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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결정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액정표시장치 및그 제조방법

요약

실온 이상의 온도에서도 누설전류에 대해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며, 소요되는 마스크의 수가 줄어든 다결
정실리콘 TFT-LCD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이 TFT-LCD는 기판상에 형성되며, 금속막으로 
이루어진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 데이터라인 및 공통전극과,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 데이터라인 및 공
통전극이 형성된 기판을 덮는 층간절연막과, 상기 층간절연막 상에 형성된 반도체막에 불순물이 도우프되
어 형성된 소오스/ 드레인과, 상기 소오스/드레인 사이의 상기 반도체막에 형성된 채널영역 및 상기 채널
영역과 소오스/드레인 사이의 반도체막에 형성된 LDD영역과, 채널영역 및 LDD영역이 형성된 기판을 덮는 
게이트절연막과, 상기 게이트절연막 상에 형성되며 상기 데이터라인과 직교하는 게이트전극과, 상기 드레
인의 일부를 노출시키도록 형성된 보호막, 및 상기 드레인과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내지 도 4는 종래의 LDD 구조를 갖는 다결정실리콘 TFT-LCD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이
다.

도 5 내지 도 7은 온도와 LDD의 길이에 따른 오프(off)시 전류(Ioff)를 나타낸 그래프들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를 제조하기 위한 레이아웃도이다.

도 9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
로, 도 8의 Ⅰ-Ⅰ'선을 자른 단면도들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를 제조하기 위한 레이아웃도이다.

도  15a  및  도  15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를  도시한  것으로,  도  14의 
Ⅱ-Ⅱ'선 및 Ⅲ-Ⅲ'선을 각각 자른 단면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를 제조하기 위한 레이아웃도이다.

도  17a  및  도  17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를  도시한  것으로,  도  16의 
Ⅳ-Ⅳ'선 및 Ⅴ-Ⅴ'선을 각각 자른 단면도들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50.....유리기판               12, 66.....게이트전극

14, 54.....층간절연막             16,18,64...게이트절연막

20, 56, 56'.....반도체막          22, 58.....에치 스토퍼(etch stopper)

20a,56a/ 20b,56b......소오스/드레인

26a/ 26b...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

28, 68.....보호막                 30, 70.....화소전극(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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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공통전극                   80.....금속막

100.....게이트라인용 마스크패턴  105.....데이터라인용 마스크패턴

110,110'..공통전극용 마스크패턴  115,135...반도체막용 마스크패턴

120.....화소전극용 마스크패턴    125,130....콘택용 마스크패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저온 다결정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박막 트랜지스터를 능동소자로 사용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 액정 표시장치(Thin Film Transistor - LCD; 
이하, "TFT - LCD"라 칭함)는 저소비전력, 저전압 구동력, 박형, 경량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박막 트랜
지스터 중 다결정실리콘을 활성층의 재료로 사용하는 다결정실리콘 TFT는, 이동도(mobility)와 온 전류
(on current)가 커서 액티브 매트릭스형 액정 표시장치 (Active Matrix LCD; 이하 "AMLCD"라 칭함)에 널
리 사용되고 있다. 

대면적의 다결정실리콘 TFT LCD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결정화기술, 게이트산화막 증착기술, 
이온도핑 주입기술 등의 단위 공정뿐만 아니라, 높은 콘트라스트(contrast)의 확보를 위해 TFT의 누설전
류를 안정화할 필요하다. 다결정실리콘 TFT의 누설전류의 주요 메커니즘으로는, 드레인(drain) 근처에 강
한 전계가 형성됨으로써 자유전자의 방출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력하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드레
인에 강한 전계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오프-셋 (off-set)  게이트 구조 또는 엘디디(LDD; 
Lightly Doped Drain) 구조, 다중 게이트 (Multi-gate) 구조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상기 오프셋 또는 LDD 
구조는 자기정합(self-align) 방식으로 형성하여야 기생 캐패시턴스(parastic capacitance)에 의한 화질
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 1 내지 도 4는 종래의 LDD 구조를 갖는 다결정실리콘 TFT-LCD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로
서,  하부  게이트(bottom  gate)형  TFT-LCD의  단면도들이다  (참조문헌;  AKT  News-96-61,  제목;  "Low  - 
Temperature TFT-LCD Manufacturing Process by Annealing and ion Implantation").

도 1을 참조하면, 유리기판(10)상에 몰리브덴(Mo)/탄탈륨(Ta)을 증착하여 금속막을 형성한 후 1차 사진식
각 공정으로 상기 금속막을 패터닝함으로써 게이트전극(12)을 형성한다. 이어서, 2차 사진공정을 이용하
여 상기 게이트전극(32)을 감싸는 양극산화막(14)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게이트전극(12)을 분리시킨다.

도  2를  참조하면,  결과물의  전면에,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방법을 사용하여 질화막(16)과 산화막(18)을 차례로 증착함으로써,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게이트절연막(16+18)상에, 예컨대 PE-CVD 방법으로 약 350℃ 정도의 저온에서 비
정질실리콘을 소정 두께 증착한다. 다음에, 증착된 비정질실리콘막에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를 조
사하여 상기 비정질실리콘막을 결정화한 후, 3차 사진식각 공정으로 패터닝하여 TFT의 활성층으로 사용되
는 반도체막(20)을 형성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반도체막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PE-CVD 방법으로 산화막을 증착한 후, 4차 사진식각 공
정으로 패터닝하여 이온주입 마스크로 사용되는 산화막 패턴(22)을  형성한다.  상기 산화막을 패터닝할 
때, 기판상에 형성된 게이트전극(12)을 마스크로 사용하는 후면노광 방법을 사용하면 사진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 산화막 패턴(22)을 마스크로 사용하여 반도체막에 불순물이온을 저농도로 주입하
여 상기 반도체막을 도우프시킨다. 이 때, 상기 산화막 패턴(22)에 가려져 불순물이온이 주입되지 않은 
영역은 TFT의 채널(20)이 되고, 상기 불순물이 저농도로 주입된 영역은 TFT의 LDD(20c)가 된다.

계속해서, 5차 사진 공정을 실시하여 N채널 TFT영역을 한정한 후 N형의 불순물이온을 고농도로 주입하여 
소오스(20a) 및 드레인(20b)을 형성한다. 다음에, 6차 사진공정을 실시하여 P채널 TFT 영역을 한정한 다
음, P형의 불순물이온을 고농도로 주입하여 P채널 TFT 영역을 도우프시킨다. 다음에, 급속열처리(Rapid 
Thermal  Annealing;  RTA)  또는  레이저  어닐링  방법을  사용하여  상기  소오스(20a),  드레인(20b)  및 
LDD(20c)를 활성화시킨다.

도 4를 참조하면, 도 3의 결과물상에 층간절연막(24)을 소정 두께 증착한 후 7차 사진식각 공정을 적용하
여 상기 층간절연막(24)을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소오스(20a) 및 드레인(20b)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콘택
홀을 형성한다. 다음에, 콘택홀이 형성된 결과물상에 알루미늄(Al)을 증착한 후, 8차 사진공정을 적용하
여  상기  알루미늄(Al)막을   패터닝하여  상기  소오스(20a)  및  드레인(20b)과  각각  접속된 소오스전극
(26a), 드레인전극(26b) 및 데이터라인(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다음에, 결과물상에 질화막을 증착하여 보호막(28)을 형성한 후, 9차 사진식각 공정으로 상기 보호막을 
식각하여 드레인전극(26b)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비아홀(via hole)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비아홀이 형성
된 결과물상에 인듐 주석 산화막(Indium Tin Oxide; ITO)을 증착한 후, 10차 사진식각 공정으로 패터닝하
여 상기 드레인전극(26b)과 접속된 화소전극(30)을 형성한다.

상기한 종래의 방법에 따르면, 상기 LDD(20c)를 형성하여 줌으로써, 소오스/드레인에 강한 전계가 형성됨
으로써 누설전류가 발생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TFT-LCD를 제조하기 위하여 9 ∼ 10매의 마스
크가 소요되므로 제조비용이 증가하고 공정이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LDD(20c)를 형성하
기 위한 이온주입 마스크인 절연막 패턴(22)을 형성할 때 미스얼라인(misalign)이 발생할 경우, 상기 게
이트전극(12)의 좌, 우에 형성되는 LDD의 길이가 서로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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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결정실리콘 TFT-LCD는 비정질실리콘 TFT-LCD에 비해 빛에 대해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즉, 강한 빛에 노출되었을 때 광-유도 전류(photo-induced current)라는 원치 않는 누설전류
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항법 시스템(Car Navigation System), 뷰캠(View Cam) 또
는 개인 디지털 보조장치 (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이 외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에서는 빛뿐
만 아니라 온도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이러한 제품들이 요구하는 온도
는 최고 70℃ ∼ 85℃ 수준에 이른다. 기존에 발표된 자료들에 의하면, 적절한 LDD의 길이가 1.0㎛ ∼ 
1.2㎛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실온(room temperature)을 기준으로 한 값들
이다. 실험한 바에 의하면, 최고 70℃ ∼ 85℃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누설전류에 대해 안정적인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1.5㎛ ∼ 2.0㎛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그래프를 통해 설명한다.

도 5 내지 도 7은 온도와 LDD의 길이에 따른 오프(off)시 전류(Ioff)를 나타낸 그래프들로서, 소오스/드레

인간의 전압을 각각 5V, 10V 그리고 15V로 인가했을 경우이다.

도 5 내지 도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온도범위에서 LDD의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에 
오프시 전류(Ioff)가 낮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LDD의 길이가 2.0㎛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에는 온(on) 전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므로, LDD의 길이를 1.5㎛ ∼ 2.0㎛ 정도로 유지하면서, LDD 길
이의 증가에 따른 온(on) 전류의 감소를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마스크의 수를 
줄이면서도 적절한 LDD 구조를 실현함으로써, 온(on), 오프(off)에 대한 소자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고온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제조공정에 사
용되는 마스크의 수를 줄일 수 있는 TFT-LCD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고온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제조공정에 사용
되는 마스크의 수를 줄일 수 있는 TFT-LCD의 적합한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TFT-LCD는, 기판상에 형성되며, 금속막으로 이루어진 소오스
전극/드레인전극, 데이터라인 및 공통전극과,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 데이터라인 및 공통전극이 형성된 
기판을 덮는 층간절연막과, 상기 층간절연막 상에 형성된 반도체막에 불순물이 도우프되어 형성된 소오스
/ 드레인과, 상기 소오스/드레인 사이의 상기 반도체막에 형성된 채널영역 및 상기 채널영역과 소오스/드
레인 사이의 반도체막에 형성된 LDD영역과, 채널영역 및 LDD영역이 형성된 기판을 덮는 게이트절연막과, 
상기 게이트절연막 상에 형성되며 상기 데이터라인과 직교하는 게이트전극과, 상기 드레인의 일부를 노출
시키도록 형성된 보호막, 및 상기 드레인과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공통전극은 상기 데이터라인과 평행하되, TFT 부분으로 연장된 돌출부를 가지며, 이 돌출부는 소정 
간격 이격된 두 개의 바(bar) 모양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상기 바(bar)의 간격은 TFT의 채널의 
길이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공통전극은 그 대부분이 상기 화소전극과 오버랩(overlap)된다. 그
리고, 상기 공통전극과 화소전극 사이에 도우프되지 않은 반도체막을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상기 LDD 영역의 길이는 1.3㎛ ∼ 2.0㎛ 정도이고, 상기 LDD 영역 상에 상기 LDD 영역의 길이와 동일한 
폭을 갖는 절연막 패턴을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공통전극은 소정 간격 이격되며 그 일단(一端)이 결합된 두 개의 바(bar) 형태이고, 상기 게이트절
연막 상에 상기 게이트전극과 평행한 바(bar) 형태를 가지며,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하부전극으로 사용될 
금속라인을 더 구비할 수도 있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TFT-LCD의 제조방법은, (a) 기판상에 금속막으로 이루어
진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 데이터라인 및 공통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b) 결과물을 덮는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c) 상기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d) 콘택홀
이 형성된 기판상에, 상기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과 접속된 반도체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e) N채널 
및 P채널 TFT영역의 상기 반도체막 패턴을 각각 고농도로 도우프시키는 단계와, (f) 결과물상에 게이트절
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g) 상기 게이트절연막 상에, 상기 데이터라인과 직교하는 게이트전극을 형성하
는 단계와, (h) 결과물상에 보호막을 형성한 후, 상기 반도체막 패턴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
하는 단계, 및 (i) 상기 콘택홀을 통해 상기 반도체막 패턴과 접속된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a) 단계에서 공통전극은 상기 데이터라인과 평행하되, TFT 부분으로 연장된 돌출부를 가지며, 이 
돌출부는 소정 간격 이격된 두 개의 바(bar) 모양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상기 바
(bar)의 폭은 1.3㎛∼2.0㎛ 정도로 형성하고, 상기 바(bar)의 간격은 TFT의 채널의 길이와 동일하게 형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a)  단계의  공통전극은  상기  화소전극과  그  대부분이 오버랩
(overlap)되도록 형성할 수도 있다.

상기 (d) 단계는 콘택홀이 형성된 상기 기판상에 비정질의 실리콘막을 500Å ∼ 1,5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는 단계와, 레이저를 이용하여 상기 비정질의 실리콘막을 결정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결정화된 실
리콘막을 패터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d) 단계와 (e) 단계 사이에, 상기 반도체막 패턴이 형성된 기판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
기 절연막 상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후면으로부터 빛을 조사하여 상기 포토레
지스트를 노광시킨 후 현상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절연막을 패터닝하는 단계
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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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 단계의 반도체막 패턴은 상기 TFT 부분과 상기 데이터라인과 평행한 부분의 공통전극의 상부를 
덮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a) 단계의 공통전극은 소정 간격 이격되며 그 일단(一端)이 결합된 두 개의 바(bar) 형태로 형성하
고, 상기 (g) 단계에서, 상기 게이트전극과 평행한 바(bar) 형태를 가지며,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하부전
극으로 사용될 금속라인을 함께 형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공통전극을 이용하여 TFT의 LDD의 길이를 1.3㎛ ∼ 2.0㎛ 정도로 형성함으로써 70℃ 
∼ 85℃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도 누설전류에 대해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다결정실리콘 TFT의 취
약점인 누설전류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LDD 구조를 실현하면서도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의 수를 
8매로 줄일 수 있으므로, 공정의 단순화는 물론 제조단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소오스/드레인전
극용 금속 또는 게이트전극용 금속과 화소전극을 이용하여 스토리지 캐패시터를 형성함으로써,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불순물 이온주입 공정 또는 금속증착 공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공정
을 단순화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도 8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를 제조하기 위한 레이아웃도이다.

도면 참조부호 "100"은 게이트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패턴을, "105"는 데이터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패턴을, "110"은 공통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패턴을, "115"는 활성층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
패턴을, "120"은 화소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패턴을, "125"는 데이터라인과 소오스를 연결시키는 콘
택홀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패턴을, 그리고 "130"은 화소전극과 드레인을 연결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패턴을 각각 나타낸다. 게이트라인(100)과 데이터라인(105)에 의해 한정되는 영역이 하나의 
화소(pixel)가 된다.

도 8을 참조하면, 게이트라인용 마스크패턴(100)과 데이터라인용 마스크패턴(105)이 서로 직교하도록 배
치되고, 상기 데이터라인용 마스크패턴(105)과 평행하도록 공통전극용 마스크패턴(110)이 배치되어 있다. 
상기 공통전극용 마스크패턴(110)은 TFT 부분으로 연장되며 소정 간격 이격된 두 개의 바(bar) 모양을 갖
는데,  상기 바(bar)의 간격은 TFT의 채널의 길이와 동일하며, 상기 데이터라인용 마스크패턴(105)과 평
행한 부분은 화소전극용 마스크패턴(120)과 중첩되어 있다.

도 9 내지 도 1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
로, 도 8의 Ⅰ-Ⅰ'선을 자른 단면도들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유리기판(50)상에, 예를 들어 크롬(Cr)을 1,500 ∼ 5,000Å 정도의 두께로 증착하여 금
속막을 형성한 후, 1차 사진식각 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금속막을 패터닝함으로써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
(도시되지 않음), 데이터라인(도시되지 않음) 및 공통전극(52)을 동시에 형성한다. 상기 1차 사진식각 공
정에서 도 8의 데이터라인용 마스크패턴(105) 및 공통전극용 마스크패턴(110)이 동시에 이용된다.

후속 공정에서 상기 공통전극(52) 사이에 해당되는 영역에 게이트전극이 형성되므로, 공통전극(52)의 간
격이 TFT의 채널길이가 되고, 공통전극(52)의 폭이 LDD의 길이가 된다. 따라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고 
70℃ ∼ 85℃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도 누설전류에 대해 안정적인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기 공통전극
(52)의 폭을 1.3㎛ ∼ 2.0㎛ 정도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0을 참조하면, 결과물의 전면에, 예를 들어 산화막을 2,000Å ∼ 5,000Å 정도 증착하여 층간절연막
(54)을 형성한다. 2차 사진식각 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층간절연막을 패터닝함으로써, 소오스전극 및 드레
인전극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콘택홀(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다음,  콘택홀이  형성된  결과물의 
전면에, 예를 들어 PE-CVD 방법으로 비정질실리콘막을 500Å ∼ 1,500Å 정도의 두께로 증착함으로써, 상
기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과 연결되며 TFT의 활성층으로 사용될 반도체막(56)을 형성한다. 다음에, 상
기 반도체막(56)에 소정 펄스(pulse)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결정화시킨 후, 3차 사진식각 공정을 실시하여 
상기 반도체막(56)을 패터닝한다.

이어서, 반도체막이 패터닝된 상기 결과물상에 산화막 또는 질화막을 2,000Å ∼ 4,000Å 정도 증착하여 
절연막(58)을 형성한 다음, 상기 절연막 상에 포토레지스트 도포, 노광 및 현상 등의 사진공정을 실시하
여 상기 공통전극(52)이 형성된 영역을 덮는 포토레지스트 패턴(60)을 형성한다. 이 때, 상기 포토레지스
트 패턴(60)을 형성하기 위한 사진공정은,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된 상태에서 기판(50)의 이면으로부터 빛
을 조사하여 노광하는, 이른바 후면 노광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공통전극(52)이 마스크 역할을 
하여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통전극(52)이 형성된 부위에만 포토레지스트 패턴(60)이 형성되도록 할 
수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포토레지스트 패턴(도 10의 60)을 마스크로 사용하여 절연막(58)을 식각한 다음, 
포토레지스트 패턴을 제거한다. 이어서, 4차 사진공정을 실시하여 N채널 TFT영역을 한정하는 포토레지스
트 패턴(62)을 형성한 후, 이를 마스크로 사용하여 반도체막에 N형의 불순물이온을 고농도로 주입함으로
써, N채널 TFT의 소오스(56a) 및 드레인(56b)을 형성한다. 다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5차 사진공정을 이
용하여 P채널 TFT의 소오스(도시되지 않음) 및 드레인(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공통전극(52)에 전압
이 인가되면, 공통전극 상부에 형성된 반도체막(56c)에 전하가 유도되어 이 부분이 TFT의 LDD가 된다.

도 12를 참조하면, P채널 및 N채널 TFT의 소오스/ 드레인이 형성된 결과물의 전면에 예를 들어 산화막을 
1,000Å ∼ 1,500Å 정도의 두께로 증착하여 게이트절연막(64)을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게이트절연막
(64)상에 예를 들어 알루미늄(Al)을 소정 두께 증착한 후, 6차 사진식각 공정으로 상기 알루미늄막을 패
터닝함으로써 게이트전극(66)을 형성한다. 

공통전극(52)의 간격이 TFT의 채널 길이가 되는데, 이는 이미 공통전극 형성시 정해진 길이이기 때문에 
상기 6차 사진공정에서 약간의 미스얼라인이 발생하여도 LDD 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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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사진공정의 공정 마진(margin)을 확보할 수 있으며, 좌, 우 LDD의 길이가 다르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전극(52)과  게이트전극(66)  사이에는 층간절연막(54),  절연막 패턴(58),  게이트절연막(64) 
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두 전극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형성되는 기생 캐패시턴스는 무시할 정도
가 된다.

도 13을 참조하면, 게이트전극(66)이 형성된 결과물의 전면에 예를 들어 질화막을 1,000Å ∼ 4,000Å 정
도 증착하여 보호막(68)을 형성한 다음, 7차 사진식각 공정으로 상기 보호막을 식각함으로써 드레인전극
(도시되지 않음)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한다. 다음에, 드레인전극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콘택
홀이 형성된 결과물의 전면에 투명도전막, 예를 들어 ITO막을 형성한 후 8차 사진식각 공정으로 상기 ITO
막을 패터닝함으로써 화소전극(도시되지 않음)을 형성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화소전극 부분에는 상기 화소전극 및 공통전극을 각각 상부전극 및 하부전극으로 
하고, 이 두 전극 사이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 및 보호막을 유전체막으로 하는 캐패시터가 형성되어 LCD
의 스토리지 캐패시터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소오스전극/ 드레인전극용 금속과 화소전극을 이용하여 스
토리지 캐패시터를 형성하면, 종래에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이온주입 공정 또는 금
속막 증착 공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제2 실시예   

도 1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를 제조하기 위한 간략한 레이아웃도로서, 도 
8과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분을 나타낸다.

데이터라인용 마스크패턴(105)과 평행하게 배치된 공통전극용 마스크패턴(110)이 배치되어 있고, 상기 공
통전극용 마스크패턴(110)과 중첩되게 반도체막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패턴(135)이 배치되어 있다. 
상기 마스크패턴(135)은 반도체 활성층을 패터닝하기 위한 마스크패턴(115)과 같은 마스크(mask layer)에 
배치된다.

도  15a  및  도  15b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를  도시한  것으로,  도  14의 
Ⅱ-Ⅱ'선 및 Ⅲ-Ⅲ'선을 각각 자른 단면도이다.

도 15a는 TFT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도 13에 도시된 제1 실시예의 TFT부분과 동일한 구조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5b는 화소전극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층간절연막(64)상에 도우프되지 않은 반도체막(56')이 공통전
극(52)과 중첩되도록 형성되어 있고, 상기 반도체막(56') 상부의 게이트절연막(64)과 보호막(68)이 제거
되어 있고, 화소전극(70)과 반도체막(56')이 접촉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화소전극(70)과 공통전
극(52) 사이에 형성되는 전체 절연막의 두께를 게이트절연막 및 보호막의 두께만큼 줄일 수 있다. 캐패시
턴스는 두 전극 사이에 형성된 유전체막의 두께에 반비례하므로, 상기 화소전극(70)과 공통전극(52)에 의
해 형성되는 스토리지 캐패시턴스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제3 실시예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를 제조하기 위한 레이아웃도로서, 도 8 및 
도 14와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분을 나타낸다.

TFT부분에 "ㄷ"자 모양의 공통전극용 마스크패턴(110)이 배치되어 있고,화소전극용 마스크패턴(120)의 주
변부에, 상기 화소전극용 마스크패턴(120)과 중첩되고 게이트라인용 마스크패턴(100)과 평행하도록 마스
크패턴(110')이 배치되어 있다. 상기 마스크패턴(110')은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하부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야각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소전극용 마스크패턴(120)의 주변부에 배치되어 있다. 상기 
마스크패턴(110')은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라인용 마스크패턴(110)과 완전히 평행한 모양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TFT부분에서 반도체막과 중첩되지 않도록 구부러져 게이트라인용 마스크패턴과 평행하게(점선
으로 표시됨) 배치할 수도 있다.

도  17a  및  도  17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를  도시한  것으로,  도  16의 
Ⅳ-Ⅳ'선 및 Ⅴ-Ⅴ'선을 각각 자른 단면도들이다.

도 17a 및 도 17b는 각각 TFT 부분과 화소전극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게이트전극(66)과 일정 거리 이격
된 게이트절연막(64) 상에, 상기 게이트전극(66)과 동일한 물질, 예를 들어 알루미늄(Al)막으로 이루어진 
금속막(8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금속막(80)은 화소전극(70)을 상부전극으로 하고 보호막(68)을 유전체
막으로 하는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하부전극으로 사용된다.

이상 구체적인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적 사상내에서 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
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한 다결정실리콘 TFT-LCD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면, 공통전극을 이용하여 TFT의 LDD
의 길이를 1.3㎛ ∼ 2.0㎛ 정도로 종래의 1.0㎛ ∼ 1.2㎛에 비해 훨씬 길게 형성한다. 이러한 LDD 길이를 
갖는 TFT-LCD는 실온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 예를 들어 자동차 항법 시스템, 뷰캠 또
는 개인 디지털 보조장치 등의 제품에서 요구되는 70℃ ∼ 85℃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도 누설전류에 대해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공통전극을 형성할 때 LDD의 길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사진공정에서 
미스얼라인이 발생되더라도 LDD 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게이트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사진
공정의 공정 마진을 확보하고 좌, 우 LDD의 길이가 다르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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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DD 구조를 실현하면서도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의 수를 종래의 9 ∼ 10매의 수준에서 8매로 
줄일 수 있으므로, 공정의 단순화는 물론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소오스전극/ 드레인전극용 금속 또는 게이트전극용 금속과 화소전극을 이용하여 스토리지 캐패시터
를 형성함으로써,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불순물 이온주입 공정 또는 금속막 증착 공
정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상에 형성되며, 금속막으로 이루어진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 데이터라인 및 공통전극;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 데이터라인 및 공통전극이 형성된 기판을 덮는 층간절연막;

상기 층간절연막 상에 형성된 반도체막에 불순물이 도우프되어 형성된 소오스/ 드레인;

상기 소오스/드레인 사이의 상기 반도체막에 형성된 채널영역 및 상기 채널영역과 소오스/드레인 사이의 
반도체막에 형성된 LDD영역;

채널영역 및 LDD영역이 형성된 기판을 덮는 게이트절연막;

상기 게이트절연막 상에 형성되며, 상기 데이터라인과 직교하는 게이트전극;

상기 드레인의 일부를 노출시키도록 형성된 보호막; 및

상기 드레인과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전극은 상기 데이터라인과 평행하되, TFT 부분으로 연장된 돌출부를 가지며, 

상기 TFT 부분으로 연장된 돌출부는 소정 간격 이격된 두 개의 바(bar) 모양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바(bar)의 폭은, 

1.3㎛∼2.0㎛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바(bar) 사이의 간격은,

TFT의 채널의 길이와 동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전극은,

그 대부분이 상기 화소전극과 오버랩(overlap)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전극과 화소전극 사이에,

도우프되지 않은 반도체막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막의 두께는,

1,500Å ∼ 5,000Å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층간절연막의 두께는,

2,000Å ∼ 5,000Å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DD 영역의 길이는,

1.3㎛ ∼ 2.0㎛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LDD 영역 상에, 

상기 LDD 영역의 길이와 동일한 폭을 갖는 절연막 패턴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
터-액정 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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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 패턴의 두께는,

2,000Å ∼ 4,000Å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절연막의 두께는 1,000Å ∼ 1,500Å 정도이고, 

상기 보호막의 두께는 1,000Å ∼ 4,000Å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전극은 소정 간격 이격되며 그 일단(一端)이 결합된 두 개의 바(bar) 형태이
고,

상기 게이트절연막 상에, 상기 게이트전극과 평행한 바(bar) 형태를 가지며,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하부전
극으로 사용될 금속라인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

청구항 14 

(a) 기판상에 금속막으로 이루어진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 데이터라인 및 공통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b) 결과물을 덮는 층간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c) 상기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을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는 단계;

(d) 콘택홀이 형성된 기판상에, 상기 소오스전극/드레인전극과 접속된 반도체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e) N채널 및 P채널 TFT영역의 상기 반도체막 패턴을 각각 고농도로 도우프시키는 단계;

(f) 결과물상에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g) 상기 게이트절연막 상에, 상기 데이터라인과 직교하는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h) 결과물상에 보호막을 형성한 후, 상기 반도체막 패턴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콘택홀을 형성하는 단계; 
및

(i) 상기 콘택홀을 통해 상기 반도체막 패턴과 접속된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공통전극은,

상기 데이터라인과 평행하되, TFT 부분으로 연장된 돌출부를 가지며, 상기 TFT 부분으로 연장된 돌출부는 
소정 간격 이격된 두 개의 바(bar) 모양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
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바(bar)의 폭은, 

1.3㎛∼2.0㎛ 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바(bar)의 간격은,

TFT의 채널의 길이와 동일하게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공통전극은,

상기 화소전극과 그 대부분이 오버랩(overlap)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금속막은,

1,500Å ∼ 5,0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의 층간절연막은,

2,000Å ∼ 5,0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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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콘택홀이 형성된 상기 기판상에 비정질의 실리콘막을 500Å ∼ 1,5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는 단계와,

레이저를 이용하여 상기 비정질의 실리콘막을 결정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결정화된 실리콘막을 패터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와 (e) 단계 사이에,

상기 공통전극 상부의 상기 반도체막 패턴 상에 절연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반도체막 패턴이 형성된 기판상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막 상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의 후면으로부터 빛을 조사하여 상기 포토레지스트를 노광시킨 후 현상하여 포토레지스트 패턴
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절연막을 패터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 패턴은,

2,000Å ∼ 4,0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의 게이트절연막은 1,000Å ∼ 1,5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고,

상기 (h) 단계의 보호막은 1,000Å ∼ 4,000Å 정도의 두께로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
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의 반도체막 패턴은,

상기 TFT 부분과, 상기 데이터라인과 평행한 부분의 공통전극의 상부를 덮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공통전극은 소정 간격 이격되며 그 일단(一端)이 결합된 두 개의 바
(bar) 형태로 형성하고,

상기 (g) 단계에서, 상기 게이트전극과 평행한 바(bar) 형태를 가지며, 스토리지 캐패시터의 하부전극으
로 사용될 금속라인을 함께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액정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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