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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IPS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 저장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방법이 구현되고, 높은 구경비
를 갖는 화소 영역을 형성하는 기술이 제공된다. 전기 광학 장치의 각 회로에 사용되는 절연 층, 전형적
으로는, IPS 방법에 따른 LCD, 특히 수지 층위에 형성되는 공통 전극의 표면에 대해 11V/min의 인가된 전
압/전압 공급 시간비로 양극 산화 과정이 수행된다.  별도의 양극 산화물 층이 형성되는 양은, 양극 산화
물 층으로 커버링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고, 고 신뢰도를 갖고 우수한 점착력을 갖는 전극을 구비하는 액
정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조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의 화소부(pixel portion)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도 2는 등가 회로도.

도 3은 양극 산화 방법(anodic oxidation method)에서의 전극간 전압과  전류 흐름간의 관계를 도시한 그
래프.

도 4A 내지 도 4E는 LCD를 제조하는 공정을 도시한 도면.

도 5A 내지 도 5E는 LCD를 제조하는 공정을 도시한 도면.

도 6A 내지 도 6E는 LCD를 제조하는 공정을 도시한 도면.

도 7A 내지 도 7E는 LCD를 제조하는 공정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liquid crystal display device)의 단면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LCD의 외관을 도시한 사시도.

도 10은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회로도.

도 11A 내지 도 11C는 저장 커패시터(storage capacitor)의 구조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12는 화소부의 일예를 도시한 평면도.

도 13은 화소부의 일 예를 도시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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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A 및 도 14B는 화소부의 일 예를 도시한 평면도.

도 15A 및 도 15B는 화소부의 일 예를 도시한 평면도.

도 16A 및 도 16B는 화소부의 일 예를 도시한 평면도.

도 17은 알루미늄 필름의 광 흡수 특성(light obsorbency characteristics)을 도시한 그래프.

도 18은 TFT 구조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9A 내지 도 19F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전자 기기의 예들을 도시한 사시도.

도 20A 내지 도 20D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전자 기기의 예들을 도시한 사시도.

도 21A 내지 도 21C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전자 기기의 예들을 도시한 사시도.

도 22A 및 도 22B는 LCD 패널의 예들을 도시한 평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박막 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이하는, TFT라 칭함)로 구성되는 회로를 구비한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과 같은 전기 광
학 장치(electro-optical device) 및 상기한 종류의 전기 광학 장치가 일부 탑재된 전자 기기에 관한 것
이다. 

본 명세서 전반에 걸쳐 반도체 장치(semiconductor device)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특성을 이용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의미하고, 상기 전기 광학 장치, 반도체 회로 및 전자 기기는 모두 반도체 장치
이다.

절연 표면을 갖는 기판상에 형성되는 반도체의 박막(약 수십 내지 수백 나노미터의 두께를 가짐)을 사용
하여 박막 트랜지스터(TFT)를 형성하는 기술은 지난 몇 년 동안 각광을 받아왔다. 이러한 박막 트랜지스
터는 IC 또는 전기 광학 장치와 같은 전자 장치에 널리 응용되고 있고, 특히 화소 디스플레이 장치의 스
위칭 소자로서의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컨대,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는  TFT가  매트릭스  형태로  설계된  수백만  화소의  각각에  배치되는 
장치이고, TFT의 스위칭 기능에 각 화소 전극에 인가되는 전하를 제어함으로써, 액정의 전기 광학 특성이 
변화되며, 이미지 디스플레이 동작은 액정 패널을 통해 투과되는 빛을 조절함으로써 수행된다.

평행한 전극 구조로된 기판에 대해 전기장을 수평방향으로 제어하는 IPS 방법(일본국 특허 출원 공개 평
성 제 6-160878 호에 개시됨)이 상기한 형태의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동하는 방법으로서 공지되어 있
다.

상기 IPS 방법에 의해 구동되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는 (TN 방법 또는STN 방법과 같은) 다른 구동 방법
들에 비해 저전압으로 구동 가능하고, 보다 넓은 뷰잉 각도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IPS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는 TFT, 게이트 라인, 소스 라인, 화소 전극, 공통 라인, 및 동일한 기판
상에서 화소 영역의 상기 공통 라인으로부터 연장되는 공통 전극을 구비한다.  호소 전극에 인가되는 전
기장이 다른 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화소 전극은 상기 화소 전극에 평행하게 배
열되는 상기 공통 전극사이에 삽입 배치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 전극에 필요한 전극 표면 
영역은 IPS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경 비(aperture ratio)를 감소시킨다. 

더욱이, 일반적인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전하 보유 시간(electric charge retention time)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저장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기 IPS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저장 
커패시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극 표면 영역이 필요하고, 그 결과, 구경비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상기 구경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배선 및 전극들이 보다 작게 형성되면,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
는 것이 어려워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IPS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 저장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방법과, 높은 구경비를 갖는 화소 영역을 형성하는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한 쌍의 기판과 상기 한 쌍의 기판사이에 삽
입 배치되는 액정 층을 구비한 반도체 장치가 제공되고, 상기 반도체 장치는 그 구조에 있어서, 화소 전
극이 상기 한 쌍의 기판 중 한 기판상에 형성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 평행한 전기장이 상기 화소 전극
과 공통 전극사이에 인가되며, 상기 공통 전극, 상기 공통 전극의 최소 일부의 양극 산화물 층(anodic 
oxide film) 및 상기 양극 산화물 층위에 형성되는 화소 전극에 의해 커패시터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반도체 장치의 구조는, 상기 공통 전극이 양극에서 산화처리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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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한 쌍의 기판과 상기 한 쌍의 기판사이에 삽입 배치되는 액정 층을 
구비한 반도체 장치가 제공되고, 상기 반도체 장치는 그 구조에 있어서, 화소 전극이 상기 한 쌍의 기판 
중 한 기판상에 형성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 평행한 전기장이 상기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사이에 인가
되고, 상기 공통 전극, 상기 공통 전극의 최소 일부의 양극 산화물 층(anodic oxide film) 및 상기 양극 
산화물  층위에  형성되는  화소  전극에  의해  커패시터가  형성되고,  상기  액정층이  밀봉  물질(sealing 
material)에 의해 에워싸이고, 상기 밀봉 물질이 형성되는 영역에 스페이서(spacer)가 형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한 쌍의 기판과 상기 한 쌍의 기판사이에 삽입 배치되는 액정 층을 구
비한 반도체 장치가 제공되고, 상기 반도체 장치는 그 구조에 있어서, 화소 전극이 상기 한 쌍의 기판 중 
한  기판상에  형성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  평행한  전기장이  상기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사이에 
인가되고, 상기 공통 전극, 상기 공통 전극의 최소 일부의 양극 산화물 층 및 상기 양극 산화물 층위에 
형성되는  화소  전극에  의해  커패시터가  형성되고,  상기  화소  전극이  형성되는  화소부와  구동기 회로
(driving circuit)사이의 영역에 스페이서가 형성되고, 상기 구동기 회로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스페이서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한 쌍의 기판과 상기 한 쌍의 기판사이에 삽입 배치되는 액정 층을 구
비한 반도체 장치가 제공되고, 상기 반도체 장치는 그 구조에 있어서, 화소 전극이 상기 한 쌍의 기판 중 
한  기판상에  형성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  평행한  전기장이  상기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사이에 
인가되고, 상기 공통 전극, 상기 공통 전극의 최소 일부의 양극 산화물 층 및 상기 양극 산화 층위에 형
성되는 화소 전극에 의해 커패시터가 형성되고, 상기 화소 전극의 접촉부상에 스페이서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더욱이, 상기 양극 산화물 층막은 인가된 전압/전압 공급 시간비가 11 V/min과 같거나 이보다 큰 양극 산
화 공정을 통해 형성된다. 

상기한 반도체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되고, 상기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은,

TFT상에 수지 층(resin film)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수지 층위에 공통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공통 전극의 산화물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산화물 층의 최소 일부분을 덮는 화소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공통 전극, 상기 공
통 전극의 산화물 층 및 상기 화소 전극에 의해 커패시터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되고, 상기 반도체 장치 제조 방
법은,

TFT의 상부에 수지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수지 층위에 무기질 층(inorganic film)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공통 전극의 산화물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산화물 층의 최소 일부분을 덮는 화소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공통 전극, 상기 공
통 전극의 산화물 층 및 상기 화소 전극에 의해 커패시터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수지층위에 무기질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위해 스퍼터링 공정(sputtering)이 사용된다.

더욱이, 상기 산화물 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인가된 전압/전압 공급 시간비가 11 V/min과 같거나 이보다 
큰 양극 산화 공정을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며, 도면전체를 통하여 동일한 
부분에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면,  제  1  전극(공통  전극(103))은  양극에서  산화처리될  수  있는  물질로 
형성되고, 산화물 층(105)은 상기 제 1 전극의 표면상에 형성되고, 제 2 전극(화소 전극(104))은 상기 산
화물 층위에 형성되며, 저장 커패시터(106)는 양극 산화처리에 의해 형성되는 산화물 층을 유전체로 이용
함으로써 형성된다.   또한, 도 1A 및 1B에서, 도면 참조 부호 101은 게이트 배선을 나타내고, 도면 참조 
부호 101a 및 101b는 상기 게이트 배선으로부터 연장되는 게이트 전극을 나타내며, 도면 참조 부호 102는 
소스 배선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는 전기장을 상기 제 1 전극(공통 전극(103)) 및 상기 제 2 전극(화소 전극(104))에 의해 형
성되는 (기판에 평행한 방향)수평 방향으로 제어함으로써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동시키는 IPS 방법이 
이용된다.  도 2는 도 1A 및 1B에 대응하는 등가 회로도를 도시한 것이다. 

밸브 금속 막(예컨대, 알루미늄 층, 탄탈룸 층, 니오븀 층, 하프늄 층, 지르코늄 층 또는 티타늄 층과 같
은 금속 층) 및 전도도를 갖는 실리콘 막(예컨대, 인으로 도핑처리된 실리콘 층 또는 붕산으로 도핑처리
된 실리콘 층)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양극에서 산화처리 가능한 물질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상
기  밸브  금속층이 규화처리된 규소화물 층(silicide  film)  또는  (예컨대,  탄탈룸  질화물  층(tantalum 
nitride  film),  텅스텐  질화물  층(tungsten  nitride  film),  또는  티타늄  질화물  층(titanuim  nitride 
film)과 같은) 질산처리된 밸브 금속 층이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예컨대, 몰리브덴
-탄탈룸 합금과 같은) 공정 합금(eutectic alloy)을 (텅스템 또는 몰리브덴과 같은) 다른 금속 원소와 함
께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층들이 자유롭게 결합되는 박판 층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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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금속층은 양극에서 전개되고 음극 전류(cathode current)는 흐르고 양극 전류(anode current)는 흐
르지 않는 장벽 형태의 양극 산화물 층을 말한다.  다시말해, 상기 밸브 금속은 밸브 형태의 작용을 하는 
금속층이다(1985년, Maruzen의 Electrio-chemical Handbook 제 4 판, 전기-화학 학회 회보, p370참조).

또한, 상기 양극 산화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는 상기 제 1 전극(공통 전극(103))의 구조는 단일 층으로 구
성된 전극일 수도 있고, 다중 층으로 구성된 전극일 수도 있다.  도 1A의 상기 제 1  전극(공통 전극
(103))을 유동 상태(floating state)(전기적으로 절연된 상태)에서 동작시킬 수 있고, 상기 제 1 전극(공
통 전극(103))은 도 12에 도시된 화소 전극 상태에서와 같이 고정 전위(fixed electric potential), 바람
직하기로는, (데이터로서 전송된 이미지 신호의 중간 전위인) 공통 전위 근방에서 명멸 현상(flicker)이 
발생되지 않는 레벨로 설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상기 제 1 전극(공통 전극(103))은 도 13에 도시된 전
극 상태에서와 같이, 빛과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차단막 기능(shielding film function)과 결합될 수도 있
다.  또한, 'T'자 형태로 된 제 2 전극(화소 전극(104)) 형태의 한 예가 도 1A에 도시되어 있지만, 이러
한  형태에  특별히  국한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화소  전극의  형태는  도  14에  도시된  것과  같은 
'지그재그' 형태, 도 15에 도시된 것과 같은 '〈' 형태, 또는 도 16에 도시된 것과 같은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 전반에 걸쳐, '전극(electrode)'은 '배선(wiring)'의 일부이고, 한 배선의 일부가 또 다른 배
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점, 또는 한 배선의 일부가 반도체 층을 가로지르는 지점을 의미한다는 사실
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설명의 편의상, '배선' 및 '전극' 이란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배선'은 '전
극'이란 용어가 문구속에서 사용될 때 항상 '전극'이란 의미에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의 양극 산화처리 방법은 종래의 방법(일정한 전류 흐름상태에서 양극 산화처리 용액에 침
지된 음극과 양극사이 흐르는 전류에 대한 일정한 전압 상태 및 상기 음극과 양극사이의 전압 상태로 이
동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상기 종래의 방법에서는, 양극 산화처리 가능한 물질 및 점착
성이 불량한 물질 층, 예컨대, 유기 수지층은 베이스 층으로 선택되고 전극이 상기 유기 수지층 위에 형
성된다. 양극 산화 처리과정이 전극에 대해 수행되면, 상기 전극의 가장자리부에 부득이하게 균일하지 않
은 양극 산화처리가 이루어지고, 별도의 양극 산화물 층의 형성으로 인해 층의 표면이 벗겨진다.  

상기 종래의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양극 산화처리 과정이 수행되는 전극의 단일 면적당 전류의 양과, 단
위 시간당 인가되는 전압의 값은 본 발명의 양극 산화 처리과정에서의 값보다 더 크게 설정되고, 목표 전
압에 도달하는 단계에서 상기 양극 산화 처리과정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극 산화물 층이 형성되
는 양은 보다 작게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양극 산화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을 줄이기 위
해, 상기 양극 산화물 층은 수 초 내지 수 분으로 설정된 일정한 전압 상태에서의 시간, 또는 0으로 설정
되는 상기 일정한 전압 상태에서의 시간으로 형성된다.

본 발명의 형성 방법의 일 예가 도 3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될 것이다.  전압은 상기 양극 산화 처리 
과정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0으로 설정되지만, 이것은 도 3에서 도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양극 산화 처리과정중에 전극의 전류 밀도(단위 면적당 전류의 양)는 1∼20 mA/cm
2
인 것이 바람직하

다.  이것은 종래의 양극 산화 처리과정에서의 전류밀도에 비해 전류 밀도가 크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
다.  

또한, 전압 증가 비율(단위시간당 증가된 전압 값)은 11 V/min이거나 이보다 크게, 바람직하기로는 100 
V/min이거나 이보다 크게 설정된다.  이것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래의 양극 산화 처리과정에서 증
가된 전압값(대략, 10 V/min)에 비해 큰 것이다. 

화소부에 배치되는 저장 커패시터의 유전체로서, 본 발명의 전술한 기술을 사용하여 형성된 양극 산화물 
층을 갖는 LCD의 단면적에 대한 도면이 도 8에 도시된다.  도 8에는, CMOS 회로가 구동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회로로서 도시되고, 이중 게이트 구조 TFT가 화소부로서 도시된다.  물론, 이러한 구조는 이중 게이
트 구조에 국한되지 않고, 3중 게이트 구조 또는 단일 게이트 구조가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TFT 
구조는 상부 게이트 구조에 한정되지는 않고, 예컨대, 하부 게이트 구조와 같은 다른 구조들이 응용될 수
도 있다.

상기 구조에 대한 본 발명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하에서 설명될 실시예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 1 실시예〕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는 도 4A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화소부를 동시에, 그리고 동일 기
판상에서 구동시키기 위한 화소부 및 구동 회로를 제조하는 방법이 설명될 것이다.  설명의 단순화를 위
해, CMOS 회로,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와 버퍼 회로와 같은 회로용 기본 회로, 및 샘플링 회로를 형성하는 
n-채널 TFT가 상기 도면에 도시된다.  

도 4A에서 기판(401)으로서 석영 기판 또는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영 기판은 제 1 
실시예에서 사용된다.  또한, 금속 기판 또는 표면상에 절연층이 형성되는 스테인레스 스틸 기판과 같은 
기판이 사용될 수도 있다.  제 1 실시예에서, 800℃정도에서 견딜 수 있는 열 저항성이 필요하고,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어떠한 기판도 사용 가능하다. 

비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 층(402)은, TFT가 형성될 상기 기판(401)의표면상에 감소된 압력 열 CVD, 플
라즈 CVD 또는 스퍼터링 기술을 사용하여 20내지 100 nm의 두께로 형성된다.   60nm의 두께를 갖는 비결
정 실리콘 층은 제 1 실시예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추후 열 산화 공정을 거쳐
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층의 두께는 상기 TFT의 능동 층의 최종 층 두께는 아니다.  

또한,  비결정  반도체  층(amorphous  semiconductor  film)  및  미결정  반도체  층(microcrystalline 
semiconductor film)은 비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 층으로서 존재하고, 아울러, 비결정 실리콘 게르마늄 
층과 같은 비결정 구조를 갖는 복합 반도체 층도 역시 포함된다.  또한, 대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상기 기
판상에 베이스 층 및 상기 비결정 실리콘 층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기 
기판의 표면상에 오염물질이 상기 비결정 실리콘 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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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TFT의 특성중 분산(dispersion)특성이 감소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실리콘을 함유한 절연층을 포함하는 마스크 층(403)은 상기 비결정 실리콘 층(402)위에 형성되
고, 패터닝 기법에 의해 개방 절개부(404a,404b)가 형성된다. 상기 개방 절개부는  다음번 결정화 과정
(crystallization) 중에 결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촉매 요소를 부가하기 위한 부가 영역이다(도 4 참조). 

실리콘 산화물 층, 실리콘 질화물 층, 및 산화 실리콘 질화물 층은 실리콘을 함유한 절연 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산화 실리콘 질화물 층은 소정 양의 실리콘, 질소 및 산소를 함유한 절연 층이고, SiOxNy로 표

기되는 절연 층이다.  SiH4, N2O 및 NH3을 갖는 산화 실리콘 질화물 층을 원료 가스로서 제조하는 것은 가

능하고, 만약, 함유된 질소 농도가 25 원자%보다 크거나 같고, 50 원자%보다 작으면 양호한 것이다.  

상기 마스크 층(403)의 패터닝 과정이 수행됨과 동시에, 추후 패터닝 과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마커 패턴
(marker pattern)이 형성된다.  상기 비결정 실리콘 층(402)은 상기 마스크 층(403)의 에칭 과정중에 약
간 에칭되고, 단계별 차이점은 추후 마스크 정렬 과정이 수행될 때 마커 패턴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 층은 (미국 특허 번호 09/034,041에 대응하는)  일본국 특허 출원 공개 번호 평
성-10-247735 호에 개시된 기술에 따라 다음에 형성된다.  상기 특허에 개시된 기술은, 비결정 구조의 반
도체 층을 결정화할 때 결정화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촉매 원소 (니켈, 코발트, 게르마늄, 주석, 납, 팔라
듐, 철 및 구리로 구성되는 기(基)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를 사용한 결정화 수단이다. 

특히, 열 처리 과정은 상기 촉매 원소가 비결정 구조의 반도체 층의 표면에 유지되는 상태에서 수행되고, 
상기 비결정 구조의 반도체 층은 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 층으로 변화한다.  일본국 특허 출원 공개 번
호 평성 제-7-130652호의 제 1 실시예에 개시된 기술 역시 결정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
념해야 한다.  또한, 소위 단 결정 반도체 층(single crystal semiconductor film) 및 다결정 반도체 층
(polycrystalline semiconductor film)은 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 층에 포함되고, 상기 방법에 의해 형
성된 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 층은 결정 입계(grain boundaries)를 구비한다. 

상기  방법의  마스크  층위에  상기  촉매  원소를  함유하는  층을  형성할  경우에는  스핀  코팅  기술(spin 
coating)이 사용되는데, 스퍼터링 또는 증발(evaporation)과 같은 기체 상태를 사용하여 상기 촉매 원소
를 함유한 박막층을 형성하는 수단이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비록, 상기 비결정 실리콘 층에 함유된 수소의 양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약 1 시간동안 400∼500
℃에서 열 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상기 수소가 충분히 탈착된 후 결정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함유된 수소의 양을 약 5 원자%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열 처리 과정이 400∼500℃에서 약 1 시간동안 수행되고, 수소가 상
기 실리콘 층내에서 탈착된 후에 500∼650℃(바람직하기로는, 550∼660℃)에서 6-16 시간동안 열 처리 과
정이 수행된다.

니켈은 제 1 실시예에서 상기 촉매 원소로 사용되고, 열 처리 과정은 570℃에서 14 시간 동안 수행된다.  
그 결과, 결정화 과정은 시작 지점인 상기 개방 절개부(404a 및 404b)에서 상기 기판에 평행하게 거칠게 
진행되어,  결정  반도체  층(405a  내지  405d)(제  1  실시예에서  결정  실리콘  층임)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서, 결정의 성장 방향은 거시적으로 정렬된다(도 4B 참조).

결정화 과정에 의해 사용된 니켈을 상기 결정 실리콘 층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게터링 과정(gettering 
process)이 다음번 공정으로서 수행된다.  주기율표의 15족 원소(제 1 실시예의 인 함유원소)를 부가하는 
과정은  마스크로서  제  위치에서  상기  마스크  절연  층(403)에  대해  수행되어,  상기  개방 절개부

(404a,404b)에 의해 노출되는 상기 결정 실리콘 층에서  1×10
19
∼1×10

20 
원자/cm

3
의 농도를 함유한 인 첨

가 영역(phosphorous added regions)(406a,406b)(이하는, '게터링 영역'이라 칭함)을 형성한다(도 4C 참
조).

그 다음 공정으로서, 450∼650℃(바람직하기로는, 500∼550℃)에서 4 내지 24 시간(바람직하기로는, 6 내
지 12 시간) 동안 질소 분위기에서 열 처리 과정이 수행된다.  상기 결정 실리콘 층의 니켈은 상기 열 처
리 과정에 의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되어 인 게터링 효과(phosphorous gettering effect)에 의해 상기 
게터링 영역(406a,406b)에 포획된다.  다시 말해, 상기 결정 실리콘 층(407a 내지 407d)에 함유된 니켈의 

농도는 상기 결정 실리콘 층으로부터 니켈을 제거함으로써 1×10
17 
원자/cm

3,
 바람직하기로는, 1×10

16 
원자

/cm
3
 이하로 감소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상기 마스크 층(403)이 제거되고, 불순물이 나중에 부가될 때 사용하기 위해 보호 층(408)
이 상기 결정 실리콘 층(407a 내지 407d)상에 형성된다.  100∼200nm(바람직하기로는, 130∼170nm)의 두
께를 갖는 산화 실리콘 질화물 층 또는 실리콘 산화물 층이 상기 보호 층(408)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보호 층(408)은 불순물이 부가될 때 상기 결정 실리콘 층을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시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정밀한 농도 제어가 가능하다.

그런 다음, 레지스트 마스크(resist mask)(409)가 상기 보호 층위에 형성되고, p-형 전도도를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이하는, 'p-형 불순물 원소'라 칭함)가 상기 보호 층(408)을 통해 첨가된다.  주기율표의 13
족 원소는 상기 p-형 불순물 원소, 전형적으로 붕소 또는 갈륨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채널 
도핑 과정(channel doping process)이라 칭함)은 상기 TFT의 임계 전압을 제어하는 공정이다.  질량의 분
리 없이 디보란(diborane)(B2H6)이 플라즈마 여자되는(plasma excited) 이온 도핑 과정에 의해 붕소가 첨

가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질량의 분리 과정이 수행되는 이온 주입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1×10
15
∼1×10

18 
원자/cm

3,
 (전형적으로는, 1×10

16
∼1×10   

17
원자/cm

3
)의 농도를 갖는 p-형 불순물 원소

(제 1 실시예에서는 붕소)를 함유하는 불순물 영역(410a,410b)이 상기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상기 농도 
범위의 p-형 불순물 원소를 함유하는 불순물 영역(그러나, 인을 함유하지 않는 영역)은 본 명세서 전반에 
걸쳐 p-형 불순물 영역(b)으로 정의된다(도 4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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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기 결정 실리콘 층은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409)를 제거한 후 패터닝 처리되어, 섬 모양의 반
도체 층(island-shape semiconductor layer(이하는, '능동 층(active layers)이라 칭함')(411-414)을 형
성한다.  니켈을 선택적으로 첨가한 다음, 결정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상기 능동 층(411-414)은 매우 
양호한 결정성(crystallinity)을 갖는 결정 실리콘 층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상기 능동 층은 막대 형
상 또는 실린더 형상의 결정이 특정 방향성을 갖고 정렬되는 결정 구조를 갖는다.  또한, 상기 니켈은 인
의 게터링 작용에 의해 제거되거나 감소되어, 상기 능동 층(411-414)에 남아있는 상기 촉매 원소의 농도

는 1×10
10 
원자/cm

3 
정도, 바람직하기로는, 1×10

16 
원자/cm

3
가 된다(도 4E 참조).

상기 p-채널 TFT의 상기 능동 층 411은 불순물 원소가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은 영역이고, 상기 n-채널 
TFT의 상기 능동 층 412-414는 p-형 불순물 영역(b)이 된다.  이 상태에서, 상기 능동 층(411-414)은 본 
명세서를 통해 전적으로 고유하거나, 근본적으로 고유한 것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불순물 원소가 상
기 TFT의 동작에 손상을 주지 않는 레벨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영역들은 근본적으로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실리콘을 함유하는 10∼100 nm 두께의 절연 층은 플라즈마 CVD 또는 스퍼터링 기술에 의해 형
성된다.  3O nm 두께의 산화 실리콘 질화물 층이 제 1 실시예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실리콘 함유 절연 
층은 단일 층이거나, 또 다른 실리콘 함유 절연 층을 갖는 박판 층일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800∼1150℃(바람직하기로는, 900∼1000℃)의 온도에서 15분∼8시간(바람직하기로는, 30분
∼2시간) 동안 산화 환경하에서 열 처리 과정(열 산화 공정)이 수행된다.  제 1 실시예에서, 상기 열 처
리 과정은 3 부피 %의 염화 수소가 첨가되는 산소 환경에서 950℃의 온도에서 80분간 상기 열 처리 과정
이 수행된다.  도 4D의 단계에 의해 첨가된 붕소는 상기 열 산화 과정중에 활성화된다. 

건조한 산소 환경 및 습한 산소 환경이 산화 환경에 사용될 수도 있고, 건조한 산소 환경은 상기 반도체 
층의 결정 결함을 줄이는데 적합하다.  또한, 산소 환경에서 할로겐 원소를 함유하는 환경이 제 1 실시예
에서 사용되지만, 열 산화 과정은 100% 산소 환경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열 산화 과정은 고
압 산화 방법(high pressure oxidation method)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상기 열 산화 과정중에, 산화 반응은 상기 실리콘 함유 절연 층 및 상기 능동 층(411-415)사이의 계면에
서도 진행된다.  

이것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형성된 게이트 절연 층(415)의 층 두께는 본 발명에서 50∼200nm(바람직하
기로는, 100∼150nm)로 조절된다.  제 1 실시예에서의 상기 열 산화 처리과정에서, 60nm 두께의 능동 층 
중 25nm의 두께가 산화되어, 상기 능동 층(411-414)의 층 두께는 35nm가 된다.  또한, 50nm 두께의 열 산
화물 층이 상기 30nm 두께의 실리콘 함유 절연 층에 첨가되어, 상기 게이트 절연 층(415)의 최종 층 두께
는 80nm가 된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레지스트 마스크(416-419)가 형성된다. 이때, n-형 전도도를 부여하는 불순물 원소
(이하는, 'n-형 불순물 원소'이라 칭함)이  첨가되어, n-형 전도도를 나타내는 불순물 영역(420-422)을 
형성한다.  주기율표의 15족 원소는 상기 n-형 불순물 원소, 전형적으로는, 인 또는 비소로 사용될 수 있
다(도 5B 참조)는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상기 불순물 원소(420-422)는 나중에 CMOS 회로 및 상기 샘플링 회로의 n-형 채널 TFT에서 LDD 영역 역할
을 하는 불순물 영역이다.         

상기 n-형 불순물 원소는 2×10
16
∼5×10

19 
원자/cm

3
 (전형적으로는, 5×10

17
∼5×10

18 
원자/cm

3
)의  농도로 

형성된 불순물 영역에 함유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상기 논도 범위의 n-형 불순물 원소를 함유한 
불순물 영역은 본 명세서에 전반에 걸쳐 n-형 불순물 영역(b)으로 정의된다. 

포스핀(인화 수소:PH3 )이 질량의 분리없이 플라즈마-여자되는 이온 도핑 과정에 의해 1×10
18 
원자/cm

3
의 

농도에서 인 함유 원소가 첨가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질량의 분리없이 수행되는 이온 주입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인 함유 원소는 상기 과정에서 상기 게이트 층(415)을 통해 상기 결정 실리콘 
층에 첨가된다. 

그 다음 공정으로서, 600∼1100℃(바람직하기로는, 700∼800℃)의 온도의 불활성 환경에서 열 처리 과정
이 수행되어, 도 5B의 단계에 의해 첨가된 인 함유 원소가 활성화된다.  제 1 실시예에서 800℃의 온도의 
질소 환경에서 1 시간동안 열 처리 과정이 수행된다(도 5C 참조). 

이때, 상기 능동 층 및, 인 함유 원소를 첨가하는 동안 손상되는 상기 능동 층과 상기 게이트 절연 층 사
이의 계면을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성화 과정을 위해서는 전기로(electric furnace)를 사용
하는 노(爐) 어닐링(furnace annealing) 과정이 바람직하지만, 램프 어닐링 또는 레이저 어닐링과정과 같
은 광 어닐링 과정(light annealing process)이 노 어닐링 과정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n-형 불순물 영역(b)(420-422)의 경계 분할 영역, 즉 상기 n-형 불순물 영역(b)의 주변에 존재하는 
(물론, p-형 불순물 영역(b)을 포함하는) 고유하거나, 근본적으로 고유한 영역들과 상기 n-형 불순물 영
역(b)이 결합하는 영역은 상기 과정을 통해 제거된다.  이것은 추후 완성되는 TFT의 채널 형성 영역과 상
기 LDD 영역이 매우 양호한 결합 분할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공정으로서, 게이트 배선이 되는 도전층이 형성된다.  상기 게이트 배선은 단일층으로된 도전층
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상기 게이트 배선을 두 개의 층 또는 세 개의 층과 같은 박판
층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 1 실시예에서, 제 1 도전층(423) 및 제 2 
도전층(424)으로부터 박판층이 형성된다(도 5D 참조).

탄탈룸(Ta), 티타늄(Ti), 몰리브덴(Mo), 텅스템(W), 크롬(Cr) 및 실리콘(Si)으로 구성된 원소족으로부터 
선택된 원소, 또는 상기 원소들 중 하나를 주요 구성요소(전형적으로는, 탄탈룸 질화물 층, 텅스텐 질화
물 층, 또는 티타늄 질화물 층)로 갖는 도전층, 또는 상기 원소들의 조합으로된 합금 층(전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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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 합금 층, Mo-Ta 합금 층, 또는 텅스텐 규화물 층)은 상기 제 1 도전층(423) 및 제 2 도전층(424)으
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제 1 도전층(423)의 두께는 10∼50nm(바람직하기로는, 10∼50nm)일 수도 있고, 상기 제 2 도전층
(424)의 두께는 200∼400nm(바람직하기로는, 250∼350nm)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제 1 실
시예에서, 50nm 두께의 탄탈룸 질화물(WN) 층은 상기 제 1 도전층(423)으로 사용되고, 350nm 두께의 텅스
텐 층은 상기 제 2 도전층(424)으로 사용된다.  비록, 도면에서는 도시가 생략되었지만, 상기 제 1 도전
층(423)아래에 2∼20nm 두께의 실리콘 층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상부에 
형성되는 상기 도전층들의 점착력이 증가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산화작용이 방지될 수 있다.

더욱이, 탄탈룸 질화물 층을 상기 제 1 도전층(423)으로 사용하고, 탄탈룸 층을 상기 제 2 도전층(424)으
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상기 제 1 도전층(423) 및 상기 제 2 도전층(424)은 함께 에칭처리되어, 400nm 두께의 게이트 
배선(425-428)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게이트 절연 층(415)을  통해 상기 n-형  불순물 영역(b)(420-
422)의 일부를 중첩시키기 위해, 상기 구동 회로에 형성되는 상기 게이트 배선 426 및 427이 형성된다.  
이러한 중첩 영역은 나중에 Lov 영역이 된다.  상기 게이트 배선(428a, 428b)은 두 개의 단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연결 패턴으로 연속하여 형성된다(도 5E 참조).

다음 공정으로서, 레지스트 마스크(429)가 형성되고, p-형 불순물 원소(제 1 실시예에서는 붕소)가 첨가
되어, 고농도의 붕소를 함유한 불순물 영역(430,431)을 형성하게 된다.  제 1 실시예에서, 디보란(B2H6)을 

이온 도핑처리(물론, 이온 주입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다)한 5×10
20
∼1×10

21 
원자/cm

3
 (전형적으로는, 5

×10
20
∼1×10

21 
원자/cm

3
) 농도의 붕소가 첨가된다.  상기 농도 범위의 p-형 불순물 원소를 함유한 불순물 

영역은 본 명세서 전반에 걸쳐 p-형 불순물 영역(a)으로 정의된다(도 6A 참조).

그 다음 공정으로서,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429)를 제거한 후, 레지스트 마스크(432-434)가 게이트 배선 
및 p-채널 TFT가 되는 영역을 커버하는 형태로 형성된다.  이때, n-형 불순물 원소(제 1 실시예에서는 
인)가 첨가되어, 고농도의 인을 함유한 불순물 영역(435-441)이 형성된다.  또한, 포스핀(PH3)을 사용한 

이온 도핑 과정이 수행되고(여기서, 물론, 이온 주입 과정이 사용될 수 있음), 이들 영역에서 인의 농도

는 1×10
20
∼1×10

22 
원자/cm

3
(전형적으로는, 2×20

20
∼5×10  

21 
원자/cm

3
)으로 설정된다(도 6B 참조).

상기 농도 범위에 있는 n-형 불순물 원소를 함유한 불순물 영역은 본 명세서 전반에 걸쳐 n-형 불순물 영
역(a)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더욱이, 이전 단계에서 이미 첨가된 인 또는 붕소는 상기 
불순물 영역(435-441)이 형성되는 영역에 함유되지만, 인은 충분한 농도만큼 첨가됨으로써, 이전 단계에
서 첨가된 인 또는 붕소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상기 불순물 영역
(435-441)은 명세서 전반에 걸쳐 n- 형 불순물 영역(a)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 다음 공정으로서, 상기 레지스트 마스크(432-434)가 제거되고, 실리콘 함유 절연층으로부터 캡 층(cap 
film)(442)이  형성된다.   상기  캡  층의  두께는  25∼100nm(바람직하기로는,  30∼50nm)로  설정될  수도 
있다.  제 1 실시예에서는, 25nm 두께의 실리콘 질화물 층이 사용된다.  상기 캡 층(442)은 추후 활성화 
과정에 의해 상기 게이트 배선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층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만약, 상기 
캡 층(442)이 너무 두껍게 형성되면, 응력이 커지고, 층 막이 벗겨지는 결함이 발생됨으로써, 그 두께는 
100nm 정도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공정으로서, n-형 불순물 원소(제 1 실시예의 경우, 인)가 상기 게이트 배선(425-428)을 마스크
로 하여 자동 정렬 방식으로 첨가된다.  상기 불순물 첨가 과정은 조절됨으로써, 인이 상기 불순물 영역
(443-446)속으로 도핑되어, 상기 n-형 불순물 영역(b)의 농도의 1/10∼1/2의 농도(바람직하기로는, 1/4∼

1/3의 농도)로 형성된다.  그러나, 이것은 상기 채널 도핑 과정에서 도핑된 붕소의 농도인 1×10
16
∼5×

10
18 
원자/cm

3
, 전형적으로는, 3×10

17
∼3×10  

18 
원자/cm

3
의 5∼10 배인 농도이다.  (p-형 불순물 영역(a)

을 제외한) 상기 농도 범위에 있는 n-형 불순물 원소를 함유한 불순물 영역은 명세서 전반에 걸쳐 n-형 
불순물 영역(c)으로서 정의된다(도 6C 참조).

이 단계에서, 105nm의 두께를 갖는 절연 층(상기 캡 층(442)과 상기 게이트 절연 층(415)으로 된 박판
층)을 통해 인이 첨가되고, 상기 게이트 배선(434a, 434b)의 측벽에 형성된 캡 층 역시 마스크 역할을 수
행한다.  다시 말해, 상기 캡 층(442)의 층 두께에 대응하는 길이를 갖는 오프셋 영역이 형성된다.  상기 
'오프셋 영역(offset region)'이란 상기 채널 형성 영역과 동일한 성분비를 갖는 반도체 층으로부터 형성
되지만, 게이트 전압이 인가되지 않음으로 인해 반전 층(채널 영역)을 형성하지 않는 고 저항 영역인 채
널 형성 영역과 접촉하여 형성된 영역을 의미한다.  상기 오프 전류값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LDD 
영역과 상기 게이트 배선과의 중첩을 가능한 한 많이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기 
오프셋 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p-형 불순물 원소가 1×10
15
∼1×10

18 
원자/cm

3
의 농도의 채널 형성 영역에 함유될 

때, 상기 p-형 불순물 원소는 동일 농도로 상기 오프셋 영역에 자연적으로 함유될 것이다. 

상기 오프셋 영역의 길이는 실제로, 상기 게이트 배선의 측벽에 형성된 상기 캡 층의 층 두께, 및 불순물 
원소 첨가 도중 불순물이 주위에 둘러싸여 마스크아래에 첨가되는 현상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상기 
LDD 영역과 상기 게이트 배선의 중첩을 억압하는 관점에서 보면, 본 발명에서와 같이 상기 n-형 불순물 
영역(c)을 형성할 때 미리 상기 캡 층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상기 게이트 배선에 의해 덮여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과정에서, 1×10
16
∼5×10

18 
원자/cm

3
의 농도의 인

이 모든 불순물속으로 도핑되지만, 이것은 매우 낮은 농도로 인해 각각의 불순물 영역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이전의 채널 도핑 과정에 의해 1×10
15
∼5×10

18 
원자/cm

3
의 농도의 붕소가 상기 n-채

널 불순물 영역(b)(443-446)속으로 도핑되지만, 상기 p-형 불순물 영역(b)에 함유된 붕소 농도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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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 농도로 인이 도핑됨으로써, 이 경우에 붕소가 고려될 수 있음은 물론, 상기 n-형 불순물 영역(b)의 
기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상기 게이트 배선과 중첩되는 상기 n-형 불순물 영역(b)의 일부에서의 2×10
16
∼5

×10
19 
원자/cm

3
의 인 농도와 대조적으로, 1×10

16
∼5×10

18 
원자/cm

3
 농도의 인이 상기 게이트 배선과 중첩

되지 않는 영역 부분에 첨가되고, 약간 높은 농도로 인이 함유된다.

그 다음 공정으로서, 제 1 중간층 절연막(449)이 형성된다.  실리콘 함유 절연 층, 특히 실리콘 질화물 
층, 실리콘 산화물 층, 산화 실리콘 질화물 층, 또는 이들 층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박판 층이 상기 제 1 
중간 절연 층(449)으로서 형성된다.  상기 제 1 중간 절연 층의 두께는 100∼400nm로 설정될 수도 있다.  
원료 가스인 SiH4, N2O, 및 NH3로 사용한 플라즈마 CVD에 의해 형성되는 (질소 농도가 20 원자%인) 200nm 

두께의 산화 실리콘 질화물 층이 제 1 실시예에서 사용된다. 

다음 공정으로, 열 처리 과정이 수행되어 각각의 농도로 첨가된 상기 n-형 또는 p-형 불순물 원소들을 활
성화시킨다.  상기 열 처리 과정은 노 어닐링, 레이저 어닐링, 램프 어닐링, 또는 함께 사용된 이들 어닐
링 공정중 한가지 이상의 공정으로 수행될 수 있다.  노 어닐링 과정은 수행시 500∼800℃, 바람직하기로
는, 550∼600℃에서 불활성 환경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열 처리 과정은 제 1 실시예에서 600℃에서 4 
시간 동안 수행됨으로써 불순물 원소가 활성화된다(도 6D 참조).

제 1 실시예에서, 상기 실리콘 질화물 층(442) 및 상기 산화 실리콘 질화물 층(449)이 상기 게이트 배선
을 적층 상태로 덮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활성화 동작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제 1 
실시예에서, 텅스템은 상기 배선 물질로 사용되고, 텅스텐은 산화에 매우 약하다.  다시 말해, 상기 보호 
층에 핀홀(pinholes)이 존재할 경우 상기 보호 층에 의해 덮여지는 상기 텅스텐 층을 사용하여 산화 과정
을 수행하더라도, 상기 텅스텐 층은 즉시 산화된다.  제 1 실시에서, 매우 효과적인 실리콘 질화물 층은 
산화 방지 층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산화 실리콘 질화물 층은 상기 실리콘 질화물 층위에 적층된다.  따
라서, 상기 실리콘 질화물 층의 핀홀의 문제점을 걱정할 필요없이 고온에서 활성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
다. 

그 다음 공정으로,  상기 활성화 과정 이후에, 3∼100% 수소 환경에서 300∼450℃에서 1∼4 시간 동안 열 
처리 과정이 수행되고, 능동 층의 수소화  반응이 수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열에 의해 여자된 수소에 의
해 상기 반도체 층의 종료 현수 결합(terminating dangling bonds)중 하나이다.  플라즈마 수소화 반응
(플라즈마에 의해 여자된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화 과정)이 또 다른 수소화 수단으로서 수행될 수도 있다. 

상기 수소화 과정이  완료된 후에, 500nm∼1.5 μ의 두께를 갖는 제 2 중간 절연 층(450)이 상기 제 1 중
간 절연 층(449)위에 형성된다.  제 1 실시예에서는, 800 nm 두께의 실리콘 산화물 층이 상기 제 2 중간 
절연 층(449)으로서 플라즈마 CVD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1㎛ 두께의 중간 절연 층이 상기 제 1 중간 
절연 층(449)(산화 실리콘 질화물 층) 및 상기 제 2 중간 절연 층(450)(실리콘 산화물 층)의 박판층으로
부터 형성된다.

또한, 추후 공정중에 열 저항 특성이 허용된다면, 폴리이미드, 아크릴릭 수지, 폴리아미드, 폴리이미드 
아미드, 및 BCB(벤조사이클로부탄)과 같은 유기 수지 층(organic resin film)을 상기 제 2 중간 절연 층
(450)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 공정으로, 각각의 TFT의 소스 영역 또는 드레인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접촉 구멍이 형성되고, 소스 
배선(451-454) 및 드레인 배선(455-457)이 형성된다.  상기 CMOS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드레인 배선 
455가 상기 p-채널 TFT와 n-채널 TFT사이에 공통으로 구성된다.  또한, 비록,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
만, 200nm 두께의 Ti 층, 500nm 두께의 Ti함유 알루미늄 층, 및 스퍼터링 기술에 의해 연속적으로 형성된 
100nm 두께의 Ti층에 의해 형성된 3개의 층 구조를 갖는 박판 층이 제 1 실시예에서 배선으로 형성된다.

실리콘 질화물 층, 실리콘 산화물 층, 또는 50∼500nm(전형적으로는, 200∼300nm)의 두께를 갖는 산화 실
리콘 질화물 층이 패시베이션 층(passivation film)(458)으로 형성된다(도 7A 참조).  이때, H2 또는 NH3

과  같은 수소 함유 가스를 사용하여 제  1  실시예에서 플라즈마 공정이 미리 수행되고,  층  석출(film 
deposition)이후에 열 처리 과정이 수행된다.  이러한 사전 공정에 의해 여자된 수소는 상기 제 1 및 제 
2 중간 절연 층을 통해 공급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기 패시베이션 층(458)의 품질을 회복시키는 동시
에 열 처리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중간 절연 층속에 첨가된 수소는 아래쪽으로 확산됨
으로써, 상기 능동 층들이 효과적으로 수소화 처리될 수 있다. 

부가적인 수소화 과정은 상기 패시베이션 층(458)을 형성한 후에 수행될 수도 있다.  예컨대, 3∼100%의 
수소를 함유한 환경의 300∼450℃의 온도에서 1∼12 시간 동안 열 처리 과정이 수행될 수도 있고,  플라
즈마 수소화 과정을 이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기 수소화 과정이후, 상기 화소 전극을 드
레인 배선과 연결시켜주는 접촉 구멍이 형성될 위치에서 개방 절개부(도시 생략됨)가 상기 패시베이션 층
(458)에 형성될 수도 있다. 

다음 공정으로, 약 1㎛의 두께를 갖는 유기 수지로 된 제 3 중간 절연 층(459)이 형성된다. 폴리이미드, 
아크릴릭 수지, 폴리아미드, 폴리이미드 아미드, 및 BCB(벤조사이클로부탄)과 같은 물질이 상기 유지 수
지로 사용될 수 있다.  유지 수지 층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층 석출 방법이 간단하다; 특정 유전 상수가 낮고, 그 결과, 기생 용량(parasitic capacity)이 감소될 수 
있고 편평도(levelness)가 우수하다.  전술한 이외의 유기 수지 층과, 유기물 SiO와 같은 화합물도 역시 
사용될 수 있다.  열 중합 방식의 폴리이미드가 여기서 사용되고, 이것은 상기 기판에 인가된 후, 300℃
에서 불로 가열 처리된다. 

다음으로, 상기 화소부가 되는 영역에서 상기 제 3 중간 절연 층(459)위에 공통 전극(460)이 형성된다.  
상기 공통 전극(460)은 빛과 전자기파를 차단하기 위한 차단 층 역할을 수행하도록 형성될 수도 있다. 상
기 공통 전극(460)은 알루미늄(Al), 티타늄(Ti), 및 탄탈룸(Ta)으로 구성된 원소족 중에서 선택된 원소로 
구성되는 층, 또는 이들 원소중 하나를 그 주요 구성요소로 갖는 층으로부터 100∼300nm의 두께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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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중량%의 티타늄을 함유하는 125nm 두께의 알루미늄 층이 제 1 실시예에서 형성된다.  

만약, 실리콘 산화물 층과 같은 5∼50nm 두께의 절연 층이 상기 제 3 중간 절연 층(459)위에 형성되면, 
그 위에 형성된 상기 공통 전극의 점착력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CF4 가스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과정
이 상기 유기 수지로부터 형성된 상기 제 3 중간 절연 층(459)의 표면상에서 수행되면, 상기 제 3 중간 
절연 층(459)상에 형성된 상기 공통 전극의 점착력은 상향된 표면의 품질로 인해 증가될 수 있다. 

게다가,  상기  공통  전극은  물론,  티타늄  함유  알루미늄  층을  사용한  연결  배선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상기 구동 회로내의 회로들을 연결하는 연결 배선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
우, 상기 공통 전극 또는 상기 연결 배선을 형성하는 물질을 석출하기 전에 상기 제 3 중간 절연 층(45
9)에 미리 접촉 구멍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공정으로, 산화물(양극 산화물)(461)이 20∼100nm(바람직하기로는, 30∼50nm)의 두께를 갖는 양극 
산화 또는 플라즈마 산화 과정(제 1 실시예에서는 양극 산화 과정이 사용됨)에 의해 상기 공통 전극(46
0)의 표면상에 형성된다.  이때, 상기 공통 전극은 완전히 연결된 상태로 패터닝되어 양극 산화 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상기 공통 전극의 가장자리에 작은 여백이 개방되어, 상기 공
통 전극은 서로에 대해 단락되지 않는다.  주요 구성요소인 알루미늄 층이 제 1 실시예에서 상기 공통 전
극(460)으로  사용되고,  따라서,  알루미늄  산화물  층(알루미늄  층)이  상기  양극  산화물(461)로서 

형성된다. 

양극 산화 과정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적은 알칼리 이온 농도를 갖는 에틸렌 글리콜 타르타르 산염 용액
이 우선적으로 제조된다.  이 용액은 에틸렌 글리콜과 암모늄 타르타르 산염의 15% 수용액이 2:8 비율로 
혼합된 용액이고, 암모니아수가 첨가되어 pH가 7±0.5로 조절된다.  그 다음으로, 백금 전극이 음극으로
서 상기 용액속에서 형성되고, 상기 공통 전극(460)이 형성되는 그 표면은 상기 용액속에 침지되고, (수 
mA에서 수십 mA에 이르는) 일정한 직류가 양극인 상기 공통 전극(460)에 인가된다.  

상기 용액속의 음극과 양극간의 전압은 양극 산화물의 성장에 따른 시간의 경과로 변한다.  일정한 전류
의 흐름으로, 상기 전압은 100 V/min의 비율로 증가하고, 상기 양극 산화 과정은 상기 전압이 45 V의 도
달 전압에 이르면 중지된다.  따라서, 상기 양극 산화물 층(461)은 상기 유기 수지 층위의 상기 공통 전
극(460)의 표면위에 약 50nm의 두께로 형성된다.  종래의 양극 산화 방법에 의해 형성된 양극 산화물 층
에 비해, 상기 양극 산화 방법에 의해 형성된 상기 양극 산화물 층(461)은 상기 전극의 가장자리 절개부
에 별도의 양극 산하물 층을 덜 형성시키고, 층의 표면이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더욱이, 그 결과, 상기 
공통 전극(460)의 층 두께는 90nm가 된다.  도시된 상기 양극 산화 방법에 관한 수치값은 단지 예에 불과
하고, 이들 수치값은 제조중인 소자의 크기와 같은 인자에 따라 최적의 값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
념해야 한다. 

차단 층의 기능을 상기 공통 전극(460)과 결합하는 경우, 알루미늄 층의 3개 서로 다른 시작 층 두께 조
건(65nm, 95nm 및 125nm)가 테스트되고, 양극 산화 층은 동일한 양극 산화 조건하에서 50nm의 두께로 형
성되었다.  그 결과, 양극 산화처리되지 않은 전극 층의 두께는 각각 30nm, 60nm, 및 90nm가 되었다. 

Hitachi U-4000 분광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값은 도 17에 도시되어 있다.  도 17에서 알 수 있듯
이, 550nm의 두께에서의 흡수도는 30nm 두께의 전극의 경우 2.6이고, 60nm 두께의 전극의 경우 4이며, 
90nm 두께의 전극의 경우 4.6이다.  전극이 차단 층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필요한 흡수도는 (550nm의 두께
에서)  3  정도이다.   따라서,  60nm  정도의  두께를  갖는  전극은  아무런  문제없이  차단  층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단계 변화량으로 인한 빛의 누출을 고려하면, 얇은 차단 층이 바람직하다. 

상기 양극 산화 과정중에 연결되었던 상기 공통 전극은 절단 분리되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공통 전
극을 형성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상기 드레인 배선(457)에 도달하기 위한 접촉 구멍들이 상기 제 3 중
간 절연 층(459)과 상기 패시베이션 층(458)에 형성되고, 화소 전극(462)이 형성된다. 

상기 화소 전극(462)은 전도성을 갖는 100∼300nm 두께의 금속 층을 패터닝 처리함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
고, 제 1 실시예에서는 알루미늄 층이 사용된다.  

더욱이, 이때, 상기 화소 전극(462)과 상기 공통 전극(460)이 양극 산화물 층(461)을 통해 중첩되는 영역
에  저장  커패시터(464)가  형성된다.   이  경우,  상기  공통  전극(460)을  유동  상태(전기적으로  절연된 
상태) 또는 고정 전위, 바람직하기로는, 공통 전위(데이터로 전송된 이미지 신호의 중간 전위)로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구동 회로를 갖는 소자 기판과 상기 기판상의 화소부가 완성된다.  p-채널 TFT(601) 및 n-채널 
TFT(602,603)는 도 7B에 도시된 구동 회로에 형성되는 한편, 화소 TFT(604)는 상기 화소부의 n-채널 TFT
로부터 형성된다. 

채널 형성 영역(501)이 상기 구동 회로의 상기 p-채널 TFT(601)에 마련되고, 소스 영역(502) 및 드레인 

영역(503)이 p-채널 불순물 영역(a)에 각각 형성된다.  엄격히 말해,  1×10
16
∼5×10

18 
원자/cm

3 
농도의

          
         

인이 상기 소스 영역(502)과 상기 드레인 영역(503)에 함유된다.

또한, 채널 형성 영역(504), 소스 영역(505), 드레인 영역(506) 및 게이트 절연 층을 통해 게이트 배선과 
중첩되는, 상기 채널 형성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사이의 영역(507)(이러한 형태의 영역은 본 명세서 전
반에 걸쳐 Lov 영역이라 칭함, 여기서, 'ov'는 중첩을 의미하도록 첨부됨)은 상기 n-채널 TFT(602)에 형성

된다.  상기 Lov 영역(507)은 2×10
16
∼5×10

19 
원자/cm

3 
농도의

  
인을 함유하고, 상기 게이트 배선과 중첩되

도록 완전하게 형성된다.

더욱이, 채널 형성 영역(508), 소스 영역(609), 드레인 영역(510), 및 상기 채널 형성 영역이 사이에 배
치되도록 형성되는 LDD 영역(511,512)이 상기 n-채널 TFT(604)에 형성된다.  다시 말해, LDD 영역은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채널 형성 영역사이에 형성되고, 상기 드레인 영역과 상기 채널 형성 영역사이에 형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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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로 인해, 상기 LDD 영역(511,512)의 일부가 게이트 배선과 중첩되도록 배치되고, 그 결과, 게
이트 절연 층(Lov 영역)을 통해 상기 게이트 배선과 중첩되는 영역 및 상기 게이트 배선과 중첩되지 않는 

영역(명세서 전반에 걸쳐 'Loff 영역'이라고 칭함, 여기서, 'off'는 오프셋을 의미하도록 첨부됨)이 실현

된다. 상기 화소 TFT(604)에서, 채널 형성 영역(513,514), 소스 영역(515), 드레인 영역(516), Loff 영역

(517-520), 및 상기 Loff 영역 518 및 519와 접촉하는 n-형 불순물 영역(a)이 형성된다.  상기 소스 영역

(515)  및 상기 드레인 영역(516)은 n-형 불순물 영역(a)에 의해 각각 형성되고, 상기 L off  영역 (517-

520)은 n-형 불순물 영역(c)에 의해 형성된다.  

상기 각 회로를 형성하는 상기 TFT의 구조는 상기 화소부 및 상기 구동 회로로부터 요구되는 회로 명세요
건에 대응하도록 최적화되고, 상기 반도체 장치의 동작 성능 및 그 신뢰도는 제 1 실시예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특히, 상기 n-채널 TFT에서의 상기 LDD 영역의 배치는 상기 회로 명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Lov 영역 및 Loff 영역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고속으로 동작하고 핫 캐리어(hot carrier)를 카운트

하는 수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TFT 구조 및, 낮은 오프 전류 동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TFT 구조가 
동일 기판상에 구현될 수 있다.

능동 매트릭스 형태의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경우, 예컨대, 상기 n-채널 TFT(602)는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 파형 분할기 회로, 신호 분할기 회로, 레벨 시프터 회로, 및 버퍼 회로와 같이 고속 동작의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동기 회로에 적합하다.  다시 말해, 상기 Lov 영역을 상기 채널 형성 영역과 상기 드

레인 영역사이에만 배치함으로써, 가능한 한 저항 구성요소를 감소시키고 핫 캐리어에 대한 대책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구조가 달성된다.  이것은 상기 회로군의 경우, 상기 소스 영역 및 상기 드레인 영역의 기
능들이 변화하지 않고 상기 캐리어(전자) 이동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상기 Lov 영역은 상기 채널 형성 영역의 양측에 배치될 수 있다.  즉, Lov 영역을 상

기 소스 영역과 상기 채널 형성 영역사이와, 상기 드레인 영역과 상기 채널 형성 영역사이에 형성할 수 
있다.  상기 n-채널 TFT(603)는 핫 캐리어에 대한 대책과 낮은 오프 전류 동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샘플
링 회로(샘플 유지 회로)에 적합하다.  다시 말해, 상기 핫 캐리어에 대한 대책은 상기 LoFF 영역을 배치함

으로써 구현될 수 있고, 아울러, 낮은 오프 전류 동작은 상기 Lov 영역을 배치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샘플링 회로의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의 기능은 반전되어, 캐리어 이동 방향이 
180°바뀐다; 따라서, 상기 게이트 배선의 중심과 선형 대칭을 이루는 구조가 사용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상기 Lov 영역만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상기 n-채널 TFT(604)는 낮은 오프 전류 동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샘플링 회로(샘플 유지 회로) 또는 화
소부에 적합하다.  즉, 상기 오프 전류값의 증가의 원인인 상기 Lov 영역이 적용되지 않고, 상기 LoFF 영역

만이 사용됨으로써, 낮은 오프 전류 동작이 달성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LoFF 영역인 사익 구동 회로 

LDD 영역의 농도보다 적은 농도를 갖는 LDD 영역을 이용함으로써, 비록, 온 전류값(on-current value)이 
약간 감소하더라도, 상기 오프 전류값을 감소시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n-형 불
순물 영역(a)(521)이 상기 오프 전류값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기 n-형 TFT (602)의 상기 Lov 영역(507)의 길이(폭)는 3∼7㎛의 채널 길이에 대해 0.3∼3.0㎛, 

전형적으로는, 0.5∼1.5㎛일 수도 있다.  또한, 상기 n-형 채널 TFT(603)의 상기 Lov 영역 511a 및 512a의 

길이(폭)는 0.3∼3.0㎛, 전형적으로는, 0.5∼1.5㎛이고, 상기 LoFF 영역 511b 및 512b의 길이(폭)는 1.0∼

3.5㎛, 전형적으로는, 1.5∼2.0㎛일 수도 있다.  더욱이, 상기 화소 TFT(604)에 형성된 상기 LoFF 영역 517 

내지 520의 길이(폭)는 0.5∼3.5㎛, 전형적으로는, 2.0∼2.5㎛일 수도 있다.

또한, 제 1 실시예에서 저장 커패시터 유전체로서 7 내지 9인 높은 특정 유전 상수를 갖는 알루미늄 층을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용량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저장 커패시터에 의해 요구되는 유일한 표면적이 감소
될 수 있다.  또한,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상기 화소 TFT상에 형성되는 상기 공통 전극을  상기 저장 
커패시터의 한 전극으로 구성함으로써,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소부의 구경비는 증가될 수 있다. 

능동 매트릭스 기판으로부터 능동 매트릭스 형태의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이 설명될 것이
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7B의 상태에서의 상기 능동 매트릭스 기판을 위해 정렬 층(801)이 형
성된다.  폴리이미드 수지 층은 제 1 실시예에서 상기 정렬 층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정렬 층(803)이 
대향 기판(802)상에 형성된다.  필요한 경우, 칼라 필터 또는 차단 층이 상기 대향 기판상에 형성될 수도 
있다. 

상기 정렬 층을 형성한 후, 상기 액정 분자에게 일정한 고정 사전 경사각도을 부여하기 위해 연마 과정이 
수행되어 상기 액정 분자를 정렬시킨다.  상기 화소부 및 상기 구동 회로가 형성되는 상기 능동 매트릭스 
기판 및, 상기 대향 기판은 공지된 셀 구성 과정에 따라 스페이서(805)와 같은 물질에 의해 함께 결합된
다.  그러나, 응력이 상기 기판들 사이에 인가될 때 단락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저장 커패시터가 
형성되는 영역을 피하는 영역안에 상기 스페이서(805)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기판들 사이의 공
간에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액정 층이 밀봉 물질(806)에 의해 에워싸이는 것이 유리하고, 상기 스페이
서들은 2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밀봉 물질(806)이 형성되는 영역에 형성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상기 구동 회로에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스페이서(805)를 상기 구동 회로 소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들속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화소 전극이 형성되는 화소부
의 영역과 상기 구동 회로사이의 영역에 스페이서들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만약, 스페이서
(805)가 오목한 화소 전극(462)의 접촉부상에 형성되면, 전경(disclination)의 발생이 감소될 수 있다.  
그  다음  공정으로,  액정  물질(804)이  두  개의  기판사이에  주입되고,  셀은  상기  밀봉  물질(806)에 

의해 완전히 밀봉 처리된다.  공지된 n-형 액정 또는 상기 IPS 방법을 사용한 공지된 P-형 액정이 상기 
액정(804)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도 8에 도시된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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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매트릭스 형태의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조는 도 9의 사시도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나중에 설명된
다.  상기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는 화소부(901), 스캐닝(게이트)라인 구동 회로(902), 및 상기 석영 기판
(401)위에 형성된 신호(소스) 구동 회로(903)로 구성된다.  상기 화소부의 상기 화소 TFT는 n-채널 TFT이
고, 상기 화소부의 주변부에 형성되는 상기 구동 회로는 기본 회로로서 CMOS 회로에 의해 구성된다.  상
기 스캐닝 라인 구동 회로 및 상기 신호 라인 구동 회로는 게이트 배선에 의해 상기 화소부(901)에 각각 
연결된다.  또한, 연결 배선(906,907)은 FPC(가요성 인쇄 회로)(904)에 연결되는 외부 입력-출력 단자
(905)로부터 상기 구동 회로의 입력-출력 단자까지 형성된다.  

도 9에 도시된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의 회로 구조의 일 예가 도 10에 도시된다.  본 실시예의 액정 디스
플레이  장치는  신호라인  구동  회로(1001),  스캐닝  라인  구동  회로(A)(1007),  스캐닝  라인  구동 회로
(B)(1011), 예비 충전 회로(1012) 및 화소부(1006)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 전반에 걸쳐, 상기 신호 라인 
구동 회로(1001), 상기 스캐닝 라인 구동 회로(A)(1007) 및 상기 스캐닝 라인 구동 회로(B)(1011)는 상기 
구동 회로에 포함된다.  

상기 신호 라인 구동 회로(1001)는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1002),  레벨 시프터 회로(1003),  버퍼 회로
(1004) 및 샘플링 회로(1005)를 포함한다.  상기 스캐닝 라인 구동 회로(A)(1007)는 시프트 레지스터 회
로(1008),  레벨  시프터  회로(1008)  및  버퍼  회로(1010)를  포함한다.   상기  스캐닝  라인  구동 회로
(B)(1011)는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본 실시예의 구성은 도 4A 내지 도 8에 도시된 프로세서에 따라 TFT를 제조함으로써 용이하게 구현될 수 
있다.  비록, 본  실시예에서는 화소부 및 구동 회로의 구성만이 도시되었지만, 신호 분할기 회로, 주파
수 분할기 회로, D/A 변환기 회로, 동작 증폭기 회로, 보상 회로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회로와 같은 부가 
신호 처리 회로(이들 회로는 '논리 회로'로 불릴 수도 있음)들을 제 1 실시예의 제조 방법을 따라 동일 
기판위에 형성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최소하나의 화소부 및 동일 기판상의 화소부를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회로
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예컨대, 동일 기판상상에 신호 처리 회로, 구동 회로, 화소부 및  저장 커패시
터를 구비하는 반도체 장치의 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액정 격자가 연속적인 독특한 액정 구조를 갖는 결정 실리콘 층은 본 실시예의 도 5B에 이르는 과
정들을 수행함으로써 형성된다.  본 출원인이 실험적으로 테스트한 결정 구조의 특성이 상세히 설명될 것
이다.  

전술한 결정 실리콘 층은 미시적으로 관찰했을 때 다수의 바늘 형상 또는 막대 형상의 결정(이하는, '막
대 형상의 결정'  이라함)이  모여 나란히 배치되는 결정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TEM(전자 전달 현미
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를 사용하여 관찰함으로써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일부 액정 축이 편향된다하더라도, 상기 결정 실리콘 층(상기 채널 형성부)의 표면상에는 주 
평면의 방위가 ｛110｝인 x-선 회절 및 전자빔 회절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결정 실리콘 층의 구조가 확인
되었다.  상기 전자빔 회절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되면, 방위면 ｛110｝에 대응하여 회절 지점이 깨끗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회절 지점은 동심원 분포 구조를 갖는다. 

더욱이,  각각의  막대  형상의  결정이  접촉하여  형성되는  결정  입계를  HR-TEM(고해상도의  전자  전달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면, 상기 결정 격자는 결정 입계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상기 결정 입계에서 관찰된 격자 줄무늬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되었다. 

상기 결정 입계에서의 결정 격자의 연속성은 상기 결정 입계가 '평면 입계(planar boundary)'로 불리는 
결정 입계라는 사실에 연유한다.  본 명세서에서 상기 평면 경계는 '1988년 Ryuichi Shimokawa 및 Yutaka 
Hayashi가 일본의 응용 물리학 잡지에 발표한 논문 Characterization of High-Efficiency Cast-Si Solar 
Cell Wafers by MBIC Measurement 제 27 권 No.5, pp.751-8'에 개시된 '평면 입계'로 정의된다. 

상기 논문에 따르면, 상기 평면 입계는 쌍으로된 결정 입계, 특수한 적층 결함, 특수한 트위스트 결정 입
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평면 입계는 전기적으로 능동적이 아니라는 특성을 갖는다.  즉, 상기 결정 
입계는, 근본적으로 캐리어의 이동을 방해하는 트랩(trap)역할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비존재물(non-
existent)로서 보여질 수 있다. 

특히, 결정 축(결정면에 수직인 축)이 ＜110＞축인 경우, ｛211｝쌍 결정 입계는 Σ3에 대응하는 결정 입
계로 불리기도 한다.  상기  Σ값은 해당 결정 입계에서의 정합 정도(degree of matching)를 나타내는 파
라미터이고, 보다 작은 Σ값은 양호한 결정 입계 정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결정 실리콘 층을 실제로 TEM을 사용하여 자세히 관찰하면, 상기 결정 입계의 대부분(90% 이
상, 전형적으로는, 95%)은 Σ3에 대응하는 결정 입계, 전형적으로는, ｛211｝쌍 결정 입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2개의 결정 입자사이에 형성되는 결정 입계에서, 상기 결정 입계는, 두 개 결정의 평면 방위가 ｛110｝인 
경우 ｛111｝평면에 대응하는 격자 줄무늬사이의 각도 θ가 70.5°일 때 Σ3에 대응하는 결정 입계가 되
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인접하는 결정 입계의 각각의 격자 무늬는, 본 실시예의 결정 실리콘 층의 결
정 입계에서 70.5°의 각도로 연속되고, 그 결과, 상기 결정 입계는  Σ3에 대응하는 결정 입계라고 말할 
수 있다.  

결정 입계는, θ= 38.9°일 때 Σ9에 대응하는 결정 입계이고, 이와 유사한 다른 결정 입계도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는, 결정 입계가 불활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차이점이 없다.

이러한  형태의  대응  결정  입계는  동일한  평면  방위에  있는  결정  입자들  사이에  형성될  뿐이다.   
환언하면, 본 실시예의상기결정 실리콘 층은 ｛110｝에 대략 정합하는 평면 방위를 갖는다.  따라서, 이
러한 대응 결정 입계는 넓은 범위상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형태의 결정 구조(말  그대로,  결정 입계 
구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결정 입자들이 상기 결정 입계에서 우수한 정합 능력으로 함께 결합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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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즉, 상기 결정 구조는, 결정 격자가 상기 결정 입계에서 연속적으로 결합되고 결정 결함으로 
인한 트랩 레벨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 박막
층을 상기 결정 입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반도체 박막층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상기 결정 입계내의 결함이 800∼1150℃의 고온에서 열 처리 과정(본 실시예에서 열 산화 과정)을 
거쳐 거의 완전하게 사라졌음이 TEM 관찰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결함의 수가 상기 열 처리 과정이 
후에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명백해진다.  

상기 결함의 수의 차이점은 전자 스핀 공명(ESR)에 의한 스핀 밀도의 차이로서 나타난다.  현재는, 본 실

시예의 결정 실리콘 층이 최소 5×10
17 
스핀/cm

3
 정도의 스핀 밀도(바람직하기로는, 3×10

17 
스핀/cm

3
 정

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값은 현재의 측정 장비의 검출 한계 범위에 가깝고, 실질적인 스핀 
밀도가 훨씬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결정 실리콘 층은, 결정입자의 결함 수가 현저히 작고, 상기 결정 입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 결정 실리콘 층 또는 근본적으로 단 결정 실리콘 층으로 간주된다. 

〔제 2 실시예〕

도 11A 내지 도 11C를 참조하여, 제 1 실시예의 화소부 구조와 다른 화소부 구조를 제 2 실시예를 통해 
설명될 것이다.  기본 구조는 도 1B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구조이고, 따라서, 구조상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그 결과, 동일한 부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도 11A는 제 2 실시예의 화소부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중간 절연 층(유기 수지 층)과 상기 공통 전극
(103)사이의 버퍼 층(1101)을 형성하는 일 예이다.  10∼100nm(바람직하기로는, 30∼50nm)의 두께를 갖는 
실리콘 함유 절연 층이 상기 버퍼 층(1101)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상기 유기 수지 층위에 상기 버퍼 층
을  형성함에  있어,  만약  진공에  노출되면  상기  수지  층내에  기체가  제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스퍼터링 기술에 의해 형성 가능한 절연 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실시예에서는, 
50 nm 두께의 실리콘 산화물 층이 상기 버퍼 층(1101)으로 사용된다.  상기 버퍼 층을 형성함으로써, 상
기 유지 수지 층과 상기 공통 전극과의 점착력이 증가한다.  제 1 실시예에서 양극 산화 과정을 통해 상
기 산화물 층(105)을 형성할 때, 만약, 점착력이 약하면, 상기 유기 수지 층과 상기 공통 전극사이의 계
면주위를 에워싸는 상기 양극 산화물 형성시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도 11A에 도시된 구조를 사
용하면, 상기한 형태의 결함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도 11B의 구조는 도 11A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이것은 버퍼 층(1102)이 상기 공통 전극(103)아래에 
자동 정렬 방식으로 형성되는 한 예이다.  이 경우, 도 11B의 구조는 상기 버퍼 층을 마스크 역할을 수행
하는 공통 전극(103)과 자동 정렬 방식으로 에칭시킴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에칭 과정은 상기 공통 전극(103)이 형성된 후 직접 수행될 수도 있고, 상기 산화물 층(105)을 형성
한 후 수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버퍼 층(1102)의 물질 및 상기 산화물 층(105)의 물질이 동일한 
부식액으로 에칭되는 경우, 상기 산화물 층(105)을 형성하기 전에 상기 에칭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더욱이, 상기 제 3 중간 절연 층의 접촉 구멍을 개방시킬 때 도 11B의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 유기 수지 층상에 실리콘 산화물 층과 같은 박막이 존재하면, 상기 유지 수지 층이 에칭될 때 상기 
실리콘 산화물은 돌출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도 11B의 구조에서와 같이, 상기 
접촉 구멍이 형성되는 위치에서 상기 버퍼 층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1C의 구조는 상기 공통 전극(103) 및 상기 산화물 층(105)을 형성한 다음, 상기 화소 전극(104)을 형
성한 후, 절연 층으로부터 스페이서(1103a-1103c)를 형성하는 일 예를 도시한 것이다.  유지 수지 층은 
상기 스페이서(1103a-1103c) 물질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감광성을 갖는 폴리이미드 또는 아
크릴릭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1C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면, 상기 공통 전극(103)의 가장자리부는 스페이서에 의해 은폐됨
으로써, 상기 공통 전극(103)의 가장자리부에서 상기 공통 전극과 상기 화소 전극간의 단락 현상이 방지
될 수 있다. 

제 2 실시예의 구조는 상기 제 3 중간 절연 층의 형성에서 부터 상기 화소 전극의 형성에 이르기는 제 1 
실시예의 제조 공정에서의 수정부분을 갖는고, 제 1 실시예와 유사한 다른 공정들이 수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 2 실시예의 구조를 제  1 실시예에 도시된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할 수 있다. 

 〔제 3 실시예〕

제 3 실시예에서, 제 1 실시예의 그것과 다른 화소부의 공통 전극의 형태가 도 12 및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기본 구조는 도 1A에 도시된 구조와 동일한 구조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차이점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 결과,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제 3 실시예에서, 상기 공통 전극을 공통 전위(데이터로 전송된 이미지 신호의 중간 전위)로 설정하기 위
해, 상기 각각의 공통 전극에 연결된 형태를 갖는 공통 전극(201)이 형성된다.  그런 다음, 상기 공통 전
극(1201)에 공통 전위를 부가하기 위한 전원을 전기적으로 상기 화소부의 외부에 연결함으로써, 상기 공
통 전극(1201)은 상기 공통 전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  상기 공통 전극(1201)이 사용되는 경우, 양극 산
화 과정이후 절단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기 과정들이 단순화될 수 있다. 

또한, 빛과 전자기파로부터 차단하는, 상기 TFT가 완전히 커버링되는 형태는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공통 전극(1301)의 형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양극 산화 과정이후 절단하는 과정이 생략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기 과정들이 단순화될 수 있다.

제 1 실시예의 (상기 공통 전극의 스퍼터링 과정과 같은) 제조 과정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제 3 실시예의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 제 1 실시예의 과정과 유사한 다른 과정들이 수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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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따라서, 제 3 실시예의 구조를 제 1 실시예에 도시된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제 3 실시예의 구조를 제 2 실시예에 도시된 구조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제 4 실시예〕

 상기 화소부의 상기 화소 전극과 상기 공통 전극의 형태가 제 1 실시예의 그것과 다른 경우를 제 4 실시
예를 통해 도 14A 및 도 14B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기본 구조는 도 1A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구
조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상 차이점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 결과, 동일한 참조 부
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다. 

도 1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그재그 형태를 갖는 화소 전극(1401) 및, 공통 전극(1402)이 형성된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상기 액정에 인가되는 두 종류의 전기장 방향이 형성되고, 디스플레이 특성이 향상
될 수 있다. 

또한, 도 1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 라인의 형태는 공통 전극(1404)의 지그재그 형태에 따라 변하여, 
소스 라인(1403)을 구성한다.  상기 구경비는 상기 구성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소스 라
인과 상기 공통 전극사이에 형성된 기생 용량을 고려하면, 형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실시예의 제조 과정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제 4 실시예의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 제 1 실시예의 과
정과 유사한 다른 과정들이 수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제 4 실시예의 구조를 
제 1 실시예에 도시된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제 4 실시예의 구조를 
제 2 실시예에 도시된 구조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제 5 실시예〕

 상기 화소부의 상기 화소 전극과 상기 공통 전극의 형태가 제 1 실시예의 그것과 다른 경우를 제 5 실시
예를 통해 도 15A 및 도 15B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기본 구조는 도 1A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구
조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상 차이점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 결과, 동일한 참조 부
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다. 

도 1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 라는 문자 형태를 갖는 화소 전극(1501) 및, 공통 전극(1502)이 형성된
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상기 액정에 인가되는 두 종류의 전기장 방향이 형성되고, 디스플레이 특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도 1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 라인의 형태는 공통 전극(1504)의 지그재그 형태에 따라 변하여, 
소스 라인(1503)을 구성한다.  상기 구경비는 상기 구성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소스 라
인과 상기 공통 전극사이에 형성된 기생 용량을 고려하면, 형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실시예의 제조 과정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제 5 실시예의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 제 1 실시예의 과
정과 유사한 다른 과정들이 수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제 5 실시예의 구조를 
제 1 실시예에 도시된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제 5 실시예의 구조를 
제 2 실시예에 도시된 구조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제 6 실시예〕

 상기 화소부의 상기 화소 전극과 상기 공통 전극의 형태가 제 1 실시예의 그것과 다른 경우를 제 6 실시
예를 통해 도 16A 및 도 16B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기본 구조는 도 1A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구
조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상 차이점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그 결과, 동일한 참조 부
호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다.

도 16A에 도시된 형태를 갖는 화소 전극(1601) 및 공통 전극(1602)이 형성된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상기 액정에 인가되는 세 종류의 전기장 방향이 형성되고, 디스플레이 특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소스 라인의 형태는 도 16B에 도시된 공통 전극(1604)의 형태에 따라 변하여, 소스 라인(1603)을 
구성한다.  상기 구경비는 상기 구성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소스 라인과 상기 공통 전극
사이에 형성된 기생 용량을 고려하면, 형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실시예의 제조 과정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제 6 실시예의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 제 1 실시예의 과
정과 유사한 다른 과정들이 수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제 6 실시예의 구조를 
제 1 실시예에 도시된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제 6 실시예의 구조를 
제 2 실시예에 도시된 구조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제 7 실시예〕

상기 화소부의 또 다른 구조가 제 7 실시예를 통해 설명될 것이다. 제 1 실시예의 형태와 다른 차이점만
을 부각하여 제  7 실시예를 통해 설명하기로 한다. 제 7 실시예는 3 가지 주요색깔인 R, G 및 B를 갖는 
칼라 필터가 화소 TFT와 화소 전극사이에 형성되는 구조를 구비한다.  각각의 R, G 및 B 색 배열은 줄무
늬 형태 또는 모자이크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우선, 제 1 실시예에 따라 상기 패시베이션 층(458)이 형성되고, 칼라 필터는 상기 패시베이션 층표면에 
형성된다.  칼라 필터(1601)는 또한, 평면 고르기 층(leveling film)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상
기 칼라 필터가 패터닝 처리되는 동시에, 또는 상기 칼라 필터를 형성한 후, ITO 접촉 개구가 미리 형성
된다.  그런 다음, 제 2 중간 절연 층이 형성되고, 차단 층이 상기 제 2 중간 절연 층위에 형성된다.  제 
1 실시예에 동일한 제조 방법이 추가 공정을 위해 사용되고, 양극 산화물 층 및 유기 수지 층이 제 3 중
간 절연 층으로 형성된다.  그런 다음, 상기 제 3 중간 절연 층, 상기 제 2 중간 절연 층 및 상기 패시베
이션 층(458)이 에칭 처리되어, 접촉 구멍을 형성하고, 화소 전극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한 물질로 형성된
다.  저장 커패시터는 상기 차단 층, 상기 양극 산화물 층 및 상기 화소 전극에 의해 구성된다.

또한, 제 7 실시예의 구조는 제 1 내지 제 6 실시예중 어느 한 실시예의 구조와도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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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8 실시예〕

제 8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하부 게이트 TFT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특히, 도 18은 
역 스태거형 TFT를 사용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게이트 배선과 능동층간의 위치 관계를 제외하고는, 
본 발명에 역 스태거형 TFT를 사용하는 것은 제 1 실시예의 상부 게이트형 TFT를 사용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제 8 실시예에서는 도 7B에 도시된 구조와 현격히 상이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
명을 하기로 하고, 기타의 부분에 관해서는 도 7B의 설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저장 커패시터는 제 1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단층, 차단층의 양극 산화층 및 화소 전극으로 형성된
다.  산화층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형식으로 나타낸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도 18에는 시프트 레지스터 회로를 형성하는 CMOS 회로의 p-채널 TFT 및 n-채널 TFT가 각각 도면 부호 
'11' 및 '12'에 의해 지시되어 있다.  도면 부호 '13'은 샘플링 회로를 형성하는 n-채널 TFT를, 그리고 
도면 부호 '14'는 화소 부분을 형성하는 n-채널 TFT를 각각 지시하고 있다.  그러한 TFT는 모두 그 위에 
형성된 베이스 층을 구비하는 기판 상에 형성된다.

또한, 도면 부호 '15'는 p-채널 TFT(11)의 게이트 배선을, 도면 부호 '16'은 n-채널 TFT(12)의 게이트 배
선을, 도면 부호 '17'은 n-채널 TFT(13)의 게이트 배선을, 그리고 도면 부호 '18'은 n-채널 TFT(14)의 게
이트 배선을 각각 지시하고 있다.  실시예 1에서 설명된 게이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재료가 본 실시예
의 게이트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도면 부호 '19'는 게이트 절연층을 지시하고 있고, 그것
도 역시 제 1 실시예의 것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능동층은 각각의 TFT(11 내지 14)에 대해 그 상단에 형성된다.  p-채널 TFT(11)의 능동 층에는 소스 영역
(20), 드레인 영역(21) 및 채널 형성 영역(22)이 형성된다.

또한,  n-채널 TFT(12)의  능동층에는 소스 영역(23),  드레인 영역(24),  LDD  영역(본 경우에는 L ov 영역

(25)) 및 채널 형성 영역(26)이 형성된다.

또한, n-채널 TFT(13)에는 소스 영역(27), 드레인 영역(28), LDD 영역(본 경우에는 Lov 영역(29a, 30a) 및 

Loff 영역(29b, 30b)) 및 채널 형성 영역(31)이 형성된다.

또한, n-채널 TFT에는 소스 영역(32), 드레인 영역(33), LDD 영역(본 경우에는 Loff 영역(34 내지 37)), 

채널 형성 영역(38, 39) 및 n
+
 영역(40)이 형성된다.

도면 부호(41 내지 45)에 의해 지시된 절연층은 채널 형성 영역을 보호하고 LDD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목
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은 대표적으로 전술된 역 스태거 TFT와 같은 하부 게이트 TFT에 쉽게 적용된다.  제 8 실시예의 
역 스태거 TFT의 제조를 위한 기지의 역 스태거 TFT제조 공정에는 본 명세서에 기록된 다른 실시예에 나
타낸 바와 같은 제조 공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 8 실시예의 구조를 제 1 실시예 내지 제 7 실시예 중의 임의의 것의 구조와 자유롭게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 9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형성되는 화소 부분은 각종의 전기-광학 장치(능동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수 있다.  환언하면, 본 발명은 그러한 전기-광학 장치를 디스플레이 섹션으로 구비하는 모든 전
자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유형의 전자 장치의 예로서 다음의 것들을 예시할 수 있다: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프로
젝터(후방형  또는  전방형);  헤드  장착형  디스플레이(고글형  디스플레이);  차량  항법  시스템;  카 
스테레오; 개인용 컴퓨터(PC); 휴대 정보 터미널(예컨대, 이동식 컴퓨터, 휴대폰 및 전자 노트북 등).  
그러한 것들의 일부 예는 도 19A 내지 도 19F, 도 20A 내지 도 20D 및 도 21A 내지 도 21C에 도시되어 있
다.

도 19A는 본체(2001); 영상 입력 섹션(2002); 디스플레이 섹션(2003); 및 키보드(2004) 등으로 이루어진 
개인용 컴퓨터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섹션(2003)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9B는 본체(2101); 디스플레이 섹션(2102); 음성 입력 섹션(2103); 조작 스위치(2104); 배터리(2105); 
및 영상 수신 섹션(2106) 등으로 이루어진 비디오 카메라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섹션
(2102)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9C는 본체(2201); 카메라 섹션(2202); 영상 수신 섹션(2203); 조작 스위치(2204); 및 디스플레이 섹
션(2003) 등으로 이루어진 이동식 컴퓨터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섹션(2205)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9D는 본체(2301); 디스플레이 섹션(2302); 및 암 섹션(2303) 등으로 이루어진 고글형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섹션(2302)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9E는  본체(2401);  디스플레이 섹션(2402);  스피커  섹션(2403);  기록  매체(2404);  및  조작 스위치
(2405) 등으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기록되는 기록 매체를 사용하는 플레이어를 도시한 것이다.  DVD
(디지털 가변 디스크), CD 등을 사용하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음악 감상, 영화 감상, 게임 및 인터넷 사
용을 행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섹션(2402)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9F는 본체(2501); 디스플레이 섹션(2502); 뷰파인더(2503); 조작 스위치(2504) 및 영상 수신 섹션(도
면에의 도시를 생략)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카메라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섹션(250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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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다.

도 20A는 프로젝터 장치(2601); 및 스크린(2602) 등으로 이루어진 전방형 프로젝터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프로젝터 장치(2601)의 일부를 이루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2808)에 적용될 수 있다.

도 20B는 본체(2701); 프로젝터 장치(2702); 거울(2703); 및 스크린(2704) 등으로 이루어진 후방형 프로
젝터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프로젝터 장치(2702)의 일부를 이루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2808)에 
적용될 수 있다.

도 20C는 도 20A 및 도 20B의 프로젝터 장치(2601, 2702)의 구조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터 장치(2601, 2702)는 광학 광원 시스템(2801); 거울(2802, 2804 내지 2806); 2색 거울
(2803); 프리즘(2807);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2808); 위상 차분 판(2809); 및 광학 투사 시스템(2810)으
로 이루어진다.  광학 투사 시스템(2810)은 투사 렌즈를 구비한 광학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본 실시예
는 3단의 예를 도시하고 있지만, 그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1단이라도 무방하다.  또
한, 조작자는 광학 렌즈, 편광 기능이 있는 필름, 위상 차를 제어하는 필름, IR 필름 등과 같은 광학 시
스템을 도 20C에 화살표로 지시된 바와 같은 광학 경로 내에서 적절히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도 20D는 도 20C의 광학 광원 시스템(2801)의 구조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제 9 실시예에서의 
광학 광원 시스템(2801)은 반사기(2811); 광원(2812); 렌즈 세트(2813, 2814); 편광 전환 요소(2815); 및 
집광 렌즈(2816)로 이루어진다.  도 20D에 도시된 광학 광원 시스템은 단지 일례에 불과하고 그러한 구조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조작자는 광학 렌즈, 편광 기능이 있는 필름, 위
상 차를 제어하는 필름, IR 필름 등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도 21A는 본체(2901); 음성 출력 섹션(2902); 음성 입력 섹션(2903); 디스플레이 섹션(2904); 조작 스위
치(2905); 및 안테나(2906) 등으로 이루어진 휴대폰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섹션(290
4)에 적용될 수 있다.

도 21B는 본체(3001);  디스플레이 섹션(3002,  3003);  기록 매체(3004);  조작 스위치(3005);  및 안테나
(3006)  등으로  이루어진  휴대  수첩(전자  수첩)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장치(3002, 
3003)에 적용될 수 있다.

도 21C는 본체(3101);지지 섹션(3102); 및 디스플레이 섹션(3103) 등으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디스플레이는 대형 디스플레이에 유리하고, 대각선의 크기가 10 인치 이상(특히 30인
치 이상)인 디스플레이에 유리하다.

    발명의 효과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적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본 발명은 모든 분야의 전자 설비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전자 장치는 제 1 실시예 내지 제 7 실시예의 임의의 조합 구조를 사용하여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 즉 대표적으로 IPS 방법에 따른 LCD와 같은 전기-광학 장치의 각각의 회로에 
사용되는 절연층을 사용함으로써, 특히 수지층 상에 형성되는 전극의 표면을 본 발명의 양극 산화물층으
로 덮음으로써, 과잉의 양극 산화물층의 형성 양이 감소될 수 있고, 접착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은 전극
을 구비하는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가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으로 IPS 방법에 따른 LCD와 같은 전기-광학 장치의 화소 부분에 커패시턴스가 크고 표면적
이 작은 저장 커패시터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대각선 크기가 1인치 이하인 AM-LCD의 경우조차도 구
경 비를 낮추지 않아도 충분한 저장 커패시턴스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과잉의 양극 산
화물층이 거의 형성되지 않으므로, 그 위에 형성되는 화소 전극의 도포가 매우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수율
이 개선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을 특정 실시예와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상기 본 발명에 대한 개시는 단지 
본 발명의 적용예에 불과한 것이고,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 모드로서 본 명세서에 개시된 특정 실
시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하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마련되는 본 발명의 정신이나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 
발명이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한 쌍의 기판과 상기 한 쌍의 기판사이에 삽입 배치되는 액정 층과;

상기 한 쌍의 기판 중 한 기판상에 형성되는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 상기 공통 전극의 최소 일부의 양극 산화물 층, 및 상기 양극 산화물 층위에 형성되는 상기 
화소 전극에 의해 형성되는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 평행한 전기장이 상기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사이에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전극은 양극에서 산화처리 가능한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
체 장치. 

청구항 3 

36-15

10200000272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 층은 인가된 전압/전압공급 시간비가 11V/min과 동일하거나 큰 양극 산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프로젝터, 고글형 디스플
레이 장치, 자동차 항법 시스템, 개인용 컴퓨터, 또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

청구항 5 

한 쌍의 기판과 상기 한 쌍의 기판사이에 삽입 배치되는 액정 층과;

상기 한 쌍의 기판 중 한 기판상에 형성되는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 상기 공통 전극의 최소 일부의 양극 산화물 층, 및 상기 양극 산화물 층위에 형성되는 상기 
화소 전극에 의해 형성되는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액정 층은 밀봉 물질에 의해 에워싸이고, 상기 밀봉 물질이 형성되는 영역에 스페이서(spacer)가 형
성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 평행한 전기장이 상기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사이에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 층은 인가된 전압/전압공급 시간비가 11V/min과 동일하거나 큰 양극 산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프로젝터, 고글형 디스플
레이 장치, 자동차 항법 시스템, 개인용 컴퓨터, 또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

청구항 8 

한 쌍의 기판과 상기 한 쌍의 기판사이에 삽입 배치되는 액정 층과;

상기 한 쌍의 기판 중 한 기판상에 형성되는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 상기 공통 전극의 최소 일부의 양극 산화물 층, 및 상기 양극 산화물 층위에 형성되는 상기 
화소 전극에 의해 형성되는 커패시터와; 

상기 화소 전극이 형성되는 화소부와 구동 회로사이의 영역에 형성되는 스페이서와;

상기 구동 회로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형성되는 스페이서를 포함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 평행한 전기장이 상기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사이에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 층은 인가된 전압/전압공급 시간비가 11V/min과 동일하거나 큰 양극 산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프로젝터, 고글형 디스플
레이 장치, 자동차 항법 시스템, 개인용 컴퓨터, 또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

청구항 11 

한 쌍의 기판과 상기 한 쌍의 기판사이에 삽입 배치되는 액정 층과;

상기 한 쌍의 기판 중 한 기판상에 형성되는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 상기 공통 전극의 최소 일부의 양극 산화물 층, 및 상기 양극 산화물 층위에 형성되는 상기 
화소 전극에 의해 형성되는 커패시터와; 

상기 화소 전극의 접촉부상에 형성되는 스페이서를 포함하고,

 상기 기판의 표면에 평행한 전기장이 상기 화소 전극과 공통 전극사이에 인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 층은 인가된 전압/전압 공급 시간비가 11V/min과 동일하거나 큰 양극 산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장치.

청구항 13 

제11항에 따른 반도체 장치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프로젝터, 고글형 디스
플레이 장치, 자동차 항법 시스템, 개인용 컴퓨터, 또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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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에 있어서,

TFT상에 수지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수지 층위에 공통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공통 전극의 산화물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산화물 층의 최소 일부분을 덮는 화소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공통 전극, 상기 공통 전극의 산화물 층 및 상기 화소 전극에 의해 커패시터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 층위에 무기물 층을 형성하기 위해 스퍼터링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 층 형성 단계는 인가된 전압/전압공급 시간비가 11V/min과 동일하거나 큰 
양극 산화 과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TFT의 상부에 수지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수지 층위에 무기질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공통 전극의 산화물 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산화물 층의 최소 일부분을 덮는 화소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공통 전극, 상기 공
통 전극의 산화물 층 및 상기 화소 전극에 의해 커패시터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 층위에 무기물 층을 형성하기 위해 스퍼터링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 층 형성 단계는 인가된 전압/전압공급 시간비가 11V/min과 동일하거나 큰 
양극 산화 과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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