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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의한 IPS(In-Plane Switching) 모드 박막트랜지스터용 액정표시소자(TFT-LCD) 제조방법은, 게이트 전극과

게이트 패드부 및 공통 전극이 구비되어 있는 하부기판 상에 게이트 절연층, 반도체층, n+ 비정질실리콘층을 증착하는 공

정과, 상기 게이트 패드부 및 공통 전극 상의 게이트 절연층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n+ 비정질실리콘층 및 반도체

층을 식각하여 액티브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액티브 패턴을 포함한 게이트 절연층 상에 금속배선층을 형성하는 공

정과, 상기 금속배선층을 선택식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마스크로 상기

n+ 비정질실리콘층을 식각하여 채널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포함한 게이트 절연층과 반도체층 상

에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칼라필터와 블랙매트릭스가 구비된 상부기판을 게이트 패드부 상의 보호층이 오픈되도록

상기 하부기판과 조립하고 그 사이에 액정을 주입하는 공정 및, 상기 게이트 패드부 상의 보호층과 게이트 절연층을 건식

식각법으로 제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박막트랜지스터 제조시 마스크 1매를 줄일 수 있게 되므로 공정 단순화와 비용

절감 및 수율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d는 본 발명에 의한 IPS 모드 박막트랜지스터용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을 도시한 공정수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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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박막트랜지스터용 액정표시소자(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이하, TFT-LCD라 한다)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공정 진행시 마스크 수를 1매 감소시켜 공정 단순화 및 수율 향상을 기할 수 있

도록 한 IPS 모드(In-Plane Switching mode) TFT-LCD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고품위 TV(high definition TV:이하, HDTV라 한다) 등의 새로운 첨단 영상기기가 개발됨에 따라 평판표시기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LCD는 평판표시기의 대표적인 기술로써 ELD(electro luminescence display), VFD

(vacuum fluorescence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이 해결하지 못한 칼라화, 저전력, 그리고 고속화등의 문

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LCD는 크게 수동형과 능동형의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능동형 LCD는 각 화소 하나 하나

를 TFT와 같은 능동소자가 제어하도록 되어 있어 속도, 시야각, 그리고 대조비(contrast)에 있어서, 수동형 LCD보다 훨

씬 뛰어나 1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필요로 하는 HDTV에 가장 적합한 표시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TFT의 중

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IPS 모드의 TFT-LCD는 TN(twist nematic) 액정에 의해 동작되는 TFT-LCD와는 달리 TFT 기판 위에 공통 전극

(common electrode)을 게이트 금속을 이용하여 형성시켜 주므로, 칼라필터 기판에 ITO 전극을 따로 증착해 줄 필요가 없

을 뿐 아니라 픽셀 ITO 전극이 필요없어, 보통 4매의 마스크를 가지고 TFT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4단계로 구분하

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로서, 유리 재질의 하부기판 상에 게이트 금속을 증착한 후, 제 1 마스크를 이용한 광식각 공정으로 상기 게이트

금속의 소정 부분을 선택식각하여 게이트 전극과 게이트 패드 및 공통 전극을 형성한다.

제 2 단계로서, 상기 게이트 전극과 게이트 패드 및 공통 전극을 포함한 하부기판 전면에 액티브층으로서, 게이트 절연층

(예컨대, SiNx층), 반도체층(예컨대, a-Si:H), n+ 비정질실리콘층(예컨대, n+ a-Si층)을 순차적으로 증착하고, 상기 게이

트 패드와 그 주변부(이하, 게이트 패드부라 칭한다) 및 상기 공통전극과 그 주변부 상의 게이트 절연층 표면이 노출되도

록, 제 2 마스크를 이용한 광식각 공정으로 상기 n+ 비정질실리콘층과 반도체층을 선택식각한다. 그 결과, 상기 게이트 전

극 상에는 게이트 절연층, 반도체층, n+ 비정질실리콘층이 연속적으로 증착된 구조의 액티브 패턴이 형성된다.

제 3 단계로서, 상기 액티브 패턴을 포함한 게이트 절연층 상에 금속배선층을 증착하고, 제 3 마스크를 이용한 광식각 공정

으로 상기 금속배선층의 소정 부분을 식각하여 데이터 라인(data line)으로 사용되어질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형성한 다

음,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마스크로하여 그 하부의 n+ 비정질실리콘층을 식각하여 반도체층의 표면이 소정 부분 노

출되도록 한다.

제 4 단계로서,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포함한 반도체층 및 게이트 절연층 상에 보호층(예컨대, SiNx층)을 증착하고,

상기 게이트 패드부 표면을 오픈시키기 위하여 제 4 마스크를 이용한 광식각 공정으로 상기 보호층을 식각한 후, 이를 마

스크로하여 그 하부의 게이트 절연층을 식각한다.

이후, 칼라필터 및 블랙매트릭스가 구비된 상부기판과 제 1 내지 제 4 단계를 거쳐 제조된 하부기판을 게이트 패드부가 오

픈되도록 조립(assembly)하고, 그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뒤, 밀봉재를 사용하여 상기 상/하부 기판을 밀봉하므로써, 공정

진행을 완료한다.

그러나, 상기 공정을 이용하여 박막트랜지스터를 제조할 경우에는 공정 진행중 마스크를 이용한 식각공정이 5회(예컨대,

게이트 전극과 게이트 패드 및 공통전극 형성시, 액티브 패턴 형성시, 소오스/드레인 전극 형성시, 게이트 패드부 노출시)

요구되므로, 4매의 마스크가 필요로되어 제조원가 상승 및 수율 저하 등의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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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박막트랜지스터 제조시 게이트 패드부 상의 보호층과

게이트 절연층을 상/하부 기판 조립후 건식식각법으로 제거해주므로써, 공정단순화 및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IPS 모드 TFT-LCD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게이트 전극과 게이트 패드부 및 공통 전극이 구비되어 있는 하부기

판 상에 게이트 절연층, 반도체층, n+ 비정질실리콘층을 증착하는 공정과, 상기 게이트 패드부 및 공통 전극 상의 게이트

절연층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상기 n+ 비정질실리콘층 및 반도체층을 식각하여 액티브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액티브 패턴을 포함한 게이트 절연층 상에 금속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금속배선층을 선택식각하여 소오스/드레

인 전극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마스크로 상기 n+ 비정질실리콘층을 식각하여 채널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포함한 게이트 절연층과 반도체층 상에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칼라필터와 블랙매

트릭스가 구비된 상부기판을 게이트 패드부 상의 보호층이 오픈되도록 상기 하부기판과 조립하고 그 사이에 액정을 주입

하는 공정 및, 상기 게이트 패드부 상의 보호층과 게이트 절연층을 건식식각법으로 제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TFT-LCD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공정 결과, 마스크 없이도 게이트 패드부 상의 보호층과 게이트 절연층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IPS 모드 TFT-LCD 제조시, 게이트 패드부 상의 보호층과 게이트 절연층을 스위칭 소자 형성시 제거하지 않고,

상/하부기판 조립 후 밀봉 공정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건식식각법을 이용하여 제거해주므로써, 공정 진행시 요구되던 마스

크 1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공정단순화 및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 기술로서, 이를 도 1a 내

지 도 1d에 제시된 공정수순도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로서,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리 재질의 하부기판(10) 상에 게이트 금속을 증착한 후, 제 1 마스크를 이용한

광식각 공정으로 상기 게이트 금속을 선택식각하여 게이트 전극(12)과 게이트 패드(14) 및 공통 전극(16)을 동시에 형성한

다.

제 2 단계로서,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게이트 전극(12)과 게이트 패드(14) 및 공통 전극(16)을 포함한 기판(10)

전면에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ur deposition)을 이용하여 액티브층으로서, 게이트 절연층(예컨대,

SiNx층)(18), 반도체층(예컨대, a-Si:H)(20), n+ 비정질실리콘층(예컨대, n+ a-Si층)(22)을 순차적으로 증착한다. 이어,

상기 게이트 패드(14)와 그 주변부 및 상기 공통 전극(16)과 그 주변부 상의 게이트 절연층(18) 표면이 노출되도록, 제 2

마스크를 이용한 광식각 공정으로 상기 n+ 비정질실리콘층 및 반도체층을 선택식각한다. 그 결과, 상기 게이트 전극(12)

상에는 게이트 절연층(18), 반도체층(20), n+ 비정질실리콘층(22)이 연속적으로 증착된 구조의 액티브 패턴이 형성된다.

제 3 단계로서, 도 1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액티브 패턴을 포함한 게이트 절연층(18) 상에 스퍼터링법으로 금속배선층

을 증착하고, 제 3 마스크를 이용한 광식각 공정으로 상기 금속배선층의 소정 부분을 식각하여 데이터 라인(data line)으로

사용되어질 소오스/드레인 전극(24)을 형성한 다음,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24)을 마스크로하여 그 하부의 n+ 비정질실

리콘층(22)을 식각하여 반도체층(20)의 표면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한다.

제 4 단계로서, 도 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24)을 포함한 반도체층 및 게이트 절연층 상에 보호층

(예컨대, SiNx층)(26)을 증착한다. 이후, 칼라필터(미 도시) 및 블랙매트릭스(30)가 구비된 상부기판(28)과 제 1 내지 제 4

단계를 거쳐 제조된 하부기판(10)을 게이트 패드부가 오픈되도록 조립(assembly)하고, 그 사이에 액정(34)을 주입한 뒤,

밀봉재(32)를 사용하여 상기 상부/하부기판(28),(10)을 밀봉처리한 다음, 상기 게이트 패드부 상의 보호층(26) 및 게이트

절연막(18)을 건식식각법을 이용하여 제거해 주므로써, 공정 진행을 완료한다.

이와 같이 공정을 진행할 경우, TFT 제조시 게이트 패드부 상의 보호층(26)과 게이트 절연층(18)을 마스크를 이용한 광식

각 공정없이도 제거할 수 있게 되므로, 종래 공정 진행시 요구되던 4매의 마스크 수를 3매로 줄일 수 있게 되어 공정 단순

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등록특허 10-0537020

- 3 -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에 4매의 마스크가 요구되어지던 박막트랜지스터 제조 공정을 3매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정 단순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비용 절감 및 수율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마스크를 이용하여 게이트 전극과 게이트 패드부 및 공통 전극이 형성된 하부기판 상에 게이트 절연층, 반도체층 및

n+ 비정질실리콘층을 증착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패드부 및 공통 전극 상의 게이트 절연층이 소정 부분 노출되도록, 제2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n+ 비정질실

리콘층 및 반도체층을 식각하여 액티브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액티브 패턴을 덮는 게이트 절연층 상에 금속배선층을 형성하는 단계;

제3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금속배선층을 선택식각하여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n+ 비정질실리콘층을 식각하여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절연층, 상기 소오스/드레인 전극 및 반도체층 상에 보호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하부기판보다 작은 크기를 갖고서, 칼라필터와 블랙매트릭스가 구비된 상부기판을 상기 게이트 패드 부위에 형성된

보호층이 오픈되도록 상기 하부기판과 조립하고, 상기 상부기판과 하부기판간에 액정을 주입하는 단계; 및

상기 상부기판을 마스크로하여 상기 게이트 패드부 상의 보호층과 게이트 절연층을 건식식각법으로 제거하는 단계로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S 모드 박막트랜지스터용 액정표시소자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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