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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도체 박막을 레이저 광으로 조사하는 어닐링 처리에서, 레이저 조사가 레이저 장치를 가장 안정되게 동작하도록 하는 
출력 에너지 범위 보다 낮은 에너지 레벨로 실행되는 경우에, 레이저 출력은 상기 출력 에너지 범위내의 임의의 지점에 
고정되고, 조사 에너지는 레이저 조사 광 경로에 광 감쇄 필터를 삽입하거나 또는 레이저 조사 광 경로로부터 광 감쇄 
필터를 제거함으로써 변화된다. 결과적으로, 레이저 처리에 요구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레이저 조사, 광 감쇄 필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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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레이저 조사(illumination) 장치의 개념도.

도 2 는 레이저 광을 정형(reshaping)하는 광학 장치의 일반적인 구성도.

도 3 은 필터를 삽입 및 제거하기 위한 메카니즘의 일반적인 구성도.

도 4 는 시스템화된 레이저 처리장치의 평면도.

도 5는 시스템화된 레이저 처리장치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베이스

7,8 : 전반사 미러

31 내지 34 : 광 감쇄 필터

40 내지 43 : 챔버

55 : 레이저 조사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레이저 광 조사(laser light illumination)를 사용해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적은 변화 및 높은 수율(yield)
을 제공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서 사용가능한 레이저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일부 또는 전부가 비정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재료, 또는 실질적으로 진성(眞性)의 다결정 반도체 재료, 또는 이
온 방사, 이온 주입, 이온 도핑 등에 의해 손상을 입고 결정성이 현저하게 손상된 반도체 재료에 대해서 레이저 광을 조
사함에 의해서, 그 반도체 재료의 결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결정성을 회복시키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광범위한 연구가 반도체 제조 과정의 온도를 낮추어 왔다.

그러한 것은 디바이스의 소형화 및 다층화뿐만 아니라 매우 열저항적이지 않은 유리 기판과 같은 절연 기판 상에 반도
체 디바이스를 형성할 필요성 때문이다.

반도체 처리공정에서, 반도체 재료 또는 비정질 반도체 재료에 포함된 비정질 성분을 결정화하고, 반도체 재료로 하여
금 이온 방사 때문에 저하된 결정성을 복원시키거나, 결정 반도체 재료의 결정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때때로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열 어닐링(thermal annealing)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실리콘이 반도체 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 
비정질 재료의 결정화와, 결정성의 복원 및 개선 등이 600 내지 1,100℃에서 0.1 내지 48시간 또는 그 이상을 어닐링
함으로써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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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 어닐링은 짧은 주기로 수행될 수 있고 더욱 효과적으로 된다. 500℃ 이하의 온
도에서, 열 어닐링은 거의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처리 온도를 낮춘다는 관점에서, 열 어닐링을 포함하는 종래의 제조 
단계를 어떤 수단을 사용한 단계로 대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이저 광 조사를 사용하는 어닐링 기술이 열 어닐링을 대치하기 위해 궁극적인 저온 처리로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
것은 레이저 광이 열 어닐링 에너지와 등가인 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부분에만 인가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모든 
기판을 고온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광 조사에는 2 가지 방법이 있다. 제1 방법으로는, 아르곤 이온 레이저와 같은 CW 레이저가 스포
트형 빔을 반도체 재료에 인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용해된 후, 반도체 재료는 점진적으로 고체화되고, 그에 따라 빔의 
불균일한 에너지 프로파일 및 빔의 이동에 기인하여 결정화된다.

제2 방법으로는, 엑시머 레이저와 같은 펄스 레이저가 고 에너지 레이저 펄스를 반도체 재료에 인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도체 재료는 순간적으로 용해된 후 고체화함으로써 결정화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제1 방법의 문제는 처리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CW 레이저(최대 출력 에너지가 높지 않음)가 최대 
수 밀리미터 범위의 빔 스포트 직경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레이저의 최대 출력 에너지가 매우 높은 
제2 방법은 수 평방 센티미터(일반적으로, 빔 패턴은 정방형이거나 직사각형임) 이상의 큰 스포트를 발생시킬 수 있어 
높은 대량 생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통의 정방형 또는 직사각형 빔이 단일의 큰 영역 기판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4 개의 모든 방향으
로 이동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것은 빔을 선형의 형태로 변형시키고, 빔의 길이 방향의 치수를 처리되는 기판 폭 보다 더 길게 하여, 그러한 빔
으로 기판을 주사함으로써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며, 개선될 문제로서 남아있는 것은 레이저 조사 효과의 불균일성이다.

펄스 레이저는 출력 에너지가 펄스들간에 어느 정도 변화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출력 에너지 변화의 정도는 출력 에
너지 레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안정된 레이저 발진이 확립되기 어려운 에너지 범위에서 조사가 실행될 경우, 전
체의 기판 표면에 걸쳐 균일한 에너지로 레이저 처리를 실행하는 것이 특히 어렵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불균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상기 설명된 불균일성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강한 펄스 레이저 광으로 조사(illumination)하기 이전에, 강한 펄스 레이저 광 보다 약한 펄스 레이저 광으로 예비적
인 조사(preliminary illumination)를 실행함으로써 균일성이 개선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기판에 대하여 예비
적인 조사(preliminary illumination)와 본래의 조사(main illumination)의 주사 방향을 서로간에 대략 수직으로 함
으로써, 2 번의 조사 동작의 불균일 특성이 서로 간에 상쇄되기 때문에, 기판 표면의 불균일성이 개선된다는 것이 공지
되어 있다.
    

동일한 기판이 다른 에너지 레벨의 빔으로 조사되는 상기 방법에서, 출력 에너지는 각각의 제2 및 이어지는 조사 동작 
전에 변화될 필요가 있다. 레이저 출력이 변화된 후 펄스 레이저 출력은 잠시동안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레이저 출력
이 안정될 때까지 조사는 대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복수회의 레이저 조사가 기판 표면의 불균일성을 개선시키는 장점
을 갖는 반면에, 처리시간을 크게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문제를 해결한다.

    
레이저 결정화에 있어서, 레이저 에너지의 크기는 생산된 반도체 디바이스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레이저 
결정화 과정에서, 레이저 에너지의 최적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펄스 레이저 광의 출력 에너지 
안정도는 레이저 출력 에너지가 너무 낮게될 때 크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원하는 에너지 레벨이 레이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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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불안정하게 되는 범위에 위치되면, 레이저 조사 표면의 불균일성이 매우 악화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이 상기 문
제를 해결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설명된 문제는 광 감쇄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해결된다. 특히, 레이저는 레이저가 가능한한 안정되
게 동작할 수 있는 출력 에너지를 발생하도록 하고, 적어도 하나의 광 감쇄 필터를 사용하여 최적의 레벨로 조정된 레이
저 출력 에너지로 레이저 조사를 실행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저 에너지에서실행되는 예비적인 조사에서 특히 효과적이
다. 광 감쇄 필터의 사용 없이도 최적의 에너지가 안정되게 생성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한 필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본 발명은 동일한 기판에 복수회의 레이저 조사가 실행되고 레이저 에너지가 모든 조사 동작(예컨대, 2 번의 조사 동작
(예비적 조사 및 본 조사)이 실행되는 상기 설명된 방법)마다 변화되는 방법에서 실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종래의 
방법에서는, 예비적 조사 및 본 조사 동작이 다른 에너지 레벨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저 출력은 변화될 필요
성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레이저 출력을 불안정하게 하며, 레이저 출력을 안정하게 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제2 및 이어지는 조사 동작은 레이저 출력이 안정될 때까지 대기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은 상
기 대기 시간을 제거할 수 있다. 광 에너지를 광 감쇄 필터만을 사용해서 변화시킴으로써, 즉 레이저 출력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복수의 레이저 조사 동작이 안정된 레이저 출력을 유지하면서 실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레이저 출력을 안정시
키기 위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복수의 레이저 조사 동작을 실행하는 상기 방법은 레이저 빔을 기판에 대해서 왕복시켜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즉, 레이저 조사에 요구되는 시간이 더 절약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광 감쇄 필터가 사용되는데, 광 감쇄 필
터는 레이저 빔 조사의 개시 또는 복귀 동작의 완료시 빠르게 레이저 광 경로에 삽입되거나 레이저 광 경로로부터 제거
된다.

상기 설명된 구성의 장점은 레이저 및 광 감쇄 필터의 단순한 결합에 의한 에너지 조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조사가 펄스 레이저에 의해 안정되게 얻어질 수 있는 최소 에너지 레벨 보다 낮은 임의의 에너지 레벨에서 안정되게 실
행되는 것과, 레이저 조사가 복수의 레이저 조사를 다른 에너지 레벨에서 실행하는 상기 설명된 방법에서 레이저 출력
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시예 1

비정질 또는 결정 실리콘 또는 실리콘 합성막의 표면의 균일성이 그 표면에 레이저 광을 인가하여 그 막의 결정성을 증
가시키는 처리과정에서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제1 실시예는 불균일성 감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실시예의 방법이 레이저 조사의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설명은 장치에 관해 설명한다. 제1 도는 제1 실시예에서 사용된 레이저 어닐링 장치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레이
저 광을 방출하는 발진기(2)는 베이스(1)에 설치된다. 전반사 미러(full-reflection mirror)(5 및 6)는 발진기(2)의 
발광면상의 광 경로에 배치된다. 증폭기(3), 전반사 미러(7 및 8), 광 장치(4) 및 전반사 미러(9)는 전반사 미러(6)의 
반사면상의 광 경로에 상기 순서로 배치된다. 샘플 스테이지 및 구동 장치(10)상에 고정된 샘플(11)은 전반사 미러(9)
에 의해 하향 굴곡된 광 경로 상에 위치된다.
    

발진기(2)는 KrF 엑시머 레이저(파장 : 248nm; 펄스 폭; 25ns)이다. 다른 엑시머 레이저 또는 다른 형태의 레이저도 
사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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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기(2)로부터 방출된 레이저 광은 전반사 미러(5 및 6)에 의해 반사되고, 증폭기(3)에 의해 증폭되고, 그후 전반사 
미러(7 및 8)를 통해 광 장치(4)로 도입된다. 제1 도에 도시하지 않았지만, 광 경로에 광 감쇄 필터를 삽입하거나 그로
부터 광 감쇄 필터를 제거하는 메카니즘이 전반사 미러(8) 및 광 장치(4)간에 제공된다. 제3도는 상기 메카니즘의 구
성을 도시한다. 제3도에서, 도면 번호(31 내지 34)는 투과율 차를 갖는 광 감쇄 필터를 도시한다. 네 개의 광 감쇄 필
터(31 내지 34)를 알맞게 결합함으로써, 15 종류의 투과율이 얻어질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광 감쇄 필터는 96, 9
2, 85 및 77 퍼센트의 투과율을 갖는다. 예컨대, 88 퍼센트의 투과율은 96 및 92 퍼센트의 필터를 결합함으로써 얻어
질 수 있다.
    

라인(35 내지 38)은 레일(rails)을 나타낸다. 광 감쇄 필터(31 내지 34)가 원격 제어에 의해 각 레일(35 내지 38)을 
따라 이동될 수 있도록 메카니즘이 설계된다. 약 3 x 2cm 2 인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는 레이저 광은 광 장치로 들어가지 
전에 10 내지 30cm인 길이와 0.1 내지 1cm 인 폭을 갖는 길고 좁은 빔(선형 빔)으로 광 장치(4)에 의해 정형화된다. 
광 장치(4)로부터 출력된 후, 레이저 광은 1000 mJ/shot 인 최대 에너지를 갖는다.

레이저 광은 길고 좁은 빔으로 정형화되어 하기에 설명되듯이 그 작업 능력을 개선시킨다. 광 장치(4)로부터 출력된 후, 
선형 빔은 전반사 미러(9)를 경유해 샘플(11)에 인가된다. 빔이 샘플(11)의 폭보다 더 길기 때문에, 전체 샘플(1)은 
샘플(11)을 한 방향만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레이저 광으로 조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샘플 스테이지 및 구동 장치(10)
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용이하게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샘플(11)을 세팅할 때 정렬 동작이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

레이저 광이 인가되는 샘플 스테이지(10)는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선형 레이저 광에 수직으로 이동되도록 설계된다. 
또한, 기판을 수납하는 테이블을 테이블 평면내에서 회전하는 기능을 샘플 스테이지(10)에 제공하면, 레이저 빔 주사 
방향은 동일 기판 상에 복수의 레이저 조사를 실행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스테이지(10)의 아래에는 
가열기(heater)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레이저 광 조사 동안 규정된 온도로 샘플(11)을 유지시킨다.

제2도는 광 장치(4) 내부의 광 경로를 도시한다. 광 장치(4)에서, 레이저 광의 프로파일(profile)은 실린더형 오목렌
즈(A), 실린더형 볼록 렌즈(B), 수평의 플라이-아이(fly-eye)렌즈(C 및 D)를 통해 통과함으로써 가우시안 분포로부
터 직사각형 분포로 변화된다. 그 후, 레이저 광은 실린더형 볼록렌즈(E 및 F)를 통해 통과되고, 미러(G)(제1도의 미
러(9)에 대응)에 의해 반사되고, 실린더형 렌즈(H)에 의해 집속되어, 최종적으로 샘플(11)에 인가된다.

이제, 설명은 레이저 광 조사에 의해 유리 기판 상에 결정 실리콘 막을 형성하는 예를 기술한다. 우선, 10 x 10cm 2 인 
유리 기판(예컨대, 코닝(corning) 7959 유리기판)이 준비된다. 두께 2000Å인 2산화 규소막이 TEOS를 재료로 사용
하여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유리 기판상에 형성된다. 그러한 2산화 규소막은 불순물이 유리 기판으로부터 반도체 막
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부 코팅막으로 작용한다.

    
그후 비정질 실리콘 막이 플라즈마 CVD에 의해 증착된다. 플라즈마 CVD가 상기 예에서 사용되지만, 저압열 CVD로 대
체될 수 있다. 비정질 실리콘 막 두께는 500Å으로 설정되지만 필요하다면 변경될 수도 있다. 산화막이 과산화수소 및 
암모니아수의 합성용액에 기판을 70℃, 5분 동안 담금으로써 비정질 실리콘 막 표면상에 형성된다. 또한, 액상 니켈 아
세테이트가 스핀 코팅에 의해 비정질 실리콘 막 표면상에 인가된다. Ni 원소는 비정질 실리콘 막의 결정화를 용이하게 
한다.
    

그후, 수소는 기판을 450℃의 질소 분위기에서 1시간 동안 둠으로써 비정질 실리콘 막으로부터 제거된다. 이러한 것은 
비정질 실리콘 막에 댕글링(dangling) 결합을 의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후에 실행되는 결정화 동작에서 임계 에너지를 
낮추게 된다. 비정질 실리콘 막은 질소 분위기에서 550℃, 4시간 가열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결정화된다. 결정화가 55
0℃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은 Ni 원소에 의한 효과이다.

상기한 방법으로, 결정 실리콘은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될 수 있다. 그후 KrF 엑시머 레이저 광(파장 : 248nm; 펄스 폭 
: 25ns)이 제 1 도에 도시된 장치를 사용해서 결정 실리콘 막에 인가된다. 실리콘 막의 결정성은 이러한 레이저 광 조
사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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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빔은 광 장치(4)에 의해 직사각형으로 정형화되어 조사 위치에서 125mm x 1mm인 빔 영역을 갖게 한다. 샘플
(11)은 스테이지(10)상에 설치되고, 그 전체 표면은 스테이지(10)를 2mm/s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조사된다.

레이저 광 조사 조건에 대하여, 다음의 2 단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즉 예비적 조사(preliminary illumination)는 1
50 내지 250mJ/cm 2 으로 실행되고, 본 조사(main illumination)는 200 내지 380mJ/cm 2 으로 실행된다. 펄스 수는 
30pulses/s 로 설정된다. 2 단계 조사 방법은 레이저 조사에 의해 야기된 막 표면의 균일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
용된다. 예비적 조사는 막 균일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데, 이는 상기 설명된 방법에서 니켈 염(salt)이 첨가된 결정 
실리콘 막이 다수의 비정질 부분을 포함하고 따라서 그 레이저 에너지 흡수율이 다결정 실리콘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즉, 2 단계 조사 방법으로, 막에 남아있는 비정질 부분은 제 1 조사에서 결정화되고, 결정화는 제 2 조사에서 전체 영역
에 걸쳐 용이하게 된다. 2 단계 조사 방법의 상기 결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생성된 반도체 디바이스 특성이 매우 
개선된다. 균일성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 제2 조사의 빔 주사 방향은 제 1 조사의 그것과 대략 수직으로 된다.

레이저 광 조사 기간동안, 기판 온도는 400℃로 유지되어 레이저 조사에 기인한 기판 표면 온도의 증가 및 감소 속도를 
낮춘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균일성은 빠른 환경 변화에 의해 저하된다고 공지되어 있다. 기판을 고온으로 유지함으로써, 
레이저 조사에 기인한 기판 표면의 균일성 저하는 최소화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기판 온도는 200℃로 설정되지만, 실제로 본 발명을 실행할 경우 기판 온도는 레이저 어닐링 동안 1
00℃ 내지 600℃의 최적 온도로 설정될 수 있다. 분위기(atmosphere)의 제어는 실행되지 않는다. 즉, 레이저 조사는 
대기에서 실행된다.

일반적으로, 저 에너지에서 실행되는 예비적 조사에서의 레이저 출력 안정도는 양호하지 않다. 광 감쇄 필터는 상기 문
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상기 실시예에서, 96, 92, 85 및 77 퍼센트의 투과율을 갖는 네 개의 필터가 사용된
다. 상기 필터를 알맞게 결합함으로써, 57 내지 96 퍼센트의 투과율 범위가 일반적으로 커버될 수 있다.

조사 광 에너지가 예비적 조사에서 200mJ/cm 2 이고 본 조사에서 300mJ/cm 2 인 조건하에서, 레이저 어닐링을 실행한
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예비적 조사에서, 레이저 출력 에너지는 300mJ/cm 2 로 설정되고 85 및 77 퍼센트의 필
터가 제3도에 도시된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레이저 광 경로에 함께 삽입됨으로써 200mJ/cm 2 의 레이저 빔을 발생시킨
다. 본 조사에서, 레이저 조사는 상기 광 감쇄 필터를 광 경로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실행된다.

본 조사에서 요구된 조사 광 에너지가 레이저를 안정되게 동작하게 하는 에너지 범위 보다 낮게 될 때, 광 감쇄 필터가 
본 조사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경우, 작업 효율은 계속되는 레이저 조사 과정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안정된 레이저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범위가 250mJ/cm 2 이상이고 예비적 조사 및 본 조사가 각각 170m
J/cm2 및 220mJ/cm2 으로 실행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상기 경우에, 레이저 출력 에너지는 예컨대 300mJ/cm 2 로 고정
된다. 상기에서 필요한 에너지 레벨은 예비적 조사에서 모두 4개의 광 감쇄 필터와, 본 조사에서 96 및 77 퍼센트의 필
터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상기 설명은 다른 에너지 레벨의 레이저 빔을 동일한 기판에 2번 인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상기 실시예에서, 조사 광 
에너지가 광 경로로 그리고 광 경로로부터 광 감쇄 필터를 삽입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즉, 레이저 출력 에너지를 변화시
킴이 없이 간단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동작 수 및 조사 광 에너지는 일련의 레이저 처리 과정에서 각 기판에 
대해 임의의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기판상에 다른 종류의 막들이 일괄적으로 처리되도록 형성될 수 있게 한다.

    
실례로, 제1도에 도시된 레이저 조사 장치의 스테이지(10)는 레이저 조사 기간동안 왕복됨으로써 레이저 광을 동일한 
기판에 여러 번 인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동작에서, 레이저 출력 에너지는 고정되고, 스테이지(10)가 출발 또는 복
귀하는 동안 조사 광 에너지는 레이저 광 경로로 그리고 레이저 광 경로로부터 광 감쇄 필터를 적절히 삽입하거나 제거
함으로써 각 레이저 조사에 대해 조절된다. 레이저 광 주사 방향이 출발하는 방향으로부터 복귀하는 방향 또는 그 역으
로 변화될 때 스테이지(10)가 대략 90도로 적어도 한번 회전되면(즉, 기판에 대한 빔 주사 방향이 변화되면), 막의 균
일성은 더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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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서, 레이저 출력 에너지는 레이저 처리 기간동안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레이저의 출력 에너지가 변화될 때 출력 에너지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반하
여, 본 발명에서는 레이저 출력 에너지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레이저 출력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시
간이 절약될 수 있다. 상기 장점은 작업 효율을 개선시키고 대량 생산에서 특히 원가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실시예 2

본 실시예는 실리콘 막 또는 실리콘 합성막에 대한 제1 실시예의 레이저 처리 기술이 대량 생산에 적합한 산업 기계(다
수의 챔버가 사용되고 기판이 로봇 암에 의해 이송됨)에 의해 실행되고, 분위기 제어가 레이저 조사 기간동안 기판상에
서 실행되어 기판간의 균일성 변화를 개선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먼저, 장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제4도는 개략적인 장치의 정면도이고, 제5도는 제4도의 라인 A-A'를 따라 
취해진 구성적 단면도이다. 도면 번호 41은 레이저 조사 챔버를 나타낸다. 기판을 레이저 조사 기간동안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가열기가 기판이 놓여있는 위치 아래에 매립되어 있다. 도면 번호 42 는 기판 가열용 전열기가 배치되
어 있는 챔버를 나타낸다. 도면 번호 43 은 레이저 조사 전에 기판이 저장되는 챔버를 나타낸다. 기판은 챔버(43)를 통
해 장치로 가져가거나 장치 외부로 이송된다.
    

    
중앙 챔버(40)에 설치된 기판을 이송하는 로봇 암(44)이 챔버(41 내지 43)간에 기판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 
챔버는 또한 공기가 새지 않게(airtight) 설계되며, 즉, 분위기(atmosphere) 제어를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게이트 밸
브(45 내지 47)는 챔버(40 내지 43)를 서로 분리하도록 제공된다. 게이트 밸브(45 내지 47)를 닫음으로써, 각 챔버
(40 내지 43)의 분위기는 서로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배출기(evacuators)는 공기 배출을 통해 이들 챔버를 
필요한 압력으로 유지하도록 각 챔버(40 내지 43)에 제공된다. 특히, 레이저 조사 챔버(41)가 진공 상태로 공기 배출
되도록 설계되어 레이저 조사가 진공 상태로 실행된다면, 기판간의 막 품질의 변화가 억제될 수 있다.
    

    
진공 상태에서의 레이저 처리는 재생 성능에서 우수한데, 이는 처리과정이 기판 주위의 가스에 의해 영향받지 않기 때
문이다. 대안적으로, 레이저 조사 챔버(41) 내부가 항상 고정된 분위기로 되게 함으로써 높은 재생 성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은 진공 상태에서 레이저 조사에 의해 얻어진 것과 동등한 효과를 구비한다. 이러한 효과는 생산품간의 변
화를 억제하고 대량 생산에서 특히 그 신뢰도를 증가시키는데 유용하다. 실례로, 레이저 조사 장치(55)는 제1도에 도
시된 구성을 갖는다. 필요한 광 감쇄를 얻기 위해, 레이저 조사 장치(55)는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광 감쇄 필터 메
카니즘을 포함한다.
    

    
이어서, 상기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레이저 광으로 조사될 박막이 증착된 기판이 제4도 및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챔버(43)로 옮겨진다. 카트리지(cartridge)에 의해 보유된 복수의 기판이 챔버(43)로 동시에 옮겨
진다. 그 후, 네 개의 챔버(40 내지 43) 모두는 공기 배출된다. 이어서, 게이트 밸브(45 및 47)는 개방되고 기판은 챔
버(40)에 설치된 로봇 암(44)에 의해 하나씩 챔버(42)로 옮겨진다. 챔버(42)로 옮겨진 기판은 전열기 위에 놓여지고 
규정된 온도로 가열된다. 이러한 동작 기간동안 게이트 밸브(47)를 닫는 것은 불순물로 인한 오염의 견지에서는 좋으
나 생산성의 견지에서는 나쁘다. 게이트 밸브(47)를 닫는지의 여부는 실제 실행에서 적절히 결정될 수 있다.
    

기판은 200℃로 가열된다. 기판이 충분히 가열된 후, 기판은 로봇 암(44)에 의해 챔버(41)로 이동되고, 거기에서 기판
은 제1 실시예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레이저 광으로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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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조사가 제1 실시예에서 설명된 방법으로 실행된다면, 100 초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판이 챔버(42)에서 
충분히 가열되는데는 약 3 분 걸린다. 그러므로, 레이저 조사는 한번에 레이저-조사될 수 있는 기판수의 2 배인 기판 
수를 챔버(42)에서 한번에 가열되게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즉, 짝수의 기판이 미리 챔버(42)에서 
가열되고, 그 수의 절반의 기판이 로봇 암(44)에 의해 레이저 조사 챔버(41)로 옮겨진다. 레이저 조사 기간동안 새로
운 기판이 로봇 암(44)에 의해 챔버(43)로부터 챔버(42)로 옮겨진다. 레이저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 레이저 처리된 
기판은 로봇 암(44)에 의해 챔버(43)로 다시 옮겨진다. 또한, 보급되기 전에 챔버(42)에 저장된 기판은 로롯 암(44)
에 의해 챔버(42) 외부로 꺼내져 챔버(41)로 옮겨진다. 상기 동작을 연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레이저 조사전 기판을 
가열하는데 요구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즉, 종래에 하나의 레이저 처리 동작이 약 5 분(기판 가열을 위한 3분 및 레이저 조사를 위한 100초) 걸린다는 사실과 
대조적으로, 본 처리시간은 상기 설명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시간의 절반 이하로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어닐링은 클린 상태의 분위기(진공상태를 포함)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레이저 조사 기술은 생산성을 크게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바이스의 막의 균일성을 개선시킨다. 본 
발명은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레이저 처리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장치가 TFTs 
이므로 TFTs 의 임계 전압의 균일성을 개선시키고, 본 발명은 실시예에서 설명했듯이 다결정 실리콘 막을 조사하는 처
리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TFTs 의 전계 효과 이동도 또는 전류의 균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 발명을 
상기 처리과정에 부가해서 소스 및 드레인의 불순물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처리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산업상 유용하리라 믿는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가능한 감쇄 필터의 예로서, 산화 하프늄(hafnium) 층 및 2산화 규소층을 번갈아 적층 코팅
한 합성 수정 플레이트가 사용될 수 있다. 코팅 수는 원하는 필터 투과율에 따라 결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 막을 레이저 광으로 주사(scanning)하면서 상기 반도체 막을 조사(illuminating)하는 공정에
서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레이저 처리 방법(laser processing method)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막에 인가되는 상기 레이저 광의 에너지가 상기 레이저 광을 가장 안정되게 동작하게 하는 레이저 장치의 
출력 에너지 범위 보다 낮은 경우, 상기 반도체 막에 인가되는 상기 레이저 광의 에너지는 적어도 하나의 광 감쇄 필터
를 사용하여 조절되며,

상기 레이저 조사 공정은 상이한 에너지 레벨에서 적어도 두 번 실행되고, 상기 반도체 막에 인가되는 상기 레이저 광의 
에너지는, 상기 레이저 장치의 출력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고서, 적어도 하나의 광 감쇄 필터에 의해 변화되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레이저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막은 비정질 상태인, 반도체 디바이스의 레이저 처리 방법.

청구항 3.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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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장치로부터 임의의 방출 세기로 제 1 레이저 빔을 방출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의 광 감쇄 필터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레이저 빔을 감쇄하는 단계와,

광학 시스템에 의해 상기 제 1 레이저 빔을 집속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층을 어닐링하기 위해 상기 집속된 제 1 레이저 빔으로 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 층을 주사하는 제 1 주사 
단계와,

상기 레이저 장치로부터 상기 제 1 레이저 빔의 방출 세기와 동일한 방출 세기를 갖는 제 2 레이저 빔을 방출하는 단계
와,

상기 광학 시스템에 의해 상기 제 2 레이저 빔을 집속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 층을 어닐링하기 위해 상기 집속된 제 2 레이저 빔으로 상기 반도체 층을 주사하는 제 2 주사 단계를 포함
하고,

상기 반도체 층에서의 상기 집속된 제 2 레이저 빔의 세기는 상기 집속된 제 1 레이저 빔의 세기 보다 높은, 반도체 디
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 감쇄 필터는 제 2 주사 기간동안에는 배치되지 않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감쇄 처리는 상이한 투과율을 각각 갖는 복수의 광 감쇄 필터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반도체 디바
이스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광 감쇄 필터는 산화 하프늄층과 2산화 규소층을 번갈아 적층 코팅한 합성 수정 플레이트를 포함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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