성 공정과, 음극의 표면부에 기판의 불순물 농도보다 높은 불순물 농도를 갖는 고농도 불순물 층을 형성하는 

고농도 불순물층 형성 공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음극 및 상기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한 후 고농도 불순물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음극의 표면에 선택적으로 고농도 불순물층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때

문에,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간편하고 재현성 좋게 제조할 수 있다.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고농도 불순물층 형성 공정은 음극의 표면에 불순물 원소를 포함하는

퇴적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순간 열처리법으로 퇴적막에 포함되는 불순물 원소를 음극의 표면부에 고체 상태로 확산

시켜 음극의 표면부에 고농도 불순물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퇴적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음극의 표면에 불순물 원소를 포함하는 퇴적막을 형성한 후 순간 열처리법으로 퇴적막에 포함되는 불순물 

원소를 음극의 표면부에 고상 확산시키면 음극의 표면부에 선택적으로 고농도 불순물층을 확실하게 형성할 수 있다.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고농도 불순물층 형성공정은 불순물 원소를 음극의 표면부에 이온 

주입함으로써 음극의 표면부에 고농도 불 순물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불순물 원소를 음극의 표면부에 이온 주입함으로써 음극의 표면부에 고농도 불순물층을 형성하면 음극의 

표면부에 선택적으로 고농도 불순물층을 확실하게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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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은 기판 상에 형성된 에칭 마스크를 이용하여 기판에 대해 에칭

을 행하여 기판 상에 음극을 형성하는 음극 형성 공정과, 기판 상에 전면적으로 절연막 및 도전막을 차례로 퇴적한 후,

에칭 마스크 상의 절연막 및 도전막을 리프트 오프함으로써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하는 인출

전극 형성 공정과, 음극의 표면에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는 표면 피복층 형성 공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음극 및 상기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한 후에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음극의 표면에 선택적으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 전극의 위에도 표면 피복층은 형성되지만 인출 전극은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것이고 전류가 흐

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간편하고 재현성 좋게 제조할 수 

있다.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표면 피복층 형성 공정은 기상 성장법으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음극의 표면이 프로세스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동시에 프로세스의 균일성 빛 재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미소 치수를 갖는 전계 방출형 전 자원으로 된 어레이를 고정밀도이고 고밀도로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 성장법은 레이저 애블레이션(ablation)법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레이저 애블레이션법을 이용하면 높

은 에너지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음극의 표면에 확실하게 초미립자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다.

상술한 목적 및 기타의 목적과 본 발명의 특정 및 이점은 첨부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 제 1 실시예 )

이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구조에 대하여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의 (

a)는 도 1의 (b)에 있어서의 I-I선의 단면도이고, 도 1의 (b)는 평면도이다.

도 1의 (a),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 위에는 어레이 형상의 음극 형성 영역에 

각각 원 형상의 개구부를 갖는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으로 된 절연막을 개재하여 인

출 전극(19A)이 형성되어 있다. 이 경우,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지름은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

리콘막(18A)의 개구부 지름 보다 작고,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 둘레면은 인

출 전극(19A)의 개구부 둘레면보다 후퇴되어 있다.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 및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내부에는 원형 단면을 갖는 타워 

형상의 음극(17)이 형성되고, 상기 음극(17)의 선단부는 결정 이방성 에칭과 실리콘의 열산화 프로세스에 의하여 형

성된 반경 2nm 이하의 가파른 형상을 가지고 있다.

실리콘 기판(11)에 있어서의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영역 

및 음극(17)의 표면은 고융점 금속 재료 또는 그 화합물 재료로 된 낮은 일 함수 재료로 된 얇은 표면 피복막(20)에 의

해 덮여 있다. 낮은 일 함수 재료로서는, Cr, No, Nb, Ta, Ti, W 및 Zr 등의 고융점 금속 재료 또는 이들 고융점 금속 

재료의 탄화물, 질화물 또는 규화물 등의 화합물 재료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로써, 음극(17) 표면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표면 피복막(20)으로서 TiN 막을 스퍼터법으로 음극(l7)의 표면에 10nm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면 음극(17) 선단부의 가파른 형상이 대부분 잔존하고, 가파른 형상을 갖는 TiN막에 의해 피복

된 음극(17)을 실현할 수 있다. 실리콘의 일 함수가 4.8eV 정도인 것에 대하여 TiN의 일 함수는 2.9eV 정도로 예측

되고, 음극(17)의 선단부 표면의 일 함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전자 방출에 필요한 인출 전압을 대폭 저하시

킬 수 있게 된다. 또, 표면 피복막(20)을 구성하는 상기의 피복 재료는 실리콘에 비하여 화학적 성질이 안정하다고 생

각되기 때문에 전자 방출 동작시의 전류의 안정성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도 1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으로 된 절연막을 인출 전극

(19A)보다 후퇴시키면 표면 피복막(20) 이 음극(17)의 모든 표면에 형성되어 있어도 음극(17)과 인출 전극(19A)의 

절연성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단락 불량이 생기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의 소자를 집적한 이미터 어레이 구조에 있어

서는 소자의 생산 수율의 향상 및 소자 동작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우 유효한 구조이다.

이하, 제 1 실시예에 관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도 7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도 7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의 (100)면에 열산화법으로 제 1 산화 실리

콘막(12)을 형성한 후, 상기 제 1 산화 실리콘막(12) 위에 포토 레지스트막(13)을 퇴적한다.

다음에, 도 7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 레지스트막(l3)에 포토 리소그라피법을 시행하여 약 0.5㎛의 지름을 갖

는 디스크 형상의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형성한 후,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이용하여 제 1 산화 실리콘막(1

2)에 대하여 이방성의 건식 에칭을 행함으로써 제 1 산화 실리콘막(12)에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전사하여 산화 실

리콘 마스크(12A)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7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제거한 후,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를 이용하여 실

리콘 기판(11)에 대하여 이방성 건식 에칭을 행하여 실리콘 기판(11)의 표면에 원주 형상체(14A)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7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정 이방성의 성질을 갖는 에칭 용액, 예를 들면 에틸렌 디아민과 피로카테콜

(pyrocatechol) 수용액을 이용하여 원주 형상체(14A)에 대해 습식 에칭을 행하여 측면이 (331)면을 포함하는 면으로

되고 중앙부가 잘록한 형상의 북 형상체(14B)를 형성한다. 이 경우, 결정의 방위 각도로부터 산화 실리콘 마스크(12

A)의 지름 및 잘록한 부분의 깊이를 가장 적절하게 미 리 설계함으로써 잘록한 부분의 지름이 0.1㎛ 정도인 미소한 

구조의 북 형상체(14B)를 균일하고 재현성이 양호하게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8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북 형상체(14B)의 잘록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 산화법으로 북 형상체(1

4B)의 측벽에, 예를 들면 두께 10nm 정도의 얇은 제 2 산화 실리콘막(15)을 형성한 후, 다시 산화 실리콘 마스크(12

A)를 이용하여 실리콘 기판(11)에 대하여 이방성의 건식 에칭을 행하여 실리콘 기판(11)을 수직으로 에칭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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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11)의 표면에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8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산화법으로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 및 실리콘 기판(11)의 표면에, 예

를 들면 두께 100nm 정도의 제 3 산화 실리콘막(16)을 형성함으로써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 내부에 음극(17)

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의 표면에 제 3 산화 실리콘막(16)을 형성하는 이유는 음극(17)

의 선단부를 첨예화하고, 후술하는 인출 전극 하부의 절연막의 절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산화 실리콘

의 융점보다 낮은 온도, 예를 들면 950℃ 정도의 온도 조건에서 열산화를 행하면 열산화시에 실리콘으로 된 음극(17)

과 제 3 산화 실리콘막(16)의 경계면 부근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므로 매우 가파른 형상의 선단부를 갖는 음극(17)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열산화법으로 형성한 실리콘 산화막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증착법으로 형성한 실리콘 산화막보

다 막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절연 저항을 갖는다. 그 결과, 후술하는 인출 전극에 전압을 인가할 때 절연성이 우수

하고, 신뢰성이 높은 소자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8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 상부에 절연막으로서 이용하는 제 4 산화 실리콘막

(18) 및 인출 전극으로서 이용하는 도전막(19)을 진공 증착법으로 차례로 퇴적한다. 제 4 산화 실리콘막(18)을 진공 

증착할 때 오존 가스를 도입함으로써 절연성이 우수한 양질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도전막(19)으로서

Nb 금속막을 이용하면 후술의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시 균일성이 우수한 인출 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9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충 불산 용액을 이용하여 초음파 분위기 중에서 습식 에칭을 행하여 음극(1

7)의 측벽부 및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를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 위에 퇴적된 도전막(

19)을 리프트 오프하는 동시에 작은 개구를 갖는 인출 전극(l9A) 및 음극(17)을 노출시킨다. 이 경우, 습식 에칭의 시

간을 제 3 및 제 4 산화 실리콘막(16, 18)이 오버 에칭될 정도로 조정함으로써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 막(18A)의 개구부 둘레면을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주위보다 후퇴시킬 수 있다.

다음에, 도 9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체 면에 스퍼터법을 이용하여 낮은 일 함수를 갖는 금속 재료 또는 금속 재

료의 화합물 재료로 된 피복 재료로 표면 피복막(20)을 형성하면 제 1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이 얻어진다.

이상과 같이 스퍼터법을 이용함으로써 고융점 금속 재료 또는 고융점 금속 재료의 화합물 재료로 된 피복 재료를 이

용하여도 음극(17) 위에 피복 특성이 우수한 표면 피복막(20)을 형성할 수 있다.

또 표면 피복막(20)의 두께를 10nm 정도 이하로 제어함으로써 음극(17) 구조 를 정밀하게 반영한 표면 형상을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표면 피복막(20)이 형성된 후에도 선단부가 nm 정도의 미소 구조를 갖는 음극(17)을 얻을 수 있다.

또 표면 피복막(20)을 형성할 때 퇴적 방향의 지향성이 양호한 콜리메이터 스퍼터법을 이용함으로써 인출 전극(19A)

의 개구부가 작더라도 표면 피복막(20)을 음극(17)의 표면 뿐만 아니라 실리콘 기판(11)에 있어서의 인출 전극(19A)

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저부에도 균일하게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낮은 동작 전압을 기대할 수 있는 작은 

소자 구조에도 표면 피복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소자의 고성능화를 도모하는데 유리하게 된다.

또 상기의 제조 방법은 프로세스의 균일성 및 재현성이 우수하고, 미소한 치수를 갖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 어레이를 

고정밀도이고 고밀도로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실리콘으로 된 음극(17)의 표면 상에 낮은 일 함수를 갖는 고융점 금속 재료 또는 고융점 금속 재료의 화합물 재료

로 된 피복 재료를 고정밀도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에 비하여 전자 방출을 위한 동작 전압을 크게 줄일 수 있

다.

( 제 2 실시예 )

이하,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구조에 대하여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의 (

a)는 도 2의 (b)에 있어서의 II-II선 단면도이고, 도 2의 (b)는 평면도이다.

도 2의 (a),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 위에는 어레이 형상의 음극 형성 영역에 

각각 원형 형상의 개구부를 갖는 하부 산 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으로 된 절연막을 개재하여 

인출 전극(19A)이 형성된다. 이 경우,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지름은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

콘막(18A)의 개구부 직경 보다 작고,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 둘레면은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둘레면보다 후퇴되어 있다.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 및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내부에는 원형 단면을 갖는 타워 

형상의 음극 전극(17)이 형성되고, 상기 음극(17)의 선단부는 결정 이방성 에칭과 실리콘의 열산화 프로세스에 의하

여 형성된 반경 2nm 이하의 가파른 형상을 갖는다.

실리콘 기판(11)에 있어서의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영역

의 표면부 및 음곡(17)의 표면부에는 실리콘 기판(11)과 같은 도전형이고 실리콘 기판(11)보다 불순물 농도가 높은 

고농도 불순물층(22)이 얇게 형성된다.

실리콘 기판(11)의 도전형으로서 n형, 고농도 불순물층(22)의 불순물으로서 인을 이용하고 고농도 불순물층(22)의 

시트 저항을 10kQ 이하로 함으로써 음극(17) 선단의 전자 방출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소정의 전자 

방출량에 필요한 인출 전압을 대폭 저하시키거나 또는 소정의 인출 전압에 있어서의 전자 방출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하,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도 10 내지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도 10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의 (100)면에 열산화법으로 제 1 산화 실

리콘막(12)을 형성한 후, 상기 제 1 산화 실리콘막(12) 위에 포토 레지스트막(13)을 퇴적한다.

다음에, 도 10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 레지스트막(13)에 포토 리소그라피법을 행하여 약 0.5㎛의 지름을 갖는

디스크 형상의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형성한 후,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이용하여 제 1 산화 실리콘막(12)

에 대하여 이방성의 건식 에칭을 행함으로써 제 1 산화 실리콘막(12)에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전사하여 산화 실리

콘 마스크(12A)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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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10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제거한 후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를 이용하여 실

리콘 기판(11)에 대해 이방성 건식 에칭을 행하여 실리콘 기판(11)의 표면에 원주 형상체(14A)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10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정 이방성의 성질을 갖는 에칭 용액, 예를 들면 에틸렌 디아민과 피로카테

콜 수용액을 이용하여 원주 형상체(14A)에 대해 습식 에칭을 행하여 측면이 (331)면을 포함하는 면으로 되고 중앙부

가 잘록한 형상의 북 형상체(14B)를 형성한다. 그 경우, 결정의 방위 각도로부터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의 지름 및 

잘록한 부분의 깊이를 가장 적합하게 미리 설계함으로써 잘록한 부분의 지름이 0.1㎛ 정도인 매우 작은 구조의 북 형

상체(14B)를 균일하고 재현성이 양호하게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1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북 형상체(14B)의 잘록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산화법으로 북 형상체(

14B)의 측벽에, 예를 들면 두께 10nm 정 도의 얇은 제 2 산화 실리콘막(15)을 형성한 후, 다시 산화 실리콘 마스크(1

2A)를 이용하여 실리콘 기판(11)에 대해 이방성의 건식 에칭을 행하여 실리콘 기판(11)을 수직으로 에칭함으로써 도

11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11)의 표면에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11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산화법으로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 및 실리콘 기판(11)의 표면에, 예

를 들면 두께 100nm 정도의 제 3 산화 실리콘막(16)을 형성함으로써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 내부에 음극(17)

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의 표면에 제 3 산화 실리콘막(16)을 형성하는 이유는 음극(17)

의 선단부를 첨예화하고, 후술하는 인출 전극 하부의 절연막의 절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산화 실리콘

의 융점보다 낮은 온도, 예를 들면 950℃ 정도의 온도 조건으로 열산화를 행하면 열산화시에 실리콘으로 된 음극(17)

과 제 3 산화 실리콘막(16)의 경계면 부근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므로 매우 가파른 형상의 선단부를 갖는 음극(17)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열산화법으로 형성한 실리콘 산화막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증착법으로 형성한 실리콘 산화막보

다 막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절연 저항을 갖는다.

그 결과, 후술하는 인출 전극에 전압을 인가할 때 절연성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은 소자를 형성할 수 었다.

다음에, 도 11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 상부에 절연막으로서 이용하는 제 4 산화 실리콘

막(18) 및 인출 전극으로서 이용하는 도전막(19)을 진공 증착법으로 차례로 퇴적한다. 제 4 산화 실리콘막(18)을 진

공 증착 할 때 오존 가스를 도입함으로써 절연성이 우수한 양질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도전막(19)으

로서 Nb 금속막을 이용하면 후술하는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시 균일성이 우수한 인출 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2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충 불산 용액을 이용하여 초음파 분위기 중에서 습식 에칭을 행하여 음극(

17)의 측벽부 및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를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 위에 퇴적된 도전

막(19)을 리프트 오프하는 동시에 작은 개구를 갖는 인출 전극(19A) 및 음극(17)을 노출시킨다. 그 경우, 습식 에칭의

시간을 제 3 및 제 4 산화 실리콘막(16, 18)이 오버 에칭되는 정도로 조정함으로써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 둘레면을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둘레면보다 후퇴시킬 수 있다.

다음에, 도 12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극(17)을 포함하는 실리콘 기판(11)의 전면에 걸쳐 고농도 불순물 원소를 

함유하는 유리층, 예를 들면 인 유리층(21)을 퇴적한 후 순간 열가열법(RTA법)을 이용하여 인 유리층(21)에 대하여 

적당한 열처리를 행함으로써 인 유리층(21)에 포함되는 불순물 원소를 음극(17)의 표면부에 고정된 층을 갖게 확산시

켜 도 12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극(17)의 표면에 고농도 불순물층(22)을 형성한다. 이로써, 음극(17)의 표면에 

저항율이 10kΩ 이하의 시트 저항을 갖는 고농도 불순물층(22)을 수십 nm 정도의 깊이로 균일하게 형성할 수 있다. 

그 후, 인 유리층(21)을 제거하면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이 얻어진다.

또 상기의 제 2 실시예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는 인 유리충(21)을 이용한 고 층 확산법으로 고농도 불순물층(22)을 형

성하였으나, 그 대신 음극(17)의 표면에 불순물 원소를 저 에너지의 이온 주입법을 이용하여 도입한 후 열처리를 실시

하여 불순물 원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고농도 불순물층(22)을 형성하여도 된다. 그 경우, 예를 들면 이온 주입할 때의

가속 에너지로서 5keV 정도의 조건을 이용하여 불순물 원소인 인을 이온 주입함으로써 음극(17)의 표면에 수십 nm 

정도의 깊이를 갖는 고농도 불순물층(22)을 균일하게 형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음극(17)의 표면에 고농도 불순물층(22)을 

균일하고 생산성 좋게 형성할 수 있다. 또, 음극(l7) 선단부의 불순물 농도를 높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방출 효

율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그 결과, 소정의 전자 방출량에 필요한 인출 전압을 대폭 저하시키거나, 또는 소정의 인출 전

압에 있어서의 전자 방출량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또 상기 제 1 및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는 음극(17)의 가파른 선단부를 실현하

기 위하여 결정 이방성 에칭 및 열산화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실리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의 (100)면 위에 음

극(17) 및 인출 전극(19A)을 형성하였으나, 그 대신, 예를 들면 유리 기판 상에 저온으로 폴리 실리콘막을 형성한 후, 

상기 실리콘막에 있어서의 전계 방출 전자원을 형성하는 소정 영역에, 예를 들면 레이저 어닐 등의 열처리를 실시함

으로써 소정 영역의 폴리실리콘막의 결정화를 행하는 방법을 채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저렴한 유리 기판 위

에 큰 면적을 갖는 전계 방출 전자원의 어레이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제 1 또는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실리콘 기판(11) 대신 다른 반도체 재료, 예를 들면 GaAs 등의 화합물 반도체

로 된 기판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제 1 및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는 음극(17)이 타워 형상이고,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는 원형 형상이지만, 음극(1

7)의 형상 및 인출 전극(19)의 개구부 형상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음극(17)의 형상이 제 1 실시예 및 제

2 실시예와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제 3 실시예 )

이하,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구조에 대하여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의 (

a)는 도 3의 (b)에 있어서의 III-III선 단면도이고, 도 3의 (b)는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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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의 (a),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 위에는 어레이 형상으로 배치된 직사각형 

형상의 음극 형성 영역에 각각 개구부를 갖는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으로 된 절연막

을 개재하여 인출 전극(19A)이 형성되는 경우,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각 변의 길이는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의 대응하는 각 변의 길이보다 작고,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

리콘막(18A)의 개구부 둘레면은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둘레면보다 후퇴된다.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 및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내부에는 쐐기형 구조의 음극(17)

이 형성된다.

실리콘 기판(11)에 있어서의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영역

의 표면부 및 음극(17)의 표면부에는 실리콘 기판(11)과 같은 도전형이고 실리콘 기판(11)보다 불순물 농도가 높은 

고농도 불순물층(22)이 얇게 형성된다.

( 제 4 실시예 )

이하,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구조에 대하여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4의 (

a)는 도 4의 (b)에 있어서의 IV-IV선 단면도이고, 도 4의 (b)는 평면도이다.

도 4의 (a),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 위에는 어레이 형상으로 배치된 원 형상의

음극 형성 영역에 각각 개구부를 갖는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으로 된 절연막을 개재

하여 인출 전극(19A)이 형성된다. 이 경우,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지름은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 지름보다 작고,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 둘레면은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둘레면보다 후퇴된다.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 및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내부에는 원추 형상의 음극(17)이 

형성된다.

실리콘 기판(11)에 있어서의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영역

의 표면부 및 음극(17)의 표면부에는 실리콘 기판(11)과 같은 도전형이고 실리콘 기판(11) 보다 불순물 농도가 높은 

고농도 불순물층(22)이 형성된다.

( 제 5 실시예 )

이하,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구조에 대하여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5의 (

a)는 도 5의 (b)에 있어서의 V-V선 단면도이고, 도 5의 (b)는 평면도이다.

도 5의 (a),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 위에는 어레이 형상의 음극 형성 영역에 

각각 원 형상의 개구부를 갖는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으로 된 절연막을 개재하여 인

출 전극(19A)이 형성된다. 이 경우,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지름은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

막(18A)의 개구부 지름보다 작고,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 둘레면은 인출 전

극(19A)의 개구부 둘레면보다 후퇴된다.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 및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내부에는 원형 단면을 갖는 타워 

형상의 음극(17)이 형성되고, 상기 음극(17)의 선단부는 결정 이방성 에칭과 실리콘의 열산화 프로세스에 의하여 형

성된 반경 2nm 이하의 가파른 형상을 갖는다.

실리콘 기판(11)에 있어서의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영역 

및 음극(17)의 표면은 레이저 애블레이션법으로 형성된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에 의해 덮혀 있다. 표

면 피복층(23)의 재료로서는 전자의 방출이 양호하게 행해지도록 일 함수가 낮은 재료가 바람직하다. 또, 표면 피복층

(23)을 구성하는 초미립자로서는 nm 정도의 입자 직경, 즉 10nm 이하의 입자 직경을 갖는 실리콘 입자가 전자 방출 

효율의 면에서 바람직하다. 표면 피복층(23)을 구성하는 초미립자의 층으로서는, 1층 또는 몇 개의 층 정도가 바람직

하다. 실리콘 입자의 지름이 10nm 정도인 경우에는 1층이어도 되지만 실리콘 입자의 지름이 5nm 정도인 경우에는 

도 18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입자가 2~3층 적충된 구조가 바람직하다.

도 18의 (b)는 제 3 종래예에 도시된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있어서의 음극(107)의 표면부에 화성처리(에칭 처리)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으로 된 다공층(107a)의 단면 구조도이다. 도 18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공층(107a)은 화성 

처리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음극(107)의 선단부 형상이 뭉툭해지므로 상기 선단부의 곡률 반경이 커지는 동시에 불

균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제 3 종래예에서는 소자 특성의 불균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설계의 곤란성 및 디

바이스 신뢰성의 저하를 야기하게 되므로 실용상 커다란 문제점으로 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의하면 도 18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음극(17)의 표면에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이 형성되기 때문에 음극(17)의 선단부 형상이 뭉툭해지지 않으므로 상기 선단

부의 곡률 반경이 커지지 않는 동시에 불균일하게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 5 실시예에서는 소자 특성이 불균일하

지 않으므로 디바이스 설계가 용이하게 되는 동시에 디바이스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된다.

그러나 음극 선단부의 매우 작은 구조, 특히 선단부의 곡률 반경은 전자를 방출할 때 동작 전압 특성에 큰 영향을 미

치는 파라미터이다. 곡률 반경 이외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곡률 반경과 전계 집중 계수의 관계를 시뮬레이션

하면 선단부의 곡률 반경이 1Onm으로부터 2nm으로 변할 때 전계 집중 계수는 2배로 증가한다. 바꾸어 말하면, 음극

선단부의 곡률 반경이 2nm으로부터 10nm으로 증대하면 전계 집중 계수는 약 1/2로 작아진다. 결국, 음극 선단부의 

곡률 반경이 nm 정도로 변하는 것 만으로 동작 전류나 동작 전압 등 소자의 기본 특성이 크게 변한다.

또 전자 방출 사이트는 진공 중의 잔류 가스 분자의 흡착 작용을 받기 쉽고 가스 분자의 흡착이나 이탈에 의하여 외관

상 일 함수가 변하여 방출 전류가 불안정하게 되는 성질을 갖는다. 그런데, 제 5 실시예에서는 음극(17)의 표면에 초

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 방출의 변동이 다수의 초미립자의 평균화 효과에 의해 

상쇄되므로 매우 안정된 전자 방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전자 방출의 급격한 증대가 억제되어 전자 방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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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증가에 기인하는 음극 파괴 등의 문제도 해소된다.

도 18의 (a)와 (b)의 비교로부터 잘 수 있는 바와 같이 제 5 실시예에 있어서의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

)의 전자 방출 사이트 수는 제 3 종래예에 있어서의 다공층(107a)의 전자 방출 사이트 수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음극(17)의 표면 피복층(23)으로부터는 매우 많은 양의 전자가 방출되는 동시에, 외관상 일 함수가 변화되기 

어려우므로 음극(17)으로부터 전자를 방출할 때의 전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의하면 동작 전류 및 동작 전압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동작 전류나 동작 전압 등 소자 특성에 불균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표면 피복층(23)을 구성하는 초미립자 구조체로서는 실리콘 대신 다른 재료,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DLC(Diamon

d Like Carbon) 또는 ZrC 등의 낮은 일 함수 재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하,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도 13 내지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도 13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의 (100)면에 열산화법으로 제 1 산화 실

리콘막(12)을 형성한 후, 상기 제 1 산화 실리콘막(12)의 위에 포토 레지스트막(13)을 퇴적한다.

다음에, 도 1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 레지스트막(13)에 포토 리소그라피법을 행하여 약 0.5㎛의 지름을 갖는

디스크 형상의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형성한 후,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이용하여 제 1 산화 실리콘막(12)

에 대해 이방성 건식 에칭을 행함으로써 제 1 산화 실리콘막(12)에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전사하여 산화 실리콘 마

스크(12A)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13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제거한 후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를 이용하여 실

리콘 기판(11)에 대해 이방성 건식 에칭을 행하여 실리콘 기판(11)의 표면에 원주 형상체(14A)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13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정 이방성의 성질을 갖는 에칭 용액, 예를 들변 에틸렌 디아민과 피로카테

콜 수용액을 이용하여 원주 형상체(14A) 에 대해 습식 에칭을 행하여 측면이 (331)면을 포함하는 면으로 되고 중앙부

가 잘록한 형상의 북 형상체(14B)를 형성한다. 이 경우, 결정의 방위 각도로부터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의 지름 및 

잘록한 부분의 깊이를 가장 적합하게 미리 설계함으로써 잘록한 부분의 지름이 0.1㎛ 정도의 미소 구조의 북 형상체(

14B)를 균일하고 재현성이 양호하게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4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북 형상체(14B)의 잘록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산화법으로 북 형상체(

14B)의 측벽에, 예를 들면 두께 10nm 정도의 얇은 제 2 산화 실리콘막(15)을 형성한 후, 다시 산화 실리콘 마스크(12

A)를 이용하여 실리콘 기판(11)에 대해 이방성의 건식 에칭을 행하여 실리콘 기판(11)을 수직으로 에칭함으로써 도 

14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기판(11)의 표면에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14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산화법으로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 및 실리콘 기판(11)의 표면에, 예

를 들면 두께 100nm 정도의 제 3 산화 실리콘막(16)을 형성함으로써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의 내부에 음극(17

)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북 형상의 기둥 형상체(14C)의 표면에 제 3 산화 실리콘막(16)을 형성하는 이유는 음극(17)

의 선단부를 첨예화하고, 후술하는 인출 전극 하부의 절연막의 절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산화 실리콘

의 융점보다 낮은 온도, 예를 들면 900℃ 정도의 온도 조건으로 열산화를 행하면 열산화시에 실리콘으로 된 음극(17)

과 제 3 산화 실리콘막(16)의 경계면 부근에 스트레스가 발생되므로 매우 가파른 형상의 선단부를 갖는 음극(17)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열산화법으로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증착법으로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보

다 막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절연 저항을 갖고 있다. 그 결과, 후술하는 인출 전극에 전압을 인가할 때의 절연성이

우수하고, 고신뢰성의 소자를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4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의 상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11) 위에 전면에 

걸쳐 절연막으로서 이용하는 제 4 산화 실리콘막(18) 및 인출 전극으로서 이용하는 도전막(19)을 진공 증착법으로 차

례로 퇴적한다. 제 4 산화 실리콘막(18)을 진공 증착할 때 오존 가스를 도입함으로써 절연성이 우수한 양질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도전막(19)으로서 Nb 금속막을 이용하면 후술하는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시 균일성이 

우수한 인출 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5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충 불산 용액을 이용하여 초음파 분위기 중에서 습식 에칭을 행하여 음극(

17)의 측벽부 및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를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의 위에 퇴적된 도

전막(19)을 리프트 오프하는 동시에 작은 개구를 갖는 인출 전극부(19A) 및 음극(17)을 노출시킨다. 이 경우, 습식 에

칭의 시간을 제 3 및 제 4 산화 실리콘막(16, 18)이 오버 에칭될 정도로 조정함으로써 하부 산화 실리콘막(16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 둘레면을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둘레면보다 후퇴시킬 수 있다.

다음에, 도 15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애블레이션법으로 음극(17)을 포함하는 실리콘 기판(11)의 전면에 

걸쳐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을 퇴적하면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이 얻어진다.

이 경우, 레이저 애블레이션법으로 이용하는 타켓으로서는 표면 피복층(23)의 원하는 특성에 따라 실리콘 기판의 타

입(안도프형, p형 또는 n형) 및 비저항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레이저 애블레이션 광원으로서는 에너지가 높은 ArF 액

시머 레이저가 바람직하다.

또 레이저 애블레이션시의 프로세스 조건을 최적화함으로써 초미립자의 원하는 입자 직경 및 층수를 갖는 표면 피복

층(23)을 음극(17)의 표면에 형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 조건의 일례를 들자면, ArF 액시머 레이저의 조사 

에너지 밀도 : 1J/㎠, 펄스폭 : 12nsec, 반복 주파수 : 10Hz의 조건에서 타켓으로서 이용하는 실리콘 웨이퍼 상에 3m

m × 1mm 각의 스폿 사이즈로 레이저광을 조사한다. 상기 조건하에서는 실리콘 웨이퍼로 된 타켓의 애블레이션 속도

는 0.2㎛/puls로 된다. 베이스의 진공도를 1×10 -6 Torr로 하여 He 가스를 일정한 유량을 도입한 상태에서 시간 제

어에 의해 레이저 애블레이션을 행하지만, He 가스의 압력(유량)을 가장 적합하게 설정함으로써 nm 정도의 입자 직

경을 갖는 초미립자 구조로 된 표면 피복층(23)을 재현성이 양호하게 형성할 수 있다. 레이저 애블레이션법으로 형성

되는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의 두께를 10nm 정도 이하로 제어함으로써 음극(17)의 형상을 표면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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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23)에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고, 표면 피복층(23)의 선단부 형상을 가파르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제 5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서는 레이저 애블 레이션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음극(17)

의 표면이 프로세스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또 음극(17)의 미세한 형상을 손상시키지 않고 균일한 초미립자 구조체

로 된 표면 피복층(23)을 형성할 수 있다. 또, 프로세스의 균일성 및 재현성이 우수하므로 작은 치수를 갖는 전계 방출

형 전자원으로 된 어레이를 고정밀도이면서 고밀도로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레이저 애블레이션법의 타켓으로서, 실리콘 이외에 다이아몬드, DLC 또는 ZrC 등의 낮은 일 함수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실리콘으로 된 타켓을 이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낮은 일 함수 재료를 이용하면 동작 전류의 저전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제 5 실시예에 있어서는 레이저 애블레이션법을 이용하여 표면 피복층(23)을 형성하였으나, 표면

피복층(23)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는 기상 성장법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제 6 실시예 )

이하, 본 발명의 제 6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구조에 대하여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의 (

a)는 도 6의 (b)에 있어서의 VI-VI선 단면도이고, 도 6의 (b)는 평면도이다.

도 6의 (a),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 위에는 어레이 형상의 음극 형성 영역에 

각각 원 형상의 개구부를 갖는 하부 산화 실리콘막(15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으로 된 절연막을 개재하여 인

출 전극(19A)이 형성된다. 이 경우,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지름은 하부 산화 실리콘막(15A) 및 상부 산화 실리콘

막(18A)의 개구부 지름보다 작고, 하부 산화 실리콘 막(15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 둘레면은 인출 

전극의 개구부 둘레면보다 후퇴된다.

하부 산화 실리콘막(15A),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 및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내부에는 측면이 (331)면을 포함

하는 면에서 형성되고 정상부가 서로 연속하여 되는 한쌍의 원추체로 된 각태일 글라스 형상의 음극(17)이 형성되며, 

상기 음극(17) 상부의 둥근 고리 형상의 둘레부는 결정 이방성 에칭과 실리콘의 열산화 프로세스에 의하여 형성된 반

경 2nm 정도의 가파른 형상을 갖는다. 실리콘 기판(11)에 있어서의 하부 산화 실리콘막(15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

(18A)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영역 및 음극(17)의 표면은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에 의해 덮여 있

다. 표면 피복층(23)의 재료로서는 전자의 방출이 양호하게 행해지도록 일 함수가 낮은 재료가 바람직하다. 또, 표면 

피복층(23)을 구성하는 초미립자로서는 nm 정도의 입자 직경, 즉 10nm 이하의 입자 직경을 갖는 실리콘 입자가 전자

방출 효율의 변에서 바람직하다. 표면 피복층(23)을 구성하는 초미립자의 층으로서는 1층 또는 여러층 정도가 바람직

하다. 실리콘 입자의 지륨이 10nm 정도인 경우에는 1층이어도 되지만 실리콘 입자의 지름이 5nm 정도인 경우에는 2

~3층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면 제 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음극(17)의 표면에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이 형성되기 때

문에 음극(17)의 선단부 형상이 뭉툭해지지 않으므로 상기 선단부의 곡률 반경은 커지지 않는 동시에 불균일하게 되

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자 특성이 불균일하지 않으므로 디바이스 설계가 용이하게 되는 동시 에 디바이스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 제 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음극(17)의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 방출의 변

동이 다수의 초미립자의 평균화 효과에 의해 상쇄되므로 매우 안정된 전자 방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전자 방

출의 급격한 증대가 억제되어 전자 방출의 이상 증가에 기인하는 음극 파괴 등의 문제점도 해소된다.

또 제 5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의 전자 방출 사이트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표면 피복층(23)으로부터 매우 다량의 전자가 방출되는 동시에, 외관상 일 함수가 변화되기 어려우므로 음극(17)으로

부터 전자를 방출할 때의 전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제 6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의하면 동작 전류 및 동작 전압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동작 전류나 동작 전압 등의 소자 특성에 불균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 표면 피복층(23)을 구성하는 초미립자 구조체로서는 실리콘 대신 다른 재료,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DLC 또는 Zr

C 등의 낮은 일 함수 재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하, 제 6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도 16 및 도 17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도 16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결정으로 된 실리콘 기판(11)의 (100)면에 열산화법으로 제 1 산화 실

리콘막(12)을 형성한 후, 상기 제 1 산화 실리콘막(12)의 위에 포토 레지스트막(13)을 퇴적한다.

다음에, 도 16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토 레지스트막(13)에 포토 리소그라피법을 행하여 약 0.5㎛의 지름을 갖는

디스크 형상의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형성한 후,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l3A)를 이용하여 제 1 산화 실리콘막(12)에

대하여 이방성의 건식 에칭을 행함으로써 제 1 산화 실리콘막(12)에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전사하여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16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지스트 마스크(13A)를 제거한 후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를 이용하여 실

리콘 기판(11)에 대해 이방성 건식 에칭을 행하여 실리콘 기판(11)의 표면에 원주 형상체(14A)를 형성한다.

다음에, 도 16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정 이방성의 성질을 갖는 에칭 용액, 예를 들면 에틸렌 디아민과 피로카테

콜 수용액을 이용하여 원주 형상체(14A)에 대하여 습식 에칭을 행하여 측면이 (331)면을 포함하는 면으로 되고 중앙

부가 잘록한 형상의 북 형상체(14B)를 형성한다. 이 경우, 결정의 방위 각도로부터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의 지름 

및 잘록한 부분의 깊이를 가장 적합하게 미리 설계함으로써 잘록한 부분의 지름이 0.1㎛ 정도의 미소 구조의 북 형상

체(14B)를 균일하고 재현성이 양호하게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7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열산화법으로 북 형상체(14B)의 측벽에, 예를 들면 두께 10nm-20nm 정도

의 얇은 제 2 산화 실리콘막(15)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17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 상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기판(11) 위에 전면에 걸

쳐 절연막으로서 이용하는 제 3 산화 실 리콘막(18) 및 인출 전극으로서 이용하는 도전막(l9)을 진공 증착법으로 차례



등록특허  10-0442982

- 12 -

로 퇴적한다. 제 3 산화 실리콘막(18)을 진공 증착할 때 오존 가스를 도입함으로써 절연성이 우수한 양질의 실리콘 산

화막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도전막(19)으로서 Nb 금속막을 이용하면 후술하는 리프트 오프 프로세스시 균일성이 우

수한 인출 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17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충 불산 용액을 이용하여 초음파 분위기 중에서 습식 에칭을 행하여 음극(

17)의 측벽부 및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를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산화 실리콘 마스크(12A)의 위에 퇴적된 도

전막(19)을 리프트 오프하는 동시에, 미소한 개구를 갖는 인출 전극부(19A) 및 음극(17)을 노출시킨다. 이 경우, 습식

에칭의 시간을 제 3 및 제 4 산화 실리콘막(16, 18)이 오버 에칭될 정도로 조정함으로써 하부 산화 실리콘막(15A) 및

상부 산화 실리콘막(18A)의 개구부 둘레면을 인출 전극(19A)의 개구부 둘레면보다 후퇴시킬 수 있다.

다음에, 도 17의 (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애블레이션법으로 음극(17)을 포함하는 실리콘 기판(11)의 전면에 

걸쳐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23)을 퇴적하면 제 6 실시예에 의한 전계 방출형 전자원이 얻어진다.

이와 같이 하여 칵테일 글라스 형상의 음극(17)의 상면 주연부에 원하는 입자 직경을 갖는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

면 피복층(23)을 형성할 수 있고, 이로써 음극(17)의 형상을 표면 피복층(23)에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표면 피

복층(23)의 선단부 형상을 가파르게 유지할 수 있다.

또 레이저 애블레이션법으로 표면 피복층(23)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음극(17)의 표면이 프로세스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다. 또, 프로세스의 균일성 및 재현성이 우수하므로 작은 치수를 갖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으로 된 어레이를 고정밀

이고 고밀도로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음극(17)의 형상은 제 5 실시예에서는 타워 형상이고, 제 6 실시예에서는 칸테일 글라스 형상이었으나, 그 대신 원

추 형상이어도 된다.

또 실리콘 기판(11) 대신 다른 반도체 재료, 예를 들면 GaAs 등의 화합물 반도체로 된 기판을 이용하여도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제 1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의하면 음극의 표면 및 기판에 있어서의 인출 전극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된 부

분의 표면에는 낮은 일 함수 재료로 된 표면 피복층이 연속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기판 저항과 타워 형상의 음극 표면

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류 허용값이 커진다. 그 때문에, 타워 형상의 음극을 미세화하여도 음극의 근원 부분으로 전

류가 집중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대전류에서 음극을 구동하여도 음극이 용융하여 소자가 파괴될 우려가 없

어진다.

본 발명의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의하면, 음극의 표면부에 고농도 불순물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음극의 표면부로

부터 전자의 방출이 양호하게 행해지므로, 소자의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에 의하면, 음극의 표면에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의 방출 사이트가 현저하게 증가하므 로 동일 양의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하여 인출 전극에 인가하는 전류 및 전

압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전자를 방출할 때의 전류 안전성을 높일 수 있

다.

또 음극의 표면에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음극의 선단부 형상이 뭉툭해지지 않으므로 선단부의 곡률 반경

이 커지지 않는 동시에 불균일하게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소자 특성이 불균일하게 되지 않으므로 디바이스 설계가 

용이하게 되는 동시에 디바이스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 전자 방출 사이트는 진공 중의 잔류 가스 분자의 흡착 작용을 받기 쉬우므로 방출 전류가 불안정하게 되기 쉬우나 

전자 방출의 변동이 다수의 초미립자의 평균화 효과에 의해 상쇄되므로 매우 안정된 전자 방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전자 방출의 급격한 증대가 억제되고 전자 방출의 이상 증가에 기인하는 음극 파괴 등의 문제점도 해소된다.

본 발명의 제 1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타워 형상의 음극 및 상기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한 후 낮은 일 함수 재료로 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음극의 표면 및 기판에 있어서의 인출

전극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부분의 표면에 연속하여 낮은 일 함수 재료로 된 표면 피복층을 확실하게 형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제 1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간편하고 재현성 좋게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음극 및 상기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한 후 고농도 불순물층을 형성하기 때 문에 음극의 표면에 선택적으로 고농도 불순물층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때

문에, 제 2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간편하고 재현성 좋게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음극 및 상기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한 후에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음극의 표면에 선택적으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 전극의 위에도 표면 피복층은 형성되지만 인출 전극은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것이고 전류가 흐

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제 3 전계 방출형 전자원을 간편하고 재현성 좋게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개시된 본 발

명의 사상과 범위를 통해 각종 수정, 변경, 대체 및 부가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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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음극 형성 영역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과,

상기 기판 상에 있어서의 상기 인출 전극의 개구부 내에 형성되는 음극과,

상기 기판의 불순물 농도보다 높은 불순물 농도를 가지며, 상기 음극의 표면부에 형성되는 고농도 불순물층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

상기 음극은 타워 형상을 갖고,

상기 고농도 불순물층은 상기 음극의 표면부 및 상기 기판에 있어서의 상기 인출 전극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부

분의 표면부에 연속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

상기 고농도 불순물층은 10KΩ 이하의 시트 저항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정정)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음극 형성 영역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과,

상기 기판 상에 있어서의 상기 인출 전극의 개구부 내에 형성되는 음극과,

상기 음극의 표면에 형성되는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을 포함하며,

상기 초미립자 구조체는 입자의 직경이 1Onm 이하이고 균일한 초미립자의 집합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

청구항 8.
(정정)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음극 형성 영역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과,

상기 기판 상에 있어서의 상기 인출 전극의 개구부 내에 형성되는 음극과,

상기 음극의 표면에 형성되는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을 포함하며,

상기 음극은 타워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

청구항 9.
(정정)

기판과,

상기 기판 상에 절연막을 개재하여 형성되고, 음극 형성 영역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과,

상기 기판 상에 있어서의 상기 인출 전극의 개구부 내에 형성되는 음극과,

상기 음극의 표면에 형성되는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을 포함하며,

상기 음극은 칵테일 글라스 형상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

청구항 10.
기판 상에 형성된 에창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기판에 대해 에칭을 행하여 상기 기판 상에 타워 형상의 음극을 형성

하는 음극 형성 공정과,

상기 기판 상에 전면적으로 절연막 및 도전막을 차례로 퇴적한 후 상기 에칭 마스크 상의 상기 절연막 및 도전막을 리

프트 오프함으로써 상기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하는 인출 전극 형성 공정과,

상기 음극의 표면 및 상기 기판에 있어서의 상기 인출 전극의 개구부를 통해 노출되는 부분의 표면에 낮은 일 함수 재

료로 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는 표면 피복층 형성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피복층 형성 공정은 퇴적 방향 지향성을 갖는 콜리메이터 스퍼터법으로 상기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기판 상에 형성된 에칭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기판에 대해 에칭을 행하여 상기 기판 상에 음극을 형성하는 음극 형

성 공정과,

상기 기판 상에 전면적으로 절연막 및 도전막을 차례로 퇴적한 후, 상기 에칭 마스크 상의 상기 절연막 및 도전막을 

리프트 오프함으로써 상기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하는 인출 전극 형성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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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음극의 표면부에 상기 기판의 불순물 농도보다 높은 불순물 농도를 갖는 고농도 불순물층을 형성하는 고농도 불

순물층 형성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고농도 불순물층 형성 공정은,

상기 음극의 표면에 불순물 원소를 포함하는 퇴적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퇴적막에 포함되는 불순물 원소를 상기 음극의 표면부에 고체상태로 확산시켜 상기 음극의 표면부에 상기 고농

도 불순물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퇴적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고농도 불순물층 형성 공정은 불순물 원소를 상기 음극의 표면부에 이온 주입함으로써 상기 음극의 표면부에 상

기 고농도 불순물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기판 상에 형성된 에칭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기판에 대해 에칭을 행하여 상기 기판 상에 음극을 형성하는 음극 형

성 공정과,

상기 기판 상에 전면적으로 절연막 및 도전막을 차례로 퇴적한 후, 상기 에칭 마스크 상의 상기 절연막 및 도전막을 

리프트 오프함으로써 상기 음극의 주위에 개구부를 갖는 인출 전극을 형성하는 인출 전극 형성 공정과,

상기 음극의 표면에 초미립자 구조체로 된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는 표면 피복층 형성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 피복층 형성 공정은 기상 성장법으로 상기 표면 피복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기상 성장법은 레이저 애블레이션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계 방출형 전자원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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