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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수한 특성의 다결정 실리콘막을 형성할 수 있는 실리콘막의 결정화방법에 대해 개시되어 있다. 이 결정
화방법은, 기판 상에 비정질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이 비정질 실리콘막을 패터닝하여, 섬(island) 
모양으로 이루어진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과,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의 일부와 좁은 통로로 연결되
며 시드를 제공하기 위한 제2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제2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은 덮
고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은 노출시키는 마스크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이 마스크층을 마스크로 하여 
패터닝된 비정질 실리콘막 전면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제2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을 시드로 하여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을 단결정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3c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레이저 어닐링을 이용한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 2는 LCD 패널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해 결정화된 실리콘막의 상태를 평면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레이저 결정화 장비를 간략하게 도시한 것

도 6a 내지 도 6c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7 내지 도 9는 섬모양으로 패터닝된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결정화방법을 이용하여 형성된 실리콘막을 TFT의 채널로 이용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도 11은 다중채널 방식을 이용하여 TFT를 형성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0, 40....유리기판 32, 60....비정질 실리콘막

34....반사막 패턴 36....포토레지스트

65....시드(seed) 32a, 60a...결정화된 실리콘막

40....균질기(Homogenizer) 42....반사경(mirror)

46....진공 챔버(chambe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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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 및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레이저(laser)를 
이용하여 우수한 특성을 갖는 다결정 실리콘막을 얻을 수 있는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액정 표시소자(Liquid Crystal Display; LCD)의 스위칭 소자로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이하, TFT로 칭함)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TFT의 채널(channel)로 사용되는 반도체층을 다결정 실리콘
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기판 상에 형성된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막을 결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막을  결정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라는 펄스화된 자외선(UV beam)을 사용하는 어닐링 방법이다. 레이저를 이용한 어닐링(annealing)
은 1976년 Khaibullin이 처음 개발한 이후로 대규모 집적회로(Large  Scale Integration; LSI) 공정에서 
불순물 이온을 주입한 실리콘의 어닐링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오다가, 대면적의 표시소자 개발에 적용되면
서 비교적 근래에 와서 중소형 저온 다결정 실리콘 TFT-LCD 제품의 제조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비정질
실리콘 박막을 레이저를 사용하여 어닐링함으로써 양질의 다결정실리콘을 제작하는 이 방법은, 녹는 온도
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열처리되기 때문에 기판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정질 실리콘에서 다결정 실리콘으로의 상(phase) 변화는 결정이 형성되는 "핵생성(nucleation)"과, 생
성된 결정의 크기가 자라나는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의 물리적인 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해 이
루어진다. 따라서, 비정질 실리콘의 완전 용융(鎔融) 후 핵생성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성장이 일어나
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다결정 실리콘의 결정성을 좋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도 1은 종래의 레이저 어닐링을 이용한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도면 참조
부호 "10"은 투명기판을, "15"는 상기 투명기판(10) 상에 형성된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막을 각각 나타낸
다.

종래의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에 따르면, 단순히 레이저를 비정질의 실리콘막(15)에 조사하여 실리콘막
을 일시적으로 용융 및 냉각시킴으로써 결정화를 수행한다.  이 때, 조사되는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에 따
라 비정질 실리콘막의 용융 정도 및 그에 따른 결정화의 상태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조사하는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 비정질 실리콘막은 표면으로 부터 더 깊은 곳까지 용융되는데, 에너지 밀도가 증가
할수록 용융되는 양이 많아지며, 소정의 임계 에너지밀도 이상에서는 비정질 실리콘막이 완전히 용융되어 
버린다. 그리고, 결정화되는 다결정실리콘의 그레인의 크기(grain size)는 조사되는 레이저의 에너지 밀
도에 비례한다(즉, 비정질 실리콘막이 많이 용융될수록 그레인 크기가 증가된다).  이는 임계 에너지 이
하의 에너지 밀도에서는 비정질 실리콘막의 위쪽(표면쪽)만이 용융되었다가 냉각되는 과정을 통해 작은 
그레인으로 결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계 에너지 밀도에 근접한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에서는 아래쪽의 
소량의 비정질 실리콘막만 남고 나머지는 거의 용융된 상태(nearly complete melting)이므로 용융되지 않
는 실리콘막이 시드(seed)로서 작용하여, 결국 큰 그레인으로 결정화된다.  다만,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
를 상기에서 언급한 임계 에너지밀도 이상으로 하여 비정질 실리콘막이 완전히 용융되면, 시드로서 작용
할 아무런 실리콘막도 남지 않으며, 불규칙한 핵형성 및 결정성장에 의거하여 결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레인의 크기가 감소되어 버린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TFT 소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결정실리콘의 결정립의 크기가 커야 하고, 
결정의 결함밀도 및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가 작아야 한다. 특히, 결정립계와 결정 결함들은 전
하운반자의 이동에 의해 산란인자로 작용하여 전계효과 이동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 때
문에 종래에는 레이저의 에너지밀도를 임계 에너지밀도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시드 역할
을 담당할 비정질 실리콘막만이 남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방법에서 큰 그레인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밀도의 구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공정수행시
의 허용 가능한 마아진 (margin)의 폭이 매우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결정화한 다결정실리콘에 있
어서 그레인이 임의로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의 결정화영역을 예컨대 TFT의 채널영역이 형성되는 
반도체패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균일한 소자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한편, LCD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소부와 구동회로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LCD 패널은, 화상을 표시하기 위한 곳으로서 박막 트랜지스터와 화소전극이 배열되어 
있는 화소부와, 상기 화소부의 주변에 위치하여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를 구동하여 상기 화소부에 화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동회로부로 구성된다.

상기한 저온 다결정실리콘 TFT-LCD에 있어서 TFT를 만들어 주는 곳은 화소부와 주변의 구동회로부의 두 
부분이다. 이 중, 화소부의 TFT는 20 ∼ 50㎠/Vs 정도의 이동도(mobility)를 만족시키면 대면적 구동에 
별 무리가 없으므로 그다지 우수한 특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때에도 비정질실리콘에 비해 이동도가 
여전히 최소 15배 이상이 된다. 막의 균일도(uniformity)의 경우에는, 항상 존재하는 누설전류 문제만 
LDD 구조나 다중 - 게이트(Multi-gate) 구조 등의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으며, 오히려 결
정화시킬 때의 에너지 밀도 창(energy density window)이 늘어나므로 균일도가 좋아질 확률이 높다.

반면, 구동회로 쪽에는 N채널 TFT와 P채널 TFT를 모두 형성하여야 하고, 이 TFT의 특성은 LCD 패널의 구
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리콘막의 결정이 단결정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며, 막의 
균일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종래에는 화소부의 TFT나 구동회로부의 TFT에 사용되는 실리콘막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의 실리콘막으로 형성함으로써, TFT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성이 중요시되
는 구동회로쪽의 TFT나 결정성보다는 균일도가 중요한 화소쪽의 TFT를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웠다. 따라
서, 보다 나은 특성의 LCD를 제조하기가 어려웠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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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결정의 균일도와 특성이 우수한 실리콘막을 형성할 수 
있는 실리콘막의 결정화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우수한 특성의 TFT-LCD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은, 기판 상에 비정질 실리콘막을 형
성하는 단계; 상기 비정질 실리콘막을 패터닝하여, 섬(island) 모양으로 이루어진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과,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의 일부와 좁은 통로로 연결되며 시드를 제공하기 위한 제2 비정
질 실리콘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은 덮고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
턴은 노출시키는 마스크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마스크층을 마스크로 하여 패터닝된 상기 비정질 실
리콘막 전면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을 단결정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TFT-LCD의 제조방법은, 화소부 및 구동회로부에 각각 박
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액정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기판 위에 비정질 실리콘
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구동회로부에 형성된 비정질 실리콘막을 패터닝하여, 섬(island) 모양으로 이
루어진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과,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의 일부와 좁은 통로로 연결되며 시
드를 제공하기 위한 제2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은 덮고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과 상기 화소부의 비정질 실리콘막은 노출시키는 마스크층을 형성하는 단
계; 패터닝된 상기 구동회로부의 비정질 실리콘막 및 화소부의 비정질 실리콘막 전면에 상기 마스크층을 
마스크로 하여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상기 제2 비정질 실리콘막을 시드로 하여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
막 패턴을 단결정화시키고 상기 화소부의 비정질 실리콘막을 결정화시키는 단계; 및 결정화된 상기 실리
콘막을 도우프시킴으로써, 화소부 및 구동회로부에 각각 박막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드레인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다.

도 3a를 참조하면, 기판(30) 상에 비정질실리콘을 증착하여 소정 두께의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막(32)을 
형성한 다음, 상기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막(32)의 전면에 금속을 증착하여 금속막(34)을 형성한다. 상기 
금속막(34)은 LCD 제조에 흔히 사용되는 금속으로서, 예를 들어 TFT의 게이트전극 물질로 사용되는 알루
미늄(Al)-네오지움(Nd)과 같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으며, 그 두께는 100 ∼ 1,000Å 
정도가 바람직하다.

도 3b를 참조하면, 통상의 사진공정을 적용하여 상기 금속막(34) 상에 감광막 패턴(36)을 형성한다. 상기 
감광막 패턴(36)은 줄무늬(stripe) 모양으로 형성되는데,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channel)이 될 부분의 
길이와 기판의 최대 가열온도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감광막 패턴(36)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채널
이 형성될 부분이 된다. 다음에, 상기 감광막 패턴(36)을 마스크로 사용하여 상기 금속막(34)을 패터닝하
여 채널이 형성될 부분의 실리콘막(32)을 노출시킨다.

도 3c를 참조하면, 감광막 패턴을 제거한 후, 금속막(34)에 의해 부분적으로 마스킹된 비정질 상태의 실
리콘막(32)에 소정 펄스의 레이저를 조사한다. 이 때, 금속막(34)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레이
저가 실리콘막에 조사되어 순간적으로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막이 완전 용융된다. 금속막(34)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조사된 레이저 빔의 95 ∼ 100％ 정도가 금속막(34)에 의해 반사되므로 실리콘막의 용융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리콘막의 완전 용융후 결정화가 일어나는데, 금속막(34)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즉 
용융되지 않은 실리콘막이 시드(seed) 역할을 하여 금속막(34)의 가장자리와 접하는 실리콘막으로부터 금
속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결정의 측면성장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종래의 단순한 레이저 어닐
링에 의한 결정화 방법과는 달리 랜덤(random)한 결정방향을 갖는 핵생성(nucleation)이 일어나지 않고, 
일정한 결정방향을 갖는 것으로서 성장(growth)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큰 다결정 상태의 실
리콘막(32a)이 형성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해 결정화된 실리콘막의 상태를 평면도로 나타낸 것이다. 비정질 상태
의 실리콘막(32)과 다결정 상태의 실리콘막(32a)이 줄무늬 모양으로 교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다결정 상
태의 실리콘막(32a)의 결정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균일함을 알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레이저 결정화 장비를 간략하게 도시한 것으로, 도면 참조번호 "40"은 레이저 
빔을 균질화하여 탑-햇(Top-Hat)  모양으로 바꾸어주는 균질기(Homogenizer)이고,  "42"는 상기 균질기를 
통과한 레이저 빔을 반사시켜 기판에 도달하게 하는 반사경(mirror)이고, "44"는 그 표면상에 비정질실리
콘 박막과 패터닝된 금속막이 차례로 적층되어 있는 기판을, 그리고 "46"은 기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키기 위한 진공 챔버(chamber)를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레이저 결정화 방법은 기존의 레이저 결정화에 주로 사용되는 스캐닝 모드
(scanning mode)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빔과 샘플(기판)이 고정되어 있는 다중 펄스(Multiple-
Pulse) 방식을 사용한다. 이 때, 레이저 빔에 노출되는 부분은 금속막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이고. 금속막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레이저 빔이 95 ∼ 100％ 반사되어 거의 조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레이저 
어닐링 후에도 금속막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실리콘막은 여전히 비정질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에 의한 레이저 결정화 방법에서는 레이저 어닐링 전의 기판의 온도가 중요한 변수중의 하
나이다. 결정의 측면성장이 충분히 일어나고 금속막 마스크가 없는 부분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 핵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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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tion)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기판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바람직하게는 기판의 온도가 500
℃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다결정실리콘 박막은 이동도(mobility)가 100㎠/Vs 정도
로서,  이  다결정실리콘  박막을  이용하면  현재  비정질실리콘  또는  고온에서  고상결정화(Solid  Phase 
Crystallization; SPC)로 얻어진 다결정실리콘으로 제작된 박막 트랜지스터들에 비해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갖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도 6a 내지 도 6c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로서, 
결정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도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기판 위에 예컨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방법을 이용하여 비정질 실리콘을 소정두께 증착한다. 다음에, 이 비정질 실리콘막을 패터닝하는데, 도 7 
내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각의 섬모양 또는 이의 변형된 형태로 패터닝한다. 다음에, 시드(seed) 
부분을 한정하기 위하여, 패터닝된 비정질 실리콘막 위에 금속막을 형성한 후 시드(seed) 부분만을 남고 
나머지 부분의 금속막은 제거되도록 패터닝한다. 다음에, 금속막 마스크가 형성된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
막에 소정 펄스의 레이저를 조사한다. 이 때, 조사되는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는 반드시 패터닝된 섬이 완
전히 녹는 조건을 선택하여야 한다. 시드(seed)가 될 부분을 한정하는 방법은 상기한 방법 외에도, 금속
막 대신에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거나, 섬의 한쪽 끝을 녹지 않도록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시드(seed)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섬모양의 비정질 실리콘막의 완전녹음(completely melting)이 일어난 후 시드(seed)로부터 결정화가 일어
나는데, 이를 도 6a 내지 도 6c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6a 및 도 6b를 참조하면, 녹지 않은 섬의 끝, 즉 시드(seed)가 되는 부분(65)에서부터 녹아있는 
전체  섬(60,  60a)쪽으로  결정화가  진행된다.  결정화의  초기에는  시드(seed)를  중심으로 경쟁적인
(competative) 수많은 "성장(growth)"이 동시에 진행된다.

다음, 도 6c를 참조하면, 섬의 모서리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성장(growth)들은 소멸되고 몇 개의 살아남은 
"성장(growth)"이 진행된다. 즉, 여러 가지 결정방향으로 성장하던 결정들이 좁은 목부분(참조부호 "A"부
분)을 지나면서 목을 통과한 결정방향으로만 "60b"부분에 성장을 완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서리를 지
나면서 단지 하나의 "성장(growth)"만이 살아남아 최종적으로 결정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섬의 중심부 
쪽에서는 하나의 "성장(growth)"만 이루어지므로 단결정 상태로 결정화가 이루어진다. 

도 7 내지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 섬모양으로 패터닝된 비정질 상태의 실리콘막의 여러 가지 
모양들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의 패턴은 패터닝하기 쉬운 모양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종적으로 실리콘이 단결정상태로 결정화
될 확률이 다소 낮다. 그러나, 패턴의 크기와 시드(seed)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패턴의 중심부 쪽에
서는 좋은 결정을 얻을 수 있다.

도 8과 도 9의 패턴들은 결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성장(competative growth)"에 의한 그레
인의 선택(selection)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한 결정방향을 갖는 단결정 상태의 결정이 생성될 확률이 
매우 높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실리콘막의 결정화방법에 의하면 "랜덤한 핵생성"을 억제
하고 "경쟁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단결정 수준의 특성이 우수한 실리콘막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TFT-LCD의 제조공정에 적용하면 TFT-LCD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결정성보다는 결정의 균일도가 중요한 화소부의 TFT는 기존의 결정화방법을 사용한 
실리콘막으로 형성하고, 우수한 특성의 다결정 실리콘막을 요구하는 구동회로부의 TFT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결정화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화한 실리콘막으로 형성한다. 즉, 기존의 다결정실리콘 TFT-LCD 제
조공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TFT의 채널로 사용되는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에서 화소부는 기존의 결정
화공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에, 구동회로부에서는 기판 상에 비정질 실리콘막을 증착 → 섬모양으로 패터닝 → 시드(seed)가 될 
부분  한정  →  레이저를  조사하여  결정화로  이어지는  공정을  사용하여  단결정  수준의  실리콘막을 
형성한다. 기존에는 실리콘막을 결정화한 후에 패터닝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패터닝한 후에 결정화를 
진행하는 과정이 다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결정화방법을 이용하여 형성된 실리콘막을 TFT의 채널로 이용하는 예를 
나타낸 것으로, 시드(seed) 부분에서는 몇 개의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결정의 크기가 작지만, 실제 TFT의 
채널이 되는 부분에서는 하나의 성장만이 이루어지므로 결정의 상태가 단결정 수준이 된다.

상기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결정화 방법에서, 패터닝된 섬의 크기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커질 
경우 경쟁적인 성장보다는 랜덤한 핵생성이 일어나 결정의 크기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결정 
수준의 결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패터닝된 섬의 크기가 저온에서 랜덤(random)한 핵생성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작아야 하는데, 패턴의 한쪽 길이가 5㎛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방법을 TFT-LCD에 적용할 경우 TFT의 채널을 커버(cover)할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한다. 

실제 TFT에 있어서 채널의 폭(width)보다는 길이(length)가 더 중요한데, 노말(normal)하게는 길이는 약 
7㎛이고 폭은 20㎛ 정도까지 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이용하여 얻어진 실리콘막은 단결정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의 결정성을 가졌음을 고려할 때 실제 채널은 이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하면 채널의 길이는 문제가 없지만 폭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다중채널(multi-channel)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도 11은 다중채널 방식을 이용하여 TFT를 형성한 예를 나타낸 것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전체적인 면적
은 다소 늘어나지만 채널을 이루는 실리콘막 패턴들의 결정상태가 단결정 수준임을 고려하면 TFT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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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단히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적 사상내
에서 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한 실리콘막의 결정화방법에 따르면, 비정질 실리콘막 위에 금속막과 같이 레이저 빔
을 반사시킬 수 있는 막질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형성한 다음 레이저를 조사하여 결정화시킨다. 이렇게 하
면, 금속막 마스크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레이저 빔이 반사되어 결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스크
가 없는 부분에서만 레이저가 조사되어 결정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정성이 좋고 결정구조가 균일한 
양질의 다결정실리콘 박막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다결정실리콘막은 이동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우수한 특성을 갖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반사막 패턴을 형성하기 전에 비정질 실리콘막을 섬모양으로 패터닝하고 상기 반사막 패턴을 
이용하여 시드(seed) 부분을 한정한 후 결정화를 진행하면, 랜덤한 핵생성을 억제하고 경쟁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큰 단결정 수준의 실리콘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방법을 TFT-LCD의 구동회로
부에 적용하면, 우수한 TFT특성이 요구되는 구동회로부의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특성이 우수한 
TFT-LCD를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 비정질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정질 실리콘막을 패터닝하여, 섬(island) 모양으로 이루어진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과,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의 일부와 좁은 통로로 연결되며 시드를 제공하기 위한 제2 비정질 실리콘막 패
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은 덮고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은 노출시키는 마스크층을 형성하
는 단계; 및

상기 마스크층을 마스크로 하여 패터닝된 상기 비정질 실리콘막 전면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을 단결정화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막의 결정화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층은,

금속, 포토레지스트 및 실리콘막 중의 어느 하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막의 결정화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 실리콘막을 패터닝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의 한쪽의 길이가 5㎛ 이하가 되도록 패터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
콘막의 결정화방법.

청구항 4 

화소부 및 구동회로부에 각각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액정표시소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기판 위에 비정질 실리콘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구동회로부에 형성된 비정질 실리콘막을 패터닝하여, 섬(island) 모양으로 이루어진 제1 비정질 실
리콘막 패턴과,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의 일부와 좁은 통로로 연결되며 시드를 제공하기 위한 제
2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은 덮고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과 상기 화소부의 비정질 실리콘막
은 노출시키는 마스크층을 형성하는 단계;

패터닝된 상기 구동회로부의 비정질 실리콘막 및 화소부의 비정질 실리콘막 전면에 상기 마스크층을 마스
크로 하여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상기 제2 비정질 실리콘막을 시드로 하여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
턴을 단결정화시키고 상기 화소부의 비정질 실리콘막을 결정화시키는 단계; 및

결정화된 상기 실리콘막을 도우프시킴으로써, 화소부 및 구동회로부에 각각 박막 트랜지스터의 소오스/ 
드레인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층은,

금속, 포토레지스트 및 실리콘막 중의 어느 하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회로부의 비정질 실리콘막을 패터닝하는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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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 패턴의 한쪽의 길이가 5㎛ 이하가 되도록 패터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는 적어도 상기 제1 비정질 실리콘막이 완전히 녹일수 있는 크기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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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a

10-6

1019970052638



    도면3b

    도면3c

    도면4

    도면5

10-7

1019970052638



    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7

10-8

1019970052638



    도면8

    도면9

    도면10

10-9

1019970052638



    도면11

10-10

1019970052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