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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간섭 디스플레이 셀과 그 제조방법

요약

제 1전극과 제 2전극 그리고 양 전극사이에 위치한 지지구조를 갖는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가 제공된다. 상기 제 2전극은

적어도 제 1물질층과 제 2물질층을 가지고, 상기 두 물질층 중 적어도 한 층은 도전성 물질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 2물질층

은 상기 제 2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기 제 1물질층을 식각하는 공정중에 마스크로서 사용된다.

대표도

도 4d

색인어

광간섭, 셀, 지지, 전극층, 복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평면도를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도 1에 표시된 절단면(I-I')에 따른 단면도이고,

도 3a는 도 1에 표시된 절단면(II-II')에 따른 단면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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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b는 도 3a에 예시된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도 4a 내지 도 4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00: 투명기판 402: 제 1전극

404: 희생층 410: 지지구조

412, 414: 물질층 420: 개구부

422: 제 2전극 424: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평판(planar) 디스플레이는, 경량과 소형이라는 점에서 휴대용 디스플레이와 공간에 제약을 받는 디스플레이에 널리 사용

되고 있다. 현재, 평판 디스플레이로는, 액정 디스플레이(LCD:Liquid Crystal Display), 유기 EL 디스플레이

(OLED:Organic Electro-Luminescent Display),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Plasma Display Panel)외에 광간섭 디

스플레이 방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특허 제 5,835,255호는 평판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수 있는 가시광 디스플레이 소자의 배열을 개시(開示)하고 있다.

도 1은 종래기술로서 개시된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평면도이다. 복수의 제 1전극들(102)이 기판(100)과 평행하게 그

위에 배치된다. 복수의 제 2전극들(104)이 제 1전극(102) 위에 이들과 수직방향으로 배치되어 기판면에 평행하게 위치한

다. 복수의 포스트(post)들(106)은 제 1전극(102)과 제 2전극(104) 사이에 위치하고, 그 결과, 공동(空洞)이 형성된다. 도

2는, 도 1의 I-I' 절단면에 따른 단면도이다. 각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108)는 2개의 전극(102와 104)을 포함한다. 포스

트들(106)은 2개의 전극(102와 104)을 지지하고 따라서 공동(110)이 형성된다. 2개의 전극(102와 104)간의 거리, 즉, 상

기 공동의 깊이는 'D'이다. 두 전극(102와 104) 중 하나는, 가시광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는 흡수율을 갖는 반투과/반반사 층

이고, 다른 하나는, 전압이 가해지면 변형이 가능한 반사층이다. 입사광이 전극(102 또는 104)을 통과하여 공동(110)에 도

달하면, 모든 가시광의 스펙트럼 중에서, 다음 식 1.1에 대응하는 파장을 가진 가시광만이 보강간섭을 일으켜 방출된다.

2D=Nλ (1.1)

여기서 N은 자연수이다.

공동(110)의 깊이 D가 특정 파장 λ1의 자연수 배(倍)의 절반이 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선명한 광파가 방출된다. 한편,

관찰자가 상기 입사광의 방향에 있으면, 이 파장 λ1을 가진 반사광이 관찰된다. 따라서, 상기 디스플레이 소자(108)는 켜

진(ON) 상태가 된다.

제 1전극(102)과 제 2전극(104) 중 하나는 변형가능한 또는 이동가능한 전극이다. 이 전극은 전압이 인가될 때 상방 및 하

방으로 변형 또는 이동한다. 전압에 의해 구동되고 있는 동안, 상기 변형가능한 또는 이동가능한 전극이 변형되어서 정전

기 인력에 의해 다른 전극으로 접근하면, 공동(110)의 깊이가 변한다. 이 상태에서는, 가시광 스펙트럼상의 모든 입사광이

차단되어 입사광의 방향에 있는 관찰자는 가시광 스펙트럼내의 어떠한 반사광도 관찰할 수가 없다. 이때는, 디스플레이 소

자(108)가 꺼진(OFF) 상태가 된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포스트(106)의 측면에는 지지부(112)가 2개의 제 2전극(104)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제 2전극을 지

지한다. 지지부(112)가 없으면 지지력이 약해서 제 2전극(104)의 측단이 아래로 처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공동(110)의

등록특허 10-0599925

- 2 -



깊이가 균일하게 되지 않는다. 디스플레이 소자(108)에서, 공동(110)의 깊이가 균일하지 않으면 반사광은 적어도 2개의

서로 다른 파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반사광의 해상도가 떨어지고 디스플레이 소자는 하나 이상의 색상을 표시하게 될 수

가 있다.

도 3a는, 도 1의 II-II' 절단면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3a에 예시된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은 도 3b에 나타나 있다. 투명 도전

층, 흡수층 및 유전(dielectric)층(모두 미도시)이 투명 기판(100)상에 차례로 형성된다. 상기 투명 도전층, 흡수층 그리고

유전층은 제 1전극(102)을 구성한다. 다음, 희생층(114)이 제 1전극(102) 상에 형성된다. 상기 유전층을 형성하는 물질에

는 산화실리콘과 질화실리콘이 포함되고, 상기 투명 도전층을 위한 물질에는 산화주석인듐(ITO:Indium Tin Oxide), 산화

아연인듐(IZO:Indium Zinc Oxide) 및 산화인듐이 포함되며, 상기 흡수층을 위한 물질은 금속이다. 다음, 리소그라피

(lithography) 공정 및 식각(etching) 공정이 수행되어 희생층(114)과 제 1전극(102)내에 개구부(116)를 형성한다. 포토

레지스트(photoresist)층이 희생층(114) 위에 스핀(spin) 코팅됨으로써 개구부(116)를 채운다. 이어서 상기 포토레지스트

층에 대해 노광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개구부(116)에 지지부(112)를 형성한다.

지지부(112)와 희생층(114) 위에 도전층(118)이 형성되고, 스핀 코팅 및 리소그라피 공정이 차례로 수행되어 도전층

(118) 위에,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트층(120)이 형성된다.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트층(120)에 있는 개구부는, 지지부(112)

위에 위치한 하부의 도전층(118)을 노출시킨다.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트층(120)은 노출된 도전층(118)을 제거하기 위한

식각 마스크(mask)로 사용됨으로써, 도 1에 예시된 상기 제 1전극(102)과 평행하게 배치된 제 2전극(104)이 형성된다. 마

지막으로, 상기 포토레지스트층(120)이 제거되고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108)가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지지부(112)를 형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은 포토레지스트이다. 그래서, 지지부(112)는, 포토레지스트층

(120)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항상 손상을 입거나 모두 제거되어 도 3c에 예시된 구조가 형성된다. 도 3c는 지지구조가 없을

때의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지구조가 손상을 입었거나 제거되었기 때문에 제 2전극(104)의

측단은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따라서 화살표(105)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처지게 된다. 그러면, 전극(104)의 처진 측단

으로 인해 공동(110)의 깊이가 균일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해상도가 저하되고 색상표현이

떨어지는 현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높은 해상도와 고휘도, 단순한 공정과 고수율이 가능한 컬러 광간섭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한, 광간섭 디스플

레이 소자의 간단한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높은 해상도를 갖는 컬러 광간섭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구조와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간단하고 용이한 제조공정과 높은 수율(yield)이 가능한 컬러 광간섭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에 적

합한,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구조와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고품질의 광간섭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지지구조가, 포토

레지스트층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손상을 입거나 제거되지 않는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광간섭 디

스플레이 소자의 구조와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상기의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는,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제조방법에 의하면, 제 2전극상의 포토레지스트층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지지구조

가 손상되거나 제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즉,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를 제조하는 상기 방법은, 투명 기판 위에 제 1전극

과 희생층을 차례대로 형성하고, 그 다음 상기 제 1전극과 희생층에 개구부를 형성한다. 상기 개구부는 그 안에 포스트와

지지구조를 형성하는 데 적합하다. 다음, 포토레지스트층이 상기 희생층에 스핀 코팅됨으로써 상기 개구부를 채우고, 사진

식각 공정에 의해 상기 포토레지스트층에 패턴을 형성함으로써 포스트와 지지구조를 형성한다.

상기 포스트와 지지구조가 형성된 뒤에 적어도 하나의 제 1물질층이 상기 희생층, 상기 포스트 및 지지구조 상에 형성된

다. 그 다음, 상기 제 1물질층위에 제 2물질층이 형성되고,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트층이 상기 제 2물질층 상에 형성된다. 상

기 패턴닝된 포토레지스트층은 다음의 식각 공정에서 마스크로 사용된다. 식각 공정이 수행되어 노출된 상기 제 2물질층

을 제거하고 상기 제 1물질층의 일부를 노출시킴에 따라 상기 포토레지스트층의 패턴이 상기 제 2물질층에 전사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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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포토레지스트층은 제거되고 상기 제 2물질층은 상기 제 2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제 1물질층을 식각할 때 식각 마스

크로 사용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층을 제거하는 동안 상기 지지구조는 상기 제 1물질층에 의해 덮여있어서 보호되므로

이 공정에 의해 손상을 입거나 제거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릴리즈 식각 공정(release etching process)이 수행되어 상

기 희생층을 제거함으로써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가 완성된다.

상기 제 2물질층의 물질은, 그 위에 포토레지스트층의 패턴이 전사될 수 있고 상기 제 1물질층을 식각하는 공정이 수행되

는 동안에 식각 마스크가 될 수 있는 물질이라면 어떠한 물질도 가능하다. 상기 제 2전극은 변형가능한 또는 이동가능한

전극이기 때문에 상기 제 2물질층을 형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물질은 금속과 같은 연성(ductile) 물질이다.

상기 제 1물질층과 제 2물질층을 형성하기 위한 물질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나아가, 상기 제 1물

질층과 제 2물질층간의 식각선택비가 충분히 높지 않다면 상기 제 1물질층을 식각할 때 상기 제 2물질층이 식각되어, 상기

제 2물질층의 두께는 최초 의도했던 것보다는 얇아진다. 상기 제 2전극의 두께(상기 제 2물질층의 두께를 포함해서)는 상

기 제 2전극의 응력(stress)과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동작전압에 영향을 미친다. 식각공정 후에 상기 제 2물질층의 두

께가 변한다면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를 동작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전압을 사용해야할지를 모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

에서, 상기 제 2물질층을 형성하기 위한 물질은 상기 제 1물질층을 형성하기 위한 물질과 상대적으로 높은 식각선택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제조방법에 따르면, 적어도 2개의 물질층이 상기 제 2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사

용된다. 상단에 위치하는 물질층은 그 위에 포토레지스트층의 패턴을 전사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하나의 물질층은 상기

패턴의 포토레지스트층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상기 지지구조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로 인해, 고품질의 광간섭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은 간단하고 용이하며 높은 수율을 보장하는 광간섭 디스플레이의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상술한 개괄적인 설명과 다음의 상세한 설명은 모두 예시적인 것이며, 이들은 본 발명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의 제공을 의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 구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바람직한 실시예를 제시한다.

실시예

도 4a 내지 도 4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도 4a에 대해 살펴보면, 제 1전극(402)과 희생(犧牲)층(404)이 투명기판(400) 위에 순서대로 형성된다. 희생층(404)은 유

전물질과 같은 투명물질, 또는 금속과 같은 불투명 물질로 만들어진다. 이어서, 제 1전극(402)과 희생층(404)에는 사진 식

각 공정에 의해 개구부(406)가 형성된다. 이 개구부(406)는 그 안에 지지구조를 형성하기에 적합하다. 투명기판(400)은,

예를 들어 유리기판이고, 제 1전극(402)은 적어도 하나의 도전성 투명물질층을 포함한다. 상기 도전성의 투명물질층은 산

화주석인듐(ITO), 산화아연인듐(IZO) 또는 산화인듐(IO)이다.

다음으로, 지지구조층(408)이 희생층(404) 위에 형성되고 개구부(406)를 채운다. 이 지지구조층(408)은 지지구조와 포스

트를 형성하기에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감광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폴리에스테르(polyester), 폴리아

미드 등과 같은 비감광성 중합체(polymer) 물질을 사용한다. 지지구조층(408)을 형성하는 데 비감광성 물질을 사용한다

면, 지지구조층(408)에 지지구조와 포스트를 형성하기 위해 사진 식각 공정이 필요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지지구조층

(408)을 형성하는 데에 감광성 물질이 사용되며, 따라서, 지지구조층(408)을 패터닝하는 사진 공정만이 사용된다.

도 4b에서는, 사진 식각 공정에 의한 지지구조층(408)의 패터닝(patterning)에 의해 지지구조(410)와 포스트(미도시)가

형성되고, 다음으로 제 1물질층(412)과 제 2물질층(414)이 희생층(404)과 지지구조(410) 위에 차례대로 형성된다. 제 1

물질층(412)과 제 2물질층(414)은 제 2전극을 형성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적어도 하나의 물질층은, 예를 들어 알루미

늄, 크롬, 구리 또는 코발트와 같은 도전성 물질이어야 하며, 나머지의 물질층을 형성하는 물질은, 예를 들어, 알루미늄, 크

롬, 구리, 코발트, 질화실리콘 또는 산화실리콘과 같은 금속 또는 유전체이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제 1물질층(412)과 제 2

물질층(414)을 구성하는 물질은 알루미늄과 크롬이다. 또한, 상기 제 1물질층(412)과 제 2물질층(414)을 형성하는 물질

은, 알루미늄/질화실리콘 또는 질화실리콘/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유전체 또는 유전체/금속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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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4c에 대해 설명한다. 패턴닝된 포토레지스트층(416)이 제 2물질층(414) 위에 형성되고, 이 층(416)은 지지구

조(410) 위에 위치하는 개구부(418)를 가진다. 패턴닝된 포토레지스트층(416)은 식각 마스크로 사용되며, 식각 공정이 상

기 제 2물질층(414)에 가해져 거기에 개구부(420)를 형성한다. 개구부(420)는 제 1물질층(412)의 일부를 노출시키며, 상

기 포토레지스트층의 패턴이 상기 제 2물질층(414)에 전사된다.

다음으로 도 4d에 대해 설명하면, 도 4c에 도시된 패턴닝된 포토레지스트층(416)은 제거된다. 이어서, 제 2물질층(414)이

식각 마스크로 사용되며, 제 2전극(422)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노출된 제 1물질층(412)을 식각하는 공정이 수행된다. 마

지막으로, 릴리즈 식각(release etching) 공정이 수행됨으로써, 도 4c에 도시된 희생층(404)이 제거되고 광간섭 디스플레

이 소자(424)가 완성된다.

비록,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되었지만 다른 실시예도 물론 가능하다. 따라서, 첨부

된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사상의 범위는 여기 포함된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발명의 수정이나 변형이, 청구범위와 그 균등물의 범위에 속한다면 본 발명은 그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삭제

발명의 효과

상기 지지구조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은, 양성 포토레지스트, 음성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예를 들어 아크릴 수지나

에폭시 수지와 같은 중합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 상기 제 2물질층이 없다면 상기 포토레지스트층(416)을 제거하기 위

한 공정에서 상기 지지구조의 물질이 손상을 입거나 제거된다. 이 지지구조가 손상되거나 제거되면 상기 제 2전극의 측단

은 지지되지 못하고 처지게 되고, 공동의 깊이는 균일하지 않게 되며 이로써 반사광의 파장이 또한 균일하지 않게 된다. 이

는 곧 광간섭 디스플레이 플레이트의 해상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 제시된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구조 및 그 제조방법에서는, 물질층이 지지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지지구조 위에 형성됨으로써 포토레지스트층을 제거

하는 공정 동안에 상기 지지구조가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전극과,

상기 제 1전극과 평형하게 배치되되, 제 1물질층 및 제 2물질층을 포함하는 제 2전극과,

상기 제 2전극의 가장자리를 지지하는 지지구조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제 1물질층 및 제 2물질층을 형성하는 적어도 하나의 물질은 도전성 물질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는 기판상에 위치하는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전극의 물질은 산화주석인듐(ITO), 산화아연인듐(IZO) 또는 산화인듐(IO)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

등록특허 10-0599925

- 5 -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전극은 변형가능한 전극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물질은 양성 포토레지스트, 음성 포토레지스트, 아크릴 수지 및 에폭시 수지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것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물질층 및 제 2물질층 중 적어도 하나는 도전성 물질로 만들어진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물질은 알루미늄, 크롬, 코발트 또는 구리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물질층을 형성하는 물질과 상기 제 2물질층을 형성하는 물질은 높은 식각선택비(etching selectivity ratio)를 갖

는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

청구항 9.

투명기판상에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투명기판상에 제 1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1전극상에 희생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1전극과 상기 희생층에 적어도 2개의 개구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개구부에 지지구조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희생층과 상기 지지구조상에 제 1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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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물질층상에 제 2물질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2물질층 상에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트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포토레지스트층을 마스크로 사용하면서 상기 제 2물질층을 식각하여 상기 제 1물질층을 노출시키는 단계와,

상기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트층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 2물질층을 마스크로 사용하면서 상기 제 1물질층을 식각하여 상기 지지구조를 노출시키는 단계와,

상기 희생층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2전극은 변형가능한 전극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물질층과 제 2물질층 중 적어도 하나는 도전성 물질로 만들어지는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물질은 알루미늄, 크롬, 코발트 또는 구리인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물질층을 형성하는 물질과 상기 제 2물질층을 형성하기 위한 물질은 높은 식각선택비(etching selectivity ratio)

을 갖는 광간섭 디스플레이 소자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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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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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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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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