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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순차측면고상화(SLS) 방법에 의해 실리콘막을 결정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순차측면고상화(SLS) 방법에 의해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막은 그레인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서 크게 다르기 때
문에, 이러한 다결정 실리콘을 이용하여 박막 트랜지스터에 적용할 경우 박막 트랜지스터의 특성 또한 그레인의 성장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본 발명에서는 제 1 및 제 2 방향으로 배열되고 서로 엇갈리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각각 가지는 네 영역으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이용하여, 비정질 실리콘막이 형성된 기판을 마스크 폭의 1/4 만큼 이동시키며 레이저빔을 조사함으로써, 정
사각형 형태의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그레인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막을 이
용하여, 전계효과 이동도가 높으며 균일한 특성을 가지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결정화, 순차측면고상화, 마스크, 레이저빔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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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SLS 결정화 방법에 이용되는 장치를 도시한 도면.

도 2a 내지 도 2c에는 종래의 SLS 방법에 의해 비정질 실리콘막을 결정화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종래의 SLS 방법에 의해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으로 제작한 박막 트랜지스터의 전류-전압 특성을 도시한 그래
프.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SLS 방법으로 다결정 실리콘을 제조하는데 이용되는 마스크를 도시한 도면.

도 5a 내지 도 5d는 본 발명에 따라 SLS 방법으로 비정질 실리콘을 결정화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순차측면고상화 방법에 의해 실리콘막을 결정화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정보화 사회로 시대가 급발전함에 따라 박형화, 경량화, 저 소비전력화 등의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평판 표시장치
(flat panel display)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그 중 색 재현성 등이 우수한 액정 표시 장치(liquid crystal display)
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액정 표시 장치는 전계 생성 전극이 각각 형성되어 있는 두 기판을 두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면이 마주 대하
도록 배치하고 두 기판 사이에 액정 물질을 삽입한 다음, 두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생성되는 전기장에 의해 액정 분자
를 움직임으로써 액정 분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투과율에 의해 화상을 표현하는 장치이다.

액정 표시 장치의 하부 기판은 스위칭 소자인 박막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데, 박막 트랜지스터에 사용되는 액티브층은 
비정질 실리콘(amorphous silicon ; a-Si:H)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비정질 실리콘이 저온에서 저가의 유리 기
판과 같은 대형 기판 상에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질 실리콘을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구동 회로가 필요하다. 구동 회로는 다
수의 CMOS(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소자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CMOS 소자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단결정 실리콘(single crystal silicon)이 이용된다.

따라서, 액정 표시 장치는 비정질 실리콘으로 제작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기판에 단결정 실리콘으로 제작된 고밀도 
집적 회로(large scale integration)를 TAB(tape automated bonding) 등의 방법으로 연결하여 구동한다. 그러나, 
구동 회로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액정 표시 장치는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다.

    
근래에 들어 다결정 실리콘(poly-Si)을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를 채용하는 액정 표시 장치가 널리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다결정 실리콘을 이용한 액정 표시 장치에서는 박막 트랜지스터와 구동 회로를 동일 기판 상에 형성할 수 있으며, 
박막 트랜지스터와 구동 회로를 연결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므로 공정이 간단해진다. 또한, 다결정 실리콘은 비정질 실리
콘에 비해 전계효과 이동도가 100 내지 200 배 정도 더 크므로 응답 속도가 빠르고, 온도와 빛에 대한 안정성도 우수
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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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결정 실리콘은 직접 증착(as-deposition)하거나,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법(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또는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으로 비정질 실리콘을 증
착한 후 이를 결정화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비정질 실리콘을 이용하여 다결정 실리콘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고상 결정화(SPC : solid phase crystallization) 방
법, 금속유도 결정화(metal induced crystallization : MIC) 방법, 그리고 레이저 열처리(laser annealing) 방법 등
이 있다.

여기서, 고상 결정화 방법은 비정질 실리콘을 고온에서 장시간 열처리함으로써 다결정 실리콘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600 ℃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석영 기판에 불순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의 두께로 완충층을 형성하고, 완
충층 상에 비정질 실리콘을 증착한 후, 퍼니스(furnace)에서 고온 장시간 열처리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상 결정화 방법은 고온에서 장시간 수행되므로 원하는 다결정 실리콘 상(phase)을 얻을 수 없으며, 
그레인(grain) 성장 방향성이 불규칙하여 박막 트랜지스터에 응용시 다결정 실리콘과 접촉되는 게이트 절연막이 불규
칙하게 성장되므로 소자의 항복전압이 낮아진다. 또한, 다결정 실리콘의 그레인 크기가 불균일하여 소자의 전기적 특성
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고가의 석영기판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금속 유도 결정화 방법은 비정질 실리콘 위에 금속을 증착하고 이 금속을 이용하여 다결정 실리콘을 형성하는 방
법으로, 금속이 비정질 실리콘의 결정화 온도를 낮추어 대면적의 유리 기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촉매로 사용된 금속 물
질이 실리콘막 내에 남게 되어 불순물로 작용할 수 있다.

    
레이저 열처리 방법은 비정질 실리콘이 증착된 기판에 레이저빔(beam)을 가해서 다결정 실리콘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비정질 실리콘이 증착된 기판에 순간적으로(수십 내지 수백 나노 초(nano second ; 십억 분의 일 초)) 레이저 에너지
를 공급하여 비정질 실리콘을 용융상태로 만든 후, 이어 냉각함으로써 다결정 실리콘을 형성한다. 이러한 레이저 열처
리에 의한 결정화 방법은 400℃ 이하의 저온에서 결정화가 가능하나, 결정화가 불균일하여 균일도(uniformity)가 떨
어진다. 또한, 레이저빔의 단일 조사(single shot)에 의해 결정화된 실리콘 박막은 매우 작은 크기의 그레인을 가지기 
때문에, 그레인의 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위치에 약 10 회 정도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작은 실리콘 그레인을 
재결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레이저 열처리 방법은 생산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한편, 레이저빔이 조사된 실리콘막의 표면 온도는 약 1400 ℃ 정도가 되므로, 실리콘막의 표면은 산화되기가 쉽다. 특
히, 이러한 레이저 열처리 결정화 방법에서는 레이저빔의 조사가 다수 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레이저 열처
리를 실시할 경우 레이저빔이 조사된 실리콘막의 표면이 산화되어 SiO2 가 생성된다. 따라서, 레이저 열처리는 약 10 -

7 내지 10-6 torr 정도의 진공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레이저 열처리 결정화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레이저를 이용하여 순차측면고상법(sequential late
ral solidification : 이하 SLS 방법이라고 함)에 의해 결정화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널리 연구되고 있다.

    
SLS 방법은 실리콘의 그레인이 실리콘 액상영역과 실리콘 고상영역의 경계면에서 그 경계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레이저 에너지의 크기와 레이저빔의 조사 범위를 적절하게 이동하여 그레인을 소정
의 길이만큼 측면성장시킴으로써, 실리콘 그레인의 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결정화 방법(Robe
rt S. Sposilli, M. A. Crowder, and James S. Im, Mat. Res. Soc. Symp. Proc. Vol. 452, 956∼957, 1997)이다. 
SLS 방법은 기판 상에 실리콘 그레인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큰 SLS 실리콘 박막을 형성함으로써, 단결정 실리콘 채널 
영역을 가지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SLS 결정화 방법에 대하여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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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 1은 SLS 결정화 방법에 이용되는 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SLS 결정화 장치는 광원(1)과 감쇄기(attenuator)(2), 초점 렌즈(focus lens)(5), 마스크(6), 이미징 렌즈(imagin
g lens)(7), 그리고 비정질 실리콘을 포함하는 시료(9)가 놓이는 이동 스테이지(translation stage)(10)가 순차적으
로 배열되어 있으며, 감쇄기(2)와 초점 렌즈(5) 사이 및 이미징 렌즈(7)와 이동 스테이지(10) 사이에는 입사된 빛을 
소정의 각도로 반사하여 빛의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반사경(3, 4, 8)이 각각 위치한다.

    
여기서, 광원(1)은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로서 308 nm의 XeCl나 248 nm의 KrF를 주로 이용하며, 감쇄기(
2)는 엑시머 레이저(1)로부터 발생된 레이저빔이 소정 에너지를 갖도록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초점 렌즈(5)와 이미징 
렌즈(7)는 레이저빔을 집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초점 렌즈(5)는 불균일한 레이저빔의 초점 거리를 같게 하여 
투과되는 레이저빔의 에너지를 균일하게 한다. 다음, 마스크(6)는 패터닝되어 있어 레이저빔을 소정의 모양으로 투과
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광원(1)에서 방출된 레이저빔은 감쇄기(2)를 통과하여 에너지 크기가 조절되고, 반사경(3, 4)에서 반사되어 
초점 렌즈(5)에 의해 집속된다. 이어, 레이저빔은 마스크(6)에 의해 일부만 통과되고, 이미징 렌즈(7)와 반사경(8)을 
거쳐 시료(9)에 조사된다. 다음, 시료(9)가 놓인 이동 스테이지(10)를 이동시켜 레이저빔 조사를 반복한다.

도 2a 내지 도 2c에는 도 1의 장치를 이용하여 SLS 방법에 의해 비정질 실리콘막을 결정화하는 과정을 도시하였다.

먼저, 도 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정질 실리콘막(20)의 A 영역에 레이저빔을 1차 조사하여 결정을 성장시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리콘은 액상영역과 고상영역의 경계면에서부터 측면 성장을 하므로, 레이저빔이 조사된 영역(A)의 
양끝에서부터 그레인(22)이 성장되어 결정이 만나는 부분(Ⅱa선)에서 성장을 멈춘다.

    
이어,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정질 실리콘막(20)의 B 영역에 레이저빔을 2차 조사하여 결정을 성장시킨다. 이때, 
B 영역은 레이저빔이 1차 조사된 영역(도 2a의 A 영역)의 일부를 포함하는데, 레이저빔이 조사된 B 영역의 경계에서
부터 결정이 성장되므로, A 영역과 B 영역이 일부 중첩되는 영역(AB 영역)에서는 레이저빔의 1차 조사시 생성된 그레
인(도 2a의 22)이 결정화 핵으로 작용하여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정 성장은 Ⅱb선에서 멈추게 되며, 도시한 바
와 같이 2차 레이저빔 조사 후에는 더욱 큰 그레인(23)이 생성된다.
    

다음, 도 2c에 도시한 바와 같이 비정질 실리콘막(20)의 C 영역에 레이저빔을 3차 조사하여 결정을 성장시키는데, 이
때의 C 영역은 레이저빔이 2차 조사된 B 영역의 일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C 영역 중 B 영역과 일부 중첩되는 영역(B
C 영역)에 형성되는 그레인은 레이저빔의 2차 조사시 생성된 그레인(도 2b의 23)이 결정화 핵으로 작용하여 더욱 큰 
그레인(24)이 성장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레이저빔 조사를 반복하여 비정질 실리콘이 형성된 박막 전체를 주사(scanning)함으로써, 그레인
의 크기가 큰 다결정 실리콘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위치에 조사되는 레이저빔의 회수가 적어지므로 수율이 높아
진다.

그러나, SLS 방법으로 성장된 그레인은 그레인의 크기가 방향에 따라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SLS 방법으로 형성된 다
결정 실리콘을 이용하여 박막 트랜지스터에 적용할 경우 박막 트랜지스터의 특성 또한 그레인의 성장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SLS 방법에 의해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을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의 전류-전압 특성 그래프를 도 3에 도시하였는데, 
소스와 드레인 방향 즉, 전류가 흐르는 채널의 방향과 결정의 성장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실선), 45도를 이루는 경우(
짧은 점선), 90도를 이루는 경우(긴 점선)에 대해, 각각 드레인 전압(Vd)이 0.1 V일 때와 10 V일 때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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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로축은 게이트 전압(Vg)을, 세로축은 드레인 전류(Id)을 나타낸다. 도시한 바와 같이, 채널 방향과 결정의 
성장 방향이 이루는 각이 작을수록 그레인 경계(grain boundary) 수가 적기 때문에 전류-전압 특성이 우수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 방향과 결정의 성장 방향이 일치될 경우 소자의 특성은 최대가 되나, 채널 방향과 
결정의 성장 방향이 90도를 이룰 경우에는 소자 특성이 최소가 되므로, SLS 방법에 의해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막을 박
막 트랜지스터에 이용할 경우 균일한 특성을 얻기가 힘들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결정의 크기가 큰 다결정 실리콘
의 제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결정의 형태가 균일한 다결정 실리콘의 제작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결정의 크기가 크고, 형태가 균일한 다결정 실리콘을 이용하여 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조함으
로써, 박막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ㄱ) 제 1 방향으로 다수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1 영역과, ㄴ) 상
기 제 1 영역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엇갈리게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2 영역과, ㄷ) 제 2 방향으로 다수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3 영역과, ㄹ) 상기 제 3 영역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엇갈리게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4 영역을 포함하는 마스크를 준비하고, 상기 마스크로 비정질 실리콘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에 레이저빔을 1
차 조사한다. 이어, 상기 1차 조사된 기판을 상기 마스크 폭의 1/4 만큼 이동시켜 레이저빔을 2차 조사한 후, 상기 2차 
조사된 기판을 상기 마스크 폭의 1/4 만큼 이동시켜 3차 레이저빔 조사를 실시하고, 상기 3차 조사된 기판을 상기 마스
크 폭의 1/4 만큼 이동시켜 4차 레이저빔 조사를 실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마스크는 레이저빔을 소정 간격으로 이동하여 조사함으로써 순차측면고상화 방법으로 비정질 실리콘을 
결정화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제 1 방향으로 다수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1 영역과, 상기 제 1 영역의 스
트라이프 패턴과 엇갈리게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2 영역, 제 2 방향으로 다수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
는 제 3 영역, 그리고 상기 제 3 영역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엇갈리게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4 영역을 포
함한다.
    

여기서, 상기 제 1 및 제 2 방향은 직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스트라이프 패턴은 빛을 차단하는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스트라이프 패턴 사이의 간격은 상기 스트라
이프 패턴의 폭보다 같거나 작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배열방향이 제 1 및 제 2 방향으로 배열되고, 서로 엇갈리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각각 가지는 
네 영역으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이용하여, 비정질 실리콘이 형성된 기판을 마스크 폭의 1/4 만큼 이동시키면서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균일한 크기 및 결정 방향을 가지는 다결정 실리콘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다결정 실리콘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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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SLS 방법으로 다결정 실리콘을 제조하는데 이용되는 마스크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마스크(100)는 제 1 내지 제 4의 네 영역(110, 120, 130, 140)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 영역(110)은 가로 방향으로 연장된 스트라이프 패턴(111)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 2 영역(120)은 세로 방향으로 
연장된 스트라이프 패턴(121)을 가지며, 제 3 영역(130)은 가로 방향의 스트라이프 패턴(131)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턴(131)은 제 1 영역의 스트라이프 패턴(111) 사이의 간격(이하 슬릿이라고 함)(112)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음, 제 4 영역(140)은 세로 방향의 스트라이프 패턴(141)을 가지며, 이 패턴(141)은 제 2 영역의 슬릿(122)과 대응
하여 제 2 영역의 스트라이프 패턴(121)과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다.
    

    
각 영역의 스트라이프 패턴(111, 121, 131, 141)은 차광막으로 형성되어 있어, 레이저빔를 조사하였을 때 레이저빔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슬릿(112, 122, 132, 142)은 레이저빔이 투과되도록 투명하게 되어 있다. 이때, 결정화될 비
정질 실리콘의 모든 영역이 레이저빔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프 패턴(111, 121, 131, 141)의 폭
은 슬릿(112, 122, 132, 142)의 폭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라이프 패턴(111, 121, 131, 141)
의 폭은 2 ㎛ 내지 10 ㎛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스트라이프 패턴(111, 121, 131, 141)의 폭은 레이저빔의 에너지 밀
도(energy density)나 박막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마스크(100)에서 제 1 내지 제 4 영역(110, 120, 130, 140)은 순서에 관계없이 배열할 수 있다. 즉, 도 4에서
는 제 1 내지 제 4 영역(110, 120, 130, 140)이 순차적으로 배열된 경우에 대해 도시하였으나, 제 1 영역(110), 제 
3 영역(130), 제 2 영역(120), 제 4 영역(140) 순으로 배열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순서로 배열할 수도 있다.

이때, 제 1 내지 제 4 영역(110, 120, 130, 140)의 폭(가로 길이)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도 4의 마스크로 비정질 실리콘막에 레이저빔을 1차 조사하여 결정화한 다음, 비정질 실리콘막이 형성된 기판을 마스크
(100) 폭(가로 길이)의 1/4 만큼 이동시키고, 레이저빔을 2차 조사하여 다시 결정화한다. 이어, 기판을 마스크(100) 
폭의 1/4 만큼 이동시켜 3차 레이저빔 조사 및 결정화를 실시하고, 다시 기판을 마스크(100) 폭의 1/4 만큼 이동시킨 
후 4차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결정화한다.

여기서, 조사되는 레이저빔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렌즈로 레이저빔을 축소시켜 조사할 수 있는데, 마스크(100)의 가
로방향 길이를 16 mm로 하고 레이저빔의 축소비를 1/4로 할 때, 비정질 실리콘막이 형성된 기판은 1 mm씩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마스크를 이용하여 비정질 실리콘을 결정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도 5a 내지 도 5d에 도시하였는데, 이때 앞서 
도 1에서 설명한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도시된 영역은 레이저빔의 1차 조사시 마스크의 제 1 영역에 대응
하는 부분 중 일부, 즉 도 4의 S에 해당하는 영역만을 도시한 것이다.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 4의 마스크(100)로 비정질 실리콘막이 형성된 기판(200)에 레이저빔을 1차 조사하여 
실리콘을 결정화시킨다. 이때, 결정화는 레이저빔에 노출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마스크(100)의 슬릿(112)에 대
응하는 영역(210)에서만 결정화가 진행되며, 가장자리에서부터 진행하여 서로 다른 그레인이 만나는 경계부분(Va선)
에서 멈춘다.

    
이어, 도 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200)을 마스크(100) 폭의 1/4 만큼 좌측으로 이동시킨 후, 레이저빔을 2차 조
사하여 결정화를 진행한다. 여기서, 레이저빔이 1차 조사된 영역에는 마스크(100)의 제 2 영역(120)이 대응되므로, 
제 2 영역(120)의 슬릿(122)에 대응하는 영역(220)에서만 결정화가 일어난다. 이때, 도 5a의 결정 성장 방향과 수직
인 방향으로 결정화가 일어나 Vb선에서 성장을 멈추는데, 레이저빔이 1차 조사된 영역과 중첩되는 영역에서는 1차 레
이저빔 조사시 형성된 그레인(도 5a의 211, 212)이 결정화 핵으로 작용하여 도 5a의 그레인(211, 212)보다 큰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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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221, 222)이 성장된다.
    

다음, 도 5c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200)을 마스크(100) 폭의 1/4 만큼 좌측으로 이동시킨 후, 레이저빔을 3차 조
사하여 실리콘막을 결정화시킨다. 여기서 도면부호 230은 3차 레이저빔이 조사되어 결정화가 진행되는 영역으로서, 2
차 레이저빔이 조사된 영역과 중첩되는 영역에서는 2차 레이저빔의 조사시 생성된 그레인(221, 222)이 결정화 핵으로 
작용하여 이보다 더 큰 그레인(231, 232)이 생성된다.

다음, 도 5d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200)을 마스크(100) 폭의 1/4 만큼 좌측으로 이동시킨 후, 레이저빔을 4차 조
사하여 실리콘을 결정화시킨다. 이때, 레이저빔이 조사되는 영역은 도면부호 240에 해당하며, 이 영역(240)에서는 3
차 레이저빔 조사시 생성된 그레인(231, 232)이 결정화 핵으로 작용하여 결정화가 이루어지므로, 도시한 바와 같이 정
사각형 형태의 그레인(241, 242)이 성장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결정의 크기가 크고 균일한 다결정 실리콘막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 다결정 실리콘막으
로 제조된 박막 트랜지스터의 특성은 채널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균일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에서는 한 영역에 4번의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결정화가 이루어지므로, 막 
표면의 산화 정도가 작아 대기 상태에서 결정화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다결정 실리콘 방법을 이용하여 액정 표시 장치용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을 제작할 경우에는, 구동 
회로를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에 동시에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제조 공정 및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다양한 변화와 변형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SLS 방법에 비정질 실리콘을 결정화하는데 있어서, 배열방향이 제 1 및 제 2 방향으로 배열되고 서로 엇갈
리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각각 가지는 네 영역으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이용하여, 비정질 실리콘막이 형성된 기판을 마스
크 폭의 1/4 만큼 이동시키며 레이저빔을 조사함으로써 정사각형 형태의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그레인을 형성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막을 이용하여, 전계효과 이동도가 높으며 균일한 특성을 가지는 박
막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 형성된 다결정 실리콘막을 이용하여 액정 표시 장치의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을 제조할 경우 CM
OS와 같은 소자를 포함하는 구동 회로를 박막 트랜지스터 기판 상에 함께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제조 비용 및 공정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비정질 실리콘막의 결정화 방법에서는 같은 위치에 레이저빔이 조사되는 회수가 4회로 적기 때문에 박
막 표면이 산화될 확률이 적어 대기 중에서 결정화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 더욱 간단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ㄱ) 제 1 방향으로 다수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1 영역과, ㄴ) 상기 제 1 영역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엇갈리게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2 영역과, ㄷ) 제 2 방향으로 다수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3 영역과, ㄹ) 
상기 제 3 영역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엇갈리게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4 영역을 포함하는 마스크를 준비
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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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마스크로 비정질 실리콘이 형성되어 있는 기판에 레이저빔을 1차 조사하는 단계;

상기 1차 조사된 기판을 상기 마스크 폭의 1/4 만큼 이동시켜 레이저빔을 2차 조사하는 단계;

상기 2차 조사된 기판을 상기 마스크 폭의 1/4 만큼 이동시켜 3차 레이저빔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상기 3차 조사된 기판을 상기 마스크 폭의 1/4 만큼 이동시켜 4차 레이저빔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비정질 실리콘의 결정화 방법.

청구항 2.

레이저빔을 소정 간격으로 이동하여 조사함으로써 순차측면고상화 방법으로 비정질 실리콘을 결정화하는 장치에 있어
서,

제 1 방향으로 다수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1 영역과;

상기 제 1 영역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엇갈리게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2 영역과;

제 2 방향으로 다수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3 영역과;

상기 제 3 영역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엇갈리게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지는 제 4 영역

을 포함하는 순차측면고상화용 마스크.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방향은 직각을 이루는 순차측면고상화 방법용 마스크.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라이프 패턴은 빛을 차단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순차측면고상화 방법용 마스크.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라이프 패턴 사이의 간격은 상기 스트라이프 패턴의 폭보다 같거나 작은 순차측면고상화 방법용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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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c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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