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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13)를 얻기 위해, 레지스트마스크(7)를 사용하는 제1에칭 후에 레지스트마스크(7)를 리플

로하기 위해 유기용제를 레지스트마스크(7)로 스며들게 한다. 레지스트마스크의 부피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가열

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부가적으로, 큰 점도는 감소하고, 레지스트마스크로 덮여진 면적은 제2에칭 전에 간단한 방

법에 의해 증가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접착은 만족스럽게 형성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테이퍼진 구조를 가진 배

선(11)이 쉽게 형성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a

색인어

에칭, 노광공정, 레지스트마스크, 테이퍼진 구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1c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제조공정들의 순서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2a 내지 2c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제조공정들의 순서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3a 및 3b는 도 2c에 이어지는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4a 및 4b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5a 및 5b는 도 4a 및 4b에 이어지는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6a 및 6b는 도 5a 및 5b에 이어지는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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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및 7b는 도 6a 및 6b에 이어지는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8a 및 8b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의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9a 및 9b는 도 8a 및 8b에 이어지는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10a 및 10b는 도 9a 및 9b에 이어지는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11a 및 11b는 도 10a 및 10b에 이어지는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12a 및 12b는 본 발명의 제5실시예의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13a 및 13b는 도 12a 및 12b에 이어지는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14a 및 14b는 도 13a 및 13b에 이어지는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15a 및 15b는 도 14a 및 14b에 이어지는 제조공정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16a 및 16b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인 액정디스플레이를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대략적인 평면도 및 단면도;

도 17a 내지 17c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의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18a 내지 18c는 도 17c에 이어지는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19a 내지 19c는 도 18c에 이어지는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20a 내지 20c는 도 19c에 이어지는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21a 내지 21c는 도 20c에 이어지는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22a 내지 22c는 도 20a 내지 20c에 이어지는 도 21a 내지 21c와는 다른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

들;

도 23a 및 23b는 본 발명의 제6실시예인 액정디스플레이를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확대된 대략적인 평면도 및 확대된 

대략적인 단면도;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된 리플로(reflowing)장치를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

도 25a 내지 25d는 제1종래예의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26a 내지 26c는 제2종래예의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27a 내지 27c는 제3종래예의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도 28a 내지 28c는 제4종래예의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및

도 29a 내지 29c는 제5종래예의 제조공정들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박막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장치를 위한 패턴형성방법 및 패턴형성방법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제조

하는 방법, 특히 리플로 레지스트를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 패턴형성방법 및 패턴형성방법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용 

박막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체장치의 진보적인 집적화는 미세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인 광노광 및 건식에칭기술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반도체장치의 성능은 위에 설명한 대로 향상될 때, 제조공정은 진보되며 제조비용은 증가한다.

최근에, (1)공정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배선패턴을 테이퍼(taper)지게 하고 (2)반도체장치의 제조비

용을 크게 줄여, 패턴제조공정들을 통합하고 공정들의 총수를 줄이는 것이 요구된다.

테이퍼진 배선(이하 제1종래예로 지칭)대신 보통배선이 형성되는 경우, 및 종래기술이외의 공지된 예의 배선(이하 제

2종래예로 지칭)이 형성되는 경우는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 25a 내지 25d는 제1종래예를 제조공정들의 순서로 설명하기 위한 배선패턴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 25a에서 보여지는 대로, 알루미늄합금 등으로 구성된 금속막(402)은 유리기판과 같은 기저물(401)위에 형성된다.

금속막(402)의 두께는 거의 1㎛이다. 레지스트마스크(407)는 공지된 광노광에 의해 금속막(402)위의 소정의 영역에 

형성된다.

다음으로, 도 25b에 나타낸 대로, 레지스트마스크(407)는 에칭용 마스크로서 기능하고, 제1에칭이 금속막(402)에 적

용되어 제1테이퍼진 층(415)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도 25c에 나타낸 대로, 레지스트마스크(407)는 150 내지 200℃에서 가열에 의해 리플로되고, 측면에서 매

달려 열적으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413)가 된다.

다음으로, 도 25d에 나타낸 대로, 제2에칭이 에칭마스크로서 열적으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413)를 사용하여 나

머지 금속막(402)에 적용되고 하부부분에 제2테이퍼진 층(416)을 가진 배선(411)이 형성된다.

도 26a 내지 26c는 제2종래예(일본공개특허공보 제2000-133636호)의 제조방법을 제조공정의 순서로 나타내는 대

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 26a에 나타낸 대로, 알루미늄합금 등으로 구성된 금속막(422)은 유리기판과 같은 기저물(421)위에 형성된다. 금

속막(422)의 두께는 거의 1㎛이다. 레지스트마스크(427)는 공지된 광노광에 의해 금속막(422)위의 소정된 영역에 형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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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26b에 나타낸 대로, 레지스트마스크(427)는 에칭용 마스크로서 기능하고, 제1에칭이 금속막(422)에 적

용되고 제1테이퍼진 층(435)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도 26b에 나타낸 제1테이퍼진 층(435)이 형성된 후에, 레지스트마스크(427)는 기저물(421)과 함께 실리

레이션(sililation)시약인 유기실란용액에 살짝 담겨진다. 또는 유기실란증기에 레지스트마스크(427)를 노출시킨다. 

위에 설명한 대로, 레지스트마스크(427)는 실리레이션된다.

레지스트마스크(427)는 실리레이션에 의해 팽창되고 도 26c에 나타낸 대로, 팽창되고 실리레이션된 레지스트마스크

(433)가 형성된다. 실리레이션으로 팽창된 실리레이션된 레지스트마스크(433)의 패턴 폭은 점선으로 표시된 레지스

트마스크(427)의 패턴 폭보다 증가한다. 실리레이션시약으로, 실란 등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제2에칭이 에칭마스크로서 팽창된 실리레이션된 레지스트마스크(433)를 사용하여 나머지 금속막(422)에 

적용되고 하부부분에 제2테이퍼진 층(436)을 가진 배선(431)이 형성된다. 하지만, 팽창된 실리레이션된 레지스트마

스크(433)의 부착력이 약하므로, 제1테이퍼진 층(435)은 측면부터 에칭이 되고, 만곡된 형태로 측면에칭된 부분(432

)은 제1테이퍼진 층(435)에 형성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배선(431)이 형성된다.

제조공정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요구되는 배선형성의 본 경우(이하 제3종래예) 및 종래기술 이외의 요구에 따라서 제

조공정들의 수를 줄이는 배선형성의 경우(이하 제4종래예)는 도면들을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 27a 내지 27c는 제3종래예를 설명하기 위한 역스태그(stagger)형TFT의 일부의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 27a에 보여지는 대로, 유리등으로 구성된 투명기판에 의해 형성된 기저물(441)위에 게이트전극(442)이 형성되고,

게이트절연막(443), 비정질실리콘막(444), N + 형비정질실리콘막(455) 및 금속막(446)이 적층되고 또한, 제1레지

스트마스크들(447 및 448)은 공지된 광노광에 의해 금속막(446)에 형성된 다.

다음으로, 도 27b에 보여지는 대로, 에칭마스크로서 이런 제1레지스트마스크들(447 및 448)을 사용하여, 금속막(44

6) 및 N + 형비정질실리콘막(455)은 건식에칭된다.

결과적으로, 소스전극(451), 소스전극용 옴접촉층(449), 드레인전극(452) 및 드레인전극용 옴접촉층(450)이 형성된

다. 그 후에, 먼저 형성된 레지스트마스크들(447 및 448)은 벗겨지고 제거된다.

다음으로, 도 27c에 보여지는 대로, 소스전극(451), 옴접촉층(449), 드레인전극(452) 및 옴접촉층(450)은 덮여지고, 

비정질실리콘막(444)표면의 일부는 덮여지며 제2레지스트마스크(453)는 공지된 광노광에 의해 형성된다.

다음으로, 에칭마스크로서 제2레지스트마스크(453)를 사용하여 비정질실리콘막(444)은 에칭되어 섬형 층(454)이 형

성된다. 제2레지스트마스크(453)는 벗겨지고 제거된다.

결과적으로, 역스태그형TFT는 형성된다. 다음공정들의 설명은 생략하지만, 예를 들어, 화소전극, 패시베이션(passiv

ation)절연막 등이 형성되고 능동매트릭스TFT-LCD장치는 형성된다.

도 28a 내지 28c는 일본공개특허공보 제2000-133636호에 개시된 제4종래예를 설명하기 위해 역스태그형TFT의 

일부의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 28a는 제3종래예에 관련된 도 27a 및 27b와 비슷하다.

다음으로, 레지스트마스크들(467 및 468)은 유기실란용액에 살짝 담겨진다. 또는 유기실란증기에 레지스트마스크들

(467 및 468)을 노출시킨다. 결과적으로, 레지스트마스크들(467 및 468)은 실리레이션된다. 레지스트마스크들(467 

및 468)은 실리레이션에 의해 팽창되고 도 28b에 나타낸 대로, 레지스트마스크들(467 및 468)은 하나의 팽창되고실

리레이션된레지스트마스크(473)가 되도록 합쳐진다. 이렇게 팽창하는 경우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레지스트마스크들(

467 및 468)의 치수는 개별적으로 0.1㎛의 부피에서 2.0㎛의 부피로 팽창한다.

다음으로, 에칭마스크로서 팽창되고실리레이션된레지스트마스크(473)를 사용하는 제2에칭이 적용되고 비정질실리

콘막(464)이 에칭된다.

결과적으로, 도 28c에 보여지는 대로, 섬형층(471)이 형성된다. 그 후에, 팽창되고실리레이션된레지스트마스크(473)

는 벗겨지고 제거된다.

결과적으로, 역스태거형TFT는 형성된다. 연속공정들의 설명은 생략하지만, 예를 들어, 화소전극, 패시베이션절연막 

등이 형성되고 능동매트릭스TFT-LCD장치는 형성된다.

도 29a 내지 29c는 일본공개특허공보 제2000-131719호에 개시된 제5종래예를 설명하기 위해 역스태그형TFT의 

일부의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 29a는 제3종래예에 관련된 도 27a 및 27b와 비슷하다.

다음으로, 제1종래예에서처럼 레지스트마스크들(487 및 488)은 150 내지 250℃에서의 가열에 의해 리플로되고, 측

면에서 매달려 열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들(493 및 494)이 된다. 이런 경우에, 레지스트마스크들은 채널들사이

의 거리(L)가 0.1 내지 2.0㎛로 되는 경우에 연장한 공정시간에 의해 합쳐질 수 있고, 열리플로의 결함이 있게 되는 

리플로의 점도가 높은 것처럼, 열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들은 개별적으로 기복이 있는 불규칙단부를 가지며, 레

지스트들의 합체는 종종 불완전하게 되고 또한, 채널들사이의 거리가 2.0㎛를 넘는 경우에 열리플로 자체는 공정시간

을 많이 연장함에 의해서도 평탄화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열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들(493 및 494)은 도

29b에 나타낸 대로 완전히 합체되지 않을 수도 있다. 레지스트마스크들 밑에 있는 비정질실리콘막(484)은, 레지스트

마스크들의 합체가 불충분하고, 각 레지스트마스크 및 그 밑의 막 사이의 접착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에칭이 될

때, 합체된 섬형 층은 도 29c에 나타낸 대로 격리섬형층들(495 및 496)이 되도록 형성되지 않고 TFT채널은 정상적

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역스태거형TFT는 형성된다. 다음공정들의 설명은 생략하지만, 예를 들어, 화소전극, 패시베이

션절연막 등이 형성되고 능동매트릭스TFT-LCD장치는 형성된다. 하지만, 제5종래예에서 열리플로에 의해 TFT소자

들을 형성할 수 있는 채널들사이의 거리(L)는 0.1 내지 2.0㎛이하로 제한된다.

위에서 설명한 종래기술 중에서 도 25a 내지 25d에서 보여지는 배선패턴이 테이퍼진 제5종래예의 경우에서, 레지스

트내부의 구성성분들의 증발이 레지스트마스크(407)의 열리플로에서 역시 가속되기 때문에 부피는 축소된다. 레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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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마스크(407)의 측방향으로 치수가 대략 0.5내지 2.0㎛로 팽창하고, 부가적으로 열리플로의 점도가 높으며, 레지스

트마스크의 단부가 기복이 있고 불규칙함에 따라, 상기 에칭은 종종 발생하고 배선은 충분하지 않게 테이퍼진 형태, 

즉 배선의 단면이 수직이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반대로 테이퍼진 형태를 가진다.

위에서 언급된 제2종래예는 레지스트의 부피팽창을 이용하여 제1종래예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다. 그런 점

에서, 큰 효과가 얻어진다. 하지만, 발명자들은 레지스트마스크가 너무 많이 팽창했을 때, 팽창한 레지스트 및 에칭된 

막 밑의 막간의 접착력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상기 에칭이 추가 실험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실험들에서, 비록 레지

스트가 부피팽창을 이용하여 측방향으로 0.1 내지 2.0㎛로까지 팽창하여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얻어

지고 정상범위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지만, 레지스트를 더 팽창시킬 때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고

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종래기술중에서 도 27a 내지 27c에서 보여진 제조공정수를 줄이기 위한 제3종래예는, 스태거형TFT의 제

조에서 소스전극(451), 소스전극용 옴접촉층(449), 드레인전극(452) 및 드레인전극용 옴접촉층(450)을 형성하는 것,

및 섬형 층(454)을 형성하는 것을 위해 두 개의 노광공정이 요구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위에서 언급된 제4종래예는 제1종래예에서와 동일한 원리를 이용하고, TFT장치의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사이의 

간격이 0.1㎛에서 2.0㎛이하일 때만 제4종래예는 가능하며 간격이 4㎛이상일 때는 위에서 언급된 이유때문에 레지스

트마스크들의 합체는 실제로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위에서 언급된 제5종래예는 제2종래예에서와 동일한 원리를 이용하고, 제5종 래예에서 합체는 채널들사이의 거리가 

0.1 내지 2.0㎛로 되는 경우에 공정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합쳐질 수 있지만, 열리플로의 결함이 있게 되는 열리플로의

점도가 높으므로, 단부는 기복이 있고 불규칙하며, 레지스트들의 합체는 종종 불완전하게 되고 또한, 채널들사이의 

거리가 2.0㎛를 넘는 경우에, 비록 공정시간이 크게 연장될지라도 열리플로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레지스트들이

완전히 합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레지스트마스크들의 합체가 불충분하고 각 레지스트마스크 및 그 밑

의 막 사이의 접착이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합체된 섬형 층은 형성되지 않고, 격리섬형층들이 형성되며 TFT채널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5통상에에서 열리플로에 의해 TFT소자들을 형성할 수 있는 채널들사이의 거리를 0.1 내지 2.0㎛ 이내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TFT소자들은 종종 불완전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두 개의 공정들을 요구하는 크기가 다른 패턴들을 한 공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반도체장치의 패턴

형성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레지스트 융해용 화학약품이 레지스트로 스며들고, 레지스트는 화학약품에 의

해 융해되고 리플로(화학약품에 의해 리플로된다고 지칭)된다.

즉, 막을 에칭하기 위한 공정을 사용하여 요망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패턴형성방법에서, 레지스트막을 에칭된 막에 형

성한 후에, 레지스트막이 제1마스크가 되 도록 패터닝이 되고, 다음으로 제1마스크를 사용하여 막을 에칭하며, 제1마

스크를 화학약품에 의해 리플로하고 제2마스크가 형성된 후에, 제2마스크를 사용하여 에칭이 계속된다.

이런 경우에, 제1에칭에 의해 전체 한 층이 에칭되고, 그 층밑의 다른 층은 제2에칭에 의해 역시 에칭될 수도 있거나, 

또는 한 층을 제1에칭에 의해 절반까지 에칭되고 나머지는 제2에칭에 의해 역시 에칭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은 위에서 언급된 방법에 의해 해결된다. 즉, 제2종래예에서, 레지스트의 부피팽창만 이용되

므로, 레지스트 및 에칭된 층사이의 접착력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본 발명에서는 리플로를 이용하므로, 제2종래예의 

문제점은 해결된다.

본 발명에 따른 패턴형성방법은 에칭된 막위에 예정된 패턴을 가진 유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에칭된 막이 노출

된 영역 및 유기막으로 도포된 도포영역을 가지도록 마스크로서 유기막을 사용하여 표면으로부터 에칭된 막의 일부

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 유기막을 노출된 영역까지 확장하고 변형시키기 위한 공정, 및 마스크로서 변형된 유기막을 

사용하여 에칭된 막의 노출영역을 에칭하기 위한 공정을 포함하며, 변형된 유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유기용제

의 용액을 유기막으로 스며들게 하고 유기막을 융해하는 리플로에 의해 실행되는 기본개념을 가진다.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가지는 패턴형성방법은 이하의 여러 가지 실시예들에서 구현된다.

먼저, 유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에서 서로 인접된 인접유기막들은 형성되 고, 변형된 유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

정에서 인접유기막들은 개별적으로 인접변형유기막이 되고 합체된다.

변형된 유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및 에칭된 막의 노출영역을 에칭하기 위한 공정사이에, 변형된 유기막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 포함되며 변형된 유기막에 산소를 공급하는 애싱(ashing), 또는 자외선조사를 사용하는 오존처

리에 의해 변형된 유기막의 영역을 줄여 실행한다.

변형된 유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으로부터 에칭된 막의 노출영역을 에칭하기 위한 공정까지의 공정은 에칭된 막

의 노출영역을 에칭하는 공정 후에 적어도 한번이상 반복된다.

에칭된 막의 에칭 때문에, 적어도 마지막에칭은 습식에칭이다.

유기용제의 용액은 적어도 이하의 유기용제들의 하나를 포함한다.

유기용제들(R: 알킬기 또는 실제 알킬기, Ar: 페닐기 또는 페닐기를 제외한 방향성환):

- 알콜(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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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콕실 알콜

- 에테르(R-0-R, Ar-O-R, Ar-O-Ar)

- 에스테르

- 케톤

- 글리콜

- 알킬렌 글리콜

- 글리콜 에테르

리플로는 유기용제의 용액증기에 노출하여 또는 유기용제의 용액에 살짝 담금으로서 실행된다.

유기막은 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들로 구성되고, 유기막이 감광성유기막일 때, 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들은 감

광성유기막에 대한 노출양을 바꿔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들에 의해 유기막을 형성하고 

에칭된 막이 노출영역 및 유기막으로 덮인 도포영역을 가지도록 마스크로서 유기막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에칭된 막

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 및 유기막을 변형하고 노출된 영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공정사이에 유기막에칭에 의해

유기막을 형성하는 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들 이외에 상대적으로 두꺼운 유기막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얇은 유

기막보다 두꺼운 유기막 만을 남기기 위한 공정이 포함되고, 더욱 구체적으로 에칭된 막이 노출영역 및 유기막으로 

덮인 도포영역을 가지도록 마스크로서 유기막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에칭된 막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 및 유기

막을 변형하고 노출된 영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공정사이에 유기막표면의 개조된 층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 포함된

다. 또한, 유기막표면의 개조된 층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은 플라즈마처리 또는 UV오존처리에 의해 유기막을 처리하

여 실행되고, 플라즈마처리는 O 2 가스가 함유된 다른 플라즈마처리가스, 불소가스가 함유된 다른 플라즈마처리가스

및 O 2 가스 및 불소가스가 혼합된 다른 플라즈마처리가스를 사용하여 실행되며, 불소가스가 함유된 플라즈마처리가

스가 사용될 때, SF 6 , CF 4 및 CHF 3 중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며, O 2 가스 및 불소가스가 혼합된 가스를 포함하

는 플라즈마처리가스가 사용될 때, SF 6 /O 2 , CF 4 /O 2 및 CHF 3 /O 2 중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에칭된 막이 노출영역 및 유기막으로 덮인 도포영역을 가지도록 마스크로서 유기막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에칭된 막

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 및 유기막을 변형하고 노출된 영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공정사이에, 불화수소산용액에

에칭된 막 및 유기막을 살짝 담그기 위한 공정이 포함된다.

에칭된 막은 하부로부터 제1막 및 제2막의 순서로 구성되고, 제2막은 마스크로서 유기막을 사용하여 에칭되고 제거

되며, 제1막은 마스크로서 변형된 유기막을 사용하여 에칭되고 제거되며, 제1막은 제1금속막이며, 제2막은 제1금속

막의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제2금속막이다. 또는 하부로부터 순서상으로 제1막이 실리콘막이고, 제2막은 고

밀도불순물들을 함유하는 옴접촉용 실리콘막 및 금속막이다. 또는 제1막이 하부로부터 순서상으로 실리콘막 및 고밀

도불순물들을 함유하는 옴접촉용 실리콘막이고 제2막은 금속막이다. 위의 두 경우에서, 실리콘막은 박막트랜지스터

의 반도체층을 형성하고 옴접촉용 실리콘막 및 금속막은 박막트랜지스터의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한다. 유

기막을 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들로 구성할 때, 유기막은 반도체층의 채널측에 두껍게 형성된 두꺼운 유기막, 및 

반도체층의 채널로부터 따로 떨어진 측에 얇게 형성된 얇은 유기막으로 구성되며, 박막트랜지스터의 소스전극 및 드

레인전극이 형성된 후에 표면의 유기막은 에칭되고,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위에 두꺼운 유기막만이 남으며, 두꺼운 

유기막은 변형되어 변 형된 유기막이 된다.

본 발명에 따른 패턴형성방법에서 유기막을 위해서, 감광막이 적합하다.

본 발명에 따른 패턴형성방법은 액정디스플레이 및 EL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형성하는 능동매트릭스TFT

의 처리에 적합하다.

즉, 기판위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게이트전극을 덮도록 게이트절연막, 반도체층 및 금속층을 차례로 

형성하는 공정, 금속층을 패터닝하고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를 형성하는 공정, 금속층을 패

터닝한 후에 마스크에 유기용제를 스며들게 하고, 마스크를 리플로 하며,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사이에 마스크를 연

결하기 위한 공정, 및 마스크를 연결하기 위한 공정에서 획득된 연결된 마스크를 사용하여 반도체층을 패터닝하기 위

한 공정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용TFT의 제조방법은 달성된다.

디스플레이용TFT의 제조방법은 금속층 및 반도체층사이에 옴접촉층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을 포함하고, 옴접촉층은 

금속층을 패터닝하기 위한 공정에서 역시 패터닝이 된다.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용TFT의 제조방법은 금속층 및 반도체층사이에 옴접촉층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을 포함하고,

옴접촉층이 반도체층을 패터닝하기 위한 공정에서 역시 패터닝이 되며, 연결된 마스크를 제거한 후에 마스크로서 소

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사용하여 옴접촉층을 패터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디스플레이용TFT의 제조방법은 게이트전극이 형성될 때 역시 기판위에 공통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을 포

함하고, 또한 게이트절연막, 반도체층 및 금속 층을 차례로 형성하기 위한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게이

트절연막, 반도체층 및 금속층을 차례로 형성하기 위한 공정에서 공통전극을 덮고 금속층을 패터닝하기 위한 공정에

서 공통전극위에 위치하는 화소전극을 형성하며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한다.

제조방법은 인접된 마스크들이 개별적으로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에 대응되도록, 인접된 마스크들이 박막영역을 가

지며 마스크들이 인접된 측들보다 멀리 떨어진 측에서 더 얇은 두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패턴형성방법이 액정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경우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1액정디스플레이의 제조방법은 제1기판위에 게이트배선 및 게이트전극을 형성하고 다음으로 제1

기판위의 게이트배선 및 게이트전극을 덮기 위해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하부로부터 순서적으로 반도

체막, 옴접촉을 위한 반도체막, 및 게이트절연막위에 소스 및 드레인을 위한 금속막을 증착하기 위한 공정, 소스 및 드

레인용 금속막위의 게이트전극에 위치하는 소스전극용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레지스트마스크를 개별적으

로 형성하기 위한 공정, 마스크로서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사용하여 소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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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인용 금속막 및 옴접촉용 반도체막을 에칭하고, 옴접촉을 위한 반도체막 및 소스 및 드레인용 금속막으로 구성되

는 적층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측면으로 리플로하

여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연결하고 연결된 레지스트 마스크로 적어도 적층

된 패턴의 일부를 덮기 위한 공정, 및 마스크로서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를 사용하여 반도체막을 에칭하고 반도체섬

을 형성하고, 다음으로 제1기판의 반도체섬측에 제1기판에 대향하는 제2기판을 배열하여 대향기판들을 형성하며, 또

한 TFT 및 대향기판사이에 액정성분을 채우는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방법에 의해 TFT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제조방법은 또한 유기용제의 용액을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로 스며들게 하

고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리플로하여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제2액정디스플레이의 제조방법은 제1기판위에 게이트배선 및 게이트전극을 형성하고 다음

으로 제1기판위의 게이트배선 및 게이트전극을 덮기 위해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하부로부터 순서적으

로 반도체막, 옴접촉을 위한 반도체막, 및 게이트절연막위에 소스 및 드레인을 위한 금속막을 증착하기 위한 공정, 소

스 및 드레인용 금속막위의 게이트전극에 위치하는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개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공정, 마스크로서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사용하

여 소스와 드레인용 금속막을 에칭하고, 소스전극용 금속막패턴 및 드레인전극용 금속막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측면으로 리플로하여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연결하고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로 적어도 소스전극용 금속막패턴 및 드레인전극용

금속막패턴의 일부를 덮기 위한 공정, 연결된 레지 스트마스크를 벗긴 후에 마스크로서 소스전극용 금속막패턴 및 드

레인전극용 금속막패턴을 사용하여 반도체막의 옴접촉용 반도체막을 적층된 섬으로 에칭하고, 옴접촉용 반도체막, 및

소스 및 드레인용 금속막으로 구성되는 적층패턴을 형성하며 반도체막으로 구성된 반도체 섬을 형성하며, 다음으로 

제1기판에 대향하는 제2기판을 제1기판의 반도체섬측에 배열하며, 또한 TFT 및 대향기판사이에 액정성분을 채우는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방법에 의해 TFT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조방법은 또한 유기용제의 용액을 소스전

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로 스며들게 하고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

용 레지스트마스크를 리플로하여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제3액정디스플레이의 제조방법은 제1기판위에 게이트배선 및 빗모양(comb-type)공통전

극을 형성하고 다음으로 제1기판위의 게이트배선 및 공통전극을 덮기 위한 게이트절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하부

로부터 순서적으로 반도체막, 옴접촉을 위한 반도체막, 및 게이트절연막위에 소스 및 드레인을 위한 금속막을 증착하

기 위한 공정, 소스 및 드레인용 금속막위의 게이트전극에 위치하는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

지스트마스크를 개별적으로 형성하고, 공통전극의 빗모양전극들사이에 전극을 형성하도록 화소전극용 레지스트마스

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 마스크로서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화소전극용 레

지스트마스크를 사용하여 소스와 드레인용 금속막 및 옴접촉용 반도체막을 에칭하고, 옴접촉을 위한 반도체막 및 소

스 및 드 레인용 금속막으로 구성되는 적층된 패턴의 소스전극, 적층된 패턴의 드레인전극 및 적층된 패턴의 화소전

극을 형성하며, 공통전극의 빗모양전극들사이에 적어도 적층된 패턴의 화소전극의 빗모양전극들이 각각 놓이도록 적

층된 패턴의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화소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측면으로 리플로하여 적어도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연결

하고,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로 적어도 적층된 패턴의 일부를 덮기 위한 공정, 마스크로서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를 

사용하여 반도체막을 에칭하고 반도체 섬을 형성하며, 다음으로 제1기판에 대향하는 제2기판을 제1기판의 반도체섬

측에 배열하며, 또한 TFT 및 대향기판사이에 액정성분을 채우는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방법에 의해 TFT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조방법은 또한 유기용제의 용액을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

크로 스며들게 하고,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화소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리플

로하여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제1, 제2 및 제3액정디스플레이들의 제조방법들에서,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가 소스 및 드

레인용 금속막위에서 대향하는 측에서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고,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

극용 레지스트마스크가 상호 떨어져 있는 측위에서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보다 얇은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여 실

행되며, 연결된 레지스트마 스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은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 및 얇은 레지스트마스크를 리플로

하여 실행되고,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의 측방향팽창은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

크사이의 채널영역부근에서 커지고,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의 측방향팽창은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가 채널영역으로

부터 떨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에칭하고,

얇은 레지스트마스크만을 제거하며, 적어도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를 남기기 위한 공정이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 전에,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 및 연

결된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사이에 즉시 포함되며,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은 

남겨진 레지스트마스크를 리플로하고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여 실행된다. 또한, 각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

들은 소스전극용 레지스트마스크 및 드레인전극용 레지스트사이에서 적어도 채널영역을 덮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런

연결된 레지스트마스크들은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제1, 제2 및 제3액정디스플레이들의 제조방법들에서, 반도체 섬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후에, 게

이트절연막위의 반도체섬 및 적층된 패턴을 덮기 위한 패시베이션절연막을 형성하는 공정, 게이트배선위의 게이트절

연막 및 패시베이션절연막을 뚫고, 적층된 패턴위에 패시베이션절연막을 뚫으며, 개별적으로 게이트배선용 접촉구멍,

소스 및 드레인용 접촉구멍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및 게이트배선용 접촉구멍, 및 소스 및 드레인용 접촉구멍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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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베이션절연막에서 개별적으로 게이트배선 및 적층된 패턴에 연결된 게이트배선말단전극 및 소스 및 드레인용상

부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계속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제1, 제2 및 제3액정디스플레이들의 제조방법들에서, 게이트금속막 및 개별적으로 게이트배선 

및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소스 및 드레인용 금속막은 이하의 금속막들의 어느 하나이다.

- ITO 막

- 인듐주석합금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구성된 단일층구조

- 크롬 또는 크롬합금으로 구성된 단일층구조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형성된 한층, 및 크롬 또는 크롬합금으로 형성된 다른 층으로 구성된 2층구조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형성된 한층, 및 티탄 또는 티탄합금으로 형성된 다른 층으로 구성된 2층구조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형성된 한층, 및 티탄질화물 또는 티탄질화물합금으로 형성된 다른 층으로 구성된

2층구조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형성된 한층, 및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합금으로 형성된 다른 층으로 구성된 2층

구조

- 크롬 또는 크롬합금으로 형성된 한층, 및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합금으로 형성된 다른 층으로 구성된 2층구조

- 크롬 또는 크롬합금으로 형성된 제1 및 제3층들, 및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형성된 제2층으로 구성된 3

층구조

-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합금으로 형성된 제1 및 제3층들, 및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형성된 제2층으로 

구성된 3층구조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합금, 및 크롬 또는 크롬합금으로 형성된 3층구조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합금, 및 티탄 또는 티탄합금으로 형성된 3층구조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 티탄질화물 또는 티탄질화물합금, 및 티탄 또는 티탄합금으로 형성된 3층구조

도 1a 내지 1c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제1실시예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실시예들중

에서 기본적인 실시예이고, 도 1은 이 실시예에 해당하는 배선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공정들의 순서로 나타내

는 대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르면, 도 1a에서 보여지는 대로 알루미늄 및 구리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금속막(2)이 종래기

술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기저물(1)위에 형성된다. 금속막(2)의 두께는 거의 1㎛이다. 레지스트마스크(7)는 공지된 광

노광기술에 의해 금속막(2)위의 소정의 영역에 형성된다. 이 실시예에서, 기저물(1)은 금속막(2)밑에 사용되지만, 기

저물은 유리 등으로 형성된 투명한 기판과 같은 절연막이 될 수도 있고, 비정질실리콘막, 실리콘산화막 및 실리콘질

화물막이 개별적으로 액정디스플레이를 위해 사용되고, 실리콘산화막 및 실리콘질화물막이 개별적으로 반도체집적

회로를 위해 사용된다.

다음으로, 도 1b에 보여지는 대로, 레지스트마스크(7)는 에칭용마스크로서 기능하고, 제1에칭을 금속막(2)에 적용하

여 제1테이퍼진층(15)이 형성된다. 위에서 언급된 에칭에서, 반응가스로서 염소 및 산소를 사용하는 플라즈마에칭이 

실행되고 형성된 배선의 단면은 테이퍼진다.

다음으로, 제1테이퍼진층(15)이 형성된 후에 레지스트마스크(7)는 화학약품(즉, 유기용제용액, 알칼리용액 및 산성용

액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의 증기에 노출되거나, 또는 극히 희석된 농도(예를 들어, 1/100 내지 1/1000)의 화학약

품에 기저물(1)과 함께 살짝 담근다.

화학약품으로 유기용제용액을 사용하는 예가 이하에서 보여지지만, 알칼리용액 및 산성용액이 사용될 수도 있다.

레지스트마스크가 유기용제용액의 증기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의 증기밀도가 효과적이고, 유기용제 및 기저물의 온

도가 실온(약20℃)이고 증기밀도가 높은 아세톤 및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레지스트

마스크를 0.1 내지 3분동안 증기에 노출하고, 반면에 증기밀도가 낮은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및 N-

메틸-2피로리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5 내지 20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유기용제 및 기저물의 온도가 올라갈 때 공

정시간은 늘어나고, 온도가 낮아질 때는 공정시간은 줄어들며, 요망되는 리플로를 증기에 짧게 노출하여 달성한다.

극히 희석된 농도의 유기용제용액에 담그는 공정에서, 유기용제의 농도가 높을 때 레지스트는 유기용제용액에 용해

되고 벗겨지기 때문에 레지스트가 용해되고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가적으로 레지스트에 유기용

제의 일부가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용액내의 유기용제의 농도를 조절하여 극히 희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실시예에서, 유기용제로서 아세톤,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및 N

-메틸-2피로리돈이 사용되지만, 이하의 유기용제들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유기용제를 이 실시예의 변형된 예

에서 적용할 수 있고, 이하의 실시예들에서도 역시 비슷하다. 유기용제들은 이하에서 상위개념으로서의 유기용제 및 

하위개념으로서의 구체적인 유기용제로 분류되는 상태로 보여진다(R: 알킬기 또는 치환 알킬기, Ar: 페닐기 또는 페

닐기를 제외한 방향성환).

유기용제들:

- 알콜(R-OH)

- 알콕실 알콜

- 에테르(R-0-R, Ar-O-R, Ar-O-Ar)

- 에스테르

- 케톤

- 글리콜

- 알킬렌 글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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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콜 에테르

위의 유기용제들의 구체적인 예들:

- CH 3 OH, C 2 H 5 OH, CH 3 (CH 2 ) x OH

- 이소프로필 알콜(IPA)

- 에톡시에탄올

- 메톡시알콜

- 길게 연쇄된 알킬에스테르

- 모노에탄올아민(MEA)

- 아세톤

- 아세틸아세톤

- 디옥산

- 에틸 아세테이트

- 부틸 아세테이트

- 톨루엔

- 메틸 에틸 케톤(MEK)

- 디메틸 설폭시드(DMSO)

- 메틸 이소부틸 케톤(MIBK)

- 부틸카르비톨(Butylcarbitol)

- n부틸 아세테이트(nBA)

- 감마 부틸롤락톤

- 에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Ethyl cellosolve acetate)(ECA)

- 에틸 락테이트

- 에틸 피루바트

- 2-헵타논(MAK)

- 3-메톡시부틸 아세테이트

- 에틸렌 글리콜

- 프로필렌 글리콜

- 부틸렌 글리콜

- 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 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 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 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 에틸렌 글리콜 모노-n-부틸 에테르

- 폴리에틸렌 글리콜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 폴리부틸렌 글리콜

-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 폴리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n-부틸 에테르

- 메틸-3-메톡시프로피온(MMP)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PGME)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PGMEA)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프로필 에테르(PGP)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PGEE)

- 에틸-3-에톡시프로피온(FEP)

- 디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프로피온

- 3-메톡시-메틸 프로피온

- 3-에톡시-에틸 프로피온

- N-메틸-2-피로리돈(NMP)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리플로에서, 주로 유기용제용액의 증기에 노출하는 방법은 이하에서 설명한다.

이런 공정방법의 구체적인 예에서, 도 24에서 보여지는 대로 N-메틸-2-피로리돈과 같은 유기용제(520)를 20㎜깊이

의 스테인레스부트(butt)(510)에 5 내지 15㎜의 깊이까지 붓고, 기판의 공정처리표면을 뒤집은 상태로 기판(53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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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510) 위에 놓고 또한, 스테인레스부트(510) 및 기판(530)사이의 공간에서 유기용제(520)의 증기분위기를 밀봉

하기 위해 사하중(540)을 기판(530)위에 놓는다. 기판(530) 및 유기용제(520)의 온도는 실온(20℃부근)에서 유지된

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공정기판(530)을 유기용제의 증기에 노출시킨다. 개별적으로 증기농도가 높은 아세톤 및 프

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처리기판을 증기에 0.1 내지 3분 동안 노출하지만, 개별적

으로 증기밀도가 낮은 트리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및 N-메틸-2-피로리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정처리

기판을 증기에 5 내지 20분 동안 노출시킨다.

위의 화학약품, 즉 유기용제의 용액이 레지스트로 스며드는 상태에서, 레지스트가 용해되고, 리플로(화학약품에 의한

리플로)가 발생하며, 화학약품의 공급이 중단될 때 레지스트의 유기용제가 수십초 내지 수분동안에 증발(유기용제의 

형태에 달려있음)되고 레지스트가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레지스트가 융해되는 동안 화학약품이 스며들면서 레

지스트는 팽창하고, 화학약품이 증발한 후에는 부피가 줄어든다. 레지스트는 화학약품에 의한 리플로에 의해 리플로

되고 도 1c에 보여지는 대로 측면으로 팽창된다. 레지스트의 점도가 위에서 언급된 열리플로와 비교해서 화학약품에 

의한 리플로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 제1테이퍼진층(15)은 도 1c에 보여지는 대로 완전히 도포되며, 또한 

남겨진 에칭된막인 금속막(2)의 일부가 역시 도포된다. 한편, 열리플로는 종종 도 25c 및 25d에서 보여지는 구조들을

형성한다. 레지스트를 20℃에서 3분동안 증기밀도가 높은 아세톤 및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와 같은 유기

용제용액의 증기에 노출시키는 공정조건아래에서 레지스트는 측면으로 거의 10㎛로 리플로될 수 있고, 레지스트를 5

분이상 동안 노출시키는 공정조건하에서는 20㎛이상으로 리플로될 수 있다. 요망되는 리플로거리는 이런 경우에 유

기용제의 온도 및 기저물의 온도가 높을 때는, 연장된 공정시간으로 그리고 유기용제의 온도 및 기저물의 온도가 낮을

때는, 줄어든 공정시간으로 얻어질 수 있다.

화학약품에 의한 리플로 후에 레지스트 및 그 밑의 막사이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화학약품에 의한 리플로 이

후, 에칭공정전에 100 내지 200℃에서의 가열을 5 내지 60분 동안 실행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에칭마스크로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13)를 사용하여 제2에칭이 남은 금속막(2)에 적용되고 제2테이

퍼진 층(16)이 형성된다. 이런 경우에, 반응가스로서 염소, 산소등을 사용하는 플라즈마에칭이 역시 실행된다. 형성된

배선(11)의 단면의 일부는 층계모양을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배선은 테이퍼진 형태이다.

제1실시예에서, 제1 및 제2에칭에 의해 금속막(2)을 에칭하는 경우를 설명하지만, 본 발명을 이런 방법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금속막은 한 종류의 금속막 대신에 적층된 두가지이상의 종류들로 구성되며, 후자의 경우에 레지스트마스크의 적층

된 막들의 최상층의 재료는 먼저 에칭되고, 하부층의 재료는 리플로 후에 에칭된다. 이런 경우에, 하나의 광노광공정

에서 두가지형태의 패턴들이 형성된다.

레지스트마스크의 리플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1에칭공정후에 산소플라즈 마공정, 즉 100㎩하에서 300sccm의 

O 2 유량으로 1000W의 RF전력의 플라즈마에서 공정이 120초동안 실행되어 제1에칭공정후에 레지스트마스크표면

의 제1에칭에 의해 개조된 층을 제거한다. 또는 UV오존공정, 즉 100 내지 200℃에서 기저물을 가열하고 오존가스의

분위기에서 UV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이 실행될 수도 있다. 개조된 레지스트의 중요하지 않은 층은 이 공정에 의해 제

거되고, 내부 및 외부간의 차이가 작은 균등한 리플로가 수행된다.

종래기술 중의 제1종래예(가열에 의한 열리플로)에서, 가열에 의한 용제증발에 의한 부피감소가 리플로시의 평면치

수의 팽창을 방지하고 리플로의 점도가 가열온도에 관련되기 때문에, 점도를 낮추고 팽창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열온

도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열온도의 상승도 부피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레지스트의 평면치수

팽창에 의해 테이퍼지게 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제1종래예는 다소의 확장을 위한 가열이 필요하

고 부가적으로 레지스트의 부피가 줄어드는 점에서 불리하다.

한편,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부피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가열은 거의 필요하지 않고 부가적으로 용제 등을 레지

스트마스크로 스며들게 하는 리플로 때문에 큰점도는 낮춰질 수 있고, 레지스트마스크의 평면치수는 제2에칭전에 간

단한 방법에 의해 팽창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접착은 유지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테이퍼진 배선은 쉽게 형성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제1종래예의 문제점은 완전히 해결된다.

다음으로, 도 2 및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2 및 도 3은 개별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스태거

형TFT의 부분적인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들이다.

도 2a에서 보여지는 대로, 제3종래예에서 처럼, 게이트전극(22)은 유리 등으로 형성된 투명한 기판에 의해 형성된 기

저물(21)위에 형성되고, 350nm의 두께를 가진 게이트절연막(23), 200nm의 두께를 가진 비정질실리콘막(24), 50nm

의 두께를 가진 N + 형비정질실리콘막(25) 및 250nm의 두께를 가진 Cr 및 Al합금 등으로 형성된 금속막(26)이 적층

된다.

다음으로, 레지스트마스크들(27 및 28)이 공지된 광노광기술에 의해 금속막(26)위에 형성된다. 금속막(26) 및 N +

형비정질실리콘막(25)은 제1에칭동안 마스크로서 레지스트마스크들(27 및 28)을 사용하여 건식에칭된다.

결과적으로, 도 2b에서 보여지는 대로, 소스전극용 옴접촉층(29), 소스전극(31), 드레인전극용 옴접촉층(30) 및 드레

인전극(32)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제1실시예에 관련하여 설명한 것 처럼, 레지스트마스크들(27 및 28)은 아세톤의 유기용제증기에 1내지 3

분 동안 기저물(21)과 함께 노출된다. 이 방법으로, 아세톤은 레지스트마스크들(27 및 28)에 점진적으로 스며들고 레

지스트마스크들은 리플로(이하 화학약품에 의한 리플로로 지칭함)된다. 레지스트마스크들(27 및 28)의 각 영역은 레

지스트마스크들을 리플로하기 위한 공정에 의해 팽창하고, 리플로의 결과로서 도 2c에 보여지는 대로, 레지스트마스

크들(27 및 28)은 인접한 부분들이 합쳐진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33)가 된다.

이런 리플로에서 점도는 낮기 때문에,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33)는 제1에칭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옴접촉층(

29), 소스전극(31), 옴접촉층(30) 및 드레인전극(32)을 완전히 덮고, 또한 이들 밑의 비정질실리콘막(24)의 표면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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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덮는다. 이런 리플로에서 채널들사이의 거리는 공정조건에 따라서 최대 20㎛까지 커질 수 있다.

레지스트마스크의 리플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1에칭공정후에 산소플라즈마공정, 즉 100㎩하에서 300sccm의 O

2 유량으로 1000W의 RF전력의 플라즈마에서의 공정이 120초동안 실행되고 제1에칭에 의해 레지스트마스크표면의

개조된 층을 제거하며, 또는 UV오존공정, 즉 100 내지 200℃에서 기저물을 가열하고 오존가스의 분위기에서 UV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이 역시 실행될 수도 있다. 개조된 레지스트의 중요하지 않은 층은 공정에 의해 제거되고, 내부 및 

외부의 차이가 작은 균등한 리플로가 행해진다. 위에서 언급된 산소플라즈마공정 및 UV오존공정은 레지스트로 덮이

지 않은 막표면의 습윤성(wettability)이 개선되는 효과, 및 막표면이 융해된 레지스트로 인해 쉽게 리플로되는 효과

를 가진다.

또한, 화학약품에 의한 리플로 전에 언더코팅(undercoating)(제2실시에에서, 비정질실리콘막 및 금속막)의 습윤성만

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에 의한 리플로 전에 표면을 수경성으로 만들거나 또는 막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방법은

(1)불화수소산용액에 기저물을 담그는 것, (2)플라즈마(O 2 , 불소가스(SF 6 , CF 4 , CHF 3 등), 또는 불소가스 및 

산소(SF 6 /O 2 , CF 4 /O 2 , CHF 3 /O 2 등)로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및 (3)건식에칭대신 습식에칭에 의해서만 상

부막을 에칭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학약품에 의한 리플로전에 조건들의 선택 및 준비는 레지스트표면의 개조된 층을 제거하는 비율, 및 화학약품에 의

해 리플로되는 막표면의 습윤성을 개선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필요하다면 실행된다.

다음으로, 제2에칭이 에칭마스크로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33)를 사용하여 비정질실리콘막(24)에 적용한다. 결

과적으로, 도 3a에서 보여지는 대로, 섬형층(34)이 형성된다.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33)는 제거되고, 도 3b에서 

보여지는 대로 역스태거형TFT는 기저물(21)의 소정의 영역에 형성된다. 이어지는 공정들의 설명은 생략되지만, 예

를들어 화소전극, 패시베이션절연막, 배열층등은 형성되고, TFT장치는 완성되며, 다음으로 기저물(21)에 대향하는 

제2기저물을 준비하고, 칼라필터, 블랙매트릭스, 투명전극, 패시베이션막, 배열층등을 제2기저물에 형성하여, 대향기

저물들은 완성되며, 수직전계효과액정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경우에, TFT장치 및 대향기저물은 접착되고 TFT장치 

및 대향기저물(대향기저물들은 이격자에 의해 소정된 간격으로 유지된다)사이에 액정성분이 채워질 때, 액정디스플

레이는 완성된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다른 실시예에서, 수직전계효과액정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경우에서, 위에서 언급된 제조공정들

은 도면들에서 보여지는 제조공정들 후에 계속된다.

종래기술의 제3종래예에서, 두 가지 광노광공정들이 필요하지만,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 이 두가지공정을 하나로 

줄인다. 결과적으로, 스태거형TFT의 제조공정들은 크게 줄고 제조비용을 절감한다. 이런 방법으로, 제3통상에의 문

제점을 완전히 해결한다. 제2실시예에서, 레지스트마스크의 융해에 의한 치수팽창을 위한 리플로에서 레지스트마스

크들(27 및 28)은 아세톤의 유기용제증기에 1 내지 3분 동안 노출시키고, 아세톤은 점진적으로 레지스트마스크들(27

및 28)에 스며들며 레지스트마스크들은 융해되지만, 본 발명은 이 방법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서, 용액

의 농도가 극히 희석(예를 들어, 1/100 내지 1/1000)되고 이미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설명한 유기용제용액에 담

그는 방법이 유용하다. 하지만, 레지스트는 유기용제용액에서 용해되고 유기용제의 농도가 높으면 레지스트는 벗겨

지기 때문에, 농도를 극히 희석시킨 유기용제용액에 담그는 데 있어서, 용해 및 벗겨짐이 없이 유기용제의 일부가 레

지스트에 스며들도록 용액에서 유기용제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유기용제들로서, 유기용제들은

이미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설명했듯이, 알콜(R-OH), 알콕실 알콜, 에테르(R-0-R, Ar-O-R, Ar-O-Ar), 에스테

르, 케톤, 글리콜, 알킬렌 글리콜, 글리콜 에테르, 및 이런 유기용제들의 혼합된 용제들이 유용하다.

제1 및 제2실시예에서 설명한 유기용제인 아세톤에 적합한 레지스트마스크의 재료로서, 이하의 유기레지스트들이 바

람직하다. 예를 들어, 고분자화합물, 감광성재료 및 다른 첨가제들에 의해 형성된 유기레지스트로서, 유기재료로만 형

성된 레 지스트 및 유기재료와 무기재료를 혼합한 레지스트가 있다.

유기재료로만 형성된 레지스트로서, 폴리비닐 에스테르 시나메이트가 있다. 러버(rubber)의 예로서는, 비사자이드(bi

sazide)화합물에 고리화된 폴리이소프렌 및 고리화된 폴리부타디엔을 혼합하여 얻어진 레지스트가 있다. 노보락수지

의 예로서는, 크레솔 노보락수지 및 에스테르 나프토퀴논다이지드-5-솔폰을 혼합하여 얻어지는 레지스트가 있다. 또

한, 아크릴산의 혼성중합체의 예로서, 폴리아크릴아미드 및 폴리아미드산이 있다. 다른 예들로서, 브롬 및 요오드를 

첨가한 레지스트 또는 이들을 많이 함유한 레지스트가 있다.

한편, 유기재료 및 무기재료로 형성된 레지스트로서, Si, 폴리실록산, 폴리실란, 폴리실렌 또는 카르보실란을 함유한 

레지스트의 예로서 실록산을 포함하는 레지스트들, 및 Si을 제외하고 금속을 포함하는 레지스트의 예로서 게르마늄을

포함하는 레지스트가 있다.

제1 및 제2실시예들에서 설명하는 레지스트마스크는 음형 또는 양형레지스트에 의해 역시 형성될 수도 있다. 양형으

로서, 크레솔 노보락수지 및 에스테르 나프토퀴논다이지드-5-솔폰을 혼합하여 얻어지는 레지스트가 적합하다. 음형

으로서, 비사자이드화합물에 개별적으로 러버인 고리화된 폴리이소프렌 및 고리화된 폴리부타디엔을 혼합하여 얻어

진 레지스트가 적합하다.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방법들에 덧붙여서, 요망되는 에칭패턴의 미세조정은, 레지스트마스크를 리플로한 후에 레지

스트마스크의 과도하게 팽창된 일부를 제거하여 레지스트마스크의 면적을 줄이기 위한 UV오존공정 및 레지스트마스

크의 O 2 애싱공정에 의해 레지스트마스크의 팽창크기를 재조정한 이후에, 에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설명한 방법들에 덧붙여서, 레지스트마스크로서 기능하는데 손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레지스

트마스크를 리플로한 이후, 레지스트마스크를 또다시 리플로하고 에칭공정 후에 에칭을 다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면, 복잡한 형태를 가진 패턴의 패터닝도 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또한 설명한 대로, 레지스트마스크의 리플로에 의한 치수팽창, 레지스트마스크 등의 O 2 애싱공정 및 몇

시간 이상의 에칭공정에 의한 치수축소를 겸비하는 패턴형성은 역시 가능하고, 따라서 복잡한 형태를 가진 패턴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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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기본개념에 기초한 제3실시예 및 이어진 실시예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4 내지 도 7은 제

조공정들의 순서에서 제3실시예에 해당하는 제조방법을 나타내고, 각 도면들에서 a는 TFT의 부근을 나타내는 대략

적인 단면도이고 b는 a에서 절단선A-A'에 따라 보여지는 대략적인 단면도이다. a에서, 게이트전극을 바깥으로 유도

하는 단자가 역시 함께 보여지며 그 이유는 게이트전극을 유도하는 말단의 구조가 드레인전극을 유도하는 말단의 구

조와 다르다는 점에 있다. 드레인전극을 유도하는 말단은 도 7b에서 보여지는 화소전극의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말단은 나타내지 않았다. 제4 및 제5실시예들에서 말단의 구조는 제3실 시예에서의 구조와 동일하다.

제3실시예에 해당하는 도 4b 및 도 5b는 개별적으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의 도 2a 및 도 2b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제2실시예에서, 게이트말단전극(142)으로 유도되는 게이트전극(42), 게이트절연막(43), 섬형 층이 되는 비정질실리

콘막(44), N + 형 비정질실리콘막에 의해 형성되는 옴접촉층들(49 및 50), 소스전극(51) 및 드레인전극(52)을 도 4a

에 보여지는 대로 마스크로서 레지스트마스크들(47 및 48)을 사용하여 기저물(41)위에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5b에서 보여지는 대로, 리플로되고 합체된 레지스트마스크(53)는 형성되고, 마스크로서 레지스트마스

크를 사용하여 비정질실리콘막(44)을 에칭할 때, 비정질실리콘막(44)에 의해 형성된 섬형 층(54)이 형성된다. 또한 

그 이후에,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53)는 벗겨지고 제거된다. 벗김용액으로서, 디메틸 술폭시화물(DMSO) 및 모노

에탄올아민을 혼합하여 얻어진 벗김용액이 습식벗김공정에서 사용된다. 또한 그 이후에, 레지스트마스크는 O 2 플라

즈마 또는 UV오존에서 처리된다.

다음으로, 도 6b에서 보여지는 대로, 패시베이션막(55)을 형성한 후에, 접촉구멍(56)을 SF 6 /He = 50/150sccm, 10

㎩ 및 1000W의 조건들 아래에서 250초 동안 광노광공정 및 건식에칭공정에 의해 소스전극(51)위에서 형성된다. 이

때 게이트절연막(43) 및 패시베이션막(55)은 게이트말단전극(142)을 덮기 때문에, 게이트말단전 극(142)의 접촉구

멍(56)은 막들을 관통하도록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도 7b에서 보여지는 대로, ITO로 형성된 투명금속막을 형성된 후에, 화소전극(57) 및 말단전극(58)은 노

광공정 및 염화철의 에칭제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해서, 액정디스플레이용 박막트랜지스터배열 및 화소전극이 형

성된다.

이 실시예에서, 도 5a의 대략적인 평면도에서 보여지는 대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53)는 소정의 마진을 가진 소

스전극(51) 및 드레인전극(52)을 완전히 덮고, 소스전극(51) 및 드레인전극(52)사이의 TFT의 채널영역(59)을 완전

히 덮도록 측면으로 리플로하여 섬형층(54)은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53)의 패턴에 따라 패터닝된다.

다음으로, 도 8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해당하는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각 도면들에서, a는 T

FT의 부근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이고 b는 a에서 절단선A-A'에 따라 보여지는 대략적인 단면도이다. 이 실시

예는 기본구조 및 공정에서 제3실시예와 비슷하다.

이 실시예는 도 8b에서 보여지는 대로, 레지스트마스크용으로 정상두께(거의 3㎛)를 가진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67

) 및 얇은 레지스트마스크(68)(두께: 거의 0.2 내지 0.7㎛)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제3실시예와 다르다.

도 8a에서 보여지는 대로, 소스전극(71) 및 드레인전극(72)위의 채널영역(79)측에 개별적으로 위치하는 레지스트마

스크들만이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67)로 되기 위해 두꺼워지고, 채널영역(79)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레지스트마스 

크들은 얇은 레지스트마스크(68)로 되기 위해 얇게된다.

레지스트마스크의 부분적인 두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1)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단계들에서 투과되는 빛의 양을 조

절하기 위한 차폐부분 및 반차폐부분을 노출공정에서 사용되는 레티클에 해당하는 마스크패턴에 형성하고, 레지스트

막위에 차폐부분 및 반차폐부분을 전사(轉寫)하며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는 방법, 및 (2)노출단계에서 두가지이상

의 형태의 레티클마스크들을 사용하여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단계들에서 노출의 양을 비꾸고 빛에 노출하여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방법이 주어질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형성된 레지스트마스크를 사용하여 제1에칭이 적용되고, 옴접촉층들(69 및 70), 소스전극(71) 및

드레인전극(72)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도 9b에서 보여지는 대로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67) 및 얇은 레지스트마스크(68)를 기저물(61)과 함께 

유기용제의 증기에 1내지 3분 동안 노출시킬 때, 아세톤은 점진적으로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67) 및 얇은 레지스트

마스크(68)로 스며들고 레지스트마스크들은 리플로된다. 도 9a에서 보여지는 대로,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67) 및 

얇은 레지스트마스크(68)의 각 면적은 리플로에 의해 확장되어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73)가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73)이외에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67)의 면적은 중앙의 채널영역(79)과 함께 측면

으로 크게 확장되고,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73)이외에 얇은 레지스트마스크(68)의 면적확장은 두꺼운 레지스트마

스크(67)의 면적에 비해 작다.

다음으로, 마스크로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73)를 사용하는 제2에칭이 비정질실리콘막(64)에 적용될 때, 중앙의

채널영역(79)과 함께 넓게 패터닝된 섬형 층(74)이 도 9b에서 보여지는 대로 형성된다.

이런 경우에, 섬형 층(74)의 치수는 도 10a에서 보여지는 대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73)를 사용하여, 채널영역(

79)부근의 치수는 크고, 개별적으로 채널영역(79)으로부터 떨어져있는 소스전극(71) 및 드레인전극(72)주위에서는 

작아지도록 제어되며, 이점이 제3실시예와 다른 점이다. 이것은 레지스트마스크들(67 및 68)을 개별적으로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하여 섬형층이 넓어지도록 TFT의 채널영역부근에서 섬형층을 형성하고, TFT에

반도체활성층을 형성하며, 섬형층밑에 구비되는 게이트전극(게이트배선)과 함께 기생용량을 줄이도록 소스전극(71) 

및 드레인전극(72)의 폭에 근접한 폭에서 반도체활성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영역에 섬형층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법으로, 제4실시예는 제3실시예와 비교해서 소스배선 및 드레인배선주위에 과도한 섬형층이 형성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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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공정에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73)는 제3실시예에서 처럼 벗겨지고 제거되며, 도 10b 및 11b에서 보

여지는 대로 패시베이션막(75), 접촉구멍(76), 화소전극(77) 및 말단전극(78)이 형성되며, 액정디스플레이를 위해 박

막트랜지스터는 배열되고 화소전극들이 얻어진다.

다음으로, 도 12 내지 도 1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해당하는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각 도면들에서, a는 

TFT의 부근을 나타내는 대략적인 단면도 이고, b는 a에서 절단선A-A'에 따라 보여지는 대략적인 단면도이다. 이 실

시예는 기본구조 및 공정에서 제4실시예와 비슷하다.

이 실시예는 도 12b에 보여지는 대로, 레지스트마스크를 형성하는 경우에 정상두께(거의 3㎛)를 가진 두꺼운 레지스

트마스크(87) 및 얇은 레지스트마스크(두께: 거의 0.2 내지 0.7㎛)로 구성되도록 레지스트마스크는 형성된다는 점에

서 제4실시예와는 다르다.

소스전극(91) 및 드레인전극(92)의 채널영역(99)측에 부분적으로 위치하는 레지스트마스크만이 두꺼운 레지스트마

스크(87)로 되기 위해 두껍게 형성되고, 채널영역(99)으로부터 떨어져있는 레지스트마스크는 얇은 레지스트마스크(8

8)로 되기 위해 얇게 형성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형성된 레지스트마스크를 사용하는 제1에칭이 적용되고, 옴접촉

층(89 및 90), 소스전극(91) 및 드레인전극(92)이 형성된다.

이 실시예는 제1에칭 후에 O 2 플라즈마의 분위기에서 애싱공정이 실행되고 레지스트마스크이외의 얇은 레지스트마

스크(88)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점에서 제4실시예와는 다르다. 이 방법으로, 도 13b에서 보여지는 대로 레지스트마스

크이외의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87)만이 잔류레지스트마스크(100)가 되도록 남겨진다.

다음으로, 두꺼운 레지스트마스크(87)의 일부만이 남는 잔류레지스트마스크(100)는 기저물(81)과 함께 유기용제의 

증기에 1 내지 3분 동안 노출될 때, 유기용제는 점진적으로 잔류레지스트마스크(100)로 스며들고 잔류레지스트마스

크(100)는 리플로된다. 도 14b에서 보여지는 대로, 잔류레지스트마스크(100)의 면적은 잔류레지스트마스크(100)를 

리플로하여 팽창되고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93)가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도 13a에서 보여지는 대로, 잔류레지스트마스크(100)는 소스전극(91) 및 드레인전극(92)의 채

널영역(99)측에만 형성되고, 이들 두개의 잔류레지스트마스크들(100)은 리플로에 의해 합체되고 도 14a에서 보여지

는 대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93)가 되며, 비정질실리콘막(84)이외의 채널영역(99)의 부근만을 덮는다. 채널영

역(99)으로부터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위치하는 소스전극(91) 및 드레인전극(92)은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93)로 

덮여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도 14b에서 보여지는 대로, 마스크로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93)를 사용하여 제2에칭이 비정질실리

콘막(84)에 적용되고 섬형층(94)은 형성된다. 이런 경우에, 도 14a에서 보여지는 대로, 섬형층(94)은 리플로된 레지

스트마스크(93)를 사용하여 채널영역(99)부근에서 크게 팽창되고, 채널영역(99)으로부터 떨어져있는 영역은 리플로

된 레지스트마스크(93)를 가지지 않으며, 소스전극(91) 및 드레인전극(92)은 레지스트대신 에칭마스크로서 작용하며

, 비정질실리콘막(84)을 소스전극(91) 및 드레인전극(92)의 패턴으로 자가배열된 것(소스전극(91) 및 드레인전극(92

)에 연결되는 배선을 역시 포함)과 함께 에칭되며, 섬형층(94)은 제4실시예와 비교해서 채널영역(99)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역에서 과도한 팽창이 없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실시예는 제4실시예와 다르다. 이 실시예의 목적

은 섬형층이 TFT의 채널영역부근 및 채널영역부근을 제외한 영역에서 다른 형태들을 가지도록, 소스전극 및 드레인

전극(88 및 87)을 형성하기 위한 레지 스트마스크들을 이용하여 섬형층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 방법으로 제4실시예

에 관련하여 설명한 대로, 이 실시예는 제4실시예와 비교해서, 특히 섬형층(94) 및 그 밑의 게이트배선사이의 기생용

량을 더욱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섬형층(94)을 형성한 후에 이어지는 공정에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93)는 벗겨지고 제거되며 도 15a 및 15b에

서 보여지는 대로, 패시베이션막(95), 접촉구멍(96), 화소전극(97) 및 말단전극(98)이 제3실시예에서처럼 형성되고, 

액정디스플레이를 위해 박막트랜지스터는 배열되며 화소전극들이 얻어진다.

다음으로, 도 16 내지 도 2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수평형 전계효과액정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예는 제6실시예로서

설명한다. 도 16a 및 도 16b는 TFT의 하나의 화소를 위한 디스플레이셀을 나타내고, 도 16a는 위에서 TFT를 보았

을 때의 평면도이고, 도 16b는 TFT, 액정 및 CF기판(TFT에 대향하는 칼라필터기판)을 도 16a에서 보여지고 TFT에

수직인 절단선C-C'을 따라 절단했을 때의 단면도이다. 도 17 내지 도 22는 수평형 전계효과액정디스플레이의 TFT

제조방법을 제조공정순서로 나타내는 단면도들이고, 각 도면에서 a는 도 16a에서 보여지는 절단선C-C'을 따라 보여

지는 단면도이고, b 및 c는 도 16a에서 나타내지 않은 말단을 통해 게이트배선을 외부로 유도하기 위한 말단으로서의

계이트말단, 및 드레인배선을 외부로 유도하기 위한 말단으로서의 드레인말단을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단면도들이다.

도 16a 및 도 16b를 참조하여, 수평형 전계효과액정디스플레이의 동작을 이하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게이트전극(222)으로서 역시 작용하는 게이트배선(322)은 기판 위에 평행한 유리기판과 같이 제1절연투명기판(201)

위에 먼저 배열되고, 동시에 공통전극(342)을 역시 형성한다. 공통전극(342)은 빗모양형태이고 이후의 공정에서 형

성된 빗모양화소전극에 대응하는 전극과 함께 전기장을 발생시킨다. 게이트절연막(223)은 게이트배선(322) 및 공통

전극(342)위에 형성되고 드레인배선(332)이 게이트배선(322)을 가로지르도록 형성된다. 드레인배선(332)은 드레인

전극(232)으로서 역시 작용하고 동시에 드레인배선(332)을 형성하기 때문에, 소스전극(231) 및 소스전극에 연결된 

빗모양화소전극(257)을 형성한다. 패시베이션막(255)은 드레인배선(332), 소스전극(231) 및 화소전극(257)을 덮기 

위한 막으로 형성되고, 게이트배선(322) 및 드레인배선(332)을 위해 이들 위의 절연막은 기판의 단부에서 외부장치

에 연결하기 위해 절단되고, 도 16에서 나타내지 않은 접촉구멍을 형성하며, 전기신호는 외부장치로부터 접촉구멍을 

거쳐 게이트배선(322) 및 드레인배선(332)에 공급된다.

화소전극(257)은 도 16a에서 보여지는 대로 형성된 공통전극(342)과 평행한 전극을 형성하며, 이들 기판들사이에 전

압을 가하여 제1투명기판(201)의 표면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전기장이 발생하고 제1투명기판(201) 및 제1투명기판에

대향하는 기판사이를 채우는 액정의 배열방향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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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17 내지 도 23을 참조하여, 제6실시예에 해당하는 수평형 전계효과액정디스플레이의 제조방법을 설명

한다.

먼저, Cr등으로 형성된 게이트전극(222)은 제1투명기판(201)위에 형성되고 이때 동시에, 공통전극(342) 및 게이트

말단전극(242)은 제1투명기판(201)위의 다른 영역에 형성된다(도 17a 내지 도 17c에서 보여지는 제1공정).

다음으로, 실리콘산화막 및 실리콘질화막(SiNx)은 연속적으로 제1투명기판(201)의 전체표면위에 증착되고 게이트절

연막(223)이 되며, 다음으로, 비정질실리콘막(224), N + 형비정질실리콘막(225), 및 소스 및 드레인용 금속막(226)

은 연속적으로 증착되고 또한, 레지스트마스크들(227, 228 및 229)은 금속막(226)위에 형성된다. 금속막(226) 및 N 
+ 형비정질실리콘막(225)은 마스크로서 레지스트마스크들(227, 228 및 229)을 사용하여 동일한 패턴을 가지도록 

패터닝된다(도 18a 내지 도 18c에서 보여지는 제2공정). 이때, 레지스트마스크(227)는 도 16a에서 보여지는 대로 화

소중앙에서 빗모양화소전극을 위한 마스크로서 작용하고, 화소전극(257) 및 화소전극 밑의 옴접촉층(나타내지 않음)

이 형성된다.

다음으로, 레지스트마스크들(227, 228 및 229)을 제1투명기판(201)과 함께 아세톤의 유기증기에 1내지 3분 동안 노

출시킨다. 결과적으로, 아세톤은 점진적으로 레지스트마스크들(227, 228 및 229)에 스며들고 레지스트마스크들은 

리플로된다. 레지스트마스크들(227, 228 및 229)의 면적은 각 레지스트마스크를 리플로하여 팽창하고, 도 19a에서 

보여지는 대로 레지스트마스크들(227, 228)을 리플로하여 인접부분들이 합체되어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233)가 

되며, 레지스트마스크(229)의 면적은 리플로에 의해 팽창되고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253)가 된다.

이런 리플로에서 점성이 낮기 때문에, 리플로된 레지스터 마스크(233)은 제1에칭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옴접촉

층(249), 소스전극(231), 옴층(250) 및 드레인전극(232)을 완전히 덮고, 또한 비정질실리콘막(224)의 일부표면을 역

시 덮는다. 드레인 단말에서, 레지스트 마스크(229)는 리플로에 의해 팽장되어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253)가 되

고, 레지스트 마스크(229)는 제1에칭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드레인말단전극(252)과 저항접촉층을 완전히 덮는

다. 리플로에서, 채널들사이의 거리는 공정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연장될 수 있음이 증명된다.

레지스트마스크의 리플로를 가속하기 위해서, 제1에칭공정후에, 제1에칭공정에 의해 레지스트마스크표면의 개조층

을 제거하기 위한 산소플라즈마공정은 또한 이미 설명된 방법에 따라 실행될 수도 있다. 또한, 하부도포의 습윤성만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은 이미 설명된 방법에 따라 리플로하기 전에 실행될 수 있다.

다음, 제2에칭공정은 에칭마스크로서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들(233, 253)을 이용하여 비정질실리콘막(224)에 적

용된다. 결과적으로, 섬형층들(234, 254)은 도 19a 내지 도 19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형성된다.

다음,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들(233, 253)은 제거되고, 패시베이션막(255)이 형성된 후에, 접촉구멍들(256, 276)

은 게이트말단과 드레인말단에서, SF 6 /He 가스= 50/150sccm, 10Pa 및 1000W의 조건하에서 250초동안 광노광

공정과 건식에칭공정에 의해 형성된다. 게이트말단에서, 접촉구멍(256)은 게이트막(223)과 패시베이션막(255)을 관

통하고, 드레인말단에서, 접촉구멍(276)은 단지 패시베이션막(255)만을 관통한다(도 20a 내지 도 20c에서 나타낸 제

3공정).

다음, 말단영역을 제외한 디스플레이의 표면은 도 21에서 나타낸 대로 배열층(317)으로 덮혀진다. 또는 다른 형태로

서, ITO등으로 이루어진 투명금속막이 접 촉구멍들(256, 276)을 덮도록 형성된 후에, 게이트말단투명 전극(267) 및 

드레인말단투명전극(268)은 광노광공정과 염화철의 에칭제에 의해 형성되고, 말단의 배선리드저항은 감소되고, 말단

영역을 제외한 디스플레이의 표면은 배열층(317)으로 덮혀진다(도 22a 내지 도 22c에서 도시된 제4공정).

본 발명은 두 개의 다른 마스크패턴들이 하나의 공정에서 형성되고, 에칭은 각 마스크들을 이용하여 두 번 실행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제1 에칭에 의해 형성된 패턴, 및 제2에칭에 의해 형성된 패턴사이의 차이는 도 16a의 평면도에

너무 미세하여 충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도 16a에 도시된 점선에 의해 둘러싸인 원형영역의 확대평면도 및 단면

도들이 도 23a와 도 23b에 도시된다. 도 23b는 도 23a에서 도시된 절단선D-D'을 따른 부분도이다.

도 23a에서 보여지는 대로, 소스전극(232)과 드레인 전극(231) 및 그들아래의 옴층들은 제1에칭에 의해 동일한 형태

가 되도록 형성되고, 제2에칭에서 소스전극(231)과 드레인전극(232)사이의 채널영역(299)에서 도 18a에 개별적으로

나타낸 레지스트마스크(227, 228)들은 도 19a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리플로에 의해 연결되어, 도 19a에 나타낸 

리플로된 레지스트 마스크(233)가 되고, 채널영역은 레지스트마스크(233)를 완전히 덮는다.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

크(233)는 소스전극(231), 드레인전극(232), 및 채널영역을 제외한 소스전극(231) 및 드레인 전극(232)들의 폭들보

다 넓은 폭의 비정질실리콘막(224)을 덮고, 섬형층(234)은 채널영역을 제외한 소스전극(234) 및 드레인전극(232)의 

폭보다 넓은 폭으로 형성되고, 동시에 비정질실리콘막의 채널영역(섬형층(234)의 일부)은 제2에칭에 의해 형 성된다.

화소전극(257)아래의 섬형층( 및 화소전극아래의 옴층)은 또한 자연스럽게 화소전극(257)의 폭 보다 넓고 균일한 폭

을 가진다.

제6실시예에서, 레지스트 마스크의 한 형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도 18 및 도 19에 도시된 제조공정과 관련하여 설명

되지만, 도 8 및 도 9에 도시된 제4실시예의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방법과 도 12 내지 도 14에 도시된 제5실시

예의 레지스트 마스크를 형성하는 방법은 또한 본 실시예의 섬형층을 형성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음은 거의 언급될 

필요가 없다.

위에서 언급된 바대로, 수직형전계효과액정디스플레이의 능동매트리스는 형성될 수 있지만, 종래의 제조방법은 한 

공정이 필요하더라도 도 19a 내지 도 19c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공정은 한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발

명의 제조공정에 따르면, 종래의 제조공정은 5개의 공정이 필요하지만 본 발명은 4개의 공정만이 필요하다. 또한, 도 

22a 내지 도 22c에 도시된 투명금속막에 의해 말단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을 생략되어도, 수직형전계효과액정디

스플레이의 능동매트리스는 3개의 공정에 의해 제조되고, 또한, 제조단가의 감소효과가 증대된다.

최종적으로, 극성화된 플레이트(210)는 제1투명기판(201)의 후면에 부착되고(TFT가 형성되지 않은 제1투명기판(2

01)의 표면을 후면이라 함), 수직형전계효과액정디스플레이의 TFT는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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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디스플레이에서, 칼라는 도 1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투명기판(201)의 후면으로부터 투사되는 빛(356)을 발

광시키고, 칼라필터(이하, CF라함)를 TFT(200)에 대향하는 기판(300)에 방사함에 의해 표시된다.

한편, CF기판(300)은 하기와 같이 형성된다.

먼저, 칼라필터는 유리와 같은 투명절연재료로 이루어진 제2투명기판(301), 블랙매트릭스(311), 칼라층(313), 및 제

2투명기판(301)표면에서 개별적으로 실리콘질화물(SiNx)등으로 이루어진 제2절연막 및 전도성막(315) 및 제2투명

기판(301)의 다른 표면에서 개별적으로 극성플레이트(316)에 제공되고, 배열층(343)은 오프셋프린팅과 같은 방법에 

의해 기판의 최상층의 표면에 형성된다.

위에서 언급된 대로 개별적으로 얻어진 TFT(200)와 칼라필터(300)의 배열층은 부착되고, 배열층 내의 분자들은 일

정방향으로 배향되고, 셀공극 재료는 두 개의 기판들사이에 소정 간격으로 이격되도록 그들 사이에 놓여지고 액정(31

8)은 공극내에서 밀봉된다.

TFT(200)의 표면의 측방향으로 전기장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는 빗모양화소전극(257) 및 공통전극(342)사이의 간

격은 대략 7㎛로 설정된다.

극성플레이트(210, 316)의 두께는 대략 0.2㎜로 설정된다. 전도성막(315)의 두께는 대략 50㎚로 설정된다. 제1투명

기판 및 제2투명기판의 두께는 대략 0.7㎜로 설정된다. 블랙매트릭스(311)의 두께는 대략 1㎛로 설정된다. 칼라층(3

13)의 두께는 대략 1㎛로 설정된다. 제2절연막(314)의 두께는 대략 1㎛로 설정된다. 배열층의 두께는 대략 50㎚로 

설정된다. 게이트절연막(223)의 두께는 대략 500㎚로 설정된다. 패시베이션막(255)의 두께는 대략 300㎚로 설정된

다. 공통전극(342)의 두께는 대략 400㎚로 설정된다. 액정(318)의 두께(셀공극)는 4.5㎛로 설정되고 셀이격자들은 

적합한 분산밀도로 배열된다.

위에서 언급된 대로 얻어진 액정패널은 TFT(200)의 극성플레이트(210)의 전송축을 러빙(rubbing)방법에 의해 한정

된 액정배향으로 맞추고, 컬러필터(300)에 TFT(200)에 직각으로 형성된 흡수축으로 극성플레이트(316)를 접착하며

, TFT(200)의 측면으로부터 빛(356)을 방사하며 화소전극(257) 및 공통전극(342)사이에 전위차를 자유롭게 인가하

여 검은색에서 흰색까지 전체 칼라디스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언급되었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실시예들 또는 실시예들의

변형된 예을 포함한다.

먼저, 본 발명의 제2 내지 제6실시예에서 N+형태의 비정질실리콘막의 에칭에 의해 각 실시예에서 옴접촉층을 형성

하기 위해서, 이실시예에서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용 금속막의 에칭 후에 먼저 금속막만을 레지스트마스크를 사용

하여 에칭하지만, 마스크로 리플로하기 전후에 N+형비정질실리콘막 및 비정질실리콘막은 마스크로서 리플로된 레지

스트마스크를 사용하여 에칭하고, 섬형층은 비정질실리콘막 및 N+형비정질실리콘막에 의해 역시 적층될 수도 있다. 

그 이후에, 리플로된 레지스트마스크를 벗긴 후에 마스크로서 드레인전극 및 소스전극을 사용하여 적층된 막의 N+형

비정질실리콘막만을 에칭하여 비정질실리콘막으로 형성된 섬형층이 역시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위에서 설

명한 경우와 비교해서 리플로할 때 패턴들사이의 고저의 차이가 작고 에칭에 의한 표면개조가 작기 때문에, 리플로가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발명의 제2 내지 제6실시예들에서, 레지스트마스크를 리플로하는 것은 각 레지스트마스크를 유기용제의 증기에 1

내지 3분동안 노출하고 점진적으로 유기용제를 레지스트마스크에 스며들게 하여 가능하지만, 본 발명은 이 방법에 한

정되지는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화학약품(즉, 유기용제용액, 알칼리용액 및 산성용액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용액)의 증기에 노출하는 방법, 및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이미 설명한 화학약품(즉, 유기용제용액, 알칼리용액 및 

산성용액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용액)의 농도를 극히 희석(예를 들어, 1/100 내지 1/1000)시킨 용액에 담그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화학약품(즉, 유기용제용액, 알칼리용액 및 산성용액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용액)의 농도

를 극히 희석(예를 들어, 1/100 내지 1/1000)시킨 용액에 담그는 방법에서, 위의 화학약품의 농도가 높을 때 레지스

트는 위의 화학약품에 용해되고 벗겨지기 때문에, 용액의 화학약품의 농도는 용해 및 벗겨짐을 초래함이 없이 극히 

희석되도록 하고, 화학약품의 일부가 레지스트에 스며들도록 조절될 필요가 있다. 화학약품의 유기용제용액을 위해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이미 설명한 유기용제들(즉, 알콜(R-OH), 에테르(R-0-R, Ar-O-

R, Ar-O-Ar), 에스테르, 케톤, 및 글리콜 에테르, 유기용제들의 구체적인 예 및 혼합된 용제)이 사용될 수 있다.

제3 내지 제6실시예들에서 설명한 레지스트마스크는 음형 또는 양형레지스트중의 어느 하나에 의해 역시 형성될 수

도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방법들에 덧붙여서, 요망되는 에칭패턴의 미세조정은, 레지스트마스크를 리플로한 후에 

레지스트마스크에 O 2 애싱공정 및 UV오존공정이 수행될 때, 레지스트마스크의 과도하게 리플로되고 팽창된 일부를

제거하여 레지스트마스크의 면적을 줄이기 때문에, 레지스트마스크의 크기를 재조정하고 에칭하여 역시 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설명한 방법들에 덧붙여서, 레지스트마스크로서 작용하는데 손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레지스트마

스크를 리플로한 이후, 레지스트마스크를 또다시 리플로하고 에칭공정 후에 에칭을 다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복

잡한 형태를 가진 패턴의 패터닝을 역시 할 수 있다.

제3내지 제6실시예에서 설명한 레지스트마스크의 리플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1에칭공정후에 산소플라즈마공정

이 10 내지 200㎩아래에서 300sccm의 O 2 유량으로 1000W의 RF전력의 플라즈마에서 100초동안 실행되고 제1에

칭에 의해 레지스트마스크표면의 개조된 층을 제거한다. 또는 UV오존공정은 100 내지 200℃에서 기판을 가열하고 

오존가스의 분위기에서 UV를 조사하여 역시 실행된다. 개조된 레지스트의 중요하지 않은 층은 공정에 의해 제거되고

, 내부 및 외부의 차이가 작은 균등한 리플로를 이룬다.

산소플라즈마공정 및 UV오존공정은 레지스트로 덮여지지 않은 막표면의 습윤성을 개선하는 효과, 및 막표면의 리플

로를 융해된 레지스트에 의해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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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정방법 및 조건은 레지스트표면의 개조된 층을 제거하는 비율, 및 화학약품에 의해 리플로되는 막표면의 습윤

성을 개선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필요하다면 선택된다.

제4종래예에서(실리레이션에 의한 부피팽창을 이용하는 방법), 비록 부피팽창을 이용하여 레지스트를 측면으로 0.1 

내지 2.0㎛까지 팽창시킬지라도,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거의 5㎛이상의 폭의 채널형성에서, 접착의 문제점이 발생

하지만, 본 발명의 제3, 제4 및 제5실시예에서 비록 채널이 20㎛의 폭일지라도, 접착력은 만족스럽고, 거의 5㎛의 채

널형성에서, 아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으며 제3종래예종래예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6실시예에서 설명한 금속막, 게이트전극, 소스전극, 드레인전극, 공통전극 및 화소전극을 ITO

막, 투명전도성막, 인듐주석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구성된 단일층구조, 크롬 또는 크롬합금으로 구성

된 단일층구조,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형성된 한층, 및 크롬 또는 크롬합금으로 형성된 다른 층으로 구성된

2층구조,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형성된 한층, 및 티탄 또는 티탄합금으로 형성된 다른 층으로 구성된 2층

구조,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형성된 한층, 및 티탄질화물 또는 티탄질화물합금으로 형성된 다른 층으로 구

성된 2층구조,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형성된 한층, 및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합금으로 형성된 다른 층으

로 구성된 2층구조, 크롬 또는 크롬합금으로 형성된 한층, 및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합금으로 형성된 다른 층으로 구

성된 2층구조, 크롬 또는 크롬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 및 크롬 또는 크롬합금으로 형성된 3층구조, 몰리브

덴 또는 몰리브덴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 및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합금으로 형성된 3층구조,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합금, 및 크롬 또는 크롬합금으로 형성된 3 층구조,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

늄합금, 몰리브덴 또는 몰리브덴합금, 및 티탄 또는 티탄합금으로 형성된 3층구조 또는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합금, 

티탄질화물 또는 티탄질화물합금, 및 티탄 또는 티탄합금으로 형성된 3층구조로 구성되는 경우에, 본보기는 실제로 

생산되고 비록 이런 공정들이 적용될 지라도 문제점 없이 패턴을 형성하며 위의 재료들은 이런 패턴형성방법에서는 

적합한 재료들이다.

금속층의 두께의 예에서, Cr로 형성된 단일층의 두께는 150nm로 설정되고, Cr 및 Al으로 형성된 각 층들의 두께는 1

00nm 및 150nm로 설정되며, Ti, TiN 및 Al으로 형성된 각 층들의 두께는 50nm, 50nm 및 150nm로 설정되며, Ti, 

Al 및 Ti으로 형성된 각 층들의 두께는 50nm, 50nm 및 150nm로 설정되며, TiN, Al 및 TiN으로 형성된 각 층들의 

두께는 50nm, 150nm 및 150nm로 설정된다.

본 발명의 제3, 제4 및 제5실시예에서, 역스태거형TFT의 형성방법들을 설명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패턴형성방법은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고, 화소전극밑에 칼라필터층이 형성되거나 또는 평평한막과 칼라필터층을 TFT패턴형성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칼라필터를 구비한 TFT패턴의 형성방법은 역시 실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6실시예들에서 설명한 패턴형성방법들은 평판디스플레이패널을 가진 액정디스플

레이(LCD), 전계발광디스플레이(EL), 전계효과전자방출표시소자(FED), 형광문자디스플레이,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

널(PDP)을 가진 능동장치, 또는 집적회로가 구비된 기판의 제조공정에서 제조방법을 위해 사용된다.

위의 설명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지만, 본 발명이 적용되는 기판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은 질화막기판 및 

알루미늄질화물기판과 같은 기저물, 및 실리콘기판과 같은 반도체기판에 역시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위에서 기술한 대로, 본 발명에 따른 패턴형성방법들에서,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서 에칭마스크로서 사용된 레지

스트마스크는 리플로되고, 리플로전에는 부피를 유지하던 레지스트마스크의 치수는 팽창하며, 레지스트마스크는 다

른 에칭마스크로 변한다. 이 방법으로, 배선등의 패턴은 쉽게 테이퍼진다. 두가지 형태이상의 패턴들은 에칭된 막 위

에서 하나의 노광공정에서 형성될 수 있고, 제조공정을 역시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에칭막상에 소정의 패턴을 가진 유기막을 형성하는 공정;

마스크로서 유기막을 사용하여 상기 피에칭막의 표면으로부터 일부를 제거하여 상기 피에칭막이 노출영역 및 유기막

으로 덮인 도포영역을 갖도록 하는 공정;

유기용제용액을 상기 유기막에 스며들게 하여 상기 유기막을 리플로시킴으로써, 상기 유기막을 상기 도포영역에 인

접한 상기 노출영역까지 확장시켜 변형유기막을 형성하는 공정; 및

마스크로서 상기 변형유기막을 사용하여 상기 피에칭막의 상기 노출영역을 에칭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에서, 유기막에 인접한 인접유기막이 형성되며;

상기 변형유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에서, 상기 인접유기막은 변형인접유기막이 되어 상기 변형유기막과 합체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유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과 피에칭막의 노출영역을 에칭하기 위한 공정사이에 상기 

변형유기막의 일부를 제거하는 공정을 더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변형유기막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은 변형유기막에 산소를 가하는 애싱공정과 자외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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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오존공정 중의 어느 한 공정에 의해, 변형유기막의 일부를 줄임으로써 실행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변형유기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 내지 피에칭막의 노출영역을 에칭하기 위한 공정까지의 공정들

은, 피에칭막의 노출영역을 에칭하기 위한 공정 후에 적어도 한번 반복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피에칭막의 에칭중의 적어도 마지막 에칭은 습식에칭인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유기용제의 용액은 이하의 유기용제들(R: 알킬기 또는 실제 알킬기, Ar: 페닐기 또는 페닐기를 제외

한 방향성환):

- 알콜(R-OH),

- 알콕실 알콜

- 에테르(R-0-R, Ar-O-R, Ar-O-Ar)

- 에스테르

- 케톤

- 글리콜

- 알킬렌 글리콜

-글리콜 에테르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유기막은 두께가 다른 복수의 영역들을 가지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유기막은 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들로 구성되며;

피에칭막이 노출영역 및 유기막으로 덮인 도포영역을 가지도록 마스크로서 유기막을 사용하여 표면으로부터 피에칭

막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 및 유기막을 변형하고 노출영역까지 연장하기 위한 공정사이에, 유기막을 에칭하고,

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들이외에 유기막을 형성하는 상대적으로 얇은 유기막의 제거하며, 상대적으로 얇은 유기

막보다 두꺼운 유기막을 남기기 위한 공정을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피에칭막이 노출영역 및 유기막으로 덮인 도포영역을 가지도록 마스크로서 유기막을 사용하여 표

면으로부터 에칭된막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 및 유기막을 변형하고 노출영역까지 연장하기 위한 공정사이에, 

유기막표면의 개조된 층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 포함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피에칭막이 밑에서부터 순서상으로 제1막 및 제2막으로 구성되고;

마스크로서 유기막을 사용하여 제2막이 에칭되고 제거하며;

마스크로서 유기막을 사용하여 제1막이 에칭되고 제거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제1막은 제1금속막이고;

제2막은 제1금속막의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제2금속막인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제1막은 실리콘막이고;

제2막은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고밀도불순물들을 함유하는 옴접촉용 실리콘막, 및 금속막으로 된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14.
기판 위에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게이트전극을 덮도록 게이트절연막, 반도체층, 및 금속층을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

금속층을 패터닝하고,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크를 형성하는 단계;

금속막을 패터닝한 후에 유기용제를 마스크로 스며들게 하고, 마스크를 리플로하며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사이에 

위치한 마스크들을 연결하는 단계; 및

마스크들을 연결하는 공정에서 얻어진 연결마스크를 사용하여 반도체층을 패터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용 TFT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금속층 및 반도체층사이에 옴층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구비되고;

금속층을 패터닝하기 위한 공정에서, 옴층도 패터닝되는 디스플레이용 TFT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금속층 및 반도체층사이에 옴층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제공되고;

반도체층을 패터닝하기 위한 공정에서, 옴층도 패터닝되며;

연결마스크가 제거된 후에, 마스크로서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사용하여 옴층이 패터닝되는 디스플레이용 TFT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게이트전극이 형성될 때, 공통전극 역시 기판위에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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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순차적으로 게이트절연막, 반도체층 및 금속층을 형성하는 공정에서 공통전극이 덮여지도록 게이트절연막, 반

도체층 및 금속층이 순차적으로 형성되며;

공통전극 위에 위치하는 화소전극이 금속층을 패터닝하고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에서 형성되

는 디스플레이용 TFT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도록 인접한 마스크들은, 인접 측위의 마스크보다 떨

어져있는 측위의 마스크가 더 얇은 박막영역을 가지는 디스플레이용 TFT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연결마스크를 형성하기 전에 박막영역을 제거하는 디스플레이용 TFT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 17항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는 액정디스플레이인 디스플레이용 TFT의 제조방법.

청구항 21.
기판 상에 피에칭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피에칭막 상에 유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유기막에 약액을 침투시켜 

약액에 의한 상기 유기막의 리플로우에 의해 상기 유기막을 변형시켜서, 변형유기막이 되게 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22.
기판 상에 소정의 패턴으로 패터닝된 유기막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유기막에 약액을 침투시켜 약액에 의한 상기 

유기막의 리플로우에 의해 상기 유기막을 변형시켜서, 변형유기막이 되게 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23.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약액은 물을 포함한 용액 및 유기용제의 용액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24.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유기막을 마스크로서 사용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

성방법.

청구항 25.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유기막을 마스크로 하여 피에칭막을 에칭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26.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에 약액을 침투시키는 방법은 상기 유기막을 상기약액의 용액에 침투하는

것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27.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에 약액을 침투시키는 방법은, 상기 유기막을 상기 약액의 증기에 노출시

키는 것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28.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에 약액을 침투시켜 변형시켜서 변형유기막이 되게 하는 공정에서, 상기 

유기막의 변형량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29.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은 막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

형성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막이 감광성유기막인 경우, 상기 막두께가 다른 복수의 유기막은 상기 감광성유기막에 대

한 노광량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패턴형성방법.

청구항 31.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용제의 용액은, 이하의 유기용제들(R은 알킬기 또는 치환알킬기, AR은 페닐

기 또는 페닐기 이외의 방향족고리):

- 알콜류(R-OH)

- 알콕시알콜류

- 에테르류(R-O-R, Ar-O-R, AR-O-Ar)

- 에스테르류

- 케톤류

- 글리콜류

- 알킬렌글리콜류

- 글리콜에테프류

중의 적어도 한 종류를 포함하는 패턴형성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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