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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패턴형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와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의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에서는 Ti와 Ti금속질화물의 식각속도차 및 TiO2의 표면특성에 의해 액정표시소자를 형

성한다. Ti에 광이 조사되면 Ti가 질화되어 TiN으로 되며, 식각속도차에 의해 TiN을 식각하면 식각대상층 위에는 패턴화

된 Ti층만이 남게 되고, 상기 Ti층에 의해 식각대상층을 식각한다. 마스킹층인 Ti층은 식각된 금속층 또는 반도체층 위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투과율이 좋은 TiO2층은 보호층의 컨택홀과 화소전극 형성용으로 사용된 후 보호층과 화소

전극 위에 남아 있게 된다.

대표도

도 8d

색인어

액정, 식각, Ti, TiN, TiO2, 친수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액정표시소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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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의 I-I'선 단면도.

도 3a∼도 3i는 종래 액정표시소자의 제조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4a∼도 4f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에 적용되는 패턴형상방법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5a∼도 5f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에 적용되는 패턴형상방법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6a∼도 6j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상기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에 의해 형성된 액정표시소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8(a)∼도 8(e)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11 : 게이트전극 312 : 반도체층

313 : 소스전극 314: 드레인전극

322 : 게이트절연층 324 : 보호층

332 : 블랙매트릭스 334 : 컬러필터층

340 : 액정층 370,372,374 : Ti패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표시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Ti와 TiO2를 이용한 새로운 패턴형성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제조비용이 절감

되고 제조방법이 단순화된 패턴형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액정표시소자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표시소자들, 특히 액정표시소자(Liquid Crystal Display Device)와 같은 평판표시장치(Flat Panel Display)에서는 각각

의 화소에 박막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소자가 구비되어 표시소자를 구동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표시소자의 구동방식을 흔

히 액티브 매트릭스(Active Matrix) 구동방식이라 한다. 이러한 액티브 매트릭스방식에서는 상기한 능동소자가 매트릭스

형식으로 배열된 각각의 화소에 배치되어 해당 화소를 구동하게 된다.

도 1은 액티브 매트릭스방식의 액정표시소자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에 도시된 구조의 액정표시소자는 능동소자로서

박막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10)를 사용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소자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

횡으로 N×M개의 화소가 배치된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소자의 각 화소에는 외부의 구동회로로부터 주사신호가 인가되

는 게이트라인(3)과 화상신호가 인가되는 데이터라인(5)의 교차영역에 형성된 박막트랜지스터(10)를 포함하고 있다. 박막

트랜지스터는 상기 게이트라인(3)과 연결된 게이트전극(11)과, 상기 게이트전극(11) 위에 형성되어 게이트전극(11)에 주

사신호가 인가됨에 따라 활성화되는 반도체층(12)과, 상기 반도체층(12) 위에 형성된 소스전극(13) 및 드레인전극(14)으

로 구성된다. 상기 화소의 표시영역에는 상기 소스전극(13) 및 드레인전극(14)과 연결되어 반도체층(12)이 활성화됨에 따

라 상기 소스전극(13) 및 드레인전극(14)을 통해 화상신호가 인가되어 액정(도면표시하지 않음)을 동작시키는 화소전극

(16)이 형성되어 있다.

도 2는 도 1의 I-I'선 단면도로서, 상기 도면을 참조하여 종래 액정표시소자의 구조를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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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박막트랜지스터(10)는 유리와 같은 투명한 물질로 이루어진 제1기판(20) 위에 형성되어 있다.

상기 박막트랜지스터(10)는 제1기판(20) 위에 형성된 게이트전극(11)과, 상기 제1기판(20) 전체에 걸쳐 적층된 게이트절

연층(22)과, 상기 절연층(22)위에 형성된 반도체층(12)과, 상기 반도체층(12) 위에 형성된 소스전극(13) 및 드레인전극

(14)과, 상기 제1기판(120) 전체에 걸쳐 적층된 보호층(passivation layer;24)으로 구성된다. 상기 보호층(24) 위에는 보

호층(24)에 형성된 컨택홀(26)을 통해 박막트랜지스터(10)의 드레인전극(14)에 접속되는 화소전극(16)이 형성된다.

한편, 유리와 같은 투명한 물질로 이루어진 제2기판(30)에는 박막트랜지스터(10) 형성영역이나 화소와 화소 사이와 같은

화상 비표시영역에 형성되어 상기 화상비표시영역으로 광이 투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블랙매트릭스(32)와, R(Red), G

(Green), B(Blue)로 이루어져 실제 컬러를 구현하는 컬러필터층(34)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1기판(20) 및 제2기판

(30)이 합착되고 그 사이에 액정층(40)이 형성되어 액정표시소자가 완성된다.

이러한 액정표시소자는 주로 마스크를 이용한 포토리소그래피공정과 같은 복잡한 공정에 의해 제작되는데, 도 3(a)∼도 3

(i)에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우선,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기판(20) 위에 금속을 적층하여 금속층(11a)을 형성한 후 그 위에 감광성의 포토레지

스트층(photoresist;60a)을 형성한다.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적층된 포토레지스트층(60a)은 일정한 온도에서 베이

킹된다. 그후, 상기 포토레지스트층(60a) 위에 마스크(70)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자외선(Ultraviolet light)과 같은 광을 조

사하고 현상액을 작용하면,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층(11a)위에는 포토레지스트패턴(60)이 형성된다. 이때, 상기

포토레지스트는 음성(negative) 포토레지스트로서, 자외선이 조사되지 않은 영역이 현상액에 의해 제거된다.

이어서, 상기 포토레지스트패턴(60)으로 금속층(11a)의 일부를 블로킹한 상태에서 상기 금속층(11a)에 식각액를 인가하

면, 도 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기판(20) 위에 게이트전극(11)이 형성된다.

그후,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기판(20) 전체에 걸쳐서 게이트절연층(22)을 형성한 후 그 위에 반도체층(12a)을 형

성한다. 상기와 같이 적층된 반도체층(12a) 위에 포토레지스층을 적층하고 마스크를 위치시킨 후 자외선을 조사하고 현상

액을 작용하면, 반도체층(12a) 위에는 포토레지스트패턴(62)이 형성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패턴(62)으로 반도체층(12a)

의 일부를 블로킹한 상태에서 식각액를 작용하면, 도 3e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전극(11) 위에 반도체층(12)이 형성된

다.

이어서, 도 3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기판(20) 전체에 걸쳐서 금속을 적층한 후 마스크로 포토레지스트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포토레지스트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을 식각하여 반도체층(12) 위에 소스전극(13) 및 드레인전극(14)을 형성함

으로써 제1기판(20) 위에 박막트랜지스터를 완성한다.

한편, 도 3(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전극(13) 및 드레인전극(14)이 형성된 제1기판(20)에는 보호층(24)을 적층하여 상

기 박막트랜지스터를 보호한다. 이후, 상기와 같은 포토공정(즉, 마스크를 이용한 포토레지스트공정)에 의해 박막트랜지스

터의 드레인전극(14) 위의 보호층(24)을 식각하여 컨택홀(contact hole;26)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 3h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보호층(24) 위에 ITO(Indium Tin Oxide)와 같은 투명물질을 적층한 후 포토공정

에 의해 식각하여 상기 보호층(24) 위에 화소전극(16)을 형성한다. 이때, 상기 화소전극(16)은 보호층(24)에 형성된 컨택

홀(26)을 통해 박막트랜지스터의 드레인전극(14)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한편, 도 3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기판(30) 상에 블랙매트릭스(32)와 컬러필터층(34)을 형성한 후, 상기 제1기판(20) 및

제2기판(30)을 합착한 후 그 사이에 액정층(40)을 형성하여 액정표시소자를 완성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 액정표시소자의 제조방법에서는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포토공정에 의해 전극이나 반도체층을 형

성한다. 그러나,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포토공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제조공정이 복잡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포토레지스트패턴은 포토레지스트 도포, 베이킹, 노광, 현상을 거쳐

형성된다. 따라서, 제조공정이 복잡하게 된다. 더욱이, 포토레지스트를 베이킹하기 위해서는 특정 온도에서 실행되는 소프

트베이킹 공정과 상기 소프트베이킹 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실행되는 하드베이킹공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공정이

더욱 복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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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조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트랜지스터와 같이 복수개의 패턴(혹은 전극)으로 이루어진 전기소자공

정에서는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포토레지스트공정이 진행되고, 다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또 다른 포토레지스트

공정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제조라인에서 각 패턴라인 사이 마다 고가의 포토레지스트 공정라인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소자의 제작시 제조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액정표시소자의 박막트랜지스터 제작시,

포토레지스트공정의 비용이 총 비용의 약 40∼45％를 차지하게 된다.

셋째,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토레지스트의 도포는 스핀코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포시 폐기

되는 포토레지스트가 많게 된다. 이러한 포토레지스트의 폐기는 전기소자의 제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

라 폐기되는 포토레지스트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는 원인도 되는 것이다.

넷째, 전기제품에 불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토레지스트층은 스핀코팅(spin coating)에 의해 도포되는데,

상기 스핀코팅에 의해서는 포토레지스트층의 두께를 제어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포토레지스트층이 불균일하게 형성되어

패턴형성시 패턴의 표면에는 미제거된(non-stripped) 포토레지스트가 잔류하게 되며, 이것은 전기소자에 불량이 발생하

는 원인이 된다.

현재 포토공정의 수를 감소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포토공정을

감소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작된 액정표시소자의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식각대상층 위에 형성되는 Ti금속의 일부에 광을 조사하여 TiN층을 형

성한 후 그 식각속도차에 의해 식각대상층의 패턴을 형성하는 패턴형성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패턴형성방법을 이용하여 제조공정이 단순화되고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액정표시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패턴형성방법은 기판상에 식각대상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식각대상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Ti층의 일부 영역에 광을 조사하여 TiN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TiN층를 식각하여 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Ti패턴으로 식각대상층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상기 식각대상층을 식각

하는 단계와, 상기 Ti패턴을 식각하여 제거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상기 광은 자외선 또는 레이저를 사용하며, 광이 조사됨에 따라 Ti가 질화되어 TiN층이 형성된다. TiN은 주로 건식식각방

법에 의해 식각되는데, 식각가스로는 Cl2 또는 Cl2혼합가스를 사용한다. 또한, Ti층은 습식식각이나 건식식각에 의해 제거

되는데, 습식식각에 사용되는 식각액은 HF와 같은 산이며, 건식식각에 사용되는 식각가스는 Cl2 또는 Cl2 혼합가스이다.

또한,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은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Ti층과 Ti 금속질화물층을 이용하여 기판위에 게이

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위에 게이트절연층을 적층하는 단계와, 게이트절연층 위에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

계와, 상기 반도체층 위에 소스/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기판 전체에 걸쳐서 보호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보호층 위에 화소전극을 적층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상기 게이트전극은 기판위에 금속층을 형성하고 상기 금속층 위에 Ti층을 형성한 후,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

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며, 이어서 상기 TiN층을 제거하는 단계하고 상기 Ti층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층을 식각한 후 상기 Ti층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게이트 절연층 위에 반도체층을 적층하는 단계와, 상기 반도체층 위에 Ti층을 형

성하는 단계와,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와, 상기 TiN

층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Ti층을 이용하여 상기 반도체층을 식각한 후 상기 Ti층을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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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스/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반도체층 위에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금속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

계와,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와, 상기 TiN층을 제거

하는 단계와, 상기 Ti층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층을 식각한 후 상기 Ti층을 제거하여 소스/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보호층 위에 ITO(Indium Tin Oxide)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ITO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와, TiN층을 제거

하는 단계와, 상기 Ti층을 이용하여 상기 ITO을 식각한 후 상기 Ti층을 제거하여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기 게이트전극, 반도체층, 소스/드레인전극 형성단계에서 마스킹층으로 사용되는 Ti층은 제거되지 않고 각각 게이트전

극, 반도체층, 소스/드레인전극 위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한편, 상기 화소전극은 TiO2의 표면특성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표면특성에 의한 화소전극형성단계는 보호층

위에 ITO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ITO층 위에 소수성 TiO2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마스크를 사용하여 일부 영역의

TiO2층에 광을 조사하여 친수성 TiO2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소수성 TiO2층을 식각하여 친수성 TiO2패턴을 형성하는 단

계와, 상기 친수성 TiO2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ITO을 식각하여 화소전극과 제1친수성 TiO2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

어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소자는 제1기판 및 제2기판과, 제1기판에 형성되어 복수의 화소영역을 정의하는 복수의 게

이트라인 및 데이터라인과, 각 화소영역에 형성되며, 제1기판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제1기판 위에 형성된 게이트절

연층, 상기 게이트절연층 위에 형성된 반도체층, 상기 반도체층 위에 형성된 소스/드레인전극, 상기 제1기판 전체에 걸쳐

형성된 보호층으로 이루어진 박막트랜지스터와, 각 화소영역에 형성된 화소전극과,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극 위

에 형성된 제1Ti층으로 구성된다.

또한, 화소전극과 보호층 위에는 TiO2층이 형성될 수도 있다.

삭제

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서는 새로운 패턴형성방법이 적용된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새로운 패턴형성방법에 의해 액정

표시소자를 제조함에 따라 제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액정표시소자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새로

운 패턴형성방법에서는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여 패턴을 형성하던 종래와는 달리 금속을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한다. 특

히, 상기 패턴형성방법에서는 게이트전극,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 화소전극과 같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전극이나 반도체

층을 형성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상기와 같은 새로운 패턴형성방법에 의해 제작된 액정표시소자는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패턴형성방법에 의해 제작된 액

정표시소자와는 다른 구조를 갖는다.

이하, 포토레지스트 대신 금속을 이용하여 패턴(즉, 전극)을 형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패턴형성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에 적용되는 패턴형성방법에서는 주로 Ti와 TiO2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Ti는 공기중에서는 안정되나 질소분위

기에서 가열되면 TiN으로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상기 Ti와 TiN는 식각속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Ti의 일정 영역을

질화시켜 TiN을 형성한 후 특정 성격의 식각가스를 작용시키며, TiN이 제거되어 Ti패턴만이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소수

성의 TiOx는 특정 파장의 광이 조사되면, 그 표면의 성질이 변환되어 친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친수성과 소수성의

특성차이를 이용하면 특정 패턴의 TiOx패턴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이, 얻어진 TiOx패턴을 이용하여 금속층을

식각하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 적용되는 패턴형성방법중 우선 Ti를 이용한 패턴형성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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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도 4f는 Ti를 이용한 패턴형성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때, 패턴은 금속패턴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실제로 형

성되는 패턴은 전극과 같은 금속패턴, 반도체패턴, 절연패턴 등과 같이 다양하지만, 상기 도면에서는 금속패턴형성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리와 같은 절연물질 또는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진 기판(101) 위에 금속층(103)을 형성한 후

그 위에 Ti층(110)을 형성한다. 상기 Ti층(110)은 증착(evaporation)이나 스퍼터링(sputtering)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이

어서,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107)로 금속패턴이 형성될 영역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자외선이나 레이저와 같

은 광을 조사한다. 광의 조사는 Ti층(110)으로의 에너지 인가를 의미한다. 이때, 상기 자외선 혹은 레이저의 조사는 질소분

위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기 조사에 의해 Ti층(110)이 질화되기 시작한다. Ti의 질화는 그 표면부터 질화되기 시작

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Ti층(110) 전체가 질화되어, 결국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패턴이 형성될 영역에는 Ti

층(110b)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식각되어 제거될 영역에는 TiN층(110a)이 형성된다.

이후, 도 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TiN층(110a)를 제거하여 특정 형상의 Ti층(110b), 즉 Ti패턴을 형성한다. 상기

TiN층(110a)의 제거는 주로 건식식각방법(dry etching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Cl2가스에 대한 TiN의

식각속도가 Ti의 식각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기 건식식각에서는 식각가스로 주로 Cl2가스나 Cl2 혼합가스를 사용한

다.

이후, 상기 Ti패턴(110b)으로 금속층(103)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금속층(103)을 습식식각방법이나 건식식각방법에 의해

식각하면, 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Ti패턴(110a) 하부의 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이 제거된다.

이어서, 도 4(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금속패턴(103a)상에 남아 있는 Ti패턴(110b)을 식각하여 제거한다. 이때, 상기

Ti패턴(110b)은 습식식각방법 및 건식식각방법에 의해 식각될 수 있다. 습식식각방법에서는 식각액으로 H2SO4를 제외한

산, 예를 들어 HF 등의 산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상기 HF는 Ti와는 반응해서 TiF를 형성하여 제거되지만, SO4이온은 Ti

와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상기 Ti패턴(110b)을 건식식각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기 식각

가스로는 Cl2가스나 Cl2 혼합가스를 주로 사용한다.

도 5a∼5f는 금속산화물의 소수특성 및 친수특성을 이용한 패턴형성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우선,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리와 같은 절연물질 또는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진 기판(201) 상에 금속을 적층하여 금

속층(203)을 형성한 후 그 위에 TiOx, 특히 TiO2를 적층하여 TiO2층(210)을 형성한다. 상기 TiO2층(210)은 증착이나 스

퍼터링에 의해 직접 금속층(203) 위에 형성할 수도 있으며, 금속층(203)에 Ti를 적층한 후 열을 인가하거나 광을 조사하여

산화시킴으로써 형성할 수도 있다.

이후,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207)를 사용하여 패턴이 형성될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자외선이나 레이저와 같은 광을 조사한다. 상기 자외선 또는 레이저의 조사에 의해, TiO2층의 표면은 친수특성을 갖게 된

다.

TiO2는 광촉매물질로 소수특성을 갖는데, 자외선이나 레이저를 조사하면 표면에 OH기가 생성되어 친수성을 띄게 된다.

TiO2층에 자외선을 조사함에 따라 접촉각(액체가 고체 표면에서 열역학적인 평형을 이룰 때 이루는 각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접촉각은 고체표면의 젖음성(Wettability), 즉 친수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이 점차로 작아져서 일정 시간(예를 들

면, 1시간) 이상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 접촉각이 0에 가까워진다(친수성을 갖는다는 의미).

자외선 또는 레이저의 조사에 의해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TiO2층은 표면(211)이 친수성을 갖는 제1TiO2층(210a)과

소수성을 갖는 제2TiO2층(210b)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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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서로 다른 표면 성질을 갖고 있는 TiO2층에 H2SO4나 알칼리계의 식각액을 작용시키면, 친수성을 갖는 제

1TiO2층(210a)의 OH기가 H2SO4의 SO4이온과 결합된다. 즉, TiO2층의 표면이 OH기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성을 갖는 제2TiO2층(210b)만이 식각액에 의해 제거되어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금속층(203) 위에는 제

1TiO2층(210a), 즉 원하는 패턴에 대응하는 TiO2패턴만이 남아 있게 된다.

이어서, 도 5(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TiO2층(210a)에 의해 금속층(203)의 일부를 차단한 상태에서 식각액을 작용시킨

후, 도 5(f)에 도시된 바와 같이 Cl2/N2나 CF4/Cl2와 같은 가스를 이용하여 상기 제1TiO2층(210a)를 제거하여 기판(201)

상에 금속패턴(203a)Y을 형성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적용되는 패턴형성방법에서는 Ti와 같은 금속과 그 금속질화물의 식각속도 차이 및 TiO2의

표면특성에 의해 패턴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패턴형성방법은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던 종래 패턴형성방법에 비

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제조공정이 간단해진다.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패턴형성방법에서는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베이킹공정(소프트

베이킹 및 하드베이킹)이 필요하며,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할 경우에도 에이싱(ashing)공정이 필요하게 되지만 Ti나 TiO2

를 이용한 패턴형성방법에서는 이러한 공정이 필요없게 되어 제조공정이 간단해진다.

둘째, 제조비용이 감소한다. 포토레지스트공정은 각각의 패턴(예를 들어, 금속패턴, 절연패턴, 반도체패턴)을 형성하기 위

한 공정과는 별개의 공정이다. 따라서, 전기소자 제조라인의 각 공정 마다 포토레지스트공정을 위한 고가의 장비(예를 들

어, 스핀코터(spin coater))가 필요하게 된다. 반면에, Ti나 TiO2를 이용한 패턴형성공정은 전기소자의 공정과 동일한 공

정에서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속패턴을 형성하는 경우 식각대상물인 금속층과 Ti층는 진공챔버내에서 동일한 방법

(증착 또는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는 종

래의 패턴형성방법에 비해 제조비용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셋째,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토레지스트의 도포는 스핀코팅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스핀코팅방법은

폐기되는 포토레지스트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포토레지스트이 폐기에 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포토레지스트이 폐기는 제조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Ti나 TiO2를 이용한 패턴형성방법에서는 상

기와 같은 포토레지스트의 폐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기한 패턴형성방법을 적용한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6(a)∼도 6(j)는 Ti와 그 금속질화물의 식각속도차를 이용한 패턴형성방법이 적용된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을 나타내

는 도면이다.

우선,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리와 같은 투명물질로 이루어진 제1기판(320) 위에 Al, Al합금 또는 Cu와 같은 금속을

적층하여 금속층(311a)을 형성한 후 그 위에 Ti층(370a)을 형성한다. 이어서, 상기 Ti층(370a) 상부에 마스크(380)를 위

치시킨 후 질소분위기에서 자외선이나 레이저와 같은 광을 조사하면, 광이 조사된 영역의 Ti가 질화되어 TiN으로 된다.

그후, 식각가스(예를 들면, Cl2가스나 Cl2 혼합가스)을 작용하면, TiN이 제거되어 상기 금속층(311a) 위에는 도 6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Ti패턴(370)만이 남아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이 Ti패턴(370)으로 금속층(311a)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건식식각 또는 습식식각에 의해 식각하면, 블로킹된 영

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금속층(311a)이 제거되므로 제1기판(320) 위에는 게이트전극(311)과 그 위의 Ti패턴(370),

즉 Ti금속층만이 남아 있게 된다. 이 Ti패턴(370)을 건식식각 또는 습식식각에 의해 식각하면,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기판(320)위에 게이트전극(311)이 형성된다.

도면에는 비록 상기 게이트전극(311)이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중의 층 이상의 복수 층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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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제1기판(320) 전체에 걸쳐서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방법에 의해 게이트절연층(322)을 형성하고 그

위에 반도체층(312a)을 적층한 후, 상기 반도체층(312a) 위에 다시 Ti층(372a)을 형성한다. 상기 Ti층(372a)의 일부 영역

을 마스크(381)를 이용하여 블로킹한 상태에서 질소분위기에서 자외선이나 레이저와 같은 광을 조사하면, 광이 조사된 영

역의 Ti가 질화되어 TiN으로 된다. 상기 TiN을 Cl2나 Cl2혼합가스 등의 식각가스에 의해 식각하면,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반도체층(312a) 위에는 Ti패턴(372)만이 남아 있게 된다.

계속하여, 상기 Ti패턴(372)으로 반도층(312a)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식각가스로 반도체층(312a)을 식각하고 상기 Ti패턴

(372)을 제거하면, 도 6(e)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전극(311) 위에 반도체층(312)이 형성된다. 그리고, 반도체층(312)

이 형성된 제1기판(320) 전체에 걸쳐서 Cr, Mo, Al, Al합금, Cu와 같은 금속층(313a)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다시 Ti층

(374a)을 형성한 상태에서 마스크(382)를 이용하여 광을 조사하고 식각가스를 작용시키면, 광이 조사된 TiN이 제거되어

금속층(313a) 위에는 도 6(f)에 도시된 바와 같이, Ti패턴(374)만이 남아 있게 된다.

이어서, 상기 Ti패턴(374)을 마스킹층으로 하여 그 하부의 금속층(313a)을 식각하고 상기 Ti패턴(374)을 제거하면, 도 6g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반도체층(312) 위에 소스전극(313) 및 드레인전극(314)이 형성된다.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지

만, 상기 소스전극(313) 및 드레인전극(314)은 복수의 층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이후,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소

스전극(313) 및 드레인전극(314)이 형성된 제1기판(320) 전체에 걸쳐 보호층(324)을 적층하고 그 위에 Ti층(376a)을 형

성한다. 상기와 같이, 적층된 Ti층(376a) 위에 마스크(383)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자외선과 같은 광을 조사하여 TiN을 형

성한 후 식각가스로 상기 TiN을 제거하면, 도 6h와 같이 보호층(324) 위에는 Ti패턴(376)이 형성된다. 그 후, 상기 Ti패턴

(376)을 마스킹층으로 사용하여 보호층(324)을 건식식각하고 상기 Ti패턴(376)을 제거하면, 도 6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

기 보호층(324)에 컨택홀(326)이 형성된다.

계속하여, 컨택홀(326)이 형성된 보호층 위에 ITO(Indium Tin Oxide)나 IZO(Indium Zinc Oxide)와 같은 투명한 투명전

극(316a)을 적층하고 그 위에 Ti층(378a)을 형성한다. 상기 Ti층(378a) 위에 마스크(384)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광을 조사

하여 Ti패턴을 형성하고 상기 Ti패턴을 이용하여 투명전극(316a)을 식각하고 상기 Ti패턴을 제거하면, 도 6j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상기 보호층(324) 위에 컨택홀(326)을 통해 드레인전극(314)과 접속되는 화소전극(316)이 형성된다.

한편,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기판(330)에 블랙매트릭스(332)와 컬러필터층(334)을 형성한 후, 상기 제1기판(320)

과 제2기판(330)을 합착하여 액정표시소자를 완성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종래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가 아닌 Ti층을 이용하여 액정표시소자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Ti를 이용함에 따라 포토레지스트를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종래 액정표시소자와 비교

해 볼때, 상기 구조의 액정표시소자에서는 3회의 마스킹층(종래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에서는 포토레지스트이고 본 발명

의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에서는 Ti층) 제거공정이 필요없게 되므로, 제조공정이 단순화된다. 또한, 포토레지스트공정 자

체에 내재하는 베이킹 공정같은 부가의 공정이 필요없게 되므로, 제조공정을 더욱 단순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액정표시소자의 모든 패턴들, 즉 게이트전극, 반도체층,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

컨택홀 형성, 화소전극 등을 형성하기 위해 Ti과 TiN의 식각속도차를 이용했지만, 본 발명에서는 실질적으로 상기 패턴들

중 적어도 하나를 Ti를 이용하여 형성하고 나머지는 종래의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게이트전극만을 Ti 마스킹층을 이용하여 형성하고 반도체층,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 컨택홀 형성, 화소전극

등은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게이트전극과 반도체층만을 Ti 마스킹층을 이용하여 형성하고 소

스전극 및 드레인전극, 컨택홀 형성, 화소전극 등은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결국, 본 발명은 Ti 마스

킹층을 혼용하여 액정표시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Ti 마스킹층과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액정표시소자를 제

조하는 방법도 포함하는 것이다.

상기 공정에서는 패터닝에 사용되는 Ti 마스킹층이 제거되지만, 상기 Ti 마스킹층은 피가공층을 식각한 후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7은 Ti 마스킹층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의 액정표시소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와 같은 구조의 액

정표시소자 제조방법은 도 6a∼6j에 도시된 방법과 거의 유사하며, 단지 Ti 마스킹층 식각공정만이 제거된 것이다. 따라

서, 도 7에 도시된 구조의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전극(411), 소스전극(413) 및 드레인전극(374) 위에는 각각 Ti층(470,472,476)이 형성

되어 있다. Ti는 금속과 접촉특성이 훌륭하고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하지 않고 남겨 둘 수도 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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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Ti층(470,472,476)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 두는 경우, 이것은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던 종래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에

비해 마스킹층(즉, Ti패턴)의 제거공정이 감소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제조공정이 단순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

상기 Ti층의 존재에 의한 품질의 저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상기 반도체층(412) 위에도 Ti층(474)이 남아 있다. 상기 반도체층(412)은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기

반도체층(312) 위에 남아 있는 Ti층(474)은 실리콘과 반응하여 Ti-규소화합물을 형성한다. 한편, 상기 Ti-규소화합물은

접촉저항이 낮기 때문에, 상기 반도체층(412)과 소스전극(413) 및 드레인전극(414)의 접촉시 오우믹컨택(ohmic contact)

을 형성하게 된다. 즉, 반도체층(412) 위의 Ti층(엄밀하게는 Ti-규소화합물 패턴)은 오우믹컨택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다.

도 6a∼도 6j에 도시된 방법에서 액정표시소자는 Ti마스킹층으로만 형성할 수도 있지만, Ti 마스킹층과 포토레지스트를

혼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 7에 도시된 액정표시소자의 Ti 마스킹층은 게이트전극(411), 반도체층(412), 소스

전극(413), 드레인(414) 전극 중 적어도 하나 위에 형성될 수도 있으며, 모든 패턴 위에 형성될 수도 있다.

도 8(a)∼도 8(e)는 Ti과 Ti의 금속질화물 식각속도차 및 TiO2의 표면특성을 이용한 패턴형성방법이 적용된 액정표시소

자제조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우선,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Ti 마스킹층 또는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제1기판(520) 위에 게이트전극(511) 및 제

1Ti패턴(570)을 형성하고, 상기 제1기판(520)에 전체에 걸쳐 게이트절연층(522)을 적층한다. 이어서, 상기 게이트절연층

(522) 위에 반도체층(512)과 오믹컨택층인 제2Ti패턴(572)을 형성하고, 상기 제2Ti패턴(572) 위에 소스전극(513)과 드

레인전극(514) 및 제3Ti패턴(574)을 형성한다.

이때,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Ti패턴이 게이트전극(511), 반도체층(512), 소스전극(513) 및 드레인전극(514) 위에

형성될 수도 있고, 단지 게이트전극(511)이나 반도체층 또는 소스전극(513) 및 드레인전극(514) 위에만 형성될 수도 있

다. 다시 말해서, 게이트전극(511), 반도체층(512), 소스전극(513) 및 드레인전극(514)은 모두 Ti패턴에 의해 형성되거나

Ti패턴과 포토레지스트층을 혼용하여 형성되므로, 상기 Ti패턴은 게이트전극(511), 반도체층(512), 소스전극(513) 및 드

레인전극(514) 중 적어도 하나 위에 형성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소스전극(513) 및 드레인전극(514)을 형성한 후, 상기 제1기판(520) 전체에 걸쳐서 보호층(524)을 형성한

다. 계속하여, 상기 보호층(524) 위에 TiO2층(576a)을 형성하고 상부에 마스크(582)를 위치시킨 후 자외선이나 레이저와

같은 광을 조사하면, 광이 조사되지 않은 영역의 TiO2층 표면은 소수성을 갖는 반면에 광이 조사된 영역의 TiO2층 표면이

친수성을 띄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표면 성질을 갖는 TiO2층에 H2SO4나 알칼리계의 식각액을 작용시키면, 소수성

을 갖는 TiO2층이 제거되어 상기 보호층(524) 위에는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친수성 표면(577)을 갖는 제1TiO2패턴

(576)만이 남게 된다.

이후, 상기 제1TiO2패턴(576)으로 상기 보호층(524)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상기 보호층(524)을 식각하면, 도 8(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보호층(524)에는 컨택홀(526)이 형성된다. 이때, 상기 보호층(524) 위의 제1TiO2패턴(576)은 식각되어 제

거될 수도 있지만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 TiO2는 비저항이 103Ωcm이고 투과율은 가시광선의 경우 약 85％이다. 따라

서, 보호층(424) 상부에 형성된 제1TiO2패턴(576)을 제거하지 않아도 광의 투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TiO2패턴을 식각하지 않음에 따라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기판(520) 전체에 걸쳐서 ITO나 IZO와 같은 투명전극(516a)을 적층하고 그 위에

TiO2층(578a)을 형성한 후 마스크(584)로 일부 영역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자외선이나 레이저와 같은 광을 조사하면, 광

이 조사된 영역은 TiO2층 표면이 친수성을 띄고 광이 조사되지 않은 영역은 TiO2층 표면이 소수성을 띄게 된다. 상기와 같

은 친수성 TiO2층과 소수성 TiO2층을 식각액으로 식각하면, 투명전극(516a) 위에는 도 8(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친수성

표면(579)을 갖는 제2TiO2패턴(578)만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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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기 제2TiO2패턴(578)으로 투명전극(516a)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식각을 진행하면, 도 8e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소전극(516)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도, 제1TiO2패턴(576)과 마찬가지로 상기 제2TiO2패턴(578)은 식각되어

제거될 수도 있고 제거되지 않고 화소전극(516) 위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한편,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기판(530)에 블랙매트릭스(532)와 컬러필터층(534)을 형성한 후, 상기 제1기판(520)

과 제2기판(530)을 합착하여 그 사이에 액정층(54)을 형성함으로써 액정표시소자를 완성한다.

상기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액정표시소자는 도 8e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전극(511), 반도체층(512), 소스전극(513)

및 드레인전극(514) 중 적어도 하나의 상부에 각각 일정 두께의 Ti층이 존재하며, 보호층(524)과 화소전극(516) 중 적어

도 하나 위에 TiO2층이 존재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Ti 또는 TiO2를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하며, 또한 상기 Ti와 TiO2를 이용하여 액정표시소

자를 제조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액정표시소자는 Ti만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고, Ti와 종래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으며, Ti와 TiO2를 이용하여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Ti와 TiO2 및 포토레지스트를 혼용하여 형

성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액정표시소자는 게이트전극, 반도체층, 소스전극/드레인전극 중 적어도 하나 위에 Ti층

이 형성될 수도 있고 보호층과 화소전극 중 적어도 하나 위에는 TiO2층이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TiO2층은 게이트

전극, 반도체층 또는 소스전극/드레인전극 위에 형성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Ti와 TiO2를 이용한 새로운 패턴형성방법에 의해 액정표시소자를 제작하므로 다음과 같

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첫째, Ti와 TiO2를 이용한 새로운 패턴형성방법 자체에 기인하는 효과, 즉 제조공정의 단순화, 제조비용의 감소, 환경오염

의 방지 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서는 마스킹층으로 사용되는 Ti층이나 친수성

의 TiO2층을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더욱 단순화되고 제조비용도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소자의 불량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액정표시소자제조방법에서는 마스킹층으로 사용되는 Ti층이나 친수

성의 TiO2층을 제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포토레지스트의 제거시 발생할 수 있는 종래 액정표시소자의 불량을 방지할 수 있

게 된다.

셋째, 제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마스킹층으로 사용되는 Ti층이나 친수성의 TiO2층은 포토레지스트에 비해 훨씬

단단한 물질이므로, 습식식각(wet etching)이 아닌 건식식각(dry etching)에 의해 패턴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식

각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전체 제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기판 및 제2기판;

제1기판에 형성되어 복수의 화소영역을 정의하는 복수의 게이트라인 및 데이터라인;

각 화소영역에 형성되며, 제1기판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제1기판 위에 형성된 게이트절연층, 상기 게이트절연층 위

에 형성된 반도체층, 상기 반도체층 위에 형성된 소스/드레인전극, 상기 제1기판 전체에 걸쳐 형성된 보호층으로 이루어진

박막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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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화소영역에 형성된 화소전극; 및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극 위에 형성된 제1Ti층으로 구성된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반도체층 및 소스/드레인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상부에 형성된 제2Ti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 위에 형성된 제2Ti층은 오믹컨택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2기판에 형성된 블랙매트릭스;

제2기판에 형성된 컬러필터층; 및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 사이에 형성된 액정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 위에 형성된 TiO2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 위에 형성된 TiO2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에 형성된 적어도 한층의 TiO2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

소자.

청구항 9.

제6항∼제8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TiO2층은 친수성 표면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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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복수의 화소영역을 정의하는 복수의 게이트라인 및 데이터라인;

각 화소영역에 형성된 박막트랜지스터;

각 화소영역에 형성된 화소전극; 및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에 형성된 패턴마스킹용 금속층으로 구성된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마스킹용 금속층은 Ti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마스킹용 금속층은,

Ti층; 및

친수성 표면특성을 갖는 TiO2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13.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Ti층과 Ti 금속질화물층을 이용하여 기판위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판위에 게이트절연층을 적층하는 단계;

게이트절연층 위에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층 위에 소스/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판 전체에 걸쳐서 보호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보호층 위에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로 구성된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기판위에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금속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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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

상기 TiN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Ti층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층을 식각한 후 상기 Ti층을 제거하여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게이트 절연층 위에 반도체층을 적층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

상기 TiN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Ti층을 이용하여 상기 반도체층을 식각한 후 상기 Ti층을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

자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반도체층 위에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금속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

상기 TiN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Ti층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층을 식각한 후 상기 Ti층을 제거하여 소스/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보호층 위에 ITO(Indium Tin Oxide)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ITO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

TiN층을 제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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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Ti층을 이용하여 상기 ITO을 식각한 후 상기 Ti층을 제거하여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에 컨택홀을 형성하여 화소전극과 드레인전극을 접속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컨택홀을 형성하는 단계는,

보호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

TiN층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Ti층을 이용하여 보호층을 식각한 후 Ti층을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4항∼제17항 및 제19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광은 레이저 또는 자외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

조방법.

청구항 21.

제14항∼제17항 및 제19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TiN층은 식각가스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

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는 Cl2 또는 Cl2혼합가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14항∼제17항 및 제19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Ti층은 식각액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

자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액은 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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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산은 HF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14항∼제17항 및 제19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Ti층은 식각가스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

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는 Cl2 또는 Cl2혼합가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13항에 있어서,

제2기판 위에 블랙매트릭스 및 컬러필터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을 합착하는 단계; 및

상기 제1기판 및 제2기판 사이에 액정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29.

Ti층을 마스킹층으로 사용하여 제1기판위에 게이트전극 및 상기 게이트전극 위에 배치되는 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기판위에 게이트절연층을 적층하는 단계;

게이트절연층 위에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층 위에 소스/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기판 전체에 걸쳐서 보호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보호층 위에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로 구성된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제1기판위에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금속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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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TiN층을 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Ti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층을 식각하여 게이트전극 및 제1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게이트 절연층 위에 반도체층을 적층하는 단계;

상기 반도체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

상기 TiN층을 식각하여 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Ti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반도체층을 식각하여 반도체층 및 제2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반도체층 위에 금속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금속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

상기 TiN층을 식각하여 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Ti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금속층을 식각하여 소스/드레인전극 및 제3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보호층 위에 ITO(Indium Tin Oxide)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ITO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

상기 TiN층을 식각하여 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Ti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ITO을 식각하여 화소전극을 형성하고 상기 Ti패턴을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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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에 컨택홀을 형성하여 화소전극과 드레인전극을 접속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컨택홀을 형성하는 단계는,

보호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로 블로킹한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여 Ti층의 일부 영역을 TiN층으로 질화시키는 단계;

상기 TiN층을 식각하여 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Ti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보호층을 식각하여 컨택홀을 형성한 후 상기 Ti패턴을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36.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는,

보호층 위에 ITO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ITO층 위에 소수성 TiO2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를 사용하여 일부 영역의 TiO2층에 광을 조사하여 친수성 TiO2층을 형성하는 단계;

소수성 TiO2층을 식각하여 친수성 TiO2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친수성 TiO2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ITO을 식각하여 화소전극과 제1친수성 TiO2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37.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에 컨택홀을 형성하여 화소전극과 드레인전극을 접속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컨택홀을 형성하는 단계는,

보호층 위에 소수성 TiO2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를 사용하여 일부 영역의 TiO2층에 광을 조사하여 친수성 TiO2층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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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성 TiO2층을 식각하여 친수성 TiO2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친수성 TiO2층을 이용하여 상기 보호층을 식각하여 컨택홀을 형성한 후 제2친수성 TiO2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39.

제30∼제33항, 제35항, 제36항 및 제38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광은 자외선 또는 레이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40.

제30항∼제33항 및 제35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TiN층은 식각가스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

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는 Cl2 또는 Cl2혼합가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42.

제30항∼제33항 및 제35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Ti층은 식각액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

자 제조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액은 산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산은 HF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45.

제30항∼제33항 및 제35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Ti층은 식각가스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

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는 Cl2 또는 Cl2혼합가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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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제36항 또는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TiO2층은 H2SO4를 포함하는 식각액에 의해 식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

정표시소자 제조방법.

청구항 48.

제36항 또는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소수성 TiO2층은 알칼리계 식각액에 의해 식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

자 제조방법.

청구항 49.

기판상에 식각대상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식각대상층 위에 Ti층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Ti층의 일부 영역에 광을 조사하여 TiN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TiN층를 식각하여 Ti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Ti패턴으로 식각대상층을 블로킹한 상태에서 상기 식각대상층을 식각하는 단계; 및

상기 Ti패턴을 식각하여 제거하는 단계로 구성된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광은 자외선 또는 레이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광이 조사됨에 따라 상기 Ti가 질화되어 TiN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52.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TiN를 식각하는 단계는 Ti층에 식각가스를 작용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방법.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는 Cl2 또는 Cl2혼합가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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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항에 있어서, 상기 Ti층을 식각하는 단계는 Ti층에 산을 포함하는 식각액을 작용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산은 HF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6.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Ti층을 식각하는 단계는 Ti층에 식각가스를 작용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방법.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가스는 Cl2 또는 Cl2 혼합가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58.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대상층은 금속층, 절연층,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59.

제1기판 및 제2기판;

상기 제1기판에 형성되어 복수의 화소영역을 정의하는 복수의 게이트라인 및 데이터라인;

각 화소영역에 형성되며, 제1기판에 형성된 게이트전극, 상기 제1기판에형성된 게이트절연층, 상기 게이트절연층 위에 형

성된 반도체층, 상기 반도체층 위에 형성된 소스/드레인전극, 제1기판 전체에 걸쳐 형성된 보호층으로 이루어진 박막트랜

지스터;

각 화소영역에 형성된 화소전극; 및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 위에 형성된 제1Ti층으로 구성된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전극 및 소스/드레인전극 중 적어도 하나의 상부에 형성된 제2Ti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61.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 위에 형성된 제1Ti층은 오믹컨택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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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2.

제59항에 있어서,

제2기판에 형성된 블랙매트릭스;

제2기판에 형성된 컬러필터층; 및

상기 제1기판과 제2기판 사이에 형성된 액정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63.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 위에 형성된 TiO2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64.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 위에 형성된 TiO2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청구항 65.

제59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에 형성된 적어도 한층의 TiO2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

소자.

청구항 66.

제63항∼제65항 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상기 TiO2층은 친수성 표면특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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