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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결정화를 조장하는 촉매 원소를 이용하여, 양호한 결정성을 갖는 규소막을 얻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비결정 규소막(3)을 덮고, 마스크로 된 산화 규소막(4)을 설치하며, 이것에 니켈 등의 결정화를 촉진하는 촉매 원소를 구비

하는 피막(6)을 형성한다. 이 상태에서 열 어닐을 실행하면, 촉매 원소는 구멍(5)에서 비결정 규소막 중에 확산되고, 결정

성 규소막이 얻어진다. 이 규소막은 결정의 방향이 일치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 후, 마스크를 부착한 상태로, 할로겐을 포

함하는 가스(예를 들면, 염화수소)를 도입한다. 이 때, 구멍(5) 부분의 규소막 위에는 촉매 원소는 투과시키지만, 규소막은

에칭되지 않을 정도 두께의 산화막이 형성되도록, 분위기 및 온도를 조정한다. 이 공정에서, 할로겐에 의해 규소막 중의 촉

매 원소는 구멍(5)을 통하여 제거되지만, 규소의 결정성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정성이 양호한 규소막이 얻어진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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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e는 본 발명의 기본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a 내지 도 2f는 종래의 촉매 원소 제거 공정을 도시하는 도면.

도 3a 내지 도 3g는 실시예의 TFT 제작 공정을 도시하는 도면.

도 4a 및 도 4b는 촉매 원소의 도입과 제거 개념을 도시하는 단면도.

도 5a 및 도 5b는 촉매 원소의 도입과 제거 개념을 도시하는 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기판 12: 절연막

13: 비정질 규소막 14: 마스크막

15: 구멍 16: 아세트산 니켈

19: 산화 규소막 20: 규소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결정성을 가진 규소 반도체 피막, 예를 들면 다결정 규소막, 단결정 규소막, 미세결정 규소막의 제작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을 이용하여 제작된 결정성 규소막은 각종 반도체 장치에 이용된다.

박막 반도체를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이하, TFT등)가 알려져 있다. 이것은 기판 위에 박막 반도체, 특히 규소 반도체막

을 형성하고, 이 박막 반도체를 이용하여 구성된 것이다. TFT는 각종 집적 회로에 이용되지만, 특히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액정 표시 장치의 각 화소가 설치된 스위칭 소자, 주변 회로 부분에 형성된 드라이브 소자로서 주목되고 있다.

TFT에 이용되는 규소막으로는, 비정질(非晶質) 규소막을 이용한 것이 간편하지만, 그 전기적 특성은 반도체 집적회로에

이용되는 단결정 반도체의 것에 비교하면 훨씬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액티브 매트릭스 회로의 스위칭 소자와 같

은 한정된 용도로 밖에 이용되지 못한다. TFT의 특성 향상을 위하여서는, 결정성을 가지는 규소 박막을 이용하면 좋다. 단

결정 규소 이외에도, 결정성을 가지는 규소막은, 다결정 규소, 폴리실리콘, 미세 결정 규소 등으로 불리어진다. 이와 같은

결정성을 가지는 규소막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비정질 규소막을 형성하고, 또한 후에 가열(열 어닐)에 의해 결정화시키면

좋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고체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정질 상태가 결정상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고상성장법(固相成長法)

으로 불린다.

고상 성장의 공정에서, 적당한 금속 원소를 첨가하면, 그것은 촉매로서 기능을 하고, 결정화를 촉진하는 것이 확실하게 된

다. 즉, 비정질 규소막의 표면에 니켈이나 팔라듐, 백금, 동, 은, 금, 인듐, 주석, 인, 비소, 안티몬(보다 일반적으로는, Ⅷ족,

Ⅲb족, Ⅳb족, Ⅴb족 원소)으로 부터 선택되는 한 종류 또는 복수 종류의 원소를 미량으로 퇴적시키고, 또한 후에 가열하는

것으로써, 550℃, 4시간 정도의 처리시간으로 결정화를 행하는 것이 판명되어 있다.(일본공개특허평 6-244103 외)

비정질 규소막의 전체 면에 일정하게 상기와 같은 촉매 원소피막을 형성하는 경우에 얻어진 규소막의 결정의 방향은 랜덤

하지만, 예를 들면 일본 공개특허 평 7-45519 호, 공개특허 평7-66425 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선택적으로 첨가

하는 것에 의해 결정의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결정 방향이 일치한 결정성 규소막은 장치를

제작함에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되고, 이와 같은 결정성장을 실시하는 방법을 횡성장 또한 래트럴(lateral) 성장으로 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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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규소막 중에 도입되는 촉매 원소는 전기특성ㆍ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일반

적으로 촉매 원소 중에, 니켈이나 팔라듐, 백금, 금, 은, 동은 할로겐 화합물(특히, 할로겐화수소)을 포함하는 분위기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염화물로 되어 증발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규소중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규소도 동시에 염화

물(디클로로실란 등)로 되어 증발하기 때문에, 상기 촉매 원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곤란하게 된다.

규소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화 분위기에서 열 어닐을 실행하고, 규소막 표면에 산화규소층을 형성하고, 이것에 촉

매 원소를 응축하여, 산화규소층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 규소막으로부터 촉매 원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채용된다.(일본공개

특허 평 7-183538 호)

물론, 이와 같은 산화규소를 얻기 위해서는, 700℃ 이상의 고온처리가 필요한 것과, 촉매 원소에 의한 저온 결정화의 효과

를 상쇄하는 것과, 보다 저온에서 제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도 2a 내지 도 2f를 이용하여, 상기 열규소(熱硅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다. 기판(11)위에는 산화 규

소 등의 하지절연막(underlying insulation film:12)과, 비정질 규소막(13)을 형성한다. 비정질 규소막 위에는, 산화규소

또는 질화규소 등의 재료로 마스크막(14)을 형성한다. 마스크막(14)에는 촉매 원소를 도입하기 위한 구멍(15)이 설치되어

있다.(도 2a)

다음으로 촉매 원소 또는 촉매 원소를 함유하는 피막(예를 들면, 규화니켈, 아세트산니켈 등)(16)을 퇴적한다. 퇴적 수단으

로는, 스퍼터링법(일본 공개특허 평7-45519호나 공개특허 평7-66425호), 기상성장법(공개특허 평7-335548호), 스핀

코팅법(공개특허 평7-130652호) 등이 사용될 수 있다.(도 2b)

다음으로, 적당한 온도에서 열 어닐을 하면, 촉매 원소는, 우선 구멍(15)의 바로 아래의 부분(17)의 비정질 규소막을 결정

화시킨다.(도 2c)

그 후, 촉매 원소는 결정화의 진행과 함께 횡 방향으로 확산하고, 구멍(15)으로부터 이격된 부분(18)을 결정화(이것을 횡

성장 또는 래트럴 성장으로 칭한다)한다.(도 2d)

다음으로, 마스크막(14)을 제거한다.( 도 2e)

그리고, 규소막은 산화된 온도, 분위기에서, 규소막을 산화시키고, 촉매 원소의 농도가 낮게된 규소막(20)과 촉매 원소의

농도가 높은 산화규소막(열 산화막)(19)을 얻는다. 분위기 중에 할로겐을 포함하는 가스(예를 들면, 염화 규소)를 첨가하

면, 열산화막(19)에 포함되어 있는 촉매 원소가 염화물로 되어, 제거된다. (도 2f)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의 공정은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다.

(1) 고온(700℃ 이상)의 열처리를 필요로 한다.

(2) 마스크막을 에칭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부에 취출되어야만 한다.

본 발명은 상기의 결점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정질 규소막 위에 촉매 원소 도입 구멍을 선택적으로 가지는 마스크를 형성

한 후에, 스퍼터링법, 기상법, 스핀코팅법 등의 수단에 의해 촉매 원소를 가지는 피막을 형성하고, 이것을 적절한 온도에서

어닐하는 것에 의해, 비정질 규소막의 횡 성장을 실시한다. 계속하여, 할로겐 화합물(예를 들면, 염화수소)을 가지는 분위

기에서, 450∼700 ℃에서 가열하는 것에 의해, 규소막 중의 촉매 원소를 촉매 원소 도입 구멍으로부터 배출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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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촉매 원소 제거 공정의 분위기는, 처리 온도에서, 촉매 원소 배출 구멍 표면에, 촉매 원소는 투과시키지만, 규소막은 에

칭되지 않는 정도의 두께(양호하게는 20∼150Å)의 산화막이 형성되는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양호하게는, 염화수소

와 산소와 질소 및 희가스(rare gas)를 주 성분으로 하고, 질소와 희가스를 20∼95%, 양호하게는 50∼70%, 또한 산소를

5∼40% 함유한다.

또한, 할로겐 화합물의 농도에 대해서도,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염화 수소의 경우에는,

0.5% 이상 함유하고 있으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종래의 횡 성장 공정에 대해서, 촉매 원소 처리의 공정을 부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촉매 원소 처리 공정

은 횡 성장 공정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러한 점에서 도 2a 내지 도 2f에 도시된 바와 같은

종래의 방법에 비교하여, 양산성(量産性)이 높고, 또한 처리 온도도 낮다. 해당 촉매 원소 처리 공정을 실행에서는, 고상 성

장 공정으로 사용하는 노(爐)의 분위기와 온도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좋다. 해당 공정은 노 내의 세척을 겸함으로써, 특

히 신규의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얻어진 결정성 규소막은, 그 후에 레이저 또는 그것과 동등한 강한 광을 조사하는 것에 의해, 보다 결정성을

높여도 좋다.

또한, 촉매 원소를 가지는 막과 밀착성을 높이는 의미로 부터, 촉매 원소 도입 구멍의 부분에는 상기 비정질 규소막 위에

100Å 이하의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어도 좋다.

그리고, 상기 공정에서, 횡 성장 공정으로부터 촉매 원소 제거의 공정으로 이행할 때의 온도는 450℃ 이상으로 하면 좋다.

왜냐하면, 기판 온도가 저하하면, 규소 중에서 니켈의 용해도가 저하하고, 니켈이 규화니켈로서 석출하며, 이와 같은 석출

물은 그 후의 공정에서 니켈이 제거되어도, 결정 결함으로 남게 되며, 전기 특성에 악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특히

450℃ 이하로 저하하면 이와 같은 석출이 관찰된다.

본 발명에서는, 촉매 원소로서 니켈을 이용하는 경우에 최대의 현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이용할 수 있는 촉

매 원소의 종류로서는, 양호하게는 Pd, Pt, Cu, Ag, Au, In, Sn, P, As, Sb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Ⅷ족 원소, Ⅲb, Ⅳb,

Ⅴb 원소로부터 선택된 한 종류 또는 복수 종류의 원소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글라스 기판 위의 결정성을 가지는 규소막을 형성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박막 트랜지스터(TFT)를 제작

하는 예를 도시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기판으로 하여 코닝 7059 글라스를 이용한다. 또한, 그 크기는 100mm×100mm 로

한다. 우선, 두께 2000Å의 산화 규소막(도시 않음)의 코팅된 기판(31)위에 비정질 규소막을 플라즈마CVD법이나 LPCVD

법에 의해 100∼1500Å 으로 형성한다. 여기에서는, 플라즈마CVD법에 의해 비정질 규소막(32)을 500Å의 두께로 막을

형성한다.

또한, 마스크막으로 된 산화규소막(33)을 1000Å 이상, 여기에서는 1200Å의 두께로, 스퍼터링법에 의해 막을 형성한다.

상기 산화규소막(33)의 막 두께에 대해서는, 발명자 등의 실험에 의하면 500Å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핀

홀 등의 존재에 의해, 의도하지 않는 곳에 니켈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여기에서는 더 여유를 갖는다. 그리고 통상

의 포토리소그라픽 공정에 의해, 필요로 하는 패턴으로 산화 규소막(33)을 패터닝하고, 니켈 도입을 위한 창(34a 및 34b)

을 형성한다.(도 3a)

이와 같은 가공을 실행하는 기판에, 스핀코팅법에 의해 아세트산니켈의 초 박막(超薄膜:35)을 형성한다. 이하, 그 공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우선, 가볍게 불산(hydrofluoric acid)으로 처리하는 것에 의해, 니켈 도입 구멍(34a 및 34b)에 존재하

는 오염 및 자연 산화막을 제거한다. 상기의 에칭 공정과 본 공정 사이의 시간이 단축되며, 이 공정은 생략하여도 좋다. 다

음에, 산소 분위기 중에서 자외선 조사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구멍(34a 및 34b)에 매우 얇은(10∼50 Å) 산화규소막을 형

성한다.

산화 규소의 두께는 자외선 조사 시간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자외선 조사를 대신하여 열산화법을 이용하여도 좋고, 과산

화 수소 등의 산화제를 이용하여도 좋다. 이와 같이 하여 형성된 산화규소막은 아세트산 니켈 용액과 규소막의 밀착성을

개선하는 면에 필요하고, 이와 같은 산화 처리가 실행되지 않으면, 규소는 수용액을 튀기기(repelling) 때문에, 아세트산니

켈막은 구멍(34a 및 34b)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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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세트산니켈 수용액(니켈 농도 100 ppm)을 2ml 기판 위에 적하하여, 이 상태를 5 분간 유지한 후에, 스피너를

이용하여 스핀드라이(2000 rpm, 60초)를 실행한다. 계속하여, 극히 얇은 아세트산니켈막(35)이 얻어진다.(도 3b)

다음으로, 550℃(질소 분위기), 8시간의 가열 처리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비정질 규소막(32)의 결정화를 실행한다. 이때,

우선 아세트산니켈막은 신속히 열분해하여, 니켈막으로 되고, 그것은 비정질 규소막과 밀착된 부분에서, 결정화가 시작되

며, 그 후에 결정화는 도면중의 화살표로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주변으로 진행하며, 마스크막(33)으로 피복된 영역에서도

결정화가 실행된다. 계속하여, 결정화된 규소막(36a 및 36b)이 얻어진다. 또한, 구멍(34a)으로 부터 진행된 결정화와 구멍

(34b)으로 부터 진행된 결정화는 거의 중앙에서 충돌하고, 그곳에 입계(粒界)가 형성된다. 이 부분은 특히 니켈 농도가 높

은 부분이다.(도 3c)

다음으로, 온도를 550℃로 유지한 채, 분위기에 염화수소를 도입하고, 니켈의 제거를 실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질소의

분압이 88%, 산소의 분압이 10%, 염화수로의 분압을 2%로 한다. 이 상태에서 10∼60분 방치하는 것에 의해 니켈의 제거

를 실행한다.

이 때에는, 기판 온도를 유지한 채 공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판 온도가 저하하면, 규소 중에서 니켈의 용해도

가 저하하고, 니켈이 규화니켈로서 석출한다. 이와 같은 석출물은, 그 후의 공정에서 니켈이 제거되어도, 결정 결함으로서

남고, 전기 특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450℃ 이하로 저하하면 이와 같은 석출이 관찰된다.

그러나, 본 실시예와 같이 기판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공정을 이행하면, 니켈의 석출이 없는 채, 니켈이 제거

되기 때문에, 상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연속적으로 공정을 이행하는 것은 가스의 도입을 변화

하는 것에 의해 용이하게 달성된다.

그 결과, 규소막(36a 및 36b)중의 니켈의 농도가 저감된다. 또한, 입계(37)에 존재하고 있는 니켈 농도도 현저하게 저하하

고, 그 부분(38)은 불명확한 입계의 존재가 확인될 뿐이다.(도 3d)

그래서, 고상 성장(횡 성장)을 실행한다. 이것에 KrF 엑시머 레이저광(파장 248 nm)을 조사하고, 또한 결정화를 향상시켜

도 좋다. 그 때에는,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는 300∼350 mJ/cm2 가 양호하다. 이와 같이, 고상 성장에 의해 결정화에 부가

하여,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또한 결정화를 고양하는 것은, 니켈막과 비정질 규소가 밀착된 구멍(34a 및 34b)에서 결정화

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결정성이 양호하지 않게 때문이다. 특히, 결정 입계에는 많은 비정질의 잔존물이 관찰된다.

그래서, 레이저 조사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 이와 같은 결정 입계의 비정질 성분까지 완전히 결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다음으로, 마스크막(33)을 제거하고, 또한 결정화된 규소막을 패터닝하여, 섬 형상의 영역(island-like region:39)을 형성

한다. 이 섬 형상의 영역(39)은 TFT의 활성층으로 된다(도 3e)

그리고, 플라즈마 CVD 법에 의해 두께 200∼1500 Å, 여기에서는 1000Å의 산화규소막(40)을 퇴적한다. 상기 산화 규소

막은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기능한다. 상기 산화 규소막(40)의 제작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TEOS를 원료로 하

여, 산소와 함께 기판 온도 150∼600 ℃, 양호하게는 300∼400 ℃에서, RF 플라즈마 CVD법으로 분해·퇴적한다. TEOS

와 산소의 압력비는 1:1∼1:3, 또한 압력은 0.05∼0.5 torr, RF 파워는 100∼250 W로 된다.

혹은 TEOS를 원료로 하여 오존 가스와 함께 감압 CVD 법 또는 상압 CVD법에 의해, 기판 온도를 350∼600 ℃, 양호하게

는 400∼550 ℃로써 형성한다. 막을 형성한 후에, 산소 또는 오존의 분위기에서 400∼600 ℃에서 30∼60 분 어닐하여도

좋다.

다음으로, 두께 2000Å∼1μm의 인의 도프된 다결정 규소막을 감압 CVD법에 의해 형성하고, 이것을 에칭하며, 게이트 전

극(41)을 형성한다.(도 3f)

그 후, 이온 도핑법(플라즈마 도핑법으로 칭함)에 의해, TFT의 섬 형상의 규소막 중에,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자기

정합적으로 불순물(인)을 주입한다. 도핑 가스로서는 포스핀(PH3)을 이용한다. 도즈 량은 1×1014∼4×1015 원자/cm2 로

한다. 이와 같이 하여, N형 불순물(인) 영역(소스, 드레인)(42a,42b)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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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전체면에 층간 절연물(43)으로써, TEOS를 원료로 하여, 이것과 산소의 플라즈마 CVD법, 또는 오존과 감압 CVD법

또는 상압 CVD법에 의해 산화 규소막을 두께 3000∼8000 Å 으로 형성한다. 기판 온도는 250∼450 ℃, 예를 들면

350 ℃로 한다. 막 형성 후, 표면의 평탄성을 얻기 위해, 상기 산화 규소막을 기계적으로 연마하고, 에칭 방식에 의해 평탄

화를 실행하여도 좋다.

그리고, 층간 절연막(43)을 에칭하고, TFT의 소스/드레인에 콘택트 홀을 형성하여, 크롬 또는 질화 에칭과 알루미늄의 배

선·전극(44a,44b)을 형성한다.

끝으로, 수소 중에 300∼400 ℃에서 0.1∼2 시간 어닐하고, 규소의 수소화를 완료한다. 이와 같이 하여, TFT가 완성된다.

동시에 다수의 TFT를 제작하고, 매트릭스 형상으로 배열시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장치 등의 집적회로로 하여도

좋다.(도 3g)

본 발명에서는, 입계의 존재된 부분(38)을 채널 형성영역으로 이용한다. 이것에는, 이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입계(37)에서

는, 니켈은 도 3a 및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상(粒狀)으로 된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질화물로 되고, 높은 도전성을

도시한다. 한편, 규소는 결정화의 진행방향으로 긴 결정(46)으로 되며, 입계(45)는 소스와 드레인을 연결 방향(캐리어의

진행 방향)으로 대략 평행하게 된다.(도 3a(단면 개념도) 및 도 4a(상면 개념도))

말할 필요도 없이, 도전성 재료의 규화물이 중앙에 존재하는 상태의 TFT는 신뢰성과 특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의 니켈 제거처리에 의해, 니켈은 활성층으로부터 제거되고, 입계에 존재하는 니켈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입상의 부분(37)은 전부 제거되고, 새로운 입계(38)로 되지만, 이 입계(38)는 입계(37)에 비교하면, 조성으로 차이가 보이

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하고, 반도체 특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입계는 캐리어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수직으로 존재하고, 이 부분이 채널 형성 영역으로 있는 TFT는, 공핍층의

확대를 제거하기 위한 피닝 효과(pinning effect)를 가진다. 따라서, 촉매 원소의 제거공정을 갖지 않는 TFT뿐 아니라, 동

일한 촉매 원소를 이용하여 방향성을 갖게한 결정을 이용하여 얻어진 TFT (예를 들면, 일본 공개특허 평7-66425호)에 비

교하여도, 보다 높은 신뢰성과 특성이 얻어진다.(도 3b 및 도 4b)

발명의 효과

비정질 규소막의 결정화를 촉진하는 촉매 원소를 이용하여, 횡 성장을 실행하는 결정 규소막에서, 분위기와 온도를 조정하

는 것에 의해, 연속적으로 촉매 원소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한 신뢰성이 높은 전자 장치를 다량

으로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에 있어서,

비정질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 위에 원소 도입 구멍을 갖는 마스크막을 형성하는 제 1 공정과,

상기 원소 도입 구멍에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막을 형성하는 제 2 공정으로서, 상기 원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

정화를 촉진하는 특성을 구비하는, 상기 제 2 공정과,

가열 처리에 의해 상기 반도체막을 횡 방향으로 결정화하는 제 3 공정과,

상기 제 3 공정 후, 할로겐 화합물 및 산소를 포함하는 기체에서 상기 반도체막을 가열 처리하는 제 4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 3 공정과 상기 제 4 공정은 연속적으로 이행되는,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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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공정 후에,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에 레이저광 또는 동등한 강도의 광(similar intense light)을 조사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공정에서, 상기 원소 도입 구멍 부분에는 상기 반도체막 위에 100Å 이하 두께의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는, 결정

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공정과 상기 제 4 공정은 하나의 동일한 장치에서 수행되는,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원소는, Ni, Pd, Pt, Cu, Ag, Au, In, Sn, P, As, Sb로부터 선택되는,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원소는, Ⅷ족, Ⅲb족, Ⅳb족, Ⅴb족 원소들로부터 선택되는,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공정으로부터 상기 제 4 공정으로 이행할 때의 온도는 450℃ 이상인,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공정에서 도입되는 기체는, 질소 및 희가스(rare gas)의 분압이 20% 내지 95%이고, 산소의 분압이 6% 내지

40%인,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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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공정에 도입되는 기체는, 염화수소를 0.5% 이상 함유하는,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공정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막은 스퍼터링법(sputtering method)에 의해 형성되는,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공정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막은 기상성장법(gas phase growth method)에 의해 증착되는,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공정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막은 스핀코팅법(spin coating method)에 의해 형성되는, 결정

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13.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에 있어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기판 위에 형성하는 반도체막 형성 공정과,

구멍을 갖는 마스크를 상기 반도체막 위에 형성하는 마스크 형성 공정과,

상기 마스크의 상기 구멍을 통해 상기 반도체막에 재료를 제공하는 공정으로서, 상기 재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

진하는 특성을 구비하는, 상기 재료제공 공정과,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하기 위해 상기 반도체막과 상기 재료를 가열하는 가열 공정과, 그 후,

상기 마스크의 상기 구멍을 통해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으로부터 상기 재료를 제거하는 제거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

치 제작 방법.

청구항 14.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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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기판 위에 형성하는 반도체막 형성 공정과,

구멍을 갖는 마스크를 상기 반도체막 위에 형성하는 마스크 형성 공정과,

상기 마스크의 상기 구멍을 통해 상기 반도체막에 재료를 제공하는 공정으로서, 상기 재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

진하는 특성을 갖는, 상기 재료 제공공정과,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하기 위해 상기 반도체막과 상기 재료를 가열하는 가열 공정과, 그 후,

상기 결정화 후 할로겐 화합물을 포함하는 분위기에서 상기 반도체막을 가열함으로써, 상기 마스크의 상기 구멍을 통해 상

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으로부터 상기 재료를 제거하는 제거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 또는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는 산화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16.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에 있어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기판 위에 형성하는 반도체막 형성 공정과,

상기 반도체막에 재료를 제공하는 공정으로서, 상기 재료는 상기 반도체막의결정성을 촉진하는 특성을 갖는, 상기 재료 제

공 공정과,

상기 반도체막 및 상기 재료를 45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상기 반 도체막을 결정화하는 가열 공정과, 그 후,

상기 반도체막의 온도를 450℃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할로겐 화합물을 포함하는 분위기에서 상기 반도체막을 노광시킴으

로써,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으로부터상기 재료를 제거하는 노광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분위기는 질소 및 희가스의 분압이 20% 내지 95%이고, 산소의 분압이6% 내지 40%인,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분위기는 산화 분위기(oxidizing atmosphere)인,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18.

제 13, 14 또는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는, Ni, Pd, Pt, Cu, Ag, Au, In, Sn, P, As, Sb로부터 선택되는,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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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14 또는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는 능동 매트릭스형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인, 반도체 장치제작 방법.

청구항 20.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에 있어서,

비정질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 위에 원소 도입 구멍을 갖는 마스크막을형성하는 제 1 공정과,

상기 원소 도입 구멍에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막을 형성하는 제 2 공정으로서, 상기 원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

정화를 촉진하는 특성을 구비하는, 상기 제 2 공정과,

가열 처리에 의해, 상기 반도체막을 횡 방향으로 결정화하는 제 3공정과,

상기 제 3 공정 후, 할로겐 화합물 및 산소를 포함하는 기체에서 상기 반도 체막을 가열 처리하는 제 4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 3 공정으로부터 상기 제 4 공정으로 이행할 때의 온도가 450℃ 이상인,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21.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에 있어서,

비정질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 위에 원소 도입 구멍을 갖는 마스크막을 형성하는 제 1 공정과,

상기 원소 도입 구멍에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막을 형성하는 제 2 공정으로서, 상기 원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

정화를 촉진하는 특성을 구비하는, 상기 제 2 공정과,

가열 처리에 의해, 상기 반도체막을 횡 방향으로 결정화하는 제 3 공정과,

상기 제 3 공정 후에, 할로겐 화합물 및 산소를 포함하는 기체에서 상기 반 도체막을 가열 처리하는 제 4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기체는 질소 및 희가스의 분압이 20% 내지 95%이고, 산소의 분압이 6%내지 40%인,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22.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에 있어서,

비정질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 위에 원소 도입 구멍을 갖는 마스크막을 형성하는 제 1 공정과,

상기 원소 도입 구멍에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막을 형성하는 제 2 공정으로서, 상기 원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

정화를 촉진하는 특성을 구비하는, 상기 제 2 공정과,

가열 처리에 의해, 상기 반도체막을 횡 방향으로 결정화하는 제 3 공정과,

상기 제 3 공정 후에, 할로겐 화합물 및 산소를 포함하는 기체에서 상기 반 도체막을 가열 처리하는 제 4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원소는 상기 원소 도입 구멍을 통해 상기 제 4 공정동안 제거되는, 결 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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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20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막은 산화규소를 포함하는,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24.

제 20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원소는, Ni, Pd, Pt, Cu, Ag, Au, In, Sn, P, As, Sb로부터 선택되는,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25.

제 20 항 내지 제 2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체는 염화수소를 0.5% 이상 함유하는, 결정성 반도체 제작 방법.

청구항 26.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에 있어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기판 위에 형성하는 반도체막 형성 공정과,

구멍을 갖는 마스크를 상기 반도체막 위에 형성하는 마스크 형성 공정과,

상기 마스크의 상기 구멍을 통해 상기 반도체막에 재료를 제공하는 공정으로서, 상기 재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

진하는 특성을 갖는, 상기 재료 제공공정과,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하기 위해 상기 반도체막 및 상기 재료를 가열하는 가열 공정과,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으로부터 상기 재료를 제거하는 제거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가열 공정 및 상기 제거 공정은 연속적으로 이행되는,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27.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에 있어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기판 위에 형성하는 반도체막 형성 공정과,

구멍을 갖는 마스크를 상기 반도체막 위에 형성하는 마스크 형성 공정과,

상기 마스크의 상기 구멍을 통해 상기 반도체막에 재료를 제공하는 공정으로서, 상기 재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

진하는 특성을 갖는, 상기 재료 제공공정과,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하기 위해 상기 반도체막 및 상기 재료를 가열하는 가열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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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으로부터 상기 재료를 제거하는 제거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가열 공정으로부터 상기 제거 공정으로 이행할 때의 온도는 450℃ 이상인,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28.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에 있어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기판 위에 형성하는 반도체막 형성 공정과,

구멍을 갖는 마스크를 상기 반도체막 위에 형성하는 마스크 형성 공정과,

상기 마스크의 상기 구멍을 통해 상기 반도체막에 재료를 제공하는 공정으로서, 상기 재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

진하는 특성을 갖는, 상기 재료 제공공정과,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위해 상기 반도체막 및 상기 재료를 제 1 가열하는 제 1 가열 공정과,

할로겐 화합물을 포함하는 분위기에서 상기 결정화 후에 상기 반도체막을 제2 가열함으로써,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으로

부터 상기 재료를 제거하는, 제 2 가열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가열 공정 및 상기 제 2 가열 공정은 연속적으로 이행되는,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29.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에 있어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기판 위에 형성하는 반도체막 형성 공정과,

구멍을 갖는 마스크를 상기 반도체막 위에 형성하는 마스크 형성 공정과,

상기 마스크의 상기 구멍을 통해 상기 반도체막에 재료를 제공하는 공정으로서, 상기 재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

진하는 특성을 갖는, 상기 재료 제공

공정과,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위해 상기 반도체막 및 상기 재료의 제 1 가열하는 제 1 가열 공정과,

할로겐 화합물을 포함하는 분위기에서 상기 결정화 후에 상기 반도체막을 제2 가열함으로써,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으로

부터 상기 재료를 제거하는, 제 2 가열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가열 공정으로부터 상기 제 2 가열 공정으로 이행할 때의 온도는450℃ 이상인,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30.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에 있어서,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기판 위에 형성하는 반도체막 형성 공정과,

구멍을 갖는 마스크를 상기 반도체막 위에 형성하는 마스크 형성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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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마스크의 상기 구멍을 통해 상기 반도체막에 재료를 제공하는 공정으로서, 상기 재료는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

진하는 특성을 갖는, 상기 재료 제공공정과,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위해 상기 반도체막 및 상기 재료를 제 1 가열하는 제 1 가열 공정과,

할로겐 화합물을 포함하는 분위기에서 상기 결정화 후에 상기 반도체막을 제2 가열함으로써, 상기 결정화된 반도체막으로

부터 상기 재료를 제거하는, 상기 제 2 가열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분위기는 질소 및 희가스의 분압이 20% 내지 95%이고, 산소의 분압이 6% 내지 40%인,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31.

제 26 항 내지 제 3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는 산화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32.

제 26 항 내지 제 3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는, Ni, Pd, Pt, Cu, Ag, Au, In, Sn, P, As, Sb로부터 선택되는,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33.

제 28 항 내지 제 3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분위기는 염화수소를 0.5%이상 함유하는,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34.

제 28 항 내지 제 3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가열 공정 및 상기 제 2 가열 공정은 하나의 동일한 장치에서 수행되는, 반도체 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35.

제 26 항 내지 제 3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장치는 능동 매트릭스형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인, 반도체 장치제작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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