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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 of polysilicon thin film transistor (p-Si TFT)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operation
of active matrix liquid crystal displays. To fabricate the p-Si TFTs that have uniform characteristics,
understanding of the recrystallization mechanism of silicon is crucial. Especially, the analysis of the
transient temperature variation and the liquid-solid interface motion is required to find the mechanism.
The thermal conductiv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In this
work, a KrF eximer laser beam was irradiated to amorphous silicon thin films. We measured the
transient reflectivity at the wavelength of 633 nm. We carried out the numerical simulation of one
dimension conduction equation so that we determined the most well-fitted thermal conductivity by
comparing the numerically obtained transient reflectivity with the experimentally measured one. The
experimentally determined thermal conductivity of amorphous silicon thin films is 1.5 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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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시간:
 투과율의 계수: Fresnel

 깊이:
그리스문자

 흡수율 계수:
 입사 각도:

ρ 밀도:
 파장:
τ 투과율:

서 론1.

엑시머레이저 결정화는 액정디스플레이의 동작

특성에 기여하는 폴리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를 얻

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이다 통신성능과 성능의.
균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레인 크기와 위치를

제어한 높은 품질의 폴리실리콘 박막이 필요하

다 레이저 재결정과정의 이해는 그레인 크기.‘(8)‘
와 위치를 제어한 폴리실리콘 그레인을 생산하는

공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높은 품질의 폴리

실리콘박막트랜지스터를 얻기 위해 utilizing
spatially selective melting‘(8)‘, lateral temperature

등 몇몇의 방법들이 창안되었다 이modulation’(1)’ .
러한 여러 실험과 연구로 실리콘 재결정 조직은

몇몇의 복잡한 상변형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입증

되었다 복잡한 상변형과 실리콘 재결정은 고체.
와 액체의 경계면에서 상변화와 온도변화의 메커

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요소가 열전달계수이다 거의 완벽한 결.
정물질의 열전달 계수는 열이 결정경계나 결함에

서 약하게 산란되는 에 의해 이동한다는phonon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이와 반 로 격자주기에.
결함이 있는 무질서한 물질은 의 긴 평행phonon
자유행정과 이상의 온도에서 한계값까지 점30K
차적으로 상승하는 전도율 때문에 열전달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얇은 박막기판은 박막.'(2)'
의 두께와 공정방법에 따라 얇은 박막과 기판사

이의 경계면에서 의 산란으로 인해 열전달phonon
계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열전달계수는.
열유량에 의해 발생한 정상상태의 온도변화를 실

험과 수치해석으로 매핑하고 결정할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열원이 되는 엑시머레이저로KrF
얇은 박막을 조사하여 온도를 상승시키고 온도가

감소하는 영역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여HeNe

의 파장에서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이러한633nm .
실험방법의 장점은 샘플의 다양성과 비접촉방식

이다 얇은 박막의 온도 변화의 수치해석은.'(6)' 1
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의 파장에서 와 두께의 비정질633nm 53nm 97nm
실리콘박막에서 반사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

정하고 열전달계수를 변화시켜 차원 열전도 방1
정식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수치적으로 반사율

을 결정하였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비교한

결과를 통해 열전달 계수를 결정해보았다.

수치적 방법2.

반사율 계산의 수치 해석2.1
지배방정식2.1.1

레이저빔의 에너지는 전자여기에 의해 얇은

박막에서 가까운 로 흡수되며 흡수된 에너지layer
는 열진동과 자유전자의 충돌에 의해 자연붕괴

되면서 순차적으로 열로 변화한다 이러한 열이.
각각의 에 확산되는 시간은 이지만 레layer 10-1ns
이저의 지속시간은 수십 나노초이다 그러므로.
레이저 지속시간은 에 열이 확산되는 시간보layer
다 매우 크며 이러한 레이저에 의한 열은 source
이 빛의 흡수율인 열전도 방정식에 의해 나term

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박막과 기판의 전도.'(3)'
열전달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1)

여기서 는 밀도,ρ 는 열용량, 는 열전도 계

수, 는 의 파장에서 반사율이고248nm 는 흡

수율 계수, 는 레이저 강도 는 시간 는 깊, t x
이로 정의 된다 식 은 상변형이 없으며 열물성. (1)
친도 일정하다 그러나 레이저가 조사될때 상변.
형이 일어나며 열물성치도 온도에 따라 변화한

다.‘(3)‘

경계조건2.1.2
이 연구에서 류와 복사는 박막표면에서 손

실로 인해 전도에 비해 매우 작다 그러므로.
류와 복사는 무시할 수 있으며 박막표면에서 단

열경계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열이 가해.
지는 동안 열의 침투 깊이는 얇은 박막기판의 두

께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기판의 아래 표면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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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온도로 경계조건을 줄 수 있다 또한 얇은 박.
막과 기판사이의 경계면에서의 온도는 같다 그.
러므로 필름과 기판의 경계조건과 초기 조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 (3)

          ∞ (4)

∂
∂ 

  

∂
∂ 

  

(5)

         (6)

얇은 박막의 광학적 계산2.2
온도에 따라 비정질실리콘박막의 굴절률은 변

화한다 그러므로 박막은 유한차분을 이용하여.
여러 겹의 층으로 나누었다 얇은 박막기판의 반.
사율 과 투과율은 의 투과율‘(5)’ Optic formulation
행렬 로 구할 수 있다 편광된 레이저‘(4)‘ . s- HeNe
를 사용하였으므로 편광된 빛이 기초가 되는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이 얇은 박막기판은 개의. m
층을 가지며 번째 되는 층의 두께는m 이며 굴

절률은     의 복소수 형태로 ×의

행렬로 나타내었다.












 


 










  




(7)

TM(Transverse Magnetic) wave, 은

  
 (8)

입사각도, 은 로부터 얻을 수 있다Snell's law .

    
 (9)

여러 겹의 층의 투과율 행렬, 은

  
  



 (10)

은 층의 총갯수이다.
투과율과 반사율의 계수Fresnel , 와 는

   

 (11)

   

   (12)

이며 투과율과 반사율, , 와 은 아래와 같다.

   
 (13)

  
 (14)

열과 광학 물성치2.3
Al2O3 와 비정질실리콘의 두께 및 열물성치와

매개변수는 에 나타내었고Table 1 Al2O3의 온도

에 따른 열전도 계수와 열용량은 에 나타Table 2
내었다 비정질실리콘의 복소수 형태의 굴절.‘(10)’
률 물성치  를 타원 분광기로 측정 하였으'(9)'
며 비정질실리콘의 물성치는 아래와 같이 쓰일,
수 있다.
   

n = 1.5175+0.0017642T (15)
k = 3.2564+0.00050947T (16)
  

n = 4.3506+0.00060589T (17)
k = 0.041329+0.0007398T (18)

의 파장에서633nm Al2O3의 굴절률은 아래와 같이

쓰일 수 있다.‘(7)‘
  ∙     (19)

사파이어의 밀도( ) 3970

비정질실리콘의 밀도() 2330

비정질실리콘박막의 열용량() 992

초기 온도 300

기판의 온도 300
비정질실리콘박막의 두께() 53, 97
Al2O3 기판의 두께( ) 600

Table 1 Parameters and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sapphire and a-Si.

온도 ( ) 열전도계수 ( ) 열용량 ( )

300 46.0 765

400 32.4 940

600 18.9 1110

800 13.0 1180

1000 10.5 1225

Table 2 Thermal conductivity and heat capacity of
sapphire.

실험장치 및 방법3.

반사율 측정실험 및 방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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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Fig. 1 .
비정질실리콘박막은 의 파장 반폭치248nm , (FWH
가 이며 강도가M) 25ns 44mJ/cm2인 엑시머레KrF

이저에 의해 가열되고 파장이 인 레이633nm HeNe
저를 이용하여 반사율을 측정한다 엑시머레이저.
는 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십 로 레이저빔을Fig. 2 ns
방출한 후 을 줌으로써 레이저빔의 방delay time
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엑시머레이저를 통. KrF
해 나온 빔은 거울과 렌즈를 거쳐 빔을 일정한

두께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빔호모나이저(beam
를 거치고 빔스플리터 를homogenizer) (beam splitter)

이용해 레이저빔의 약 를 에너지미터10% (Power
로 보내어 에너지를 측정한다 빔스필터meter) .

를 통과한 빛은 두 개의 렌즈를(beam splitter) UV
통과하여 비정질실리콘박막의 표면을 조사한다.

레이저는 반사율을 측정하기 위해 도 각HeNe 45
도에서 조사하는데 레이저의 빔은 편광에HeNe s-
서 편광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p- 1/2 wave plate
와 렌즈를 통과한 후 비정질실리콘박막에 닿아

반사되는 빛은 엑시머레이저에 의해 반사되는 빛

을 차단해주고 비정질실리콘박막에서 방출되는

열을 막아주는 역여파기필터 와(bandpass filter)
조리개 를 통과한 후 검파기에 닿아 오실(aperture)
로스코프로 반사율을 측정한다 이러한 레이. HeNe
저는 고유의 주파수와 잡음을 가지고 있으며 주

파수 영역에서 푸리에변환에 의해 고유의 주파수

와 잡음을 제거한다 이 신호를 다시 역으로 변.
환하여 실시간 영역의 신호를 얻는다 또한 광학.
물성치는 편광된 빛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측정.
한 물성치는 보통 편광과 편광의 각각의 평균s- p-
값으로 정의하여 측정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for experimental
setup of reflectivity measurement at
the wavelength of 633nm.

Fig. 2 Transient excimer laser profile captur-
ed by a-Si photodetector.

결 과4.

열전달계수의 비교 해석4.1
은 두께의 비정질실리콘박막을Fig. 3 53nm 44

mJ/cm2 엑시머레이저에 의한 반사율 측정 실험결

과와 열전달계수가 일때 수치1.0, 1.5, 2.0W/mK
해석한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열전달 계수는.

일때 가장 잘 일치한다 는 수치해1.5W/mK . Fig. 4
석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두께의53nm a-Si
의 표면에서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는 열전달 계수가 낮을수록 열이 잘 전달되Fig. 4
지 않아 표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온

도변화도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열전달 계수가.
일때 에서 온도는 최 까지1.5 W/mK 16ns 690K

상승하고 굴절률 온도범위의 최 온도인 을671K
를 초과한다 온도변화가 큰 이유는 박막에2.8% .

서의 낮은 열전달 계수와 박막의 두께의 영향 그

리고 박막의 광학 물성치가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굴절률 측정 온도범위를 벋어난.
굴절률은 외삽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는. Fig. 5
타원 분광기로 측정한 굴절률을 보여준다 굴절.

률( 은 값과 값으로 나타나며 는 온도에) n k n, k

비례하는 값이다 그중 값은 빛을 얼마나 빨리. k
흡수하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온도가 높아지

면 값이 높아지고 반사율은 낮아진다 실제로k .
에서 값과 온도변화는 최 값 반사율은 최16ns k ,

소값이 분포하며 과 에서 에서Fig. 3 Fig. 4 10~40ns
온도가 증가하는 동안에는 반사율이 줄어들고 온

도가 감소하는 동안에는 반사율이 증가하는 반비

례 성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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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measured reflectivity
and calculated reflectivity traces for
the excimer laser fluence of 44
mJ/cm2 incident on the 53nm-thick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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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nsient surface temperature evolution
for different values of the 53nm-thick
a-Si film thermal conductivity for the
excimer laser fluence of 44mJ/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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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perature-dependent refractive index
of a-Si at 633nm. (298K<T<67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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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measured reflectivity
and calculated reflectivity traces for
the excimer laser fluence of 43
mJ/cm2 incident on the 97nm-thick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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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ransient surface temperature evolution
for different values of the 97nm-thick
a-Si film thermal conductivity for the
excimer laser fluence of 43mJ/cm2.

은 두께의 비정질실리콘박막을Fig. 6 97nm 43
mJ/cm2 엑시머레이저에 의한 반사율 결과와 수치

해석한 결과이다 과 마찬가지로 열전달 계. Fig. 3
수가 일때 가장 잘 일치한다 에서1.5W/mK . Fig. 7
열전달 계수가 일때 에서 온도는 최1.5W/mK 19ns

까지 상승하고 굴절률 온도범위의 최807K
온도인 를 를 초과하며 굴절률 온도범671K 20.2%
위 외의 굴절률은 외삽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두께의 비정질실리콘박막은 에서 값과97nm 19ns k
온도변화는 최 값 반사율은 최소값이 분포하고,
있다 위의 결과들은 수치 해석한 데이터의 신뢰.
성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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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래프를 종합해보면 두께의 비정질53nm
실리콘박막보다 두께의 비정질실리콘박막97nm
에서 반사율과 온도변화가 크며 열전달계수가 작

을수록 열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표면에 오

래도록 열을 가지고 있게 되므로 온도변화가 커

진다 이러한 이유는 온도의 함수인 굴절률은 투.
과율이나 반사율행렬의 함수이기 때문에 굴절률

에 따라 반사율이 변화하며 또한 두께가 두꺼운,
박막일수록 열용량에 의해 온도변화와 반사율이

변화한다.

결론 및 토의4.2
이 연구는 비정질실리콘박막에 엑시머레이저를

조사하여 필름의 의 파장에서 반사율의 시633nm
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고 열전달 계수를 변화

시켜 차원 열전도 방정식의 수치해석을 수행하1
여 수치적으로 반사율을 결정하였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열전달 계수를 결정하였다 얇은 박막.
에서의 굴절률은 타원분광기를 통해 구하였으며

와 두께의 비정질 실리콘 박막을 각각53nm 97nm
실험을 통해 얻은 반사율 결과와 수치 해석을 통

해 얻은 반사율 결과를 비교하고 열전달 계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와 에서 열전달. 53nm 97nm
계수는 로 결정할 수 있었다 열전달 계15W/mK .
수가 작아지거나 박막의 두께가 커지면 온도변화

는 커졌으며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면 반사율과

온도변화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상변형에서 중요한 요소인 열전달 계수와

고액상변화시 온도변화에 한 연구를 통해 액정

디스플레이의 동작 특성에 관련된 폴리실리콘박

막트랜지스터의 균일한 성능 개발과 통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박막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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