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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레지스트마스크와, 그 레지스트마스크에 용해를 생기게 하여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형시킨 레지스트마스크와의 두 개의
레지스트패턴을 사용하여 제조공정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변형레지스트마스크의 용해변형시에 있어서, 레지스트
확장의 대부분은 그 확장이 제어되는 일 없이 확장해 버린다고 하는 결점이 있었다. 변형레지스트패턴(48)근방에 미리 리
플로우저지홈(7)을 형성해 두고, 그 리플로우저지홈(7)에 의해 변형레지스트패턴(48)의 확장을 저지함으로써, 그 변형레
지스트패턴(48)의 변형을 유도, 억제, 제어하는 것을 목적하는 레지스트패턴 및 그 패턴을 이용한 박막트랜지스터를 형성
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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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레지스트, 변형, 패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의 제조방법을 제조공정순으로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2는 도 1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3은 도 2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4는 도 3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의 제조방법의 1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의 제조방법을 제조공정순으로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7은 도 6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8은 도 7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9는 도 8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10은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의 제조방법의 1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11은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의 제조방법을 제조공정순으로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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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2는 도 11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13은 도 12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14는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의 제조방법을 제조공정순으로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15는 도 14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16은 도 15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17은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의 제조방법을 제조공정순으로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18은 도 17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19는 도 18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20은 도 19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21은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의 제조방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22는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의 제조방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23은 본 발명의 제6실시형태의 제조방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24는 종래의 제조방법을 제조공정순으로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25는 도 24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26은 도 25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고,

  도 27은 도 26에 계속되는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모식평면도 및 모식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101, 201, 301, 401 : 절연기판

  2, 102, 202, 242, 302, 402 : 게이트전극배선

  3, 103, 203, 303, 403 : 게이트절연막

  4, 104, 204, 304, 404 : a-Si막

  5, 105, 205, 305 : n+형a-Si막

  6, 106, 206, 306 : 상층금속막

  7, 107, 127, 207, 227, 247 : 리플로우저지홈

  8, 408 : 레지스트마스크

  10, 11, 110, 111, 210, 211, 250, 251, 310, 311, 450, 451 : 옴접촉층

  12, 22, 252 : 더미게이트전극

  13, 113, 213, 253, 313, 453 : 소스전극

  14, 114, 214, 254, 314, 454 : 드레인전극

  15, 115, 215, 255, 315, 445 : 채널부

  17, 117, 217 : 계단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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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18, 258, 318, 458 : 후(厚)레지스트마스크

  24, 124, 224, 264, 324, 464 : 아일랜드층

  28, 228, 268, 328, 468 : 박(薄)레지스트마스크

  38, 138, 238, 278, 338, 478, 479 : 잔존레지스트마스크

  48, 58, 148, 158, 248, 348, 488 : 변형레지스트마스크

  109, 129 : 개구부 233 : 더미소스전극

  234 : 더미드레인전극 423 : 패시베이션막

  490, 495 : 접촉스루홀 492, 496 : 화소전극

  493 : 게이트단자전극 494, 497 : 게이트전극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소자용 패턴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하나의 레지스트패턴을 변형(예컨대, 레지스트마
스크에 유기용매, 유기용액 중으로의 침지, 또는 증기노출에 의한 리플로우화)시키고, 그 변형전후의 패턴의 차이를 이용
하는 경우, 그 변형을 유도, 또는 억제·제어하기 위한 패턴형성방법, 그 패턴형성방법을 이용한 반도체소자 및 박막트랜지
스터에 관한 것이다.

  레지스트마스크를 변형시켜서 변형전후의 패턴을 이용하는 기존의 패턴형성방법에는, 레지스트마스크의 가열에 의한 리
플로우(reflow)방법이 흔히 이용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레지스트의 변형량이 0.5 ~ 3㎛이내 정도로 비교적 작은 문제점
이 있었다.

  기존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레지스트마스크를 약액 내로 침지(dipping)하거나, 약액을 함유한 증기에 노출시켜 약액을
침투시킴으로써 레지스트 중에 약액을 용해시켜서 레지스트에 변형을 생기게 하는 약액용해리플로우방법이 있는데 이 방
법은, 통상 5 ~ 20㎛(100㎛ 이상도 가능)까지 미치는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레지스트의 큰 변
형 때문에, 어느 정도 정밀도가 좋은 패턴이 요구되는 경우, 이 큰 변형을 정밀도 좋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레지스트마스크에 큰 변형을 발생시켜서, 그 변형전후의 레지스트마스크를 사용하는 예로써, 박막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내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조방법을 도 24 ~ 도 27에 나타낸다. 각 도면에 있어서, a는 TFT근방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식평면도이고, b는 a에 있어서 절단선 D-D'을 따른 모식단면도이다.

  먼저, 절연기판(301)상에 하층금속막을 퇴적하고, 그 후, 하층금속막을 패터닝하여, 도 24a와 같이 박막트랜지스터의 게
이트전극배선(302)을 형성한다.

  다음에, 게이트절연막(303), 비정질실리콘(a-Si)막(304), n+형 비정질실리콘(n+형a-Si)막(305), 상층금속막(306)이 순
차로 퇴적된다.

  다음으로, 공지의 포토리소그래피기술로, 상층금속막(306)상에, 통상의 막두께(약 3㎛)의 후레지스트마스크(318)와 얇
은 막두께(약 0.2~ 0.7㎛)의 박레지스트마스크(328)로 나누어지도록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한다. 이 때, 소스·드레인전
극상의 채널부(315)에 이웃한 선택영역 내의 레지스트막두께만을 두껍게 하고, 그 외의 부분의 막두께를 얇게 형성한다
(도 24b).

  그리고, 후레지스트마스크(318) 및 박레지스트마스크(328)를 마스크로 하여 제1에칭을 행하여, 상층금속막(306) 및
n+형a-Si막(305)을 에칭하고, 드레인전극용의 옴접촉층(311), 소스전극용의 옴접촉층(310)과 드레인전극(314), 소스전
극(313)을 형성한다.

  그 후, O2플라즈마분위기 중에서 에싱처리하고, 도 25a, 2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채널부(315)에 이웃한 선택영역 내의

후레지스트마스크(318)만이 잔존레지스트마스크(338)로서 남는다.

  다음에, 잔존레지스트마스크(338)를 유기용매함유용액의 증기 중에 1~3분간 노출시키면, 그 유기용매함유용액이 잔존
레지스트마스크(338)내로 서서히 침투하여 레지스트마스크의 용해를 야기하고, 잔존레지스트마스크(338)는 리플로우(이
하, 리플로우변형이라 함)되어 변형레지스트(348)가 된다 (도 26a, 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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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로우변형 시에 있어서, 잔존레지스트마스크(338)는, TFT의 채널부(315)측으로의 레지스트의 확장은, 채널부(315)
상에서 합체하여 일체가 되지만, 채널부(315)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의 레지스트의 확장은, 계단장벽(317)에서 일부 저
지되지만, 그 이외의 영역에서 레지스트가 확장하는 방향으로 장벽이 되는 계단장벽이 없는 영역에서는 그 확장이 제어되
지 못하고 확장되어 버린다. 이 변형레지스트마스크(348)의 확장상태를 평면적으로 나타낸 것이 도면 26a이다.

  다음에, 변형레지스트(348)를 마스크로 하여 a-Si막(304)에서 제2에칭을 행하여 a-Si막(304)으로 이루어지는 아일랜드
층(324)을 형성하고, 이어서 레지스트박리로 변형레지스트마스크(348)를 제거하여, 도 27a, 2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역
스태거형 박막트랜지스터(reverse staggered thinfilm transister)가 형성된다.

  여기서, 변형레지스트마스크(348)로 덮이지 않는 영역의 a-Si막(304)은, 드레인전극(314), 소스전극(313)을 마스크로
하기 때문에, 아일랜드층(324)은 변형레지스트마스크(348) 및 드레인전극(314), 소스전극(313)을 병합한 영역을 패턴으
로 하여 형성되게 된다.

  이 이후의 공정의 설명은 생략하나, 예로써, 화소전극, 패시베이션막등이 형성되고, 액티브매트릭스TFT-LCD소자가 형
성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 형성방법에서는, 변형레지스트마스크(348)의 리플로우에 의한 변형이 제어되지 않아, 크게 확장된 비정질실
리콘막의 아일랜드층(324)이 형성되어 버린다. 이 아일랜드층(324)은, 드레인전극(314) 및 소스전극(313)의 아래에 있고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인전극(314) 및 소스전극(313)과 그것들 아래쪽에 위치하는 게이트전극배선(302)
과의 사이의 기생용량을 증대시켜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하나의 레지스트패턴의 패턴치수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치수변화전후의 패턴차를 이용하여 소자를 형
성함에 있어서, 그 치수변화 후의 패턴을 정밀도 좋게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리플로우패턴의 형성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선택영역 및 상기 선택영역의 외측으로 연장하여 상기 선택영역으
로부터 분리된 적어도 하나의 리플로우저지홈을 포함한 상면을 가진 적층구조 위에, 후레지스트마스크부 및 박레지스트마
스크부를 포함하며 상기 후레지스트마스크부는 선택영역 위로 연장하는 레지스트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레지스트패
턴을 사용하여 적층구조를 패터닝하는 단계; 상기 박레지스트마스크부를 제거하고 상기 후레지스트마스크부의 두께를 감
소시킴으로써 상기 후레지스트마스크부의 패턴형상은 변하지 않은 잔존레지스트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잔존레지
스트패턴을 리플로우하는 단계로, 외측으로 리플로우된 패턴의 일부는 상기 리플로우저지홈 내로 유입된 후 상기 패턴의
외측리플로우는 상기 패턴의 외측으로 연장한 상기 리플로우저지홈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상기 리플로우저지홈의 외측모
서리에 의해 정해진 적어도 하나의 외측모서리부를 가진 변형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보다 구체적인 적층구조패턴의 형성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선택영역 및 상기 선택영역의 외측으로 연
장하여 상기 선택영역으로부터 분리된 적어도 하나의 리플로우저지홈을 포함하는 상면을 가진 적층구조 위에, 후레지스트
마스크부 및 박레지스트마스크부를 포함하고 상기 후레지스트마스크부는 선택영역 위로 연장하는 레지스트패턴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레지스트패턴을 이용하여 적층구조를 패터닝하는 단계; 상기 박레지스트마스크부를 제거하고 상기 후레지
스트마스크부의 두께를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후레지스트마스크부의 패턴형상은 변하지 않은 잔존레지스트패턴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잔존레지스트패턴을 리플로우하는 단계로, 외측으로 리플로우된 패턴의 일부는 상기 리플로우저지홈 내로
유입된 후 상기 패턴의 외측리플로우는 상기 패턴의 외측으로 연장한 상기 리플로우저지홈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상기 리
플로우저지홈의 외측모서리에 의해 정해진 적어도 하나의 외측모서리부를 가진 변형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변형
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적층구조를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의 보다 구체적인 패턴형성방법은 여러 가지의 적용 형태를 가진다.

  먼저, 상기 레지스트패턴은 막두께가 다른 복수의 레지스트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피복영역의 일부만을 덮도록 상기
레지스트패턴을 에칭제거하고, 상기 레지스트패턴을 잔존레지스트패턴으로 하는 공정이, 상기 레지스트패턴을 에칭하고
상기 레지스트패턴을 구성하는 막두께가 다른 복수의 레지스트패턴 중 상대적으로 얇은 막두께의 레지스트패턴을 제거하
여, 상기 상대적으로 얇은 막두께의 레지스트패턴보다 두꺼운 막두께의 레지스트패턴을 남김으로써 행해지고, 상기 막두
께가 다른 레지스트패턴은 레지스트에 대한 노광량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피에칭막은 역스태거형 박막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전극 및 채널부를 구성하는 적층막이고, 상기 적층
막은 아래서부터 순차로 반도체막, 고불순물농도반도체막, 금속막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노출영역은 상기 반도체막이다.

  이 경우, 장벽부는 이하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먼저 첫째로, 상기 장벽부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절연막에 형성된 개구부가 가지는 단차에 의해 생기고, 상기
개구부는 상기 게이트절연막 및 상기 게이트절연막상에 순차로 퇴적한 상기 반도체막, 상기 고불순물농도 반도체막을 관
통하는, 또는 상기 게이트절연막상에 순차로 퇴적한 상기 반도체막 및 상기 고불순물농도 반도체막을 관통하며, 또한, 상
기 게이트절연막의 도중까지 개구한 개구부이다.

  둘째로, 상기 장벽부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극이 가지는 단차에 의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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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째로, 상기 장벽부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전극이 가지는 단차에 의해 생긴다.

  네째로, 상기 장벽부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극내부에 형성된 홈이 가지는 단차에 의해 생기고, 상기 게이트
전극을 구성하는 단층막에 단차를 형성함으로써 형성되는, 또는 상기 게이트전극을 구성하는 복수의 막으로 이루어지는
적층막에 단차를 형성함으로써 형성된다.

  다섯째로, 상기 장벽부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절연막에 열려진 개구부에 의해 생기는 장벽부, 박막트랜지스터
의 게이트전극이 가지는 단차에 의해 생기는 장벽부, 박막트랜지스터의 게이트전극내부에 형성된 홈이 가지는 단차에 의
해 생기는 장벽부, 박막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전극이 가지는 단차에 의해 생기는 장벽부 중, 적어도 두 개의 장벽부로
이루어진다.

  다음에, 역스태거형 박막트랜지스터에 적용되는 잔존레지스트패턴은,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채널부측에 잔존하는, 또
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의 소스·드레인전극 중 채널부측의 한 쪽의 소스·드레인전극상에만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박막트랜지스터는 상기 박막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소스·드레인전극 중 한 쪽의 소스·드레인전극이 다
른 쪽의 소스·드레인전극으로 둘러싸이는 형상으로 형성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1실시형태를 도 1 ∼ 도 5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도 1 ∼ 도 4는 제1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의 제조방
법, 도 5는 제1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의 1제조공정을 각각 나타내는 도면이고, 각 도면에 있어서 a는 TFT근방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식단면도이고, b는 a에 있어서 절단선 A-A'에 따른 모식단면도이다.

  제1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의 제조공정도면 중, 도 3a, 3b는, 본 발명의 패턴형성방법의 특징을 나타내는 공정이고, 이하
에 서술하는 다른 실시예 및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도, 제1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의 도 3a, 3b에 상당하는 제조공정에 특
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 서술하는 다른 실시형태의 설명에서는, 도 3a, 3b에 상당하는 제조공정을 중심으로 설명
하기로 한다.

  도 1 ∼ 도 4에, 도 1a의 게이트전극 배선패턴을 가지는 박막트랜지스터의 패턴형성방법을 제1실시예로 나타낸다.

  먼저, 절연기판(1)상에 하층금속막을 퇴적하고, 그 후, 하층금속막을 패터닝하여, 도 1a와 같이, 박막트랜지스터의 게이
트전극배선(2), 게이트전극배선(2)의 게이트전극부 주위에 갭(gap)에 의해 분리된 더미게이트전극(12)을 형성한다.

  다음에, 막두께 3500nm의 게이트절연막(3), 막두께 200nm의 비정질실리콘(a-Si)막(4), 막두께 50nm의 n+형비정질실
리콘(n+형a-Si)막(5) 및 상층금속막(6)이 순차로 퇴적된다.

  이 때, 상층금속막(6)의 상면에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게이트전극배선(2) 및 더미게이트전극(12)의 단차를 반영하여 갭
위에 간접적으로 리플로우저지홈(7)이 형성된다.

  다음에, 공지의 포토리소그래피기술로, 상층금속막(6)의 상면에 레지스트마스크(8)가 형성된다.

  여기서, 레지스트마스크(8)를 형성하는 경우, 통상의 막두께(약 3㎛)의 후레지스트마스크(18)와, 얇은 막두께(약
0.2∼0.7 ㎛)의 박레지스트마스크(28)로 나누어지도록 레지스트마스크(8)를 형성한다. 후레지스트마스크(18)는 채널부
(15)에 이웃한 선택영역 내에 형성된다. 선택영역은 채널부의 대향하는 외측들을 따라 형성된 영역이다. 즉, 소스·드레인
전극상의 채널부(15)에 이웃한 선택영역들 내에 위치된 레지스트막두께만을 두껍게 하고, 그 외의 부분의 막두께를 얇게
형성한다(도 1b).

  그리고, 후레지스트마스크(18) 및 박레지스트마스크(28)를 마스크로 하여 제1에칭을 행하여, 상층금속막(6) 및 n+형 a-
Si막(5)을 에칭한다.

  이 때, 상층금속막(6)은 습식에칭처리로, n+형a-Si막(5)은, SF6/HCl/He가스= 100/100/150sccm, 10Pa,1000W, 60초

의 건식에칭처리에 의해 형성한다. 또한, 이 후, O2플라즈마분위기 중에서 애싱처리, 즉 02 = 400sccm, 압력 20Pa, RE파

워1000W, 120초 처리한다. 이 플라즈마애싱처리에 따라 레지스트마스크(8)의 두께는 감소되며, 그에 따라 박레지스트마
스크(28)는 제거되고 후레지스트마스크는 그 두께가 감소된다.

  이와 같이 해서, 도면 2a,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드레인전극용의 옴접촉층(11), 소스전극용의 옴접촉층(10)과 드레인전
극(14), 소스전극(13)이 형성되고, 채널부(15)에 이웃한 선택영역 내의 감소된 두께의 후레지스트마스크(18)만이, 리플로
우변형처리를 받기 전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38)로 잔존한다.

  다음에, 잔존레지스트마스크(38)에 대해, 27℃에서, ECA(에틸셀솔브아세테이트), 또는 NMP(N-메틸-2-피롤리디논)
등의 유기용매함유용액의 증기 중에 1∼3분간 노출시키면, 상기 유기용매함유용액이 잔존레지스트마스크(38)에 서서히
침투하여 레지스트마스크의 용해를 야기시키고, 리플로우(이하, 리플로우변형이라 함)하여 잔존레지스트마스크(38)는 변
형레지스트마스크(48)로 된다(도 3b).

  이 잔존레지스트마스크(38)의 리플로우변형시에 있어서,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의 일부는 TFT의 채널부(15) 내로 유
입되어 채널부(15)상에서 합체하여 일체가 되는 한편, 나머지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는 채널부(15)로부터 멀어지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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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확장되어, 게이트전극배선(2) 및 더미게이트전극(12) 사이의 갭 위에 형성된 리플로우저지홈(7) 내로 유입되어, 변
형레지스트마스크(48)가 채널부(15)를 포함하는 형상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리플로우저지홈(7)은 게이트전극의 4면 중
반 이상을 둘러싸는 구조를 가진다. 이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의 확장상태를 평면적으로 나타낸 것이 도 3a이다.

  여기서,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는, 더미게이트전극(12)에 의한 리플로우저지홈(7)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영역으로의
확장의 일부는, 도 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게이트전극선(2)에 의해 생긴 게이트절연막(3)의 계단장벽(17)에 의해 그 바깥
으로의 유출이 저지되게 된다. 즉, 잔존레지스트마스크(38)는 리플로우변형을 받아서 횡방향으로 확장이 시작되면, 채널
부(15)에는 드레인전극(14) 및 소스전극(13)상의 양방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38)가 유입되게 때문에, 드레인전극(14)와
소스전극(13)의 사이에 위치된 채널부(15) 위를 레지스트가 매립해 버리고, 그 결과 잔존레지스트마스크(38)의 확장은 채
널부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잔존레지스트마스크(38)의 채널부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의 확장
은, 잔존레지스트마스크(38)에 있어 최초의 장벽이 되는 리플로우저지홈(7) 및 계단장벽(17)의 장벽부에 의해 저지되게
된다.

  다음에,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를 마스크로 a-Si막(4)에 제2에칭을 행하여 a-Si막(4)으로 이루어지는 아일랜드층(24)
을 형성하고, 이어서, 레지스트박리로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를 제거함으로써, 도 4a,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역스태거
형 박막트랜지스터가 형성된다.

  여기서,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로 덮이지 않는 영역의 a-Si막(4)은, 드레인전극(14), 소스전극(13)을 마스크로 하기 때
문에, 아일랜드층(24)은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 및 소스전극(14), 드레인전극(13)을 병합한 영역을 패턴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 이하의 공정의 설명은 생략하나, 예로서, 화소전극, 패시베이션막 등이 형성되고, 액티브매트릭스TFT-LCD소자가 형
성되게 된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레지스트마스크를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레지스트마스크에 유기용제를 침투시켜서 용해시킴으로써
약액용해리플로우를 사용한 패턴변형예를 사용하여 설명했으나, 레지스트마스크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도포막패턴을 이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약액에 관해서도, 레지스트마스크가 물에 용해되는 경우에는, 약액으로써 적어도 물을 포함
하는 수용액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레지스트에 큰 변형을 생기게 하는 것이 가능하면, 가열에 의한 리플로우변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제1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제조공정을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의 게이트전극배선패턴은, 제1실시예와 달리, 더미게이트전극(22)이 게이트전극배선(2) 중 TFT소자가 되는 게
이트전극부의 주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형성된다. 즉, 게이트전극(2)의 일면은 게이트전극배선(2)으로 경계지어지
고, 더미게이트전극(22)은 게이트전극(2)의 나머지 세면들을 따라 확장한다. 이 때문에, 게이트전극배선(2) 및 더미게이트
전극(22)에 의해 드레인전극(14) 및 소스전극(13)의 표면에 생기는 리플로우저지홈(27)은 박막트랜지스터의 채널부(15)
의 주위에서 U자형으로 형성되고, 이는 게이트전극의 4면 중 적어도 3면을 둘러싸는 구조를 가지며, 도 2와 마찬가지로
형성된 잔존레지스트마스크가, 리플로우변형처리를 받았을 때에 그 확장하는 방향으로 최초의 장벽이 되는 리플로우저지
홈(27)에 의해 그 확장이 저지되어, 도 5a, 5b에 나타나는 변형레지스트마스크(58)와 같이 된다.

  따라서, a-Si막(4)으로 이루어지는 아일랜드층(도시생략)은,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변형레지스트마스크(58) 및 드레
인전극(14), 소스전극(13)의 패턴을 마스크로 하여 형성되게 된다.

  상기 더미게이트전극(22)의 형상 이외는, 제1실시예와 같기 때문에, 도 5의 전후 제조공정의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실시형태를 도 6 ∼ 도 9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도 6∼ 도 9는, 제2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의 제조방
법을 제조공정순서대로 나타낸 도면이고, 도 10은 제2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의 제조방법 중 최초의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각 도면에 있어서, a는 TFT근방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식평면도이고, b는 a에 있어서 절단선 A-A'에 따른 모식
단면도이다.

  먼저, 절연기판(101)상에, 포토리소그래피법으로 게이트전극배선(102)을 에칭형성한다. 다음에, 제1실시형태와 동일하
게 게이트절연막(103), a-Si막(104), n+형a-Si막(105)을 순차퇴적한다.

  다음에, 여기가 제1실시형태와 다른 부분이나, 포토리소그래피법으로 게이트전극배선(102)의 게이트전극부의 주위에,
게이트전극배선(102)과 교차하지 않도록 n+형a-Si막(105), a-Si막(104), 게이트절연막(103)을 에칭제거하여 U자형의
개구부(109)를 형성한다(도 6a, 6b).

  다음에, 개구부(109)를 덮는 상층금속막(106)을 퇴적한다. 이 때, 개구부(109)를 덮는 상층금속막(106)에는 개구부
(109)의 단차를 반영한 리플로우저지홈(107)이 형성된다. 이어서, 공지의 포토리소그래피기술로, 상층금속막(106)상에
제1실시형태와 같은 방법으로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한다.

  즉, 레지스트마스크로서, 막두께 약 3㎛의 후레지스크마스크와, 막두께 약 0.2∼0.7㎛의 박레지스트마스크를, 소스·드레
인전극상의 채널부(115)에 이웃한 선택영역에 형성한다. 선택영역은 직사각형의 채널부(115)의 대향하는 외측들을 따라
위치된다. 그리고 후레지스트마스크와 박레지스트마스크를 마스크로 하여 제1에칭을 행하여 상층금속막(106) 및 n+형
a-Si막(105)을 에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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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O2플라즈마분위기 중에서 에싱처리하여, 레지스트마스크 중 박레지스트마스크가 제거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도 7a, 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드레인전극용의 옴접촉층(111), 소스전극용의 옴접촉층(110)과 드레인
전극(114), 소스전극(113)이 형성되고, 채널부(115)에 이웃한 선택영역 내의 후레지스트마스크만이 리플로우형성처리를
받기 전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138)로 남는다.

  다음에, 잔존레지스트마스크(138)에 대해서, 제1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하여 레지스크마스크의 용해를 생기게 하여 리플
로우변형시키고, 변형레지스트마스크(148)로 한다(도 8a, 8b).

  이 잔존레지스트마스크(138)의 리플로우변형시에 있어서, 변형레지스트마스크(148)의 일부는 TFT의 채널부(115)내로
유입되어, 채널부(115)상에서 합체하여 일체가 되는 한편, 나머지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는 채널부(115)로부터 멀어지
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개구부(109)의 단차로 생긴 리플로우저지홈(107)에 의해 그 확장이 저지되고, 남은 방향으로의 확
장의 일부는 게이트전극배선(102)에 의해 생긴 게이트절연막(103)의 계단장벽(117)(도면중 화살표로 나타냄)에서 저지
됨으로써, 변형레지스트마스크(148)가 채널부(115)를 포함하는 형상으로 형성된다. 이 변형레지스트마스크(148)의 확장
상태를 평면적으로 나타낸 것이 도면 8a이다.

  다음에, 변형레지스트마스크(148)를 마스크로 하여 a-Si막(104)에 제2에칭을 행하여, a-Si막(104)으로 이루어지는 아
일랜드층(124)을 형성한다. 여기서, a-Si막(104)으로 이루어지는 아일랜드층(124)은, 제1실시형태와 마찬가지로, 변형레
지스트마스크(148) 및 드레인전극(114), 소스전극(113)의 패턴을 마스크로 하여 형성되게 된다.

  이어서, 레지스트박리로 변형레지스트마스크(148)를 제거하고 도 9a, 9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스태거형 박막트랜지스
터가 형성된다.

  이 이후의 공정설명은 생략하나, 예로써, 화소전극, 패시베이션막 등이 형성되고, 액티브매트릭스TFT-LCD소자가 형성
되게 된다.

  다음에, 제2실시형태의 제2실시예로서, 제1실시예의 U자형의 개구부 대신에, 환형(annular-shaped)의 개구부(129)를
마련하여 리플로우저지홈(127)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2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에서는,
개구부(109)를 게이트전극(102)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 게이트전극(102)의 4면 중 3방향에서 개구부(109)가 게
이트전극(102)을 불완전하게 둘러싼 형태였다. 이에 반해, 제2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에서는, 개구부(109)가 환형으로 형
성되어서 개구부(129)가 게이트전극(102)의 모든 방향을 완전히 둘러싸게 된다. 이는 제1실시예와 달리, 얕은 깊이로 형
성되기 때문에, 개구부(129)가 게이트전극배선(102)으로부터 분리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제1실시
예의 도 8에 상당하는 공정만을 나타내기로 한다.

  먼저, 절연기판(101)상에 게이트전극배선(102), 게이트절연막(103), a-Si막(104), n+형a-Si막(105)을 순차로 퇴적하
고, 게이트전극배선(102)의 게이트전극부의 주위에 환형으로 n+형 a-Si막(105), a-Si막(104), 게이트절연막(103)을 에
칭제거하여 환형의 개구부(129)를 형성한다.

  이 때, 환형의 개구부(129)는 게이트절연막(103)을 관통하는 개구는 아니고, 게이트절연막(103)을 그 표면으로부터 일
부 에칭제거하여 형성한 것에 본 실시예의 특징이 있다. 이 개구부(129)의 구조를 더욱 용이하게 얻기 위해서, 게이트절연
막의 구조를, 하층이 SiNx막, 상층이 실리콘산화막의 적층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에, 이 개구부(129)를 덮는 상층금속막을 퇴적하면, 개구부(129)를 덮는 상층금속막에는 개구부(129)의 단차를 반
영한 리플로우저지홈(127)이 형성된다.

  이 공정 이후에는, 제1실시예와 마찬가지 단계를 포함하고, 잔존레지스트마스크에 대해서, 레지스트마스크의 용해를 생
기게 하여 리플로우변형시키고, 변형레지스트마스크(158)로 한다(도 10a, 10b).

  본 실시예에서는 개구부가 환형이기 때문에, 제1실시예에서 생긴 계단장벽(117)(도면중 화살표로 나타냄)에 따른 레지
스트의 확장을 억제할 수 있고, 그 결과 아일랜드층의 면적을 제1실시예보다도 작게 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3실시형태를 도 11 ∼ 도 13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도 11 ∼ 도 13은 제3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의
제조방법을 제조공정순으로 나타낸 도면이고, 도 14 ∼ 도 16은 제3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의 제조방법을 제조공정순으로
나타낸 도면이고, 각 도면에 있어서, a는 TFT근방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식평면도이고, b는 a에 있어서 절단선 B-B'에 따
른 모식단면도이다. 본 실시형태는, 소스·드레인 전극배선의 특수한 패턴에 의해 리플로우저지홈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먼저, 절연기판(201)상에 하층금속막을 퇴적하고, 그 후, 하층금속막을 패터닝하여, 도 11a와 같이, 박막트랜지스터의 게
이트전극배선(202)을 형성한다.

  다음에, 게이트절연막(203), a-Si막(204), n+형a-Si막, 상층금속막이 순차로 퇴적된다.

  다음에 공지의 포토리소그래피기술로, 상층금속막상에 레지스트마스크가 형성되나, 레지스트마스크는 후레지스트마스
크(218) 및 박레지스트마스크(228)로 이루어지도록 형성되고, 후레지스트마스크(218)는 소스·드레인전극상의 채널부
(215)에 이웃한 선택영역 내에 형성되고, 그 외의 부분에 박레지스트마스크(228)가 형성된다(도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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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박레지스트마스크(228)의 패턴은,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의 형성에 의해 채널부(215)에 이웃한 선택영역에 단차
를 생기게 함으로써, 채널부(215)근방에 클로스해치로 나타내는 더미소스전극(233) 및 더미드레인전극(234)이 형성되도
록 레이아웃된다.

  그리고, 후레지스트마스크(218) 및 박레지스트마스크(228)를 마스크로 하여 상층금속막 및 n+형 a-Si막을 에칭하면, 드
레인전극용의 옴접촉층(211), 소스전극용의 옴접촉층(210)과 드레인전극(214), 소스전극(213), 더미드레인전극(234), 더
미소스전극(233)이 형성되고, 드레인전극(214), 소스전극(213), 더미드레인전극(234), 더미소스전극(233)에 끼워진 영역
에 리플로우저지홈(207)이 형성된다(도 11a).

  다음에, 레지스트마스크 중 박레지스트마스크(228)를 제거하고 후레지스트마스크(218)가 남도록 처리하면, 도 12a 및
도 12b와 같이, 채널부(215)근방의 후레지스트마스크(218)만이 리플로우변형처리를 받기 전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
(238)로써 남는다.

  다음에, 잔존레지스트마스크(238)에 용해를 생기게 하여 변형레지스트마스크(248)로 한다(도 13a, 도 13b).

  이 잔존레지스트마스크(238)의 리플로우변형시에 있어서, 변형레지스트마스크(248)의 일부는 TFT의 채널부(215)내로
유입되어 채널부(215) 상에서 합체하여 일체가 되는 한편, 나머지 변형레지스트마스크(248)는 채널부(215)로부터 멀어지
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드레인전극(214), 소스전극(213), 더미드레인전극(234), 더미소스전극(233)에 의해 형성되는 리
플로우저지홈(207) 및, 게이트전극배선(202) 의해 형성되는 계단장벽(217)에 의해 저지됨으로써, 변형레지스트마스크
(248)가 채널부(215)를 포함하는 형상으로 형성된다. 이 변형레지스트마스크(248)의 확장의 상태를 평면적으로 나타낸
것이 도 13a이다.

  이 후, 변형레지스트마스크(248)를 마스크로 a-Si막(204)에 제2에칭을 행하여, a-Si막(204)으로 이루어지는 아일랜드
층(도시생략)을 형성하나, 아일랜드층의 패턴은 도 13a의 변형레지스트마스크(248), 드레인전극(214)(드레인전극(214)
에 접속하는 드레인배선도 포함), 소스전극(213), 더미드레인전극(234), 더미소스전극(233)을 합체시킨 패턴이 된다.

  다음에, 제3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의 제조방법을, 도 14 ∼ 도 1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각 도면에 있어서, a는 TFT근방
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식평면도이고, b는 a에 있어서 절단선 C-C'에 따른 모식단면도이다. 제1실시예와는, 소스전극(소스
전극에 접속하는 소스배선도 포함), 드레인전극, 더미소스전극, 더미드레인전극의 레이아웃 및 레지스트마스크의 구성이
다르다.

  먼저, 절연기판(201)상에 게이트전극배선(242)을 형성하나, 박막트랜지스터부분의 형상을 원형으로 하고, 또한, 게이트
전극배선(242)의 원형부분으로부터 고립한 사각형의 더미게이트전극(252)을 형성하면, 게이트전극배선(242)의 원형부분
과 더미게이트전극(252)과의 사이에 리플로우저지홈(후술하는 리플로우저지홈(247)에 상당하는 개소)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에, 게이트절연막(203), a-Si막(204), n+형a-Si막, 상층금속막을 순차로 퇴적하고, 공지의 포토리소그래피기술로,
상층금속막상에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나, 레지스트마스크는, 후레지스트마스크(258) 및 박레지스트마스크(268)로 이
루어지도록 형성되고, 또한, 드레인전극 중 박막트랜지스터로서 기능하는 원형상의 영역상에만 후레지스트마스크(258)가
형성되고, 그 외의 부분의 막두께는 얇게 형성된다(도 14b).

  또한, 소스전극이 되는 영역상의 박레지스트마스크(268)의 패턴은, 원형상의 후레지스트마스크(258)를 포함하는 환형패
턴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후레지스트마스크(258) 및 박레지스트마스크(268)를 마스크로 하여, 상층금속막 및 n+형a-Si막을 에칭하면, 드
레인전극용의 옴접촉층(251), 소스전극용의 옴접촉층(250)과 드레인전극(254), 소스전극(253)이 형성되고, 드레인전극
(254), 소스전극(253)사이에 형성된 채널부(255)가 리플로우저지홈(227)이 된다(도 14a, 14b).

  이 실시예에서는 상기와 같이, 박막트랜지스터로 기능하는 영역에 있어서, 드레인전극 쪽으로 원형상의 패턴을 형성하
고, 소스전극 쪽에 원형상의 드레인전극을 포위하는 환형패턴을 형성했으나, 이 반대의 경우, 즉 소스전극 쪽에 원형상의
패턴을 형성하고, 드레인전극 쪽에 원형상의 소스전극을 포위하는 환형패턴을 형성해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원형상의 소스전극상에 후레지스트마스크가 형성된다.

  그 후, O2플라즈마분위기 중에서 에싱처리하고, 레지스트마스크 중 박레지스트마스크(268)가 제거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도 15a 및 도 1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채널부(255)에 면하는 소스전극(254)상의 후레지스트마스크
(258)만이, 리플로우변형처리를 받기 전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278)로써 남는다.

  다음에, 잔존레지스트마스크(278)에 대해서, 제1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하여 레지스트마스크의 용해를 생기게 하여 리플
로우변형시키고, 변형레지스트마스크(288)로 한다(도 16a, 16b).

  이 잔존레지스트마스크(278)의 리플로우변형시에 있어서, TFT채널부(255)측으로의 레지스트의 확장은, 소스전극
(253)방향에 있어서는, 리플로우저지홈(227)의 장벽부(소스전극(253)의 채널부측의 측면)에서 저지되는 한편, 소스전극
(253)이 없는 방향에서는, 게이트전극배선(242) 및 더미게이트전극(252)의 단차에 의해 생기는 게이트절연막(203)의 리
플로우저지홈(247)의 장벽부에서 그 일부가 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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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실시예에서는, 박막트랜지스터의 소스전극의 형상을 환형으로 하여, 변형레지스트마스크의 확장을 저지하는 방법을
나타냈으나, 게이트전극을 사각형으로 하고, 그것에 맞춰서 드레인전극도 사각형으로 하고, 소스전극을 사각형의 환형패
턴으로 하는 것도, 본 실시형태의 변형예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제1실시형태로부터 제3실시형태의 제1실시예까지의 패턴형성방법에서는, 채널부측의 소스전극 및 드레인
전극상에 잔존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했으나, 제3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와 같이, 어느 한 쪽의 전극상에만 남기는 방법도,
본 발명의 다른 적용형태로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4실시형태에 대해서, 도 17 ∼ 도 2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각 도면에 있어서, a는 TFT근방의 상태
를 나타내는 모식평면도이고, b는 a에 있어서의 절단선 E-E'에 따른 모식단면도이다. 제3실시형태의 제2실시예에서는 소
스전극이 드레인전극을 둘러싸는 형태였던 것을, 본 실시형태에서는 드레인전극이 소스전극을 둘러싸는 구조로 되어 있
다.

  먼저, 절연기판(401)상에 게이트전극배선(402)을 형성하나, 박막트랜지스터부분의 형상을 팔각형(다각형에 한정되지
않고, 원형이어도 됨)으로 한다. 다음에, 게이트절연막(403), a-Si막(404), n+형a-Si막, 상층금속막을 순차로 퇴적하고,
공지의 포토리소그래피기술로 상층금속막상에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나, 레지스트마스크(408)는 후레지스트마스크
(458) 및 박레지스트마스크(468)로 이루어지도록 형성된다. 레지스트마스크(408)는 소스전극의 전영역상 및 소스전극을
둘러싸는 드레인전극의 소스전극층상에만 레지스트두께를 두껍게 하고, 다른 드레인전극영역상은 얇게 한다. 이 때 후레
지스트마스크(458) 중, 드레인전극상의 부분의 폭을 노광해상도 이하의 폭(포토레지스트의 경우를 전제로 함)의 2.0㎛으
로 해 두면, 도면과 같이 소스전극상의 후레지스트마스크(458)보다도 얇게 형성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의 레지스트마스크(408)를 마스크로 하고, 상층금속막, n+형a-Si막을 순차로 에칭제거한다. 이 공정에서
소스전극(453), 그 아래의 옴접촉층(450), 드레인전극(454), 그 아래의 옴접촉층(451), 채널영역(455)이 형성된다(도
17a, 17b).

  다음에, 제1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하여 레지스트마스크(408)를 에칭하여, 박레지스트마스크(468)를 완전히 제거하고, 후
레지스트마스크(458)의 남겨진 부분을 잔존레지스트마스크(478, 479)로 한다. 이 때, 소스전극의 경(徑)을 6.0㎛, 드레인
전극의 폭을 5.0㎛, 드레인전극 중 두꺼운 레지스트를 형성하는 영역의 폭을 2.0㎛으로 하고, 레지스트마스크(408)의 에
칭전의 두께를 소스전극상에서 2.5㎛, 드레인전극상에서 2.0㎛으로 하면, 박레지스트마스크(468)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남는 잔존레지스트마스크는, 소스전극상에서 2.0㎛두께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478), 드레인전극상에서 1.5㎛두께의 잔
존레지스트마스크(479)로 된다(도 18a, 18b).

  다음에, 잔존레지스트마스크(478) 및 잔존레지스트마스크(479)를 제1실시형태와 동일하게 하여 리플로우시키면 도
19b와 같이 된다. 이 때, 소스전극(453)상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478)는, 리플로우가 시작되면, 먼저, 소스전극와 드레인
전극으로 구성되는 홈으로 유입되고, 다음에, 홈의 저부(TFT의 채널영역(445))를 따라 이동하여, 결국에는 드레인전극
(454) 및 그 아래의 옴접촉층(451)으로 이루어지는 벽에 부딪치고, 횡방향으로의 확장이 정지된다. 도면 19a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잔존레지스트마스크(478)의 확장방향 중 지면을 향해서 아래쪽 방향에는, 그 확장을 저지하는 드레인전극이 없
으나, 이 경우에도, 소스전극(453)자체의 벽에 의해서, 그 확장을 억제할 수가 있다.

  한편, 드레인전극(454)상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479)는 채널영역(445)뿐 아니라 채널영역(445)으로부터 멀어지는 방
향으로도 확장하나, 레지스트두께가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의 거리를 작게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잔존레지스트마
스크(478, 479)의 리플로우 후의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8)의 평면형상은 도 19a와 같이 되고, 그 면적을 최소한으로 억
제할 수 있다.

  다음에,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8) 및 소스전극, 드레인전극 자체를 마스크로 하여 a-Si막(404)을 에칭제거하면, a-Si막
으로 이루어지는 아일랜드층(464)이 도 19b와 같이 형성되고, 평면형상으로는 도 19a의 굵은 선으로 나타내는 형상이 된
다.

  이와 같이 하여, TFT의 리플로우저지홈이 형성되나, 그 후, 질화막으로 이루어지는 패시베이션막(423)을 퇴적시키고,
소스전극(453)상에 접촉홀(491), 게이트전극배선(402)의 단자부상에 접촉홀(490)을 각각 개구하고, ITO막으로 이루어지
는 화소전극(492), 게이트단자전극(493)을 각각 형성한다(도 20a, 20b).

  다음에, 본 발명의 제5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에 대해서, 도 2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제4실시형태와 대비
하면, 채널영역 아래쪽의 게이트전극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제4실시형태의 도 19에 상당하는 공정만의 도면을 사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에 있어서, a는 TFT근방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식평면도이고, b는 a에 있어서의 절단선F-F'에 따른
모식단면도이다.

  채널영역아래 쪽의 게이트전극배선(402)에 일부 막두께가 얇은 영역, 즉, 게이트전극배선(402)에 게이트전극홈(494)을
형성한다. 게이트전극홈(494)은 단층의 Cr을 사용한 경우는 막두께방향으로 일부 에칭한다. 하층이 Cr, 상층이 알루미늄
의 적층금속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층의 알루미늄을 일부 에칭하면 된다. 이와 같이 해서, 게이트전극배선(402)에 게이트
전극홈(494)을 형성해 두면, 소스전극상에서는 게이트전극홈(494)의 단차에 의해 생기는 단차(도면중 화살표로 나타내는
개소)에 의해 레지스트리플로우시의 레지스트의 횡방향으로의 확장이 저지되고, 변형레지스트마스크(488)가 도면과 같이
형성된다. 물론, 게이트전극홈(494)의 단차에 의해 생기는 단차는, 소스전극상뿐만 아니라, 게이트절연막(403)상에도 형
성되기 때문에, 소스전극상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는 사방을 게이트전극홈(494)의 단차에 의해 생기는 단차와 드레인 전
극의 측면의 벽에 둘러싸임으로써, 그 평면형상은 그들의 형상에 따라 확정되게 된다. 따라서, 레지스트리플로우에 있어서
바깥방향으로 가장 유출하는 것은, 드레인전극상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의 리플로우에 의한 것이다.

  다음에 제5실시형태의 변형예인 제2실시예를 도 22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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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실시형태의 제1실시예에서는, 게이트전극홈(494)을 채널영역(445) 아래쪽 전체에 걸쳐서 형성했으나, 제2실시예에
서는 도 21a에 있어서 드레인전극(454)이 소스전극상의 잔존레지스트마스크를 완전히 둘러쌀 수 없는 방향의, 지면을 향
해서 아래쪽의 영역에만 게이트전극홈(495)(메쉬형상의 크로스해치로 나타내는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 경우, 게이트
전극홈(495)은 TFT의 채널영역(445)에 가능한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앙의 소스전극으로부터 떨어지게 형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6실시형태의 대해서, 도 2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는 제4실시형태와 다른 것이, 게이트
전극에 게이트전극홈을 형성하지 않고, 소스전극을 고립시킨 다각형으로 하고, 그 주위를 완전히 드레인전극으로 둘러싸
는 구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하지 않았으나, 소스전극상에 형성되는 잔존레지스트마스크는 모두, 레지스트리플로우
시에는 드레인전극의 측면의 벽으로 저지된다.

  본 실시형태의 경우, 소스전극(453)은 드레인전극(454)으로 완전히 둘러싸이고, 그 중앙에서 고립하는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화소전극과의 접속이, 소스전극, 드레인전극들 덮는 패시베이션막(423)을 개구하여 형성되는 접촉홀(497)을 통해
서 행해진다.

  또한, 게이트전극배선(402)의 단자부에도 접촉홀(490)이, 패시베이션막(423)과 게이트절연막(403)을 관통하여 형성된
다.

  접촉홀(497, 490)을 덮고 ITO막이 성막, 패터닝되고, 접촉홀(497)상에는 화소전극(496)이, 접촉홀(490)상에는 게이트
전극(493)이 각각 형성된다.

  또한, 이상에서 설명해 온 실시형태의 설명에서는, 게이트전극배선의 단차를 이용한 게이트절연막의 리플로우저지홈, 게
이트배선자체의 단차(홈), 게이트절연막에 형성한 리플로우저지홈, 소스 ·드레인 전극자체의 리플로우저지홈을 이용하여,
변형레지스트패턴의 확장을 저지하는 방법을 나타냈으나, 리플로우저지홈을 형성하는 방법은 이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예컨대, 절연기판자체에 홈을 형성하고, 그 홈의 단차를 이용한 리플로우저지홈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형태로서 서술했으나, 각각의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형태뿐만 아니라, 제조가능한
한, 각각의 실시형태를 임의로 조합시킨 다른 실시형태로서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패턴형성방법에서는, 하나의 레지스트패턴의 패턴을 변형(예로써, 레지스트마스
크에 유기용매, 또는 유기용액 중으로의 침지, 또는 증기노출에 의한 리플로우화)시킴으로써, 그 변형전후의 패턴의 차이
를 이용하고, 복잡한 패턴(즉, 다른 2패턴)을 간편하게 형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형하는 레지스트패턴이 확장하는 방향
으로 확장장벽이 되는 장벽부를 변형하는 레지스트패턴의 근방에 미리 형성해 두고, 그 장벽부에 의해 레지스트패턴의 확
장을 저지함으로써, 그 레지스트패턴의 변형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목적하는 레지스트패턴을 얻을 수 있다. 실용상
의 적용형태로는, 박막트랜지스터의 비정질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아일랜드층을 형성함에 있어서, 레지스트마스크의 막두
께 차이를 이용하고, 두꺼운 쪽의 레지스트마스크를 2회의 에칭공정으로 사용함으로써 PR공정의 단축을 실현할 수 있으
나, 그 때에 행해지는 레지스트마스크의 리플로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장벽부를 이용하면 아일랜드층의 면적을 최소한으
로 억제할 수 있고, 아일랜드층과 그 아래쪽의 게이트배선과의 기생용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 위에 변형유기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위에 유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유기막을 유기용매함유용액에 노출하여 상기 유기막의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상기 기판 위에 변형유기막을 형성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변형유기막의 형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유기막은 마스크패턴으로 사용되는 변형유기막의 형성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유기막은 마스크패턴으로 사용되어 상기 기판의 적층구조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변
형유기막의 형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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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출단계는 상기 기판을 상기 용액 내에 침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변형유기막의 형성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출단계는 상기 유기막을 상기 용액의 증기에 노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변형유기막의 형성방
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의 상기 변형은 상기 유기막을 용해하여 리플로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변형유기막의 형성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은 서로 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들을 포함하는 변형유기막의 형성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은 감광유기막을 포함하는 변형유기막의 형성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감광유기막은 포토레지스트막인 변형유기막의 형성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용매는 에틸셀로솔브아세테이트(ECA)와 N-메틸-2-피롤리디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변형유기막의 형성방법.

청구항 11.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위에 유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유기막을 유기용매함유용액에 노출하여 상기 유기막의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상기 기판 위에 변형유기막을 포함하
는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은 마스크패턴으로 사용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은 마스크패턴으로 사용되어 상기 기판의 적층구조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패턴형성
방법.

청구항 14.

등록특허 10-0500676

- 12 -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노출단계는 상기 기판을 상기 용액 내에 침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노출단계는 상기 유기막을 상기 용액의 증기에 노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의 상기 변형은 상기 유기막을 용해시키고 리플로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은 서로 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들을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은 감광유기막을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감광유기막은 포토레지스트막인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용매는 에틸셀로솔브아세테이트(ECA)와 N-메틸-2-피롤리디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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