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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판(20)의 표면에 형성된 비정질 실리콘막(30)에 대한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서는 레이저광의 조사 영역 L4가 X 방향으로

길게, 또한 Y 방향의 레이저 광 강도 프로파일에 있어서의 반값폭이 Y 방향에 있어서의 화소 피치보다도 좁은 라인 빔 L0

을 실리콘 막(30)에 조사한다. 여기에서, 라인 빔 L0의 위치를 고정해 두고, 기판(20)을 스테이지에 의해서 Y 방향을 향해

이동시킬 때, 라인 빔 L0이 액티브 매트릭스부 중 TFT(10)의 형성 영역 A1을 조사하고 있을 때에는 이동 속도를 낮추고,

그밖의 불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을 때에는 이동 속도를 높인다. 여기에서,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2

를 조사할 때에는 TFT(10)가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 전체를 레이저 어닐링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들을 적용한 액정 표시 장치 및 전자 기기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기판 표면에 반도체막을 용융 결정

화하기 위한 어닐링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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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결정 실리콘 등의 반도체막은 박막 트랜지스터(이하 본원 명세서내에서는 TFT라고 칭한다)나 태양 전지에 넓게 이용되

고 있다. 이들 반도체 장치의 성능은 전적으로 그 반도체 장치의 능동부를 구성하는 반도체막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다. 말

할 것도 없이 고품질의 반도체막을 얻게되면, 그것에 따른 고성능의 반도체 장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액정 표

시 장치 등에 사용되고 있는 다결정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poly-Si TFT)에서는 다결정 실리콘(poly-Si)막의 질이 우수

한 만큼 고속 스위칭 동작하는 양호한 TFT를 얻게 된다. 또한 광의 흡수 효율에 큰 차가 없으면 결정화율이 높은 반도체막

을 사용한 태양 전지만큼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고품질의 결정성 반도체막은 많은 산업 분야에 걸

쳐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고품질 반도체막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곤란하며, 더욱이 큰 제약 하에 있다. TFT의 분야에서

는 공정 최고 온도가 1000℃ 정도의 고온 프로세스 트랜지스터를 작성함으로써 이동도가 비교적 높은 다결정 실리콘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막이나 반도체 장치를 작성할 수 있는 기판에 대하여는 그 기판이 고온의 열공정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을 갖는 제약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poly-Si TFT는 모두 고가로 작은 석영 유리 기판 상에 작성되

어 있다. 같은 이유로 태양 전지에는 통상 비정질 실리콘(a- Si)이 사용되고 있다.

액정 표시 장치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에서는 기판에 저가격의 유리 기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온 프로세스에 의해서 박

막 트랜지스터(이하, TFT라고 한다)를 제조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여기에서, TFT의 채널 영역 등을 형성하는데 필요

한 실리콘막 중, 비정질 실리콘막에 관해서는 저온 프로세스에 의해서 막형성 가능하나, TFT의 이동도가 낮다고 하는 결

점이 있다.

그리하여, 유리 기판 상에 형성된 비정질 실리콘막에 대하여, 기판을 이동시키면서 레이저를 조사하는 레이저 결정화 처리

를 행하여, 비정질 실리콘막을 용융 결정화함으로써, 이동도가 높은 폴리실리콘 TFT를 형성하는 방법이 안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펄스 레이저를 중합하면서 기판을 레이저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대면적의 폴리실리콘막을

제작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서 TFT의 이동도를 비정질 실리콘인 경우와 비교하여 1자릿수 이상 향상시

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와 같이 기판을 이동하면서 레이저 조사하는 레이저 결정화법에서는 레이저 발진의 펄스간의 불균형이나, 레

이저 조사영역의 겹침 부분이 원인으로 폴리실리콘막에 불균일성이 생긴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동일한 곳에 적어도

10회 이상 레이저 조사를 행하지 않으면 양질의 폴리실리콘막을 제작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스루풋(throughput)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발명의 과제는 기판 상에 형성된 반도체막에 대한 레이저 결정화를 균일하고 또한 높은 스

루풋으로 행할 수 있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기판 상의 면방향에서 서로 교차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주사선 및

복수의 데이터선과, 해당 데이터선 및 상기 주사선에 의해서 구획된 복수의 화소 영역의 각각에 대응하여 형성된 화소 전

극 및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를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가 대략

동일선 상에 나열된 방향을 X 방향으로 하고, 그것에 교차하는 방향을 Y 방향으로 했을 때, 상기 기판의 표면에 상기 화소

용 박막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반도체막을 형성한 이후, 해당 반도체막을 용융 결정화하기 위한 어닐링 공정에서는

레이저광의 조사 영역이 X 방향으로 길게, 또한, Y 방향의 레이저광 강도 프로파일에 있어서의 절반값폭이 Y 방향에 있어

서의 화소 피치보다도 좁은 라인 빔을 상기 반도체막에 조사하는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레이저 결정화 폴리실리콘막의 불균일성은 레이저 조사시의 기판의 이송 피치에 대응한 주기로 생긴다. 즉, 조사 레이저의

스캔 방향의 빔폭이 화소 피치보다 좁으면, 이것을 중합시키면서 스캔 조사하는 것으로써 적어도 불균일성의 주시가 화소

피치보다 커지지 않는다. 이 결과, 폴리실리콘막의 불균일성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로서는 상기 기판과 상기 라인 빔을 Y 방향을 향해 상대적으로 이동시킴에 따

라 상기 반도체막의 용융 결정화를 연속적으로 행함과 동시에, 해당 반도체막의 Y 방향 중,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

의 형성 예정 영역에 상당하는 영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라인 빔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쓸모 없는 영역에 대한 레이저 조사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균일성을 확보하면서 레이저 어닐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스루풋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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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로서는 상기 기판과 상기 라인빔을 Y 방향을 향해 상대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반도체막의 용융 결정화를 연속적으로 행함과 동시에, 상기 반도체막의 Y 방향 중,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의

형성 예정 영역에 상당하는 영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또한, 반복하여 상기 라인 빔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는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는 패터닝 공정 전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

판의 표면에 기초 보호막을 형성한 경우에,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 의해서 기초 보호막을 손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의 경우에는 상기 반도체막에 대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의 어닐링 패턴과, 상기 패터닝 공정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패턴과의 얼라인먼트는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 후의 상기 반도체막의 색상이 라인 빔의 조사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을 이

용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실제의 어닐링 패턴에 대하여 직접, 마스크의 얼라인먼트를 행하게

되기 때문에, TFT 특성의 불균일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함과 동시에, 채널 영역만을 결정화하여 스루풋을 더욱 향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상기 반도체막에 대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의 어닐링 패턴과, 상기 패터닝 공정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패턴

과의 얼라인먼트는 상기 반도체막의 하층측에 형성한 기초 보호막에 장착된 얼라인먼트 마크를 이용하여 행하는 것도 가

능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는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는 상기 패터닝 공정 후에 행하는 일도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 앞서서, 상기 기판의 소정 위치에 광경화성 수지를 도포해 두고, 상기 레이

저 어닐링 처리에 있어서 상기 광경화성 수지에도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해당 광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킴으로써, 이후에 사

용하는 마스크와 상기 기판과의 위치 맞춤에 사용하는 얼라인먼트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는 채널 길이의 방향이 X 방향이 되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채널 길이 방향에 어닐링 부족의 부분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TFT의 전기적 특성이 안정된다. 또한, 레이저

어닐링 공정 후에 패터닝 공정을 행하는 경우에, 패터닝 공정에서는 채널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얼라인먼트 정밀도를 느슨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는 상기 화소 영역이 형성되어 있는 액티브매트릭스부의 Y 방향측에, 구동 회로용 박막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구동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로서는 해당 구동 회로 형성 예정 영

역 전체를 어닐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구동 회로에서 TFT가 정렬되지 않아도, TFT를 구성하는 반

도체막을 빠짐 없이 결정화할 수 있다.

상기 경우에,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로서는 상기 기판과 상기 라인 빔을 Y 방향을 향해 상대적으로 이동시켰을 때의 이

동 속도를 바꿈으로써 상기 반도체막의 소정 영역을 선택적으로 어닐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로서는 상기 기판과 상기 라인 빔을 Y 방향을 향해 상대적으로 이동시켰을 때의 이동 속도

를, 상기 라인 빔이 상기 구동 회로 형성 예정 영역을 조사했을 때에는 해당 라인 빔이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의 형

성 예정 영역을 조사할 때보다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스루풋을 높이면서, 구동 회로를 구성하는 TFT의 이동도를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의 조사 경로의 중도 위치에, 상기 라인 빔을 상기 반도체막의 X 방향 중 상기 화소용 박

막 트랜지스터의 형성 예정 영역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스폿 형상의 빔으로 하는 광학계를 배치한 상태로 상기 레이저 어

닐링 처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성하면, 반도체막의 X 방향중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의 형성 영역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스폿 형상의 빔으로 하는 광학계를 배치한 경우에는 X 방향에 있어서도 쓸모 없는 부분에 레이저 광

을 조사하지 않아서, 그 만큼, 필요한 영역에의 레이저 광 강도를 높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어닐링 공정에서는 상기 반도체막에 대하여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한 이후, 해당 반도체막

에 대하여 급속 가열처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과는 반대로, 상기 어닐링 공정에서는 상기 반도체막에 대하여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한 후에 해당 반도체막에 대하여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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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경우에는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기 위한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있는 상기 기판에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하기

위한 광빔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어닐링 공정에서는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기 위한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있는 영역을 포

함한 영역에 대하여,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하기 위한 광빔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구성)

도 1A는 액정 표시 장치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구성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설명도이다.

이 도면에 있어서, 액정 표시 장치(1)는 그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상에, 데이터선(3) 및 주사선(4)으로 구획 형성된 화소

영역(5)을 구비하고, 거기에는 화소용 TFT(10)를 통해 화상 신호가 입력되는 액정셀의 액정 용량(6)이 구성되어 있다. 이

하의 설명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상에서 서로 교차하는 방향을 X 방향 및 Y 방향으로 하고, 그중, x 방향으로 주

사선(4)이 연장되고, y 방향으로 데이터선(3)이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의 X 방향은 여기에서

말하는 x 방향(주사선(4)이 연장되는 방향)에 한정되지 않고, 또한, 본원 발명에 있어서의 Y 방향은 여기에서 말하는 y 방

향(데이터선(3)이 연장되는 방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본원 발명에 있어서의 X 방향이, 데이터선(3)이 연장되는 방향

을 의미하며, 본원 발명에 있어서의 Y 방향이, 주사선(4)이 연장되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

데이터선(3)에 대하여는 시프트 레지스터(71), 레벨 시프터(72), 비디오 라인(73), 아날로그 스위치(74)를 구비한 데이터

드라이버부(7)가 구성되고, 주사선(4)에 대하여는 시프트 레지스터(81) 및 레벨 시프터(82)를 구비한 주사 드라이버부(8)

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소 영역에는 전단의 주사선 사이에 유지 용량(51)이 형성되는 것도 있다.

데이터선(3), 주사선(4), 화소 영역(5), 및 TFT(10)로 이루어진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서는 TFT(10)가 X 방향 및 Y 방

향으로 정렬되어 있지만,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서는 도 1B에 2단의 인버터를 도시한 바와 같이, N형의 TFTn1, n2와, P

형의 TFTp1, p2로 구성된 CMOS 회로 등이 고밀도로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형성되는 TFTn1, n2이나 P형의 TFTp1,

p2는 X 방향 및 Y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단지, 액티브 매트릭스부(9)의 TFT(10)와, 데이터 드

라이버부(7)의 TFTn1, n2이나 P형의 TFTp1, p2는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같은 공정 내에서 제조된다.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부(9)만이 기판 상에 구성된 것, 액티브 매트릭스부(9)와 같은 기판 상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가 구성된 것, 액티브 매트릭스부(9)와 같은 기판 상에 주사 드라이버부(8)가 구성된 것, 액티브 매트

릭스부(9)와 같은 기판 상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 및 주사 드라이버부(8)의 쌍방이 구성된 것이 있다. 또한, 드라이버 내

장형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이라도,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포함된 시프트 레지스터(71), 레벨 시프터(72), 비디오 라

인(73), 아날로그 스위치(74) 등의 전부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상에 구성된 완전드라이버 내장 유형과, 그들의 일부가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상에 구성된 부분 드라이버 내장 유형이 있다. 또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으로서, 기판 상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 또는 주사 드라이버부(8)의 전부가 구성된 것, 혹은 그 일부만이 구성된 것이 있다. 본 발명은 어느

쪽의 형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대하여, Y 방향측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가

구성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을 예로 설명한다. 또한, 도 1A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대한 Y 방향 중, 한쪽의 측

에만 데이터 드라이버부(7)가 도시되어 있지만,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대한 Y 방향의 양방의 측에 데이터 드라이버부

(7)가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이하의 설명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대한 Y 방향의 양측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가 구성된 것으로서 설명한다.

도 2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화소 영역의 1개를 확대하여 도시한 평면도, 도 3A는 도 2의 I-I' 선에 있어서의 다면도,

도 3B는 도 2의 II-II' 선에 있어서의 단면도이다. 또한, 데이터 드라이버부에 있어서의 TFT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

를 갖기 때문에, 그 도시를 생략한다.

이들의 도면에 있어서, 어느 쪽의 화소 영역(5)이라도, TFT(10)는 유리 기판(20)상에 있어서, 데이터선(3)에 대하여 층간

절연막(16)의 컨택트홀(17)을 통해 전기적 접속되는 소스 영역(11), 화소 전극(19)에 대하여 층간 절연막(16)의 컨택트홀

(18)을 통해 전기적 접속되는 드레인 영역(12), 드레인 영역(12)과 소스 영역(11) 사이에 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채널 영역

(13), 및 채널 영역(13)에 대하여 게이트 절연막(14)을 통해 대치(對峙)하는 게이트 전극(1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게이

트 전극(15)은 주사선(4)의 일부로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리 기판(20)의 표면측에는 실리콘 질화막이나 실리콘 산화막

등으로 이루어진 기초 보호막(21)이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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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10)는 각 화소 영역(5)사이에서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인접하는 화소 영역(5)사이에서 대칭인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등이 있지만, X 방향 및 Y 방향 중의 한방향에서는 TFT(10)가 정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렬되어 있는 구조를 이용하여, 본 예에서는 이하의 제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TFT의 제조 방법)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다른 TFT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본 예에서는 기판으로서, 235mm 각의 무알칼리 유리판을 사용하여 이하의 각 공정을 행한다.

도 4는 도 2의 I-I' 선에 있어서의 단면에 대응하는 TFT의 공정 단면도이고, 도 5는 도 2의 II-II' 선에 있어서의 단면에 대

응하는 TFT의 공정 단면도이다. 또한, 데이터 드라이버부에 있어서의 TFT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공정 내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한다.

(기초 보호막 형성 공정)

도 4A, 도 5A에 있어서, 우선, 기초 보호막(21)으로서 실리콘 산화막을 사용하는 경우, ECR-PECVD법에 의해 250℃ 내

지 300℃의 온도 조건하에서, 기판(20)의 표면에 기초 보호막(21)으로 되는 막두께가 500 내지 2000 옹스트롬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한다. 실리콘 산화막은 APCVD법으로도 형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판(20)의 온도를 250℃ 내지 450℃

까지의 범위로 설정한 상태에서, 모노시란(SiH4) 및 산소를 원료 가스로서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한다.

(반도체막 퇴적 공정)

다음에, 기초 보호막(21)의 표면에 불순물이 도프되지 않은 진성의 실리콘막(30)(반도체막)을 200 내지 1000 옹스트롬 정

도 퇴적한다. 실리콘막(30)의 형성에 있어서는 LPCVD법, PECVD법 혹은 스퍼터법을 이용해도 되고, 이들의 방법에 의하

면, 그 성막 온도를 실온으로부터 500℃ 정도까지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어닐링 공정)

다음에, 도 4B, 도 5B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정질의 실리콘막(30)에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실리콘막(30)을 다결정

실리콘으로 개질(改質)한다. 조사 레이저로서는 엑시머 레이저가 양호하게 사용된다. 본 예에서는 크세논·클로라이드

(XeCl)의 엑시머·레이저(파장이 308mm)를 조사한다(레이저 어닐링 처리/어닐링 공정). 이 공정에서, 레이저 조사는 기판

(20)을 실온으로부터 500℃까지의 임의의 온도로 가열한 상태로, 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산소 분위기 등에서 행한다.

이 어닐링 공정을 행하기 전의 상태(도 4A, 도 5A에 도시된 상태)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리 기판(20)의 전면에 기

초 보호막(21) 및 실리콘막(30)이 형성되어 있지만, 실리콘막(30) 중,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있어서 TFT(10)의 소스 영

역(11), 드레인 영역(12) 및 채널 영역(13)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도 6에 점선(L1)으로 나타내는 부분만이고, 데이터 드라

이버부(7)에 있어서 TFT(10)의 소스 영역(11), 드레인 영역(12), 및 채널 영역(13)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도 6에 점선(L2)

으로 나타내는 부분만이다.

그리하여, 본 예에서는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관하여는 실리콘막(30)의 Y 방향 중,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A1)에

상당하는 영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A1)사이의 영역(B2)에는 레이저광

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또한, 기판(20)상에 있어서의 액티브 매트릭스부(9)의 Y 방향의 측에는 마찬가지로 TFT(10)를 구비하는 데이터 드라이버

부(7)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서는 좁은 영역 내에 다수의 TFT(10)를 배치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액티브 매트릭스 영역(9)과 달리,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은 점선(L2)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X 방향에 있어

서, 통상, 단순한 직선 배열만이 아니다. 따라서,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대하여는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레이저광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대하여는 그 전영역(A2)에 대하여 레이저광을 조

사한다. 또한, 액티브 매트릭스부(9)와 데이터 드라이버부(7) 사이의 영역(B2)에도, 레이저광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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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예에서는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광의 조사 영역(L4)이 X 방향으로 길게, 또한, Y 방향의 레이저광 강

도 프로파일에 있어서의 반값 폭이 Y 방향에 있어서의 화소 피치보다도 좁은 라인 빔(LO)(예를 들면, 레이저 펄스의 반복

주파수가 100 내지 1000Hz, 바람직하게는 200Hz의 라인 빔)을 실리콘막(30)에 조사한다. 즉,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막(30)상에 있어서의 라인 빔의 조사 영역(L4)에 있어서, 그 Y 방향에 있어서의 위치를 횡축으로 하고, 레이저광의

강도를 세로축으로서 나타낸 레이저광 강도 프로파일에 있어서, 반값폭(L21)(피크값 H에 대하여 1/2의 강도에 상당하는

영역에서의 폭)이 Y 방향에 있어서의 화소 피치(PY)보다도 좁은 라인 빔을 사용하고 있다. 레이저 광원의 출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빔을 어떻게 정형(整形)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게다가 균일한 폴리실리콘막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리하여 본 발명에서는 레이저의 Y 방향의 폭을 대단히 좁게 하면서 X 방향의 길이를 대단히 길게 함으로써 스루

풋을 확보하면서 균일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레이저 결정화 실리콘막의 결정성의 공간 분포는 이 라인 빔(L0)의 레이

저광 강도 프로파일과, 중합율에 의존한다. 종래와 같이 레이저광의 반값폭(L21)이 화소 피치(PY)보다 크면, 결정성 분포

의 주기는 화소 피치(PY)보다 반드시 큰 주기로 된다. 이에 반해, 화소 피치(PY)보다 좁은 반값폭(L21)의 레이저광을 사용

하여 이 레이저광을 중합하면서 조사함으로써, 화소 피치(PY) 이하의 주기로 결정성 분포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서, TFT의 격차를 크게 저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광강도 프로파일이 가우스(Gauss)

분포를 갖지 않고, 최대값 H를 나타내는 영역이 소정의 폭을 갖는 레이저광에 대하여도, 피크값 H에 대하여 1/2의 강도에

상당하는 영역에서의 폭을 반값폭 L21로 간주한다.

이러한 레이저광(라인 빔 L0)을 사용하여 실리콘막(30)을 어닐링함으로써, 본 예에서는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

빔 L0의 위치를 고정해 두고, 기판(20)을 스테이지(40)에 의해서 Y 방향을 향해 이동시킴으로써 실리콘(30)의 용융 결정

화를 연속적으로 행한다. 이 때에, 라인 빔의 조사 영역 L4에 있어서, 그 Y 방향의 레이저 광 강도 프로파일에 있어서의 반

값폭 L21이 화소 피치 PY보다도 좁기 때문에, 라인 빔 L0이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는 영역 B1에는 실질적으로는 라인 빔 L0이 조사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 빔 L0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2를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

이지(40)를 저속으로 이동시키고, 라인 빔 L0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와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사이의 영역 B2를 조

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고속으로 이동시킨다. 또한,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2와, TFT(10)의 형

성 예정 영역 A1에서는 스테이지(40)를 같은 속도로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 그리고, 라인 빔 L0이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을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저속으로 이동시키고, 라인 빔이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사이의 영역 B1

을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고속으로 이동시킨다. 그 결과, 비정질의 실리콘막(30) 중, 라인 빔 L0이 장시간에 걸

쳐서 조사된 영역의 실리콘막(30)만이 선택적으로 용융 결정화되어 다결정 실리콘막으로 된다.

이렇게 하여 어닐링하면,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2, 및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있어서의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에 관해서는 라인 빔 L0을 선택적으로 또한 반복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2, 및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있어서의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의 실리콘막(30)에 관해서는 고품질의

폴리실리콘막을 제작하면서 스루풋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있어서는 보다 동작속도가 빠른

TFT(10)가 구해지기 때문에,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라인 빔 L0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2를 조

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될 수 있는 한 저속으로 이동시키지만, 라인 빔 L0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

역 A2를 조사하는 회수를 늘린다. 또한, 스루풋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고이동도의 TFT가 필요하지 않은 화소 영역에 있

어서는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에 대하여 1회의 레이저 조사만을 행하여도 된다.

(실리콘막의 패터닝 공정)

다음에, 도 4C, 도 5D,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닐링 공정을 행한 실리콘막(30)을,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사용하여 패

터닝을 행하여, 섬 형상의 실리콘막(31)으로 한다. 여기에서, 실리콘막(30)에 대하여 행한 레이저 어닐링 처리의 어닐링 패

턴과, 이 패터닝 공정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패턴과의 얼라인먼트는 레이저 어닐링 처리 후의 실리콘막(30)의 색상이 레이

저 빔 L0의 조사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을 이용하여 행한다. 즉, 레이저 빔 L0이 조사되지 않고 비정질인 상태의 실리콘막

(30)은 적색이고, 레이저 빔 L0이 조사되어 다결정화한 실리콘막(30)은 노란색이다. 이 때문에, 적색의 영역과 노란색 영

역의 경계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실리콘막(30)에 대한 어닐링 패턴과, 이 패터닝을 위한 마스크 패턴과의 얼라인먼트를

행한다. 미리 Y 방향의 화소 피치 PY와 동등의 피치로 레이저 어닐링을 행하여 두면, 얼라인먼트용 어닐링 패턴에 대하여

마스크 얼라인먼트를 행함으로써 격차가 적은 화소 TFT를 높은 스루풋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이트 절연막의 형성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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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4D, 도 5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ECR-PECVD법에 의해 250℃ 내지 300℃의 온도 조건하에서, 실리

콘막(31)에 대하여 600 에서 1200 옹스트롬의 실리콘산화막으로 이루어진 게이트 산화막(14)을 형성한다.

(게이트 전극 형성 공정)

다음에, 게이트 산화막(14)의 표면측에 막두께가 3000에서 6000 옹스트롬의 탄탈 박막을 스퍼터법에 의해 형성한 후, 그

것을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사용하여 패터닝하여, 게이트 전극(15)을 형성한다.

(불순물 도입 공정)

다음에, 버킷(bucket)형 질량 비분리형의 이온 주입 장치(이온 도핑 장치)를 사용하여, 게이트 전극(15)을 마스크로서 실

리콘막(31)에 불순물 이온을 투입한다. 그 결과, 게이트 전극(15)에 대하여 셀프얼라인적으로 소스 영역(11) 및 드레인 영

역(12)이 형성된다. 이 때, 실리콘막(31) 중, 불순물 이온이 투입되지 않은 부분이 채널 영역(13)으로 된다. 여기에서는 소

스·드레인 영역은 게이트를 마스크로서 이온 투입하는 셀프얼라인형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소스·드레인 영역에 저농도 영역을 포함한 LDD 구조 혹은 게이트 전극을 덮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이온 투입함으로써

오프세트 구조로 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P채널형 TFT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원료 가스로서 수소 가스로 농도가 5%가 되도록 희석한 디보란(B2H6)을 사용한

다.

(층간 절연막의 형성 공정)

다음에, 도 4E, 도 5F에 도시된 바와 같이, PECVD법에 의해 250℃ 내지 300℃의 온도 조건하에서, 층간 절연막(16)으로

서의 막두께가 5000 옹스트롬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한다. 이 때의 원료가스는 TSOS(Si-(O-CH2-CH3)4)와 산소이다.

기판온도는 250℃ 내지 300℃이다.

(활성화 공정)

다음에, 산소 분위기 하에서 300℃, 1시간의 열처리를 행하고, 주입한 인 이온의 활성화와, 층간 절연막(16)의 개질을 행

한다.

(배선 공정)

다음에, 층간 절연막(16)에 컨택트홀(17, 18)을 형성한다. 그런 후에, 컨택트홀(17, 18)을 통해, 소스 전극(데이터선(3))을

소스 영역(11)에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드레인 전극(화소 전극(19))을 드레인 영역(12)에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TFT(10)

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본 예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에서는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 있어서, X 방향에 나열된 화소용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에 대하여, 레이저광의 조사 영역이 X 방향으로 길게, 또한, Y 방향의 레이저광 강도 프로파

일에 있어서의 반값폭이 Y 방향에 있어서의 화소 피치보다도 좁은 라인 빔 L0을 조사한다. 즉, 이러한 라인 빔을 중합하면

서 조사함으로써 폴리실리콘의 결정성의 주기를 화소 피치 이하로 함으로써 균일성을 올리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레이저 조사 영역을 TFT가 제작되는 영역에만 좁힘으로써 스루풋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예에서는 도 8A,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20)과 라인 빔 L0을 Y 방향으로 상대 이동시키면서 실리콘막

(30)의 용융 결정화를 연속적으로 행할 때에, 라인 빔 L0이 TFT(10) 또는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1,

A2를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저속으로 이동시키고, 라인 빔 L0이 그 밖의 영역을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

를 고속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쓸모 없는 영역에 대한 레이저 조사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어닐링 시간

을 단축할 수 있어, 스루풋이 향상된다.

상기의 경우에,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서는 TFT(10)이 X 방향에 직선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반해, 데이터 드라이버부

(7)에서는 TFT(10)는 직선적으로 나열되지 않는다. 그래도, 본 예에서는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상당하는 전역에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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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닐링 처리를 행한다. 따라서, 다결정화한 실리콘막(30)으로부터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TFT(10)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TFT(10)도 이동도가 높다. 또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으로서 데이터 드라이버부 혹은

데이터 드라이버부의 일부를 갖도록 한 경우에도, 본 예의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채용할 수 있다.

또한, TFT(10)의 채널 영역(13)은 채널 길이의 방향이 X 방향이 되도록 설정되고, 라인 빔의 긴 쪽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널 영역(13)에서는 소스영역(11)으로부터 드레인 영역(12)에 이르는 동안에, 어닐링 부족의 부분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TFT(10)의 전기적 특성이 안정되어 있다. 또한, 레이저 어닐링 처리 후에 패터닝 공정을 행할 때에, 패

터닝 공정에서는 채널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얼라인먼트 정밀도를 느슨하게 하여도, TFT(10)의 전기적 특성이 불균일하

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레이저 어닐링 처리 후에 패터닝 공정을 행하기 때문에, 레이저광은 기초 보호막(21)에 직접 조사되지 않는다. 따라

서, 기초 보호막(21)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레이저 어닐링 처리 후의 실리콘막(30)의 색상이 레이저

빔의 조사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색상의 차이에 따라, 레이저 어닐링 처리의 어닐링 패턴을 판별할 수 있다. 그 때

문에, 레이저 어닐링 처리의 어닐링 패턴과, 패터닝 공정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패턴과의 얼리인먼트를 행하는데 지장이 없

다. 또한, 이렇게 하여 얼라인먼트를 행하면, 실제의 어닐링 패턴대로 패터닝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치 맞춤 정밀도가 높

다. 더욱이, 위치 맞춤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본 예와 같이 Y 방향에 정렬되어 있는 채널 영역(13)에 대하여는 레이저광의

조사영역이 Y 방향으로 긴 라인 빔을 조사하여, 채널 영역만을 어닐링화하는 제조 방법을 행하면, 스루풋을 더욱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1B는 그 구동 회로에 사용한 CMOS 회로의 설명도.

도 2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상의 화소 영역을 확대하여 도시한 평면도.

도 3A는 도 2의 I-I' 선에 있어서의 단면도.

도 3B는 도 2의 II-II' 선에 있어서의 단면도.

도 4A 내지 도 4E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2의 I-I' 선에 있어서의 단면에 대응하는 TFT의 공정 단면도.

도 5A 내지 도 5F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2의 II-II' 선에 있어서의 단면에 대응하는 TFT의 공정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있어서, 실리콘막 중, 레이저 어닐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있어서, 어닐링 공정으로 레이저광을 조사하는 상태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7B는 그 레이저광의 Y 방향에 있어서의 강도 프로파일.

도 7C는 다른 레이저광의 Y 방향에 있어서의 강도 프로파일.

도 8A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있어서, 어닐링 공정에서 레이저광이 선택적으로 조사되는 모양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설명

도.

도 8B는 그 때의 기판의 이동 속도를 도시한 설명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있어서, 어닐링 공정 후에 패터닝을 행한 상태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10A 내지 도 10E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있어서, 도 2의 I-I' 선에 있어서의 단면에 대응하는 TFT의 공정 단면도.

도 11A 내지 도 11F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있어서, 도 2의 II-II' 선에 있어서의 단면에 대응하는 TFT의 공정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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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있어서, 어닐링 공정에서 레이저광을 조사하는 상태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설명도.

도 13A는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있어서, 어닐링 공정에서 레이저광이 선택적으로 조사되는 모양을 모식적으로 도시한 설

명도.

도 13B는 그 때의 기판의 이동 속도를 도시한 설명도.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있어서, 어닐링 공정에서 레이저광이 선택적으로 조사되는 상태를 모식적으로 도시한 설명

도.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있어서, 어닐링 공정에서 레이저광의 조사를 이용하여 얼라인먼트 패턴을 형성하는 모양을

도시한 설명도.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있어서, 기초 보호막에 형성된 얼라인먼트 마크를 도시한 설명도.

도 17A 내지 도 17C는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있어서, 레이저광의 조사 영역과, 급속 가열 처리용 아크 램프로부터의 조사

영역과의 위치 관계를 도시한 설명도.

도 18은 본 실시예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을 적용한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19는 본 실시예를 적용한 액정 표시 장치에 의한 전자 기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0은 상기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한 액정 프로젝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1은 상기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한 퍼스널 컴퓨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2는 상기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한 페이저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3은 상기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하여 TCP를 접속한 전자 기기를 도시한 도면.

실시예

(실시예 1)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 1과 관계된 TFT의 제조 방법을 설명한다.

본 예에서는 기판으로서, 300mm 각의 무알칼리 유리판을 사용하여 이하의 각 공정을 행한다.

도 4A, 도 5A에 있어서, 우선, ECR-PECVD법에 의해 300℃의 온도 조건하에서, 기판(20)의 표면에 기초 보호막(21)으로

되는 막두께가 2000 옹스트롬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한다.

다음에, 기초 보호막(21)의 표면에 진성의 실리콘막(30)(반도체막)을 500 옹스트롬 퇴적한다. 본 예에서는 고 진공형

LPCVD 장치를 사용하여, 원료 가스인 디실란(Si2H6)을 200SCCM 흘리면서, 425℃의 퇴적 온도로 비정질의 실리콘막

(30)을 퇴적한다. 이 고 진공형 LPCVD 장치에서는 반응실의 내부에 기판을 배치하고, 반응실내의 온도를, 우선 250℃로

유지한다. 이 상태로, 터보 분자 펌프의 운전을 개시하여, 정상 회전에 도달한 후, 반응실내의 온도를 약 1시간을 들여서,

250℃에서 425℃의 퇴적 온도까지 승온(昇溫)을 행한다. 이 승온을 개시하고 나서 최초의 10분간은 반응실에 가스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진공 내에서 승온을 행하고, 그 후, 순도가 99.9999% 이상의 질소가스를 300SCCM 흘리기를 계속한다.

퇴적 온도에 도달한 후, 원료 가스인 디실란(Si2H6)을 200SCCM 흘림과 동시에, 순도가 99.9999% 이상의 희석용 헬륨

(He)을 1000SCCM 흘린다. 이렇게 해서 약 2 내지 3시간에 원하는 막두께의 비정질 실리콘을 형성한다.

다음에, 도 4B, 도 5B,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정질의 실리콘막(30)에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실리콘막(30)을 다결정

실리콘으로 개질한다. 본 예에서는 크세논·클로라이드(XeCl)의 엑시머·레이저(파장이 308nm)를 조사한다. 조사 레이저의

등록특허 10-0514417

- 9 -



정형은 레이저광의 조사 영역 L4가 X 방향에 길게, 또한, Y 방향의 단면 형상은 가우시안 분포에 가까운 도 7B로 되도록

행한다. 이 때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막(30)상에 있어서의 라인 빔의 조사 영역 L4에 있어서, 그 Y 방향에 있어

서의 위치를 횡축으로 하고, 레이저광의 강도를 세로축으로서 나타낸 레이저광 강도 프로파일에 있어서, 반값폭 L21(피크

값 H에 대하여 1/2의 강도에 상당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폭)이 Y 방향에 있어서의 화소 피치 PY보다도 좁은 라인 빔을 사

용하고 있다. 이 공정에서, 레이저 조사는 산소 분위기 속에서 실온에서 행한다.

레이저 결정화 실리콘막의 결정성의 공간 분포는 화소 피치 PY보다 좁은 반값폭 L21의 레이저광을 사용하여 이 레이저광

을 중합하면서 조사함으로써, 화소 피치 PY이하의 주기로 결정성 분포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TFT의 격차를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예의 경우, 화소 피치가 75㎛ 인 경우, 레이저광의 반값폭이 50㎛ 혹은 그 이하가 되도

록 한 라인 빔을 사용한다. 본 예에서는 도 6의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관해서는 실리콘막(30)의 Y 방향 중,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에 상당하는 영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 사이의 영

역 B2에는 레이저광을 적극적으로는 조사하지 않는다. 또한, 기판(20)상에 있어서의 액티브 매트릭스(9)의 Y 방향의 측에

는 마찬가지로 TFT(10)를 구비하는 데이터 드라이버부(7)가 구성되어 있지만,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대하여는 그 전영

역 A2에 대하여 레이저광을 조사한다. 또한, 액티브 매트릭스부(9)와 데이터 드라이버부(7) 사이의 영역 B2에도, 레이저

광을 적극적으로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레이저광(라임 빔 L0)을 사용하여 실리콘막(30)을 어닐링함으로써, 본 예에서는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

빔 L0의 위치를 고정해 두고, 기판(120)을 스테이지(40)에 의해서 Y 방향을 향해 이동시킴으로써 실리콘막(30)의 용융 결

정화를 연속적으로 행한다. 이 때에, 라인 빔의 조사 영역 L4에 있어서, 그 Y 방향의 레이저광 강도 프로파일에 있어서의

반값폭 L21이 화소 피치 PY보다도 좁은, 예를 들면 화소 피치 PY가 75㎛에 대하여, 반값폭 L21이 약 50 ㎛ 정도이기 때문

에, 라인 빔 L0이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는 영역 B1

에는 실질적으로는 라인 빔 L0이 조사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 빔 L0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2를 조사할 때에는 스테이

지(40)를 저속으로 이동시키고, 라인 빔 L0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와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사이의 영역 B2를 조사

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고속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라인 빔 L0이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을 조사했을 때에

는 스테이지(40)를 저속으로 이동시키고, 라인 빔이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사이의 영역 B1을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

이지(40)를 고속으로 이동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영역 A2에서는 동일한 곳에 10회 또는 20회, 영역 A1에서는 5회 또는 10

회의 레이저 조사가 행하여지도록 스테이지의 이동 속도를 제어한다. 상기의 경우, 라인 빔의 피크값의 에너지 밀도를 100

내지 400mJ/cm, 바람직하게는 200 내지 300mJ/cm2인 경우, A2의 영역에 대하여는 0.5mm/sec의 스피드로 이동시키고,

10 내지 20회의 레이저 조사를 행하며, A1의 영역에 대하여는 1mm/sec의 속도로 이동시키고, 5 내지 10회의 레이저 조

사를 행함으로써, 화소의 트랜지스터의 이동도를 25 내지 45cm2/Vsec에, 또한 데이터 드라이버부의 트랜지스터의 이동

도를 약 80 내지 120cm2/Vsec에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B2의 영역에 대하여는 1cm/sec의 속도로 이동시키

면 된다. 이들의 값은 요구되는 TFT 특성에 따라서 상기 범위에서 변화시킨다. 이러한 레이저 조사를 행함으로써,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2 및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있어서의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에 관하여는 라

인 빔 L0을 선택적으로, 또한 반복하여 짧은 주기로 조사하기 때문에, 균일한 폴리실리콘막을 제작하면서 스루풋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있어서는 조사 회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양질의 폴리실리콘막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도 4C, 도 5D,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어닐링 공정을 행한 실리콘막(30)을,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사용하여 패

터닝을 행하고, 섬 형상의 실리콘막(31)으로 한다. 여기에서, 실리콘막(30)에 대하여 행한 레이저 어닐링 처리의 어닐링 패

턴과, 이 패터닝 공정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패턴과의 얼라인먼트는 레이저 어닐링 처리후 실리콘막(30)의 색상이 레이저

빔 L0의 조사정도에 따라 다른 것을 이용하여 행한다.

다음에, 도 4D, 도 5E에 도시된 바와 같이, ECR-PECVD법에 의해 300℃의 온도 조건하에서, 실리콘막(31)에 대하여

1200 옹스트롬의 실리콘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게이트 산화막(14)을 형성한다.

다음에, 게이트 산화막(14)의 표면측에 막두께가 6000 옹스트롬의 탄탈 박막을 스퍼터법에 의해 형성한 후, 포토리소그래

피 기술을 사용하여 패터닝하고, 게이트 전극(15)을 형성한다. 본 예에서는 탄탈 박막을 형성했을 때에, 기판 온도를

180℃로 설정하고, 스퍼터 가스로서 질소 가스를 6.7%포함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형성한 탄탈 박막은 결

정 구조가 α구조이고, 그 비저항이 40μΩcm이다. 또한, 탄탈 박막은 CVD법 등에 의해서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버킷형

질량 비분리형의 이온 주입 장치(이온 도핑 장치)를 사용하여, 게이트 전극(15)을 마스크로서 실리콘막(31)에 불순물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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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한다. 그 결과, 게이트 전극(15)에 대하여 셀프얼라인적으로 소스 영역(11) 및 드레인 영역(12)이 형성된다. 이 때,

실리콘막(31)중, 불순물 이온이 투입되지 않은 부분이 채널 영역(13)이 된다. 본 예에서는 원료가스로서, 농도가 5%가 되

도록 수소 가스로 희석한 포스핀(PH3)을 사용하고, 가속 전압은 100keV이다. 이온의 모든 도즈량은 1 × 1016cm-2이다.

또한, P채널형의 TFT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원료 가스로서 수소 가스로 농도가 5%가 되도록 희석한 디보란(B2H6)을 사용

한다.

다음에, 도 4E, 도 5F에 도시된 바와 같이, PECVD법에 의해 300℃의 온도 조건하에서, 층간 절연막(16)으로서의 막두께

가 5000 옹스트롬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한다. 이 때의 원료 가스는 TEOS(Si-(O-CH2-CH3)4)와 산소이다.

다음에, 산소 분위기 하에서 300℃, 1시간의 열처리를 행하고, 주입한 인 이온의 활성화와, 층간 절연막(16)의 개질을 행

한다.

다음에, 층간 절연막(16)에 컨택트홀(17, 18)을 형성한다. 그런 후에, 컨택트홀(17, 18)을 통해, 소스 전극(데이터선(3))을

소스 영역(11)에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드레인 전극(화소 전극(19))을 드레인 영역(12)에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TFT(10)

를 형성한다.

(실시예 2)

본 예와 관계 있는 TFT도, 도 1A에 도시한 액정 표시 장치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에 있어서, 화소용 및 드라이버용

TFT(10)로서 사용되고, 그 구조는 도 2, 도 3A,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대응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같은 부호

를 붙이고, 그들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TFT(10)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만 도 10 및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0은 도 2의 I-I'선에 있어서의 단면에 대응하는 TFT의 공정 단면도, 도 11은 그 II-II'선에 있어서의 단면에 대응하는

TFT의 공정 단면도이다. 또한, 데이터 드라이버부에서의 TFT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 도시를 생

략한다.

본 예에서도,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상에, 데이터선(3) 및 주사선(4)으로 구획 형성된 화소 영역(5)에는 화소용

TFT(10)가 형성되고, 이들의 TFT(10)는 액티브 매트릭스부(9)로 X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실시예 1

과 같이,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대하여 Y 방향의 양방의 측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에 있어서, TFT(10)를 제조하는데 본 예에서는 비정질의 실리콘막을 패터닝한 후에 어닐

링 공정(레이저 어닐링 처리)을 행하는 점이 실시예 1과 다르다.

도 10A, 도 11A에 있어서, 우선, ECR-PECVD법에 의해 300℃의 온도 조건하에서, 기판(20)의 표면에 기초 보호막(21)이

되는 막두께가 2000 옹스트롬의 실리콘산화막을 형성한다.

다음에, 기초 보호막(21)의 표면에 불순물이 도프되지 않은 진성의 실리콘막(30)(반도체막)을 6000 옹스트롬 정도 퇴적한

다. 본 예에서는 고 진공형 LPCVD 장치를 사용하여, 원료 가스인 디실란(Si2H6)을 200SCCM 흘리면서, 425℃의 퇴적 온

도로 비정질의 실리콘막(30)을 퇴적한다. 이 고 진공형 LPCVD 장치에서는 반응실의 내부에 기판을 배치하고, 반응실내의

온도를, 우선 250℃에 유지한다. 이 상태로, 터보 분자 펌프의 운전을 개시하여, 정상 회전에 도달한 후, 반응실내의 온도

를 약 1 시간에 걸쳐, 250℃에서 425℃의 퇴적 온도로 승온시킨다.

이 승온을 개시하고 나서 최초의 10분간은 반응실에 가스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진공 내에서 승온을 행하고, 그런 후, 순

도가 99.9999% 이상 질소 가스를 300SCCM 흘리기를 계속한다. 퇴적 온도에 도달한 후, 원료 가스인 디실란(Si2H6)을

200SCCM 흘림과 동시에, 순도가 99.9999% 이상 희석용 헬륨(He)을 1000SCCM 흘린다.

다음에, 도 10B,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막(20)을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사용하여 패터닝하여, 섬 형상의 실

리콘막(31)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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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10C, 도 11C, 1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정질의 실리콘막(30)에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실리콘막(30)을 다결정

실리콘으로 개질한다. 본 예에서는 크세논·클로라이드(XeCl)의 엑시머·레이저(파장이 308nm)를 조사한다(레이저 어닐링

처리/어닐링 공정). 이 공정에 있어서, 레이저 조사는 기판(20)을 실온(25℃)으로 하여, 산소 가스 분위기 내에서 행한다.

이 어닐링 공정을 행할 때에는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리 기판(20)의 전면에 기초 보호막(21)이 형성되고, 이 기초

보호막(21)의 표면에는 패터닝된 실리콘막(31)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본 예에서는 TFT(10)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

리콘막(31)이 남아 있는 부분(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있어서 실리콘막(31)이 남아 있는 영역 A11, 및 데이터 드라이버부

(7)에 있어서 실리콘막(31)이 남아 있는 부분 A12)에 대해서만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그 밖의 부분 B11, B12에는 레이저

광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있어서 TFT(10)를 형성하기 위한 실리콘막(31)은 X 방향에 있어서 TFT(10)가 일직

선상에 배열되어 있지만,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서는 좁은 영역 내에 다수의 TFT(10)를 배치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액티

브 매트릭스영역(9)과 다르고, 실리콘막(31)은 X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배열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대하여는 실리콘막(31)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레이저광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대해서는 그 전

영역 A12에 대하여 레이저광을 조사한다.

또한, 본 예에서는 도 7A, 도 7B, 도 7C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레이저광의 조사 영역(14)이 X 방향으로 길게, 또

한, Y 방향의 레이저광 강도 프로파일에 있어서의 반값폭이 Y 방향에 있어서의 화소 피치보다도 좁은 라인 빔 L0을 실리

콘막(31)에 조사한다.

이러한 레이저광(라인 빔 L0)을 사용하여 실리콘막(30)을 어닐링함에 있어서, 본 예에서도,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 빔 L0의 위치를 고정해 두고, 기판(20)을 스테이지(40)에 의해서 Y 방향을 향해 이동시킴으로써 실리콘막(31)의 용

융 결정화를 연속적으로 행한다. 상기의 경우에는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 빔 L0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12를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저속으로 이동시키고, 라인 빔 L0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와 TFT(10)

의 형성 예정 영역 사이의 영역 B12를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고속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라인 빔 L0이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1을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저속으로 이동시키고, 라인 빔이 TFT(10)의 형성 예

정 영역 사이의 영역 B11을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고속으로 이동시킨다. 그 결과 비정질의 실리콘막(31)을 다

결정화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레이저 어닐링된다.

여기에서,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12 및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있어서의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1에 관해서는 라인 빔 L0을 선택적으로, 또한 반복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12,

및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있어서의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1의 실리콘막(31)에 관하여는 결정화의 정도가 높다.

특히,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있어서는 보다 동작 속도가 빠른 TFT(10)가 구해지기 때문에,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인 빔 L0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12를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를 될 수 있는 한 저속으로 이

동시키지만, 라인 빔 L0이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12를 조사하는 회수를 늘린다.

다음에, 도 10D, 도 11E에 도시된 바와 같이, ECR-PECVD법에 의해 250℃ 내지 300℃의 온도 조건하에서, 실리콘막(31)

에 대하여 1200 옹스트롬의 실리콘 산화막으로 이루어진 게이트 산화막(14)을 형성한다.

다음에, 게이트 산화막(14)의 표면측에 막두께가 6000 옹스트롬의 탄탈 박막을 스퍼터법에 의해 형성한 후, 포토리소그래

피 기술을 사용하여 패터닝하여, 게이트 전극(15)을 형성한다. 본 예에서는 탄탈 박막을 형성할 때에, 기판 온도를 180℃

로 설정하고, 스퍼터 가스로서 질소 가스를 6.7% 포함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형성한 탄탈 박막은 결정 구

조가 α구조이고, 그 비저항이 40μΩcm이다. 또한, 탄탈 박막은, CVD법 등에 의해서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버킷형 질량 비분리형의 이온 주입 장치(이온 도핑 장치)를 사용하여, 게이트 전극(15)을 마스크로서 실리콘막

(31)에 불순물 이온을 투입한다. 그 결과, 게이트 전극(15)에 대하여 셀프얼라인적으로 소스 영역(11) 및 드레인 영역(12)

이 형성된다. 이 때, 실리콘막(31)중, 불순물 이온이 투입되지 않은 부분이 채널 영역(13)이 된다. 본 예에서는 원료 가스로

서, 농도가 5%가 되도록 수소 다스로 희석한 포스핀(PH3)을 사용하여, 가속 전압은 100keV이다. 이온의 모든 도즈량은 1

× 1016cm-2이다.

또한, P 채널형의 TFT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원료 가스로서 수소 가스로 농도가 5%로 되도록 희석한 디보란(B2H6)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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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10E, 도 11F에 도시된 바와 같이, PECVD법에 의해 250℃ 내지 300℃의 온도 조건하에서, 층간 절연막(16)으

로서의 막두께가 5000 옹스트롬의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한다. 이 때의 원료 가스는 TEOS(Si-(O-CH2-CH3)4)와 산소이

다. 기판 온도는 300℃이다.

다음에, 산소 분위기 하에서 300℃, 1 시간의 열처리를 행하여, 주입한 인 이온의 활성화와, 층간 절연막(16)의 개질을 행

한다.

다음에, 층간 절연막(16)에 컨택트홀(17, 18)을 형성한다. 그런 후에, 컨택트홀(17, 18)을 통해, 소스 전극(데이터선(3))을

소스 영역(11)에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드레인 전극(화소 전극(19))을 드레인 영역(12)에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TFT(10)

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본 예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에서는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 있어서, X 방향에 나열된 화소용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1에 대하여, 레이저광의 조사 영역이 X 방향으로 길게, 또한, Y 방향의 레이저광 강도 프로

파일에 있어서의 반값폭이 Y 방향에 있어서의 화소 피치보다도 좁은 라인 빔 L0을 조사한다. 즉, 실리콘막(31)이 남아 있

는 부분에만 레이저광을 집중하여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레이저광 강도가 높다. 또한, 미리 패터닝된 실리

콘막(31)에 대하여 라인 빔 L0을 얼라인먼트하여 가기 때문에, 스루풋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본 예에서는 도 13A, 도 1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판(20)과 라인 빔 L0을 Y 방향으로 상대 이동시키면서 실리콘막

(31)의 용융 결정화를 연속적으로 행할 때에, 라인 빔 L0이 TFT(10) 또는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형성 예정 영역 A11,

A12를 조사했을 때에 스테이지(40)를 저속으로 이동시키고, 라인 빔 L0이 그 밖의 영역을 조사했을 때에는 스테이지(40)

를 고속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쓸모 없는 영역에 대한 레이저 조사 시간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어닐링 시간

을 단축할 수 있고, 스루풋이 향상한다.

상기의 경우에,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서는 TFT(10)가 X 방향에 직선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반해, 데이터 드라이버부

(7)에서는 TFT(10)는 직선적으로 나열되지 않는다. 그래도, 본 예에서는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상당하는 전역에 레이

저 어닐링 처리를 행한다. 따라서, 다결정화한 실리콘막(31)으로부터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TFT(10)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버부(7)의 TFT(10)도 이동도가 높다.

또한, TFT(10)의 채널 영역(13)은 채널 길이의 방향이 X 방향이 되도록 설정되어, 라인 빔의 긴 쪽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널 영역(13)에서는 소스 영역(11)으로부터 드레인 영역(12)에 이르는 동안에, 어닐링 부족의 부분이 발생하

기 어렵다. 그 때문에, TFT(10)의 전기적 특성이 안정되어 있다.

(실시예 3)

또한, 실시예 1에서는 기판(20)의 표면에 형성된 실리콘막(30) 중, Y 방향에 관해서는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선택적으로

행하였지만, X 방향에 관해서는 후에 패터닝에 의해서 제거되는 부분도 라인 빔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예에서는

X 방향에 있어서도 쓸모 없는 부분에의 라인 빔의 조사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또, 그 밖의 공정에 관하여는 실시예 1과

같기 때문에, 레이저 어닐링 공정에 대해서만, 이하에 설명한다.

본 예에서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광의 조사 경로의 도중 위치에는 기판(20)의 X 방향 중, 액티브 매트릭스부

(9)의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만을 선택적으로 레이저광을 조사하도록, 라인 빔 L0을 스폿 형상의 빔 L0B로 하는 광학

계(50)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광학계(50)에서는 회절 격자나 마이크로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스폿 형상의

빔 L0B의 조사 영역은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있어서의 TFT(10)의 X 방향과 형성 피치에 맞추어 설정된다.

이렇게 하여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면,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 관하여는 실리콘막(30)의 Y 방향 중,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에 상당하는 영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 A1 동안 B2에는

레이저광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즉, Y 방향에 있어서 쓸모 없는 부분에의 레이저광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

한, X 방향에 있어서도, TFT(10)의 형성 예정 영역(점선 L1로 도시한 영역)만을 선택적으로 레이저광을 조사를 조사할 수

있어, 쓸모 없는 영역에의 레이저광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어닐링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레이저광을 집

중시키기 때문에, 레이저광이 조사된 영역에서는 레이저 광 강도가 높다. 그 때문에, 실리콘막(30)을 단시간에 용융 결정

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루풋을 향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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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액티브 매트릭스부(9)에서는 TFT(10)가 X 방향 및 Y 방향의 어느 쪽의 방향에 있어도 직선적으로 나열되어 있

는데 반해,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서는 TFT(10)는 직선적으로 나열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상당

하는 영역에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광학계(50)를 떼어내어, 데이터 드라이버부(7)에 상당하는 영역 전면

에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한다. 또한, 본 예에서는 패터닝전의 실리콘막(30)에 대하여, 스폿 형상의 레이저광을 조사하

였지만, 그것을 대신하여, 실시예 2와 같이, 패터닝 후의 실리콘막(31)에 대하여, 스폿 형상의 레이저광을 조사해도 된다.

(실시예 4)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3에 있어서, 기판(20)의 표면에 형성한 실리콘막(30), 또는 패터닝된 실리콘막(31)에 대하여 레이저

광을 조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유리 기판(20)의 표면에 기초 보호막(21)을 형성한 후,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

면, 유리 기판(20)의 Y 방향측의 가장자리 부분(29)을 따라서 소정의 영역에 광경화성 수지(60)를 도포해 두고, 레이저 어

닐링 처리에서는 이 광경화성 수지(60)에도 레이저 광(라인 빔 L0)을 조사함으로써, 그것을 경화시키고, 이 수지층을, 이

후의 공정에서 행하는 마스크와의 얼라인먼트용 패턴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얼라인먼트 패턴을 형성하면, 특

히, 레이저 어닐링 처리의 후에 패터닝 공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얼라인먼트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5)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3에 있어서, 얼라인먼트를 행하는 방법으로서는 기판(20)의 표면에 형성한 실리콘막(30)으로 형성

한 얼라인먼트 마크, 또는 도 1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리 기판(20)의 표면에 형성된 기초 보호막(21)에 장착된 얼라인먼

트 마크(61)를 이용해도 된다.

(실시예 6)

또한,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5에서는 어닐링 공정으로서 레이저 어닐링 처리만을 행하고 있지만, 급속 가열 처리(RTA:

rapid thermal anneal)를 병용해도 된다. 상기의 경우에는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기 전 또는/및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한 후에, 다른 장치 내에서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하여도 무방하지만, 도 17A 내지 도 1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저 어

닐링 장치 내에,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하기 위한 아크 램프(91) 및 리플렉터(92) 등의 광학 장치를 배치함으로써, 레이저 어

닐링 처리와 급속 가열 처리를 병행하여 행하여도 무방하다.

이들의 어닐링 방법 중, 도 17A에 도시한 방법에서는 유리 기판(20)의 진행 방향(화살표 Y0으로 나타낸 방향)중, 라인 빔

L0에 의한 조사 영역의 약간 하류측으로, 급속 가열 처리용 아크램프(91)의 조사 영역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배치하면, 실

리콘막(30)으로부터 보면,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한 이후, 계속해서 급속 가열 처리가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레이저 어

닐링 처리 후에, 각 실리콘 원자가 격자점에서 약간 어긋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미소한 어긋남은 그 후에 행해지는 급속

가열 처리에 따라서 보정된다. 즉, 실리콘막(30)의 결정화시에 생긴 스트레스를 개방함으로써 결정의 완전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결정 입자와 결정 입자간에 다소 존재하는 비정질 부분을 결정화한다. 따라서, 실리콘막(30)의 결정화율이 높아진

다. 또한, 미소 결정은 재결정화되어 큰 결정으로 성장하고, 결정입계를 감소시킨다. 그 때문에, 본 예에 의하면, 비에피텍

시 성장법에 의해서 기판(20)상에 결정성의 실리콘막(30)을 형성하는 방법이면서, 양질의 실리콘막(30)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급속 가열 처리에서는 초 단위로 가열될 뿐이기 때문에, 레이저 어닐링 처리보다도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 때문에,

급속 가열 처리를 병용하여도, 레이저 어닐링의 처리 속도를 느리게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도 17B에 도시한 방법에서는 유리 기판(20)의 진행 방향(화살표 Y0으로 나타낸 방향)중, 라인 빔 L0에 의한 조사 영

역의 약간 상류측에, 급속 가열 처리용 아크 램프(91)의 조사 영역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배치하면, 실리콘막(39)으로부터

보면,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한 이후, 계속해서, 레이저 어닐링 처리가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급속 가열 처리에 의한 용융 결

정화의 효과에 덧붙여, 큰 별개의 예비 가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실리콘막(30)을 균일하게 가열한 상태로 레이저 어

닐링 처리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도 17C에 도시한 방법에서는 라인 빔 L0에 의한 조사 영역에 겹쳐서, 급속 가열 처리용 아크 램프(91)의 조사

영역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배치하면, 실리콘막(30)으로부터 보면, 급속 가열 처리와, 레이저 어닐링 처리가 동시에 행해

지게 된다. 따라서, 급속 가열 처리에 의한 용융 결정화의 효과에 덧붙여, 실리콘막(30)을 균일하게 가열한 상태로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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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실시예 중 어느 것에 있어서도, 주사선 구동 회로의 레이저 어닐링 처리는 데이터선 및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

의 어닐링 공정에 대하여, 기판을 90도 회전시킨 상태로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면, 스루풋을 높이면서, 구동 회로를 구

성하는 TFT의 이동도를 높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액정 표시 장치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으로서는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가 대략 동일

선상에 나열되는 방향을 X 방향으로 하고, 그것에 직교하는 방향을 Y 방향으로 했을 때에, 반도체막을 용융 결정화하기 위

한 어닐링 공정에서는 레이저광의 조사 영역이 X 방향으로 길게, 또한, Y 방향의 레이저광 강도 프로파일에 있어서의 반값

폭이 Y 방향에 있어서의 화소 피치보다도 좁은 라인 빔을 사용하는 것에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레이저광 강도가 높다. 그 때문에, 반도체막을 단시간

으로 용융 결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루풋을 향상할 수 있다.

기판과 라인 빔을 Y 방향을 향해 상대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용융 결정화를 연속적으로 행함과 동시에, 반도체막의 Y 방

향중,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의 형성 예정 영역에 상당하는 영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라인 빔을 조사한 경우에는 쓸모없

는 영역에 대한 레이저 조사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어닐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스루풋이 향상한다.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패터닝 공정 전에 행하는 경우에는 기초 보호막에 레이저광이 직접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 보

호막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의 경우에는 레이저 어닐링 처리의 어닐링 패턴과, 패터닝 공정에서 사용하는 마스터

패턴과의 얼라인먼트는 반도체막의 색상이 라인 빔의 조사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을 이용하여 행할 수 있어, 그 결과, 실제의

어닐링 패턴대로 패터닝을 행하게 된다. 그 때문에, TFT 특성의 격차를 억제할 수 있음과 동시에, 채널 영역만을 결정화하

여 스루풋을 또한 향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기판의 소정 위치에 광경화성 수지를 도포해 두고,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 있어서 광경화성 수지에도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해당 광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키면, 얼라인먼트 패턴을 자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레이저 어닐링 처리 후에

패터닝 공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얼라인먼트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를 채널 길이의 방향이 X 방향이 되도록 형성한 경우에는 채널 길이 방향으로 어닐링 부족 부분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TFT의 전기적 특성이 안정된다.

동일 기판 상에 액티브 매트릭스부와 동시에 구동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동 회로 형성 영역 전체를 어닐

링함으로써, 구동 회로에서 TFT가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TFT를 구성하는 반도체막을 빠짐 없이 결정화할 수 있다.

반도체막의 X 방향 중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의 형성 영역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스폿 형상의 빔으로 하는 광학계를 배

치한 경우에는 X 방향에 있어서도 쓸모 없는 부분에 레이저광을 조사하지 않아서, 그 만큼, 필요한 영역에의 레이저광 강

도를 높게 할 수 있다.

어닐링 공정에 있어서, 레이저 어닐링 처리와 동시에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단독의 효과에 덧붙여, 예비

가열로서의 효과라든지 결정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18은 상술한 실시예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을 적용한 액정 표시 장치의 단면 구성을 도시한다.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2)은 그 표면측에, 대향 전극 전위가 인가되는 투명 전도막(ITO)으로 이루어진 대향 전극(81)

을 갖는 입사측의 유리 기판(80)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주의를 실재(82)로 밀봉된 틈내에 TN(Twisted

Nematic)형 액정(83)등이 충전되고 액정 표시 장치로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패드 영역(85)은 상기 실재(82)의 외측에 오

도록 실재를 설치하는 위치가 설계되어 있다. 주변 회로(84)의 상방은 예를 들면 대향 기판에 설치된 블랙 매트릭스 등에

의해 차광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술의 액정 표시 장치를 사용한 천자 기기는 도 19에 도시한 표시 정보 출력원(1000), 표시 정보 처리 회로(1002),

표시 구동 회로(1004), 액정 패널 등의 표시 패널(1006), 클럭 발생 회로(1008) 및 전원 회로(1010)를 포함하여 구성된

다. 표시 정보 출력원(1000)은 ROM, RAM 등의 메모리, 텔레비전 신호를 동조하여 출력하는 동조 회로 등을 포함하여 구

성되고, 클럭 발생 회로(1008)로부터의 클럭에 근거하여, 비디오 신호 등의 표시 정보를 출력한다. 표시 정보 처리 회로

(1002)는 클럭 발생 회로(1008)로부터의 클럭에 근거하여 표시 정보를 처리하여 출력한다. 이 표시 정보 처리 회로(1002)

는 예를 들면 증폭·극성 반전 회로, 상 전개 회로, 회전 회로, 감마 보정 회로 혹은 클램프 회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표시

구동 회로(1004)는 주사측 구동 회로 및 데이터측 구동 회로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액정 패널(1006)을 표시 구동한다. 전

원 회로(1010)는 상술의 각 회로에 전력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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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의 전자 기기로서, 도 20에 도시한 액정 프로젝터, 도 21에 도시한 멀티미디어 대응의 퍼스널 컴퓨터(PC) 및

엔지니어링·워크스테이션(EWS), 도 22에 도시한 페이저, 혹은 휴대전화, 워드프로세서, 텔레비전, 뷰파인더형 또는 모니

터 직시형의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전자수첩, 전자탁상 계산기, 카네비게이션 장치, POS 단말, 터치 패널을 구비한 장치

등을 들 수 있다.

도 20에 도시한 액정 프로젝터는 투과형 액정 패널을 오른쪽 밸브로서 사용한 투사형 프로젝터이고, 예를 들면 3판 프리즘

방식의 광학계를 사용하고 있다. 도 21에 있어서, 프로젝터(1100)에서는 백색 광원의 램프 유닛(1102)으로부터 사출된 투

사광이 라이트 가이드(1104)의 내부에서, 복수의 미러(1106) 및 2매의 다이클로익 미러(1108)에 의해서, R, G, B의 3원

색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색의 화상을 표시하는 3장의 액정 패널(1110R, 1110G, 1110B)에 안내된다. 그리고, 각각의

액정 패널(1110R, 1110G, 1110B)에 의해서 변조된 광은 다이클로익 프리즘(1112)에 3방향에서 입사된다. 다이클로익

프리즘(1112)에서는 레드 R 및 블루 B의 광이 90° 절곡되고, 그린 G의 광이 직진하기 때문에 각 색의 화상이 합성되어, 투

사 렌즈(114)를 통해서 스크린 등에 컬러 화상이 투사된다.

도 21에 도시한 퍼스널 컴퓨터(1200)는 키보드(1202)를 구비한 본체부(1204)와, 액정 표시 화면(1206)을 갖는다.

도 22에 도시한 페이저(1300)는 금속제 프레임(1302)내에, 액정 표시 기판(1304), 백라이트(1306a)를 구비한 라이트 가

이드(1306), 회로 기판(1308), 제 1, 제 2 의 실드판(1310, 1312), 2개의 탄성 전도체(1314, 1316) 및 필름 캐리어 테이

프(1318)를 갖는다. 2개의 탄성 전도체(1314, 1316) 및 필름 캐리어 테이프(1318)는 액정 표시 기판(1304)과 회로 기판

(1308)을 접속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액정 표시 기판(1304)은 2매의 투명 기판(1304a, 1304b) 사이에 액정을 밀봉된 것으로, 이것에 의해 적어도 도

트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 패널이 구성된다. 한쪽의 투명 기판에, 도 20에 도시한 구동 회로(1004), 혹은 이것에 덧붙여 표

시 정보 처리 회로(1002)를 형성할 수 있다. 액정 표시 기판(1304)에 탑재되지 않은 회로는 액정 표시 기판의 외부 부착

회로로 되고, 도 23의 경우에는 회로 기판(1308)에 탑재할 수 있다.

도 22는 페이저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기 때문이고, 액정 표시 기판(1304) 이 외에 회로 기판(1308)이 필요하게 되지만, 전

가 기기용의 일부품으로서 액정 표시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로서, 투명 기판에 표시 구동 회로 등이 탑재된 경우에는 그 액

정 표시 장치의 최소 단위는 액정 표시 기판(1304)이다. 혹은 액정 표시 기판(13 04)을 케이스로서의 금속 프레임(1302)

에 고정한 것을, 전자 기기용 일부품인 액정 표시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백라이트식인 경우에는 금속제

프레임(1302)내에, 액정 표시 기판(1304)과, 백라이트(1306a)를 구비한 라이트 가이드(1306)를 내장하여, 액정 표시 장

치를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을 대신하여,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액정 표시 기판(1304)을 구성하는 2매의 투명 기판

(1304a, 1304b)의 한쪽에, 금속의 전도막이 형성된 폴리이미드 테이프(1322)에 IC칩(1324)을 장치한 TCP(Tape

Carrier Package)(1320)를 접속하여, 전자 기기용 일부품인 액정 표시 장치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요지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의 변형 실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상기 각종의 액정 패널의 구동에 적용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전자 발광,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적용

가능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결정성 반도체막의 형성 방법 및 그것을 사용한 박막 트랜지스터나 태양 전지 등의 박막 반도체 장

치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염가인 유리 기판의 사용이 가능한 저온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고성능인 박막 반도체 장치를 제

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을 액티브·매트릭스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에 적용한 경우에는 대형으로 고품질인 액정 표시

장치를 용이하게 또한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고, 태양 전지에 이용한 경우에는 변환 효율이 높은 태양 전지가 작성된다.

또한, 다른 전자 회로의 제조에 적용한 경우에도 고품질인 전자 회로를 용이하게 또한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박막 트랜지스터 장치는 염가이고 고성능이기 때문에, 액티브·매트릭스 액정 표시 장치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드라이버 내장의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발명의 액정 표시 장치는 염가이고 고성능이기 때문에, 풀 컬러 노트 PC를 비롯하여, 각종 디스플레이로서 적합한 것으

로 되어 있다.

등록특허 10-0514417

- 16 -



본 발명의 전자 기기는 염가이고 고성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넓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상에 형성된 복수의 주사선 및 상기 복수의 주사선에 교차하도록 형성된 복수의 데이터선과, 상기 데이터선 및 상기

주사선에 의해서 구획된 복수의 화소 영역의 각각에 대응하여 형성된 화소 전극 및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를 갖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가 대략 동일선상에 나열된 방향을 X방향으로 하고, 그것에 교차하는 방향을 Y방향으로 했을

때, 상기 기판의 표면에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반도체막을 형성한 후, 상기 반도체막을 용융 결정

화하기 위한 어닐링 공정에서는, 레이저광의 조사 영역이 X방향으로 길게, 또한, Y방향의 레이저광 강도 프로파일에 있어

서의 반값폭이 Y방향에 있어서의 화소 피치보다도 좁은 라인 빔을 상기 반도체막에 조사하는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서는, 상기 기판과 상기 라인 빔을 Y방향을 향해 상대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반도체막의 용융 결정화를 연속적으로 행함과 동시에, 상기 반도체막의 Y방향 중,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의 형

성 예정 영역에 상당하는 영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상기 라인 빔을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서는, 상기 반도체막의 Y방향 중,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의 형성 예정

영역에 상당하는 영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또한, 반복하여 상기 라인 빔을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

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는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는 패터닝 공정 전에 행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의 어닐링 패턴과, 상기 패터닝 공정에서 사용하는 마

스크 패턴과의 얼라인먼트는,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후의 상기 반도체막의 색상이 라인 빔의 조사 정도에 따라 다른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막에 대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의 어닐링 패턴과, 상기 패터닝 공정에서 사용하는 마스

크 패턴과의 얼라인먼트는, 상기 반도체막의 하층 측에 형성된 기초 보호막에 부착된 얼라인먼트 마크를 이용하여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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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는, 상기 반도체막을 패터닝하는 상기 패터닝 공정 후

에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 앞서, 상기 기판의 소정 위치에 광경화성 수지를 도

포해 두고,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 있어서 상기 광경화성 수지에도 레이저광을 조사하여, 상기 광경화성 수지를 경화

시킴으로써, 이후에 사용하는 마스크와 상기 기판과의 위치 맞춤에 사용되는 얼라인먼트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는 채널 길이의 방향이 X방향이 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는, 상기 화소 영역이 형성되어 있는 액티브 매트릭스부의 Y방향

측에, 구동 회로용 박막 트랜지스터를 구비하는 구동 회로가 구성되고,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서는 상기 구동 회로 형

성 예정 영역 전체를 어닐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서는, 상기 기판과 상기 라인 빔을 Y방향을 향해 상대적으로 이동시켰을 때

의 이동 속도를 바꿈으로써 상기 반도체막의 소정 영역을 선택적으로 어닐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

판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에서는, 상기 기판과 상기 라인 빔을 Y방향을 향해 상대적으로 이동시켰을 때

의 이동 속도를, 상기 라인 빔이 상기 구동 회로 형성 예정 영역을 조사했을 때에는 상기 라인 빔이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

지스터의 형성 예정 영역을 조사했을 때보다 낮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저광의 조사 경로의 도중 위치에, 상기 라인 빔을 상기 반도체막의 X

방향 중 상기 화소용 박막 트랜지스터의 형성 예정 영역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스폿 형상의 빔으로 하는 광학계를 배치한

상태에서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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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어닐링 공정에서는, 상기 반도체막에 대하여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한 이후, 상기 반도체막에 대하여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어닐링 공정에서는, 상기 반도체막에 대하여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한 후, 상

기 반도체막에 대하여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어닐링 공정에서는,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기 위한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있는 상기 기판

에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하기 위한 광빔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어닐링 공정에서는, 상기 레이저 어닐링 처리를 행하기 위한 레이저광을

조사하고 있는 영역을 포함한 영역에 대하여, 급속 가열 처리를 행하기 위한 광빔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 1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규정하는 제조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

청구항 19.

제 18 항에 규정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표시 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 규정하는 액티브 매트릭스 기판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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