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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및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및 제2도는 종래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의 요부단면도.

제4a도에서 제4c도는 상기 제1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스텝을 나타내는 단면도.

제5도는 투명절연막 면과 확산저지막 면의 저항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6도는 상기 제1 실시예에 콘택트구멍을 관통구멍으로 했을때의 단면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의 요부단면도.

제8a도에서는 제8d도는 상기 제2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스텝을 나타내는 단면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10a도에서 제10f도는 상기 제3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스텝을 나타내는 
단면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12a도에서는  제12f도는  상기  제4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스텝을  나타내는 단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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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도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14a도에서 제14e도는 상기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스텝을 나타내는 단면도.

제15도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16a도에서 제16d도는 상기 제6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펜넬의 제조스텝을 나타내는 단면도.

제17도는 본 발명의 제7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18a도에서는  제18e도는  상기  제7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펜넬의  제조스텝을  나타내는 단면
도.

제19도는 본 발명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사용한 액정표시장치의 사시도.

제20도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21a도에서는  제21c도는  상기  제8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펜넬의  제조스텝을  나타내는 단면
도.

제22도는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23도는 본 발명의 제10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24도는 본 발명의 제11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25도는 본 발명의 제12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제26a도에서 제26d도는 상기 제12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스텝을 나타내는 
단면도.

제27도는 본 발명의 제13실시예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요부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21, 31, 45, 71, 91, 111, 131, 151, 171, 191, 201, 251 : 기판 

6, 36, 66, 195 : 소오스전극 

8, 25, 38, 40, 69, 76, 138, 158, 178, 205 : 절연막

25a, 38a, 67a, 205a : 금속확산층

9, 26, 39, 68, 206 : 콘택트구멍

10, 41, 70, 96a, 112a, 132a, 152a, 172a, 196 : 화소전극

75, 96, 112, 132, 152, 172 : SOG막

7, 256, 276 : 드레인전극                          11, 27a, 209a : 금속

198 : 대향기판                                         77 :도전성금속

2, 200, 252 : 게이트전극

3, 22, 72, 92, 113, 153, 178, 173, 253 : 게이트절연막

194 : 박막트랜지스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액정  TV등의  표시판넬(display  panel)로서  사용되는  액정  표시판넬에  관한  것이며,  특히 
판넬  화소(畵素)의  온/오프(ON/OFF)를  행하는  스위칭(switching)  소자로서  박막트랜지스타(TFT)를 

사용한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에 관한 것이다.

텔레비젼  화상등을  표시하는  액티브메트릭스(active  matrix)형의  액정표시  소자에  사용되는 박막트
랜지스타  판넬은,  투명기판  상에  다수의  투명화소전극과  각  화소전극을  구동하는  다수의 박막트랜지
스타를  종횡으로  배열형성한  것으로,  박막트랜지스타의  게이트전극  및  드레인전극은  화소전극의 열
사이에  배선된  게이트라인  및  데이타라인에  연결되어  있고,  또  소오스전극은  투명화소  전극에 접속
되어 있다.

그런데,  박막트랜지스타  판넬로서는,  일반적으로  박막트랜지스타와  화소전극을  가로로  늘어놓아 형
성한  것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투명기판  상에  박막트랜지스타를  형성하며,  그위에 투명절연막
을  형성하고,  이  투명절연막  상에  투명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것이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박
막트랜지스타와  화소전극을  투명절연막  사이에  두고  형성하면,  화소전극과  상기  게이트라인  및 데이
타라인의  간격을  좁게해도  그  사이의  단락을  상기  투명절연막에  의하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화소
전극의 면적을 넓게하며 액정표시소자의 개구율을 향상시킬수 있다.

제1도는  투명기판  상에  박막트랜지스타를  형성하며,  그위에  형성한  투명절연막  상에  투명화소전극을 
형성한 종래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일부분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제1도에  있어서,도면중(1)은  투명기판(글라스판), T1 은  상기  투명기판(1)상에  형성된 박막트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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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다.  이  박막트랜지스타 T1 은  투명기판(1)상에  형성된  게이트전극(2)과,  이  게이트전극(2)상의 

기판의  전면(全面)에  걸쳐서  형성된  투명한  게이트절연막(3)과,  이  게이트절연막(3)상에  상기 게이
트전극(2)에  대향시켜서  형성된  진성  아몰퍼스  실리콘(intrinsic  amorphous  silicon  ;  이하, i-ai-
Si  라함)  반도체층(4)과,  이  반도체층(4)상에  n형의  고농도  불순물로  처리된  아몰퍼스  실리콘(이하, 

n
＋
-a-Si라함) 층(5)을 통하여 형성된 소오스전극(6) 및 드레인전극(7)으로부터 되어있다.

또한,  상기  게이트전극(2)은도시하지  않은  게이트라인에  연결되어  있으며,  드레인전극(7)은도시하지 
않은 데이타라인에 연결되어 있다.

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₁을  형성한  기판(1)상에는,  거의  전면에  걸쳐서  SOG(spin-on-glass)로 
이루어지는  표면이  평탄한  투명절연막(8)이  형성되고  투명화소전극(10)은  상기  투명절연막(8)상에 

형성되어 있다. 

또, 상기 투명절연막(8)에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2 소오스전극(6)에 대응시켜 콘택트구멍

(contact  hole)(9)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투명화소전극(10)은  그  단부가  상기  콘택트구멍(9)상에 
겹치도록  형성되며,  콘택트구멍(9)내에  충전한  콘택트금속(11)을  통하여  박막트랜지스타  T₁의 소오
스전극(6)에 접속되어 있다.

이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투명기판(1)상에  박막트랜지스타  T₁을  형성한  후에,  그위에 투명절연막
(8)을  형성하여  이  투명절연막(8)에  콘택트구멍(9)을  설치하여,  계속해서  상기 투명절연막(8)상에도
전성금속을도금등에  의해  퇴적시켜서  상기  콘택트구멍(9)내에  콘택트금속(11)을  충전한  후에, 투명
절연막(8)의  표면으로  충전한  불필요한  금속막을  에칭(etching)제거하고나서,  투명절연막(8)상에 
ITO(indium  tin  oxide)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투명도전막을  스퍼터링(sputtering)법에  의해 부착하
고, 이 투명도전막을 패터닝하여 투명화소전극(10)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제조되어 있다.

그렇지만,  상기  종래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그  화소전극(10)을  박막트랜지스타  T의 소오스전극
(6)에  접속하여  형성하는  데에  우선  투명절연막(8)상에도전성금속을  퇴적시켜서  콘택트구멍(9)내에 
콘택트금속(11)을  충전하여,  계속해서  투명절연막(8)상에  불필요한  금속막을  에칭  제거하고나서, 투
명절연막(8)상에  투명화소전극(10)을  형성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
에 많은 공정을 요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이  화소전극(10)을  콘택트구멍(9)에  충전한  콘택트금속(11)에  의하여 박막트랜지스
타  T₂의  소오스전극(6)에  접속하는  경우에,  화소전극(10)과  소오스전극(6)을  확실히  접속하기에는, 
콘택트구멍(9)내에  그  상단(투명  절연막(8)의  표면)까지  완전히  콘택금속(11)을  충전할  필요가 없지
만,  콘택트구멍(9)내에  모든  깊이에  걸쳐서  콘택트금속(11)을  퇴적시키기에는 콘택트금속(11)으로되
는  금속을  콘택트구멍(9)의  깊이  보다도  꽤  두껍게  퇴적시키지  않으면  않된다.  또한,  상기 투명절연
막(8)은,  그  위에  형성되는  화소전극(10)과  투명절연막(8)하의  게이트라인  및  데이타라인의  사이의 
용량을  작게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두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와  같이  설치되는 콘택트구멍
(9)의 깊이도 깊게되기 때문에, 금속의 퇴적두께도 더욱 두껍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콘택트금속(11)으로되는  금속을  투명절연막(8)상에  두껍게  퇴적시키는  것으로는, 
금속의  퇴적에  시간이  걸릴뿐만  아니라,  투명절연막(8)상의  불필요한  금속막의  에칭  제거도 곤란하
게 된다.

이와 같이, 상기 종래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그 제조가 귀찮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상기한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배선을  생각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박막트랜지스타를 가리
는  절연막  상에  형성되어,  이  절연막에  설치한  콘택트구멍에  있어서,  박막트랜지스타의  전극에 접속
되어 있다.

제2도는  박막트랜지스타의  배선  접속구조를  표시한  것으로,  여기서  역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의 소
오스 및 드레인전극에 접속되는 배선의 접속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제2도에  있어서,도면중(21)은  글라스(glass)판  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절연기판이고,  이 절연기판
(21)상에는 역엇갈림형 박막트랜지스타 T₂가 형성되어 있다.

이  역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₂는,  절연기판(21)상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G와,  이  게이트전극 G상
에  형성된  게이트절연막(22)과,  이  게이트절연막(22)상에  상기  게이트전극  G에  대향시켜서  형성된 
i-a-Si  반도체층(23)과,  이  반도체층(23)상에  채널부를  사이에두고  형성한  소오스,  드레인 영역으로
되는  n＋-a-Si  층(24)과,  이  n＋-a-Si층(24)상에  형성된  소오스전극  S  및  드레인전극  D로부터 되어
있다.

또한, 상기 게이트전극 G는 기판(21)상에 형성된도시하지 않은 게이트 배선에 연결되어 있다.  

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₂를  형성한  기판(21)상에는,  박막트랜지스타 T2 를  가리는  절연막(25)이 

형성되어  있고,  박막트랜지스타 T2 의  소오스전극  S  및  드레인전극  D는,  상기  절연막(25)상에  형성한 

배선 소오스배선 및 드레인배선(27)에 접속되어 있다.

이  배선(27)은  상기  절연막(25)상에  알루미늄(Aluminum)등의  배선  금속을도금법  또는  스피터링법에 
의하여  퇴적시켜서  이  금속막을  패터닝하여  형성된  것으로,  상기  배선금속은  절연막(25)에 박막트랜
지스타의  소오스,  드레인전극  S,  D에  대응시켜서  형성한  콘택트구멍(26)내에도  퇴적층전되어  있고, 
배선(27)은  상기  콘택트구멍(26)내에  충전한  콘택트금속층(27a)을  통하여  박막트랜지스타 T2 의 소으

스전극 S 및 드레인전극 D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2도에서는  역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의  배선  접속구조를  나타내지만,  엇갈린형, 동일평면
형,  역동일평면형의  박막트랜지스타와  Si  단결정기판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타의  절연막상에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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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도, 상기와 같이하여 트랜지스타의 전극에 접속되어엉 있다.

그런데,  상기  박막트랜지스타의  배선  접속구조는,  박막트랜지스타  T₂를  가지는  절연막(25)상에 형
성하는  배선(27)을,  상기  절연막(25)의  콘택트구멍(26)내에  충전한  콘택트금속층(27a)을  통하여 박
막트랜지스타 T2 의  전극(제2도에서는  소오스,  드레인전극  S,  D)에  접속한  것이기  때문에, 배선(27)

과  박막트랜지스타 T2 의  전극을  확실히  접속하기에는,  절연막(25)상에  배선금속을  퇴적시킬  경우에, 

이 배선 금속을 콘택트구멍(26)의 깊이 보다도 충분히 두껍게 퇴적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배선금속의 퇴적두께는, 일반적으로 콘택트구멍(26)깊이의 2배 정도는 필요로 한다.

또한,  상기  절연막(25)은  그위에  형성되는  배선(27)과  기판(21)상에  게이트배선과의  사이의  용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  배선(27)과  게이트배선의  단락을  확실히  막기위하여  가능한한  두껍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이와  같이,  절연막(25)을  두껍게하면  이  절연막(25)에  설치된  콘택트구멍(26)의 
깊이도 깊게되기 때문에, 배선금속의 퇴적두께도 더욱더 두껍게 된다.

이와 같이 상기 종래의 배선 접속구종에서는 절연막(25)상에서의 배선 금속의 퇴적에 시간이 
걸리고,  또  절연막(25)상에  퇴적시킨  배선금속막을  패터닝하여  배선(27)을  형성할  경우에도,  이 배
선금속막의  막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  패터닝이  귀찮고,  또  배선의  미세화도  어렵다는  문제를 갖
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목적은,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에 형성
되는  절연막을  금속의  확산이  가능한  절연재로하고,  이  절연막의  확산된  영역을도전성전극으로  하는 
것에 의해 제조가 용이한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명기판  :  기판상에  배치되어서  행과  열방향으로  뻗은 상
호  절연된  복수의  전극라인  :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들은  상기  복수의  전극라인에서  소정의  두  전극 
라인간의  교차점  부근에  있는  기판의  일부에  각각  배치되고,  상기  소정의  두  전극라인의  하나에 연
결되는  게이트전극과,  상기  소정의  두  전극라인의  다른  하나에  연결되는  드레인  및  소오스전극을 구
비한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들의  각각의  박막트랜지스타;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들을 덮
고  기판상에  있는  투명확산성의  절연막  ;  및  상기  투명확산성의  절연막  일부를  포함하고,  상기 투명
확산성  절연막의  상기  일부에는  금속이  확산되어  있고,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에  각각 대응하
는  소정의  영역에  위치되고,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의  상기  드레인  및  소오스전극의  어느  하나에 전
기적으로  연결되는  투명도전성의  금속확산층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화소전극을 상기 절연막으로 확산시켜서 형성한다. 

따라서, 미세한 화소전극을 갖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얻을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은,  기판상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이 게
이트전극을  포함하는  기판  전면에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이  게이트절연막  상에  상기 게
이트전극과  대향하는  위치에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이  반도체층상에  채널부를  제외하여 소오
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기판  전체를  가리는  확산이  가능한  절연막을 형성하
는  공정과,  이  절연막에  상기  소오스전극과  대응하도록  콘택트구멍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의  표면  및  상기  콘택트구멍의  내면  전체에  금속을  확산시켜서  금속확산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갖춘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절연막의 소정영역을 금속확산하여 화소전극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화소전극을 미세하게, 또한 높은 패턴정도(精度)로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제1 실시예를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3도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일부분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도면중 T3 은  투명기판(31)상에 형성

된 박막트랜지스타이고, 박막트랜지스타 T3는 역엇갈린형의 것이다.

또한,  박막트랜지스타 T3 는  제1도에  나타낸  종래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에  형성되어  있는  있는  것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한다.

(38)은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3 를  형성한  투명기판(31)상에  거의  전면에  걸쳐서  형성된  표면이 평탄

한  투명기판  절연막이고,  이  투명절연막(38)은,  금속의  확산이  가능한  투명절연재,  예를  들면  SOG에 
의하여 1㎛정도의 두께로 형성되어 있다.

이  SOG로부터  이루어지는  투명절연막(38)에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₃의  소오스전극(36)에 대응시
켜서 콘택트구멍(39)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콘택트구멍(39)은,  상기  소오스전극(36)면까지는도달하지  않은  바닥이  있는  구멍으로  되어있고, 
콘택트구멍(39)의 밑부분의 두께는 400Å 정도로 되어 있다.

또,  (40)은,  상기  투명절연막(38)상의  상기  콘택트구멍(39)을  포함하는  전극  형성부분을  제외하고 
형성된 확산저지막이다.

확산저지막(40)은,  상기  투명절연막(38)에  금속을  확산시켜서  후술하는  금속확산층(38)을 형성할때
의  확산영역을  규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이고,  이  확산저지막(40)은  금속이  확산하기  어려운 절
연재, 예를 들면 질화실리콘(SiN)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투명절연막(38)의  확산저지막(40)으로  가려져있지  않은  부분,  다시말하면 콘택트구멍
(39)를  포함하는  화소전극  형성부분에는,  이  투명절연막(38)의  표면에서  상기  콘택트구멍(39)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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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체에  걸쳐서,  투명절연막(38)에  ITO로부터  이루어지는도전성금속을  확산시킨  투명한 금속확산층
(38a)이  형성되어  있고,  투명절연막(38)  표면의  금속확산층(38a)은  투명화소전극(41)으로  되며, 투
명화소전극(41)은,  상기  콘택트구멍(39)의  내면의  금속확산층(38a)에  의하여  박막트랜지스타  T₃의 
소오스전극(36)에 접속되어 있다.

또,  상기  금속확산층(38a)의  층두께(투명절연막(38)에서의  금속  확산깊이)는  상기  콘택트구멍(39)의 
밑부분의  두께(400Å  정도)  보다도  약간  두꺼운  두께(500Å  정도)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콘택트구
멍(39)의  밑부부은,  그  두께  전체가  금속확산층(38a)으로되어  박막트랜지스타  T의 소오스전극(36)과
도통접촉하고 있다.

다음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투명기판(31)상에  박막트랜지스타 T3 를  형성한  후에,  이  기판(31)상에  SOG를  1㎛  정도의 두께

로도포하여  이것을  소성(燒成)하는  것에  의하여,  제4A도에도시하듯이  투명절연막(SOG막)(38)을 형성
하고  이  투명절연막(38)에  박막트랜지스타 T3 의  소오스전극(36)에  대응시켜서  밑부분의  두께가 400

Å 정도의 바닥이 있는 콘택트구멍(39)을 에칭에 의하여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투명절연막(38)상에  질화실리콘은  플라즈마(plasma)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법에  의하여  퇴적시키고,  이것을  패터닝하여,  투명절연막(38)  상의  그  콘택트구멍(39)상을  포함하는 
화소전극  형성부분을  제외하고  가리는  확산저지막(질화실리콘막)(40)을  제4B도에도시하듯이 형성한

다.

다음에,  상기  확산저지막(40)상에서  투명절연막(38)상에  ITO를  스퍼터링하여,  투명절연막(38)의 표
면  및  그  콘택트구멍(39)의  내면전체에  ITO막(42)을  제4C도에  쇄선으로도시하듯이  퇴적시킨다.  이 
ITO의  스퍼터링은,  300℃정도의  기판온도에서  행한다.  이  ITO의  스퍼터링을  행하면, 투명절연막(3
8)의  표면  및  콘택트구멍(39)의  내면전체에  ITO(42)가  퇴적해감과  동시에,  퇴적한  ITO가  상기 확산
저지막(40)으로  가려져  있지  않은  부분의  투명절연막(38)으로  열확산하고,  투명절연막(38)의 표면에
서  콘택트구멍(39)의  내면전체에  걸쳐서,  ITO를  확산시킨  금속확산층(38a)이  제4c도에  나타나듯이 
형성된다.

또한,  확산저지막(40)은  금속이  확산하기  어려운  질화실리콘막이기  때문에,  이  확산저지막(40)에서 
ITO의 확산을 거의 생기지 않는다.l

이  ITO의  스퍼터링은  콘택트구멍(39)의  밑부분에  있어서  투명절연막(38)에서의  ITO의  확산깊이가 콘
택트구멍(36)의 밑부분 두께이상(500Å 정도)이 될때까지 행한다.

이  금속확산층(38a)은  투명하고,  투명절연막(38)의  표면에  형성된  금속확산층(25a)은  그대로 투명화
소전극(41)으로  되며,  또  콘택트구멍(39)의  내면에  형성된  금속확산층(38a)는  상기 투명화소전극
(41)과  박막트렌지스타 T3 의   소오스전극(36)을  접속하는  콘택트층으로  된다.  또한,  이  경우에, 상

기  ITO의  스피터링에  의한  투명절연막(38)에서의  ITO의  확산을  행한후에,  다시  기판(31)을 300℃정
도로  가열하는  열처리를  행하면,  투명절연막(38)에서의  ITO의  확산깊이를  더욱  깊게하여, 콘택트구
멍(39)의  내면에  형성된  금속확산층(38a)과  박막트랜지스타 T3 의  소오스전극(36)을  보다 확실히도통

시킬 수 있다.

이후는,  확산저지막(40)  및  투명절연막(38)상에  퇴적한  ITO막(42)을,  HCI:HNO₃:H₂O=1:0.08:1의 에
칭액에  의하여  35℃에서  전면  에칭하여  확산저지막(27)상의  ITO막(36)을  제거하고, 투명절연막(38)
의  표면에  형성된  금속확산층(38a)을  각각  화소전극(10)으로  분리하여  제3도에  나타낸 박막트랜지스
타 판넬을 완성한다.

또한,  이  경우에,  상기  전면  에칭을  행하면,  확산저지막(40)상의  ITO막(42)만이  아니고, 투명절연막
(38)상에  퇴적한  ITO막(36)도  에칭되지만,  투명절연막(38)의  금속확산층(38a)은  거의  에칭되지  않게 
남기때문에,  투명절연막(38)의  표면의  화소전극(41)부분  및  콘택트구멍(39)의 내면(금속확산층(38

a)부분)이도전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제5도는  상기  전면에칭에  의한  에칭신간과  투명절연막(38)면  및  확산저지막(40)면의 저
항치의  변화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질화실리콘에서  이루어지는  확산저지막(40)면은  약  2분의 에칭으
로  절연성을  회복하고,  투명절연막(38)면은,  이  시점이라도  또한,  저항치가  수  KΩ의도전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는,  투명절연막(38)상의  확산저지막(40)을  그대로  남기도록  하고  있지만,  이 확
산저지막(40)은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완성시킨  후에  제거해도  바람직하고,  이  확산저지막(40)을 
남기는  경우는,  이  확산저지막(40)을  불투명막으로  하고,  이것을  박막트랜지스타 T3 의  채널부에 대

한 차광막으로 이용해도 바람직하다.

또,  이  실시예에서는,  투명절연막(40)에서의  금속확산영역을  규제하는  확산저지막(40)을 질화실리콘
막으로  하고  있지만,  이  확산저지막(40)은,  금속확사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질화실리콘막에 한하
지 않는다.

그렇게하여,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에  있어서는,  투명절연막(38)의  표면에서  그 콘택트구멍(39)
의  내면에  걸쳐도전성금속(ITO)을  확산시키는  것에  의해,  투명절연막(38)의  표면의 금속확산층(38
a)을  투명화소전극(41)으로  하고  이  투명화소전극(41)을  상기  콘택트구멍(39)의  내면의 금속확산층
(38a)에  의해  박막트랜지스타 T3 의  소오스전극(36)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콘택트구

멍에  콘택트금속을  충전하지  않고  투명절연막(40)상에  투명화소전극(41)을  박막트랜지스타 T3 의 소

오스전극(36)에 접속할 수 있다.

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에  의하면,  상기  투명절연막(38)의  표면에서  그  콘택트구멍(39)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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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걸쳐도전성금속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이  투명절연막(38)의  표면과  상기  콘택트구멍(38)의 내
면에  투명화소전극(41)으로  이루어지는  금속확산층(38a)과  상기  투명화소전극(41),  상기 소오스전극
(36)을  접속하는  금속확산층(38a)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화소전극(41)의  형성과 동
시에  이  화소전극(41)과  박막트랜지스타 T3 의  소오스전극(36)을  접속할수  있고,  따라서  이 박막트랜

지스타 판넬의 제조는 용이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투명절연막(38)에  설치하는  콘택트구멍(39)을  바닥이  있는  구멍으로하고, 
이  콘택트구멍(39)의  밑부분의  금속확산층(38a)을  박막트랜지스타 T3 의 소오스전극(36)에도통접촉시

키고  있지만,  이  콘택트구멍(39)은,  제6도에도시하듯이  소오스전극(66)면에  달하는  관통구멍으로 해
도  바람직하고,  이  경우도  콘택트구멍(68)  내주면  전체에  확산형성된  금속확산층(67a)이  그  아래 단
면에  있어서  소오스전극(66)에도통접촉하기  때문에,  투명절연막(69)상의  금속확산층(67a)으로  되는 

투명화소전극(70)을 박막트랜지스타 T3의 소오스전극(66)에 접속할 수가 있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투명절연막(40)을  SOG로  형성하고  있지만,  이  투명절연막(40)은  SOG에 한하
지  않고,  투명절연막(40)에  확산형성된  금속확산층(38a)이  투명도전막으로되는  것이  있으면 바람직
하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제7도에  있어서,  (71)은  글라스판등으로  되는  투명기판이고,이  기판(71)상에는  다수의 박막트랜지스
타 T4가 종횡으로 배열형성되어 있다.

이  박막트랜지스타 T4 는,  기판(71)면에  형성한  게이트전극  G와  게이트전극  G상에  기판의  거의 전면

에  걸쳐  형성된  질화실리콘등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게이트절연막(72)과  이  게이트절연막(72)상에 
상기  게이트전극  G와  대향시켜서  형성된  i-a-Si  반도체막(73)과,  이  반도체막(73)상에  n＋-a-Si 콘
택트층(74)을 통하여 형성된 소오스전극 S 및 드레인전극 D로부터 되어 있다.

또한,  상기  게이트전극  G는  기판(71)면에  형성했던도시하지  않는  게이트라인에  연결되어  있고, 드레
인 전극 D는, 게이트절연막(72)상에 형성했던도시하지 않은 데이타라인에 연결되어 있다.

또,  제7도에  있어서,  a는  상기  게이트절연막(72)상에  각  박막트랜지스타 T4 에  각각  대응시켜서 형성

된  투명화소전극이고,  이  화소전극  a는  그의  일단부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4 의  소오스전극  S에 접

속되어 있다.

이  투명화소전극  a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3 를  형성판  기판(71)상에,  박막트랜지스타  T₄및 게이

트절연막(72)  상면전체를  가지는  SOG(스핀온  글라스)막  (74)을  형성하고,  이  SOG막(75)의 소정영역
(화소전극으로  되는  부분)에도전성금속을  확산하여  형성된  것으로,  상기  SOG막(75)의  화소전극 a부
분 이외의 상면을, 질화실리콘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상부 절연막(76)으로 가려져 있다.

다음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투명기판(71)상에  박막트랜지스타 T4 를  형성한  후에,  그위에  실란올(silanol)수지를 스핀코트

(spin  coat)법등에  의하여도포하고,  이것을  소성하여  제8a도에  도시하듯이  SOG막(SiO₂막)(75)을 형
성하고, 또한 그위에 플라즈마 CVD법 등에 의하여 질화실리콘으로 되는 상부 절연막(76)을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상부절연막(76)을  사불화탄소(CF₄)가스를  이용하는  드라이에칭(dry  etching)법으로 
패터닝하며, 화소전극 a로되는 부분의 상부절연막(76)을 제8b도에 도시하듯이 제거한다.

다음에  제8c도에  도시하듯이,  상기  상부  절연막(76)상  및  상부  절연막(76)에  에칭에  의하여  노출된 
SOG막(75)상에,  인듐(In),  크롬(Cr)등의도전성금속(77)을  수퍼터링  또는  증착법에  의하여  퇴적시킨 
후에,  300℃  전후에  온도에서  1-2시간  가열하여,  SOG막(75)상의  도전성금속(77)을  SOG막(75)중에 확
산시킨다.  이와같이  SOG막(75)에  도전성금속(77)을  확산시키면,  SOG(75)의  금속확산  부분이도전성을 
갖고, 이 SOG막(75)의 금속확산 부분이 투명화소전극 a로 된다.

이  경우,  SOG막(75)에서의도전성금속(77)의  확산범위는  상부  절연막(76)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SOG막(75)의  화소전극  a로  되는  부분만으로도전성금속(77)을  확산시킬  수  있고,  따라서  높은 패턴정
도의 화소전극 a를 형성할 수 있다.

이후는  상기도전성금속(77)을  전면  에칭하여  제8d도에  도시하듯이  도전성금속(77)  및  SOG막(75)의 
금속확산부분 다시말하면 화소전극 a를 노출시키고 투명전극기판을 완성한다.

그리고,  상기  투명전극기판에  있어서는,  기판(71)상에  형성한  SOG막(75)의 소정영역에도전성금속
(77)을  확산하여  이  SOG막(75)의  금속확산부분을  투명화소전극  a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O막을 에칭
하여  투명전극을  형성하는  경우와  같이,  에칭부분에  의해  전극  사이에  단락을  발생하게도  하고 하지
면(下地面)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상기  SOG막(75)은  스핀코트법  등에  의하여 형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SOG막(75)은  게이트절연막(72)면과  판넬 T4 의  소오스전극  S와의  사이의 단차

부에도  충분한  두께로  피착시킬수  있기  때문에,  투명화소전극  a를  형성하는 하지면(게이트절연막
(72)  면)에  단차부가  있어도,  상기  SOG막(75)의  소정영역에도전성금속을  확산하여  형성되는 투명전
극 a가 상기 단차부에 있어서 단선인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SOG막(75)의  금속확산  영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SOG막(75)상에  형성한 상
부절연막(76)을  그대로  SOG막(75)으로  금속확산을  행한후에  상기도전성금속(77)과  함께  제거해도 좋
고,  또,  상기  상부  절연막(76)을  남기는  경우는,  이  상부  절연막(76)을  차광막으로서  이용해도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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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실시예에세는,  액트브매트릭스  액정표시소자의  투명전극기판에  대해  설명했지만,  본 고안
은,  단순한  매트릭스형의  액정표시소자와  투명터치입력판넬의  투명전극기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은 물론이다.

그런데,  상술한  제1  및  제2  실시예는  박막트랜지스타상에  형성한  절연막을  확산하는  것에  의해 화소
전극으로  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제1  및  제2  실시예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박막트랜지스타가 형성
되는 면과 동일면상 혹은 박막트랜지스타가 형성되는 면에 하측에 화소전극을 형성해도 바람직하다.

다시말하면,  제9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  박막트랜지스타가  형성되는  면과  동일면  상에 화소
전극을 형성한 예이다.

제9도에  있어서,  (91)은  글라스등으로  이루어지는  투명기판이고,  이  기판(91)상에는  다수의 역엿갈
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5가 종횡으로 배열 형성되어 있다.

이  역엇걸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5 는  기판(91)면에  형성한  게이트전극  G와,  이  게이트전극  G상에 형

성된  질화실리콘등에서  이루어지는  게이트절연막(92)과,  이  게이트절연막(92)상에  상기  게이트전극 
G와  대향시켜서  형성된  i-ai-반도체(93)과,  이  반도체층(93)상에  형성된  소오스,  드레인 영역으로되

는 n
＋
-a-Si층(94)과,  이 n

＋
-a-Si층(94)상에  콘택트금속층(95)을  통하여  형성된  소오스전극  S  및 드

레인전극 D로부터 되어 있다.

또한,  상기  게이트전극  G는  기판(91)면에  형성한도시하지  않은  게이트라인에  연결되어  있고, 드레인
전극 D는 게이트절연막(92)상에 형성한도시하지 않는 데이타라인에 연결되어 있다.

또,  제9도에  있어서,  (96)은  투명기판(91)면에  형성한  SOG막이고,  이  SOG막(92)은,  상기 박막트랜지
스타 T5 의  게이트전극  G  및  게이트라인  부부을  제외하고  기판(91)면의  거의  전체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다.

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5 의  게이트절연막(92)은,  상기  SOG막(96)의  기판(91)면의  의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있고,  게이트절연막(92)에는,  각  박막트랜지스타 T5 에  각각  대응시켜서  형성되는  각 투명화

소전극(96a)에 패턴에 맞추어서 SOG막(96)의 표면을 노출시키는 개구(92a)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SOG막(96)  가운데  게이트절연막(92)의  개구(92a)내에  노출하고  있는  부분에는 주석
(Sn),  인듐,  ITO등의도전성금속이  SOG막  표면에서  100Å  정도의  깊이로  확산되어  있고,  이 SOG막
(96)의 금속확산 부분을 금속확산에 의해도전성을 가지게 한 투명화소전극(96a)으로 되어 있다.

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5 의  소오스전극  S는  외측단을  상기  투명화소전극(96a)의  단연부  상에 겹

쳐 형성되고, 이 화소전극(96a)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도면중(97)은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 5  및  화소전극(96a)을  가지는  질화실리콘등으로부터  되는 

투명한 보호절연막이다.

다음으로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투명기판(91)면에  크롬(Cr),  티타늄(Ti)등에  금속막에  형성해서  이것을  패터닝하는  방법으로 
역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5 의  하측  전극인  게이트전극  G와  게이트라인을  형성한  후  그  위에서 기

판(91)면  전체에  실란올수지를  스핀코트법등에  의해도포하여  이것을  소성하는  것에  의해 기판(91)면
에  SOG막(SiO₂막)(96)을  형성하고,  다시한번  이  SOG막(96)을  게이트전극  G의  표면이  완전히 노출하
기까지  에칭(etchback)하여  SOG막(96)을  제10a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전극  G와  거의  같은 레벨
의 평탄막으로 한다.

다음에  제10b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절연막  질화실리콘막(92),  i-a-Si반도체층(93), n＋-a-Si
층(94),  크롬,  티타늄등으로  이루어진  콘택트금속층(95)을  순차플라즈마  CVD법  및  스퍼터링법등에 

의해  퇴적시키고,  계속해서  상기  콘택트금속층(95)과 n
＋
-a-Si층(94)  및  i-a-Si반도체층(93)을 제10c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트랜지스타 소장형상으로 패터닝한다.

다음에,  게이트절연막(92)의  소정부분(화소전극  형성부분)을  사불화탄소가스를  이용하는 드라이에칭
법으로  화소전극(92a)의  형성패턴에  맞춰  에칭하며,  게이트절연막(92)에  SOG(96)의  화소전극 형성부
분을  노출시키는  개구(92a)를  제10D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형성한다.  제10도D도는 게이트절연막(질화
실리콘막)(92)은 에칭이 용이하기 때문에 패턴정도로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제10e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  되는  주석,  인듐, ITO등의도전성금
속  a를  스퍼터링법  또는  중착법에  의하여  퇴적시키고,  이후에  300℃  전후의  정도에서  2-3시간 가열
하는  열처리를  행하여  게이트절연막(92)의  개구(92a)내에  노출하고  있는  SOG막(96)에 상기도전성금
속  a를  확산시킨다.  또한,  여기서  말한  "확산"이라는  것은  SOG막(96)의  분자간극에  금속분자가 잠입
하고  상기  열처리를  행하면,도전성전극  a가  SOG막(96)내에  그  표면으로부터  100Å  정도의  깊이로 확
산된다.

제10e도에  있어서,  (96a)는  SOG막(96)의  금속확산부분을  나타내고,  이  금속확산부분(96a)은  그대로 
투명화소전극으로  된다.  이  투명화소전극(SOG막(6)의  금속확산부분)(96a)은,  SOG막(96)에서의 도전
성금속  a의  확산범위를  상기  게이트절연막(92)에  의해  규제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게이트절연막(92)의  개구(92a)의  형상에  대응하고,  따라서  상기  화소전극(96a)은  높은  패턴정도로 
형성할 수 있다.

이후는,  상기도전성금속  a의  막을  패터닝하여  제10f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외측부가  상기 화소전극
(96a)의  측연부  상에  겹치는  형상의  소오스전극  S와,  드레인전극  D  및  데이타라인을  형성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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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오스,  드레인전극  S,D  사이의  불필요한  콘택트금속메탈층(95)  및 n
＋
-a-Si층(94)을 에칭제거하

여  박막트랜지스타 T5 를  완성하고,  계속해서  보호절연막(97)을  형성하여  제9도에  나타난 박막트랜지

스타  판넬을  완성한다.  다시  말하면,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투명기판(91)면에  형성한 SOG막
(96)의  소정부분에  도전성  금속a를  확산하여  이  부분에  도전성을  가지게  하는  것에  의하여,  이 SOG
막(96)의  금속확산  부분을  투명화  소전극  6a로  한  것이고,  이  화소전극(96a)은,  SOG막(96)의 화소전
극으로  되는  부분이외의  부분을  게이트절연막(92)에서  마스크(mask)해  두어도전성금속  a를  확산하는 
것에  의해  높은  패턴정도로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명화소전극(96a)의  척도정도를  높게할  수가 
있고, 따라서 화소전극(96a)을 미세화하여 고밀도표시를 실현할 수 있다.

또,  이  실시예에서는,  SOG막(96)에서의  금속확산영역을  규제하는  마스크로서  게이트절연막(92)을 이
용함과  동시에,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  이루어지는  금속  a를  SOG막(96)에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
에,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적은 공정수에서 능률이 좋고, 또한 낮은 코스트로 제조할 수가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SOG막(96)에  확산시키는  도전성금속으로서,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 
되는  금속  a를  이용하고  있지만,  SOG막(96)에  확산시키는도전성금속은  다른  금속으로  해도 바람직하
며  그  경우는,  SOG막(96)에  확산시키는도전성금속을  퇴적시켜서  열처리에  의해  SOG막(96)에  상기 금
속을  확산시킨  후에,  상기  퇴적시킨  금속을  에칭제거하고  나서,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를  형성하면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박막트랜지스타를  역엇갈린형의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  박막트랜지스타는 
역동일평면형  또는  엇갈린형으로  해도  바람직하고,  박막트랜지스타를  엇갈린형으로  하는  경우는, 상
기  실시예와  같이  SOG막에  소오스,  드레인전극으로  되는  금속  또는  다른도전성금속을  확산시켜서 투
명화소전극로하고,  박막트랜지스타를  역동일평면형으로하는  경우는,  SOG막에  게이트전극으로  되는 

금속 또는 다른도전성금속을 확산시켜서 투명화소전극으로 하면 바람직하다.

또한,  박막트랜지스타가  엇갈린형의  경우에,  그  하측  전극인  소오스,  드레인전극의  투명기판에 형성
되는  때문에,  소오스,  드레인전극  부분을  제외하고  기판면에  형성한  SOG막에도전성금속을  확산하여 
형성되는  투명화소전극과  박막트랜지스타의  소오스전극을  겹쳐서  형성할  수는  없지만,  SOG막에서의 
금속확산을  위한  SOG막  상에  형성한도전성금속의  일부를  화소전극과  소오스전극에  퍼지도록  남기면, 
이도전성금속에 의해 화소전극과 소오스전극을 확실히도통(導通) 접촉할 수가 있다.

다음에,  제11도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이고,  박막트랜지스타가  형성되는  면의  하측에  화소전극을 
형성한예이다.

제11도에  있어서,  (111)은  글라스(glass)등으로  이루어지는  투명기판이고,  기판(45)상에는  거의 전
면에 걸쳐서 SOG막(112)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SOG막(112)상에는  다수의  역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6 이  종횡으로  배열형성성되어 있

다.  이  역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6 은  상기  SOG막(112)상에  형성한  게이트전극  G와  게이트전극 G

상에  형성된  질화실리콘  등에서  되는  게이트절연막(113)과  이  게이트절연막(113)상에  상기 게이트전
극  G와  대향시켜서  형성된  i-a-Si반도체층(114)과  이  반도체층(114)상에  형성된  소오스,  드레인 영

역으로되는 n
＋

-a-Si층(115)과  이 n
＋

-a-Si층(115)상에  콘택트금속층(116)을  통하여  형성된 소오스전
극 S 및 드레인전극 D로부터 되어있다.

또한,  상기  게이트전극  G는  SOG막(112)상에  형성한도시하지  않은  게이트라인에  연결되어  있고, 드레
인전극 D는 게이트절연막(113)상에 형성한도시하지 않은 데이타라인에 연결되어 있다. 

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6 의  게이트절연막(113)은,  상기  SOG막(116)상에  거의  전면에  걸쳐 형성되

어  있고,  이  게이트절연막(113)에는  각  박막트랜지스타 T6 가  각각  대응시켜  형성되는  각 투명화소전

극(112a)의 패턴에 맞춰서 SOG막(112)의 표면을 노출시키는 개구(113a)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SOG막(112)가운데  게이트절연막(113)의  개구(113a)내에  노출하고  있는  부분에는  주석, 
인듐,  ITO등의도전성금속이  SOG막  표면에서  100Å정도의  깊이로  확산되어  있고,  SOG막(112)의 금속
확산부분은, 금속확산에 의해도전성을 가지게 한 투명화소전극(112a)으로 되어 있다.

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6 의  소오스전극  S는,  그  외측단을  상기  투명화소전극(112a)의  단연부상에 

겹쳐서 형성되어, 이 화소전극(112a)에 접속되고 있다.

또한,도면중(57)은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 6  및  화소전극(112a)를  가리는  질화실리콘등에서  이루어진 

투명한 보호절연막이다.

다음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투명기판(111)상에  그  전면에  걸쳐  실란올수지를  스핀코트법등에  의하여도포하고,  이것을 소
성하여  기판(111)상에  제12a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SOG막(SiO₂막)(112)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이 
SOG막(112)상에  크롬,  티타늄등의  금속막을  형성하여  이것을  패터닝하는  방법으로  게이트전극  G와 
게이트라인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제12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SOG막(112)상에  게이트절연막(질화실리콘)(113), i-a-

Si반도체층(114), n
＋

-a-Si층(115),  크롬,  티타늄등으로  되는  콘택트금속(116)을  순차플라즈마  CVD법 

및  스퍼터링법등에  의해  퇴적시키고,  계속해서  상기  콘택트금속층(116)과   n
＋
-a-Si층(115)  및 i-a-

Si반도체층(114)을 제12C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트랜지스타 소자형상으로 패터닝한다.

다음으로,  게이트절연막(113)의  소정부분(화소전극  형성부분)을,  사불화탄소가스를  이용하는 드라이
에칭법으로  회소전극(112a)의  형성패턴에  맞춰서  에칭하고,  게이트절연막(113)에  SOG막(112)의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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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형성  부분을  노출시키는  개구(113a)를  제12D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형성한다.  이  개구(113a)는, 
게이트절연막(질화실리콘막)(113)의 에칭이 용이하기 때문에, 높은 패턴정도로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제12e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  이루어지는  주석,  인듐, ITO등의도전
성금속  a를  스퍼터링법  또는  중착법에  의하여  퇴적시키고,  이후에  300℃전후의  온도에서  2-3시간 가
열하는  열처리를  행하고,  게이트절연막(113)의  개구(113a)내에  노출하고  있는  SOG막(112)에 상기도
전성금속  a를  확산시킨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확산"이라는  것은  SOG막(112)의  분자간극에 금속분
자가  잡임하는  것이고,  상기  열처리를  행하면도전성금속  a가  SOG막(112)내에  그  표면으로부터  100Å 
정도의 깊이로 확산된다.

 제12E도에  있어서(112)는  SOG막(112)의  금속확산  부분을  나타내고,  이  금속확산  부분(112)은 그대
로  투명화소전극으로  된다.  이  투명화소전극(SOG막(112)의  금속확산부분)(112a)은, SOG막(112)에서
의도전성금속  a의  확산범위를  상기  게이트절연막(113)에  의하여  규제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팬턴은  게이트절연막(113)의  개구(113a)의  형상에  대응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화소전극(112a)은 높
은 패턴정도로 형성할 수 있다.

이후는,  상기도전성금속  a의  막을  패터닝하여  제12F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외측부가  상기 화소전극
(112a)의 측연부상에 겹치는 형상의 소오스전극 S와 드레인전극 D 및 데이타라인을 형성함과 

동시에,  소오스,  드레인전극  S,D사이의  불필요한  콘택트금속층(116)  및 n
＋

-a-Si층(115)을 에칭제거
하여  박막트랜지스타 T5 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보호절연막(117)을  형성하여  제11도에  나타낸 박막트

랜지스타 판넬을 완성한다.

즉,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투명기판(111)상에  형성한  SOG막(112)의  소정  부분에도전성금속 a
를  확산하여  이  부분에도전성을  가지게  하는  것에  의하여,  이  SOG막(112)의  금속확산  부분을 투명화
소전극(112a)으로  한것이고,  이  화소전극(112a)은,  SOG막(112)의  화소전극으로  되는  부분  이외의 부
분을  게이트절연막(113)에서  마스크해두고도전성금속  a를  확산하는  것에  의해  높은  패턴정도로 형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술한  제3  실시예와  같이  투명화소전극(112a)의  척도정도를  높게  할수  있고, 
따라서 화소전극(11a)을 미세화하여 고밀도표시를 실현할 수가 있다.

또한,  이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에서는  투명기판(1)상에  SOG막(112)을  형성하고,  그위에 박막트랜지스
타 T5 와  게이트라인  및  데이타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기판(111)면에  흠이  있어도  이 기

판(111)면의  흠은  SOG막(112)으로  메우게  되고,  따라서,  기판(111)면의  흠에  기인하는  게이트라인 
및 데이타라인의 단선을 막을 수 있다. 

또,  이  실시예에서는,  SOG막(112)에서의  금속확산영역을  규제하는  마스크로서 게이트절연막가(113)
을 이용함과 동시에,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 되는 금속 a를 SOG막(112)에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적은 공정수로 효율있게, 또한 낮은 코스트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박막트랜지스타를  역엇갈린형으로  하고  있지만,  이  박막트랜지스타는, 역
동일평면형, 동일편면형 또는 엇갈린형이라도 바람직하다.

제13도 및 제14도는 본 고안의 제5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실시예는 박막트랜지스타를 역동일평면형으로 한 것이다.

이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제13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기판(132)에서의  금속확산영역을 규제하
기  위한  마스크를  겸하는  SiN등의  하지절연막(138)을  형성하여,  이  하지절연막(138)상에 역동일평면
형  박막트랜지스타 T7 를  형성한  것으로  투명화소전극(132a)은,  상기  SOG막(132)가운데에, 하지절연

막(138)에  화소  전극  형성패턴에  맞춰서  형성한  개구(138a)내에  노출하고  있는  부분에도전성금속을 
확산하여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역동일평면형  박막트랜지스타  T7은  각  전극  및  반도체층등의  적층구조가  역엇갈린형의 
것과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 구조의 설명을 생략한다.

이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다.  우선  제14A도에도시한  바와같이, 투명기
판(131)상에  SOG막(132)을  형성하고,  그위에  하지절연막(질화실리콘)(138)을  형성한후에,  이 하지절
연막(138)상에 게이트전극 G와 게이트라인(도시하지 않음)을 형성한다.

다음에,  제14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절연막  질화실리콘막(138)을  형성하여,  이 게이트절연막
(133)과  그  아래의  하지절연막(138)에  SOG막(132)의  화소전극형성  부분을  노출시키는  개구(133a, 

138a)를 형성한다.

다음에,  제14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되는도전성금속  a와   n
＋
-a-Si층(13

5)을 퇴적시키고, 이 부분을 투명화소전극(132a)으로 한다.

다음에,  동도면에도시하듯이,  상기   n
＋

-a-Si층(135)과도전성금속  a의  막을  패터닝하여,  소오스전극 
S와 드레인전극 D 및 데이타라인(도시하지 않음)을 형성한다.

또한,  이때는  화소전극(132a)상에  퇴적하고  있는도전성금속  a와  그위의   n
＋
-a-Si층(35)은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다.  이와  같이  화소전극(132a)상의도전성금속  a를  남기는  것은,  다음의 i-a-Si반도체층
(134)의  패터닝할  때에,  SOG막(132)표면의  화소전극(132a)이  에칭에  의해  삭제되어  버리는  것을 막
기위함이다.

다음에,  제14D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n
＋
-a-Si층(134)을  퇴적시켜서  이  i-a-Si반도체층(134)과   n

＋
-a-

Si층(135)을  웨트(wet)  또는  드라이  에칭에  의해  패터닝하여  계속하여 화소전극(132a)상의도전성금
속  a를  화소전극(132a)의  단연부  상에  겹치는  소오스전극  S부분을  남기고  제14E도에도시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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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칭제거하여  박막트랜지스타 T7 을  구성하고,  계속해서  보호절연막(137)을  형성하여  제13도에 나

타낸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완성한다.

그렇지만,  이  실시예에  있어서도,  투명기판(131)상에  형성한  SOG막(132)의  소정부분에도전성금속 a
를  확산하여,  이  SOG막(132)의  금속확산  부분을  투명화소전극(132a)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한 
실시예와 같이 화소전극(132a)을 높은 패턴정도로 형성할 수 있다.

또,  실시예에서는  투명기판(131)상에  SOG막(132)과  하지절연막(138)을  2층으로  형성하고,  그위에 박
막트랜지스타 T7 과  게이트라인  및  데이타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기판(131)면에  꽤  깊은 

흠이  있어도,  박막트랜지스타 T7 의  형성판(하지절연막(138)  면)은  평탄면으로  되며,  따라서 기판

(131)면의 흠에 기인하는 게이트라인 및 데이타라인의 단선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 

제15도 및 제16도는 본 고안의 제6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실시예는,  박막트랜지스타를  동일평면형으로  한  것이다.  이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제15도에 도
시한  바와  같이,  투명기판(151)상에  SOG(152)을  형성하고,  그위에  이  SOG막(152)에서의 금속확산영
역을  규제하기  위해  마스크를  겸하는  질화실리콘등의  하지절연막(158)을  형성하여,  이 하지절연막
(158)상에  동일편면형  박막트랜지스타 T8 을  형성한  것으로,  투명화소전극(152a)은,  상기 SOG막(15

2)가운데에,  하지절연막(158)에  화소전극  형성패턴에  맞춰서  형성한  개구(158a)내에  노출하고  있는 
부분에도전성금속을 확산하여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동일평면형  박막트랜지스타 T8 은,  각  전극  및  반도체층등의  적층구조가  역동일평면형의 

것과 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설명은 생략한다.

이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다.

우선,  제16a도는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기판(151)상에  SOG막(152)을  형성하여  그위에 하지절연막
(SiN막)(158), 콘택트금속층(156)을 순차적으로 퇴적시킨다.

다음에,  제16b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콘택트금속층(156)과 n
＋
-a-Si층(155)  및 i-a-Si반도체층

(154)을  트랜지스타  소자형상으로  패터닝하고,  계속해서  상기  하지절연막(158)에  SOG막(152)의 화소
전극 형성부분을 노출시키는 개구(158a)를 형성한다.

다음에,  제16C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되는도전성금속  a를  퇴적시키고, 이
후,  열처리를  행하는  것에  의해,  SOG막(152)의  화소전극  형성부분에도전성금속  a를  확산시켜서 이부
분을 투명화소전극(152a)으로 한다. 

다음에,  제16D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도전성금속  a의  막을  패터닝하여  외측부가  상기 화소극
(152a)의  측연부  상에  겹치는  현상의  소오스전극  S와  드레인전극  D  및  데이타라인을  형성함과 동시

에,  소오스,  드레인전극  S,D  사이의  불필요한  콘택트금속층(156)  및   n
＋
-a-Si층(155)을 에칭제거한

다.

이후는,  보호절연막을  겸하는  투명한  게이트절연막(질화실리콘막)(153)을  형성하여  이 게이트절연막
(153)상에  게이트전극  G  및  게이트라인을  형성하여  박막트랜지스타 T8 을  구성하며,  제15도에  도시한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완성한다.

또, 제17도는 본 고안의 제7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실시예는, 박막트랜지스타를 엇갈린형으로 한 것이다.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제17도에도시하듯이,  투명기판(171)상에  SOG막(172)을  형성하고,  그위에 
SOG막(172)에서의  금속확산영역을  규제하기  위한  마스크를  겸하는  SiN등의  하지절연막(178)을 형성
하여,  하지절연막(178)상에  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9 를  형성한  것으로,  투명화소전극(172a)은, 

상기  SOG막(172)가운데에,  하지절연막(178)상에  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8 를  형성한  것으로, 투명

화소전극(172a)은,  상기  SOG막(172)  가운데에,  하지절연막(178)에  화소전극  형성패턴에  맞춰형성한 
개구(178a)내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도전성금속을 확산하여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9 는,  각  전극  및  반도체층등의  적층구조가  역엇갈린형의  것과 

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의 설명은 생략한다.

이 박막트랜스타 판넬은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다.

우선,  제18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기판(1)상에  SOG막(172)을  형성하고,  그위에 하지절연막(질
화실리콘막)(178)을  형성한  후,  하지절연막(178)에  SOG막(172)의  화소전극  형성부분을  노출시키는 

개구(178a)를 형성한다.

다음에,  제18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되는도전성금속  a와   n＋-a-Si층(175)
을  퇴적시키고,  이후에  열처리를  행하는  것에  의해,  SOG막(172)의  화소전극형성부분에 상기도전성금
속 a를 확산시켜서, 이 부분을 투명화소전극(172a)으로 한다.

다음에,  제18c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n
＋
-a-Si층(175)과도전성금속  a의  막을  패터닝하여 소오

스 전극 S와 드레인전극 D 및 데이타라인을 형성한다.

또한,  이때는  상기  제2  실시예와  같이  화소전극(172a)상에  퇴적되어있는도전성금속  a와  그위의   n＋
-a-Si층(175)은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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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i-a-Si반도체층(174)과  i-a-Si반도체층(174)  및  그  아래의   n
＋
-a-Si층(175)을  제18d도에 도

시한 바와 같이, 트랜지스타의 소정형상으로 패터닝한다.

이후는,  제18e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소전극(127a)상의도전성금속  a를,  화소전극(127a)의 단연부
상에  겹치는  소오스전극  S부분을  남겨서  에칭제거함과  동시에  게이트절연막(173)상에  게이트전극  G 
및  게이트라인을  형성하여  박막트랜지스타 T9 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보호절연막(177)을  형성하여, 

제17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완성한다.

그렇지만,  상기  제6  및  제7  실시예에  있어서도,  투명기판상에  형성  SOG막의  소정부분에도전성금속 a
를  확산하여,  이  SOG막의  금속확산부분을  투명화소전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소전극을  높은 패
턴정도로  형성할  수가  있고,  또,  투명기판  상에  SOG막을  형성하여  그위에  박막트랜지스타와 게이트
라인  및  데이타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기판  면에  흠이  있어도,  이  기판면의  흠에 기인하
는 게이트라인 및 데이타라인의 단선을 막을수 있다.

또한,  상기  제1-제4  실시예에서는,  SOG막에  확산  시키는도전성금속으로서,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 
되는  금속  a를  이용하고  있지만,  SOG막에  확산시키는도전성금속은  다른  금속으로  해도  바람직하고, 
그  경우는,  SOG막에  확산시키는도전성금속을  퇴적시켜서  열처리에  의해  SOG막에  상기  금속을 확산시
킨후에 상기 퇴적시킨 금속을 에칭제거하면 바람직하다.

또한,  박막트랜지스타를  동일평면형  또는  엇갈린형으로하는  경우는,  SOG막에 확산시키는도전성금속
으로  게이트전극  G로  되는  금속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경우는,  게이트절연막에  SOG막의 화
소전극  형성부분을  노출시키는  개구를  형성하여  두고,  그  위에  게이트전극  G  및  게이트라인으로 되
는도전성금속을 퇴적시킨후에, 열처리에 의해 상기도전성금속을 SOG막에 확산시키면 바람직하다.

그런데,  상술한  본  발명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제19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액정을  사이에  두고 대
향하여  기판을  형성한  액정표시장치로서  사용된다.  즉,  투명한  절연기판(191)상에  게이트라인(192) 
및  드레인라인(193)이  매트릭스모양으로  형성되어  그  교차부마다  박막트랜지스타(194)가  형성된다. 
이  박막트랜지스타(194)는  상술한  박막트랜지스타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도면에서는  등가회로로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박막트랜지스타(194)의  소오스전극(195)은  화소전극(196)이  접속되어 있
다.  이  화소전극(196)은도시하고  있지  않지만,  상기  게이트라인(192),  드레인라인(193)  및 박막트랜
지스타(194)를  가리는  확산가능한  절연막의  소정영역을  확산하여  형성한  것이고,  게이트라인(192)과 
드레인라인(193)에  의해  둘러싸인  복수의  영역내에  각각  배열되며  각각  전기적으로  독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화소전극(196)은 그 외형이 게이트라인(192) 및 드레인라인(193)에 근접하여 형성된다.

또,  화소전극(196)과  소오스전극(195)은  상술한  실시예와  같이,  직접적으로  혹은  콘택트구멍을 통하
여 접속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에  대향시켜서  전면에  투명전극(197)을  형성한  투명한 대향
기판(198)을  배치하고,  이러한  기판  사이에  액정(199)을  주입하는  것에  의해  액정표시장치가 구성된
다.

이 액정표시장치는 이하와 같이 동작한다.

즉,  복수의  게이트라인(192)에  주사신호(走査信號)가  차례로  공급되며,  주사신호의  타이밍에  맞춰서 
각  화소의  점등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타신호가  복수  드레인라인(193)에  공급된다. 게이트전극
(200)에  주사신호  공급된  박막트랜지스타(194)는  온(ON)동작하고,  그  타이밍에서  공급된 데이타신호
를  읽어내어  화소전극(196)으로  준다.  데이타신호가  주어진  화소전극(196)과  대향기판(198)의 투명
전극(197)과의  사이에  개재하는  액정(199)은  대향하는  전극  사이에  주어진  전위차에  따라서  전계에 
대하여 분자의 배향상태를 바꾸어 투과, 차단을 제어한다.

상술한  것과  같이,  본  발명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은  확산가능한,  절연막의  소정영역을 확산하여도
전성을  가지게  한것에  의해  화소전극으로  한  것으로,  화소전극을  높은  패턴정도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소전극을 미세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이용한  액정표시장치는  매우  고정도의  화상표시를  실현 
할수 있다.

이상  상술한  것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에  이용되는  절연막을  확산  가능한 
절연막으로  하고,  이  절연재의  확산처리에  의해도전성을  가지게하여  화소전극으로  했기  때문에, 화
소전극  미세화에  의한  고밀도표시가  가능하고,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게이트라인과  드레인의 단선
이 없는 제조가 매우 용이한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절연재의  확산처리에  의한  화소전극의  형성에  대해  서술했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하지 않고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배선 형성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배선형성에 대해 서술한다.

제19도는 본 발며의 박막트랜지스파 판넬의 배선형성에 대한 제1 실시예이다.

그리고, 이 실시예는 트랜지스타가 역엇갈린형의 박막트랜지스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제20도에  있어서,도면중(201)은  글라스판등에서  이루어지는  절연기판, T10 은  상기  절연기판(201)상에 

형성되었던 역엇갈린형의 박막트랜지스타이다.

또한,  이  역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10 은,  상술한  제2도에  도시한  박막트랜지스타  T₂와  같은 구조

의 것이다.

(205)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10 을  가리는  절연막이고,  이  투명절연막(205)은  금속확산이  가능한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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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재,  예를  들면  SOG에  의해  1㎛  정도의  두께로  형성되어  잇다.  이  SOG로  이루어지는 절연막(20
5)에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10 의  소오스전극  S  및  드레인전극  D로  대응시키고,  이  소오스 드레인

전극 S,D에 달하는 깊이의 콘택트구멍(206)이 형성되어 있다.

또,  (207)은  상기  절연막(205)상에  형성된  확산저지막이고,  이  확산저지막(207)에는,  절연막(205)의 
콘택트구멍  형성부분에  대응시켜서,  콘택트구멍(206)의  상단의  지름보다도  약간  큰  개구(208)가 설
치되어  있다.  이  확산저지막은,  상기  절연막에  금속을  확산시켜서  후술하는  금속  확산층(205a)을 형
성하는  경우의  금속확산영역을  규제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확산저지막(207)은  금속이  확산하기 
어려운,  절연재,  예를들면  질화실리콘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절연막(205)의 확산저지
막(207)으로  가려져  있지  않은  부분,  다시말하면  확산저지막(207)의  개구(20)  내에  대응하는 콘택트
구멍형성  부분에는,  절연막(205)에  ITO등의  도전성금속을  확산시킨  금속확산층(205a)이  상기 콘택트
구멍(206)의 내주면(內周面)에서 콘택트구멍 주위의 절연막(205)표면에 걸쳐 형성되고 있다.

또,  (209)는  상기  절연막(205)  상에  형성된  알루미늄등의도전성금속으로  이루어지는  배선이고,  이 
배선(208)은,  그  일부를  상기  콘택트구멍(206)의  주위의  금속확산층(205a)에  겹쳐서  형성되며,  이 
금속확산층(205a)에 도통접속되어 있다.

또,  (209a)는  상기  콘택트구멍(206)의  내부바닥부분에  형성된  콘택트확산층이다.  이 콘택트확산층
(209a)은  상기  배선(209)과  같은  금속으로부터  되어  있고,  상기  트랜지스타 T10 의  소오스, 드레인전

극  S,D와  상기  콘택트구멍(206)의  내주면에  금속확산층(205a)으로  접속시켜서  형성되며,  상기 소오
스, 드레인전극 S,D와 콘택트구멍 내주면에 금속확산층(205a)을 도통접속시키고 있다.

다음에, 상기 금속확산층(205a)과 배선(209) 및 금속확산층(209a)의 형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절연기판(201)상에  박막트랜지스타 T10 을  형성한  후에,  이  기판(201)상에  SOG를  1㎛  정도의 두

께로도포하여  이것을  소성하는  것에  의하여,  제21A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투명절연막(SOG)(205)을 형
성하고,  이  절연막(205)에  박막트랜지스타 T10 의  소오스,  드레인전극  S,D에  대응시켜서 콘택트구멍

(206)을  에칭에  의해  형성한  후에,  상기  절연막(205)상에  SiN을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1000Å 정도
의  두께로  퇴적시켜서  제21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확산저지막(207)을  형성하여  이 확산저지막(20
7)에 상기 절연막(205)의 콘택트구멍 형성부분을 노출시키는 개구(208)을 에칭에 의하여 형성한다.

다음에,  상기  절연막(205)에  확산시키는도전성금속으로서  ITO를  스퍼터링하여,  절연막(205)의  표면 
및  그  콘택트구멍(206)의  내면에  ITO막  a를  제21b도에  쇄선으로  나타나도록  퇴적시킨다.  이  ITO의 
스퍼터링을,  200℃  정도의  기판온도에서  행한다.  이  ITO의  스퍼터링을  행하면,  절연막(205)의  표면 
및  콘택트구멍(206)내면에  ITO막  a가  퇴적하여감과  동시에  퇴적한  ITO가  상기  확산저지막(207)으로 
가려져  있지  않은  부분은  절연막(205)내로  열확산하고,  절연막(205)의  콘택트구멍  주위의  표면에서 
콘택트구멍(206)의  내주면  전체에  걸쳐서  ITO를  확산시킨  금속확산층(205a)이  제21B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형성된다. 

또한,  ITO막  a는  확산저지막(207)  및  콘택트구멍(206)  내에  노출시키고  있는  소오스,  드레인전극 
S,D상에도  퇴적하지만,  확산저지막(207)은  금속이  확산하기  어려운  질화실리콘막이기  때문에 확산저
지막(207)에서의  ITO의  확산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또,  소오스,  드레인전극  S,D  상에  퇴적한  ITO a
는  이  전극  S,D상에  단지  퇴적할  뿐이다.  이  ITO의  스퍼터링은,  절연막(205)에서의  ITO의  확산깊이, 
결국  형성되는  금속확산층(205a)의  층두께가도전막으로서  충분한  두께(500Å  정도)가  될  때까지 행
한다.  또한,  이  경우에,  상기  ITO의  스퍼터링에  의한  절연막(205)에서의  ITO의  확산을  행한후에, 절
연기판(201)을  300℃정도로  가열하는  열처리를  행하면,  절연막(205)에서의  ITO의  확산깊이를  더욱 
깊게하여 금속확산층(205a)의 층두께를 충분히 보호할 수가 있다.

다음에,  확산저지막(207)  및  절연막(205)상에  퇴적된  ITO막  a를 HC1:HNO₃:H2 O=1:0.08:1의  에칭액에 

의해  351℃에서  전면  에칭하여  확산저지막(207)상의  ITO막  a를  제거한다.  이  전면  에칭을  행하면 질
화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  확산저지막(207)면이  약  2  분의  에칭으로  절연막을  회복하고, 절연막(20
5)의  각  콘택트구멍  부분의  금속확산층(205a)이  서로  분리된다.  또한,  이  경우에 확산저지막(10)상
의  ITO막  a만이  아니고  절연막(205)상에  퇴적된  ITO막  a도  에칭되지만,  절연막(205)의 금속확산층
(205a)은  거의  에칭되지  않게  남기  때문에,  확산저지막(207)면이  절연막을  회복했을  시점이라도 절
연막(205)의  금속확산층  형성부분은  저항치가  수  KΩ의도전성을  가지고  있다.  또,  상기  전면에칭을 
행하면,  콘택트구멍(206)의  저면,  다시  말하면  박막트랜지스타 T10 의  소오스,  드레인전극  S,D상에 퇴

적된 ITO막 a도 에칭제거되지만, 상기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는 에칭되는 것없이 남는다.

이와  같이하여  형성된  금속확산층(205a)은  그  하단면에  있어서  박막트랜지스타 T10 의  소오스, 드레인

전극  S,D에도통접촉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금속확산층(205A)은  박막트랜지스타 T10 의  소오스 드레인

전극 S,D와 상기 절연막(205)상에 형성되는 배선(209)을 접속하는 콘택트층으로 된다.

다음에,도전성금속(예를  들면,  알루미늄)을도금법  또는  스퍼터링법에  의해  퇴적시키고, 확산저지막
(207) 및 절연막(205)상에 배선(209)으로되는 금속막을 제21C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형성함과 
동시에,  콘택트구멍(206)내에도  상기  금속을  퇴적시키고,  콘택트구멍(206)의  내부바닥부분에 콘택트
구멍(209A)을  형성한다.  이  금속의  퇴적두께는  확산저지막(207)의  두께에  대하여  약  2배로  고르면 
바람직하고,  확산저지막(207)의  두께가  1000Å인  경우에,  상기  금속을  2000Å  정도의  두께로 퇴적시
키면  확산저지막(207)의  표면절연막(205)의  표면과의  사이의  단차  부분에서도  충분한  두께로  금속을 
퇴적시키어  확산저지막(207)상에서  절여막(205)상에  걸쳐서  연속하는  단선이  없는  금속막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이  두께로  금속을  퇴적히키면,  콘택트구멍(206)의  퇴적형성되는  금속학산층(209a)은 
박막트랜지스타 T10 의  소오스,  드레인전극  S,D와  콘택트구멍(206)의  내주면의  금속확산층(205a)에 충

분한  접촉면적을  갖고  접촉하여,  하단면  만으로  상기  소오스,  드레인전극  S,D에도통접촉하고  있는 
금속확산층(205A)을 더욱 확실히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도통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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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는,  확산저지막(207)  및  절연막(205)  상에  퇴적시킨  금속막을  패터닝하여,  제20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배선(소오스배선  및  드레인배선)(209)을  형성한다.  이  금속막의  패터닝은  금속막의  두께가  약 
2000Å로  얇기  때문에  용이하게  행할  수  있고,  따라서  미세한  배선(209)로  형성할  수  있다.  즉, 상
기  배선접속구조는,  절연막(205)의  콘택트구멍  형성부분에  도전성금속(ITO)를  확산시키고,  상기 콘
택트구멍(206)의  내주면에서  콘택트구멍  주위의  절연막  표면에  걸친  금속확산층(205a)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기  절연막(205)상에  형성하는  배선(209)을  그  일부가  상기  콘택트구멍(206)의  주위의 금
속확산층(205a)에  겹쳐서  형성하는  것에  의하여  이  배선(209)과  상기  금속확산층(205a)을 도통접속
하고,  또한  상기  절연막(205)상에  상기  배선(209)으로  되는  금속을  퇴적시킬  경우에,  이  금속을 상
기  콘택트구멍(206)의  내부바닥  부분에도  동시에  퇴적시켜서,  이  콘택트구멍(206)의  내부바닥에 금
속확산층(209a)을  형성하는  것에  의해,  이  콘택트금속층(209a)에  의하여  콘택트구멍  내주면의 금속
확산층(205a)과 박막트랜지스타 T10의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를 확실히도통저속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배선접속구조에  의하면,  박막트랜지스타 T10 을  가리는  절연막(206)상에  형성되는 배선

(209)을  상기  절연막(205)에  형성한  콘택트구멍(206)에  있어서,  박막트랜지스타 T10 의  소오스, 드레

인전극 S,D를 확실히도통접속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배선접속구조에  의하면,  박막트랜지스타 T10 을  가리는  절연막(206)상에  형성되는 배선

(209)을  상기  절연막(205)에  형성한  콘택트구멍(206)에  있어서,  박막트랜지스타 T10 의  소오스, 드레

인전극  S,D로  접속하는  것이면서,  절연막(205)상의  배선(209)을  상기  절연막(205)에  형성한 콘택트
구멍(206)에  있어서,  박막트랜지스타  T10의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  접속하는  것이면서, 절연막
(205)상의  배선(209)  및  콘택트구멍(206)  내의  콘택트금속층(209a)로되는  금속을  두껍게  퇴적시키지 
않아도,  상기  배선(209)을  절연막(205)의  콘택트구멍  형성부분에  확산형성한도전성금속(205a)을 통
하여 박막트랜지스타 T10의 소오스, 드레인전극 S,D로 확실히도통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배선접속구조에  의하면,  상기  배선(209)  및  콘택트금속층(209a)으로  되는  금속의 퇴적
두께를 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금속의 퇴적시간을 단축할 수  잇고,  또,  배선(209)으로 되는 퇴적
금속막의 패터닝도 용이하게 행할 수 있고, 게다가 상기 배선(209)의 미세화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역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의  소오스,  드레인전극으로  접속되는  배선의 접
속구조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다른  구조의  박막트랜지스타와  실리콘  결정기판을 사용하
는 보통의 트랜지스타의 배선저속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제22도-제24도는  본  발명의  제8-제10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  제22도는  엇갈린형  박막트랜지스타 T11

의  게이트전극  G  및  드레인전극  D로  접속되는  배선(228)의  접속구조를  나타내고,  제23도는 동일평면
형  바막트랜지스타 T12 의  게이트전극  G  및  드레인전극  D로  접속되는  배선(228)의  접속구조를 나타내

며,  제24도는  역동일평면형  박막트랜지스타 T13 의  소오스전극  S  및  드레인전극  D로  접속되는 배선

(228)의 접속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22도-제24도의  각  실시예의  기본적인  구성을  상술한  제7  실시예와  같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배선구조가 다른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5도는 본 고안의 제11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동도면에  있어서,  글라스등에서  생긴  절연성의  기판(251)상에는,  크롬(Cr)등에서  이루어지는 게이트
전극(253),  질화실리콘등에서  이루어지는  게이트절연층(252),  아몰퍼스실리콘(amorphous silicon)으

로  이루어지는  a-Si반도체(254),  n형의  고농도로  불순물로  처리된  오믹콘택트(ohmiccontact)용의 n
＋

-a-Si층(225)  및,  크롬등으로  이루어지는  소오스,  드레인전극(256)에  의하여  구성된  박막트랜지스타 
T14가 형성되어 있다.

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T14 상에는  SOG에서  생긴  두께  1㎛  정도의  두꺼운  절연층(257)에  의하여 가

려져서, 상기 소오스 드레인전극(256)상에는  콘택트구멍(258

)이 개구되어 있다.

또한,  절연층(257)상에는  후술하는  도전층(2510)을  형성해야할  영역을  제외하고  질화실리콘으로 이
루어지는 두께 1000Å 정도의 확산저지층(259)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확산저지층(259)의  형성된  영역을  제외하는  절연층(257)  상의  표면영역과, 콘택트구멍
(258)내의  표면영역에는  주석,  인듐  및  산소로  이루어지는  혼합물의  확산에  의해  두께 500Å정도의
도전층(2510)이  형성되어  있다.  즉,  이도전층(2510)은,  소오스  드레인전극(256)과  다른 박막트랜지
스타의  소오스,  드레인전극을  콘택트구멍(258)  및  절연층(257)상을  통하여  서로  접속하는 배선층으
로 된다.

다음에, 상기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배선구조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제26a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글라스등에서  생긴  절연성의  기판(25)상에  게이트전극(252), 게

이트절연층(253),  a-Si반도체층(254), n
＋

-a-Si층(255)  및  소오스,  드레인전극(256)으로  이루어지는 
박막트랜지스타 T14를 형성한다.

그후에,  전면에  SOG를  두께  1㎛  정도로도포하고,  이것을  소성하는  것에  의해,  절연층(257)을 형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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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절연층(257)상의  전면에  플라즈마  CVD법등에  의해  두께  1000Å  정도의  질화실리콘막을 퇴
적시킨후에,  상술한도전층(2510)의  형성  영역에  상당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사불화탄소(CF₄)가스
를  에칭가스로  이용한  플라즈마에칭등으로  제거하는  것에  의해,  제26B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확산저
지층(259)을 형성한다.

또,  같은  에칭공정을  이용하여  소오스,  드레인전극(256)상의  절연층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 제26c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콘택트구멍(258)을 개구한다.

그후에,  제26d도에  도시하듯이  예를  들면  300℃  정도에서  스퍼터링법에  의해  ITO층(2511)을 전aus퇴
적시켜  간다.  이  경우에  ITO층(2511)의  퇴적과  동시에  SOG로  이루어지는  절연층(257)의 표면영역에
는, ITO의 성분인 주석, 인듐, 산소의 혼합물이 확tks 가고, 그 확산영역에도전층(2510)이 
형성된다.  단,  확산저지층(259)중에  확산이  정해지지  않고,  그  아래쪽의  절연층  중에서의  확산을 저
지된다.  혹시도전층(2510)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또한  300℃  정도에서  열처리를  가해도 바람직
하다.  이와  같이  하여,  절연층(257)상의  확산저지층(259)을  제외하는  표면영역과 콘택트구멍(258)내
의 표면영역의 rlv 500Å 정도인도전층(2510)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HC1:HNO₃:H2 O=1:0.08:1인  에칭용액을  이용하여  35℃에서  웨트에칭을  행하는 

것에  의해  전면의  TIO층(2511)을  제거한다.  이것에  따라,  확산저지층(259)상에는  약  2분정도에서 절
연성을 회복하지만,도전층(2511)은 수 KΩ의 저항을 가질수 있다.

이상의 공정에 의해, 제25도에 도시한 배선구조를 얻을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절연층의  표면영역  및  콘택트구멍  측면의  표면영역에서의  주석,  인듐,  산소 혼
합물의  확산에  의하여  간단하게  배선층(도전층(12))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확실한  상호접속을 행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므로,  종래와  같은  두꺼운  금속층을  배선층으로서  형성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두꺼운  배선층의  퇴적에  필요하던  시간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제조시간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두꺼운  배선층을  정도가  좋게  에칭하는  기술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미세화가 
용이하게 된다.

다음에, 제27도는 본 고안의 제12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동도면에  있어서는,  제25도에도시한  확산저지층(259)의  형성되어  있던  영역으로,  절여층(257)의 내
부까지  요부(凹部)(2711)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이  요부(2711)를  제외하는 절연층(277)표면의도전층
(279)상  및  소오스,  드레인영역(276)상에는  ITO층(2710)이  형성되어  있다.  즉,도전층(279)  및 그위
의  ITO층(2710)이,  소오스,  드레인전극(276)상에서  다른  박막트랜지스타의  전극위까지 콘택트구멍

(278) 측면의 표면영역과 절연층(277)의 표면영역으로 형성되는 것에 의해, 배선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배선구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콘택트구멍(278)을  형성한다.  계속해서  전면에 
ITO층(2710)을  형성하여  그것에  따른  절연층(277)의  모든  표면영역과  콘택트구멍(278)내의 표면영역
으로  확산에  의한  도전층(279)을  형성한다.  여기서,  콘택트구멍(278)이  형성방법과  ITO층(2710)  및 
도전층(278)의  형성방법과  ITO층(2710)  및도전층(278)의  형성  방법은  상술한  방법과  같다.  그후에, 
배선부분과  콘택트구멍(278)내를  제외하고,  ITO층(2710)을  에칭으로  제거한다.  이  경우의  에칭은 예
를  들면 HC1:HNO₃:H2 O=1:0.08:1인  에칭용액을  이용하여  35℃에서  행한다.  계속하여,  그대로의 상태

에서  예를  들면,  사불화탄소가스등을  에칭가스로서  이용하며  RIE(reactive  ion  etching)  모드에서 
플라즈마에칭을  행하는  것에  의해,  TIO층(2710)이  제거된  부분에  존재하는  절연층(277)의 표면부분
을도전층(279)과  함께  제거하고  요구(2711)를  형성한다.  이상의  공정에  의해,  제27도에도시한  바와 
같이 배선구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제11실시예와  같이,  절연층(277)의  표면영역  및  콘택트구멍(278)  내부의 표면영역에서
의  확산에  의하여  간단히  배선층(도전층(279))을  형성하여,  확실한  상호접속을  행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두꺼운 금속층을 배선층으로서 형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의하면,  ITO층(2710)  및  그  아래의도전층(279)에  에칭에  의해  제거하여 요부
(2711)를  형성하도록  한것이기  때문에,  상기  제11실시예와  같은  확산저지층(259)을  형성할  필요가 
없게되며 제조공정이 간단하게 된다.

또한,  절연층(277)으로서는,  상술한  SOG  이외라도  금속류의  확산에  의해  표면영역을도전성으로 변하
는 것의 생기는 절연물질이 있으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절연층(277)의  표면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금속류도  상술한  주석,  인듐,  산소  혼합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확산저지층(11)도  금속류의  확산을  저지하는  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상술한  질확실리콘 이외
의 것이라도 바람직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투명기판  :  기판상에  배치되어서  행과  열방향으로  뻗은  상호  절연된  복수의  전극라인  ;  복수의  박막 
트랜지스타들은  상기  복수의  전극라인에서  소정의  두  전극라인간의  교차점  부근에  있는  기판의 일부
에  각각  배치되고,  상기  소정의  두  전극라인의  하나에  연결되는  게이트  전극과,  상기  소정의  두 전
극라인의  다른  하나에  연결되는  드레인  및  소오스전극을  구비한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들의 각
각의  박막트랜지스타  ;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들을  덮고  기판상에  있는  투명확산성의  절연막  ; 
및  상기  투명확산성의  절연막  일부를  포함하고,  상기  투명확산성  절연막의  상기  일부에는  금속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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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어  있고,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에  각각  대응하는  소정의  영역에  위치되고,  복수의 박막트
랜지스타의  상기  드레인  및  소오스전극의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투명도전성의 금속확산
층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판넬.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확산층은 화소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SOG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확산층은  상기  투명확산성  절연막의  표면  영역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확산층은  근본적으로  투명확산성  절연막의  전체두께를  점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확산성  절연막은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의  드레인  및  소오스전극의 
상기  다른  하나에  각각  대응하는  위치에  복수의  콘택홀들을  가지고,  상기  드레인과,  소오스전극의 
다른  하나와  상기  금속학산층은  상기  콘택홀들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
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7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확산성  절연막은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의  게이트,  드레인  및 소오
스전극의  적어도  어느  하나에  각각  대응하는  위치에  복수의  콘택홀들을  가지고,  적어도  게이트, 드
레인과  소오스전극의  어느  하나와  상기  금속학산층은  상기  콘택홀들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8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홀은  상기  박막트랜지스타들의  상기  소오스전극  상에  형성되고,  상기 금
속확산층은 상기 소오스전극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9 

투명기판  ;  기판상에  배치되어서  행과  열방향으로  뻗은  상호  절연된  복수의  전극라인  ;  복수의 박막
트랜지스타들은  상기  복수의  전극라인에서  소정의  두  전극라인간의  교차점  부근에  있는  기판의 일부
에  각각  배치되고,  상기  소정의  두  전극라인의  하나에  연결되는  게이트전극과,  상기  소정의  두 전극
라인의  다른  하나에  연결되는  드레인  및  소오스전극을  구비한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들의 각각
의  박막트랜지스타  ;  상기  기판상에  있는  투명확산성의  절연막  ;  및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에 
각각  대응하여  위치되어  있는  상기  투명확산성의  절연막  일부를  포함하고,  상기  일부에는  금속이 확
산되어  있고,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의  상기  드레인  및  소오스전극의  어느  하나의  전기적으로 연결
되는 투명도전성의 금속확산층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확산층은 화소전극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11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SOG를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12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들은  기판상에  있고,  상기  투명확산성  절연막은 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드레인  및  소오스전극의  어느  하나가  위치된  영역이외의  곳에  있는 기
판 일부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13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확산성  절연막은  근본적으로  상기  기판의  전영역  위에  있고,  상기 복수
의 박막트랜지스타들은 투명확산성 절연막 상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14 

투명기판  ;  기판상에  배치되어서  행과  열방향으로  뻗은  상호  절연된  복수의  전극라인  ;  복수의 박막
트랜지스타들은  상기  복수의  전극라인에서  소정의  두  전극라인간의  교차점  부근에  있는  기판의 일부
에  각각  배치되고,  상기  소정의  두  전극라인의  하나에  연결되는  게이트전극과,  상기  소정의  두 전극
라인의  다른  하나에  연결되는  드레인  및  소오스전극을  구비한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들의 각각
의  박막트랜지스타  ;  상기  복수의  투명확산성의  절연막  일부를  포함하고,  상기  투명확산성  절연막의 
상기  일부에는  금속이  확산되어  있고,  상기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들에  각각  대응하는  소정의 영역
에  위치되고,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의  상기  드레인  및  소오스전극의  어느  하나에 전기적으로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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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투명도전서의  금속확산층  ;  기판  사이에  소정의  간격을  갖고  상기  기판에  대향하는  대향기판  ; 
금속확산층에  마주하여  배치되고,  상기  기판에  대향하는  상기  대향기판의  표면상에  형성된  적어도 
하나의  대향전극  ;  및  상기  기판과  상기  대향기판  사이에  봉입되고,  적어도  하나의  대향전극과 금속
확산층  사이에  발생되는  전계에  따라  변화하는  광특성을  구비한  액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구비한 액티브매트릭스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확산층은  화소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을  구비한 
액티브매트릭스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기  절연막  및  상기  금속확산층은  투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
랜지스타 판넬을 구비한 액티브매트릭스 액정표시장치.

청구항 17 

기판상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전극을  포함하는  기판전면에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절연막상에  상기  게이트전극과  대향하는  위치에  반도체를  형성하는 공
정과,  상기  반도체  상에  채널부를  제외하여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  형성하는  공정과,상기 기판전
체를  가리는  확산가능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에  상기  소오스전극과  대응하는 모
양으로  콘택트구멍을  형성하는  공정과  ;  상기  절연막의  표면  및  상기  콘택트구멍의  내면  전체에 금
속을  확산시켜서  금속확산층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
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확산층을  형성하는  공정은,  금속을  열확산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기판상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전극을  포함하는  기판전면에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절연막  상에  상기  게이트전극과  대향하는  위치에  반도체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상에  채널부를  제외하고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기판전체를  가리는  확산가능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  상에도전성금속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도전성금속을  상기  절연막  중에  확산시키는  공정과,  상기도전성금속을  제거하는 공정으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시키는  공정은,  상기도전성금속을  300℃  전후에서  1-2시간  가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기판상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기판상에  상기  게이트전극의  표면에  노출하도록  확산 
가능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전극  상에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
이트절연막  상에  반도체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상에  그  채널부분을  제외하고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확산가능한  절연막의  소정  부분을  금속확산하는  공정으로 
구성되는 특징으로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확산하는  공정은  300℃  전후의  온도에서  2-3시간  가열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기판상에  확산  가능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확산가능한  절연막  상에  게이트전극을 형성
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절연막  상에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절연막상에 상
기  게이트전극과  대향하도록  반도체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를  상에  그  채널부분을 제외하
는  부분에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확산가능한  절연막의  소정  부분을 금
속확산하는 공정으로 구성되는 특징으로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하는  공정은  300℃  전후의  온도에서  2-3시간  가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기판상에  확산가능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확산가능한  절연막  상에  제1  에  절연막을 통
하여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전극  상에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절연막  상에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소오스전국의  일부를  상기 
확산가능한  절연막에  확산하는  공정과,  상기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  상에  상기  게이트전극과 대
향하도록 반도체를 형성하는 공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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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하는  공정은  300℃  전후의  온도에서  2-3시간  가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기판상에 확산가능한 제1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형성되는 제2  
절연막과,  상기  제2  절연막  상에  반도체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를  가려서  상기  기판전면에 
금속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을  상기  제1  절연막의  소정  영역에  확산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
을  패터닝하여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의  채널부와  대향하는 위
치에  상기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가리는  제3  절연막을  통하여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으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하는  공정은  열확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
조방법.

청구항 29 

기판상에  확산가능한  제1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  절연막  상에  제2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2  절연막을  가려서  상기  기판전면에  금속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을  상기  제1 
절연막의  소정  영역으로  확산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을  패터닝하여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
성하는  공정과,  상기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상에  반도체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상에 
제2  절연막을  통하여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하는  공정은  열확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
조방법.

청구항 31 

기판상에  박막트랜지스타를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기판상에  확산가능한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이  절연막의  일부에  상기  박막트랜지스타의  소오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에  대응시켜서  콘택트구멍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의  소정영역을  확산하는  공정과,  상기  확산된  영역을  배선과  접속하는 
공정으로 구성되는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공정은,  상기  콘택트구멍  주위의  표면에서  콘택트구멍의  내주면  전체에 
걸쳐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7  항에  있어서,  각각의  금속확산층은  상기  절연막의  표면  영역과  콘택홀의  내표면에  형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의 제조방법.

청구항 34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홀은 바닥이 있는 구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35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홀은 관통구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36 

제7  항에  있어서,  투명확산성  절연막에  일부에  있는  확산저지막은  상기  금속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
하여  금속확산층의  상기  소정영역  이외의  부분에  있는  투명확산성  절연막의  일부에  있는  확산저지막 
;  상기  콘택홀과  오버랩하고  소정영역안에  배치된  확산저지막과  금속확산층  상의  배선  ;  및  복수의 
박막트랜지스타의  전극들을  배선하여  연결하기  위한  콘택홀  내에  위치한  연결수단을  더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수단은  상기  배선과  동일한  금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
랜지스타 판넬.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콘택홀은  상기  박막트랜지스타  게이드,  소오스  및  드레인전극  가운데에서  두 
개의 전극의 일치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막트랜지스타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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