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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박막트랜지스터는, 절연기판상에 형성된 적어도 소스, 드레인 및 채널영역을 포함하는 활성층을 갖는다. 채
널영역과 각각의 소스 및 드레인영역 사이에 고저항 영역이 형성된다. 정의 전하를 포획할 수 있는 막이 적어도 고저항 
영역상에 제공되어, 고저항 영역에 N형 도전성이 유발되게 한다. 따라서, 핫 일렉트론에 대한 N채널형 TFT의 신뢰성
이 향상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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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따른 TFT의 부분 단면도.

도 2(A)∼(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TFT의 단면도.

도 3(A)∼(H)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TFT의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4(A)∼(C)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TFT의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5(A)∼(C)는 본 발명에 따른 TFT를 이용한 모놀리식 회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6(A)∼(F)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TFT의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7(A)∼(F)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TFT의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8(A)∼(F)는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른 TFT의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9(A)∼(G)는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른 TFT의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장치를 나타내는 도해도.

도 11(A)∼(D)는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따른 TFT의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유리기판 102: 산화규소막

103: 활성층 104: 절연막

104': 게이트 절연막 105: 게이트전극

106: 마스크막 107: 다공질형 양극산화막

108: 배리어형 양극산화막 110, 113: 소스 및 드레인영역

111, 112: 고저항 영역 114: 질화규소막

115: 층간절연물 116, 117: 알루미늄 전극·배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박막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본 발명은, 절연표면, 예를 들어 유리와 같은 절연기판의 표면 또는 실
리콘 웨이퍼상에 형성된 산화규소와 같은 절연막상에 형성된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비교적 높은 전압으로 구동되는 특히 N채널형의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형성에 유리하다. 또
한, 본 발명은, 유리 전이온도(즉, 왜곡점)가 750℃ 이하의 유리기판상에 TFT를 형성하는데에도 유리하다.

더욱이,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의 액티브 매트릭스, 이미지 센서의 구동회로 또는 상기한 반도체장치를 사용하는 3차
원 집적회로(하이브리드 IC)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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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 이미지 센서 등을 구동하기 위한 TFT가 알려져 있다. 특히, 구동속도를 증가
시키기 위해, 활성층으로서 비정질 규소를 사용하는 비정질 규소 TFT를 대신하여, 높은 이동도를 가지는 결정성 규소 
TFT가 현재 개발되고 있다. 더욱이, 장치 특성을 더욱 개선시키고 고전압에서의 구동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성영
역에 고저항 영역(고저항 드레인)을 가지는 TFT가 제안되었다. 본 발명에서 “고저항 영역” 또는 “고저항 드레인”
은 고저항 불순물영역(드레인), 저농도로 도핑된 드레인(LDD) 및 게이트전극이 불순물영역에 겹치지 않는 오프셋영역
을 포함한다.
    

그러나, N채널형 TFT에서 핫 캐리어에 의해 야기되는 부(負)의 전하가 드레인영역에 근접한 게이트 절연막 부분에서 
포획(트랩)되어, 고저항 영역의 도전형이 P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소스/드레인 사이의 전류가 차단된다.

또한, 고저항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얻어진 TFT의 특성
의 균일성 및 생산수율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여 TFT의 품질과 제작수율을 개선하는데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목적은, 핫 캐
리어에 의한 열화(劣化)를 방지하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정합적으로 고저항 영역을 형성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TFT를 사용하여 액정표시장치를 제작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특히 
TEOS 가스로 형성된 층간절연물에 함유되는 경향이 있는 물에 대하여 저항성이 높은 TFT를 제작하는데 있다. 본 발
명의 또 다른 목적은, TFT의 성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층간절연막에서 발생하는 전기 전하를 이용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른 TFT는, 적어도 소스영역, 드레인영역 및 채널영역을 포함하는 활성 반도체층과, 소스영역과 채널영역 
사이 및/또는 드레인영역과 채널영역 사이의 고저항 영역을 포함하며, 정(正)의 전하를 포획할 수 있는 막이 고저항 영
역에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다. 도 1은 이러한 구조의 대표적인 예를 나타낸다.

도 1에서, N- 영역(111)이 N형을 가지는 소스영역(110)과 채널영역(3) 사이에 배치되고, 게이트 절연막(104)이 N
- 영역(111)상에 존재한다. 또한, 정(正)의 이온을 포획할 수 있는 질화규소막(114)이 소스영역(110) 및 게이트 절
연막(104)상에 형성되어 있다. 소스영역에 근접한 활성층으로부터 게이트 절연막쪽으로 핫 일렉트론이 주입되더라도, 
그 핫 일렉트론이 질화규소막(114)에 존재하는 정(正)의 전하에 의해 중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고저항 영역이 올바
르게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도 1에 나타낸 TFT는 채널영역(3)과 고저항 영역(111) 사이의 오프셋영역을 포함한다. 
그 오프셋영역은 채널영역의 연장부이고, 채널영역(진성)과 같은 도전형을 갖는다.

본 발명의 상기한 목적 및 특징을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정(正)의 전하를 포획할 수 있는 막, 예를 들어 질화규소가, 고저항 영역에 직접 접촉
하여 그 고저항 영역상에 또는 게이트 절연 산화규소막을 사이에 두고 고저항 영역상에 형성된다. 정전하 포획층의 두
께는 예를 들어 200∼2000 Å이다. 그 막에 포획된 정전하가 그에 인접한 고저항 영역의 도전형을 약한 N형으로 되게 
하거나, 또는 게이트 절연막에 주입된 부(負)의 전하를 중화시켜, 핫 캐리어에 의한 열화를 억제한다. 예를 들어, 드레
인에 +15 V 그리고 게이트에 -20 V를 인가할 때는, 충격 이온화(impact ionization)에 의해 발생한 부의 전하는, 산
화규소막이 고저항 영역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산화규소막에 의해 포획되지 않는다. 또한, 산화규소막이 고저항 영역상
에 존재하고 부의 전하가 그 영역에 포획된 때는, 그 전하가 정의 전하에 의해 중화된다. 따라서, 고저항 영역이 P형으
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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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D)는 정전하 포획층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의 위치관계의 다양한 예를 나타낸다. 도 2(A)에서, TFT는 채
널영역(3), 소스 및 드레인영역(1, 5), 게이트 절연막(6), 게이트전극(7), 게이트전극을 둘러싸는 양극산화막(12), 
및 한쌍의 고저항 영역(2, 4)를 포함한다. 또한, 층간절연물(8)이 TFT의 상부표면상에 형성되고, 소스 및 드레인전극
(9, 10)이 그 층간절연물을 관통하여 제공되어 있다. 또한, 전하 포획막(11)이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공되어 있
다.

특히, 도 2(A)에서, 게이트 절연막(6)은 소스 및 드레인영역(1, 5)를 포함하는 전체 활성층을 덮는다. 전하 포획층(1
1)은 게이트 절연막상에 중첩된다.

도 2(B)에서, 게이트 절연막(6)은 고저항 영역(2, 4)을 덮기 위해 채널영역(3)의 가장자리를 넘어 연장하지만, 소스 
및 드레인영역을 덮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하 포획층(11)은 게이트 절연막(6)에 의해 고저항 영역(2)으로부터 분리
되어 있지민, 소스 및 드레인영역(1, 5)에 직접 접촉한다.

도 2(C)에서, 게이트 절연막은 전하 포획층(11)이 소스 및 드레인영역과 고저항 영역 모두에 직접 접촉하도록 채널영
역만을 덮는다. 또한, 도 2(D)에 나타낸 구조는 도 2(B)(또는 도 2(A))의 구조의 변형예로서, 여기서는, 게이트전극
을 넘어 연장하는 게이트 절연막 부분이 얇게 되어 있다.

도 2(A) 또는 (B)에 나타낸 구조의 경우, 부의 전하가 드레인영역(5)옆의 고저항 영역(2) 부근의 게이트 절연막부분
(도면에서 “a”로 표시됨)에서의 핫 캐리어 주입에 의해 포획된 때, 전하 포획층(11)에 포획된 정의 전하가 부의 전
하를 중화시킨다. 전하 포획층(11)의 정의 전하의 영향이 고저항 영역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 게이트 절연막은 두꺼워
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게이트 절연막이 500 Å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2(C)의 경우, 게이트 절연막이 고저항 영역(2, 4)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저항 영역(2)의 도전형은, 전
하 포획층에 포획된 정의 전하의 존재 때문에 항상 약한 N형이다. 플라즈마에 의한 활성층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질화
규소막이 플라즈마 CVD법보다는 광 CVD법 또는 열 CVD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2(D)의 경우, 고저항 영역상에 위치한 게이트 절연막(6)의 부분이, 전하 포획층에 포획된 정의 전하의 영향
을 높이기 위해 채널영역상에 위치한 게이트 절연막부분보다 얇게 되도록 에칭된다. 이 구조는, 게이트 절연막의 신뢰
성이 방해받을 위험이 없도록 채널영역상의 게이트 절연막의 두께가 두껍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또는, 
게이트 절연막이 소스 및 드레인영역의 전체 표면을 덮을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고저항 영역은 게이트전극 및 게이트전극을 양극산화하여 형성한 양극산화막을 마스크로 하여 자기정합적
으로 형성된다. 양극산화막의 두께는 높은 균일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두께는 1000 Å보
다 얇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는 원한다면 5000 Å(예를 들어, 1 μm)보다 두껍게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저항 
영역의 두께(폭)는 양극산화막의 사용에 의해 자유롭고 정확하게 제어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양극산화물은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배리어형 양극산화물이고, 다른 하나는 다공질형 
양극산화물이다. 배리어형 양극산화막을 에칭할 때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함유하는 에천트(etchant)를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은 에천트를 함유하는 인산으로 에칭될 수 있다. 따라서, TFT를 구성하는 
규소 또는 산화규소를 손상시키지 않고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을 에칭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다공질형 양극산화막과 
배리어형 양극산화막 모두는 건식에칭에 의해 에칭되기 어렵다. 산화규소에 대하여 선택비가 특히 높다. 따라서, 도 2
(B)의 구성은 하기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은 초기에 예를 들어 1 μm으로 게이트전극의 적어도 측면상에 형성된다. 게이트전극을 넘어 연장
하는 게이트 절연막의 부분이 양극산화막을 마스크로 하여 에칭에 의해 제거되고, 이어서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이 제거
된다. 그 결과, 게이트 절연막은 도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게이트전극의 측연부를 넘어 대략 1 μm 까지 연장한다. 
고저항 영역(2)과 소스 및 드레인영역(1, 5)을 얻기 위해, N형 불순물이온이 게이트전극의 상부로부터 도입된다.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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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너지를 가지는 불순물이온, 예를 들어, 30 keV의 인이온의 경우, 불순물이 가우스분포에 따라 깊이방향으로 분포
하고, 상부표면으로부터 약 100 Å의 깊이에서 최대 농도가 된다. 따라서, 게이트 절연막이 배치되지 않은 활성층의 영
역에 비교적 높은 농도로 불순물이 첨가될 수 있지만, 게이트 절연막의 연장부 아래의 반도체영역에는 대부분의 불순물
이 게이트 절연막에 의해 저지당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농도로 불순물이 도핑된 소스 및 드레인영역(1, 5)이 형성되는 한편, 1 또는 2 자리수 만큼 낮은 농도로 불
순물이 첨가된 고저항 영역(2)이 게이트 절연막의 연장부분 밑에 형성된다. 불순물이온의 가속에너지를 감소시킨 때, 
절연막을 통해 고저항 영역에 도입되는 불순물의 양이 적게 되고, 그의 도전형이 채널영역의 도전형과 같게 된다.

[실시예 1]

본 실시예에 따른 TFT의 제작공정을 도 3(A)∼(H)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무(無)알카리 유리기판(101), 예를 들어 코닝 7059(300 mm×400 mm 또는 100 mm×100 mm)에 하지막(
下地膜)으로서 산화규소막(102)을 1000∼3000 Å의 두께로 피복한다. 그 산화규소막은 산소분위기에서의 스퍼터링
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발재료로서 TEOS(테트라에톡시실란) 가스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CVD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화규소 대신에 다른 재료가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질화알루미
늄의 단층 구조, 또는 질화규소와 질화알루미늄의 2층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질화알루미늄은 질소분위기에서의 반응
성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다음에, 산화규소막(102)상에 활성층(103), 예를 들어, 결정성 규소막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결정성 규소"는, 예를 
들어 단결정, 다결정, 세미아모르퍼스 등의 결정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규소일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비정질 규소막이 플라즈마 CVD법 또는 LPCVD법에 의해 300∼5000 Å, 바람직하게는 500∼1000 Å
의 두께로 형성된 다음, 550∼600℃에서 24시간 환원분위기에 노출시킴으로써 그 막을 결정화시킨다. 이 공정은 레이
저 어닐을 사용하여 행하여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화된 막을 패터닝하여 활성층(103)을 얻는다.
    

그 다음, 활성층(103)을 덮도록, 예를 들어 산화규소로 된 절연막(104)을 형성하여,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한다. 그 절
연막의 두께는 300∼1500 Å, 예를 들어 500 Å 이하이다. 이 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해 스퍼터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 절연막(104)상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양극산화가능한 재료를 형성한다. 양극산화가능한 재료의 예로서는, 
알루미늄, 탄탈, 티탄, 규소 등이 있다. 이들 재료는 각각 단일층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이들 재료 2 또는 3가지
를 사용하는 다층 형태, 예를 들어, 알루미늄상에 규화티탄이 겹쳐져 이루어진 2층 구조, 또는 질화티탄상에 알루미늄
이 겹쳐져 이루어진 2층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각 층의 두께는 원하는 장치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본 실시예
에서는, 전자 빔 증착법 또는 스퍼터법에 의해 형성된 알루미늄막(Si 1 중량% 또는 Sc 0.1∼0.3 중량%를 함유하는)
이 사용된다.
    

    
다음, 후의 양극산화공정에서 마스크로서 기능하는 막을 알루미늄막상에 형성한다. 스핀 코팅법에 의해 형성된 포토레
지스트 재료(예를 들어, 도쿄 오카사에서 제조된 OFPR 800/30cp)가 마스크막으로서 사용된다. 또한, 포토레지스트 
재료의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토레지스트 재료의 형성전에, 알루미늄막의 표면상에 배리어형 양극산화막을 10
0∼1000 Å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배리어형 양극산화막은 후의 공정에서 알루미늄의 상부부분
상에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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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토레지스트막과 함께 알루미늄막은 패터닝하여, 제 3A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게이트전극(105)과 마스크막(
106)을 형성한다.

도 3(B)에서, 전해용액중에서 게이트전극(105)에 전류를 인가하여, 게이트전극의 측면에만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
7)을 형성한다. 그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은, 산성의 전해용액, 예를 들어 3∼20% 구연산, 수산, 인산, 크롬산, 황산의 
수용액을 사용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인가된 전압은 예를 들어 10∼30 V로 비교적 낮고,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낮은 전압에서,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은 0.3∼25 μm, 예를 들어 1.0 μm 두께까지 성장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양극산화막(107)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0.3∼2 μm이고, 예를 들어 0.5 μm이다. 수산의 온도는 3
0℃로 유지되고, 인가된 전압은 10 V이며, 양극산화가 20∼40분간 수행되었다. 그 막의 두께는 양극산화 시간에 의해 
제어된다.

또한,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의 형성후, 하기 방법으로 양극산화를 행함으로써, 게이트전극의 측면 및 상면상에 배
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마스크막(106)을 제거한 후, 전해용액중에서 게이트전극에 전류를 인가한다. 이 양극산화에서는, 3∼10% 주석산, 
붕산, 질산을 함유한 에틸렌 글리콜 용액이 사용되었다. 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용액의 온도를 실온(20℃)보다 
낮게, 예를 들어 약 1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의 두께는 인가 전압의 크기의 증가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인가 전압이 150 V일 때, 그 막은 2000 Å의 두께이다. 그 막의 두께는 오프셋영역 또는 오버
랩영역의 소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막 두께를 3000 Å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50 V 이상의 전압
을 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TFT 특성에 유해한 그러한 높은 전압을 사용할 필요성을 배제하기 위해, 두께를 
3000 Å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3(C))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은 그 막이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의 형성후에 형성된다 하여도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의 
내부에 형성된다. 인산 에천트에 의한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의 에칭속도가 배리어형 양극산화막의 에칭속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따라서, 배리어형 양극산화막은 인산 에천트에 의해 거의 에칭되지 않으므로, 그 막이, 후의 공정에서 다공
질형 양극산화막(107)을 에칭할 때 알루미늄 게이트전극을 보호한다.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의 형성후,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을 마스크로 하여 절연막(104)을 패터닝하여, 도 3(D)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104')을 형성한다. 에칭 깊이는 임의로 정해질 수 있다. 즉, 절연막은 도면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활성층의 표면을 노출시키기 위해 완전히 제거되거나, 또는 활성층이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막의 상부부분만이 제거
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수율, 균일성 등의 관점에서 절연막을 완전히 에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이트전극 및 다공
질형 양극산화막의 아래에 위치한 절연막(104)의 부분이 형성된 때와 같은 두께로 잔존한다.
    

절연막(104)의 에칭은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건식에칭이고, 이것은 등방성 에칭법 또는 이방성 에칭(RIE)에 의해 행해
질 수도 있다. 규소와 산화규소 사이의 선택비는 활성층이 많이 에칭되지 않도록 충분히 클 필요가 있다. 본 실시예에서
는, 에천트로서 CF4 가스가 사용되었다.

또한, 게이트전극이 주로 알루미늄, 탄탈 또는 티탄으로 형성되고 절연막(104)이 주로 산화규소로 형성되는 경우, 에
천트 가스를 함유하는 플루오르가 적당한데, 그 이유는 알루미늄, 산화탄탈 및 산화티탄의 에칭속도가 충분히 작은 한
편, 산화규소가 쉽게 에칭되기 때문이다. 또는, 1/100 플루오르화 수소산과 같은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함유하는 에천트
를 사용하여 습식에칭이 사용될 수도 있다.

게이트 절연막(104')의 형성후에, 에천트를 함유하는 인산을 사용하여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을 제거한다. 예를 
들어 인산, 초산 및 질산을 포함하는 혼합산이 사용된다. 에칭속도는 약 600 Å/분이다. 밑에 놓인 게이트 절연막(104')
은 제 3E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칭되지 않고 잔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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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도 3(D)에 나타낸 바와 같이 거리 "y" 만큼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의 외측 가장자리를 넘어 연장하는 
게이트 절연막(104')이 형성된다. 거리 "y"는,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이해되는 바와 같이 자기정합적으로 다공질형 양
극산화막(107)의 두께(폭)에 의해 정해진다.

다음에, 도 3(F)에서,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이 형성된 게이트전극(105)과 게이트 절연막(104')의 연장부분을 마
스크로 하여 이온 도핑법에 의해 활성층의 일부에 N형 불순물이온, 예를 들어, 인이온을 도입시킨다. 도즈량은 1×10
14 ∼5×1015 원자/cm2 , 예를 들어, 2×10 15 원자/cm2 이고, 가속에너지는 10∼60 keV, 예를 들어, 40 keV이었다. 
도핑 가스는 포스핀(PH3 )이었다. 이 상태에서, 소스 및 드레인영역을 형성하도록 충분히 높은 농도, 예를 들어, 1×1
020 ∼2×1021 원자/cm3 으로 영역(110, 113)에 불순물이 첨가되고, 영역(111, 112)에는 그 위의 게이트 절연막의 
존재때문에 적은 농도, 예를 들어, 1×1017 ∼2×1018 원자/cm3 으로 불순물이 첨가되었다. 그 불순물 농도는 2차이온
질량분석법(SIMS)에 의해 측정된다. 또한, 이들 농도는, 5×10 14 ∼5×1015 원자/cm2 및 2×1013 ∼5×1014 원자/c
m2 의 도즈량에 각각 상응한다. 일반적으로, 소스 및 드레인영역(110, 113)에서의 불순물의 농도는 고저항 영역(111, 
112)에서의 것보다 0.5∼3 자리수 만큼 더 높다.

그 결과, 비교적 낮은 저항을 가지는 영역인 소스 및 드레인영역(110, 113)과 고저항 영역(111, 112)이 형성된다.

이어서, 도 3(G)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전체 표면상에 질화규소막(114)을 200∼2000 Å의 두
께로 형성한다. 실란(SiH4 )과 암모니아(NH3 )의 비가 1 : 5인 혼합물이 사용된다. 기판온도는 250∼400℃, 예를 들
어, 350℃이다. 실란의 양이 증가되면, 질화규소가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여, 정전하의 트랩 중심을 높은 농도로 형성한
다. 그러나, 실란의 양이 너무 증가되면, 절연성이 방해받는다.

또는, 질화규소막이 감압 CVD법에 의해 또는 질소이온을 규소막에 주입함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다.

질화규소막(114)의 형성후에, XeF 엑시머 레이저(파장 355 nm, 펄스폭 40 nsec)를 조사(照射)하여, 활성층에 도입
된 불순물이온을 활성화시킨다. 레이저의 파장은 레이저광이 질화규소막을 투과할 수 있도록 선택된다.

엑시머 레이저 대신에, 다른 레이저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속파 레이저(CW 레이저)보다 펄스 레이저가 바람
직한데, 그 이유는 CW 레이저의 조사시간이 길고, 조사된 막이 열팽창되어 벗겨지기 때문이다.

    
펄스 레이저의 예로서는, Nd:YAG 레이저(Q스위치 발진이 바람직하다)와 같은 IR광의 레이저, Nd:YAG의 제2 고조파
(가시광), 및 KrF, XeCl, ArF의 엑시머 레이저와 같은 UV광의 레이저가 있다. 레이저 빔이 금속막의 상측으로부터 방
출되는 경우, 금속막에 의해 반사되지 않도록 레이저의 파장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속막이 충분히 얇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기판측으로부터 레이저를 방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규소를 투과할 수 있는 레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레이저 어닐 대신에, 가시광 또는 근적외광의 램프 어닐이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기판영역을 600∼10
00℃로, 예를 들어, 수 분간 600℃로 또는 수 십초간 1000℃로 가열하기 위해, 어닐이 수행된다. 근적외광(예를 들어, 
1.2 μm)으로의 어닐은, 근적외광이 규소 반도체에 의해 선택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가열하지 않는다. 또
한, 조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유리가 가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불순물의 활성화후, 이온 도핑법에 의해 활성층에 수소이온을 도입한다. 가속에너지는 10∼50 kV, 예를 들어, 20 kV
이고, 도즈량은 1×1014 ∼5×1015 원자/cm2 , 예를 들어, 1×10 15 원자/cm2 이었다. 이것은, 통상의 가열 어닐에 의해
서는 질화규소막이 수소를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된다. 따라서, 수소는 채널영역과 소스/드레인영역 사이의 영역
에 자동도핑될 수 있다. 또한, 첨가된 불순물의 레이저 활성화후, 수소의 이온 도핑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3(H)에서,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산화규소를 2000 Å∼1 μm, 예를 들어, 3000 Å의 두께로 퇴적하여 층간절연
물(115)을 형성한다. 이어서, 층간절연물을 관통하여 콘택트 홀을 형성하고, 알루미늄 전극·배선(116, 117)을 형성
한다. 그 다음, 전체 구조물을 질소분위기중에서 200∼400℃로 어닐하여, 앞의 공정에서 도입된 수소원자를 활성화시
킨다. 그리하여, TFT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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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본 실시예는, 도 3(E)에 나타낸 구조가 얻어질 때까지는 실시예 1에 설명된 것과 같은 공정을 이용한다. 따라서, 반복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의 절연막(104)의 두께는 실시예 1에서의 막보다 두껍다. 예를 들어, 그 절연
막은 게이트 누설전류가 최소로 될 수 있고 양극산화중에 고전압에 견딜 수 있도록 1000∼1500 Å, 예를 들어, 1200 
Å의 두께를 가진다.

도 3(E)에 대응하는 도 4(A)에서, 질소이온의 이온 도핑이, 50∼100 kV, 예를 들어, 80 kV의 가속전압과 1×10 14

∼3×1016 원자/cm2 , 예를 들어, 2×10 15 원자/cm2 의 도즈량으로 게이트전극과 절연막(104')을 마스크로 하여 수행
된다. 가속전압은, 게이트 절연막(104')이 존재하지 않는 활성층의 영역(110, 113)을 질소이온이 거의 모두 투과해 
버리도록 높게 한다. 따라서, 영역(110, 113)은 수소로 효과적으로 도핑되지 않는다. 질소의 농도는 SIMS에 의해 측
정한 때 1×1019 원자/cm2 이하이다. 한편, 게이트 절연막(104')의 연장부분 밑의 영역(121, 122)에서는, 질소의 농
도가 최대, 즉, 5×10 19 ∼2×1021 원자/cm3 (깊이에 따라)이다. 그리하여, 그 영역(121, 122)은 고저항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그 다음, 도 4(B)에서, 게이트 절연막(104')을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에 대하여 자기정합적으로 패터닝하여, 게이
트 절연막(104'')을 형성한다. 그 다음,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질화규소막(114)을 200∼
2000 Å, 예를 들어, 10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다음, 이온 도핑법에 의해 활성층에 인이온을 도입시킨다. 도즈량은 
5×1014 ∼5×1015 원자/cm2 이고, 가속전압은 50∼100 kV, 예를 들어, 80 kV이었다. 도펀트 가스로서 인이 사용되
었다. 그 결과, 영역(110, 113, 121, 122)이 같은 양의 인으로 도핑되었다. SIMS에 의해 측정한 때, 인의 농도는 5×
1014 ∼5×1015 원자/cm2 의 도즈량에 상응하는 1×1020 ∼2×1021 원자/cm3 이었다. 그러나, 질소의 존재 때문에, 영
역(121, 122)은 영역(110, 113)보다 높은 저항을 갖는다. 또한, 질화규소막은 인의 이온 도핑중에 활성층의 표면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인이온 및 질소이온은, 예를 들어, 엑시머 레이저(파장 355 nm, 펄스폭 40 nsec)로의 후의 열어닐 공정에 의해 활성
화된다. 그후,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온 도핑법에 의해 수소이온을 도입시킨다.

마지막으로, 도 4(C)에서, 산화규소로 이루어진 3000 Å의 층간절연물(115)을 CVD법에 의해 형성한다. 그 층간절연
물에 형성된 콘택트 홀을 통하여 알루미늄 전극·배선(116, 117)을 형성한 다음, 질소분위기에서 200∼400℃로 어닐
을 행한다. 그리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TFT가 완성된다.

    
도 5(A)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TFT를 사용하는 모놀리식 회로의 예를 설명한다. 그 모놀리식 회로는 예를 들어, 
화소 TFT와 TFT로 구성된 주변회로 모두가 동일 기판상에 일체로 형성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의 회로기
판으로서 사용된다. 도면에, TFT 1∼3이 나타내어져 있다. TFT 1 및 2는 배리어형 양극산화막이 200∼2000 Å, 예
를 들어, 1000 Å의 두께인 구동 TFT로서 사용된다. 게이트전극과 고저항 영역은 이온 도핑중의 불순물이온의 회절 
때문에 서로 약간 겹친다. N채널형 TFT 1의 드레인과 P채널형 TFT 2의 드레인은 배선(503)을 통하여 서로 접속되
어 있다. 또한, TFT 1의 소스는 접지되고, TFT 2의 소스는 전원에 접속되어, CMOS 인버터가 구성된다. 다른 형이 C
MOS 회로가 주변회로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TFT 3은 화소를 구동하기 위한 화소 TFT로서 사용된다. TFT 1 및 TFT 2와 같이, 양극산화막의 두께는 100
0 Å이다. 그러나, TFT 1 및 TFT 2에서의 고저항 영역의 폭 "y"는 0.2 μm(예를 들어)로 얇지만, TFT 3에서의 고
저항 영역의 폭은 누설전류와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기생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0.4∼2 μm, 예를 들어, 0.5 μm로 
두껍다. 고저항 영역의 폭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의 두께를 제어하면 된다. 이 
이유로, 각 TFT의 게이트전극은, 양극산화가 TFT의 각 게이트전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로로 분
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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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FT 1 및 3이 N채널형인 한편, TFT 2는 P채널형이다. 따라서, 실시예 1 및 2의 공정은 TFT 2의 형성을 위해
서는 적당하지 않다. 이 때문에, 도 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104')을 패터닝하여 게이트 절연막(104'')
을 형성하지만, 이 공정은 질화규소막(114)이 고저항 영역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TFT 2에 대하여서는 행해지지 않
는다. 질화규소막이 고저항 영역에 직접 접촉하면, 질화규소막에 포획된 정의 전하가 고저항 영역의 도전형을 N형으로 
반전시켜, 소스/드레인 전류를 방해한다. 이 때문에, P채널형 TFT는 도면에 나타낸 것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실시예 3]

도 6(A)에서,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산화규소(102)로 이루어진 하지막과, 결정성을 가지는 두께 800 Å의 
섬형상 규소막(활성층)(103)과, 두께 1200 Å의 산화규소막(104)과, 200 nm∼1 μ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된 게이
트전극(105), 및 게이트전극의 측면상의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두께 3000 Å∼1 μm, 예를 들어, 5000 Å)이 
코닝 7059 유리기판(101)상에 형성된다.

다음,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을 1000∼25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도 6(B))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을 마스크로 하여, 산화규소막(104)을 에칭하여 게이트 절연막(104')을 형성한다. 그 다음,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을 마스크로 하여,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을 에칭한다. 이어서, 배리어형 양극산화막이 
형성된 게이트전극과 게이트 절연막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 도핑법에 의해 불순물원소를 도입시켜, 저저항 불순물영역(
110, 113)과 고저항 불순물영역(111, 112)을 형성한다. 도즈량은 1∼5×10 14 원자/cm2 이고, 가속전압은 30∼90 k
V이었다. 불순물원소는 인이다.(도 6(C))

다음, 스퍼터법에 의해 전체 표면상에 금속막(123), 에를 들어, 50∼500 Å 두께의 티탄막을 형성한다. 티탄 대신에, 
니켈, 몰리브덴, 텅스텐, 백금, 팔라듐과 같은 다른 금속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 결과, 금속막(123)이 저저항 영역(1
10, 113)과 직접 접촉하여 형성된다.(도 6(D))

그 다음, 도입된 불순물을 활성화시키고 금속막이 활성층의 규소와 반응하게 하기 위해 금속막에 KrF 엑시머 레이저(
파장 248 nm, 펄스폭 20 nsec)를 조사한다. 그리하여, 금속규화물영역(규화티탄)(125, 126)이 형성된다. 레이저의 
에너지밀도는 200∼400 mJ/cm 2 , 바람직하게는, 250∼300 mJ/cm 2 이었다. 또한. 금속막의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 
레이저 조사중에 기판을 200∼500℃로 가열하였다.

그 다음, 규소와 반응하지 않고 게이트전극 및 게이트 절연막상에 남아 있는 금속막을,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물의 비
율이 5 : 2 : 2인 혼합물을 함유하는 에천트를 사용한 에칭에 의해 제거하였다. 그렇게 하여, 금속규화물영역(125, 12
6)이 형성된다.

그후, 도 6(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얇은 부분(두께 200∼500 Å)을 갖는 새로운 게이트 절연막(104'')을 형성하기 위
해, 게이트전극부를 마스크로 하여 게이트 절연막(104')을 에칭한다. 다음,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전체 표면상에 질
화규소막(114)을 200∼20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고저항 영역(111, 112)이 게이트 절연막의 얇은 부분에 의해 덮
여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CVD법에 의한 손상이 방지될 수 있다.

그후,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온 도핑법에 의해 활성층내에 수소이온을 도입시킨다. 마지막으로, 도 6(F)에
서와 같이, 산화규소로 이루어진 두께 2000 Å∼1 μm, 예를 들어, 3000 Å의 층간절연물(115)을 CVD법에 의해 형
성하고, 그 층간절연물에 형성된 콘택트 홀을 통해 알루미늄 전극·배선(116, 117)을 2000 Å∼1 μm, 예를 들어, 5
0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알루미늄 전극·배선(116, 117)이 규화티탄과 접촉하기 때문에, 소스/드레인영역과 그 전극·배선
(116, 117) 사이의 계면이 개선될 수 있고, 콘택트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배리어 금속으로서 알루미늄 전
극과 규화티탄 사이에 질화티탄층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속규화물영역의 시트 저항은 10∼50 Ω/평방이다. 
고저항 영역(111, 112)의 시트 저항은 10∼500 kΩ/평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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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이트 절연막을 통하여 고저항 영역(111, 112)상에 형성된 질화규소막(114)은 나트륨과 같은 가동이온이 외
부로부터 진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인 불순물이 고농도로 첨가된 영역(110, 113)은 금속규화물영역(125, 126)과 대략 일치한다. 더욱이, 저저항 
영역(110, 113)과 고저항 영역(111, 112) 사이의 각 경계는 게이트 절연막(104')의 측면 가장자리와 일치하고, 또한, 
게이트 절연막(104')의 측면 가장자리는 금속규화물영역(125, 126)의 내측 가장자리와 일치한다.

    
도 5(B)는 도 6(A)∼(F)에 나타낸 공정에 따른 TFT를 사용하는 모놀리식 회로의 예를 나타낸다. 도 5(B)의 모놀리
식 회로는, 예를 들어, 화소 TFT와, TFT로 형성된 주변회로 모두가 동일 기판상에 일체적으로 형성된 액티브 매트릭
스형 액정표시장치의 회로기판으로서 사용된다. 도면에, TFT 1∼3이 나타내어져 있다. TFT 1 및 2는 배리어형 양극
산화막이 200∼2000 Å, 예를 들어, 1000 Å의 두께인 구동기 TFT로서 사용되는 한편, TFT 3은 배리어형 양극산화
막이 역시 1000 Å의 두께인 화소트랜지스터로서 사용된다. TFT 3의 소스 또는 드레인 전극은 ITO로 된 화소전극(5
05)에 접속된다. 부호 506은 인버터의 출력단자를 나타낸다.
    

    
배리어형 양극산화막의 두께는, 첨가된 불순물의 확산을 고려하여 게이트전극의 가장자리가 소스/드레인영역의 가장자
리와 정렬되도록 선택된다. TFT 1 및 TFT 2의 고저항 영역의 폭 "y"가 예를 들어 0.2 μm로 얇은 한편, TFT 3의 고
저항 영역의 폭 "y"는 0.4∼5 μm, 예를 들어 0.5 μm로 두껍다. 고저항 영역의 폭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
이 다공질형 양극산화막의 두께를 제어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 TFT의 게이트전극은, 양극산화가 TFT의 각 게이
트전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도록 서로 분리되어 있다. TFT 3의 고저항 영역의 폭이 크기때문에, 전압을 인가할 
때, 게이트전극과 드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생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TFT 1 및 3이 N채널형이 반면, TFT 2는 P채널형이다. 따라서, 실시예 1 및 2의 공정은 앞의 실시예에서 설명
된 바와 같이 TFT 2의 형성에 적당하지 않다.

또한, 티탄막의 형성은 불순물의 이온 도핑전에 행해진다. 이 경우, 티탄막은 이온도핑중에 표면이 대전(帶電)되지 못
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또한, 이온 도핑공정후에 레이저 등으로의 어닐을 행한 다음, 티탄막을 형성하는 것이 가
능하다. 티탄형성공정후, 광 조사 또는 가열 어닐에 의해 규화티탄이 형성될 수 있다.

[실시예 4]

도 7(A)에서,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코닝 7059 유리기판(101)상에, 산화규소(102)로 이루어진 하지막, 결
정성의 섬형상 규소영역(103), 산화규소막(104), 두께 2000 Å∼1 μm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게이트전극(105), 
및 게이트전극의 측면상의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폭 6000 Å)을 형성한 다음, 실시예 1을 참조하여 기술된 방법
으로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을 형성된다.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을 마스크로 하여 산화규소막(104)을 에칭하여, 게이트 절연막(104')을 형성한다. 그 다음, 
배리어형 양극산화막을 마스크로 하여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을 에칭한다. 다음에, 전체 표면상에 티탄과 같은 금
속막(123)을 스퍼터법에 의해 50∼5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도 7(B))

이어서, 이온 도핑법에 의해 불순물원소를 도입한다. 도즈량은 5×10 14 ∼5×1015 원자/cm2 이고, 가속전압은 10∼30 
keV이었다. 불순물원소는 인이다. 가속전압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영역(110, 113)은 충분한 양의 불순물로 도핑되지
만, 영역(111, 112)은 게이트 절연막의 존재 때문에 저농도로 불순물로 도핑된다. 그리하여, 저저항 영역(소스 및 드
레인영역)(110, 113)과 고저항 영역(111, 112)가 형성된다. 도핑 가스로서 포스핀(PH 3 )이 사용되었다.(도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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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영역(111, 112)내 도입된 불순물을 활성화시키고 티탄막이 활성층의 규소와 반응하게 하기 위해, 금속막에 
KrF 엑시머 레이저(파장 248 mm, 펄스폭 20 nsec)를 조사한다. 그리하여, 규화티탄영역(125, 126)이 형성된다 레
이저의 에너지밀도는 200∼400 mJ/cm 2 , 바람직하게는 250∼300 mJ/cm 2 이다. 또한, 금속막의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저 조사중에 기판을 200∼500℃로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이저 대신에, 가시광이나 근적외광으로의 
램프 어닐이 사용될 수도 있다.(도 7(D))

그 다음, 규소와 반응하지 않고 게이트전극 및 게이트 절연막상에 남아 있는 금속막을,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물의 비
율이 5 : 2 : 2인 혼합물을 함유하는 에천트로 에칭하여 제거한다. 그리하여, 금속규화물영역(125, 126)이 형성된다.

그후, 도 7(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새로운 게이트 절연막(104'')을 형성하기 위해, 게이트 절극부를 마스크로 하여 건
식에칭법에 의해 게이트 절연막(104')을 패터닝한다. 또한,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전체 표면상에 질화규소막(114)
을 200∼20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이후, 이온 도핑법에 의해 활성층에 수소이온을 도입하고, 이어서 그 구조물을 질소분위기에서 어닐한다. 다음, 산화규
소로 이루어진 예를 들어 6000 Å의 층간절연물(115)을 CVD법에 의해 형성하고, 도 7(F)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층간절
연물에 형성된 콘택트 홀을 통하여 알루미늄 전극·배선(116, 117)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고저항 영역을 갖는 TFT가 
완성된다.

    
도 5(C)는 실시예 4에 따른 TFT가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의 화소에 사용된 예를 나타낸다. 이 도면에서, 영
역(507)은 TFT 영역을 나타내고, 영역(508)은 화소전극의 용량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용량을 나타내고, 영역(509)는 
제1 배선과 제2 배선 사이의 접촉영역을 나타낸다. 질화규소막(512)이, TFT의 활성규소층, 게이트전극, 및 게이트전
극과 동일한 면상에 형성된 배선(510, 511)(그들 모두가 양극산화막을 가지고 있다)을 덮는다. 또한, 질화규소막상에 
층간절연물(513)이 형성된다.
    

TFT는 소스전극(516)과 드레인전극(517)을 가지고 있고, 드레인전극(517)이 ITO로 된 화소전극(514)에 접속된다. 
배선(510)을 덮는 층간절연물(513)은 영역(515)에서는 제거된다 화소전극(514)과 배선(510)은 양극산화막 및 질
화규소막(512)를 통하여 서로 대면하여 커패시터를 형성한다. 이 경우, 전극들 사이의 간극이 작고 질화규소와 양극산
화물(산화알루미늄)의 유전율이 크기 띠문에, 작은 면적으로 대용량이 얻어질 수 있다.

[실시예 5]

도 8(A)에서,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코닝 7059 유리기판(101)상에, 산화규소(102)로 된 하지막, 결정성의 
섬형상 반도체영역(103)(예를 들어 규소반도체), 산화규소막(104), 2000 Å∼1 μ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게이트전극(105)을 형성한다.

다음에, 실시예 1에서와 같은 조건을 사용하여 게이트전극의 상면 및 측면상에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두께 6000 
Å)을 형성한된다.(도 8(B))

다음, 게이트전극과 다공질형 양극산화막 사이에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을 형성한다.(도 8(C))

이어서, 배리어형 양극산화막이 형성된 게이트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 도핑법에 의해 5×1014 ∼5×1015 원자/cm
3 의 도즈량으로 N형 불순물원소를 도입한다. 가속전압은 40∼100 keV이고, 도펀트 가스로서 인이 사용되었다. 따라
서, 저저항 불순물영역(110, 113)이 형성되었다. 채널영역이 거리 "z" 만큼 게이트전극의 측부 가장자리를 넘어 연장
하여, 실질적으로 진성인 오프셋영역을 형성하였다. 거리 "z"는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 및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
08)의 폭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하여, 고저항 영역이 형성된다.(도 8(D))

그 다음에,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을 에칭에 의해 제거하여,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의 표면을 노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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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입된 불순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막에 KrF 엑시머 레이저(파장 355 nm, 펄스폭 40 nsec)를 조사한다. 레
이저의 에너지밀도는 200∼400 mJ/cm 2 , 바람직하게는 250∼300 mJ/cm 2 이다. 또한, 금속막의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 레이저 조사중에 기판을 200∼500℃로 가열한다. 또한, 그 공정은 가시광 또는 근적외광으로의 램프 어닐에 의
해 행해질 소도 있다. 다음,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전체 표면상에 질화규소막(114)을 200∼2000 Å, 예를 들어, 1
0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그후, 이온 도핑법에 의해 활성층에 수소이온을 도입하고, 그 구조물을 질소분위기에서 어닐하여, 수소를 활성화시킨다.
(도 8(E))

최종적으로, 도 8(F)에서, 산화규소로 된 두께 6000 Å의 층간절연물(115)을 CVD법에 의해 형성하고, 그 층간절연물
에 콘택트 홀을 형성한 다음, 질화티탄과 알루미늄의 다층막으로 된 전극·배선(116, 117)을 그 콘택트 홀을 통해 형
성한다. 그리하여, 본 발명의 TFT가 완성된다.

[실시예 6]

    
도 9(A)∼(F)는 본 실시예에 따른 TFT의 제작방법을 나타낸다. 유리기판(101)상에 스퍼터법 또는 플라즈마 CVD법
에 의해 두께 3000 Å의 산화규소막(102)을 형성하고, 그 산화규소막(102)상에 플라즈마 CVD법 또는 LPCVD법에 
의해 비정질 규소막을 500 Å의 두께로 형성한 다음, 그 규소막을 가열 또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결정화시킨다. 그 다
음, 그 규소막을 패터닝하여, 절연게이트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위해 활성층(103)을 형성한다. 임의로는, 그 비정
질 규소막을 결정화없이 활성층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도 9(A))
    

이어서, 층간절연물로서 산화규소막(104)을 플라즈마 CVD법 또는 감압 열 CVD법에 의해 1000 Å의 두께로 형성한
다. 다음, 0.18% 스칸듐을 함유하는 알루미늄막을 전자 빔 증착법에 의해 형성한다. 이어서, 5% 주석산을 함유하는 에
틸렌 글리콜 용액내에서 알루미늄막의 표면을 양극산화시켜, 100 Å 만큼 얇은 산화물층(127)을 형성한다.

양극산화막과 함께 그 알루미늄막을 섬형상 알루미늄막(105)으로 패터닝하여, 게이트전극을 형성한다.(도 9(B))

그 다음, 10% 구연산 용액을 사용한 양극산화에 의해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을 6000 Å의 폭으로 형성한다.(도 
9(C))

이어서, 치밀한 산화막(127)을 제거한 후, 5% 주석산을 함유한 에틸렌 글리콜 용액을 사용하여 다시 양극산화를 행하
여,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을 형성한다.

게이트전극(105), 배리어형 양극산화막(108) 및 다공질형 양극산화막(107)을 마스크로 하여, 산화규소막(104)의 일
부를 에칭한다.(도 9(D))

다음, 도 9(E)에서, N형 불순물원소인 인을 5×10 14 ∼5×1015 원자/cm2 의 도즈량으로 도입하여, 소스 및 드레인영
역(110, 113)을 형성한다. 이때, 그 위에 위치한 산화규소막(104)의 존재 때문에,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111, 112)
이 동시에 형성된다. 또한, 채널영역과 같은 도전형을 가지는, 즉, 진성인 오프셋 게이트영역(128, 129)이 형성된다. 
그후, 첨가된 불순물을 가열처리, 레이저 조사 또는 강광(强光) 조사에 의해 활성화시킨다.

소스 및 드레인영역(110, 113)의 인 농도는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111, 112)에서의 농도보다 2∼3 자리수 만큼 더 
높다. 예를 들어, 소스 및 드레인영역에서의 농도는 1×10 20 ∼2×1021 원자/cm3 인 한편,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에서의 
농도는 1×1017 ∼2×1018 원자/cm3 이다.

도 9(F)에서, 전체 표면상에 질화규소막(114)이 추가로 형성된다. 질화규소막의 형성방법으로서는, 플라즈마 CVD법
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광 CVD법 또는 열 CVD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출발재
료로서, 실란과 암모니아, 실란과 N2 O, 또는 그들의 조합이 사용될 수 있다. 실란 대신에, 디클로로실란이 사용될 수도 
잇다. 질화규소막(114)의 두께는 500∼2000 Å, 예를 들어, 1000 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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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규소막의 형성후, 그 적층구조물을 350℃의 열어닐로 2시간 처리하여, 불순물 첨가 공정에 의한 산화규소 게이트 
절연막(104), 소스 및 드레인영역(110, 113)의 손상을 치유한다. 열어닐중에, 질화규소막에 함유된 수소가 확산하여, 
산화규소막(104)과 소스 및 드레인영역(110, 113)의 표면상에 존재하는 결함이 어닐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출발가스로서 TEOS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산화규소를 5000 Å 이상의 두께로 퇴적하여 층간
절연막(115)을 형성한다. TEOS로부터 형성된 산화규소막은 전자를 포획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질화규소막(114)
이 정의 전하를 포획하여, 그 전자를 중화시킨다. 따라서, TEOS로부터 형성된 산화규소막에 인접하여 질화규소막을 형
성하는 것이 특히 유리하다.

[실시예 7]

본 실시예는 회로기판을 형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제작된 TFT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0은, 
액정을 협지하는 한쌍의 기판을 가지는 액정표시장치의 도해도이고, 그 기판들중 하나의 기판에는 컴퓨터의 메인보드상
에 통상 장착되는 반도체 칩이 제공되었다. 이것에 의해, 유니트가 소형화, 경량화, 박형화될 수 있다.

    
도면에서, 부호 15는 액정 셀의 기판을 나타낸다. 기판(15)상에, 다수의 회로를 포함하는 액티브 매트릭스회로(14)가 
형성되고, 각각의 화소는 TFT(11), 화소전극(12) 및 보조용량(13)을 포함한다. 또한, 화소를 구동시키기 위해, X디
코더/드라이버, Y디코더/드라이버 및 XY디바이더가 기판상에 TFT들로 구성된다. 물론, 앞의 실시예들에서 설명된 T
FT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와이어 본딩법 또는 COG(chip-on-glass)법에 의해 반도체 칩이 기판상에 형성
된다. 도면에서, 보정 메모리, 메모리, CPU, 및 입력 포트는 이들 칩에 의해 구성된다. 다른 칩들이 형성될 수도 있다.
    

    
입력 포트는 외부로부터 신호 입력을 판독하고 그것을 표시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보정 메모리는 액티브 매트릭스 
패널의 특정한 특성에 따라 각각의 화소에 대한 입력신호 등을 보정하는 것이다. 특히, 보정 메모리는 패널의 각 화소의 
특정 정보를 저장하는 불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전기광학장치의 한 화소에 점결함이 있을 경우, 그 결
함 주위의 화소에 보정된 신호가 공급되어, 결함이 덜 나타나게 한다. 또한, 한 화소의 휘도가 다른 것보다 낮을 때는, 
강한 신호가 그 화소에 보내져, 휘도를 보상하도록 한다. 화소의 결점 정보가 각각의 패널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보정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각 패널에서 상이하다.
    

CPU 및 메모리는 통상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특히, 메모리는 각 화소에 대응한 화상 메모
리를 RAM으로서 가지고 있다. 이들 칩은 모두 CMOS형이다.

또한, 상기한 칩들중 일부는 본 발명의 TFT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액정기판은 CPU와 메모리까지도 가지며, 
간단한 퍼스널 컴퓨터와 같은 전자장치에 필적한다. 이것은 액정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그의 응용범위를 넓
히는데 매우 유리하다.

화소 TFT(11)는 하기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도 11(A)에서, 유리기판(101)상에 스퍼터법에 의해 하지(下地) 산화규소막(102)을 형성한 다음, 플라즈마 CVD법 
또는 감압 열 CVD법에 의해 비정질 규소막을 5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가열 또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비정질 규소막
을 결정화시키고, 이어서, 그 규소막을 패터닝하여 활성층(103)을 형성한다.

도 11(B)에서, 플라즈마 CVD법 또는 스퍼터법에 의해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산화규소막(104)을 1000 Å의 두께로 형
성한다. 다음, 0.18 중량%의 스칸듐을 함유한 알루미늄막을 6000 Å의 두께로 퇴적하고 그것을 패터닝하여 게이트전
극(105)을 형성한다. 이어서, 알루미늄 게이트전극(105)을 5% 주석산을 함유한 에틸렌 글리콜 용액에서 양극산화하
여, 치밀한 양극산화막(108)을 20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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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전극 및 양극산화막(108)을 마스크로 하여, N형 불순물인 인이온을 플라즈마 도핑법에 의해 활성층의 일부에 
도입시켜, 소스 및 드레인영역(110, 113)을 형성한다. 양극산화막의 존재 때문에, 채널영역(3)과 각각의 소스 및 드레
인영역(110, 113) 사이에 한쌍의 오프셋영역(128, 129)이 형성된다. 인이온의 도핑후에, 소스 및 드레인영역을 가열
처리 또는 레이저 또는 강광 조사에 의해 활성화시킨다.

도 11(C)에서, 실란과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질화규소막(114)을 1000 Å의 두께로 형성하고, 
이어서, 전체 구조물을 불활성분위기에서 300∼500℃, 예를 들어, 450℃로 1시간 가열한다. 이 가열에 의해, 질화규소
막에 함유된 수소원자가 산화규소막(104)내로 확산하고, 인 도핑 공정에 의해 산화규소막에 생긴 결함을 치유한다.

다음, 출발가스로서 TEOS와 산소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산화규소막(115)을 5000 Å의 두께로 형성한
다. 플라즈마 CVD중에 기판 온도는 300∼550℃이다. 그 산화규소막(115)을 관통하여 콘택트 홀을 형성하고, 도 11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콘택트 홀을 통해 소스 및 드레인 전극(116, 117)을 형성한다. 드레인 전극(117)은 ITO
로 만들어진 화소전극(130)에 접속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따른 N채널형 TFT의 고저항 영역은 N형 도전성 영역, C, N 또는 O 도핑 영역 또는 오프셋 게이트영역중의 
어느 하나일 수 있다. 또한, 그들 2가지 이상이 결합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서든지, 직접 접촉하여 또는 그들 사이의 
산화규소막을 통해 고저항 영역에 인접한 정(正)의 전하를 포획할 수 있는 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저항 영역에 기생
채널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드레인 전압이 수 볼트일 때 이동도의 감소를 피하는데 효과적이
다. 이러한 이유로, 액정표시장치의 화소트랜지스터로서 N채널형 TFT를 사용할 때, 정교하게 전압을 제어하고 섬세한 
계조를 갖는 화상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TFT는, 집적회로가 형성된 기판상에 TFT가 형성된 3차원 IC의 TFT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TFT는 유리기판 또는 수지기판상에 형성될 수 있다. 어느 경우라도, 본 발명의 TFT는 절연표면상에 형성되
어지는 것이다.

본 발명의 TFT가 낮은 누설전류(Ioff 전류)를 가지고 있고 높은 전압으로 구동될 수 있으며 높은 신뢰성을 가지기 때
문에(이들 특성은 액티브 매트릭스회로의 화소TFT에 요구된다), 동일 기판상에 주변회로를 가지는 모놀리식형 액티브 
매트릭스회로와 같은 전기광학장치의 TFT로서 본 발명의 TFT가 사용될 때, 특히 유리하다.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산화규소 대신에, 질화규소, 산화질화규소(SiON)와 같은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들 재료의 다층이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된 질화규소막은 다층구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막은 Si : N의 비가 3 : 4인 제1 및 제
3 질화규소층과, 제1 및 제3 질화규소층 사이에 배치된 제2 질화규소층을 포함한다. 제2 질화규소층에서의 Si : N의 
비는 10 : 1 내지 10 : 5이다. 또한, 제1 층의 두께는 10∼100 Å, 예를 들어, 50 Å이고, 제2 층은 20∼200 Å, 예를 
들어, 100 Å이고, 제3 층은 100∼5000 Å, 예를 들어, 500 Å이다. 이 구조는 퇴적중에, 가스를 함유한 규소에 대한 
가스를 함유한 질소의 유량을 변화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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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규소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제1 배선 위에 제공된,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절연영역;

상기 절연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절연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해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산화규소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절연영역 사이에 제공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2.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산화규소를 포함하는 게이트 절연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제1 배선 위에 제공된,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절연영역;

상기 절연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절연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해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산화규소를 포함하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절연영역 사이에 제공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3.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제1 배선 위에 제공된,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절연영역;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에 인접하여 제공된 산화규소막;

상기 절연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절연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해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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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화규소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절연영역 사이에 제공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4.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제1 배선 위에 제공된,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절연영역;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에 인접하여 제공된 제1 산화규소막;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에 인접하여 제공된 제2 산화규소막;

상기 절연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절연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해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산화규소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절연영역 사이에 제공되고, 상기 절연영역이 상기 제1 산화
규소막과 상기 제2 산화규소막 사이에 제공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5.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에 제공된 산화규소막;

상기 산화규소막 및 상기 제1 배선 상에 제공된,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절연영역;

상기 절연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절연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해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산화규소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절연영역 사이에 제공되고,

상기 절연영역이 정(正)전하의 트랩 중심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6.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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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에 제공된 제1 산화규소막;

상기 제1 산화규소막과 상기 제1 배선 상에 제공된,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절연영역;

상기 절연영역 상에 제공된 제2 산화규소막;

상기 절연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절연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해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산화규소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절연영역 사이에 제공되고, 상기 절연영역이 정전하의 트랩 
중심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7.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산화규소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제1 배선 위에 제공된,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절연영역;

상기 절연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절연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해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산화규소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절연영역 사이에 제공되고,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상기 절연영역
이 200~2000 Å의 두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8.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제1 배선 위에 제공된,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절연영역;

 - 17 -



등록특허 10-0332619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에 인접하여 제공된 산화규소막;

상기 절연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절연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해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산화규소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절연영역 사이에 제공되고,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상기 절연영역
이 200~2000 Å의 두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9.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에 제공된 산화규소막;

상기 산화규소막 상에 제공된,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절연영역;

상기 절연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절연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해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산화규소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절연영역 사이에 제공되고,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상기 절연영역
이 200~2000 Å의 두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10.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 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 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에 제공된 제1 산화규소막;

상기 제1 산화규소막과 상기 제1 배선 상에 제공된,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절연영역;

상기 절연영역 상에 제공된 제2 산화규소막;

상기 절연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절연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해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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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산화규소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절연영역 사이에 제공되고, 질화규소를 포함하는 상기 절연
영역이 200~2000 Å의 두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11.

소스와 드레인 및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된 채널;

산화규소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채널에 인접하여 제공된 게이트전극;

상기 소스와 상기 드레인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채널 사이에 제공된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

상기 게이트전극과 동일 면에 제공된 제1 배선;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에 인접하여 상기 제1 배선 위에 제공된 질화규소영역;

상기 질화규소영역에 제공된 콘택트 홀; 및

상기 질화규소영역 위에 제공되고, 상기 콘택트 홀을 통하여 상기 제1 배선과 접촉하여 있는 제2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산화규소막이 상기 저농도로 도핑된 영역과 상기 질화규소영역 사이에 제공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
터.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영역이,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는 질화규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1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영역이,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는 질화규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1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영역이,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는 질화규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1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영역이,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는 질화규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1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영역이,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는 질화규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1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영역이,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는 질화규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1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영역이,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는 질화규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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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영역이,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는 질화규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2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영역이,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는 질화규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2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영역이, 과잉의 규소를 함유하는 질화규소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 20 -



등록특허 10-0332619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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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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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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