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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하고,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 재결정화시켜 다결정

반도체 영역을 갖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으로서, 소정의 기준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한다.

대표도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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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하고,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 재결정화시킨 다

결정 반도체 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 중의 임의의 레이저 광을 기준 레이저 광으로 하고, 상기 기준 레이저 광을 상기 전구

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은,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파장 및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

을 용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제1 레이저 광, 및 상기 용융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파장 및 에너지를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포함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레이저 광은 제2 레이저 광이고, 상기 제1 또는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어하여,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 재결정화시키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 조사된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상기 파워 밀도에 대한 반사 후의 상기 파워 밀

도로부터 구해진 반사율이 소정의 값에 도달한 후, 상기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율의 소정의 값은 결정의 희망 길이와 상기 제1 레이저 광의 상기 파워 밀도에 의해 결정되는 반도체 박막의 제

조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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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상기 파워 밀도에 대해 방출된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상기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진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상기 제1 레이저 광의 상기 파워 밀도가 제어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저 광의 상기 파워 밀도는 상기 제1 레이저 광의 방출 직전의 상기 반사율과 결정의 희망 길이 사이의 관계로

부터 결정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상기 파워 밀도에 대해 방출된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상기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진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상기 파워 밀도가 제어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상기 파워 밀도는 결정의 희망 길이와 상기 제1 레이저 광의 방출 직전의 반사율 값 사이의 관계로부

터 결정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저 광은 자외선 영역 또는 가시 영역의 파장을 갖고, 상기 제2 레이저 광은 가시 영역 또는 적외선 영역의 파

장을 갖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이저 광은 9∼11㎛의 범위 내의 파장을 갖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재결정화 시에 성장하는 결정은 상기 반도체 박막 기판의 면에 대하여 거의 평행하게 성장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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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레이저 광원들,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 중의 임의의 레이저 광을 기준 레이저 광으로 하고, 상기 기준 레이저 광을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 수단, 및

상기 기준 레이저 광을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

저 광들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수단

을 포함하는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두개의 레이저 광원들은,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파장 및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제1 레이저 광을 방출하는 제1 레이저 광원, 및 상기 용융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

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파장 및 에너지를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방출하는 제2 레이저 광원을 포함하고,

상기 검지 유닛은, 상기 기준 레이저 광이 상기 제2 레이저 광인 경우에, 상기 제2 레이저 광이 조사된 부위의 반사율의 변

화를 검지할 수 있고,

상기 제어 유닛은, 상기 제2 레이저 광을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상기 제1

레이저 광 또는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검지 유닛은,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상기 파워 밀도에 대해 방출된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상기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진 반사율의 변화를 검지할 수 있는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검지 유닛은, 광 센서 및 상기 광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 회로를 포함하고,

상기 광 센서는 상기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의 반사 전의 상기 제2 레이저 광과 반사 후의 상기 제2 레이저 광을 검

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고,

상기 신호 처리 회로는 상기 광 센서로부터 송신되는 반사 전의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상기 파워 밀도를 나타내는 신호, 및

반사 후의 상기 제2 레이저 광의 상기 파워 밀도를 나타내는 신호를 처리하여, 반사율을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는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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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저 광원은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제1 레이저 광을 방출하고, 상기 제2 레이저 광원은 가시 영역 또는 적

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방출하는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상기 제2 레이저 광은 9∼11㎛의 범위의 파장을 갖는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재결정화 시에 성장하는 결정은, 상기 반도체 박막 기판의 면에 대하여 거의 평행하게 성장되는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정식 출원은, 2004년 6월 17일에 일본 특허청에 출원되고 본 명세서 전체에서 참조로 사용되는 일본 특허 출원 번호 제

2004-179720호에 기초한다.

본 발명은, 에너지 빔, 특히 레이저 빔을 이용한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및 그를 위한 제조 장치에 관한 것이다.

다결정 박막 트랜지스터는, 비정질 반도체 박막을 재결정화하여 다결정 반도체 박막으로 형성한 트랜지스터에 대응한다.

그러한 다결정 박막 트랜지스터는, 비정질 반도체 박막에 직접 트랜지스터를 형성한 비정질 박막 트랜지스터에 비해 전계

이동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 동작을 기대할 수 있다. 다결정 박막 트랜지스터는, 액정 디바이스의 구동계뿐만 아니라 글래

스 기판 상에서의 대규모 집적 회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결정성 실리콘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표시 장치의 화소 부분에 스위칭 소자를 형성하는 것뿐

만 아니라, 화소 주변 부분에 구동 회로나 일부의 주변 회로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들 소자나 회로는 1개의 기판 상에 형성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별도 드라이버 IC나 구동 회로 기판을 표시 장치에 실장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들 표시 장치를 저가

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그 밖의 장점으로서, 결정성 실리콘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트랜지스터의 치수를 미세화할 수 있다.

화소 부분에 형성하는 스위칭 소자가 작아져서, 표시 장치의 고개구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휘도, 고정밀한

표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결정 반도체 박막은, 기상 성장법에 의해 얻어지는 비정질 반도체 박막을, 장시간 동안, 글래스의 왜곡점(약

600∼650℃) 이하에서 열 어닐링하거나, 레이저 등의 고에너지 밀도를 갖는 광을 조사하는 광 어닐링법에 의해 얻어진다.

광 어닐링법에서는, 글래스 기판의 온도를 왜곡점까지 상승시키지 않고, 반도체 박막에만 높은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에, 이동도가 높은 반도체 박막의 결정화에는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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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재결정화 기술은 일반적으로 ELA(Excimer Laser Annealing)법이라 부르며, 생산성이 우

수한 레이저 결정화 기술로서, 공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ELA법은, 구체적으로는, 비정질 실리콘 박막을 형성한 글래스

기판을 400℃ 정도로 가열한다. 상기 글래스 기판을 소정 속도로 이동하면서, 길이 200∼400㎜, 폭 0.2∼1.0㎜ 정도의 선

형상의 엑시머 레이저를 글래스 기판 상의 비정질 실리콘 박막에 펄스 방사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해, 비정질 실리콘 박

막의 두께와 동일한 정도의 평균 입경을 갖는 다결정 실리콘 박막이 형성된다. 이 때, 엑시머 레이저를 조사한 부분의 비정

질 실리콘 박막은, 두께 방향 전역에 걸쳐 용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비정질 영역을 남기고 용융시킨다. 그 때문에

레이저 빔 조사 영역 전면에 걸쳐, 도처에 실리콘의 결정 핵이 발생하여서, 실리콘 박막의 최표층을 향해 실리콘의 결정이

성장한다.

여기서, 또한 고성능의 표시 장치를 얻기 위해서는, 상기의 다결정 실리콘의 결정 입경을 크게 하고 및/또는 실리콘 결정

방위를 제어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결정 실리콘에 가까운 성능을 갖는 다결정 실리콘 박막을 얻는 것을 목적으

로 하여, 수많은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결정을 가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기술(국제 공개 WO97/

45287호 공보 참조)이 있다(이하, "수퍼 래터럴 성장법(super lateral growth)"이라 함). 이것은, 먼저 수 ㎛ 정도의 미세

폭의 펄스 레이저를 실리콘 박막에 조사하고, 실리콘 박막을 레이저 조사 영역의 두께 방향 전역에 걸쳐 용융·응고시켜 결

정화를 행한다. 이에 따라, 용융부와 비용융부의 경계가 글래스 기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

생한 결정 핵으로부터 결정이 모두 가로 방향으로 성장한다. 그 결과, 1 펄스의 레이저 조사에 의해, 글래스의 기판면에 대

하여 평행하며, 크기가 균일한 바늘 형상의 결정이 얻어진다. 1 펄스의 레이저 조사에 의해 형성되는 결정 길이는 1㎛ 정도

인데, 1회전의 레이저 조사에 의해 형성된 바늘 형상의 결정의 일부에 중복하도록 순차적으로 레이저 펄스를 조사해 감에

따라, 이미 성장한 결정을 이어 받아서, 긴 바늘 형상의 결정립(crystal grain)이 얻어지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상기 수퍼 래터럴 성장법에서는, 1 펄스의 레이저 조사에 의해 형성되는 결정의 길이는 1㎛ 정도이다(도 8a). 결정 길이의

적어도 2배를 갖는 영역을 용융시킨 경우에는, 용융 영역의 중앙부에 미세한 결정이 형성된다(도 8b). 이 미세한 결정들은

래터럴 성장한 결정이 아니라, 기판 방향으로의 열 전도에 지배되어, 기판에 대해 수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용융 영역을 확

대함으로써, 결정 길이가 현저하게 증가된 바늘 형상 결정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퍼 래터럴 성장법에서는, 약

0.4∼0.7㎛의 매우 미소한 피치로 펄스 레이저 조사를 반복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표시 장치 등에 이용하는 기판의 전면

에 걸쳐서 결정화를 달성하는 것은 극히 시간소모적인 것이었다. 여기에는 제조 효율이 매우 나쁘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

다.

1펄스의 레이저 조사에 의해 보다 긴 바늘 형상의 결정을 형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기판을 히터로 가열하는 방법이나, 기

판 혹은 기초막을 레이저로 가열하는 방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06-291034

호 공보 참조). 그러나, 히터를 이용하여 기판을 가열하는 것에 기초한 방법은, 온도에 있어서 넓은 범위에 대하여 장시간

의 온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판, 기초막, 및 반도체막의 변질 원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점을 갖는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냉각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립의 크기에 변동이 발생하여, 반도체의 특성의 변동을 일으

킨다. 이것은 결정립의 평균적 크기가 커짐에 따라 더욱 현저해진다. 레이저에 의한 가열인 경우, 레이저 출력 장치의 조사

에너지의 변동이 그대로 온도의 변동으로 되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

반도체 박막 표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판 표면에서의 온도 변화를 검지하여 레이저 발진기를 제

어하는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04-338631호 공보 참조). 이 일본 특허 공개 04-338631호 공

보에 기재된 연구는, 레이저 조사부의 온도를 방사 온도계를 사용하여 검지하여, 검지 결과에 따라 레이저 광을 변조한다

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 온도계의 응답 속도는, 가장 빠른 것 조차도 수 밀리세컨드(㎳) 오더이다. 따라서, 수백 나노

세컨드(㎱) 내지 마이크로세컨드(㎲) 오더의 펄스 폭을 갖는 레이저 광에 의한 레이저 가공 위치의 온도 측정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수백 ㎱ 내지 ㎲ 오더의 펄스 폭을 갖는 레이저 광을 이용하며, 레이저 조사부

의 온도 변화를 상기 오더에서 검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장치 및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 100㎱∼㎲ 오더의 시간 동안 반도체 기판을 특정한 온도까지 가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장치 및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수퍼 래터럴 성장법에 있어서, 보다 길고, 변동이 적은 바늘 형상 결정을 형성하는 반도체 박막

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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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르면, 다결정 반도체 영역을 갖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은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을 전구

체(precursor)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하는 단계, 및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 재결정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소정

의 기준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

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은,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파장 및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제1 레이저 광, 및 용융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파장 및 에너지를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준 레이저 광은 제2 레이저 광이다. 그 제2 레이저 광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1 또는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하여,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 재결정화시킨다.

바람직하게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해 방출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

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진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1 레이저 광을 방출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 레이저 광은 반사율이 소정의 값에 도달한 후에 방출된다.

바람직하게는, 반사율의 소정의 값은 결정의 희망 길이와 상기 제1 레이저 광의 상기 파워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바람직하게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해 방출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

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진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1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가 제어된다.

바람직하게는, 제1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는 제1 레이저 광의 방출 직전의 반사율과 결정의 희망 길이 사이의 관계로부터

결정된다.

바람직하게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해 방출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

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진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가 제어된다.

바람직하게는,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는 결정의 희망 길이와 제1 레이저 광의 방출 직전의 반사율 값 사이의 관계로부

터 결정된다.

바람직하게는, 제1 레이저 광은 자외선 영역 또는 가시 영역의 파장을 갖는다. 제2 레이저 광은 가시 영역 또는 적외선 영

역의 파장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제2 레이저 광은 9∼11㎛의 범위 내의 파장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재결정화 시에 성장하는 결정은 반도체 박막 기판의 면에 대하여 거의 평행하게 성장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르면,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는,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

사할 수 있는 적어도 두개의 레이저 광원, 소정의 기준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

화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 유닛, 및 상기 기준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

라,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유닛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두개의 레이저 광원들은,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파장 및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제1 레이저 광을 방출하는 제1 레이저 광원, 및 그 용융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파장 및 에너지를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방출하는 제2 레이저 광원을 포함한다. 검지 유닛은, 기준

레이저 광이 제2 레이저 광인 경우에, 상기 제2 레이저 광이 조사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를 검지할 수 있다. 제어 유닛은,

상기 제2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1 레이저 광 또는 제2 레이저 광

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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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검지 유닛은,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해 방출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진 반사율의 변화를 검지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검지 유닛은 광 센서 및 상기 광 센서로부터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신호 처리 회로를 포함한다. 광 센서

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있어서의 반사 전의 제2 레이저 광과 반사 후의 제2 레이저 광을 검지할 수 있도록 배치된

다. 신호 처리 회로는 상기 광 센서로부터 송신되는 반사 전의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나타내는 신호, 및 반사 후의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나타내는 신호를 처리하여, 반사율을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 레이저 광원은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제1 레이저 광을 방출한다. 제2 레이저 광원은 가시 영역 또

는 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방출한다.

바람직하게는, 제2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제2 레이저 광은 9∼11㎛의 범위의 파장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재결정화 시에 성장하는 결정은, 반도체 박막 기판의 면에 대하여 거의 평행하게 성장된다.

각 조사에 의해 형성된 결정의 길이는 본 발명에 따라 균일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래터럴 성장 거리가 현저하게 증가된 결

정 길이를 갖는 다결정 반도체 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 박막을 안정하게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제조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에 의해, 종래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된 성능을 갖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안정성

있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따라 수퍼 래터럴 성장에서의 전송 피치가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

문에, 결정화 처리 시간 또한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그외의 목적들, 특징들, 양상들 및 이점들은 첨부하는 도면과 함께 취해지는 본 발명의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반도체 박막 제조 방법)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은,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하고, 전구체 반도

체 박막을 용융 재결정화시켜 다결정 반도체 영역을 갖는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에 기초한다. 소정의 기준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한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레이저 광은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 중 하나의 레이저 광이 전구

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됨으로써, 전구체 반도체 박막이 용융 재결정화되어 다결정 반도체 영역이 형성되는 것이면,

어떠한 종류라도 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레이저 광들은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파장 및 전구체 반

도체 박막을 용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제1 레이저 광과, 용융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파장 및 에너지를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은, 소정의 기준 레이저 광을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레이저 광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하는 것에 중요한 기술적 의의를 갖는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준 레이저 광(reference laser

beam)"이란, 상기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 중에서 임의로 미리 정해진 하나의 레이저 광이다. 기준 레이저 광은 전

구체 반도체 박막의 용융 재결정화를 위한 레이저 광의 조사에 앞서서,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조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제1 레이저 광 및 제2 레이저 광을 이용하는 경우, 제2 레이저 광을 기준 레이저 광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다른 레이저 광(제3 레이저 광)을 기준 레이저 광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용융 재결정화를 위한 레이저 광은, 상기 기준 레이저 광이 조사된 부위의 반사율

의 변화에 따라 제어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반사율의 변화"란, 기준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해 전구체 반도

체 박막에서 방출된 반사 후의 파워 밀도의 비의 변화를 말한다.

본 발명에서는, 기준 레이저 광이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조사된 부위에 있어서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서, 용융 재결정화

를 위한 레이저 광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가 제어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이 상기 제

1 레이저 광 및 제2 레이저 광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준 레이저 광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어되는 대상은, 제1 레이저

광 또는 제2 레이저 광 중 어느 것이어도 된다.

등록특허 10-0713750

- 8 -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에 따르면, 조사마다의 에너지의 변동에 의해 형성되는 결정 길이에 차이가 없고, 래터

럴 성장 거리가 현저하게 증대된 결정 길이를 갖는 다결정 반도체 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 박막을 안정적으로 제조하는 방

법, 및 이를 위한 제조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의해, 종래와 비교하여 성능이 대폭 향상된 박

막 트랜지스터를 안정적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수퍼 래터럴 성장법에 있어서의 전송 피치를 현저하게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화 처리 시간의 비약적인 단축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레이저 광의 에너지는, 파워 밀도를 P(t), 조사 기간을 t1, 조사 면적을 S로 가정한다. 레이저 광 에너지는 사각형

파형에 대응하여 P(t)=P인 경우 P×t1×S로 표현될 수 있고, 사각형 이외의 파형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로 표

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에서는,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은, 바람직하게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의해 흡

수될 수 있는 파장 및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제1 레이저 광, 및 용융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파장 및 에너지를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포함하며, 전구체 반도체 박막은 용융 재결정

화 되면서 기준 레이저 광으로 이용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1 또는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한다. 제3 레이저 광을 기준 레이저 광으로 사용하는 것 대신에, 제2 레이저 광을 기준 레이저 광으로 사

용함으로써, 장치의 구조를 간략화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전술한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이하의 접근법들 (1) 내지 (3) 중 임의의 하나가 특히 바람직하다.

(1)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 확인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하는 방법(이하, "제1 방법

"이라고 함);

(2)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 확인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1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하, "제2 방법"이라고 함); 및

(3)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 확인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하, "제3 방법"이라고 함).

이들 방법의 각각을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1) 제1 방법

도 1은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을 제조하는 제1 방법을 설명하는 그래프이다.제1 및 제2 레이저 광들의 시간과 파워 밀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에서, 파워 밀도는 종축을 따라 도시되고, 시간은 횡축을 따라 도시된다. 도 1의 그래프에 있어

서, 부호(1)은 방출된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파형을 나타내고, 부호(2)는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파형을 나타낸다.

도 2는 제2 레이저 광이 방출되고 그 제2 레이저 광의 반사율의 변화를 검지하지 않고서 제1 레이저 광의 조사를 행한 경

우에 수행되는 실험들의 결과들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와 결정 길이 사이의 관계를 나

타내는 이 그래프에서,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J/㎡)는 횡축을 따라 도시되고, 결정 길이(㎛)는 종축을 따라 도

시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가 거의 동일한 값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마다 결정 길이가 변동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 차는 조사마다의 제2 레이저 광의 에너지의 변동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 길이의 변동은 얻어진 반

도체의 특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본 발명의 제1 방법에 따르면,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 제2 레이저 광을, 비정질 반도체 영역을 갖

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다. 그 다음에,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

에서의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지는 반사율을 검지하여, 해당 반사율이 어떤 소정의 값으로 된

시점에서,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한다. 이러한 제1 방법에 의해, 조사마다의 결정 길이의 변동을 감소시킬 수 있어, 현저하

게 증가된 결정 길이를 갖는 바늘 형상 결정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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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레이저 광의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의 반사 전의 조사 파형과 반사 후의 조사 파형을 도 3에 도시한다. 부호(31)

는 반사 전의 조사 파형을 나타낸다. 부호(32)는 반사 후의 조사 파형을 나타낸다. 종축을 따라 파워 밀도가 도시되고, 횡축

을 따라 조사 시간이 도시된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조사 시간의 경과에 대한 파워 밀도는, 반사 전의 레이저 광과 반

사 후의 레이저 광 사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3의 결과로부터 산출되는 조사 시간의 경과에 수반한,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반사 후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지

는 반사율의 변화를 도 4에 도시한다. 도 4의 그래프에서는, 종축을 따라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의 비를 나타내고, 횡축을 따라 조사 시간을 나타낸다. 도 4로부터 조사 시간의 증가에 따

라,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지는 반사율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시간의 증가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의 온도 상승을 나타내기 때문에, 온도의 상승에 수반하

여,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지는 반사율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용융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파장 및 에너지를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비정질 반도체

영역을 갖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하면, 전구체 반도체 박막 또는 반도체 박막 기판이 가열된다. 제2 레이저 광

의 에너지는 각 조사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제2 레이저 광으로부터 제1 레이저 광의 조사까지의 경과 시간이 동일하더라

도, 제1 레이저 광이 조사될 때의 전구체 반도체 박막 및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의 온도는 상이할 것이다. 그 때문에,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래터럴 결정의 길이를 현저하게 늘리는 레이저 프로세싱 조건들 하에서,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

루언스가 동일하더라도, 제2 레이저 광의 조사마다 결정 길이가 달랐다.

본 발명의 제1 방법은, 제2 레이저 광의 조사에 의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 또는 반도체 박막 기판의 온도의 변화를, 제2 레

이저 광의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서의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로

부터 구해지는 반사율의 변화로부터 검지하고, 전구체 반도체 박막 또는 반도체 박막 기판이 소정의 온도에 도달한 시점

에,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하도록 한다. 따라서, 결정이 제2 레이저 광의 각 조사마다 에너지의 변동 영향을 받기 어렵게 되

어, 조사마다 안정된 결정 길이를 얻을 수 있다.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 확인된 제2 레이저 광의 조사에 의해 야기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온도 변화는, 제2 레이저 광의 전

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의 반사율의 변화로부터 검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재료들과 금속 재료들은 각 파장

의 광에 대하여 소정의 반사율을 갖는다. 이것은 반사율이 각 재료의 각 파장에서의 굴절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굴

절율은 재료의 온도에 대하여 의존성을 갖는다. 그 때문에, 반사율은 온도 의존성을 갖는다.

본 발명자들은 실험들로부터 이하에 기술되는 결과들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비정질 반도체 영역을 포함하는 전구체 반도

체 박막 기판으로부터, 10.6㎛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광의 반사율은, 실온(25℃), 약 300℃, 약 600℃에 있어서, 각각 약

16%, 약 19%, 약 20%이었다. 반사율은 이하에서와 같이 얻어졌다. 비정질 반도체 영역을 포함하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의 온도를 거의 상승시키지 않을 정도에 대응하는 대략 10.6㎛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광을 경사 방향으로 기판을 향해

조사한다. 그 기판으로부터의 반사 전과 반사 후의 펄스 에너지를 에너지 미터에 의해 측정하였다. 반사 전의 측정치에 대

한 반사 후의 측정치의 비에 의해 반사율을 구했다. 측정에 이용한 반도체 박막 기판의 막 구조는, 글래스 기판, 1000Å의

산화 규소막(SiO2), 450Å의 비정질 규소막(a-Si)으로 이루어졌다.

실온 이외의 온도들에 대응하는 반사율은 히터로 기판을 가열하면서 측정을 실시하여 구했다. 각 온도에 있어서의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의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는, (반사 전의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각 온도에서의 반사율)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제2 레이저 광이 에너지 플루언스 8100J/㎡, 펄스 폭(조사 시간) 130μsec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면, 검지되

는 제2 레이저 광의 반사광의 파워 밀도는 실온, 300℃, 600℃에서 각각 10.0MW/㎡, 11.9MW/㎡, 12.5MW/㎡로 된다.

따라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온도가 300℃일 때에 제1 레이저 광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가

10.0MW/㎡로부터 11.9MW/㎡로 변화한 것을 검지한 후에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온도가 300℃ 근방인 경우에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온도가 약 10℃ 변화할 때마다, 반사광의 파워 밀도

는 0.03MW/㎡ 변화한다. 바람직하게는 이 변화량 0.03MW/㎡를 인식하여, 제1 레이저 광의 방출 타이밍을 제어한다.

이러한 제1 방법에서는, 제1 레이저 광 및 제2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는 고정값으로 한다. 이 경우,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는 바람직하게는 1500∼3500J/㎡의 범위에서 선택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2500∼3000mJ/㎡의 범위에

서 선택한다. 이것은,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가 1500J/㎡ 미만이면, 결정 길이가 긴 결정립을 형성할 수 없고,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가 3500J/㎡를 초과하면, Si 박막의 박리가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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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레이저 광의 펄스 폭이 130μsec인 경우, 제2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는, 바람직하게는 7500∼10000J/㎡의 범

위에서 선택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8000∼9000J/㎡의 범위에서 선택한다. 이것은, 제2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가

7500J/㎡ 미만이면, 결정 길이가 긴 결정립을 형성할 수 없고, 제2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가 10000J/c㎡를 초과하

면, Si 박막의 박리가 발생하기 쉽게 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박막 기판이 제2 레이저 광에 의해 변형 및/또는 파손된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제2 방법

본 발명의 제2 방법에 따르면,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 확인된 제2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에 조사하고, 그 다음에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한다. 제2 방법에서는 전술한 제1 방법과는 달

리,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의

비를 검지하고,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하기 직전의 검지 결과에 따라 제1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제어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검지된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의 비가 소정의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1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

를 크게 한다. 반대로, 반사광의 파워 밀도가 소정의 값보다 큰 경우에는, 제1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작게 한다. 도 2로

부터,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의 증가에 수반하여, 결정 길이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 레이저 광의 에

너지 플루언스의 제어에 의해, 결정의 길이를 제어할 수 있다.

제2 방법에 따르면, 제2 레이저 광의 반사광의 파워 밀도의 변동에 따라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에너지의 설정값을 변경하

는 것에 의해 제1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제어함으로써, 원하는 결정 길이를 갖는 반도체 박막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제2 방법에 있어서, 제1 레이저 광의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은 고정된다.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개시 시점은, 원하는 결정

길이, 제1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 제2 레이저 광의 펄스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사가 소정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개시되면, 결정 길이는 원하는 길이보다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조사가 제2 레이저 광의 펄스 폭에

대응하는 시간의 경과 후에 개시되면, 결정 길이는 원하는 길이보다 짧아진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원하는 결정 길이를 적어도 10㎛,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를 3000J/㎡, 제2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

언스를 8100J/㎡, 펄스 폭(조사 시간)을 130μsec로 한 경우,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개시 시점은,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개

시 후, 바람직하게는 110∼130μsec의 범위 내의 시점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20∼130μsec의 범위 내의 시점이다. 이

것은,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개시 후 110μsec 전의 시점에서 제1 레이저 광의 조사를 개시하면, 결정 길이가 원하는 길이

보다 짧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개시 후 130μsec를 후의 시점에서 제1 레이저 광의 조사를 개

시하면 경우에도, 결정 길이가 원하는 길이보다 짧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3) 제3 방법

도 5는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로, 제1 및 제2 레이저 광들의 시간과 파워 밀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도 5에 있어서, 종축을 따라 파워 밀도가 도시되고, 횡축을 따라 시간이 도시된다. 부호(3)는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파형을 나타낸다. 부호(4)는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파형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제3 방법에서는,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 확인된 제2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조사하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한다. 제3 방법은, 전술한 제2 방법과는 달리, 전구체 반도체 박막 상의 제2 레이저 광

의 파워 밀도의 비를 검지하고, 제2 레이저 광을 조사하기 직전의 검지 결과에 따라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제어한

다.

구체적으로는, 검지된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의 비가 소정의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크게

한다. 반대로, 반사광의 파워 밀도가 소정의 값보다 큰 경우에는,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작게 한다.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은 미세한 결정은, 기판 방향으로의 열 유입에 의해 래터럴 성장이 억제됨으로써, 레이저 조사 영역

의 중앙부에 형성된다. 따라서, 레이저 조사 영역의 중앙부에 형성되는 미세한 결정의 발생을 억제하여 래터럴 성장의 거

리를 보다 길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조사 영역 중앙부의 응고를 늦출 수 있으면 된다. 제3 방법에 따르면, 용융 실리콘을

향한 제2 레이저 빔의 파워 밀도를 제어함으로써, 용융한 실리콘의 재결정화의 과정의 제어(냉각 속도의 조정)를 할 수 있

다. 조사마다 안정된 결정 길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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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3 방법에서도, 전술한 제2 방법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1 레이저 빔의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은 고정된다. 제1

레이저 빔의 조사 개시 시점은, 원하는 결정 길이, 제1 레이저 빔의 파워 밀도, 제2 레이저 빔의 파워 밀도, 제2 레이저 빔

의 펄스 폭에 의해 결정된다. 조사가 소정의 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결정 길이가 원하는 길이보다 짧아

지는 경향이 있다. 조사가 제2 레이저 빔의 펄스 폭에 대응하는 시간 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도, 결정 길이가 원하는 길이보

다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원하는 결정 길이를 10㎛ 이상, 제1 레이저 빔의 에너지 플루언스를 3000J/㎡, 제2 레이저 빔의 에너지 플루언

스를 8100J/㎡, 펄스 폭(조사 시간)을 130㎲로 한 경우, 제1 레이저 빔의 조사 개시 시점은, 제2 레이저 빔의 조사 개시 후,

110㎲∼130㎲의 범위 내의 시점인 것이 바람직하며, 120㎲∼130㎲의 범위 내의 시점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것은,

제2 레이저 빔의 조사 개시 후 110㎲ 전인 시점에서 제1 레이저 빔의 조사를 개시하면, 결정 길이가 원하는 길이보다도 짧

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2 레이저 빔의 조사 개시 후 130㎲ 후의 시점에서 제1 레이저 빔의 조사를 개시하면, 결정

길이가 원하는 길이보다 짧아지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2종의 레이저 빔이 상기 제1 레이저 빔 및 제2 레이저

빔을 포함하는 경우, 제1 레이저 빔으로서는, ㎱∼㎲ 오더의 매우 짧은 시간에 큰 에너지를 박막에 인가할 수 있으며, 자외

선 영역의 광은 실리콘 박막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빔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

기서 "자외선 영역의 파장"이란, 1㎚ 이상 400㎚ 미만의 파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제1 레이저 광으로서는, 예를 들면, 엑시

머 레이저, YAG 레이저와 같은 각종 고체 레이저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파장 308㎚의 엑시머 레이저가 적합하다.

적어도 2종류의 레이저 광들이 상기 제1 레이저 광 및 제2 레이저 광을 포함하는 경우, 제2 레이저 광을 통해 용융된 실리

콘의 재결정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제2 레이저 광이 비정질 반도체 영역을 갖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

을 가열하고, 또한 용융 실리콘에 의해 흡수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시 영역 또는 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레

이저 광(가시 영역으로부터 적외선 영역까지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광)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사용되는, "가시 영역의 파장

"이란 400㎚ 이상 750㎚ 미만의 파장을 가리킨다. "적외선 영역의 파장"이란 750㎚ 이상 1㎜ 이하의 파장을 가리킨다. 이

러한 제2 레이저 광으로서는, 특히 예를 들면, 532㎚의 파장을 갖는 YAG 레이저, 1064㎚의 파장을 갖는 YAG 레이저, 또

는 10.6㎛의 파장을 갖는 CO2 레이저의 광을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파장 532㎚와 1064㎚의 광에 대한 액체 실리콘의 흡수율은 약 60%(일본 특허 공개 05-235169호 공보 참조)이다. 파장

10.6㎛의 광에 대한 액체 실리콘의 흡수율은 약 10%∼20%(본 발명의 발명자들이 수행한 실험 결과)이다. 따라서, 제3 방

법에서는, 용융 실리콘에 대한 흡수율이 큰, 파장 532㎚와 1064㎚의 레이저를 이용하면 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제1 방법 내지 제3 방법을 단독으로 이용하여도 되고, 또는 3가지 방법들 중 2개 이상을 조합하여 이

용해도 된다. 결정 성장의 조건에 따라,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다.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는,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할 수 있는 적어도

두개의 레이저 광원들, 소정의 기준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를 검지할 수 있

는 검지 유닛, 상기 기준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 조사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상기 적어도 두 종

류의 레이저 광들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유닛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이란,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의해 흡수될 수 있

는 파장 및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제1 레이저 광, 및 용융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

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파장 및 에너지를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기준 레이저 광"이란, 적어도 두 종류의 레이저 광들 중에서 임의로 미리 정해진 레이저 광이다.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용융 재결정화를 위한 레이저 광의 조사에 앞서서, 기준 레이저 광이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조사된다. 상술

한 제1 레이저 광 및 제2 레이저 광을 이용하는 경우, 제2 레이저 광을 기준 레이저 광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레이

저 광(제3 레이저 광)을 기준 레이저 광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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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있어서, "반사율의 변화"란, 반사 전의 기준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서 반사 후 방출

된 기준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의 비의 변화를 말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장치에 대하여 도면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10)의 바람직한 일례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반도체

제조 장치(10)는, 적어도 두개의 레이저 광원들로서,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파장 및 전구체 반도체 박

막을 용융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제1 레이저 광을 방출하는 제1 레이저 광원(11), 및 용융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

결정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파장 및 에너지를 갖는 제2 레이저 광을 방출하는 제2 레이저 광원(12)을 포함한다.

반도체 박막 장치(10)는 또한,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 제2 레이저 광이 조사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

수단을 구성하는 검지기들(22, 26) 및 신호 처리 회로(27)를 더 포함한다. 신호 처리 회로(27)는, 검지기들(22, 26)로부터

송신되는 반사 전의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나타내는 신호와 반사 후의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나타내는 신호

를 각각 처리하여, 반사율을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한다.

반도체 박막 장치(10)는 또한, 제1 및 제2 레이저 광원들(11, 12)과 접속되고, 제2 레이저 광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조사

한 부위의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 제1 또는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하는 제어 유닛(23)을 더 포

함한다. 제어 유닛(23)은 신호 처리 회로(27)와 접속되어 있고, 신호 처리 회로(27)에 의해 생성된 반사율의 신호를 수신한

다.

도 7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10)는, 해당 분야에서 공지되고 종래부터 널리 이용되고 있는 레이저 발진기, 다양한 종류의

광학 부품들, 검지 수단 및 제어 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함으로써 적합하게 실현할 수 있다.

도 7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10)는 제1 레이저 발진기(11)로부터 출사된 제1 레이저 광이, 제1 레이저 광로를 구성하는

감쇠기(13), 균일 조사 광학계(15), 마스크(17), 결상 렌즈(20)를 통과하도록, 기판 복합체(5) 상에 조사되도록 구성된다.

기판 복합체(5)는 수평 방향으로 소정의 속도로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19) 상에 탑재된다.

제1 레이저 발진기(11)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에 의해 흡수될 수 있는 파장 및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시킬 수 있는 에

너지를 갖는 레이저 광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나노초(㎱) 내지 마이크로초(㎲) 오더의 매우 짧

은 시간에 큰 에너지를 박막에 부여할 수 있는 점, 및 자외선 영역의 광은 실리콘 박막에 잘 흡수된다는 점에서, 제1 레이저

발진기(11)는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광을 방출할 수 있는 광원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1 레이저 발진기로서는, 예를 들면, 엑시머 레이저 및 YAG 레이저와 같은 각종 고체 레이저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파장 308㎚의 엑시머 레이저 광을 방출하는 레이저 발진기가 적합하다. 또한, 제1 레이저 발진기는 펄스 형상의 에너지 광

을 광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레이저 발진기(11)로부터 출사된 레이저 광은, 제1 레이저 광로에 배치된 감쇠기(13)에 의해서 소정의 광량으로 감쇠

되어, 파워 밀도가 조정된다. 그 후, 제1 레이저 광은, 균일 조사 광학계(15)에 의해서 파워 밀도 분포가 균일화되어 적당한

치수로 정형되고, 마스크(17)의 패턴 형성면에 균일하게 조사된다. 마스크(17)의 이미지는, 결상 렌즈(20)에 의해서, 기판

복합체(5) 상에 소정 배율(예를 들면, 1/4)로 결상된다. 레이저 광을 반사시키기 위해 제1 레이저 광로에 마련된 미러(21)

는 위치 및 수량에 제한이 없고, 장치의 광학 시스템 및 구성의 설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7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10)에서는, 제2 레이저 발진기(12)로부터 출사된 제2 레이저 광이, 제2 레이저 광로를 이루

는 광분할기(25), 감쇠기(14), 균일 조사 광학계(16), 마스크(18), 결상 렌즈(24)를 통과하여, 기판 복합체(5) 상에 조사되

도록 구성된다. 광분할기(25)의 설치 위치는 특별히 제2 레이저 발진기(12)와 감쇠기(14)의 사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2 레이저 발진기(12)와 기판 복합체(5)의 사이의 어디에도 배치될 수 있다.

제2 레이저 발진기(12)는, 용융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파장 및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

광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용융한 실리콘의 재결정화의 과정을 제어할 수 있고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가열할 뿐만 아니라, 용융 실리콘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레이저 발진기(12)는, 가시 영역 또는 적외선 영

역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광(가시 영역으로부터 적외선 영역까지의 파장을 갖는 레이저 광)을 발진할 수 있는 광원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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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레이저 발진기로서는, 예를 들면, 532㎚의 파장을 갖는 YAG 레이저, 1064㎚의 파장을 갖는 YAG 레이저, 또는 10.6

㎛의 파장을 갖는 C02 레이저가 바람직하다. 또한, 제2 레이저 광은, 레이저 광을 연속 조사하는 것이어도 되고, 펄스 조사

하는 것이어도 된다.

제2 레이저 발진기(12)로부터 출사된 레이저 광은, 제2 레이저 광로에 배치된 감쇠기(14)에 의해서, 소정의 광량으로 감쇠

되어, 파워 밀도가 조정된다. 그 후, 제2 레이저 광은, 균일 조사 광학계(16)에 의해 파워 밀도 분포가 균일화되어 적당한

치수로 정형되고, 마스크(18)의 패턴 형성면 상에 균일하게 조사된다. 마스크(18)의 이미지는, 결상 렌즈(24)에 의해서, 기

판 복합체(5) 상에 소정 배율로 결상된다. 레이저 광을 반사시키기 위해 제2 레이저 광로에 마련된 미러(21)는 위치 및 수

량에 제한이 없고, 장치의 광학 시스템 및 구성의 설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광분할기(25)는 제2 레이

저 광을 소정의 비율로써 분기하고, 제2 레이저 광의 일부를 검지기(22)에 입사시키기 위해서 이용한다.

검지 유닛은 검지기(22), 검지기(26) 및 신호 처리 회로(27)로 구성된다. 검지기들(22, 26)은 각각, 전구체 반도체 박막 상

에서의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 및 반사 후의 파워 밀도를 계측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검지기들(22, 26)은 상술한

파워 밀도를 계측 가능한 것이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광 센서, 초전(pyroelectric) 센서 등과 같은 종래 공지의 검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고속 응답성이 뛰어난 광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감광부가 Si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광 센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2 레이저 광으로서 파장 1064㎚의 YAG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감광부가 AgOCs 혹은 InGaAs에 의해 구성되어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 레이저 광으로서 파장 10.6㎛의 CO2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감광부가 HdCdZnTe에 의해 구

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광 센서는 소정의 레이저 내력을 갖기 때문에, 감쇠 광학 시스템(도시 생략)을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 처리 회로(27)는, 검지기(26)로부터의 반사 전의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나타내는 신호(41)와 검지기(22)로부

터의 반사 후의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나타내는 신호(42)에 기초하여,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반사 후의 파워

밀도의 비를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할 수 있고, 그 생성된 신호를 제어 유닛(23)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도 9를 참조하면, 신호 처리 회로(27)는, 제산(division) 회로(51)를 포함하는 회로(51)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신호들(41,

42)을 회로(51)를 통해 처리하여,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반사 후의 파워 밀도의 비 즉 반사율을 나타내는 전압값을

갖는 신호(43)를 생성하여, 제어 유닛(23)에 제공할 수 있다.

제어 유닛(23)은 신호 처리 회로(27)로부터 출력된 제2 레이저 광의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의 반사율을 나타내는 전압값에

따라, 제1 또는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타이밍 또는 파워 밀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제어 유닛

(2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에 대응하는 제1 방법 내지 제3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적용시킬지에

따라, 다른 구성을 채용한다.

예를 들면, 제1 방법에 따른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에서의 제어 유닛은, 검지 유닛에 의해서 검지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지는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서, 제1 레이저 광의 조

사 타이밍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어 유닛(23)은 주로 콤퍼레이터(comparator)에 의해 구성되는 회로를 포함한다. 도 10을 참조하

면, 신호 처리 회로(27)로부터 출력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반도체 박막 기판으로

부터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의 비를 나타내는 신호(43)가, 주로 콤퍼레이터로 구성되는 회로(52)를 포함하는 제어 유닛

(23)에서 소정의 전압값에 도달한 것을 검지함으로써, 제1 레이저 광을 조사시키기 위한 신호(44)를 생성할 수 있다. "신호

처리 회로(27)로부터 출력된 소정의 전압값"이란 반사율에 대응하는 것이며, 원하는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제2 방법에 따른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에서의 제어 유닛은, 검지 유닛에 의해서 검지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지는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서, 제1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어 유닛(23)은, 주로 샘플/홀드(sample/hold) 회로, 샘플 펄스를 생성할 수 있는 회로, 및 반전 증

폭 회로를 포함하는 회로(53)에 의해 구성되어,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 처리 회로(27)로부터 출력된 반도체 박막

등록특허 10-0713750

- 14 -



기판에서의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의 비를 나타내는 신호(43)

의 전압값에 따라 제1 레이저 발진기로 출력되는 전압값을 소정의 전압값에 의해 변화시킨다. 즉, 제1 레이저 광을 조사시

키기 위한 신호(44)를 송신할 수 있다. 더욱 상세하게는, 소정의 시간(예를 들면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개시 시점)에 있어

서, 신호 처리 회로(27)로부터의 신호가 소정의 전압값 이상이면, 제1 레이저 발진기에 출력되는 신호(44)를 소정의 전압

값보다 작게 설정한다. 신호 처리 회로(27)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소정의 전압값보다 작으면, 제1 레이저 발진기에 출력되

는 신호를 소정의 전압값보다 크게 설정한다. "제1 레이저 발진기에 출력되는 소정의 전압값"이란, 제1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3 방법에 따른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에서의 제어 유닛은, 검지 유닛에 의해서 검지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로부터 구해지는 반사율의 변화에 따라서,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어 유닛(23)은 주로 샘플/홀드 회로, 샘플 펄스를 생성할 수 있는 회로, 및 반전 증폭 회로를 포함하는 회

로(54)에 의해 구성되어,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 처리 회로(27)로부터 출력된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의 제2 레이

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의 비를 나타내는 신호(43)의 전압값에 따라, 제

2 레이저 발진기에 출력되는 전압값을 소정의 전압값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다.

상세하게는, 소정의 시간(예를 들면,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개시 시점)에 있어서, 신호 처리 회로(27)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소정의 전압값 이상이면, 제2 레이저 발진기로 출력되는 신호(44)를 소정의 전압값보다 작게 설정한다. 신호 처리 회로

(27)로부터 출력된 신호가 소정의 전압값보다 작으면, 제2 레이저 발진기에의 신호를 소정의 전압값보다 크게 설정한다. "

제2 레이저 발진기에 출력되는 소정의 전압값"이란,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원하는 값

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제어 유닛은, 제어 조건에 따라, 종래 공지의 적절한 제어 수단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조합함으로써 실현

할 수 있다. 제어 유닛(23)은,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테이지(19) 위치의 제어를 행하고, 레이저 조사 목표 위치를 기억

하고, 장치 내부의 온도를 제어하고, 장치 내부의 분위기를 제어하도록 구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실시예는, 검지 유닛이,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의 파워 밀도에 대한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후의 파워 밀도의 변화를

검지하는 광 센서와 신호 처리 회로로 구성되는 것 등을 예시했지만,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에서의 검지 유닛은,

전구체 반도체 박막 상의 기준 레이저 광이 조사된 부위에서의 반사율의 변화를 검지할 수 있는 검지 유닛이면 된다. 예를

들면, 제3 레이저 광을 조사할 수 있는 레이저 광원(제3 레이저 광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제3 레이저 광을 기준 레이

저 광으로서 이용하여, 이 제3 레이저 광의 파장에 대응하여 검지할 수 있는 광 센서를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에, 제3 레이

저 광으로서는,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온도 변화에 대하여 보다 반사율이 크게 변화하는 파장을 갖는 레이저 광을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 532㎚의 파장을 갖는 YAG 레이저와 10.6㎛의 파장을 갖는 이산화

탄소 가스 레이저 사이에 실험을 통해 비교를 행하였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의 온도가 300℃

주변인 경우,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의 온도가 약 10℃ 변위할 때마다, 반사율의 변화량은 각각 0.07%, 0.09%이었다.

단위 온도당의 반사율의 변화량이 크면, 온도 차를 더욱 용이하게 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가스 레이저가 더욱

바람직하다. 이 경우, 광 센서로서는 감광부가 HdCdZnTe에 의해 형성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전술한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을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조사마다의 에너지의 변동에 의해 형성되는 결정 길이가 상이해지지 않고, 래터럴 성장 거리가 현저하게 증대된

결정 길이를 갖는 다결정 반도체 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 박막을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래와 비교하

여 성능이 대폭 향상된 박막 트랜지스터를 안정적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기판 복합체(5)는 절연성 기판 상에 전구체 반도체 박막이 형성되어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용되는, 전구

체 반도체 박막이란,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에 의해, 용융되어 재결정화되기 전의 상태의 반도체

박막, 즉,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반도체 박막을 지칭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판 복합체(5)의 바람

직한 일례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6을 참조하면, 기판 복합체(5)는 절연성 기판(7) 상에 전구체 반도체층(6)이 형성되

고, 이들 사이에는 버퍼층(8)이 형성되어 있다. 기판 복합체(5)에 있어서, 전구체 반도체 박막(6)은, 예를 들면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에 의해 절연성 기판(7) 상에 형성된다.

절연성 기판(7)으로서는, 글래스, 석영 등을 포함하는 재료로 형성된 공지의 기판을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절약의 관점

및 대면적의 절연성 기판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래스의 절연성 기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연

성 기판의 두께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0.5∼1.2㎜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절연성 기판의 두께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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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면, 절연성 기판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고평탄성의 기판을 제조하는 것이 곤란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연성 기판의 두께가 1.2㎜를 초과하면, 표시 소자를 형성했을 때에 지나치게 두껍거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판 복합체(5)에 있어서, 전구체 반도체 박막(6)은, 도 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절연성 기판(7) 상에, 그 사이에 버퍼층

(8)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퍼층(8)을 제공함으로써, 레이저 광을 사용하는 용융-재결정화 중에, 용융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6)의 열 영향이 글래스 기판인 절연성 기판에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절연성 기판(7)으로부

터 전구체 반도체 박막(6)으로의 불순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버퍼층(8)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분야에서

종래부터 이용되고 있는 재료, 예를 들어 산화 실리콘, 질화 실리콘 등의 재료로 예를 들면 CVD법 등으로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글래스 기판과 동일 성분이고, 다양한 물성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산화 실리콘으로 버퍼층(8)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퍼층(8)의 두께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100∼500㎚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버퍼층이 지나

치게 얇으면, 불순물 확산 방지 효과가 불충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버퍼층이 지나치게 두꺼우면, 막을 성장시키

는데 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판 복합체(5)에 있어서, 전구체 반도체 박막(6)은, 그것이 비정질 반도체 혹은 결정성 반도체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

고, 임의의 반도체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구체 반도체 박막(6)의 재료의 구체 예로서는, 종래부터 액정 표시 소자의 제

조 공정에서 이용되고 있고, 제조가 용이하다고 하는 이유로부터, 수화(hydrated) 아몰퍼스 실리콘(a-Si:H)과 같은 아몰

퍼스 실리콘을 포함하는 재료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재료들은 아몰퍼스 실리콘을 포함하는 재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정성이 뒤떨어지는 다결정 실리콘을 포함하는 재료, 또는 미세결정(microcrystal) 실리콘을 포함하는 재료를 이용할 수

도 있다. 또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의 재료는, 실리콘만으로 이루어지는 재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리콘을 주성분으

로 하고 게르마늄 등의 그외의 원소들을 포함하는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게르마늄을 첨가함으로써 전구체 반

도체 박막의 금지 대역 폭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다.

전구체 반도체 박막(6)의 두께는,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지만, 30∼200㎚의 범위가 바람직하다. 이것은, 전구체 반도체 박

막이 지나치게 얇으면, 균일한 두께를 갖는 막을 성장시키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구체 반도체 박막

이 지나치게 두꺼우면, 막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실시예들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은 이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실시예 1>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된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에 따라, 반도체 박

막을 제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 기판면 상에서의 사이즈가 5.5㎜×5.5㎜로 되도록 사각 형상으로 정형

된 제2 레이저 광을, 기판 복합체 상에 경사 입사키도록 조사하였다. 제2 레이저 광의 반사광의 파워 밀도의 변화에 따라,

기판면 상에서의 사이즈가 40㎛×500㎛로 되도록 사각 형상으로 정형된 제1 레이저 광을 수직하게 입사시켰다.

제1 레이저 광으로서는, 펄스 형상의 에너지를 갖는 파장 308㎚의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했다. 제2 레이저 광으로서는, 펄

스 형상의 에너지를 갖는 파장 10.6㎛의 이산화탄소 가스 레이저를 이용했다.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는 3000J/

㎡로 설정하고, 제2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는 8100J/㎡로 설정하고, 펄스 폭(조사 시간)을 130μsec로 설정했다.

제2 레이저 광의 반사 전 및 반사 후의 파워 밀도의 비는, 광 센서(PD-10.6 Series Photovoltaic CO2 Laser Detectors,

Vigo System사; 감광부 형성 재료: HdCdZnTe; 상승 시간: 약 1㎱ec 이하)와 신호 처리 회로를 이용하여, 그 반사 전의 파

워 밀도를 나타내는 전압값에 대한 반사 후의 파워 밀도를 나타내는 전압값의 변화에 의해 검지되었다. 광 센서 및 신호 처

리 회로로 이루어진 검지 유닛에 의한 검지 결과는, 전압값으로서 제어 유닛으로 출력되었다. 이러한 광 센서의 검지 결과

의 출력에 기초하여,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타이밍을 제어 유닛에 의해 제어하였다.

<실시예 2>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하기 직전의 상술된 광 센서의 검지 결과에 따라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에너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

도록 제어 유닛이 구현된 조건 이외에는, 제1 실시예에서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를 이용하여, 반

도체 박막을 제조했다.

등록특허 10-0713750

- 16 -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 복합체에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의 제2 레이저 광을 조사하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62.3MW/㎡로 한 경우,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개시로부터 120μsec 후)에 제1 레이저 광을 조사

했다.

이 때,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에너지는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하기 직전의 광 센서(22)의 검지 결과에 따라 설정하여, 파워

밀도를 제어했다. 예를 들면, 제2 레이저 광의 펄스 폭이 130μsec인 경우, 반사광의 파워 밀도에 기초하여 환산되는 반사

전의 파워 밀도가 62.3MW/㎡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를 3000J/㎡보다 크게 설정했다.

<실시예 3>

광 센서를, 제1 레이저 광이 조사되기 직전의 반사광의 파워 밀도 변화와 제1 레이저 광 조사에 의해 실리콘이 용융한 것을

검지할 수 있게 구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제1 실시예에서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

치를 이용하여, 반도체 박막을 제조했다. 또한, 제어 유닛은,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하기 직전의 상기 광 센서의 검지 결과에

따라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 복합체에 기준 레이저 광으로서의 제2 레이저 광을 조사하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62.3MW/㎡로 한 경우,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개시로부터 120μsec 후)에 제1 레이저 광을 조사

했다. 이 때, 제1 레이저 광에 의해 전구체 반도체 박막을 용융시킨 후에, 제2 레이저 광의 파워 밀도를 변조시켰다.

<비교예 1>

비교를 행하기 위해, 검지 유닛, 제어 유닛을 구비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외에는, 제1 실시예에서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종래의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를 이용하여, 반도체 박막을 제조했다.

기판 복합체에 제2 레이저 광을 조사하고,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제2 레이저 광의 조사 개시로부터 120μsec 후)에 제1

레이저 광을 조사했다.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를 3000J/㎡로 설정했고, 제2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를

8100J/㎡로 설정하였으며, 펄스 폭(조사 시간)을 130μsec로 설정했다.

[표 1]

상기 표 1은 전술한 실시예 1 내지 3 및 비교예 1에 의해서 얻어진 반도체 박막들의 래터럴 성장의 거리를 나타낸다. 표 1

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의해, 현저하게 증가된 길이 갖는 결정을 안정적으로 얻는 것이 가능

하게 되었다.

종래에는, 활성층으로 확인된 결정화부를 갖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작한 경우, 각 조사마다 결정 길이가 상이한 것에 기

초하여, 그 특성, 특히 이동도가 조사마다 다르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형성된 결정 길이가 원하는 결

정 길이보다 작으면, 채널부의 전자들의 이동 방향에 대하여 결정입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성된 결정 길이가 전송 피

치보다 작으면 1회 전의 조사에 의해 형성된 결정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퍼 래터럴 성장법에서는, 전송 피치

는 형성되는 최단의 결정 길이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표 1의 비교예에서는, 최단의 결정 길이인 12㎛에 기초하여

전송 피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최단의 결정 길이인 17㎛에 기초하여 전송 피치를 결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예와 비교하여 본 발명에서는 보다 긴 전송 피치를 설정할 수 있어, 적은 조사 횟수로도 보다 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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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바늘 형상의 결정들을 가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래터럴 성장법뿐만 아니라, 종래의 세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결정화 방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결정 입경의 크기가 큰 결정들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이 상세히 기술되고 예시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설명이고 예시일 뿐이며, 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는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각 조사에 의해 형성된 결정의 길이는 본 발명에 따라 균일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래터럴 성장 거리가

현저하게 증가된 결정 길이를 갖는 다결정 반도체 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 박막을 안정하게 제조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제조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조 방법 및 제조 장치에 의해, 종래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된 성능을 갖는 박막 트

랜지스터를 안정성있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따라 수퍼 래터럴 성장에서의 전송 피치가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화 처리 시간 또한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1 레이저 광 및 제2 레이저 광에 대한 시간과 파워 밀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2는 제1 레이저 광의 에너지 플루언스와 결정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3은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파형을 전구체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의 반사 전과 후에 대해 나타내는 그래프.

도 4는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시간과 파워 밀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5는 제1 레이저 광 및 제2 레이저 광의 시간과 파워 밀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6은 기판 복합체의 개략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일례의 개략도.

도 8a와 도 8b는 수퍼 래터럴 성장법에 의해 성장된 결정의 개략도.

도 9는 본 발명의 신호 처리 회로의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제1 방법에 따른 제어 유닛(23)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방법에 따른 제어 유닛(23)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방법에 따른 제어 유닛(23)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3 : 제1 레이저 광의 조사 파형

2, 4 : 제2 레이저 광의 조사 파형

5 : 기판 복합체

6 : 전구체 반도체 박막

7 : 글래스 기판

등록특허 10-0713750

- 18 -



8 : 버퍼층

10 : 반도체 박막 제조 장치

31 : 제2 레이저 광의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의 반사 전의 조사 파형

32 : 제2 레이저 광의 반도체 박막 기판에서의 반사 후의 조사 파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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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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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도면8b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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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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