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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드라이 에칭과정에서 RF방전에 의하여 TFT가 파괴되거나 에칭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방법은 투명기판 110 의 가장자리에서 소정의 간격만큼 떨어진 위
치에 게이트쇼팅바 176 및 데이터쇼팅바 186을 형성하고, 게이트쇼팅바 176에서 분기하는 게이트버스라인 
170과, 데이터쇼팅바 186에서 분기하는 데이터버스라인 180의 교차부에 TFT 131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TFT를 포함하여 투명기판 110의 전면을 덮도록 보호막 155를 형성하는 공정, 상기 TFT의 드레인전극 180b
가 노출되도록 상기 보호막 155의 일부를 에칭하는 공정, 상기 TFT의 드레인전극 180b와 접촉되는 화소전
극 140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특히, 상기 보호막 155의 일부를 에칭할 때, RF 방전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하가 상기 게이트쇼팅바 176, 
데이터쇼팅바 186, 게이트버스라인 170, 데이터버스라인 180 및 상기 TFT 131에 축적되지 않도록, 상기 
보호막 155로 완전히 덮혀 절연된 상태에서 에칭이 진행되도록 한다.

상기 과정을 거침으로써 TFT의 파괴를 줄일 수 있고, 보호막 등의 에칭불량을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평면도이고, 

제2a도∼제2d도는 종래의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공정 단면도이고, 

제3도는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평면도이고, 

제4a도∼제4d도는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공정 단면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10 : 투명기판            31, 131 : TFT

40, 140 : 화소전극            50, 150 : 게이트절연막

55, 155 : 보호막              60, 160 : 포토레지스트

70, 170 : 게이트버스라인      75, 175 : 게이트패드

76, 176 : 게이트쇼팅바        80, 180 : 데이터버스라인

85, 185 : 데이터패드          86, 186 : 데이터쇼팅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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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박막트랜지스터(이하 TFT라 칭한다)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제조방법에 관련된 것으로써, 
특히 드라이(dry)에칭 공정에서 RF(Radio Frequency)방전에 의하여 TFT가 파괴되거나 에칭불량이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종래의  액정표시장치의  한  기판은  도  1에서와  같이  투명기판  10의  가장자리부분에  게이트쇼팅바(gate 
shortting bar) 76이 형성되고, 게이트쇼팅바 76에서 분기하여 게이트패드 75가 복수개 형성되고, 게이트
패드 75에 연결되는 게이트버스라인 70이 형성된다. 또, 투명기판 10의 다른 가장자리 부분에 데이터쇼팅
바(data  shortting  bar)  86이  형성되고,  데이터쇼팅바  86에서  분기하여  데이터패드  85가  복수개 
형성되고, 데이터패드 85에 연결되는 데이터버스라인 80이 상기 게이트버스라인 70과 교차하여 매트릭스
상으로 형성된다. 상기 인접하는 2개의 게이트버스라인 70과, 상기 인접하는 2개의 데이터버스라인 80이 
교차하여 이루는 영역 내에 화소 전극 40이 형성되고, 화소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TFT 31이 상기 게
이트버스라인 70과 상기 데이터버스라인 80의 교차영역 부근에 형성된다.

상기와 같이 TFT 등의 구조물을 투멍기판 위에 구성한 후, 다른 기판과 합착하기 전에 상기 게이트패드 
75와 상기 데이터패드 85가 쇼팅바에서 분리 되도록 A의 쇄선을 따라 에칭하거나 커팅한다.

상기 게이트쇼팅바 76 및 데이터쇼팅바 86은 게이트버스라인 등의 양극산화에 이용되며, 특히 TFT의 작동 
테스트를 쉽게한다.

상기 종래의 기판의 제조과정을 도 1과, 도 2a∼도 2d의 제조공정도(도 1의 Ⅱ-Ⅱ선을 따라 절단하여 나
타내는 단면도)를 참고하여 설명한다.

도 2a에서와 같이 투명기판 10 위에 A1 등의 금속막을 증착한 후 패터닝하여 게이트쇼팅바 76 및 게이트
버스라인에서 분기하는 게이트전극 70a 등이 일체형이 되도록 동시에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쇼팅바 76의 
패턴은  투명기판  10의  가장자리  부분까지  형성된다.  이어서  SiNx,  SiOx  등의  게이트절연막  50이 

형성되고, 싱기 게이트전극부의 게이트절연믹 위에 a-Si으로 된 반도체층 90과, n
+
이온이 도핑된 a-Si으로 

된 오믹접촉층(92a, 92b)이 연속적층되어 섬모양으로 형성된다. 상기 게이트절연막 50 위에 A1금속 등으
로 된 데이터버스라인 80과, 상기 데이터버스라인에서 분기하여 상기 오믹접촉층 92a와 접촉되는 소스전
극 80a와, 상기 소스전극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기 오믹접촉층 92b와 접촉되는 드레인전극 80b가 형성
된다. 도 1에서와 같이 상기 데이터버스라인 80의 단부에는 데이터패드 85가 형성되고, 상기 각각의 데이
터패드 85는 투명기판 10의 가장자리 부분에 형성된 데이터쇼팅바 86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패드 85와 데이티쇼팅바 86은 데이터버스라인 80을 형성할 때 동시에 패터닝하여 일체형으로 
형성할 수 있지만 상기 게이트버스라인 70 등을 형성할 때 동시에 패터닝하고, 상기 데이터버스라인 80과
는 게이트절연막에 형성되는 콘택홀(도시되지 않음)을 통하여 접촉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게이트전극 70a, 반도체층 90, 소스전극 80a, 드레인전극 80b등이 형성됨으로써 TFT가 완성되고, 상
기 TFT를 포함하여 덮도록 SiNx, SiOx 또는 BCB(benzo-cyclobutene) 등으로 된 보호막 55가 형성된다.

이어서, 도 2b와 같이 보호막 55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스핀코팅하여 도포하고, 소정의 패턴을 갖는 마스
크를 이용하여 노광함으로써 TFT의 드레인전극 80b 부분의 보호막이 노출되는 포토레지스트막 60이 형성
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막 60과 보호막 55, 게이트절연막 50을 기판의 전면에 형성하더라도, 게이트쇼팅
바 76이 투명기판 10의 가장자리 부분에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게이트쇼팅바 76은 단면부 D가 
노출된다.

상기 도 2b의 구조로 형성된 기판을 에칭챔버에 넣고, SF6나 CF4 가스를 주입한 후 상기 주입된 가스를 

RF(Radio Frequency) 발생기에 의하여 플라즈마 상태로 여기시켜 노출된 보호막을 에칭한다. 상기 보호막
은 Si기를 포함하는 물질 즉, SiNx, SiOx, BCB 등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노출된 보호막의 Si기와 상기 플
라즈마 상태로 여기된 에칭가스와 반응하여 SiF4의 휘발성 물질이 생성되고, 노출된 보호막의 표면에서 부

터 식각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상기 에칭과정에서 상기 게이트쇼팅바 76 등의 단면부 D를 통하여 패턴된 금속막 등에 RF 방전에 
의한 전하가 축적되고, 상기 금속막에 축적된 전하의 작용에 의하여 에칭불량이 발생하거나 TFT가 파괴되
는 불량이 발생한다.

또한, 상기 에칭불량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일예로써 도 2c와 같은 불량이 나타난다. 도 2c와 
같이 콘택홀 37 부분의 보호막 일부가 식각되지 않거나 TFT의 외곽지역의 포토레지스트가 RF 데미지에 의
하여 제거되지 않고, 포토레지스트 이물질 60'가 보호막 위에 군데군데 남아있게 된다.

상기 도 2c의 상태에서 ITO(Indium Tin Oxide)막을 기관의 전면에 형성하고, 소정의 모양으로 패터닝하여 
드레인전극 80b와 접촉되는 화소전극 40을 보호막 55 위에 형성하면 도 2d의 기판과 같이 이물질 60'부분
에서 화소전극이 박리되는 불량이 발생한다.

상기와 같이 TFT와 화소전극 등을 형성한 후에 도 1, 도 2d의 A선을 따라 게이트쇼팅바 76과 데이터쇼팅
바 86을 각각의 게이트 및 데이터패드 75, 85로부터 분리시킨다. 상기 분리 방법은 에칭 또는 커팅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에칭과정에서 RF방전에 의하여 TFT가 파괴되거나 에칭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명기판 위에 형성되는 TFT, 데이터버스라인, 게이트버스라인, 특히 투명기판
의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쇼팅바 등의 금속패턴막이 SiNx 등의 절연 보호막에 완전히 덮히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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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과정에서 RF 발생기에 의하여 방전되는 전하가 상기 금속패턴막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고, 그 상태에
서 보호막이 식각되도록 한다.

본 발명에서는 도 3과 같이 게이트쇼팅바 176 및 데이터쇼팅바 186을 투명기판 110의 가장자리에서 일정
한 간격만큼 떨어진 위치에 형성한다.

상기와 같이 쇼팅바 등을 형성한 후 절연 보호막을 기판의 전면에 형성하면 절연 보호막으로 완전히 금속
패턴막을 덮을 수 있고, 금속패턴막은 RF방전에 의한 전하와 차단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기판 위에 적어도 금속막과 보호막을 적층하여 형성하고, 상기 보호막 위에 상기 보호막의 일부 표면이 
노출되도록 패턴막을 형성하고, 상기 노출된 보호막을 RF방전이 가능한 에천트를 이용하여 에칭하는 액정
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RF방전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하가 상기 금속막에 축적되지 
않도록, 상기 보호막이 상기 금속막을 완전히 덮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노출된 보호막이 에칭되도록 하여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을 제조한다.

더 구체적으로 도 3과 도 4d를 참고하여 본 발명의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면 투명기판 
110 위에 게이트쇼팅바 176에서 분기하는 게이트버스라인 170과, 데이터쇼팅바 186에서 분기하는 데이터
버스라인 180의 교차부에 상기 게이트버스라인 170 및 상기 데이터버스라인 180과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스위칭 소자(TFT 131)를 형성하는 공정, 보호막 155를 형성하는 공정, RF방전이 가능한 SF6, CF4 등의 에

천트를 이용하여 적어도 상기 TFT의 드레인전극 180b가 노출되도록 상기 보호막 155의 일부를 에칭하는 
공정, 상기 TFT의 드레인전극 180b와 접촉되는 화소전극 140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특히, 상기 보
호막 155의 일부를 에칭할 때, 상기 RF방전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하가 상기 게이트쇼팅바 176, 데이터쇼
팅바 186, 게이트버스라인 170, 데이터버스라인 180 및 상기 TFT 131에 축적되지 않도록, 상기 보호막 
155가 상기 게이트쇼팅바 176, 데이터쇼팅바 186, 게이트버스라인 170, 데이터버스라인 180 및 상기 TFT 
131을 완전히 덮고있는 상태에서 에칭되도록 한다.

도 3과, 도 4a∼도 4d의 제조공정도(도 3의 Ⅳ-Ⅳ선을 따라 절단하여 나타내는 단면도)를 참고하여 본 발
명의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과정 및 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4a에서와 같이 투명기판 110 위에 A1 등의 금속막을 증착한 후 패터닝하여 게이트쇼팅바 176 및 
게이트버스라인에서 분기하는 게이트선극 170a 등이 일체형이 되도록 동시에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쇼팅
바 176의 패턴은 투명기판 110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소정의 간격 d만큼 떨어진 위치에 형성되도록 한다. 
이어서 SiNx, SiOx 등의 게이트절연막 150이 기관의 전면에 형성되고, 상기 게이트전극부의 게이트절연막 
위에 a-Si으로 된 반도체층 190과, n+이온이 도핑된 a-Si으로 된 오믹접촉층(192a, 192b)이 연속적층되어 
섬모양으로 형성된다. 상기 게이트절연막 150위에 A1금속 등으로 된 데이터버스라인 180과, 상기 데이터
버스라인에서 분기하여 상기 오믹접촉층 192a와 접촉되는 소스전극 180a와, 상기 소스전극과 일정한 간격
을 두고, 상기 오믹접촉층 192b와 접촉되는 드레인전극 180b가 형성된다. 도 3에서와 같이 상기 데이터버
스라인 180의 단부에는 데이터패드 185가 형성되고, 상기 각각의 데이터패드 185는 투명기판 110의 가장
자리 부분에서 소정의 간격만큼 떨어진 위치에 형성된 데이터쇼팅바 186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데이터패드 185와 데이터쇼팅바 186은 데이터버스라인 180을 형성할 때 동시에 패터닝하여 일체형으
로 형성할 수 있지만 상기 게이트버스라인 170 등을 형성할 때 동시에 패터닝하여 형성하고, 상기 게이트
절연막 150에 형성되는 콘택홀(도시되지 않음)을 통하여 상기 데이터패드 185와 데이터버스라인 180이 접
촉되도록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게이트전극 170a, 반도체층 190, 소스전극 180a, 드레인전극 180b 등이 형성됨으로써 TFT가 완성되
고, 상기 TFT를 포함하여 기판의 전면을 덮도록 SiNx, SiOx 또는 BCB 등으로 된 보호막 155가 형성된다.

이어서, 도 4b와 같이 보호막 155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스핀코팅하여 도포하고, 소정의 패턴을 갖는 마스
크를 이용하여 노광함으로써 TFT의 드레인전극 180b부분의 보호막이 노출되는 포토레지스트막 160이 형성
된다. 즉, 게이트쇼팅바 176등의 금속패턴막이 투명기판 110의 가장자리에서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진 위
치에 형성됨으로써, 금속패턴막이 게이트절연막 150 또는 보호막 155 등에 의하여 완전히 덮히도록 형성
된다.

상기 도 4b의 구조로 형성된 기판을 에칭챔버에 넣고, SF6나 CF4 가스를 주입한 후 상기 주입된 가스를 RF 

발생기에 의하여 플라즈마 상태로 여기시켜 노출된 보호막을 에칭한다.

상기 보호막은 Si기를 포함하는 물질 즉, SiNx, SiOx, BCB 등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노출된 보호막의 Si기
와 상기 플라즈마 상태로 여기된 에칭가스와 반응하여 SiF4의 휘발성 물질이 생성되고, 노출된 보호막의 

표면에서 부터 식각되기 시작한다. 상기 에칭과정에서 RF 발생기에 의히여 방전이 되더라도 상기 게이트
쇼팅바 176 등이 게이트절연막이나 보호막에 의하여 완전히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패턴된 금속막에 RF 방
전에 의한 전하는 축적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에칭을 진행하면 도 4c와 같이 콘택홀 137이 양호하게 형성되고, 이 후의 포토레지
스트막 60의 제거과정에서 포토레지스트의 일부가 제거되지 않고 보호막 155 위에 잔존하는 불량은 발생
하지 않는다. 특히 RF 방전에 의한 전하나 정전기로 인하여 TFT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기 도 4c의 상태에서 ITO막을 기판의 전면에 증착하고, 소정의 모양으로 패터닝하여 드레인전극 180b와 
접촉되는 화소전극 140을 보호막 155 위에 형성하면 도 4d의 구조가 형성된다.

상기 TFT와 화소전극 등을 형성한 후에 도 3, 도 4d의 B선을 따라 게이트쇼팅바 176과 데이터쇼팅바 186
을 각각의 게이트 및 데이터패드 175, 185로부터 분리 시킨다. 상기 분리 방법은 에칭 또는 커팅 등의 방
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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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에칭과정에서 RF방전에 의하여 TFT가 파괴되거나 에칭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기판 110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소정의 간격만큼 떨어진 위치에 게이트쇼팅바 176, 데이터쇼팅바 186
을 형성한다. 상기 게이트쇼팅바 및 데이터쇼팅바에 각각 연결되는 게이트버스라인 170, 데이터버스라인 
180은 투명 기판의 내부 영역에 매트릭스상으로 형성되고, 상기 게이트버스라인과 데이터버스 라인의 교
차부에 TFT 131 형성된다.

즉, 금속패턴막이 투명기판의 가장자리에서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진 위치에 형성되고, 상기 금속패턴막을 
왼전히 덮도록 게이트절연막 150 및 보호막 155가 형성된다.

상기 조건에서 게이트절연막 150 및 보호막 155를 RF 방전에 의한 플라즈마가스로 에칭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게이트쇼팅바 176 등의 금속패턴막이 게이트절연막이나 보호막에 의하여 완전히 절연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기나 RF 방전으로 인한 TFT의 불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한 포트레지스
트의 잔존으로 야기되는 화소전극의 패턴 불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게이트쇼팅바, 상기 게이트쇼팅바에서 분기하는 게이트버스라인 및 게이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 게이트
절연막과 반도체층과 오믹접촉층을 연속 적층하여 형성하는 공정, 1자정 RF방전이 가능한 에천트를 이용
하여 상기 반도체층과 오믹접촉층을 동시에 패터닝하여 게이트전극 부분의 게이트절연막 위에 섬모양으로 
형성하는 공정, 상기 게이트절연막 위에 데이터버스라인을 형성하고, 상기 데이터버스라인에서 분기하는 
소스전극을 상기 오믹접촉층의 일부와 접촉되도록 형성하고, 상기 소스전극과 대향하여 상기 오믹접촉층
의 일부와 접촉되는 드레인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층과 오믹접촉층을 RF방전이 가능한 에천트를 이용하여 에칭 할 때, 상기 RF방전에 의한 전하
가 상기 게이트쇼팅바, 상기 게이트쇼팅바에서 분기하는 게이트버스라인 및 게이트전극에 축적되지 않도
록 상기 게이트절연막이 상기 게이트쇼팅바, 상기 게이트쇼팅바에서 분기히는 게이트버스라인 및 게이트
전극을 완전히 덮고있는 상태에서 에칭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절연막은 SiNx, SiOx, BCB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막이 적층되어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에천트는 SF6 또는 CF4 가스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

조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쇼팅바의 가장자리부는 상기 기판의 가장자리부에서 소정의 간격만큼 멀어지
고, 기판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5 

게이트버스라인과, 데이터쇼팅바에서 분기하는 데이터버스라인의 교차부에 상기 게이트버스라인 및 상기 
데이터버스라인과 전기적으로 접촉되는 스위칭소자를 형성하는 공정, 보호막을 형성하는 공정, RF방전이 
가능한 에천트를 이용하여 적어도 상기 스위칭소자의 한 단자가 노출되도록 상기 보호막의 일부를 에칭하
는 공정, 상기 TM위칭소자의 한 단자와 접촉되는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보호막의 일부를 에칭할 때, 상기 RF방전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하가 상
기 데이더쇼팅바, 게이트버스라인, 데이터버스라인 및 상기 스위칭소자에 축적되지 않도록, 상기 보호막
이 상기 데이터쇼팅바, 게이트버스라인, 데이터버스라인 및 상기 스위칭소자를 완전히 덮고있는 상태에서 
에칭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막은 SiNx, SiOx, BCB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막이 적층되어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엑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에천트는 SF6 또는 CF4 가스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

조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쇼팅바의 가장자리부는 상기 기판의 가장자리부에서 소정의 간격만큼 떨어지
고, 기판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액정표시장치의 기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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