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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TFT의 배치에 따라 결정립의 위치제어와, 결정화 공정시의 처리속도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적으로 제어한 슈퍼 측면 성장에 의한 대립결정을 연속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고, 레이저 결

정화 공정시의 기판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장치의 제작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에

서는, 기판 표면내의 반도체막 전체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대신에, 적어도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 최소로 결정화 할 수 

있도록, 위치기준이 되는 마커를 형성한다. 레이저 결정화에 요구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기판의 처리속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구성을 종래의 SLS법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본 발명은 종래의 SLS법의 기판 처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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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나쁘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반도체장치, 결정립, 결정화 공정, 마커, 발진장치, 스테이지 콘트롤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사용된 레이저 조사장치의 구성도,

도 2는 피처리물에 대하여 펄스마다 레이저광 스폿이 이동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기판 내에서 레이저광 스폿의 상대적인 이동방향을 변화시키면서 조사하는 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TFT의 활성층에 대하여 레이저광 스폿의 상대적인 이동방향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마커 형성위치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작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작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작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작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레이저 조사장치의 광학계를 도시한 도면,

도 11은 레이저 결정화 후의 SEM에 의해 관찰된 표면 영상과 결정립계의 상 태를 도시한 도면,

도 12는 마커의 구조도,

도 13은 레이저 주사방향에 대한 TFT 특성을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레이저 조사장치 101 : 스테이지 콘트롤러

102 : 펄스 레이저 발진장치 103 : 광학계

104 : 컴퓨터 107 : 피처리물

108 : 스테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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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박막트랜지스터를 갖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박막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형성하

는데 사용된 결정질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박막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이하, TFT라고 칭함)의 활성층의 형성방법의 일례로서, 절연표면을 갖는 기

판 상에 비정질 반도체막을 형성하고, 레이저 어닐링법이나 열 어닐링법 등으로 결정화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레이저 어닐링법은, 유리기판의 온도를 너무 상승시키지 않고, 비정질 반도체막에만 높은 에너지를 인가하여 결정화

시킬 수 있는 결정화기술로서 알려져 있 다. 특히, 파장 400nm 이하의 단파장 광을 발진하는 엑시머레이저는, 이 레

이저 어닐링법의 개발 초기부터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레이저이다. 레이저 어닐링법은, 레이저빔을 피조사면에서 스

폿형이나 선형이 되도록 광학계로 가공하여, 그 가공된 레이저광으로 기판상의 피조사면을 주사하는 것(레이저광의 

조사위치를 피조사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시킨다)에 행한다.

그러나, 레이저 어닐링법에 의해서 제작된 결정질 반도체막은, 복수의 결정립이 집합한 것(종래의 엑시머레이저 결정

화법에 의해 얻어진 결정입경은 통상, 0.1 내지 0.5μm 정도)이고, 그 결정립은 그 위치와 크기면에서 랜덤하게 배치

되어 있다.

유리기판 상에 제작된 TFT는, 소자분리를 위해 결정질 반도체막을 섬 형상의 패턴으로 분리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

래서, 결정립의 위치나 크기를 지정하여 TFT를 형성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결정입계의 영향없이 단결정성 반도체

막을 사용하여 채널형성영역을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결정립의 계면(결정입계)은, 결정의 병진 대칭성이 깨져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결정결함 등에 의해 생긴 캐리어의 재

결합중심이나 트래핑(trapping) 중심이나 결정입계에서의 전위 장벽의 영향에 의해, 캐리어의 전류수송특성을 저하

시켜, TFT에서는 오프전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종래의 엑시머레이저 결정화법에 의한 결정입경과 비교하여, 대입경을 형성할 수 있는 슈퍼 측면 성장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알려져 있다. 이 기술에 대한 상세한 것은 「'On the super lateral growth phenomenon observed in

excimer laser-induced crystallization of thin Si films, James S.Im and H.J.Kim, Appl. Phys.Lett.64(17), 25 Ap

ril 1996, pp.2303-2305'」에 기재되어 있다.

슈퍼 측면성장은, 레이저광의 조사에 의해서 반도체막이 완전히 용융하고 있는 부분과 고상 반도체영역이 잔존하고 

있는 부분이 형성되고, 고상 반도체영역을 결정핵으로서 사용한 결정성장이 시작된다. 완전 용융영역에서 핵생성이 

발생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완전 용융영역에서 핵생성이 발생하기까지의 사이에, 상기 고상 반도

체영역을 결정핵으로서 사용한 상기 반도체막의 막 표면에 대한 수평방향(이하, 측면방향이라고 부른다)에 결정이 성

장한다. 그 때문에, 결정립은 그 막두께의 수십배의 길이로 성장한다. 예를 들면, 60nm의 실리콘막 두께에 대하여 1

μm 내지 2μm의 길이의 측면결정성장이 발생한다. 이하, 이 현상을 슈퍼 측면성장이라고 한다.

상기 슈퍼 측면성장의 경우, 비교적 큰 결정립을 얻을 수 있지만, 슈퍼 측면성장이 실현하는 레이저광의 에너지 강도 

영역은, 통상의 엑시머레이저 결정화에서 사용하는 강도보다 훨씬 강하다. 또한, 에너지 강도영역의 범위도 대단히 좁

고, 결정립의 위치제어라는 관점에서는 대결정립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관해서 제어할 수 없다. 더욱이, 대결정립 이

외의 영역은 무수한 핵생성이 발생된 미세 결정영역, 또는 비정질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결정립의 크기는 불균일하며

, 결정의 표면 거칠기는 대단히 크다. 따라서, 반도체장치의 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0.1μm 내지 0.5μm 

정도의 결정입경을 균일하게 만들기 쉬운 조사조건이다.

또한, 'Sequential lateral solidification of thin silicon films on SiO  2 , Robert S. Sposili and James S.Im, Appl.P

hys.Lett.69(19), 4 November 1996, pp.2864-2866'에 의하면, James S.Im 등은,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임의의 장

소에 슈퍼측면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순차적 측면 응결방법(Sequential Lateral Solidification method: 이하, SLS

법이라고 한다.)이 공표되어 있다. 이 SLS법은, 펄스발진의 엑시머레이저광을, 슬릿형 마스크를 통해 시료에 조사하

는 것이다. 쇼트(shot)마다, 시료와 레이저광의 상대위치를 슈퍼 측면성장에 의한 결정 길이 정도(약 0.75μm) 이동

시켜 결정화를 행함으로써, 인공적으로 제어하는 슈퍼 측면성장을 사용하여 결정을 연속적으로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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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SLS법은,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임의의 장소에 슈퍼 측면성장된 결정립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로서, 기판처리효율(throughput)이 나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SLS법에서는 레이

저광 쇼트당 결정화거리는 1μm 정도이다. 그 때문에, 시료표면에서의 레이저광의 빔 스폿과 시료기판과의 상대적인

이동거리(전송피치)는, 1μm 이하로 할 필요가 있다. 펄스발진의 엑시머레이저를 사용한 통상의 레이저결정화에서 

사용되는 조건으로는, 레이저광 쇼트당 전송피치는, 수 십μm 이상이다. 하지만, 물론, 그와 같은 조건으로는 SLS법 

특유의 결정은 제작할 수 없다. SLS법은, 펄스발진의 XeCl 엑시머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펄스 발진의 XeCl 엑시

머레이저는 최대 발진주파수가 300Hz이다. 이것은, 레이저광의 스캔방향에 대하여, 초당 최대 300μm 정도 거리의 

결정화영역이 될 뿐이다. 이 정도의 처리속도에서는, 기판 크기가 대형화되고, 예를 들면 600mm×720mm 같은 경우

에는 종래의 SLS법으로는 기판 1장당 처리시간에 방대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기판 1장당 처리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 또는 비용면에서 문제뿐만이 아니다. 실제로는, 비정질 반도체막을 

결정화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처리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전처리로서 희불산 등을 사용하여 자연 산화막을 제거한 

후에, 레이저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기판 표면내에서 처음에 레이저 조사를 하는 영역과 비교하여 최후에 레이저 

조사를 하는 영역에서는 자연산화막이 재성장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완성된 결정 중에 받아들인 탄소, 산소,

질소원소량이나 붕소 등의 오염 불순물량이 기판 표면내에서 다를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서는 트랜지스터 특성의 기

판 표면내에서의 변동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문제로서, 종래의 SLS법에서는 광학계가 복잡해지기 쉬운 것을 들 수 있다. 기판 표면에서 레이저광의 강도의

형상을 슬릿형으로 가공하기 위한 마스크를 광학계에 넣을 필요가 있다. 통상, 다결정 실리콘 박막트랜지스터에 사용

되는 활성층 실리콘의 막두께는 수 십 nm이상이다. 펄스발진 엑시머레이저를 사용한 경우, 레이저결정화에 필요한 

레이저 에너지밀도는, 적어도 200mJ/㎠(전형적인 예로서, 50nm의 비정질 실리콘막에 대하여, 30nsec의 펄스폭의 X

eCl 엑시머레이저로 400mJ/㎠정도)이다. SLS법에서는 다소 강한 에너지 밀도영역에 최적의 슈퍼 측면성장조건이 필

요하다. 이런 강한 레이저 에너지밀도를 견딜 수 있는 슬릿형상 마스크 의 제작은 어렵다. 금속을 재료로 하는 마스크

로는, 강 에너지밀도의 펄스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국소적으로 막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 또는 냉각해 버린다. 예를

들면, 장기간 사용에 의해서 벗겨지거나 미세 패턴형상이 무너지거나 하는 것이 염려된다(레지스트 노광을 하는 포토

리소그래피의 경우는, 크롬 등이 하드 마스크재료로 사용되지만, 실리콘결정화에 필요한 레이저 에너지밀도와는 비

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한 에너지밀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벗겨지거나 미세패턴 형상이 무너지거나 하는 문제는 없

다). 이상과 같이, 종래의 SLS법은, 광학계가 복잡해지고, 장치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슈퍼 측면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광의 공간적 광 강도 프로파일을 급준하게 하는 것(레이저광의 조

사영역과 비조사영역 사이에 위치된 광 강도에서 감쇠된 영역을 가능한 많이 제거하는 것)이 요구된다. 종래의 SLS 

방법에서는, 슈퍼 측면성장에 필요한 급준한 온도 경사 특성이, 상기 엑시머 레이저가 발질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광학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없으므로, 상기 레이저 광을 부분적으로 차광하기 위해 슬릿형 마스크가 필요하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TFT 배치에 따라 결정립의 위치제어와 결정화공정의 처리속

도의 향상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인공적으로 제어한 슈퍼 측면성장

에 의한 대립결정을 연속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고, 레이저 결정화공정에서의 기판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장

치의 제작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인공적으로 제어한 슈퍼 측면성장에 의한 대결정립을 연속 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레이저 결정화공

정에서의 기판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종래의 SLS법과 같이 기판 표면에서 레이저광의 강도의 형상을 슬릿형

으로 가공하기 위한 마스크를 광학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간편한 레이저조사방법을 사용한 반도체장치의 제작방

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적용하는 레이저 조사장치는, 피처리물에 대한 레이저광의 조사위치를 제어하는 제 1 수단과, 레이저광을 

발진하는 제 2 수단(레이저 발진장치)과, 상기 레이저광을 가공하는 제 3 수단(광학계)과, 상기 제 2 수단의 발진을 제

어하고, 상기 제 3 수단에 의해서 가공된 레이저광의 빔 스폿이 포토마스크형상의 데이터(패턴정보)에 따라서 정해지

는 위치를 덮도록 상기 제 1 수단을 제어하는 제 4 수단을 갖는다.

피처리물에 대한 레이저광의 조사위치를 제어하는 제 1 수단으로서, 2개의 방법이 있다. 하나의 방법은, 스테이지 콘

트롤러에 의해서 스테이지를 구동하는 방법, 즉 스테이지 상에 설치된 피처리물(기판)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기판위치를 고정한 상태로 레이저 광학계를 사용하여 레이저 광 스폿의 조사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2개의 어느 쪽의 방법이어도 되고, 상기 2개의 방법을 조합하는 방법이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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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포토마스크 형상의 데이터(패턴정보)에 따라서 정해지는 위치란, 반도체막 중, 결정화 후에 포토리소그래피기

술에 의해서 섬 모양의 반도체층으로 패터 닝 가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트랜지스터의 채널영역, 소스영역, 드레인

영역이 되는 부분이다.

상기 제 4 수단에서, 절연표면에 형성된 반도체막 중, 패터닝 가공 후에 기판 상에 섬 모양의 반도체층으로서 남겨지

는 부분을 포토마스크형상의 데이터에 따라서 파악한다.

다음에, 적어도 섬 모양의 반도체층으로서 남겨지는 부분을 포함하는 영역을 결정화할 수 있도록 제 1 레이저광의 주

사부분을 정하고, 그 주사부분을 빔 스폿이 커버하도록 제 1 수단을 제어하여 반도체막을 부분적으로 결정화한다.

상술한 것처럼, 본 발명에서는, 기판 표면 내의 반도체막 전체에 레이저광을 주사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 최저한 결정화할 수 있도록 레이저광을 주사한다. 요컨대,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킨 후, 섬 모양

의 반도체층 패터닝 가공시에 따라 제거되는 부분에 레이저광을 조사하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레이저

결정화에 따른 시간을 단축화할 수 있고, 또한, 기판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구성을 종래의 SLS법에 대

하여 적용함으로써, 종래의 SLS법의 기판처리효율(throughput)이 나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 레이저 결정화에 따른 시간을 단축화할 수 있고, 또한, 기판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과 아울러, 종래의 SLS법과 같이 기판표면에서 레이저광의 강도의 형상을 슬릿형으로 가공하기 위한 마스크를 광

학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간편한 방법이 제공된다.

슈퍼 측면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레이저광의 공간적인 빔 강도 프로파일을 급격하게 할(레이저광의 조사영역과 

비조사 영역의 사이에 있는 광 강도의 감쇠영역을 가능한 한 많이 없앨) 필요가 있다. 종래의 SLS법에서는, 통상의 광

학계만으로는 슈퍼 측면성장에 필요한 급한 온도 경사 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엑시머레이저를 발진하는데 사용

하기 위해서 레이저광을 부분적으로 차광하는 슬릿형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상기 레이저광을 

조사하는 장치는, 펄스발진의 고체레이저 발진장치의 제 2고조파(또는 제 3고조파 또는 제 4고조파)를 조사하는 장치

로 한다. 상기 엑시머 레이저와 비교하여 방출된 레이저 광의 수렴각이 작아서, 이 레이저 구성이면, 통상의 광학계 렌

즈로서 사용되는 원통형 렌즈만으로 슈퍼 측면성장에 대해 최적의 레이저광이 공간적인 빔 강도 프로파일에 빔을 집

광할 수 있다.

또한, 기판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SLS법에 최적의 반복 주파수와 전송피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 그 

조건에 관해서 설명한다. 전송피치란, 레이저광의 펄스마다 기판 스테이지의 이동거리이다. SLS법에서는 쇼트마다 

슈퍼 측면성장 거리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기 전송피치를 높게 하는 것만으로는, 기판처리효율을 높이지 못한다. 

전송피치를 높게 하면, 레이저광의 반복 주파수도 그것에 따라 높아질 필요가 있다. 종래의 SLS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XeCl 엑시머레이저는 최대 300Hz이다. 한편, 본 발명의 청구항 3 및 11에서 나타낸 이들 펄스발진의 고체 레이저 발

진장치는, 반복 주파수를, 최대로 수 MHz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펄스발진의 고체레이저 발진장치를 높은 반복 주파

수로 조사함으로써, 종래의 SLS법과 비교하여, 대폭 처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반복 주파수의 상한은, 레이저광 쇼

트마다 슈퍼 측면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로 결정하면 되고, 이것은 펄스발진 고체 레이저 

발진장치 본체의 최대출력으로 결정된다(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주파수를 높게 하면, 레이저광 쇼트마다 에너

지밀도는 감소하기 때문임).

고체 레이저 발진장치에서는, 종래의 플래시 램프 여기가 아니라, 반도체 레이저 여기 고체 레이저 발진장치로 하는 

쪽이 레이저광 에너지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므로 바람직하다.

이상의 구성에 의해, 인공적으로 제어한 슈퍼 측면성장에 의한 대결정립을 연속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고, 또한, 레이

저결정화 공정에서의 기판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종래의 SLS법과 같이 기판표면에서의 레이저광의 강도

의 형상을 슬릿형으로 가공하기 위한 마스크를 광학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간편한 레이저 조사방법을 사용한 반

도체장치의 제작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본 발명에서 반도체장치란, 반도체특성을 이용함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장치전반(예를 들면, 액정표시패널에 

대표되는 전자장치, 및 그 전자장치를 부품으로서 탑재한 전기기구)을 포함하고 있다.

[발명의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 본 발명의 레이저 조사방법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도 1에서, 피처리 물(107)에 대한 펄스레이저광의 조사위치

를 제어하는 제 1 수단으로서, 2개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한 방법은, 스테이지 콘트롤러(101)에 의해서 스테이

지(108)를 구동하는 방법, 즉, 스테이지 상에 설치된 피처리물(107)(기판)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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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광학계(103)를 사용하여 레이저광 스폿의 조사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본 발명에

서는, 상기 2개의 어느 방법으로 하여도 되고, 또한, 상기 2개의 방법을 조합하는 방법이어도 된다.

상기 2개의 방법은, 어느 것이나 레이저광 스폿 위치의 기판에 대한 상대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편

의상「(레이저광 스폿을)주사한다」라고 나타낸다.

또한, 레이저 조사장치(100)는, 펄스레이저광을 발진하는 제 2 수단에 해당하는 펄스레이저 발진장치(102)를 갖는다.

펄스레이저 발진장치(102)는, 처리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는, 공지의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레이저는, 펄스발진의 기체레이저 발진장치 또는 고체 레이저 발진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펄스 발진

의 기체레이저는 사용하는 경우, 그 구조는, 컴퓨터(104)를 통해 포토마스크 형상에 관한 데이터 패턴을 사용하여 그 

위치를 제어하는 것 이외는, 일반적인 SLS 방법을 따른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펄스발진의 고체 레이저 발진장치를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펄스발진 고체 레이저 발진장치의 예들은, Cr  3+ , Cr  4+ , Nd  3+ , Er  3+ , Ce  3+ , Co  2+ , Ti  3+ Yb  3+ 또는 V 
3+ 이 불순물로서 도핑된 YAG레이저, YVO  4 레이저, YLF레이저, YAlO  3 레이저, 유리레이저, 루비 레이저, 알렉산

드라이트 레이저, Ti:사파이어 레이저, 포오스테라이트(forsterite) 레이저(Mg  2 SiO  4 )가 있다. 해당 레이저의 기본

파는, 도핑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1μm 전후의 기본파를 갖는 레이저광을 얻을 수 있다. 기본파에 대한 제 2고조파, 

제 3고조파 및 제 4고조파는, 비선형 광학소자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조사장치(100)는, 레이저 발진장치(102)로부터 발진되는 레이저광의 피처리물에서의 빔 스폿을 가공할

수 있는, 제 3 수단에 해당하는 광학계(103)를 갖는다. 레이저 발진장치(102)로부터 사출된 레이저광의 형상은, 막대

형상이 원통형태이면 원형이 되고, 슬래브(slab)형이면 직사각형이 된다. 이러한 레이저광을 광학계에 의해, 거듭 성

형함으로써, 레이저광의 피처리물(107)의 표면에서의 빔 스폿을 원하는 형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조사장치(100)는, 제 4 수단에 해당하는 컴퓨터(104)를 갖는다. 컴퓨터(104)는, 레이저 발진장치(102)

의 발진을 제어하고, 또한, 레이저광의 빔 스폿이 마스크패턴의 데이터에 따라서 정해지는 위치를 덮도록, 제 1 수단

에 해당하는 스테이지 콘트롤러(101)를 제어할 수 있다.

이때, 이 레이저 조사방법은, 상기 4개의 수단 외에, 피처리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수단을 구비하여도 된다.

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여,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반도체장치를 제작하기 위 해서 형성된 반도체막(500)에서의 레이

저광의 주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a에서는, 점선 501이 화소부, 점선 502가 신호선 구동회로, 점선 503이 주

사선 구동회로가 형성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도 2b는 레이저광 펄스마다, 기판과 레이저광 스폿의 상대위치를 이동하는(주사하는)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빔 스폿

(507a, 507b, 507c)의 확대도면을 나타낸다.

도 2b의 빔 스폿 507a는, 소정 펄스 조사시의 레이저광 빔 스폿위치이고, 빔 스폿 507b는 다음 펄스 조사시의 레이저

광 빔 스폿위치이며, 빔 스폿 507c는 그 다음 펄스 조사시의 레이저광 빔 스폿위치를 나타낸다. 또한, 509a 및 509b

는 레이저광의 펄스마다의 기판 스테이지 이동거리(전송피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전송피치는, 0.3μm 이상 또한 5

μm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7μm 이상 3μm 이하 인 것이 필요하다.

또한, 레이저광은, 일반적으로 빔 스폿의 엣지 부분에서의 에너지밀도가 다른 부분보다도 낮게 되어 있고, 피처리물에

대한 처리가 균일하게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레이저광의 빔 스폿(507a) 종방향의 엣지부분과, 결정화 후에

반도체막을 패터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섬 형상 반도체막에 해당하는 부분(506)이 겹치지 않도록, 레이저광을 조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선형의 빔 스폿을 주사하는 경우에는, 도 2b에 나타낸 508의 영역은, 상기 섬 형상 

반도체막에 해당하는 부분(506)에는 조사되지 않도록 한다.

도 2b의 방법을 통해, 도 2a에 도시된 것처럼, 화소부, 신호선 구동회로, 주 사선 구동회로가 형성되는 부분을 레이저

광을 주사한다.

이때, 도 2a에서는 화소부(501), 신호선 구동회로(502), 주사선 구동회로(503) 모두 레이저광의 주사방향이 동일하

지만, 본 발명은 이 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 3에, 주사선 구동회로(503) 영역과 그 밖의 영역으로, 레이저광의 주사방향을 변경시키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나

타낸다. 이 경우, 주사선 구동회로(503)에서는, 레이저광을 Y방향으로 주사하고, 화소부(501)와 신호선 구동회로(50

2)에서는 레이저광이 Y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X방향으로 주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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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정화후의 반도체막을 TFT의 활성층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그 주사방향이 채널형성영역의 캐리어가 이동하

는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도 4a와 도 4b를 참조하여 나타낸다.

도 4a에서는 채널형성영역이 1개 설치되어 있는 싱글게이트 TFT의 활성층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고, 채널형성영역(5

20)을 삽입하도록 소스영역 또는 드레인영역이 되는 불순물영역(521, 522)이 설치된다. 본 발명의 레이저 발진장치

를 사용하여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킬 때, 레이저광의 주사방향이 화살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채널형성영역의 캐리어

가 이동하는 방향(채널길이방향)과 평행하도록, 주사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도면부호 523은, 레이저광의 빔 스폿을 

나타내고 있고, 화살표의 방향으로 주사한다.

또한, 도 4b에서는, 채널형성영역이 3개 설치되어 있는 트리플 게이트 TFT의 활성층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고, 채널

형성영역(530)을 삽입하도록 불순물영역(533, 534)이 설치된다. 또한, 채널형성영역 531을 삽입하도록 불순물영역(

534, 535)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채널형성영역 532를 삽입하도록 불순물영역(535, 536)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레이저 발진장치를 사용하여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킬 때, 레이저광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주사한다.

이때, 레이저광의 주사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막에 대한 마스크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마커를, 반도체막에 

형성할 필요가 있다. 도 5a 및 도 5b에,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반도체장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형성된 반도체막에서, 마

커를 형성하는 위치를 나타낸다. 이때, 도 5a는 1개의 기판으로부터 하나의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예를 개시하고 있

고, 도 5b는 하나의 기판으로부터 4개의 반도체장치를 제작하는 예를 개시하고 있다.

도 5a에서, 도면부호 540은 기판 상에 형성된 반도체막이고, 점선 541이 화소부, 점선 542가 신호선 구동회로, 점선 

543이 주사선 구동회로가 형성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도면부호 544는, 마커가 형성되는 부분(마커 형성부)으로, 반도

체막의 네 구석에 위치하도록 설치된다.

이때, 도 5a에서는 4개의 마커 형성부(544)를 각각 네 구석에 설치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 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반도체막에서의 레이저광의 주사부분과, 반도체막의 패터닝의 마스크와의 위치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마커 형성

부의 위치 및 그 수는 상술한 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 5b에서, 550은 기판 상에 형성된 반도체막이고, 점선 551은 후의 공정에서 기판을 분단할 때의 스크라이브 라인

이다. 도 5b에서는, 스크라이브 라인(551) 을 따라 기판을 분단함으로써, 4개의 반도체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이때, 

분단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반도체장치의 수는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부호 552는, 마커가 형성되는 부분(마커 형성부)으로, 반도체막의 네 구석에 위치하도록 설치된다. 이때, 도 5b

에서는 마커 형성부(552)를 4개 각각 4우에 설치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 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반도체막에서의 레

이저광의 주사부분과, 반도체막의 패터닝의 마스크와의 위치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마커 형성부의 위치 및 그 수

는 상술한 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때, 마커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형성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마커를 형성할 때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대표적으

로는 YAG레이저, CO  2 레이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이 밖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레이저광들을, 미리 마커형상으로 가공한 금속마스크나 유리마스크를 통해 반도체막에 조사함으로써, 마커를 형

성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광 스폿지름을 10μm 이하로 집광한 것을 스캔시키면서 조사함으로써 마커를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구성에 의해,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킨 후, 섬 형상 반도체막 형성에 의해 제거되는 반도체막 영역에 레이저광을 

조사하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레이저광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화할 수 있고, 게다가 기판의 처리속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본 실시예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기판의 제작방법에 관해서 도 6a∼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CMOS회

로, 및 구동회로와, 화소 TFT, 저장용량을 갖는 화소부를 동일기판 상에 형성한 기판을, 편의상 액티브 매트릭스기판

이라고 부른다.

우선, 본 실시예에서는 바륨보로실리케이트유리, 또는 알루미늄보로실리케이트유리 등의 유리로 이루어진 기판(600)

을 사용한다. 또한, 기판(600)으로서는, 석영기판이나 실리콘 기판, 금속기판 또는 스테인레스 기판의 표면에 절연막

을 형성한 것을 사용하여도 된다. 또한, 본 실시예의 처리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을 갖는 플라스틱기판을 사용하

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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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판(600)상에 산화실리콘막, 질화실리콘막 또는 산화질화실리콘막 등의 절연막으로 이루어진 하지막(601)

을 공지의 수단(스퍼터링법, LPCVD법, 플라즈마 CVD 법 등)에 의해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하지막(601)으로서

하지막(601a, 601b)이 2층인 하지막을 사용한다. 그러나, 상기 절연막의 단층막 또는 2층이상 적층시킨 구조를 사용

하여도 된다(도 6a).

이어서, 하지막(601)상에, 공지의 수단(스퍼터링법, LPCVD법, 플라즈마 CVD법 등)에 의해 25∼150nm(바람직하게

는 30∼120nm)의 두께로 비정질 반도체막(692)을 형성한다(도 6b). 이때, 본 실시예에서는 비정질 반도체막을 형성

하였지만, 미세 결정 반도체막, 결정성 반도체막이어도 된다. 또한, 비정질 실리콘게르마늄막 등의 비정질구조를 갖는

화합물 반도체막을 사용하여도 된다.

다음에, 비정질 반도체막(692)을 레이저결정화법에 의해 결정화시킨다. 레이 저결정화는, 본 발명의 레이저 조사방법

을 사용하여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레이저 발진장치의 컴퓨터에 입력된 마스크의 정보에 따라서, 지정된 영역의 비정

질 반도체막만 선택적으로 레이저광을 조사한다. 물론, 레이저결정화법뿐만 아니라, 다른 공지의 결정화법(RTA나 퍼

니스 어닐링로를 사용한 열 결정화법, 결정화를 촉진하는 금속원소를 사용한 열 결정화법 등)과 조합하여 행하여도 

된다.

본 발명의 레이저 조사방법에서는, 공지의 레이저광원 중, 펄스발진의 기체레이저 발진장치 또는 고체 레이저 발진장

치를 사용할 수 있다. 펄스발진의 기체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를 통해 포토마스크 형상의 데이터 패턴을 사

용하여 제어하도록만 구성되고, 다른 구조는 일반적인 SLS법을 따른다. 본 실시예에서는, 펄스발진의 Nd:YLF 레이

저를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 10a는 레이저 결정화 처리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도 10a에서는, Nd:YLF 레이저 발진장치(101)를 사용하고 출력 

1.5W, 반복 주파수 1kHz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한다. 레이저광원(101)은, 공진기의 속에 YLF 결정과 비

선형 광학소자를 넣어, 파장 527nm의 제 2고조파를 사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물론, 비선형 광학소자가 공진기의 

외측에 있는 경우이어도 된다. 또한, 이 레이저광원(101)은, 막대 형상이 원통형태이고, 레이저광원(101)으로부터 사

출된 직후의 빔 스폿 형상은 원형이다. 하지만, 가령 막대 형상이 슬래브형이고, 사출 직후의 빔 스폿형상은 직사각형

이어도, 이하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학계에 의해 빔 스폿을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할 수 있다.

이 Nd:YLF 레이저는 빔 발산 각이 3밀리 라디안이고, 빔 크기는 사출구에서 직경 2mm 정도이지만, 사출구에서 20c

m 떨어진 위치에서는 직경 1cm 정도로 넓어져 버린다. 이 위치에 촛점거리 f=600mm의 볼록 렌즈(102)를 한 장 넣

으면, 빔 크기는 직경 약 10mm의 평행광이 된다. 도 10a의 광학거울(103∼105)에서 반사된 레이저광은, 도 10a 및 

도 10b의 Y방향으로 곡률을 갖는 볼록 원통렌즈(106)를 통해 레이저광을 집광한다. 여기서, Y방향은, 반도체막 표면

상에 놓을 수 있는 레이저광의 빔 스폿의 이동방향이며, 빔 스폿의 횡방향이 된다. 또한, 도 10b의 X방향은, 반도체막

표면상에 놓을 수 있는 레이저광의 빔 스폿의 종방향이 되고, 반도체막 표면상에 놓을 수 있는 레이저광의 빔 스폿의 

이동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이다(광학거울(103∼105)은 장치의 레이아웃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필요로 한 것은 아니다). 이상의 구성으로, 조사면이 되는 반도체막 표면 상에 놓을 수 있는 빔 스폿은 10mm×10μm

의 선형 형태 빔이 된다.

여기서, 조사면에서, 직사각형 또는 타원형상 또는 선형상의 레이저광으로 성형하는 방법은 이것만은 아니다. 도시하

지 않았지만, 광학거울(103)과 볼록 원통렌즈(106)의 사이에 오목원통렌즈를 넣어, 빔 스폿의 종방향을 길게 하는 것

이 가능하다. 또한, 그 오목원통렌즈와 레이저광원(101)의 사이에, 레이저광을 평행광으로 하기 위한 빔 시준기나, 레

이저광을 확대하기 위한 빔 확대기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여기서는, 출력 1.5W의 레이저광원으로 빔 스폿은, 1

0mm×10μm의 선형형태 빔으로 하는 방법을 나타내었지만, 고출력 레이저광원의 경우에는, 횡방향의 빔 스폿크기

는 바꾸지 않고, 종방향의 크기만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 출력 20W로 사용 가능한 LD 여기를 사용하는 Nd

:YLF 레이저 발진장치가 시판되고 있다).

반도체막 표면상에서의 레이저광의 빔 스폿의 상대위치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판 스테이지(101)를 Y방향(빔 스폿의 

횡방향)으로 스위프(sweep)한다. 레이저펄스의 반복주파수 1kHz에서, 기판 스테이지의 스위프 속도를 3.0mm/초로 

하면, 레이저펄스를 조사할 때마다, 기판과 빔 스폿의 상대위치는 Y방향으로 3μm(전송피치: 3㎛) 시프트 된다.

도 11a는 본 실시예의 레이저 조사방법으로 결정화한 실리콘막을, 세코 식각(Secco Etching)에 의해서 결정입계를 

분명하게 한 후의 SEM 관찰상이다. 도 11b는, 도 11a의 결정크기 및 결정입계를 알기 쉽게 도시한 것이다. 도 11a 및

도 11b로부터 알 수 있듯이, 레이저광의 빔 스폿을 주사한 Y방향으로, 슈퍼 측면 성장된 결정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레이저빔 스폿의 주사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입계가 주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주기

는, 레이저펄스를 1회 조사할 때마다의 전송피치인 3μm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레이저결정화방법에 의해서, 비정질 반도체막 중, 인공적으로 제어된 슈퍼 측면성장에 의한 대결정립을 연속

적으로 형성시킨 영역(693, 694, 695)이 형성된다(도 6b).



공개특허 특2003-0044868

- 9 -

다음으로, 반도체막을 원하는 형상으로 패터닝하여, 결정화된 영역(693, 694, 695)으로부터 섬 형상의 반도체막(602

∼606)을 형성한다(도 6c).

섬 형상의 반도체막(602∼606)을 형성한 후, TFT의 임계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량의 불순물원소(붕소 또는 인)의 

도핑을 행하여도 된다. 또한, 이 임계치 제 어를 위한 불순물도핑은, 레이저결정화 전에 행하여도 되고, 게이트절연막 

형성 후에 행하여도 된다.

이어서, 섬 형상의 반도체막(602∼606)을 덮는 게이트절연막(607)을 형성한다. 게이트절연막(607)은, 플라즈마 CV

D법 또는 스퍼터링법을 사용하여, 두께를 40∼150nm으로 하여 실리콘을 포함하는 절연막으로 형성된다. 본 실시예

에서는,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110nm의 두께로 산화질화실리콘막(조성비: Si=32%, O=59%, N=7%, H=2%)으로 

형성하였다. 물론, 게이트절연막은, 산화질화실리콘막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리콘을 포함하는 절연막을 단

층 또는 적층구조로 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또한, 산화실리콘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즈마 CVD법으로 TEOS(Tetraethyl Orthosilicate)와 O  2 를 혼합하

여, 반응압력 40Pa, 기판온도 300∼400℃로 하고, 고주파(13.56 MHz) 전력밀도 0.5∼0.8W/cm  2 로 방전시켜 형성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제작된 산화실리콘막은, 그 후 400∼500℃의 열어닐링에 의해 게이트절연막으로서 양호

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이어서, 게이트절연막(607) 상에 막두께 20∼100nm의 제 1 도전막(608)과, 막두께 100∼400nm의 제 2 도전막(60

9)을 적층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막두께 30nm의 TaN막으로 이루어진 제 1 도전막(608)과, 막두께 370nm의 

W막으로 이루어진 제 2 도전막(609)을 적층 형성하였다. TaN막은 스퍼터링법으로 형성하고, Ta의 타겟을 사용하여,

질소를 포함하는 분위기내에서 스퍼터링한다. 또한, W막은, W의 타 겟을 사용한 스퍼터링법으로 형성하였다. 그 외

에 6플루오르화텅스텐(WF  6 )을 사용하는 열 CVD법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어느 것으로 해도 게이트전극으로서 사

용하기 위해서는 저저항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W막의 저항률은 20μΩc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막은 

결정립을 크게 하여 저저항율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W막중에 산소 등의 불순물원소가 많은 경우에는 결정화가 저해

되어 고저항화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고순도의 W(순도 : 99.9999%)의 타겟을 사용한 스퍼터링법으로, 막형

성시에 증기상중에서의 불순물의 혼입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하여 W막을 형성함으로써, 저항률 9∼20μΩcm을 실현

할 수 있다.

이때, 본 실시예에서는, 제 1 도전막(608)을 TaN, 제 2 도전막(609)을 W로 하였지만,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어느 

것이나 Ta, W, Ti, Mo, Al, Cu, Cr, Nd에서 선택된 원소, 또는 상기 원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재료 또는 화합물재

료로 형성하여도 된다. 또한, 인 등의 불순물원소를 도핑한 다결정 실리콘막으로 대표되는 반도체막을 사용하여도 된

다. 또한, AgPdCu 합금을 사용하여도 된다. 또한, 제 1 도전막을 탄탈(Ta)막으로 형성하고, 제 2 도전막을 W막으로 

하는 조합, 제 1 도전막을 질화티타늄(TiN)막으로 형성하고, 제 2 도전막을 W막으로 하는 조합, 제 1 도전막을 질화

탄탈(TaN)로 형성하고, 제 2 도전막을 W로 하는 조합, 제 1 도전막을 질화탄탈(TaN)막으로 형성하고, 제 2 도전막을

Al막으로 하는 조합, 제 1 도전막을 질화탄탈(TaN)막으로 형성하고, 제 2 도전막을 Cu막으로 하는 조합으로 하여도 

된다.

또한, 그 구조는, 2층 구조로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텅스텐막, 알루미 늄과 실리콘의 합금(Al-Si)막, 질화티타늄

막을 순차로 적층한 3층 구조이어도 된다. 또한, 3층 구조로 하는 경우, 텅스텐 대신에 질화 텅스텐을 사용해도 되고, 

알루미늄과 실리콘의 합금(Al-Si)막 대신에 알루미늄과 티타늄의 합금막(Al-Ti)을 사용해도 되며, 질화티타늄막 대

신에 티타늄막을 사용해도 된다.

이때, 도전막의 재료에 따라 적절히 최적의 식각방법이나, 식각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포토리소그래피법을 사용하여 레지스트로 이루어진 마스크(610∼615)를 형성하고, 전극 및 배선을 형성하기

위한 제 1 식각처리를 행한다. 제 1 식각처리에서는, 제 1 및 제 2의 식각조건으로 행한다(도 7b). 본 실시예에서는 제

1 식각조건으로서,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유도결합형 플라즈마) 식각법을 사용하고, 식각용 가스로 CF  4
와 Cl  2 와 O  2 를 사용하여, 각각의 가스 유량비를 25:25:10(sccm)으로 하고, 1Pa의 압력으로 코일형 전극에 500

W의 RF(13.56MHz)전력을 투입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해서 식각을 행한다. 기판측(시료 스테이지)에도 150W의 RF(

13.56MHz)전력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부의 자기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한다. 이 제 1 식각조건에 의해 W막을 식각

하여 제 1 도전층의 단부를 테이퍼 형상으로 한다.

그 후, 레지스트로 이루어진 마스크(610∼6l5)를 제거하지 않고서 제 2 식각조건으로 바꾸고, 식각용 가스로 CF  4 와

Cl  2 를 사용하고, 각각의 가스 유량비를 30:30(sccm)으로 하고, 1Pa의 압력으로 코일형 전극에 500W의 RF(13.56

MHz)전력을 투입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해서 약 30초 정도의 식각을 행했다. 기판측(시료 스테이지)에도 20W의 RF(1

3.56MHz)전력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부의 자기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한다. CF  4 와 Cl  2 를 혼합한 제 2 식각조건

에서는 W막 및 TaN막 둘 다 같은 정도로 식각된다. 이때, 게이트 절연막 상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식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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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0∼20% 정도의 비율로 식각시간을 증가시키면 된다.

상기 제 1 식각처리에서는, 레지스트로 이루어진 마스크의 형상을 적당한 형상으로 함으로써, 기판측에 인가하는 바

이어스 전압의 효과에 의해 제 1 도전층 및 제 2 도전층의 단부가 테이퍼 형상이 된다. 이 테이퍼부의 각도는 15∼45

。로 된다. 이렇게 해서, 제 1 식각처리에 의해 제 1 도전층과 제 2 도전층으로 이루어진 제 1 형상 도전층(617∼622

)(제 1 도전층(617a∼622a)과 제 2 도전층(617b∼622b))을 형성한다. 도면부호 616은 게이트 절연막이고, 제 1 형

상 도전층(617∼622)으로 덮이지 않은 영역은 20∼50nm정도로 식각되어 얇아진 영역이 형성된다.

이어서, 레지스트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제거하지 않고서 제 2 식각처리를 한다(도 7c). 여기서는, 식각가스로 CF  4 , 

Cl  2 및 O  2 를 사용하고, W막을 선택적으로 식각한다. 이 때, 제 2 식각처리에 의해 제 2 도전층(628b∼633b)을 형

성한다. 한편, 제 1 도전층(617a∼622a)은 거의 식각되지 않고, 제 2 형상 도전층(628∼633)을 형성한다.

그리고, 레지스트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제거하지 않고서, 제 1 도핑처리를 하고, 섬 형상의 반도체막에 n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를 저농도로 첨가 한다. 도핑처리는, 이온 도핑법 또는 이온 주입법으로 하면 된다. 이온 도핑법

의 조건은, 도우즈량을 1×10  13 ∼5×10  14 atoms/cm  2 로 하고, 가속전압을 40∼80keV로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우즈량을 1.5×10  13 atoms/cm  2 로 하고, 가속전압을 60keV로 한다. n 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로서 1

5족에 속하는 원소, 전형적으로는 인(P) 또는 비소(As)를 사용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인(P)을 사용한다. 이 경우, 도

전층(628∼633)이 n 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에 대한 마스크가 되고, 자기 정합적으로 불순물 영역(623∼6

27)이 형성된다. 불순물 영역(623∼627)에는 1×10  18 ∼1×10  20 atoms/cm  3 의 농도범위에서 n형을 부여하는 불

순물 원소를 첨가한다.

레지스트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제거한 후, 새롭게 레지스트로 이루어진 마스크(634a∼634c)를 형성하여 제 1 도핑

처리보다도 높은 가속전압으로 제 2 도핑처리를 한다. 이온 도핑법의 조건은, 도우즈량을 1×10  13 ∼1×10  15 atom

s/cm  2 로 하고, 가속전압을 60∼120keV로 한다. 도핑처리는, 제 2 도전층(628b∼632b)을 불순물 원소에 대한 마

스크로서 사용하고, 제 1 도전층의 테이퍼부 하부의 섬 형상의 반도체막에 불순물 원소가 첨가되도록 도핑한다. 이어

서, 제 2 도핑처리보다 가속전압을 하강시켜 제 3 도핑처리를 해서 도 8a에 도시된 상태를 얻는다. 이온 도핑법의 조

건은, 도우즈량을 1×10  15 ∼1×10  17 atoms/cm  2 로 하고, 가속전압을 50∼100keV로 한다. 제 2 도핑처리 및 제 

3 도핑처리에 의해, 제 1 도전층과 겹치는 저농도 불순물 영 역(636, 642, 648)에는 1×10  18 ∼5×10  19 atoms/cm 
3 의 농도범위에서 n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가 첨가되고, 고농도 불순물 영역(635, 641, 644, 647)에는 1

×10  19 ∼5×10  21 atoms/cm  3 의 농도범위에서 n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를 첨가한다.

물론, 적당한 값의 가속전압으로 설정함으로써, 제 2 도핑처리 및 제 3 도핑처리는 1회 도핑처리로, 저농도 불순물 영

역 및 고농도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어서, 레지스트 마스크를 제거한 후, 새롭게 레지스트 마스크(650a∼650c)를 형성하여 제 4 도핑처리를 한다. 이 

제 4 도핑처리에 의해, p 채널형 TFT의 활성층이 되는 섬 형상의 반도체막에 상기 일 도전형과는 반대의 도전형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가 첨가된 불순물 영역(653, 654, 659, 660)을 형성한다. 도전층(629a∼632a)을 불순물 원소

에 대한 마스크로서 사용하고, p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를 첨가하여 자기 정합적으로 불순물 영역을 형성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불순물 영역(653, 654, 659, 660)은 디보란(B  2 H  6 )을 사용한 이온 도핑법으로 형성한다(

도 8b). 이 제 4 도핑처리시에는, n채널형 TFT를 형성하는 섬 형상의 반도체막은, 레지스트로 이루어진 마스크(650a

∼650c)로 덮여 있다. 제 1 내지 제 3 도핑처리에 의해서, 불순물 영역(638, 639)에는 각각 다른 농도로 인이 첨가되

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의 영역에서도 p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 의 농도를 1×10  19 ∼5×10  21 atom

s/cm  3 이 되도록 도핑 처리한다. 따라서, 상기 불순물 영역은 p채널형 TFT의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으로서 각각

기능할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의 공정에서, 각각의 섬 형상의 반도체막에 불순물 영역이 형성된다. 레지스트로 이루어진 마스크(650a∼650c)

를 제거하고, 다음에 활성화 처리를 한다. 활성화 처리는, 공지의 레이저 활성화, 열 활성화 또는 RTA 활성화의 어느 

쪽이어도 된다. 또한, 레이저 활성화 처리공정의 위치는, 제 1 층간절연막을 형성한 후이어도 된다.

이어서, 제 1 층간절연막(661)을 형성한다. 이 제 1 층간절연막(661)에서는, 플라즈마 CVD 법 또는 스퍼터링법을 사

용하여, 두께를 50∼200nm로 해서 실리콘을 포함하는 절연막으로 형성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막두께 50nm의 산화질화실리콘막을 형성하였다. 물론, 제 1 층간절연막(661)은, 산화질화실리콘막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리콘을 포함하는 절연막을 단층 또는 적층구조로서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가열처리(300∼550℃에서 1∼12시간의 열처리)를 하면 수소화를 할 수가 있다. 이 공정은, 제 1 층간절연막

(661)에 포함되는 수소에 의해 섬 형상의 반도체막의 댕글링 본드를 종단하는 공정이다. 이 경우에, 제 1 층간절연막

의 존재에 관계없이 섬 형상의 반도체막을 수소화 할 수 있다. 수소화의 다른 수단으로서, 플라즈마 수소화(플라즈마

에 의해 여기된 수소를 사용함)나, 3∼100%의 수소를 포함하는 분위기속에서 300∼650℃로 1∼12시간의 가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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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도 된다.

이 후, 제 1 층간절연막(661)상에 무기 절연막 재료 또는 유기 절연물 재료로 이루어진 제 2 층간절연막(662)을 형성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막두께 1.6μm의 아크릴 수지막을 형성한다. 이 경우에, 점도가 10∼1000cp, 바람직하게는 

40∼200cp인 것을 사용하고, 표면에 요철이 형성되는 것을 사용한다. 표면이 평탄한 막을 형성하는 경우는, 화소전

극을 형성한 후, 공지의 샌드 블라스트법이나 식각법 등의 공정을 추가하여 표면을 평탄화시킨다. 그리고, 경면반사를

막고 반사광을 산란시킴에 따라 백색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경면반사를 막기 위해서, 표면에 요철이 형성된 제 2 층간절연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소전극의 표면

에 요철을 형성했다. 또한, 화소전극의 표면에 요철을 갖게 하여 광 산란성을 달성하도록, 화소전극의 하부 영역에 볼

록부를 형성해도 된다. 이 경우, 볼록부의 형성은, TFT의 형성과 같은 포토 마스크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수의 

증가없이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볼록부는 배선 및 TFT부 이외의 화소부 영역의 기판 상에 적절히 설치하면 된

다. 이렇게 해서, 볼록부를 덮는 절연막 표면에 형성된 요철에 따라 화소전극의 표면에 요철이 형성된다.

다음에, 제 2 층간절연막(662)을 형성한 후, 제 2 층간절연막(662)에 접하도록 제 3 층간절연막(672)을 형성한다.

그리고, 구동회로(686)에서, 각 불순물 영역과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배선(663∼667)을 형성한다. 이때, 이들의 

배선은, 막두께 50nm의 Ti막과, 막두께 500nm의 합금막(Al과 Ti와의 합금막)과의 적층막을 패터닝하여 형성한다. 

물론, 2 층 구조에 한하지 않고, 단층구조라도 되고, 3층 이상의 적층구조로 해도 된다. 또한, 배선의 재료로서는, Al과

Ti에 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TaN막 상에 Al이나 Cu를 형성하고, 그 위에 Ti막을 형성한 적층막을 패터닝하여 배

선을 형성해도 된다(도 9).

또한, 화소부(687)에서는, 화소전극(670), 게이트 배선(669) 및 접속전극(668)을 형성한다. 이 접속전극(668)에 의해

소스배선은, 화소 TFT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또한, 게이트 배선(669)은, 화소 TFT의 게이트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또한, 화소전극(670)은, 화소 TFT의 드레인 영역과 전기적인 접속이 형성되고, 또한, 저장용량을 구성하는

한쪽의 전극으로서 기능하는 섬 형상의 반도체막(659)과 전기적인 접속이 형성된다. 또한, 화소전극(670)으로서는, 

Al 또는 Ag을 주성분으로 하는 막, 또는 그것들의 적층막 등의 반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하여, n채널형 TFT(681)와 p채널형 TFT(682)로 이루어진 CMOS회로 및 n채널형 TFT(683)을 갖는 

구동회로(686)와, 화소 TFT(684) 및 저장용량(685)을 갖는 화소부(687)를 동일 기판 상에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액티브 매트릭스기판이 완성된다.

구동회로(686)의 n채널형 TFT(681)은, 채널형성영역(637), 게이트 전극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 1 도전층(628a)과 

겹치는 저농도 불순물 영역(636)(GOLD영역), 소스 영역/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하는 고농도 불순물 영역(652)을 갖

는다. 이 n채널형 TFT(681)과 전극(666)을 통해 접속하여 CMOS회로를 형성하는 p채널형 TFT(682)에는, 채널형

성영역(640), 소스 영역/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하는 고농도 불순물 영역(653)과, n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

소 및 p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가 도입된 불순물 영역(654)을 갖는다. 또한, n채널형 TFT(683)에는, 채널

형성영역(643), 게이트 전극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 1 도전층(630a)과 겹치는 저농도 불순물 영역(642)(GOLD 영역),

소스 영역/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하는 고농도 불순물 영역(656)을 갖는다.

화소부의 화소 TFT(684)에는, 채널형성영역(646), 게이트 전극의 외측에 형성되는 저농도 불순물 영역(645)(LDD영

역), 소스 영역/드레인 영역으로서 기능하는 고농도 불순물 영역(658)을 갖는다. 또한, 저장용량(685)의 한쪽의 전극

으로서 기능하는 섬 형상의 반도체막에는, n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 및 p형 도전성을 부여하는 불순물 원

소가 첨가되어 있다. 저장용량(685)은, 절연막(616)을 유전체로서 사용하여 전극(도전층 632a와 제 2 도전층 632b

로 이루어진 적층)과 섬 형상의 반도체막으로 형성한다.

본 실시예의 화소구조는, 블랙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고, 화소전극 사이의 간극이 차광되도록, 화소전극의 단부를 

소스배선과 겹치도록 배치 형성한다.

(실시예 2)

본 실시예에서는, 촉매를 사용하여 반도체막을 결정화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경우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실시예 1과는 다른 점만 나타낸다. 촉매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JP 7-130652 A호의 공보와 JP 8-078329 A호의 공

보에 개시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질 반도체막을 형성 후에 Ni를 사용하여 고상 결정화시킨다. 예를 들면, JP 7-130652 A호의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중량환산으로 10ppm의 니켈을 포함하는 아세트산 니켈염 용액을 비정질 반도체막에 도

포하여 니켈 함유층을 형성하고, 500℃, 1시간의 탈수소 공정 후, 500∼650℃시간, 예를 들면 550℃, 8시간의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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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하여 결정화한다. 이때, 사용 가능한 촉매원소는, 니켈(Ni) 이외에도, 게르마늄(Ge), 철(Fe), 팔라듐(Pd), 주석(S

n), 납(Pb), 코발트(Co), 백금(Pt), 구리(Cu), 금(Au) 등의 원소를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레이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NiSPC에 의해 결정화된 반도체막의 결정성을 더욱 높인다. 레이저 

광조사에 의해 얻어진 다결정 반도체막은, 촉매원소를 포함하고 있고, 레이저 결정화 후에 그 촉매원소를 결정질 반

도체막에서 제거하는 공정(게터링)을 행한다. 게터링은 JP 10-135468 A호의 공보 및 JP 10-135469 A호의 공보 등

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레이저 조사 후에 얻어진 다결정 반도체막의 일부에 인을 첨가하고, 질소 분위기속에서 550∼800℃, 

5∼24시간, 예를 들면 600℃, 12시간의 열처리를 한다. 그렇게 하면 다결정 반도체막의 인이 첨가된 영역이 게터링 

사이트로서 기능하고, 다결정 반도체막 중에 존재하는 인을 인이 첨가된 영역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그 후, 다결정 반

도체막의 인이 첨가된 영역을 패터닝에 의해 제거함으로써, 촉매원소의 농도를 1×10  17 atoms/cm  3 이하, 바람직

하게는 1×10  16 atoms/cm  3 정도로까지 저감된 섬 형상의 반도체막을 얻을 수 있다.

(실시예 3)

본 실시예에서는, 마커 형성부(423)에 형성된 마커의 일례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는 실시예 1 또는 실시예 2와 조합

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2a에 본 실시예의 마커의 평면도를 나타낸다. 도면부호 421 및 422는 반도체막에 형성된 기준이 되는 마커(이하

, 기준 마커라고 한다)이며, 각각 형상이 직사각형이다. 기준 마커(421)는, 모두 그 직사각형의 긴 변이 수평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기준 마커(421)는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준 마커(422)는, 모두 그 직사

각형의 긴 변이 수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각 기준 마커(422)는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기준 마커(421)는, 마스크의 수직방향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으로 되고, 기준 마커(422)는 마스크의 수평방향의 위치

를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다. 도면부호 424와 425는, 반도체막의 패턴용 마스크의 마커이며, 각각 형상이 직사각형

이다. 마커 424는 그 직사각형의 긴 변이 수평방향으로 배치되도록, 또한 마커 425는 그 직사각형의 긴 변이 수직방

향으로 배치되도록, 반도체 패터닝용 마스크의 위치를 정한다. 그리고, 마커 424가 정해진 2개의 인접하는 기준 마커

(421)의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또한 마커 425가 정해진 2개의 인접하는 기준 마커(422)의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반

도체 패터닝용 마스크의 위치를 정한다.

도 12b에 반도체막에 형성된 기준 마커의 사시도를 나타낸다. 기판(431)에 형성된 반도체막(430)의 일부는, 레이저

에 의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삭되고, 해당 절삭된 부분이 기준 마커(421, 422)로서 기능한다.

이때, 본 실시예에 나타낸 마커는 단지 일례이며, 본 발명의 마커는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마커는, 반도체막을 레이저광으로 결정화시키기 전에 형성할 수 있고, 또한 레이저광의 조사에 의한 결정화 후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실시예 4)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채널형성영역에서의 캐리어가 이동하는 방향(채널 길이 방향)에 대해 레이저광의 빔 스폿을

주사하는 방향(레이저 주사방향)의 영향을 설명하고, 결정화 후에 반도체막은 TFT의 활성층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데이터를 사용하는 TFT 특성에 가해진다.

레이저 주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마스크의 위치를 반도체막에 결정하는 마커는, 도 5a 및 도 5b에 도시된 것처럼

반도체막 상에 형성된다. 여기서, 도 5a에서는, 네 구석에 4개의 마커 형성부(544)를 각각 형성하지만, 본 발명은 이 

구조로 한정되지 않는다. 마커 형성부의 위치와 수는, 반도체막의 레이저광의 주사부가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는 

마스크에 의한 위치에 정렬되는 한, 상술한 형태로 한정되지 않는다.

도 13a 및 도 13b는, 레이저광을 주사하여, 상기 채널길이방향에 평행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레이저 주사 방향을 이동

하면서, 결정화를 하는 각 경우의 TFT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각 도면들로부터 계산된 이동도 및 서브임계치(S

-값)는 표 1에 도시되어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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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도시된 것처럼, 이동도와 S-값 모두는, 이방성 특성을 명백히 나타낸다. 그 이동도는, 수직 스캔에서의 값 213

.8cm  2 /Vs과 비교하여 평행 스캔일 경우에, 240.4cm  2 /Vs의 높은 값을 취한다. 그 S-값은, 수직 스캔의 값 0.262

V/dec과 비교할 때 평행 스캔일 경우에 보다 작은 값인 0.219 V/dec를 취한다. 반도체 특성의 관점에서, 상기 높은 

이동도와 낮은 S-값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레이저광의 주사방향은, 채널형성영역에서 캐리어가 이동하는 방향과 평

행한 것이 바람직하다.

도 11a 및 도 11b에 도시된 것처럼, SLS 법을 사용하여 결정화를 하는 경우, 슈퍼 측면성장에 의한 결정은, 상기 레

이저광의 빔 스폿이 주사되는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형성된다. 이때에, 캐리어를 산란시키는 결정립계(GB)는, 레이저

광의 주사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즉, 캐리어 이동방향이 레이저광의 주

사방향에 수직한 경우, GB는 캐리어 이동방향에 수직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TFT 특성을 열화시킨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인공적으로 제어한 슈퍼 측면 성장에 의한 대결정립을 연속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고, 레이저 결정

화 공정에서의 기판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종래의 SLS법과 같은 특수한 광학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간편

한 레이저 조사방법을 사용한 반도체 장치의 제작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채널형성영역에서 캐리어를 이동시키는 방향은, 마커를 사용하여 레이저광의 스폿을 이동시키는 방향과 정렬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특성을 갖는 TFT를 제작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박막트랜지스터를 갖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에 있어서,

절연 표면 상에 비정질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 상에 마커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마커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그 박막트랜지스터의 배치 정보에 의거하여 형성

된 영역에 선택적으로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결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레이저광은, 펄스발진 레이저광이고,

상기 레이저광이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 상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박막트랜지스터내의 채널형성영역에서 캐리어가 이

동하는 방향과 평행하고,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을, 레이저광의 조사에 의해 그 막의 전체 두께에 걸쳐 용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

치의 제작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 레이저 발진장치는, 상기 레이저광의 광원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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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의 광원으로서, YAG레이저 발진장치, YVO  4 레이저 발진장치, YLF레이저 발진장치, YAlO  3 레이저 

발진장치, 유리 레이저 발진장치, 루비 레이저 발진장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발진장치, 사파이어 레이저 발진장치

및 포오스테라이트 레이저 발진장치의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일종 또는 복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발진장치는,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하여 여기시키는 레이저 발진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의 제작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은, 제 2 고조파, 제 3 고조파 도는 제 4 고조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은, 원통형 렌즈를 통해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 상에 집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

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이 1펄스 발진할 때마다,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 표면 상에서 상기 레이저광의 빔 스폿위치를, 0.3μm 

이상이고 5μm 이하의 고정거리만큼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 상의 스폿의 상대적인 이동방향은, 상기 스폿의 종방향에 수직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

치의 제작방법.

청구항 9.
박막트랜지스터를 갖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에 있어서,

절연 표면 상에 비정질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 상에 마커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마커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배치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채널형성영

역에서 캐리어가 이동하는 방향과 평행하도 록, 상기 레이저광의 스폿이 이동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마커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을 그 박막트랜지스터의 배치 정보에 의거하여 형성

된 영역에 선택적으로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결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레이저광이 펄스발진 레이저광이고,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을 레이저광의 조사에 의해 그 막의 전체 두께에 걸쳐 용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의 제작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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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레이저 발진장치는, 상기 레이저광의 광원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의 광원으로서, YAG레이저 발진장치, YVO  4 레이저 발진장치, YLF레이저 발진장치, YAlO  3 레이저 

발진장치, 유리 레이저 발진장치, 루비 레이저 발진장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발진장치, 사파이어 레이저 발진장치

및 포오스테라이트 레이저 발진장치의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일종 또는 복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발진장치는,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하여 여기시키는 레이저 발진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

의 제작방법.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은, 제 2 고조파, 제 3 고조파 도는 제 4 고조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은, 원통형 렌즈를 통해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 상에 집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

법.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이 1펄스 발진할 때마다,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 표면 상에서 상기 레이저광의 빔 스폿위치를, 0.3μm 

이상이고 5μm 이하의 고정거리만큼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치의 제작방법.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비정질 반도체막 상의 스폿의 상대적인 이동방향은, 상기 스폿의 종방향에 수직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장

치의 제작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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