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박막의 레이저 공정은 미세 기계 장치 새로운,
구조물 고성능 전자회로등의 제작에 있어서 중,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년대에. 1960
루비 레이저가 나온 뒤로 레이저는 아주 작은 점

으로의 에너지 집중성 때문에 우수한 재료 가공

도구로서 인식되어오고 있으며 이나, Silicon
같은 재료의 전기적 성질을 향상시키Germanium

는 목적을 위해서 반도체 재료결정화에 이용된

다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결정화 방법은 열.
적 취약성이 있는 기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비정질 실리콘만 선택적으로 가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
에서 전자 이동도는 입자의 크기와 비례하TFT

여 증가하기 때문에 영역에서의 결정화 공정SLG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역에서 일반적인. SLG
공정으로 형성되는 은 라는 독특ELC poly-Si SLG

한 현상으로 인해 입자 크기 분포의 불균일성과

공정상의 협소한 에너지 밀도 창에 따라 Laser
에 민감하지 않은 입자 구조를 보여주는fluence

영역 아래의 영역에서 제조되었SLG Laser fluence
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의 특성은 산업적으로. TFT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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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heat confinement in the shallow region of the target for a short time scale, pulsed laser
annealing has received increasing interest for the fabrication of poly-Si thin film transistors(TFTs) on
glass as a low cost substrate in the flat panel displays. The formation and growth mechanisms of poly
silicon(poly-Si) grains in thin films are investigated using an excimer laser crystallization system. To
understand the crystallization mechanism, the grain formations are observed by FESEM analysis. The
optical reflectance and transmittance during the crystallization process are measured using HeNe laser
optics. A two-step ELC(Excimer Laser Crystallization) process is applied to enhance the grain formation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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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기전도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

치는 입자 크기 분포를 제어하여 가장 크면서 균

일한 입자 크기 분포를 형성할 수 있는 공정ELC
의 조건을 찾기 위해 실리콘에서 공정에 의ELC
한 입자의 형성에 대해 의 변화와 레Laser fluence
이저 조사 방법의 변화에 따른 입자형성의 변화

및 실리콘 박막표면의 용융상태를 알 수 있는 광

학적 성질을 조사하고 을 이용하여, FESEM ELC
공정을 거친 실리콘 박막 입자 구조의 사진을 촬

영하여 공정에서 최적조건을 찾아내기 위하ELC
여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엑시머 레이저 결정화

실험을 진행하였다[5-7].

실험장치 및 방법2.

실험재료2.1
엑시머 레이저 결정화공정에 사용된 실험 재료

로는 위에0.7mm Glass substrate SiO2 을 증3000Å
착시키고, SiO2층 위로 의 비정질 실리콘 박500Å
막을 에서 에 의해 증착되어진 재료420 PECVD℃

를 사용했다 실험 재료 표면의 이물질은 엑시머.
레이저 공정에서 불순물로 작용하므로 메탄올,
아세톤 및 에 세척과정을 거쳐 재료표면DI water
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분석을 하기위해. FESEM

의 크기로 자른 후 공정을 거쳐서5mm×5mm ELC
K2Cr2O7 을 균일하: HF : DI water (4g:10cc:300cc)
게 혼합한 용액에 결정립계만을Secco-etchant 40
초 동안 집중적으로 식각한다 상온에서 시간동. 7
안 건조후 을 하였다Pt coating .

실험장치2.2
어닐링 장비로 모델명 인Compex-201 LAMBDA

사의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였다PHYSIK XeCl .
가공 재료에 입사되는 레이저빔의 크기는

이며 레이저의 펄스 반복률은5mm×5mm , 1Hz～
까지 변화가 가능하다 에서 보면 엑시10Hz . Fig. 1

머 레이저의 출력은 빔스프리터를 이용하여 레이

저빔의 를 파워미터가 연결되어있는 칼로리10%
미터로 반사시켜서 레이저 출력 값을 구한다 실.
리콘박막의 광학적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재료

의 앞면과 뒷면에 파장 인 헬륨네온 레이633nm
저와 를 설치하였다 헬륨네온 레이Photodetector .
저의 빔은 실리콘재료와 각도로 엑시머 레이15°
저빔의 입사지점으로 입사되고 반사되거나 투과

되어 나온 빔은 를 통과하여Concentration lens
로 들어간다 에는 필터Photodetector . Photodetector

를 달아서 재료로부터 방사열의 입사를 차단하

며 로 들어오는 신호는 연결되어있, Photodetector
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다.

공정후 실리콘 박막에서 입자 형성의 거동ELC
을 살펴보기 위해 사의Philips XL30 FESEM(Field

분석을 실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시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excimer laser crystallization
process and optical measurement.

실험결과 및 고찰3.

분석3.1 FESEM
는 레이저 어닐링 후의 평면 사Fig. 2 FESEM

진으로 레이저 에너지 밀도에 따른 입자 크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낮은 에너지 밀도 조건에서는.
실리콘 박막 표면 일부만이 용융되는 Partial

부분 용융 이 일어난다 영역melting( ) . Partial melting
에서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상부 일부는 용융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고상으로 남아있어 고상과,
액상의 경계가 박막 내에 존재하고 그 경계가 비

정질 실리콘 박막의 표면으로 진행하면서 결정이

성장하여 미세한 입자들이 형성된다 에. Fig. 2(a)
서 정도 크기의 입자들이 생성되어14.5nm 97nm～

있다 에서는 크기의 입자들. Fig. 2(b) 20nm 170nm～

이 생성되어 있다 보다는 입자 크기가. Fig. 2(a)
조금 더 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Fig. 2(c)
입자 크기는 보다 훨씬 크고Fig. 2(a),(b) , 140n

크기의 입자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 영m 240nm .～

역은 영역의 일부로 사료된다 영역으로SLG . S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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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는 과정을 보면 초기에 두 층이 존재하게,
되고 레이저에 의해 용융이 일어나서 큰 입자가,
존재하는 층과 열전달이 비정질 실리콘 층으로

급격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폭발적인 결정화

가 일어나는 층으로 나눌(Explosive crystallization)
수 있다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가 증가할수록 입.
자 크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실리콘 막이 거,
의 다 용융되어져서 공간적으로 적당히 떨어져서

고상으로 남아있게되는 이 존재할 때Crystalline
입자 크기는 최대가 된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흔히 영역이라 부르는데 남아 있는 고상의SLG ,

의 주위로 가 일어나Crystalline seed Lateral growth
면서 입자 간의 충돌이 있을 때 까지 성장하게

된다 에너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완전 용융.
영역에서는 모든 실리콘 막이 전부 용융 되면서

기판 쪽으로의 급격한 과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이후 이 발생하면서 입Homogeneous nucleation
자 성장이 일어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아주 작은,
입자 크기를 갖는 구조가 형성된다[8].

는 에너지 밀도가 더욱 증가하여 실리Fig. 2(d)
콘 박막의 일부에서 이 발생하였다Ablation .

(a) 230mJ/cm2 (b) 280mJ/cm2

(c) 320mJ/cm2 (d) 340mJ/cm2

Fig. 2 FESEM photography as a function of laser fluence.

용융된 실리콘 하지 층의 존재로Crystalline seed
인하여 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Epitaxial growth .
따라서 결정립 조대화와 입자 크기의 분포에 있

어서 균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

정을 실시하였다 실리콘 박막의 하지 층에. Seed
형성을 목적으로 첫 번째 레이저 빔을layer Glass

면으로 조사하여 실리콘 박막의 하지 층에

을 형성한 다음에 두 번째 레이저 빔은poly-Si ,
실리콘 박막의 표면으로 조사하여 실리콘 박막의

표면을 용융시켜 미리 형성된 하지 층의 posy-Si
층으로부터 를 유도하였다Epitaxial growth . Fig. 3
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정으로 형성되는Two-step

의 경우 입자 크기의 분포가 일반적인poly-Si
공정으로 얻어지는 입자 크기 분포보다 더ELC

균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에서 입자의 크. Fig. 3(c)
기는 작아지는데 이것은 첫 번째 조사된 에너지,
밀도 350mJ/cm2인 레이저 빔에 의해 형성되는

하지 층의 두께가 표면에까지 이르게 되poly-Si
어서 두 번째 레이저빔에 의한 영향이 적은 것,
으로 보인다 에서 입자의 크기는. Fig. 3(a) 100n

정도이고m 150nm ,～ 에서는Fig. 3(b) 200nm～
정도의 크기이다 에서는 약250nm . Fig. 3(c) 100nm

크기 이하의 입자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a) One step of 230mJ/cm2 and two step of 280mJ/cm2

(b) One step of 280mJ/cm2 and two step of 280mJ/cm2

(c) One step of 350mJ/cm2 and two step of 280mJ/cm2

Fig. 3 FESEM photography as a function of laser fluence
(Two-ste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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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적 분석3.2
는 레이저 에너지 밀도에 따라 측정한 실Fig. 4

리콘 재료의 앞면 반사율과 투과율이다 고상 비.
정질 실리콘 박막이 레이저 어닐링에 의해 액상

으로 변하면서 금속성의 반사율을 나타내어 전면

반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투과율

은 일정 시간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Fig.
에서 실리콘의 반사율이 약 까지 유지되4(a) 70ns

지만 에서는 반사율이 를 지나면서Fig. 4(b) 20ns
감소하고 전면 투과율은 에서부터 증가하는, 50ns
경향을 볼 수 있다 에너지 밀도에 비례해서 실.
리콘 박막의 용융 깊이가 커지고 액상 실리콘 층

의 유지 시간이 길어지므로 금속성의 반사율이

오래 유지된다 전면 투과율도 실리콘 박막 표면.
의 용융 깊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

다.

(a) 300 mJ/cm2

b) 280 mJ/cm2

Fig. 4 Front reflectances and front transmittances at =633nmλ

for different excimer laser fluences.

는 에너지 밀도에 따른 전면 반사율과 후Fig. 5
면 반사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모든 반사율에서.
헬륨네온 레이저의 얇은 박막 구조에서의 간섭효

과때문에 이전에 급격한 반사율의 감소현상20ns
이 발생한다 액상 실리콘인 상태에서 의. Fig. 5(b)

전면 반사율이 의 전면 반사율보다 약Fig. 5(a)
정도 일찍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후면15ns .

반사율은 에서는 정도를 유지하Fig. 5(a) 0.7 0.8～

다 를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85ns ,
에서는 에서 약 정도를 유Fig. 5(b) 10ns 20ns 0.75～

지하다가 이후로는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20ns 0.6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리콘 박막에 조사.
되는 에너지 밀도에 따른 실리콘 박막의 용융 깊

이 변화 때문이다 는. Fig. 5(c) 250mJ/cm2의 출력

으로 실리콘 박막을 어닐링 했을 때의 반사율 이

다 와는 다르게 후면 반사율이. Fig. 5(a), (b) 20ns
에서 급격히 감소했다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a) 300 mJ/cm2

(b) 280 mJ/cm2

(c) 250 mJ/cm2

Fig. 5 Front and back reflectances =633nm for differentλ

excimer laser fl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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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머 레이저 에너지 밀도가 작으면 실리콘,
박막 표면에서부터 용융되는 깊이가 작아진다.
실리콘 박막 표면 근처에서 형성되는 미세한 용

융 층은 재응고되는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후면,
에서 반사되는 헬륨네온 레이저의 반사율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온도의 증가로 인해 후면 헬,
륨네온 레이저 반사율이 급격히 감소한다 후. 40ns
에는 실리콘 박막이 냉각되면서 후면의 반사율이

다시 증가한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엑시머 레이저 결정화 공정에서

레이저 에너지 밀도의 변화 및 레이저 조사 방법

의 변화에 따른 입자 크기의 변화 와 광특성의

변화를 분석 및 헬륨네온 레이저를 이용FESEM
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공정에서 형성되는 입자는ELC SLG

이전의 영역에서는 미세한 크기로 형성되며 레이

저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면서 입자 크기도 증가

한다 입자의 생성은 불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입자 크기는 일정한 레이저 에,
너지 밀도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정화 레이저 공정에서 생성되는 입Two-step

자는 에서 형성되는 입자들보다 전체적Single step
으로 균일함을 분석을 통해 안수 있었다FESEM .
실리콘 박막 표면의 반사율은 실리콘이 용융상

태가 되면 증가하였고 실리콘 박막 후면부의 반,
사율은 실리콘 박막 표면의 용융상태에 따라 영

향을 받으며 전면부의 용융깊이가 매우 작아지,
면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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