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특허 10-2007-0053060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G02F 1/136 (2006.01)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심사청구일자

10-2005-0111023
2005년11월19일
없음

(71)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오준학
경기 용인시
302-1801
홍문표
경기 성남시
김보성
서울 서초구
이용욱
경기 성남시

(74) 대리인

10-2007-0053060
2007년05월23일

죽전동 죽전택지개발지구 31블럭 도담마을우미이노스빌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107-1103
방배2동 474-20 3층
중원구 중동 약수아파트 309호

허성원
윤창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22 항

(54) 표시장치와 이의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표시장치와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은, 절연기판 상에 게이트 전극
을 포함하는 게이트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와; 게이트 전극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되어 채널영역을 정의하는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전극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전극층 상에 채널영역과, 소스 전극의 일부와, 및 드레인 전극의 일부
를 노출시키는 제1개구를 갖는 제1격벽을 형성하는 단계와; 제1개구 내부에 채널영역을 덮도록 차단막을 형성하는 단계
와; 제1격벽의 표면을 표면처리 하는 단계와; 차단막을 제거하는 단계; 및 제1개구 내부에 유기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이 제공된
다.
대표도
도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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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기판 상에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게이트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전극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되어 채널영역을 정의하는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전극층을 형성하
는 단계와;
상기 전극층 상에 상기 채널영역과, 상기 소스 전극의 일부와, 및 상기 드레인 전극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제1개구를 갖는
제1격벽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개구 내부에 상기 채널영역을 덮도록 차단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격벽의 표면을 표면처리 하는 단계와;
상기 차단막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제1개구 내부에 유기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층은 투명의 도전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의 형성은, 차단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소정패턴의 개구부를 갖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노광하는 단계, 및
상기 차단물질층을 현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막은 잉크젯 방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반도체층 상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유기반도체층 및 상기 보호막 중 적어도 하나는 잉크젯 방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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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면처리는 O2 플라즈마 처리와, CF4 플라즈마 처리와, 자기조립단층막(self assembled monolayer; SAM)처리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배선의 형성 후 상기 전극층의 형성 전에 상기 게이트 전극을 덮도록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며,
상기 전극층은 ITO(indium tin oxide) 및 IZO(indium zinc oxide)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막은 1 내지 3의 유전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반도체층은 테트라센 또는 펜타센의 치환기를 포함하는 유도체; 티오펜 링의 2, 5위치를 통하여 4 내지 8개가 연
결된 올리고티오펜; 페릴렌테트라 카보실릭 디안하이드라이드 또는 그의 이미드 유도체; 나프탈렌테트라 카보실릭 디안하
이드라이드 또는 그의 이미드 유도체; 금속화 프타로시아닌 또는 그의 할로겐화 유도체, 페릴렌 또는 코로렌과 그의 치환
기를 포함하는 유도체; 티에닐렌 및 비닐렌의 코올리머 또는 코폴리머; 티오펜;페릴렌 또는 코로렌과 그들의 치환기를 포
함하는 유도체; 또는 상기 물질의 아로마틱 또는 헤테로아로마틱 링에 탄소수 1 내지 30개의 하이드로 카본 체인을 한 개
이상 포함하는 유도체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기판과 상기 게이트 배선 사이에 상기 게이트 배선과 절연 교차하여 화소를 정의하는 데이터 배선과, 상기 데이
터 배선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층간절연막은 하부의 제1층간절연막과 상부의 제2층간절연막을 포함하며,
상기 제1층간절연막은 질화규소(SiNx) 및 산화규소(SiOx)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무기막으로 형성되고, 상기 제2층간
절연막은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유기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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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형성은, 상기 게이트 전극을 노출시키는 제2개구를 갖는 제2격벽을 상기 층간절연막 상에 형성하는
단계와, 잉크젯 방법을 통하여 상기 제2개구 내부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막은 하부의 제1보호막과 상부의 제2보호막을 포함하며,
상기 제1보호막은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FEP(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PFA(Poly Fluoro
Alkoxy), ETFE(Ethylene Tetra Fluoro Ethylene), PVDF(polyvi1nylidene fluoride), 퍼플로로(알케닐 비닐 에스테르)
(perfluoro(alkenylvinyl ethers))의 공중합으로부터 얻어진 환상(cyclized)의 투명 고분자로 이루어진 군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제2보호막은 ITO(indium tin oxide) 및 IZO(indium zinc oxide)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절연기판 상에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게이트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전극 상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전극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전극물질층 상에 상기 전극물질층의 적어도 일부를 노출시키는 제1개구를 갖는 제1격벽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격벽의 표면을 표면처리 하는 단계와;
상기 전극물질층을 패터닝하여 상기 게이트 전극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 배치되어 있는 소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
는 전극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개구 내부에 유기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물질층은 투명의 도전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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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극층의 형성은, 상기 제1격벽과 상기 전극물질층 상에 감광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감광막 상에 소정패턴의 개
구부를 갖는 마스크를 배치하고 노광하는 단계와, 상기 감광막을 현상하여 상기 전극층으로 형성될 영역에 대응하는 감광
막만 남기는 단계와, 상기 감광막을 이용하여 상기 전극물질층을 식각하는 단계; 및 상기 감광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기판과 상기 게이트 배선 사이에 상기 게이트 배선과 절연 교차하여 화소를 정의하는 데이터 배선을 형성하는 단
계와, 상기 데이터 배선을 덮도록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막의 형성은, 상기 게이트 전극을 노출시키는 제2개구를 갖는 제2격벽을 상기 층간절연막 상에 형성하는
단계와, 잉크젯 방법을 통하여 상기 제2개구 내부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배선은 테이터선을 포함하며,
상기 층간절연막의 적어도 일부를 노출시키는 격벽접촉구를 상기 제2개구와 동시에 상기 제2격벽에 형성하는 단계와, 상
기 데이터선의 일부를 노출시키며 상기 격벽접촉구에 대응하도록 절연막 접촉구를 상기 층간절연막 상에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층간절연막의 형성 후에, 상기 층간절연막에 상기 데이터선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절연막 접촉구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개구의 형성과 동시에 상기 절연막 접촉구에 대응하는 격벽 접촉구를 상기 제2격벽에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절연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게이트 배선과;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에 상기 게이트 전극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 형성되어 채널영역을 정의하는 소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
을 포함하는 투명전극층; 및
상기 채널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유기반도체층을 포함하며,

-5-

공개특허 10-2007-0053060

상기 소스 전극과 상기 드레인 전극 각각의 표면은 SAM(self-assembled monolayer)처리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성을 갖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막 상의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기 소스 전극과 상기 드레인 전극의 단부는 상기 단부 이외의 부분과 비교
하여 SAM(self-assembled monolayer)처리에 대한 반응성이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표시장치와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자세하게는, 유기박막트랜지스터(ORGANIC THIN FILM
TRANSISTOR: OTFT)를 포함하는 표시장치와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표시장치 중에서 소형, 경량화의 장점을 가지는 평판표시장치(flat display device)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평판
표시장치에는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전계발광장치(OLED) 등이 있으며, 화상을 구현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박막트
랜지스터를 포함한다. 박막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는 각 픽셀의 동작을 제어 및 구동하는 스위칭 및 구동
소자로서, 게이트 전극과 게이트 전극을 덮는 게이트 절연막 및 게이트 절연막 상에 위치하는 반도체층을 포함한다. 여기
서, 반도체층은 비정질 실리콘이나 폴리 실리콘이 사용되는데 최근에 유기반도체의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유기반도체(Organic Semiconductor: OSC)는 상온, 상압에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열에 약
한 플라스틱 기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유기반도체가 적용된 박막트랜지스터는 대면적과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 차세대 표시장치의 구동 소자로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유기반도체는 코팅, 노광, 및 현상 등의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잉크젯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유기반도체를 잉크젯 방식으로 형성하기 위해 유기반도체가 위치할
영역(채널영역)을 노출시키는 개구를 갖는 격벽을 형성하고, 상기 개구로 유기반도체용액을 제팅한 후 용제제거과정을 거
쳐 유기반도체층을 형성한다.
그러나, 유기반도체층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는 아주 작은 소자이어서 유기반도체용액이 개구로 정확이 제팅되도록
제어하는 것은 어렵다. 이 때문에, 제팅되는 유기반도체용액은 격벽 상에 위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반도체층의 두
께가 각 화소마다 달라져 각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격벽 상에 위치하는 유기반도체용액이 상기 개구로 유입되도록 격벽의 표면을 표면처리 한다. 표면처리에 의하여 격벽
의 표면은 발수성 및 발유성을 가지게 되고, 격벽 상의 유기반도체용액은 폐공간 내부로 유입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처리에 의하여, 유기반도체층의 하부에 위치하는 게이트 절연막의 특성이 변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이 향상된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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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절연기판 상에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게이트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와; 게이트 전극을 중심
으로 상호 이격되어 채널영역을 정의하는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전극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전극층 상에
채널영역과, 소스 전극의 일부와, 및 드레인 전극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제1개구를 갖는 제1격벽을 형성하는 단계와; 제1개
구 내부에 채널영역을 덮도록 차단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제1격벽의 표면을 표면처리 하는 단계와; 차단막을 제거하는 단
계; 및 제1개구 내부에 유기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달
성된다.
여기서, 전극층은 투명의 도전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차단막의 형성은, 차단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소정패턴의 개구부를 갖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노광하는 단계,
및 차단물질층을 현상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차단막은 잉크젯 방법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유기반도체층 상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유기반도체층 및 보호막 중 적어도 하나는 잉크젯 방
법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표면처리는 O2 플라즈마 처리와, CF4 플라즈마 처리와, 자기조립단층막(self assembled monolayer; SAM)처리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게이트 배선의 형성 후 전극층의 형성 전에 게이트 전극을 덮도록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전
극층은 ITO(indium tin oxide) 및 IZO(indium zinc oxide)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게이트 절연막은 1 내지 3의 유전율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유기반도체층은 테트라센 또는 펜타센의 치환기를 포함하는 유도체; 티오펜 링의 2, 5위치를 통하여 4 내지 8개가
연결된 올리고티오펜; 페릴렌테트라 카보실릭 디안하이드라이드 또는 그의 이미드 유도체; 나프탈렌테트라 카보실릭 디안
하이드라이드 또는 그의 이미드 유도체; 금속화 프타로시아닌 또는 그의 할로겐화 유도체, 페릴렌 또는 코로렌과 그의 치
환기를 포함하는 유도체; 티에닐렌 및 비닐렌의 코올리머 또는 코폴리머; 티오펜;페릴렌 또는 코로렌과 그들의 치환기를
포함하는 유도체; 또는 상기 물질의 아로마틱 또는 헤테로아로마틱 링에 탄소수 1 내지 30개의 하이드로 카본 체인을 한
개 이상 포함하는 유도체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절연기판과 게이트 배선 사이에 게이트 배선과 절연 교차하여 화소를 정의하는 데이터 배선과, 데이터 배선 상에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층간절연막은 하부의 제1층간절연막과 상부의 제2층간절연막을 포함하며, 제1층간절연막은 질화규소(SiNx) 및
산화규소(SiOx)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무기막으로 형성되고, 제2층간절연막은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유기막으로 형성
될 수 있다.
그리고, 게이트 절연막의 형성은, 게이트 전극을 노출시키는 제2개구를 갖는 제2격벽을 층간절연막 상에 형성하는 단계
와, 잉크젯 방법을 통하여 상기 제2개구 내부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보호막은 하부의 제1보호막과 상부의 제2보호막을 포함하며, 제1보호막은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FEP(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PFA(Poly Fluoro Alkoxy), ETFE(Ethylene Tetra Fluoro Ethylene),PVDF
(polyvi1nylidene fluoride), 퍼플로로(알케닐 비닐 에스테르)(perfluoro(alkenylvinyl ethers))의 공중합으로부터 얻어진
환상(cyclized)의 투명 고분자로 이루어진 군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제2보호막은 ITO(indium tin oxide) 및 IZO
(indium zinc oxide)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절연기판 상에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게이트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와; 게이트 전극 상에 게이트 절연
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게이트 절연막 상에 전극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전극물질층 상에 전극물질층의 적어도 일부를
노출시키는 제1개구를 갖는 제1격벽을 형성하는 단계와; 제1격벽의 표면을 표면처리 하는 단계와; 전극물질층을 패터닝
하여 게이트 전극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 배치되어 있는 소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전극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제1개구 내부에 유기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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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극물질층은 투명의 도전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전극층의 형성은, 제1격벽과 상기 전극물질층 상에 감광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감광막 상에 소정패턴의 개구부를
갖는 마스크를 배치하고 노광하는 단계와, 감광막을 현상하여 전극층으로 형성될 영역에 대응하는 감광막만 남기는 단계
와, 감광막을 이용하여 전극물질층을 식각하는 단계; 및 감광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절연기판과 게이트 배선 사이에 게이트 배선과 절연 교차하여 화소를 정의하는 데이터 배선을 형성하는 단계와,
데이터 배선을 덮도록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게이트 절연막의 형성은, 게이트 전극을 노출시키는 제2개구를 갖는 제2격벽을 층간절연막 상에 형성하는 단계와,
잉크젯 방법을 통하여 제2개구 내부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 배선은 테이터선을 포함하며, 층간절연막의 적어도 일부를 노출시키는 격벽접촉구를 제2개구와 동시에 제
2격벽에 형성하는 단계와, 데이터선의 일부를 노출시키며 상기 격벽접촉구에 대응하도록 절연막 접촉구를 층간절연막 상
에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층간절연막의 형성 후에, 층간절연막에 데이터선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절연막 접촉구를 형성하는 단계와, 제2개
구의 형성과 동시에 절연막 접촉구에 대응하는 격벽 접촉구를 제2격벽에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절연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전극을 포함하는 게이트 배선과; 게이트 전
극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절연막과; 게이트 절연막 상에 게이트 전극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 형성되어 채널영역을 정
의하는 소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투명전극층; 및 채널영역에 형성되어 있는 유기반도체층을 포함하며, 소스 전
극과 상기 드레인 전극 각각의 표면은 SAM(self-assembled monolayer)처리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성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표시장치에 의하여 달성된다.
여기서, 게이트 절연막 상의 서로 마주보고 있는 소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의 단부는 단부 이외의 부분과 비교하여 SAM
(self-assembled monolayer)처리에 대한 반응성이 낮을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하에서 어떤 막(층)이 다른 막(층)의 '상에'형성되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두 막(층)이 접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 막(층) 사이에 다른 막(층)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한
다.
도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 기판의 배치도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고, 도2는 도1의 Ⅱ-Ⅱ를 따
른 단면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 기판(100)은 절연기판(110)과,
절연기판(110) 상에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 배선(121, 123)과, 데이터 배선(121, 123) 상에 형성되어 있는 층간절연막
(130)과, 층간절연막(130)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배선(141, 143, 145)과, 게이트 배선(141, 143, 145)의 적어도 일
부를 노출시키는 제2개구(151)와 격벽접촉구(153)를 갖는 제2격벽(150)과, 제2개구(151)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절연막(160)과, 게이트 전극(143)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되어 채널영역(C)을 정의하는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극
(173)을 포함하는 전극층(171, 173, 175, 177, 179)과, 전극층(171, 173, 175, 177, 179) 상에 채널영역(C)과, 소스 전극
(171)의 일부, 및 드레인 전극(173)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제1개구(181)를 갖는 제1격벽(180), 및 제1개구(181)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유기반도체층(185)을 포함한다.
절연기판(110)은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절연기판(110)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경우 박막트랜지스
터 기판(100)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절연기판(110)이 열에 약한 단점이 있다. 본 발명과 같이 유기반
도체층(185)을 사용하면 반도체층 형성을 상온, 상압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의 절연기판(110)을 사용
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여기서, 플라스틱 종류로는 폴리카본(polycarbon), 폴리 이미드(polyimide), 리이서설폰(PES),
폴리아릴레이트(PAR),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PEN),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등이 가능하다.
데이터 배선(121, 123)은 상기 절연기판(110) 상에 형성되어 있다. 데이터 배선(121, 123)은 절연기판(110) 상에 일방향
으로 연장되어 있는 데이터선(121)과, 상기 데이터선(121)의 단부에 마련되어 외부로부터 구동 또는 제어신호를 전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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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패드(123)를 포함한다. 데이터 패드(123)는 외부로부터 구동 및 제어신호를 전달 받아 데이터선(121)으로 구동
제어신호를 인가한다. 데이터 배선(120)의 재료로는 Al, Cr, Mo, Au, Pt, Pd, Cu, AlNd 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배선(121, 123)은 상기 재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층 또는 복수의 층으로 마련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데이터 배선(121, 123)의 형성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또는 플라즈마로부터 게이트 절연막(150)을 보
호하여 유기반도체층(185)의 특성이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배선(121, 123)을 먼저 형성하고, 데이터 배선
(121, 123) 위에 층간절연막(130)을 형성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절연기판(110) 상에는 층간절연막(130)이 데이터 배선(121, 123)을 덮고 있다. 층간절연막(130)은 데이터 배선(121,
123)과 게이트 배선(141, 143, 145) 간의 전기적 절연을 위한 층으로, 내구성이 우수한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유기막 또는
공정성이 탁월한 무기막일 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 층간절연막(130)은 복수의 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부에는 공정
성이 탁월한 질화규소(SiNx) 또는 산화규소(SiOx) 등과 같은 무기물질로 이루어진 무기막이 위치하고, 상부에는 유기막이
위치할 수 있다. 즉, 유기막의 공정성에 따라서 무기막은 생략가능 하다. 층간절연막(130)에는 데이터선(121)의 일부를 노
출시키는 절연막접촉구(131)와, 데이터 패드(123)를 노출시키는 접촉구(미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층간절연막
(130)은 데이터 배선(121, 123)의 형성시 사용되는 화학물질 또는 플라즈마가 잔존하여 절연막 접촉구(131)와, 격벽접촉
구(153), 및 제2개구(151)의 틈새 또는 계면사이로 유입되어 내화학성 및 내플라즈마성에 취약한 후술할 유기반도체층
(185)의 특성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련된다.
상기 층간절연막(130) 상에는 게이트 배선(141, 143, 145)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 배선(141, 143, 145)은 상술한 데이
터선(121)과 절연 교차하여 화소영역을 정의하는 게이트선(141)과, 상기 게이트선(141)의 단부에 마련되어 외부로부터
구동 또는 제어신호를 인가 받는 게이트 패드(145), 및 게이트선(141)의 분지이며 후술할 유기반도체층(170)과 대응되는
곳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전극(143)을 포함한다. 게이트 패드(145)는 외부로부터 박막트랜지스터를 온/오프(ON/OFF)
시키기 위한 구동 및 제어신호를 인가 받아 게이트선(141)을 통하여 게이트 전극(143)으로 전달한다. 게이트 배선(141,
143, 145)도 데이터 배선(121, 123)과 같이 Al, Cr, Mo, Au, Pt, Pd 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단일층
또는 복수의 층으로 마련될 수 있다.
층간절연막(130) 상에는 게이트 배선(141, 143, 145)의 적어도 일부를 노출시키는 제2개구(151)와 격벽접촉구(153)를
갖는 제2격벽(150)이 마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2격벽(150)은 게이트 전극(143)을 노출시키는 제2개구(151)와,
상술한 절연막 접촉구(131)에 대응하여 데이터선(121)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격벽접촉구(153), 및 데이터 패드(123)와 게
이트 패드(145)를 각각 노출시키는 접촉구들(156, 157)을 포함한다. 제2격벽(150)은 잉크젯 방법을 통하여 게이트 절연
막(160)을 형성하기 해서 마련된 것으로,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감광성 유기막일 수 있다. 그리고, 제2개구(151)는 크게 형
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게이트 전극(143) 상의 게이트 절연막(160)의 표면이 평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제2개구(151)로 제팅되는 게이트 절연막물질은 용제제거과정을 거쳐 게이트 절연막(160)으로 형성되는데, 용제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게이트 절연막(160)은 접시모양과 같이 가장자리 영역의 두께가 높고, 가운데 영역의 두께가 낮으며
평탄한 상태로 건조된다. 이를 커피 스테인(coffee stain) 현상이라고 하는데, 커피 스테이 현상에 의하여 게이트 전극
(143) 상에서 게이트 절연막(160)의 두께가 서로 다른 상태로 건조되면 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제2개구(151)를 크게 만들어 두께가 높은 가장자리 영역이 게이트 전극(143)과 겹치는 영역을 최소화함으로써 박막트랜
지스터의 특성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제2개구(151)에는 게이트 절연막(160)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 절연막(160)은 데이터 배선(121, 123)과 게이트 배선
(141, 143, 145)을 상호 절연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내화학성 및 내플라즈마성이 취약한 유기반도체층(185)으로 불
순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게이트 절연막(160)은 저유전율의 아크릴계 수지, 폴리스티렌계 수지 및 벤조사이클로부
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두터운 막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게이트 절연막(160)은 내구성이 우수하
고 유전율이 낮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후술할 소스 및 드레인 전극(171, 173)과 게이트 전극(143) 간
의 용량(Cgd 또는 Cgs)을 감소시켜 유기박막트랜지스터(O-TFT)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1 내지 3의 유전율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격벽(150)과 게이트 절연막(160) 상에는 전극층(171, 173, 175, 177, 179)이 형성되어 있다. 전극층(171, 173, 175,
177, 179)은 절연막 접촉구(131)와 격벽접촉구(153)를 통하여 데이터선(121)과 연결되어 있으며 유기반도체층(185)과
적어도 일부가 접하는 소스 전극(171)과, 게이트 전극(143)을 사이에 두고 소스 전극(171)과 분리되어 있는 드레인 전극
(173), 및 드레인 전극(173)과 연결되어 화소에 형성되어 있는 화소전극(175)을 포함한다. 그리고, 데이터 패드(123)와 연
결되어 있는 데이터 패드 접촉부재(177)와 게이트 패드(145)와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 패드 접촉부재(179)를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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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층(160)은 ITO(indium tin oxide) 또는 IZO(indium zinc oxide) 따위의 투명한 도전 물질로 만들어진다. 소스 전극
(171)은 접촉구(131, 153)를 통하여 데이터선(121)과 물리적ㆍ전기적으로 연결되어 화상신호를 전달 받는다. 그리고, 게
이트 전극(143)을 사이에 두고 소스 전극(171)과 이격 되어 채널영역(C)을 정의하는 드레인 전극(173)은 소스 전극(171)
과 함께 박막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를 형성하며 각 화소전극(175)의 동작을 제어 및 구동하는 스위칭
및 구동소자로서 작동한다.
여기서,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극(173) 각각의 표면은 SAM(self-assembled monolayer)처리에 대한 서로 다른 반
응성을 갖는다. 즉, 후술할, 차단막(183, 도3h참조)에 의하여 가려진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극(173)의 단부는 다른
영역의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극(173)과 비교하여 SAM(self-assembled monolayer)처리에 대한 반응성이 낮을 수
있다. 이는, O2플라즈마 처리시 차단막(183)에 의하여 덮여진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극(173)의 단부는 O2플라즈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O2플라즈마 처리는 세정효과와 SAM(self-assembled monolayer)처리시 형성
되는 자기조립단층막(self-assembled monolayer; SAM)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유기반도체층
(185)과 소스 전극(171), 드레인 전극(173) 및 게이트 절연막(160) 사이의 계면특성이 향상되어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을 개선된다.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극(173) 상에는 제1격벽(180)이 형성되어 있다. 제1격벽(180)에는 채널영역(C)을 둘러싸면
서 소스 전극(171) 및 드레인 전극(173) 각각의 일부분을 노출시키고 있는 제1개구(181)가 형성되어 있다. 제1격벽(180)
은 유기반도체층(185)을 형성하기 위한 틀 역할을 한다.
제1개구(181)에는 유기반도체층(organic semiconductor layer, 185)이 형성되어 있다. 유기반도체층(185)은 채널영역
(C)을 덮고 있으면서, 소스 전극(171) 및 드레인 전극(173)과 적어도 일부가 접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반도체층(185)으로
는 테트라센 또는 펜타센의 치환기를 포함하는 유도체; 티오펜 링의 2, 5위치를 통하여 4 내지 8개가 연결된 올리고티오
펜; 페릴렌테트라 카보실릭 디안하이드라이드 또는 그의 이미드 유도체; 나프탈렌테트라 카보실릭 디안하이드라이드 또는
그의 이미드 유도체; 금속화 프타로시아닌 또는 그의 할로겐화 유도체, 페릴렌 또는 코로렌과 그의 치환기를 포함하는 유
도체; 티에닐렌 및 비닐렌의 코올리머 또는 코폴리머; 티오펜;페릴렌 또는 코로렌과 그들의 치환기를 포함하는 유도체; 또
는 상기 물질의 아로마틱 또는 헤테로아로마틱 링에 탄소수 1 내지 30개의 하이드로 카본 체인을 한 개 이상 포함하는 유
도체;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지의 유기반도체물질이 사용될 수도 있다.
유기반도체층(185) 상에는 제1보호층(191)이 형성되어 있다. 제1보호층(191)은 유기반도체층(185)을 덮고 있으며, 불소
계 고분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불소계 고분자로는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FEP(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PFA(Poly Fluoro Alkoxy), ETFE(Ethylene Tetra Fluoro Ethylene), PVDF(polyvinylidene
fluoride), 퍼플로로(알케닐 비닐 에스테르)(perfluoro(alkenylvinyl ethers))의 공중합으로부터 얻어진 환상(cyclized)의
투명 고분자로 이루어진 군 중 어느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제1보호층(191)은 폴리비닐알코올(PVA), 벤조
시클로부텐(BCB), 아크릴계 수지, 실리콘 고분자(Si polymer) 등의 물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유기막일 수 있
다. 제1보호층(191)은 유기반도체층(185)의 특성이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층이다.
그리고, 제1보호층(191) 상에 제2보호층(193)을 더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제2보호층(193)은 선택적이 것으로 제1보호
층(191)을 덮으면서 제1보호층(193)과 같이 유기반도체층(185)의 특성이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층으로, ITO
(indium tin oxide) 및 IZO(indium zinc oxide)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1보호층(191)과 동일한 물질 또는 다
른 공지의 물질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하, 도3a 내지 도3k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평판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리, 석영,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등의 절연성 재질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절연기판(110)
을 마련한다. 가요성(flexible) 표시장치의 제작에는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절연기판(110) 상
에 데이터배선물질을 스퍼터링(sputtering) 등의 방법으로 증착한 후, 사진식각(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하여 데이터
선(121)과 데이터 패드(미도시)를 형성한다.
그리고, 도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질화규소(SiNx) 또는 산화규소(SiOx) 등의 무기물질로 이루어진 층간절연물질을 절연
기판(110)과 데이터배선(120) 상에 가하여 층간절연막(130)을 형성한다. 층간절연물질이 무기물질인 경우에는 화학기상
증착방법 등으로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 층간절연막(130)은 유기막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스핀코팅법 또는 스
크린 프린팅법 등을 통하여 층간절연물질을 절연기판(110) 상에 형성할 수 있다. 층간절연막(130)으로는 유기막과 무기막
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으며, 감광성 유기막 등을 차단벽으로 이용하여 에칭공정을 통하여 데이터선(121)의 일부를 노출
시키는 절연막접촉구(131)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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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도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층간절연막(130) 상에 Al, Cr, Mo, Au, Pt, Pd, Cu, AlNd 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
함하는 게이트배선물질을 스퍼터링(sputtering) 등의 방법으로 증착한 후, 사진식각(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하여 게
이트선(미도시), 게이트 전극(143), 및 게이트 패드(미도시)를 형성한다.
그 후, 도3d에 도시되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143)을 노출시키는 제2개구(151)와 데이터선(121)의 일부를 노출시키며 절
연막접촉구(131)에 대응하는 격벽접촉구(153)를 가지도록 제2격벽(150)을 형성한다. 제2격벽(150)은 감광성 유기막일
수 있으며, 제2격벽(150)의 형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층간절연막(130) 상에 스핀코팅법 또는 스크린 프린팅법 등을
통하여 소정의 두께를 가지도록 유기막을 형성한다. 그리고, 소정패턴의 개구부를 갖는 마스크를 상기 유기막 상에 정렬
배치한 후 상기 유기막을 노광한다. 마지막으로, 유기막을 현상하여 제2개구(151)와 격벽접촉구(153)를 형성함으로서 도
3d에 도시된 제2격벽(150)이 제조된다.
그 후, 도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개구(151)에 저유전율의 아크릴계 수지, 폴리스티렌계 수지 및 벤조사이클로부텐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게이트 절연물질(165)을 노즐(200)을 이용하여 제팅한다. 여기서, 1 내지 3 의 유
전율을 갖는 게이트 절연물질(165)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스 및 드레인 전극(171, 173, 도3f참조)과 게이트
전극(143) 간의 용량(Cgd 또는 Cgs)을 감소시켜 유기박막트랜지스터(O-TFT)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2개구
(151)로 제팅된 게이트 절연물질(165)은 용제제거과정을 거쳐서, 도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160)으로 형성
된다. 여기서, 커피 스테인(coffee stain) 현상에 의한 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개구
(151)는 크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시되지 않았으나, 제2격벽(150)의 표면으로 제팅되는 게이트 절연물질(165)이 제2개구(151) 내부로 저절로 유입
되게 하기 위하여, 게이트 절연물질(165)의 제팅전에 제2격벽(150)의 표면을 표면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표
면처리는 O2플라즈마 처리 및 CF4플라즈마 처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며, 표면처리에 의하여 제2격벽(150)의 표
면은 발수성 및 발유성을 띄게 된다.그 다음, 도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ITO(indium tin oxide) 또는 IZO(indium zinc
oxide)와 같은 투명의 도전성 금속산화물(투명 도전 물질)을 제2격벽(150)과 게이트 절연막(160) 상에 스퍼터링
(sputtering)을 통하여 형성한 후, 사진식각공정 또는 에칭공정을 이용하여 전극층(171, 173, 175, 177, 179)을 형성한다.
전극층(171, 173, 175, 177, 179)은 격벽접촉구(153)와 절연막접촉구(131)를 통하여 데이터선(121)과 연결되며 유기반
도체층(185)과 적어도 일부가 접하는 소스 전극(171)과, 유기반도체층(185)을 사이에 두고 소스 전극(171)과 분리되어
채널영역(C)을 정의하는 드레인 전극(173), 및 드레인 전극(173)과 연결되어 화소영역을 채우고 있는 화소전극(175)을 포
함한다. 그리고, 데이터 패드(123)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패드 접촉부재(177)와 게이트 패드(145)와 연결되어 있는 게
이트 패드 접촉부재(179)를 더 포함한다.
이어, 도3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영역(C)을 둘러싸면서 소스 전극(171) 및 드레인 전극(173) 각각의 일부분을 노출시
키고 있는 제1개구(181)를 가지도록 제1격벽(180)을 형성한다. 제1격벽(180)은 유기반도체층(185)을 형성하기 위한 틀
역할을 한다. 제1격벽(180)은 감광성 유기막일 수 있으며, 제1격벽(180)의 형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스 전극(171)
과 드레인 전극(173), 및 화소전극(175)의 일부 상에 스핀코팅법 또는 스크린 프린팅법 등을 통하여 소정의 두께를 갖는
유기막을 형성한다. 그리고, 소정패턴의 개구부를 갖는 마스크를 상기 유기막 상에 정렬 배치한 후 상기 유기막을 노광한
다. 마지막으로 유기막을 현상하여 제1개구(181)를 형성함으로써 도3g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제1격벽(180)을 제조한다.
그 다음, 제1격벽(180)의 표면으로 제팅되는 유기반도체용액(186, 도3k참조)이 제1개구(181) 내부로 저절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격벽(180)의 표면을 표면처리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면처리는 채널영역(C)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서 수행되기 때문에,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플라즈마에 의하여 게이트 절연막(160)의 성질이 변화되어 유기박막트랜지스
터의 특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표면처리에 의하여 게이트 절연막(160)의 표면도 유기반도
체용액(186, 도3k참조)에 대하여 발수성과 발유성을 가지게 되어, 제팅되는 유기반도체용액(186, 도3k참조)이 채널영역
(C) 상에 균일하게 퍼지지 못하고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극(173)의 주위에서 응집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게이트 절연막(160)과 유기반도체층(185, 도2참조) 간의 계면특성이 좋지 못하며, 유기반도체층(185, 도2참조)의
두께가 균일하지 못하여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발명에서는, 표면처리시 사용되는 플라즈마 및 화학물질이 게이트 절연막(160)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
하여, 도3h에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영역(C)을 덮도록 차단막(183)을 형성한다. 차단막(183)의 형성방법은 상술한 제1
및 제2격벽(150, 180)의 형성방법과 같다. 즉, 제1개구(181)의 내부와 제1격벽(180) 등에 감광성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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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물질을 가하여 차단물질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차단물질층상에 소정패턴의 개구부를 갖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노광하고, 상기 차단물질층을 현상하여 채널영역(C)만을 덮고 있는 차단막(183)을 형성한다. 다른 실시예로, 잉크젯 방법
을 통하여 채널영역(C)으로 차단물질을 제팅한 후, 용제제거과정을 거쳐서 차단막(183)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어, 도3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격벽(180)의 표면이 발수성 및 발유성을 가지도록 표면처리 한다. 표면처리는 O2 플라
즈마 처리와, CF4 플라즈마 처리와, 자기조립단층막(self assembled monolayer; SAM)처리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여기서, O2 플라즈마 처리와 CF4 플라즈마 처리 는 제1격벽(180)의 표면이 발수성 및 발유성을 띄도록 하기 위한 표면처
리임에 반하여, 자기조립단층막처리는 채널영역(C)으로 제팅되는 유기반도체층(185, 도2참조)과 소스 전극(171) 및 드레
인 전극(173) 간의 접촉저항을 감소시키고 전하이동을 더 용이하게 해주어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것이다. 도한, O2플라즈마 처리에 의하여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극(173) 각각의 표면은 SAM(seld-assembled
monolayer)처리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성을 갖게된다. 즉, 후술할, 차단막(183)에 의하여 가려진 소스 전극(171)과 드레
인 전극(173)의 단부는 다른 영역의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극(173)과 비교하여 SAM(self-assembled monolayer)
처리에 대한 반응성이 낮을 수 있다. 이는, O2플라즈마 처리시 차단막(183)에 의하여 덮여진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
극(173)의 단부는 O2플라즈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O2플라즈마 처리는 세정효과와 SAM(selfassembled monolayer)처리시 형성되는 자기조립단층막(self-assembled monolayer; SAM)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유기반도체층(185)과 소스 전극(171), 드레인 전극(173) 및 게이트 절연막(160) 사이의 계면특성이
향상되어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을 개선된다.
다음, 도3j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차단막(183)을 제거한다.
그 후, 도3h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채널영역(C)으로 노즐(200)을 통하여 유기반도체용액(186)을 제팅(jetting)한다. 유기
반도체용액은 용제에 따라 수성 또는 유성일 수 있으며, 유기반도체물질은 용제 제거과정을 거쳐 유기반도체층(185, 도2
참조)이 형성된다. 잉크젯 방식은 종래의 사진식각공정을 통한 패터닝 공정 없이 유기반도체물질의 패턴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식각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부터 유기반도체층(185, 도2참조)을 보호할 수 있어 유기박막트랜지스터 특
성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차단막(183)을 마련함에 의하여 표면처리시 사용되는 플라즈마 및 화학물질이 게이트 절연막(160)으로 유입되지 못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게이트 절연막(160)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게 되고, 유기반도체용액(186, 도3k참조)은 채널영역(C)
상에 균일하게 퍼지게 되어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도시 되지는 않았으나, 유기반도체층(185) 형성방법과 유사하게, 제1보호층용액을 완성된 유기반도체층(185) 상
에 제팅(jetting)하여 제1보호층(191)을 형성한다. 보호층용액도 용제에 따라 수성 또는 유성일 수 있으며, 보호층용액은
용제 제거과정을 거쳐 제1보호층(180)으로 형성되며 제1보호층(180)의 표면은 평탄하다. 제1보호층용액은 불소계 고분
자를 포함하며, 불소계고분자에는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FEP(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PFA
(Poly Fluoro Alkoxy), ETFE(Ethylene Tetra Fluoro Ethylene), PVDF(polyvinylidene fluoride), 퍼플로로(알케닐 비
닐 에스테르)(perfluoro(alkenylvinyl ethers))의 공중합으로부터 얻어진 환상(cyclized)의 투명 고분자로 이루어진 군 중
어느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제1보호층(170)은 폴리비닐알코올(PVA), 벤조시클로부텐(BCB), 아크릴계 수
지, 실리콘 고분자(Si polymer) 등의 물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연속하여 제1보호층(191) 상에 스퍼터
링 방법에 의하여 ITO 및 IZO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제2보호층(193)을 형성한다. 여기서, 제2보호층(193)은 사
진식각공정을 통하여 동시에 패터닝 될 수 있다.
이하, 도4a 내지 도4k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평판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실시예
에서는 제1실시예와 구별되는 특징적인 부분만 발췌하여 설명하며, 설명이 생략된 부분은 제1실시예 또는 공지의 기술에
의한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여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기판(110) 상에 데이터선(121)을 포함하는 데이터 배선과, 데이터 배선을 덮도록 층
간절연막(130)을 형성한다. 여기서, 층간절연막(130)은 제1실시예와 달리 게이트선(121)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절연막 접
촉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 그리고, 층간절연막(130) 상에 게이트 전극(143)을 포함하는 게이트 배선을 형성한다.
이어, 도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143)을 노출시키는 제2개구(151)와 후술할 소스 전극(171, 도4g참조)과 데
이터선(121)을 연결시키기 위한 격벽접촉구(153)를 가지도록 제2격벽(150)을 형성한다.

- 12 -

공개특허 10-2007-0053060

그 다음, 도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식각공정을 통하여 데이터선(121)의 일부를 노출시키며 격벽접촉구(153)에 대응하는
절연막접촉구(131)를 형성한다. 제1실시예에서는 층간절연막(130)을 형성한 직후에 절연막접촉구(131)를 형성하였으나,
제2실시예에서는 제2격벽(150)을 형성한 후에 절연막접촉구(131)를 형성한다.
그 후, 도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즐(200)을 이용하여 제2개구(151)로 게이트 절연물질(165)을 제팅하여, 도4e에 도시
된 바와 같은 게이트 절연막(160)을 형성한다.
이어, 도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막(160)과 제2격벽(150) 상에 전극물질을 가하여 전극물질층(170)을 형성한
다. 전극물질층(170)은 오픈된 영역이 없으며, 격벽접촉구(153)와 절연막접촉구(131)를 통하여 데이터선(121)과 연결되
어 있다.
다음, 도4f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에트 전극(143)에 대응하는 영역의 전극물질층(170)을 노출시키는 제1개구(181)를 가
지도록 제1격벽(180)을 형성한다. 그리고, 제1격벽(180)의 표면을 표면처리 한다. 제2실시예에 의하면 게이트 절연막
(160)이 전극물질층(170)에 의하여 가려져 있기 때문에, 표면처리시 사용되는 플라즈마 및 화학물질 등이 게이트 절연막
(160)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게이트 절연막(160)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게 되고, 유기반도체용액은 채널영
역(C) 상에 균일하게 퍼지게 되어 유기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이 향상된다.
그 후, 도4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극물질층(170)을 패터닝하여 소스 전극(171)과, 드레인 전극(173)과, 화소전극(175)
과, 데이터 패드 접촉부재(미도시), 및 게이트 패드 접촉부재(미도시)를 형성한다. 전극층(171, 173, 175, 177, 179)의 형
성은, 제1격벽(180)과 상기 전극물질층(170) 상에 감광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감광막 상에 소정패턴의 개구부를 갖는 마
스크를 배치하고 노광하는 단계와, 감광막을 현상하여 전극층(171, 173, 175, 177, 179)으로 형성될 영역에 대응하는 감
광막만 남기는 단계와, 감광막을 이용하여 전극물질층(170)을 식각하는 단계; 및 잔존하는 감광막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그리고, 도시되지 않았으나, 제1실시예와 같이 유기반도체층과 제1및 제2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전기적 특성이 향상된
유기박막트랜지스터가 마련된 표시장치가 제조된다.
비록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이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원칙이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실시예를 변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과 그 균등물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박막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S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 기판의 배치도,
도2는 도1의 Ⅱ-Ⅱ를 따른 단면도,
도3a 내지 3k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4a 내지 4g는 본 발명의 제2시예에 따른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의 부호에 대한 설명 *
100 : 박막트랜지스터 기판 110 : 절연기판
121 : 데이터선 123 : 데이터 패드
130 : 층간절연막 131 : 절연막 접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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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게이트선 143 : 게이트 전극
145 : 게이트 패드 150 : 제2격벽
151 : 제2개구 153 : 격벽접촉구
160 : 게이트 절연막 171 : 소스 전극
173 : 드레인 전극 175 : 화소전극
180 : 제1격벽 181 : 제1개구
185 : 유기반도체층 191 : 제1보호막
193 : 제2보호막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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