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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 등의 평면표시장치에 사용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주사선(111), 이 위에 제1절연막(115, 117), 이 위에 반도체막(120), 이 반도체막(120)에 전기
적으로  접속된  소스  전극(126b)과  드레인  전극(126a)를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112),  드레인 전극
(126a)으로부터 도출되고 주사선(111)과 거의 직교하는 신호선(110) 및 소스 전극(126b)과 전기적으로 접
속된 화소전극(131)을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131)은  적어도 신호선
(110)상에 배치된 제2절연막(127)을 통하여 소스 전극(126b)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상기 화소전극
(131)은 제1 및 제2절연막(115, 117, 127)을 통하여 인접하는 주사선(111)으로부터의 연재영역(113)과 중
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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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및 그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의 어레이 기판의 일부 개략 평면도.

제2도는 제1도에 있어서 A-A'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3도는 제1도에 있어서 B-B'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4도는 제1도에 있어서 C-C'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5도는 제1도에 있어서 D-D'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6도는 제1도에 있어서 E-E'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7도는 제1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1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8도는 제1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2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9도는 제1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3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0도는 제1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4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1도는 제1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5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2도는 제1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6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3도는 제1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7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제14도는 신호선의 외주부 부근의 구조의 변경예를 나타낸 도면.

제15도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의 어레이 기판의 일부 개략 평면도.

제16도는 제15도에 있어서 A-A'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17도는 제15도에 있어서 B-B'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18도는 제15도에 있어서 C-C'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19도는 제15도에 있어서 D-D'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20도는 제15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1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21도는 제15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2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22도는 제15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3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23도는 제15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4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24도는 제15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5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25도는 제15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6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26도는 제15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7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27도는 제2실시예의 변경예의 어레이 기판의 일부 개략 평면도.

제28도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어레이 기판의 일부 개략 평면도.

제29도는 제28도에 있어서 A-A'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30도는 제28도에 있어서 B-B'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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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도는 제28도에 있어서 C-C'선을 따라서 절단한 액정표시장치의 개략 단면도.

제32도는 제28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1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33도는 제28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2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34도는 제28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3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35도는 제28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4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36도는 제28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5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제37도는 제28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6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및

제38도는 제28도에 있어서 어레이 기판을 제조하는 제7공정을 설명하기 위한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신호선                       111 : 주사선

112 : 박막트랜지스터               113 : 연재(延在)영역

115,117 : 제1절연막                120 : 반도체막

126a : 드레인전극                  126b : 소스전극

131 : 화소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 등의 평면표시장치에 이용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CRT 디스플레이를 대신한 평면형 표시장치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액정표시장치는 
경량, 박형, 저소비전력 등의 잇점으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각 표시화소마다 스위치소자가 배치된 광투과형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를 설명한다. 
액티브매트릭스형 액정표시장치는 어레이기판과 대향기판 사이에 배향막을 통하여 액정층이 유지되어 있
다. 어레이 기판은 유리와 석영 등의 투명절연기판상에 복수개의 신호선과 주사선이 격자형상으로 배치되
며, 각 교점부분에 비정질 실리콘(이하, a-Si:H라고 약칭한다.) 등의 반도체박막을 이용한 박막트랜지스
터(이하, TFT라고 약칭한다.)가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TFT의 게이트전극은 주사선에, 드레인전극은 신
호선에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또한  소스전극은  화소전극을  구성하는  투명도전재료,  예를들면 
ITO(Indium-Tin-Oxide)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대형기판은 유리 등의 투명절연기판상에 ITO로 이루어진 대향전극이 배치되며, 또한 칼라표시를 실현하는 
것이면 칼라필터층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한 액정표시장치에 있어서는, TFT의 기생용량 또는 화소전극과 대향전극 사이에 생기는 리크
전류 등에 의해 화소전극의 전위가 변동되기 때문에 절연막을 통하여 화소전극과 중복하여 보조용량선을 
배치하여 화소용량(CLc)과 병렬인 보조용량(Cs)을 설치하고, 이것에 의해 화소전위의 변동을 억제하는 것
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보조용량선은 제조공정수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선 재료 등과 동일 재료인 광불투과
성  재료로  구성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조용량선이  배치되는  영역은  광불투과가  되어  개구율을 
저하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소전극과 이 화소전극에 인접하는 주사선 사이에 보조용량을 형성하고, 주사선에 
인가되는 주사 펄스를 고안하여 화소전위의 변동을 억제하면서 높은 개구율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국 특공
평 1-34392호 공보등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는 주사선과 화소전극의 중복된 부분에 층간 쇼트(short)가 생기기 쉬워 
제조 수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주사선 형상을 화소전극의 주변영역과 중복되도록 고안함으로써 화소전
극의 표시에 기여하는 화소영역을 잘 설정할 수 있지만, 화소전극과 주사선의 중복부분으로 구성되는 보
조용량(Cs)이 화소전위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치 이상으로 증대한다. 따라서, 주사 펄스
의 지연을 초래하고, 화소전극으로의 입력부족, 또한 콘트라스트비의 저하를 초래한다. 주사펄스의 지연
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사선 폭을 증대하는 것도 생각되지만, 이 경우는 개구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기술 과제에 대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주사선과 화소전극을 중복시켜 보조용량을 형
성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에 관한 것으로서, 제조수율이 우수하며 개구율을 보다 높인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적은 마스크수로 제조 수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높은 생산성이 확보되는 표시장치용 어레
이 기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적은 마스크수로 제조수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높은 생산성이 확보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및 
그 제조방법이 제안되어 있다(일본국 특개평 6-202153호, 일본국 특개평 6-208137호, 미국특허 제5483082
호). 이 어레이 기판은 하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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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단자부가 게이트 단자 하부 전극과 그 위의 게이트 절연막과 공통의 층을 이루는 절연막 및 패시
베이션(passivation)막에 개구된 접촉구를 통하여 게이트 단자 하부 전극상에 적층되어 화소전극과 동일 
재료의 투명전극으로 이루어진 게이트 단자 상부 전극으로 구성되며, 보조용량부는 Cs전극과 그 위의 절
연막 및 i형 반도체층으로 이루어진 유전체막과, 그위의 n+형 반도체층 및 금속층으로 이루어진 대향전극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어레이 기판이면 보조용량부에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에 동일한 전위로 인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각 보조용량부에 동일한 전위로 용이하게 인가하는 구성을 가
진 어레이 기판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태양에 따르면, 기판상에 배치되는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되는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되
는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와, 상기 드레인전극으로 도출되어 상기 주사선과 대략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은 적어도 상기 신호선상에 
배치되는 제2절연막을 통하여 상기 소스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또한 상기 화소전극은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을 통하여 인접하는 상기 주사선과 중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2태양에 따르면, 기판상에 배치되는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되는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되
는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위에 배치되는 채널 보호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와,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도출되어 상기 주사선과 대략 직
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의 제
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상에 상기 주사선을 포함하는 제1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1절연막 
및 반도체피막을 퇴적하는 공정과, 금속박막을 퇴적하고, 적어도 상기 금속 박막 및 상기 반도체막을 동
일 마스크에 의거하여 패터닝하여 상기 신호선, 상기 소스전극 및 상기 드레인전극을 포함하는 제2배선층
을 형성하는 공정과, 제2절연막을 퇴적하고, 상기 소스전극에 대응하는 상기 제2절연막에 제1접촉구를 형
성하는 공정과, 상기 접촉구를 통하여 상기 소스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상기 주사선과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을 통하여 중복된 상기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용 어레이 기판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1 및 제2태양에 따른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면, 주사선과 신호선에 
대해 적어도 화소전극이 절연막을 통하여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소전극을 각 배선에 대해 충분히 근접
하여 배치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높은 개구율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화소전극은 적어도 
제1 및 제2절연막의 2개의 절연막을 통하여 인접하는 주사선으로부터의 연재영역과 중복하여 배치되어 있
기 때문에, 화소전극의 중복영역을 증대해도 절연불량에 의한 수율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다.

또한, 상기한 구성에 의해 화소전극과 주사선의 중복영역이 증대해도, 이것에 의해 보조용량이 크게 증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주사선과 화소전극을 중복시켜 보조용량을 형성하는 경우, 보조용량이 충
분히 크면 주사선에 관련된 용량 부가가 증대하고, 이것에 의해 소비전력의 증대 또는 주사펄스의 지연에 
따른 입력불량, 콘트라스트비의 저하 등 표시특성의 악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하면, 예를 
들면 화소전극의 개구부분을 확정하기 위해 화소전극의 주변과 주사선의 연재영역을 중복시키도록 구성해
도, 화소전극은 적어도 제1 및 제2절연막의 2개의 절연막을 통하여 인접하는 주사선으로부터의 연재영역
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조용량이 대폭으로 증대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3태양에 따르면, 기판상에 배치되는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되는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되
는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
와,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도출되어 상기 주사선과 대략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전극과 전기적
으로 접속되는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주사선을 형성하는 
제1공정과, 상기 제1절연막 및 반도체피막을 퇴적하는 제2공정과, 금속박막을 퇴적하고, 상기 금속박막 
및 상기 반도체막을 동일 마스크에 의거하여 패터닝하여 상기 신호선, 상기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형
성하는 제3공정과, 제2절연막을 퇴적하고, 상기 소스전극에 대응하는 상기 제2절연막에 제1접촉구를 형성
하는 제4공정과, 상기 접촉구를 통하여 상기 소스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상기 제1 및 제2절연
막을 통하여 상기 주사선과 중복된 상기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제5공정을 구비하며, 또한 상기 박막트랜지
스터 이외의 위치, 상기 화소전극과 상기 인접하는 하나 또는 다른 주사선에 걸친 위치에 있어서, 상기 
제2공정과 동시에 상기 제1절연막 및 반도체피막을 퇴적하는 공정과, 상기 제3공정과 동시에 상기 금속박
막을 퇴적하고, 상기 금속박막 및 상기 반도체막을 상기 마스크에 의거하여 패터닝하여 상기 광차폐층을 
형성하는 공정과, 상기 제4공정과 동시에 상기 제2절연막을 퇴적하는 공정과, 상기 제5공정과 동시에 상
기 하나 또는 다른 주사선의 일부를 덮도록 상기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의 제조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태양에 따르면, 기판상에 배치되어 게이트전극 영역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주사선 및 상기 
주사선과 대략 평행한 보조용량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적어도 상기 게이트전극 영역상에 배치
되는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
터와,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에 배치된 제2절연막과, 상기 드레인전극에 상기 제2절연막을 통하여 전기적으
로 접속되는 상기 주사선과 대략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전극과 상기 제2절연막을 통하여 전기적으
로 접속되는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레이기판에 있어서, 각 상기 보조용량선을 상기 각 보조용
량선과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을 통하여 대략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치된 묶음 배선을 포함하며, 상기 각 
보조용량선과 상기 묶음 배선은 도전층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보조용량선 연결부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5태양에 따르면, 기판상에 배치되는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되는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와, 
상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도출되어 상기 주사선과 대략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전극과 전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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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되는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에 있어서, 상기 기판상의 둘레 테두리부에 위치하는 
주사선 단자부에 상기 주사선을 인출하는 주사선 인출부가 배치되며, 상기 주사선 인출부는 상기 주사선
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제1도전층 및 상기 제1도전층과 절연층을 통하여 상기 신호선과 동일 재료로 형
성된 제2도전층을 가지며, 상기 제1도전층과 상기 제2도전층을 상기 화소전극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한 접
속층으로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6태양에 따르면, 기판상에 배치된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된 반
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와, 상
기 드레인전극으로부터 도출되어 상기 주사선과 대략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전극과 전기적으로 접
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에 있어서, 상기 기판상의 둘레 테두리부에 위치하는 신
호선 단자부에 상기 신호선을 인출하는 신호선 인출부가 배치되며, 상기 신호선 인출부는 상기 주사선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제1도전층 및 이 제1도전층과 절연층을 통하여 상기 신호선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
된 제2도전층을 가지며, 상기 제1도전층과 상기 제2도전층을 상기 화소전극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한 접속
층으로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7태양에 따르면, 기판상에 배치되는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된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소스전극 및 드레인전극을 포함한 박막트랜지스터와,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상에 배치되는 제2절연막과, 상기 드레인전극에 상기 제2절연막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
되는 상기 주사선과 대략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전극과 상기 제2절연막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
되는 화소전극과, 상기 신호선에 신호선 인출부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신호선 단자부와, 상기 주
사선에 주사선 인출부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주사선 단자부를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에 
있어서, 상기 신호선 단자부 및 주사선 단자부는 상기 주사선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되는 제1도전층 및 이 
제1도전층상에 배치되는 상기 화소전극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되는 제2도전층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이 제공된다.

[제1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1실시예의 액정표시장치(1)에 대해서 제1도 내지 제13도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이 액정표시장치(1)는 칼라표시가 가능한 광투과형이며,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어레이 기판(100)과 
대향기판(200)사이에 폴리이미드수지로 이루어지고, 서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향처리가 이루어진 배향막
(141), (241)을 통하여 트위스트·네마틱(TN)액정이 유지되어 있다. 또한, 어레이 기판(100)과 대향기판
(200)의 외부 표면에는 각각 편광판(311)(313)이 부착되어 구성되어 있다.

제1도는 어레이 기판(100)의 개략 평면도를 도시한 것이며, 도면중의 하부측이 액정표시장치(1)의 화면 
상부측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도면중 하부측으로부터 상부측을 향해서 주사선이 차례로 선택되는 것이다.

어레이 기판(100)은 유리기판(101)상에 배치되는 480개의 Al-Y 합금으로 이루어진 주사선(111)를 포함하
며, 각 주사선(111)의 한 단은 유리기판(101)의 한 단변(101a)측으로 인출되어 경사진 배선부(150)를 거
쳐 주사선 패드(152)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여기서는 주사선(111)을  Al-Y  합금으로 구성했지만, Mo-
Ta합금, Mo-W 합금 또는 Al 또는 그 합금 등으로 구성해도 상관없다.

어레이 기판(100)은 유리기판(101)상에 주사선(111)과 대략 직교하는 1920개의 Mo-W합금으로 이루어진 신
호선(110)을 포함하며, 각 신호선(110)은 유리기판(101)의 다른 한 단부 변(101a)측으로 인출되어 경사진 
배선부(160)를 거쳐 신호선 패드(162)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여기서는 신호선(110)을 Mo-W 합금으로 구
성했지만, Mo-Ta합금, Al 또는 그 합금등으로 구성해도 상관없다.

이 주사선(111)과 신호선(110)의 교점 부분 근방에는 TFT(112)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 TFT(112)에 접
속되는 ITO로 이루어진 화소전극(131)이 주사선(111) 및 신호선(110)상에 층간 절연막(127)을 통하여 배
치되어 있다. 이 층간 절연막(127)으로서는 질화실리콘막과 산화실리콘막 등의 무기절연막 또는 아크릴계 
등의 유기수지피막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이 무기절연막과 유기수지피막과의 다층막으로 구성함으로써 
평면 평활성 및 층간절연성은 더욱 향상된다.

(TFT 영역의 구조)

TFT(112)영역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각 주사선(111)은 서로 인접하는 화소전극(131)의 신호선(110)을 따른 단변(131a), (131b)과 중복되도록 
가는 선형상으로 연재된 연재영역(113)을 포함한다. 화소전극(131)과, 화소전극(131)에 대응하는 주사선
(111)에 대해 전단(前段)의 주사선(111)으로부터의 연재영역(113)과 중복영역(OS)은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게이트 절연막(115), 제2게이트 절연막(117) 및 층간 절연막(127)을 통하여 서로 중복되며, 이 
중복영역(OS)에  의해  보조용량(Cs)이  구성된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는 화소전극(13)은  전단의 주사선
(111) 자체 모두 제1게이트 절연막(115), 제2게이트 절연막(117) 및 층간 절연막(127)을 통하여 서로 중
복되며, 이 중복영역에서도 보조용량(Cs)이 구성된다.

이  어레이  기판(100)에  대향하는  대향기판(200)은  유리기판(201)상에  배치되며,  TFT(121)영역, 신호선
(110) 및 주사선(111)과 화소전극(131)의 틈을 차광하는 매트릭스형상의 수지성 차광막(211)을 포함한다. 
또한, 화소전극(131)에 대응하는 영역에는 각각 적(R), 녹(G) 및 청(B)의 칼라필터(221)가 배치되며, 이 
위에 투명전극 재료로 이루어진 대향전극(231)이 배치되어 구성된다.

이상과 같이, 이 액정표시장치(1)의 어레이 기판(100)에 의하면, 신호선(110) 및 주사선(111)과 화소전극
(131)의 사이에는 층간 절연막(127) 또는 제1 및 제2게이트 절연막(115), (117) 및 층간 절연막(127)이 
각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소전극(131)을 각 배선(110), (111)에 대해 충분히 근접 또는 중첩하여 배
치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고개구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이 실시예에 의하면, 보조용량(Cs)이 화소전극(131)과, 이 화소전극(131)과 인접하는 주사선(111)
으로부터 연재되는 연재영역(113)과의 사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별도 보조용량선등을 배치할 필요가 없
고, 더욱 고개구율화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 실시예에서는 TFT(112)는 주사선(111)으로부터 신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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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을 따라서 도출되는 영역을 게이트전극으로서 구성되기 때문에 화소전극(131)은 전단의 주사선(111) 
자체에도 중첩시킬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충분한 보조용량선(Cs)의 확보와 고개구율화가 동시에 달성된
다.

그리고, 화소전극(131)과 주사선(111) 및 연재영역(113) 사이에는 3종류의 절연막(115), (117), (127)이 
각각 적층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실시예의 구조에 기인한 층간 쇼트 등의 발생도 매우 경감된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서는 화소영역이 대향기판(200)에 배치되는 차광막(211)이 아니라 어레이 기판(100)
상의 주사선(111) 및 그 연재영역(113)에 의해서 획정된다. 따라서, 어레이 기판(100)과 대향기판(200)을 
맞추는 정밀도에 의하지 않고, 주사선(111)을 패터닝하는 제1마스크 패턴과 화소전극(131)을 패터닝하는 
제5마스크 패턴을 맞추는 정밀도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어레이 기판(100)과 대향기판(200)을 맞추
는 것이 어긋나는 것을 고려하여 차광막(211) 폭에 마진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고개구율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화소전극을 획정하기 위하여 주사선(111)의 연재영역(113)을 화소전극(131)의 신호선(110)을 따르
는 단변(131a)(131b)을 따라서 충분히 연재시켜도, 이 실시예에 의하면 화소전극(131)과 주사선(111)의 
연재영역(113) 사이에는 제1게이트 절연막(115) 및 제2게이트 절연막(117)외에 층간 절연막(127)이 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조용량(Cs)의 대폭적인 증대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선(110)의 윤곽과 저저항반도체막(124a) 및 반도체막(120)의 윤곽이 
일치되어 있다. 더욱 자세하게는 신호선(110)과 주사선(111)의 교차부에는 반드시 제1 내지 제2게이트 절
연막(115), (117)외에 저저항반도체막(124a) 및 반도체막(120)이 적층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각 패터닝을 
할 때 마스크 어긋남이 생겨도 신호선(110)과 주사선(111) 사이의 용량변동이 없고, 제품간에 주사선 용
량 또는 신호선 용량의 변동이 경감된다.

또한,  신호선(110)과  주사선(111)의  교차부에  있어서  정전기,  과정중의  쓰레기  또는  각  절연막(115), 
(117)의 핀홀에 기인하는 층간쇼트도 억제되어 높은 제조수율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신호선(110)의 윤곽과 저저항반도체막(124a) 및 반도체막(120)의 윤곽
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다른 공정으로 패터닝되는 것과는 달리 각 패터닝을 할 때 마스크 
어긋남이 생겨도, 신호선(110)과 주사선(111)의 연재 영역(113) 사이에 생기는 용량 변동도 충분히 억제
할 수 있다.

또한, 신호선(110)과 주사선(111)의 연재영역(113)을 중첩, 즉 제6도에 있어서 신호선(111)을 통하여 인
접하여  배치되는  연재영역(113)을  신호선(111)아래에서  접속하는  구조로  해도,  신호선(110)과 주사선
(111)의 연재영역(113) 사이에는 각 절연막(115, 117)외에 반도체막(120)이 반드시 배치되기 때문에 정전
기, 프로세스 중에서의 먼지, 또는 각 절연막(115, 117)의 핀볼에 기인하는 층간 쇼트도 억제되고, 이것
에 의해 높은 제조 제품화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호선(111)과 인접하는 화소전극(13
1)아래에 연재영역(113)을 배치하는 구성에 의해 신호선(111)과 화소전극(131)과의 사이의 용량결합이 연
재영역(113)에 의해 실드되고, 화소전극(131)의 전위가 신호선(111)의 전위에 의해 받는 영향을 경감할 
수 있다. 또, 신호선(111)과 절연막(115, 117) 사이에 배치되는 반도체막(120) 및 저저항반도체막(124a)
의 윤곽선이 신호선(111)의 윤곽선과 일치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신호선(111)과 화소전극(131)을 충분
하게 근접 배치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 보다 한층 고(高) 개구율화가 달성된다.

(주사선의 외주부 부근의 구조)

주사선(111)의 외주부 부근의 구조에 대해서 제1도 및 제3도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Al-Y합금으로  이루어지는  주사선(111)은  유리기판(101)의  한  단변(101a)측에  인출되고,  경사진 배선부
(150) 및 주사선 패드(152)로 유도되는 하층 배선부(111a)를 형성하고 있다.

경사진 배선부(150)에 있어서는 주사선(111)에서 연재되는 하층 배선부(111a)상에는 2층의 절연막(115, 
117)이 적층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 2층의 절연막(115, 117)상에는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도체피막
(123) 및 신호선(110)과 동일공정으로 동일재료인 Mo-W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상층 배선부(125a)가 적층
되며, 이 상층 배선부(125a)상에는 층간 절연막(127)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사진 배선부(150)의 기부에 있어서는 한쌍을 이루는 제1접촉구(153)와 제2접촉구(154)가 각
각 배선방향을 따라 근접하여 배치되며, 화소전극(131)과 동일공정으로 동일재료인 ITO로 이루어지는 주
사선 접속층(131)에 의해 주사선(111)에서 연재되는 하층 배선부(111a)와 상층 배선부(125a)가 제1접촉구
(153)  및  제2접촉구(154)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2접촉구(154)는  하층 배선부
(111a)의  주 표면의 일부를 노출하도록 2층의 절연막(115,  117),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도체피막
(123) 및 상층 배선부(125a)를 관통하는 개구로서, 제1접촉구(153)는 상층 배선부(125a)의 주 표면의 일
부를 노출하도록 층간 절연막(127)을 관통하는 개구이다.

또한, 주사선 패드(152)에 있어서는 역시 한쌍을 이루는 제1접촉구(155)와 제2접촉구(156)가 각각 배선방
향을 따라 근접하여 배치되며, 화소전극(131)과 동일공정으로 동일재료인 ITO으로 이루어지는 주사선 접
속층(131)에 의해 주사선(111)의 하층 배선부(111a)와 상층 배선부(125a)가 제1접촉구(155) 및 제2접촉구
(156)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2접촉구(156)는 상기한 제2접촉구(154)와 동일하게 
하층 배선부(111a)의 주 표면의 일부를 노출하도록 2층의 절연막(115, 117),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
도체피막(123)  및 상층 배선부(125a)를 관통하는 개구로서, 제1접촉구(155)는 상기한 제1접촉구(153)와 
동일하게 상층 배선부(125a)의 주 표면의 일부를 노출하도록 층간 절연막(127)을 관통하는 개구이다.

이것에 의해 주사선(111)의 경사진 배선부(150)는 서로 다른 공정으로 패터닝되는 신호선(110)과 동일 재
료, 동일 공정으로 제작되는 Mo-W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상층 배선부(125a)와 Al-Y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주사선(111)에서 연재되는 하층 배선부(111a)와의 적층 구조로 구성되며, 이 2층에 의해 경사진 배선부
(150)의 기부와 주사선 패드(152)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 때문에 경사진 배선부(150)에 의해 상층 배선부(125a) 또는 하층 배선부(111a)의 한쪽이 단선해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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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쪽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진 배선부(150)에서의 단선 불량이 매우 경감된다.

또한,  경사진  배선부(150)는  Al을  주체로  한  저저항  재료인  Al-Y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하층 배선부
(111a)를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한 저저항화가 도모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제2접촉구(156)의 영역, 즉 하층 배선부(111a)와 주사선 접속층(131)과의 적층 영
역이 주로 주사선 패드(152)의 접속영역으로서 기능한다.

(신호선의 외주부 부근의 구조)

신호선(110)의 외주부 부근의 구조에 대해서 제1도 및 제4도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주사선(111)과 동일 공정에서 동일재료로 이루어지는 Al-Y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하층 배선부(111b)가 각 
신호선(110)에 대응하여 유리 기판(101)의 한 단변(101b)측의 신호선(110)의 경사진 배선부(160) 및 신호
선 패드(162)에 배치되어 있다.

경사진  배선부(160)에  있어서는  하층  배선부(111b)상에는  2층의  절연막(115,  117)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 2층의 절연막(115, 117)상에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신호선(110)에서 연
재되는 Mo-W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상층 배선부(125b)(신호선(110))가 적층되며, 이 상층 배선부(125b)상
에는 층간 절연막(127)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사진 배선부(160)의 기부에 있어서는 한쌍을 이루는 제1접촉구(163)와 제2접촉구(164)가 각
각 배선방향을 따라 근접하여 배치되며, 화소전극(131)과 동일공정에서 동일재료인 ITO막으로 이루어지는 
신호선 접속층(131)에 의해 신호선(110)에서 연재되는 상층 배선부(125b)와 하층 배선부(111b)가 전기적
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2접촉구(164)은 하층 배선부(111b)의 주 표면의 일부를 노출하도록 2층의 
절연막(115, 117),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상층배선부(125b)를 관통하는 개구로서, 
제1접촉구(163)는 상층 배선부(125b)의 주 표면의 일부를 노출하도록 층간 절연막(127)을 관통하는 개구
이다.

또한, 신호선 패드(162)에 있어서는 역시 한쌍을 이루는 제1접촉구(165)와 제2접촉구(166)가 각각 배선방
향에 근접하여 배치되며, 화소전극(131)과 동일 공정에서 동일 재료인 ITO로 이루어지는 신호선 접속층
(131)에 의해 신호선(110)에서 연재되는 상층 배선부(125b)와 하층 배선부(111b)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2접촉구(166)는 상기한 제2접촉구(164)와 동일하게 하층 배선부(111b)의 주 표면의 일부를 
노출하도록 2층의 절연막(115, 117),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상층 배선부(125b)를 
관통하는 개구로서, 제1접촉구(165)는 상기한 제2접촉구(163)와 동일하게 상층 배선부(125b)의 주 표면의 
일부를 노출하도록 층간 절연막(127)을 관통하는 개구이다.

이것에 의해 경사진 배선부(160)에 있어서는 Mo-W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신호선(110)에서 연재되는 상층 
배선부(125b)와 주사선(111)과 동일공정에서 동일재료인 Al-Y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하층 배선부(111b)가 
적층 배치되며, 이 2층에 의해 경사진 배선부(160)의 기부와 신호선 패드(162)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
다.

그 때문에 경사진 배선부(160)에 있어서 Mo-W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상층 배선부(125b) 또는 Al-Y합금막
으로 이루어지는 하층 배선부(111b)의 한쪽이 단선해도 다른 쪽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진 배선부
(160)에 단선 불량이 생기는 것이 경감된다.

또한,  경사진  배선부(160)는  Al를  주체로  한  저저항  재료인  Al-Y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하층 배선부
(111b)를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한 저저항화가 도모된다.

또한, 이 실시예에서는 제2접촉구(166)의 영역, 즉 하층 배선부(111b)와 주사선 접속층(131)과의 접촉영
역이 주로 신호선 패드(162)의 접속 영역으로서 기능한다.

상기한 구성에 의하면 구동 IC의  범프,  FPC(플렉시블·프린트·서킷)나  TCP(테이프·캐리어·패키지)의 
전극 등을 신호선 패드(162) 및 주사선 패드(152)에 ACF(이방성 도전막) 등의 접속층을 통하여 전기적으
로 접속하는 경우에, 신호선 패드(162) 및 주사선 패드(152)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신호
선 패드(162) 및 주사선 패드(152)의 접속조건을 같게 해도 접속층에 인가되는 열이나 압력 등을 거의 같
게 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해 동일 조건에서의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 즉, 이 실시예에서는 주사선 패드
(152)의 접속영역은 주로 주사선(11)에서 도출되는 Al-Y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하층 배선부(111a)와 화소
전극(131)과 동일 재료인 ITO로 이루어지는 주사선 접속층(131)과의 적층 구조로 구성되며, 또한 신호선 
접속패드(162)의 접속 영역은 주로 주사선(111)과 동시에 형성되는 Al-Y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하층 배선
부(111b)와 화소전극(131)과 동일재료인 ITO로 이루어지는 신호선 접속층(131)과의 적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어레이 기판의 제조공정)

다음에 이 어레이 기판(100)의 제조공정에 대해서 제7도에서 제13도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제1공정

제7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유리  기판(101)상에  스패터에 의해  Al-Y합금막,  Mo막을  각각  200nm두께, 
30nm 두께로 연속하여 퇴적하고, 제1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노광(露光)하며, 현상, 패터닝(제1패터닝)을 
거친다.

이것에 의해 유리 기판(101)상에 480개의 주사선(111)을 제작하며, 또 그 한 단변(101a)측에 있어서 주사
선(111)의 경사진 배선부(150) 및 주사선 패드(152)를 구성하는 하층 배선부(111a), 한 단변(101b)에 있
어서 신호선(110)의 경사진 배선부(160) 및 신호선 패드(162)를 구성하는 하층 배선부(111b)를 각각 동시
에 제작한다.

또한, TFT영역에서는 주사선(111)과 일체로 주사선(111)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도출되는 게이트 전극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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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또한, 주사선(111)의 패터닝시에 주사선(111)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도출되며, 보조용량(Cs)을 형
성하기 위한 연재영역(113)도 동시에 제작해 둔다(제1도 참조).

(2) 제2공정

제1공정 후, 제8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플라즈마CVD법에 의해 150nm두께의 산화 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지
는 제1게이트 절연막(115)을 퇴적한 후, 또 150nm두께의 질화 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지는 제2게이트 절연막
(117), 50nm 두께의 a-Si:H로 이루어지는 반도체피막(119) 및 200nm 두께의 질화 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지
는 채널보호피막(121)을 연속적으로 공기에 방치하는 일이 없이 막을 형성한다.

(3) 제3공정

제2공정 후, 제9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주사선(111)을 마스크로 한 이면(裏面) 노광기술에 의해 주사선
(111)에 자기정합적으로 채널 보호피막(121)을 패터닝하고, 또 TFT영역에 대응하도록 제2마스크 패턴을 
이용하여 노광하고, 현상, 패터닝(제2패터닝)을 거쳐 섬형상의 채널 보호막(122)을 제작한다.

(4) 제4공정

제3공정 후, 제10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양호한 오믹 컨택트가 얻어지는 바와 같이 노출하는 반도체피
막(119) 표면을 불산(HF)계 용액에서 처리하고,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불순물로서 인을 포함하는 30nm 
두께의 n+a-Si:H로 이루어지는 저저항 반도체피막(123)을 퇴적하고, 또 300nm 두께의 Mo-W합금막(125)을 
스패터에 의해 퇴적한다.

(5) 제5공정

제4공정 후, 제11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3마스크 패턴을 이용하여 노광, 현상하고, Mo-W합금막(125),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반도체피막(119)을 질화 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지는 제1게이트 절연막(115) 또
는 제2게이트 절연막(117)과 채널 보호막(122)과의 에칭 선택비를 제어하는 것에 의해 일괄하여 플라즈마 
에칭에 의해 패터닝한다(제3패터닝).

이것에 의해 TFT영역에 있어서는 저항 반도체막(124a)과 소스 전극(126b)을 일체로 제작하고, 저저항반도
체막(124b) 및 신호선(110)과 일체로 드레인 전극(126a)을 제작한다.

주사선 패드(152)  및  경사진 배선부(150)의  기부에 있어서는,  하층 배선부(111a)상을 따라 Mo-W합금막
(125)을 패터닝하여 상층 배선부(125a)를 형성하며, 또한 상층 배선부(125a)를 따라 저저항 반도체피막
(123) 및 반도체피막(119)을 일괄하여 패터닝한다. 이것과 동시에 상기한 제2접촉구(154, 156)에 대응하
는 상층 배선부(125a), 저저항 반도체피막(124) 및 반도체피막(119)을 관통하는 개구(154a, 156a)를 제작
한다.

마찬가지로 신호선 패드(162) 및 경사진 배선부(160)의 기부에 있어서도 하층 배선부(111b)상을 따라 Mo-
W합금막(125)을 패터닝하여 신호선(110)에서 연재되는 상층 배선부(125b)를 형성하며, 또한 상층 배선부
(125b)를 따라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반도체피막(119)을 일괄하여 패터닝한다. 이것과 동시에 상기
한 제2접촉구(164, 166)에 대응하는 영역의 상층 배선부(125b),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반도체피막
(119)을 관통하는 개구(164a, 166a)를 제작한다.

여기서는 Mo-W합금막(125),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반도체피막(119)을 드라이 에칭에 의해 패터닝했
지만, 왯(wet) 에칭이어도 무방하다.

(6) 제6공정

제5공정 후, 이 위에 200nm 두께의 질화 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지는 층간 절연막(127)을 퇴적한다.

그리고, 제12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4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노광, 현상하고, 소스 전극(126b)에 대
응하는 영역의 일부의 층간 절연막(127)을 제거하여 드라이 에칭에 의해 접촉구(129a)를 형성한다.

주사선 패드(152) 및 경사진 배선부(150)의 기부에 있어서는 개구(154a, 156a)에 대응하는 제1 및 제2게
이트 절연막(117)과 함께 층간 절연막(127)을 일괄하여 제거하며 제2접촉구(154, 156)를 형성하며(제4 패
터닝), 또 제2접촉구(154, 156) 근방의 층간 절연막(127)을 제거하여 제2접촉구(154, 156)와 한쌍을 이루
는 제1접촉구(153, 155)를 제작한다.

동시에 신호선 패드(162) 및 경사진 배선부(160)의 기부에 있어서는 개구(164a, 166a)에 대응하는 제1 및 
제2게이트 절연막(117)과 함께 층간 절연막(127)을 일괄하여 제거하며 제2접촉구(164,  166)을 형성함과 
동시에 제2접촉구(164, 166) 근방의 층간 절연막(127)을 제거하여 제2접촉구(164, 166)와 각각 한쌍을 이
루는 제1접촉구(163, 165)를 제작한다.

(7) 제7공정

제6공정 후, 제13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 위에 100nm 두께의 ITO막을 스패터에 의해 퇴적하고, 제5마
스크 패턴을 이용하여 노광, 현상, 드라이 에칭에 의한 패터닝(제5패터닝)을 거쳐, 화소전극(131)을 제작
한다. ITO막의 패터닝도 드라이 에칭을 대신하여 왯 에칭이어도 무방하다.

주사선 패드(152) 및 경사진 배선부(150)의 기부에 있어서는 제1접촉구(153, 155)와 제2접촉구(154, 15
6)를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주사선 접속층(131)을 형성하고, 이것에 의해 주사선(111)과 주사선 
패드(152)는 하층 배선부(111a)와 상층 배선부(125a)의 2층 구조의 경사진 배선부(150)에 의해 전기적으
로 접속된다.

신호선 패드(162) 및 경사진 배선부(160)의 기부에 있어서도 제1접촉구(163, 165)와 제2접촉구(164, 16
6)를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신호선 접속층(131)을 동시에 형성하고, 이것에 의해 신호선(110)과 
신호선 접속패드(162)는 하층 배선부(111b)와 상층 배선부(125b)의 2층 구조의 경사진 배선부(160)에 의
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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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이 실시예의 어레이 기판에 의하면 기본 구성을 5장의 마스크에 의해 어레이 기판을 제작할 
수 있다. 즉, 화소전극을 최상층에 배치하고, 이것에 따라 신호선, 소스, 드레인 전극과 함께 반도체피막 
등을 동일 마스크 패턴에 기초하여 일괄하여 패터닝하며, 또한 소스 전극과 화소전극과의 접속용 접촉구
의 제작과 함께, 신호선이나 주사선의 접속단을 노출하기 위한 접촉구의 제작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적은 마스크수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또 제조 제품화율을 저하시키는 일도 없다.

또한, 신호선 및 주사선의 각 경사진 배선부에 있어서는 신호선을 이루는 Mo-W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상
층 배선부와 주사선을 Al-Y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하층 배선부와의 2충에 의해 형성되며, 각 경사진 배선
부의 기부와 각 패드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다. 그 때문에 경사진 배선부에 있어서, 상층 배선부 또는 
하층 배선부의 한쪽이 단선해도 다른 쪽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진 배선부가 단선하는 일이 없다.

또한, 경사진 배선부는 적어도 Al을 주체로 한 저저항 재료로 구성되는 배선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한 
저저항화가 도모된다.

또한, 구동 IC의 범프나 TCP 등의 전극을 접속하기 위한 신호선 패드 및 주사선 패드는 실질적으로 동일 
구성이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 조건으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밖의 변경예)

이 실시예에서는 반도체막을 a-Si:H로 구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다결정 실리콘막 등이어도 좋
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주변 영역에 구동회로부를 일체적으로 구성해도 좋다.

또한, 신호선이나 주사선상에 화소전극을 일부 중복시켜 배치하는 경우, 적어도 화소전극과 신호선 사이
에 절연층을 통하여 금속막 등으로 실드 전극을 배치하도록 하면 화소전극이 신호선으로부터의 전위에 의
한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신호선 및 주사선의 외부 둘레부 부근의 구조의 변경예)

제14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호선(110)의 외주부 부근의 구조의 변경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주사선(111)과 동일공정에서 동일재료로 이루어지는 Al-Y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하층 배선부(111b)가 각 
신호선(110)에 대응하여 유리 기판(101)의 한 단변(101b)측의 신호선(110)의 경사진 배선부(160) 및 신호
선 패드(162)에 배치되어 있다.

경사진  배선부(160)에  있어서는  하층  배선부(111b)상에는  2층의  절연막(115,  117)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 2층의 절연막(115, 117)상에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신호선(110)에서 연
재되는 Mo-W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상층 배선부(125b)(신호선(111))가 적층되며, 이 상층 배선부(125b)상
에는 층간 절연막(127)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사진 배선부(160)의 기부에 있어서는 상기한 실시예와 동일하고, 신호선 패드(162)에 있어서
는 한쌍의 제1접촉구(175)의 제2접촉구(176)가 각각 배치되며, 화소전극(131)과 동일공정에서 동일재료인 
ITO로 이루어지는 신호선 접속층(131)에 의해 신호선(110)에서 연재되는 상층 배선부(125b)와 하층 배선
부(111b)를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있다. 또한, 제1접촉구(175)는 하층 배선부(111b)의 주 표면의 일부를 
노출하는 것과 같이 3층의 절연막(115, 117),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상층 배선부
(125b)를 관통하는 개구로서, 제2접촉구(176)는 상층 배선부(125b)의 주 표면의 일부를 노출하도록 층간 
절연막(127)을 관통하는 개구이다.

이와 같이 이 변경예는, 상기한 실시예와는 신호선 패드(162)가 주로 하층 배선부(111b), 2층의 절연막
(115, 117), 이 2층의 절연막(115, 117)상에 배치되는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신호선
(110)에서 연재되는 Mo-W합금막으로 이루어지는 상층 배선부(125b)(신호선(110)) 및 화소전극(131)을 구
성하는 ITO로 이루어지는 신호선 접속층(131)의 적층 구조로 구성되는 점에 있어서 상이한 점 이외는 상
기한 실시예와 동일하다.

또한, 주사선(111)의 외주부 부근의 구조에 대해서도 신호선측과 동일하게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2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2실시예인 광투과형의 액정표시장치(1)에 대해서 제15도에서 제26도에 기초하여 설명
한다.

제16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액정표시장치(1)는 어레이 기판(100)과 대향기판(200)  사이에 폴리이미드 
수지로 이루어지고, 서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대향 처리가 실시된 배향막(141, 241)을 통하여 트위스트·
네마틱  액정이  유지되어  있다.  또한,  어레이  기판(100)과  대향기판(200)과의  외표면에는  각각 편광판
(311, 313)이 부착되어 구성되어 있다.

제15도는 이 실시예의 어레이 기판(100)의 개략 평면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도면 중 하측이 액정표시장
치(1)의  화면상측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도면  중  하측에서  상측을  향하여  주사선이  순차  선택되는 
것이다.

어레이 기판(100)은 유리 기판(101)상에 배치되는 480개의 Al-Y합금으로 이루어지는 주사선(111)을 포함
하고, 각 주사선(111)의 일단은 유리 기판(101)의 한 단변(101a)측에 인출되며, 경사진 배선부(150)를 거
쳐 주사선 패드(152)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경사진 배선부(150) 및 주사선 패드(152)의 구조는 제1
실시예와 동일한 구조이고, 또 제조공정도 동일하게 제조할 수 있다.

어레이 기판(100)은 유리 기판(101)상에 주사선(111)과 거의 직교하는 1920개의 Mo-W합금으로 이루어지는 
신호선(110)을  포함하며,  각  신호선(110)은  유리  기판(101)의  일단이  다른  한  단변(101b)측으로 
인출되며, 경사진 배선부(160)를 거쳐 신호선 패드(162)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경사진 배선부(160) 
및 신호선 패드(162)의 구조는 제1실시예와 동일한 구조이고, 또한 제조공정도 동일하게 제조할 수 있다.

이 주사선(111)과 신호선(110)의 교점 부분에는 TFT(112)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TFT(112)의 화소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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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이  주사선(111)  및  신호선(110)상에  층간  절연막(127)을  통하여  배치되어 있다.  이  층간 절연막
(127)으로는 질화 실리콘막 등의 무기절연막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이 무기 절연막과 유지수지피막과의 
다층막으로 구성하는 것에 의해 표면 평활성 및 층간 절연성은 보다 한층 향상된다.

(TFT영역의 구조)

TFT(112)영역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각 주사선(111)은 이웃하는 화소전극(131)의 신호선(110)을 따르는 단변(131a, 131b)과 중복하도록 가는 
선형상으로 연재되는 연재영역(113)을 포함한다. 이 연재 영역(113)과 화소전극(131)과의 중복영역(OS)은 
제4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제1게이트 절연막(115), 제2게이트 절연막(117) 및 층간 절연막(127)을 통하
여 서로 중복되어 보조용량(Cs)이 구성되어 있다.

TFT영역(121)이외의 위치로, 화소전극(131)의 주사선(111)을 따르는 상단변의 위치와, 주사선(111)이 걸
쳐진 위치 사이에는 평면 직사각형의 광차폐층(170)이 설치되어 있다. 이 광차폐층(170)은 신호선(110)과 
동일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어레이 기판(100)에 대향하는 대향기판(200)은 유리 기판(201)상에 배치되며, TFT(121)영역, 신호선
(110) 및 주사선(111)과 화소전극(131)의 간격을 차광하는 매트릭스 형상의 수지성의 차광막(211)을 포함
한다. 또한, 화소전극(131)에 대응하는 영역에는 각각 적색(R), 녹색(G) 및 청색(B)의 칼라 필터(221)가 
배치되며, 이 위에 투명전극재료로 이루어지는 대향전극(231)이 배치되어 구성된다.

이상과 같이 이 실시예의 액정표시장치(1)의 어레이 기판(100)에 의하면 신호선(110) 및 주사선(111)과 
화소전극(131)  사이에는 층간 절연막(127),  또는 제1  및  제2게이트 절연막(115,  117)  및  층간 절연막
(127)이 각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소전극(131)을 각 배선(110, 111)에 대해서 충분하게 근접, 또는 
중첩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해 고 개구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  보조용량(Cs)이 화소전극(131)과 이 화소전극(131)과 인접하는 주사선(111)에서 연재되는 연재영역
(113) 사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용량선 등을 배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층 고 개구율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화소전극(131)과 연재영역(113) 사이에는 3가지 종류의 절연막(115, 117, 127)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실시예의 구조에 기인한 충간 쇼트 등의 발생도 매우 경감된다.

그런데, 이 실시예에서는 화소영역이 대향기판(200)에 배치되는 차광막(211)이 아니고 어레이 기판(100)
상의 연재 영역(113)에 의해 확정된다. 또한, 광차폐층(170)이 화소전극(131)의 상단변과, 이 화소전극
(131)에 대응하는 주사선(111) 사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차폐층(170)도 화소영역단의 상단변을 
획정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어레이 기판(100)과 대향기판(200)과의 맞춤 정밀도에 따르지 않
고, 주사선(111)을 패터닝하는 제1마스크 패턴과 화소전극(131)을 패터닝하는 제5마스크 패턴과의 맞춤 
정밀도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어레이 기판(100)과 대향기판(200)의 맞춤 어긋남을 고려하여 차광막
(211)폭에 마진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고 개구율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화소영역을 획정하기 위해서 주사선(111)의 연재영역(113)을 화소전극(131)의 신호선(110)을 따르
는 단변(131a, 131b)을 따라 충분하게 연재시켜도 이 실시예에 의하면 화소전극(131)과 주사선(111)의 연
재영역(113) 사이에는 제1게이트 절연막(115) 및 제2게이트 절연막(117)외에 층간 절연막(127)이 배치되
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손상하는 일이 없이 보조용량(Cs)의 대폭적인 증대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실시예에 의하면 제17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호선(110)의 윤곽과 저저항반도체막(124a) 및 
반도체막(120)의 윤곽이 일치하고 있다. 더 상세하게는 신호선(110)과 주사선(111)의 교차부에는 반드시 
제1 내지 제2게이트 절연막(115, 117)외에 저저항반도체막(124a) 및 반도체막(120)이 적층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각 패터닝시에 마스크 어긋남이 발생해도 신호선(110)과 주사선(111) 사이의 용량변동이 없으며, 
이 때문에 제품간에서 주사선 용량 또는 신호선 용량의 변동이 경감된다. 또한, 신호선(110)과 주사선
(111)의 교차부에 있어서의 정전기, 프로세스 중에서의 먼지, 또는 2층의 절연막(115, 117)의 핀홀에 기
인하는 층간 쇼트도 억제되며, 이것에 의해 높은 제조 제품화율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 실시예에 의하면 제18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호선(110)의 윤곽과 저저항반도체막(124a) 및 
반도체막(120)의 윤곽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패터닝시에 마스크 어긋남이 발생해도 신호선(110)과 
주사선(111)의 연재영역(113) 사이에 생기는 용량변동도 충분하게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신호선(110)과 주사선(111)의 연재영역(113)을 중첩, 즉 제18도에 있어서 신호선(111)을 통하여 인
접하여  배치되는  연재영역(113)을  신호선(111)아래에서  접속하는  구조로  해도,  신호선(110)과 주사선
(111)의 연재영역(113) 사이에는 각 절연막(115, 117)외에 반도체막(120)이 반드시 배치되기 때문에 정전
기, 프로세스중에서의 먼지, 또는 각 절연막(115, 117)의 핀홀에 기인하는 층간 쇼트도 억제되며, 이것에 
의해 높은 제조 제품화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호선(111)과 인접하는 화소전극(131)아
래에 연재영역(113)에 배치하는 구성에 의해 신호선(111)과 화소전극(131)과의 사이의 용량결합이 연재영
역(113)에 의해 실드되고, 화소전극(131)의 전위가 신호선(111)의 전위에 의해 받는 영향을 경감할 수 있
다. 게다가 신호선(111)과 절연막(115, 117) 사이에 배치되는 반도체막(120) 및 저저항반도체막(124a)의 
윤곽선이 신호선(111)의 윤곽선과 일치하고 있다. 이 이유에서 신호선(111)과 화소전극(131)을 충분하게 
근접배치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해 한층 고개구율화가 달성된다.

(어레이 기판의 제조공정)

다음에 이 어레이 기판(100)의 제조공정에 대해서 제20도에서 제26도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제1공정

제20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A-A'선 단면의 위치에 있어서는 유리 기판(101)상에 스패터에 의해 Al-Y합
금막상에 Mo막을 각각 200nm두께, 30nm두께로 퇴적하고, 제1마스크 패턴을 이용하여 노광하고, 현상, 패
터닝(제1패터닝)을  거쳐  480개의  주사선(111)을  제작한다.  또한,  주사선(111)의  패터닝시에 연재영역
(113)도 동시에 제작한다(제15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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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선 단면의 위치에 있어서도 상기와 동일하게 유리기판(101)상에 주사선(111)을 제작한다.

(2) 제2공정

제1공정 후, 제21도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A-A'선 단면의 위치에 있어서는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150nm 
두께의 산화 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지는 제1게이트 절연막(115)을 퇴적한 후, 150nm두께의 질화 실리콘막으
로 이루어지는 제2게이트 절연막(117), 50nm 두께의 a-Si:H로 이루어지는 반도체피막(119) 및 200nm 두께
의 질화 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지는 채널보호피막(121)을 연속적으로 공기에 방치하는 일이 없이 막을 형성
한다.

D-D'선 단면의 위치에 있어서도 상기와 동일하게 제1게이트 절연막(115)과 제2게이트 절연막(117) 및 채
널보호피막(121)을 제작한다.

(3) 제3공정

제2공정 후, 제22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A-A'선단면의 위치에서는 주사선(111)을 마스크로 한 이면 노광
(露光)기술에 의해 주사선(111)에 자기정합적으로 채널 보호 피막(121)을 패터닝하고, TFT 영역에 대응하
도록 제2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노광시키고 현상,  패터닝(제2  패터닝)을  거쳐  섬형상의 채널 보호막
(122)을 제작한다.

D-D'선단면의 위치에서는, 패터닝에 의해 채널 보호 피막(121)은 제거된다.

(4) 제4공정

제3공정 후, 제23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A-A'선단면의 위치에서는 양호한 오믹 컨택트가 얻어지도록 노출
시키는 반도체피막(119) 표면을 불산(HF)계 용액으로 처리하고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불순물로서 인을 
포함한 30nm 두께의 n+a-Si:H로 이루어진 저저항 반도체피막(123)을 침적시키며 300nm 두께의 Mo-W 합금
막(125)을 스패터에 의해 침적시킨다.

D-D'선단면의 위치에서도 상기와 같이 저저항 반도체피막(123)을 침적시킨 후, Mo-W 합금막(125)을 침적
시킨다.

(5) 제5공정

제4공정 후, 제24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A-A'선단면의 위치에서는 제3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노광, 현상
하고, Mo-W 합금막(125),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반도체피막(119)을 질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제2
게이트 절연막(117) 및 채널 보호막(122)의 에칭 선택비를 제어함으로써 일괄하여 플라즈마 에칭에 의해 
패터닝(제3패터닝)하며, 반도체막(120), 저저항반도체막(124a, 124b), 소스 전극(126b), 신호선(110) 및 
신호선(110)과 일체의 접속단(110a)(제15도 참조) 및 신호선(110)과 일체의 드레인 전극(126a)을 제작한
다.

D-D'선단면의 위치에서도 상기와 동일하게 하고, 반도체막(120), 저저항 반도체막(124b) 및 Mo-W 합금막
(125)을 섬이 빠진 형상으로 패터닝한다.

이에 의해 MO-W 합금막(125)의 위치가 광 차폐층(170)을 형성한다. 이 경우에 광 차폐층(170)이 주사선
(111)을 전부 덮지 않고 일부분을 덮도록 한다.

(6) 제6공정

제5공정 후, 200nm 두께의 질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층간 절연막(127)을 침적시키고, 제25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A-A'선단면의 위치에서는 제4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광에 노출시키고 현상하여, 소스 전극
(126b)에 대응하는 층간 절연막(127)을 제거하며 접촉구(129a)를 형성한다. 또한 신호선(110)의 접속단
(100a)(제15 참조) 대응하는 층간 절연막(127)을 제거하고 접촉구(129c)를 형성한다(제4패터닝).

D-D'선단면의 위치에 있어서도 상기와 같이 층간 절연막(127)을 형성한다.

(7) 제7공정

제6공정 후, 제26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A-A'선단면의 위치에 있어서는 이 위에 100nm 두께의 ITO막을 스
패터에 의해 침적시키고 제5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광에 노출, 현상, 패터닝(제5패터닝)을 거쳐, 화소 
전극(131)을 제작한다(제15도 참조).

D-D'선단면의 위치에서는 상기와 같이 화소전극(131)을 층간 절연막(127) 위에 설치한다. 이 경우에 광 
차폐층(170)이 주사선(111)과 화소전극(131)에 배치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이 실시예의 어레이 기판에 의하면, 기본 구성을 5장의 마스크에 의해 어레이 기판을 제작
할 수 있다. 즉, 화소전극을 최상층에 배치하고 이에 수반하여 신호선, 소스, 드레인 전극과 함께 반도체
피막 등을 동일한 마스크 패턴에 기초하여 일괄하여 패터닝함과 동시에, 소스 전극과 화소전극의 접속용 
접촉구를 제작하고, 동시에 신호선이나 주사선의 접속단을 노출시키기 위한 콘택트홀의 제작을 실시함으
로써 적은 마스크수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조수율을 저하시키는 일도 없다.

또한 상기 제조공정에 있어서는, 화소전극(131)과 화소전극(131)에 대응하는 주사선(111)이 걸친 위치에 
광 차폐층(170)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조공정을 늘릴 필요가 없다.

이 실시예에서는 화소전극(131)과 화소전극(131)에 대응하는 주사선(111)이 걸친 위치에 광 차폐층(170)
을 배치했지만, 화소전극(131)과 화소전극(131)에 대응하는 주사선(111)의 전(前)단 또는 다음 단의 주사
선(111)에 걸친 위치에 광 차폐층(170)을 배치해도 상관 없다.

(광 차폐층에 관한 변경예)

제27도는 광 차폐층에 관한 변경예이고 제2실시예와 다른 점은 광차폐층(180)이 화소전극(131)과 화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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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131)에 대응하는 주사선(111)의 전단의 주사선(111)과 화소전극(131)의 하변을 덮어 배치된 점에 있으
며, 광 차폐층(170)과는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광 차폐층(170)의 광 차폐층(180)을 절
연하지 않고 일체로 해도 좋다.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화소 영역의 개구를 어레이 기판상에서 획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해 고개구율화가 
실현된다.

(그 외의 변경예)

이 실시예에서는 반도체막을 a-Si:H로 구성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했지만, 다결정실리콘막 등에서도 좋
다. 또한 주변 영역에 구동회로부를 일체적으로 구성해도 좋다.

또한 신호선이나 주사선상에 화소전극을 일부 중복시켜 배치하는 경우, 적어도 화소전극과 신호선 사이에 
절연층을 통하여 금속막 등으로 실드 전극을 배치하도록 하면, 화소전극이 신호선으로부터의 전위에 의한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제3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제3실시예의 액정표시장치(1)에 관해서 제28도에서 제38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29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액정표시장치(1)는 어레이 기판(100)과 대향기판(200) 사이에 폴리이미드 수
지로 이루어지고 서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향처리가 이루어진 배향막(141, 241)을 통하여 트위스트·네
마틱 액정으로 이루어진 액정층(400)이 유지되어 있다. 또한 어레이 기판(100)과 대향기판(200)의 외부표
면에는 각각 편광판(311, 313)이 부착되어 구성되어 있다.

어레이 기판(100)은 유리기판(101) 상에 배치된 480개의 Al-Y 합금으로 이루어진 주사선(111), 이 주사선
(111)과 동일한 재로이고 동일한 공정으로 제작된 주사선(111)과 각 평행한 보조 용량선(113), 주사선
(111)과 보조용량선(113) 상에 배치된 산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제1게이트 절연막(115), 이 위에 침적
된 질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제2게이트 절연막(117)을 포함한다.

어레이 기판(100)은 유리기판(101) 상에 배치된 480개의 Al-Y 합금으로 이루어진 주사선(111)을 포함하고 
각 주사선(111)의 한 단은 유리기판(101)의 한 단부 변(101a)측에 인출되며, 경사진 배선부(150)를 거쳐 
주사선 패드(152)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경사진 배선부(150) 및 주사선 패드(152)의 구조는 제1실시
예와 동일한 구조이고,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할 수 있다.

어레이 기판(100)은 유리기판(101) 상에 주사선(111)과 거의 직교하는 1920개의 Mo-W 합금으로 이루어진 
신호선(110)을 포함하고 각 신호선(110)은 유리기판(101)의 한 단은 다른 한 단부 변(101b)측에 인출되며 
경사진 배선부(160)를 거쳐 신호선 패드(162)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경사진 배선부(160) 및 신호선 
패드(162)의 구조는 제1실시예와 동일한 구조이고 또한 제조공정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 주사선(111)과 신호선(110)의 교점 부분에는 TFT(112)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 TFT(112)의 화소전극
(131)이 주사선(111)  및 신호선(110)  상에 층간 절연막(127)을 통하여 배치되어 있다. 이 층간 절연막
(127)으로서는 질화실리콘막 등의 무기절연막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이들 무기절연막과 유기수지피막의 
다층막으로 구성함으로써 표면 평활성 및 층간절연성은 한층 향상된다.

이 어레이 기판(100)에 대향하는 대향기판(200)은 유리기판(201) 상에 배치되고 TFT(121) 영역, 신호선
(110) 및 주사선(111)과 화소전극(131)과의 간격을 차광하는 매트릭스형상의 수지성 차광막(211)을 포함
한다. 또한 화소전극(131)에 대향하는 영역에는 각각 적색(R), 녹색(G) 및 청색(B)의 칼라필터(221)가 배
치되고, 이 위에 투명 전극 재료로 이루어진 대향전극(231)이 배치되어 구성된다.

(TFT영역의 구조)

TFT(112) 영역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한다.

어레이 기판(100)에서는 제29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화소전극(131)이 주사선(111)에 대해서 제1게이트 절
연막(115), 제2게이트 절연막(117) 및 층간 절연막(127)을 통하여 배치되고, 신호선(110)에 대해서도 층
간 절연막(127)을 통하여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화소전극(131)을 신호선(110) 또는 주사선(111)에 대해
서 충분히 근접시켜도 서로 쇼트 불량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높은 제조수율과 고정밀, 고개구율 설계를 가
능하게 한다. 즉, 화소전극(131)을 신호선(110)상이나 주사선(111)상에 겹쳐도 상관없다.

또한 제30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신호선(110)의 윤곽과 저저항반도체막(124a) 및 반도체막(120)의 윤곽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상세하게는 신호선(110)과 주사선(111)의 교차부에는 반드시 제1 내지 제2게이트 절
연막(115, 117) 외에 저저항반도체막(124a) 및 반도체막(120)이 침적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각 패터닝시에 
마스크 어긋남이 발생해도 신호선(110)에 생기는 단차는 충분히 경감되고 신호선(110)과 주사선(111) 사
이의 용량 변동이 없으며, 이 때문에 제품간에서 주사선 용량 또는 신호선 용량의 변동이 경감된다. 또한 
신호선(110)과 주사선(111)의 교차부에서의 정전기, 프로세스 중에서의 먼지, 또는 각 절연막(115, 117, 
127)의 핀홀에 기인하는 층간 쇼트도 억제되고 이에 의해 높은 제조수율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호선
(110)과 보조용량선(113)의 사이에 관해서도 동일하다.

(보조용량선의 배선구조)

각 보조용량선(113)의 각각에는, 예를 들어 대향전극에 인가되면 동일한 전압을 균일하게 인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예에서는 다음 구성을 채용하고 있다. 그 배선구조에 관해서 제28도 및 제31도에 기
초하여 설명한다.

보조용량선(113)은 상술한 것과 같이 Al-Y 합금으로 이루어진 주사선(111)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되고 주
사선(111)과 거의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 때문에 제28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보조용량선(113)의 
단부에서 보조용량선(113)과 직교하도록 보조용량선 연결부(190)를 형성한다. 이 보조용량선 연결부(19
0)의 구조가 제31도에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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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조용량선 연결부(190)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한다.

서로 평행하게 배치된 보조용량선(113)  및 주사선(111)의 위에는 산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제1게이트 
절연막(115), 이 위에 침적된 질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제2게이트 절연막(117)이 각각 적층 배치된다. 
이 2층의 절연막(115, 117) 위에는 보조용량선(113) 및 주사선(111)과 거의 직교하는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신호선(110)과 동일한 공정이고 동일한 재료인 Mo-W 합금막으로 이루어진 묶
음 배선(125)이 적층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2층의 절연막(115, 117), 반도체피막(119), 저저항 반도체피
막(123), 묶음 배선(125) 및 층간 절연막(127)의 일부를 관통하여 보조용량선(113)의 일부를 노출시킨 제
1접촉구(191)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묶음 배선(125)의 배선 방향으로 제1접촉구(191)와 근접하고 층간 
절연막(127)의 일부가 제거되어 묶음 배선(125)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제1접촉구(191)와 한쌍을 이루는 제
2접촉구(192)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화소전극(131)과 동일한 공정이고 동일한 재료인 ITO로 이루어진 
보조용량선 접속층(193)이 한쌍의 제1접촉구(191)와 제2접촉구(192) 사이에 적층 배치되고, 이에 의해 각 
보조용량선(113)과 묶음 배선(125)이 보조용량선 접속층(193)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 보조용량선 연결부(190)의 단부는 주사선 패드(152)와 동일하게 유리기판(101)의 한 단부 변
(101a)측에 인출되고, 보조용량선 패드(194)를 형성한다. 이 보조용량선 패드(194)의 구조는 주사선 패드
(152) 또는 신호선 패드(162)와 동일하게 하면 좋다.

그리고 보조용량선 패드(194)에 전압을 가하면, 모든 보조용량선(113)을 동일하게 전위시킬 수 있다. 또
한 이 보조용량선 연결부(190)를 제작하는 경우에 하기에 나타낸 어레이 기판(100)의 제조공정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번잡화되는 일이 없다.

이 실시예에서는 ITO로 이루어진 보조용량선 접속층(193)은 한쌍의 제1접촉구(191)와 제2접촉구(192) 사
이에만 적층 배치했지만, 묶음 배선(125)을 따라서 배선된 것이라도 상관 없다.  이에 의해 묶음 배선
(125)의 단선불량이 경감된다.

(어레이 기판의 제조공정)

다음으로 이 어레이 기판(100)의 제조공정에 관해서 제32도에서 제38도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제1공정

제32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유리기판(101) 상에 스패터에 의해 Al-Y 합금막, Al-Y 합금막 위에 Mo막을 각
각 200nm 두께, 30cm 두께로 침적시키고 제1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광에 노출시키고 현상, 패터닝 (제1
패터닝)을 거쳐 480개의 주사선(111) 및 480개의 보조용량선(113)을 제작한다.

(2) 제2공정

제1공정 후, 제33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150nm 두께의 산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제1게이트 절연막(115)을 침적시킨 후, 150nm 두께의 질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제2게이트 절연막(117), 
50nm 두께의 a-Si:H로 이루어진 반도체피막(119) 및 200nm 두께의 질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채널 보호
피막(121)을 연속적으로 공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성막한다.

(3) 제3공정

제2공정 후, 제34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주사선(111)을 마스크로 한 이면 노광 기술에 의해, 주사선(11
1)에 자기 정합적으로 채널보호피막(121)을 패터닝하고 TFT영역에 대응하도록 제2마스크 패터닝을 사용하
여 광에 노출시키고 현상, 패터닝(제2패터닝)을 거쳐, 섬형상의 채널 보호막(122)을 제작한다.

(4) 제4공정

제3공정 후, 제35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양호한 오믹 컨택트가 얻어지도록 노출시키는 반도체피막(119) 
표면을 불산(HF)계 용액으로 처리하고, 플라즈마 CVD법에 의해 불순물로서 인을 함유하는 30nm  두께의 
n+a-Si:H으로 이루어진 저저항 반도체피막(123)을 침적시키며 300nm 두께의 Mo-W 합금막(125)을 스패터에 
의해 침적시킨다.

(5) 제5공정

제4공정 후, 제36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3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노광, 현상하고, Mo-W 합금막(125),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반도체피막(119)을 질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제2게이트 절연막(117) 및 채
널보호막(122)의 에칭 선택비를 제어함으로써 일괄하여 플라즈마 에칭에 의해 패터닝(제3패터닝)하며, 반
도체막(120), 저저항반도체막(124a, 124b), 소스 전극(126b), 신호선(110) 및 신호선(110)과 일체의 접속
단(110a)(제1도 참조) 및 신호선(110)과 일체의 드레인 전극(126a)을 제작한다.

이  때에  상술한  보조용량선  연결부(190)를  구성하는  묶음  배선(125)을  패터닝함과  동시에 보조용량선
(113)과 묶음 배선(125)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제1접촉구(191)에 대응하는 보조용량선(113)  상의 
묶음 배선(125), 저저항 반도체피막(123) 및 반도체피막(119)의 일부를 관통하고 제거하여 개구(도시하지 
않음)를 형성한다.

(6) 제6공정

제5공정 후, 200nm 두께의 질화실리콘막으로 이루어진 층간 절연막(127)을 침적시키고 제37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4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노광, 현상하고 소스 전극(126b)에 대응하는 층간 절연막(127)을 
제거하여 접촉구(129a)를 형성한다(제4패터닝).

동시에 상술한 개구에 대응하는 층간 절연막(127)을 제거하고 보조용량선(113)의 일부를 노정하여 제1접
촉구(191)를 형성함과 동시에 제1접촉구(191)에 근접하여 묶음 배선(125)의 일부를 노정하도록 층간 절연
막(127)의 일부를 제거하고 제2접촉구(192)를 형성한다.

(7) 제7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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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정 후, 제38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 위에 100nm 두께의 ITO 막을 스패터에 의해 침적시키고 제5
마스크 패턴을 사용하여 노광, 현상, 패터닝(제5패터닝)을 거쳐 화소전극(131)을 제작한다.

동시에 제1접촉구(191)와 제2접촉구(192)를 통하여 보조용량선(113)과 묶음 배선(125)를 접속하는 보조용
량선 접속층(193)을 형성한다.

이상과 같이 이 실시예의 어레이 기판에 따르면 기본 구성을 5장의 마스크에 의해 어레이 기판을 제작할 
수 있다. 즉, 화소전극을 최상층에 배치하고 이에 따른 신호선, 소스, 드레인 전극과 함께, 반도체피막 
등을 동일한 마스크 패턴에 기초하여 일괄하여 패터닝함과 동시에 소스 전극과 화소전극의 접속용 접촉구
를 제작하며, 소스 전극과 화소전극의 접속용 접촉구의 제작을 동시에 실시하는, 배선에 발생하는 단착을 
작게 하여 제조 수율의 저하를 방지하고, 적은 마스크수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서로 상이한 요구가 동시
에 달성된 최적의 공정이 된다.

(그 외의 변경예)

이 실시예에서는 반도체막을 a-Si:H로 구성된 경우에 관해서 설명했지만, 미결정실리콘막, 다결정실리콘
막 또는 단결정실리콘막 등에 있어서도 좋다. 또한 주변 영역에 구동회로부를 일체적으로 구성해도 좋다. 
또한 신호선이나 주사선 상에 화소전극을 일부 중복시켜서 배치하는 경우, 적어도 화소전극과 신호선 사
이에 절연층을 통하여 금속막 등으로 실드전극을 배치하도록 하면, 화소전극이 신호선으로부터의 전위에 
의한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는 모든 광 투과형 액정표시장치이고 화소전극이 투명도전막, 예를 들어 ITO로 구성되
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하층 배선부와 상층 배선부의 전기적인 접속은 모든 한쌍의 접촉
구를 통하여 배치된 ITO로 이루어진 접속층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ITO는 비교적, 고저항이기 때문
에 한쌍의 접촉구의 간격은 짧은 쪽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 20미크론 이하, 또한 15미크론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접속층을 화소전극과는 별개의 공정으로 제작하는 것이라면 저저항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반사형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면 화소전극을 알루미늄 등의 저저항 재료로 구성할 수 있으므
로, 한쌍의 접촉구의 간격은 크게는 제약받지 않는다.

액정층으로서는 TN 액정 이외에도 폴리머분산형액정, 강투전액정, 반강투전성액정 등의 각종 재료가 적용 
가능하다.

이하, 상술한 것과 같이 본 발명의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및 제조방법에 따르면 제조 수율을 저하시키
지 않고 주사선과 화소전극을 중복시켜서 보조요량을 형성할 수 있고 고개구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적은 마스크수로 제조 수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에 의하면, 보조용량성 연결부에 전압을 가하면 모든 보조용량선
을 같은 전위로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에 의하면 주사선 인출부 및 신호선 인출부가 쉽게 단선되지 않는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판상에 배치된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된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
적으로 접속된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와, 상기 드레인 전극으로부터 도출
되고 상기 주사선과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
치용 어레이 기판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은 적어도 상기 신호선 상에 배치된 제2절연막을 통하여 상기 
소스 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상기 화소전극은 인접한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을 통하여 상기 
주사선과 중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선은 상기 신호선과 상기 화소전극 사이에 연재되고,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을 
통하여 상기 화소전극에 중복되는 연재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선의 윤곽선과 일치하는 상기 반도체와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반도체층이 상
기 신호선과 상기 제1절연막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4 

기판상에 배치된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된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 상에 배
치된 채널 보호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
스터와, 상기 드레인 전극으로부터 도출되고 상기 주사선과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 전극과, 전기
적으로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 상기 주
사선을 포함한 제1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제1절연막, 반도체피막을 침적하는 공정; 금속박막을 침
적시키고 적어도 상기 금속박막 및 상기 반도체막을 동일한 마스크에 기초하여 패터닝하여 상기 신호선,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제2배선층을 형성하는 공정; 제2절연막을 침적시키고 상
기 소스 전극에 대응하는 상기 제2절연막에 제1접촉구를 형성하는 공정; 및 상기 접촉구를 통하여 상기 
소스 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됨과 동시에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을 통하여 상기 주사선과 중복하는 상기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의 제조방법.

32-14

1019960044674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접촉구를 제작함과 동시에 상기 제1배선층의 일부 및 상기 제2배선층의 일부를 
노출하는 제2 및 제3접촉구를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전극은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을 통하여 상기 인접하는 한 주사선으로부터의 
연재영역과 중복하는 제1중복 영역과, 상기 화소전극과 인접하는 하나 또는 다른 주사선과의 틈에서 빛이 
새는 것을 차폐하도록 상기 주사선과 상기 제1절연막을 통하여 인접하는 상기 주사선과 일부 중복하여 배
치된 상기 신호선과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광 차폐층과 상기 제2절연막을 통하여 중복하는 제2중복 영
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 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주사선의 상기 연재 영역은 상기 신호선과 상기 화소전극 사이에 연장되어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광 차폐층과 상기 제1절연막 사이에는 상기 광 차폐층의 윤곽에 일치하는 상기 반
도체막과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반도체층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9 

기판상에 배치된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된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
적으로 접속된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와, 상기 드레인 전극으로부터 도출
되고 상기 주사선과 거의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
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주사선을 형성하는 제1공정; 상기 제1절연막 및 반도
체피막을 침적시키는 제2공정; 금속박막을 침적시키고 상기 금속박막 및 상기 반도체막을 동일한 마스크
에 기초하여 패터닝하여 상기 신호선, 상기 소스 전극 및 상기 드레인 전극을 형성하는 제3공정; 제2절연
막을 침적시키고 상기 소스 전극에 대응하는 상기 제2절연막에 제1접촉구를 형성하는 제4공정; 및 상기 
접촉구를 통하여 상기 소스 전극에 전기적으로 접속됨과 동시에 상기 주사선과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을 
통하여 중복되는 상기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제5공정을 구비하고, 또한 상기 박막트랜지스터 이외의 위치
에서 상기 화소전극과 상기 인접하는 하나 또는 다른 주사선이 걸친 위치에 있어서, 상기 제2공정과 동시
에, 상기 제1절연막 및 반도체피막을 침적하는 공정; 상기 제3공정과 동시에 상기 금속박막을 침적하고 
상기 금속박막 및 상기 반도체막을 상기 마스크에 기초하여 패터닝하여 상기 광 차폐층을 형성하는 공정; 
상기 제4공정과 동시에 상기 제2절연막을 침적시키는 공정; 및 상기 제5공정과 동시에 상기 하나 또는 다
른 주사선의 일부를 덮도록 상기 화소전극을 형성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기판상에 배치된 게이트 전극 영역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주사선 및 상기 주사선과 평행한 보조용량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적어도 상기 게이트 전극 영역상에 배치된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적
으로 접속된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포함한 박막트랜지스터와, 상기 박막트랜지스터 상에 배치된 제
2절연막과, 상기 드레인 전극에 상기 제2절연막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된 상기 주사선과 직교하는 신
호선과, 상기 제2절연막을 통하여 상기 소스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
레이 기판에 있어서, 상기 보조용량선은 상기 각 보조용량선과 상기 제1 및 제2절연막을 통하여 수직 방
향으로 배선된 묶음 배선을 포함하고, 상기 각 보조용량선과 상기 묶음 배선은 도전층을 통하여 전기적으
로 접속된 보조용량선 연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용량선 연결부는 상기 묶음 배선이 상기 신호선과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지고, 
상기 도전층이 상기 화소전극과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막과 상기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 사이에는 저저항반도체막을 끼우고, 
상기 교차 영역에 있어서의 상기 신호선과 상기 반도체층 사이에는 상기 저저항반도체막과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저저항 반도체층이 끼워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막이 비정질 실리콘을 주체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
판.

청구항 14 

기판 상에 배치된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된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
적으로 접속된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포함한 박막트랜지스터와, 상기 드레인 전극으로부터 도출되
어 상기 주사선과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치
용 어레이 기판에 있어서, 상기 기판상의 둘레 테두리부에 위치하는 주사선단자부에 상기 주사선을 인출
하는 주사선 인출부가 배치되고, 상기 주사선 인출부는 상기 주사선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제1도전층 
및 이 제1도전층과 절연층을 통하여 상기 신호선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제2도전층을 갖고, 상기 제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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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층과 상기 제2도전층을 상기 화소전극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한 접속층에서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15 

기판상에 배치된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된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
적으로 접속된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와, 상기 드레인 전극으로부터 도출
되어 상기 주사선과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 전극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화소전극을 구비한 표시장
치용 어레이 기판에 있어서, 상기 기판상의 둘레 테두리부에 위치하는 신호선단자부에 상기 신호선을 인
출하는 신호선 인출부가 배치되고, 상기 신호선 인출부는 상기 주사선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제1도전층 
및 제1도전층과 절연층을 통하여 상기 신호선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제2도전층을 갖고, 상기 제1도전층
과 상기 제2도전층을 상기 화소전극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한 접속층에서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16 

기판상에 배치된 주사선과, 이 위에 배치된 제1절연막, 이 위에 배치된 반도체막, 상기 반도체막에 전기
적으로 접속된 소스 전극 및 드레인 전극을 포함하는 박막트랜지스터와, 상기 박막트랜지스터상에 배치된 
제2절연막과, 상기 드레인 전극에 상기 제2절연막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된 상기 주사선과 직교하는 
신호선과, 상기 소스 전극과 상기 제2절연막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화소전극과, 상기 신호선에 
신호선 인출부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신호선단자부와, 상기 주사선에 주사선 인출부를 통하여 전
기적으로 접속된 주사선단자부를 구비한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에 있어서, 상기 신호선단자부 및 주사선
단자부는 상기 주사선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제1도전층 및 이 제1도전층상에 배치된 상기 화소전극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제2도전층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선 인출부 및 주사선 인출부는 상기 주사선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상기 제1
도전층 및 이 제1도전층과 상기 제1절연막을 통하여 상기 신호선과 동일한 재료로 형성된 제3도전층을 각
각 갖고, 상기 제1도전층과 상기 제3도전층은 상기 제2도전층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용 어레이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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