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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패턴형성방법과 이를 이용한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패턴형성방법과 이를 이용한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은, 베이

스 필름 상에 감광성 표면활성제를 코팅하는 단계와; 표면활성제 상에 유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유기층 상에 소정패턴의

개구부가 형성된 마스크를 정렬 배치한 후 노광하여 표면활성제와 유기층 사이의 계면 점착력을 감소시키는 단계와; 절연

기판에 베이스 필름을 대응 접합시키는 단계와; 열을 가하여 유기반도체층과 절연기판 사이의 점착력을 증가시키는 단계

와; 베이스 필름을 상기 절연기판으로부터 분리시켜 노광된 표면활성제에 대응하는 유기층을 절연기판으로 전사시키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제조공정이 간단한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3b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베이스 필름 상에 감광성 표면활성제를 코팅하는 단계와;

상기 표면활성제 상에 유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유기층 상에 소정패턴의 개구부가 형성된 마스크로 노광하여 상기 표면활성제와 상기 유기층 사이의 계면 점착력을

감소시키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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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이스 필름을 절연기판에 대응 접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베이스 필름을 상기 절연기판으로부터 분리시켜 노광된 상기 표면활성제에 대응하는 상기 유기층을 상기 절연기판으

로 전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필름과 상기 절연기판의 접합 후, 열을 가하여 상기 유기층과 상기 절연기판 사이의 점착력을 증가시키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활성제와 상기 유기층은 소수성을 띠며,

상기 계면활성제는 노광에 의하여 친수성으로 변화되어 상기 계면활성제와 상기 유기층 사이의 계면 점착력이 감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는 상기 유기층의 상기 절연기판으로 전사될 영역에 대응하여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

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활성제는 t-Boc기(tertiary-butoxy carbonyl grou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활성제는 PGA(photo acid generato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7.

베이스 필름 상에 감광성 표면활성제를 코팅하는 단계와;

상기 표면활성제 상에 유기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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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기층 상에 소정패턴의 개구부가 형성된 마스크로 노광하여 상기 표면활성제와 상기 유기층 사이의 계면 점착력을

감소시키는 단계와;

상기 베이스 필름을 절연기판에 대응 접합시키는 단계와;

열을 가하여 상기 유기층과 상기 절연기판 사이의 점착력을 증가시키는 단계와;

상기 베이스 필름을 상기 절연기판으로부터 분리시켜 노광된 상기 표면활성제에 대응하는 상기 유기층을 상기 절연기판으

로 전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층은 유기반도체층을 포함하고, 상기 절연기판 상에는 서로 이격되어 채널영역을 정의하는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기 개구부는 상기 채널영역에 대응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필름과 상기 절연기판의 대응 접합단계는,

노광된 상기 표면활성제에 대응하는 유기층이 상기 채널영역에 대응하도록 상기 베이스 필름을 상기 절연기판에 대응 접

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층은 상기 채널영역으로 전사되어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의 일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드레인 전극과 일부 접하고 있는 화소전극을 더 포함하며,

상기 소스 전극, 상기 드레인 전극 및 상기 화소전극은 동일한 마스크를 사용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

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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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스 전극, 상기 드레인 전극 및 상기 화소전극은 ITO(indium tin oxide) 및 IZO(indium zinc oxide)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기판 상에는 매트릭스 형상의 블랙매트릭스가 마련되어 있고 상기 유기층은 컬러필터층을 포함하며,

상기 유기층은 상기 블랙매트릭스의 사이영역으로 전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는 상기 블랙매트릭스의 사이영역에 대응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층은 블랙매트릭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기판 상에는 박막트랜지스터와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와 연결되어 있는 화소전극이 마련되어 있고, 상기 유기층은

유기발광층을 포함하며,

상기 유기층은 상기 화소전극 상으로 전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는 상기 화소전극에 대응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8항, 제13항, 제15항 및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계면활성제와 상기 유기층은 소수성을 띠며,

상기 계면활성제는 노광에 의하여 친수성으로 변화되어 상기 계면활성제와 상기 유기반도체층 사이의 계면 점착력이 감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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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활성제는 t-Boc기(tertiary-butoxy carbonyl group)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활성제는 PGA(photo acid generator)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패턴형성방법과 이를 이용한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절연기판 상에 유기층의 패

턴을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는 패턴형성방법과 이를 이용한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표시장치 중에서 소형, 경량화의 장점을 가지는 평판표시장치(flat display device)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평판

표시장치는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전계발광장치(OLED) 등을 포함하며, 상기 표시장치 들은 공통적으로 소정의 패턴

으로 형성된 유기층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액정표시장치는 액정표시장치는 박막트랜지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박막트랜지스터 기판, 컬러필터가 형성되어

있는 컬러필터 기판 및 양 기판 사이에 액정층이 위치하고 있는 액정표시패널을 포함한다. 그리고, 박막트랜지스터 기판은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유기반도체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컬러필터 기판은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블랙매트릭스와 컬러필터

층을 포함할 수 있다.

유기반도체층은 증발법(EVAPORATION) 또는 잉크젯 방법을 통하여 소정의 패턴으로 형성되며, 블랙매트릭스와 컬러필

터층은 감광성 유기막을 절연기판 상에 균일하게 코팅한 후 노광 및 현상공정을 통하여 소정의 패턴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층을 형성하는 방법은 별도의 장비 또는 공정이 요구되어 공정이 복잡한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제조공정이 간단한 패턴형성방법과 이를 이용한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베이스 필름 상에 감광성 표면활성제를 코팅하는 단계와; 표면활성제 상에 유기층을 형성하

는 단계와; 유기층 상에 소정패턴의 개구부가 형성된 마스크로 노광하여 표면활성제와 유기층 사이의 계면 점착력을 감소

시키는 단계와; 베이스 필름을 절연기판에 대응 접합시키는 단계와; 베이스 필름을 절연기판으로부터 분리시켜 노광된 표

면활성제에 대응하는 유기층을 절연기판으로 전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에 의하여 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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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베이스 필름과 절연기판의 접합 후, 열을 가하여 유기층과 절연기판 사이의 점착력을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와 유기층은 소수성을 띠며, 계면활성제는 노광에 의하여 친수성으로 변화되어 계면활성제와 유기층

사이의 계면 점착력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개구부는 유기층의 절연기판으로 전사될 영역에 대응하여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표면활성제는 t-Boc기(tertiary-butoxy carbonyl group)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표면활성제는 PGA(photo acid generator)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베이스 필름 상에 감광성 표면활성제를 코팅하는 단계와; 표면활성제 상에 유기층

을 형성하는 단계와; 유기층 상에 소정패턴의 개구부가 형성된 마스크로 노광하여 표면활성제와 유기층 사이의 계면 점착

력을 감소시키는 단계와; 베이스 필름을 절연기판에 대응 접합시키는 단계와; 열을 가하여 유기층과 절연기판 사이의 점착

력을 증가시키는 단계와; 베이스 필름을 절연기판으로부터 분리시켜 노광된 표면활성제에 대응하는 유기층을 절연기판으

로 전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달성된다.

여기서, 유기층은 유기반도체층을 포함하고, 절연기판 상에는 서로 이격되어 채널영역을 정의하는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

극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구부는 채널영역에 대응하도록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베이스 필름과 절연기판의 대응 접합단계는, 노광된 표면활성제에 대응하는 유기층이 채널영역에 대응하도록 베

이스 필름을 절연기판에 대응 접합시킬 수 있다.

또한, 유기층은 채널영역으로 전사되어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의 일부와 접촉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드레인 전극과 일부 접하고 있는 화소전극을 더 포함하며, 소스 전극, 드레인 전극 및 화소전극은 동일한 마스크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소스 전극, 드레인 전극 및 화소전극은 ITO(indium tin oxide) 및 IZO(indium zinc oxide)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절연기판 상에는 매트릭스 형상의 블랙매트릭스가 마련되어 있고 유기층은 컬러필터층을 포함하며, 유기층은 블

랙매트릭스의 사이영역으로 전사될 수 있다.

그리고, 개구부는 블랙매트릭스의 사이영역에 대응하도록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유기층은 블랙매트릭스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절연기판 상에는 박막트랜지스터와 박막트랜지스터와 연결되어 있는 화소전극이 마련되어 있고 유기층은 유기발

광층을 포함하며, 유기층은 화소전극 상으로 전사될 수 있다.

그리고, 개구부는 화소전극에 대응하도록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계면활성제와 유기층은 소수성을 띠며, 계면활성제는 노광에 의하여 친수성으로 변화되어 계면활성제와 유기반도

체층 사이의 계면 점착력이 감소될 수 있다.

그리고, 표면활성제는 t-Boc기(tertiary-butoxy carbonyl group)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표면활성제는 PGA(photo acid generator)를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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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하에서 어떤 막(층)이 다른 막(층)의‘상에’형성되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두 막(층)이 접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두 막(층) 사이에 다른 막(층)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한

다.

도 1a 내지 도 1g는 본 발명에 따른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a 내지 2c는 표면

활성제에 광이 조사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다.

먼저, 도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필름(100) 상에 감광성의 표면활성제(110)를 코팅한다. 베이스 필름(100)은 통상

의 유리기판 또는 플라스틱 기판이 사용될 수 있으며, 친수성을 띨 수 있다. 표면활성제(110)는 소수성을 띠는 t-Boc기

(tertriary-butoxy carbonyl group)와 반응개시제로 PAG(광산발생제, photo acid generator)를 포함할 수 있다. PAG는

감광성 물질로 광이 조사되면 산(H+)이 발생되고, 발생된 산은 t-Boc기와 반응하여 표면활성제(100)를 소수성에서 친수

성으로 변화 시킨다. PAG의 예로는 NQD(naphoquinone diazide)가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소수성을 띠는 t-Boc기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n=1~20이다.

표면활성제(100)는 후술할 유기층(120)과의 점착력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도2a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기판(110)의 표면은 친수성을 띠고 있으며, 베이스 기판(110)에 소수성을 띠는 계면활성제(110)

를 코팅하면, 도2b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결합이 형성된다. 도2b에서B는 t-Boc기이다.

다음, 도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기층(120)을 형성한다. 유기층(120)은 소수성을 띠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표면활

성제(110)와의 점착력이 좋다. 유기층(120)은 슬릿 코팅 또는 스핀 코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그 후, 도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패턴의 개구부(12)가 형성된 마스크(10)를 유기층(120) 상에 정렬 배치시킨다. 마스

크(10)는, 도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정패턴으로 개구부(12)가 형성된 판상일 수 있다. 개구부(12)는 절연기판(200)에

형성하고자 하는 유기층(120)의 패턴에 대응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마스크(10) 상으로 광을 조사하여 개구부(12)

에 대응하는 표면활성제(110) 일영역(a)만을 노광시킨다. 여기서, 광은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을 포함한다. 한편 다른

실시예로, 도시되지 않았으나, 마스크(10)는 유기층(120) 상에 소정패턴의 개구부(12)가 마련된 마스크층일 수 있다. 이

경우, 마스크층은 광을 차단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감광물질일 수 있으며, 노광 후에 마스크층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노광처리에 의하여, 도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광된 일영역(a)의 표면활성제(110)는 아래의 반응메카니즘에 의하여 소

수성에서 친수성으로 성질이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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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P’는 소수성을 나타내는 기이고,‘F’는 친수성을 내타내는 기이다.

상기 반응메카니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광이 표면활성제(110)로 조사되면, 광에 의하여 PAG로부터 산(H+)이 발생되고,

발생된 산(H+)은 t-Boc기와 반응하면서 CH2=C-(CH3)2와 CO2가 빠져나가서, 베이스 기판(100)에는, 도2c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친수성기(HO)를 갖는 표면활성제(110)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반응에 의하여, 노광된 영역(a)의 표면활성제

(110)는 친수성을 띠고 유기층(120)은 소수성을 띠므로, 노광된 영역(a)의 표면활성제(110)와 유기층(120) 사이의 계면

점착력은 감소되게 된다.

이어, 도1e에 도시되 바와 같이, 소정패턴으로 박막(210)이 형성된 절연기판(200) 상에 베이스 기판(100)을 정렬 배치하

고, 베이스 기판(100)을 절연기판(200)에 대응 접합시킨다. 이 경우, 노광된 영역(a)이 절연기판(200) 상의 원하는 곳에

정확히 전사될 수 있도록 베이스 기판(100)을 정렬 하여 접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베이스 기판(100)과 절연

기판(200)에는 별도의 정렬키(미도시)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

다음, 도1f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호 접합된 베이스 필름(100)과 절연기판(200)에 열을 가하여 유기층(120)과 절연기판

(200) 사이의 접착력을 증가시킨다. 이 경우, 베이스 필름(100)과 절연기판(200)을 상호 가압하면서 열을 가할 수도 있다.

그 후, 도1g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베이스 필름(100)을 절연기판(200)으로부터 분리시키면 표면활성제(110)의 노광된 영

역(a)에 대응하는 유기층(120)의 일영역(b)은 절연기판(200)으로 전사된다. 유기층(120)의 일영역(b)이 절연기판(200)

상으로 전사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표면활성제(110)의 노광된 영역(a)과 유기층(120) 사이의 계면에는 소수성과 친수

성의 서로 다른 성질에 의하여 반발력이 발생된다. 반발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베이스 필름(100)을 절연기판(200) 방향으

로 가압하면서 열을 가하면, 유기층(120)과 절연기판(200) 사이의 계면 점착력이 증가되어 베이스 필름(100)의 분리시 유

기층(120)의 일영역(b)은 유기층(120)으로부터 분리되어 절연기판(200)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게 된다. 이에 의하여, 절

연기판(200) 상에 유기층(120)의 패턴을 간단하게 형성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을 이용한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설명에

앞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여러 종류의 표시장치 중에서 액정표시장치를 실시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도3a는 본 발명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 기판의 배치도이고, 도3b은 도3a의 Ⅲb-Ⅲb를 따른 단면도이다.

액정표시장치는 박막트랜지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박막트랜지스터 기판(300), 컬러필터가 형성되어 있는 컬러필터 기판

(400) 및 양 기판(300, 400) 사이에 액정층(미도시)이 위치하고 있는 액정표시패널(250)을 포함한다.

먼저, 박막트랜지스터 기판(300)은 절연기판(310)과, 절연기판(310) 상에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 배선(321, 323)과, 데이

터 배선(321, 323) 상에 형성되어 있는 층간절연막(330)과, 층간절연막(330)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배선(341, 343,

345)과, 게이트 배선(341, 343, 345) 상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절연막(350)과, 게이트 절연막(350) 상에 형성되어 있는

투명전극층(361, 363, 365, 367, 369), 및 투명전극층(361, 363, 365, 367, 369)의 적어도 일부분과 접하면서 게이트 절

연막(350) 상에 형성되어 있는 유기반도체층(370)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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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기판(310)은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절연기판(310)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경우 표시장치에 유

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절연기판(310)이 열에 약한 단점이 있다. 본 발명과 같이 유기반도체층(370)을 사

용하면 반도체층 형성을 상온, 상압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의 절연기판(310)을 사용하기 용이한 장점

이 있다. 여기서, 플라스틱 종류로는 폴리카본(polycarbon), 폴리 이미드(polyimide) , PES, PAR, PEN, PET 등이 가능하

다

데이터 배선(321, 323)은 상기 절연기판(310) 상에 형성되어 있다. 데이터 배선(321, 323)은 절연기판(310) 상에 일방향

으로 연장되어 있는 데이터선(321)과, 상기 데이터선(321)의 단부에 마련되어 외부로부터 구동 또는 제어신호를 전달 받

는 데이터 패드(323)를 포함한다. 데이터 배선(321, 323)의 재료로는 저렴하고 전도도가 좋은 Al, Cr, Mo, Au, Pt, Pd,

ITO, IZO 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배선(321, 323)은 상기 재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단일층 또는 복수의 층으로 마련될 수 있다.

절연기판(310) 상에는 층간절연막(330)이 데이터 배선(321, 323)을 덮고 있다. 층간절연막(330)은 데이터 배선(321,

323) 상에 위치하는 게이트 배선(341, 343, 345)과의 전기적 절연을 위한 층으로 벤조시클로부텐(BCB)과 같은 유기막,

아크릴계의 감광막 또는 유기막과 무기막의 이중층일 수 있다. 유기막과 무기막의 이중층의 경우 무기막으로는 수백 Å두

께의 질화 질화규소(SiNx) 또는 산화규소(SiOx)가 사용될 수 있으며, 유기막에서 유기반도체층(370)으로의 불순물 유입

을 방지한다. 그리고, 층간절연막(330)에는 데이터 배선(321, 323)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제1접촉구(331, 332)가 형성되

어 있다.

층간절연막(330) 상에는 게이트 배선(341, 343, 345)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 배선(341, 343, 345)은 상술한 데이터선

(321)과 절연 교차하여 화소영역을 정의하는 게이트선(341)과, 상기 게이트선(341)의 단부에 마련되어 외부로부터 구동

또는 제어신호를 인가 받는 게이트 패드(343)와, 게이트선(341)의 분지이며 후술할 유기반도체층(370)과 대응되는 곳에

형성되어 있는 게이트 전극(345)을 포함한다. 게이트 배선(341, 343, 345)도 데이터 배선(321, 323, 325)과 같이 Al, Cr,

Mo, Au, Pt, Pd 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단일층 또는 복수의 층으로 마련될 수 있다.

게이트 배선(341, 343, 345) 상에는 게이트 절연막(350)이 형성되어 있다. 게이트 절연막(350)은 내화학성 및 내플라즈마

성이 취약한 유기반도체층(370)으로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CB(벤조시클로부텐) 등과 같은 두터운 유기

막으로 제작된다. 다른 실시예로, 게이트 절연막(350)은 유기막과 무기막의 이중충일 수 있으며, 무기막으로는 실리콘 질

화물층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게이트 절연막(350)에는 상기 제1접촉구(331, 332)에 대응하는 제2접촉구(351, 352)

와 게이트 패드(343)를 노출시키는 제3접촉구(353)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게이트 절연막(350) 상에는 투명전극층(361, 363, 365, 367, 369)이 형성되어 있다. 투명전극층(361, 363, 365,

367, 369)은 제1 및 제2접촉구(331, 351)를 통하여 유기반도체층(370)과 일부분 접하는 소스 전극(361)과, 유기반도체

층(370)을 사이에 두고 소스 전극(361)과 분리되어 있는 드레인 전극(363), 및 드레인 전극(363)과 연결되어 화소영역의

일부를 채우고 있는 화소전극(365)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 및 제2접촉구(332, 352)를 통하여 데이터 패드(323)와 연결

되어 있는 데이터 패드 접촉부재(367)와 제3접촉구(353)을 통하여 게이트 패드(343)와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 패드 접촉

부재(369)을 더 포함한다. 투명전극층(361, 363, 365, 367, 369)은 ITO(indium tin oxide) 또는 IZO(indium zinc oxide)

따위의 투명한 도전 물질로 만들어 진다. 소스 전극(361)은 제2접촉구(351)룰 통하여 데이터선(321)과 물리적ㆍ전기적으

로 연결되어 화상신호를 전달 받는다. 그리고, 게이트 전극(345)을 사이에 두고 소스 전극(361)과 이격 되어 채널영역(C)

을 정의하는 드레인 전극(363)은 소스 전극(361)과 함께 박막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를 형성하며 각 화

소전극(365)의 동작을 제어 및 구동하는 스위칭 및 구동소자로서 작동한다.

게이트 절연막(350)의 게이트 전극(345) 상에는 유기반도체층(organic semiconductor layer, 370)이 위치하고 있다. 유

기반도체층(370)은 채널영역(C)을 덮고 있으며, 노출되어 있는 소스 전극(361)과 드레인 전극(363)의 일부를 덮고 있다.

유기반도체층(370)은 잉크젯 방법 또는 증발법(EVAPORATION)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유기반도체층(370)은 테트라센(tetracene) 또는 펜타센(pentacene)의

치환기를 포함하는 유도체이거나, 티오펜링(thiopene ring)의 2, 5위치를 통하여 4 내지 8개가 연결된 올리고티오펜

(oligothiopene)일 수 있다. 그리고, 유기반도체층(150)은 페릴렌테트라 카보실릭 디안하이드라이드

(perylenetetracarboxlic dianhidride, PTCDA) 또는 그의 이미드(imide) 유도체이거나 나프탈렌테트라 카보실릭 디안하

이드라이드(naphthalenetetracarboxlic dianhydride, NTCDA) 또는 그의 이미드(imide) 유도체일 수 있다. 또한, 유기반

도체층(150)은 금속화 프타로시아닌(metallized pthalocyanine) 또는 그의 할로겐화 유도체이거나 페릴렌 또는 코로렌과

그의 치환기를 포함하는 유도체일 수 있다. 여기서 금속화 프타로시아닌(metallized pthalocyanine)에 첨가되는 금속으로

는 구리, 코발트, 아연 등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기반도체층(370)은 티에닐렌(thienylene) 및 비닐렌(vinylene)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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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머(co-oligomer) 또는 코-폴리머(co-polymer)일 수 있으며, 티에닐렌(thienylene) 또는 코로렌(coroene)과 그들

의 치환기를 포함하는 유도체일 수 있고, 이러한 유도체들의 아로마틱(aromatic) 또는 헤테로아로마틱 링

(heteroaromatic ring)에 탄소수 1 내지 30개의 하이드로 카본 체인(hydrocarbon chain)을 한 개 이상 포함하는 유도체

일 수 있다.

유기반도체층(370)의 상부에는 보호층(380)이 형성되어 있다. 보호층(380)은 유기반도체층(370)의 특성이 열화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층으로, 폴리비닐알코올(PVA), 벤조시클로부텐(BCB) 등의 물질로 이루어진 유기막일 수 있으며, 아크

릴계 감광성 유기막일 수도 있다. 상기 보호층(380)은 제1접촉구(351)에서부터 채널영역(C)까지 덮도록 형성될 수 있다.

다음, 컬러필터 기판(400)에 대하여 설명한다. 컬러필터 기판(400)은 유리, 석영,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등의 절연성 재질

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절연기판(410)과, 절연기판(410)의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블랙매트릭스(420)와, 적색, 녹색

및 청색 또는 청록색, 자홍색 및 노랑색의 3원색을 갖는 컬러필터층(430), 컬러필터층(430) 상에 형성된 오버코트층(440)

과, 오버코트층(440) 상에 형성된 공통 전극(450)을 포함한다.

블랙매트릭스(420)는 절연기판(410) 상에 대략 매트릭스 형상 또는 격자무늬 형상으로 마련되어 있다. 블랙매트릭스

(420)는 일반적으로 적색, 녹색 및 청색 필터 사이를 구분하며, 박막트랜지스터 기판(300)에 위치하는 박막트랜지스터(T)

로의 직접적인 광조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블랙매트릭스(420)는 통상 검은색 안료가 첨가된 유기물질로 노광 및 현

상 공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상기 검은색 안료

로는 카본블랙이나 티타늄 옥사이드 등을 사용한다.

컬러필터층(430)는 각각 적색, 녹색 및 청색 또는 청록색, 자홍색 및 노랑색의 이 반복되어 형성되며, 액정층(미도시)을 통

과한 빛에 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컬러필터층(430)은 착색 유기물질로 공지의 안료 분산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질 수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유기층의 패턴형성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오버코트층(440)은 컬러필터층(430)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재질로는 아크릴계 에폭시 재료가 많이 사용된다.

공통 전극(450)은 ITO(Indium Tin Oxide) 또는 IZO(Indium Zinc Oxide) 등의 투명한 도전 물질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

통 전극(450)은 박막트랜지스터 기판(300)의 화소 전극(365)과 함께 액정층(미도시)에 직접 신호전압을 인가하게 된다.

이하, 도4a 내지 도4f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 기판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여러 가지의 유기층 중에서 유기반도체층(370)을 일예로 하여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을 이용한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나, 유기층은 상기 유기반도체층(370) 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층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설명이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설명된 부분은 도1a 내지 도1g를 참고하여 설명한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에 따른다.

먼저, 도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기판(310) 상에 데이터 배선(321, 323)을 형성한다. 절연기판(310)은 유리, 석영, 세

라믹 또는 플라스틱 등의 절연성 재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가용성(flexible) 평판표시장치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마련된 절연기판(310) 상에 데이터배선물질을 스퍼터링(sputtering) 등의 방법

으로 증착한 후, 사진식각(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하여 데이터선(321)과 데이터 패드(323)을 형성한다.

그 후, 도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기판(310) 상에 층간절연막(330)을 형성한 후, 층간절연막(330) 상에 게이트 배선

(341, 343, 345)을 형성한다.

층간절연막(330)은 질화규소(SiNx) 또는 산화규소(SiOx) 등의 무기물질, 또는 BCB(벤조시클로부텐) 등의 유기물질로 이

루어진 층간절연물질을 절연기판(310)과 데이터 배선(321, 323) 상에 도포하여 형성한다. 층간절연물질이 유기물질인 경

우에는 스핀 코팅 또는 슬릿 코팅 등의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무기물질인 경우에는 화학기상증착, 플라즈마 강화 화

학기상증착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유기층과 무기층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다.

이어, 층간절연막(330) 상에 Al, Cr, Mo, Au, Pt, Pd 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게이트배선물질을 스퍼터링

(sputtering) 등의 방법으로 증착한 후, 사진식각(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하여 게이트선(341), 게이트 패드(343) 및

게이트 전극(345)을 형성한다.

다음, 도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층간절연막(330)과 게이트 배선(341, 343, 345) 상에 BCB(벤조시클로부텐) 등과 같은

두터운 유기막의 게이트 절연막(350)을 형성한다. 다른 실시예로, 게이트 절연막(350)은 유기막과 무기막의 이중충일 수

있으며, 무기막으로는 실리콘 질화물층이 사용될 수 있다. 게이트 절연막(350)은 스핀 코팅 또는 슬릿 코팅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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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될 수 있다. 게이트 절연막(350)이 형성되면, 게이트 절연막(350) 상에 소정 패턴으로 마련된 감광막(미도시)을 형성

한 후, 상기 감광막(미도시)을 차단벽으로 이용한 에칭공정을 통하여 제1접촉구(331, 332), 제2접촉구(351, 352) 및 제3

접촉구(353)을 동시에 형성한다. 한편, 다른 방법으로, 제1접촉구(331, 332)와 제2 및 제3접촉구(351, 352, 353)는 각 공

정에서 별도로 형성될 수도 있다.

그 다음, 도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ITO(indium tin oxide) 또는 IZO(indium zinc oxide)와 같은 투명의 도전성 금속산화

물(투명 도전 물질)을 게이트 절연막(350) 상에 스퍼터링(sputtering) 또는 증발법(Evaporation)을 통하여 형성한 후, 사

진식각공정 또는 에칭공정을 이용하여 투명전극층(361, 363, 365, 367, 369)을 형성한다. 투명전극층(361, 363, 365,

367, 369)은 제1 및 제2접촉구(331, 351)를 통하여 유기반도체층(370)과 일부분 접하는 소스 전극(361)과, 유기반도체

층(370)을 사이에 두고 소스 전극(361)과 분리되어 있는 드레인 전극(363), 및 드레인 전극(363)과 연결되어 화소영역의

일부를 채우고 있는 화소전극(365)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1 및 제2접촉구(332, 352)를 통하여 데이터 패드(323)와 연결

되어 있는 데이터 패드 접촉부재(367)와 제3접촉구(353)을 통하여 게이트 패드(343)와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 패드 접촉

부재(369)을 더 포함한다.

그 후, 4e에 도시된 바와 같이, 투명전극층(361, 363, 365, 367, 369) 상에 표면활성제(510)와 유기반도체층(370)이 차례

로 적층되어 있는 베이스 필름(500)을 정렬 배치시킨다. 여기서, 상술한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에 따라, 채널영역(C)으로

전사될 유기반도체층(370)에 대응되는 표면활성제(510)의 적어도 일영역(d)은 노광처리에 의하여 소수성에서 친수성으

로 성질이 변화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노광된 영역(d)의 표면활성제(510)는 친수성을 띠고 유기반도체층(370)은 소수성

을 띠므로, 표면활성제(510)의 노광된 영역(d)과 유기반도체층(370) 사이의 계면 점착력은 감소되게 된다.

이어서, 도4f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광된 영역(d)이 채널영역(C)에 대응하도록 베이스 기판(500)을 절연기판(310)에 대

응 접합시킨다. 여기서, 노광시에는 소정 패턴의 개구부가 형성된 마스크가 사용되며, 개구부는 채널영역(C)에 대응하도록

마련된어 있다. 그리고, 상호 접합된 베이스 필름(500)과 절연기판(310)에 열을 가하여 유기반도체층(370)과 절연기판

(310) 사이의 계면 점착력을 증가시킨다. 그 후, 베이스 필름(500)을 절연기판(310)으로부터 분리시키면 표면활성제

(510)의 노광된 영역(d)에 대응하는 유기반도체층(370)은 채널영역(C)으로 전사된다. 유기반도체층(370)이 채널영역(C)

으로 전사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표면활성제(510)의 노광된 영역(d)과 유기반도체층(370) 사이의 계면에는 소수성과

친수성의 서로 다른 성질에 의하여 반발력이 발생된다. 반발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베이스 필름(500)을 절연기판(310) 방

향으로 가압하면서 열을 가하면, 유기반도층(370)과 게이트 절연막(350), 소스 전극(361) 및 드레인 전극(363)의 일부영

역 사이의 계면 점착력이 증가되어 베이스 필름(500)의 분리시 표면활성제(510)의 노광된 영역(d)에 대응하는 유기반도

체층(120)의 일영역은 유기반도체층(370)으로부터 분리되어 채널영역(C)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게 된다. 이에 의하여,

채널영역(C)에 유기반도체층(370)의 패턴을 간단하게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유기반도체층(370) 상에 보호층(380)을 형성한다. 보호층(380)이 감광성 유기막으로 이루어진 경우 경우 보호층

(380)은 코팅, 노광 및 현상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실리콘 질화물과 같은 무기막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착과 사진 식각

공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유기박막트랜지스터(Organic Thin Film Transistor: O-TFT)가 마련되어 있는 박막트랜지스터 기판(300)

이 제작된다.

이하, 도5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을 이용한 컬러필터 기판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하의 설명에서는 상술한 설명 및 공지의 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부분만 발췌하여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더욱 구체적

으로,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컬러필터층(630)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절연기판(610) 상에는 매트릭스 또는 격자무늬 형상의 블랙매트릭스(620)가 마련되어 있다. 표면활성제(710)와 컬러필터

층(630)이 차례로 적층되어 있는 베이스 필름(700)을 블랙매트릭스(620) 상에 정렬 배치시킨다. 컬러필터층(630)은 적

색, 녹색 및 청색 중 어느 하나이다. 여기서, 상술한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에 따라, 블랙매트릭스(620)의 사이영역으로 전

사될 컬러필터층(630)에 대응되는 표면활성제(710)의 적어도 일영역(e)은 노광처리에 의하여 소수성에서 친수성으로 성

질이 변화되어 있다. 여기서, 노광시에는 소정 패턴의 개구부가 형성된 마스크가 사용되며, 개구부는 블랙매트릭스(620)

의 사이영역에 대응하도록 마련된어 있다. 이에 의하여, 노광된 영역(e)의 표면활성제(710)는 친수성을 띠고 컬러필터층

(630)은 소수성을 띠므로, 표면활성제(710)의 노광된 영역(e)과 컬러필터층(630) 사이의 계면 점착력은 감소되게 된다.

이어서, 노광된 영역(e)이 블랙매트릭스(620)의 사이영역에 대응하도록 베이스 기판(700)을 절연기판(610)에 대응 접합

시킨다. 그리고, 상호 접합된 베이스 필름(700)과 절연기판(610)에 열을 가하여 컬러필터층(630)과 절연기판(610) 사이

의 계면 점착력을 증가시킨다. 그 후, 베이스 필름(700)을 절연기판(610)으로부터 분리시키면 표면활성제(710)의 노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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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e)에 대응하는 컬러필터층(630)은 블랙매트릭스(620)의 사이영역으로 전사된다. 이와 같은 공정에 의하여 적색, 녹

색 및 청색 중 어느 하나의 컬러필터층(630)이 형성되고, 다른 색의 컬러필터층(630)에 대하여 상술한 공정을 반복함으로

써 적색, 녹색 및 청색이 반복되어 있는 컬러필터층(630)이 완성된다. 이에 의하여, 블랙매트릭스(620)의 사이영역에 컬러

필터층(630)을 간단하게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블랙매트릭스(620)를 절연기판(610) 상에 소정의 패턴으로 형성하는 경우에도 적

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하에서는, 이하, 도6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을 이용한 OLED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상술한 설명 및 공지의 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부분만 발췌하여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유기발광층(840)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OLED는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 발광하는 유기물(유기발광층)을 이용한 자발광형 소자이다. OLED는 절연기판(810) 상에

형성되어 있는 박막트랜지스터(T), 박막트랜지스터(T)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소 전극(820), 화소 전극(820) 상

에 형성되어 있는 정공주입층(830)을 포함한다. 정공주입층(830)은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되어 있다. 정공주입층(830)은

저분자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열증착법에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도시된 바와 달리, 화소 전극(820)에 대응하도록

패터닝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정공주입층(830) 상에 각 화소 전극(820)에 대응하도록 적색, 녹색 또는 청색의 유기발광층(840)을 형성하기 위하여, 표

면활성제(910)와 유기발광층(840)이 차례로 적층되어 있는 베이스 필름(900)을 정공주입층(830) 상에 정렬 배치시킨다.

여기서, 상술한 유기층의 패턴형성방법에 따라, 화소 전극(820)으로 전사될 유기발광층(840)에 대응되는 표면활성제

(910)의 적어도 일영역(g)은 노광처리에 의하여 소수성에서 친수성으로 성질이 변화되어 있다. 여기서, 노광시에는 소정

패턴의 개구부가 형성된 마스크가 사용되며, 개구부는 화소 전극(820)에 대응하도록 마련된어 있다. 이에 의하여, 노광된

영역(g)의 표면활성제(910)는 친수성을 띠고 유기발광층(840)은 소수성을 띠므로, 표면활성제(910)의 노광된 영역(g)과

유기발광층(840) 사이의 계면 점착력은 감소되게 된다.

이어서, 노광된 영역(g)이 화소 전극(820)에 대응하도록 베이스 기판(900)을 절연기판(810)에 대응 접합시킨다. 그리고,

상호 접합된 베이스 필름(900)과 절연기판(810)에 열을 가하여 유기발광층(840)과 정공주입층(830) 사이의 계면 점착력

을 증가시킨다. 그 후, 베이스 필름(900)을 절연기판(810)으로부터 분리시키면 표면활성제(910)의 노광된 영역(g)에 대응

하는 유기발광층(840)은 정공주입층(830) 상으로 전사된다. 적색, 녹색 및 청색 중 어느 하나의 유기발광층(840)이 형성

되면 상술한 공정을 반복하여 다른 색의 유기발광층(840)을 각각 형성함으로써 간단하게 OLED를 제조할 수 있다.

종래에는, 유기발광층(840)을 화소 전극(820)에 대응하도록 패터닝하기 위하여 각 화소 전극(820)간을 구분하는 격벽(미

도시)이 필요하였다. 형성된 격벽(미도시)을 이용하여 잉크젯 방법 또는 열증착법을 통하여 적색, 녹색 또는 청색의 유기발

광층(840)을 각 화소 전극(820)에 대응하도록 패터닝 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적색, 녹색 및 청색 중 어느 하나의 유기발광층(840)이 마련된 베이스 필름(900)을 노광한 후에,

화소 전극(820)과 정공주입층(830)이 마련된 절연기판(810)에 접합 및 가열 시킴으로써 용이하게 정공주입층(830) 상에

화소 전극(820)에 대응하도록 유기발광층(840)을 패터닝할 수 있다. 또한, 격벽형성공정 등을 제거할 수 있어 공정이 간단

해진다.

비록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들이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원칙이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실시예를 변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과 그 균등물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제조공정이 간단한 패턴형성방법과 이를 이용한 표시장치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g는 본 발명에 따른 패턴형성방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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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내지 2c는 표면활성제에 광이 조사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며,

도 3a는 본 발명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 기판의 배치도이고,

도 3b은 도3a의 Ⅲb-Ⅲb를 따른 단면도이며,

도 4a 내지 도 4f는 본 발명에 따른 박막트랜지스터 기판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컬러필터 기판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OLED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의 부호에 대한 설명 *

10 : 마스크 12 : 개구부

100 : 베이스 필름 110 : 표면활성제

120 : 유기층 200 : 절연기판

210 : 박막 300 : 박막트랜지스터 기판

310 : 절연기판 321 : 데이터선

323 : 데이터 패드 330 : 층간절연막

331, 332 : 제1접촉구 341 : 게이트선

343 : 게이트 패드 345 : 게이트 전극

350 : 게이트 절연막 351, 352 : 제2접촉구

353 : 제3접촉구 361 : 소스 전극

363 : 드레인 전극 365 : 화소 전극

367 : 데이터 패드 접촉부재 369 : 게이트 패드 접촉부재

370 : 유기반도체층 380 : 보호층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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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도면1d

도면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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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f

도면1g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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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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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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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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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4d

도면4e

공개특허 10-2007-0080715

- 19 -



도면4f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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