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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교반자속 인가에 의한 비정질 실리콘막의 저온 결정화 장치

요약

    
폴리 실리콘 티에프티 엘시디(Poly-Si TFT LCD), 폴리 실리콘 솔라셀(Poly-Si Solar Cell) 등의 제조시 하부 유리
기판(12)의 손상이 없는 저온공정에 의해 비정질 Si막을 짧은 시간내에 결정화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비정질 Si막(13
)이 증착된 유리기판(12)을 지지하는 흑연가열판(10)의 주변으로 소정의 자속밀도를 지닌 자장이 수직 또는 수평방향
에서 교번적으로 인가되도록 유도코일(11)이 감기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에 따라, 고상결정화, 금속유도 결정화
, 금속유도 측면결정화 등이 저온에서 빠른 시간내에 수행되도록 하여 기판에 손상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교반, 자속, 저온, 결정화, 다결정, 비정질,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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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을 고상결정화에 적용할 때 Si의 결정화 거동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4는 도 3에서 교반자속 밀도에 따른 결정화 거동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을 금속유도 결정화에 적용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을 금속유도 측면결정화에 적용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7a 내지 7c는 도 6에서 측면결정화의 정도를 비교하여 나타내는 현미경 사진(×200),

도 8은 코일 전류의 변화에 따른 금속유도 측면결정화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 : 흑연가열판11, 21 : 유도코일

12, 22 : 유리기판13, 23 : 비정질 Si막

F, F' : 교반자속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교반자속 인가에 의한 비정질 실리콘막의 저온 결정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다결정 Si 박
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소자(Liquid Crystal Display), 다결정 Si 태양전지 등의 제조현장에서 열적 안정성이 취약한
 유리기판에 고품위의 다결정 Si막을 형성할 때 비정질 Si막에 강한 교반자속을 인가하여 고상결정화, 금속유도 결정화
, 금속유도 측면결정화 등이 저온에서 빠른 시간내에 수행되도록 하여 기판에 손상을 주지 않고 비정질 Si의 결정화를
 촉진하는 교반자속 인가에 의한 비정질 실리콘막의 저온 결정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폴리 실리콘 티에프티 엘시디(Poly-Si TFT LCD), 폴리 실리콘 솔라셀(Poly-Si Solar Cell) 등의 제조
시 유리기판이 허용하는 저온에서 트랜지스터의 구동에 적합한 다결정 실리콘(Si)막을 형성하기 위해 고상결정화(So
lid Phase Crystallization), 액사이머 레이저 결정화(Excimer Laser Crystallization; ELC), 금속유도 결정화(Me
tal Induced Crystallization; MIC), 마이크로웨이브 가열 결정화(Microwave Heating Crystallization) 방법 등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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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결정화의 경우 비정질 Si막을 증착한 후 550∼650℃의 온도에서 장시간(수시간 내지 수십시간) 열처리하여 고상
 결정화를 일으켜 다결정으로 만드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LCD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코닝(Corning) 7059나 17
37 유리기판은 450℃이상의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기판의 수축이나 변형이 일어나므로 석영판(Quartz)과 같
은 고가의 기판을 사용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액사이머 레이저 결정화의 경우 액사이머 레이저의 순간 조사를 이용하여 하부 유리기판의 손상없이 상부 비정질 Si막
을 용융, 재결정시키는 방법으로서 유리기판이 허용하는 저온에서 다결정 Si를 제조할 수 있으나 레이저 조사량에 따른
 다결정 Si의 결정립 구조가 매우 불균일하고 특히 공정 범위가 매우 좁아 균일한 결정질의 다결정 Si의 제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다결정 Si막의 표면이 비교적 거칠어 소자의 특성에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초기 설비
비는 물론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금속유도 결정화는 비정질 Si막에 Ni, Pd, Au, Ag, Cu 등의 금속원소를 첨가하여 저온에서 결정화를 유도하는 방법으
로서 250∼550℃의 낮은 온도에서 결정화를 얻을 수 있으나 결정립의 크기가 작고 결정성이 열악하여 소자의 구동특
성이 나쁘며 특히 금속이 트랜지스터의 채널 영역에 유입되어 누설전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부위에 선택적으로 금속막(주로 Ni)을 스퍼터링이나 진공증착법에 의해 증착한
 후 열처리 공정을 통해 소스 드레인 영역을 저온 결정화시키고, 이러한 다결정 영역에서 채널영역으로 측면 결정성장
을 유도하는 방법, 일명 금속유도 측면결정화(Metal-Induced Lateral Crystallization; MILC) 방법이 제안된 바 있
다. 그러나 이 경우 측면 결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략 500∼550℃에서 수시간에서 수십시간의 열처리 공정이
 필요하여 유리기판의 손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러한 측면 열처리 공정으로 레이저 고속열처리 등으로 고속 열처리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으나 이때의 온도는
 700∼900℃로 매우 높아서 하부 유리기판의 손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금속유도 측면결정화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결정화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유리기판에 전극을 만들어 DC전압을 인
가하면서 비정질 Si와 금속 실리사이드에 전기장을 인가하는 전계유도 측면결정화(Field Assisted Lateral Growth;
 FALG)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경우 유리기판 상에서 전압의 인가를 위해 전극을 만들어야 하
므로 양산 공정에 적합치 않을 뿐 아니라 500℃의 결정화온도에서 수시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손상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웨이브 가열 결정화는 주파수 200㎒∼20㎓ 범위의 전자기파를 발생하고 분자의 공진을 유도하여
 Si의 결정화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서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장치가 복잡하며 Si의 결정화온도가 500℃에서 수시간으
로 유리기판에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단점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결정 Si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소자
, 다결정 Si 태양전지 등의 제조현장에서 열적 안정성이 취약한 유리기판에 고품위의 다결정 Si막을 형성할 때 비정질
 Si막에 강한 교반자속을 인가하여 고상결정화, 금속유도 결정화, 금속유도 측면결정화 등이 저온에서 빠른 시간내에 
수행되도록 하여 기판에 손상을 주지 않고 비정질 Si의 결정화를 촉진하는 교반자속 인가에 의한 비정질 실리콘막의 저
온 결정화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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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폴리 실리콘 티에프티 엘시디(Poly-Si TFT LCD), 폴리 실리콘 솔라셀(Pol
y-Si Solar Cell) 등의 제조시 하부 유리기판(12)의 손상이 없는 저온공정에 의해 비정질 Si막을 짧은 시간내에 결정
화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비정질 Si막(13)이 증착된 유리기판(12)을 지지하는 흑연가열판(10)의 주변으로 소정의 자
속밀도를 지닌 자장이 수직 또는 수평방향에서 교번적으로 인가되도록 유도코일(11)이 감기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유리기판(12)의 온도는 430℃ 미만으로 하고, 유도코일(11)에 의한 교반자속의 크기, 코일형상, 주파수의
 범위는 비정질 실리콘막에 4 mVolt 이상의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선택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구성도가 도시된다.

    
우선 시편의 가열을 위한 흑연가열판(10)과, 교반자속을 유도하기 위한 권선형의 유도코일(11)로 구성된다. 수냉 구
리관으로 구성된 유도코일(11)에 교류전류를 인가하여 내부에서 교반자속(F)이 발생하도록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교
반자속(F)은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인 유도가열과 마찬가지로 하부의 흑연가열판(10)에 와전류를 발행하
여 원하는 온도까지 가열하는 동시에 유도코일(11)에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에 의한 교반자기장의 교반자속(F)이 유
리기판(12)에 증착된 비정질 Si막(13)에서 원자간의 이동을 가속화시켜 결정화를 촉진시킨다.
    

이와 같이 원자간의 교반작용을 증대하여 결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도코일(11)의 자장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하부의 흑연가열판(10)의 온도는 200∼500℃ 정도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
해 흑연가열판(10)의 두께와 형상을 유도자장의 침투거리(penetration depth)를 고려하여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

이때 교반자속(F)은 유리기판(12)에 대하여 수직으로 인가되며 그 주파수는 25㎐에서 10㎒의 범위가 적절하다. 흑연
가열판(10)과 유도코일(11)의 형상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보다 주파수가 너무 낮으면 유도기전력이 작아
 결정화 촉진과 기판 온도의 가열이 어렵고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균일한 기판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구성도가 도시된다.

본 발명은 도 1과 같은 권선형 유도코일 외에도 평판에 적합한 스파이럴 형의 유도코일(21)도 사용할 수 있다. 좌측의
 도시처럼 유도코일(21)을 나선형으로 감아 교반자속(F')이 유리기판(22)에 수평으로 인가되도록 한다. 우측의 도시
는 유도코일(21)의 설치상태를 종단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유도코일(21)은 도 1처럼 수냉방식의 구리관을 사용한다.

도 1 또는 도 2를 이용한 본 발명의 실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전술한 고상결정화, 금속유도 결정화,
 금속유도 측면결정화에 적용한다.

도 3은 본 발명을 고상결정화에 적용할 때 Si의 결정화 거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도 4는 도 3에서 교반자속 밀도에
 따른 결정화 거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우선 스퍼터링, 진공증착, 화학증착, 플라즈마 증착 등의 방법에 의해 유리기판(12)에 비정질 Si막(13)을 증착한 후 
유도장치의 중앙에 위치하는 흑연가열판(10)의 상부에 올려놓는다. 이때 유도코일(11)은 직경 15㎝ 정도를 사용하고
 14회로 감는다. 또한 이 실험에서 교반 자속의 주파수는 14 KHz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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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서, 저압화학 증착기에 의해 증착된 1000Å 두께의 비정질 Si막(13)을 X선 회절분석하여 결정화거동을 살핀다
. 좌측의 그래프는 일반적인 열처리로 (저항가열식 관상로)에서의 고상결정화 결과이고, 우측의 그래프는 유도코일(1
1)의 전류는 45A로 유지한 본 발명에 따른 고상결정화 결과이다. 일반 열처리로를 사용하는 경우 600℃에서 5시간의
 열처리가 진행되어야 결정화가 시작되어 7시간 경과후 결정화가 완료되었다. 반면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경우 430℃에
서 1시간 정도 경과하면 결정화가 완료된다. 또한 X선 회절 피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열처리에서와 동일한 강한 
(111) 형태의 방위조직을 지니게 된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된 결정립의 크기는 2∼3㎛로서 600℃의 일반 열처리로
에서와 유사한 조대한 결정립 구조를 지니므로 결정성이 높은 다결정 Si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 4에서, 인가 전류의 변화에도 하부 흑연가열판(10)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흑연가열판(10)의 두께를 적
절히 증감시키면서 인가 전류의 변화에 따른 결정화 거동을 X선 회절 실험으로 나타낸다. 도 3에서와 동일한 온도 43
0℃ 및 전류 45A의 조건에서는 결정화가 완료되나 전류가 25A로 저하되는 경우 결정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교반자장의 크기가 25 Oe 이상이 되어야 비정질 Si막(13)의 결정화를 촉진시킴을 의미한다.

참고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교반자장에 의한 유도기전력이 결정화 촉진의 중요 원인으로 가정할 때, 교반자장에 의한
 유도기전력은 Faraday 법칙,

즉, EMF="10-8 N dφ/dt

(여기서 N은 turn 수, φ는 시편의 면적을 고려한 자속, dφ/dt는 교반자속의 주파수)로 낼 수 있다.

따라서 결정화가 촉진되는 조건은 교반자속(F')의 크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주파수, 시편의 크기가 모두 고려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반자속(F')의 크기보다는 유도기전력으로 결정화 촉진의 임계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바, 여기서 시편의 크기, 유도자속, 주파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유도기전력은 25A의 전류에서 4 mVolt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 5는 본 발명을 금속유도 결정화에 적용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구성도가 도시된다.

30Å 두께의 Ni를 저압화학 증착된 1000Å 두께의 비정질 Si막 위에 스퍼터링으로 증착한다. 교반자속 열처리를 위한
 유도코일의 직경 및 감는 횟수, 사용주파수는 전술한 도 3과 동일성을 유지한다. 표 1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45A의 전
류를 인가한 상태에서 각 온도별로 1시간 열처리하여 결정화 여부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열처리로 보다 200℃ 이상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을 금속유도 결정화에 적용할 경우 유리기판의 손상이 없도록 350℃ 미만의 온도에서 결정화를 구현할
 수 있다.

[표 1]

    인가 전류 열처리 온도/ 시간 결정화여부
실시예 1 45A 250℃/ 1시간 ×
실시예 2 45A 300℃/ 1시간 ○
실시예 3 45A 350℃/ 1시간 ○
실시예 4 45A 400℃/ 1시간 ○
실시예 5 45A 450℃/ 1시간 ○

도 6은 본 발명을 금속유도 측면결정화에 적용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구성도이고, 도 7a 내지 7c는 도 6에서 측면결정
화의 정도를 비교하여 나타내는 현미경 사진(×200)이다.

도 6에서, 유리기판의 선택적인 부분에 1000Å 두께의 비정질 Si막을 증착하고 다시 그 위에 30Å 두께의 Ni를 증착한
다. 교반자속 열처리를 위한 유도코일의 직경 및 감는 횟수는 전술한 도 3 및 도 5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40A의 인가 
전류를 유지하고 도 7a 내지 도 7c에 나타내는 현미경 사진으로 Ni막의 측면결정화정도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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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에서 열처리 전에 T형으로 패터닝된 Ni막을 나타내는데 T형 페턴의 바깥 부위는 Ni이 증착되고 내부는 Ni이 증
착되는 않은 영역이다. 도 7b는 일반 열처리로를 사용하여 500℃에서 7시간 열처리한 상태로서 장시간 열처리에도 불
구하고 비교적 작은 거리로(약 10㎛) 측면성장이 일어난다. 반면 본 발명에 따른 유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430℃에서 
1시간의 짧은 열처리를 수행하더라도 교반자속의 영향에 기인하여 도 7c처럼 비교적 큰 거리로(약 25㎛) 측면성장이
 일어난다.
    

도 8은 코일 전류의 변화에 따른 금속유도 측면결정화 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인가 전류가 25A 이상에서 결정화 거리가 급격히 증가하며 교반자속 밀도가 금속유도 측면결정화 속
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를 이용한 제조방법은 철강이나 금속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도가열법과 유사성이 있어 양산 장비의
 개발이 용이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비정질 Si막의 고상결정화, 금속유도 결정화, 금속유도 측면결정화 공정에 적
용되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현재 양산 공정으로 자리잡고 있는 액사이머 레이저 결정화법에 비하여 공정의 재연성과 신
뢰성이 높다. 액사이머 레이저 결정화법은 레이저빔의 대면적화에 한계가 있어 빔을 기판에 주사하여 열처리하는 공정
의 복잡함을 지닌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구성 및 작용을 지니는 본 발명의 교반자속 인가에 의한 비정질 실리콘막의 저온 결정화 장치는 다결정 Si 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표시소자, 다결정 Si 태양전지 등의 제조현장에서 열적 안정성이 취약한 유리기판에 고품위의 다결정 
Si막을 형성할 때 비정질 Si막에 강한 교반자속을 인가하여 고상결정화, 금속유도 결정화, 금속유도 측면결정화 등이 
저온에서 빠른 시간내에 수행되도록 하여 기판에 손상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폴리 실리콘 티에프티 엘시디(Poly-Si TFT LCD), 폴리 실리콘 솔라셀(Poly-Si Solar Cell) 등의 제조시 하부 유리
기판(12)의 손상이 없는 저온공정에 의해 비정질 Si막을 짧은 시간내에 결정화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비정질 Si막(13)이 증착된 유리기판(12)을 지지하는 흑연가열판(10)의 주변으로 소정의 자속밀도를 지닌 자장이 수
직 또는 수평방향에서 교번적으로 인가되도록 유도코일(11)이 감기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반자속 인가에 
의한 비정질 실리콘막의 저온 결정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기판(12)의 온도는 430℃ 미만으로 하고, 유도코일(11)에 의한 교반자속의 크기, 코일형상, 주파수의 범위
는 비정질 실리콘막에 4 mVolt 이상의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질 실리
콘막의 저온 결정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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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도코일(11)에 의한 교반자속의 주파수는 20㎐∼10㎒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반자속 인가에 의한 비
정질 실리콘막의 저온 결정화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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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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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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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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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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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a

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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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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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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