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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원은 1992년 8월 19일자로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제60/404,447호에 근거한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반도체 가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반도체 재료를 박막 트랜지스터(TFT: thin-film
transistor) 소자의 제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평판 디스플레이 및 그 밖의 디스플레이 유닛은 통상적으로 널리 보급된 전자 소자용, 및 컴퓨터, 이미지 센서 및 텔레비
전 수상기 등과 같은 가전 제품용 시각적 이미지 인터페이스(visual imaging interface)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는, 예를 들면, 유리 기판 또는 플라스틱 기판에 존재하는 액정 박막이나 반도체 재료 박막으로부터 제조된다. 전술한 각종
디스플레이는 상기 액정층 내에 존재하는 화소("픽셀")의 그리드(또는 매트릭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천 또는 수
백만 개의 화소에 의해 상기 디스플레이에 화상이 구현된다. 반도체 재료층에 제조된 TFT 소자는 각각의 픽셀을 제각각 "
온(명: light)" 또는 "오프(암: dark)"로 전환시키는 스위치로서 이용된다. 통상적으로, 상기 TFT의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
체 재료는 비정질 또는 다결정질 실리콘 박막이다. 상기 TFT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판 재료(예: 유리 또는 플라스틱)의 융
점이 낮다는 것을 감안하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상기 비정질 또는 다결정질 실리콘 박막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에 증착시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실리콘 필름을 증착하기 때문에, 증착된 실리콘 필
름의 결정도가 저하되어, 비정질 또는 다결정질 필름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실리콘 박막에 제조된 TFT 소자는 통상적으로 상기 실리콘 박막의 비결정화도(non-crystallinity)가 높을수록
감퇴된다는 특성이 있다. 산업용 TFT 소자로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결정성이 양호한 실리콘 박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에 따라, 저온에서 증착시킨 실리콘 박막의 결정화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레이저 어닐링(laser annealing)을 이용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aegawa 등의 미국특허 제5,766,989호에는 저온에서 증착된 비정질 실리콘 박막을 LCD용 다결
정질 실리콘 박막으로 형성하기 위한, 엑시머 레이저 어닐링(ELA: excimer laser annealing)의 용도에 대해 기재되어 있
다. 그러나, 종래의 ELA 공정을 이용한 경우에는 어닐링된 필름 내 결정의 크기가 불균일하여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데 불
충분하다. 이처럼, ELA 공정에 의해 어닐링된 필름에서 나타나는 그레인 크기의 불균일성은 박막을 스캔하는 데 이용되는
레이저 빔의 형태와 연관이 있다.

  Im 등의 미국특허 제6,573,531호 및 Im 등의 미국특허 제6,322,625호(이하, 각각 “'531 특허” 및 “'625 특허”라 칭함)
에는 레이저 어닐링 장치, 그레인 크기가 큰 다결정 또는 단결정 실리콘 구조체의 제조 방법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며, 전술
한 각각의 특허는 참조 문헌으로서 그 전문이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전술한 특허에 기재되어 있는 레이저 어닐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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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빔 조사에 의해 용융되는 박막의 타겟부의 재고화(resolidification) 반응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박막
은 금속 또는 반도체 재료(예: 실리콘)로 형성된 것일 수 있다. 전술한 방법에 따르면, 실리콘 박막에 타겟 부분에 입사된
레이저 빔 펄스 셋트의 플루언스를 변조시켜, 상기 실리콘 박막의 타겟 부분의 용융도를 제어한다. 그런 다음, 상기 실리콘
박막의 물리적 병진 운동에 의해, 상기 타겟 부분의 위치를 입사된 레이저 빔 펄스 사이에서 이동시킴으로써, 횡방향 에피
택셜 고화 반응(epitaxial lateral solidification)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른바, 횡방향 고화 방법(lateral solidification
process)이라 칭하는 상기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초기에 용융된 타겟 부분의 결정 구조를 그레인 크기가 큰 구조로 전파시
킬 수 있다. 한편, 상기 방법에 이용되는 장치는 엑시머 레이저, 빔 플루언스 변조기(beam fluence modulator), 빔 포커싱
렌즈(beam focusing optics), 패터닝 마스크, 및 상기 레이저 빔 방사선 사이에서, 또는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 도중에 대
상 박막을 이동시키기 위한,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병진 스테이지(motorized translation stage)를 포함한다('531 특허 참
조, 본 명세서에서 도 1에 다시 도시함).

  최근에는 반도체 박막의 레이저 어닐링 방법으로서 보다 향상된 방법, 특히, 박막을 재결정화하기 위한 레이저 어닐링 방
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특히,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 시에 이용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으로
서, 종래의 어닐링 방법에 비해 향상되고, 효율이 높은 장치 및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결정성을 향상시켜, 비정질 또는 다결정 반도체 박막을 소자의 용도에 더욱 적합하게 하기 위한, 비정질 또는
다결정 반도체 박막을 재결정화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반도체 박막 넓은 표면
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반도체 박막의 타겟 영역(target area)은 모든 또는 일부의 반도체 소자 구조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타겟 영역은
반도체 소자의 활성 영역(active region)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타겟 영역을 레이저 빔으로 조사하여, 재결정화시킨다.
그런 다음, 상기 타겟 영역 내의 반도체 재료를 용융시키기에 충분한 강도 또는 충분한 플루언스(fluence)를 갖는 레이저
빔에 상기 타겟 영역을 노출시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 샷의 레이저 빔 노출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상기 타겟 영역에 대
한 레이저 빔의 조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상기 타겟 영역으로부터 레이저 빔을 치우면, 용융된 반도체 재료를 재결정화시
킬 수 있다.

  또한, 패터닝된 레이저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반도체 박막 표면상의 영역 내의 복수 개의 타겟 영역을 동시에 처
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영역에 프로젝션 마스크를 배치하여, 상기 레이저 빔을 적절히 패턴화할 수 있다. 적절히 배치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레이저 빔을, 상기 반도체 박막 표면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해당 개수의 타겟 영역에 입사된 레이
저 빔을 복수 개의 빔렛(beamlet)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빔렛은 빔렛이 입사된 타겟 영역의 반도체 재료를 용융시키기
에 충분한 플루언스를 갖는다. 상기 빔렛의 치수는, 타겟 영역의 원하는 사이즈, 및 효율적으로 재결정화될 수 있는 반도체
재료의 양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기 빔렛의 치수 및 대응 타겟 영역의 치수는 약 0.5 um 내지 수 um일
수 있다.

  상기 레이저 빔 방사선을 패터닝하기 위한 마스크의 예로서, 서로 평행한 복수 개의 장방형 슬릿을 갖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마스크를 이용하여, 조사된 레이저 빔을 복수 개의 평행한 빔렛으로 나눌 수 있다. 상기 빔렛에 대응하는 타겟 영
역은 표면 영역에 상기 빔렛과 같은 평행한 패턴으로 분포된다. 또한, 상기 마스크의 다른 예로서, 평행형 슬릿과 직교형
슬릿의 세트로 이루어진 장방형 패턴으로 배치된 복수 개의 장방형 슬릿을 갖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슬릿은
장방형의 측면을 따라 쌍으로 배열된다. 이와 같이, 마스크를 이용함으로써, 방사선 빔렛 및 대응 타겟 영역을 서로 유사한
장방형 패턴으로 구획할 수 있다(예: 평행형 및 직교형 타겟 영역 세트).

  또한, 상기 레이저 빔을 상기 반도체 박막의 표면에 걸쳐 스캔 또는 스테핑(stepping)함으로써, 반복적인 패턴의 타겟 영
역을 갖는 상기 반도체 박막 표면의 전체 영역을 역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고정된 배향의 상기 레이저
빔에 대해서 상기 반도체 박막을 이동시킴으로써, 전술한 바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로서, 상
기 반도체 박막을 상기 레이저 빔에 대해서 선형의 X-Y 경로로 이동시키기 위해,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선형 병진 스테이
지를 이용하여 상기 반도체 박막 표면의 전 영역을 상기 레이저 빔 방사선에 노출시킬 수 있다. 전술한 방법에서, 상기 스
테이지의 이동은 상기 반도체 박막의 폭에 걸쳐 연속적일 수도 있고, 또는 한 영역에서 그 다음 영역으로 스테핑(stepping)
될 수도 있다. 상기 타겟 영역을 임의의 소자에 적용하기 위해, 제1 영역의 타겟 영역이 제2 영역의 타겟 영역에 인접하도
록 하여, 반도체 재료의 연장된 연장된 스트립을 재결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인접한 타겟 영역을 재결정화함으로써,
용융된 타겟 영역을 순차적으로 횡방향 고화시킬 수 있다. 상기 타겟 영역을 그 밖의 소자에 적용하기 위해, 상기 타겟 영
역을 그에 인접한 영역에 존재하는 타겟 영역과 기하학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상기 레이저 빔이, 지정된 타겟 영역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정밀하게 입사될 수 있도록, 상기 타겟 영역을 조사하기 위
한 레이저 빔 펄스의 발생은 선형 병진 스테이지의 운동과 함께 수행될 수 있다. 발생된 레이저 빔 펄스의 시간 조절은 반
도체 박막을 지지는 병진 스테이지의 위치를 지표로 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때, 스테이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위치 센서(position sensor)의 반응을 지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박막 반도체 상에 구비된 기학학적 그리드의 좌표를 지표
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레이저 어닐링에 의해 반도체 박막을 재결정화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박막을 재결정화하기 위한 방법은 반도체 박막 가공편의 영역을 원 샷으로 레이저 빔에 조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레이저 빔의 배향이 상기 반도체 필름의 영역 또는 지점(spot)을 직접 향해 있다. 입사된 레이저 빔은
상기 레이저 빔이 입사될 반도체 박막의 영역 또는 지점의 타겟부가 용융되기에 충분한 강도 또는 플루언스를 갖는다. 레
이저 빔을 조사하여 상기 타겟부를 용융시킨 다음, 상기 레이저 빔을 상기 반도체 박막 상의 또 다른 영역 또는 지점으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스테핑시킨다. 그리고, 입사된 레이저 빔을 반도체 박막으로부터 치우면, 용융된 반도체 재료가 재결
정화된다. 상기 반도체 박막 상의 한 지점에서의 상기 레이저의 잔류 시간(dwell time)을 충분히 짧게 하여, 반도체 박막
가공편 전체의 재결정화를 높은 처리 속도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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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박막 필름의 레이저 어닐링에 대한 하기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보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어닐링된 실리
콘 박막의 용도를 예시하면, TFT 소자로서의 용도를 들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은 다른 유형의 재료 및/또는 다른 유형의
소자 용도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반도체 박막을 재결정화하기 위한 레이저 어닐링용 반도체 처리 시스템을 도시한 모식적 블록 다이어그램.

  도 2는 실리콘 박막 가공편의 분해 평면도.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마스크의 분해 평면도.

  도 4는 도 2에 도시한 박막 실리콘 가공편의 일부를 도시한 개략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도 3b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처리된 박막 실리콘 가공편을 도시한 개략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기하학적 패턴을 도시한 개략도로서, 상기 패턴의 좌표(co-ordinate)는 실리콘 박막 가공편에 조
사된 방사선 펄스를 발생하는 데 사용됨.

실시예

  이하, 도 1∼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실리콘 박막 가공편은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용된
다(예: 가공편 1, 도 2, 및 도 4∼도 6 참조). 예를 들어, 가공편(170)은 평판 디스플레이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리 또는 플라스틱 기판 상에 증착된 비정질 또는 입자 크기가 불균일한 다결정 실리콘 필름일 수 있다. 상기 실리콘 필름
의 두께는 예를 들면, 약 100Å 내지 약 5,000Å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어닐링 장치의 일례로는 도 1에
도시된 장치(1000)를 들 수 있으며, 상기 장치(1000)는 '531 특허에 기재된 것으로서, 상기 특허의 전문이 본 발명에 포함
된다. 본 실시예에서 설명하는 장치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적용이 가능한 기타 임의의 조사 장치 또는 시스
템에 본 발명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장치(1000)는 에너지를 갖는 방사선 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사선 소스(radiation source)(110), 가공편 표면에 입사되
는 방사선 빔의 형상 및 방향을 결정하는 적절한 광학 부품(120∼163), 및 가공편(170)의 가공 시, 가공편(170)을 지지하
기 위한 것으로서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병진 스테이지 어셈블리(180)를 포함한다. 방사선 소스(110)는 가공편(170)의 반
도체 박막에서 방사선 빔이 입사된 영역 또는 부분을 용융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의 방사선 에너지를 갖는 연속 빔 또는 펄
스 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사선 소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사선 소스(110)는 적절한 고체 상태 또는 기타 형태
의 레이저, 전자 빔 또는 이온 빔 소스일 수 있다. 각종 반도체를 재결정화하기 위해 이용 시에, 방사선 소스(110)에 의해
발생된 방사선 빔의 강도는 약 10 mJ/㎠ 내지 1 J/㎠일 수 있다(예: 500 mJ/㎠). 또한, 적절한 광학 부품(optics) 및/또는 전
자 부품(electronics)을 이용하여, 방사선 소스(110)에 의해 발생된 방사선 빔을 변조하거나 펄스화할 수 있다. 그리고, 예
를 들면, 실리콘 박막 가공편(170)의 레이저 어닐링 시, 펄스의 지속 시간(pulse duration)(FWHM: full-width at half-
maximum)이 약 10 내지 약 200 nesc이고, 펄스 반복수(pulse repetition rate)가 약 10 ㎐ 내지 약 200 ㎐인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실리콘 박막 가공편(170)을 레이저 어닐링하는 데 적절한 방사선 소스(110)로서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것을 예
시하면, XeCl 펄스화된 엑시머 레이저(예: 모델 LPX-3151 엑시머 레이저,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Lambda Physik
USA, Inc.로부터 입수 가능함)를 들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광학 부품(120∼163)을 이용하여, 레이저(110)에 의해 발생된 방사선 빔을 가공편(170) 상에서 평행화
(collimating)하거나 포커싱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밀도 변조기(120)를 이용하여, 레이저 빔 펄스의 지속 시간 및/또는
상기 레이저 빔의 플루언스를 조절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이용 가능한 변조기(120)를 예시하면,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조
절형 빔 에너지 밀도 변조기(controllable beam energy density modulator)를 들 수 있다(예: MicroLas® 투-플레이트
가변형 감쇠기, Lambda Physik USA, Inc.로부터 입수 가능함). 또한, 레이저 빔의 형상을 결정하는 기타 광학 부품[예:
스티어링 미러(140, 143, 147, 160 및 162), 확대형 및 평행형 렌즈(expanding and collimating lense)(141 및 142), 호
모지나이저(homogenizer)(144), 콘덴서 렌즈(condenser lens)(145), 필드 렌즈(field lens)(148), 아이 피스(eye
piece)(161), 제어 가능한 셔터(controllable shutter)(152), 다중 요소 대물 렌즈(multi-element objective lens)(163)]
으로서 적절한 것을 예시하면, Lambda Physik USA, Inc. 또는 그 외의 판매원으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광학 부
품을 들 수 있다.

  상기 방사선 빔의 형상 및 방향을 결정하는 적절한 광학 부품(120∼163)은 마스킹 시스템(150)을 포함할 수 있다. 마스
킹 시스템(150)은 프로젝션 마스킹 시스템일 수 있으며, 입사된 방사선(149)을 패턴화함으로써, 가공편(170)에 최종적으
로 조사된 방사선 빔(164)에 기하학적 형상을 부여하거나, 또는 방사선 빔(164)을 기하학적으로 패터닝할 수 있다.

  가공 중에 가공편(170)이 놓이는 스테이지 어셈블리(180)는 하나 이상의 치수로 이동이 가능한,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적절한 병진 스테이지일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원 샷 가공 공정으로 고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고속으로
평행 이동할 수 있는 병진 스테이지가 바람직할 수 있다. 상기 스테이지 어셈블리(180)는, 상기 박막 실리콘 가공편(10)을
진동 격리체로부터 분리시키기에 적절한 지지 구조체(support structure)에 의해 지지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지지 구조체는 진동 격리체(vibrational isolation) 및 셀프-레벨링 시스템(191, 192, 193 및 194)에 실장된 종래의 화강
암 블록 광학 벤치(190)를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100)는 레이저(110), 변조기(120), 스테이지 어셈블리(180), 및 장치(1000)의 그 외에 제어 가능한 부품에 연결
되어 있을 수 있다. 컴퓨터(100)를 이용하여, 입사된 레이저 빔 펄스, 및 상기 스테이지 어셈블리(180)의 상대적 이동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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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및 플루언스를 제어할 수 있다. 컴퓨터(100)는 병진 스테이지 어셈블리(180)의 X, Y 및 Z 방향으로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1000)를 통한 명령을 통해, 가공편(170)을 Z 방향은 물론, X-Y 평면 내
에서 지정된 거리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조작 시에는 가공편(170)을 한 번에 재결정화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제어 수단을 이용하여, 원 샷 레이저 어닐링 공정 도중에 적절한 시간에, 입사된 방사선 빔(164)에 대한 가공편(170)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고정하거나, 또는 단속적으로 리셋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공편(170)의 이동은 레이저(100)에 의해 발생
된 방사선 빔 펄스의 시간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수행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장치(1000)에서, 스테이지 어셈블리(180)는 가공편(170) 및 방사선 빔(164)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다. 전술한 가공 시에,
스테이지(180)가 이동하는 동안, 방사선 빔(164)은 그 위치 또는 배향이 고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광학 부품의 배치 및 배
열에 관한 다른 구현예로서, 입사된 방사선 빔(164) 및 가공편(170)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서로에 대해서 이동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제어되는 빔 스티어링 미러(beam steering mirror)를 이용하면, 스테이지(180)의
위치는 고정시키는 한편, 방사선 빔(164)을 편향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빔 편향 배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또
는 부분적으로 기계적 프로젝션 마스크(예: 마스킹 시스템(150))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전자 또는 광학 빔 유도 메
카니즘을 이용하여, 가공편(170)의 선택된 부분을 빠른 속도로 스캐닝 또는 스테핑할 수 있다.

  장치(1000)의 이용 시에는, 예를 들면, '513 특허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엑시머 레이저 펄스 사이에서 스테이지(180)의 증
가형 운동(incremental movement) 또는 스테이지(180)의 위치 이동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용융된 반도체
재료를 순차적으로 횡방향 고화시킬 수 있다. 스테이지(170)의 이동폭을 작게 하여, 일련의 펄스에 의해 용융된 실리콘 박
막 부분을 서로 인접하게 할 수 있다. 용융된 두 부분이 서로 인접하기 때문에, 제1 부분을 재결정한 다음, 상기 제1 부분에
인접해 있으며 제2 펄스에 의해 용융된 제2 부분에 상기 결정 구조를 전파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원 샷 재결정화 방법에서는 스테이지 어셈블리(180)의 이동에 의해 레이저 빔을 반도체 박막 표면에 걸쳐
스캐닝 또는 스테핑하기 위해, 장치(1000)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레이저 빔은, 상기 레이저 빔 펄스가 입사된 영역 또는
지점의 타겟 영역을 용융시키기에 충분한 강도 또는 플루언스를 갖는다. 또한, 스테이지 어셈블리(180)를 지정된 거리만
큼 이동시켜, 레이저 빔이 반도체 박막(175)/가공편(170)에 걸친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가공편(170)을
가공할 수 있다. 도 2는, 방사선 빔이 가공편(170)의 표면에 걸쳐 이동할 때, 입사된 방사선 빔(164)에 의한 나타날 수 있
는 경로(230, 255 등)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복수 개의 경로 및 그의 기하학적 배향은, 처리된 가공편(170)이 적용될 회로 또는 소자에 필요한, 상기 레이저 빔 및 상
기 타겟 영역의 단면 치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1000), 또는 장치의 운전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외의
것(1000)에 대한 처리 수단을 적용하기 위해, 반도체 박막(175)/가공편(170)의 표면을 기하학적 배열의 영역으로 구획할
수 있다. 그 예로서, 가공편(170) 상에 기하학적으로 구획된 반도체 박막(175) 표면을 도시한 도 2를 참조할 수 있다. 도 2
에 도시한 기하학적 구획에서, 상기 표면은 각각 폭이 W인 복수 개의 열(예를 들면, 205, 206, 207 등)로 구분되어 있다.
상기 열의 폭(W)은 조사된 방사선 빔(164)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선택될 수 있다. 각각의 열은 1개 이상의 영역을 포함한
다. 예를 들어, 가공편(170)의 x값 및 y값은 각각 약 30 ㎝ 및 40 ㎝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열(205, 206, 207,…등)
은 Y 방향으로의 폭(W)이 약 ½ ㎝이다. 상기 W값은, 예를 들면, 레이저 빔의 폭과 거의 동일한 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공편(170)의 표면을, 각각 X 방향으로 길이가 약 30 ㎝인 팔십(80)개의 열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열은 통합 길이가 30
㎝인 1개 이상의 영역을 포함한다(도시하지 않음).

  각각의 열의 좌표를 제어 수단에 의해 제어되는 컴퓨터(100)에 저장할 수 있다. 컴퓨터(1000)에 저장된 좌표를 이용하
여, 예를 들면, 가공 중에 스테이지(180)의 방향, 시간 및 주행 거리(travel distance)를 계산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좌표
를 이용하여 레이저(110)의 발사 시간을 제어함으로써, 반도체 박막(175)에서 지정된 영역을 스테이지(180)의 이동 거리
만큼 조사할 수 있다.

  실리콘 박막(175)이 조사되고 있는 동안, 가공편(170)을 선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 실리콘 박막(175)의 선형 스트립
을 용융 강도 또는 용융 플루언스의 방사선 빔에 노출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방사선 빔에 의해 생성되는 평행 이동 경로
는, 상기 실리콘 박막(175) 표면 전체 중에 원하는 부분을 레이저 빔에 노출시킴으로써, 원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처리되
도록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이저 빔이 열(205, 206, 207 등)을 연속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상기 평행 이동 경로를
배치할 수 있다. 도 2에서, 처음에는 방사선 빔이 열(205)의 좌측 단부 근처(210')에 외측부의 포인트(220)를 향한다. 예를
들어, 경로(230)는, 스테이지(180)가 음의 X방향으로 이동할 때, 열(205)을 통해 방사선 빔의 중심에 의해 자취로 나타나
는 평행 이동 경로를 나타난다.

  스테이지(180)의 이동은 단속적인 스톱 앤드 고(stop-and-go) 방식으로, 또는 방사선 빔이 열(205)의 우측 단부 부근의
포인트(240)를 향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단계에서 유도될 수 있다. 각각의 경로 세그먼트
(225 및 235)는 가공편(170)의 모서리(210' 및 210") 하방으로의 포인트(220 및 240)로 연장할 수 있는 경로(230)의 연
장선을 나타낸다. 이러한 세그먼트는 경로(230) 말단에서 스테이지 어셈블리(180)의 가속 및 감속을 적용하는 데, 및/또는
스테이지(180)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스테이지(180)의 위치를 다시 초기화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열(206)에서 실리콘 재료를 처리하는 도중에, 스테이지(180)가 포인트(240)로부터 음의 Y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기
방사선 빔의 중심이 열(206)의 우측 옆으로 포인트(247)로의 경로(245)의 자취를 나타낼 수 있다. 열(205)에서는 경로
(230)를 따르는 이동과 유사한 방법(단, 반대 방향으로)으로, 포인트(247)로부터 스테이지(180)를 X 방향으로 이동시켜,
열(206) 내의 박막 실리콘 재료를 조사하는 경로(255)를 따라서 방사선 빔의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방사
선 빔의 중심이 열(206)의 좌측 말단 부근 지점(265)에 조사될 때까지, 스테이지를 계속 이동시킬 수 있다. 경로의 연장선
(260 및 250)은 각각, 모서리(210' 및 210") 하방의 지점(247 및 265)으로 연장될 수 있는 경로(255)의 세그먼트를 나타
낸다. 또한, Y 방향으로의 스테이지(180)의 선형 이동은 입사된 방사선 빔의 중심을 열(207) 옆의 포인트(272)로의 경로
(270)를 따라 이동된다. 그런 다음, 스테이지(180)를 음의 X 방향으로 경로(275)를 따라 이동시킨 후, 다시 가공편(170)의
반대측(210")을 향해 이동시켜, 열(207)의 실리콘 박막 재료를 가공할 수 있다. 열(205, 206 및 207)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스테이지(180)를 X 방향 및 Y 방향으로 계속 이동시켜, 상기 실리콘 박막(175) 표면의 모든 열을 처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전술한 특정 방향 또는 특정 순서에 따른 경로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방향 및 순서를 적
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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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1000)의 운전 시, 기하학적 프로파일이 마스킹 시스템(150)에 의해 정해지는 빔 펄스(164)를 이용하여 실리콘 박
막(175)을 조사할 수 있다. 마스킹 시스템(150)은 상기 마스킹 시스템에 입사되는 1개의 방사선 빔(예를 들면, 빔(149))을
복수 개의 빔렛으로 할 수 있다. 상기 빔렛을 상기 실리콘 박막 가공편의 영역 상에 대응하는 기하학적 패턴의 타겟 영역에
조사한다. 각각의 빔렛의 강도는, 상기 빔렛이 상기 실리콘 박막 부분의 두께를 통과시킨 후에, 조사된 상기 박막 부분을
완전히 용융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선택할 수 있다.

  상기 프로젝션 마스크는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빔(149)의 통과를 허용하되, 원치 않는 단면 영역은 빔의 통과를 허용하
지 않는, 적절한 재료로 제조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션 마스크는 예를 들면, 무작위한 패턴 또는 기하학적 패턴이
배열될 수 있는, 직교 스트립 또는 기타 적절한 기하학적 형상의 블로킹/비블로킹(unblocking) 패턴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스트립은 예를 들어, 도 3a에 도시한 바와 같은 평행형 패턴, 또는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은 평행형과 직교형의 혼합
패턴, 또는 그 외의 적절한 패턴으로 배치될 수 있다.

  도 3a를 참조해 볼 때, 마스크(300A)는 복수 개의 개방형 또는 투명 슬릿(301,302,303 등)을 갖는 빔 블로킹 부분(310)
을 포함한다. 빔 블로킹 부분(310)은 마스크(300A)를 통해 조사된 빔(149)이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반대로, 개방형
또는 투명 슬릿(301,302,303 등)은 마스크(300)를 통해 조사된 빔(149)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사선 빔(164)
이 통과한 마스크(300A)는 그 단면에 복수 개의 개방형 또는 투명 슬릿(301,302,303 등)의 평행 패턴에 대응하는 기하학
적 패턴을 갖는다. 따라서, 마스크(300A)가 마스킹 시스템(150) 내에 구비된 경우에는 상기 마스크(300A)를 이용하여, 반
도체 박막(175) 상에 입사된 방사선 빔(164)을 평행한 장방형 빔렛의 수집체(collection)로서, 패터닝할 수 있다. 상기 빔
렛은 상기 반도체 박막(175) 표면상의 영역에 존재하는, 대응 패턴의 장방형 타겟 영역을 조사한다. 상기 빔렛의 치수는 빔
렛에 의해 용융된, 실리콘 박막 상의 영역의 재결정화 또는 횡방향 고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데 적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빔렛의 사이드 길이는 인접한 영역들에서의 대응 타겟 영역들이 서로 인접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상기 빔
렛의 크기 및 빔렛 간의 간격은 투명 슬릿(301,302,303 등)의 크기 및 간격(separation)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 단위의 치수 또는 그 보다 큰 단위의 치수를 갖는 개방형 또는 투명 슬릿(301,302,303 등)은 실리콘 박막을 재
결정화하는 데 적절한 치수를 갖는 레이저 방사선 빔렛을 발생시킬 수 있다.

  도 3b는 마스크(300A)와 다른 패턴을 갖는 마스크(300B)를 도시한 것이다. 마스크(300B)에서, 복수 개의 개방형 또는
투명 슬릿(351,352,361,362 등)은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쌍으로 배열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박막(175) 상에 입사된 방
사선 빔(164)을 패터닝하기 위해, 마스크(300B)를 마스킹 시스템(150) 내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상기 방사선 빔(164)은
예를 들면, 정사각형 패턴에 배열된 빔렛의 수집체(collection)으로서 패터닝될 수 있다. 상기 빔렛의 차수는, 빔렛에 의해
용융된 실리콘 박막의 영역의 재결정화 또는 횡방향 고화 반응을 촉진하는 데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다. 선형 치수가 약
0.5 ㎛인 개방형 또는 투명 슬릿(351,352,361,362 등)은 실리콘 박막의 영역을 재결정화 하는 데 적절한 레이저 방사선
빔렛을 발생시킬 수 있다.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한 특정 마스크 패턴은 본 발명의 일례일 뿐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625 특허에 기재된 V자형
(chevron-shaped) 패턴을 포함하여, 적절한 다른 마스크 패턴을 이용할 수 있다. 실리콘 재료 박막이 이용될 반도체 제품
에 TFT, 회로 또는 소자 부품을 적절히 실장하기 위해, 특정 마스크 패턴을 선택할 수 있다.

  도 4는, 예를 들면, 도 3a의 마스크(300A)를 이용하여 가공된 가공편(170)의 영역을 도시한 것이다(마스크(300A)는 도
3a에 도시한 배향에서 약 90도 정도 회전된 것일 수 있음). 도시된 부분은 도 2에서 가공편(170)의 열(205)과 같은, 열에
해당한다. 가공된 가공편(170)의 열(205)은 재결정화된 다결정 실리콘 상의 선형 영역 또는 스트립(401,402 등)을 포함한
다. 방사선 빔렛을 대응 마스크 슬릿(301,302 등)을 통해 방사하여, 각각의 선형 스트립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이
저 빔 하에서 스테이지(180)를 경로(230)를 따라 계속 이동시킴으로써, 열(205)에 걸쳐 있는 선형 스트립 내에 재결정화
된 실리콘을 서로 인접하도록 할 수 있다. 스트립(401,402)은, 장시간 주기로 제어되는 그레인 경계를 생성하는 센터 내
에, 충돌하는 액체/고체 성장면을 한 번에 노출시켜 얻은 해당 마이크로 구조체를 가질 수 있다. 다른 구현예로서, 방향성
이 있는 고화 반응에서, 스테이지(180)를 근간격으로 스테핑 이동시킴으로써, 즉, 서로 인접하여 재결정화된 실리콘 스트
립을 생성하기에 충분히 오버랩시킴으로써, 서로 인접한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다른 구현예로서, 상기 재결정화된 재료
의 마이크로구조체는 스캐닝 방향에 평행한 장직경의 그레인을 갖는다. 상기 재결정화된 다결정 실리콘(예를 들면, 스트립
(401,402 등))은 통상적으로 균일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실리콘은 1개 이상의 TFT 소자의 활성 영역을 실장하
는 데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유사하게, 도 5는 도 3b의 마스크(300B)를 이용하여 가공된 가공편의 영역을
도시한 것이다. 가공편(170)은 재결정화된 다결정 실리콘 스트립(501,502 등)을 포함한다. 스트립(401, 402)에서와 마찬
가지로, 재결정화된 다결정 실리콘 스트립(501,502 등)은 균일한 결정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실리콘은 1개 이상의 TFT
소자의 활성 영역을 실장하는 데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직교형으로 도시되는 스트립(501, 502)은 직교형
마스크 슬릿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선 빔렛에 대응되는 것일 수 있다(예를 들면, 도 3b에서 슬릿(351,361)). 예를 들어, 가
공편(170)의 가공 시, 레이저 방사선에 대해 물리적인 간격을 두고 노출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하학적 배향 및 물리적
간격의 스트립(501 및 502)(스트립(401 및 402)의 연장된 길이와는 대조적으로)을 얻을 수 있다. 간격을 두고 방사선에
노출하기 위해, 스테이지(180)를 스테핑 이동시킬 수 있다(예: 도 2에서의 경로(230)에 따른 이동). 아울러, 또는 다른 구
현예로서, 스테이지(180) 및 레이저 빔(164)을 서로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스캐닝하면서, 적절한 시간
에 경로(230)를 따라 방사선 펄스가 발생되도록 레이저(110)를 트리거링함으로써, 간격을 두고 노출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스테이지(180)의 운동 중에, 적절한 시간 및 위치에서 레이저(110)의 트리거링을 제어하는 데, 컴퓨터
(100)를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100)는 미리 프로그래밍한 제어 수단에 따라 작동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상기 제어 수
단은 가공 중인 가공편에 대한 기하학적 디자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도 6은 적절한 시간에 레이저(110)의 트리
거링이 수행되도록 컴퓨터(1000)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600)을 도시한 것이다. 패턴(600)은 실리콘 박막(175)/
가공편(170)을 커버링하는 기하학적 그리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그리드는 좌표{(x1, x2, …등) 및 (y1, y2, …
등)}를 갖는 직교형 x-y 그리드일 수 있다. 상기 그리드 간격은 디자인에 따라 규칙적일 수도 있고, 불규칙적일 수도 있다.
또한, 패턴(600)은 물리적 기준 마크(예를 들면, 실리콘 박막 가공편 상에서의)로서 배치될 수 있고, 또는 제어 수단 내에
수학적으로 고안된 것일 수 있다. 스테이지(180)가 그리드 좌표(xi,yi) 내에 존재하는 경우, 컴퓨터(100)의 지시에 의해 레
이저(110)의 트리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100)를 이용하여, 종래의 위치 센서 또는 인디케이터의 반응
에 따라서 레이저의 트리거링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구현예로서, 컴퓨터(100)를 이용하여, 스테이지의 초기 위치,
및 초기 스테이지 위치로부터의 스테이지 운동 속도 및 운동 방향과 같은 파라미터로부터 계산된 시간에 레이저(1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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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링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110)가 가변적 속도, 평상 속도에서보다도 더 높은 속도로 방사선 펄스를
방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도, 컴퓨터(100)가 바람직하게 이용될 수 있다. 펄스 생성 속도의 변화율은 스테이지(180)의
속도 변화를 적절하게 하는 정도로, 예를 들면, 경로(230)의 말단에서 가속 또는 감속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이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박막의 결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 방법으로서,

  (a) 상기 반도체 박막 표면의 제1 영역을 방사선 빔 펄스로 조사하여, 상기 방사선 빔이 빔렛 패턴 중 하나 이상의 빔렛
(beamlet)으로 패터닝되고, 각각의 빔렛이 상기 제1 영역의 타겟 영역(target area)에 조사된, 타겟 영역 내의 반도체 재료
를 용융시키기에 충분한 플루언스(fluence)로 조사되어, 상기 타겟 영역 내의 용융된 반도체 재료가 상기 빔렛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용융된 반도체 재료가 재결정화되도록 하는 단계; 및

  (b) 상기 반도체 박막을 상기 방사선 빔에 대해 연속적으로 평행 이동시켜, 상기 반도체 박막 표면의 제2 영역을 상기 (a)
단계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빔렛의 단면 치수가 ㎛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방사선 빔 펄스로부터 상기 빔렛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가

  방사선의 통과를 차단하는 블로킹 부분; 및

  패턴 내의 복수 개의 슬릿으로서, 상기 슬릿에 입사되는 방사선의 통과를 허용하며, 상기 패턴 내에서 실질적으로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 복수 개의 슬릿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가

  방사선의 통과를 차단하는 블로킹 부분; 및

  패턴 내의 복수 개의 슬릿으로서, 상기 슬릿에 입사되는 방사선의 통과를 허용하며, 상기 패턴 내 장방형의 측면을 따라
쌍으로 배치되어 있는 복수 개의 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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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박막을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에 지지(supporting)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반도체 박막을 상기 방사선 빔에 대해 평행 이동시키는 단계는 상기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를 선형 경로를 따라서 상
기 제2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박막이 복수 열(row)의 영역들을 포함하고,

  상기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를, 상기 반도체 박막의 표면상의 제1열의 영역들을 통해서 상기 선형 경로를 따라 이동시키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가 상기 열의 영역들을 통해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가 소정의 영역에서 정지한 다음, 그 인접 영역으로 스테핑(stepping)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를 연속적인 열의 영역들을 통해 선형 경로를 따라서, 상기 반도체 박막의 표면 전체가 가공될
때까지 이동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영역 내의 하나 이상의 타겟 영역이 제2 영역 내의 대응 타겟 영역에 대해 인접하여 위치함으로써, 상기 제1 영
역 및 상기 제2 영역을 조사한 후, 연장된 스트립 또는 재결정화된 반도체 재료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반도체 박막의 결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도체 박막의 재결정화 방법으로서,

  (a) 레이저를 이용하여 방사선 빔의 펄스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공개특허 10-2005-0047103

- 7 -



  (b) 상기 반도체 박막 표면의 제1 영역을 방사선 빔 펄스로 조사하여, 상기 방사선 빔이 빔렛 패턴 중 하나 이상의 빔렛
(beamlet)으로 패터닝되고, 각각의 빔렛이 상기 제1 영역의 타겟 영역에 조사된, 타겟 영역 내의 반도체 재료를 용융시키
기에 충분한 플루언스(fluence)로 조사되어, 상기 타겟 영역 내의 용융된 반도체 재료가 상기 빔렛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
는 경우에 상기 용융된 반도체 재료가 재결정화되도록 하는 단계; 및

  (c) 상기 반도체 박막 표면의 제1 영역을 상기 방사선 빔의 펄스로 조사한 다음, 상기 반도체 박막을 상기 방사선 빔에 대
해 평행 이동시켜, 상기 (a) 단계 및 (b) 단계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기 반도체 박막 표면의 제2 영역을 조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선 빔에 대한 상기 반도체 박막 표면의 영역의 위치에 따라서 상기 방사선 빔 펄스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레이저
를 트리거링(triggering)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에 상기 반도체 박막을 지지(supporting)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반도체 박막을 상기 방사선 빔에 대해 평행 이동시키는 단계는 상기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
함하며,

  상기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의 위치에 따라 상기 방사선 빔 펄스를 발생시키도록, 상기 레이저를 트리거링(triggering) 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의 위치가 위치 센서(position sensor)에 의해 감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가능한 스테이지의 위치가 상기 스테이지의 초기 위치로부터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저온에서 기판에 증착된 박막 반도체를 고효율로 재결정화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
에 따르면, 상기 반도체 박막 가공편에 레이저 빔으로 조사하여, 상기 레이저 빔에 노출된 표면의 타겟 영역을 용융시킨 다
음, 재결정화시킨다. 상기 레이저 빔은 패터닝 마스크에 의해 하나 이상의 빔렛으로 패터닝될 수 있다. 상기 마스크 패턴
은, 상기 빔렛에 의해 조사된 영역이 반도체의 재결정화를 촉진하는 치수 및 방향성을 갖도록, 상기 레이저 빔 방사선을 패
터닝 하는데 적절한 치수 및 방향을 갖는다. 또한, 상기 가공편을 선형 경로를 따라 상기 레이저 빔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평행 이동(병진)시킴으로써, 상기 가공편의 전체 표면을 고속으로 가공할 수 있다. 그리고,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스테이지
상에서 상기 가공편을 평행 이동시키는 동안, 상기 레이저를 위치에 민감하게 트리거링하여 레이저 빔 펄스를 발생시킴으
로써, 상기 가공편 표면의 정확한 위치에서 반도체 재료를 용융 및 재결정화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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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재결정화, 레이저 빔, 패터닝, 빔렛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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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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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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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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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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