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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비단결정 규소막을 레이저 어닐함으로써 결정성 규소막이 얻어진다. 또

한, 상기 레이저 어닐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이 되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이 연속적으로 행해진다. 그 결과, 채널형

성영역내에 수소가 효과적으로 가두어지고, 그 채널형성영역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의 경계가 우수한 특성을 가져, 적

절한 스레시홀드 전압 제어, S값의 감소, 이동도 증가가 제공된다. 수소 감금은 게이트 절연막이 되는 절연막으로서 

질화규소막 또는 질화규소막을 포함하는 다층 막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레이저 조사실을 나타내는 도면.

도 2A∼도 2F는 실시예 1 및 2에 따른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실시예 1 및 2에서 이용되는 레이저 어닐장치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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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도 4B는 실시예 1에서의 분위기 및 레이저 빔 에너지밀도에 대한 스레시홀드 전압(V th )의 의존성을 나타

내는 도면.

도 5A 및 도 5B는 실시예 1에서의 분위기 및 레이저 빔 에너지밀도에 대한 S값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6A∼도 6F는 실시예 4 및 5에 따른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7A∼도 7F는 실시예 6에 따른 제작공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실시예 3∼6에서 이용되는 연속처리장치의 평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한 박막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레이저 어닐에 

의해, 유리기판과 같은 절연기판상에 형 성된 비정질 규소막을 결정화하거나 또는 결정성 규소막의 결정성을 개선하

는 것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하여 형성된 박막트랜지스터의 스레시홀드 전압 제어에 

관한 것이다.

최근, 레이저 어닐에 의해, 유리기판과 같은 절연기판상에 형성된 비정질 규소막을 결정화하거나 또는 결정성 규소막

(단결정이 아니고 다결정 또는 미(微)결정이거나 또는 몇몇 다른 형태의 결정성의 규소막)의 결정성을 개선하는 기술

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높은 이동도를 가지기 때문에, 레이저 어닐을 통해 형성된 결정성 규소막이 모놀리식형의 액정 전기광학장치 등에 널

리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장치에서, 화소 영역(화소 구동) 및 구동회로용의 박막트랜지스터(TFT)가, 예를 들어, 단일

유리기판상의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하여 형성된다.

한편, 높은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어 공업적으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레이저 어닐법이 바람직하게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 어닐법에서는, 엑시머 레이저등으로부터 방출되는 고출력의 펄스 레이저 빔이 피(被)조사면에서 수 센티미터 

평방의 스폿(spot) 또는 폭이 수 밀리미터이고 길이가 수 십 센티미터인 선형 형태를 취하도록 광학계에 의해 가공되

고, 그 레이저 빔으로 피조사면이 주사(走査)된다(레이저 빔 조사위치가 피조사면에 대하여 이동된다).

특히, 선형 레이저 빔의 사용은, 2차원적 주사를 요하는 스폿형 레이저 빔을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레이저 빔 길이방

향에 수직인 일 방향으로만 주사함으로써 전체 피조사면에 레이저 광 조사를 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 을 얻는데 유리하다.

채널형성영역을 구성하는 결정성 규소막이 진성인 경우,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한 TFT는 일반적으로, 스레시홀드 전

압이 0 V에서 약간 부(負)(-)측으로 시프트(shift)되고 전류 상승(current-rising) 전압이 n채널형 트랜지스터의 경우

약 -2 V 내지 -4 V로 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그 TFT가 '노멀리 온'(normally-on)상태(게이트 전압이 0 V일때라

도 '온'이 되는 상태)를 가지는 경향이 현저하게 된다.

'노멀리 온' 상태를 가지는 TFT가, 예를 들어, 스위칭 소자로서 사용되는 경우, 게이트 전압이 0 V일때라도 TFT를 

통해 전류가 흐른다.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전압을 항상 정(正)(+)측으로 바이어스시킬 필요

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TFT를 사용하는 회로는 높은 전류소비 및 바이어스 전압 인가용 회로의 필요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다.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는 스레시홀드 전압 제어가 행해진다. 이 경우, 종래에는, n채널형 TFT를 

제작하는 경우라도, 채널형성영역을 구성하는 결정성 규소막에 p형 불순물, 예를 들어, 붕소를 도핑하여, 스레시홀드 

전압을 정(+)측으로 시프트한다. 그 결과, TFT는 '노멀리 오프'(normally-off) 상태(게이트 전압이 0 V일 때 '오프'가

되는 상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레시홀드 전압 제어는, 제작공정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제작비용의 감소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한 TFT의 스레시홀드 전압을 정(+)측으로 시프트하여, n채널형 TFT가 '노

멀리 오프' 상태를 나타내게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TFT의 S값을 감소시키고 이동도를 증가시키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절연표면을 가진 기판상에 형성된 비(非)단결정 규

소막을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레이저 어닐하는 제1 공정과, 상기 비단결정 규소막상에 게이트 절연막이 되는 절연막

을 형성하는 제2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제1 공정과 제2 공정이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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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작방법에서, 상기 비단결정 규소막이 상기 제1 공정과 제2공정 사이에서 대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레이저 조사실, 기판 이송실 및 처리실을 가지며 그들 각각의 실(室)이 기밀(氣密)

적인 연속처리장치를 준비하는 공정과, 상기 레이저 조사실 내에서, 절연표면을 가진 기판상에 형성된 비단결정 규소

막을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레이저 어닐하는 공정과, 상기 기판을 상기 기판 이송실을 통해 상기 처리실로 이송하는 

공정과, 상기 처리실 내에서 상기 비단결정 규소막상에 게이트 절연막이 되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제작방법에서, 상기 절연막은 질화규소막이거나 또는 질화규소막을 포 함하는 다층 막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층 막은 상기 비단결정 규소막상에 형성된 산화질화규소막과 그 산화질화규소막상에 형성된 질화규소막을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층 막은 상기 비단결정 규소막상에 형성된 산화규소막과 그 산화규소막상에 형성된 질화규소막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층 막은 상기 비단결정 규소막의 표면을 질화하여 형성된 제1 질화규소막과 그 제1 질화규소막상에 형성된 제

2 질화규소막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명세서에서, '연속적'이라는 용어는, 제1 공정과 제2 공정 사이에, 제1 공정을 방금 받은 비단결정 규소막의 조성, 

막질, 형태, 또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공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 공정과 제2 공정 사이에서, 기판 이송 공정, 정렬(얼라인먼트)공정, 서냉 공정, 제2 공정에 적당한 온도로

기판을 가열하는 공정 등을 행하는 것은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연속적'이라는 용어의 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제1 공정과 제2 공정 사이에서, 막질을 변화시키는 특정 분위기(예를 들어, 산화 분위기)에 비단결정 규소막

을 노출시키는 공정, 비단결정 규소막의 막질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열 공정(예를 들어, 수소 제거를 위한 가열 

공정, 또는 산화 분위기에서 행해지는 가열 공정 등), 이온 도핑 공정, 성막 공정, 에칭 공정, 플라즈마 처리 공정, 도포

막 형성 공정 등을 행하는 것은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연속적'이라는 용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본 발명에서, 레이저 어닐에 의해 비단결정 규소막을 결정화하거나 또는 결정성을 개선시키는데 있어서는,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비단결정 규소막에 레이저 광을 조사한다.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비단결정 규소막을 레이저 어닐하여 얻어진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하여 형성된 TFT에서는, n

채널형 TFT와 p채널형 TFT 모두의 경우, 스레시홀드 전압이 2∼4 V 정도 정(+)측으로 시프트하고, 전류 상승 전압

은 대략 0 V 또는 그 이상이 된다. 이들 현상의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붕소 도핑에 의해 스레시홀드 전압을 제어하는 종래의 공정이 제거될 수 있다.

레이저 어닐 공정의 분위기의 수소 농도가 증가할 수록 스레시홀드 전압의 정(+)측으로의 시프트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 분위기의 수소 농도에 의해 스레시홀드 전압 시프트의 정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여, 스레시홀드 전압 제어가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지 않고 TFT 제작공정에서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붕소

도핑에 의한 종래의 스레시홀드 전압 제어와 비교하여, TFT 제작공정이 간략화될 수 있고, 제작비용이 감소될 수 있

다.

또한,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의 레이저 어닐에 의해 스레시홀드 전압이 시프트될지라도, S값(V/decade)으로 나타내어

지는 TFT의 전류-전압 특성의 전류 상승상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즉, 스레시홀드 전압의 시프트가 S

값을 거의 증가시키지 않는다(전압 상승이 나쁘게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즉, 스레시홀드 전압 시프트가 TFT의 스위

칭 시의 전류 상승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레이저 어닐을 행함으로써, 비단결정 규소막이 결정화되거나 결정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얻어진 결정성 규소막을 이용하여 형성된 TFT의 스레시홀드 전압이 S값을 증가시킴 없이 정(+)측으로 

시프트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칭시의 전류 상승이 좋게 되어, '노멀리 오프' 상태를 나타내는 TFT가 제작공정수의 

증가 없이 얻어질 수 있다.

또한,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의 레이저 어닐이 제1 공정으로서 이용되고, 비단결정 규소막상에 게이트 절연막이 되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이 제2 공정으로서 이용된다. 제1 공정과 제2 공정을 연속적으로 행함으로써, 제1 공정 후에 

비단결정 규소막에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게이트 절연막이 되는 절연막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의 레이저 어닐중에 비단결정 규소막에 도입되어 규소의 댕글링 결합(dangling bond)

을 중화 또는 보상하는 수소의 제거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될 수 있어, 수소가 규소막의 채널형성영역내에 더욱 

효과적으로 가두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정(+)측으로의 스레시홀드 전압 시프트가 증가된다. 또한, 채널형성영역내의 댕글링 결합의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동도가 증가된다.

또한, 채널형성영역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의 경계가 S값을 감소시키는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

그 외에도, 제1 공정 후에 비단결정 규소막을 대기에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것은 비단결정 규소막상에의 산화막 형성

과 불순물의 부착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 다.

그 결과, 트랩을 발생시키는 요소인 산화막 및 불순물 및 산화물이 그 경계에 형성되는 정도가 감소될 수 있어, S값의

감소 및 이동도의 증가가 얻어질 수 있으며, 불순물 이온에 의해 야기되는 스레시홀드 전압 불안정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다.

비단결정 반도체막을 대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제1 공정과 제2 공정을 연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어닐을 행

하기 위한 체임버와 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한 체임버가 기밀(氣密)적인 기판 이송실을 통해 서로에 연결되어 있는 멀

티체임버형 연속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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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소 감금효과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게이트 절연막으로서, 비단결정막상의 질화규소막을 포함하는 다층 막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질화규소막이 산화규소막 또는 산화질화규소막, 또는 비단결정 반도체막의 표면을 질화하여 얻어진 질화규소막상에 

형성되도록, 질화규소막을 포함하는 다층막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연막은 질화규소막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얻어진 박막트랜지스터의 스레시홀드 전압이 다층 

막을 이용한 경우에 비하여 온도 변화에 대하여 덜 안정적이다.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레이저 어닐을 행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레이저 조사실 내에서 비단결정 규

소막에 대하여 레이저 어닐을 행하고, 레이저 조사실에 적어도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 레이저 어닐장치

가 사용 된다.

수소 함유 분위기는 수소와 공기 또는 질소, 헬륨,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가스의 혼합 가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수소 함유 분위기는 대기압에서 1 ppm 이상으로 수소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소 함량은 0.1%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1% 이상이다.

특히, 수소 함유 분위기를 구성하는 수소와 불활성 가스 각각의 순도가 99.9%(3자리수) 이상, 99.99999%(7자리수)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범위내의 순도를 가지는 가스로 구성된 분위기를 이용함으로써, 막질과 TFT 특성이 안

정적인 결정성 규소막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위기를 구성하는 수소와 불활성 가스의 순도가 3자리수보다 낮으

면, 막질과 TFT 특성이 분위기내 탄소, 물, 탄화수소와 같은 불순물로 인해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한편, 순도가 7자

리수보다 높을지라도, 비용 증가로 인해, 현저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7자리수 보다 높은 순도가 바람직하

지 않은 이유이다.

레이저 어닐은 대기압에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레이저 어닐이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 특히, 0.01∼700 토르(Tor

r)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펄스 레이저 빔을 여러번 조사하는 것으로 인해 결정성 규소막의 상면 

또는 전체 막의 거칠음 정도가 낮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펄스 레이저 빔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되어, 얻어진 막

의 거칠음 정도가 낮다. 레이저 어닐시의 압력이 700 토르보다 높으면, 얻어진 막의 거칠음 정도가 실제로는 대기압

의 경우와 같다. 한편, 압력이 0.01 토르보다 낮으면, 수소 함유 분위기의 사용에 의한 스레시홀드 전압 시프트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피조사면상에서의 단면 형상이 스폿형 또는 선형인 레이저 빔으로 피조사면이 주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레이

저 빔 광원으로서 펄스형 레이저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1]

이 실시예는 수소 분위기에서 레이저 어닐 공정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도 2A∼도 2F는 이 실시예에 따른 제작공정을 나타낸다. 먼저, 127 mm 평방의 코닝 1737 기판(201)상에 하지막(下

地膜)으로서 두께 2000 Å의 산화규소막(202)을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형성한다. 그 직후, 그 위에 두께 500 Å의 

비정질 규소막을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형성한다.

다음에, 스핀 코팅법에 의해 비정질 규소막에 10 ppm의 니켈초산염 수용액을 도포함으로써 니켈초산염 층을 형성한

다. 그 니켈초산염 수용액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니켈초산염 층이 매우 얇기 때문에 반드시 막 

형태를 취하지 않을지라도, 이 사실이 후의 공정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다음에, 각각의 막이 상기한 방식으로 적층된 기판(201)에 대하여 600℃, 4시간의 열 어닐을 행한다. 그리하여, 비정

질 규소막이 결정화되어, 결정성 규소막(203)을 형성한다.(도 2A)

어닐 과정중에, 촉매원소인 니켈이 결정성장의 핵으로 작용하여 결정화를 촉 진시킨다. 600℃의 저온 및 4시간의 짧

은 시간에 결정화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니켈의 기능 때문이다. 상세한 것은 일본국 공개특허공고 평6-244104로 

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그 촉매원소의 농도는 1x 10 15 ∼1x 10 19 원자/㎤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 농도가 1x 10 19 원자/㎤보다 높으면, 

결정성 규소막에 금속적 성질이 나타난다. 즉, 반도체로서의 특성이 소멸한다. 본 실시예에서, 결정성 규소막중의 촉

매원소의 농도는, 2차 이온 질량 분석법(SIMS)에 의해 분석 및 측정된 막중의 최소값으로, 1x 10 17 ∼5x 10 18 원

자/㎤ 이다.

얻어진 결정성 규소막(203)의 결정성을 높이기 위해,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여 레이저 어닐을 행한다.

도 1은 본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레이저 조사실의 측단면도이고, 도 3은 본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멀티체임버형 레이저

어닐장치의 평면도이다. 도 1은 도 3의 A-A'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레이저 조사실(101)에서는, 펄스 레이저 빔이 레이저 발진기(102)로부터 방출되고, 광학계(112)에 

의해 선형 단면 형태로 가공된다. 그 다음, 그 펄스 레이저 빔이 거울(103)에 의해 반사되고, 최종적으로 석영창(104)

을 통해 피처리 기판(105)에 조사된다.

본 실시예에서, 레이저 발진기(102)는 XcCl 엑시머 레이저(파장: 308 nm)이다. KrF 엑시머 레이저(파장: 248 nm)도

사용될 수 있다.

피처리 기판(105)은 베이스(106)상에 설치된 스테이지(111)상에 배치되고, 그 베이스(106)내에 설치된 히터에 의해 

소정 온도(100℃∼700℃)로 유지된다.

베이스(106)는 기판(105)의 상면이 레이저 빔으로 조사 및 주사되도록 이동기구(107)에 의해 선형 레이저 빔의 길이

방향에 수직방향으로 이동된다.

분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레이저 조사실(101)은 감압수단(배기수단)으로서 진공 펌프(108)를 가지고 있다. 레이저 조

사실(101)은 또한, 가스 공급수단으로서, 밸브를 통해 수소 실린더에 연결된 가스 공급관(109)과, 밸브를 통해 질소 

또는 어떤 다른 가스의 실린더에 연결된 가스 공급관(110)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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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1의 레이저 조사실(101)은 게이트 밸브(301)를 통해 기판 이송실(302)에 연결되어 있다

.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레이저 조사장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다수, 예를 들어, 20매의 피처리 기판(105)을 수용하는 

카세트(312)가 반입/반출실(306)내에 배치된다. 로봇 암(305)에 의해 카세트(312)로부터 정렬실(303)로 기판이 1매

씩 이송된다.

정렬실(303)은 기판(105)과 로봇 암(305) 사이의 위치 관계를 수정하기 위한 정렬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정렬실(303

)은 게이트 밸브(307)를 통해 반입/반출실(306)에 연결되어 있다.

예비가열실(308)에서는, 레이저 조사실(101)에서 기판을 가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처리량(스루풋)을 증가

시키기 위해, 레이저 어닐될 기판이 소정의 온도로 예비가열된다.

예비가열실(308)의 내부는 히터들에 의해 둘러싸인 석영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가열실(308)은, 다수의 기판

을 수용할 수 있는 서셉터(susceptor)를 가지고 석영으로 만들어진 기판 홀더를 구비하고 있다. 이 기판 홀더는 엘리

베이터에 의해 상하로 이동될 수 있다. 기판은 상기 히터들에 의해 가열된다. 예비가열실(308)은 게이트 밸브(309)를

통해 기판 이송실(302)에 연결되어 있다.

예비가열실(308)에서 소정 시간 예비가열된 기판은 로봇 암(305)에 의해 기판 이송실(302)로 복귀된 다음, 정렬실(3

03)에서 정렬되고, 로봇 암(305)에 의해 레이저 조사실(101)로 이송된다.

레이저 광 조사를 받은 후에, 기판(105)은 로봇 암(305)에 의해 기판 이송실(302)로 복귀된 다음, 서냉실(310)로 이

송된다.

서냉실(310)은 게이트 밸브(311)를 통해 기판 이송실(302)에 연결되어 있다. 이 서냉실(310)에서, 석영 스테이지상

에 배치된 기판(105)이 램프 및 반사판으로부터 입사하는 적외광으로 조사되면서 서냉된다.

서냉 후에, 기판(105)은 로봇 암(305)에 의해 반입/반출실(306)로 이송되고, 카세트(312)내에 저장된다.

그리하여, 1매의 기판에 대한 레이저 어닐 동작이 완료된다. 위의 공정들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기판이 하나씩 연속

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음에, 도 1 및 도 3의 장치를 이용한 레이저 어닐 공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피처리 기판(105)(즉, 결정성 규소

막(203)을 가진 기판(201))을 HF 수용 액 또는 HF 및 H 2 O 2 수용액으로 세정하여 자연산화막을 제거한다. 그 다

음, 기판(105)을 카세트(312)내에 셋트한 다음, 그 카세트를 반입/반출실(306)내에 배치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서는, 정렬된 기판(105)이, 예비가열실(308)내에서의 공기에의 노출로 인한 산화를 방

지하기 위해, 예비가열실(308)로 이송하지 않고 레이저 조사실(101)로 직접 이송된다. 그러나, 기판의 상면이 산화되

지 않을 정도로 예비가열실(308)에서 기판(105)을 가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비가열실에서의 가열은 질소 분위기

와 같은 비산화성 분위기 중에서 행해질 수 있다.

레이저 조사실(101)이 진공 펌프(108)에 의해 배기된 후에, 3%의 수소와 97%의 질소로 이루어진 분위기를 제공하

도록, 각각의 가스 공급관(109, 110)으로부터 수소와 질소가 레이저 조사실(101)내에 도입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레

이저 조사실내에 도입된 수소와 질소 각각의 순도는 99.99999%(7자리수)이다. 압력은 대기압으로 유지된다.

레이저 조사실(101)로 이송되고 스테이지(111)상에 배치된 기판(105)이 베이스(106)에 설치된 히터에 의해 200℃

로 가열된다.

도 1을 참조하면, 기판(105)에 조사될 선형 레이저 빔은 폭이 0.34 mm이고 길이가 135 mm이다. 피조사면에서의 레

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는 100∼500 mJ/㎠, 예를 들어, 260 mJ/㎠이다. 2.5 mm/s의 속도로 베이스(106)를 일 방향으

로 이동시킴으로써 기판(105)이 선형 레이저 빔으로 주사된다. 레이저 발진 주파수는 200 Hz 로 설정된다. 기판(105

)의 일 지점이 레이저 빔으로 10∼50 쇼트(shot) 조사된다.

상기한 방식으로 결정성 규소막(203)이 레이저 어닐되어, 그의 결정성이 개선된다.(도 2B)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의 레이저 어닐은 대기압이 아니고 낮은 압력, 즉, 0.01∼700 토르의 압력에서 행해질 수 있다. 

그러한 낮은 압력에서 레이저 어닐을 행함으로써, 어닐된 결정성 규소막의 표면 및 전체 막의 거칠음 정도가 감소될 

수 있다.

그 후, 기판(105)이 서냉실(310)로 이송되어 서냉된 후, 기판(105)이 반입/반출실(306)의 카세트(312)내에 저장된 

다음, 그 카세트가 레이저 어닐실로부터 꺼내어진다.

다음에, 이렇게 하여 형성된 결정성 규소막(203)을 이용하여 TFT를 제작한다. 먼저, 결정성 규소막(203)을 에칭하여

섬모양 영역(205)을 형성한다.

그 다음, 산소 및 TEOS를 원료가스로 한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게이트 절연막(206)으로서 두께 1200 Å의 산화규

소막을 형성한다. 이 성막중에, 기판 온도는 250℃∼380℃, 예를 들어, 300℃로 유지된다.

그 다음,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다. 즉, 스퍼터링법에 의해 알루미늄막을 3000∼8000 Å, 예를 들어, 6000 Å의 두께

로 퇴적한다. 그 알루미늄막에 규소가 0.1%∼2% 첨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알루미늄막을 패터닝하여 게이트 전극(2

07)을 형성한다.(도 2C)

다음에, 불순물을 도입한다. n채널형 TFT를 형성하는 경우, 게이트 전극(207)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 도핑법에 의해 

섬모양 영역(205)에 인 이온을 주입한다. 도핑 가스로서 포스핀(PH 3 )이 사용된다. 가속전압은 10∼90 kV, 예를 들

어, 80 kV로 하고, 도즈량은 1x 10 14 ∼5x 10 15 원자/㎠, 예를 들어, 1x 10 15 원자/㎠으로 한다. 기판 온도는 실

온으로 유지된다. 그 결과, 채널형성영역(210)과 n형 불순물영역, 즉, 소스(208) 및 드레인(209)이 형성된다.

p채널형 TFT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게이트 전극(207)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 도핑법에 의해 섬모양 영역(205)에 붕

소 이온을 주입한다. 도핑 가스로서, 수소에 의해 1%∼10%, 예를 들어, 5%로 희석된 디보란(B 2 H 6 )이 사용된다. 

가속전압은 60∼90 kV, 예를 들어, 65 kV로 하고, 도즈량은 2x 10 15 ∼5x 10 15 원자/㎠, 예를 들어, 3x 10 15 원

자/㎠으로 한다. 기판 온도는 실온으로 유지된다. 그 결과, 채널형성영역(210) 및 p형 불순물영역, 즉, 소스(208)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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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인(209)이 형성된다.(도 2D)

다음으로, 도핑된 불순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 3의 레이저 어닐장치를 다시 사용하여 선형 레이저 빔으로 레이저 어

닐을 행한다. 레이저 조사실(101)내의 분위기는 대기압으로 한다. 피조사면에서의 레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는 100∼

350 mJ/㎠, 예를 들어, 160 mJ/㎠으로 한다. 기판의 한 지점이 레이저 빔으로 20∼40 쇼트 조사되도록, 기판이 선형 

레이저 빔으로 주사된다. 기판 온도는 200℃로 설정된다. 레이저 광 조사 후에, 질소 분위기에서 450℃로 2시간 열 

어닐을 행한다.(도 2E)

이어서, 층간절연막(211)으로서 두께 6000 Å의 산화규소막을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형성한다. 그 다음, 에칭에 

의해 층간절연막(211)을 관통하여 콘택트 홀을 형성한다. 그리고, 티탄 및 알루미늄의 다층 막과 같은 금속막을 형성

하고 에칭하여 콘택트 홀을 통해 소스 전극/배선(212) 및 드레인 전극/배선(213)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1기압의 수소 분위기에서 200∼350℃로 열 어닐을 행한다.

이렇게 하여, 다수의 n채널형 TFT 또는 p채널형 TFT가 형성된다. 얻어진 TFT의 이동도는 70∼12 ㎠/Vs(n채널형) 

및 60∼90 ㎠/Vs(p채널형)로 높다.(도 2F)

레이저 어닐의 분위기와 레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를 변화시켜 상기한 방법에 따라 TFT들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의 

특성들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도 4A 및 도 4B는 n채널형 TFT 및 p채널형 TFT 각각에서, 분위기 및 레이저 빔 에너지 밀도에 대한 스레시홀드 전

압(V th )의 의존성을 나타낸다. 도 4A 및 도 4B에서, 기호 ◇는 앞에서 설명한 수소 함유 분위기 N 2 /H 2 (3%)에서

형성된 TFT용 결정성 규소막을 나타내고, 기호 ○는 100% N 2 분위기에서 형성된 결정성 규소막을 나타내고, 기호 

□는 100% O 2 분위기에서 형성된 결정성 규소막을 나타내며, 기호 ▽는 N 2 /O 2 (20%) 분위기에서 형성된 결정

성 규소막을 나타낸다. 각각의 가스의 순도는 99.99999%(7자리수)이었고, 압력은 대기압으로 설정되었다.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형성된 n채널형 및 p채널형 TFT의 스레시홀드 전압(V th )이 다른 분위기에서 형성된 TFT의

것으로부터 정(+)측으로 크게 시프트되어 있다는 것을 도 4A 및 도 4B에서 알 수 있다. 즉,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레

이저 어닐함으로써, 스레시홀드 전압이 정(+)측으로 시프트될 수 있고, 붕소 도핑과 같은 스레시홀드 전압 제어를 행

하지 않고도 '노멀리 온' 상태가 얻어질 수 있다.

도 5A 및 도 5B는 n채널형 및 p채널형 TFT 각각에서, 분위기 및 레이저 빔 에너지 밀도에 대한 S값의 의존성을 나타

낸다. TFT용 결정성 규소막이 형성된 각각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도 4A 및 도 4B에서 사용된 기호들이 도 5A 및 도 

5B에서도 사용된다.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형성된 TFT의 스레시홀드 전압이 도 4A 및 도 4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측으로 시프트

되었지만, 도 5A 및 도 5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S값은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형성된 TFT

는 스위칭시의 전류 상승 특성이 우수한 것을 나타낸다.

[실시예 2]

이 실시예에서는, 분위기내 수소 함량이 실시예 1에서보다 작은 0.5%로 설정되었다. 결정성 규소막이 실시예 1에서

와 같게 설정된 다른 조건들로 형성되었다.

상기 결정성 규소막을 사용하여 형성된 TFT는 실시예 1에 따라 형성된 TFT에서의 것과 거의 같은 S값을 가졌다. 스

레시홀드 전압의 정측으로의 시프트가 실시예 1에서의 것보다는 작을지라도, 스레시홀드 전압이 레이저 어닐을 대기

압에서 행한 종래의 경우로부터 정(+)측으로 시프트되었다. 스레시홀드 전압의 시프트량은 레이저 어닐 분위기의 수

소 함량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실시예 3]

이 실시예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서 사용되는 연속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8은, 도 3의 장치에 2개의 플라즈마 

처리실이 부가되어 있는, 본 실시예에 따른 연속처리장치의 평면도이다. 이 장치를 사용하여,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의

레이저 어닐 공정에 바로 뒤이어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할 수 있다.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이저 조사실(802), 예비가열실(803), 서냉실(804), 제1 플라즈마 처리실(807) 및 제2 플

라즈마 처리실(808)이 각각의 게이트 밸브(809∼813)를 통하여 기판 이송실(801)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반입/반출

실(801)이 정렬실(806) 및 게이트 밸브(816)를 통하여 기판 이송실(801)에 연결되어 있다.

기판 이송수단으로서의 로봇 암(814)이 기판 이송실(801)내에 설치되어 있다. 반입/반출실(805)에는, 다수의 기판들

을 수용하기 위한 카세트(815)가 설치되어 있다.

도 8의 장치의 구성요소들중, 기판 이송실(801), 레이저 조사실(802), 예비 가열실(803), 서냉실(804), 반입/반출실(8

05) 및 정렬실(806)은 실시예 1에서 설명한 도 3의 장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실시예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도 8에서, 제1 및 제2 플라즈마 처리실(807, 808)들 각각은, 고주파 전계 발생수단(도시되지 않음)과 그것에 연결되

어 있는 1쌍의 평행 평판형 전극(도시되지 않음)을 가지고 기판 위에 플라즈마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각종 플라즈마

처리를 행할 수 있는 공지의 플라즈마 처리장치이다. 피처리 기판은 1쌍의 평행 평판형 전극들중의 하나 위에 설치된

다.

가스 공급수단과 배출수단(모두 도시되지 않음)을 구비함으로써, 제1 및 제2 플라즈마 처리실(807, 808)들 각각은 그

처리실 내의 분위기와 압력을 제어할 수 있다.

각각의 제1 및 제2 플라즈마 처리실(807, 808) 안에서는, 가스 공급수단으로부터 그 처리실내로 도입된 가스가 상기 

전극들 사이에 발생하는 전계에 의해 활성화되어, 성막, 질화, 또는 산화와 같은 플라즈마 처리가 기판의 상면에 대하

여 행해질 수 있다.

도 8의 장치에서, 각각의 체임버내와 인접한 체임버들 사이에는 기밀(氣密)이 확보되어 있다. 각각의 체임버 안의 분

위기는 원하는 대로 제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치에 의해 처리된 기판들은 외기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 즉, 공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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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촉이 방지될 수 있다.

이 장치에서는,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결정성 규소막을 레이저 어닐하는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이 되는 막을 형성하는

공정이 이들 공정 사이에서 결정성 규소막을 공기에 노출시킴 없이 연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실시예 4]

이 실시예는,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의 결정성 규소막에 대한 레이저 아닐과 게이트 절연막의 성막이 연속적으로 행해

지는 공정에 관한 것이다.

도 6A∼도 6F는 본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작공정을 나타낸다.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코닝 17

37 기판과 같은 기판(601)상에 하지막으로서의 산화규소막(602)과 비정질 규소막을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연속적

으로 성막한다. 비정질 규소막에 니켈초산염 수용액을 도포한 후, 600℃에서 4시간 열 어닐을 행하여 결정성 규소막(

603)을 형성한다.(도 6A)

그 다음, 공지의 방법으로 결정성 규소막(603)을 에칭하여 섬모양 영역(604)을 형성한다.

그 후, 도 8의 장치를 사용하여,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기판(601)상의 섬모양 영역(604)을 레이저 어닐하는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이 되는 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하기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8에 나타낸 기판 이송실(801) 안에 질소 분위기가 확립된다.

먼저, 섬모양 영역(604)이 형성된 기판(601)을 HF 수용액이나 HF와 H 2 O 2 의 수용액으로 세정하여 자연산화막을

제거한다. 그리고, 그 기판(601)을 카세트(815)안에 넣어 반입/반출실(805) 안에 배치한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서는, 정렬된 기판(601)이, 예비가열실(803)내에서의 공기에의 노출로 인한 산화를 방

지하기 위해 예비가열실(803)로 이송됨이 없이 레이저 조사실(802)로 직접 이송된다. 그러나, 예비가열실(803) 안에

서 기판(601)을 그의 상면이 산화되지 않을 정도로 가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비가 열실(803) 안에서의 가열은 질

소 분위기와 같은 비산화성 분위기에서 행해질 수 있다.

레이저 조사실(802)을 배기시킨 후, 수소와 질소를 레이저 조사실(802) 안에 도입하여, 수소 3%와 질소 97%로 이루

어진 분위기를 제공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레이저 조사실(802) 안에 도입되는 수소와 질소 각각의 순도는 99.99999

%(7자리수)이다. 압력은 대기압으로 설정된다.

그 후,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섬모양 영역(604)에 대하여 레이저 어닐을 행하여, 섬

모양 영역(604)의 결정성을 개선시킨다.(도 6B)

그 다음, 그 기판(601)을 서냉실(804)로 옮겨 서냉시킨다. 이 서냉 공정은 필요한 때 행해진다.

그 다음, 본 실시예에서는, 산화질화규소(SiON)막과 질화규소(SiN)막으로 이루어진 다층 막을 사용하여 하기 방식으

로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한다.

서냉의 완료 후에, 서냉실(804)에서 꺼내어진 기판(601)을 공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제1 플라즈마 처리실(807)로 직

접 이송한다. 레이저 어닐 공정에 연속적으로, 제1 플라즈마 처리실(807) 안에서 하기 방식으로 제1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한다.

먼저, 제1 플라즈마 처리실(807) 안에서, 예를 들어, TEOS 가스와 N 2 O 가스를 원료가스로 한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기판(601)상에 제1 게이트 절연막(606)으 로서 산화질화규소(SiON)막을 200∼2000 Å, 예를 들어, 대략 15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이때, 기판의 온도를 400℃로 유지한다.

그 다음, 그 기판(601)을 제2 플라즈마 처리실(808)로 옮겨서, 그곳에서, 예를 들어, 실란과 암모니아를 원료가스로 

한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제2 게이트 절연막(607)으로서 질화규소(SiN)막을 250∼1000 Å, 예를 들어, 대략 5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이때, 기판의 온도는 300℃로 설정한다.

필요한 때 서냉실(804) 내에서 서냉시킨 후에, 기판(601)을 반입/반출실(805)내의 카세트(815) 안에 저장한다. 그 다

음, 그 카세트(815)를 반입/반출실(805)에서 꺼낸다.

상기한 방식으로, 멀티체임버 구조에 따라, 레이저 어닐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 형성 공정이 결정성 규소막을 공기에 

노출시킴이 없이 연속적으로 행해진다.(도 6C)

다음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다. 즉, 스퍼터법에 의해 알루미늄막을 3000∼8000 Å, 예를 들어, 6000 Å의 두께로 

퇴적한다. 힐록(hillock)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막에 규소를 0.1%∼2% 첨가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알루미

늄막을 에칭하여 게이트 전극(608)을 형성한다.

그 다음, 게이트 전극(608)을 마스크로 하여 이온 도핑법에 의해 섬모양 영역(604) 내에 인 이온 또는 붕소 이온을 주

입한다. 이때, 기판의 온도를 실온으로 유지한다.

그 결과, 채널형성영역(610)과 p형 불순물영역, 즉, 소스(608) 및 드레인(609)이 형성된다.(도 6D)

다음에, 도핑된 불순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예 1에서와 같은 조건하에 레이저 어닐을 행한다. 그 다음, 질소 분위

기에서 450℃로 2시간 열 어닐을 행한다.(도 6E)

그 후,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층간절연막(612), 소스 전극/배선(613) 및 드레인 전극/배선(614)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1기압의 수소 분위기에서 200℃∼350℃로 열 어닐을 행하여, 박막트랜지스터를 완성한다.(도 6F)

본 실시예에 따라 제작된 박막트랜지스터는 실시예 1에 따라 제작된 박막트랜지스터보다 큰 3∼5 V의 정(+)측으로

의 스레시홀드 전압 시프트를 나타내었으나, 그의 S값은 실시예 1에 따라 제작된 박막트랜지스터보다 작았다. 또한, 

이동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산화질화규소막과 질화규소막으로 이루어진 2층 게이트 절연막 때문에, 질화규소막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절연

파괴 전압이 증가되었다.

본 실시예에서, 게이트 절연막이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산화규소막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스레시홀드 전압

시프트가 실시예 1에서보다 크게 되지만, S값과 이동도에 대해서는 뚜렸한 개선이 얻어지지 않는다.

[실시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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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는, 게이트 절연막이 산화규소(SiO 2 )막(제1 절연막)과 질화규소(SiN)막(제2 절연막)으로 이루어진 점에

서만 실시예 4의 것과 다른 박막트 랜지스터의 제작공정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실시예를 도 6 및 도 8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먼저, 실시예 4에서와 같은 공정들로, 기판(601)상에 비정질 규소막의 섬모양 영역(604)을 형성한다. 그 다음, 도 8의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예 4와 동일한 공정 및 조건으로 수소 함유 분위기에서 기판(601)상의 섬모양 영역(604)에 대

하여 레이저 어닐을 행한다.(도 6B)

그 후, 필요한 때 기판(601)을 서냉실(804)로 옮기고 서냉시킨다.

서냉의 완료 후에, 서냉실(804)에서 꺼내어진 기판(601)을 공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제1 플라즈마 처리실(807)로 직

접 이송한다. 레이저 어닐 공정에 연속적으로, 제1 플라즈마 처리실(807) 안에서 하기 방법으로 제1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한다.

먼저, 제1 플라즈마 처리실(807) 안에서, 예를 들어, TEOS를 원료가스로 한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기판(601)상에 

제1 게이트 절연막(606)으로서 산화규소(SiO 2 )막을 1000∼4000 Å, 예를 들어, 대략 20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그 다음, 그 기판(601)을 제2 플라즈마 처리실(808)로 옮기고, 그곳에서, 실란과 암모니아를 원료가스로 한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제2 게이트 절연막(607)으로서 질화규소(SiN)막을 10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이때, 기판의 온도를 

300℃로 유지한다.

상기한 방식으로, 레이저 어닐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 형성공정이 연속적으로 행해진다. 그 결과, 게이트 절연막과 채

널형성영역이 될 섬모양 영역과의 경계에의 산화막의 형성 및 불순물의 도입이 방지될 수 있어, 그 경계가 우수한 특

성을 가지게 된다.(도 6C)

그 후, 실시예 4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박막트랜지스터를 완성한다.(도 6D∼도 6F).

실시예 1에 따라 제작된 박막트랜지스터와 비교하여, 본 실시예에 따라 제작된 박막트랜지스터는 스레시홀드 전압 

시프트의 증가, S값의 감소, 이동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실시예 6]

이 실시예는, 결정성 규소막의 상면을 질화하여 형성된 질화규소막을 제1 절연막으로 한 공정에 관한 것이다. 이 실시

예는 게이트 절연막의 구조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4와 동일하다.

도 7A∼도 7F에 본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의 제작공정을 나타낸다. 실시예 4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기판(701

)상에 하지막(702)으로서의 산화규소막과 비정질 규소의 섬모양 영역(704)을 형성하고, 가열 결정화를 행한다.

실시예 4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 8의 연속처리장치를 사용하여 레이저 조사실안에서 수소 함유 분위기중에서 레이저 

어닐을 행함으로써 섬모양 영역(704)의 결정성을 개선하였다.(도 7A)

그 후, 필요한 때 기판(701)을 서냉실(804)로 옮겨 서냉시킨다.

서냉의 완료 후에, 서냉실(804)에서 꺼내어진 기판(701)을 공기에 노출시키 지 않고 제1 플라즈마 처리실(807)로 직

접 이송한다. 레이저 어닐 공정에 연속적으로, 제1 플라즈마 처리실(807) 안에서 하기 방법으로 제1 게이트 절연막(7

06)을 형성한다.

먼저, 제1 플라즈마 처리실(807) 안에 암모니아(NH 3 )와 질소(N 2 )를 도입하고, 고주파 전계에 의해, 활성화된 암

모니아(NH 3
* )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분위기를 발생한다.

그 플라즈마 분위기에 섬모양 영역(704)을 노출시킴으로써, 섬모양 영역(704)의 표면이 질화된다. 즉, 제1 게이트 절

연막(706)으로서 질화규소(SiN)막이 50∼300 Å, 예를 들어, 100 Å의 두께로 형성된다. 이때, 기판의 온도는 300℃

∼400℃, 예를 들어, 350℃로 유지된다.(도 7B)

그 다음, 기판(701)을 제2 플라즈마 처리실(808)로 옮기고, 그곳에서, 제1 게이트 절연막(706)의 형성 직후, 예를 들

어, 실란과 암모니아를 원료가스로 한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제2 게이트 절연막(707)으로서 질화규소막을 대략 20

0∼1000 Å, 예를 들어, 대략 300 Å의 두께로 형성한다. 이때, 기판의 온도를 300℃로 유지한다.(도 7C)

그 후, 실시예 4와 동일한 방법으로 박막트랜지스터를 완성한다.(도 7D∼도 7F)

얻어진 박막트랜지스터는 채널형성영역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에 우수한 특성을 가진 경계를 갖는다. 그 결과, 실시예

4에 따라 제작된 박막트랜지스터와 비교 하여서도, 본 실시예에 따라 제작된 박막트랜지스터는 스레시홀드 전압 시

프트의 증가, S값의 감소, 이동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질화규소로 된 제1 게이트 절연막(706)이 섬모양 영역(704)의 표면을 질화하여 얻어진다는 사실로 인하여, 성막에 

의해 제1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경우에서보다 높은 정도로 채널형성영역내에의 수소 감금이 달성되고 우수한 경

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기한 이점들이 얻어지는 것으로 고려된다.

특히, 질화 분위기로서 NH 3
* 분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표면이 질화될 때 섬모양 영역(704) 안으로 수소가 도입

된다. 수소의 존재가 스레시홀드 전압 시프트, 댕글링 결합의 중화, 그 밖의 바람직한 현상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고려

된다.

상기한 실시예들에서는 비정질 규소막이 가열 결정화 공정과 레이저 어닐 공정의 조합에 의해 결정화되지만, 레이저 

어닐 공정만으로도 결정화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레이저 어닐을 이용함으로써, 비단결정 규소막이 결정화되거나 결정성이 개선되고, 얻어진 결정성

규소막을 사용하여 형성된 TFT의 스레시홀드 전압이 S값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정(+)측으로 시프트될 수 있다. 즉, 

붕소 도핑에 의한 종래의 스레시홀드 값 제어와 대조적으로, 스위칭시의 급격한 전류 상승 특성을 가지며 '노멀리 오

프' 상태를 나타내는 TFT가 제작공정수의 증가 없이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작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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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소 함유 분위기중에서의 레이저 어닐 공정과 게이트 절연막 형성 공 정이 연속적으로, 즉, 이들 공정 사이에서

결정성 규소막을 공기에 노출시킴이 없이 행해질 수 있다. 그 결과, TFT의 채널형성영역과 게이트 절연막 사이의 경

계의 특성이 개선될 수 있어, 스레시홀드 전압 시프트와 S값이 더욱 개선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위에,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을 형성하는 공정;

가늘고 기다란 횡단면과 소정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는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 위의 규소를 포함하는 상

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으로서, 장치의 제1 체임버 내에서, 공기, 질소, 헬륨 및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

터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 가스와 수소와의 혼합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의 상기 횡

단면의 길이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기판을 소정의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 및

상기 장치의 제2 체임버 내에서 상기 반도체 섬 상에 적어도 규소와 질소를 포함하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

하고;

상기 기판의 일 지점에 10∼50 펄스의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주사 공정과 상기 절연막 

형성 공정 사이에서 상기 장치의 외측의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가 상기 혼합 가스 내에 0.1%∼3%의 농도로 함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공정이 대기압 하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공정이 0.01∼700 토르(Torr)의 압력하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의 표면 상에서의 상기 레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가 100∼500 mJ/㎠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 상기 주사 공정 중에 100∼700℃의 온도로 가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공정 전에 상기 반도체 섬을 가열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

치 제작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발진 주파수가 200 Hz이고, 상기 소정의 속도가 2.5 mm/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빔의 상기 횡단면의 폭이 0.34 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장치가, 상기 기판 상에 화소영역과 구동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놀리식형 표시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1.
기판 위에,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을 형성하는 공정;

가늘고 기다란 횡단면과 소정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는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 위의 규소를 포함하는 상

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으로서, 장치의 제1 체임버 내에서, 공기, 질소, 헬륨 및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

터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 가스와 수소와의 혼합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의 상기 횡

단면의 길이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기판을 소정의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 및

상기 장치의 제2 체임버 내에서 상기 반도체 섬 상에, 질소를 함유하는 다층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기판의 일 지점에 10-50 펄스의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주사 공정과 상기 절연막 

형성 공정 사이에서 상기 장치의 외측의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가 상기 혼합 가스 내에 0.1%∼3%의 농도로 함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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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공정이 대기압 하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 공정이 0.01∼700 토르(Torr)의 압력하에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의 표면 상에서의 상기 레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가 100∼500 mJ/㎠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이 상기 주사 공정 중에 100∼700℃의 온도로 가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

치 제작방법.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빔의 상기 횡단면의 폭이 0.34 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를 5x 10 18 원자/㎤ 이하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발진 주파수가 200 Hz이고, 상기 소정의 속도가 2.5 mm/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0.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분위기가 수소 3%와 질소 97%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1.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장치가, 상기 기판 상에 화소영역과 구동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놀리식형 표시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2.
기판 위에,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을 형성하는 공정;

장치의 제1 체임버 내에서, 공기, 질소, 헬륨 및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 가스와 수소

와의 혼합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가늘고 기다란 횡단면과 소정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는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반도체 섬을 가진 상기 기판을 주사하는 공정으로서, 상기 제1 체임버 내 에서 대기압 하에 상기 선형 펄

스 레이저 빔의 상기 횡단면의 길이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기판을 소정의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선형 펄

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을 주사하는 공정; 및

상기 장치의 제2 체임버 내에서 상기 반도체 섬 상에, 적어도 규소와 질소를 포함하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

함하고;

상기 기판의 일 지점에 10∼50 펄스의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주사 공정과 상기 절연막 

형성 공정 사이에서 상기 장치의 외측의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에 불순물을 도입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

법.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가 상기 혼합 가스 내에 0.1%∼3%의 농도로 함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의 표면 상에서의 상기 레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가 100∼500 mJ/㎠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이 열 어닐을 행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를 5x 10 18 원자/㎤ 이하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8.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발진 주파수가 200 Hz이고, 상기 소정의 속도가 2.5 mm/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29.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분위기가 수소 3%와 질소 97%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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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장치가, 상기 기판 상에 화소영역과 구동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놀리식형 표시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1.
기판 위에,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열 어닐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을 형성하는 공정;

장치의 제1 체임버 내에서, 공기, 질소, 헬륨 및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군으 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 가스와 수소

와의 혼합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가늘고 기다란 횡단면을 가진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반도체 섬을 

가진 상기 기판을 주사하는 공정으로서, 상기 제1 체임버 내에서 대기압 하에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의 상기 횡단

면의 길이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기판을 소정의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

판을 주사하는 공정;

상기 장치의 제2 체임버 내에서 상기 반도체 섬 상에, 적어도 규소와 질소를 포함하는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

정;

상기 게이트 절연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반도체 섬에 인접한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반도체 섬의 적어도 일부에 불순물을 도입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기판의 일 지점에 10∼50 펄스의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주사 공정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 형성 공정 사이에서 상기 장치의 외측의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도입 공정이 이온 도핑법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도입 공정 후에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반도체 섬을 가진 상기 기판을 주

사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의 표면 상에서의 상기 레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가 100∼500 mJ/㎠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일 지점에 20∼40 펄스의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상기 반도체 섬의 표면 상에서

의 상기 레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가 100∼350 mJ/㎠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6.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를 5x 10 18 원자/㎤ 이하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7.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막이 산화질화규소막과 질화규소막을 포함하는 다층 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8.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가 상기 혼합 가스 내에 0.1%∼3%의 농도로 함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39.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속도가 2.5 mm/s이고, 상기 레이저 빔의 발 진 주파수가 200 Hz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0.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장치가, 상기 기판 상에 화소영역과 구동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놀리식형 표시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1.
기판 위에,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열 어닐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을 형성하는 공정;

공기, 질소, 헬륨 및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 가스와 수소와의 혼합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가늘고 기다란 횡단면과 소정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는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 위의 규소

를 포함하는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으로서, 장치의 제1 체임버 내에서,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의 상기 횡

단면의 길이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기판을 소정의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 및

상기 장치의 제2 체임버 내에서 상기 반도체 섬 상에, 적어도 규소와 질소를 포함하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

함하고;

상기 기판의 일 지점에 10∼50 펄스의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주사 공정과 상기 절연막 

형성 공정 사이에서 상기 장치의 외측의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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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발진 주파수가 200 Hz이고, 상기 소정의 속도가 2.5 mm/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가 상기 혼합 가스 내에 0.1%∼3%의 농도로 함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4.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장치가, 상기 기판 상에 화소영역과 구동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놀리식형 표시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5.
기판 위에,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열 어닐하는 공정;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을 형성하는 공정;

공기, 질소, 헬륨 및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 가스와 수소와의 혼합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가늘고 기다란 횡단면과 소정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는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 위의 규소

를 포함하는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으로서, 장치의 제1 체임버 내에서,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의 상기 횡

단면의 길이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기 기판을 소정 의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 및

상기 장치의 제2 체임버 내에서 상기 반도체 섬 상에, 적어도 규소와 질소를 포함하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

함하고;

상기 기판의 일 지점에 10∼50 펄스의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상기 주사 공정과 상기 절연막 형성 공정이 상기 

장치의 외측의 공기에 상기 반도체 섬을 노출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발진 주파수가 200 Hz이고, 상기 소정의 속도가 2.5 mm/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7.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가 상기 혼합 가스 내에 0.1%∼3%의 농도로 함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8.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장치가, 상기 기판 상에 화소영역과 구동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놀리식형 표시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49.
기판 위에,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

열 어닐에 의해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결정화된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을 형성하는 공정;

공기, 질소, 헬륨 및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 가스와 수소와의 혼합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가늘고 기다란 횡단면을 가진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과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

으로서, 장치의 제1 체임버 내에서 대기압 하에,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의 상기 횡단면의 길이방향에 수직인 방향

으로 상기 기판을 소정의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 및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

하는 공정; 및

상기 장치의 제2 체임버 내에서 상기 반도체 섬 상에, 적어도 규소와 질소를 포함하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

함하고;

상기 기판의 일 지점에 10∼50 펄스의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상기 주사 공정과 상기 절연막 형성 공정이 상기 

장치의 외측의 공기에 상기 반도체 섬을 노출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

방법.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의 표면 상에서의 상기 레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가 100∼500 mJ/㎠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1.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이 질소 분위기에서 행해지는 열 어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

치 제작방법.

청구항 52.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속도가 2.5 mm/s이고, 상기 레이저 빔의 발 진 주파수가 200 Hz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3.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장치가, 상기 기판 상에 화소영역과 구동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놀리식형 표시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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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를 5x 10 18 원자/㎤ 이하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5.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가 상기 혼합 가스 내에 0.1%∼3%의 농도로 함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6.
기판 위에,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

열 어닐에 의해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결정화된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을 형성하는 공정;

공기, 질소, 헬륨 및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 가스와 수소와의 혼합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가늘고 기다란 횡단면을 가진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과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

으로서, 장치의 제1 체임버 내에서 대기압 하에,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의 상기 횡단면의 길이방향에 수직인 방향

으로 상기 기판을 소정의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 및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

하는 공정; 및

상기 장치의 제2 체임버 내에서 상기 반도체 섬을 질소로 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기판의 일 지점에 10∼50 펄스의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상기 주사 공정과 상기 처리 공정이 상기 장치의 

외측의 공기에 상기 반도체 섬을 노출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의 표면 상에서의 상기 레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가 100∼500 mJ/㎠으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8.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를 5x 10 18 원자/㎤ 이하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59.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장치가, 상기 기판 상에 화소영역과 구동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놀리식형 표시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60.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가 상기 혼합 가스 내에 0.1%∼3%의 농도로 함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61.
기판 위에, 규소를 포함하는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공정;

열 어닐에 의해 상기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결정화된 반도체막을 패터닝하여 적어도 하나의 반도체 섬을 형성하는 공정;

공기, 질소, 헬륨 및 아르곤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 가스와 수소와의 혼합 가스를 포함하는 

분위기 중에서, 가늘고 기다란 횡단면을 가진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과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하는 공정

으로서, 장치의 제1 체임버 내에서 대기압 하에,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의 상기 횡단면의 길이방향에 수직인 방향

으로 상기 기판을 소정의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기판 및 상기 반도체 섬을 주사

하는 공정;

상기 장치의 제2 체임버 내에서 상기 반도체 섬의 표면을 질소로 처리함으로써 상기 반도체 섬 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

적어도 규소와 질소를 포함하는 상기 게이트 절연막을 사이에 두고 상기 반도체 섬에 인접한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반도체 섬의 적어도 일부에 불순물을 도입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상기 기판의 일 지점에 10∼50 펄스의 상기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상기 주사 공정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 형성 공정

이 상기 장치의 외측의 공기에 상기 반도 체 섬을 노출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장치가, 상기 기판 상에 화소영역과 구동회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놀리식형 표시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63.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의 표면 상에서의 상기 레이저 빔의 에너지 밀도가 100∼500 mJ/cm 2 으로 설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64.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 도입 공정 후에 상기 선형 펄스 레이저 빔으로 상기 반도체 섬을 가진 상기 기판을 주

사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청구항 65.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섬이 상기 반도체막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촉매를 5x 10 18 원자/㎤ 이하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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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6.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가 상기 혼합 가스 내에 0.1%∼3%의 농도로 함 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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