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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 재료막을, 그 소정의 영역에 도전성을 부여함으로써, TFT의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로 가
공함과 동시에, 드레인부에 접속된 화소전극을 포함하는 도전(導電)요소로 가공한다.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진성(眞
性)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박막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채널 영역)으로 하고, 불순물을 첨가한 영역을 도전 요소로 
한다. 투명한 전극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산화물 반도체가 이용된다.

대표도
도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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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TFT 어레이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개략 종단면도이고, 도 1b는 동 평면도,

도 2a, 도 2b, 도 2c, 도 2d, 도 2e, 도 2f 및 도 2g는 각각 동 TFT 어레이의 제조공정의 일단계에서 기판의 상태를 나
타내는 주요부의 개략 종단면도,

도 3은 동(同) TFT 어레이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개략 종단면도,

도 4a 및 도 4b는 각각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TFT 어레이의 제조공정의 일단계에서 기판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부의 개략 종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인 TFT 어레이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개략 종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인 TFT 어레이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개략 종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TFT 어레이를 이용한 액정 표시패널을 나타내는 개략 종단면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TFT 어레이를 이용한 전계발광 표시패널을 나타내는 개략 종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인 TFT 어레이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개략 종단면도,

도 10a, 도 10b, 도 10c, 도 10d, 도 10e 및 도 10f는 각각 동 TFT 어레이의 제조공정의 일단계에서 기판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부의 개략 종단면도,

도 11a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인 TFT 어레이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개략 종단면도이고, 도 11b는 동 평면도,

도 12a, 도 12b, 도 12c 및 도 12d는 각각 동 TFT 어레이의 제조공정의 일단계에서 기판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부의 
개략 종단면도,

도 13은 동 TFT 어레이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개략 종단면도,

도 14는 TFT 어레이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한 평면도,

도 15는 IPS형 액정 표시패널에 이용하는 TFT 어레이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개략한 평면도,

도 16a, 도 16b, 도 16c, 도 16d, 도 16e, 도 16f, 도 16g 및 도 16h는 각각 종래의 TFT 어레이의 제조공정의 일단
계에서 기판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부의 개략 종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표시패널이나 전계발광(EL) 표시패널로 대표되는 평면 표시패널에 이용되는, 복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TFT)가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TFT 어레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그 제조공정을 간략화하기 위한 개
량에 관한 것이다.

이들 표시패널에 있어서, 단순 매트릭스형 그것을 대신하여, 화소의 제어를 위한 스위칭 소자로서 아모르퍼스 실리콘, 
다결정 실리콘 등을 이용한 박막 트랜지스터(TFT)가 배치된 액티브 매트릭스형의 것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 2 -



공개특허 특2002-0038482

 
TFT 어레이의 일예를 도 14에 나타낸다. 절연성의 기판상에, 박막 트랜지스터(TFT)(71)가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다. 동일한 열(列)상의 TFT(71)의 소스 영역에 접속된 소스 신호선(75)은, 구동회로(도시하지 않음)에서의 소스 신
호를 TFT(71)로 공급한다. 동일한 행(行)상의 TFT(71)의 게이트 전극에 접속된 게이트 신호선(76)은, 구동회로(도
시하지 않음)에서의 게이트 신호를 TFT(71)로 공급한다. 화소전극(72)은, TFT(71)의 드레인 영역에 접속되어 있다.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는, 또 표면에 액정분자의 초기배향을 규정하기 위한 배향막이 형성된다. 액정 표시패널
은, TFT 어레이와 표면에 대향전극을 구비한 대향기판이 액정층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배치된다. 액정 표시패널은, 
백라이트로부터의 광을 표시에 이용하는 투과형, 입사광을 반사하여 표시에 이용하는 반사형 및 투과형과 반사형 쌍방
의 기능을 구비한 반투과형으로 대별된다. 소위 IPS(In-plane Swithing)형의 액정 표시패널에서는, 도 15에 나타내
는 바와 같이, 화소전극(72) 및 대향전극(공통전극)(70)은 모두 빗살(comb)형으로 하여, 모두 TFT 어레이(1)상에 
배치된다.
    

전계발광(EL) 표시패널에서는, TFT 어레이의 화소전극상에 발광층 및 대향전극이 적층되어 배치된다.

종래, TFT 어레이는 예컨대 이하와 같이 하여 제조되고 있었다.

예컨대, 도 16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유리로 이루어지는 기판(52)의 표면에 산화규소로 이루어지는 언더 코트층(5
3)을 형성한 후,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고, 또 소정의 형상의 마스크(55a)를 이용한 에칭에 
의해, 형성하고자 하는 각 TFT용의 개편(個片)(54)에 반도체 재료막을 가공한다.

    
이어서, 도 16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반도체 재료막(54)이 형성된 기판(52)의 표면에 산화규소로 이루어지는 절연
층(56)을 형성하고, 또 도전층(57)을 형성한다. 소정의 패턴의 마스크(55b)를 이용한 에칭에 의해, 도전층(57)을 게
이트 신호선(도시하지 않음) 및 게이트 전극(58)으로 가공하고, 또 도 16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58)을 
마스크로 이용해서 반도체 재료막(54)에 p형 또는 n형의 불순물을 첨가하여 반도체 재료막(54)에 채널 영역(활성층)
(54a), 소스 영역(54b) 및 드레인 영역(54c)을 형성한다.
    

기판(52)의 표면에 이들을 덮고 절연층(59)을 형성한 후, 도 16d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소정의 형상의 마스크(도시
하지 않음)를 이용해서 소스 영역(54b) 및 드레인 영역(54c)의 바로 위의 절연층(56, 59)을 관통하는 콘택트 홀(60)
을 형성하고, 또 기판(52)의 표면에 도전층(61)을 형성한다.

소정의 패턴의 마스크(55c)를 이용해서 도전층(61)을 가공하여, 도 16e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소스 영역(54b)에 접
속한 소스 신호선(62) 및 드레인 영역(54c)에 접속한 콘택트층(63)을 형성한다. 반사형 액정 표시패널 등의 화소전극
이 투명해도 좋은 TFT 어레이에서는, 이 콘택트층이 화소전극으로 이용된다. 또, 반투과형 액정 표시패널용 어레이에
서는, 콘택트층이 반사표시용의 화소전극으로 이용된다.

투명한 화소전극이 요구되는 어레이에서는, 기판(52)의 표면에, 도 16f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절연층(64)을 형성한
다. 도 16g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절연층(64)에 콘택트층(63)이 노출된 콘택트 홀(65)을 형성하고, 또 인듐주석산화
물(ITO) 등의 투명 도전재로 이루어지는 도전막(66)을 형성한 후, 소정의 패턴의 마스크(55d)를 이용한 에칭에 의해, 
도 16h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도전막(66)을 화소전극(67)으로 가공한다.

상기와 같이 하여 화소전극을 형성한 후, 기판(52)의 표면에 예컨대 질화규소로 이루어지는 보호막을 형성하면, 톱(t
op) 게이트형의 TFT 어레이가 얻어진다.

바텀(bottom) 게이트형 TFT 어레이에 있어서는, 게이트 신호선 및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 후, 절연층을 사이에 두고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한다. 따라서, 불순물의 첨가에 또 마스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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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종래의 TFT 어레이의 제조에 있어서는, 반도체 재료막의 가공, 게이트 전극 및 게이트 신호선의 형성, 콘
택트 홀의 형성, 소스 신호선의 형성, 화소전극의 형성, 불순물의 첨가 등에 각각 특정한 패턴을 가지는 마스크를 이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TFT 어레이의 제조에는 약 5~9매의 포토마스크가 사용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마스크 수의 저감이나 공정의 간략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예컨대, 다이오드 어레이에 있어서는, 일본특허공표소 62-502361호 공보에, 포토마스크의 사용 매수를 2매로까지 저
감하는 것이 가능한 제조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을 그대로 TFT 어레이의 제조에 전용할 수는 없다. 또
한, 다이오드는 TFT와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고속 구동에서의 특성이 떨어진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간단한 공정으로 TFT 어레이를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서는, 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 재료막의 소정의 영역에 도전성을 부여함으로써, 반도체 재료막을 TFT의 채널
부(활성층), 소스부 및 드레인부로 가공함과 동시에, 드레인부에 접속된 화소전극을 포함하는 도전 요소로 가공한다. 
화소전극은, 드레인부와 일체로 형성된다.

    
반도체 재료막은, 기본적으로는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진성반도체, 즉 소위 i형 반도체로 이루어진다. 반도체 재료막
의 도전 요소로 가공하고자 하는 영역에는,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해, p형 또는 n형의 불순물로서, 반도체 재료막을 구성
하는 원소 이외의 특정 원소가 첨가된다. 첨가된 불순물은, 층(層)의 내부에서 전기 전도에 기여하는 캐리어로서 동작
한다. 따라서, 첨가된 영역에서는 높은 도전성을 나타낸다. 즉, 반도체 재료막의 소정의 영역을 도전 요소로 가공할 수 
있다. 반도체 재료막의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영역은, TFT의 채널부로서 기능한다.
    

불순물의 첨가로는, 열확산법, 레이저 도핑법, 플라즈마 도핑법, 이온 주입법 등 공지의 기술이 이용된다. 예컨대, 소스 
신호선 등 형성된 도전 요소를 소스로서 열확산법에 의해 그 구성 원소를 반도체 재료막에 확산시킬수 있다.

채널부는, 1012 개/㎠ 정도의 저농도의 불순물을 포함하여도 된다. 채널부에 저농도의 불순물을 확산시켜 놓으면, 소스
부-드레인부 사이의 누설전류가 작다.

    
반도체 재료막은, 그들로의 도전성 부여의 전(前) 또는 후(後)에, 형성하고자 하는 요소에 대응한 형상으로 가공된다. 
또, 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 재료막의 형상을 가공하지 않고, TFT의 각 요소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도체 재료
막에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영역은, 전계가 형성되지 않은 환경하에서는 도전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전극 등의 도
전 요소와의 상대적인 위치관계에 따라서는, 절연 요소로도 기능한다. 따라서, 반도체 재료막을, 채널부 및 도전 요소로 
가공함과 동시에, 절연 요소로도 가공할 수 있다.
    

도전성이 부여된 화소전극으로서의 영역은, 도전성이 부여되지 않은 신호선의 바로 위 또는 바로 밑의 영역에 의해 구
획된다. 신호선의 바로 위 또는 바로 밑의 영역의 폭을, 신호선의 그것보다 크게 하고, 오프셋 영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접하는 화소전극 사이의 절연성이 확보된다.

반도체 재료막에, 산화아연(ZnO), 산화마그네슘아연(Mgx Zn1-x O), 산화카드늄아연(Cdx Zn1-x O), 산화카드늄(Cd
O) 등의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하면, 투명한 도전 요소, 예컨대 투명 화소전극이 얻어진다. 또한, 실리콘으로 이루어지
는 반도체 재료막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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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재료막에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한 불순물로는 p형 불순물로서 Ⅲ족 원소(B, Al, Ga, In 및 Ti) 또는 n형 불순
물로서 Ⅴ족원소(N, P, As, Sb 및 Bi)가 이용된다. 도전 요소로서 불순물의 첨가량을 예컨대 10 17 개/㎠ 정도로 한 고
농도 불순물영역을 형성한다.

종래, 반도체 재료막을 채널 영역,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을 포함하는 반도체층으로 가공하고,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에 각각 접속해서 인출전극을 형성하며, 인출전극에 각각 접속하여 소스 신호선 및 화소전극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반도체층의 채널부 및 화소전극은, 서로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TFT의 반도체층과 화소전극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고, 그들을 동일한 공정에서 일
체로 형성한다. 동일한 마스크를 이용한 가공에 의해 반도체층과 화소전극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형성 프로세스
는 크게 간략화된다. 또, 채널부와 소스 신호선은 채널부를 구성하는 반도체 재료를 주체로 하는 단일의 도전 요소(소
스부)에 의해 접속된다. 따라서, 인출전극이나 콘택트 홀을 형성할 필요도 없어진다. 즉, 본 발명에 의하면, 형성하는 
막의 수나 막의 패턴에 이용하는 마스크의 수가 대폭 저감된다.
    

일체화된 반도체층 및 화소전극이 투명한 산화물 반도체로 구성되면, 높은 화소 개구율이 얻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제조 프로세스의 간략화와 동시에, 보다 밝은 표시가 가능한 표시장치가 얻어진다.

화소전극이 광반사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도체 재료막은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에 대응한 형상으로 가
공하고, 반사를 위한 전극을 예컨대 소스 신호선과 동시에 형성하면 된다. 반사전극의 재료로는 전기저항이 낮고, 또 광
반사성을 가지는 금속, 예컨대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 이용된다.

또, 소위 반투과형 액정 표시패널에 이용되는, 화소전극으로서 투명기판과 반사전극 쌍방을 구비한 TFT 어레이에 있어
서는, 반도체 재료막을 가공하여 형성된 투명전극에 접속해서 동일하게 반사전극을 형성하면 된다.

본 발명에서 이용되는 TFT는, 표시패널의 화소의 스위칭소자로서의 사용에 한정되지 않고, 스위칭소자로서 TFT용의 
구동회로에도 이용된다. 예컨대 어레이 기판의 주연부(周緣部)에, 스위칭소자로서의 TFT와 동일한 구성의 TFT가 소
스 신호선 또는 게이트 신호선의 구동용 회로의 소자로서 배치된다.

본 발명은, 게이트 전극이 채널부보다 상층에 배치된, 소위 톱 게이트 TFT를 구비한 TFT 어레이와, 채널부보다 하층
에 배치된, 소위 바텀 게이트 TFT를 구비한 TFT 어레이 쌍방에 적용된다.

톱 게이트 TFT를 구비한 TFT 어레이는, 이하의 공정 1-A ~ 1-H에 의해 제조된다.

공정 1-A

절연성의 기판상에 스퍼터링, 플라즈마 CVD, 도금 등에 의해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한다.

기판에는, 유리나 합성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용된다. 바람직하게는, 반도체 재료막의 형성에 앞서, 기판상에 언더 
코트막을 형성한다. 언더 코트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판중에 함유되는 미량의 불순물, 예컨대 기판이 유리제의 경우
에는 알카리 금속이, 제조 프로세스 또는 기기의 사용중에 TFT의 반도체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 결
과, TFT의 문턱치 전압의 증대나 캐리어의 실효 이동도의 저하 등에 기인하는 다른 TFT 특성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
다.

공정 1-B

반도체 재료막을, 제1 레지스트를 이용한 리소그래피에 의해, TFT의 반도체층 및 그것에 접속한 화소전극을 포함하는 
형상으로 패터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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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재료막상에, 공지의 방법에 의해 레지스트 재료를 도포하여 레지스트층을 형성한 후, 소정의 패턴 형상을 가지
는 제1 마스크를 이용해서 레지스트층을 노광한다. 노광 후, 레지스트층을 현상하여 제1 레지스트를 형성한다. 이 제1 
레지스트를 마스크로 하여 반도체 재료막을 에칭한다.

공정 1-C

패터닝 후, 반도체 재료막이 배치된 기판상에, 예컨대 플라즈마 CVD에 의해 절연층(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한다.

게이트 절연막의 재료로서는 SiNx , Al 2 O3 , MgO, CeO 2 , SiO 2 등이 예시된다.

공정 1-D

형성된 절연층상에, 게이트 신호선 및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다.

    
스퍼터링법에 의해 제1 금속층을 형성한다. 제1 금속층으로는, 도전율이 높고, 후의 공정(1-E)에 있어서 표면에 절연
성이 우수한 절연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가 이용된다. 예컨대, 중성(中性)용액을 이용한 양극산화법에 의해 불순물이 
적은 산화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알루미늄 또는 그 합금, 예컨대 알루미늄-지르코늄 합금이 이용된다. 알루미늄의 결
정화를 방지하기 위해,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층이 보다 바람직하다. 형성된 제1 금속층상에 공지의 방법에 의해 레지스
트 재료를 도포하여 레지스트층을 형성하고, 소정의 패턴 형상을 가지는 제2 마스크를 이용해서 레지스트층을 노광한다. 
노광 후, 레지스트층을 현상하여 제2 레지스트를 형성한다. 이 제2 레지스트를 마스트로 하여 제1 금속층을 에칭한다.
    

공정 1-E

    
게이트 전극 및 게이트 신호선의 상면 및 측면을 피복하는 절연성 산화막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양극산화법에 의
해, 게이트 전극 및 게이트 신호선의 표면을 산화한다. 양극산화법에서는 기판을 전해액에 침지한 상태로, 양극으로서
의 게이트 전극 및 그것에 접속된 게이트 신호선과 음극과의 사이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그들의 표면을 저온에서 산화
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마스크를 이용하는 일 없이 게이트 전극 및 게이트 신호선이 노출된 표면에만 선택적으로 효율 
좋게 치밀한 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다.
    

공정 1-F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로 해서 반도체 재료막에 불순물을 선택적으로 주입하여, 반도체 재료막을 영역마다 기능 분리한
다. 구체적으로는, 불순물이 도입되지 않은 게이트 전극 바로 밑의 영역에는 채널부(활성영역)이 형성된다. 채널부를 
사이에 두고 불순물이 도입되는 영역에는 소스부 및 드레인부가 형성되며, 또 드레인부에 접속해서 화소전극이 형성된
다.

게이트 전극의 측면에 형성된 절연성 산화막의 바로 밑의 영역에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오프셋 구조
의 TFT가 형성된다. 오프셋 구조에서는 TFT의 누설전류가 작다. 또한, 이온의 첨가를 상기의 공정 1-E의 전에 행하
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TFT의 소위 온 저항이 낮다.

공정 1-G

절연성 산화막이 형성된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로서 절연층을 에칭하여 소스부를 노출시킨다.

공정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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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부 등이 노출된 기판상에 소스부에 접해서 소스 신호선을 형성한다.

증착법 등에 의해 제2 금속층을 형성한다. 제2 금속층으로서는, 예컨대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시된다. 그 후, 상기 공정 1-D와 동일하게 해서 제2 금속층상에 레지스트층을 형성한다. 제3 마스크를 이용해
서 레지스트층을 노광 현상하여, 제3 레지스트를 형성한다. 이 제3 레지스트를 레지스트 마스크로 해서 제2 금속층을 
에칭한다.

또한, 반사성의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제2 금속층을 가공하여, 소스 신호선과 함께 화소전극을 형성한다. 반
투과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에 있어서는, 상기 공정 1-B에서 형성된 투명한 화소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해
서, 다른 화소전극으로서 반사전극을 형성한다.

IPS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에 있어서는, 공통전극(대향전극) 및 동일한 행상의 공통전극을 접속하는 공통
전극선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하의 공정(1-I)이 부가된다.

공정 1-I

형성된 소스 신호선, TFT 등을 피복하는 보호층을 기판상에 형성한다.

    
보호층은 다른 요소 또는 외계에서의 영향에 TFT 등의 특성의 변동이나 후 공정에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적어도 TFT 어레이의 일부를 덮는 보호층을 배치하면, 신뢰성이 높은 어레이 및 그것을 이용한 표시장치가 얻어진다. 
또, 보호층이 무기물이면, 또 신뢰성은 향상한다. 보호층으로서는 예컨대 산화규소막, 질화규소막 등의 규소계의 무기
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시된다. 특히 졸겔형의 규소 화합물을 보호층의 재료로서 이용하면, 인쇄법에 의해 선택적인 
형성이 가능해진다. 특히 화소전극상에 발광층 및 대향전극이 적층해서 형성되는 EL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에 있어
서는, 화소전극이 배치된 영역을 제외하고 보호층을 배치하는 것으로, 양 전극 사이의 단락을 방지하여 신뢰성을 향상
한다.
    

바텀 게이트 TFT를 구비한 TFT 어레이는, 이하의 공정 2-A ~ 2-E에 의해 제조된다.

공정 2-A

절연성의 기판상에, 게이트 신호선 및 게이트 전극을 형성한다.

스퍼터링법 등에 의해, 기판상에 제1 금속층을 형성한다. 제1 금속층으로는, 예컨대 알루미늄-지르코늄 합금이 예시된
다. 형성된 제1 금속층상에 공지의 방법에 의해 레지스트 재료를 도포하여 레지스트층을 형성하고, 소정의 패턴 형상을 
가지는 제1 마스크를 이용해서 레지스트층을 노광한다. 노광 후, 레지스트층을 현상하여 제1 레지스트를 형성한다. 이 
제1 레지스트를 마스크로 하여 제1 금속층을 에칭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 금속층의 형성에 앞서 언더 코트막을 기판상에 형성한다.

공정 2-B

게이트 신호선 등이 형성된 기판의 표면에 절연층(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한다.

예컨대 플라즈마 CVD에 의해, 산화규소, 질화규소 등으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한다.

공정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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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층상에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고, 또 반도체 재료막을 TFT의 반도체층 및 화소전극을 포함하는 도전 요소로 가공
한다.

게이트 전극 등이 형성된 기판상에 스퍼터링, 플라즈마 CVD, 도금 등에 의해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고, 또 제2 레지
스트를 이용한 리소그래피에 의해 반도체 재료막을 패터닝한다.

이어서, 채널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피복한 마스크를 이용해서 반도체 재료막에 불순물을 주입하여, 반도체 재료
막을 복수의 요소로 기능적으로 분리한다. 구체적으로는, 불순물이 도입되지 않은 채널부가 형성되고, 채널부를 사이에 
두고 불순물이 도입된 소스부 및 드레인부가 형성되며, 또 드레인부에 접속되어 불순물이 도입된 화소전극이 형성된다.

또한, 절연층의 형성에 연속해서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면, 양 층 사이로의 이물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다.

반도체 재료막에 불순물을 주입한 후, 반도체 재료막의 형상을 가공하여도 된다.

광반사성의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반도체 재료막으로 화소전극 형성할 필요는 없다.

공정 2-D

절연층상에 소스 신호선을 형성한다.

스퍼터링법 등에 의해, 제2 금속층을 형성한다. 제2 금속층으로는, 예컨대 알루미늄-지르코늄 합금이 예시된다. 형성
된 제2 금속층상에 공지의 방법에 의해 레지스트 재료를 도포하여 레지스트층을 형성하고, 소정의 패턴 형상을 가지는 
제3 마스크를 이용해서 레지스트층을 노광한다. 노광 후, 레지스트층을 현상하여 제3 레지스트를 형성한다. 이 제3 레
지스트를 마스크로 하여 제3 금속층을 에칭한다.

또한, 반사성의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제2 금속층을 가공하여 소스 신호선과 함께 화소전극을 형성한다. 반투
과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에 있어서는, 상기 공정 2-B에서 형성된 투명한 화소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다른 화소전극으로서 반사전극을 형성한다.

IPS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에 있어서는, 공통전극(대향전극) 및 동일한 행상의 공통전극을 접속하는 공통
전극선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하의 공정 2-E가 부가된다.

공정 2-E

형성된 소스 신호선, TFT 등을 피복하는 보호층이 기판상에 설치된다.

보호층은 다른 요소 또는 외계에서의 영향에 의한 TFT 등의 특성의 변동이나 후 공정에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보호층으로는 예컨대 산화규소막, 질화규소막 등의 실리카계의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시된다. 특히 졸겔형
의 규소계의 무기물을 보호층의 재료로서 이용하면, 인쇄법에 의해 선택적인 보호층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IPS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에 있어서는, 공통전극(대향전극) 및 동일한 행상의 공통전극을 접속하는 공통
전극선을, 보호층상에 형성하여도 된다.

바텀 게이트 TFT를 구비한 TFT 어레이는, 이하의 공정 3-A ~ 3-H에 의해서도 제조된다.

공정 3-A

절연성의 기판상에, 금속층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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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터링법 등에 의해, 제1 금속층을 형성한다. 제1 금속층으로는, 예컨대 알루미늄-지르코늄 합금이 예시된다. 바람
직하게는, 제1 금속층의 형성에 앞서 언더 코트막을 기판상에 형성한다.

공정 3-B

제1 금속층이 형성된 기판의 표면에 절연층(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한다.

예컨대 플라즈마 CVD에 의해, 산화규소, 질화규소 등으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한다. 제1 금속층의 형성에 연속해서 
절연층을 형성하면, 얻어지는 TFT의 특성이 안정하다.

공정 3-C

제1 금속층 및 절연층을 소스 신호선, 게이트 신호선 및 게이트 전극에 대응한 형상으로 가공한다.

형성된 절연층상에, 공지의 방법에 의해 레지스트 재료를 도포하여 레지스트층을 형성하고, 소정의 형상을 가지는 제1 
마스크를 이용해서 레지스트층을 노광한다. 노광 후, 레지스트층을 현상하여 제1 레지스트를 형성한다. 이 제1 레지스
트를 마스크로 하여 제1 금속층 및 절연층을 에칭한다.

공정 3-D

게이트 전극 및 게이트 신호선이 노출된 측면을 피복하는 절연성 산화막을 형성한다. 바라직하게는, 양극산화법에 의해, 
게이트 전극 및 게이트 신호선의 표면을 산화한다. 양극산화법에서는 기판을 전해액에 침지한 상태로, 양극으로서의 게
이트 전극 및 게이트 신호선과 음극과의 사이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그들의 표면을 저온에서 산화한다.

공정 3-E

게이트 전극 등이 형성된 기판상에, 스퍼터링, 플라즈마 CVD, 도금 등에 의해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한다.

공정 3-F

반도체 재료막을 TFT 어레이의 구성 요소로 분화한다.

채널부 및 절연 영역을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피복한 마스크를 이용해서 반도체 재료막에 불순물을 주입한다.

또한, 광반사성의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반도체 재료막으로 화소전극을 형성할 필요는 없고, 예컨대 공정 3-
C에 있어서, 금속층을 가공하여 소스 신호선 등과 함께 화소전극을 형성한다. 또,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이 더 부가
된다.

반투과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에 있어서는, 상기 공정 3-F에서 형성된 투명한 화소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
하여 다른 화소전극으로서 반사전극을 형성한다.

IPS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에 있어서는, 예컨대 공정 3-C에 있어서, 금속층을 가공하여 공통전극(대향전극) 
및 동일한 행상의 공통전극을 접속하는 공통전극선을 형성한다.

바람직하게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하의 공정 3-G가 부가된다.

공정 3-G

형성된 소스 신호선, TFT 등을 피복하는 보호층이 기판상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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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에 있어서는, 공통전극(대향전극) 및 공통전극선을 보호층상에 형성하여도 된다.

상기와 같이 하여 제작된 TFT 어레이는, 액정 표시패널, EL 표시패널 등의 어레이 기판으로 이용된다.

투과형의 액정 표시패널이나 화소전극에 광을 투과시키는 EL 표시패널에서는, 화소전극에 반도체 재료를 가공하여 형
성된 투명한 것을 이용한다.

반사형의 액정 표시패널이나, 대향전극에 광을 투과시키는 EL 표시패널에서는, 화소전극에 금속층을 가공하여 형성된 
것을 이용한다.

반투과형의 액정 표시패널에서는, 화소전극으로서 반도체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과 금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쌍방을 이용
한다. 예컨대,

ⅰ) 프레임 형태의 반사전극과, 반사전극의 개구부를 폐쇄하도록 배치된 투명전극,

ⅱ) 똑같이 형성된 투명전극과, 투명전극에 접속하여 똑같이 배치된 복수의 미소한 반사전극,

ⅲ) 똑같이 형성된 투명전극과, 투명전극의 약 절반을 덮는 형태로 배치된 직사각형의 반사전극

등 여러가지의 배치가 가능하다. 특히, 노출된 반도체 재료막상에 소스 신호선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소망의 
형상의 반사전극을 투명한 화소전극에 접해서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반사전극과 투명전극은, 반사전극이 표시에 기여하는 영역 즉 화소내의 반사 표시영역과, 투명전극이 표시에 기
여하는 영역 즉 투과 표시영역과의 비(比)가 3:1 ~ 1:3의 범위내가 되는 모양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정 표시패널의 어레이 기판으로는, 표면에 액정분자를 소정의 방향으로 배향시키기 위한 액정 배향막이 배치된다. 마
찬가지로 액정 배향막과 투명한 대향전극을 구비한 공지의 대향기판과, 액정층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액정 패널이 구
성된다. 또 대향기판의 표면에는, 예컨대 각각 R(적), G(녹) 또는 B(청)으로 이루어지는 컬러필터가 소정의 패턴으로 
배치된다.

유기 EL 표시패널에서는, 화소전극상에 전계 발광층이 직접 배치되고, 또 전계 발광층상에 대향전극이 형성된다. 전계 
발광층은 발광층 단층의 것, 정공 수송층, 전자 수송층 등을 더 구비한 것 등, 공지의 것이 이용된다. 예컨대, 각각 R, 
G 또는 B의 광을 발하는 전계 발광층이 소정의 패턴으로 배치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면을 이용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본 실시예는, TFT의 게이트 전극이 채널부보다 상층에 배치된 소위 톱 게이트 TFT를 이용한 TFT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인 TFT 어레이를 도 1a 및 도 1b에 나타낸다. 도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화소전극(10)은, TFT의 반도체
층으로서의 채널부(4a), 소스부(4b) 및 드레인부(4c)와 동일한 층에 배치되고, 그들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화소전
극(10), 채널부(4a), 소스부(4b) 및 드레인부(4c)는, 도전성을 부여한 반도체 재료로 이루어진다.

본 실시예인 TFT 어레이는, 예컨대 이하와 같이 하여 제조된다.

도 2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세정된 투명한 유리기판(2)의 표면에 화학기상퇴적법(CVD)에 의해 언더 코트층(보호막)
(3)으로서 두께가 0.4㎛인 산화 규소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하고, 또 언더 코트층(3)상에, 두께가 50㎚인 산화아연(
ZnO)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반도체 재료막(4)을 스퍼터링, 플라즈마 CVD법 또는 도금에 의해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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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재료막(4)상에 레지스트 재료막을 형성하고, 또 포토마스크를 이용해서 노광, 현상함으로써, 형성하고자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 및 그것에 관련되는 화소전극에 대응한 패턴의 레지스트(5a)를 형성한다. 얻어진 레지스
트(5a)를 이용해서, 도 2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반도체 재료막(4)을 에칭한다.

레지스트(5a)를 제거한 후, 가공된 반도체 재료막(4)이 배치된 기판(2)의 표면에, 플라즈마 CVD에 의해, 도 2c에 나
타내는 바와 같이, 질화 규소로 이루어지는 두께가 150㎚인 절연층(6)을 형성하고, 또 스퍼터링에 의해 절연층(6)상
에 알루미늄과 지르코늄을 97:3의 질량비로 포함한 두께가 약 200㎚인 금속층(7)을 형성한다.

금속층(7)상에 형성하고자 하는 게이트 신호선 및 게이트 전극에 대응한 패턴의 레지스트(5b)를 형성한다. 형성된 레
지스트(5b)를 이용해서 금속층(7)을 에칭한다.

레지스트(5b)의 제거 후, 붕산 암모늄을 포함한 pH 7 부근의 전해액을 이용한 양극산화에 의해, 도 2d에 나타내는 바
와 같이, 가공된 금속층(7)이 노출된 표면, 즉 상면 및 측면에 산화 알루미늄을 주체로 하는 절연막(8)을 형성한다. 이
렇게 하여, 주위를 절연층(6) 및 절연막(8)으로 피복된 게이트 전극(9) 및 게이트 신호선(도시하지 않음)이 형성된다.

형성된 절연막(8)을 마스크로 이용해서, 반도체 재료막(4)에, 예컨대 n형 불순물인 인을 2×10 17 /㎠ 첨가한다. 이 이
온의 첨가에 의해 절연막(8)으로 덮여진 채널부가 되는 영역을 제외하고, 반도체 재료막(4)에 도전성이 부여되며, 반
도체 재료막(4)은 채널부(4a), 소스부(4b), 드레인부(4c) 및 드레인부(4c)에 접속된 화소전극(10)으로 기능적으로 
분화된다.

이어서, 절연막(8)을 마스크로 이용해서 절연층(6)을 에칭한다. 이 에칭에 의해, 게이트 신호선 바로 밑의 영역 및 게
이트 전극(9) 바로 밑의 영역을 제외하고 절연층(6)이 제거된다.

도 2f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에칭에 의해 소스부(4b) 등이 노출된 기판(2)의 표면에 규소를 1중량% 포함하는 알루미
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두께가 0.5㎛인 도전막(11)을 형성하고, 또 형성하고자 하는 소스 신호선에 대응한 패턴의 레
지스트(5c)를 형성한다. 형성된 레지스트(5c)를 이용한 에칭에 의해 도전막(11)은, 도 2g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앞
의 에칭에 의해 노출된 소스부(4b)에 접속한 소스 신호선(12)으로 가공된다.

소스 신호선(12)은, 게이트 신호선(18)과 교차하면서,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게이트 신호선(18)의 표면은 산화
물로 이루어지는 절연막(8)으로 피복되어 있기 때문에, 양 신호선 사이의 절연성이 확보된다.

    
필요에 따라서, 레지스트(4c)의 제거 후, 이상과 같이 하여 소스 신호선(12)이 형성된 기판(2)의 표면에, 예컨대 스핀 
코트법에 의해 질화규소로 이루어지는 보호층(13)을 형성함으로써, 도 1a 및 도 1 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톱 게이트 
TFT를 구비한 TFT 어레이(1)가 얻어진다. 이때, 구동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신호선의 단자가 배치된 영역으로의 보호
층(13)의 형성은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들 단자가 형성된 영역의 보호층(13)을 에칭에 의해 제거하여도 
된다.
    

상기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3매의 포토마스크만을 이용해서 TFT 어레이가 얻어진다.

본 실시예인 TFT 어레이의 제조방법은, 화소전극에 반사전극을 이용하는 경우나 반투과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
레이와 같이 투명전극과 반사전극 쌍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화소전극에 반사전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반도체 재료막의 형상을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도 4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반도체 재료막(4)을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에 대응한 형상 또는 드레인부에 연속한 콘택트 영역을 더 
포함하는 형상으로 가공하고, 또 소스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에 있어서, 도전막을 소스 신호선(10)으로 가공함과 동
시에, 드레인부(4c)에 접속 또는 도 4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콘택트 영역(4d)에 접속한 반사 화소전극(10b)으로 가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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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명전극과 반사전극 쌍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상기와 같이 반도체 재료막에 유래(由來)하는 투명 화소
전극을 형성함과 동시에, 도전막을 가공하여 소스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에 있어서, 그들과 동시에 반사 화소전극을 
형성한다. 소스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에서는, 반도체 재료막에 유래하는 투명 화소전극의 표면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
에, 형성하고자 하는 반사 화소전극을 투명 화소전극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다.

소위 IPS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의 경우에는, 빗살형의 화소전극을 이용하여 TFT 어레이상에 공통전극(대
향전극)이 배치된다.

    
예컨대, 도 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공통전극(14)은, 게이트 신호선 및 게이트 전극(9)과 동시에 형성된다. 도전막을 
게이트 신호선 및 게이트 전극(9)으로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동시에 화소전극(10)과 쌍을 이루는 빗살형의 공통전
극(14) 및 동일한 행상의 공통전극(14)을 접속하는 공통전극선(도시하지 않음)을 형성한다. 형성된 공통전극(14) 및 
공통전극선은, 게이트 전극(9) 등과 같이, 노출된 표면에 절연막(8)을 형성함으로써, 소스 신호선 등과의 절연성이 확
보된다. 또, 도 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보호층(13)상에 빗살 형상의 공통전극(14)을 배치하여도 된다. 보호층(13)상
으로의 공통전극(14)의 형성에는 소정의 패턴 마스크를 이용한 새로운 공정이 필요하게 되지만, 그들의 형성은, 대향
기판상으로의 형성의 대체로서, 표시패널의 제조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공정의 부가로는 되지 않는다.
    

이하, 상기와 같이 해서 얻어진 TFT 어레이를 이용한 표시패널에 대해서 설명한다.

Ⅰ. 액정 표시패널

본 실시예인 TFT 어레이는, 예컨대 도 7에 나타낸 액정 표시패널에 이용된다.

    
액정 표시패널에 있어서는, 도 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TFT 어레이(1)는 소정의 두께의 액정층(120)을 사이에 두고 
대향기판(110)과 마주보게 배치된다. TFT 어레이(1) 및 대향기판(110)의 액정층(120)에 접하는 면에는, 각각 액정
배향막(15, 104)이 형성되어 있다. 대향기판(110)의 TFT 어레이(1)와 마주보는 측의 면에는 또 인듐주석산화물(IT
O) 등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대향전극(103)이 배치된다. 컬러액정 표시패널에서는, 또 TFT 어레이 또는 대향기판의 
한쪽에 G(녹), B(청) 및 R(적)의 컬러필터층(102)이 배치된다.
    

액정 표시패널은, 예컨대 이하와 같이 해서 제조된다.

TFT 어레이(1)의 보호층(13)상에 폴리이미드 수지재료를 도포하고, 그 도포막을 가열 경화하여 폴리이미드 피막을 
형성한다. 이 폴리이미드 피막의 표면을 일정 방향으로 러빙하여 액정배향막을 형성한다. 또,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TFT 등의 표면에 직접 액정배향막을 형성하여도 된다. 단, 반도체층으로의 불순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막을 
설치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공지의 방법에 의해, 투명한 유리기판(101)상에, 컬러필터층(102)을 형성하고, 또 그 표면에 대향전극(103)을 형성
한다. 기판(101)의 대향전극(103)이 형성된 표면에 필요에 따라서 보호층으로서 산화규소막으로 한 후, 상기와 같이 
하여 액정배향막(104)을 형성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얻어진 대향기판(110)의 TFT 어레이(1)와 마주보는 측의 면의 주연부 및 TFT 어레이(1)의 그것
에 대응하는 영역에, 미리 접착제(105)를 도포한다. 또, TFT 어레이(1)에는 접착제(105)상에 스페이서(106)를 형
성한다. 이어서, 화소전극(10)과 대향전극(103)이 마주보도록, TFT 어레이(1)와 대향기판(110)을 접합하여 양 기판 
사이의 간격이 예컨대 5㎛인 공(空)셀을 조립한다. 이때, 액정배향막(15)의 배향처리 방향과 액정배향막(104)의 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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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향이 90도로 교차하도록 하였다. 스페이서(106)에 미리 설치된 개구부에서 공셀의 내부로 액정재료(예컨대 Z
LI14792; Merk & Co.,Inc)를 주입한 후, 개구부를 밀봉하여 액정층(120)을 형성한다.
    

또 그 양 외면에 편광판(107, 108)을 크로스니콜이 되는 형태로 배치하면, 도 7에 나타내는 소위 트위스트 네막틱(T
N)형의 액정 표시패널(100)이 얻어진다. 액정 표시패널(100)은, 도면중 화살표 방향으로 조사되는, 백라이트(도시하
지 않음)로부터의 광의 투과를 조절함으로써 화상을 표시한다.

Ⅱ. 전계발광 표시패널

본 실시예인 TFT 어레이의 화소전극상에 전계발광층 및 대향전극을 형성하며, 도 8에 나타낸 전계발광(EL) 표시패널
이 얻어진다.

상기 EL 표시패널은, 예컨대 이하와 같이 하여 제조된다.

보호층을 형성하지 않은 TFT 어레이의 표면에, 예컨대 진공증착법에 의해 전계 발광재료, 녹색 발광재료인 알루미늄퀴
놀린(aluminum quinoline)으로 이루어지는 두께가 1000Å 정도의 막을 형성한다. 형성된 막을 소정의 형상으로 패터
닝하여 녹색 발광하는 발광층(201)을 형성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적색 발광재료로 이루어지는 발광층 및 청색 발광재
료로 이루어지는 발광층(도시하지 않음)을 형성한다.

발광층(201)이 형성된 기판의 표면에, 예컨대 광반사성의 대향전극(202)으로서,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막
을 형성하면, 도 8에 나타내는 EL 표시패널(200)이 얻어진다. 또, 필요에 따라서, 대향전극(202)을 덮는 보호층을 형
성하면 좋다.

이 EL 표시패널에서는, 화소전극이 투명전극이고, 대향전극이 광반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광층이 발하는 광은, 도
면중 화살표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외부로 방출된다.

물론, 화소전극에 대향전극을 이용하는 경우는, ITO 등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대향전극을 이용하는, 기판의 반대면에
서 광을 방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실시예 2

본 실시예에서는, TFT의 게이트 전극이 채널부보다 하층에 배치된 소위 바텀 게이트 TFT를 이용한 TFT 어레이에 대
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에의 TFT 어레이를 도 9에 나타낸다. 도면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화소전극(10)은, TFT의 반도체층으로서의 
채널부(23a), 소스부(23b) 및 드레인부(23c)와 동일한 층에 배치되고, 그들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화소전극(10), 
채널부(23a), 소스부(23b) 및 드레인부(23c)는 도전성을 부여한 반도체 재료로 이루어진다.

본 실시예인 TFT 어레이는, 예컨대 이하와 같이 하여 제조된다.

    
도 10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세정된 투명한 유리기판(2)의 표면에 화학기상퇴적법(CVD)에 의해, 언더 코트층(3)으
로서 두께가 0.4㎛인 산화규소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하고, 또 스퍼터링에 의해 언더 코트층(3)상에 알루미늄과 지르
코늄을 97:3의 중량비로 포함한 두께가 200㎚인 금속층(20)을 형성한다. 금속층(20)상에 레지스트 재료막을 형성하
고, 또 포토마스크를 이용해서 노광, 현상하는 것에 의해 형성하고자 하는 게이트 전극 및 게이트 신호선에 대응한 패턴
의 레지스트(21a)를 형성한다. 레지스트(21a)를 마스크로 이용한 에칭에 의해, 금속층(20)을 게이트 전극(9) 및 게
이트 신호선(도시하지 않음)으로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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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21a)를 제거한 후, 도 10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9)이 배치된 기판(2)의 표면에 질화규소로 
이루어지는 두께가 150㎚인 절연층(22)을 플라즈마 CVD에 의해 형성하고, 또 절연층(22)상에 두께가 50㎚인 산화아
연(ZnO)으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반도체 재료막(23)을 스퍼터링, 플라즈마 CVD법, 도금법으로 형성한다.

이어서, 도 10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반도체 재료막(23)상에 형성하고자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 및 화소
전극에 대응한 패턴의 레지스트(21b)를 형성한다. 얻어진 레지스트(21b)를 이용해서, 반도체 재료막(23)을 에칭한다.

반도체 재료막(23)의 가공의 전(前) 또는 후(後)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반도체 재료막(23)에 n형 불순물인 인을 예
컨대 2×1017 /㎠ 첨가한다. 이 불순물의 첨가에 의해 마스크로 덮여진 채널부가 되는 영역을 제외하고, 반도체 재료막
(23)에 도전성이 부여되며, 반도체 재료막(23)은 도 10d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채널부(23a), 소스부(23b), 드레인
부(23c) 및 드레인부(23c)에 접속된 화소전극(10)으로 기능적으로 분화된다.

도 10e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소스부(23b) 등이 형성된 기판(2)의 표면에 규소를 1중량% 포함하는 알루미늄 합금으
로 이루어지는 두께가 0.5㎛인 도전막(24)을 형성하고, 또 그 위에 형성하고자 하는 소스 신호선에 대응한 패턴의 레
지스트(21c)를 형성한다.

레지스트(21c)를 이용한 에칭에 의해, 도 10f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도전막(24)은 앞의 에칭에 의해 노출된 소스부(
23b)에 접속한 소스 신호선(12)으로 가공된다.

필요에 따라서, 레지스트(21c)의 제거 후, 소스 신호선(12)이 형성된 기판(2)의 표면에, 예컨대 스핀 코트법에 의해 
질화규소로 이루어지는 보호층(13)을 형성하면,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톱 게이트 TFT를 구비한 TFT 어레이(1)
가 얻어진다.

구동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신호선의 단자가 배치된 영역으로의 보호층(13)의 형성은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들 단자가 형성된 영역의 보호층(13)을 에칭에 의해 제거하여도 된다. 게이트 신호선의 표면에 형성된 보호층(13)
을 제거함으로써 게이트 신호선을 노출시킨다.

상기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3매의 포토마스크만을 이용해서 TFT 어레이가 얻어진다.

본 실시예인 TFT 어레이의 제조방법은, 화소전극에 반사전극을 이용하는 경우나 반투과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
레이와 같이 투명전극과 반사전극 쌍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화소전극에 반사전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반도체 재료막의 형상을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반도체 재료막을 
채널부(23a), 소스부(23b) 및 드레인부(23c)에 대응한 형상 또는 채널부(23a)에 연속한 콘택트 영역을 더 포함하는 
형상으로 가공하고, 또 소스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에 있어서, 도전막을 소스 신호선(12)으로 가공함과 동시에, 드레
인부(23c) 또는 콘택트 영역에 접속한 반사 화소전극으로 가공한다.

또한, 투명전극과 반사전극 쌍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상기와 같이 반도체 재료막에 유래하는 투명 화소전극을 
형성함과 동시에, 도전막을 가공하여 소스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에 있어서, 그들과 동시에 반사 화소전극을 형성한다. 
소스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에서는, 반도체 재료막에 유래하는 투명 화소전극의 표면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하
고자 하는 반사 화소전극을 투명 화소전극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다.

    
소위 IPS형 액정 표시패널용의 TFT 어레이의 경우에는, 빗살형의 화소전극을 이용하여 도전막을 게이트 신호선 및 게
이트 전극으로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동시에 화소전극과 쌍을 이루는 빗살형의 공통전극 및 동일한 행상의 공통전극
을 접속하는 공통전극선을 형성한다. 형성된 공통전극 및 공통전극선은, 게이트 신호선 등과 같이 노출된 표면에 절연
막을 형성함으로써, 소스 신호선 등과의 절연성이 확보된다. 또한, 보호막상에 공통전극을 형성하여도 된다. 보호막상
으로의 빗살 형상의 공통전극의 형성에는 소정의 패턴의 마스크를 이용한 새로운 공정이 필요하게 되지만, 그들의 형성
은, 대향기판상으로의 형성의 대체이고, 표시패널의 제조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공정의 부가로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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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3

본 실시예에서는, 반도체 재료막을 절연 요소로도 이용한 TFT 어레이의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인 TFT 어레이를 도 11a 및 도 11b에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그 형상을 가공하지 않고 반도체 재료막이 
TFT 어레이의 각 구성 요소로 기능적으로 분리된다. 또, 게이트 신호선(18), 게이트 전극(9) 및 소스 신호선(12)의 
주된 요소가 동일한 층을 가공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TFT 어레이의 제조 프로세스가 상기 실시예에 비해 더 간략화 
된다.

본 실시예인 TFT 어레이는, 예컨대 이하와 같이 하여 제조된다.

도 12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세정된 투명한 유리기판(2)의 표면에 화학기상퇴적법(CVD)에 의해, 언더 코트층(3)으
로서 두께가 0.4㎛인 산화규소로 이루어지는 막을 형성하고, 또 언더 코트층(3)상에 스퍼터링으로 알루미늄과 지르코
늄을 97:3의 중량비를 포함하는 두께가 약 200㎚인 합금막(31)을 형성한다. 이어서, 합금막(31)의 표면에 질화규소
로 이루어지는 두께 150㎚의 절연층(32)을 형성한다.

절연층(32)의 표면에, 합금막(31)을 가공하여 형성하고자 하는 게이트 전극, 게이트 신호선 및 소스 신호선의 형상에 
대응한 패턴을 가지는 포토 리소그래피용의 레지스트층(33a)을 형성한다.

이어서, 에칭에 의해 합금막(31) 및 절연층(32)을 레지스트층(33a)의 형상에 대응한 패턴으로 가공한다. 이 에칭에 
의해, 합금막(31)은 게이트 전극, 게이트 신호선 및 소스 신호선의 선분(線分) 요소에 대응한 형상으로 가공된다.

레지스트층(33a)의 제거 후, 붕산암모늄을 포함하는 pH 7 부근의 전해액을 이용한 양극산화에 의해, 도 12b에 나타내
는 바와 같이, 노출된 측면에 산화 알루미늄을 주체로 하는 절연막(34)을 구비한 게이트 전극(9) 및 게이트 신호선이 
형성된다.

또한 게이트 전극(9) 등이 배치된 기판(2)의 표면에, 도 12c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예컨대 스퍼터링에 의해 두께가 
70㎚인 산화아연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재료막(35)을 형성한다. 산화아연은 소위 i형 반도체이고, 형성된 반도체 재
료막(35)은 가시광을 투과한다. 또한, 반도체 재료막(35)중에 p형 불순물, 예컨대 붕소를 2×10 12 /㎠ 정도 소량 첨가
하면, 막(35)은 안정한 도전성을 나타낸다.

도 12d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절연 요소 및 박막 트랜지스터의 채널부로 가공하고자 하는 영역을 피복한 패턴의 레지
스트층(33b)을 형성하고, 이것을 마스크로 이용해서 n형 불순물인 인을 예컨대 2×10 17 /㎠ 첨가한다. 이 불순물의 첨
가에 의해, 반도체층의 채널부(35a), 소스부(35b) 및 드레인부(35c)가 화소전극(10)과 동시에 형성된다. 또, 도 13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게이트 신호선(12)과 교차하는 영역에 있어서 분단된 소스 신호선(18)을 전기적으로 접속하
는 접속 요소(33d)가 형성된다.

레지스트층(33b)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호층(13)을 형성하면, 도 11a및 도 11b에 나타내는 TFT 어레이(1)
가 얻어진다.

또, 기판(2)에서의 레지스트의 제거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반도체 재료막(35)의 표면에 똑같은 산화규소막 등의 
무기절연막을 형성한 후, 이 무기절연막을 레지스트를 이용한 에칭에 의해 이온 주입하기 위한 마스크로 가공하고,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반도체 재료막의 활성층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영역에 이온을 주입하여도 된다.

예컨대, 램프 어닐법으로 주입된 불순물을 활성화 하여, 박막 트랜지스터의 활성층이 형성된다.

상기와 같이 하여 기판(1)상에, 매트릭스 형태로 박막 트랜지스터가 형성되며, 또 박막 트랜지스터에 접속된 신호선이 
형성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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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적은 수의 포토마스크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제조할 수 있고, 그 제조공정이 대폭 간이화 된다. 
또, 그 제조 코스트도 대폭 저감되므로, TFT 어레이를 염가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절연성의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로 이루어지는 반도체층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
와,

동일한 열(列)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소스 신호를 공급하는 소스 신호선과,

동일한 행(行)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게이트 신호를 공급하는 게이트 신호선과,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하고,

상기 화소전극이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을 구성하는 재료와 동일한 반도체 재료를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
터 어레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 및 상기 화소전극이 일체로 형성된 것인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 상기 화소전극 및 상기 화소전극을 구획하는 절연(絶緣)요소가, 상기 화소전극을 구성하는 영역에 도전
성이 부여된 단일 반도체 재료막의 소정의 영역에 의해 구성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재료가 광투과성을 가지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재료가 산화물 반도체인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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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화물 반도체가 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슘아연, 산화 카드늄아연 및 산화카드늄으로 이루어지는 군(群)에서 선택
되는 일종(一種)인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과 상기 소스 신호선이 직접 접속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선 및 상기 소스 신호선은, 서로 교차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지고, 동일한 층에 
배치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한쪽의 상기 신호선은 다른쪽과 교차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배치된 선모양 요소와, 상기 화소전극을 구성하는 재료와 동
일한 반도체 재표를 포함하고, 다른쪽의 신호선을 사이에 두고 배치된 상기 선모양 요소를 접속하는 요소를 가지는 박
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신호선 및 상기 소스 신호선은, 한쪽의 표면에 형성된 절연성의 산화막에 의해, 교차하는 영역에서 서로 절
연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빗살형이고, 상기 화소전극과 쌍을 이루며, 상기 기판상에 배치된 빗살형의 대향전극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전극이 상기 신호선의 한쪽과 동일한 층에 배치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전극이 상기 게이트 신호선과 동일한 층에 배치되고, 그 표면에 절연성의 산화막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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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대향전극이 절연층을 사이에 두고 상기 화소전극보다 상층에 배치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광투과성을 가지고, 상기 화소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광반사성을 가지는 다른 화소전극을 더 구비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박막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의 표면에 절연성의 산화막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가 배치된 측의 표면에 형성된 언더 코트막을 더 구비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18.

절연성의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로 이루어지는 반도체층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
와,

동일한 열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소스 신호를 공급하는 소스 신호선과,

동일한 행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게이트 신호를 공급하는 게이트 신호선과,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하고,

소스부 및 드레인부가 각각 서로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지는 소스 신호선 및 화소전극과 직접 접속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신호선 및 화소전극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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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향전극이 절연층을 사이에 두고 상기 화소전극보다 상층에 배치된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가 배치된 측의 표면에 형성된 언더 코트막을 더 구비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청구항 22.

    
절연성의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로 이루어지는 반도체층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와, 동일한 열(列)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소스 신호를 공급하는 소스 신호선과, 동일한 행(行)상
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게이트 신호를 공급하는 게이트 신호선과,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화소전
극을 구비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으로서, 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 재료막의 소정의 영역에 p형 또는 
n형의 불순물을 첨가하여, 상기 반도체 재료막을 화소전극 및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복수의 요소로 
가공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재료가 산화물 반도체인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물 반도체가 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슘아연, 산화 카드늄아연 및 산화카드늄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일종인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재료막에 접속하여 미리 형성된 도전 요소를 확산원으로 이용한 열확산법에 의해, 상기 도전 요소의 구성
원소를 상기 반도체 재료막의 소정의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이 주입되기 전의 상기 반도체 재료막이 소정량의 불순물을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기판상에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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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재료막을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 및 상기 반도체층에 접속한 화소전극을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포
함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공정과,

가공된 상기 반도체 재료막상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층상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막을 가공하여 상기 채널부를 덮는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및 상기 게이트 전극에 접속된 게이
트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전극의 노출된 표면 및 게이트 신호선의 노출된 표면에, 산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반도체 재료막에 p형 또는 n형의 불순물을 주입함으로써, 상기 반도체 재료막
을 채널부, 소스부, 드레인부 및 화소전극으로 가공하는 공정과,

상기 채널부가 형성된 표면에 도전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도전막을 가공하여 상기 소스부에 접속된 상기 소스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막을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상기 도전막을 가공하여 상기 화소전극에 접속된 다른 화소전극을 더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빗살형이고, 상기 금속막을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상기 금속막을 가공하여 상기 화소전극과 쌍을 
이루는 빗살형의 대향전극을 더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 절연막을 양극산화법에 의해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막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 2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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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는 공정에 앞서, 상기 기판상에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언더 코트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신호선이 형성된 상기 기판상에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
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34.

제 22 항에 있어서,

기판상에 도전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도전막을 가공하여 박막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및 상기 게이트 전극에 접속된 게이트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
과,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신호선이 형성된 상기 기판의 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이 형성된 상기 기판의 표면에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재료막을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과 상기 반도체층에 접속한 화소전극을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포
함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층의 채널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덮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상기 반도체 재료막에 p형 또는 n형의 불순
물을 주입함으로써, 상기 반도체 재료막을 상기 채널부, 소스부, 드레인부 및 화소전극으로 가공하는 공정과,

상기 채널부가 형성된 표면에 도전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도전막을 가공하여 상기 소스부에 접속된 상기 소스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의 제조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막을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상기 도전막을 가공하여 상기 화소전극에 접속된 다른 화소전극을 더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빗살형이고, 상기 금속막을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상기 금속막을 가공하여 상기 화소전극과 쌍을 
이루는 빗살형의 대향전극을 더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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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빗살형이고,

상기 소스 신호선이 형성된 상기 기판의 표면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층상에 상기 화소전극과 쌍을 이루는 빗살형의 대향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
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38.

제 34 항에 있어서,

기판상에 도전막을 형성하는 공정에 앞서, 상기 기판상에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언더 코트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39.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신호선이 형성된 상기 기판상에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
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40.

제 34 항에 있어서,

기판상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막이 형성된 상기 기판의 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막 및 절연막을 형성하고자 하는 게이트 신호선, 상기 게이트 신호선에 접속된 게이트 전극 및 상기 게이트 신
호선과 교차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소스 신호선의 구성요소에 거의 일치한 패턴으로 가공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신호선 및 게이트 전극의 노출된 측벽면을 산화하여 절연산화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기판의 표면에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채널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피복하고, 화소전극을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 및 상기 소스 신호선의 구성요소를 접속
하기 위한 요소를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이 개구한 마스크를 이용해서 상기 반도체 재료막에 p형 또는 n형의 불순물을 
주입함으로써, 채널부 및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빗살형이고, 상기 금속막 및 절연막을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상기 금속막을 가공하여 상기 화소전
극과 쌍을 이루는 빗살형의 대향전극을 더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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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불순물을 주입하는 공정에 있어서, 상기 불순물의 주입에 의해 복수의 상기 대향전극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접속요소를 더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42.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빗살형이고,

상기 화소전극이 형성된 상기 기판의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보호층상에 상기 화소전극과 쌍을 이루는 대향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
조방법.

청구항 43.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 절연막을 양극산화법에 의해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막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45.

제 40 항에 있어서,

기판상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공정에 앞서, 상기 기판상에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언더 코트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46.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형성된 상기 기판상에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47.

절연성의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로 이루어지는 반도체층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와, 상기 기판상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박막트랜지스터와, 동일한 열(列)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
터에 소스 신호를 공급하는 소스 신호선과, 동일한 행(行)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게이트 신호를 공급하는 게이트 
신호선과,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으로서,

기판상에 형성된 반도체층의 노출된 소스부 및 드레인부에 직접 접속하여, 각각 소스 신호선 및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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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기판상에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재료막을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을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포함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공정과,

가공된 상기 반도체 재료막상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층상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막을 가공하여 상기 채널부를 덮는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및 상기 게이트 전극에 접속된 게이
트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전극의 노출된 표면 및 게이트 신호선의 노출된 표면에, 산화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반도체 재료막에 p형 또는 n형의 불순물을 주입함으로써, 상기 반도체 재료막
을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로 가공하는 공정과,

상기 채널부가 형성된 표면에 도전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도전막을 가공하여 상기 소스부에 접속된 상기 소스 신호선 및 상기 드레인부에 직접 접속한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빗살형이고,

상기 화소전극이 형성된 상기 기판의 표면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층상에 상기 화소전극과 쌍을 이루는 빗살형의 대향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
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50.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 절연막을 양극산화법에 의해 형성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51.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막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지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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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항에 있어서,

기판상에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는 공정에 앞서, 상기 기판상에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언더 코트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53.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형성된 상기 기판상에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54.

제 47 항에 있어서,

기판상에 도전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도전막을 가공하여 박막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 및 상기 게이트 전극에 접속한 게이트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
과,

상기 게이트 전극 및 상기 신호선이 형성된 상기 기판의 표면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절연막이 형성된 상기 기판의 표면에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 재료막을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을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포함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 공정과,

상기 반도체층의 채널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덮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상기 반도체 재료막에 p형 또는 n형의 불순
물을 주입함으로써, 상기 반도체 재료막을 상기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로 가공하는 공정과,

상기 채널부가 형성된 표면에 도전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도전막을 소정의 패턴으로 가공하여 상기 소스부에 접속된 상기 소스 신호선 및 상기 드레인부에 접속된 화소전극
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55.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빗살형이고,

상기 화소전극이 형성된 상기 기판의 표면에 절연층을 형성하는 공정과,상기 절연층상에 상기 화소전극과 쌍을 이루는 
빗살형의 대향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56.

제 54 항에 있어서,

기판상에 반도체 재료막을 형성하는 공정에 앞서, 상기 기판상에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언더 코트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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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7.

제 54 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이 형성된 상기 기판상에 무기물로 이루어지는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박막 트랜지스터 
어레이의 제조방법.

청구항 58.

어레이 기판과, 대향기판과, 상기 어레이 기판 및 대향기판에 끼워진 액정층을 구비하고, 상기 어레이 기판은,

절연성의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로 이루어지는 반도체층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
와,

동일한 열(列)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소스 신호를 공급하는 소스 신호선과,

동일한 행(行)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게이트 신호를 공급하는 게이트 신호선과,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접속되어,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을 구성하는 재료와 동일한 반도체 재료
를 포함하는 화소전극을 구비하는 표시패널.

청구항 59.

절연성의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된 채널부, 소스부 및 드레인부로 이루어지는 반도체층을 구비한 박막 트랜지스터
와,

동일한 열(列)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소스 신호를 공급하는 소스 신호선과,

동일한 행(行)상의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에 게이트 신호를 공급하는 게이트 신호선과,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드레인부에 접속된 상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반도체층을 구성하는 재료와 동일한 반도체 재료
를 포함하는 화소전극과,

상기 화소전극에 적층하여 배치된 전계 발광층과,

상기 전계 발광층에 적층하여 배치된 대향전극을 구비하는 표시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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