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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p-Si TFT LCD의 p-Si를 형성하는 레이저 어닐에 있어서 조사 영역의 강도의 불균일함에 기인한 트랜지스터 특성의 악

화를 방지한다.

  에지 라인이 피처리 기판의 수직 혹은 수평 방향에 대해서 45 °의 방향(S1, S2)으로 되도록 라인 빔을 조사하는 것으로

라인 빔의 강도의 어긋남에 의해 그레인 크기가 충분히 크게 되지 않은 선형(線狀)의 결정화 불량 영역(R')이 소스 · 드레인

(S, D)을 연결하는 캐리어 이동 경로를 45 °의 각도로 통과하게 된다. 결정화 불량 영역(R')이 소스 · 드레인의 콘택트(CT)

사이를 완전하게 분단하는 일이 없게 되고, 결정화 불량 영역(R')을 통과하는 일 없는 콘택트(CT) 사이를 연결하는 전하

이동 경로(CP)가 확보되어, ON 전류의 감소가 방지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관한 피처리 기판과 라인 빔의 피조사 영역의 위치 관계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실시 형태에 관한 TFT 채널 영역과 결정화 불량 영역의 위치 관계를 도시하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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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TFT의 단면도.

  도 4는 레이저 광 조사 장치의 구성도.

  도 5는 레이저 광 조사 장치의 광학계의 구성도.

  도 6은 레이저 광 조사 장치의 광학계의 구성도.

  도 7은 종래의 피처리 장치 기판과 라인 빔의 피조사 영역의 위치 관계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8은 TFT의 평면도.

  도 9는 조사 레이저 광의 강도 분포도.

  도 10은 레이저 에너지와 그레인 크기의 관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피처리 기판

  2 : 화소부

  3 : 게이트 드라이버

  4 : 드레인 드라이버

  5 :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10 : 기판

  11 : p-Si

  12 : 게이트 절연막

  13 : 게이트 전극

  17 : 드레인 전극

  18 : 소스 전극

  CH : 채널 영역

  D : 드레인 영역

  S : 소스 영역

  CT : 콘택트부

  C : 라인 빔의 에지 라인

  R' : 결정화 불량 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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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장치, 특히 액정 표시 장치(LCD : liquid crystal display)에 있어서 박막 트랜지스터(TFT : thin film

transistor)를 표시부 및 주변부에 형성한 주변 구동 회로 일체형 LCD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LCD는 소형, 박형, 저소비 전력 등의 이점 때문에, OA 기기, AV 기기 등의 분야에서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각 화소에 화상 정보의 재기입 타이밍을 제어하는 스위칭 소자로서 TFT를 배치한 액티브 매트릭스형은, 대화면, 소정밀의

동화(動畵) 표시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각종 텔레비전, 퍼스널 컴퓨터 등의 디스플레이에 이용되고 있다.

  TFT는, 절연성의 기판상에 금속층과 함께 반도체를 소정의 형상으로 형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전계 효과형 트랜지스터

(FET : field effect transistor)이다. 액티브 매트릭스형 LCD에 있어서는, TFT는 액정을 사이에 둔 한 쌍의 기판 사이에

형성되었고, 액정을 구동하기 위해 각 캐패시턴스의 한쪽 전극에 접속되어 있다.

  특히, 반도체층으로서 이제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던 비정질 실리콘(a-Si) 대신에 다결정 실리콘(p-Si)을 이용한 LCD가

개발되고, p-Si의 결정 입자의 형성 혹은 성장을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어닐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p-Si는 a-Si에

비해 이동도가 높아 TFT가 소형화되어 고개구율 및 고정밀화가 실현된다. 또한, 게이트 셀프얼라인 구조에 의한 미세화,

기생 용량의 축소에 따른 고속화가 달성되기 때문에, n-ch TFT와 p-ch TFT의 전기적 상보 결선 구조 즉, CMOS를 형성

함으로써 고속 구동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동 회로부를 동일 기판상에 표시 화소부와 일체 형성함으로써 구

조 비용의 삭감, LCD 모듈의 소형화가 실현된다.

  절연성 기판상으로의 p-Si의 성막 방법으로서는, 저온으로 생성한 a-Si를 어닐함에 따른 재결정화 혹은 고온 상태에서

의 고상 성장법 등이 있지만, 어느 경우도 900℃ 이상의 온도에서의 처리였다. 이 때문에, 내열성인 점에서, 절연성 기판으

로서 염가인 무알칼리 유리 기판을 사용할 수 없고, 고가인 석영 유리 기판이 필요하게 되어 비용이 들었다. 이에 대해, 레

이저 어닐을 이용해 600℃ 이하의 비교적 저온에서의 실리콘 다결정화 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절연성 기판으로서 무알칼

리 유리 기판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이와 같은 TFT 기판 제조의 전 공정에 있어서 처리 온도

를 600℃ 이하로 한 공정을 저온 공정이라 부르고, 저비용의 LCD의 양산에는 필수의 공정이다.

  도 4는, 이와 같은 레이저 어닐을 행하기 위한 레이저 광 조사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개념도이다. 도면중, 참조 번호 51

는 레이저 발진원이고, 참조 번호 52, 61은 미러, 참조 번호 53, 54, 55, 56은 실린더리컬 렌즈이고, 참조 부호 57, 58, 59,

62, 63은 집광 렌즈이며, 참조 번호 60은 라인폭 방향의 슬릿이고, 참조 부호 64는 표면에 a-Si가 형성된 피처리 기판(70)

을 지지하는 스테이지이다. 또한, 참조 부호 65는 라인 길이 방향의 슬릿으로서, 스테이지(64)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광은, 예를 들어 엑시머 레이저이고, 레이저 발진원(51)으로부터 조사된 레이저 광은 실린더리컬 렌즈(53, 55 및

54, 56)로 이루어지는 2조의 콘덴서 렌즈에 의해 각각 상하좌우 방향에 대해 강도의 출력 분포가 플랫인 평행광으로 변형

된다. 이 평행광은,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렌즈(58, 59, 62, 63)에 의해 한쪽 방향으로 수속됨과 동시에, 도 6에 도시

하는 바와 같이 렌즈(57)에 의해 다른 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띠형의 라인 모양으로 되고, 피처리 기판(70)에 조사된다. 또

한, 슬릿(60, 65)은, 각각 라인 폭 및 라인 길이 방향의 경계부를 규정하여 피조사 영역의 형상을 명료하게 하고, 유효 조사

영역의 강도를 일정하게 하고 있다. 피처리 기판(70)을 탑재한 스테이지(64)는 (X, Y) 방향으로 가동하고, 조사 라인 빔이

그 라인 폭 방향으로 조사되어 대면적 처리에 의한 높은 스루풋에서의 레이저 어닐이 실현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도 7은 도 4의 장치에 의해 실현되는 에너지 레이저 어닐(ELA)에 있어서, 피처리 기판(70)과, 엑시머 레이저의 조사 및

주사 방향의 관계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피처리 기판(1)은, 보통의 무알칼리 유리 기판으로, 그 표면에는 a-Si가 형성되

어 있다. 기판(1)는 표시 화소가 매트릭스형으로 배치 형성되는 화소부(2)와, 화소부(2) 주변에 배치 형성되는 게이트 드라

이버(3) 및 드레인 드라이버(4)로 이루어지는 LCD를 구성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5)을 6매 포함하는 마더(mother) 유

리 기판이다. 화소부(2)에서는, 액정을 구동하는 화소 캐패시터의 한쪽 전극인 표시 전극이 매트릭스형으로 배치 형성되

고, 이들에 각각 TFT가 접속 형성되게 된다. 게이트 드라이버(3)는 주로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루어지고, 드레인 드라이버

(4)는 주로 시프트 레지스터 및 샘플 · 홀드 회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드라이버(3, 4)는 CMOS 등의 TFT 어레이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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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판(1)에 대해 a-Si를 다결정화하여 p-Si으로 하기 위해 ELA가 실시된다. ELA는 도 4에 도시되는 광학계에 의해

실현되는 라인 빔의 조사 및 그 주사이고, 그 피조사 영역의 에지 라인을 도 7의 파선(C)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은 각 레이

저 펄스를 소정량 벗어나 있음으로써 주사가 행하여진다. 그렇지만, 이 ELA에 의해 형성된 p-Si막에는, 그레인 크기가 충

분히 크게 되지 않은 등, 결정성이 나쁜 선상(線狀) 영역이 라인 길이 방향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 때, 기판(1)상에 형

성되어 있는 TFT는, 그 채널 길이 방향 및 채널 폭 방향은 기판(1)의 수직 방향(V) 혹은 수평 방향(H)의 어느 하나에 일치

하고 있다.

  기판(1)상에 형성된 TFT는,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섬 모양으로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p-Si(11)의 채널 영역(CH)상

에 게이트 절연막을 사이에 두고 게이트 전극(13)이 배치되어 이루어져 있다. 채널 영역(CH)의 양측은, p-Si중에 불순물

이 저농도 및 고농도로 도핑된 LD 영역(LD), 한편 그 외측은 소스 및 드레인 영역(S, D)으로 되어 있다. 상술의 라인 길이

방향으로 선형으로 연장하는 결정화 불량 영역은, TFT의 섬 모양으로 형성되었을 때 채널 길이 방향(L) 또는 채널 폭 방향

(W)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은 결정화 불량 영역이 채널 폭 방향(W)에 위치했을 경우, 도 8의 R로 도시하는 바와

같이 소스 · 드레인(S, D) 사이를 연결하는 캐리어의 이동 경로를 완전히 종단하는 바와 같이 남을 확률이 높게 된다. 결정

화 불량 영역(R)은 고저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스 · 드레인(S, D)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면, ON 전류를 저하시키고, 화

소부에 있어서는 콘트라스트비의 저하, 구동 회로부에 있어서는 오동작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도 9에, 이 라인 빔의 위치에 대한 조사 광 강도 분포를 도시한다. 슬릿(60)에 라인 폭(a)이 규정되고, 대체로 세밀한 경계

를 갖는 플랫인 성질로 되어 있지만, 도면의 A 및 B로서 도시한 바와 같은, 강도가 극단적으로 오르거나 낮거나 한 부분이

있고, 플랫인 형상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이 생기고 있다. B는 슬릿(60)의 경계부에서, 파장이 짧은 레이저 광이 회절함으

로써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는 주로 광학계를 구성하는 렌즈(53, 54, 55, 56, 58, 59, 62, 63)에 부착한

이물질 등에 의해 차광, 회절, 간섭 등이 일어나 광강도의 얼룩이 생기고, 이것이 다시 라인 폭 방향으로 집광됨과 동시에,

라인 길이 방향으로 이어져 생긴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와 같이, 광의 얼룩을 생기게 하는 이물질은, 예를 들어 클린룸 내

에 조금 존재해도 광학 특성을 영향을 미치고, 강도 분포의 플랫한 성질을 잃는 원인으로 된다.

  도 10에, a-Si를 ELA에 의해 결정화하여 p-Si로 할 때의 레이저 에너지와 그레인 크기와의 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도면

에서, 최적인 에너지(E0)를 정점으로 하여 이보다도 에너지가 작아도 또한 커도 그레인 크기가 작게 되는 것을 알았다. 적

어도, 그레인 크기를 r 이상으로 한 경우 에너지는 Ed에서 Eu 사이의 범위내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에너지(E0)의 시, 도

9에 있어서 광강도는 I0 또는 에너지(Ed 및 Eu)일 때의 광강도는 각각 Id 및 Iu로 된다. 따라서, A 혹은 B에서 도시되는 바

와 같은, 각각 광강도가 Iu보다도 높은 부분 혹은 Id보다도 낮은 부분에서는, 그레인 크기는 충분히 크게 되지 않아 예정의

값(r)이 얻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 4에 도시하는 레이저 광 조사 장치에 있어서, 라인 폭이 5∼10mm, 라인 길이가 80∼150mm의 라인 빔이

얻어지고, 이 라인 빔을 피처리 기판(70)상에서, 라인 폭 방향으로의 주사를 복수회 행함으로써 전체에 고르게 레이저 광

이 조사되어 대면적을 처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도 9의 A 혹은 B에 상당하는 영역은, 라인 길이 방향을 따라 선상으로 연

장하는 결정화 불량 영역으로 되어 기판(1)상에 다리 모양으로 생기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기판상에 형성된 다결정 반도체 막의 섬 모양 층과, 상기 다결정 반

도체막의 섬 모양 층 중의 채널 영역에 절연막을 통해 중첩 배치된 게이트 전극과, 상기 다결정 반도체막의 섬 모양 층 중

의 채널 영역을 사이에 두도록 위치하는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에 각각 접속된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갖고, 상기

다결정 반도체막은 기판상에 형성된 비결정 반도체막에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다결정화하여 얻어지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빔은 피조사 영역의 에지 라인이 상기 채널 영역의 채널 길이 방향 혹은 채널 폭 방향의

어느 쪽으로도 비직각을 이루도록 조사되는 구성이다.

  이로써, 조사 레이저 빔의 강도의 불균일에 의해, 결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선형 영역이 전하 이동 경로를 종단

하는 일이 없게 되고, 고저항의 개재에 의한 ON 전류의 감소가 방지된다.

  상기 레이저 빔은 발진기로부터 조사되는 레이저 광을 복수의 렌즈를 조합시켜 이루어지는 광학계에 의해 피조사 영역을

띠 모양의 라인형으로 정형하여 목적물로 조사하는 라인 빔인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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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빔의 주사에 의해 실현된 높은 스루풋의 레이저 어닐에 있어서 라인 빔의 강도 분포의 불균일한 부분에 의해 생기는

선형의 결정화 불량 영역이 채널 영역을 종단하는 바와 같이 위치하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전하 이동 경로에 고저항이

개재되는 일이 없어, 해당 반도체 소자의 ON 전류가 감소하는 것이 방지된다.

  상기 라인 빔의 라인 길이 방향은, 상기 채널 길이 방향 혹은 채널 폭 방향과 45 °의 각도를 이루는 구성이다.

  이로써, 라인 빔 강도의 불균일에 의해 생기는 선형의 결정화 불량 영역이 전하 이동 경로에 대해 항상 45 °의 각도로 위

치하게 되어 섬 모양의 다결정 반도체층을 종단하는 일이 없게 되고, 결정화 불량 영역이 전하 이동 경로를 완전하게 분단

하여 저항이 증대하고 있던 것이 방지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로, ELA에서의 피처리 기판과, 라인 빔의 조사 및 주사 방향의 관계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피처리 기판(1)은 보통의 무알칼리 유리 기판이고, 그 표면에는 a-Si가 형성되어 있다. 기판(1)은, 표시 화소가 매트릭스형

으로 배치 형성되는 화소부(2)와, 화소부(2) 주변에 배치 형성되는 게이트 드라이버(3) 및 드레인 드라이버(4)로 이루어지

는 LCD를 구성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5)을 6매 포함한 마더 글라스 기판이다. 화소부(2)에서는, 액정을 구동하는 화

소 캐패시터의 한쪽의 전극인 표시 전극이 매트릭스형으로 배치되고, 이들에 각각 TFT가 접속 형성되게 된다. 게이트 드

라이버(3)는 주로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루어지고, 드레인 드라이버(4)는 주로 시프트 레지스터 및 샘플 · 홀드 회로로 이루

어져 있다. 이들 드라이버는 CMOS 등의 TFT의 어레이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이 기판(1)에 대해, a-Si를 다결정화하여 p-Si로 하기 위해 ELA가 실시된다. ELA는 도 4에 도시되는 광학계에 의해 실

현되는 라인 빔의 조사 및 그 주사이다. 피조사 영역은 그 에지 라인을 파선(C')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판의 수직 방향

(V) 혹은 수평 방향(H)의 어디에도 45 °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SI) 혹은 이에 직각인 (S2)에 이어지는 띠 형상의 라인 모양

이다. 이 라인 빔은 각 조사 펄스를 소정량의 오버랩을 가져 어긋나게 있는 것으로 화살표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주사된다.

  이들 방향(S1, S2)을 따라 라인 빔을 조사했을 때, 도 9에 도시된 광강도가 크게 변화한 부분(A, B)이 통과하여 그레인

사이즈가 충분히 크게 되도록 된 결정화 불량 영역(R')은 기판(1)상의 기울기 45 °의 방향으로 생기게 된다.

  한편, 기판(1)상에 형성되는 각 TFT는 도 2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섬 모양으로 형성된 p-Si(11)중에 논도핑의 채널 영역

(CH), 라이트 도핑된 LD 영역(LD) 및 헤비 도핑된 소스 · 드레인 영역(S, D)이 형성되고, 채널 영역(CH)상에는 게이트 절

연막을 끼워 게이트 전극(13)이 배치된다.

  또한, 도 3은 TFT가 완성되었을 때의 단면도이다. 피처리 기판인 무알칼리 유리의 기판(10)상에 p-Si(11)가 섬 모양으

로 형성되고, 논도핑의 채널 영역(CH), 채널 영역(CH)의 양측에 LD 영역(LD), 한편 그 외측에는 소스 및 드레인 영역(S,

D)이 형성되어 있다. p-Si(11)상에는, 게이트 절연막(12)이 피복되고, 채널 영역(CH)에 대응하는 영역에는 도핑 p-

Si(l3p) 및 텅스텐 실리사이드(13s)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이트 전극(13)이 형성되어 있다. 이 게이트 전극(13)상에는,

CMOS 구조에서의 다른쪽 도전형의 이온 주입시의 카운터 도핑을 막기 위한 주입 스토퍼(14), 게이트 전극(13) 측벽에는,

p-Si(11)에 주입된 불순물이 어닐에 의해 횡방향으로 확산했을 때, 게이트 전극(13)의 경계를 넘어 LD 영역(LD)이 확대

되지 않도록 미리 마진을 두기 위한 측벽(15)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을 덮는 전면에는, 제1 층간 절연막(16)이 형성되고,

제1 층간 절연막(16)상에는 저저항 메탈로 이루어지는 드레인 전극(17) 및 소스 전극(18)이 형성되며, 각각 게이트 절연막

(12) 및 층간 절연막(16)중에 형성된 콘택트 홀(CT)을 통해 드레인 영역(D) 및 소스 영역(S)에 접속되어 있다. 한편, 이들

을 덮는 전면에는, 평탄화 작용이 있는 제2 층간 절연막(19)이 형성되어 있다. 화소부에서는, 제2 층간 절연막(19)상에는,

액정 구동용 표시 전극이 형성되고, 소스 전극(18)상에 개구된 콘택트 홀을 통해 소스 전극(18)에 접속된다. 드레인 및 소

스 영역(S, D)과, 드레인 전극(17) 및 소스 전극(18)의 콘택트는 도 2에 있어서 점선으로 둘러싸인 콘택트홀(CT)에서 행하

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TFT는, 기판(1, 5)에 있어서, 그 채널 길이(L) 방향 혹은 채널 폭(W) 방향이 수직 방향(V) 혹은 평행 방향(H)

으로 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라인 빔의 피조사 영역의 에지 라인(C') 방향(S1, S2)을 설

정하는 것으로, 도 2에 있어서 피조사 영역의 에지 라인 혹은 이에 라인 길이 방향으로 늘리는 결정화 불량 영역(R')은

TFT의 채널 길이(L) 방향 혹은 채널 폭(W) 방향에 대해서 어느 것도 45 °의 각도를 이루어 위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라

인 빔의 강도가 크게 변화하여 생기는 결정화 불량 영역(R')은 채널(CH) 및 LCD 영역(LD)을 끼워 소스 · 드레인 영역(S,

D)을 연결하는 캐리어 이동 경로를 45 °의 각도를 주어 기울어 통과하게 된다. 이로써, 종래의 도 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결정화 불량 영역(R)이 캐리어 이동 경로를 완전히 종단하도록 생기는 일이 없게 되고,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결정화

불량 영역(R')은, TFT의 채널 길이(L) 방향 혹은 채널 폭(W) 방향에 대해서 어느 것도 45 °의 각도로 기울어 위치하게 된

다. 이 때문에, 결정화 불량 영역(R')이 채널 영역(CH) 및 LD 영역(LD)을 끼워 소스 · 드레인 영역(S, D) 사이를 연결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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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이동 경로를 완전하게 분단하는 일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도 8에 있어서, 소스 영역(S) 혹은 LD 영역(LD)에 있어

서, 소스 및 드레인(S, D)의 콘택트부(CT) 사이를 완전히 분단하고 있던 결정화 불량 영역(R)은 일부, 도 2에 도시하는 바

와 같이 콘택트부(CT)로 침입한다. 이 때문에, 고저항의 결정화 불량 영역(R')을 통과하지 않는 소스 · 드레인 사이 캐리어

이동 경로(CP)가 확보되기 때문에 ON 전류의 감소가 억제된다.

  특히, 주변 구동 회로에 있어서는, 채널 길이 5∼10㎛에 대해서, 채널 폭이 100∼500㎛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에지 라인

(C)의 방향을, 채널 길이(L ; 채널 폭(W)) 방향에 대해 45 °의 각도로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화 불량 영역(R')은 반드시 드레

인 및 소스의 콘택트 영역(CT)을 건너게 되기 때문에, 고저항의 결정화 불량 영역(R')을 통과하지 않고 소스 및 드레인(S,

D)의 콘택트 홀(CT) 사이를 연결하는 캐리어 이동 경로(CP)가 확보되기 때문에 ON 전류의 감소가 방지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해지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절연성 기판상에 형성된 비정질 반도체층을 레이저 어닐에 의

해 재결정화하여 얻어지는 다결정 반도체층을 이용한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레이저 광의 피조사 영역의 에지

라인이 피처리 기판의 수직 방향 혹은 수평 방향에 대해 비직각, 특히 45 °로 되도록 함으로써, 에지 라인에 평행하게 생기

는 선형의 결정화 불량 영역이 반도체 소자에 이용되는 섬 모양 영역의 채널 길이 혹은 채널 폭 방향에 대해서 기울기 방향

을 갖고 위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소스 · 드레인 사이를 연결하는 전하 이동 경로중, 결정화 불량 영역을 통과하지 않는 경

로가 확보되고, 이 경로가 고저항을 개재하지 않고 소스 · 드레인 사이를 연결하기 때문에 소스 · 드레인 사이에 저항의 증

대가 억제되어, 화소부에서의 콘트라스트비의 저하나 주변 구동 회로부에서의 오동작 등의 문제가 방지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 형성된 다결정 반도체막의 섬 모양(island type)층과;

  상기 다결정 반도체막의 섬 모양 층 중의 채널 영역에 절연막을 사이에 두고 중첩 배치된 게이트 전극; 및

  상기 다결정 반도체막의 섬 모양층 중의 채널 영역을 사이에 두도록 위치하는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에 각각 접속된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갖고, 상기 다결정 반도체막은 기판 상에 형성된 비정질 반도체막에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

써 다결정화하여 얻어지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빔은, 피조사 영역의 에지 라인이 상기 채널 영역의 채널 길이 방향 혹은 채널 폭 방향의 어느 쪽으로도 비직

각을 이룸과 함께, 상기 레이저 빔의 주사 방향과도 비직각을 이루도록 조사되며,

  상기 레이저 빔의 조작 방향이 상기 기판의 수직 또는 수평 중 어느 변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빔은 발진원으로부터 조사된 레이저 광을 복수의 렌즈를 조합시켜 이루어지는 광학계에 의

해 피조사 영역을 띠형의 라인 모양으로 정형(整形)하여 목표물에 조사하는 라인 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 빔의 라인 길이 방향은 상기 채널 길이 방향 혹은 채널 폭 방향과 45° 의 각도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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