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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막 및 반도체막을 이용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반도체막과 이 반도체막을 구비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액티브매트릭스
형 액정표시장치나 이미지센서 등에 이용되는 반도체막과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
기 반도체막의 제조방법은;(a)표면이 절연성을 띠는 기판상에 비정질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공정;(b)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을  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적어도  일부분에  도입하는 공
정;(c)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을 가열에 의해 결정화하여, 비정질반도체 막으로 부터 결정성반도체 막을 얻
는 공정; 및 (d)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표면을 산화시켜, 결정성반도체 막의 표면에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의 일부를 함유한 반도체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반도체막 및 반도체막을 이용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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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1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1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1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1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배치를 예시한 평면도.

제1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TFT 다른 배치를 예시한 평면도.

제17a-17d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의 반도체막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18a-18d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의 반도체막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19a-19f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의 반도체막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20a-20f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5의 반도체막 제조방법을 예시한 단면도.

제2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6의 TFT 의 배치를 예시한 평면도.

제2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6의 TFT 의 다른 배치를 예시한 평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기판                              102 : 베이스코팅막

103 : 비정질실리콘 막             104 : 마스크층

105 : 개구부                           106 : 니켈

108 : 결정성실리콘 영역          109 : 니켈영역

110 : 결정성실리콘 막              111 : 실리콘산화막

113 : 게이트절연막                  114 : 게이트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반도체막 및 반도체막을 이용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액티브매트릭스
형 액정표시장치나 이미지센서 등에 이용되는 반도체막과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 등은 내장된 화소를 구동하는데 박막트랜지스터(TFT)를 이용한다.  TFT는 
통상 유리 등의 절연성기판상에 형성된 실리콘 반도체막을 갖고 있으므로, 실리콘 반도체막의 특성에 따
라 TFT의 특성이 큰 영향을 받는다.

실리콘 반도체막은 비정질실리콘(a-Si) 반도체막과 결정성실리콘 반도체막의 2가지로 대별된다.

비정질실리콘 반도체막은 저온에서 기상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제작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같은 비정질실리콘 반도체막은 그 양산성에도 불구하고, 도전성 등의 물성이 결정성실리콘 반
도체막에 비해 열악하다.  따라서, 전자이동도가 높은 실리콘 반도체막을 얻으려면, 결정성실리콘 반도체
막으로 된 TFT 제작방법의 확립이 강하게 요구된다.

결정성실리콘 반도체막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다결정실리콘, 미결정실리콘, 결정성분을 함유한 비정질
실리콘, 결정성과 비결정성의 중간상태의 세미-아모포스(semi-amorphous)실리콘 등이 있다.  이런 결정성
을 갖는 박막형 실리콘 반도체를 얻는 방법으로는 다음 3가지 방법이 있다.

(1)결정성 실리콘막을 직접 형성.

(2)비정질실리콘 막을 형성한 뒤, 레이저빔 등을 조사하여 결정화함.

(3)비정질실리콘 막을 형성한 뒤, 열에너지로 결정화함.

이들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방법(1)에 따르면, 막이 형성되는 도중에 결정화된다.  이런 이유로, 입경이 큰 결정성실리콘을 얻으려면 
실리콘막을 두껍게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 물성이 만족스런 막을 기판 전체에 균일하게 형성하
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  또, 이런 경우, 막을 형성하는 온도가 600℃ 이상이므로, 비용면에서 문제가 
있다.  즉 연화점이 낮은 저렴한 유리기판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방법(2)에 따르면, 막이 액체상태에서 고체상태로 변하는 과정중에 결정화 현상을 이용하므로, 결정입경
은 작더라도 입계는 만족스럽게 처리된다.  따라서, 고품질의 결정성실리콘 막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장
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엑시머레이저의 경우에는, 레이저빔을 조사하는 면적이 작아서, 
수율이 낮다.  또, 대면적 기판의 전면을 균일하게 처리하기에는 엑시머레이저의 안정성이 불충분하다.

방법(3)은 방법(1),(2)와 달리 대면적에 응용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방법(3)에서는 결정화 과정중
에 600℃ 이상의 고온에서 수십시간의 열처리를 요한다.  따라서, 저렴한 유리기판을 사용하고 수율을 높
이려면, 막을 단시간에 저온열처리로 결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방법(3)에서는 고상 결정화 현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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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때문에, 결정립이 기판면에 평행하게 넓게 성장되어 입경이 수 ㎛로 형성되고, 이렇게 성장한 결
정립들은 서로 접촉하여 입계를 형성한다.  이런 입계들은 격자결함으로 되고 캐리어들을 트랩하는 트랩
준위로 작용하여, TFT 의 전자이동도를 크게 저하시킨다.

방법(3)에서의 상기 결정립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두가지 방법(4),(5)가 제안되었다.

방법(4)에 따르면, 실리콘(Si 
+
)등의 불순물을 이온주입법 등으로 도입한 뒤, 열처리에 의해 결정립이 수 

㎛인 다결정실리콘 막을 얻는다(일본국 특개평 5-55142호 참조).

방법(5)에 따르면, 입경 10-100 nm 의 실리콘 입자들을 고압 질소개스와 함께 비정질실리콘 막에 분무하
여 성장핵을 형성한다(일본국 특개평 5-136048호 참조).

이들 방법(4),(5)에서는, 도입된 이물 입자들이 결정핵으로만 기능한다.  따라서, 결정핵의 발생과 결정
성장방향의 조절용으로 이물이 유효하다 해도, 결정화를 위한 열처리공정에서의 상기 문제점들은 해결되
지 않는다. 예컨대, 방법(4)에서는 40시간 600℃로 열처리하여 막의 결정화를 행하고, 방법(5)에서는 650
℃ 이상에서 열처리하여 막의 결정화를 행한다. (4)와 (5)의 방법 모두 열처리에 고온을 이용하므로, SOI 
기판이나 SOS 기판에는 효과적이지만 저렴한 유리기판에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예컨대, 액티브매트
릭스형 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Corning 7509 유리의 변형점은 593℃이다.  따라서, 유리를 기판으로 한 
대면적의 액정표시장치를 생산할 때, 600℃ 이상으로 가열하면 기판이 변형된다.

본 발명은 이상의 종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저온에서 단시간의 열처리로 결정화를 촉진하며, 결정립
계의 영향을 감소시킨 결정성실리콘 막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
명의 목적은, 600℃ 이하의 온도에서 단시간에 결정화를 행하여 기판 표면에 결정성을 갖는 반도체 박막
을 균일하게 제작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열처리로 얻어진 결정성
보다 높은 결정성이 얻어지고, 결정성을 갖는 반도체 박막중에 함유된 촉매원소의 농도를 낮추어 신뢰성
과 전기적 안정성이 우수한 고성능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및 이 반도체 막을 이용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은: (a)표면이 절연성을 띠는 기판상에 비정질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공
정 :

(b)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을 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적어도 일부분에 도입하는 
공정 :

(c)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을 가열에 의해 결정화하여, 비정질반도체 막으로 부터 결정성반도체 막을 얻는 
공정 : 및

(d)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표면을 산화시켜, 결정성반도체 막의 표면에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의 일부
를 함유한 반도체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 : 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양태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공정 (d)후에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에 고에너지광을 조사
하는 공정 (e)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반도체 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공정들 (d) 및 (e)중의 하나 이후에 상기 반도체산화
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 (b) 도중에, 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상기 
물질을 표면 전체로 부터 비정질반도체 막에 도입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결정성장방향은 상기 기판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행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 (d) 도중에, 적어도 산소나 수증기를 함유한 분위기에서 상기 
결정성 반도체 막을 가열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 (d) 도중에 질산개스, 할로겐 및 할로겐화 수소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 것을 더 함유하는 분위기중에서 상기 결정성 반도체 막을 가열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은 상기 분위기중에서 650℃ 이하의 온도로 가열된
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 (d) 도중에, 25 atm 정도의 압력으로 유지되는 분위기중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을 가열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 (d) 도중에, 플라즈마 상태의 분위기중에서 상기 결정성반도
체 막을 가열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d) 도중에, UV 선으로 조사하면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을 상
기 분위기중에서 가열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d) 도중에, 황산 이온, 질산 이온, 아질산 이온, 과망간산 이
온, 크롬산 이온, 염소 이온 및 차아염소산 이온으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이온들을 함유한 용액에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을 담근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결정화 조장물질은 Ni, Co, Pd, Pt, Fe, Cu, Ag, Au, In, Sn, P, As, 
Sb 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것을 포함한다.

또,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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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표면이 절연성을 띠는 기판상에 비정질 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공정 :

(b)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을 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적어도 일부분에 도입하는 
공정 :

(c)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을 가열에 의해 결정화하여, 비정질반도체 막으로 부터 결정성반도체 막을 얻는 
공정 :

(d)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표면을 산화시켜, 결정성반도체 막의 표면에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의 일부
를 함유한 반도체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 : 및

(e)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중에 반도체소자영역을 배치하는 공정 : 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양태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공정 (d)와 (e) 사이에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에 고에너지광을 
조사하는 공정 (f)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공정 (d)이후에 상기 반도체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방법은, 상기 공정들(d) 및 (f)중의 하나 이후에 상기 반도체산화
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결정성장방향은 상기 기판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행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반도체 소자영역에 있어서, 상기 결정성 반도체 막의 캐리어 이동방
향은 결정성반도체 막의 결정성장 방향에 실질적으로 평행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반도체소자영역에 있어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캐리어 이동방
향은 결정성반도체 막의 결정성장 방향에 실질적으로 수직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반도체장치의 상기 반도체소자영역내에 채널이 있고, 상기 채널은 적
어도 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결정화 조장물질이 도입되는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일부분 이외의 영역에 
배치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 (b) 도중에, 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상기 
물질을 표면 전체로 부터 비정질반도체 막에 도입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 (d) 도중에, 적어도 산소나 수증기를 함유한 분위기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을 가열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질산개스, 할로겐 및 할로겐화 수소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 것을 
더 함유한 분위기중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을 가열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은 상기 분위기중에서 650℃이하의 온도로 가열된
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25 atm 정도의 압력으로 유지되는 분위기중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을 
가열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d)도중에, 플라즈마 상태의 분위기중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
을 가열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d)도중에,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은 상기 분위기중에서 UV 선
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공정(d)도중에, 황산 이온, 질산 이온, 아질산 이온, 과망간산 이
온, 크롬산 이온, 염소 이온 및 차아염소산 이온으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이온들을 함유한 용액에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을 담근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상기 결정화 조장물질은 Ni, Co, Pd, Pt, Fe, Cu, Ag, Au, In, Sn, P, As, 
Sb 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절연성기판 또는 표면이 절연성 막인 기판상에 형성된 비정질반도체 막에 비정질반도
체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을 도입하고 가열한다.  이 결정화 조장물질의 촉매작용으로 비정질반도체의 
결정들이  성장하고,  결정화된  반도체막에  고에너지  광을  조사하여  결정립계를  처리해,  결정화를 

조장한다.  이들 공정 사이에, 결정화된 반도체막의 표면을 산화시켜서, 결정화된 반도체막중의 촉매원소
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

비정질실리콘 막에 니켈을 도입한 경우에는, 니켈 도입영역에 결정핵이 형성되어 비정질실리콘 막의 결정
화를 유발한다.  그후, 각 결정핵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주변의 니켈 비도입영역을 향해 기판 표면을 따
라 결정화가 진행된다.  이후, 기판 표면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정성장영역을 래터럴(lateral)성장영역
이라 한다.

니켈은 니켈-실리콘 결합부분에서 실리콘-실리콘 결합을 형성하는 촉매작용을 보이면서 비정질실리콘 막
중에서 이동하고, 결정성장단에 항상 니켈 농도가 높은 영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래터럴 성장영역
에서는 결정구조가 침형 또는 주형이지만, 니켈이 결정부분에서 비정질부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각각의 
침형결정 또는 주형결정들 사이의 입계 부분에 니켈이 존재한다.  니켈의 농도가 높은 입계 부분에서는 
전류가 통과한다.  이때문에, OFF 특성이 열화되고, TFT의 신뢰성과 전기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촉
매원소의 농도가 높은 영역들은 촉매원소 도입영역, 촉매원소 성장단 부근의 비정질실리콘 부분,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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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사이의 결정립계 부근에 분포된다.

이어서, 결정화를 조장하는 촉매원소의 도입에 의해 결정화된 실리콘 막의 표면이 산화된다.  그결과, 결
정성장단과 결정립계가 결정부분보다 더 빨리 산화된다.  결정성장단과 결정립계에서는 촉매원소의 농도
가 높다.  따라서, 이 부분에 촉매원소를 포함한 산화막이 형성되고, 이 촉매원소는 후에 실시되는 에칭
에 의해 산화막과 함께 제거된다.  그 결과, 결정화된 실리콘 막의 촉매원소의 농도를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 결정화된 실리콘기판에 대해 이런 처리를 하면, 결정화된 실리콘막 표면에 부착하는 유기물 
등 TFT 특성을 약화시키는 표면오염물질도 동시에 청정화할 수 있다.

이후, 결정성실리콘 막에 레이저빔이나 강력한 광선을 조사한다.  결정성실리콘 막의 융점과 비정질실리
콘 막의 융점의 상위 때문에 결정립계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통상의 고상성장법으로 형성
된 결정성실리콘 막이 쌍정 구조를 가지므로, 레이저빔을 조사한 뒤에도 결정립계에 쌍정 결함이 잔존한
다.  한편, 촉매원소의 도입에 의해 결정화된 결정성실리콘 막은 침형 결정이나 주형 결정들로 구성되고, 
그 내부는 단결정 상태에 있다.  따라서, 레이저빔이나 강한 광선으로 결정립계를 처리하면, 단결정과 거
의 비슷한 특성의 결정성실리콘 막을 기판 전면에 걸쳐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의 이점중의 적어도 하나를 얻을 수 있다.

(1)결정화를 조장하는 촉매원소를 도입해 비정질막을 결정화하여, 550℃ 정도의 저온에서 단시간의 처리
에 의해 결정성반도체 막을 제작할 수 있다.  이때, 결정성장방향은 촉매원소를 선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2)결정화된 반도체막 표면을 산화시켜 촉매원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막 표면의 오염물질을 동시에 제거
할 수 있다.

(3)반도체막 표면에 고에너지광을 조사해 결정립계를 처리함으로써, 거의 단결정에 근사한 양호한 결정성
반도체 막을 얻을 수 있다.

(4)이 결정성반도체 막을 이용해 TFT 를 제작하면, ON/OFF 비가 크고, 전류의 누설이 적으며, 전자-이동
도가 높고, 신뢰성과 전기적 안정성이 우수한 TFT를 얻을 수 있다.

(5)최고 처리온도를 600℃ 정도로 조정하고 결정화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변형점이 650℃ 정도인 판유리
를 기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문에, 직시 타입의 드라이버 모노리딕형 대화면 액정표시장치의 양산
을 실현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다
음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실시예 1]

제1도와 같이, 유리 등으로 된 기판(101)의 표면을 세정한 뒤, 스퍼터링 장치를 이용해 두께 200 nm 정도
의 이산화실리콘(SiO₂)으로 된 베이스코팅막(102)을 기판(101)상에 형성한다.  기판(101)의 표면이 충분
히 평탄하고, Na 이온 등 반도체 특성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의 농도가 기판(101)에서 충분히 낮으면, 베
이스코팅막(102)은 두께가 200nm 이하일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다.  한편, 기판(101)의 표면이 거칠 
경우에는, 두께 200 nm 이상의 베이스코팅막(102)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또, 베이스 코팅막(102)을 배
치할 경우에 기판(101)은 절연성을 갖지 않는다.

화학기상성장(CVD)법이나 스퍼터링법으로 비정질실리콘 막(103)을 두께 100nm 정도로 형성한다.  비정질
실리콘 막(103)의 두께는 20-150nm 범위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도와 같이, 스퍼터링 장치 등을 이용해 비정질실리콘 막(103)위에 마스크층(104)을 형성한다.  이 마
스크층(104)은 SiO₂등으로 이루어지고 두께는 100nm 이상이다.  마스크층(104)내에 개구부(105)를 패턴
화한다.  개구부(105)가 형성된 마스크층(104)을 마스크로 하여, 비정질실리콘 막(103)의 결정화를 조장
하는 물질로서 니켈(106)을 비정질실리콘 막(103)의 영역(107)에 도입시킨다.

이어서, 제3도와 같이, 마스크층(104)을 에칭으로 제거한다.  이후, 비정질실리콘 막(103)을 포함한 전 
기판(101)을 550℃로 가열한다.  가열온도는 500-580℃ 범위내에 있는 것이 좋다.  가열 개시후 약 3-
10분 정도내에, 비정질실리콘 막(103)중의 영역(107)에, 니켈(106)이 촉매로 작용하여 실리콘 결정핵이 
발생해 비정질실리콘의 결정화를 일으킨다.  그결과, 영역(107)내에 함유된 비정질실리콘이 결정성실리콘
으로 된다.  이후, 제3도의 화살표와 같이, 니켈(106)이 도입되지 않은 영역을 향해 기판(101)의 표면을 
따라 영역(107)에서 방사상으로 결정화가 진행된다.

제4,  5도와  같이,  기판(101)표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비정질실리콘  막(103)의  결정화가  진행되어 영역
(107)을 포함한 결정성실리콘 영역(108)을 형성한다.  결정성 실리콘 영역(108)은 성장방향이 기판(101)
의 표면에 평행한 복수의 침형 또는 주형 실리콘 결정들로 구성된다.  각각의 침형이나 주형 실리콘결정
은 이상적인 단결정이다.  결정성실리콘 영역(108)의 성장방향의 선단에는 고농도 니켈영역(109)이 항상 
존재한다.  이 부분에서 비정질실리콘이 결정화된다.  또, 복수의 침형이나 주형 실리콘 결정들의 입계에
는  니켈(106)이  축적된다.   특히,  니켈(106)이  최초로  도입된  영역(107)  부분의  니켈(106)의  농도는 
높다.  니켈(106)에  전류가  통과하므로,  결정성실리콘  영역(108)의  전기적  특성이  열화된다.   이 
공정중에, 결정성실리콘 영역(108)을 갖는 결정성실리콘 막(110)이 비정질실리콘 막(103)으로 형성된다.

다음, 제6도와 같이, 반도체소자를 제작하기에 충분히 결정성실리콘 영역(108)을 성장시키고, 결정성실리
콘 영역(108)을 포함한 결정성실리콘 막(110)을 섬 모양으로 패턴화한다.  이때, 비정질실리콘 막(103), 
고농도 니켈영역(109), 및 니켈이 고농도로 함유된 영역(107)이 섬에 포함될 수도 있다.  반도체소자를 
제작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결정성실리콘 영역(108)은 약 4-8시간 정도의 가열에 의해 형성된다.

제7도와 같이, 결정성실리콘 막(110)의 표면을 산화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가열설비와 석영튜브를 구비한 
열처리 노 안에 기판(101)을 둔다.  이어서, 석영튜브 안으로 질소개스(N₂), 산소 개스(O₂)및 염화수소 
개스(HCI)를 도입하고, 650℃ 이하, 바람직하게는 550-600℃의 온도로 1-12시간 열처리하여, 결정성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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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막(110)표면에 실리콘산화막(111)을 형성한다.  이 실리콘 산화막(111)의 두께는 10-30 nm가 바람직하
다.  결정성실리콘 막(110)에서, 실리콘 결정부분의 입계는 실리콘 결정부분에 비해 니켈이 고농도로 함
유되고 더욱 쉽게 산화된다.  입계가 선택적으로 산화되면 실리콘산화막(111)의 니켈이 고농도로 된다.  
이후, 제8도와 같이, 결정성실리콘 막(110)의 니켈농도가 낮아져 니켈 농도가 저하된 결정성실리콘 막
(112)이 얻어진다.  동시에, 결정성실리콘 막(110)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기물 등의 불순물도 산화되
어, 산화실리콘 막(111)에 함유되거나 연소돼버린다.

이후, 제9도와 같이, 산화실리콘 막(111)을 제거하여 기판(101)상의 결정성실리콘 막(112)을 얻는다.

이하, 이렇게 얻어진 결정성실리콘 막(112)을 이용한 TFT 제조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10도와 같이, 결정성실리콘 막(112)위에 게이트절연막(113)을 형성하고, 게이트절연막(113)위에 게이트
전극(114)을 형성한다.  제11도와 같이, 게이트전극(114)을 마스크로 하여, 게이트절연막(113)을 통해 결
정성실리콘 막(112)에 도너나 액셉터로 되는 불순물이온(115)을 주입한다.  또, 주입된 불순물이온(115)
을 활성화시킨다.  이온주입의 결과, 결정성실리콘 막(112)중에 소스영역(116)과 드레인영역(117)이 형성
되고, 불순물이온이 주입되지 않은 채널영역(118)이 게이트전극(114)밑에 형성된다.  제6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결정성실리콘 막(112)중에 비정실실리콘 막(103), 고농도 니켈영역(109)및 니켈을 고농도로 함
유하는 영역(107)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들 영역들이 채널영역(118)에는 없으면서 소스영역(116)과 드레
인영역(117)에는 있도록 TFT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제12, 13도와 같이, 게이트전극(114)과 게이트절연막(113)을 덮도록 층간절연막(119)을 형성하고, 소스영
역(116)과 드레인영역(117)에 이르도록 층간절연막(119)과 게이트절연막(113)중에 콘택트홀(120)을 형성
한다. 다음, 제14도와 같이, 소스영역(116)과 드레인영역(117) 각각에 전기접속되는 소스전극(121)과 드
레인전극(122)을 형성하여 TFT(123)을 완성한다.

제15도는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결정성실리콘 막(110)중의 TFT(123)의 배치를 보여준다.  실제, 결정성실
리콘 막(110)은 TFT(123)의 완성 이전에 TFT의 영역(124)으로서 섬 형상으로 분리되고, 영역(124)이외의 
영역에 배치된 결정성실리콘 막(110)은 제거된다.

제15도와 같이, 결정성실리콘 막(110)중에, 침형이나 주형 실리콘 결정들이 화살표(125)방향으로 성장하
고,  각  침형  또는  주형  실리콘  결정내에는  화살표(125)방향으로  입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TFT(123)의 캐리어가 이동하는 방향과 결정 성장방향을 일치시키면, 캐리어 이동방향으로 입계가 없는 채
널을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TFT(123)의 전자 이동도가 높아진다.  또, 상기 실리콘 산화막(111)의 형
성 및 제거 공정중에, 각각의 침형이나 주형 실리콘 결정들 사이의 결정립계에서 니케을 거의 제거하여, 
침형이나 주형 결정들 사이를 흐르는 누설전류를 낮춘다.  이런 결정성 실리콘을 액티브영역으로 이용하
여 TFT를 제작하면, 종래의 고상성장법으로 결정성실리콘 막을 형성한 경우에 비해 전계효과 이동도가 
1.2배까지 상승된다.

제16도와  같이,  TFT(123)의  캐리어의  이동방향과  방향(125)이  수직되도록  결정성실리콘  막(110)에 
TFT(123)를 배치하면, 전계가 집중되는 드레인영역(117)과 채널영역(118)사이의 위치에 결정립계가 위치
한다.  그결과, OFF 전류가 감소되고 ON/OFF 비가 큰 트랜지스터를 얻을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결정성실리콘 막(110)의 표면에 형성될 실리콘산화막(111)은 상기 방법 이외의 다른 여러 
방법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이하, 실리콘산화막(111)의 다른 형성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방법(1)]

상기와 비슷한 공정으로 형성된 제6도의 결정성실리콘 막(110)을 가열설비 및 석영튜브를 구비한 열처리 
노 안에 둔다.  석영튜브내에 수증기, 또는 수증기 및 수증기와 반응하지 않는 기체를 도입하고, 결정성
실리콘 막(110)을 650℃ 이하, 바람직하게는 550-600℃ 범위에서 1-12시간 열처리하여, 결정성실리콘 막
(110)의 표면에 실리콘산화막(111)을 형성한다.

[방법(2)]

석영으로 만든 탱크내에, 질산, 아질산, 과망간산, 크롬산, 과염소산, 차아염소산 등의 옥소산, 또는 질
산염, 아질산염, 과망간산염, 크롬산염, 과염소산염, 차아염소산염 등의 옥소산염의 수용액을 준비하고 
히터를 사용해 150℃ 이하의 상온으로 유지한다.  이상과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 제6도의 결정성실리콘 막
(110)을 이 용액에 담가 결정성실리콘 막(110)의 표면에 실리콘산화막(111)을 형성한다.

[방법(3)]

석영으로 된 탱크 안에, 고농도의 황산을 준비하고 히터를 사용해 150℃ 이하, 바람직하게는 130℃ 이하
의 상온으로 유지한다.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작된 제6도의 결정성실리콘 막(110)을 이 용액에 담가 
결정성실리콘 막(110)표면에 실리콘산화막(111)을 형성한다.

[방법(4)]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작된 제6도의 결정성실리콘 막(110)을 진공배기설비, 가열설비 및 석영튜브를 구
비한 열처리 노 안에 둔다.  염소나 브롬 등의 할로겐 개스와, 산소 개스, 일산화이질소(N₂O)개스 등의 
산소원자를 포함한 개스를 석영튜브내에 도입한다.  결정성실리콘 막(110)을 600℃ 이하, 바람직하게는 
300-350℃ 이하에서 1-12시간 열처리하여, 결정성실리콘 막(110)표면에 실리콘산화막(111)을 형성한다.

[방법(5)]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작된 제6도의 결정성실리콘 막(110)을 가열설비 및 석영튜브를 구비한 열처리 노 
안에 둔다.  이어서, 산소만을, 또는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개스와 산소를 석영튜브내에 도입한다.  결정
성실리콘 막(110)을 650℃이하, 바람직하게는 550-600℃에서 1-12시간 열처리하여, 결정성실리콘 막(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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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표면에 실리콘 산화막(111)을 형성한다.

[방법(6)]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작된 제6도의 결정성실리콘 막(110)을 평행평판형 플라즈마 CVD(Chemical Vapor 
Deposition)장치나 ECRCVD(Electron Cyclotron Resonance Chemical Vapor Deposition)장치 또는 마이크로
파 플라즈마 CVD 장치의 체임버내에 둔다.  이 체임버에 산소를 도입하여 적당한 압력으로 유지한다.  결
정성실리콘 막(110)을 500-350℃ 에서 5분-1시간 산소 플라즈마에 노출시켜, 결정성실리콘 막(110)표면에 
실리콘산화막(111)을 형성한다.

[방법(7)]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작된 제6도의 결정성실리콘 막(110)을 고압용기의 노 안에 둔다.  노 안에 25기
압 정도의 고압 산화성 분위기 또는 25기압 정도의 고압 가열 수증기를 도입하고, 650℃ 이하, 바람직하
게는 550-600℃ 에서 1-12시간 열처리하여, 결정성실리콘 막(110)표면에 실리콘산화막(111)을 형성한다.

[방법(8)]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작된 제6도의 결정성실리콘 막(110)을 진공배기설비, 가열설비 및 석영튜브를 구
비한 열처리 노 안에 둔다.  이어서, N₂O 개스를 석영튜브내에 도입하고, 500-600℃, 바람직하게는 600
℃로 유지하며, 상압에서 결정성실리콘 막(110)에 UV선 램프로 UV선을 5분-1시간, 바람직하게는 30분 정
도 조사하여, 결정성실리콘 막(110)표면에 실리콘산화막(111)을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결정성실리콘 막(110)의 표면을 산화할 때, 침형이나 주형 실리콘 결정에 비해, 실
리콘 결정들의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비정질 부분들이 더 선택적으로 또는 더 용이하게 산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결정질실리콘 막의 결정립의 크기를 관찰하기 위해 비정질실리콘과 결정성실리콘을 함유한 실리콘 막을 
이크롬산칼륨, 질산 및 플루오르화수소산의 혼합 용액을 이용해 세코(Secco)에칭하면, 비정질 부분이 에
칭에 의해 제거되어 결정질실리콘을 관찰하기가 쉽다.  이 혼합용액에서, 이크롬산칼륨과 질산은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실리콘 막을 산화시키고 플루오르화수소산의 에칭에 의해 실리콘막이 제거된다.  비정질 부
분은 결정질 부분에 비해 더욱 쉽게 산화되고 더 빠르게 에칭된다.  따라서, 결정질실리콘 보다 비정질실
리콘의 산화가 더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결정립계의 비정질 부분에 많이 존재하고 결정화를 조장하는 니켈 등의 물질은 산화실리콘 막
에 몰리고 결정화실리콘 막중의 니켈의 농도는 저하된다.

[실시예 2]

제 17a-17d도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2의 반도체기판 제조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침형이나 주형 실리콘결정 영역들을 갖는 결정성실리콘 막을 형성한다.  구체적
으로는, 유리 등으로 된 기판(201)표면을 세정한 뒤, 스퍼터링 장치를 이용해 SiO₂를 200nm 정도의 두께
로 퇴적하여 베이스코팅막(202)을 형성한다.  베이스코팅막(202)위에 CVD법이나 스퍼터링법으로 100nm 정
도의 두께로 비정질실리콘 막(도시안됨)을 퇴적한다.  비정질실리콘 막의 두께는 20-150 nm가 
바람직하다.

비정질실리콘 막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촉매원소로서 니켈(도시안됨)을 비정질실리콘 막에 도입한 뒤, 비
정질실리콘 막을 550℃ 정도로 열처리한다.  이 열처리에 의해 3-10분 내에 결정핵이 형성된다. 이후, 각 
결정핵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침형이나 주형 실리콘 결정이 성장한다.  제 17a도는 침형이나 주형 실리
콘 결정영역(204)에 횡방향으로 기판(201)을 절단한 단면도이다.  이 결정성실리콘 막(203)에는 침형이나 
주형 실리콘 결정영역(204)과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비정질실리콘 영역(205)이 있다.

Ni 또는 Ni-Si 화합물을 스퍼터링법으로 성막한 뒤 선택적 또는 직접적 이온주입용 마스크를 비정질실리
콘 막에 형성한 상태에서 비정질실리콘 막중의 Ni 이온을 확산 시키는 방법: Ni 전극을 가진 플라즈마 체
임버 내에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비정질실리콘 막의 표면에 Ni 이온을 퇴적한 후, 비정질실리콘 막중에 
확산시키는 방법; 또는 이온도핑법으로 비정질실리콘 막에 Ni 이온을 주입하는 방법;에 의해 비정질실리
콘 막에 니켈을 도입할 수 있다.  선택주입용 마스크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정질실리콘 막의 전면
으로 부터 니켈이 도입되고, 선택주입용 마스크를 배치할 경우에는 비정질실리콘 막의 표면의 일부로 부
터 니켈이 도입된다.  결정화를 조장하는 촉매원소가 도입된 비정질실리콘 막을 형성할 수 있기만 하면, 
어떤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제17b도와 같이, 결정성실리콘 막(203)의 표면을 산화시킨다. 실리콘은 산화에 의해 체적이 팽창된
다.  따라서, 형성된 실리콘산화막(206)의 표면(209)은 산화전의 결정성실리콘 막의 표면(207)보다 기판
(201)에서 높게 위치시킨다.  실리콘산화막(206)의 두께는 10-30 nm가 바람직하다.  산화 후, 결정성실리
콘 막(203)은 표면(208)을 갖는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증기 분위기에서 약 600℃로 12시간 열산화를 행
하였다.  열산화에 의해 결정성실리콘 막(203)의 두께는 약 10nm 감소된다.

비정질실리콘 영역(205)은 결정성실리콘 영역(204)보다 빨리 산화되므로, 결정성 실리콘 막(203)과 실리
콘산화막(206)의 계면(즉, 결정성실리콘 막 203의 표면 208)에 서는 비정질실리콘 영역(205)이 결정성실
리콘 영역(204)보다 깊이 산화된다.  또, 니켈의 농도가 높은 비정질실리콘 영역(205)이 더 빨리 산화되
므로, 결정성실리콘 막(203)에 함유된 니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  SIMS 분석결과에 의하면, 니켈의 농

도가 약 1x10
19
  atoms/㎤에서 1x10

18
  atoms/㎤로 낮아졌다.

이후, 제17c도와 같이, 실리콘산화막(206)을 제거한다.  이때, 실리콘산화막(206)중의 니켈을 제거한다.  
또, 이와 동시에 실리콘산화막(203)표면의 오염을 제거 할 수 있다.

다음, 제 17d 도와 같이, 결정성실리콘 막(203)에 고에너지광으로서 엑시머레이저빔(210)을 조사하고, 그
결과, 비정질실리콘 영역(205)이 결정화되어 큰 결정성실리콘 영역(212)을 형성한다.  비정질실리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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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은 사라지고, 인접한 2개의 결정성실리콘 영역들(212)각각은 결정립계면(211)을 형성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같이, 균일성이 양호하고 전기적 특성이 단결정에 가깝게 우수한 다결정실리콘 막을 얻
을 수 있다.  이 다결정실리콘 막을 이용해 TFT를 제작한 경우, 전계효과 이동도가 100 이상이고 ON/OFF 
비가 8 정도인 양호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결정성실리콘중에 함유된 니켈의 농도를 상기 표면산화공정중에 낮추기 때문에, 레이저
빔을 조사해도 니켈이 석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 : 즉, 열처리에 의해 실리콘 막 표면
에 촉매원소가 석출되고, 석출된 금속에 의해 TFT의 소스-드레인 사이에 누설전류가 생기는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

산화공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출된 촉매원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촉매원소는 실리콘 화합물
이므로, 석출된 촉매원소의 제거과장에서 실리콘 막의 표면에 대미지를 준다.  이때문에 실리콘 막의 표
면에 대미지를 입히고, 이 대미지로 인한 전자 이동도의 열화와 접촉불량을 야기하며, 신뢰성과 전기적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본 실시예에서는 결정화를 조장하는 촉매원소로 니켈을 예로 들었지만, Ni, Co, Pd, Pt, Fe, Cu, Ag, Au, 
In, Sn, P, As, Sb중의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면 된다.

실리콘 막의 산화법으로는, HCI, 할로겐 개스, 산소 개스 등을 이용한 열산화등, 실시예 1에서 설명된 다
른 방법들을 이용해도 좋다.

고에너지광의 광원으로 엑시머레이저를 사용했지만, 할로겐램프나 연속파 레이저 등의 다른 광원을 사용
할 수도 있다.  엑시머레이저는 고에너지 밀도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할로겐램프는 대면
적에 동시에 광을 조사하여 수율을 증가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실시예 3]

제18a-18d도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3의 반도체기판 제조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침형이나 주형 결정부를 갖는 결정성실리콘 막을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유리 
등으로 된 기판(301)의 표면을 세정하고, 스퍼터링 장치를 이용해 SiO₂를 200nm 정도의 두께로 퇴적하여 
베이스코팅막(302)을 형성한다.  CVD법이나 스퍼터링법으로 베이스코팅막(302)상에 비정질실리콘 막(도시
안됨)을 퇴적한다.  비정질실리콘 막의 두께는 20-150 nm가 바람직하다.

비정질실리콘 막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촉매원소로서 니켈(도시안됨)을 비정질실리콘 막에 도입한 뒤, 비
정질실리콘 막을 550℃ 정도로 열처리한다.  이 열처리에 의해 3-10분 내에 결정핵이 형성된다.  이후, 
각 결정핵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침형이나 주형 실리콘 결정이 성장한다.  제18a도는 침형이나 주형 실
리콘 결정영역(304)에 횡방향으로 기판(301)을 절단한 단면도이다.  이 결정성실리콘 막(303)에는 침형이
나 주형 실리콘 결정영역(304)과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비정질실리콘 영역(305)이 있다.

Ni 또는 Ni-Si 화합물을 스퍼터링법으로 성막한 뒤 선택적 또는 직접적 이온주입용 마스크를 비정질실리
콘 막에 형성한 상태에서 비정질실리콘 막중의 Ni 이온을 확산시키는 방법 ; Ni 전극을 가진 플라즈마 체
임버 내에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비정질실리콘 막의 표면에 Ni 이온을 퇴적한 후, 비정질실리콘 막중에 
확산시키는 방법; 또는 이온도핑법으로 비정질실리콘 막에 Ni 이온을 주입하는 방법;에 의해 비정질실리
콘 막에 니켈을 도입할 수 있다.  선택주입용 마스크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정질실리콘 막의 전면
으로 부터 니켈이 도입되고, 선택주입용 마스크를 배치할 경우에는 비정질실리콘 막의 표면의 일부로 부
터 니켈이 도입된다.  결정화를 조장하는 촉매원소가 도입된 비정질실리콘 막을 형성할 수 있기만 하면, 
어떤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제 18b도와 같이, 결정성실리콘 막(303)의 표면을 산화시킨다.  실리콘은 산화에 의해 체적이 팽창
된다.  따라서, 형성된 실리콘산화막(306)의 표면(309)은 산화전의 결정성실리콘 막의 표면(307)보다 기
판(301)에서 높게 위치시킨다.  실리콘산화막(306)의 두께는 10-30 nm가 바람직하다.  산화 후, 결정성실
리콘 막(303)은 표면(308)을 갖는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증기 분위기에서 약 600℃로 12시간 열산화를 
행하였다.  열산화에 의해 결정성실리콘 막(303)의 두께는 약 10nm 감소된다.

비정질실리콘 영역(305)은 결정성실리콘 영역(304)보다 빨리 산화되므로, 결정성 실리콘 막(303)과 실리
콘산화막(306)의 계면(즉, 결정성실리콘 막 303의 표면 308)에 서는 비정질실리콘 영역(305)이 결정성실
리콘 영역(304)보다 깊이 산화된다.  또, 니켈의 농도가 높은 비정질실리콘 영역(305)이 더 빨리 산화되
므로, 결정성실리콘 막(303)에 함유된 니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  SIMS 분석결과에 의하면, 니켈의 농

도가 약 1x10
19
 atoms/㎤에서 1x10

18
 atoms/㎤로 낮아졌다.

다음, 제18c도와 같이, 결정성실리콘 막(303)에 고에너지광으로서 엑시머레이저빔(310)을 조사하고, 그결
과,  비정질실리콘 영역(305)이  결정화되어 큰  결정성실리콘영역(312)을  형성한다.   비정질실리콘 영역
(305)은 사라지고, 인접한 2개의 결정성실리콘 영역들(312)각각은 결정립계면(311)을 형성한다.

이후, 제18d도와 같이, 실리콘산화막(306)을 제거한다.  이때, 실리콘산화막(306)중의 니켈도 제거된다.  
또, 이와동시에 결정성실리콘 막(303)표면의 오염도 제거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같이, 균일성이 양호하고 전기적 특성이 단결정에 가깝게 우수한 다결정실리콘 막을 얻
을 수 있다.  이 다결정실리콘 막을 이용해 TFT를 제작한 경우, 전계효과 이동도가 100이상이고 ON/OFF 
비가 8 정도인 양호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결정성실리콘중에 함유된 니켈의 농도를 상기 표면산화공정중에 낮추기 때문에, 레이저
빔을 조사해도 니켈이 석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열처리에 의해 실리콘 막 표면
에 촉매원소가 석출되고, 석출된 금속에 의해 TFT의 소스-드레인 사이에 누설전류가 생기는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

산화공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출된 촉매원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촉매원소는 실리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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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석출된 촉매원소의 제거과정에서 실리콘 막의 표면에 대미지를 준다.  이때문에 실리콘 막의 표
면에 대미지를 입히고, 이 대미지로 인한 전자 이동도의 열화와 접촉불량을 야기하며, 신뢰성과 전기적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실시예 4]

제19a-19f도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4의 반도체기판 제조방법을 도시한 개략적 단면도이다.

제19a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유리 등으로 된 기판(401)의 표면을 세정하고, 스퍼터링 장치를 이용해 기판
(401)상에 SiO₂를 200nm 정도의 두께로 퇴적하여 베이스코팅막(402)을 형성한다.

베이스코팅막(402)위에, 100nm 정도의 두께의 비정질실리콘 막(403)을 CVD법이나 스퍼터링법으로 퇴적한
다.  비정질실리콘 막(403)의 두께는 20-150 nm가 바람직하다.  

다음, 제19a도와 같이, 비정질실리콘 막(403)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비정질실리콘 막
(403)의 영역(404)에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그후, 이 기판(401)을 550℃의 온도로 열처리한다.  그결과, 3-10분 내에 결정핵이 형성된다.  또, 각 결
정핵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침형이나 주형 결정이 성장한다.  그동안, 제19b도의 화살표(405)로 도시한 
바와같이, 영역(404)으로부터 기판(401)표면을 따라 침형이나 주형 결정이 바깥쪽으로(즉, 니켈이 도입되
지 않은 영역을 향해)성장한다.  Ni 또는 Ni-Si 화합물을 스퍼터링법으로 성막한 뒤 선택이온주입용 마스
크를 비정질실리콘 막(403)에 형성한 상태에서 비정질실리콘 막중의 Ni 이온을 확산시키는 방법; Ni 전극
을 가진 플라즈마 체임버 내에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비정질실리콘 막(403)의 표면에 Ni 이온을 퇴적한 
후, 비정질실리콘 막(403)중에 확산시키는 방법; 또는 이온도핑법으로 비정질실리콘 막(403)에 Ni 이온을 
주입하는 방법; 에 의해 비정질실리콘 막에 니켈을 도입할 수 있다.

제19c도는 열처리에 의한 결정화를 완성한 때의 기판(401)의 단면도이다.  비정질실리콘을 결정화하여, 
결정성실리콘 영역(406)을 포함한 결정성실리콘 막(409)을 형성한다.  니켈의 선택적 도입영역(404) 외부
에 침형이나 주형의 결정성실리콘 영역(래터럴 성장영역; 406)이 배치되고, 니켈의 선택적 도입영역(404) 
외부에 결정성장단 영역(407)이 배치된다.  니켈의 선택적 도입영역(404)과 결정성장단 영역(407)에서의 
니켈 농도는 결정성실리콘 영역(406)에 비해 높다.

제19d도는 제19c도의 19d-19d 선 단면도이다.  결정성실리콘 막(409)에는 결정성실리콘 영역(406)이 있고 
인접한 2개 결정성실리콘 영역들(406)의 입계에 비정질실리콘 영역(408)이 있다.

다음, 제19e도와 같이, 결정성실리콘 막(409)의 표면을 산화시킨다.  실리콘은 산화에 의해 체적이 팽창
한다.  따라서,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410)의 표면(414)은 산화전의 결정성실리콘 막(409)의 표면(407)보
다 기판(401)에서 높게 위치시킨다.  실리콘산화막(410)의 두께는 10-30nm가 바람직하다.  산화 후, 결정
성실리콘 막(409)은 표면(413)을 갖는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증기 분위기에서 약 600℃로 12시간 열산화
를 행하였다.  열산화에 의해 결정성실리콘 막(409)의 두께는 약 10nm 감소된다.

비정질실리콘 영역(408)은 결정성실리콘 영역(406)보다 빨리 산화되므로, 결정성 실리콘 막(409)과 실리
콘산화막(410)의 계면(즉, 결정성실리콘 막 409의 표면 413)에 서는 비정질실리콘 영역(408)이 결정성실
리콘 영역(406)보다 깊이 산화된다.  또, 니켈의 농도가 높은 비정질실리콘 영역(408)이 더 빨리 산화되
므로, 결정성실리콘 막(409)에 함유된 니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  SIMS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니켈의 

농도가  약 1x10
19
 atoms/㎤에서 1x10

18
 atoms/㎤로  낮아졌고;  결정성실리콘 영역(406)의  니켈의  농도는 

1x10
18
 atoms/㎤에서 4x10

17
 atoms/㎤로 낮아졌다.

이후, 제19f도와 같이, 실리콘산화막(410)을 제거한다.  이때, 실리콘산화막(410)중의 니켈도 실리콘산화
막(410)과 함께 제거된다.  또, 이와 동시에 실리콘산화막(409)표면의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다음, 결
정성실리콘 막(409)에 고에너지광으로서 엑시머레이저 빔(415)을 조사하고, 그결과, 비정질실리콘 영역
(408)이 결정화되어 큰 결정성실리콘 영역(416)을 형성한다.  비정질실리콘 영역(408)은 사라지고, 인접
한 2개의 결정성실리콘 영역들(416) 각각은 결정립계면(417)을 형성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같이, 균일성이 양호하고 전기적 특성이 단결정에 가깝게 우수한 결정성실리콘 막(418)
을 얻을 수 있다.  또, 결정성실리콘 막(418)의 침형이나 주형 결정성장방향은 니켈의 선택적 도입영역
(404)으로 부터 니켈이 도입되지 않은 영역을 향해(즉, 외부쪽으로)제어된다.

[실시예 5]

제20a-20f도는 각각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5의 반도체기판 제조방법을 도시한 개략적 단면도이다.

제 20a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유리 등의 절연재로 된 기판(501)의 표면을 세정하고, 스퍼터링 장치를 이
용해 기판(501)상에 이산화실리콘을 200nm 정도의 두께로 퇴적하여 베이스코팅막(502)을 형성한다.

베이스코팅막(502)위에, 100nm 정도의 두께의 비정질실리콘 막(503)을 CVD법이나 스퍼터링법으로 퇴적한
다.  비정질실리콘 막(503)의 두께는 20-150 nm가 바람직하다.

다음, 제20a도와 같이, 비정질실리콘 막(503)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촉매원소로서 니켈을 비정질실리콘 막
(503)의 영역(504)에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그후, 이 기판(501)을 550℃의 온도로 열처리한다.  그결과, 3-10분 내에 결정핵이 형성된다.  또, 각 결
정핵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침형이나 주형 결정이 성장한다.  그동안, 제20b도의 화살표(505)로 도시한 
바와같이, 영역(504)으로 부터 기판(501)표면을 따라 침형이나 주형결정이 바깥쪽으로(즉, 니켈이 도입되
지 않은 영역을 향해)성장한다.  Ni 또는 Ni-Si 화합물을 스퍼터링법으로 성막한 뒤 선택이온주입용 마스
크를 비정질실리콘 막(503)에 형성한 상태에서 비정질실리콘 막중의 Ni 이온을 확산시키는 방법; Ni 전극
을 가진 플라즈마 체임버 내에서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비정질실리콘 막(503)의 표면에 Ni 이온을 퇴적한 
후, 비정질실리콘 막(503)중에 확산시키는 방법; 또는 이온도핑법으로 비정질실리콘 막(503)에 Ni 이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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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하는 방법; 에 의해 비정질실리콘 막에 니켈을 도입할 수 있다.

제20c도는 열처리에 의한 결정화를 완성한 때의 기판(501)의 단면도이다.  비정질실리콘을 결정화하여, 
결정성실리콘 영역(506)을 포함한 결정성실리콘 막(509)을 형성한다.  니켈의 선택적 도입영역(504)외부
에 침형이나 주형의 결정성실리콘 영역(래터럴 성장영역; 506)이 배치되고, 니켈의 선택적 도입영역(50
4)외부에 결정성장단 영역(507)이 배치된다.  니켈의 선택적 도입영역(504)과 결정성장단 영역(507)에서
의 니켈 농도는 결정성실리콘 영역(506)에 비해 높다.

제20d도는 제20c도의 20d-20d선 단면도이다.  결정성실리콘 막(509)에는 결정성 실리콘 영역(506)이 있고 
인접한 2개 결정성실리콘 영역들(506)의 입계에 비정질실리콘 영역(508)이 있다.

다음, 제20e도와 같이, 결정성실리콘 막(509)의 표면을 산화시킨다.  실리콘은 산화에 의해 체적이 팽창
한다.  따라서, 형성된 실리콘산화막(510)의 표면(514)은 산화전의 결정성실리콘 막(509)의 표면(507)보
다 기판(501)에서 높게 위치시킨다.  실리콘산화막(510)의 두께는 10-30 nm가 바람직하다.  산화 후, 결
정성실리콘 막(509)은 표면(513)을 갖는다.  본 실시예에서는 수증기 분위기에서 약 600℃로 12시간 열산
화를 행하였다.  열산화에 의해 결정성실리콘 막(509)의 두께는 약 10nm 감소된다.

비정질실리콘 영역(508)은 결정성실리콘 영역(506)보다 빨리 산화되므로, 결정성 실리콘 막(509)과 실리
콘산화막(510)의 계면(즉, 결정성실리콘 막 509의 표면 513)에서는 비정질실리콘 영역(508)이 결정성실리
콘 영역(506)보다 깊이 산화된다.  또, 니켈의 농도가 높은 비정질실리콘 영역(508)이 더 빨리 산화되므
로, 결정성실리콘 막(509)에 함유된 니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  SIMS 분석결과에 의하면, 니켈의 농도

가 약 1x10
19
 atoms/㎤에서 1x10

18
 atoms/㎤로 낮아졌고; 결정성실리콘 영역(506)의 니켈의 농도는 1x10

18
 

atoms/㎤ 에서 4x10
17
 atoms/㎤로 낮아졌다.

다음, 제20f도와 같이, 고에너지광으로서 엑시머레이저 빔(515)을 결정성실리콘막(509)에 조사하고, 그결
과, 비정질실리콘 영역(508)이 결정화되어 큰 결정성실리콘 영역들(516)을 형성한다.  비정질실리콘 영역
(508)은 사라지고, 인접한 2개의 결정성실리콘 영역들(516)각각은 결정립계면(517)를 형성한다.

이후, 제 20f도와 같이, 실리콘산화막(510)을 제거한다.  이때, 실리콘산화막(510)중의 니켈도 실리콘산
화막(510)과 함께 제거된다.  또, 이와 동시에 실리콘산화막(509)표면의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같이, 균일성이 양호하고 전기적 특성이 단결정에 가깝게 우수하며 비정질실리콘 영역이 
없는 결정성실리콘 막(518)을 얻을 수 있다.  또, 결정성실리콘 막(51)의 침형이나 주형 결정성장방향은 
니켈의 선택적 도입영역(504)으로 부터 니켈이 도입되지 않은 영역을 향해(즉, 외부쪽으로)제어된다.

상기 실시예 2-5에서 얻어진 결정성실리콘 막을 이용해 반도체장치를 제작할 경우, TFT의 활성영역은 단
결정실리콘에 거의 비슷한 결정성을 갖는 결정성실리콘 막으로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전계효과 이동도
를  높일  수  있다.   결정성실리콘  막중의  촉매원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OFF  특성의  열화가  생기지 
않는다.  또, 반도체장치의 제작중에 촉매원소가 석출되지 않으므로, 전류누설, 이동도의 약화, 접촉불량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신뢰성과 전기적안정성이 우수한 반도체장치를 얻을수 있다.

[실시예 6]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4 또는 5에서 제작한 결정성실리콘 막을 이용해 제 21 도와 같은 구조로 TFT를 
제작한다.

본 도면에서, 비정질실리콘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을 선택적 도입영역(601)으로 부터 비정질실리콘 막
(602)에 도입한다.  결정화 조장 물질의 도입 이후, 비정질실리콘 막(602)을 가열하여, 3-10분 내에 영역
(601)에 결정핵이 형성된다.  비정질실리콘 막(602)을 더 가열하면, 결정핵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침형
이나 주형 결정이 성장한다.  화살표(604)로 표시한대로, 선택적 도입영역(601)으로 부터 기판 표면을 따
라 바깥쪽으로(즉, 비도입영역을 향해)침형이나 주형 결정들이 성장한다.  열처리가 끝나면, 선택적 도입
영역(601)을 포함한 결정성실리콘 영역(605)이 형성된다.  이 결정성실리콘 영역(605)에, 복수의 침형이
나 주형 실리콘 결정들이 화살표(604)방향으로 형성되고, 각 결정의 선단은 결정성실리콘 영역(605)외주
변에 도달한다.

TFT(609)의 결정성실리콘 영역(605)에는 소스영역(606), 드레인영역(607)및 채널영역(608)이 각각 형성된
다.  채널영역(608)에서 캐리어들이 이동하는 방향은 화살표(604)로 표시된 결정성장방향과 동일하다.

도면에서 알 수 있듯이, TFT(609)의 소자영역인 소스영역(606), 드레인영역(607)및 채널영역(608)은 결정
성실리콘 영역(605)내부 및 선택적 도입영역(601)외부에 배치된다.  TFT(609)의 캐리어 이동도는 결정성
실리콘은 물론 소자영역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의 저농도로 인해 높다.  따라서, TFT(609)는 OFF 전류
가 낮고 전류의 누설이 적다.  또, TFT(609)의 신뢰성과 전기적 안정성도 높다.

전 채널영역이 선택적 도입영역(601)의 외부 및 결정성실리콘 영역(605)내부에 위치한다면, 캐리어 이동
도가 높은 TFT를 제작할 수 있다.  예컨대, 제22도와 같이, 소스영역(610), 드레인영역(611)및 채널영역
(612)을  갖는  TFT(613)에서,  결정성실리콘  영역(605)외부에  드레인  영역(611)의  일부를  형성할  수도 
있다.  또는, 소스영역(614),  드레인영역(615)및 채널영역(616)을 갖는 TFT(617)에서, 선택적 도입영역
(601)내부에 드레인영역(615)의 일부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화 조장물질이 선택적 도입영역에서 비정질실리콘 막으로 도입될 경우, 충분히 긴 침형이나 
주형 실리콘 결정을 얻으려면, 비정질실리콘 막의 전 표면영역에 물질이 도입될 경우에 비해 물질의 도입
량을 10-100배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결정화 조장물질이 도입되는 영역에서는 실리콘 막의 레이저-
저항선이나 플루오르화수소산의 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다.  실리콘 막의 
표면이 거칠면 TFT의 이동도가 떨어지고 접촉불량이 생긴다.

따라서, 소스영역과 드레인영역의 일부가 선택적 도입영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접촉불량이 발생하지 않
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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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첨부 특허청구범위의 정신과 범위내에서 여러가지로 변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반도체장치는, 액정표시
장치용 액티브매트릭스 기판 이외에도, 밀착형 이미지센서, 드라이브 내장형 서멀헤드, 유기계 EL 소자를 
발광소자로 한 드라이브 내장형의 광 기입용 소자나 표시소자 및 3차원 IC 등에 응용될 수 있다.  본 발
명의 반도체장치를 이들 장치에 적용하면, 이들 장치를 고속화, 고해상도화, 고성능화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TFT 등의 각종 반도체소자의 제조방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표면이 절연성을 띠는 기판상에 비정질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공정; (b)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결정화
를 조장하는 물질을 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적어도 일부분에 도입하는 공정; (c)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을 
가열에 의해 결정화하여, 비정질반도체 막으로 부터 결정성반도체 막을 얻는 공정; 및 (d)상기 결정성반
도체 막의 표면을 산화시켜, 결정성반도체 막의 표면에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의 일부를 함유한 반도체
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d)후에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에 고에너지광을 조사하는 공정(e)를 더 포함하
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들(d)및(e)중의 하나 이후에 상기 반도체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
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b)도중에, 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상기 물질을 표면 전체
로 부터 비정질반도체 막에 도입하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결정성장방향이 상기 기판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행한 반도체막
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d)도중에, 적어도 산소나 수증기를 함유한 분위기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
을 가열하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분위기가 질산개스, 할로겐 및 할로겐화 수소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 것을 
더 함유하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이 상기 분위기중에서 650℃ 이하의 온도로 가열되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분위기가 25 atm 정도의 압력으로 유지되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분위기가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이 UV 선으로 더 조사되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d)도중에, 황산 이온, 질산 이온, 아질산 이온, 과망간산 이온, 크롬산 이온, 
염소 이온 및 차아염소산 이온으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이온들을 함유한 용액에 상기 결정성반도
체막을 담그는 반도체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조장물질이 Ni, Co, Pd, Pt, Fe, Cu, Ag, Au, In, Sn, P, As, Sb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것을 포함하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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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표면이 절연성을 띠는 기판상에 비정질반도체 막을 형성하는 공정; (b)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결정화
를 조장하는 물질을 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적어도 일부분에 도입하는 공정;(c)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을 
가열에 의해 결정화하여, 비정질반도체 막으로 부터 결정성반도체 막을 얻는 공정; (d)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표면을 산화시켜, 결정성반도체 막의 표면에 결정화를 조장하는 물질의 일부를 함유한 반도체산화막
을 형성하는 공정;및 (e)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중에 반도체소자영역을 배치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d)와(e)사이에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에 고에너지광을 조사하는 공정(f)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d)이후에 상기 반도체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들(d)및(f)중의 하나 이후에 상기 반도체산화막을 제거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
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결정성장방향이 상기 기판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행한 반도체장
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소자영역에 있어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캐리어 이동방향이 결정성반도
체 막의 결정성장방향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소자영역에 있어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캐리어 이동방향이 결정성 반
도체 막의 결정성장방향에 실질적으로 수직인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소자영역내에 채널이 있고, 상기 채널은 적어도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의 상
기 일부분 이외의 영역에 배치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b)도중에, 상기 비정질반도체 막의 결정화를 조장하는 상기 물질을 표면 전
체로 부터 비정질반도체 막에 도입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d)도중에, 적어도 산소나 수증기를 함유한 분위기에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
을 가열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분위기가 질산개스, 할로겐 및 할로겐화 수소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 것
을 더 함유하는 반도체장치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이 상기 분위기중에서 650℃ 이하의 온도로 가열되는 반도체장치
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분위기가 25 atm 정도의 압력으로 유지되는 반도체징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분위기가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반도체막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성반도체 막이 UV 선으로 더 조사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공정(d)도중에,  황산  이온,  질산  이온,  아질산  이온,  과망간산  이온,  크롬산 
이온, 염소 이온 및 차아염소산 이온으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이온들을 함유한 용액에 상기 결정
성반도체막을 담그는 반도체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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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조장물질이 Ni, Co, Pd, Pt, Fe, Cu, Ag, Au, In, Sn, P, As, Sb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것을 포함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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