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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간단한 공정으로 절연막, 반도체막, 및 도전막과 같은 막 패턴들을 갖는 기판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저 비용으로 고 처리량 및 고 수율의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반도체 제조 방법은 기판 위에 제1 막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제1 막으로 방출시킴으로

써 상기 제1 막 위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막을 패터닝함으로써 기판 위에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 및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재료를 함

유하는 용액을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제공된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함으로써, 상기 절연막, 상기 반도체막 또는 상기 도

전막의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반도체막, 절연막, 도전막, 고 습윤성 영역, 저 습윤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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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 내지 도1d는 본 발명을 따른 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들.

도2a 내지 도2e는 본 발명을 따른 막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들.

도3a 내지 도3d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들.

도4a 내지 도4d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들.

도5a 내지 도5d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들.

도6은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도면.

도7은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도면.

도8은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도면.

도9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도면.

도10a 내지 도10d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

도11a 내지 도11d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

도12a 내지 도12d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

도13a 내지 도13d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

도14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단면도.

도15는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들에서 접촉각을 도시한 도면.

도16은 본 발명에 적응가능한 드롭렛 방출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17a 내지 도17d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들.

도18a 내지 도18b는 본 발명을 따른 반도체 장치의 제조 단계들을 도시한 단면도들.

도19a 내지 도19c는 본 발명을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동 회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도시한 상면도들.

도20a 내지 도20d는 본 발명을 따른 디스플레이 장치의 구동 회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도시한 단면도들.

도21은 본 발명을 따른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22a 및 도22b는 본 발명을 따른 발광 디스플레이 모듈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들.

도23a 내지 도23f는 본 발명에 적응가능한 발광 소자의 모드들을 도시한 도면들.

도24는 전자 장치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25는 전자 장치의 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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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6a 및 도26b는 전자 장치의 예를 도시한 도면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제1막

103: 마스크

104: 저 습윤성 영역

105: 고 습윤성 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잉크-젯 방법으로 대표되는 드롭렛 방출 방법(droplet discharge method)에 의해 형성된 반도체 소자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각종 부분들의 막들, 마스크 패턴들 및 접촉

홀들을 형성하는 기술들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 장치들의 제조와 관련하여, 드롭렛 방출 시스템들은 설비 비용을 줄이고 공정을 간단화하기 위하여, 박막 패턴 또

는 반도체 소자의 배선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도록 고려된다.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방출되는 용액이 확산되는데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기판상의 확산은 불균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금속 입자들을 함유하는 용액을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방출시킴으로써 배선을 형성하는 경우에, 배선들 간의 단

락과 같은 문제들이 초래된다. 따라서, 배선들간의 공간이 협소할 때, 저 습윤성 재료의 패턴이 배선들을 리펠(repel)하도

록 형성되어 배선들이 서로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플루오르알킬 그룹을 함유하는 유기 재료막을 형성한 후 통상적인 포토리소그래

피 공정 등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UV 조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참조 문헌 1:일본 공개

특허 제2002-164635)

그러나, 상기 방법에 대해서, 통상적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가 사용되기 때문에, 설비 비용 감소

및 공정 간단화는 성취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들의 관점에서 행해진 것이며, 본 발명의 목적은 절연막, 반도체막, 및 도전막과 같은 막 패턴들을 갖

는 기판을 간단한 공정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저 비용으로 고 처리량 및 고 수

율의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징은 상이한 습윤성들을 갖는 영역들을 형성하고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패턴을 이 영역들을 사용

함으로써, 즉 통상적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포토마스크 사용에 의한 현상, 노광 및 레지스트 형성)을 실행함이 없이 습윤

성 차를 사용함으로써 형성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한 가지 모드는 기판 위에 제1 막을 형성하는 단계; 제1 막에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방전시킴으로써,

제1 막위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막을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기판 위에 저 습윤성 영

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 및,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제공된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시킴으로써, 상기 절연막, 상기 반도체막, 또

는 상기 도전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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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가지 모드는 기판 위에 형성된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 상에 제1 막을 형성하는 단계; 제1 마스크 재료

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제1 막으로 방출시킴으로써 상기 막 위에 제1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막을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절연막, 상기 반도체막, 또는 상기 도전막의 기판 위에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들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간

에 제공된 상기 고습윤성 영역으로 방출시켜 제2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마스크를 사용하여 패터닝되는 상

기 제1 막과, 상기 절연막, 상기 반도체막 또는 상기 도전체 막을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플루오르카본 체인을 갖는 화합물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제1 막의 재료가 후술될 것이다. 상기 제1 막을 형성하는 방법

으로서, 상기 기판은 상기 제1 막의 재료가 희석되는 용액으로 코팅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기판 및 상기 제1 막의 재

료가 희석되는 상기 용액은 하나의 밀폐 용기에 배치되어, 상기 재료의 증기가 상기 기판 내로 흡수되도록 한다.

계면활성제는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에 첨가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용액의 표면 장력은 감소될 수 있고, 마스크

(상기 제1 마스크)는 분리(disconnection)와 같은 문제들을 초래함이 없이 형성될 수 있다.

마스크(제1 마스크)는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사용하는 인쇄 방법 또는 액상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상기 액상 방

법은 대표적으로, 드롭렛 방출 방법, 잉크-젯 방법, 스핀 코팅 방법, 롤 코팅 방법, 슬롯 코팅 방법 등을 포함한다.

상기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 재료의 재료 및 상기 제2 마스크의 재료는 각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 방

법에 의해 형성된다. 상기 액상 방법은 대표적으로, 드롭렛 방출 방법, 잉크-젯 방법, 스핀 코팅 방법, 롤 코팅 방법, 슬롯

코팅 방법, 등을 포함한다.

액체의 접촉각은 저 습윤성 영역들에서 크게되고, 상기 액체의 접촉각은 고 습윤성 영역에서 작게된다. 상기 저 습윤성 영

역들 및 상기 고 습윤성 영역의 접촉각들 간의 차는 30˚또는 바람직하게는 40˚이상이 바람직하다. 용액이 상기와 같이 상

이한 접촉각의 2개의 영역들에 도포되거나 방출되는 경우에, 용액은 고습윤성 영역의 표면에 걸쳐서 확산되고 저 습윤성

영역들의 표면에서 반구형상으로 리펠된다. 따라서 각 마스크 패턴은 자체-정렬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상기 접촉각들은 및 상기 제2 마스크의 재료를 함유하

는 용액은 고 습윤성 영역에서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 보다 크게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게다가,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의 접촉각들 간의 차이는 30˚이상이 바람직하다.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재료 또는 제2 마스크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제1 막에 의해 리펠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편, 마스크(제1 마스크)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분리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로 된다. 그러므로,

마스크(상기 제1 마스크)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제1 막에 대한 접촉각은 절연,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재료 또는 제

2 마스크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 보다 작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남아있는 막은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 및 제2 마스크를 형성한 후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게다가, 패턴은 상기와 같이 형성된 제2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기판 위에 제공된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을 에칭

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1㎛ 내지 500㎛의 폭을 갖는 패턴은 막 패턴으로서 형성된다. 그러나, 1㎛ 이하의 얇은 라인 패턴이 또한 이에 제한됨이

없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을 따르면, 원하는 형상을 갖는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 및 접촉홀이 형성되는 절연막이 형성될 수 있다. 특

히, 게이트 절연막과 같은 절연막, 층간 절연막, 보호막, 접촉홀이 형성되는 절연막, 채널 영역, 소스 영역, 드레인 영역과

같은 반도체막 및 소스 전극, 드레인 전극, 배선, 게이트 전극, 픽셀 전극 및 안테나와 같은 도전막이 형성될 수 있다.

반도체 소자는 TFT,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 MOS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유기 반도체 트랜지스터, MIM

소자, 메모리 소자, 다이오드, 광전 변환 소자, 커패시터, 레지스터 등을 포함한다.

반도체 장치는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자로 형성되는 집적 회로, 디스플레이 장치, 무선 태그, IC 태그, IC 카드 등이다. 디스

플레이 장치는 예를 들어,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 발광 디스플레이 장치, 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장치), PDP(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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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패널), FED(전계 방출 디스플레이), 전기이동 디스플레이 장치(전자 페이퍼) 등이다. TFT는 예를 들어 스태거

된 TFT, 반전된 스태거된 TFT(채널-에치형 TFT 또는 채널 보호형 TFT) 또는 동일평면 탑-게이트 TFT, 동일평면 바텀

-게이트 TFT 등이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디스플레이 소자, 즉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게다가, 가요성 인쇄 회로

(FPC) 또는 TAB(테이프 자동 본딩) 테이프, 또는 TCT(테이프 캐리어 패키지)와 같은 커넥터가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

되는 모듈, 인쇄 회로 기판이 TCP 또는 TAB 테이프의 끝에 제공되는 모듈 및 IC(집적 회로) 및 CPU가 COG(칩 온 글래

스) 방법에 의해 디스플레이 소자 상에 직접 설치되는 모듈 모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포함된다.

본 발명을 따르면, 원하는 형상을 갖는 필름 패턴은 원하는 위치상에 형성될 수 있다. 층간 절연막, 평활 막, 게이트 절연막

등으로서 기능하는 막은 선택적으로 원하는 위치상에 형성될 수 있다. 게다가, 막 패턴 및 접촉홀을 갖는 절연막은 레지스

트 마스크 패턴 또는 포토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노출, 현상 공정 등 없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 공정은 종래 기술

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간단화될 수 있다. 게다가, 필름 패턴은 임의 위치에서 임의 형상을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따르면, 반도체 소자 및 반도체 장치는 레지스트 마스크 패턴 또는 포토마스크 패턴을 사용하

여 노출 및 현상 공정들을 실행함이 없이 간단한 공정으로 양호한 정밀도로 형성될 수 있다. 게다가, 저 비용으로 고 처리

량 및 수율의 반도체 소자 또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플라즈마 처리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 막이 예를 들어 실리콘 막, 실리콘 산화막, 또는 실리콘 질화막인 경우 손

상이 초래되지 않는다.

드롭렛 방출 방법은 마스크, 도전막 등을 형성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드롭렛들은 기판 및 막들의 재료를 함유하는 드롭

렛들의 방출 개구인 노즐의 상대 위치들을 변경함으로써 임의 위치상으로 방출될 수 있다. 게다가, 형성될 패턴의 두께 및

폭은 노즐 직경, 방출될 드롭렛들의 량 및 노즐과 방출된 드롭렛들이 도포되는 기판의 이동 속도간의 상대 관계에 따라서

제어됨으로써, 막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고 정밀도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을 따른 실시예 모드들 및 실시예들이 이하에서 첨부한 도면들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은 많은 다양한

모드들로 실행될 수 있고 당업자는 본원에 서술된 모드들 및 상세사항들이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각종

방식들로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하에 제공된 실시예 모드들 및 실시예들의 설명으로

제한되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실시예 모드 1

이 실시예 모드에서, 기판 위에 형성된 제1 막은 원하는 형상을 갖는 막 패턴을 형성하도록 패터닝된다. 이 막 패턴을 형성

하는 단계들은 도1에 도시되어 있다.

도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막(102)은 기판(101) 위에 형성된다.

기판(101)으로서, 유리 기판, 석영 기판, 알루미늄과 같은 절연막으로 형성된 기판, 다음 단계의 처리 온도에 열 저항성이

있는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웨이퍼, 금속 기판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리콘 옥사이드(SiOx), 실리콘 나이트리

드(SiNx), 실리콘 옥시나이트리드(SiOXNy)(x>y), 실리콘 나이트리드 옥사이드(SiNxOy)(x>y) 등은 절연막을 형성하여 불

순물들 등이 기판측으로부터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사용된다. 가령 실리콘 옥사이드 또는 실리콘 나이트리드의 절연

막이 스테인레스와 같은 금속의 표면상에 형성되는 기판 또는 반도체 기판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320×400mm,

370×470mm, 550×650mm, 600×720mm, 680×880mm, 1000×1200mm, 1100×1250mm, 또는 1150×1300mm의

크기를 갖는 기판은 기판(101)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유리 기판은 기판(101)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기판(101)용으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 PC(폴리카보네이트), PES

(폴리에틸렌 설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N(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 등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제1 막(102)은 이 제1 막을 형성하기 위한 재료를 도포 또는 방출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게다가, 제1 막은 재료 및 기판

이 하나의 밀폐 용기에 배치될 때 기판 위에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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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르카본 체인을 갖는 화합물은 전형적으로 제1 막을 형성하는 재료로서 사용된다. 플루오르카본 체인을 갖는 이 화

합물의 조성은 예를 들어 화학식 Rn-Si-X4-n(n=1, 2 또는 3)으로 표현되는 실란 결합제(silane coupling agent)이다. 여

기서, R은 알킬 그룹(alkyl group)과 같은 상대적으로 불활성 그룹을 포함한다. 게다가, X는 할로겐, 메톡시 그룹, 에톡시

그룹, 아세톡시 그룹, 하이드록실 그룹 등을 표시한다.

R을 위한 플루오르알킬 그룹을 갖는 플루오르계 실란 결합제(플루오르알킬 실란(FAS))은 실란 결합제로서 사용됨으로,

습윤성은 감소될 수 있다. FAS의 R은 (CF3)(CF2)x(CH2)y(x: 0 내지 10의 정수, y: 0 내지 4의 정수)로 표현될 수 있는 구

조를 갖는다. 다수의 R 또는 X가 Si에 결합되는 경우에, 모든 R 또는 모든 X는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다. 전형적으로, 헵타

데카플루오르 테트라하이드로데실 트리테톡시실란, 헵타데카플루올 테트라하이드로데실 트리클로오르실란, 트리데카플

루오르 테트라하이드로옥트실 트리클로로실란 또는 트리플루오르프로필 트리메톡시실란과 같은 플루오르알킬실란

(fluoroallcylsilane)(이하부터, FAS라 칭함)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제1 막을 형성하는 조성물 재료의 예로서, 플루오르카본 체인(플루오르계 수지)를 갖는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플루오르

계 수지로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수지), 퍼플루오르알콕시알카네(PFA: 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퍼플루오르알킬비닐에테르 공중합체 수지), 퍼플루오르에틸렌 프로필렌 코폴리머 수지), 에틸렌-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코폴리머(ETFE: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에틸렌 코폴리머 수지), 폴리비닐이데네 플로라이드(PVDF: 수

지), 폴리클로로트리플로오르에틸렌(PCTFE: 폴리트리플루오르클로오르에틸렌 수지), 에틸렌-클로오르트리플루오르에

틸렌 코폴리머(ECTFE: 수지), 폴리테트라플로오르에티렌-퍼플루오르디옥솔 코폴리머(TFE/PDD), 폴리비닐플루오라이

드(PVF:비닐플로우라이드 수지)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플루오르카본 체인이 없는 재료가 또한 제1 막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옥타데실트리메톡시실란 등은 유기 실란으로

서 사용될 수 있다.

재료에 사용되는 용제로서, n-펜탄, n-헥산, n-옥탄, n-데칸, 디실클로펜탄,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듀렌, 인덴, 테트라하이

드로나프탈레이트, 데카하이드로나프탈렌, 또는 스쿠알렌,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등과 같은 하이드로카본 용제

(hydrocarbon solvent)가 사용된다.

제1 막은 플루오르카본 체인 없이 막을 형성하고 플루오르 플라즈마로 표면을 처리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또 다른 플라

즈마 처리는 유전체가 공기, 산소 e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플라즈마에 노출되도록 유전체를 갖는 전극을 준비하고 플라즈

마를 발생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전체는 전체 전극 표면을 커버하는데 필요로 되지 않는다. 유전체로서,

플루오르계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플루오르계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CF2 결합은 제1 막의 표면상에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 표면 특성은 변조되고 플루오르 체인을 갖는 화합물과 동일한 특성이 얻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막으로서, 폴리비

닐 알콜(PVA)과 같은 수용성 수지가 H2O 등의 용액과 혼합되는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PVA 및 또 다른 수용성

수지의 조합물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아크릴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멜라민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카보

네이트 수지, 페놀 수지, 에폭시 수지, 폴리아세탈, 폴리에테르, 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나일론), 푸란 수자, 디알릴 파탈

레이트 수지, 및 레지스트 재료와 같은 유기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다음에,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제1 막(102) 상으로 방출된다.

폴리비닐 알콜(PVA)와 같은 수용성 수지는 마스크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PVA 및 또 다른 수용성 수지의 조합

물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아크릴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멜라민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페놀 수지, 에폭시 수지, 폴리아세탈, 폴리에테르, 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나일론), 푸란 수지, 디알릴 파탈레이트

수지 또는 레지스트 재료와 같은 유기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열용융 잉크가 사용될 수 있다. 열용융 잉크는 주로

실온에서 고체가되는 열가소성 폴리머를 포함함으로, 마스크는 단지 용제를 제거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에 첨가될 수 있다. 용액의 표면 장력은 계면활성제를 첨가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용액은 제1 막(102) 위에서 분리와 같은 문제들을 초래함이 없이 도포될 수 있다.

플루오르계 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루오르알킬 그룹을 갖는 계면활성제가 사용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 재료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공개특허 10-2006-0050579

- 6 -



용제로서, 물, 알콜들, 에테르들,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토아미드, 디메틸설폭사이드, N-메틸파이롤이돈, 헥사메

틸포스파미돈, 클로로포름,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같은 폴라 용제(polar solvent)가 사용될 수 있다.

드롭렛 방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노즐의 직경은 0.1 내지 50 ㎛(바람직하게는 0.6 내지 26㎛)로 설정되고 노즐로부터 방

출되는 조성물의 량은 0.00001 내지 50pl(바람직하게는 0.0001 내지 10pl)로 설정된다. 방출량은 노즐의 직경에 비례하

여 증가한다. 게다가, 처리될 물체 및 노즐의 방출 개구는 가능한 서로 밀접하게 되어 약 0.1 내지 2mm로 설정되는 원하는

위치로 드롭렛을 적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드롭렛 방출 방법에 사용되는 조성물의 점도는 바람직하게는 300mPa.s 또는 이 보다 작게 되어 건조를 방지하고 조성물

이 방출 개구로부터 스무드하게 방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조성물의 점도, 표면 장력 등이 사용되는 용제 및 도포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어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 용액은 기판을 가열하는 동안 방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용제는 용액을 도포한 직후 제거될 수 있음으로, 마

스크(103)가 형성될 수 있다.

마스크들 간의 거리는 형성될 막 패턴의 폭에 좌우된다. 본 명세서에서, 1 내지 500㎛의 폭을 갖는 막 패턴이 형성되지만,

이 폭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용액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이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용제는 마스크(103)를 형성하도록 건조된다. 대안적으

로, 마스크(103)는 필요에 따라서 가열 및 베이킹(baking)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다음에, 섬 형상의 제1 막(110)이 마스크(103)가 형성되지 않는 제1 막(102)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형성된다. 제1 막

(102)의 부분은 제거 방법이 구성 재료에 따르지만 자외선 조사, 건조 에칭 또는 습식 에칭에 의해 제거된다.

마스크(103)는 필링제, 애싱 등을 사용하여 제거된다. 따라서, 고 습윤성 영역(105) 및 저 습윤성 영역(104)이 기판 위에

형성될 수 있다.

절연막, 반도체막 및 도전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저 습윤성 영역들 간의 고 습윤성 영역(105) 위의 영역에 도포된다.

여기서, 저 습윤성 영역들(104) 및 고 습윤성 영역(105) 간의 관계는 도15와 관련하여 서술된다. 저 습윤성 영역은 액체의

접촉각(θ1)이 도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되는 영역이다. 표면상에서, 액체는 반구 형상으로 리펠된다. 다른 한편으로,

고 습윤성 영역은 액체의 접촉각(θ2)이 작게 되는 영역이다. 표면상에서, 액체는 확산될 것 같다.

그러므로, 상이한 접촉각들을 갖는 2개의 영역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작은 접촉각을 갖는 영역은 고 습윤

성 영역이 되는 반면에, 보다 큰 접촉각을 갖는 영역은 저 습윤성 영역이 된다. 용액을 상이한 접촉각들을 갖는 2개의 영역

들에 도포하거나 방출하는 경우에, 용액은 고 습윤성 영역의 표면상에서 확산되는 반면에, 용액은 저 습윤성 영역들을 갖

는 인터페이스에서 반구 형상으로 리펠되고 각 마스크 패턴은 자체-정렬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저 습윤성 영역의 접촉각(θ1) 및 고 습윤성 영역의 접촉각(θ2)의 차이는 30°이상, 바람직하게는 40°이상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고 습윤성 재료는 저 습윤성 영역의 표면상의 반구 형상으로 리펠됨으로, 각 마스크 패턴은 자체-정렬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재료들 및 방법들로서 서술된 물질들 중에서, 접촉각들 간의 차이가

30°이상, 바람직하게는 40°이상인 경우에, 보다 작은 접촉각을 갖는 재료로 형성된 영역은 고 습윤성 영역이 되는 반면에,

보다 큰 접촉각을 갖는 재료로 형성된 영역은 저 습윤성 영역이 된다. 유사하게, 후술되는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106)에 대해서, 접촉각들 간의 차이가 30°이상, 바람직하게는 40°이상인 경우에, 보다 작은 접촉각

을 갖는 재료로 형성된 영역은 고 습윤성 영역이 되는 반면에, 보다 큰 접촉각을 갖는 재료로 형성된 영역은 저 습윤성 영

역이 된다.

따라서, 저 습윤성 영역들에서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고 습윤성 영역에서 절연막, 반도

체막 또는 도전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 보다 큰 접촉각을 갖는다. 게다가, 저 습윤성 영역 및 고 습윤성 영역의 접촉각

들 간의 차이는 30°이상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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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106)은 제1 막에 의해 바람직하게 리펠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분리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로 된다. 그러므로, 제1 막상에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은 제1 막상의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 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 보다 작은 것의 바람직할

수 있다.

표면이 불규칙성들을 갖는 경우에, 원하는의 필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러나, 접촉각이 표면이 불규칙성들을

갖는 경우에 저 습윤성을 갖는 영역에서 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이 습윤성은 더욱 감소된다. 다른 한편으로, 고 습윤성을

갖는 영역에서, 접촉각은 더욱 작게 된다. 따라서, 이 습윤성은 더욱 증가된다. 따라서, 저 습윤성을 갖는 재료 및 고 습윤성

을 갖는 재료가 불규칙성들을 갖는 각 표면에 도포되거나 방출되고 베이킹되기 때문에, 이 불규칙성들에도 불구하고 원하

는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

재료(106)가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절연 재료, 도전 재료 및 반도체 재료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절연

재료는 전형적으로 아크릴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멜라민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페놀 수지, 에

폭시 수지, 폴리아세탈, 폴리에테르, 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나일론), 푸란 수지, 또는 디알릴 파탈레이트 수지 또는 실록

산 폴리머, 폴리실라잔, PSG(포스포러스 실리케이트 글래스) 및 BPSG(보론 포스포러스 실리콘 글래스)와 같은 유기 수지

를 사용할 수 있다.

물, 알콜들, 에테르들,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토아미드, 디메틸설폭사이드, N-메틸파이롤이돈, 헥사메틸포스파미

돈, 클로로포름, 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같은 폴라 용제가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용제에서 용해되거나 분산되는 컨덕터는 전형적인 도전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컨덕터로서, Ag, Au, Cu, Ni,

Pt, Pd, Ir, Rh, W, Al, Ta, Mo, Cd, Zn, Fe, Ti, Si, Ge, Zr 또는 Ba와 같은 금속; 실버 할라이드의 미세입자들 또는 분산가

능한 나노입자들이 사용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투명한 도전막에 사용되는 ITO, 실리콘 옥사이드를 함유하는 ITO, 유기

인듐, 오가노틴, 산화 아연(ZnO), 티타늄 나이트리드(TiN)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반도체 재료의 전형적인 예로서, 유기 반도체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백본으로서 짝 이중 결합(conjugated double bond)

을 갖는 고 분자량 재료 또는 π-전자 짝 유기 재료는 유기 반도체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형적으로, 폴리티

오펜, 폴리(3-알킬티오펜), 폴리티오펜 유도체 및 펜타센과 같은 고 분자량 재료 또는 가용성 유기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이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드롭렛 방출 방법, 잉크-젯 방법, 스핀 코팅 방법, 롤 코팅 방법, 슬롯 코팅 방법 등에 의해 도포

될 수 있다.

다음에, 고 습윤성을 갖는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이 도포된 후, 건조 및 베이킹은 도1c에 도시된 바와 같은 원하는 막 패턴

(106)을 형성하도록 실행된다. 재료가 절연 재료인 경우에, 막 패턴은 원하는 형상을 갖는 절연층으로서 형성된다. 이 재료

가 도전 재료인 경우에, 막 패턴은 원하는 형상을 갖는 도전층으로서 형성된다. 게다가, 재료가 반도체 재료인 경우에, 막

패턴은 원하는 형상을 갖는 반도체 층으로서 형성된다. 도1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막은 다음에 제거될 수 있다.

상기 단계들을 통해서, 원하는 형상을 갖는 막 패턴은 공지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함이 없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

서, 제조 단계들의 수는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실시예 모드 2

이 실시예에서, 제1 막은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 위에 패터닝된다. 패턴을 사용하여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

을 원하는 형상으로 패터닝하는 단계들이 도2a 내지 도2e에 도시되어 있다.

도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201)은 기판(101)위에 형성된다.

이 기판(101)은 실시예 모드 1에 도시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게다가, 실리콘 옥사이드(SiOX), 실리콘 나이트리드

(SiNx), 실리콘 옥시나이트리드(SiOXNy)(x>y), 실리콘 나이트리드 옥사이드(SiNxOy)(x>y) 등의 절연막은 불순물들 등이

기판측으로부터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201)은 원하는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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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옥시나이트리드 막, 실리콘 나이트리드 산화막, 실리콘 질화막과 같은 반도체의 옥사이드 또는 나

이트리드; 또는 무기 또는 유기 절연체 등을 함유하는 막이 절연막(201)에 사용될 수 있다. 절연막은 CVD, 스퍼터링, 도포

방법 또는 증착과 같은 널리 공지된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실리콘, 게르마늄, GaAs, 유기 반도체 등의 막은 반도체막(201)에 사용될 수 있다. 반도체막은 CVD, 스퍼터링, 도포 방법

또는 증착과 같은 공지된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게다가, 반도체막은 비결정질 또는 결정질일 수 있다.

도전막(201)으로서, 금속 막, 투명한 도전막(인듐 산화 주석, 실리콘 옥사이드를 함유하는 인듐 산화 주석, IZO 등)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다음에, 제1 막(102)은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201) 위에 형성된다. 실시예 모드 1에 도시된 재료, 용제 및 포메이

션 방법은 제1 막에 사용될 수 있다.

다음에, 제1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제1 막에 방출되어 도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마

스크(103)를 형성한다.

실시예 모드 1에서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재료로서 서술된 재료는 제1 마스크 재료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계면활성제

가 첨가될 수 있다. 게다가, 실시예 모드 1에 서술된 용제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에, 마스크(103)가 형성되지 않은 제1 막(102)의 일부는 제거된다. 그 후, 마스크(103)가 제거된다. 결국, 저 습윤성

영역들(105) 및 고 습윤성 영역(104)은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201)(도2b) 위에 형성된다.

도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고 습윤성 영역(105) 위의 저 습윤성 영역들 간의 영역에

도포되고 제2 마스크(202)를 형성하기 위하여 베이킹된다. 도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마스크를 함유하는 용액은 제1

막(201)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 즉 고 습윤성 영역에 도포된다. 도포 방법으로서, 드롭레 방출 방법, 잉크-젯 방법, 스핀 코

팅 방법, 롤 코팅 방법, 슬롯 코팅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제2 마스크를 위한 재료로서, 실시예 모드 1에 서술된 마스크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 모드 1에 사용되는 용제가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 모드 1에 서술된 바와 같이, 저 습윤성 영역들에서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고 습윤성 영역에서 제2 마

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 보다 큰 접촉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의 접촉

각들 간의 차이는 30°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식으로, 마스크 패턴은 자체-정렬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제1 막에 의해 리펠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편, 제1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

액은 분리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로 된다. 그러므로, 제1 막 상의 제1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은

제1 막 상의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 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후에, 건조 및 베이킹은 필요에 따라서 실행된다. 결국, 에칭을 위한 마스크 패턴으로서 제2 마스크(202)가 형성될 수

있다.

도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막(210)은 제2 마스크(202)를 사용하여 제거된다. 이 실시예 모드에서, 제1 막(210)은 애

싱에 의해 제거된다. 이 후, 기판 위의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의 노출된 영역이 건조 또는 습식 에칭과 같은 공지된

방법에 의해 에칭함으로써, 원하는 형성을 가진 막 패턴(203)이 형성될 수 있다. 제 2 마스크 패턴이 원주형 또는 원통형을

갖는 경우에, 막 패턴은 접촉홀을 갖도록 형성될 수 있다.

도2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하는 형상을 갖는 막 패턴(203)은 제2 마스크(202)를 제거함으로써 노출될 수 있다.

상기 단계들을 통해서, 원하는 형상을 갖는 마스크 패턴은 공지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함이 없이 에칭에 의해 형성

될 수 있다. 따라서, 막은 전보다 적은 단계들의 수를 통해서 원하는 패턴으로 에칭될 수 있다. 게다가, 막 패턴 또는 바람직

한 접촉 홀은 종래 보다 적은 단계들의 수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실시예 모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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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이 후술될 것이다. TFT가 이 실시예 모드에서 반도체 소자의 예로서 취해지지만,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유기 반도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MIM 소자, 메모리 소자, 광전 변환기, 커패시터, 저항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실시예 모드에서, 반도체 소자로서 반전된 스태거형 TFT의 대표로서 채널-에치 유형 TFT를 제조하는 단계들은 도3a

내지 도3d와 관련하여 본 발명에 따라서 서술된다.

도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전극(301)은 기판(101) 위에 형성된다.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질화막, 등은 필요에 따라

서 기판 위에 형성된다. 게이트 전극(301)은 드롭렛 방출 방법, 인쇄 방법, 전계 도금, PVD, 및 CVD에 의해 형성된다. 여

기서, 게이트 전극은 실시예 모드 1에 도시된 방법에 의해 기판(101) 위에 형성된다. 이 경우에, 마스크 패턴을 사용하는

에칭 단계가 필요로 되지 않는데, 그 결과 제조 단계들은 상당히 간단하게 될 수 있다.

우선, 제1 막은 기판 위에 형성되고 제1 마스크는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제1 막으로 방

출함으로써 형성된다. 제1 마스크가 형성되지 않는 제1 막의 부분은 자외선 조사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거되어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을 형성한다. 그 후, 제1 마스크는 제거된다. 실시예 모드 1 및 실시예 모드 2에 도시된 제1 막 및

제1 마스크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들은 또한 이 실시예 모드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에, 실시예 모드 1에서 서술된 컨덕터를 함유하는 용액은 용제에서 용해 또는 분산되어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저

습윤성 영역들(여기서 섬 형상을 갖는 제1 마스크가 형성된다) 간의 고 습윤성 영역(여기서 제1 마스크가 형성되지 않는

다)로 방출된다. 그 후, 저 습윤성 영역들을 형성하는 제1 막은 제거된다. 따라서, 게이트 전극(301)이 형성될 수 있다.

저항율을 고려하여 방출 개구로부터 방출되는 조성물에 대해서 용제에서 용해 또는 분산되는 금, 은 및 구리중 어느 하나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항 및 비용이 적은 은 또는 구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구리를 사용

하는 경우에, 장벽막은 불순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되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틸 아세테이트 또는 에틸 아세

테이트와 같은 에스테르들의 유기 용제, 이소프로필 알콜 또는 에틸 알콜과 같은 알콜들, 또는 메틸 에틸 케톤, 아세톤 등

과 같은 유기 용제가 용제에 사용될 수 있다.

배선을 위하여 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장벽막으로서, 실리콘 나이트리드, 실리콘 옥시나이트리드, 알루미늄 나

이트리드, 티타늄 나이트리드, 또는 탄탈 나이트리드드(TaN)와 같은 질소를 함유하는 절연 또는 도전 물질이 사용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술된 물질들은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또한 형성될 수 있다.

드롭렛 방출 방법을 위하여 사용되는 조성물의 점도가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0mPa가 됨으로써, 건조를 방지하고 방출 개

구로부터 조성물이 스무드하게 방출시킨다는 점에 유의하라. 표면 장력은 40mN/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조성물의 점

도 등이 사용되는 용제 및 도포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예로서, 인듐 산화 주석(indium tin

oxide), 산화 아연(ZnO), 인듐 산화아연(IZO), 갈륨 도핑된 산화 아연(GZ0), 및 실리콘 옥사이드를 함유하는 인듐 산화 주

석 또는 오가노틴을 용제에서 용해 또는 분산시킴으로써 얻어진 조성물의 점도는 5 내지 20mPa.s이며, 용제에서 은을 용

해 또는 분산시킴으로써 얻어진 조성물의 점도는 5 내지 20mPa.s이고 용제에서 금을 용해 또는 분산시킴으로써 얻어진

조성물의 점도는 10 내지 20mPa.s이다.

컨덕터들의 입자들의 직경이 가능한 한 작게되어 노즐의 클로깅을 방지하여 미세 패턴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이는 각 노즐의 직경, 원하는 패턴 형상 등에 좌우된다. 입자의 직경은 0.1㎛이하이다. 이 조성물은 전해 방법, 원자

화 방법 및 습식 감소 방법과 같은 공지된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입자 크기는 일반적으로 0.5 내지 10㎛이다. 그러나, 컨

덕터가 가스 증발 방법에 의해 형성될 때, 분산제에 이해 보호되는 나노분자는 약 7nm 만큼 작다. 나노입자들의 표면들이

코팅제로 커버될 때, 나노입자들은 용제에서 코히젼(cohesion) 없이 실온에서 안정적으로 분산되고, 액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즉, 나노입자들은 실질적으로 액체의 작용과 동일한 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코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성물을 방출하는 단계는 감압 하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는 방출된 조성물의l 용제가 처리될 대상에 도달될 때까지 휘발

되기 때문에 이하의 건조 및 베이킹의 단계들이 생략되거나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액을 방출한 후, 건조 및 베이킹의

하나 또는 두 단계들은 대기압 또는 저압 항에서 가열노 등을 사용하여 레이저 조사, 급속 열 어닐링에 의해 실행된다. 건

조 및 베이킹 단계들 둘 다는 이들의 목적들, 온도들 및 시간이 다르지만 열처리 것이다. 건조는 예를 들어 3분 동안 100℃

에서 실행되고, 베이킹은 15 내지 120분들 동안 200 내지 350℃ 에서 실행된다. 건조 및 베이킹의 단계들을 바람직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기판은 가열될 수 있는데, 이 가열 온도는 100 내지 800℃ (바람직하게는 200 내지 350℃)에서 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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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는 기판 등의 재료에 좌우된다. 단계들을 통해서, 용액 내의 용제는 휘발되거나, 분산제는 화학적으로 제거되고,

주변에서의 수지는 경화되고 수축됨으로써, 퓨징 및 용접은 가속된다. 이 단계는 산소 대기, 질소 대기 또는 공기에서 실행

된다. 그러나, 이 단계는 산소 대기에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산소 대기에서 금속 요소로 용해되거나 분산되는 용

제는 손쉽게 제공된다.

드롭펫 방출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도전층은 3D에서 랜덤하게 중첩하는 컨덕터들인 미세 입자들로 형성된다는 점에 유의

하라. 다른 말로서, 도전층은 3D 코히젼 입자들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의 표면은 작은 불규칙성들을 갖는다. 게다가, 입자

들의 그레인 직경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세 입자들이 광 흡수층의 열에 의해 베이킹될 때, 이 입자들의 열 체류 시간(heat

retention time)이 증가된다. 그러므로, 큰 불규칙성들을 갖는 층이 형성된다.

레이저 조사는 연속파 또는 펄싱된 가스 레이저 또는 고상 레이저를 사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전자(former)의 가스 레이

저로서, 엑시머 레이저, YAG 레이저 등이 사용되는 반면에, Cr, Nd 등으로 도핑되는 YAG 및 YVO4 와 같은 결정들을 사

용하는 레이저가 후자의 고상 레이저로서 사용된다. 레이저 광의 흡수 레이트 관점에서, 연속파 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펄싱된 동작 및 연속파 동작의 조합인 소위 하이브리드 레이저 조사 방법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그

러나, 기판의 열 저항에 따라서, 수 마이크로 초들 내지 수십 초 동안 순간적으로 레이저 광 조사에 의해 열 처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속 열 어닐링(RTA)은 적외선 램프 또는 자외선 광 내지 적외선 광을 방출시키는 할로겐 램프를 사용

하여 고속으로 열을 상승시켜 수 마이크로 초들 내지 수 분 동안 열을 순간적으로 가함으로써 불활성 가스 대기에서 수행

된다. 이 처리는 순간적으로 수행됨으로, 단지 최외곽 표면의 박막만이 실질적으로 가열되고 저 층막이 영향을 받지 않도

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음에, 게이트 절연막(302)은 게이트 전극(301) 위에 형성된다. 게이트 절연막(302)은 플라즈마 CVD 또는 스퍼터링과

같은 박막 형성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실리콘 질화막, 실리콘 산화막, 또는 또 다른 절연 막의 계층 구조 또는 단일층으로

형성된다. 게이트 절연층은 게이트 전극층과 접촉하는 측으로부터 실리콘 질화막(실리콘 나이트리드 산화막, 실리콘 산화

막, 및 실리콘 질화막(실리콘 나이트리드 산화막) 순서의 계층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구조로 인해, 게이트 전극

은 실리콘 질화막과 접촉하기 때문에, 산화로 인한 열화가 방지될 수 있다.

다음에, 제1 반도체막(303)은 게이트 절연막(302) 위에 형성된다. 제1 반도체막(303)으로서, 비결정질 반도체, 비결정 상

태 및 결정 상태가 혼합되어 있는 반비결정질 반도체(SAS라 칭함), 0.5 내지 20nm의 결정 그레인들이 비결정질 반도체에

서 관찰되는 마이크로결정질 반도체 및 결정질 반도체중 어느 하나를 갖는 막이 사용된다. 특히, 0.5 내지 20nm의 결정 그

레인들이 관찰될 수 있는 마이크로결정질 상태를 마이크로결정(μc)이라 칭한다. 실리콘, 실리콘 게르마늄(SiGe), 등을 주

로 함유하는 막은 10 내지 60nm의 두께를 지닌 반도체막으로 형성될 수 있다.

SAS는 비결정질 구조 및 결정질 구조(단결정 구조 및 다결정 구조를 포함) 간의 중간 구조를 가지며, 반결정질 반도체는

자유 에너지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제3 상태를 갖고 단거리 질서(short range order) 및 격자 왜곡을 갖는 결정 영역을 포

함한다. 0.5nm 내지 20nm 크기의 결정 그레인들은 반결정질 반도체막의 적어도 일부에 포함되고, 라만 스펙트럼에서, 실

리콘에 고유한 피크가 520cm-1의 파수의 하부측으로 시프트하며, 실리콘 결정 격자로부터 도출되는 (111) 및 (220)의 회

절 피크는 x-선 회절에서 관찰된다. 게다가, 반결정질 반도체막은 댕글링 본드(dangling bond)를 위한 터미네이터

(terminator)로서 적어도 1원자% 수소 또는 할로겐을 포함한다.

SAS는 실리사이드 가스의 글로우 방전 분해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전형적인 실리사이드 가스로서, SiH4가 인용되지만,

이외에 Si2H6, SiH2Cl2, SiHCl3, SiCL4, SiF4 등이 사용될 수 있다. SAS는 수소 또는, 수소와 헬륨, 아르곤, 크립톤, 및 네

온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희토류 가스 원소들로 희석되는 실리사이드 가스에 의해 손쉽게 형성될 수 있다. 실리사이

드 가스는 희석율이 10배 내지 1000 배 범위 내에 있도록 희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SAS는 또한, 이들을 헬륨가스로 희

석시키는 방법에 의해 Si2H6 및 GeF4로 형성될 수 있다. 글로우 방전 분해에 의한 필름의 반응성 포메이션d은 저압하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압력은 약 0.1Pa 내지 133Pa일 수 있다. 글로우 방전 전력은 1MHz 내지 120MHz, 바람직

하게는 13MHz 내지 60MHz의 고주파수 전력일 수 있다. 기판 가열 온도는 300℃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

게는, 100℃ 내지 250℃의 기판 가열 온도가 권장된다.

결정질 반도체막은 가열 또는 레이저 광 조사에 의해 비결정질 반도체막을 결정화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결

정질 반도체막 자체는 GeF4 또는 F2와 같은 플루오르계 가스 및 SiH4 또는 Si2H6와 같은 실란계 가스를 사용하여 열 또는

플라즈마의 사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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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정질 반도체막은 또 다른 공지된 기술(가령, 스퍼터링, LPCVD, 또는 플라즈마 CVD)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그 후 ,

예를 들어, 실리콘 결정화를 촉진시키는 금속 원소(니켈 등)를 함유하는 용액은 비정질 반도체막 상에 유지될 수 있고, 탈

수소화(1시간 동안 500℃에서)가 비결정질 반도체막에 대해 수행된다. 그 후, 열 결정화(4시간 동안 550℃ 에서)는 결정

질 반도체막을 형성하도록 실행된다. 그 후, 결정성은 더욱 레이저 광의 조사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게다가, 레이저 결정화에 의해 결정질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경우에, 펄싱되거나 연속파 엑시머 레이저, YAG 레이저,

YVO4 레이저, YLF 레이저, YAIO3레이저, 비결정질 레이터, 루비 레이저(ruby laser), Ti:사파이어 레이저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반도체막은 레이저 발진기로부터 방출되는 레이저 빔으로 조사될 수 있는데,

이는 광학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형 형상으로 포커스된다. 결정화 조건들은 적절하게 운영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제1 반도체 영역은 유기 반도체 재료를 사용하여 인쇄 방법, 스프레잉 방법, 드롭렛 방출 방법 등에 의해 섬 형상으로 직접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 경우에, 에칭이 필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단계들의 수는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사

용되는 유기 반도체 재료는 백본으로서 짝 이중 결합을 갖는 π-전자 짝 고분자량 재료가 바람직하다. 폴리티오펜, 폴리(3-

알키티오펜), 폴리티오펜 유도체 및 펜타센과 같은 가용성 고분자량 재료가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유기 반도체 재료로서, 가용성 프리커서를 증착후 처리됨으로써 제2 반도체 영역을 형

성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프리커서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와 같은 유기 반도체 재료는 폴리티에닐렌 비닐렌, 폴

리(2,5-티에닐렌 비닐렌), 폴리아세틸렌, 폴리아세틸렌 유도체, 폴리아릴렌비닐렌 등을 포함한다.

프리커서를 유기 반도체로 변환시, 염화 수소 가스와 같은 반응성 촉매가 첨가될 뿐만아니라 열처리가 가해진다. 가용성

반도체 재료를 용해하는 용제는 전형적으로, 톨루엔, 크실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아니솔,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

탄, γ부틸락톤, 부틸셀로졸브, 시클로헥산, NMP(N-메틸-2-파이로리돈), 시클로헥산노네, 2-부타노네, 디옥산, 디메틸포

름아미드(DMF) 또는 THF(테트라드로푸란)이다.

다음에, 하나의 도전율(304)을 갖는 제2 반도체막이 형성된다. n-채널 TFT를 형성하는 경우에, 하나의 도전율(304)을 갖

는 제2 반도체막에 주기율표의 그룹 15의 원소, 전형적으로 인 또는 비소가 첨가된다. p-채널 TFT를 형성하는 경우에, 주

기울표의 그룹 13의 원소, 전형적으로 붕소가 첨가된다. 제2 반도체막(304)은 붕소, 인 또는 비소와 같은 그룹 13 또는 15

의 원소를 함유하는 가스가 첨가된 실리콘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플라즈마 CVD에 의해 증착된다.

제2 반도체막(304)을 형성한 후, 열처리가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막(303)이 금속 원소(니켈 등)를 사용하여 결

정화되면, 제1 반도체막에 포함된 금속 원소는 열 처리에 의해 제2 반도체막에서 게터링된다.

다음에, 한 도전율(304)을 갖는 제2 반도체막 및 제1 반도체막(303)은 원하는 형상으로 에칭된다. 여기서, 마스크 패턴은

실시예 모드 2의 방법에 의해 제2 반도체막(304) 위에 형성됨으로, 이 반도체막은 원하는 형상으로 에칭된다.

우선, 제1 막은 제2 반도체막(304) 위에 형성된다. 제1 막은 게이트 전극을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제1 막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다른 말로서,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은 제2 반도체막 위에 형성된다. 제1 막은 실시예 모드 1 또는 실

시예 모드 2에 서술된 것일 수 있다.

다음에, 제2 마스크는 제1 마스크 상으로 제2 마스크의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방출함으로써 형성된다. 제2 마스크의 재

료 및 용제는 실시예 모드 1 또는 실시예 모드 2에 서술된 마스크 재료 및 용제와 동일할 수 있다.

저 습윤성 영역들(섬 형상의 제1 막(110)이 형성되는 영역) 및 고 습윤성 영역(섬 형상의 제1 막(110)이 형성되지 않는 영

역)이 형성된다. 그 후, 제2 마스크는 제거된다.

제3 마스크(305)는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제공된 고 습윤성 영역상에 형성된다. 제3 마스크는 제1 마스크 또는 제2 마스

크와 동일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열 저항성 고분자량 재료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저 지방성 부분을 갖고

헤테로원자 그룹들을 함유하는 방향성 링 및 사이클릭 링을 백본으로서 함유하는 고분자량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폴리이

미드 및 폴리벤지미다졸은 이와 같은 고분자량 물질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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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패터닝된 제1 막, 제2 반도체막 및 제1 반도체막은 제3 마스크(305)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에칭된다. 원하

는 형상들을 갖는 제1 반도체 영역(312) 및 제2 반도체 영역이 이에 따라서 형성된다. 에칭 가스로서, Cl2, BCl3, SiCl4,

CCl4 등, CF4, SF6, NF3, CHF3 등으로 대표되는 플루오르 가스 또는 O2가 사용될 수 있다. 제3 마스크(305)는 에칭 후 제

거된다.

다음에,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314)(이하부터, 또한 소스 및 드레인 전극(314)이라 칭함)은 도전 재료를 사용하여 제2

반도체 영역(313) 위에 형성된다. 도전 재료로서, 용제에서 용해되거나 분산되는 게이터 전극(301)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Ag(이하부터 Ag 페이스트(paste)라 칭함)를 함유하는 조성물은 실시예 모드1에 서술된 게이

트 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단계들과 유사한 단계들을 통해서 600 내지 800nm의 두께로 각 전극을 형성하도록 사용된다.

Ag 페이스트가 O2 대기에서 베이킹될 때, Ag 페이스트 포함된 결합제(열경화성 수지)와 같은 유기 물질이 분해됨으로, 몇

가지 유기 물질들을 함유하는 Ag 막이 형성될 수 있다. 게다가, 이 막의 표면은 평활화될 수 있다. 감압하에서 Ag 페이스트

를 방출함으로써, 페이스트 내의 용제는 휘발된 후 다음 열처리는 생략되거나 열 처리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314)은 스퍼터링 등에 의해 미리 도전막을 증착시키고 실시예 모드 2에 도시된 단계들을 통해서 마

스크를 형성한 후 에칭에 의해 형성된다. 마스크는 또한 상술된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다음에, 도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반도체 영역(312)은 마스크들로서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314)을 사용하여 제2 반

도체 영역을 에칭함으로써 노출된다. 여기서, 에칭에 의해 분리된 제2 반도체 영역의 부분들은 제3 반도체 영역들(321)로

서 표시된다.

제1 반도체 영역(312)을 위한 유기 반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폴리아세틸렌, 폴리아닐린, PEDOT(폴리-에틸렌에디옥시

티오펜) 또는 PSS(폴리-스티렌설포네이트)와 같은 유기 도전 재료로 형성된 도전층은 제3 반도체 영역(321) 대신에 형성

될 수 있다. 도전층은 접촉층, 소스 전극 또는 드레인 전극으로서 기능한다.

게다가, 금속 원소로 형성된 도전층은 제3 반도체 영역(321)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기 반도체 재료들의 대

부분이 전하 운반 재료가 캐리어들로서 정공들을 운반하는 p-형 반도체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층과 옴 접촉을 얻기 위한

고 작업 기능을 갖는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금, 플래티늄, 크롬, 팔라듐, 알루미늄, 인듐, 몰리브덴, 니켈 등의 금속 또는 이들의 함금이 바람직하다. 도전층은 이

들 금속 또는 합금 재료를 사용하여 도전성 페이스트의 사용에 의해 상기 실시예 모드 1 또는 2에 도시된 방법에 의해 형성

될 수 있다.

게다가, 유기 반도체 재료로 형성된 제1 반도체 영역, 유기 도전 재료로 형성된 도전층 및 금속 원소로 형성된 도전층이 적

층될 수 있다.

다음에,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314) 위에 표면안정화 막(323)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면안정화 막은 플라즈마

CVD 방법 또는 스퍼터링과 같은 박막 포메이션 방법에 의해 실리콘 나이트리드,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리드 옥

사이드, 실리콘 옥시나이트리드, 알루미늄 옥시나이트리드, 또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다이아몬드-형 탄소(DLC), 질소 함

유 탄소(CN) 또는 또 다른 절연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다음에, 접촉 홀은 표면안정화 막에서 형성되고 나서,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에 접속되는 배선 또는 픽셀 전극(331)이 형성

된다.

접촉홀은 실시예 모드 2에 도시된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마스크는 접촉홀이 형성되는 부분 이외의 표면안정화 막

상의 영역에 형성되고, 표면안정화 막은 마스크를 사용하여 접촉홀을 형성하도록 에칭된다.

다음에,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 각각에 연결되는 도전막(331)이 형성된다. 여기서, 용제에서 도전 재료를 용해 또는 분

산함으로써 얻어지는 페이스트는 도전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방출된다. 도전막을 위한 도전 재료로서,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도전막(331)이 접속 배선 또는 픽셀 전극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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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들을 통해서, 채널-에칭형 TFT가 제조될 수 있다. 이 실시예 모드에서, 채널 에치 TFT를 제조하는 방법이 서술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 유형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예를 들어, 채널 보호형 TFT는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서 형성될 수 있다.

채널 보호형의 경우에, 제1 반도체막이 형성된 후, 채널을 보호하는 절연막이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절연막은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제1 막은 제1 반도체막 위에 형성되고, 마스크는 마

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방출함으로써 그 위에 형성된다.

그 후, 마스크되지 않은 제1 막의 부분은 마스크를 사용하여 제거되어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을 제2 반도체막

위에 형성한다. 이 경우에, 채널을 보호하는 절연막은 고 습윤성 영역에 형성된다. 절연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드롭렛 방

출 방법에 의해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제공되는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된다.

다음에, 베이킹은 채널을 보호하기 위한 절연막을 형성하도록 실행된다. 실시예 모드 1 또는 실시예 모드 2에 서술된 제1

막을 위한 재료, 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한 재료 및 용제, 채널을 보호하기 위한 절연막 등은 이 실시예 모드에 서술된 것들

이외에 사용될 수 있다.

이하에, 제2 반도체막이 형성되고 제1 반도체막 및 제2 반도체막은 원하는 형상으로 패터닝된다.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은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을 마스크들로서 사용하는 제2 반도체막을 에칭함으로써 상술된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

실시예 모드 4

이 실시예에서, 탑 게이트 동일평면의 TFT를 형성하는 단계들은 도4A 내지 도4D와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절연막(402)은 기판(101) 위에 형성된다. 불순물들이 기판으로부터 TFT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1 절연막은 PVDD 및 CVD와 같은 공지된 방법에 의해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질화막, 실리콘

옥시나이트리드 막, 실리콘 나이트리드 산화막 등으로 형성된다. 기판(101)이 불순물들이 TFT에 침입되지 않도록 하는

재료, 대표적으로 석영등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제1 절연막(402)은 형성될 필요가 없다.

다음에, 반도체막(403)은 제1 절연막(402) 위에 형성된다. 반도체막(403)은 실시예 모드 3에 서술된 제1 반도체막(303)

을 실시예 모드 1 또는 2의 방법에 의해 원하는 형상으로 형성된다.

다음에, 주기울표의 그룹(13 또는 15)의 불순물들을 함유하는 용액(404)을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이 되는 반도체막

(403)의 부분들로 방출시킨 후, 레이저 광(405)이 가해진다. 단계들을 통해서, 도전성 반도체 영역들(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411)은 도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된다. 따라서, 주기울표의 그룹(13 또는 15)의 불순물들을 함유하는 용액은

나중에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이되는 반도체 영역 상으로 방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도체막(403)이 비결정 막 등인

경우에, 소위 채널 영역인 반도체막의 부분은 때때로 결정화될 수 있다.

다음에, 도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막(412)은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411) 위에 형성된다. 제1 막(412)은 후에 형

성될 층간 절연막 및 게이트 절연막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됨으로, 제1 막(412)의 재료를 접촉홀 및 접촉 배선이

후에 형성되는 영역상으로 방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 막(412)은 실시예 모드 1, 실시예 모드 2 또는 실시예 모드 3에

도시된 제1 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유사한 재료 및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형성된다. 특히, 제1 막은 전체 표면 위에

형성된 후 마스크는 접촉 홀 또는 접속 배선이 형성될 각 영역에 형성된다. 마스크들로 커버되지 않는 제1 막의 부분은 제

거된다. 제거되지 않은채 남아있는 부분은 제1 막(412)으로 된다. 그 후, 제1 막(412) 위의 마스크는 제거된다.

다음에, 실록산 폴리머 또는 폴리실라잔과 같은 유기 SOG 또는 무기 SOG와 같은 고 습윤성을 갖는 재료는 드롭렛 방출 방

법 또는 코팅 방법에 의해 형성되고 게이트 절연막(413)은 건조 및 베이킹을 통해서 형성된다. 유기 SOG 또는 무기 SOG

는 제1 막들(412)간의 영역에 형성될 제1 막에 의해 리펠된다.

게이트 전극(421)은 반도체막(403) 위의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411) 간의 게이트 절연막(413)상에 형성된다. 게이트

전극(421)은 실시예 모드 3에 서술된 게이트 전극(301)을 형성하는 유사한 재료 및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서 형성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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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층간 절연막(323)은 고 습윤성을 갖는 절연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도포함으로써 형성된다. 제1 막(412)이 제공

된 영역이 저 습윤성을 갖기 때문에, 절연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리펠된다. 결국, 층간 절연막은 제1 막들(412) 간의 영

역에 형성될 수 있다.

다음에, 제1 막은 제거된다(도4C), 다음에, 도전막들(331)은 실시예 모드 2에 도시된 방법에 의해 형성된다(도4D).

상술된 단계들을 통해서, 탑 게이트 동일평면 TFT가 형성될 수 있다.

실시예 모드 5

이 실시예 모드에서, 상술된 실시예 모드들에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드롭렛 방출 시스템이 서술될 것

이다. 도16에서, 하나의 패널(1930)이 기판(1900) 상에 형성되는 영역이 점선들로 도시된다.

배선 등의 패턴을 형성하는 드롭렛 방출 시스템의 모드가 도16에 도시된다. 드롭렛 방출 수단(1905)은 다수의 노즈들을

포함하는 헤드를 갖는다. 이 실시예 모드에서, 10개의 노즐들을 각각 갖는 3개의 헤드들(1903a, 1903b, 및 1903c)이 제

공된다. 그러나, 노즐들 및 헤드들의 수는 공정 영역 및 단계들에 따라서 설정될 수 있다.

헤드들은 제어 수단(1907)에 접속된다. 컴퓨터(1910)는 제어 수단(1907)을 제어하여, 프로그램된 패턴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패턴은 스테이지(1931) 상에 고정된 기판(1900) 위에 형성된 기준점으로서 마커(1911)를 사용하여 드로잉

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기판(1900)의 에지들은 기준점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점은 CCD와 같은 촬상 수

단(1904)에 의해 검출되어 영상 처리 수단(1909)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컴퓨터(1910)는 디지털 신호를 인식하

여 제어 수단(1907)으로 전송되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방식으로 패턴을 드로잉시, 노즐의 말단 및 패턴이 형성되

는 표면 간의 거리는 0.1 내지 5cm,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cm,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1cm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짧은 거리는 드롭렛들을 도포하는 정확도를 개선시킨다.

여기서, 기판(1900)상에 형성될 패턴상의 데이터는 메모리 매체(1908)에 저장된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제어 신호는 제

어 수단(1907)에 전송되는데, 이는 각 헤드(1903a, 1903b, 및 1903c)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게다가, 헤드

(1903a, 1903b, 및 1903c)의 각 노즐은 상이한 재료들을 함유하는 드롭렛들을 각각 방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드들

(1903a 및 1903b)의 노즐들은 절여 재료를 함유하는 드롭렛들을 방출시키고, 헤드(1903c)의 노즐은 도전 재료를 함유하

는 드롭렛들을 방출시킬 수 있다.

게다가, 헤드의 각 노즐은 또한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노즐들이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이한 재료들을

함유하는 드롭렛들은 특정 노즈들로부터 방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전 재료를 함유하는 드롭렛들을 방출시키는 노즐

및 절연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드롭렛들을 방출시키는 노즐은 예를 들어 헤드(1903a) 상에 제공될 수 있다.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에서처럼 큰 영역 상에 드롭렛 방출 열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모든 노즐들로부터 층간 절연

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드롭렛들을 방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다수의 헤드들의 모든 노즈들로부터 층간 절연막

을 위한 재료를 함유하는 드롭렛들을 방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 처리량은 개선될 수 있다. 말할필요도 없이,

드롭렛 방출 처리는 한 노즐로부터 층간 절연막의 재료를 함유하는 드롭렛들을 방출시킴으로써 층간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다수회 주사함으로써 큰 영역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헤드를 전후로 또는 지그재그로 이동시킴으로써, 패턴이 큰 마더 글래스(large mother glass)상에 형성될 수 있다. 이 때,

헤드 및 기판을 다수회 상대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판에 대해 헤드를 주사시, 이동 방향에 대해서 헤드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마더 글래스를 사용하여 다수의 패널들을 형성하는 경우에, 헤드의 폭은 거의 하나의 패널의 폭과 동일한 것이 바람직

하다. 이는 패턴이 하나의 패널(1930)이 형성되는 영역 위에 1회 동작에 의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고 처

리량이 예측될 수 있다.

헤드의 폭은 패널의 폭 보다 작게 될 수 있다. 이 때에, 작은 폭을 갖는 다수의 헤드들은 직렬로 배열되어 한 패널의 폭에 대

응하도록 한다. 일련의 작은 폭을 갖는 다수의 헤드들을 배치함으로써, 헤드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초래되는 헤드의 휨이

방지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패턴은 다수회 작은 폭을 갖는 헤드를 이동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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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용액의 드롭렛들을 방출시키는 단계는 감압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용액 내의 용

제가 방출된 용액이 처리되는 물체에 도달하기 전 휘발되기 때문이고, 건조 및 베이킹 단계들은 이에 따라서 생략될 수 있

다. 게다가, 산화막 등이 컨덕터의 표면 상에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압하에서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액

을 적하하는 단계는 또한 질소 대기 또는 유기 가스 대기에서 수행될 수 있다.

드롭렛 방출 방법으로서, 압전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압전 방법은 잉크를 선택시 고 자유도 및 우수한 드롭렛들의 제어성

을 위하여 잉크 젯 프린터에 사용된다. 압전 방법은 MLP(다층 피에조)형, ML 칩(다층 세라믹 하이퍼 집적된 피에조 세그

먼트들) 형을 포함한다. 용액의 용제에 따라서, 가열 매체가 버블들을 발생시키도록 가열됨으로써 용액을 스퀴지 아웃

(squeezing out)시키는 소위 열 방법을 사용하는 드롭렛 방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실시예 1

은 배선을 형성하는 방법은 도5a 내지 도5d 및 도6 및 도7와 관련하여 서술될 것이다.

도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리콘 질화막(502)은 기판(501)의 표면상에 형서된다. ASAHI GLSASS CO., LTD로부터의

AN100 글래스 기판은 기판(501)으로서 사용된다.

다음에, 헵타데카플로오르데실트리메톡시실란(GE Toshiba Silicones TL8233) 층(503)(이하부터 이 실시예에서 "제1 막

"이라 칭한다)은 실리콘 질화막(502)상에 흡수된다. 여기서, 헵타데카플로오르데실트리메톡시실란이 희석되는 용액이 실

리콘 질화막 상에 도포되어 흡수된다.

제1 마스크 패턴들(504)은 제1 막(503)위에 형성된다. 제1 마스크들은 폴리이미드 용액(DL1602(65 wt%) Toray), 헵타

데카플루오르데실트리메톡시실란(5 wt%) 및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30 wt%)의 혼합물 방출에 의해 60㎛의

선폭을 갖는 패턴들로 형성된다. 제1 마스크들 간의 거리는 100㎛로 설정된다. 여기서, 헵타데카플로오르데실트리메톡시

실란이 계면활성제로서 첨가된다. 이 때에 표면 장력은 20.5mN/M이고 정적 접촉 각은 35°이다. 게다가, 기판 온도는 60°

로 설정되어 용제를 제거함으로써 폴리이미드를 더욱 두껍게 한다(도6).

따라서, 제1 마스크 패턴들(504)이 형성되지 않은 제1 막의 영역은 노출되어야 한다(도5a).

다음에, UV 오존 클리너를 사용한 처리가 10분 동안 수행되고 제1 마스크 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제1 막(503)의 영역은 분

해되어 제거된다. 섬 형상의 제1 막(510)은 필링제를 사용하여 제1 마스크 패턴(503)을 필링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고 습윤성 영역(506)(여기서, 제1 막은 형성되지 않는다) 및 저 습윤성 영역(505)(여기서 제1 막이 형성된다)은 기판에 형

성된다(도5B).

은 페이스트(Harima Chemicals사 제품)은 섬 형상의 제1 막들 사이의 영역(506)으로 방출된다. 제1 막상의 정적 접촉각

은 55˚이다. 그 후, 베이킹이 오븐을 사용하여 230℃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100㎛의 폭을 갖는 은 배선(507)이 형성될 수

있다(도5C, 도7). 그 후, 섬 형상의 제1 막은 UV 오존 클리닝에 의해 제거된다(도5 D).

여기서, 제1 막이 형성되며, 제1 마스크 패턴은 접촉각이 계면활성제를 첨가함으로써 감소되는 용액을 사용하여 제1 막 위

에 형성되고 제1 막이 패터닝됨으로써, 저 습윤성 영역들(여기서 제1 막이 형성된다) 및 고 습윤성 영역(여기서 제1막이

형성되지 않는다)을 형성한다. 고 접촉각을 갖는 용액(Ag 페이스트)은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세 라인 패턴은 기판에 손상을 입힘이 없이 소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없이 더욱 손쉽게 형성될 수 있다.

실시예 2

투명 전극을 패터닝하는 방법이 설명될 것이다.

도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헵타데카플루오르데실트리메톡시실란(GE Toshiba Silicones XC98-A5382) 막(102)(이하부

터, 이 실시예에서 "제1 막"이라 칭함)은 투명 전극(ITO,실리콘 산화물을 함유하는 IZO, IZO 등)이 형성되는 기판(101)상

에 흡수된다. 여기서, 헵타데카플루오르데실트리메톡시실란이 희석되는 용액이 투명 전극 상으로 도포되어 흡수된다.

제1 마스크 패턴들(103)이 제1 막(102)위에 형성된다. 제1 마스크 패턴들은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헵타데카플루오르

데실트리메톡시실란(XC98-A5382(1wt %))의 계면활성제 및 메틸 에틸 케톤 및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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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 에틸 케톤: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1:1)의 용액에서 용해되는 폴리비닐 알콜(Kuraray co.Ltd.에서 제조된

제품, LM25SO(10wt %))의 혼합물을 방출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60㎛의 라인폭을 갖는 패턴이 형성된다. 간격은

500㎛로 설정된다. 표면 장력은 18mN/m이고 제1 막상의 정적 접촉각은 36˚이다. 게다가, 기판 온도는 50˚로 설정되어 폴

리이미드를 더욱 두껍게 한다.

따라서, 제1 마스크 패턴이 형성되지 않는 제1 막의 영역이 노출되어야 한다(도2A, 도8).

다음에, UV 오존 클리너를 사용한 처리는 10 분동안 수행되고 제1 마스크 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제1 막(102)의 영역은 분

해되어 제거된다. 섬 형상의 제1 막(210)은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1 마스크 패턴(102)을 필링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고 습윤성 영역(105)(여기서 제1 막은 형성되지 않는다) 및 저 습윤성 영역(여기서 제1 막이 형성된다)(104)은 기판에 형

성된다(도2B).

제2 마스크 패턴(202)은 제1 막이 형성되지 않는 영역(105) 위에 형성된다(도2C). 폴리이미드 용액(DL1602: Toray,용

제: 부티롤악톤:에틸 락테이트 = 1:1)은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제1 막이 제공된 기판의 전체 표면에 걸쳐서 방출되어 제

2 마스크 패턴(202)을 형성한다. 고 습윤성 영역(105) 및 저 습윤성 영역들(104)은 기판에 형성된다. 따라서, 폴리이미드

용액은 고 습윤성 영역(105)에 도포된다. 제1 막상의 표면 장력은 31m/Nm이고 정적 접촉각은 68°이다. 기판은 폴리이미

드 용액을 도포시 가열되지 않는다(도9). 그 후, 베이킹 공정이 부가될 수 있다.

도2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 패턴(202)은 섬 형상의 제1 막 및 그 하에 있는 투명 전극을 에칭함으로써 패터닝하도록

사용된다. 따라서, 60㎛의 공간에서 500㎛의 간격을 갖는 투명 전극 패턴들이 형성될 수 있다. 다음에, 제2 마스크 패턴이

제거된다(도2E).

여기서, 제1 막은 투명 전극 위에 형성되며, 제1 마스크 패턴은 계면활성제를 첨가함으로써 접촉각을 감소시키는 용액을

사용하여 그 위에 형성되고 제1 막이 패터닝됨으로써, 저 습윤성 영역 및 고 습윤성 영역을 형성한다. 고 접촉각을 갖는 용

액(여기서, 폴리이미드 용액)은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됨으로써 제2 마스크를 형성한다. 투명 전극은 마스크를 사용하여

에칭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명 전극은 소위 기판을 손상시킴이 없이 소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없이 더욱 손쉽게 패

터닝될 수 있다.

실시예 3

다음에, 절연막을 패터닝하는 방법이 서술될 것이다.

도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옥타데실트리메톡시실란 막(102)(이하에, 이 실시예에서 "제1 막"이라 칭함)은 실리콘 산화막

(201)이 형성되는 기판(101) 상으로 흡수된다. 여기서 옥타데실트리메톡시실란을 희석시키는 용액이 실리콘 산화막 상으

로 도포되어 흡수된다.

제1 마스크 패턴(103)은 제1 막(102) 위에 형성된다. 폴리이미드 용액(DL1602(65 wt1%): Toray), 헵타데카플루오르데

실트리메톡시실란(5 wt1%) 및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30 wt%)의 혼합물은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방출되

어, 10㎛의 라인 폭으로 제1 마스크 패턴을 형성한다. 여기서 헵타데카플루오르데실트리메톡시실란은 계면활성제로서 첨

가된다.

따라서, 제1 마스크 패턴이 형성되지 않는 제1 막의 영역이 노출되어야 한다.

다음에, UV 오존 클리너를 사용한 처리는 10 분동안 수행되고 제1 마스크 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제1 막(102)의 영역은 분

해되어 제거된다. 섬 형상의 제1 막(210)은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1 마스크 패턴(102)을 필링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고 습윤성 영역(105)(여기서 제1 막은 형성되지 않는다) 및 저 습윤성 영역(여기서 제1 막이 형성된다)(104)은 기판에 형

성된다(도2B).

제2 마스크 패턴(202)은 섬 형상의 제1 막이 형성되지 않는 영역(105) 위에 형성된다. 폴리이미드 용액은 드롭렛 방출 방

법에 의해 제1 막(210)이 제공된 기판의 전체 표면에 걸쳐서 방출되어 제2 마스크 패턴(202)을 형성한다. 고 습윤성 영역

(105) 및 저 습윤성 영역(104)은 기판에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 폴리이미드 용액은 고 습윤성 영역에 도포된다. 그 후에,

폴리이미드는 베이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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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막(210) 및 이 아래의 실리콘 산화막(201)은 제2 마스크 패턴(202)을 사용하여 에칭함으로써 패터닝된다(도2D 및 도

2E).

실시예 4

다음에, 반전된 스태거링된 TFT의 실시예가 도10A 내지 도10D등과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헵타데카플루오르데실트리메톡시실란(GE Toshiba Silicones XC98-A5382)막(1003)(이하에, 이 실시예에서 "제1 막"이

라 칭함)이 실리콘 산화막(1002)이 형성되는 유리 기판(101)상에 도포되어 흡수된다.

제1 마스크 패턴(1004)은 제1 막(1003) 위에 형성된다. 폴리이미드 용액(DL1602(65 wt%): Toray) 헵타데카플루오르데

실트리메톡시실란(5 wt%) 및 디포르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30 wt%)의 혼합물이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방출되

어 10㎛의 선폭을 갖는 제1 마스크 패턴을 형성한다. 여기서, 헵타데카플루오르데실트리메톡시실란이 계면활성제로서 첨

가된다.

따라서, 제1 마스크 패턴들이 형성되지 않는 제1 막의 영역은 노출되어야 한다(도10A).

다음에, UV 오존 클리너를 사용한 처리는 10 내지 15분동안 수행되고 제1 마스크 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제1 막(1003)의

영역은 분해되어 제거된다. 섬 형상의 제1 막(1010)은 필링제를 사용하여 제1 마스크 패턴(102)을 필링함으로써 형성된

다. 따라서, 고 습윤성 영역(1006)(여기서 제1 막은 형성되지 않는다) 및 저 습윤성 영역(여기서 제1 막이 형성된다)

(1005)은 기판에 형성된다(도10B).

은 입자들이 용제에 분산되는 용액은 제1 막들 간의 영역(1006)에 방출된다. 그 후, 이 용액은 오븐을 사용하여 200℃ 내

지 250℃에서 베이킹된다. 따라서, 10㎛ 의 선폭을 갖는 게이트 전극(1007)이 형성될 수 있다(도10C). 그 후, 섬 형상의

반도체막(1010)은 제거될 UV 오존 클리너로 처리된다(도10D).

게이트 절연막(1008)은 게이트 전극(1007) 상에 형성된다. 게이트 절연막(1008)에는 플라즈마 CVD에 의해 실리콘 나이

트리드 옥사이드 막 및 실리콘 옥시나이트리드 막의 라미네이트가 형성된다. 실리콘 나이트리드 옥사이드 막 및 실리콘 옥

시나이트리드 막은 게이트 전극층 측으로부터 순서대로 적층된다. 이의 두께는 50nm 내지 100nm가 될 것이다.

다음에, 비결정질 실리콘 막(1009)은 플라즈마 CVD에 의해 게이트 절연막 위에 형성된다. 이 두께는 100nm 내지 200nm

가 될 것이다.

다음에, 니켈을 함유하는 아세트 산 용액은 스핀 코팅에 의해 도포되어 비결정질 반도체막 위에 유지됨으로써, 비 결정질

반도체막의 수소는 제거된다(1 시간 동안 500℃에서). 게다가, 열 결정화(4시간 동안 550℃ 에서)가 실행되어 결정질 실

리콘 막(1011)을 형성한다. 결정성은 MHz의 반복 레이트를 갖는 펄싱된 방출 레이트의 레이저 빔(1050)을 가함으로써 더

욱 개선된다(도11A).

다음에, 제2 비결정질 막(1012)은 인 요소가 첨가된 반도체-함유 가스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CVD에 의해 형성된다.

제2 비결정질 실리콘 막(1012)이 형성된 후, 열 처리는 550℃에서 다시 행해진다. 따라서, 결정질 실리콘 막(101) 내부의

니켈은 제2 비결정질 실리콘 막(1012)으로 게터링된다. 동시에, 제2 실리콘 막은 또한 제2 결정질 실리콘 막이 되도록 열

처리에 의해 결정화될 수 있다.

다음에, 제2 비결정질 또는 결정질 실리콘 막(1012) 및 결정질 실리콘 막(1011)은 섬 형상으로 에칭된다. 우선, 제1 막

(1013)은 제2 비결정질 도는 결정질 실리콘 막(1012) 상에 흡수된다.

제1 막 위에, 제2 마스크(1014)는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헵타데카플루오르데실트리메톡시실란의 계면활성제 및 메틸

에틸 케톤 및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메틸 에틸 케톤: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1:1)의 용액에서

용해되는 폴리비닐 알콜의 혼합물을 방출함으로써 형성된다(도11B).

제1 막(1013)은 제2 마스크들(1014)을 사용하여 패터닝되어 제2 비결정질 또는 결정질 실리콘 막(1012) 위에 저 습윤성

영역 및 고 습윤성 영역을 형성한다. 다음에, 제2 마스크는 제거된다.

공개특허 10-2006-0050579

- 18 -



폴리이미드를 함유하는 용액은 저 습윤성 영역들(1015) 간의 고 습윤성 영역에 방출되어 제3 마스크를 형성한다(도11C).

그 후, 베이킹 공정이 부가될 수 있다.

패터닝된 제1 막(1013), 제2 비결정질 또는 결정질 실리콘 막(1012), 및 결정질 실리콘 막(1011)은 제3 마스크(1016)를

사용함으로써 섬 형상으로 건조 에칭된다. 제3 마스크(1016)는 에칭후 제거된다(도11D).

다음에,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은 제2 비결정질 또는 결정질 실리콘 막(1012) 위에 형성된다. 여기서, Ti 막, Al 막, 및

Ti 막 각각은 도전막(1017)으로서 스퍼터링에 의해 형성된다(도12A).

제1 막(1018)은 최상부 표면상의 Ti 막 상에 흡수된다(도12B). 제1 막 위에, 제4 마스크(도시되지 않음)는 드롭렛 방출 방

법에 의해 헵타데카플루오르데실트리메톡시실란의 계면활성제 및 메틸 에틸 케톤 및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메틸 에틸 케톤: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1:1)의 용액에서 용해되는 폴리비닐 알콜의 혼합물을 방출함으로써

형성된다(도12A).

제1 막은 제4 마스크를 사용하여 패터닝되어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을 형성한다. 그 후, 제4 마스크는 제거된

다.

폴리이미드를 함유하는 용액은 저 습윤성 영역들 간의 고 습윤성 영역에 방출되어 제5 마스크를 형성한다(도시되지 않음).

패터닝된 제1 막, Ti 막, Al 막 및 Ti 막은 제5 마스크를 사용하여 건조 에칭되어 소스 및 드레인 전극(1021)을 형성한다.

제5 마스크는 에칭 후 제거된다(도12C).

다음에, 제2 비결정질 또는 결정질 실리콘 막(1012)은 마스크들로서 소스 및 드레인 전극들(1021)을 사용하여 에칭되어

결정질 실리콘 막(1022)을 노출시킨다. 여기서, 결정질 실리콘 막 표면의 일부는 또한 에칭된다.

표면안정화 막(passivation film)(1023)이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들(1021)위에 형성된다(도12D).

다음에, 제1 막(1024)이 흡수된다. 제1 막 위에, 제6 마스크(1025)가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헵타데카플루오르데실트리

메톡시실란의 계면활성제 및 메틸 에틸 케톤 및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메틸 에틸 케톤: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1:1)의 용액에서 용해되는 폴리비닐 알콜의 혼합물을 방출함으로써 형성된다(도12E).

다음에, 제6 마스크가 형성되지 않는 제1 막의 일부는 제거된다. 접촉 홀은 후에 제6 마스크가 형성되는 부분에 형성되어

야 한다. 그 후, ㅊ제6 마스크는 제거된다(도시되지 않음).

제1 막이 형성되는 영역은 저 습윤성 영역들이 되고 다른 영역은 고 습윤성 영역이 된다. 층간 절연막을 함유하는 용액이

방출될 때, 층간절연막(1026)은 고 습윤성 여역에 형성되지만 제1 막(1024)이 형성되는 저습윤성 영역들에는 형성되지

않는다(도13A). 표면안정화 막(1023)이 계속적으로 제거되어 소스 또는 드레인 전극의 일부를 노출시킨다(도13B). 다음

에, 픽셀 전극(1027)은 스퍼터링 등(도13C)에 의해 형성된다.

제1 막은 픽셀 전극(1027) 상에 흡수된다. 제1 막 위에, 제7 마스크는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헵타데카플루오르데실트

리메톡시실란의 계면활성제 및 메틸 에틸 케톤 및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메틸 에틸 케톤: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1:1)의 용액에서 용해되는 폴리비닐 알콜의 혼합물을 방출함으로써 형성된다(도시되지 않음).

제1 막은 제7 마스크를 사용하여 패터닝되어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을 형성한다. 제7 마스크는 후에 제거된

다(도시되지 않음).

폴리이미드를 함유하는 용액은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되어 제8 마스크를 형성한다(도시되지 않

음).

패터닝된 제1 막 및 픽셀 전극은 제8 마스크를 사용하여 에칭된다. 제8 마스크는 에칭 후 제거된다. 상기 단계들을 통해서,

채널 에칭 TFT가 제조될 수 있다(도시되지 않음).

실시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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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에 따라서 TFT를 제조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활성 매트릭스 장치를 제조하는 예가 이 실시예에서 설명될 것이다.

여기서,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은 디스플레이 패널로서 설명될 것이다.

도14는 픽셀 영역(1420) 및 접속 단자(1421)를 개요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TFT는 실시예 4에서 도시된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고, 보조 커패시터는 본래 TFT와 동시에 제조될 수 있다.

참조 번호(1401)는 기판을 표시하고, (1412)는 카운터 기판을 표시한다. 참조 번호(1403)는 게이트 전극 또는 게이트 배

선을 표시하며, (1404)는 게이트 절연막을 표시하며, (1405)는 반도체막을 표시하며, (1406)은 n 채널 또는 p 채널 반도

체막을 표시하며, (1407)은 소스 전극, 드레인 전극 또는 소스 라인을 표시한다. 참조 번호들(1408)은 표면안정화 막을 표

시하고 (1409)는 층간절연막을 표시하며, (1410)은 픽셀 전극을 표시하며, (1411)은 정렬층을 표시하며, (1414)는 접속

단자를 표시하며, (1415)는 비등방성 도전막을 표시하고 (1416)은 액정 재료를 표시한다.

인듐 산화 주석, 산화 아연 또는 산화 주석 등을 함유하는 조성물은 픽셀 전극(1410)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반사

액정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경우에, 은, 금, 구리, 텅스텐, 알루미늄 등을 주로 함유하는 조성물이 사용될 수 있다.

절연막은 스핀 코팅 또는 인쇄 방법에 의해 형성되고 러빙되어 정렬 층(1411)을 형성한다. 대안적으로, 정렬층은 빗각 증

착(oblique deposition)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밀봉 재료는 드롭렛 방출 방법, 디스펜싱 방법, 또는 인쇄 방법에 의해 기판의 주변 상에 형성된다(도시되지 않음).

액정 재료(1416)는 디스펜싱 방법(적하 방법)에 의해 실란트가 형성된 폐루프의 내부로 드롭된다.

네마틱 액정 재료, 강유전성 액정, 반강유전성 액정 등이 액정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OCB 또는 MVA와 같은 모드는 또

한 액정 모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접속 단자(게이트 배선층에 접속되는 접속 단자(1414) 및 소스 배선층에 접속되는 접속 단자는 도시되지 않았다)는 각 게

이트 배선층(1403) 및 이들 간에 비등방서 도전층(1415)을 갖는 소스 배선층(도시되지 않음)에 부착된다.

정전 방출 손상을 방지하는 보호 회로, 전형적으로 다이오드 등은 픽셀 영역에 제공되거나 접속 단자 및 소스 배선(게이트

배선) 간에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이오드는 상기 TFT를 제조하는 유사한 공정을 통해서 제조되어 픽셀 에어리의

게이트배선 층 및 다이오드의 드레인 또는 소스 배선 층을 접속시킴으로써 다이오드가 동작될 수 있다.

실시예 모드 1 내지 실시예 모드 5중 어느 한 실시예는 본 실시예에 적용될 수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장치와 같은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은 이 실시예에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유기

재료 또는 무기 재료로 이루어진 발광 재료를 함유하는 발광 층을 갖는 발광 디스플레이 장치, 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장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FED(필드 방출 디스플레이) 및 전기이동 디스플레이 장치(전자 종이)와 같은 능

동 디스플레이 패널에 적용될 수 있다.

실시예 6

이 실시예에서, 수동 매트릭스 기판을 사용한 디스플레이 패널은 도17A 내지 도17D와 관련하여 서술된다. 이 실시예에서,

EL(전자 루미네슨스) 디스플레이 패널(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일예로서 설명된다.

도1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투광성 도전막으로 형성된 제1 픽셀 전극(1702)은 광-투과성 기판(1701)위에 형성된다.

우선, 제1 막은 기판(1701)위에 형성된다. 다음에,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제1 막으로 방출되어 마스크를 형성한

다. 마스크되지 않은 제1 막의 일부는 마스크의 사용에 의해 UV 오존으로 제1 막을 처리함으로써 제거된다. 따라서, 저 습

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은 기판 위에 형성된다. 게다가, ITO, ZnO 및 SiO2의 조성물을 함유하는 용액은 드롭렛 방

출 방법에 의해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되어 베이킹되어 제1 픽셀 전극을 형성한다. 제1 픽셀 전극이 병렬로 방출됨으로

써 형성된다는 점에 유의하라(도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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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다수의 제1 절연 막들(1703)은 제1 픽셀 전극(1702) 상에 우수 간격들로 제1 전극을 수직으로 교차하여 형성된

다. 제1 절연막으로서, SiO2 또는 SiN과 같은 절연막은 병렬로 형성되어 에칭된다. 여기서, 제1 절연막은 실시예 모드 2에

도시된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다음에, 도1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 패턴(1711)은 유기 EL 층이 후에 형성되는 영역에 형성되는데, 즉 인접 제1 절

연 막들(1703) 간의 일부 위에 형성된다. 우선, 제1 막은 전체 표면위에 형성되고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이에 방출되어 마스크를 형성한다. 그 후, 제1 막은 마스크의 사용에 의해 UV 오존 처리에 의해 패터닝

된다.

다음에, 절연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마스크 패턴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으로 방출되는데, 즉 마스크 패턴의 외부 에지로

방출되며, 건조 및 베이킹이 수행되어 제2 절연막(1712)을 형성한다. 이 실시예에서, 폴리이미드가 방출된다.

용액의 조성물, 점성 및 표면 장력에 따라서, 리버스 테이퍼링된 단면을 갖는 제2 절연막(1712)은 도1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될 수 있다.

게다가, 용액의 조성물, 점성 및 표면 장력에 따라서, 테이퍼링된 단면을 갖는 제2 절연막(1731)은 도18에 도시된 바와 같

이 형성될 수 있다.

다음에, 도1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스크 패턴(1711)은 O2 애싱에 의해 제거된다. 다음에, 유기 EL 재료를 증착시킴으

로써, 유기 EL 층(1721)은 인접 제1 절연막들(1703) 간의 일부 위에 형성된다. 이 단계를 통해서, 유기 EL 재료(1722)는

또한 제2 절연막(1712) 위에 증착된다.

다음에, 도1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픽셀 전극(1723)은 도전 재료를 증착시킴으로써 형성된다. 이 단계를 통해서, 제2

도전 재료(1724)는 제2 절연막(1712) 상에 형성된 유기 EL 재료(1722) 상에 증착된다. 이 실시예에서, 제2 픽셀 전극은

Al, Al-Li 합금, Ag-Mg 합금 등으로 형성된다.

제2 절연막(1712)이 리버스 테이퍼링된 단면을 갖는 경우에, 유기 층(1721) 및 제2 픽셀 전극(1723)은 제2 절연막(1712)

의 헤드에 의해 증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공지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함이 없이 제2 절연막

(1712)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

제2 절연막(1731)이 포워드 테이퍼링된 단면을 갖는 경우에, 유기 EL 재료(1732) 및 제2 픽셀 전극(1733)은 도18B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드롭렛 방출 방법에 의해 유기 EL 재료 및 도전 재료를 각각 함유하는 용액들을 방출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그 후, 보호막은 유기 EL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도록 증착된다.

실시예 모드들 1 내지 5중 임의의 실시예가 이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 실시예에서, 유기 EL 디스플

레이 패널의 제조 방법이 설명되지만,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액정 디스플레이 장치와 같은 수동 디스플레이 장치,

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장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FED(필드 방출 디스플레이) 및 전기이동 디스플레이

장치(전자 종이)와 같은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유기 EL 층을 절연하기 위한 절연 막은 공지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함이 없이 형성될 수 있다.

실시예 7

이 실시예에서, 상술된 실시예에 서술된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기 회로들(신호 구동기 회로(1502) 및 주사 구동기 회로

들(1503a 및 1503b)의 설치는 도19A 내지 도19C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도1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구동기 회로(1502) 및 주사 구동기 회로들(1503a 및 1503b)는 픽셀 영역(1501)의 주변

상에 설치된다. 도19A에서, IC 칩들(1505)은 신호 구동기 회로(1502) 및 주사 구동기 회로들(1503a 및 1503b) 등으로서

기판(1500) 상에 설치된다. 그 후, IC 칩들(1505) 및 외부 회로는 FPC(가요성 인쇄 회로)를 통해서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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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픽셀 영역(1501) 및 주사 구동기 회로들(1503a 및 1503b) 등은 기판상에 통합되어 형성되고

신호 구동기 회로(1502) 등은 TFTs가 SAS 또는 결정질 반도체로 형성된 경우와 관계없이 IC 칩으로서 설치될 수 있다.

도19B에서, IC 칩(1505)은 COG 방법에 의해 신호 구동기 회로(1502)로서 기판(1500)상에 설치된다. IC 칩(1505) 및 외

부 회로는 FPC(1506)을 통해서 접속된다.

도19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 구동기 회로(1502) 등은 때때로 COG 방법 대신에 TAB에 의해 설치된다. IC 칩(1505)

및 외부 회로는 FPC(1506)을 통해서 접속된다. 도19C에서, 신호 구동기 회로는 TAB에 의해 설치되지만, 주사 구동기 회

로는 TAB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TAB에 의해 IC 칩을 설치함으로써, 기판의 크기에 비해서 큰 픽셀이 제공될 수 있어 더욱 좁은 프레임이 획득될 수 있다.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여 IC 칩이 형성될 수 있지만, 유리 기판(이하부터, 구동기 IC라 칭함)상에 형성된 IC는 IC 칩 대신

에 제공될 수 있다. IC 칩은 원형 실리콘 웨이퍼에서 취출됨으로, 마더 기판의 형상은 제한된다. 다른 한편으로, 구동기 IC

의 마더 기판은 형상이 제한되지 않도록 유리로 만들어짐으로써, 생산성이개선될 수 있다. 구동기 IC의 형상 및 크기는 자

유롭게 설정될 수 있다. 15mm 내지 80mm의 긴 측길이를 갖는 구동기 IC를 형성하는 경우에, 필요로 되는 IC 칩들의 수는

IC 칩들을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접속 단자들의 수는 감소되어, 수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

구동기 IC는 기판 위에 형성된 결정질 반도체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고, 결정질 반도체는 연속파 레이저 광으로 조

사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연속 파 레이저 광의 조사에 의해 얻어진 반도체막은 덜 결정 결함들을 지닌 큰 직경을 가즌

결정 그레인들을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도체막을 갖는 트랜지스터는 고 속도 구동을 실행시키고 구동기 IC에 바람

직하게 되는 양호한 모빌러티 및 응답 속도를 갖는다.

실시예 8

이 실시예에서, 구동 회로들(신호 구동기 회로(1502) 및 상기 실시예에서 서술된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주사 구동기 회

로들(1503a 및 1503b)의 설치 방법이 도20A 내지 도20D와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구동기 회로들은 비등방성 도전 재

료, 와이어 본딩 등을 사용하는 접속 방법에 의해 설치될 수 있는데, 이들 중 하나가 도20A 내지 도20D와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 신호 구동기 회로(1502) 및 주사 구동기 회로들(1503a 및 1503b)를 사용한 예가 설명될 것이다.

IC 칩은 구동기 IC 대신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도20A는 비등방성 도전 재료를 사용하여 능동 매트릭스 기판(2001) 상에 구동기 IC(2003)을 설치하는 예를 도시한 것이

다. 각 소스 배선, 게이트 배선(도시되지 않음) 등 및 배선들의 추출 전극인 전극 패드들(2002a 및 200b)은 능동 매트릭스

기판(2001) 위에 형성된다.

접속 단자들(2004a 및 2004b)은 구동기 IC(2003)의 표면상에 제공되고 보호 절연막(2005)은 이의 주변상에 형성된다.

구동기 IC(2003)는 비등방성의 도전 접착제(2006)과 접속 단자들(2004a 및 2004b)을 지닌 능동 매트릭스 기판(2001)

상에 고정되고, 전극 패드들(2002a 및 2002b)은 비등방성의 도전성 접착제에 포함된 도전 입자들을 통해서 전기 접속된

다. 비등방성의 도전성 접차제는 예를 들어,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등인 분산된 도전성 입자들(약 3 내지 7㎛의 입자)을

함유하는 접착성 수지이다. 도전성 파티클세어(conductive particlesare)는 금, 은, 구리, 팔라듐, 및 플래티늄 또는 다수

의 원소들의 합금 입자들로부터 선택된 원소로 형성된다. 대안적으로, 원소들의 다층 구조를 갖는 입자들이 사용될 수 있

다. 게다가, 금, 은, 구리, 팔라듐, 및 플래티늄 또는 다수의 원소들의 합금 입자들로부터 선택된 원소를 지닌 수지 입자들을

코팅함으로써 얻어진다.

비등방성의 도전성 접착제 대신에, 베이스 막상의 막에 형성된 비등방성 도전막은 사용되도록 전달될 수 있다. 비등방성

도전성 접착제에 분산된 입자들과 유사한 도전성 입자들은 또한 비방성의 도전성 막에서 분산된다. 비등방성 도전성 접착

제(2006)에서 혼합된 적절한 크기 및 밀도의 도전성 입자들(2007)을 사용함으로써, 구동기 IC는 이와 같은 모드에서 능동

매트릭스 기판상에 설치될 수 있다. 이 설치 방법은 도19A 및 도19B의 구동기 ICs를 설치하는데 적합하게 된다.

도20B는 유기 수지의 수축력을 사용하는 설치 방법의 예를 도시한 것인데, 여기서 버퍼층들(2011a 및 2011b)은 구동기

IC의 접속 단자의 표면 상에 Ta, Ti 등으로 형성되고 Au가 무전극 도금 등에 의해 약 20㎛ 두께로 그 위에 형성되어 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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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bumps)(2012a 및 2012b)를 형성한다. 광경화 절연 수지(2013)는 구동기 IC 및 능동 매트릭스 기판 간에 제공됨으로

써, 광 경화 수지의 수축력은 압력에 의해 용접되는 전극들을 설치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 설치 방법은 도19A 및 도19B

의 구동기 ICs의 설치 방법에 적합하다.

도20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기 IC(2003)는 접착제(2001)에 의해 능동 매트릭스 기판(2001)상에 고정될 수 있고 구동

기 IC의 접속 단자 및 능동 매트릭스 기판(2001) 위의 전극 패드들(2002a 및 2002b)는 배선들(2022a 및 2022b)를 통해

서 접속된다. 그 후, 유기 수지(2023)는 판매를 위하여 사용된다. 이 설치 방법은 도19A 및 도19B의 구동기 ICs의 설치 방

법에 적합하다.

도20D에 도시된 바와 같이, FPC(가요성 인쇄 회로)(2301) 위의 배선(2032)에는 도전성 입자들(2008)을 함유하는 비등방

성의 도전성 접착제(2006)을 통해서 구동기 IC(2003)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구조는 섀시가 크기 면에서 제한되는 휴대용

단자와 같은 전자 장치를 제조하는 경우에 매우 유효하다. 이 설치 방법은 도19C의 구동기 IC의 설치 방법에 적합하다.

구동기 IC의 설치 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COG 방법, 와이어 본딩, TAB 또는 솔더 범프를 사용하는 리플로우 처리

와 같은 공지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리플로우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에, 구동기 IC 또는 능동 매트릭스 기판에 사용되는

기판은 고열 저항을 갖는 플라스틱, 전형적으로 폴리이미드 기판, HT 기판(Nippon Steel Chemical Group Co. Ltd) 및

극성 그룹을 갖는 노르보른엔 수지로 형성된 ARTON(JSR Corporation)으로 제조된다.

실시예 9

이 실시예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이 설명될 것이다. 여기서, 액정 모듈은 도21과 관련하여 디스플레이 모듈의 일예로서 설

명될 것이다.

도21에 도시된 액정 모듈에서, 능동 매트릭스 기판(1601) 및 카운터 기판(1602)은 실란트(1600)로 고정되는데, 픽셀 영

역(1603) 및 액정층(1604)은 이들 간에 삽입되어 디스플레이 영역을 형성한다.

칼러화된 층(1605)은 칼러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로 된다. RGB 방법의 경우에, 적색, 녹색 및 청색에 대응하

는 칼러화된 층들은 각 픽셀 상에 제공된다. 편파기들(1606 및 1607)은 능동 매트릭스 기판(1601) 및 카운터 기판(1602)

외부에 제공된다. 보호막(1616)은 편파기(1606)의 표면상에 제공되어 외부 충격들을 경감시킨다.

능동 매트릭스 기판(1601) 상에 제공되는 접속 단자(1608)는 FPC(1609)를 통해서 배선 보드(1610)에 접속된다. 픽셀 구

동기 회로(IC 칩, 구동기 IC 등)(1611)는 FPC 및 접속 배선을 위하여 제공된다. 배선 보드(1610)는 제어 회로 및 전원 회

로와 같은 외부 회로(1612)를 포함한다.

냉 음극고나(1613), 반사기(1614) 및 광학 필름(1615)은 광을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상으로 투사하는 광원으로서 역광 유

닛의 부분이다. 액정 패널, 광원, 배선 보드, FPC 등은 베젤(bezel)(1617)에 의해 유지되고 보호된다.

실시예 10

이 실시예에서, 발광 디스플레이 모듈의 외부는 디스플레이 모듈의 예로서 도22A 및 도22B와 관련하여 서술될 것이다. 도

22A는 제1 실란트(1205) 및 제2 실란트(1206)으로 밀봉되는 제1 기판 및 제2 기판으로 형성되는 패널의 상부 평면도이

다. 도22B는 도22A의 선 A-A'을 따라서 취해 본 단면도이다.

도22A에서, 점선으로 도시된 참조 번호(1201)는 신호(소스 라인) 구동기 회로를 표시하고, (1202)는 픽셀 영역를 표시하

고 (1203)은 주사(게이트 라인) 구동기 회로를 표시한다. 이 실시예에서, 신호 구동기 회로(1201), 픽셀 영역(1202) 및 주

사 구동기 회로(1203)는 제1 실란트 및 제2 실란트에 의해 밀봉되는 영역에 있다. 제1 실란트로서 필러들을 함유하는 고

점성을 갖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 실란트로서 저 점성을 갖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제1 실란트(1205) 및 제2 실란트(1206)은 가능한 한 많이 수분 또는 산소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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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건조제는 픽셀 영역(1202) 및 실란트(1205) 간에 제공될 수 있다. 픽셀 영역에서, 건조제는 주사 라인 또는 신호

라인 상에 제공될 수 있다. 건조제로서, 산호 칼슘(CaO) 및 산화 바륨(BaO)과 같은 알카린 희토류 금속의 산화물과 같은

화학적 흡수에 의해 수분(H2O)을 흡수하는 물질을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오라이트 또는 실리카 겔과 같은

물리적 흡수에 의해 수분을 흡수하는 물질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제1 기판은 건조제의 입자들을 함유하는 고 수분 투과성을 지닌 수지로 제2 기판(1204) 상에 고정될 수 있다. 여

기서, 고 수분 투과성을 갖는 수지로서, 예를 들어, 에스테르 아크릴레이트, 에테르 아크릴레이트, 에스테르 우레탄 아크릴

레이트, 에테르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부타디엔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특수용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아미노 수지 아크릴레이트, 및 아크릴 아크릴레이트와 같은 아크릴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비스페놀 A 브리키드 에폭시

수지, 비스페놀 A 솔리드 에폭시 수지, 브로마인을 함유하는 에폭시 수지, 비스페놀 F형 수지, 비스페놀 AD 형 수지, 페놀

수지, 크레졸 수지, 노보락 형 수직, 시클로알리페틱 링 에폭시 수지, Epi-Bis 형 에폭시 수지, 글리시딜 에스테르 수지, 글

리시딜 아민 수지, 헤테로사이클릭 에폭시 수지, 및 개질된 에폭시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물질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실록산, 포리머, 폴리이미드, PSG(포스퍼 실리케이트 글래스), 및 BPSG(보론 포스포러스 실리콘 글래스)와 같은 무

기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건조제는 주사 라인과 중첩되는 영역에서 제공되고, 건조제의 입자들을 함유하는 고 수분 투과성을 갖는 수지는 제2 기판

상에 고정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소자로의 수분의 침투 및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열화가 개구 비를 감소시킴이 없이 억압

될 수 있다.

참조 번호(1210)은 접속 배선(1208)을 통해서 외부 입력 단자로서 FPC(가요성 인쇄 회로)(1209)로부터 비디오 신호 및

클럭 신호를 수신하는 주사 구동기 회로(1203) 및 신호 구동기 회로(1201)로 입력되는 신호를 전송하는 접속 영역을 표시

한다.

다음에, 단면 구조가 도22B와 관련하여 서술될 것이다. 구동기 회로 및 픽셀 영역는 제1 기판(1200)위에 형성되며, 이 기

판은 TFTs와 같은 다수의 반도체 소자들을 갖는다. 구동기 회로로서 신호 구동기 회로(1201) 및 픽셀 영역(1202)가 도시

된다. 신호 구동기 회로(1201)는 n-채널 TFT(1221) 및 p-채널 TFT(1222)의 조합으로 형성된 CMOS 회로를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 신호 구동기 회로, 주사 구동기 회로 및 픽셀 영역의T FTs는 동일한 기판위에 형성된다. 따라서, 발광 디

스플레이 장치의 볼륨은 감소될 수 있다.

픽셀 영역(1202)는 스위칭 TFT(1211), 구동 TFT(1212) 및 구동 TFT(1212)의 드레인에 전기 접속된 반사 도전 막으로

형성된 제1 픽셀 전극(애노드)(1213)으로 형성된다.

각 TFTs(1211, 1212, 1221, 및 1222)를 위한 층간 절연막(1220)은 무기 재료(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질화물, 실리콘 옥

시나이트리드 등) 및 유기 재료(폴리이미드, 폴리아미드, 폴리이미드 아미드, 벤조시클로부텐, 또는 실록산 폴리머)를 주로

함유하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실록산 폴리머를 층간 절연막의 소스 재료로서 사용함으로써, 백본 구조로

서 산소 및 실리콘 및 사이드 체인으로서 수소 및/또는 알킬 그룹을 함유하는 구조를 갖는 절연막이 얻어질 수 있다.

게다가, 절연체(뱅크, 파티션, 장벽 등이라 칭함)(1214)는 제1 픽셀 전극(애노드)(1213) 양단에 형성된다. 양호한 커버리

지를 갖는 절연체(1214) 막을 얻기 위하여, 절연체(1214)는 자신의 최상부 및 최하부가 구부려진 표면을 갖도록 형성된

다. 절연체(1214)는 주 성분으로서 무기 재료(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질화물, 실리콘 옥시나이트리드, 실리콘 옥시나이트

리드 등) 또는 유기 재료(폴리이미드, 폴리아미드, 폴리이미드 아미드, 벤조시클로부텐, 또는 실록산 폴리머)를 함유하는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실록산 폴리머가 절연체를 위한 소스 재료로서 사용될 때, 백본 구조로서 실리콘 및 산소 및 사이

드 체인으로서 수소 및/또는 알킬 그룹을 갖는 절연막이 얻어질 수 있다. 게다가, 절연체(1214)는 질화 알루미늄 막, 알루

미늄 나이트리드 옥사이드 막, 주 성분으로서 탄소를 함유하는 박막 또는 실리콘 질화막으로 형성된 보호막(평활층)으로

커버될 수 있다. 흑색 안료 및 염료와 같은 가시광을 흡수하는 재료가 용해되거나 분산되는 유기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후

에 형성될 발광 소자로부터의 표유 광이 흡수될 수 있다. 따라서, 각 픽셀의 컨트래스트는 개선된다. 게다가, 광을 차폐하

는 절연체의 층간 절연막(1220)을 형성함으로써, 광 차폐 효과는 절연체(1214)와의 조합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발광 물질을 함유하는 층(1215)은 유기 화합물 재료를 증착시킴으로써 제1 픽셀 전극(애노드)(1213) 상에 선택적으로 형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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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물질을 함유하는 층(1215)은 적절하게 공지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발광 물질을 함유하는 층(1215)의 구조

는 도23A 내지 도25F와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23A는 실리콘 산화물의 1 내지 15 원자%를 함유하는 투광성 도전 산화물을 사용하여 제1 픽셀 전극(11)을 형성하는 예

를 도시한 것이다. 정공 주입층 또는 정공 운반 층(41), 발광층(42), 전자 운반층 또는 전자 주입층(43)이 적층되는 발광 물

질을 함유하는 층(16)이 그 위에 제공된다. 제2 픽셀 전극(17)은 LiF 또는 CaF와 같은 알칼라인 희토류 금속 또는 알칼리

금속을 함유하는 제1 전극층(33) 및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재료로 형성되는 제2 전극층(34)으로 형성된다. 이 구조를 갖는

픽셀은 도면에서 화살표로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픽셀 전극(11) 측으로부터 광을 방출할 수 있다.

도23B는 제2 픽셀 전극(17)으로부터 광을 방출시키는 예를 도시한 것이다. 제1 픽셀 전극(11)은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과

같은 금속 또는 화학량론적 조성비와 동일하거나 적은 농도의 질소 및 상술된 금속을 함유하는 금속 재료로 형성된 제1 전

극 층(35) 및 1 내지 15 원자%의 농도로 실리콘 산화물을 함유하는 도전 산화물 재료로 형성된 제2 전극층(32)으로 형성

된다. 정공 주입 층 또는 정공 운반층(41), 발광층(42), 전자 운반층 또는 전자 주입층(43)이 적층되는 발광 물질을 함유하

는 층(16)이 그 위에 제공된다. 제2 픽셀 전극(17)은 LiF 또는 CaF와 같은 알칼라인 희토류 금속 또는 알칼리 금속을 함유

하는 제3 전극층(33) 및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재료로 형성되는 제4 전극층(34)으로 형성된다. 각 층은 광을 투과하기 위

하여 100m 또는 이 보다 적은 두께로 형성되어, 광이 제2 픽셀 전극(17)으로부터 방출되도록 한다.

도23E는 두 방향들, 즉 제1 전극 및 제2 전극으로부터 광을 방출시키는 예를 도시한 것이다. 고 일함수를 갖는 투광성 도

전막은 제1 픽셀 전극(11)에 사용되는 반면에, 저 일함수를 갖는 투광성 도전막은 제2 픽셀 전극(17)에 사용된다. 대표적

으로, 제1 픽셀 전극(11)은 1 내지 15 원자%의 농도로 실리콘 산화물을 함유하는 도전성 산화물 재료로 형성되고, 제2 픽

셀 전극(17)은 LiF 또는 CaF와 같은 알칼라인 희토류 금속 또는 알칼리 금속을 함유하는 제3 전극(33)으로 형성되고, 제4

전극층(34)은 100nm 또는 이 보다 적은 두께로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재료로 형성된다.

도23C는 제1 픽셀 전극(11)으로부터 광을 방출시키는 예를 도시한 것인데, 여기서 발광 물질을 함유하는 층은 전자 운반

층 또는 전자 주입층(43), 발광 층(42), 정공 주입층 또는 정공 운반층(41) 순서의 스택을 포함한다. 제2 픽셀 전극(17)은 1

내지 15 원자%의 농도에서 실리콘 산화물을 함유하는 도전성 산화물 재료로 형성된 제2 전극층(32) 및 발광 재료를 함유

하는 층(16)으로부터 순서대로 화학량론적 조성 비와 같거나 작은 농도의 질소 및 상술된 금속을 함유하는 알루미늄 및 티

타늄 또는 금속 재료와 같은 금속으로 형성되는 제1 전극층(35)으로 형성된다. 제1 픽셀 전극(11)은 LiF 또는 CaF와 같은

알칼라인 희토류 금속 또는 알칼리 금속을 함유하는 제3 전극층(33) 및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재료로 형성되는 제4 전극층

(34)으로 형성된다. 각 층은 광을 투과시키기 위하여 100nm 또는 이 보다 적은 두께로 형성되어 제2 픽셀 전극(11)으로부

터 방출되도록 할 수 있다.

도23D는 제2 픽셀 전극으로부터 광을 방출시키는 예를 도시한 것인데, 여기서 발광 물질을 함유하는 층은 전자 운반층 또

는 전자 주입층(43), 발광 층(42), 정공 주입층 또는 정공 운반층(41)의 순서의 스택을 포함한다. 제1 픽셀 전극(11)은 도

23C의 제2 픽셀 전극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발광 물질들을 함유하는 층으로부터 방출되는 광을 반사시키는데 추운한 두께

로 형성된다. 제2 픽셀 전극(17)은 1 내지 15 원자 %의 농도로 실리콘 산화물을 함유하는 도전 산화물 재료로 형성된다.

이 구조에서 무기 물질(대표적으로 몰리브덴 산화물 또는 바나듐 산화물)로서 금속 산화물을 사용하여 정공 주입층 또는

정공 운반층(41)을 형성함으로써, 정공 주입 특성은 제2 전극 층(32)을 형성시 초래되는 산소에 의해 개선됨으로써, 구동

전압은 감소될 수 있다.

도23F는 두 방향들, 즉 제1 픽셀 전극 및 제2 픽셀 전극으로부터의 발광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저 일함수를 갖는 투과성

도전막은 제1 픽셀 전극(11)에 사용되고 고 일함수를 갖는 투광성 도전막은 제2 픽셀 전극(17)에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제1 픽셀 전극(11)은 LiF 또는 CaF와 같은 알칼라인 희토류 금속 또는 알칼리 금속을 함유하는 제3 전극층(33) 및 알루미

늄과 같은 금속 재료로 형성되는 제4 전극층(34)으로 형성되고, 제2 픽셀 전극(17)은 1 내지 15 원자 %의 농도로 실리콘

산화물을 함유하는 도전성 산화물 재료로 형성된다.

이 방식으로, 제1 픽셀 전극(애노드)(1213)으로 형성된 발광 소자(1217), 발광 물질들을 함유하는 층(1215), 및 제2 픽셀

전극(캐소드)(1216)은 도2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된다. 발광 소자(1217)는 광을 제2 기판(1240) 측으로 방출한다.

보호 라미네이트(1218)는 발광 소자(1217)를 밀봉하도록 형성된다. 보호 라미네이트(1218)는 제1 무기 절연막, 스트레스

릴리프 막, 및 제2 무기 절연막의 라미네이트로 형성된ㄷ. 다음에, 보호 라미네이트(1218) 및 제2 기판(1204)은 제1 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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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1205) 및 제2 실란트(1206)와 함께 부착된다. 제2 실란트가 액정들을 적하하기 위한 장치와 같은 실란트를 적하하는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적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란트가 디스펜서로부터 능동 매트릭스 기판상으로 적하되거나 방출되

며, 제2 기판 및 능동 매트릭스 기판은 모두 부착되어 자외선 경화에 의해 밀봉될 수 있다.

편파기(1225)는 제2 기판(1204)의 표면상으로 고정되고 1/2 또는 1/4 파 플레이트(1229) 및 반사방지 막(1226)은 편파

기(1225)의 표면상에 제공된다. 1/4 파 플레이트, 1/2 파 플레이트(1229) 및 편파기(1225)는 제2 기판(1204)으로부터 순

서대로 제공될 수 있다. 외부 광은 파 플레이트 및 편파기를 제공함으로써 픽셀 전극을 벗어나서 반사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제1 픽셀 전극(1213) 및 제2 픽셀 전극(1216) 각각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도전막이 형성되고, 층간 절연막(1220)

은 가시광을 흡수하는 재료 또는 가시광을 흡수하는 재료가 용해 또는 분산되는 유기 재료로 형성된다.

접속 배선(1208) 및 FPC(1209)는 비등방성 도전막 또는 비등방성 도전 수지(1227)를 통해서 서로 전기 접속된다. 게다

가, 각 배선 층 및 접속 단자간의 접속부를 밀봉 수지로 밀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구조로 인해, 발광 소자는 섹션으로

부터 침입되는 수분으로 인한 열화가 방지될 수 있다.

불활성 가스, 예를 들어, 질소 가스로 충전된 공간이 제2 기판(1204) 및 보호 라미네이트(1218) 간에 제공될 수 있다. 따라

서, 수분 및 산소는 더욱 방지될 수 있다.

칼러 층은 픽셀 영역(1202) 및 편파기(1225) 간에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픽셀 영역 및 RGB를 표현하는 칼러화된 층

에서 백색광을 방출시킬 수 있는는 발광 소자를 제공함으로써, 순색 디스플레이가 수행될 수 있다. 게다가, 픽셀 영역에서

청색을 방출할 수 있는 발광 소자를 제공하고 칼러 변환층 등을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순색 디스플레이가 수행될 수 있다.

게다가, 적색, 녹색, 및 청색 광을 방출할 수 있는 발광 소자들은 각 픽셀 에어리에 형성될 수 있고, 칼러화된 층이 또한 사

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모듈은 고 칼러 순도를 지닌 고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다.

발광 디스플레이 모듈은 제1 기판(1200) 및 제2 기판(1204)의 하나 또는 둘 다를 위한 막, 수지 등으로 형성되는 기판을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카운터 기판을 사용함이 없이 밀봉함으로써, 더욱 경량화, 콤팩트화 및 얇은 디스플

레이 장치가 획득될 수 있다.

실시예 모드 1 내지 실시예 모드 5중 어느 한 실시예는 이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 실시예에서, 발광

디스플레이 모듈이 디스플레이 모듈로서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발광 디스플레이 장치, DMD(디지

털 마이크로미러 장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FED(필드 방출 디스플레이) 및 전기이동 디스플레이 장치(전자

종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모듈들에 적용될 수 있다.

실시예 11

상기 실시예들에서 서술된 디스플레이 모듈을 하우징 내에 제공함으로써, 각종 전자 장치들이 제조될 수 있다. 전자 장치

는 텔레비젼 장치,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고글형 디스플레이(헤드 설치된 디스플레이), 항법 시스템, 오디오 재생

장치(차량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 콤포넌트 세트, 등),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게임 머신, 휴대용 정보 단말기(이동 컴퓨터,

셀룰러 전화, 휴대용 게임기, 전자책 등), 메모리 매체가 제공된 영상 재생 장치(특히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와 같은

메모리 매체를 재생하고 재생된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제공된 장치)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전자 장

치들의 전형적인 예들로서, 도24 및 도25는 텔레비젼 장치 및 이의 블록도를 도시하고 도19A 및 도19B는 디지털 카메라

를 도시한다.

도24는 아날로그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는 텔레비젼 장치의 전형적인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24에서, 안테나(1101)에

의해 수신되는 텔레비젼 방송을 위한 전기파는 튜너(1102)에 입력된다. 튜너(1102)는 안테나(1101)로부터 입력되는 고

주파수 텔레비젼 신호를 원하는 수신 주파수에 따라서 제어되는 국부 발진 주파수의 신호와 혼합함으로써 중간 주파수(IF)

신호를 발생시켜 출력한다.

튜너(1102)로부터 취출된 IF 신호는 중간 주파수 증폭기(IF 증폭기)(1103)에 의해 필요로 되는 전압으로 증폭되고 나서

비디오 검출은 비디오 검출 회로(1104)에 의해 수행될 뿐만 아니라 음 검출은 음 검출 회로(1105)에 의해 수행된다. 비디

오 검출 회로(1104)로부터 출력되는 비디오 신호는 비디오 신호 처리 회로(1106)에 의해 휘도 신호 및 칼러 신호로 분리

되고 소정 비디오 신호 처리를 통해서 더욱 비디오 신호로 되고 나서,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들 중 하나로서 액정 디스플레

이 장치, 발광 디스플레이 장치, 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장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FED(필드 방출 디스

플레이), 전기이동 디스플레이 장치(전자 종이) 등의 비디오 출력부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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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음 검출 회로(1105)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음 처리 회로(1107)에 의해 FM 복조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음 신호로

되고 나서, 적절하게 증폭되어 스피커와 같은 음 출력부(1109)로 출력된다.

본 발명을 사용하는 텔레비젼 장치는 VHF/UHF 대역 브로드캐스트, 케이블 브로드캐스트, 또는 BS 브로드캐스트와 같은

그라운드-기반으로 한 브로드캐스트와 같은 아날로그 브로드캐스트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지

상 브로드캐스트, 케이블 디지털 브로드캐스트 또는 BS 디지털 브로드캐스트에 적용될 수 있다.

도25는 하우징(1151), 디스플레이 부(1152), 스피커 부(1153), 동작부(1154), 비디오 입력 단자(1155) 등을 포함한 텔레

비젼 장치를 정면측으로 본 사시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24는 이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디스플레이 부(1152)는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도24의 비디오 출력부(1108)의 예이다.

스피커 부(1153)는 음을 출력하는 도24의 음 출력부의 예이다.

동작부(1154)에는 전원 스위치, 볼륨 스위치, 버튼 스위치, 튜너 스위치, 선택 버튼 등이 제공된다. 버튼들을 누름으로써,

전원의 온/오프, 영상들의 선택, 음의 제어, 튜너의 선택 등이 동작된다. 도시되지 않았지만, 상술된 선택은 또한 원격 제어

기 유형 동작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비디오 입력 단자(1155)는 VTR, DVD, 게임기, 등과 같은 외부 장치로부터 비디오 시호를 텔레비젼 장치 내로 입력하는

단자이다.

이 실시예에서 서술된 텔레비젼 장치가 벽걸이 텔레비젼 장치인 경우에, 이를 벽에 거는 부분은 주 본체의 뒤에 제공된다.

텔레비젼 장치의 디스플레이 부분을 위한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예인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텔레비젼 장치

는 저 비용에서 고 처리량 및 고수율로 제조될 수 있다. 게다가, 텔레비젼 장치의 비디오 검출 회로, 비디오 처리 회로, 음

검출 회로, 및 음 처리 회로를 제어하는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를 CPU에 적용함으로써, 텔레비젼 장치는 저 비용에서 고

처리량 및 수율로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특히, 벽걸이 텔레비젼 장치와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 매체, 기차역들,

공항들 등에서 정보 디스플레이 보드, 거리의 광고 디스플레이 보드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도26A 및 도26B는 디지털 카메라의 예들을 도시한 것이다. 도26A는 정면으로부터 본 디지털 카메라의 사시도인 반면에,

도26B는 후면으로부터 이의 사시도이다. 도26A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릴리스 버튼(1301), 주 스위치(1302), 파인더

(1303), 플래시(1304), 렌즈(1305), 배럴(1306), 및 하우징(1307)를 포함한다.

도26B에서, 파인더 아이피스 윈도우(1311), 모니터(1312) 및 동작 버튼(1313)이 제공된다.

릴리스 버튼(1301)이 아래로 반 눌려질 때, 포커스 조정 시스템 및 노출 제어 시스템이 동작되고 셔터는 릴리스 버튼

(1301)이 완전히 아래로 눌려졌을때 개방된다.

주 스위치(1302)는 눌려지거나 회전되어, 디지털 카메라의 전력의 온/오프가 스위치되도록 한다.

파인더(1303)는 디지털 카메라 정면 상의 렌즈(1305) 위에 배치되는데, 이는 도26B에 도시된 파인더 아이피스 윈도우

(1311)로부터 슈팅 범위 및 포커스 위치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플래시(1304)는 디지털 카메라의 상부 정면부에 배치되며, 이는 피사체 밝기가 낮으면 눌려진 릴리스 버튼으로 셔터를 개

방하기 때문에 보조광(fill light)을 방출시킨다.

렌즈(1305)는 디지털 카메라 앞에 배치된다. 렌즈는 포커싱 렌즈, 촬상 광학 시스템을 형성하는 줌 렌즈 뿐만 아니라 도시

되지 않은 셔터와 개구를 포함한다. 게다가, CCD(전하 결합 장치)와 같은 촬상 장치는 렌즈의 뒤에 제공된다.

배럴(1306)은 포커싱 렌즈, 줌 렌즈 등을 포커스하는 렌즈를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영상을 슈팅시, 렌즈(1305)는 배럴

밖으로 슬라이드함으로써 앞으로 이동된다. 휴대될 때, 렌즈(1305)는 콤팩트하게 되도록 접혀진다. 이 실시예에서, 피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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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럴 밖으로 슬라이드함으로써 줌잉에 의해 슈팅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 구조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카메

라는 하우징(1307) 내의 촬상 광학 시스템의 구조로 인해 배럴 밖으로 슬라이딩함이 없이 줌잉함으로써 영상을 슈팅할 수

있다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파인더 아이피스 윈도우(1311)는 디지털 카메라의 상부 이면부 상에 제공되는데, 이는 슈팅 범위 및 포커스 위치를 검사하

기 위하여 사용된다.

동작 버튼(1313)은 디지털 카메라의 이면 상에 제공되는 각종 기능 버튼들을 포함하고 셋업 버튼, 메뉴 버튼, 디스플레이

버튼, 기능 버튼, 선택 버튼 등을 더 포함한다.

모니터를 위한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모드인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저 비용의 디지털 카메라는 저 비용에서

고 처리량 및 수율로 제조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기능 버튼들, 주 스위치, 릴리스 스위치,등을 사용한 입력에 따라서 공정

을 수행하는 CPU를 위한 본 발명의 반도체 장치의 모드인 CPU, 자동 포커싱 동작 및 자동 포커스 조정 동작을 수행하는

회로 각각을 제어하는 CPU, 스트로브 광 및 CCD(전하 결합된 장치)의 구동을 제어하는 타이밍 회로, CCD와 같은 촬상 장

치에 의해 광전 변환된 신호로부터 비디오 신호를 발생시키는 촬상 회로, 촬상 회로에서 발생된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신

호로 변환시키는 A/D 변환기 회로, 메모리에서 비디오 데이터를 기록 및 판독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사용된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는 저 비용에서 고 처리량 및 고 수율로 제조될 수 있다.

본 출원은 2004년 8월 23일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2004-241805를 토대로 한 것이며, 이의 내용이 본원

에 참조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잉크-젯 방법으로 대표되는 드롭렛 방출 방법(droplet discharge method)에 의해 형성된 반도체 소자를 갖는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반도체 소자의 각종 부분들의 막들, 마스크 패턴들 및 접촉

홀들을 형성하는 기술들에 관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으로서,

기판 위에 제1 막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제1 막으로 방출시킴으로써 상기 제1 막 위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막을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기판 위에 적어도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을 형

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 및,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제공된 상기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함으로써, 패터닝된 막을 형성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는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을 형성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3.

공개특허 10-2006-0050579

- 28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상기 용액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에서 상기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은 상기 고 습윤성 영역에서 상기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 보다 큰,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및 상기 고 습윤성 영역에서 접촉각들 간의 차이는 30˚이상인,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막은 플루오르카본 체인(fluorocarbon chain)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

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상기 용액은 상기 기판을 가열하면서 방출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8.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으로서,

기판 위에 제1 막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제1 막으로 방출시킴으로써 상기 제1 막 위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막을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기판 위에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 및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제공된 상기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시킴으로써, 패터닝된 막을 형

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상기 제1 막에 대한 접촉각은 상기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상기 제1 막에 대한 접촉

각 보다 작은,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재료는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을 형성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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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에서 상기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은 상기 고 습윤성 영역에서 상기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 보다 큰,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및 상기 고 습윤성 영역에서 접촉각들 간의 차이는 30˚이상인, 큰 반도체 장치 제

조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막은 플루오르카본 체인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상기 기판을 가열하면서 방출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5.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으로서,

기판 위에 형성된 제2 막 상에 제1 막을 형성하는 단계;

제1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제1 막으로 방출시킴으로써 상기 제1 막 위에 제1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막을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제2 막 위에 적어도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

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제공된 상기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함으로써, 제2 마스

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패터닝된 제1 막 및 상기 제2 막을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막은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인,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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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상기 용액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에서 상기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은 상기 고 습윤성 영역에서

상기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접촉각 보다 큰,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및 상기 고 습윤성 영역에서 접촉각들 간의 차이는 30˚이상인, 큰 반도체 장치 제

조 방법.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막은 플루오르카본 체인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상기 용액은 상기 기판을 가열하면서 방출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

법.

청구항 22.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으로서,

기판 위에 형성된 제2 막 상에 제1 막을 형성하는 단계;

제1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제1 막으로 방출시킴으로써 상기 제1 막 위에 제1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막을 패터닝함으로써 상기 제2 막 위에 적어도 저 습윤성 영역들 및 고 습윤성 영역

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1 마스크를 제거하는 단계;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제공된 상기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시킴으로써, 제2 마

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패터닝된 제1 막 및 상기 제2 막을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1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상기 제1 막에 대한 접촉각은 상기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의 상기 제1

막에 대한 접촉각 보다 작은,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막은 절연막, 반도체막 또는 도전막인,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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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상기 용액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에서 상기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상기 용액의 접촉각은 상기 고 습윤성 영

역에서 상기 제2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상기 용액의 접촉각 보다 큰,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및 상기 고 습윤성 영역에서 접촉각들 간의 차이는 30˚이상인, 큰 반도체 장치 제

조 방법.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막은 플루오르카본 체인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은 상기 기판을 가열하면서 방출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9.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으로서,

기판 위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전극 위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절연막 위에 제1 반도체막을 형성하는 단계;

하나의 도전율을 갖는 제2 반도체막을 상기 제1 반도체막 위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제2 반도체막 위에 패터닝된 제1 막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패터닝된 제1 막 상에 적어도 저 습윤성 영역들을 형성하

고, 상기 제2 반도체막 상의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고 습윤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용액을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제공된 상기 고 습윤성 영역으로 방출함으로써 상기 패터닝된

제1 막 위에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패터닝된 제1 막, 상기 제1 반도체막 및 상기 제2 반도체막을 에칭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반도체막 위에 소스 및 드레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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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에서 상기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상기 용액의 접촉각은 상기 고 습윤성 영역에

서 상기 마스크 재료를 함유하는 상기 용액의 접촉각 보다 큰,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및 상기 고 습윤성 영역에서 접촉각들 간의 차이는 30˚이상인,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패터닝된 제1 막은 플루오르카본 체인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33.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으로서,

소스 영역, 및 드레인 영역 및 상기 소스 영역과 상기 드레인 영역 간의 채널 형성 영역을 갖는 섬형상의 반도체막(island

semiconductor film)을 기판상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소스 영역 및 상기 드레인 영역 위에 제1 막을 형성함으로써, 상기 제1 막 상에 적어도 저 습윤성 영역을 형성하고 상

기 섬 형상의 반도체막 상의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고 습윤성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

액체를 사용하여 방출 또는 코팅함으로써 상기 저 습윤성 영역들 간에 제공된 상기 고 습윤성 영역 위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 절연막 위에 게이트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막은 플루오르카본 체인을 함유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 제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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