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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호 라인과 픽셀 전극 사이의 단락 회로를 방지할 수 있는 액정표시 장치 및 이의 제조방법

요약

게이트 절연층이 절연 기판(1) 상에 형성되고, 신호 라인 패턴층(SLi) 및 픽셀 전극(Eij)가 게이트 절연층

의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 및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상에 각각 형성되고, 신호 라인 형성 영역과 픽
셀 전극 형성 영역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의 일부분이 에칭되는 LCD 장치 제조 방법이 제공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신호 라인과 픽셀 전극 사이의 단락 회로를 방지할 수 있는 액정 표시(LCD) 장치 및 이의 제조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기술의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도시하는 평면도.

제2a도 내지 제2e도는 제1e의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제1 종래의 방법을 도시하는 횡
단면도.

25-1

1019940038847



제3도는 제1도의 신호 라인의 횡단면도.

제4도는 제2e도의 변형을 도시하는 횡단면도.

제5a도 내지 제5d도는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제2 종래 기술의 방법을 도시하는 횡단
면도.

제6도는 본 발명을 따르는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도시하는 평면도.

제7a도 내지 제7e도는 제6도의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제1 실시예를 도시하는 횡단면
도.

제8도는 제6도의 신호 라인의 횡단면도.

제9도는 본 발명을 따르는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도시하는 평면도.

제10a도 내지 제10e도는 제9도의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제2 실시예를 도시하는 횡단
면도.

제11도는 제9도의 신호 라인의 횡단면도.

제12도는 본 발명을 따르는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도시하는 평면도.

제13a도 내지 제13f도는 제12도의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의 제3 실시예를 도시
하는 횡단면도.

제14도는 제12도의 신호 라인의 횡단면도.

제15a도 내지 제15f도는 제6도의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의 제4 실시예를 도시하
는 횡단면도.

제16도는 제6도의 신호 라인의 횡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유리 기판                             2 : 게이트 라인층

3 : 게이트 절연층                      4 : I-형 비정질 실리콘

5 : N-형 비정질 실리콘             7 : 도전 패턴층

8 : 투명 픽셀 전극층                  9 : 안정화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액정 표시(Liquid Crystal Display;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
호 라인(signal line)과 픽셀 전극(pixel electrode)간의 단락 회로를 피할 수 있는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를  사용하는 액티브 매트릭스(Active  Matrix)  LCD  장치는 
TFT들이 비정질 실리콘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해상도와 성능면에서 개발되어 왔다.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에서는, 게이트 라인 패턴층(gate line pattern 
layer)은 절연 기판의 TFT 형성 영역 상에 형성된다. 이어서, 게이트 절연층이 게이트 라인 패턴층 및 절
연 기판 상에 형성된다. 다음으로, 비정질 실리콘 패턴층이 게이트 절연층의 TFT 형성 영역 상에 형성되
고, 신호 라인 패턴층이 게이트 절연층의 신호 라인 형성 영역 상에 형성된다. 또한, 픽셀 전극 패턴층이 
게이트 절연층의 픽셀 전극 패턴 형성 영역 상에 형성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상세히 후술될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의 방법에서, 신호 라인 패턴층 및 픽셀 전극 패턴층이 게이트 전극층상 즉 동일 평
면상에 형성되기 때문에, 단락 회로가 신호 라인 패턴층과 픽셀 전극층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정질 실리콘에 수행된 에칭 프로세스가 신호 라인 형성 영역과 픽셀 전극 형성 영역 사이에 있는 비정
질 실리콘의 일부분은 에칭할 수 없을 때, 그 사이에 남겨진 비정질 실리콘은 신호 라인 패턴층과 픽셀 
전극 패턴층 사이의 단락 회로로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신호 라인과 픽셀 전극 사이의 단락 회로를 피할 수 있는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
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라, 게이트 절연층이 절연 기판 및 신호 라인 패턴층 상에 형성되고, 픽셀 전극 패턴층이 신
호 라인 게이트 절연층의 신호 라인 형성 영역 상에 각각 형성되는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서, 
신호 라인 형성 영역과 픽셀 전극 형성 영역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의 일부분이 에칭된다.

그리하여, 비정질 실리콘이 게이트 절연층과 신호 라인 형성 영역 사이에 남겨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
정질 실리콘이 완전히 게거됨으로써 신호 라인 패턴층과 픽셀 전극 패턴층 사이에 단락 회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는 후술하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더 명
백하게 될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이전에,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종래  기술의  방법이 
제1도, 제2a도 내지 제2e도, 제3도, 제4도 및 제5a도 내지 제5d도를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다.

제1도는 종래 기술의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도시하는 평면도이고; 제2a도 내지 제2e도는 제1도의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제1 종래 기술의 방법을 도시하는 횡단면도이며; 제2도는 제1도의 신호 라인의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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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이다.

먼저, 제1도를 참조하면, 복수의 신호 라인(SLi 및 SLi+1) 및 복수의 게이트 라인(GL  j)이 제공되고, 투명 

픽셀 전극(Ei-1, j, Eij 또는 Ei+1, j)이 TFT(Qij 또는 Qi+1, j)를 통해 신호 라인(SLj, SLi+1, ···)와 게이트 

라인(GLj, ···) 사이의 각 교차부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TFT(Qij)에서, 게이트는 게이트 라인(GLi)에 

접속되고, 소스는 픽셀 전극(Eij)에 접속되며, 드레인은 신호 라인(SLi)에 접소된다. 즉, TFT(Qij)가 게이

트 라인(GLj)에서의 전압에 의해 ON 및 OFF되면, 신호 라인(SLi)는 픽셀 전극(Eij)에 접속되어 TFT로부터 

분리된다.

제1도의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는 제1도의 TFT(Qij) 주변의 횡단면도인 제2a도 내지 제2e도를 참조하여 

후술된다. 제2a도 내지 제2e도에서, A1은 TFT 형성 영역을 나타내며, A2는 신호 라인 형성 영역, A3는 픽
셀 전극 형성 영역을 나타낸다.

제2a도를 참조하면, 게이트 라인층(2)는 유리 기판(1)의 TFT 형성 영역(A1)상에 형성된다. 또한, 게이트 
절연층(3)을 형성하기 위해, TaO, SiO 등으로 구성된 제1 게이트 절연층(31)이 전체 표면 상에 피착되고, 
SiN 등으로 구성된 제2 게이트 절연층(32)이 그 위에 피착된다.

다음으로 제2b도를 참조하면, TFT의 채널 영역용 I-형 비정질 실리콘(4)가 전체 표면 상에 피착되고, 저
저항 접촉 구조용 N-형 비정질 실리콘층(5)가 그 위에 피착도니다.

다음으로, 제2c도를 참조하면, 비정질 실리콘층(4 및 5)가 패턴된다.

다음으로, 접촉홀(도시안됨)이 접촉 구조용으로 내부에 형성되도록 게이트 절연층(3)이 패턴된다.

다음으로, 제2d도를 참조하면, Cr, Mo/Ta, Al 또는 Al/Ta로 이루어진 단일층 또는 다층의 도전 패턴층
(7)이 형성된다. 또한, ITO로 이루어진 투명 픽셀 전극층(8)이 전체 표면 상에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제2e도를 참조하면, 투명 픽셀 전극층(8)이 패턴된다. 이어서, 안정화층(passivation layer; 
9)가 형성되어 패턴된다. 이 경우, 신호 라인(SLi) 주변이 제3도에 도시된다.

제2e도 및 제3도에서, 도전 패턴층[(7(S) 및 7(D))]는 각각 TFT(Qij)의 소스 및 드레인이다. 또한, 도전 

패턴층[7(SLi)]은 신호 라인(SLi)이다. 또한, 픽셀 전극[8(Ei-1j ) 및 8(Eij )]는 각각 픽셀 전극(Ei-i,j ) 및 

픽셀 전극(Eij)이다.

제2e도의  변형인 제4도에서,  게이트 신호층(2')는  유리  기판(1)  내에  매립된다(JP-A-HEI4-324938호 참
조). 즉, 유리 기판은 포트레시스트 패턴(도시안됨)의 마스크로써 이온 빔 밀링 장치(ion beam milling 
apparatus) 내의 Ar 가스를 사용하여 에칭된다. 이 경우에, 에칭된 깊이는 제2e도의 게이트 라인층(2)의 
높이와 거의 동일하다. 그 결과로서, TFT(Qij)의 높이가 감소되어 배향(orientation)의 결점 및 액정의 결

점을 감소시킨다. 또한,  에칭된 깊이가 충분히 커서 게이트 라인층(2)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제2 종래 기술의 방법이 제5a도 내지 제5d도를 참조하여 후술
된다(JP-Q-HEI2-234126호 참조).

먼저, 제5a도를 참조하면, Cr로 구성된 도전층(gl)이 유리 기판(1) 상에 스퍼터링 프로세스(sputtering 
process)에 의해 형성되어, 게이트 단자(GTM), 게이트 라인(GL) 및 게이트 전극(GT)를 형성하기 위해 패
턴된다. 다음으로, Al로 구성된 도전층(g2)가 게이트 단자(GTM) 및 게이트 라인(GL) 상에 스퍼터링 프로
세스에 의해 형성된다. 이 경우에, 게이트 단자(GTM) 상의 도전층(g2)는 안정화층(PSV)(제5a도에는 도시
되지 않지만, 제5c도 및 제5d도에는 도시됨)의 외측이다.

다음으로, 제5b도를 참조하면, 질화실리콘으론 구성된 게이트 절연층(3)이 전체 표면 상에 형성된다. 이

어서, I-형 비정질 실리콘층(AS) 및 N
+
-형 실리콘층(d0)가 형성된다. 다음으로, 도전층(d1)이 형성되어 패

턴된다. 다음에, 도전층(d0)가 패턴된다. 또한, 도전층(d2)가 형성되어 패턴된다. 또한, ITO로 구성된 투
명 전극층(d3)이 형성되어 패턴된다. 따라서, 소스(S), 드레인(D) 및 신호 라인(SL) 및 드레인 단자(DT
M)이 형성된다. 이 경우에, 드레인 단자(DTM) 상의 도전층(d2)는 안정화층(PSV)의 외측이다(제5c 및 제5d
도 참조). 이어서, 안정화층(PSV)가 전체 표면 상의 플라즈마 CVD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다.

다음으로, 제5c도를 참조하면, 안정화층(PSV)가 패턴되고, 또한 게이트 절연층(3)이 패턴된다.

마지막으로, 제5d도를 참조하면, 게이트 단자(GTM)  상의 도전층(g2)  및 드레인 단자(DTM)  상의 도전층
(d2)가 제거된다. 이어서, 게이트 단자(GTM)과 드레인 단자(DTM) 상의 상부층(TMT)를 형성하기 위해 ITO
로 구성된 투명 픽셀 전극층이 형성되어 패턴된다.

따라서, 제5a도 및 제5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제2 종래 기술에서, 게이트 절연층(3)이 안정화층(PSV)의 
패터닝과 동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터 내의 핀홀들이 게이트 절연층(3)으로 이동되기가 어려워
서 단락 회로들이 게이트 라인(GL)[게이트 전극(GT)]과 드레인 라인(DL)(소스 및 드레인) 사이에서 좀처
럼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율이 향상된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 기술의 방법에서, 신호 라인(또는 드레인 라인)과 픽셀 전극 패턴층이 게이트 절연
층(3) 즉, 동일 평면 상에 형성되기 때문에, 단락 회로가 신호 라인(또는 드레인 라인)과 픽셀 전극 패턴
층 사이에 생길 수 있다. 특히, 비정질 실리콘에 수행된 에칭 프로세스가 신호 라인 형성 영역과 픽셀 전
극 형성 영역 사이에 있는 비정질 실리콘의 일부분을 에칭하지 못할 때, 그 사이에 남겨진 비정질 실리콘
은 신호 라인 (또는 드레인 라인)과 픽셀 전극 패턴층 사이의 단락 회로로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에가 제6도, 제7a도 내지 제7f도 및 제8도를 참조하여 후술될 것이다.

제6도는 본 발명을 따르는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이고; 제7a도 내지 제7f도는 제6도의 장치를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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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횡단면도이며; 제8도는 제6도의 신호 라인의 횡단면도이다.

제6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리세스부(R1i-1j)가 신호 라인 형성 영역과 픽셀 전극 형성 영역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제6도에는 도시되지 않으나, 제7d도 제7e도 및 제7f도에는 도시됨) 내에 형성된다.

제7a도를 참조하면, 제2a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이트 라인층(2)가 유리 기판(1)의 TFT 형성 영역
(A1) 상에 형성된다. 또한, 게이트 절연층(3)을 형성하기 위해, TaO, SiO 등으로 이루어진 제1 게이트 절
연층(31)이 전체 표면 상에 피착되고, 이어서 SiN 등으로 이루어진 제2 게이트 절연층(32)가 그 위에 피
착된다.

다음으로, 제7b도를 참조하면, 제2b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TFT의 채널 영역용 I-형 비정질 실리콘층
(4)가 전체 표면 상에 피착되고, 저저항 접촉 구조용 N-형 비정질 실리콘층(5)가 그 위에 피착된다.

다음으로, 제7c도를 참조하면, 제2c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정질 실리콘층(4 및 5)가 패턴된다.

다음으로, 제7d도를 참조하면, 게이트 절연층(3)이 접촉 구조(도시안됨)를 형성하기 위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건식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에칭되어, 게이트 절연층(3) 내에 리세스부(R1i-1j)를 형성

한다. 즉,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의 일부분
이 에칭된다.

다음으로, 제7e도를 참조하면, 제2d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Cr, Mo/Ta, Al 또는 Al/Ta으로 구성된 단
일층 또는 다중층 도전 패턴층(7)이 형성된다. 또한, ITO로 구성된 투명 픽셀 전극층(8)이 전체 표면 상
에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제7f도를 참조하면, 제2e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명 픽셀 전극층(8)이 패턴된다. 이어
서, 안정화층(9)가 형성되어 패턴된다. 이 경우, 신호 라인(SLi)의 주변이 제8도에 도시된다.

제8도에서, 리세스부(R1i-i, j) 외에도 리세스부(R1i, j)가 게이트 절연층(3) 내에 형성된다. 즉, 신호 라인

(SLi)는 리세스부(R1i-1, j 및 R1i, j)에 의해 둘러싸이게 된다.

따라서, 제1 실시예에서,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
층(3)의 일부분의 제거는 접촉 구조용 접촉홀의 형성과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므로, 제7c도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비정질 실리콘층(4 및 5)의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
역(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 상에 비정질 실리콘이 남아있더라도, 이러한 비정질 실리콘은 제7d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이트 절연층(3)의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제거된다. 또한, 접촉홀 형성 단계를 
이용하는 게이트 절연층(3)은 제조 단계를 증가시키지 않아서, 제조 비용이 좀처럼 증가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가 제9도, 제10a도 내지 제10f도 및 제11도를 참조하여 후술될 것이다.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도시하는 평면도이고; 제10a도 내지 제10f도는 제9
도의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횡단면도이고; 제11도는 제9도의 신호 라인(SLi)의 횡단면도

이다.

제9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리세스부(R2i-1, j )가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제9도에는 도시되지 않으나, 제10d도, 제10e도 및 제10f도에는 도시됨) 내
에 형성된다. 또한, 픽셀 전극(Eij)는 리세스부(R2ij) 위로 연장한다. 그 결과로서, 신호 라인(SLi)이 픽셀 

전극(Ei-1, j 및 Eij)에 매우 가까워지는 경우라도, 그 사이에 있는 비정질 실리콘의 일부분이 완전히 제거

될 수 있다.

제10a도를 참조하면, 제7a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이트 라인층(2)가 유리 기판(1)의 TFT 형성 영역
(A1) 상에 형성된다. 또한, 게이트 절연층(3)을 형성하기 위해, TaO, SiO 등으로 구성된 제1 게이트 절연
층(31)이 전체 표면 상에 피착되고, 이어서 SiN 등으로 구성된 제2 게이트 절연층(32)가 그 위에 피착된
다.

다음으로, 제10b도를 참조하면, 제7b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TFT의 채널 영역용 I-형 비정질 실리콘층
(4)가 전체 표면 상에 피착되고, 저저항 접촉 구조용 N-형 비정질 실리콘층(5)가 그 위에 피착된다.

다음으로, 제10c도를 참조하면, 제7c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정질 실리콘층(4 및 5)가 패턴된다.

다음으로,  제10d도를  참조하면,  제7d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이트 절연층(3)이  접촉 구조(도시안
됨)를 형성하기 위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건식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에칭되어 게이트 절연
층(3) 내에 리세스부(R2  i-1, j)를 형성한다. 즉,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

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의 일부분이 에칭된다.

다음으로, 제10e도를 참조하면, 제7e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Cr, Mo/Ta, Al 또는 Al/Ta로 구성된 단일
층 또는 다층의 도전 패턴층(7)이 형성된다. 또한, ITO로 구성된 투명 픽셀 전극층(8)이 전체 표면 상에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제10f도를 참조하면, 제7f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명 픽셀 전극층(8)이 패턴된다. 이 
경우에,  픽셀  전극층(8; E i-1, j )은  게이트  절연층(3)의 리세스부(R2 i-1, j )  위에  부분적으로  위치된다. 

그후, 안정화층(9)가 형성되어 패턴된다. 이 경우에, 신호 라인(SLi)의 주변이 제11도에 도시된다.

제11도에서, 리세스부(R2i-1, j) 이외에 리세스부(R2i, j)가 게이트 절연층(3) 내에 형성된다. 즉, 신호 라인

(SLi)은 픽셀 전극[8(Ei-1, j) 및 8(Eij)]가 연장된 위로 리세스부(R2i-1, j 및 R2  i, j)에 의해 둘러싸이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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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2 실시예에서,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
층(3)의 일부분의 제거는 접촉 구조용 접촉홀의 형성과 동시에 수행된다. 또한, 픽셀 전극층(8)은 리세스
부(R2i-1, j 및 R2ij) 위에 부분적으로 위치된다. 그러므로,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

역(A3) 사이의 거리는 매우 작으며, 비정질 실리콘은 제10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정질 실리콘층(4 및 
5)의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그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 상에 남겨지고, 이러한 비정질 실리콘은 제
10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게이트 절연층(3)의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제거된다. 또한, 접촉홀을 형성하는 
단계를 사용하는 게이트절연층(3)의 에칭 프로세스는 제조 단계를 증가시키지 않아서, 제조 비용이 좀처
럼 증가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3 실시예가 제12도, 제13a도 내지 제13f도 및 제14도를 참조하여 후술될 것이다.

제1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액티브 매트릭스 LCD 장치를 도시하는 평면도이고; 제13a도 내지 제13f도는 제
12도의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횡단면도이며; 제14도는 제12도의 신호 라인(SLi)의 횡단면

도이다.

제1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세스부(R3i-1, j)가 신호 라인 형성 영역과 픽셀 전극 형성 영역 사이뿐만 

아니라 신호 라인(SLi 및 SLi+1) 아래의 게이트 절연층(3)(제12도에는 도시되지 않으나, 제13d도, 제13e도 

및 제13f도에는 도시됨) 내에 형성된다.

제13a도를 참조하면, 제7a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이트 라인층(2)가 유리 기판(1)의 TFT 형성 영역
(A1) 상에 형성된다. 또한, 게이트 절연층(3)을 형성하기 위해, TaO, SiO 등으로 구성된 제1 게이트 절연
층(31)이 전체 표면 상에 피착되고, 이어서 SiN 등으로 구성된 제2 게이트 절연층(32)가 그 위에 피착된
다.

다음으로, 제13b도를 참조하면, 제7b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TFT의 채널 영역용 I-형 비정질 실리콘층
(4)가 전체 표면 상에 피착되고, 저저항 접촉 구조용 N-형 비정질 실리콘층(5)가 그 위에 피착된다.

다음으로, 제13c도를 참조하면, 제7c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정질 실리콘층(4 및 5)가 패턴된다.

다음으로,  제13d도를  참조하면,  제7d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이트 절연층(3)이  접촉 구조(도시안
됨)를 형성하기 위한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건식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에칭되어, 게이트 절연
층(3) 내에 리세스부(R3  ij)를 형성한다. 즉,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내 및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의 일부분이 에칭된다.

다음으로, 제13e도를 참조하면, 제7e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Cr, Mo/Ta, Al 또는 Al/Ta으로 구성된 단
일층 또는 다층의 도전 패턴층(7)이 형성된다. 또한, ITO로 구성된 투명 픽셀 전극층(8)이 전체 표면 상
에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제13f도를 참조하면, 투명 픽셀 전극층(8)이 패턴된다. 따라서, 신호 라인(SLi)이 리세스부

(R3ij ) 내에 형성된다. 이어서, 안정화층(9)가 형성되어 패턴된다. 이 경우에, 신호 라인(SLi)의 주변이 

제14도에 도시된다.

제14도에서, 리세스부(R3ij)이 게이트 절연층(3) 내에 형성된다. 즉, 신호 라인(SLi)는 리세스부(R3ij) 내

에 위치된다.

따라서, 제3 실시예에 있어서,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의 일부분의 제거는 접촉 구조용 접촉홀의 형성과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므로,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의 거리는 매우 작으며, 비정질 실리콘은 제13c도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비정질 실리콘층(4 및 5)의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그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상에 남겨지
고, 이러한 비정질 실리콘은 제13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게이트 절연층(3)의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제거
된다. 또한, 접촉홀을 형성하는 단계를 사용하는 게이트 절연층(3)의 에칭 프로세스는 제조 단계를 증가
시키지 않아서, 제조 비용이 좀처럼 증가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4 실시예가 제15a도 내지 제15f도 및 제16도를 참조하여 기술될 것이다. 제15a도 내지 제15f
도는 제6도의 장치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하는 횡단면도이고, 제16도는 제6도의 신호 라인(SLi)의 

횡단면도이다.

제4 실시예에서, 리세스부(R1i-1, j )가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제12도에는 도시되지 않으나, 제15f도에는 도시됨)과 안정화층(9) 내에 형성된다.

제15a도를 참조하면, 제7a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이트 라인층(2)가 유리 기판(1)의 TFT 형성 영역
(A1) 상에 형성된다. 또한, 게이트 절연층(3)을 형성하기 위해, TaO, SiO 등으로 구성된 제1 게이트 절연
층(31)이 전체 표면 상에 피착되고, 이어서 SiN 등으로 구성된 제2 게이트 절연층(32)가 그 위에 피착된
다.

다음으로, 제15b도를 참조하면, 제7b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TFT의 채널 영역용 I-형 비정질 실리콘층
(4)가 전체 표면 상에 피착되고, 저저항 접촉 구조용 N-형 비정질 실리콘층(5)가 그 위에 피착된다.

다음으로, 제15c도를 참조하면, 제7c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정질 실리콘층(4 및 5)가 패턴된다.

다음으로, 게이트 절연층(3)이 접촉 구조(도시안됨)를 형성하기 위해 포토레지스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건
식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에칭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
(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의 일부분은 에칭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15d도를 참조하면, 제7e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Cr, Mo/Ta, Al 또는 Al/Ta로 구성된 단일
층 또는 다층의 도전 패턴층(7)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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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15d도를 참조하면, ITO로 구성된 투명 픽셀 전극층(8)이 전체 표면 상에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제15f도를 참조하면, 안정화층(9)가 형성된다. 이어서, 안정화층(9)와 게이트 절연층(3)이 
동시에 패턴된다. 이 경우에, 신호 라인(SLi)의 주변이 제16도에 도시된다.

제16도에서, 리세스부(R1i-1, j) 뿐만 아니라 리세스부(R1ij) 게이트 절연층(3) 내에 형성된다. 즉, 신호 라

인(SLi)이 리세스부(R1i-1, j 및 R1i, j)에 의해 둘러싸인다.

따라서, 제4 실시예에 있어서,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의 일부분의 제거는 접촉 구조용 접촉홀의 형성과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므로, 비정질 실리콘이 
제15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비정질 실리콘층(4 및 5)의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
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게이트 절연층(3) 상에 남겨지는 경우라도, 이러한 비정질 실리
콘은 제15f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게이트 절연층(3)의 에칭 프로세스에 의해 제거된다. 또한, 접촉홀을 
형성하는 단계를 사용하는 게이트절연층(3)의 에칭 프로세스는 제조 단계를 증가시키지 않아서, 제조 비
용이 좀처럼 증가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서, 비정질 실리콘에 수행된 에칭 프로세스가 신호 라인 형성 
영역과 픽셀 전극 형성 영역 사이에 있는 비정질 실리콘의 일부분을 에칭하지 못하더라도, 신호 라인과 
픽셀 전극 사이의 단락 회로가 방지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LCD 장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절연 기판(1) 상에 게이트 절연층(3)을 형성하는 단계; 신호 라인 형성 영
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일부분을 에칭하는 단계; 상기 게
이트 절연층의 신호 라인 영역 상에 신호 라인 패턴층(SLi)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픽

셀 전극 영역 상에 픽셀 전극 패턴층(Eij)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전극 패턴층 형성 단계는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일부분이 에칭된 상기 절연 
기판의 일부분 상에 상기 픽셀 전극 패턴층을 더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층 에칭 단계는 신호 라인 형성 영역 내의 상기 상기 게이트 절연층을 
에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4 

LCD 장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절연 기판(1) 상에 게이트 절연층(3)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절연
층의 신호 라인 영역 상에 신호 라인 패턴층(SLi)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픽셀 전극 

영역(A3) 상에 픽셀 전극 패턴층(Eij)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신호 라인 패턴과 상기 픽셀 전극 패턴 상에 

안정화층(9)를 형성하는 단계; 및 신호 라인 형성 영역과 픽셀 전극 형성 영역 사이에 있는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일부분과 상기 안정화층(9)의 일부분을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5 

LCD 장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절연 기판(1)의 TFT 형성 영역(A1) 상에 게이트 라인 패턴층(GLj)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절연 기판(1) 및 상기 게이트 라인 패턴층 상에 게이트 절연층(3)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TFT 형성 영역 상에 비정질 실리콘 패턴층(4 및 5)를 형성하는 단계; 신호 라인 형성 영
역(A2)와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에 있는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일부분을 에칭하는 단계; 상기 게
이트 절연층의 TFT 형성 영역과 신호 라인 영역 상에 소스/드레인 패턴층 및 신호 라인 패턴층(SLi)을 각

각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픽셀 전극 영역 상에 픽셀 전극 패턴층(Eij)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전극 패턴층 형성 단계가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일부분이 에칭된 상기 절연 
기판의 일부분 상에 상기 픽셀 전극 패턴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절연층 에칭 단계는 상기 신호 라인 형성 영역 내의 상기 게이트 절연층을 
에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8 

LCD 장치 제조 방법에 있어서, 절연 기판(1)의 TFT 형성 영역(A1) 상에 게이트 라인 패턴층(GLi)을 형성하

는 단계; 상기 절연 기판(1) 및 상기 게이트 라인 패턴층 상에 게이트 절연층(3)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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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절연층의 TFT 형성 영역 상에 비정질 실리콘 패턴층(4 및 5)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절연
층의 상기 TFT 형성 영역과 신호 라인 영역 상에 소스/드레인 패턴층 및 신호 라인 패턴층(SLi)을 각각 형

성하는 단계;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픽셀 전극 영역 상에 픽셀 전극 패턴층(Eij)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신호 라인 패턴 및 상기 픽셀 전극 패턴 상에 안정화층(9)를 형성하는 단계; 및 신호 라인 형성 영역과 
픽셀 전극 형성 영역 사이에 있는 상기 게이트 절연층의 일부분과 상기 안정화층의 일부분을 에칭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절연 기판(1); 상기 절연 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으며, 리세스부(R1i-1,  j 및 R1i, j)를 갖는 게이트 절연층

(3) - 상기 리세스부(R1i-1, j 및 R1i, j)는 상기 게이트 절연층(3)을 이격시켜 상기 게이트 절연층(3) 상에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 및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을 각각 정의함-; 상기 게이트 절연층(3)의 상기 신
호 라인 형성 영역(A2) 상에 형성된 신호 라인(SLi); 및 상기 게이트 절연층(3)의 상기 픽셀 전극 형성 영

역(A3) 상에 형성된 픽셀 전극(E1i-1, j 및 E1j+1, j)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픽셀 전극은 상기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과 상기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사이
의 상기 절연 기판 위로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청구항 11 

절연 기판(1); 상기 절연층 상에 형성된 게이트 절연층(3); 상기 절연 기판 상에 형성된 신호 라인(SLi); 

및 상기 게이트 절연층 상에 형성된 픽셀 전극(Eij)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청구항 12 

절연 기판(1); 상기 절연 기판 상에 형성된 게이트 라인(SLj); 상기 게이트 라인(GLj)을 덮도록 상기 절연 

기판 상에 형성되어 있으며, 리세스부(R1i-1, j 및 R1ij)를 갖는 게이트 절연층(3) - 상기 리세스부(R1  i-1, 

j 및 R1ij)는 상기 게이트 절연층(3)을 상호 이격시켜 상기 게이트 절연층(3) 상에 신호 라인 형성 영역

(A2) 및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을 각각 정의함-; 상기 게이트 라인(GLj)에 대향하는 상기 게이트 절연층

(3) 상에 형성된 형성된 소스/드레인 패턴; 상기 게이트 절연층(3)의 상기 신호 라인 형성 영역(A2) 상에 
신호 라인(SLj); 및 상기 게이트 절연층(3)의 상기 픽셀 전극 형성 영역(A3) 상에 형성된 픽셀 전극(E1i-1, 

j 및 E1j+1, j)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CD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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